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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6 months I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for a large Private Equity Fund that focuses on sub-Saharan 
Africa (SSA). Before last year I had never traveled to Africa 
and frankly knew very little about that continent. Africa was 
previously referred to as the “Dark Continent” because when 
US astronauts up in space looked down on earth, the African 
continent showed almost no lights compared to other regions 
of the world. As many may know Africa has a long history 
of western colonialism, dictatorship, and socialism and was 
always a continent that never achieved its promise. Well things 
are changing rapidly today. 
I believe that Africa is where China was 20 years ago and is 
poised to become the next big growth consumer market. Now 
is the time to get in and explore the opportunities before your 
competitors do. Here are some big numbers to think about.

In 2010, more than 850 million consumers populated SSA and 
this figure will grow to 1.3 billion by 2030. SSA is estimated to 
grow between 5~6% per annum between 2011-2020, making 
it one of the fastest growing regions in the world. Consumer 
expenditure in 2010 equaled $600 billion, almost eight percent 
of all emerging markets, and is expected to grow to nearly 
$1 trillion in 2020. By 2050, almost 60% of the population of 
SSA will be living in cities compared to 40% in 2010. This 
means that 800 million more people will be living in urban 
environments. By 2014, more than 55% of the population, 
or roughly 600 million people, will own a cell phone, giving 
Africa one of the highest mobile usage rates.
An emerging middle class is developing and overall consumer 
spending may exceed 60% of GDP by 2030. Three key trends 

will enable consumers to buy more and companies to reach 
these consumers? rise of mobile technologies, improved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loosening of trade restrictions.
Africans will need more of everything as their lives improve. 
Malls are being developed at a fast pace in markets like 
Nigeria, Uganda and Kenya. African centrist Real Estate 
funds are being established to build multi-use retail structures 
demanded by the broad middle class. The world’s leading 
Private Equity funds are now establishing specific Africa funds 
to hunt for investment opportunities.
Restaurants and hotels are especially attractive opportunities. 
There is a huge shortage of hotels across all price points from 
five star Luxury to limited service business hotels in major 
as well as secondary cities in almost every country. As the 
middle class matures they will be eating out more and wanting 
the same experiences as emerging market consumers in Asia 
and Latin America. Chicken, pizza, hamburgers and western 
bakery are already popular. Local chains are emerging doing 
goodbusiness with excellent store level economics. QSR 
chains from South Africa and Zimbabwe are getting in early 
and establishing a beachhead. KFC recently announced that 
they would be buying out the majority of their existing master 
franchisees in Africa to grow the business faster.
While there is currently no real market for Korean food there 
is a market for Western food that some Korean food service 
companies can tap.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model of 
affordable, delicious food in a clean environment is a winner 
in every emerging marke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y 
Korean companies can capture part of this golden business 
opportunity during the next 10~20 years

Is Africa the Nex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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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필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SSA)의 아프리카에 초

점을 둔 대형 사모펀드(PEF)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

는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도 없을뿐더러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 대

한 지식 또한 적었다. 이전에 아프리카는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빛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해서 ‘암흑대륙(Dark 

Continent)’이라 불렸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는 서

양의 오랜 식민국가, 독재 정권, 사회주의 그리고 늘 가능성을 획

득하지 못한 대륙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빠르게 바

뀌고 있다. 20년 전에 중국이 그러했듯이, 아프리카 또한 앞으로 

대형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경쟁자들이 이행

했듯이 이제 아프리카에 합류해 기회를 분석할 때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대한 수를 살펴보자. 

아프리카 도심인구의 소비증가 

지난 2010년, 8억5000만 명 이상의 소비 인구를 보유한 SSA가 

2030년에는 13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SSA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년간 5~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2010년 그들의 소

비액은 대부분 모든 신흥 시장의 약 8%를 차지하는 6000억에 달

한다. 그리고 2020년에는 거의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 2010년에 SSA의 인구 40%가 도시에 살았던 것과 비교해 

2050년에는 6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는 8억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됨을 뜻한다. 2014년까지 인구의 55% 이상, 혹은 약 

6억 명의 인구가 전화를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아프리카는 가장 

높은 휴대폰 사용률을 기록하게 된다. 신흥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

으며 2030년까지 전반에 걸쳐 그들의 소비는 대략 GDP의 60%를 

넘어선다고 본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그리

고 무역 규제의 완화 이 3가지의 주요 트렌드가 소비를 증가하게 

하고 기업들은 그러한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삶을 향상할 모든 것들을 더 필요로 할 것

이다. 나이지리아, 우간다 그리고 케냐와 같은 시장의 쇼핑몰은 빠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산층이 증가하는 기회의 땅 아프리카 

아프리카 부동산 펀드 중도주의자들은 광범위하게 중산층의 수요

가 많은 다용도 소매점을 설립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사기업 주

식 펀드(Private Equity funds)들은 현재 특정한 아프리카 펀드를 

설립하고 투자 기회를 물색한다. 5성의 고급스러운 호텔부터 제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비즈니스호텔까지 모든 가격대의 호텔

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대부분 모든 나라의 부도심에서도 마찬가지

다.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 더 자주 외식을 하게 되고 아

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 시장 소비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치킨, 피자, 햄버거 그리고 서양식 빵집은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 로컬 체인들은 우수한 업체의 자본 환경 수준에서 성

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며 성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의 

QSR(Quick Service Restaurant)체인들은 일찍이 들어와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KFC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더욱 빠르게 성

장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주된 가맹점 대다수를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식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은 현재 없지만, 일부 한

국음식 서비스 기업이 시도할만한 서양 음식 시장은 있다. 합리적

인 가격과 청결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맛있는 음식이 모든 신흥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앞으로 10~20년 동

안 한국 기업이 이러한 골든 비즈니스 기회의 일부를 잡을 수 있

는지 없는지 두고 봐야 알겠다.

중국 다음으로 이제는 아프리카다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