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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velop Restaurant Brands in Emerging Markets

신흥시장에서 외식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법

Joel의 Global Dining Market

American restaurant chains are rushing into emerging markets 

to avoid too much concentration in the slow growing developed 

economies of North American and Europe.  YUM Brands has 

over 6000 stores in Chinaalone, and KFC is spreading rapidly 

across the Sub-Sahara African continent as well as Latin 

America, Russia and Eastern Europe. Many economic forecasts 

suggest that emerging markets will be almost 60% of global 

GDP by 2030 with emerging Asiathe dominant region making up 

over 44% of the total.

Entering these high growth markets is not the same as 

the USA, Canada, Australia or Europe.  These markets are 

inherently unstable with few clear rules and laws.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court systems or regulatory environments 

are very weak.  Social networks are critical to success –Who 

one knows is often more important than what one knows!  Bank 

credit to small business is very hard to come by and property 

rights are spotty at best.  

Large Korean chaebol are doing well in these countries 

especially for consumer electronics and other manufacturing & 

construction industries.  Service industries are another matter 

where Korea is way behind the American and European chains.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in these high growth turbulent 

markets?  Do Korean companies have what it takes to plant their 

flag and build a profitable business? Looking at some large 

American and Japanese restaurant chains may provide us with 

some clues.

미국 레스토랑 체인은 북미와 유럽 경제의 더딘 성장에 과잉 집중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신흥시장을 향해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얌브랜드는 중국에만 6000

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으며 KFC는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

니라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와 동부유럽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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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제 예측들은 신흥시장이 2030년까지 전세계 GDP의 60% 정도를 차지

할 것이며, 떠오르는 아시아의 우세한 지역이 전체의 44% 이상을 차지할 것이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고 성장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또는 유럽에 진입하

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시장들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명확한 규칙과 법률이 불

안정하다. 법률 시스템이나 규제 환경과 같은 제도적 틀이 매우 약하다. 소셜네

트워크가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 누구를 알고 있느냐는 사실이 무엇

을 알고 있느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다. 중소기업이 은행의 신용도를 

얻기란 무척 힘든 일이고, 기껏해야 재산권 인정 정도가 다이다.

한국의 대형 재벌, 특히 가전제품 및 기타 제조업과 건설 산업에서의 재벌들은 

이들 국가에서의 사업 수완이 좋다. 서비스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체

인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고 성장률의 험난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

국 기업들은 수익성 높은 사업을 구축하고 태극기를 꽂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까? 일부 대형 미국 레스토랑과 일본 레스토랑 체인을 살펴보면 몇 가

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Finding the Right Partners

올바른 파트너를 찾아라

KFC penetrated parts of East Africa with their South African 

franchisee. McDonald’s opened up the China market starting in 

Shenzhen with their Hong Kong based management.  Starbucks 

entered Beijing, Shanghai and South China with three different 

partners, their Taiwan partner for Shanghai and an experienced 

McDonald’s Taiwan partner for Beijing and their Hong Kong 

franchisee for South China. Once the business proved itself, 

Starbucks bought them all out and now has 1000 stores in China.

Korean companies tend to look for other Korean individuals 

or companies to assist them.  This is generally not an effective 

strategy since overseas Koreans in most cases lack the 

networks to get things done in the restaurant business.

YUM and McDonald’s sometimes go it alone but are prepared 

to take financial losses over several years as they recover from 

mistakes and eventually succeed in establishing a business 

model that works.  CJ appears to be taking this strategy in China 

as they grow the Tous les jours brand there.

KFC는 남아프리카 가맹점을 통해 동아프리카로 진출했다. 맥도날드는 홍콩을 

기반으로 운영해 선전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시작했다. 스타벅스는 베이

징, 상하이와 중국 남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각기 다른 파트너를 두었다. 상하

이 진입을 위해 타이완 파트너를, 그리고 베이징 진입을 위해 경험이 있는 맥도

날드의 타이완 파트너를, 그리고 중국 남부 진입을 위해 홍콩 프랜차이즈를 파

트너로 두었다. 사업성이 증명되자 스타벅스는 그 모두를 사들였고, 지금은 중

국에서 1000개 매장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은 사업을 도와줄 한국인이나 한국 회사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완수하는데 있어 네

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얌과 맥도날드는 종종 단독으로 사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실수를 복구하고 결

국에는 사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는데 성공하였고, 몇 년에 걸친 

재정적 손실을 복구했다. CJ는 중국에서 뚜레쥬르 브랜드를 키웠듯, 이와 동일

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Hiring the Best Local Talent

최고의 지역 인재 고용

All emerging markets suffer from a lack of good talent but 

breadth and depth, and it is very expensive as a result.  If a 

company is unprepared to pay the market rate for this talent 

then they should forego entry or find a licensee if one exists. 

The great success of YUM in China is often credited to their 

strong Chinese management team consisting of both Taiwan 

and Mainland Chinese nationals.  There are very few American 

managers in YUM China.  Can one say the same about the 

Korean chains trying to penetrate the market there?  For the 

most part, their Chinese subsidiaries are filled with Koreans 

from the head office and the Chinese know there are limited 

career advancement opportunities.  This is not a recipe for 

success!

모든 신흥시장은 폭 넓고 깊기에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인재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인재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루게한다. 만일 회

사가 인재에게 시장시세로 임금을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시장진입을 포기하거

나 선례를 찾아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얌의 중국에서의 성공 공로는 타이완과 중국 본토 국민으로 구성된 경영 팀에

게 돌아가곤 한다. 중국 얌에는 미국인 경영자가 몇 없다. 한국 체인이 외부 시

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

우 한국 체인 산하의 회사들은 본사에서 온 한국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인

들은 그 회사에서의 승진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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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사진 이지영 기자

이는 성공을 위한 조리법이 아니다!

Think Global and Act Local

현지인처럼 생각하고 현지인처럼 행동하라

This is a very old saying but it continues to have relevance today.  

KFC and Pizza Hut in China bear little resemblance to these 

concepts in the USA.  In fact, KFC looks more like a Chinese 

QSR than a western one.  A very successful Sichuan Chinese 

food chain in Shanghai adjusted its recipes to make the cuisine 

less spicy for Eastern Chinese diners and plan to make further 

adjustments when they expand to other regions.  Starbucks sells 

lot of salty buns as well as the usual muffins and cakes.  You 

willnot find a salty bun in a USA Starbucks location even though 

I think they are very tasty.  Yoshinoya is a small footprint counter 

service concept in Japanbut a large QSR concept in China and 

Hong Kong. 

The key here is to keep the core DNA of your brand but deliver a 

relevant experience to your local customers.  Are Korean chains 

doing this now in their overseas locations?

꽤 오래 전 얘기지만, 현재까지도 종종 회자되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중국에

서의 KFC와 피자헛은 미국에서의 콘셉트와 많이 다르다. 사실 KFC는 미국 

QSR(Quick Service Restaurants)보다 중국 QSR과 더 닮아 있다. 상하이에서 

매우 성공한 쓰촨 중국 음식 체인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때에는 중국 동부지

역을 위해 조리법을 덜 맵게 수정하고 추가 수정을 계획한다. 스타벅스는 일반

적인 머핀과 케이크 이외에도 짭짤한 빵을 판매한다. 짭짤한 빵이 아무리 맛있

다 한들, 미국의 스타벅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요시노야는 일본에는 작은 셀

프서비스 레스토랑이지만 중국과 홍콩에서는 큰 QSR 콘셉트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브랜드의 중심 DNA는 유지하되, 지역 고객에게는 익숙한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체인은 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나?

Operational Simplicity

작업의  단순화

The labor pool in most emerging markets is not as savvy and 

well socialized as in a developed market.  Attention to food 

handling and sanitation is below most expectations. Attention 

span to training programs is short.  Local staff may not 

understand the food you are selling and may require a basic 

orientation into your concept and cuisine.

It is always better to keep operations simple and use central 

kitchens to keep complexity out of the kitchen. Operational 

simplicity leads to better food quality and lower staff turnover. 

Complexity leads to mistakes, improper food handling and in 

most cases high employee turnover.  Have you adjusted your 

operations for overseas markets?

These are just a few of the things to consider when entering an 

emerging market.  The rewards can be great if your concept 

gains acceptance but getting there is always a bumpy ride. 

Does your company have the mental toughness and flexibility to 

succeed?

신흥 시작에서의 인력 풀은 선진 시장의 인력 풀만큼 그리 지식이 깊거나 사회

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식품 취급과 위생에 대한 집중이 기대 이하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짧다. 현지 직원은 당신이 파는 음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콘셉트나 요리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 올 수 있다. 

작업을 간단히 하고 주방의 복잡성을 없애기 위해 중앙 주방을 두는 것이 좋다. 

작업의 단순화는 음식의 수준을 높여주며 이직률을 낮춰준다. 복잡함은 실수와 

부적절한 식품취급이란 결과를 낳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높은 이직률로 연결된

다. 여러분은 해외 시장에 뛰어들며 시스템을 조정해 본적 있나?

신흥 시장에 진입할 때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해보았다. 사업을 구상

할 때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받아들인다면 꽤 좋은 보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여러분의 회사는 성공에 도달하

기 위한 강한 정신력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