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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투안디앤핑(홍콩, 03690)
(중국 최대 생활서비스 플랫폼)
기업개요
Intuitive Surgical 은 2015 년 알리바바가 투자한 메이탄과 텐센트가 투자한 맛집 리뷰
업체 다종디엔핑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중국 로컬기업이다. 중국의 막강한 인구를
기반으로 폭풍성장하고 있는 메이투안디엔핑은 중국 배달시장 점유율 1 위(61%)에 세계
최대 온라인 주문 배달 플랫폼 기업이다. 배달앱으로 잘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산업에서
성장성도 풍부하다. 메이투안디엔핑은 배달의 민족의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호텔 예약, 영화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유 자전거,
승차공유 서비스 등 신규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메이투안의 최대주주 텐센트에
위챗을 통해 쉽게 주문도 가능하다. 배달부문에서 알리바바의 Ele.me 가
메이투안디앤핑의 경쟁사다. 두 기업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60%가 메이투안디엔핑이며 30%가 Ele.m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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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홍콩달러)

1 조 1584 억

시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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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메이투안디앤핑은 1. 배달서비스 2. 레스토랑과 호텔 예약, 여행관련 서비스 3. 공유
자전거, 승차공유 서비스 3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배달 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6%를 차지한다. 메이투안의 연간 이용자는 약
4 억 5000 만명이며, 인당 연 평균 거래건수는 27.4 건, 라이더 숫자는 약 399 만명이다.
현재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마트,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서비스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메이투안 배달의 경쟁력, 증가하는 음식점 주문
및 호텔 예약서비스, 공유 차량 신규산업 등 텐센트의 든든한 지원으로 사업의 외형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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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투안 사이트 사진

19 년 제품별 매출액 (단위: 중국 1,000 위안)
구분
매출액
54,843,205
음식 배달
22,275,472
음식점, 호텔 및 여행
20,409,854
신규 산업(공유 차량)

비중
55.8%
22.6%
21.6%

매출 총 이익
10,233,188
19,746,355
2,340,845

비중
31.7%
61.1%
7.2%

97,528,531

100.0%

32,320,388

100.0%

합계

총 매출액은 한화 17 조 2000 억원이다.
실적
2019 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
메이투안 디엔핑이 코로나 19 이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호텔과 여행 부문 매출이 지난 1 분기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규모가 적은 자동차와 자전거 공유부분 등의 매출도 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망
코로나사태로 언택트 트랜드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 및 배달수요가 늘어나 수혜를 입었다. 2019 년 기준 음식배달 앱 중국 시장
규모는 402 억 3900 만 달러로 추정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이디엔의 매출액은 2020 년 1117 억위안, 2021 년 1580 억위안 /
순이익은 2020 년 33 억 위안, 2021 년 150 억 위안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수료 논쟁이 있고 알리바바의 얼러머와 경쟁 구도이지만 텐센트의 든든한 지원으로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져 1 위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여 여전히 전망이 밝다. 숙박 호텔 공유, 자동차 배달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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