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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B2B와 애완동물 시장으로 눈길 돌리는 음식 배달 서비스 모델 

 미국에서 한때 열광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스타트업들의 음식 배달 서비스들이 현재 사업모

델에 따라 소멸과 성장의 기로에 서 있음 

 음식배달 서비스는 크게, ①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배달, ② 식당들의 요리 배달 대행, ③ 원

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의 배달, ④ 장보기 대행 모델 등 4가지로 구분이 가능 

 이 중에서 현재 막다른 벽에 봉착하고 있는 서비스는 자신들이 직접 요리사와 주방을 보유하

고 있는 사업자들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

는데 이미 폐쇄한 서비스들도 많고 남은 업체도 직원을 해고하는 등 곤경에 처해 있음 

 먼처리(Munchery) 서비스의 경우 음식 가격이 10달러 내외이며, 이 가격으로 재료 준비, 조리, 

배달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모델은 아니라는 평을 받고 있음 

[표 1]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모델 비교 

사업모델 서비스 내용 대표 서비스 및 최근 동향 

자사 요리 배달 
- 식당이 메뉴를 개발하고 프리랜서 
요리사와 제휴 

- 레스토랑과 동일한 식사 배달 

- 스프릭(Sprig), 메이플(Maple) 서비스 종료 
- 먼처리(Munchery) 직원 구조조정 중 

요리 배달 전문 

-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았던 고급 식
당의 요리를 배달 

- 기타 다양한 음식점의 요리를 배달 
- 인근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차량이나 
도보로 요리 배달 

- 포스트메이트(Postmate), 그럽허브(GrubHub), 
도어대쉬(DoorDash), 심리스(Seamless), 우버
잇츠(UberEats) 등 다수 서비스 경쟁 중 

요리 재료 배달 
- 특정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를 넣어 배달 

-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만든 느낌 

- 블루 에이프런(Blue Apron), 헬로프레쉬
(HelloFresh), 고블(Gobble) 등 

- 최근 인기 증가로 대기업 및 대형 슈퍼마
켓이 유서 서비스 개시 

장보기 대행 
- 식재료의 구매 및 배달 대행 
- 인근의 일반인들이 배달 담당 

- 인스타카트(Instacart) 현재 40 개 이상 도시
로 서비스 확대하는 등 현재 가장 성공 모델

<자료> IITP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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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미국인들은 보통 10 달러를 크게 넘어서면 차라리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을 택하는 성향이 크다고 하며, 요리 재료를 손질하여 배달해 주는 서비스

가 9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요리 배달 대신 재료 배달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요리 재료를 배달하는 모델은 쇼핑하러 가거나 재료를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주면서

도 집에서 요리를 하는 즐거움과 기분을 주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기업들

이 시장에 뛰어 들면서 스타트업들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임 

 2016년 미국의 요리 재료 배달 서비스 시장은 15억 달러로 추정되며, 대표기업인 블루 에이프

런은 7억 9,500만 달러 매출에 5,5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만 한해 1

억 4,400만 달러를 쏟아 부었기 때문 

 주문자를 대신해 슈퍼마켓에서 장을 대신 보

고 배달까지 해주는 모델은 현재 가장 성행

하는 서비스로, 이른 오후시간에 유기농 식

품 매장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에서 인스타카트 가방을 매고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확인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 일상적 

광경임 

 인스타카트는 서비스 지역을 차근차근 넓혀 

나가며 현재 40 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며, 쇼핑을 대행해 주는 직원인 쇼

퍼(shopper)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음 

 음식 배달 서비스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도 점점 진화하고 새로운 유

형의 사업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B2B 시장과 애완동물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가 대표적 

 잇클럽(EatClub)이나 제로케이터(ZeroCater) 등의 기업은 사무실 음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멋진 카페테리아가 없는 중소 규모의 기업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컨셉의 사업모델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보다 매출 규모가 확실한 큼 

 굿 에그(Good Eggs)는 농가에서 직접 모아온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판매하는데, 지금까지 야

채와 계란의 배달에 주력해 온 이 기업은 신선함을 컨셉으로 재료 배달 사업에 진출하였음 

 유아 및 애완동물을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들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아용 서비스로는 너처 

라이프(Nurture Life)와 리틀 스푼(Little Spoon)이, 애완견 대상 서비스로는 파머스 독((Farmer’s 

Dog)이 주목 받고 있음 

<자료> Instacart 

[그림 1] 슈퍼마켓에 설치된 인스타카트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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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시장과 애완동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애완동물 대상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사

용자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며, 파머스 독은 

주문자가 원하는 요리를 신선한 재료로 조

리해 개밥 봉지에 담아 배달하고 있음 

 파머스 독의 광고 카피는 “당신 혼자만 건

강한 것을 먹어서는 안됩니다”인데, 애완견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는 평

가이며, 최근 시리즈 A 펀딩에서 810 만 달

러 투자를 유치하였음 

 

 (Forbes, 6. 2. & The Mercury News, 6. 11.) 

<자료> Farmer’s Dog 

[그림 2] 애완동물 음식배달 서비스 ‘파머스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