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el의 Global Dining Market

I am frequently asked by many international restaurant chains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markets. It is quite 

common to find only 1 or 2 stores operating in many international markets especially for full service concepts. Development 

directors are so happy to enter new markets and open a store with much fanfare but do not consider the long-term consequences 

in many cases.  Does the market fit the concept? Is the franchisee or joint venture partner capable of developing multiple stores? 

Do they have the talent and the cash?

It is far easier to scale up a market over time then starting up a few stores in new markets. Franchisers already know about 

existing markets where they operate. They better understand consumer preferences and do not want to repeat the early mistakes 

of starting out. They know if their local franchisee is capable of developing more stores or whether it is best to just divorce and 

seek a new marriage partner. 

It is far better financially to go deep and narrow than wide and shallow. You may be in 10 markets with 25 stores in total but I would 

rather be in one market with the same store numbers. In short worry more about scaling up existing markets then starting up new 

ones.  

Scale Up Not 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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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are a few points to carefully consider.

Prioritize The Key Markets
Where are the markets that your concept is likely to work best? Are there large numbers of Korean expatriate businessman or tourists?  Is 

Korean food well known and accepted or unfamiliar to local people? Can the market sustain at least 10-20 stores?  If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no then I suggest you put these markets on the back burner and only focus on the ones where you can achieve scale.  Guam may be 

a nice place to visit but is it worth the time and effort to open two stores there?  Probably not. 

Can You Achieve Affordable Pricing?

Only mass-market brands achieve sufficient scale to yield significant franchise & royalty fees and affordable menu pricing is critical to achieve 

this goal.  You need to determine the sweet spot for pricing that consumers can accept and drive repeat trial.  If your concept is full service then 

a good rule of thumb is pricing per person of about $5-8 in emerging markets and around $2-3 for quick service.  A large part of the challenge is 

sourcing.  If you can do it all locally then achieving these price points is feasible.  If you insist that key ingredients or raw materials be imported 

then you may end up a niche concept in the market despite superior quality.  In the end pricing is more important than food quality especially in 

value conscious emerging economies. 

Does The Concept Have Broad Consumer Appeal

Trying to sell spicy food in Hong Kong is a loser’s game.  Cantonese just do not like it.  The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Singapore where the 

local citizens appreciate a broader variety of ethnic cuisines like Indian or Malay. It is better to do some consumer testing before you enter the 

market to ensure your menu will be well accepted.  Living off Korean tourists or expatriate businessmen is fine for a few stores but is insufficient 

to build scale.

How Competent is the Franchisee?

You may have a great concept that has consumer appeal and affordable pricing but who is going to execute it locally?  You need a strong local 

partner with capital and management talent.  They are very hard to find.  Many Korean chains seek out local Korean businessmen living in the 

country and ask them to become franchisees.  This is usually a bad idea.  If your 

concept is strong then seek out strong local operating partners who have 

already developed a history of success in foodservice and sell them on 

your concept. 

All of the above are very challenging tasks but who said 

international business is easy.  Ask yourself why you 

are trying to develop your brand overseas?  Is it 

for ego or to achieve financial success? I hope it 

is the latter! If it is for ego then be prepared to lose 

money and have many angry franchi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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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들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을 때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 본사의 총체적 서비스 콘셉트를 실현하고 있

는 점포들은 보통 기껏해야 한 두 점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 책임자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 팡파레를 울리며 새 지점을 개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결과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특징을 자주 발

견할 수 있다. 그 시장이 본사의 콘셉트와 맞는지, 가맹점주나 합자 동반자들이 다수의 점포를 열 능력이 되는지 혹은 그들이 충분한 능력과 현금 자본력을 갖추었는

가 하는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를 키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마켓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소비자의 선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초창기의 실수들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더 많은 지점을 오픈할 여력이 있는지 아

니면 그만 하고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사업을 접고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

넓고 얕게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깊고 좁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10개의 시장에 25개의 점포를 보유할 수 있지만, 나라면 이보다는 하나의 시장에서 

같은 수의 점포를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기존 시장에서 규모를 늘리는 데 더 고심하라는 말이다.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보자.

주요 시장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어느 시장에서 본사의 콘셉트가 가장 잘 들어맞는가? 한국인 이민자들이 대다수인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대다수인가? 한식이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져있고 수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낯선 음식인가? 그 시장에서 최소 10~20개의 점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은 포기하고 대신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괌은 놀러가기에 좋은 곳

이지만 두어 개 점포를 여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대형 브랜드들만이 유의미한 독점권과 로열티 비용을 상쇄할 만한 여력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메뉴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또 오게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를 찾아내야만 한다. 풀 서비스가 콘셉트인 경우 신흥 시장에서는 두당 5~8불 선이 적당하며 퀵 서비스의 경우 2~3불 대가 적당하다.

새로 시작하지 말고, 크기를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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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도전과제는 원료의 공급이다. 만약 현지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런 가격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재료들이나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를 고집한다

면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특정 콘셉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가치 의식적인 신흥시장 하에서는 음식의 질보다는 적정한 가격이 더욱 중요하다.

본사의 콘셉트가 넓은 층의 소비자에게 어필할만 한가?

홍콩에서 매운 음식을 판매하려고고 한다면 이것은 지는 게임이다. 광동인들은 한마디로 매운 음식을 싫어한다. 이 시장은 현지인들이 인도나 말레이시아 음식과 같

이 좀더 다양한 식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싱가폴 시장과는 매우 다르다.

새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당사의 메뉴가 현지인들에게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험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 

관광객이나 현지 한국인 사업가들에 기대 영업을 하기에는 소수의 업체 수로 충분하나 규모를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맹점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훌륭한 콘셉트를 갖고 있고 적정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를 현지에서 실현시킬 이는 과연 누구인가? 이를 위해서는 자

본력과 운영력을 지닌 강력한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많은 한국 체인들은 현지의 한국인 사업가를 물색해 가맹점주가 되어주기를 권하는데 이는 대체로 잘못된 생각이다. 콘셉트가 강력하다면 이미 현지 요식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강력한 현지인 파트너를 물색해 회사의 콘셉트에 맞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모든 요점들이 모두 넘어야 할 힘든 산이지만 글로벌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왜 해외로 영역을 넓히려 하는지를 자문

해 보라. 자아실현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적 성공 때문인가? 나는 당연히 

후자이기를 빈다. 전자가 이유라면 돈은 잃고, 가맹점주들의 분노를 얻

게 되는 데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탤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조엘 실버스테인 대표는 장기간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살며 최고 경영진

과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외 다수 아시아 국

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버스테인 대표는 호

스피탤리티 산업의 전 경영진으로서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중국 동남아

시아의 프랜차이즈, 아시아에서의 비즈니스 관행, 역동적인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주제로 빈번하게 기고했다. 현재 홍콩에 거주하며, 자주 인근 아시

아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까지 여행하곤 한다.   

세계최고의 미끄럼방지 아웃솔 장착으로

가볍고 발이 편한 조리화

대경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4-12 T. 051-521-2270   F. 051-521-8313 

물, 기름 수용성 세제 등에 탁월한

미끄럼방지 기능 + 내마모성 + 발의 피로도 감소

·UPPER : 천연소가죽

·SORE : PU + 부칠고무(미끄럼 방지용)

·COLOR : BLACK

·SIZE : 220~290mm

·캐쥬얼스타일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통풍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통풍구 아웃솔

특화된 빗살무늬 바닥창 설계로
보다 향상된 미끄럼방지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깔창

탄력 및 복원력이 뛰어난 소재로
관절에 작용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피로감을 극소화합니다.

세계가 놀라고 인정한 기술력과 제품성

MODEL : DK-403B, DK-404B

www.dkknife.co.kr

DK-404B  

DK-4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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