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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요약
ㅇ 외국기업은 100% 외국소유 레스토랑을 설립하거나 프랜차이
ㅇ 베트남 외식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18년

즈 가맹점을 개점함으로써 베트남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음

시장규모는 234억 달러에 달함
ㅇ '23년까지 베트남 외식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 외식산업의 사업장 유형은 풀서비스 레스토랑, 퀵서
비스 레스토랑, 카페·주점, 노점상·가판대 등으로 세분화됨

- 향후 베트남 외식산업은 Z세대의 높은 외식비, 외국요리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 지속, 주류소비량 증가, 음식배달서비스 확

- 외식산업 내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풀서비스 레스토랑 시장

대를 통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18년까지 한국의 베트남 호텔 및 외식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 '14년부터 '18년까지 풀서비스 레스토랑 시장과 퀵서비스 레

총 8억 3,740만 달러에 달함

스토랑 시장이 크게 성장함
- 한식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요리 중 하나임
ㅇ 풀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은 Golden Gate, Redsun ITI, Huy
Vietnam 등 현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 베트남 내 주요 한국 외식업체로는 롯데리아, 돈치킨, 가세오
치킨, 파파스치킨, 뚜레쥬르 등이 있음

- 반면, 퀵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은 롯데리아, KFC, Jollibee 등
외국계 기업들이 이끌고 있음

- 한국 식당들이 베트남 외식산업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
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임

- 베트남 카페시장 내 주요 기업으로는 현지기업인 Highlands
Coffee, The Coffee House와 외국계기업인 Starbucks가 있음
ㅇ 소비를 통해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 관광산업 호황,
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은 베트남 외식산업의 성장요인으
로 작용함
- 한편, 베트남 외식산업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매장 입지
부족현상, 경쟁심화 등은 시장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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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외식산업 현황

-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고가·고품질 음식을 제공하는 고급 레
스토랑이며 퀵서비스 레스토랑은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ㅇ '14년부터 '18년까지 베트남 외식산업은 연평균 7.8% 성장했

전문점, 베이커리, 편의점 등을 의미함

으며 '18년 시장규모는 234억 달러를 기록함 (VND/ USD =
23,310) (Euromonitor, 2019)

- 카페에서는 음료와 간단한 식품을 판매하며 주점은 주류와
기타 음료를 판매함

- 동기간 외식사업장 매장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으며 '18년
베트남 내 매장 수는 317,741개가 있음
‘14~’18년 베트남 외식산업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 노점상·가판대는 거리에서 식음료를 판매함
ㅇ 풀서비스 레스토랑 총매출은 베트남 외식산업 내 71.1%를
차지하며 카페·주점 16.1%, 노점상·가판대 9%, 퀵서비스
레스토랑 3.9% 차지함 (Euromonitor, 2019)

‘18년 총매출 기준 외식산업 사업장유형별 점유율 (%)

자료: Euromonitor, 2019

2. 베트남 외식산업 경쟁 구도

자료: Euromonitor, 2019

□ 시장 세분화
ㅇ 외식산업의 사업장유형은 풀서비스 레스토랑, 퀵서비스 레스
토랑, 카페·주점, 노점상·가판대 등으로 세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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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년부터 '18년까지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연평균 성장률이
9.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퀵서비스 레스토랑

- '18년 Golden Gate는 1억 7,03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Annual Report, 2018)

8.0%, 카페·주점 5.2%, 노점상·가판대 1.8% 순 (Euromonitor,
2019)

- Golden Gate의 설립자 3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Golden Gate
Partners(44.2%)와

‘18년 매장 수 기준 외식산업 사업장유형별 점유율 (%)

싱가포르계

투자사

Prosperity

Food

Concepts(37.9%)가 Golden Gate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Golden Gate의 초기 투자자인 주요 현지 사모펀드 Mekong
Capital은 '08년 Golden Gate에 대한 투자를 개시함
- '14년 Mekong Capital는 Golden Gate의 지분 전부를 매각했으
며 당시 투자자본수익률(ROI)은 900%를 기록했음 (Mekong
Capital, 2019)

자료: Euromonitor, 2019

ㅇ (Redsun ITI) '08년 설립되었으며 Redsun ITI는 King BBQ,
ThaiExpress, Seoul Garden, Hotpot Story 등 13개의 레스토

□ 베트남 풀서비스 레스토랑 시장 내 주요기업
ㅇ Golden Gate, Redsun ITI, Huy Vietnam 등 현지기업들이 베트
남 풀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ㅇ (Golden Gate) '05년 설립된 주요 풀서비스 레스토랑으로
Ashima, Kichi-Kichi, Gogi House, Sumo BBQ, Vuvuzela 등 20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 Golden Gate는 '18년 기준 베트남 내 278개의 외식사업장 매
장을 운영함 (Golden Gate 공식홈페이지)

랑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 Redsun ITI는 베트남 내 2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치
민시 내 식품가공공장을 운영 중임 (Redsun ITI 공식홈페이지)
- '18년 Redsun ITI는 2,66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함 (Annual
Report, 2018)
- Redsun ITI는 가맹점 모집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했으며 가
맹점에 매장 입지 선정, 레시피 및 서비스 메뉴얼,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 '18년 기준 RedSun ITI의 설립자 3명이 회사 지분의 9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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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함 (VNExpress, 2018)

- 롯데리아는 치킨,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생선 등으로 만든
패티로 구성된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타깃 소비자 범

ㅇ (Huy Vietnam) '06년 설립되었으며 Mon Hue, Pho Ong Hung,

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함

Com Tho Chay 등 레스토랑 브랜드를 운영함
ㅇ (KFC) 롯데리아를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베트남 퀵서
- Huy Vietnam는 베트남 내 200개의 외식사업장 매장을 보유

비스 레스토랑 시장 내 2위 기업

하고 있으며 하노이시와 롱안성(省)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
함 (Huy Vietnam 공식홈페이지)

- 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 KFC는 1997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19년 기준 베트남 내 140개 매장을 운영 중임 (KFC 공식홈

- Huy Vietnam는 6,5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받았음 (Bao

페이지)

Dau Tu, 2017)
- '18년 KFC는 6,3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Annual Report,
ㅇ 그 외 베트남 외식산업 내 주요기업으로는 Chao Do (Red

2018)

Wok), Viet Thai International, Son Kim Land 등이 있음
- KFC는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치킨, 고품질 고객 서비
□ 베트남 퀵서비스 레스토랑 시장 내 주요기업

스, 접근성이 높은 매장 위치 등 긍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현
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ㅇ 롯데리아, KFC, Jollibee 등 주요 외국계 외식업체들이 베트남
퀵서비스

레스토랑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VIRAC/

VNExpress, 2019)

ㅇ (Jollibee) 필리핀계 패스트푸드점 운영 기업으로 '05년 베트남
에 첫 매장을 개점함

ㅇ (롯데리아) 베트남 퀵서비스 레스토랑 시장 내 1위 기업

- '19년 기준 Jollibee는 베트남 내 1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임
(Jollibee 공식홈페이지)

-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241개의 매장을 운영 중
임 (매일경제, 2019)

- '18년 Jollibee는 3,430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음
(Annual Report, 2018)

- '18년 롯데리아의 매출 규모는 6,700만 달러에 달했음
(Annual Report, 2018)

ㅇ 그 외 베트남 내 주요 퀵서비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기업으
로는 뚜레쥬르,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 배스킨라빈스,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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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피자, 던킨도너츠, Diary Queen, Swesen's 등이 있음

ㅇ (The Coffee House) 베트남 투자사 Seedcom가 운영하고 있
는 주요 현지 카페운영 기업임

□ 베트남 카페 시장 내 주요기업
- '18년 The Coffee House는 2,8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음
ㅇ 베트남 카페 시장 내 주요기업 으로는 Starbucks, Highlands

(Annual Report, 2018)

Coffee, The Coffe House 등이 있음 (VIRAC/ CafeF, 2019)
- '14년에 첫 매장을 개점했으며 '19년 기준, 150개의 매장을
ㅇ (Highlands Coffee) 베트남 내 최대 규모 현지 카페운영 기업임

운영함 (The Coffee House 공식사이트)

- 미국 시애틀에 거주할 당시 Starbucks의 성공에 영감을 받은

- '18년 Cau Dat Farm의 커피생산 사업을 인수 (Cau Dau Tu,

베트남계 미국인 David Thai가 1999년 Highlands Coffee를 설

2018), '17년 대만 Ten Ren's Tea의 가맹점 영업권을 확보하

립했음

고 Ten Ren's Tea 가맹점을 개점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했음

- Highlands Coffee는 사업초기에는 포장커피 생산에 주력했으
며 '02년 첫 카페 매장을 개점했음

- 그러나 Ten Ren's Tea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19
년 8월 베트남 내 모든 Ten Ren's Tea 매장을 폐점할 예정
임 (CafeF, 2019)

- '18년 Highlands Coffee는 6,86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
함 (Annual Report, 2018)

ㅇ (Starbucks) '13년 베트남 내 첫 매장을 개점한 세계에서 가
장 큰 다국적 카페 운영기업

- '19년 기준 Highlands Coffee는 베트남 내 296개의 매장을
운영 중임 (Highlands Coffee 공식사이트)

- '18년 Starbucks는 베트남에서 2,5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Annual Report, 2018)

- '12년 Jollibee가 Highlands Coffee의 지분 49%를 2,500만 달러
에 매입한 후로 Highlands Coffee는 프리미엄 카페에서 대중
적인 카페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변경했음

- '19년 기준 베트남 내 5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매장은 호치민시, 하노이시, 다낭시, 하이퐁시의 주요
상권에 입점해 있음

- 브랜드 포지셔닝을 변경한 후 Highlands Coffee는 카페 인테
리어와 음료 메뉴를 간소화했으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폭넓
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함

- Starbucks는 베트남 내 프리미엄 카페로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현지 평균 소득수준에 비해 고가의 음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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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외 베트남 내 주요 카페 운영기업으로는 Trung Nguyen,

□ 방해요인

Phuc Long, Cong Cafe, Coffee Bean & Tea Leaf 등이 있음
ㅇ 베트남 외식산업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매장 입지 부족현
상, 경쟁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베트남 외식산업 성장요인과 방해요인
ㅇ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베트남 내 식품안전관련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오염과 농업인의 식품처리과정·외식업체 운

□ 성장요인

영과정·최종 소비자의 조리과정에서의 위생문제로 인한 식
ㅇ 소비를 통해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 관광산업 호황,

품오염 등이 있음 (세계은행, 2016)

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은 베트남 외식산업의 성장요인으
- 베트남 내 식품안전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집행에 어

로 작용함

려움이 있다는 점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킴
ㅇ (소비트렌드) 베트남 소비자들의 바쁜 도시생활 증가와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편의 추구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직접 요리
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을 줄여주는 외식의 빈도가 증가함

ㅇ (매장 입지 부족현상) 한편,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내 주요 상
권에 매장을 입점하고자 하는 외식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매장 임대료가 상승함

ㅇ (관광산업 호황) 관광산업 호황에 따른 여행자 고객 증가는
- 호치민시 중심가의 매장 월 임대료는 50m2당 2,500 달러에 달

현지 외식산업 성장을 촉진함

함 (VNEconomy, 2017)
- '18년 베트남 내 관광객은 '17년 대비 19.9% 증가한 1,550만
ㅇ (경쟁심화) 베트남 외식산업 내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 프

명에 달함 (베트남통계청, 2019)

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 간의 경쟁은
ㅇ (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소득수준향상, 중산층확대, 급속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한 도시화, 젊은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베트남 외식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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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식산업 관련 규정

5. 향후 전망

ㅇ WTO 협정에 따라서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100% 외국소유
레스토랑을 설립할 수 있음

ㅇ '18년부터 '23년까지 베트남 외식산업은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3년 시장규모는 2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Euromonitor, 2019)

- 외국기업이 베트남 내 레스토랑을 설립하려면 우선적으로 투
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과 사업자등록증
명원(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함

- 향후 베트남 외식산업은 Z세대의 높은 외식비, 외국요리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 지속, 주류소비량 증가, 음식배달서비스 확
대를 통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식품안전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환경보호인
증서(Certifica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보안인증서

(Certificate of Security), 화재예방인증서(Certificate of Fire

ㅇ (Z세대의 높은 외식비) Z세대는 1994년부터 '02년 사이에 태
어난 세대를 의미함 (Decision Lab, 2017)

Prevention) 등을 발급받아야함
- '17년 기준 베트남 내수 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인 Z세대의 월
ㅇ 기업 설립 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수 있

평균 외식비는 38.3 달러에 달함

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점이 있음
- Z세대는 베트남 내 버블티 열풍을 주도했으며 패스트푸드점,
-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Franchisor)는 베트남 내 기업을

노점상·가판대, 매점, 편의점 등의 외식장소를 선호함

설립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당국으로부터 프랜차이즈 등록증
명서를 발급받아야함

ㅇ (외국요리에 대한 관심 지속)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좋아하
는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들의 외국요리 대한 관심은

- 프랜차이즈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 프랜차이즈

지속될 것으로 보임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하며 2) 가맹점의 상
품 및 서비스가 베트남 정부가 금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함

- 베트남 소비자들은 외국요리 중 한식 및 일식을 가장 선호하
며 중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태국식 순 (YouGov, 2018)
ㅇ (주류소비 증가) 임금인상과 베트남의 젊은 인구구조로 인해
베트남 주류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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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치즈불닭과 삼겹살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 베트남에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맥주시장이 형성되어 있

증가함

으며 베트남의 '17년 연평균 맥주소비량은 '16년 대비 8% 증
가한 39억 리터에 달함 (Euromonitor, 2018)

ㅇ 한국 식당들이 베트남 외식산업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
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ㅇ (음식배달서비스 확대) 최근 베트남 내 음식배달서비스가 확
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Red Sun ITI, KFC, Jollibee 등 베트남 내 인기 있는 외식업체
들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조리법을 현지화 함

- 길거리음식부터 풀서비스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
션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인해 최
근 베트남 소비자들의 음식배달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함

- 롯데리아의 경우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베트남 1위
패스트푸드 업체로 자리 잡음

- GrabFood가 가장 보편화된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이며 그 외

- 롯데리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밥 메

주요 플랫폼으로는 Go-Food, Now, Baemin 등이 있음 (Kantar

뉴를 개발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현지 소비자들의 특성에

TNS/ Cafe Biz, 2019)

맞게 1 달러의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제공함

6. 한국기업의 시사점
ㅇ '18년까지 한국의 베트남 호텔 및 외식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총 8억 3,740만 달러에 달함 (FIA, 2019)
ㅇ 베트남 내 주요 한국계 외식업체로는 롯데리아, 돈치킨, 가쎄
오치킨, 파파스치킨, 뚜레쥬르 등이 있음
ㅇ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 내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김치(58%)가 가장 인기 있는 한식이며 김밥(21%), 떡볶이
(13%), 비빔밥(6%), 불고기(6%) 순 (Q&M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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