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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출액 
(백만달러) 점포 수(개) 전년대비 성장률(%)

매출액 점포 수
맥도날드(McDonald's Corp) 77,380.0 36,318 4.6 2.5

얌(Yum! Brands Inc) 37,731.1 40,009 5.0 1.4

버거킹(Burger King Holdings Inc) 15,263.6 12,410 1.3 2.4

스타벅스(Starbucks Corp) 14,928.5 17,520 7.3 1.5

닥터스(Doctor's Associates Inc) 14,727.4 34,552 7.9 6.6

세븐앤아이(Seven & I Holdings Co Ltd 13,730.2 39,929 3.8 8.8

웬디스/알비스(Wendy's/Arby's Group) 11,925.5 10,039 -2.8 -1.4

던킨(Dunkin' Brands Inc) 7,433.3 17,040 3.4 6.9

세계 외식산업의 분야별 동향*

반  현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외식프랜차이즈1) 

  2008년 세계 융 기의 이후 2009년의 시장침체기를 지나 2010년에는 상당수의 거

 체인 들의 성장률이 회복되었다. 

표 1  세계 프랜차이즈 매출액 순위, 2010

* (ban0530@krei.re.kr, 02-329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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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출액 
(백만달러) 점포 수(개) 전년대비 성장률(%)

매출액 점포 수
다든(Darden Restaurants Inc) 7,241.5 1,865 5.0 4.1

다인이쿼티(DineEquity Inc) 7,151.5 3,439 0.2 4.1

도미노피자(Domino's Pizza Inc) 6,466.3 9,385 11.0 4.3

팀 호튼스(Tim Horton's Inc) 5,601.9 3,684 5.9 2.4

훼밀리마트(Family Mart Co Ltd) 4,423.7 15,710 1.7 7.4

오에스아이(OSI Restaurant Partners Inc 4,128.9 1,439 -0.7 -2.6

브링커(Brnker International Inc) 3,908.3 1,489 -12.6 -9.2

로손(Lawson Inc) 3,606.1 10,283 0.4 13.6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10년 기  독립형 상 의 매출액은 세계 외식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과 북미와 같은 선진시장에서 독립형 상 이 체인 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 풀 서비스 스토랑과 카페/바와 같은 부문의 경우 메뉴와 인테리어 등이 일률

인 랜드 상 보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분 기와 메뉴로 독립형 상 이 여 히 우

세를 하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푸드 부문에서의 외식문화도 풀 서비스 스토랑 형

태로 서서히 환되고 있고, 가 /키오스크 형태의 상 이 가격측면에서 소득층을 

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랜차이즈 부문의 다양한 략 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1  세계 외식산업의 체인점과 독립형 상점의 시장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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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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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체인점과 독립형 상점의 매출액, 거래량, 점포수 성장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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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08년과 2009년의 시장침체기에는 랜차이즈 형태 체인 의 열세와 독립형 상

의 우세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2010년에는 두 부문의 거래량, 신규 포수, 매출액이 

성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체인 은 2010년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 지만 독립형 상 은 라질  국의 소득증가에 힘

입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출이 증가하 고 서유럽, 동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매출이 감소하 다. 체인 과 독립형 상  모두에서 거래량 증가율이 매

출성장율과 신규 포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소득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선진시장에서는 비용 비 가치가 높은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

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랜차이즈를 통한 2010년 기  매출액의 지역

별 비 을 살펴보면 북아메리카가 체 매출액의 반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 우세를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

편, 랜차이즈를 통한 매출액의 업종별 비 을 살펴보면 패스트푸드 계열의 랜차

이즈 비 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아 패스트푸드가 랜차이즈 형태 외식산업의 매

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랜차이즈는 지역별로는 북미에서 업

종별로는 패스트푸드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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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랜차이즈 지역별, 업종별 매출액 비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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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국, 인도, 라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신흥시장이 속

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랜차이즈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

년 기  미국은  세계 체인  매출의 42%를 차지하 고, 미국, 일본, 캐나다, 국을 

합치면 랜차이즈 총 매출의 70%를 유하는데 이는 시간에 쫓기는 소비자들이 편

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하강과 회복과정은 체인 에 큰 충격

을 주었으며 선진시장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랜차이즈 형태의 업

체는 일본과 미국 등 지역의 시장 유를 유지하면서도 국, 인도, 라질 등의 신흥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감한 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세미 캡티브(Semi-Captive) 시장

  외식산업을 포의 입지(location) 형태별로 통 인 장소(Traditional location)와 비

통 인 장소(Non-traditional location)로 구분가능 하며, 특히 숙박시설, 시설, 쇼핑시

설 등의 내부에 입 하여 내외의 고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미 캡티 ’ 형태의 

외식산업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기  지역별 세미 캡티  시장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서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숙박 부문의 비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매와 여행부문이 모든 지역에 걸쳐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부문은 신흥시장 내 쇼핑몰 개발과 선진시장에서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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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미 캡티브 부문의 지역별 매출 비중, 2010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유럽 북아메리카

매출 비중(%) 44.0 37.3 25.6 23.7 21.7 15.1

자료: Consumer global foodservice overview, 2011. Euromonitor. 

팽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여행부문은 신흥시장에서의  인 라에 한 

투자 증 가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4  세미 캡티브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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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지역별로 세미 캡티  시장이 외식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면 동유럽과 

동  아 리카 지역이 각각 44.0%, 37.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미 캡티  시장  동유럽, 동  아 리카 지역은 음식  신설 련 인

라 구축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아, 체인  형태로 외식업체가 진출하기 해서는 쇼

핑몰 건설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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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패스트푸드 부문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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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 

  세미 캡티  시장은 2010년～2015년 기간에 모든 지역에서 시장 유율이 확 될 

것으로 망된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여가활동과 여행에 한 욕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 된

다. 2005년 이후부터 세미 캡티  시장은 단독 포 형태의 음식  매출액을 추월하

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2015년 기간에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 비 은 외식 부문이 가장 높고, 여행, 숙박,  순으로 비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 외식부문은 2010년～2015년 기간에 연평균 4.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신흥시장을 심으로 형 쇼핑몰이 건설되

면서 외식 부문에 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3. 패스트푸드 시장

  패스트푸드 시장은 2008년 융 기 여 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신흥시장

에서의 소득 향상과 고가격 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패스트푸드 시장은 2009년에 비해 매출액은 약 6%, 거래량은 약 5%, 신

규 포수는 약 4.5% 증가하 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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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고품질의 리미엄 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한 과 신흥시장의 소득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고품질 리미엄 제품 개발과 시설의 

고 화를 통해 기존의 외식업체와 경쟁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패스트푸드 매출액의 70%, 포수의 80%를 차

지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포의 5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으나, 포당 평

균 매출액과 거래 당 평균단가는 1.7달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3  지역별 패스트푸드 부문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 및 거래단가, 2010

매출액(천 달러) 거래단가(달러)
아시아-태평양 106.4 1.7

호주 667.1 8.6

동유럽 207.0 5.0

라틴아메리카 179.2 4.1

중동 및 아프리카 231.7 2.2

북아메리카 712.6 5.3

서유럽 494.4 8.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패스트푸드에 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신규 사업 진출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상된다. 그 이유는 인도나 국은 이미 다양한 

지 식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렴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지역의 거래 당 평균단가는 8.4달러, 포당 평균 매출액은 49만 4,400달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향후 서유럽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고품질 리미엄 제

품의 수요 증가, 매장 시설의 고 화 등 북미 지역과 동일한 트 드로 발 해나갈 것

으로 상된다. 남미, 동유럽, 동  아 리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패스트푸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망되며, 특히 동유럽 지역은 패스트푸드 시장이 정

체되어 있어 시장진출의 기로 보인다. 한 동 지역은 패스트푸드에 한 선호가 

높은 20-30 를 주 고객층으로 삼아 패스트푸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2010년～2015년에 패스트푸드 시장은 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심으로 

안정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7% 성장해 2015년

에 2010년 가격 기 으로 매출액이 1,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이 기간 세

계 패스트푸드 시장의 매출액은 1,760억 달러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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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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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7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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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4. 풀 서비스(Full service) 레스토랑

  풀 서비스 스토랑은 스토랑을 방문한 고객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스토랑을 의미하며, 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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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성장률, 2005~201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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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고 효율 인 방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유로모니터사(Euromonitor社)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풀 서비스 스토랑 매

출액은 2009년 비 약 3% 증가하 으며, 지역별로 매출액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서유럽 등 선진국은 풀 서비스 스토랑 시장이 정체된 반

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남미 지역은 외식비 지출 증가로 풀 서비스 스토랑 시장

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과 같이 매년 거래량 증가율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국 등 신흥시장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풀 서비스 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확 되었으나, 1인당 거래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국은 2010년 기  

세계 풀 서비스 스토랑 시장 매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풀 서비스 스토랑은 

국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각종 모임, 혼인, 장례  기타 사회생활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지역은 이탈리아, 일본, 국, 랑스 음식을 제

공하는 풀 서비스 스토랑이 부분이며,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제3세계 통음식

(Ethnic food)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스토랑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2005～2010년 기간에 지역별 매출액과 신규 포 증가율을 살펴보면, 북미와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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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평균 매출액 및 거래단가, 2010

점포당 매출액
(천 달러)

거래단가
(달러)

북아메리카 815.8 22.5

서유럽 557.2 33.4

중동 및 아프리카 504.1 17.3

호주 408.4 34.0

라틴아메리카 252.3 14.2

동유럽 190.6 14.1

아시아 태평양  86.4 5.6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9  세계 풀 서비스 레스토랑 부문 성장률 전망, 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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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의 향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국과 인도 등 아시

아-태평양 지역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규 포 수 증가는 아시아-태평양 지

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

역은 한국, 국, 일본을 심으로 다이닝(Dining) 스토랑이 증가해 신규 포 수가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미는 1인당 소득 증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스토랑

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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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카페/바 부문의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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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북미 지역은 포당 매출액이 81만 5,800 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고객 당 거래단가는 

22.5달러로 유럽 지역보다 낮았다. 이는 북미 지역 고객들이 포 규모가 크고 상 으로 

렴한 캐주얼다이닝(Casual Dining) 스토랑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반면, 서유럽 지역은 

포 규모가 작고 거래단가가 높은 소규모 고  스토랑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2015년 기간에 풀 서비스 스토랑 시장을 망해 보면, 신규 포 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심으로 증가하며 수억 명의 고객이 풀 서비스 스토랑을 정기 으로 

찾을 것으로 망된다. 이로 인해 값싼 음식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스토랑 포의 증가

로 인해 매출액 성장세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한 매출액 성장 둔화로 도심 지

역에서 도심 외곽지역으로 포를 이 하는 스토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  

동유럽 지역은 외식업체간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 인 성장이 상된다. 

5. 카페/바 

  카페/바 부문은 2009년에 큰 폭으로 하강을 겪었으나 2010년도에는 하강세가 약화

되었으나 반 인 회복은 없었다. 그 이유는 커피  부문의 활발한 성장과는 달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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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바, 주  부문에서의 실 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신흥시장의 경우 여러 부문이 성

장하 으나 커피 을 제외한 카페, 바, 주 은 성장이 미미했다. 특히, 바/주  부문에

서는 소득시장조차 일인당 매장 비율이 높아서 규모 상  설립이 제한되었기 때

문이다. 카페/바 부문은 신규 포수 비 매출액 증가세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고객이 

수입산 맥주나 수입산 주류 등 고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바와 주 은 한 거래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고객 수가 증가할 것을 기 하며 메뉴 등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림 11  세계 음료시장의 부문별 매출액 비중, 2010

■ 바/주점     ■ 카페     ■ 주스/스무디 바   ■ 전문 커피숍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카페/바 부문에서 아직 통 인 카페, 바, 주 이 세계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

으며, 문 커피 은 매출액의 10%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문커피 의 지속

인 성장이 상된다. 문 커피 은 폭발 으로 팽창하고, 카페, 바  주 역은 감

소 는 정체하고 있다. 주스/스무디 바 부문은 작은 틈새시장인데 커피 처럼 인상

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선진시장에서 많은 체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커피

은 세계매출의 10 도 되지 않지만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9%의 성장을 지속하여 

카페, 바, 주  부문의 성장률을 훨씬 추월하 다. 주스/스무디 바도 인상 인 성장을 

하 는데 그 이유는 따뜻한 기후의 캘리포니아나 호주 등 선진시장에서 건강음료로 

인정받아 수요가 증 되었기 때문이다. 바와 통 인 카페는 투자나 신활동이 부

족하 고 성장이 최 수 이었다. 두 부문에 있어 요한 지역인 스페인과 그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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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커피숍, 바/주점 부문의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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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서유럽의 계속된 경제 불안으로 성장이 방해 받을 것이나 라틴아메리카 시장은 성

장하고 있다.

  카페/바 부문의 10  거  기업 에 문 커피 만이 세계  존재감이 있다. 가장 

큰 체인  바 에 5개가 국에서만 운  이며 이자카야(居酒屋)체인 인 우이타미

(Uotami)만이 일본에서 운  이다. 아직까지 어떠한 체인도 여러 시장에 걸쳐 유명한  

바/주  모델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친숙한 지 음식과 지 음료 문화 때

문이다. 반면에, 문 커피 은 폭발 인 상  설립을 추구하며 랜드 인지도를 확

해 나갔으며 한 상당수의 커피 구매가 첫 번째 방문한 상 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형태로 인해 상  수 증가가 많았다. 문 커피 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지만 장기

으로 매우 유망하다. 한 세계  체인도  지화된 커피로 유율을 늘리고 있

는 지 사업자와의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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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계 상위 Top10 체인점, 2010

브랜드 판매량(백만 달러)
스타벅스(Starbucks) 14,697.7

JD 웨더스푼(JD Wetherspoon) 1,600.4

엔더프라이즈 인(Enterprise Inns) 1,172.9

코스타 커피(Costa coffee) 1,038.9

맥 카페(McCafe) 1,035.4

도토루 커피숍(Doutor Coffee shop) 984.7

펀치 타번스(Punch Taverns) 868.3

기네스 펍(Guinness Pubs) 792.4

마스턴스(Marston's) 785.8

오토그릴(Autogrill) 781.1

우이타미(Uotami) 750.4

다이낙(Dynac Co) 527.9

자료: Profit Foodservice:Global Industry Guide. 2012, MARKETLINE.

  세계 카페/바 부문의 매출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발

생하고 있다. 지구상의 바와 카페의 반이상이 라질, 스페인, 이탈리아와 한국에 

있다. 침체된 경제 여 로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의 수요가 부정 이 되었으며 

2009, 2010년 모두 성장이 강하 다.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문 이 북미 수요의 

부분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성업 인 커피  부문이 존재하는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선 하 다. 주스/스무디 바는 원래 선진 시장 역이

지만 동의 이집트 같은 곳에서 렴하고 신선한 주스를 주스 바에서 매하는 경

우도 있다.

  부분의 지역은 진 인 회복이 상되나 서유럽의 경우 매출의 뚜렷한 감소가 

상된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의 긴축재정 지연에 따른 소비 축과 경제 둔화

가 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는 100억 달러 정도의 팽창이 상되

는데 그 이유는 카페와 바 문화가 정착된 멕시코, 라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문 커피 과 주스/스무디 바 부문은 상된 성장이 달성될 것이나 

카페/바 부문은 수요가 높은 서유럽 지역의 소비하락으로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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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카페/바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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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14  카페/바 부문의 지역별, 업종별 매출액 성장 전망, 2015/2010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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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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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시장의 수요가 시들한 반면 강한 음주 문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과 라틴아메

리카 시장은 성장이 상되고 있다. 한 주류 소비패턴이 변화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맥주, 와인과 증류주(Sprit)를 소비한다. 상  숫자는 안정 이 될 것이나 작고, 격

식 없는 상 이 이며 고 인 상 으로 체될 것이다. 세계 으로 카페/바 부

문의 수요가 높은 서유럽의 경제 붕괴로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

의 미래는 신흥시장이 좌우할 것이며, 선진시장의 운 자들은 수익성과 랜딩에 필

수 인 음료를 매하는 패스트푸드 부문의 도 에 직면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15  세계 카페/바 부문의 성장률 전망, 2010~2015

단위 : %

1.5

1.0

0,5

0.0

-0.5

-1.0

-1.5

거래량 매출액 신규점포 수

 20010/11 20011/12 2012/13 2013/14 2014/15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소비자가  까다로워지고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커피  부문에서 시장 세분화

가 진행 이다. 빠르고 가격 비 효용성이 높은 선택으로부터 더욱 편안하고 수  

높은 분 기로의 변화가 진행 이다. 를 들면 스타벅스는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고

가구를 배치하고 주류를 매하는 등 고 화 개념으로 진행 이다. 커피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인도에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를 들어, 카페 커피 데이

(Cafe Coffee Day)는 일반 으로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단일 농장 커피(single 

estate coffee)를 매하는 고  키오스크 개념을 통합하여 친교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성장하고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커피  역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커

피와 커피 련 상 에 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이런 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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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고 있는데 1,000개가 넘는 맥 카페를 운  인 맥도날드가 그러하며 버거킹과 

서 웨이는 고 커피를 매하고 있다. 기존 커피  역도 제품 다양화와 잠재  기

회 제공이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는데, 를 들어 버거킹에서 스타벅스의 시애틀스 베

스트 커피를 매하도록 허용하여 체인 은 믿을 수 있는 고 커피를 제공하고 스타

벅스는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게 되었다. 바와 주  부문은 지속 인 발 이 상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염가의 지제품을 매하는 소규모 독립형 상

들이 다양한 수입품을 매하는 새롭고 자 력이 풍부한 운 자들과 경쟁을 할 것

으로 상된다.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바와 주 은 풀 서비스 스토랑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상되고 있다. 

6. 가판점/키오스크

    2010년 가 /키오스크 매출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증가로 1,030억 달러

에 도달하 다. 멕시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증 로 매출액이 거래량과 상  성장

을 추월하 다. 

그림 16  가판점 부문의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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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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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도심지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상 의 향으로 

거래량이 폭증하여 세계 매출이 상승한 반면 소득 소비자(인도, 동남아시아)의 향

으로 평균 거래단가가 하향되었다. 2005~2010년 기간에 상  수와 거래량이 꾸 히 

성장하 다. 2010년 평균소비는 상향되었으며 장기 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 은 외식산업의 요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 은 거래량 기 으로 84%, 상  수 기 으로 

67%, 매출액 기 으로 51% 성장하 다. 가 /키오스크는 아시아 역에서 인기가 

높은데 그 이유는 패스트푸드 상 의 한 끼 식사조차 사치인 계층도 근할 수 있는 

렴한 가격 때문이다. 상  수와 거래량 기 으로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

데 그 이유는 불법 업에 한 정부의 단속으로 사업을 단하거나 다른 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나 만 등 고소득 시장인 곳에서는 가 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꾸 한 발 을 통해 소득 상승이 상된다.

그림 17  가판점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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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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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 과의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가 /키오스크는 외식분야의 주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 수요자에게는 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상 이기 때문

이다. 신흥시장에서 가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 과 경쟁하는 최고의 경쟁자이며 

맥도날드나 KFC가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빈곤층 수요자에게 근한다. 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거래단가는 고작 0.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6  지역별 가판점/키오스크 부문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 및 거래단가, 2010

매출액(달러) 거래 단가(달러)
북미 253,608 3.2

오스트랄라시아 235,742 5.6

서유럽 141,905 5.5

동유럽 38,404 1.5

라틴 아메리카 24,844 2.3

아시아 태평양 21,697 0.5

중동/아프리카 16,782 1.4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이 역의 상  수는 잠재  고객의 기반을 나타낸다. 가 /키오스크가 다른 거리

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 역은 속한 성장이 상되고, 특히 가처분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경우 더욱 속한 성장이 상된다.

표 7  세계 10대 가판점/키오스크 부문의 시장점유율, 2010(상점 수 기준)

국가 시장점유율(%)
싱가포르 82.7

타이완 82.7

베트남 79.7

태국 70.2

남아프리카 66.4

멕시코 59.2

인도 58.1

베네수엘라 50.8

필리핀 47.2

인도네시아 45.8

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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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2010년 기 으로 서유럽은 세계 셀 서비스 스토랑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지나 쇼핑몰에는 인기 있고 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들이 많다. 

이 역은 넓은 장소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완 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라틴아메리카의 65억 달러의 매출은 부분 라질 “킬로(kilo)” 

스토랑 때문인데, 이는 무게로 가격을 측정해서 매하는 통 음식 이다. 서유럽

과 북미 지역에서는 단조로운 학생식당 같은 모습에서 고객 앞에서 음식을 직  조리

하는 시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형태의 스토랑은 고  쇼핑몰이나 사무용 빌

딩 내에서 인기가 있으며 매출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18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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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셀 서비스 스토랑은 지난 몇 년간 상 으로 투자가 조하여 신이라는 측면

에서 다른 역에 비해 뒤처져있었다. 2009년의 하락 이후 회복되는 신호가 있으나 

반 으로 에 띄는 성장은 없으며 자 이 풍부한 패스트푸드 과 직 인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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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매출 신장을 해 백화 과 쇼핑몰 등에서 셀 서비스 

스토랑을 고 화하고 있어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서유럽의 

막세다 라 이스(Maxeda’s La Place)와 이 아(IKEA)의 구내식당을 세련되게 바꾼 경

우를 들 수 있다. 고 형 셀 서비스 스토랑은 틈새 안의 틈새시장이나 어떤 지역에

서든 그런 식당을 찾는 것은 드문 편이다. 한 노쇠해 가는 셀 서비스 스토랑 부

문은 다른 부문과 경쟁하기에는 힘겨운 상태이므로 성장의 한계가 상된다.

그림 19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성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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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서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랜드 있는 셀 서비스 구내식당이 드물다. 다수의 운

자들은 훌륭한 표 음식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주로 가격과 다양성으로 경쟁하고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나 사무용 빌딩에 있는 구내식당들은 표 화된 메뉴보

다는 장소에 맞추어 음식들을 제공한다. 한 식당이 소유자에 의해 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체인  랜드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 

  반면에 서유럽의 경우는 완 히 다른 모습인데, 를 들면, “탱크&라스트 앤 런치

(Tank＆Rast and Flunch)”라는 랜드는 자신의 랜드를 차별화하기 해 고속도로  

다른 지역에 셀 서비스 스토랑을 만들었으며 IKEA, 테스코(Tesco)  카지노(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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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쇼핑몰도 고객유치를 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최근 북미 지

역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아직 세계  수 에 도달한 랜드는 나타

나지 않고 있다.

그림 20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매출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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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라틴아메리카의 매출은 “킬로(kilo)" 스토랑이 있는 라질의 덕분에 향후 연평

균 10%의 성장이 상된다. 한 고소득 고객들이 수  높은 메뉴와 상 을 선호하

기에 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부진으로 반 으로는 성장이 침체될 것으로 상된다. 품질

과 다양화 측면에서 개선하고 있지만, 이 부문은 다양한 메뉴와 빠른 서비스로 무장

한 패스트푸드 과 풀 서비스 스토랑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편안한 

분 기와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캐주얼 스토랑의 인기로 셀

서비스 스토랑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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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계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부문의 지역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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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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