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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의 Global Dining Market

I recently came back from a week long visit to Vietnam as part of 
a consulting project for a large local restaurant chain there.  The 
trip took me to Ho Chi Minh City, Bien Hoa, and Hanoi and I was 
able to visit most of the major commercial retail developments 
as well as the leading restaurant chains and meet with many real 
estate brokers and food suppliers.  Over the past six years, the 
Vietnam foodservice market has been growing at a compounded 
annual rate of over 9% per year, slightly below India and China 
but on a par with Indonesia. Recently, the economy has faced 
challenges but the food & beverage industry continues to grow at 
double digit rates. Here are my impressions from the trip. 
나는 최근 현지 대형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기획

의 일환으로 일주일간 베트남을 다녀왔다. 호치민시와 비엔호아, 하노이를 방문

하는 동안 대부분의 주요 신규지점 개발현장을 둘러봤으며 이름난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방문하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많이 만났다. 지난 6년간 베트

남 외식산업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으며 인도와 중국보다 살짝 낮지만 인도

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경제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식음료 산업은 계속 

두자리대 수치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서 느낀 바는 아래와 같다.

Economy Has Slowed But Significant Opportunity Remains
경제 성장은 더디지만 중요한 기회가 남아있다

The market is at least 10 years behind China in terms of 
overall development, but KFC, Lotteria and Pizza Hut have 
already established a significant presence.  There are several 
local restaurant groups doing well and making good profits. 
Construction and labor costs are still very low.  Commercial 
development in secondary cities is just beginning and there 
are at least 5 cities with sufficient household disposable 
income to support middle class retail concepts. Beer and soft 
drinks companies are experiencing growth of 10%+ every 
year.  Starbucks has just entered the market and McDonald’s 
announced its market entry plans just last month.
베트남 시장은 전반적인 성숙도면에서 중국에 최소 10년 정도 뒤쳐진 상황이다. 

그러나 KFC나 롯데리아, 피자헛의 입지는 이미 상당하다는 평가다. 몇몇 토종 

레스토랑 그룹들도 좋은 영업실적을 내고 있다. 건축 및 인건비는 아직 매우 낮

은 편이며 다른 도시의 지점 개발도 겨우 시작단계다. 현재 최소 5개 도시의 가

계소득은 중산층 대상 레스토랑이 영업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맥주와 청량음

료 회사들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스타벅스는 시장에 갓 진입했으

며 맥도날드는 지난달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Many Local Entrepreneurs Are Doing a Good Job and 
Developing Quickly.
현지 기업가들의 수완이 좋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 visited concepts such as Al Fresco’s, Pepperonis, Highlands 
Coffee, Sumo BBQ, Kichi Kichi, Trung Nguyen Coffee, Seoul 
Garden and many others.  All of the stores visited had nice 
interiors, reasonable service and affordable prices. Surprisingly 
the only Vietnamese food chain I found was Pho 24, now part of 
Viet Thai International.  
나는 알프레스코, 페퍼로니스, 하이랜드 커피, 스모 비비큐, 키치키치, 쯩우

엔 커피, 서울 가든을 포함해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방문했다. 가 본 곳 모두 

깔끔한 실내장식과 합리적인 서비스를 보여줬으며 가격도 적당했다. 놀라운 

점은 내가 찾았던 유일한 베트남 음식 체인점인 ‘포 24’가 지금은 베트남 최

대 커피 체인 비엣타이인터내셔널(VTI)에 인수됐다는 것이다.

Japanese Food is Most Popular After the Local Cuisine But 
There is Also Good Opportunity for Western Cuisine.
일본 음식이 향토 음식 다음으로 대중적이다. 하지만 양식에게도 좋은 기회는 

있다

Like everywhere in Southeast Asia, local people love Japanese food 
and appreciate its simple fresh flavors and healthy ingredients. 
Most of the Japanese restaurants in Vietnam today are owned and 
managed by local entrepreneurs but there is still big opportunity 
for chains from Japan to enter the market.  Most of the chains 
today serve western food such as Pizza Hut, KFC, Al Fresco’s, 
Pepperonis, etc. but there is room for many more concepts.  The 
country still has a strong French influence from colonialism. 
다른 동남아시아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은 일본음식을 선호하며 특유

Vietnam Offer Opportunity 
for Global Foodservice Chains

베트남, 
다국적 식품체인에 ‘기회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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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선한 맛과 건강한 재료를 좋아한다. 베트남의 일본 레스토랑 대부분은 현

지 사업체소유로 현지인이 경영까지 맡고 있으나 시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일

본 프랜차이즈에도 기회는 있다. 알프레스코나 페퍼로니스, 피자헛, KFC 처

럼 현재 베트남 외식 프랜차이즈 거의가 서양 음식을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종류의 레스토랑을 위한 기회는 남아있다. 특히 베트남에는 과거 식민지 

경험 탓에 프랑스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The Vietnam Coffee Culture is Very Unique
매우 독특한 베트남 커피문화

There are many coffee houses in Vietnam and the largest 
chain. Trung Nguyen, has over 1000 locations.  The coffee 
is very distinctive and is an acquired taste for most visitors. 
Starbucks just entered the market but is it not certain they can 
be successful, given the brand’s painful experience in Australia 
with a strong Italian coffee culture. Coffee Bean & Tea Leaf is 
there as well and many more chains from Singapore and Korea 
will likely try to enter the market.
베트남에는 일반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도 많다. 쯩우

엔 커피는 지점만 1000개에 달한다. 아울러 베트남 커피는 굉장히 독특한 풍

미를 지니고 있으며 외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했지만 과거 호주에서 현지의 이탈리아 커피 문화 때문에 고생했

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커피빈 

앤 티리프도 베트남에 진출한 상황이며 싱가포르와 한국의 많은 커피 프랜차

이즈들도 베트남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Shortage of Experienced Partners
경험있는 파트너의 부족

Many international chains are looking at Vietnam and want to 
enter the market but are discovering that there are very few 
capable experienced partners.  Their expectations of high fees 
and royalties are also misplaced.  The good operators do have 
interest in many international concepts but cannot accept the 
many restrictions placed on them in terms of store size, kitchen 
equipment specifications and sourcing. Leases are short, typically 
3+2 years, similar to China, Thailand and many other Asian 
markets, so it is critical that they achieve a payback within the first 
two years.  It is very feasible to build out a 400 sq meter shop for only 
$250,000 with excellent construction finishes, something that many 
international chains cannot imagine or understand. 
많은 다국적 프랜차이즈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길 원하지만 능력 있는 현지 사

업 파트너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 운영 업체들이 다국적 프랜

차이즈 개점에 관심은 있지만 점포 크기나 주방 기구 사양, 식재료 구입에 적

용되는 많은 현지 규제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점포 임대차 계약 기간

도 짧다. 태국이나 중국 등 다른 아시아 시장처럼 통상 기본 3년에 2년 추가 

계약이라 개점 후 2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다국적 프랜차이즈들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베트남에서 단돈 

25만 달러(약 2억 6000만원)면 훌륭한 수준의 400㎡ 규모 매장을 힘들지 않

게 지을 수 있다.

Korean Brands are Flourishing Already
한국 브랜드는 이미 번창하는 중

There is a large Korean expatriate population in Vietnam given 

the extensive manufacturing sector there. Lotteria already 
has more than 150 stores in the country and both CJ and SPC 
are developing their bakery concepts (Tous Les Jours, Paris 
Baguette) aggressively. Korean concepts developed by non-
Korean companies are also growing such as Seoul Garden and 
Gogi.  Many more new concepts will follow. Vietnamese like 
Korean TV dramas and K-Pop and they are very open to Korean 
cuisine.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Korean foodservice 
operators to consider this market. 
베트남에는 광범위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많은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다. 이

미 롯데리아는 15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CJ와 SPC도 뚜레쥬르나 파리

바게뜨 같은 제빵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 가든과 고기처럼 

한국기업이 아닌 업체가 개발한 한국 레스토랑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한국식 점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 TV드라마나 K-POP

에 익숙한 베트남인들은 한국 식문화에 상당히 개방적이다. 한국 외식업체들

에게는 지금이야말로 베트남 진출을 고려할 가장 좋은 시기다.

Affordability is Key!
핵심은 구매력!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is less than one third of the typical 
Chinese consumer so restaurant concepts must be very affordable 
to attract the broad middle class. Fast food (QSR) concepts typically 
have average spending per person of less than $2 while full service 
concepts in urban centers typically have guest checks of $6-8 per 
person.  Localization is key to keeping costs down and creating a 
good financial model with these price points. It all comes down to 
how scalable you want your concept to be.  Local partners are not 
interested in going to all the trouble to open just 2-3 units.
베트남의 1인당 가용소득은 일반적인 중국 소비자들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

므로 레스토랑 점포들은 다양한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 음식가격을 매우 저

렴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보통 패스트푸트(QSR)점에서 식사할 때 드는 비용

은 인당 2달러 이하이며 도심지의 풀 서비스 매장이라면 대게 인당 6~8달러 정

도 받는 편이다. 이런 가격 수준에서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고 수익모델을 개

선하려면 현지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결국 당신이 어느 정도 규

모의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지에 달려있다. 현지 사업 파트너들은 겨우 2~3개 

점포를 열기 위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Vietnam shows lots of long term promise.  It would be wise for 
Korean foodservice operators to begin their homework and get set 
for market entry over the next year and capture their share of the pie! 
베트남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다. 한국 외식업체들에게는 직면

한 과제를 해결하고 내년까지 시장진출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베

트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