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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알림이 앱 개발

조광문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Development of Notify App for Cosmetics Expiration Date

Kwangmoon Cho

Dept. of Electronic Commerce,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화장품 유통기한을 알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을 설계하고 개발하였
다. 현대 사람들의 화장품 사용량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서 화장품 유통기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알려
주는 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를 위
한 앱이다. 화장품을 카테고리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피부 성향에 맞추어 팁을 제공하여 다양
한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앱이다. 

주제어 : 화장품, 유통기한의 위험성, 자기 관리, 피부 성향, 미용 융복합

Abstract  An app is designed and developed for safe use of cosmetics by notifying the expiration date of 
cosmetics. According to increasing uses of cosmetics for modern people, the expiration date of cosmetic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 app proposed in this paper will be used for self management. People may 
manage themselves by register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ir cosmetics. The cosmetics are registered and 
managed by category. This app also provides some beauty tips depending on the skin type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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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화장품의 사용량은 과거에 비하여  더 증가

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 같은 경우 최근 10년간 

4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시장의 성장

세가 지속되는 국내 화장품 시장은 경기 변동에 비탄력

으로 움직이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2].

화장품의 사용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 

출시되어 고가격, 고기능의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격, 고기능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도 피부염이나 피부 트러블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 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의 하나는 바로 화장

품의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3].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화장품은 사용하지만 정작 화

장품의 유통기한에 하여는  심을 갖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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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장균들이 번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오래

된 화장품의 화학 성분과 유분 성분이 모공을 막으면 노

폐물이 쌓여 피부염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발

표는 언론과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각성시

켜 주었으며 최근에는 화장품 유통기한의 요성이 매우 

두되고 있다[4,5].

최근에 유통기한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앱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6,7].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용

자들이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앱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는 것이다. 재 시 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카테고리와 사용자들의 편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

트폰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설계하고 구 하

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앱과 유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앱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앱 서비스의 구성 

내용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앱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있으며, 5장에서 결론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

다.

2. 유사 서비스 분석

2.1 Beauty Pouch

[Fig. 1]은 Beauty Pouch라는 유사 앱 서비스로서, 

재 구  앱 스토어에서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앱

이다[8]. 이 앱은 재 유통기한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나 카테고리 구성의 불편함, 사용의 불편함 등의 

사용상 문제 과 게시  정보 제공 내용의 낮은 신뢰성 

등의 문제 을 안고 있다.

Beauty Pouch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장품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화장

품을 등록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②  각각의 사용자들이 화장품의 이야기를 나 고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 이 있어서 정보 공유

가 가능하다.

[Fig. 1] Main Page of Beauty Pouch

[Fig. 2]는 Beauty Pouch 앱의 화장품 등록 화면으로

서 자신의 화장품을 등록하고 이러한 데이터는 각 스마

트폰의 장소에 장된다. 한 같은 종류의 화장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메모 기능을 제공하여 기본키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여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와의 차별

성을 갖는다.

[Fig. 2] Registration Screen of Beauty Pouch

2.2 Beauty Timer

[Fig. 3]은 Beauty Timer 앱의 메인 화면을 표시한 그

림이다. Beauty Timer 앱은 화장품 유통기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서 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앱이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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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in Page of Beauty Timer

그러나 기능상 문제 과 실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

이 발견되어 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앱이다. 가장 큰 문제 은 일단 화장품의 카테고리 구성

이 무 취약하다. 한 유통기한을 계산하도록 유통기

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자동 계산 등의 기능이 불명

확하여 자신이 계산을 해서 등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

다. 

즉 카테고리부터 남은 유통기한까지 자신이 직  알

아보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에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발견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은 아니다.

3. 앱 서비스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 한 화장품 유통기한 알림

이 앱의 주요 기능은 화장품 유통기한의 요성에 따라

서 유통기한을 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앱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장품 유통기한 등록  조회

② 다양한 카테고리로 다품종의 화장품 수용 가능

③ “뷰티 ”을 활용하여 피부 리 정보 제공

④ 자기 리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보조 기능

⑤ 단순한 조작을 통한 편리성 제공

[Fig. 4]는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 한 앱인 화장품 

캐스터의 기 화면이다.

[Fig. 4] Main Page of Cosmetics Caster

앱의 개발은 m-BizMaker 솔루션과 자체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 다[10,11,12,13,14,15]. <Table 1>은 앱에 

구성된 메뉴와 해당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Main Menu Sub Menu Contents of Screen

Search of My 

Cosmetics 

Expiration Date

- Search

Registration -

Save

Delete

Previous

Next

Beauty Tip

Indoor Temperature 

Control

Indoor Temperature 

Control

Natural Pack for Dry 

Skin No.1

Natural Pack for Dry 

Skin No.1

Natural Pack for Dry 

Skin No.2

Natural Pack for Dry 

Skin No.2

Dry and Atopic Skin 

Care

Dry and Atopic Skin 

Care

Oily Skin Care Oily Skin Care

<Table 1> Menus of App

4. 앱의 주요 기능

4.1 화장품 유통기한 등록

자신이 등록한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이다. 화장품 카테고리를 리스트로 구성함으로써 

화장품마다 평균 유통기한을 함께 어 사용자들의 편의

성을 주었다.

[홈] 아이콘을 선택하면 자신이 작성하여 장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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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유통기한 목록 조회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고, [앞장] 

메뉴를 르면 앞서 등록한 화장품의 등록 페이지로 연

결되어 앞서 등록한 화장품의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

다.

조회 페이지에서는 자신이 등록한 화장품들을 등록한 

순서 로 볼 수 있도록 가장 요한 화장품 카테고리와 

유통기한을 보기 쉽게 배치하여 자신의 화장품 유통기한 

마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이 기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단에 있는 아

이콘을 통해 순서 로 등록된 화장품 수정, 삭제 페이지

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장, 삭제할 수 있게 구성하 다. 

하단 좌측에는 [홈] 아이콘으로 조회 페이지로 이동된다. 

[Fig. 5] Registration Screen

4.2 화장품 유통기한 조회

[Fig. 4]의 화면에서 화장품 유통기한 메인 페이지로 

이동 후 [내 화장품 유통기한] 내용과 [내 화장품 유통기

한 목록]으로 구성된 페이지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화장품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사용자가 등록한 차례 로 조회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목록을 제공한다.

[Fig. 4]의 하단에 있는 “+” 모양의 [등록] 아이콘을 통

하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 

<Table 2>는 내 화장품 유통기한을 장하는 테이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Column Column ID Type PK/FK etc.

Serial No
Cosmetics_Cat

egory_NO
INT PK

NOT  

NULL

Cosmetics 

Category

Cosmetics_Cat

egory_NAME

VARCHAR

(55)

NOT  

NULL

Expiration Date
Distribution_E

xpiration_Date
Date 　

NOT  

NULL

<Table 2> Definition of Cosmetics Expiration 
Date Table

4.3 뷰티 팁(Beauty Tip)

[Fig. 4]의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뷰티

 페이지로 이동한다. 뷰티 은 개인의 피부 성향에 따

라서 피부 리 방법을 제시해주는 피부 리에 한 정

보 카테고리이다. 련된 정보는 지속  리와 업로드

를 통해 피부별 리 정보를 출력한다.

추후에 지속 인 정보 업로드 등으로 정보가 많아질 

경우 검색 기능을 다시 추가하여 리, 감독을 할 정이

다. 한 뷰티 의 정보들은 흔히 돌아다니는 민간 요법

이 아닌 문  성향을 띠고 있는 정보들을 선별하여 업

로드한다.

그러나 재까지 피부 리에 한 문  성향을 갖

고 있는 리법이 모든 사람에게 용되는 방법이 아니

기 때문에 정보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정보들

을 발견할 경우에는 정보를 등록하여 제공할 정이다.

    

[Fig. 6] Screen of Beauty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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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뷰티  페이지의 출력 화면이다. 뷰티 의 

페이지는 재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화

장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목에 따른 뷰티  내

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재 제시되어 있는 5가지의 은 

최근에 주목받으면서 다수가 효과를 받은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추후에는 아이콘을 다수 배치 정렬하며 검색 기

능을 [Fig. 6]의 그림 상단에 치하게 하여 검색 시 다양

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정할 정이다.

4.4 자기 관리

최근의 앱 사용 동향은 SNS 등의 데이터 통신 등이 

아닌 앱은 단기간만 사용되며, 특히 자기 리 어 리

이션일 경우에는 사용함에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방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다이어리를 쓰다가 그만 두듯이 최근에 출시되

고 있는 자기 리 앱들은 단기간만 사용되고 있다. 표

인 이유는 스마트폰은 자주 사용하지만 자기 리 앱

의 경우에는 사용의 복잡성과 자주 확인  감독(피드백)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장품 유통기한 알림이 앱은 자주 확인  감

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을 조회  감독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다수의 화장품을 하나의 앱을 통해서 

리함에 따라 편리성을 갖는다. 한 피부 트러블이 자

주 발생하거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 피부 리 메

뉴를 참고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속 으로 사용 가능할 것

으로 기 되는 앱이다.

4.5 편리성과 실용성

화장품 유통기한 알림이 앱의 편리성은 가장 먼  다

운로드 용량이 매우 다. 화장품 유통기한 알림이는 

은 용량으로 다운을 받아 각자 자신이 등록한 화장품의 

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 장소나 SD 카드에 장하기 

때문에 기에 다운받거나 실행하는 것에 한 인터넷 

사용량에 한 부담이 다. 한 조작이 간편하여 구

나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최근 들어  더 증

가하고 있으며 남성 한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에서 화장품 유통기한의 요성에 하여 알고 처하

고 싶어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실용성 있는 앱

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화장품 유통기한의 험성에 비할 

수 있는 화장품 유통기한 알림이 앱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언제, 어디서든 화장품 유통기한 알림이를 통해서 

화장품 유통기한의 험성과 그로 인한 피부 리의 부

작용에 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 어느 곳이든 “화장품 

유통기한”이라고 검색을 실시할 경우 요성에 한 정

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 듯 요성에 하여 처음에는 

주의성으로 단하고 비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가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처럼 먹는 

것을 과거 가 피부에 양보하라는 것을 상상하 겠는

가? 시 가 변함에 따라서 주의  내용은 필수가 되듯이 

앞으로 화장품 유통기한에 한 필요성 한 차 필수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 서비스하고 있는 상품은 카테고리가 매

우 어 사용자들이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을 여기에 넣

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르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

만이 있지만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재의 시 에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공과 

간편한 사용법, 문 인 정보 제공 등에 한 보완이 필

요하다. 한 푸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유통 

기한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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