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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가 
보인다

트렌드가 보인다

집으로 배달해주세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글 

홍국화

에디터(VOGUE)

사진

브랜드 협조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다 떨어졌을 때, 사러 나갈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요즘같이 칼바람이 부는 강추위엔 차일 피일 미루기 마련이죠. 매주 혹은 

매달 물건이 떨어질 만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정기 배송 서비스’. 

우유나 신문처럼 이제는 집에서 생필품과 취미를 받아볼 수 있는 ‘서브스크

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세상이죠.

한 달에 한 번,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배달! 

먼슬리 코스메틱

매주 새벽, 와이셔츠가 집 앞으로 배달! 

위클리셔츠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화장품 매장에 가면 직원의 권유로 이

것저것 사기 마련입니다. 어떤 제품을 바르든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잘못 골랐다간 트러블이 나기도 하죠. 화장

품 정기 배송 서비스, ‘먼슬리 코스메틱’ 홈페이지에서는 내 피부에 

필요한 성분만 모아 담은 단 하나의 크림과 샴푸를 만들 수 있습니

다. 크림은 트러블자국, 팔자주름, 모공, 탄력 등 고민 개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문 즉시 생산되어 내 이름이 적힌 신

선한 화장품이 매달 배달되죠!

(홈페이지 주소 : monthlycosmetics.com)

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는 직장 남성들에게 매일 새것처럼 셔츠를 세

탁하고 다려 입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주말에 세탁과 다림질하

는 걸 깜빡하기라도 하면 구겨진 셔츠를 계속 입어야 하니까요. ‘위

클리셔츠’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매주 셔츠를 주기적으로 배달합니

다. 셔츠의 종류와 색에 따라, 일주일에 몇 벌을 입을지 고르면 새벽 

시간에 현관문에 셔츠를 걸어 배송하고 갑니다. 

(홈페이지 주소 : wsclub.io)

집으로 배달해주세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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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만큼 매일 아침 찾기 힘든 것이 새 양말이죠. 도대체 사뒀던 그 

많은 양말은 왜 꼭 아침마다 없어지는 걸까요? 구멍이라도 나거나 

한 짝이 사라지는 건 부지기수죠. ‘미하이삭스’는 매달 1켤레 혹은 2

켤레, 3켤레를 선택해 정기적으로 양말을 배달합니다. 기본부터 비

즈니스 패키지까지, 새 양말을 받아볼 수 있죠. 

(홈페이지 주소 : mehysox.com)

매일 아침 면도하는 남자들에게 면도 크림과 날, 면도기와 같은 소

모품은 필수 품목이죠. 하지만 예고 없이 다 떨어진 날을 위해 미리 

사두는 것도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야 쉽지 않은 일! 귀찮은 남

자들을 위해 ‘면도기’ 정기 배송 서비스도 있답니다. 저렴하지만 피

부 자극이 심한 일회용 면도기나 편리하지만 세균 번식이 쉬운 전기 

면도기 대신, 날 교체형 면도기를 배송한 후 면도 주기에 따라 면도

날을 주기적으로 배송해 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andsomebox.kr)

주말 하루쯤은 책에 빠져 있고 싶은데, 서점으로 가는 발길이 왜 이

렇게 귀찮을까요? 게다가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항상 베스트 

셀러 코너만 뒤적이다 돌아오죠. ‘플라이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자신의 기분과 관심사, 상태를 고르면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 

받아 매달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북 박스 속엔 

추천도서는 물론 함께하면 좋은 팁, 손편지, 티백과 같은 작은 선물

도 들어 있어요. 나를 위한 선물로 그만이지 않나요? 

(홈페이지 주소 : flybook.kr/plus)

“취미가 뭐예요?”란 말은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그런데 음악 듣

기, 책 보기, 운동하기와 같은 평범한 취미 대신 내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취미를 매달 집으로 받아볼 수 있다면? 캘리그라피, 나무 공예, 

디퓨저 만들기, 꽃꽂이 등, ‘하비인더박스’는 매달 3만 9천 9백원만 내

면 새로운 취미를 상자 안에 담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내서와 함

께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에선 네온사인 만들기, 아트 토

이 컬러링, 핀홀 카메라까지 다양한 키트도 따로 판매하고 있네요! 

(홈페이지 주소 : hobbyinthebox.co.kr) 

매달 새로운 양말을 집으로 배달! 

미하이삭스

취향저격 책 한 권이 매달 집으로 배달! 

플라이북플러스

매달 면도기와 면도날, 면도 크림을 집으로 배달! 

핸섬박스

취미도 매달 집으로 배달! 

하비인더박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