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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외식산업의 전망*

이  동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외식산업 전망1)

  2010–2015년의 외식산업 매출 성장은 꾸 히 가속화될 것으로 상되나 신규 포

수와 거래량 모두 둔화될 것으로 상된다. 동유럽과 서유럽은 측기간 말에 회복이 

상되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상된다.

  향후 몇 년간은 국과 라질의 성장이 선진시장을 월할 것으로 상되나 무한

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이미 일인당 포수와 거래량 모두 소

득이 비슷한 수 의 나라보다 훨씬 앞서있기 때문이다. 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매출

도 성장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규 포수와 거래량 증가는 정체될 것이다.

  와 같은 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미개발 시장이 어들기 때문에 효과 인 

차별화 요소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 요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성장의 주역은 풀 서비스 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숙한 시장이지만, 이 지역의 튼튼한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매출과 포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 /키오스크 역 한 아시아 지역의 향으로 주요 성장의 심이 될 것이다. 

 * (petit211@krei.re.kr, 02-329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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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외식산업의 시장 전망,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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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그림 2  세계 외식산업의 부문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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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신규 외식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이며 싱가포르나 만에서는 아직도 인

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는 측기간 내내 범 한 성장이 상된다. 

아시아 수요가 성장의 심에 있고 동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강한 수요가 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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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미는 고 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0–2015년 기간  세계 상  증가의 90%와 매출성장의 2/3가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서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이외에는 라질을 심으로 페루와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의 성

장이 활발할 것으로 상된다. 활발한 내수와 보수 인 은행제도 덕분에 라질은 불

황에서 탈출하 으며 향후 5년간 성장할 것이다. 콜롬비아 한 경제안정 덕분에 빠르

게 팽창할 것으로 상된다. 그 밖에 상당한 성장이 상되는 지역은 북미가 유일하

다. 북미의 경우 고 화된 패스트푸드 추진을 통해 매출신장과 유율 확보를 해 다

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상된다.

그림 3  세계 외식산업 성장률 지역별 기여도 전망,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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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2010~15년에 라틴 아메리카, 동/아 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성장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크게 과하며 세 지역 모두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

로 상된다. 라틴 아메리카와 동 지역의 매출성장은 상 성장을 과하고 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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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외식산업의 지역별 성장률 전망,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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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 Euromonitor.

평균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쇼핑센터와 다른 소매 /오락시설은 일반 으로 

체인을 세우기에 선호되는 장소라는 에서 요성은 여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당 평균매출은 안정 이며 다른 두 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

이 될 것인데 이는 모든 소득계층의 수요를 유인하고 있는 가 과 지 독립형 

포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높은 매출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동, 아 리

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팽창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라질, 콜롬비

아  여러 시장으로부터 수요가 많아 체인  외식의 심이 될 것으로 상된다. 알

시아(Alsea)1)와 아르코스 도라도스(Arcos Dorados)2)와 같은 랜차이즈는 강력한 트

십을 가진 세계  체인 과 함께 가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지역은 높은 

외식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의 심이 될 것이며 이지역의 정치 불안은 매출에 많은 

향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는 것은 소득증

 1) 알시아(Alsea)는 멕시코 프랜차이즈 업체로,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버거킹,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 등 다양한 브랜드의 레스토
랑 운영하고 있음. 2010년 기준 매출액은 7.1억 달러, 순이익은 1,2억 달러임. 

 2) 아르코스 도라도스(Arcos Dorados)는 맥도날드의 최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2007년 맥도날드가 7억 달러에 인수함. 아르
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 1,800여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매출액은 36억 달러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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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더불어 은 세 가 수요를 이끌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미, 서유럽  호주지역의 방문고객 수는 감소할 것인데 이는 높은 실업과 

정부의 긴축재정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체인 들은 시장 유

를 해 신을 선도하고 시간 와 가격범 의 조정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역의 운 자들도 이를 좇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패스트푸드와 다른 역 간 차이

이 없어지게 되어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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