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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beauty라는 키워드가 생겨날 만큼 한류 팬들의 국내 화장품과 한류 스타들의 화장법에 한 심과 

애정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뷰티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랜드의 차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 재 인터넷이나 매체들에서 볼 수 있는 k-beauty에 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

고 방 하여 선택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효율 인 근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국내 화장

품을 목 으로 한국을 찾는 한류 팬들에게 정보의 효율 인 선택을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그들을 

효과 으로 유치하기 한 디지털 사이니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국내의 로드 뷰티 이 모여 있는 명동 거리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면세 은 국내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외

국인 객들에게 령당한지 오래다. k-pop과 한국 드

라마로 인한 한류열풍에 한류 팬들은 단지 그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 연 인들이 쓰는 화장품, 애장품까지 심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k-beauty라는 키워드가 생겼고, 

그 의미는 차 확 되고 있다. k-beauty는 이제 미용과 

더불어 그 기능까지 인정받고 있다. 국내 화장품을 직  

사용해보고 보다 렴하게 구입하겠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는 객들 한 늘어나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

부가 실시한 외래 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 

목   쇼핑은 휴가, 사업에 이어 3번째로 높이 평가되었

다.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화장품 시장이 확 되었고 

그 에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뷰티  간의 경쟁은 과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홍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형화 된 디지털 사이니

지를 넘어선 새로운 랫폼을 연구하고자 하 다.

2-1. K-beauty 디지털 사이니지의 요구사항

  기존의 k-beauty 마  방식은 단순히 인기스타의 이

름을 화장품명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했다. 를 들면, 

The F*** shop의 ‘수지 버터’가 있다. 하지만 단지 이와 

같은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인기스타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한 의문이 있다. 한류 팬들에

게 요한 것은 동일한 제품보다 연 인과의 동일한 화장

법이다. 따라서 한류 팬들이 한류 스타의 화장법을 쉽게 

따라 할 수 도록 하는 인터 티  랫폼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SNS 혹은 여러 매체 

속에서 k-beauty에 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

지만 한류 팬들에게 무 다양하고 많은 정보는 k-beauty

의 효율 인 근을 제공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보 검색  선택에 불편함을  수 있다. k-pop 스타들

의 화장법은 무나도 많고, 한국 화장품의 종류 한 수

천 가지가 된다. 한류 팬들이 화장품 구매를 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러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한 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보 콘텐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k-beauty와 한류 팬들의 직 인 만남은 뷰티 에서 

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뷰티  내부에 쉽게 설치할 수 있

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형식으로 한 콘텐츠를 만든다. 일반

인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벗어나 한류 팬들의 심이나 

흥미를 끌기 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한류 

스타를 활용한 외부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 티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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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션인식 사이니지  (화장품 디지털 샵을 서비

스 디자인하다 -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2)

<그림 2> 연구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보드 그림

  재 구 되어 있는 화장품 련 사이니지는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인 외부디자인과 모션인식 사이니지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욕

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 터치스크린의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  방식의 인터 티  디지털 사이니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다.

2-2. 디지털 사이니지 설계

  첫 번째로 외부 디자인은 친근하면서도 한류 팬들의 

을 사로잡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사

용하는 흔한 화장 를 기반으로 하여 사이니지 모니터에 

한류 스타를 출력하기로 하 다. 화장 의 거울은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가 된다. 모니터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

할뿐만 아니라 거울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한다. 모니터를 

거울로 환하는 방법을 반사필름의 원리에서 착안했다. 

모니터에 반사필름을 부착하면 모니터에 화면이 드러날 

때는 문제없이 화면이 보이다가 검은 화면으로 환되거

나 모니터가 꺼지면 반사되어 거울처럼 보인다. 15% 반사

율의 반사필름을 사용하면 거울의 기능으로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다. 이때 화장법 정보를 보며 Tester를 사용

해보려는 사용자가 모니터 가까이 가면 모니터 에 부착 

된 음  센서가 사용자의 음 를 감지하여 검은 화면

으로 변하고 거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다시 사용자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정상 으로 콘텐츠

가 화면에 출력된다.

  두 번째로는 인터 티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지정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

운 행동으로써 반응이 시작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자

연스럽게 자신의 심을 끄는 k-pop 스타의 화장품을 직

 선택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필요 없는 정보를 제외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한 에 볼 수 있도록 한다. 화장  

에 놓이어져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여 들면 화장품 에 

부착된 조도센서가 빛을 감지하여 그 화장품과 련된 스

타의 사용 화장품과 화장법에 한 정보들이 사이니지 화

면에 뜬다. 핵심정보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터치센서를 이용한 화살표 버튼을 

른다. 일반 인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벗어난 완 히 새로

운 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설계의 체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 화면에서 화장품을 

들면 조도센서가 빛의 양을 인식하여 지정된 값이 들어오

면서 화장품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넘어간다. 두 번째로, 

터치센서가 부착된 버튼을 터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면서 화장법 상이 재생된다. 상이 재생되는 동안 화장

법을 따라 하기 해 거울을 보는 행동처럼 얼굴을 앞으

로 기울이면 음 센서가 사람과의 거리를 인식하여 그 

거리 값이 일정 값 이하가 되면 검정색 화면으로 환하

여 부착된 반사필름으로 거울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뒤로 

물러서면 상이 이어서 재생된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페

이지는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2-3. 디지털 사이니지 구

  센서를 사용하는 로그램 툴은 로세싱과 아두이노로 

한다. 로세싱은 센서 값을 이용하여 각 센서에 맞는 결

과물을 불러오는 과정이 간편하고, 아두이노와의 연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터 티  콘텐츠를 만들 때 많이 사용 

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조도센서, 음  센서, 터치

센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시킨 후 로세싱으로 구

한다. 아두이노 보드의 완성그림은 다음과 같다. 

  센서가 작동될 때 출력되는 화면은 기존 화장법 정보들

과의 차별성을 두기 해 상으로 제작한다. 사용자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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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기 쉽도록 PNG나 JPG 일보다는 MP4나 MOV 

일을 이용하여 출력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은 상 편

집 후 Export를 할 때 AVI가 아닌 H.264 즉 MP4로 내보

내야 한다. 로세싱에서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게 하기 

해서는 고화질  용량 상을 인풋 시켜야 하기 때문

이다.

3. 결론

 k-pop을 선두로 한 한류의 물결에서 뷰티 분야에 한 

외국인들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 다. k-beauty에 한 략

인 홍보와 한류 팬들의 측면에서 k-beauty에 한 근

을 한 이 방법은 흥미롭고 편리하다. 한, 화장 라는 

아날로그 물체에 인터 티 인 디지털 요소를 융합함으

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

다. 재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넘어서 캠과 Open CV를 

이용하는 등의 새로운 기술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으므

로 이 연구는 무한한 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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