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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맛보면 다시 찾을 수 밖에 없는 Fresh&Pure 오렌지 주스의 맛  

 
 
 
 
 
 
 

 

 

• 無색소, 無가당, 無첨가물의 100% 순수 오렌지 주스 수요 증가 하지만 기존 주스 상품의 불신 

• 소비자들의 입맛의 고급화로 인한 눈높이 상승  

• 직접 착즙 시연으로 소비자에게 위생적, 시각적 신뢰  

• 열성 맘들이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낮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 구매율 

• 선점 매장들의 경우 로드샵 보다는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메이저 백화점 식품코너에 많이 설치되어 있

고 꾸준한 매출. 

   이성적 요소보다는 결국은 맛이라는 일차적인 감성을 자극 

01 Why? 결국은 맛 



02 주스비교 

구분  믹서기 수입 주스 일반 주스 

생산 방법 80% 착즙 껍질 제거 후 분쇄 해외 제조 

농축액+물 액상과
당,구연산,오렌지 
향,색소,방부제등 
각종 화학 첨가물 

영양소 보존 율  90% 20% 5% 1% 

맛 

Fresh&Pure 
신선하고 깔끔한 맛 신
맛과 단맛의 환상적인 
조화가 타 오렌지주스
와 비교되지 않는다. 

오렌지 막이 제거 되
지 않아 텁텁한 맛 

고온 살균으로 일반
오렌지 주스와 같은 

맛 

첨가물을 사용해 
잔향이 많이 남음 

첨가물  무 무 무 유 

살균 무 무 유 유 

유통기한 3일 5일 6개월 3개월 

신선도 최고 최고 최저 최저 

직접 추출되는 시각적 효과 또한 매우 좋아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백화점에서의 판매가 강세였으며 기존 로드샵에도 사이드 아이템으로 좋은 반응을 유지하며 단골 고객이 많음 
• 고급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에서 서비스 

갤러리아 신세계 본점 명동 신세계 강남 

03 선점 업장 분석 



About us 
 
해외 출장길에 자주 맛보게 되는 스퀴즈 오렌지 주스 
이 주스의 맛이라는 감성은 health, pure, fresh라는 이성에 앞서 반응하게 합니다.  
    
이런 본연에 충실한 감성 및 맛을 전하고자 치밀한 국내 시장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브랜드 스퀴즈오를 선보
이게 되었습니다.  
 
웰빙 트랜드에 발맞춰 순수하고 건강한 오렌지 주스 착즙기 판매 및 렌탈 서비스, 시트러스 류 [오렌지,자몽,레몬] 의 유통서
비스를 전개합니다. 
 
국내 최고[最古]의 스키관련 장비 수입, 유통 노하우를 가진 프로암의 계열사이며, 식품 유통업계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실무진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 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료의 정착을 위해 국내 최대 과일 수입 유통사들과 전략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최상 품질의 신선한 제품
을 유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본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7 농전빌딩 프로암 
 
Tel; 02-2275-7577, 7477  담당자 직통; 010-32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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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사소개&CI 



 
 

05 착즙기소개 

모델 제품 사양 가격    V.A.T 별도 

정격전압:220-230V 50~60Hz  
Power: 120w 

오렌지 크기: 40-80mm 
추출량: 22-25과/min 

크기: 400L*300W*770H mm 
무게: 42kg 
중국 OEM 

구매 200만원 

임대 

24개월 10만원 

6개월 15만원 

정격전압:220-230V 50~60Hz  
Power: 370w 

오렌지 크기: 40-90mm 
추출량: 35-40과/min 

크기: 540L*610W*1350H mm 
무게: 65kg 
중국 OEM 

구매 400만원 

임대 

24개월 20만원 

6개월 30만원 

정격전압:220-230V 50~60Hz  
Power: 550w 

오렌지 크기: 60-80mm 
추출량: 15과/min 

크기: 330L*450W*740H mm 
무게: 60kg 

 
스페인 쥬모발  

구매 500만원 

임대 가격미정 



06 시장조사&수익율 분석 

구분  200ml 기준  비고 

백화점 테이크 아웃 5,000원 113과 3과 사용 

노점 테이크 아웃 3,000원 88과 1.5과 사용, 수동 착즙기, 150미리 

카페 8,000~12,000원 113과 3과 사용+얼음 

키즈 카페 5,000~6,000원 113과 3과 사용+얼음 

재료관련 원가 분석-113과            *오렌지 가격은 수시 변동하므로 약간의 오차 발생 

항목  단가 / box   객 단가   비고             단위 원  

오렌지       46,000 1,221 6월30일 기준 발렌시아113과*3과 

10 OZ 용기      123,000  123  1000개/box 

스트로우       49,500  4.9 10000개/box 

얼음   제빙기 

계   1,402   

원가율 27% 판매가 5,000원 기준 



퓨어 오렌지주스 뿐만 아니라 업장에서 필요한 레몬, 라임도 착즙이 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레몬에이드  라임에이드 오렌지에이드 

07 메뉴제안 



08 판매제안 

메뉴 

상품 구분 판매가격   *지역 편차 고려  비고 

100% 착즙 오렌지 주스 

Pure 200ml  4,000~5,000 200ml 플라스틱 병 또는 용기포장 

Icy 300ml 4,000~5,000 200ml + 얼음 

Take out 500ml 8,000~10,000 500ml 용기포장 

Take out 1000ml   16,000~18,000 1000ml 용기포장 

에이드 류 

오렌지 Ade 300ml 4,000~5,000 2알+얼음+탄산수  

레몬 Ade 300ml 4,000~5,000 2알+얼음+탄산수 

Leo Ade 300ml 4,000~5,000 레몬+오렌지+탄산수 

표준화된 레시피 제공으로 최고의 맛 제공 
 
*가격은 성업중인 메이저 백화점 식품매장 Take out 기준입니다.  



09 오렌지&시트러스 과일 유통 

스퀴즈오는 국내 메이저 수입 과일 유통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유통구조로 
오렌지및 시트러스류 과일을 공급합니다. 가격은 매주 월요일 점주님께 공시되며 오렌지 생산 
시기에 따라 품종이 바뀝니다. 
 
 
 
 
 
 
 
 
네이블(Navel) 오렌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 씨가 없고, 껍질을 벗기기가 쉬울 뿐 아니라 오렌지 밑부
분의 꼭지가 배꼽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주로 생과용으로 사용됩니다. 11월 ~ 5월 
 
 
발렌시아(Valencia) 오렌지 
과즙이 많기 때문에 여름시즌에 먹기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네이블과 달리 밑바닥의 꼭
지에 특징이 없으며, 잘라보면 안에 몇 개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발렌시아로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더욱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 ~ 10월 

→소매점 → 



10 가맹점 소개 



• 맛있고 신선한 주스를 고객들께 공급하고 싶은 업주님 
 

• 재료비가 올라가더라도 고객님들께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싶은 업주님 
 

• 매장 직원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싶은 업주님 
 

• 다른 업장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고 싶은 업주님 
 

• 빠니니, 토스트, 핫도그, 브런치 메뉴와 어울리는 음료를 찾으시는 업주님 
 

• 오렌지 주스계열 단품만으로 소자본 창업을 하고 싶으신 푸드 트럭 업주님 
 

• 아이들에게만큼은 건강한 100% 착즙 주스를 먹이고 싶은 키즈카페 업주님 
 

• 은행, 자동차 영업소등 VVIP 접객실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싶은 기업 
 

 매출증대에 진정 도움을 주는 업소용 착즙기 입니다.  
 
 

11 Join Us_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12 마케팅&맺음말 

구분 내용  참고 

오프 라인 명함, 배너, 전단 등의 홍보물 제작 지원 전담 디자이너 제작 

온 라인 

www.facebook.com SNS를  통한 홍보 

www.blog.naver.com/jsyang0  네이버 블로그 

https://www.youtube.com/channel/UCP5U
93I1O5WOexe0y7uXezA?view_as=subscrib

er 
유튜브 채널 

유명 포탈사이트 검색어 등록, 매장 홍보 , 페이스북을 통한 고객들과의 친밀도 유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업주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개선하는 열린 브랜드
로 만들어 나가며 귀사와 좋은 파트너로 상생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장석  배상                                                                                      

http://www.drspark.com/
http://www.blog.naver.com/jsyang0
https://www.youtube.com/channel/UCP5U93I1O5WOexe0y7uXezA?view_as=subscrib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P5U93I1O5WOexe0y7uXezA?view_as=subscrib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P5U93I1O5WOexe0y7uXezA?view_as=subscri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