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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plings are part of the fabric of Asian culture itself. 

Like many Asian food types, dumplings probably started 

in China during the Soong Dynasty(960-1280 AD), and were 

popularized at the Imperial Court by one of the chefs. It is an 

indulgent food that everyone seems to love. It is also a big food 

service business that has huge growth potential remaining in 

both Asia Pacific and around the world.

만두는 아시아 문화 중 일부 그 자체다. 많은 아시아 음식과 마찬가

지로, 만두는 중국 순 왕조 시대에 궁중음식으로 시작하여 대중화 

됐다. 만두는 모든 사람들이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 서비스 사업이기도 하다.

First, let’s review some of the basics. Pretty much every 

country in Asia has some form of the original Chinese 

dumpling and they are inexpensive and popular everywhere. 

The Chinese have their boiled dumpling(sui jiao), steamed 

dumpling(zheng jiao) and fried dumpling(guo tie). The 

Japanese have their version of fried dumplings(gyoza) which 

are commonly sold in ramen shops, convenience stores, and 

even western style family restaurants. And of course Koreans 

have their own version called mandu which were purportedly 

imported from Mongolia in the 14th century, and are very 

similar to Mongolian buuz and Turkish manti. Dumplings 

are also popular throughout the Middle East but less popular 

in the US and Greater Europe with the exception of the UK. 

Dumplings are fun to eat, cheap and very filling!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되짚어보자.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통 

중국식 만두의 양식을 따른 음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값

싸고 인기가 좋다. 중국은 물만두, 찐만두, 군만두가 있다. 일본에서

는 자신들만의 방식인 군만두 교자가 있어서 라면 가게, 편의점, 심

지어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판매한다. 한국 역시 14세기 몽

고를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두’라는 고유의 음식을 가

지고 있으며 이는 몽골의 부즈와 터키의 만트와 비슷하다. 만두는 

중동에서 큰 인기가 있으며 역시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만두는 먹는 재미와 값싼 가격 등 모든 것이 가

득 채워져 있는 음식이다.

Enough of the history! Now let’s talk about the business of 

Asian dumplings which is more relevant to this column and 

our readership. In China there are several large scale QSR 

dumpling chains and the category is growing rapidly. The 

largest chain in terms of number of stores is Jixiang wonton 

with over 1000 stores, founded by the university friends. 

Average spending per person averages USD 2 so it is quite 

reasonable. Da Niang Dumplings is the largest in terms of 

sales and has over 400 stores. There are also many regional 

dumpling chains in Northern China which are smaller and 

doing well. As household disposable income rises and Chinese 

QSR chains get more professional, it is quite likely that 

dumpling chains will grow rapidly in China, since Chinese 

consumers prefer this type of food to hamburgers or fried 

chicken. As of now, none of these chains have ventured 

overseas but there is potential for them when they improve the 

overall branding.

역사는 이제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독자들을 위해 이 칼럼에 적합

한 만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중국에서는 큰 규모

의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하 QSR) 만두 체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

다. 1000개가 넘는 점포 숫자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길상 완탕

(Jixiang wonton)’은 대학동기들끼리 사업을 시작했다. 일인당 평균 2

달러의 가격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4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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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 니앙 덤플링(Da Niang Dumplings)’은 매출부문에서 가장 큰 

체인이다. 또한 중국 북부에는 잘 경영되고 있는 지역체인이 많이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중국 내 QSR 체인이 전문화되어

가면서, 중국고객이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 같은 음식을 선호하기 

시작한 이래로 만두 체인은 급격하게 성장해가고 있다. 현재, 어떤 

체인도 해외진출을 도전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전체 브랜드를 향

상시킨다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Taiwan also has many dumpling chains from popular priced 

QSR to more upscale dining. The most famous globally is Din 

Tai Fung, known for its Xiao Long Bao, a type of steamed 

dumpling containing soup and pork. There are about 60 stores 

around the world with the great majority of location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largest chain is Ba Fang Yun Ji, a 

popular priced fried dumpling concept with over 600 stores in 

Taiwan and more than 40 locations in Hong Kong. 

대만 역시 많은 만두 체인이 저가의 인기있는 QSR에서부터 고급식

당까지 다양하게 있다. 샤오룽바오(돼지고기와 육즙이 가득한 만두)

로 유명한 ‘딘타이펑’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레스토랑이다. 딘타

이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총 60개의 매장

을 운영하고 있다. 팔방운집(Ba Fang Yun Ji)은 대만에 600개, 홍콩

에 40개 이상 운영되는 저가의 군만두 전문 만두 체인이다.

In Japan, Gyoza No Ohsho is a cheap Chinese style Japanese 

fast food restaurant featuring fried dumplings and related 

Chinese delicacies. There are over 500 stores in Japan and the 

chain is expanding even to China. The stores are small size 

like Yoshinoya or Sukiya and feature counters and some tables 

with seats. 

일본에서는, 군만두와 중국식 별미를 가미한 값싼 중국식 패스트푸

드 레스토랑 ‘교자노오쇼(Gyoza No Ohsho)’가 있다. 일본에서 500

개 이상 점포를 운영중이며 중국에도 진출했다. 가게는 ‘요시노야’

나 ‘스키야’처럼 카운터와 테이블에 앉아 먹을 수 있는 작은 규모

의 형태이다.

What all these QSR chains have in common is cheap price, 

quick service, central kitchens and a franchise model. 

Dumplings are very filing to the stomach and have good taste 

so they are beloved for breakfast, lunch, dinner and idle time 

snacking.   Many of these chains also have their own factories 

to produce frozen product which is distributed to leading 

supermarket chains and they benefit from the brand “halo 

effect” of the retail store network. 

이러한 모든 QSP 체인의 공통점은 저렴한 가격, 빠른 서비스, 센트

럴 키친과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것이다. 만두는 맛 좋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으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와 한가한 시간 때 간

식용으로도 적당하다. 이들 체인 중 대부분은 냉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산한 제품은 주요 슈퍼마켓 체

인을 통해 유통하고 소매점에 브랜드 후광효과의 이점을 제공한다.

Tremendous opportunities still exist to develop this category, 

especially in emerging markets like Ind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 have seen carts selling shumai (type of pork 

steamed dumpling) in malls all over the Philippines and they are 

popular and growing. In the USA, there is a small concept based 

in Chicago, Wow Bao, that is earning a following with their 

steamed buns and fried dumplings being sold in their restaurants 

as well as on mobile trucks and in certain selected supermarkets. 

Wow Bao is still very small and perhaps too American-oriented 

but there is no doubt high growth potential for this category. Pot 

stickers (American name for fried Chinese style dumplings) are 

now very popular in many USA casual dining restaurants that 

feature them as appetizers that go well with beer.  

만두 사업 발전에는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신흥시장

에서 엄청난 기회가 아직 존재한다. 필자는 필리핀의 모든 쇼핑몰에

서 슈마이를 파는 카트를 볼 수 있었고 이들의 인기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미국에는 시카고에서 작은 매장으로 시작한 ‘와우 바오

(Wow Bao)’가 있다. 와우 바오의 왕만두와 군만두는 매장을 비롯

하여 트럭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와우 바오는 여전히 작고 

지나치게 미국적인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만두 사업

에서 큰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팟 스티커(중국식 군만두의 미

국식 이름)는 미국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맥주와 잘 어울리

는 전채요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Despite the well developed food service market in Korea, there 

are no national dumpling chains. This would seem to be an 

opportunity that a good entrepreneur can exploit in the future. 

Korean dumplings are generally larger and meatier then their 

Chinese or Japanese counterpart so there is no reason why 

they cannot be popular overseas as well.

한국은 잘 발전된 식품 서비스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만두 

체인이 아직 없다. 이는 한국의 기업이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만두는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의 만두에 

비해 더 크고 고기가 많이 들어 해외에서 인기가 없을 이유가 없다.

At the moment, everyone in Asia loves Chinese style dumplings. 

Will the next wave of popular dumplings be Korean?

지금은, 아시아인 모두는 중국식 만두를 선호한다. 차세대 유행으로 

한국식 만두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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