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업계의 변신은 무죄, 기내식 배달 서비스 ■
■ 비행기에서 먹던 기내식, 배달 서비스로 전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불황을 타개하기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의 국적 항공사인 케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 항공은
최근 첵랍콕공항 인근 통청지역의 인근 가정에 음식 배달(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케세이 퍼시픽 항공의 케이터링(Cathay Pacific Catering
Services) 부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하루 293편 항공기의 승객을 위해
83,000인분, 즉 비행기 한 편당 평균 283인분의 기내식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여객기의 편수도 대폭 줄었고 8월 내내 비행기 한 대당
평균 22명의 승객이 이용해 기내식의 수요가 급감하였다.
급감한 수요를 만회하기 위해 처음에는 공항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내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통총 지역까지 배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항공사의 기내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간단한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 관계자는 “공항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을 구입하여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요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항 내 근로자를 대상
으로 기내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배달 지역을 확장하여 공항
인근 통총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내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항과 통총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가지 메뉴(중식 2가지, 서양식
2가지)를 제공하며 2주마다 메뉴 새로운 메뉴를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 건은 점심시간에 배달되며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 케이터링 업체와 경쟁사인 중국 하이난 항공 그룹 계열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 고메(Gate Gourmet)도 비슷한 전략을 통해 공항 관계
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내식을 배달 가능한 식사로 전환하여
공항에 마련된 대규모의 주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기내식의 파격적인 변신은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항 직원은 “ 캐세이 퍼시픽에서 40홍콩달러(한화 약 6,000원)에 밥이 들어간
치킨 카레를 구입했으며, 현지 패스트푸드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의
배달 음식보다 더 높은 품질의 맛있는 치킨 카레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만족했다.

일부 소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된 지금 같은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기내식 메뉴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기내식 배송 서비스 홍보 자료┃

┃배달 음식을 준비하는 기내식 케이터링 업체┃

■ 시사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업계에서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은 기존의 대규모 주방 시설을 활용하여
비행기에서 제공하던 기내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확대
하여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시장은 더욱 성장하는 동시에 치
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행의 제한으로 여행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는 시기에
여행이라는 주제를 활용한 제품과 마케팅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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