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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뷰티테크시장에서 출시하는 제품 중 영상처리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뷰티디바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패키징의 경

우 주목할 만한 이슈로 뷰티디바이스와 연계된 사용성 및 편리성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맞춤

형 피부진단·관리 방법에 대한 뷰티정보, 분석리포트, 피부케어샵, 화장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는 뷰티솔루션이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뷰티케어시장의 전문서비스 영역과 경계를 대중화하여 사용자가 맞춤형 피부진단·관리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

계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피부진단·관리 데이터 수집방법의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제안, 모니터링, 뷰티·홈케어 정

보,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등 맞춤형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플랫폼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뷰티테크(BeautyTech), 피부진단(Skin Diagnosis), 스마트패키징(Smart Packaging),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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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뷰티테크시장은 화장품과 뷰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뷰티테크시장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딥러닝,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이 다양하

게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뷰티시장의 단순한 시장세분화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용자가 지속적인 피부진단·관리를 통해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이 

아닌 개인의 피부상태와 진단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뷰티솔루션 

및 뷰티케어방식의 정보획득, 뷰티시장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추적

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I. Preliminaries

1. 뷰티디바이스 시장현황

과거 뷰티디바이스 시장은 병원용 의료기기가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집에서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홈케어로 사용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는 기존 병원 시술로 해결해야만 했던 피부고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줬으며 관심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스마트패키징 시장은 2016년부터 연평균 11.7%의 고성

장을 지속해 2025년까지 5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뷰티디바이스 분석

피부진단을 위해서는 뷰티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전체, 부분의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탄력, 보습, 색소, 항산화 및 민감도로 이루어진 

상의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모공, 피부온도, 유분, 수분, 피부톤, 피부

pH, 주름, 색소/잡티, 피지, 각질 등의 데이터를 영상처리하여 피부상태 

및 각종 트러블의 정도를 판독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피부고민 유형은 

크게 10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이는 주름, 미백, 모공, 민감, 다크서클, 

탄력, 피지/블랙, 건조, 트러블, 각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주름, 

미백, 모공, 민감은 최상위 피부고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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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진단·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 분석

아래와 같은 데이터 수집방법 분석은 피부 인과관계 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사용자정보, 환경정보), 사용자로부터 피부고민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피부고민정보), 피부고민을 예측하는 단계(맞춤

형솔루션)를 통해 피부진단·관리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Fig. 1. Skin Diagnosis Data Type

III. The Proposed Scheme

1. 피부진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정보설계

데이터 수집방법 분석을 통해 피부진단·관리 및 뷰티케어 연계서

비스를 위한 사용자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2. APP information Architecture

2. 피부진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의 정보설계를 통한 화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Fig. 3. APP UX Flowchart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뷰티테크시장의 영상처리기술기반 뷰티디바이스와 

사용자의 피부진단·관리 애플리케이션 제작방안에 대한 스마트패키

징 비즈니스플랫폼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개발 

시 필요한 변수인 사용자 피부진단 데이터 수집방법과 피부진단·관리 

솔루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될 딥러닝을 통한 

피부진단·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설계 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경험디자인 설계를 통한 뷰티케어 정보

제공 및 피부고민을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플랫폼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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