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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의 다이어트 식품관련 전시회 참관기 및 현지 시장조사

이 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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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동경 식·음료박람회

•주제: 世界と未をつなぐ、食の『和』

•규모: 350업체출품(750부스) 60,000명(전년도

55,383명)

•전시분야: 식품·식재, 농·축·수산물, 조

건 식재(천연첨가물, 유기, 특별 재배 농산

물 등), 출판, 건강 기능 음료 등

•특이사항 

FABEX(World Food and Beverage Great

Expo)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식품, 음료 전

문 박람회로서 일본 농림 수산성, 후생 노동성,

도쿄도, (재)식품 산업 센터가 후원하며 재단법

인 외식산업 종합 조사 연구 센터, 사단법인 국

제 관광 일본 레스토랑 협회 등이 협력하여 진

행되는 종합 식품 전문 박람회이다.

박람회 개최 주제처럼 일본의 토속식품류부

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일본 국내 지역생산자단

체의 출품 제품부터 글로벌기업의 제품이용 시

연회까지 다양한 식품뿐 아니라 관련 기기 및

시설류를 볼 수 있었다. 전시부스의 선전문구에

일본 수출 상품 기획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9년 4월 21~24일 동경에서 열린 ‘09 동경

식·음료박람회’와 ‘09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박람회’를 참관하였다. 참관 내용과 현지 시장의 다이어

트 제품,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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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安全’, ‘安心’, ‘國內産’의 표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심지어는 제

품시식을 위해 갖춰놓은 채소류에 대해서도 친

환경 제품임을 강조하는 별도의 문구를 게시한

부스들도 있었다. 이는 현지시장조사에서도 점

원이 상품의 구매를 권고할 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하던 일들과 연관지

을 수 있다. 저질수입식품의 유입, 식품소재의

오염문제 등으로 큰 파장을 겪은 나라는 일본

뿐이 아니다. 최신 기능성 식품을 설명하기보다

는 기능성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출처를 표기

하고, 원산지가 다른 소재를 직접 진열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부스들을 보면서 식품원산지

표기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자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시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원료나

원료의 원산지 표기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수

준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핵심 정보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점

을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009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박람회

•규모: 419업체(21개국, 국외 251업체) 참가

/ 13,374명(국외 2,000명) 참관

•전시분야: Analytical services, Bio-pharma-

ceutical contract services, Biotrails, Blending,

Chemical synthesis/analysis, Cleaning equipment,

Clinical research (Field), Clinical trials phase

I to IV, Computer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Contract manufacturing, Contract research,

Custom manufacturing, Data management, Data

services, Drug discovery, Drug metabolism, E-

Business, Filling, Formulation development,

Hygiene testing, Immunochemistry, In-patient

clinical research, Logistics and distribution,

Lyophilisation, Marketing services, Medical

devices, Packaging, Patient safety monitoring,

Pharmacodynamics, Pharmacoeconomics, Pharma-

cogenetics, Pharmacokinetics, Pharmacology,

Photobiology testing, Pre clinical, Product

characterization, Production equipment, Project

management, Quality control, Recruitment /

Human resources, Regulatory affairs, Statistical

analysis, Synthetic organic chemistry, Toxicology

•특이사항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일본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박람회’는 새로이 개발된 상품 외에도

outsourcing solutions, R&D 투자에 대한 기획

을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외 제약관련 업체 및

기능성 식품관련 인력이 모이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로, 전시 뿐 아니라 분석 기술, 제조기술,

판매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세

미나와 초청강연이 열린다.

질병 예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 식품이라면 질병 치료에 큰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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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제약업계열이므로 제

약관련 업체의 관심분야와 동향을 알고자 본

박람회를 관람하였다. 이 박람회의 가장 큰 특

징은 업체 상품 전시를 위한 부스 외에도 정보

전달 및 기술 교육을 위한 강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기초강연 4건, 특별강연 9건,

세미나 68건, 기술강좌 2건, 참여업체의 제품

및 기술·서비스 관련 프레젠테이션 78건). 기

초 기기분석교육에서부터 시장 동향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의 정

보를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참여업체의

전시 상품 대부분은 항생제를 비롯한 약물이였

지만 인삼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supplements 제조 업체들도 다수 찾아 볼 수 있

었으며,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를 대신하

여 발효 등의 기술을 접목해 소재를 생산하는

                                                    그림 2. 2009 의약품원료 및 중간체 박람회

                                                    그림 1. 2009 동경 식·음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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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infra 제공업체들의 참여도 찾아 볼 수 있

었다. 항생제 등에 대한 홍보 외에도 비만으로

파생되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노화 관련

전시약물들을 살펴봤고, 전시회의 성격상 일반

인 대상의 마케팅이 아닌 병원 등 전문 관계자

대상의 마케팅 자료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현지 시장 조사

경기를 많이 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 목

적 식품의 특성상 점포 내객의 수가 많이 줄었

으며, 이는 사무실과 관광객이 많은 번화가인

신주쿠, 긴자 지역 보다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우에노와 아사쿠사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

1. 드러그 스토어 

     (‘마츠모토 키요시 ’를 중심으로)

‘드러그 스토어’는 단순한 약국의 개념이 아

닌 일본 특유의 대형 유통업의 한 형태로 화장

품, 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통 여

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체인형태를 이루

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츠모토 키요시

(약칭: 마츠키요)’가 타 체인에 비해 점포수, 매

출액, 지명도 면에서 단연 앞서 있다.

2006년 기준 일본 전국에 걸친 총 매장수는

             그림 3. 동경 내 드러그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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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개, 매출액은 3,017억엔으로, 기본 구비 상

품으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화장품, 미용

용품을 갖추고 있으며, 점포에 따라 가공식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 체

인임에도 각 점포의 위치와 특성에 맞추어 상

품 구비와 가격이 다양하였다. 특히, 우에노와

신주쿠의 ‘마츠키요’의 경우, 큰 점포 규모, 다

양한 상품 구비,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

매하고자하는 한국 관광객이 찾는 일이 많아,

한국인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판넬을 준비해두

고 있었다. 매장 내에서는 화장품 분야에 가장

많은 구획을 할애하고 있었고, 방문당시는 곧

노출이 늘어나는 여름임을 감안해 다이어트 상

품 매대를 눈에 띄는 자리에 확장 배치해 놓았

다. 진열된 다이어트 상품들은 ‘먹으면 살빠지

는 식품’이라는 식의 접근 보다는 나름대로의

비만 방지 타겟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마츠모토 키요시의 온라인 상점(http://www.e-

matsukiyo.com)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오프

라인 매장은 점포 개점 지역 특성에 따라 선호

도가 있는 상품 위주로 진열됨) 다양한 다이어

트 상품들을 볼 수 있다. 관련 상품은 기능성

            그림 4. 드러그 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
            (온라인 숍 판매상품 사진 출처: http://www.e-matsuki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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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1. 연소(燃燒)계 다이어트 식품 2. 열량조

절제(식사 대용 제품 등) 3. 다이어트 차 4. 다

이어트 음료 5. 저열량식품 6. 기타(식이섬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랭킹랭퀸(Ranking-Ranqueen)

유행상품을 선정하고 그 판매자료를 결합해

서 1위에서 5위까지의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

는 컨셉샵이다. 이곳에서 소비자들은 최신 유행

의 상품들을 접할 수 있으므로 현지인은 물론

최신 트렌드의 어떤 제품을 살까를 고민하는

관광객들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제시하는 샵

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컨셉샵에 진열되는 제

품은 다양한 일상 잡화와 아이디어 상품들 중

CD, 서적, 잡지, 음료, 가공식품, 화장품, 입욕

제 등의 상품이다. 식료품점인 도큐 스토어, 백

화점인 도큐 백화점, 편의점인 뉴데이즈, 도큐

핸즈, 오리콘 등 ‘랭킹랭퀸’의 모그룹인 도큐그

룹의 계열사로부터 판매 자료를 제공받아 각

                         그림 5. 랭킹랭퀸 신주쿠 점과 고추 관련 판매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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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인기순위를 정하여 판매한다. 디스플레

이된 상품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자료를 근거로 교체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트

렌드 상품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단순히 상품

외에도 품목 관련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시부야점, 신주쿠의 2개 점포 등 도쿄의 점

포를 포함해 후쿠오카, 하마마츠 등지에 10개

의 점포가 있다. 

3. 기타(백화점, 노점 등)

본 출장관련 소재의 특성은 포만과 관련된 뇌

신경 중추와 반응하는 소재를 개발함으로 식이

욕구를 저감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말단 신경

에 분포된 receptor를 통해 전기적 자극을 중추

신경으로 전달하는 이 기전은 단순히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덜 먹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용

되는 것 뿐만이 아니다. 신경생리적인 일상생활

의 만족도를 높임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적

게 느끼도록 하는 항스트레스 작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일본의 스트레스 억제 제품은 상당수가

녹차, 허브차 등 차(茶)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세계 각국의 유명 홍차 수입 점포가 번화

가와 백화점들에 입점해 있고, 신주쿠 다카시마

야 백화점에는 이토엔 계열의 티.피.오(Ti.Pi.O)

가 입점하여 녹차, 홍차, 우롱차, 허브차 등을

기능성 또는 계절 한정 상품으로 계절감각에

맞게 블렌딩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눈에 띄는 점포는 ‘흑초(黑酢)바’로 명

칭된 과일식초가 첨가된 스탠딩 쥬스샵이다. 출

퇴근시 유동 인구가 있는 환승역에서 찾을 수

있다. 순수 후레쉬 쥬스를 팔기보다는 흑초 등

건강기능 이미지가 가미된 소재를 이용한 혼합

음료를 만들어 팔고 있으며, 과일식초 선물세트

를 팔고 있기도 하다. 식사대용, 미용식, 간식

등 타켓 컨셉에 맞춰 소재를 조합해 제목을 정

                                             그림 6. 다카시마야백화점 Ti.Pi.O에서 판매하는 Relax herb blend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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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즉석으로 스무디를 만들어 주었으며, 흑

초 등의 건강 식초를 포함한다는 것이 건강관

련 이미지 부각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림 7. 흑초바(리프레쉬 스테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