
Joel의 Global Dining Market

A very interesting trend is taking place currently in the USA.  American consumers are in revolt over the food additives, preservatives, 

antibiotics and hormones in the food supply. Food processors and restaurant chains are scrambling to meet these new consumer 

demands.

Where is the FDA?
America prides itself on having a very safe food supply, and the Food & Drug Administration (FDA) is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maintaining food safety. Critics have long complained that the FDA was in the pockets of “Big Food” – the large food processors and restaurant 

chains like Kraft and McDonalds – allowing many additives and preservatives that were banned in most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In 

fact, products sold abroad by these companies did not contain most of these chemical ingredients in order to comply with local food and 

health regulations.  Big food always fought these regulations in the USA claiming their food was already healthy and that complying with these 

regulations would mean higher prices for consumers.

Consumers Doing the FDA’s Job!
Not a day goes by now in America without some member of  “Big Food” trying to calm down the consumer rage by announcing some changes to 

their product formulations.

Kraft Foods is dropping the yellow dye from their famous Macaroni & Cheese. Nestle is removing artificial flavors and cutting salt from it frozen 

pizza and snack products by the end of 2015. General Mills is reformulating their cereals to remove artificial colors and flavors.

Even the FDA is getting into the act by announcing a ban on hydrogenated oils by 2018. Restaurant chains are responding quickly to these 

American Consumers Revolt Against the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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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demands as well.

Chipotle announced the end of GMO’s in all their ingredients. McDonald’s is eliminating antibiotics in their chicken menus. Taco Bell, Subway, 

Pizza Hut and Panera Bread have all announced recently to phase out artificial additives, preservatives or GMO’s.

Why Are Consumers Revolting Now?
Actually these trends have been visible on the East & West Coasts of America for quite some time but now have spread to the heartland.  One 

can thank hipsters for generating much of the noise on the subject. After all, people in LA want to know if the animals are humanely treated before 

buying a chicken breast or a steak.  MSG has been a dirty word on both coasts for at least the past 15 years.

Technomic, the giant foodservice research house, recently published a large survey about what today’s American food consumers want. Here 

are the key takeaways.

· They want wholesome, nutritious foods they can feel good about eating.

· They want natural and additive-free ingredients.

· They want greater menu transparency from restaurant chains.

· They will pay more for GMO and antibiotic free proteins.

American foodservice will never be the same going forward.  Consumers may pay more for 

their food but in their mind they will be eating better and protecting their health.  It is quite 

amazing actually that individual consumers have taken on the “Big Food” companies and 

forced them to change.  This is something that FDA was not able or unwilling to do.

Consumer power is a beautiful thing!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57-5번지 태명 제 2빌딩 301호

E:hgintl@hotmail.co.kr
T:051-714-5661   F:055-388-8464
M:010-8613-3131

제로 칼로리
 제로 탄수화물 
 제로 혈당지수
100%천연원료
뛰어난 감미

건강한 프리미엄 감미료! 
             SweetLeaf 

Stevia Sweetener

www.SweetLeaf.com

20
15

  A
ug

us
t  

 1
65



지금 미국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중이다. 소비자들이 식료품 첨가제, 방부제, 항생제, 호르몬 등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료품 가공업체와 레스토랑 체인들은 소비자의 새 기호에 맞추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FDA는 어디에?

미국은 매우 안전한 식료품 공급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미국 식약청(FDA)는 식재료의 안전성 유지를 책임지는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비평가들은 

식약청이 크래프트나 맥도널드 같은 대형 식료품 업체와 레스토랑 체인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해왔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업체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그다지 많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지의 식료품 및 보건 규정에 맞춰 제조를 해온 까닭

이다. 그러나 대형 식품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항해 오랜 싸움을 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식품이 이미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규제를 따르다가는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항한다.  

소비자들이 FDA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식료품업체들 중 한 업체 이상이 그들 상품의 제조법상에 몇 가지 변화를 줬다고 매일같이 발표를 해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진정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크라프트 식품회사는 그들의 잘나가는 제품 ‘마카로니 앤 치즈’에서 황색 색소 사용을 줄여가고 있다. 네슬레는 자사의 냉동피자와 간식 제품군에서 2015

년 말까지 인공향료를 없애고 소금 함유량을 줄일 계획이다. 제너럴 밀스는 그들의 씨리얼에서 인공색소와 향료를 없애기 위한 제조법을 새로 구축하고 있다.

2018년까지 경화유 사용 금지를 발표함으로써 FDA 마저 이 같은 움직임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레스토랑 체인들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고 있다.

치폴레는 사용하는 재료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했다. 맥도널드는 그들의 치킨 메뉴에서 항생제의 양을 줄여가고 있다. 타코 벨, 서브웨이, 피자헛, 

파네라 브레드 모두 최근 인공첨가물, 보존제, 유전자 변

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왜 지금 소비자들은 반기를 드는 것일까?

사실상 이러한 움직임들은 동부,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

로 꽤 오랜 시간 부각돼 왔지만 현재 내륙 중심으로도 확

산이 된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한 히피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사람들은 닭 가슴살이나 

스테이크를 구입하기 전에 그러한 가축들이 고통 없이 

바르게 도축됐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MSG는 동서 해안 

도시들에서 이미 최소한 15년 이상 나쁜 말로 인식됐다. 

거대 식품 조사 기관인 테크노믹은 요즘 미국 소비자들

이 원하는 음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한 결과물을 

최근 내놓았다.

식약청(FDA)에 대항하는 미국의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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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탤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조엘 실버스테인 대표는 장기간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살며 최고 경영진

과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외 다수 아시아 국

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버스테인 대표는 호

스피탤리티 산업의 전 경영진으로서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중국 동남아

시아의 프랜차이즈, 아시아에서의 비즈니스 관행, 역동적인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주제로 빈번하게 기고했다. 현재 홍콩에 거주하며, 자주 인근 아시

아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까지 여행하곤 한다.   

세계최고의 미끄럼방지 아웃솔 장착으로

가볍고 발이 편한 조리화

대경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4-12 T. 051-521-2270   F. 051-521-8313 

물, 기름 수용성 세제 등에 탁월한

미끄럼방지 기능 + 내마모성 + 발의 피로도 감소

·UPPER : 천연소가죽

·SORE : PU + 부칠고무(미끄럼 방지용)

·COLOR : BLACK

·SIZE : 220~290mm

·캐쥬얼스타일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통풍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통풍구 아웃솔

특화된 빗살무늬 바닥창 설계로
보다 향상된 미끄럼방지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깔창

탄력 및 복원력이 뛰어난 소재로
관절에 작용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피로감을 극소화합니다.

세계가 놀라고 인정한 기술력과 제품성

MODEL : DK-403B, DK-404B

www.dkknife.co.kr

DK-404B  

DK-403B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꼽자면, 

· 섭취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

· 인공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의 식재료

· 레스토랑 체인들의 메뉴가 보다 투명할 것

·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항생제로부터 자유로운 단백질을 공급받는데 대한 지출을 더 증가시킬 의향

미국의 식품산업은 앞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늘리더라도 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을 지키고 싶어한다. 개개의 소비자들

이 거대 식품회사를 상대로 들고 일어나 그들로부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퍽 경이로운 일이다. 

이는 FDA가 할 수 없었던 혹은 하려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힘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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