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마케팅

20-07호 해외트렌드

동남아는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전성시대
인니의 Grab과 GoJek, 태국의 FoodPanda, 베트남의 Foody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에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동남아시아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은 34억 9,200만 달러(한화 약 4조 2,008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임1)
· 개인 맞춤형 메뉴 선택, 배달 속도의 개선, 현지 소비자 특성 반영 등이 시장 확대의
주요 동력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2),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이동 제한
및 자가 격리에 따른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침3)
- 동남아 소비자들의 배달서비스 이용 빈도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4)
· 동남아 소비자 대상 설문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국가별로 인도네시아 8%, 베트남 33%, 태국 42%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이전과 같은 빈도로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인도네시아 56%, 베트남 31%,
태국 21% 순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음식 배달서비스는 그랩(Grab)과 고젝(GoJek) 2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4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그랩과 고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Yum! 계열 브랜드(15%), McDelivery(10%), Uber Eats(5%), Dominos(5%),
Honestbee(5%) 등 여러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Grab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출시된 택시 호출 서비스인 ‘My Teksi’5)에서
성장한 서비스로, 음식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GrabFood)는 2016년 첫 선을 보인 후
2018년부터 사업을 확장함6)

1) Online Food Delivery – SEA,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
2) Asian fusion: How GrabFood, Foodpanda have reshaped the business of food in Southeast Asia, 싱가포르 기술 전문매체
Tech in Asia, 2019-11-25
3) Food Delivery On The Rise In ASEAN,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The Asean Post
4) COVID-19 impact on consumers having food deliveries APAC 2020 by country or region, Statista
5) Harvard Inspires Man to Ditch Family Riches for Taxis, Bloomberg, 2014-06-09
6) Frontiers in food delivery: Go-Food versus GrabFood in Indonesia, 싱가포르 현지 매체 KrAsia,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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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푸드는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보여주는 기능인 ‘Promo Slide’를 비롯, 주변
지역이나 카테고리별 추천 음식 목록 등을 제공함7)
·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이용자 수가 1.7배 증가했으며, 총 매출액
(GMV)8)은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9)
<GrabFood 개요>
로고

특징
서비스 개시일
이용 가능 국가10)
이용 가능 도시
제공 기능

2016.05.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8개국
자카르타, 수바르야, 덴파사르 등 221개 도시
- Promo Slide: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한눈에 파악
- 카테고리별, 지역별 추천 음식
- 이전에 주문한 음식 다시 주문

*출처: Grab 홈페이지(www.grab.com)

- Gojek은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로 시작하였으며 고푸드
(GoFood)를 포함하여 고라이드(GoRide), 고센드(GoSend), 고마트(GoMart) 등 20개의
서비스를 제공함
· GoFood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문 지역 변경을 통해 최대 25㎞ 거리에 있는 업체에도 주문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GoFood를 통해 인도네시아 치킨 요리인 아얌 게프렉
(Ayam Geprek)을 비롯한 요리류나 아이스 밀크커피, 바나나 튀김 등 음료, 간식류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남11)
· 2020년에는 ‘GoFood Plus’라는 기능을 새로이 선보였는데,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
하는 대신 음식 주문 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임
<GoJek 개요>
로고

특징
서비스 개시일
이용 가능 국가
이용 가능 도시
제공 기능

2015.03.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
자카르타 등 74개 도시
- 소비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
- GoFood Plus: 음식 주문에 할인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 25㎞ 이내 배달 가능

*출처: GoJek 홈페이지(www.gojek.com)

7) Reasons to use Grabfood rated easy and profitable, 인도네시아 매체 lifepal
8)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이뤄진 총 매출액(출처 : 시사상식사전)
9) During 2019, GrabFood active users increased to 173%,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detikinet
10) Grab 홈페이지(www.grab.com)
11) These 3 most booked food through GoFood,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ENTREPRENEUR(entrepreneur.bis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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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bFood 이용 화면

20-07호 해외트렌드

GoFood 이용 화면

*출처: 미국 UX 디자인 업체 UX Collective, Tech in Asia

□ 태국의 음식 배달서비스는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에 인수된 푸드판다
(FoodPanda)가 2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태국의 음식 배달시장 규모는 2020년에 2억 7,500만 달러(한화 약 3,308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에 비해 38.2% 증가한 규모임
· 푸드판다 이외에도 Yum! 계열 브랜드, Wongnai 등 다양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함
<태국 내 음식 배달 서비스 현황(2020)>
FoodPanda

점유율

Yum!
Wongnai
0.1
0.05
0.05

The Pizza Company

0.2

Honestbee

0.05
0.05

0.15

0.1
0.1

Uber Eats
GrabFood
Dominos

0.15

Now.in.th
기타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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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Panda는 2012년 3월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12)
· FoodPanda는 태국 67개 도시에서 7만 3,000개 이상의 파트너 레스토랑을 보유13)
중인 만큼 다양한 음식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태국 소비자들은 FoodPanda를 통해
국수, 똠얌꿍 등 주요리와 소수민족 음식 등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FoodPanda는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만 추출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음식의 종류와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음
<FoodPanda 개요>
로고

특징
서비스 개시일
이용 가능 국가
이용 가능 도시

2012.03.
태국, 대만, 불가리아 등 13개국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67개 도시

제공 기능

- 영업 및 폐장 시간, 음식 리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만 필터링 가능

*출처: FoodPanda

FoodPanda 이용 화면
*출처: Google Play

12) Foodpanda: Rocket Internet’s Play At Food Delivery in Asia, Tech in Asia
13) Food Panda Celebrates 8th Anniversary in Thailand Provide special promotions and expand service to 67 provinces
throughout Thailand, 태국 현지매체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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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음식 배달시장은 푸디(Foody) 계열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주 소비자층에 차이가 있음
- 베트남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5.9% 증가한 2020년 3억 200만 달러(한화 약
3,633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대표적인 배달 업체로는 푸디(Foody)가 있으며 자체 서비스인 Now를 포함하여 전체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음
· 그 외 Takeaway(현 Vietnammm), GrabFood(10%) 등 다양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함
<베트남 내 음식 배달 서비스 현황(2020)>
점유율
Now
5%
5%

Foody

5%
35%

10%

Takeaway
GrabFood
Dominos

10%

Yum!
기타

30%

출처: Online Food Delivery – Vietnam, Statista

- Foody는 2012년에 음식 및 레스토랑 추천 서비스로 시작하여 웹 페이지와 어플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14)
· Foody에는 베트남 전역의 33만여 개 음식점에 대한 리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자
수는 외국을 포함해 약 3,800만 명의 이용자가 음식점의 가격, 위치, 품질, 서비스,
공간의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함
- Now는 Foody의 배달 전용 서비스로서, 2014년 Delivery Now로 시작15)하여
2016년 5월 어플을 출시하며 Now로 서비스명을 변경함
· Now는 평점, 메뉴, 가격 등 Foody에 비해 해당 음식점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며
2018년부터는 신선 식품, 꽃 등으로 배달 영역을 넓힘16)
14) Foody.vn — from a Food Review Website start-up to become the Viet Nam’s Leading Food Delivery App
and local food ordering game changer: A case study, 미국 현지매체 Medium
15) Food delivery Market Online: Who's fast he wins, 베트남 현지매체 tin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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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y 개요>
로고

특징
서비스 개시일
이용 가능 국가
이용 가능 도시

2012.06.11.
베트남
하노이, 다낭 등 16개 도시
- 전 세계의 음식점에 대한 상세한 리뷰 제공
- 각종 프로모션 서비스 제공(배달 가능 지역 한정)

제공 기능
*출처: Foody 홀페이지(foody.vn)

<Now 개요>
로고

특징
서비스 개시일
이용 가능 국가
이용 가능 도시
제공 기능

2016.05.05.
베트남
하노이, 다낭 등 16개 도시
- Foody의 배달 전용 서비스
- 음식점에 대한 간단한 평가 및 프로모션 제공
- 음식 외에도 신선 식품, 꽃 등 다양한 품목 배달

*출처: Now 홈페이지(now.vn)

Foody 이용 화면

Now 이용 화면

*출처: Google Play

16) The Battle of food delivery companies online, 베트남 현지 매체 Zing News(zingnew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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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음식 배달서비스는 고소득 소비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대조적임
<소득수준별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

베트남

동남아 평균

25.0

25.8

43.0

46.4

27.8

32.0

인도네시아

태국

23.0

26.8
42.4

48.8
24.4

34.6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출처: Online Food Delivery – Indonesia, Thailand, Vietnam, SEA;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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