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가 퍼져나가며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비대면(untact)’입니다. 

재택근무를 비롯해 교육, 상담, 물품구매 등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 서비

스입니다.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인 음식을 배

달하는 서비스는 연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식재료를 사러 

나가는 것 또한 부담이다 보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

작한 것입니다.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배달 산업. 기업들 역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예측한 최적의 배달

미국은 음식 배달 문화가 상대적으로 뒤늦게 자리 잡았습니

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건비가 높은 편입니

다. 여기에 식당은 배달 중개 어플리케이션에 높은 수수료

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미국의 팁 문화로 인해 배달 드라이

버에게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 됩니다. 즉 배달 서비스는 비

용 부분에 있어 식당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음식 배달이란 정말 바쁘고 배고픈 사람들

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게으른 사

람들의 서비스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평

준화되며 질은 높아지게 되었고,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들

은 편리함에 지속적인 고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며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것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배달 문화

도 있습니다. 이동제한령이 시행된 3월 미국의 식당 방문객

은 22% 감소하고, 배달 주문은 67% 늘어나는 모습을 보

였습니다.

전미레스토랑뉴스(NRN)에서 조사한 2018년 미국 레스토

랑 산업의 총 매출은 8,331억 달러(약 998조 9,000억원)

였고, 이 중 음식 배달 산업의 비중은 2.4%인 197억 달러(

약 23조 6,000억원)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5년까지 연

평균 11% 성장해 410억 달러(약 49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앱 기업들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인수·합병(M&A)와 광고 마케팅을 늘

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건 데이터를 활용

한 서비스 전략입니다.

현재 미국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중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어대시(Door Dash)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달

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전문팀을 운영 중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은 국토가 넓다보니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음식의 상태가 저하되게 됩니다. 

도어대시는 배달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도착하는 시간

을 파악해 전달합니다. 식당은 이를 토대로 시간을 고려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고객은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

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어대시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기구독 등의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며 서비

스 품질을 높였고, 이를 토대로 45%라는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도어대시를 뒤쫓고 있는 우버이츠(Uber Eats) 역시 데이터

를 활용 중입니다. 우버이츠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식당별로 

음식 조리 시간과 배달 시간을 분석해 제공합니다. 또한 비

나 눈이 오는 경우 배달 시간이 달라지는 등 날씨가 배달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기상학자와 협력해 날씨와 

배달 시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럽허브(Grubhub), 포스트메이츠(Postmates) 

등의 기업들 역시 미국 배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취팡 구역에 살고 있나요?

미국 못지않게 큰 국토를 자랑하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

국입니다. 중국 역시 배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허취

팡(盒區房)’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허취팡이란 우

리나라의 ‘스세권’, ‘맥세권’ 등의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사

용되는 단어입니다. ‘스타벅스+역세권’, ‘맥도날드+역세권’ 

등 특정 장소나 서비스를 역세권과 합친 단어처럼 허취팡 역

시 특정 서비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허취팡의 ‘허’는 ‘허마셴셩(盒马马生)’을 뜻합니다. 허마셴성

은 2015년 창업한 신선배송 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스타트

업입니다. 이후 2016년 알리바바가 투자하며 주목을 받았

고, 2017년부턴 ‘허취팡’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허취팡이 주목 받았던 이유는 바로 혁신에 가까운 배송이었

습니다. 3km 이내에 허마셴셩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 후 30분 내에 상품이 도착합

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30분 안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선 신선한 상태일 때 

배송해야 합니다. 즉 재고가 쌓이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허

마셴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해 전 유통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

다. 특히 알리바바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

淘宝网)’, 모바일 결제 시스템 ‘즈푸바오(支付宝)’ 등과 연

계해 쇼핑과 결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과 인구, 시간, 계

절 등에 따라 수요를 예측해 재고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특

정 시간에 재고가 남게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고객에게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 역시 선택된 물건은 장바구니에 담겨 자

동적으로 천장 레일을 통해 이동하고, 결제 등은 스마트폰과 

QR코드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오프라인 시장이 타격을 받았지

만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며 새로운 배송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모습 

역시 기대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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