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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

□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구독(Subscription) 경제
□ 자동차에도 시작되고 있는 구독 경제
□ 국내외 업체들의 대표적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
□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출현 배경과 향후 전망

 구독경제(Subscription)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
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로, 국내외에서 확산 중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월정액으로 일정 범위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마음대로 렌탈 이용하
거나 전문가의 식견으로 공급자가 골라주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의 소비 철학 변화와 더불어, ICT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악과 영화는 물론, 법률서
비스, 소프트웨어, 일회용품, 음식, 의류, 취미용품, 자동차 등도 정기 구독하는 시대로 진화

 월정액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포드, 포르쉐, 볼보 등 여러 자동차업체
들이 시작해, 현대차를 비롯해 많은 대형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
 이용료에는 렌탈, 정비, 보험, 세금도 포함되며, 리스나 장기렌탈과 달리 여러 차를 바꿀 수
있음. 또한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 취소도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차량공유로 위협받을 수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자사에 유리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자사 차량의 선제적인 경험을 통해, 향후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음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와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업체들의 니즈에 힘입어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나, '효용대비 가격적정성'과 '업체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가 성공의 관건
[ 현대차가 2018년부터 미국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 ]

자료 : 한국경제신문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구독(subscription) 경제
○ 소비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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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신개념 유통 경제로, 해외에서
는 이미 여러 분야로 상당히 확산되었으며, 국내에도 최근 확산되기 시작함


이러한 개념은 과거에도 신문이나 잡지 등 일부 분야에서 흔하게 접하던 서비스였으나, 과
거에는 한 가지 특정 물품을 단순 구매 계약해서 정기배송 받는 구매 형태의 일종이었음



반면, 최근의 구독경제는 동종의 여러 디지털 서비스나 소비재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거나
공급자가 전문적인 식견으로 골라주는 아이템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거나 렌탈하는 개념으로,
여러 아이템 중에서 언제든지 소비자가 취사 선택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 예를 들어,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넷플릭스(영화)나 멜론(음악)의 월정
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형적인 구독경제 유형
-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위클리셔츠가 월 5~7만원으로 매주 셔츠 3~5장을 렌탈 배송,
오픈갤러리는 월 3만9천원으로 3개월마다 미술 작품 렌탈 배송, 꾸까는 월 3만원에 2
주마다 플로리스크가 제작한 꽃다발을 배송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기고 있음
[표 1] 전통경제와 구독경제(Subscription)의 비교
전통경제
(purchasing)

공유경제
(sharing)

구독경제
(subscription)

소유 및 이용권

소비자가 재화의 소유권을 소비자가 일정기간 재화의 소비자가 일정기간 회원권을
가짐
점유권, 이용권을 가짐
가짐

대금 지불 방식

재화의 구매가격만큼 판매 한시적 점유기간 권리에
자 또는 생산자에게 한꺼 대해 소유주에게 비용을
번에 지불
지불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

한번 구매하면 바꿀 수 있
는 선택권이 없음

이용하는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소유주에게 지불

필요 시, 선택권이 있으나, 회원권 아이템 내에서 자유
수시로 원하는대로 바꾸기 롭게 수시로 선택하거나 전
힘듦
문가가 골라줌

자료: KB경영연구소



소비자들의 소비 철학 변화와 더불어, ICT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악, 영화, 법률서비
스, 소프트웨어, 일회용 소모품, 음식, 책, 자동차, 비행기, 침대, 의류, 취미용품 등도 정기
구독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공급자가 대신 우수 제품
2

을 선정하여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시간과 수고를 절감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다
양한 제품을 경험∙소비할 수 있음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니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사 상품의 홍보 효과와
더불어, 사용자의 요구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음
[그림 1] 구독경제의 3가지 유형

자료: 매일경제신문

[그림 2] 국내 대표 구독 서비스들

자료: 매일경제신문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한계비용’이 ‘공유 및 구독 경제’로 소비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구독 경제의 확대 원인을 IC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한계비용’과 연
관시키고 있음. 즉, 제한된 자원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험이 가능한 재화나 콘텐츠들은 풍부
해지고 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입수(배송)도 쉬워지고 있어,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현
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아이템에 큰 비용이 매몰되는 소유보다는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
로 선택하는 경험적, 공유적 소비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는 것

○ 구독경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


이러한 구독경제 모델은 디지털에 친숙하고 실용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 여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
- Credit Suisse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2000년
2,150억달러에서 2015년 4,20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5,300억달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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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 미국의 구독경제 성장 사례

[그림 4]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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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향신문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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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신문 (2016년 credit Suisse 자료 인용)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구독서비스가 다양한 소비 경험과 편리함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고
정적 지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업체들의 대중적 성공 열쇠는 ‘효용대비
이용료의 적정성’에 달려 있음



아울러,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업체들의 경영 안정성이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충성 고객의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하며, 높은 물류∙배송 비용과 상품 관
리 및 재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 전략 등이 필요



따라서, 대중적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효용 대비 이용료의 적정성’, ‘물류 및 재고 관리’,
‘충성 회원의 확보’ 등이 관건이 될 것
- 전문가들은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분야, 원가와 제품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소비재 분
야, 유통 물류 체계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상대적
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자동차에도 시작되고 있는 구독경제
○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구독경제는 이미 자동차에도 시작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캐딜락, 포르쉐, 볼보 등 여러 자동차업체들이
출시하기 시작해, 현재 많은 대형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시범 또는 상용 서비스를 출시한
상황. 아울러, 자동차 회사가 아닌 구독 전문 서비스 업체들까지 등장했으며, 이런 업체들의
서비스는 주로 럭셔리카 위주로 다른 브랜드로 바꿔 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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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기간제 정액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금액 등급에 따라 자
사 내의 여러 모델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렌탈해주고, 기동점검 서비스, 관리 및
정비, 보험 등을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배송 제공하는 형태



리스나 장기렌트와 달리, 서비스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
며, 이는 장기 소유나 약정(commitment)을 유지 비용이나 여러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소
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어필될 수 있음



현재 월 구독료는 렌트 이용료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출시되고 있음

[표 2] 국내 자동차 구매/이용 방식 비교
현대셀렉션
(구독 서비스)

장기렌트

단기렌트

카쉐어링

월 가격

70만원 초반
(36개월/선수금無)

80만원 초중반

29만원
(5일 가정)

72만원

계약 체결

대면계약위주

대면계약위주

전자계약(모바일)

전자계약(모바일)

차량 교체

불가

가능

사용시마다 교체

가능 (월 2회)

차량 배송

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추가 차량

없음

없음

미포함(추가비용)

월 48시간 가능

차량 상태

신차

보통

미흡

우수

차량 정비

불포함

포함

포함

포함

자료: 현대차

 국내외 업체들의 대표적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
○ 볼보 : ‘Care by Volvo’ 서비스


볼보는 미국에서 최신형 SUV 모델 XC40 등 4종 차량에 대해, 세금이나 보험 등의 추가 비
용 없이 정해진 월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4개월 단위로 진행됨. 별도의 계
약금이나 등록비 없이 월정액 750~850달러 수준



볼보는 ‘이 차를 사지 마세요’ 라고 광고할 만큼 구독 서비스에 가장 적극적이며, 미국과 독
일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2025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의 절반을 구독 서비스로 선보일 계획

○ 포드 : 캔버스(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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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Breeze)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스타트업 캔버스(Canvas)는 2016년 12월 미국 포드
사에 매각돼 포드 중고차량을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로 거듭남



샌프란시스코, LA 지역 등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월 단위로 500마일에서
무한 사용 마일리지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비스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도 편
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가격은 기본 패키지 379달러에서 시작함

○ 리볼브(Revolve)


포르쉐, 마세라티, 재규어, 랜드로버, 애스턴마틴, 벤츠, 렉서스, 아우디, 테슬라 등 럭셔리 자
동차 모델만 취급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현재 미국 남부 플로리다 지역 등으로 서비스가 한정돼 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구
독료가 비쌈. 월 190만원 가량의 럭셔리 회원은 렉서스 LC500, 레인지로버 스포츠, 911 카
레라 등으로 8만~11만 달러 짜리의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음
[표 3] 주요 자동차 구독 서비스 (미국)
업체

서비스명

월 이용료

이용차종

볼보

Care by Volvo

$ 750~850

XC40 등 4종

메르세데스 벤츠

Mercedes-Benz Collection

$ 1,095~2,995

C300 등 7~9종

BMW

Access by BMW

$ 1,099~3,699

5시리즈 등 6~10종

포르쉐

Porsche Passport

$ 2,000~3,000

케이먼S 등 최대 22종

포드

Canvas

$ 379~984

퓨전, 이스케이프 등

캐딜락

Book by Cadillac

$ 1,500~1,800

서비스 종료 (수익성)

현대자동차

PLUS

$ 279~ (옵션에 따라 다양)

투싼, 싼타페, 쏘나타

클러치

CLUTCH

$ 795~1,495

BMW, 아우디, 볼보, 포드 등

리볼브

REVOLVE

$ 1,900~2,600

포르쉐, 마세라티, 재규어, 랜드로
버, 테슬라 등

자료: 각 사

○ 현대차 : 미국 ‘현대플러스(HyundaiPLUS)’, 국내 ‘현대셀렉션’ 및 ‘제네시스 스펙트럼’


현대차는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범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차츰 전역으로 확
대한다는 계획



투싼, 싼타페, 쏘나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중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탈 수 있으며, 월
이용료에는 차량 임대가격과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이 모두 포함



아울러,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2018년에 ‘현대셀렉션’와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시범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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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셀렉션은 월 이용료 72만원(부가세 포함)에 주행거리 제한 없이 쏘나타, 투싼, 벨로스터
중 월 최대 3개 차종을 교체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월 149만원에 G70,
G80, G80스포츠 3개 모델을 매월 최대 2회씩 바꿔 탈 수 있고, G90도 매월 48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
[그림 5] 현대차의 국내 구독 서비스
현대셀렉션

제네시스 스펙트럼

월 구독료

72만원 (부가세 포함)

149만원 (부가세 포함)

운영 차량

투싼, 쏘나타, 벨로스터

G70, G80, G80 스포츠

차량 교체

한달 최대 2+1회 교체 가능

한달 최대 2회 교체 가능

주행거리 제한

[ 현대셀렉션 ]

주행거리 무제한

포함 사항

보험, 기본정비, 세금

픽업/배송

서울 전 지역 무료 제공
딜카와 제휴 운영

비고

자료: 현대차

○ 미니(MINI) : 한국 ‘올 더 타임 MINI’


2018년 11월에 BMW그룹의 소형차 브랜드인 MINI는 커넥티드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에피카와 손잡고 국내에서 구독 서비스를 선보임



3개월 체험판 서비스인 트라이얼 멤버십 회원은 가입비 45만원에 3개월 동안 2주 단위로
45만~50만원의 구독료를 내고 6종의 MINI 모델을 랜덤으로 배정받을 수 있음.



1년 정규 서비스인 레귤러 멤버십 회원은 가입비 179만9천원을 내고 1년 중 최대 6개월간
원하는 달에 89만9000원~99만9000원의 월 구독료를 내고 원하는 MINI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출현 배경과 향후 전망
○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출현 배경


자동차는 구매 직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으며, 차량 공유의 확산 등으로 차량 소유에 대한 관
심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
- 특히, 주요 국가들의 대도시에서는 차량 소유 시 세금, 정비 등에 부가적인 비용과 시
간이 많이 소모되며, 뉴욕, LA 등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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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우버(Uber), 리프트
(Lyft)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처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델로 차량 확보가 쉽게 가능하
고, 차량 관리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구독 서비스가 매력적일 수 있음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공유의 성장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자사에
유리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사 차량의 선제적인 경험을 통해, 향후 구매를 유
도할 수도 있음
- 자동차업체들은 구독 서비스 자체의 수익 모델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체험
마케팅 효과를 더욱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음



아울러, 장기적으로 대형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소유의 시대’에서 ‘이용의 시대’로의 변화
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단순 제조를 넘어 ‘MaaS (Mobility as a Service)’로 대변되
는 ‘종합 모빌리티 제조 및 서비스 업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
락에서 차량공유 사업 착수에 이어,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사업도 큰 비중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
[그림 6]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Maas (Mobility as a Service) 패러다임 변화의 일부분

자료: Telematics Wir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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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향후 전망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와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업체들의 니즈에 힘입어 서비스 브랜드와 지역이 더욱 확산될 전망
- 장기 리스나 렌트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합리적 비용이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음
- 구독료에는 세금과 보험료, 기본 정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렌털 서비
스와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동안 추가의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수시 관리도 받
을 수 있음
- 아울러,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 부담 없이 가입해 원하는 시점에 부
담 없이 해지할 수 있음. 따라서 특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차량이 필요하다거나, 차량
구매를 앞두고 실제 운전과 라이프스타일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잘 어울리는 서비스



다만, 장기적으로 서비스 자체로만 판단할 때, 흑자 구조로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소
비자의 효용대비 가격 적정성’과 ‘제공업체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
- 서비스 제공 업체들 입장에서는 장기 리스나 렌트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비용으로 해
지 수수료 없이 계약 기간을 짧게 운영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
으며, 비용이 비싸면 소비자입장에서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매력이 낮아짐
- 또한 리스처럼 고객 인수 옵션이 없다면, 주인 의식 결여로 차량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
라 업체들의 관리 및 정비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
- 캐딜락은 2017년 미국 뉴욕 도심지역, 댈러스 중심가, LA 등에서 월정액 1,800달러에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2018년 11월에 수익성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함



그러나, 자동차 업체들은 구독 서비스 자체에서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차량 판
매 증진을 위한 경험 마케팅의 일환과 차세대 모빌리티 (Maas) 시대를 대비한 패러다임 전
환에 대비해, 구독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업체들은 구독 서비스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 수익성 확보 노
력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사업영역인 ‘제조 및 단순 판매’를 넘어 ‘제조
/판매유통/서비스/플랫폼’을 지향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연구위원 채희근 (heeguen.chae@kbfg.com) ☎02)2073-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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