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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ag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are rapidly shifting to a digital base. In the cosmetics and beauty field, “contactless

industry” which is grafted into the digital technology has been on the issues. In the field of education, educational standard is increasing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using “Edu-Tech”. This study is to explore a new paradigm of beauty education to respond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Moreover, it aims to find academic basis to train digital savvy manpower in the field of cosmetics and beauty.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cosmetics and beauty industries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academic

and degree papers, academic presentation documents, trends and research reports, and websites with the keyword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Edu-Tech, beauty education, and cosmetics and beauty industry trends. This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five points as follows. Firstly,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build a related infrastructure to increase productivity

dramatically with the “Digital New Deal”. Secondly, “Edu-Tech” industry can lead the digital transformation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Thirdly, the government selects and promotes four key projects: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K-beauty innovative

technology, enhancement of corporate activities through regulatory improvement, support for strategic overseas expansion, and creation

of the K-beauty industry ecosystem. Fourthly, major issues in the global cosmetics market include differentiation of clean beauty,

realization of substantiality, marketing with the new technologies such as AI, AR, VR, and Metabus, and expansion of the customized

cosmetics market. Finall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leading those industries also take the head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market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three conclusions are presented. First of all, it is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the digital indigenous generation that has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Nextly,

innovation is also required in the development of digital education programs and textbooks. Lastly, it is an effort for instructor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 strengthen digital capabilities.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a self-

directed educational system centered on learners rather than the existing system centered on instructors. The reas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continuous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the crisis of higher education due to COVID-19, and the rapidly

chang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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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한 4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

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불러 지고 있으며 인

류문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

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Choi, 2021; Kim, 2021). 따라서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융합

(superpolymerization)의 특징을 가진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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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많은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

과 결합하여 실제 세계에 있어서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

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Yoo, 2021). 이러한 첨단 정보

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

을 거듭하면서 우리 삶의 질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

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일상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을 확산시키고 있다(Youn et al., 2021). 디지털 전환은 클라우

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 중인 하드웨어 사

용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되 구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

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롭고 빠르고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들 가운

데 일부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을 강화하며 그 밖

의 것들은 온전히 클라우드 기반이다(https://ko.wikipedia.org).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4차산업혁명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메타버스

(metabus)와 같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교육환경에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Jang, 2021; Jeong et al., 2021). 그리고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원격

교육, 이러닝(e-Learning)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다

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융합인재 양성으로 교육의 목표가 변하고 있다(Bae, 2021; Soe,

2021). 또한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구현했던 교육방식을

이러닝이라고 했다면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것으로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교육콘텐츠를 통해 학습자가 효과

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을 의미한다(Ha &

Lee, 2021). 2022년부터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듀테크 환경을

만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집

중 투자를 할 계획이다(Han, 2021). 디지털 교육으로 방향 전환

은 대학 교육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Kim & Kim(2021)은 4차산업혁명에 따라 AI, 데이

터 분석가 등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학은 이에 대한 양성 교육을 담

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eon(2021)는 미네르바스쿨의 설

립 취지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미래

교육 방향을 연구하였으며, Kim(2021)은 4차산업혁명 시대 역

사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Ko(2021)은 4차산업혁명 시

대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미용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

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세계 화장품·뷰티 산업 패러다임이 점

차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최근 국내·외 화장품·뷰티산업은 과학적 근거 요구와 화장

품의 프리미엄화, 친환경 소재와 원천 소재 국산화, COVID-19

환경오염과 피부보호,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화장품 피부 기초

연구의 도입, 개인 맞춤화장품, 친환경 지속가능 화장품 소재

와 포장재, IT 기술과 디지털 융합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

다(Park, 2020). 특히 IT 기술과 뷰티산업을 융합한 ‘뷰티테크

(Beauty Tech)’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뷰티산업 분야

는 IT 기술과 융합하여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Jang et al., 2021). Park(2021)은 미

용 교육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일률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니

라 전문가 포럼 등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기관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이 요구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eong(2021)은 국내 4년제 대학의 교

육과정을 분석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특수분장 교육과

정 개발에 관하여 연구·보고하였다. Park(2020)는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뷰티서비스업의 변화양상과 사회 구조적 인

구변화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뷰티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뷰티케어 제품개발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n(2021)은 COVID-19로 인하여 그

동안 지속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학습자들이 점차 익숙해지

고 있어서 이론 교과목의 경우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

여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와 정책 및 국내·외 화장품·뷰티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미용 교육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시대와 미래 산업에

필요로 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용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에 대한 개념

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은 선천적,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를 인식하여 판단·추론·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이러한 지능

을 가진 두뇌 작용과 같이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

하는 컴퓨터 공학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외에도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

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하므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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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Jin, 2021; Yoon, 2020). 특히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인공

지능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의

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이 확대되고 있다(Kim, 2021).

2) 사물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은 말 그대로 각종 사물 즉 생활 속에 있는 사물

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정

보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각종 사물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

는 것이다(Hong & Park, 2017). 사물인터넷은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포함하여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과 전자기기의 연결 외에도 헬스케어 시스템, 스

마트홈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

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미리 조절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Yoon, 2020). 

3) 빅데이터(Big Data)

먼저 빅데이터 뜻을 직역하면 큰 자료, 대용량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데이터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누구에게나 맞춤형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활용성이 크다.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고자 할 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동향과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만족

도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화장품, 뷰티산업 외에도 요

식업,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객들의 검색 키워드

를 분석하여 인기 아이템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Yoon,

2021).

4) 가상·증강·혼합현실(Virtual·Augmented·Mixed Reality;

VR·AR·MR)

 최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활동을 통해 가상현실 제작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의 분리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가

상의 세계에서의 활동 역시 현실의 세계에서의 활동만큼 주요

한 활동 영역이 되고 있다. 가상의 세계는 컴퓨터가 만든 가상

공간 안에서 주변을 인식하는 동적 기술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오감을 자극해 현실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의 기술로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디바이스 및 소프트

웨어 응용 및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 정

보를 차단하고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완전한 가상의 디지털 환

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결합한 것이며, 혼합현실은 이 두 가지의 기술의 장점을 혼합

하여 일련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www.iitp.kr,

2022). 

2. 기타 디지털 전환 관련 용어와 개념

1) 챗봇(Chatterbot)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

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챗봇으로는 페

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 텐센트의 위젯, 텔레그램의 텔레그

래, 킥의 봇숍, 슬랙사의 슬랙, 네이버웍스모바일의 운앱, 이스

트소프트의 팀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Jin, 2021). 챗봇은 사람을

응대하는 은행이나 식당, 카페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 고객

지원과 정보를 습득하는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Yang & Ji, 2021).

2) 알고리즘(Algorithm)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하며, 대부분 컴퓨터 프로

그램으로 구현되지만, 전기 회로나 생물학적 신경회로를 사용

하기도 한다(https://ko.wikipedia.org/wiki/). 컴퓨터는 사람과

달라서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문제의 내용, 처리하는 순서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실

제로 많은 온라인 기반 플랫폼들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매

출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

한 넷플릿스의 경우 전체 콘텐츠 가운데 추천 알고리즘에 의

해 시청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Sun,

2021). 

3)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딥 러닝(Deep Learning)

머신 러닝 즉 기계 학습은 컴퓨터 과학 중 인공지능의 한 분

야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

며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

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19).

딥러닝은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

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

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간이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

해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으로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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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딥 러닝이다(Lee, 2021). 

4) 실감 미디어(Realistic Media)

실감 미디어란 사용자 만족을 위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감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며 실감 미디어 기술은 고품질의 시각, 청각 정보는 물

론 촉감 등 다 감각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변환, 전송, 재편

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실감 미디어는 현재 사용하

는 미디어보다 월등히 나은 표현력과 선명함, 현실감을 제공하

여 방송,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 디스플레이, 산업 응용,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Lee, 2021).

5) 플랫폼(Platform)

플랫폼이란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쓰이는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또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Lee & Han, 2021). IT 기

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 강자로 부상

하면서 플랫폼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

하고 있다(Ha & Lee, 2021).

6)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Yim(2020)이 미국국가표준기술원(NIST)의 정의

를 인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신속하게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컴퓨팅자원(네트워크, 서

버, 저장공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이라고 하였다. 기업 내에 서버와 저장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

에 아웃소싱 해 쓰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로 관리하면 분석과 활용이 쉬워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를

염려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3.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1) 에듀테크(Edutech) 

에듀테크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education)과 공학(technology)의 합성어이며, 교육 분야에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모바일 등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공학과 산업을 말한다(Jeon, 2021). 스마트폰

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교육의 기회

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Ha & Lee, 2021).

2)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

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

한 신조어다(Jeon, 2021).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

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Kim, 2021; Lee, 2021;

Oh, 2021). 

 3)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Block)을 사슬처럼 연결

(chain)한 것이라는 의미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

가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을 말한다(Yoon, 2020).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학생, 교수자, 서비스 제공업

체를 직접 연결하여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블록체

인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플랫폼을 통

해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시험관리

및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

위조를 통한 입시 비리도 예방이 가능하며, 개인의 교육 데이

터를 관리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기타 교육기관

도서관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출판이나 교육용 콘텐츠

에 있어서 저작권 관리와 불법복제 등의 예방도 가능하다

(Whang & Lee, 2019).

III. 내용 및 방법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분석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확보전략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7월에 COVID-19가 불러온 경

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

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D.N.A. 생

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

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라는 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Fig. 1). 

2. 국내 화장품·뷰티산업 주요 정책 동향 분석

정부는 2019년과 2020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외 화장

품·뷰티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 ‘K-뷰

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국내 화장품·뷰티산업을 대한민국 신성

장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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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술개발, 규제혁신, 브랜드 제고, 산업 인프라 조성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2020년에 발표한 ‘K-뷰티 혁신 종합전

략’에는 2024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을 7개로, 일자리 9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9년에 발표한 정책에 추가로 기

술개발과 산업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수출에 이르기까지 맞춤

형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4대 혁신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 기술개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

고,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선정하

였으며,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의 흐름도는 Fig. 2와 같다. 

3. 국내 화장품·뷰티산업 동향 분석

2019년에 정부가 제시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과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자료를 기초

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1년에 발표한 ‘2020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국내 화장품·뷰티산업 동향

을 분석하였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

관련 인력 수요가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아이디어를 통

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다. K-뷰티 또한 혁신적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2018년에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2021년에 관세청

이 집계한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총 92억2천500만 달러를 기

록, 전년대비 21.8%의 증가율과 함께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

고 2017년의 49억6천6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85.7% 증가한

수치며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6.7%에 달했다. 반면 수입액

은 16억3천1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10.0%가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수준이다(Table 1).

4. 글로벌 화장품·뷰티산업 동향 분석

2021년에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Euromonitor

Fig. 2. K-Beauty Innovation Comprehensive Strategy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
156364763

 
Table 1. Cosmetics import/export performance and change rate from 2017 to 2021 

Source: 2021 Cosmetics Import and Export Report(Korea Cosmetic Industry Research Institute, 2021)

 

Fig. 1. New Deal 2.0 Structure

Source: https://digital.go.kr/front/main/main.do



680 J. Kor. Soc. Cosmetol. Vol. 28, No. 4, 2022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4,2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2020년

COVID-19로 인하여 세계 경제 수요 및 공급 악화로 화장품 산

업 시장규모가 감소하다가 유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라이브 커

머스 등의 활용으로 다시 회복하여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화장품·뷰티산업 디지털 전환

 앞서 살펴본 국내·외 화장품·뷰티산업 동향 가운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지

국외·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세포라(Sephora) 

 2019년에 한국 시장에 매장을 열었던 프랑스 화장품 편집숍

(Selective Retailing) 세포라 역시 리테일(retail) 비즈니스 업계

에서 테크-기반 옴니채널(Omni-Channel) 마케팅을 가장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세포라는 모디

페이스(Modiface)와 협업을 통해 AI 화장 체험 앱 ‘버추얼 아티

스트(Virtual Artist)’를 개발하여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을 구축

하였다. 고객이 세포라 모바일 앱으로 자기의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이를 분석하여 세포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가

상 얼굴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오지 않아도 매장에서 메이크업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기초 화장품과는 달리 색조 제품

은 고객의 고유한 피부톤이나 해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컬러

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세포라는 미국의 색채 전문기

업인 팬톤(PANTONE LLC.)과 협업하여 ‘컬러 아이큐(Color

IQ)’라고 불리는 컬러 매칭 뷰티디바이스를 출시하였다(Fig. 3).

 2) 랑콤(Lancôme) 

 랑콤은 프랑스의 고급 향수, 화장품 브랜드로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L'Oréal)이 모기업이다. 랑콤은

2021년에 ‘제니피끄 버추얼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였는데

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랑콤의 베스트셀러 어드밴스드

제니피끄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가상

공간이다. 가상공간에 접속한 순간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부터

디지털 피부 진단 서비스와 제니피끄 에센스 드롭 모으기 게임

등 실제와 같은 다채로운 가상 체험공간이 모바일과 PC 안에

서 구현된다(Fig. 4).

 3) 로레알(L'Oréal) 

 로레알은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로 로레알 그룹을 형성하여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로레알도 최근

에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며 올 초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액셀러레이션 서밋(Digital Acceleration Summit)’을 통

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디지털 혁신

업무 및 교육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아름다움의 미래를 재창조

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Fig. 5).

 4)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도 2020년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 인

수한 미국 화장품 자회사 에이본에서 개발한 ‘디지털 카탈로

그’를 론칭하였는데, 다양한 콘텐츠가 내장되어있는 이 카탈로

그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서 생생한 제품 체험을 할 수 있고

주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Fig. 6). 또한 최근에 미

국 파루크 시스템즈(Farouk Systems)와 함께 4년간의 연구 끝

에 AI 맞춤형 염모제 시스템인 ‘LG CHI Color Master’를 개발

하였다. 전문적인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의 경험 및 의견을 반영

Fig. 3. Sephora Virtual Artist

Source: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7
Source: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396 

Fig. 4. Génifique Virtual Flagshi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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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된 이 시스템은 암모니아가 첨가되지 않은 안전한 12

개의 카트리지와 각종 센서 및 모터 제어를 통해 3만개 이상의

세분화된 컬러를 만들 수 있으며, 2분 안에 빠르게 맞춤형 염모

제 제조가 가능하다. 증강현실(AR)과 AI 가상 시뮬레이션 소

프트웨어를 통해 염색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고, 얼굴과 헤

어 영역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머신러닝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헤어 컬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신개념 고객 맞춤형 염모 시스템이다(Fig. 7). 

5)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또한 카카오톡 선물코너 입점, 쿠팡 전용상품

출시, 11번가 화장품 새벽배송 론칭, 무신사와 뷰티·패션 합자

조합 결성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

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맞춤형

화장품을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는데 아모

레퍼시픽도 이에 맞춰 아모레성수를 오픈하여 인공지능을 활

용하여 고객의 피부에 적합한 색을 추천하고 립 메이크업을 직

접 제조하는 로봇 ‘립 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Lip Factory by

Color Tailo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ig. 8). 한편 아

모레퍼시픽 유튜브 채널 ‘뷰티포인트’는 2020년 구독자 10만

명이 된 지 2년 만인 올해 3월에 누적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

했다. 고객들이 재미있는 영상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

츠 커뮤니티 채널을 만들기 위해 기존 광고나 인플루언서 영상

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뷰티포인트 채널을 론칭했으며, 한

국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 K-뷰티에 관

심을 가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Fig. 5. Digital Acceleration Summit 
source:https://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58

Fig. 6. Avon’s Digital Catalog                         
Source:http://www.cncnews.co.kr/mobile/article.html?no=5452
Source: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20536

Fig. 7. LG CHI Color Master

Fig. 8. Lip Factory by Color Tailor 
Source:https://www.moodiedavittreport.com/amorepacifics-lip-

factory-by-colour-tailor-technology-receives-innovation-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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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수요자로서의 MZ세대에 대한 이해 

 교수자가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2가지 큰 이

유는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특별히

COVID-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를 세대별로

나누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1946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일컫는 베이비붐 세대(BB), 1965년생부터

1978년생까지를 의미하는 X세대, 1979년생부터 1995년생 까

지를 말하는 밀레니얼(M) 세대, 1996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를

말하는 Z세대, 2010 이후 출생한 α(혹은 I)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각 세

대별 인구수 가운데 X세대(25.3%)가 가장 많고 Z세대(25.0%),

M세대(21.9%), BB세대(15.6%), BB이전 세대(12.2%) 순으로

나타났다(Fig. 9). 한편 2020년대부터 BB이전 세대와 BB세대

는 점점 감소되지만 학습수요자인 MZ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10).

MZ세대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s) 세대로서 유년기부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세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디지

털 기기를 거부감 없이 능숙하게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Choi, 2022, Yoo, 2021). 이들은 디지털이라는 가상의 현실 공

간에서 게임을 하고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외에 자신의 또 다

른 신분을 아바타로 새롭게 만들어 부캐릭터로 활동하는 등 가

상현실에서 아바타를 마치 자기처럼 느끼는 세대다(Hong,

2021). MZ세대 고등교육의 비용 절감과 개방을 위해 시작된

MOOC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

MOOC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참여하고 있다(Ko,

2021). 앞으로는 점차 대학에서도 학습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에듀테크에 기반한 교육

환경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전공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수도권 4년제 미용관련 학

과의 디지털 교육의 현황 

여러 학문에서도 교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

육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Han(2021)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

요한 역량 및 수학교육의 방향, 핵심주제 등을 탐구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수학

교육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Kim(2021)은 4차산업혁명 시대 체

육교육의 뉴 패러다임으로 체육교육의 건실한 인간관과 신체

관 체득, 체육교육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해법 제시, 탈 모

더니즘의 창의적, 자기 주도적 체육교육 실현, 체육교육의 융

합형 미래 핵심 능력 개발이라는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Han(2021)은 광고홍보학과 교과과정은 아직 블록체인 기반 광

고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가 개편되지 않고 진로 교육도

전통매체 시대의 방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미래의 광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광고홍보 교

육은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인 변화 동력에 적응할 수 있는 전

문가로 양성되도록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Park(2021)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보틱스 프

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Lee 등

(2020)은 언택트 디지털 전환 시대의 대학 수학교육 사례를 연

구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및 학생과의 소통 방법을 연구하였다. Lee(2021)는 교육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포용적 교육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포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실

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Shin & Kim(2021)은 태권도의 무

형적 기술체계를 디지털화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태

권도 산업분야의 선수, 지도자, 연관산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Fig. 9. Population distribution by generation in Korea in ‘20(X:

100,000 people, Y: age)
 Source: https://kostat.go.kr 

Fig. 10. Prospect of Population Proportion by Generation, Choi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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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적합한 인적자원 대상의 교육

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Kim(2018)은 4차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중등 정보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및 제언을, Jung

(2018)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전기전자교과 교육과정 개선

안을, Song(2021)은 미술교육에서 스마트 교육을 위한 플랫폼

활용 방안을, Kang(2020)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특수학

교의 교육과정 대응에 관한 연구를, Kim(2021)은 4차산업혁명

시대 역사교육의 목표와 방향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변화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요

구되고 있어서 Lee 등(2021)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래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다원화된 학습경험의 촉진

자’, ‘학습허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Choi(2021)는 미래 미술교육 전환을 위한 과제로서 디지털 역

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 교육환경의 변화

에 따른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 체제 변화의 필요

성 등을 논의하였다. Yang 등(2021)은 학습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미래교육이 학생과 교사, 학교 및 교육 관련 행위자들

의 역할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방향적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지식 창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체계가

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Lee 등(2021)은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인재 전환을 위한 역량모델링 결과 교

육과정 개발, HR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최고

경영자를 포함, 관리자들의 변화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Yoo(2021)는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사회학적 시각

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학교의 모습이 포착되므로, 이러한 변화

에 걸맞은 새로운 시각으로 학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Son(2021)은 디지털 전환은 공적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영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 국내 4년제 일반대

학 온라인 교육 현황 및 디지털 전환 교육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학 개설 온라인 강좌 수는 2016년 10,911개에 비해 2019년에

는 12,227개로 12% 증가하였다. 2020년 LMS 구축 대학은 147

개교이며, 188개 대학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2022년 1학

기 현재까지도 수도권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교육시스템에 점차 익숙해진 MZ세대와

COVID-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중심의 생활양식 전

환과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로 인하여 국내 에듀테크 산업뿐만

Table 2. Educational goals and digital competency-related sub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s 4-year beauty-related departments

No. Educational Goals Digital Competency-Related Courses

1
·Cultivating professional beauticians who can demonstrate creative and creative inquiry skills
·Cultivating enterprising global leaders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with professional ethics, courage, and practical skills

·Consumer Behavior& Trend Forecasting 
·Hair Trend

2
·Cultivating convergence talents who can creatively use professional knowledge 
·Nurturing future-leading social contribution beauty professionals with ethical literacy

·Self-directed beauty talent training

·Make-up Trend Seminar 

·Beauty CAD 1,2
·Beauty Create
·Beauty Service Communication

3
·Cultivating professional beauticians who can demonstrate creative and creative inquiry skills
·Cultivating complex global beauty leaders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with professional ethics, courage, and practical skills

·Make-up Trend Seminar 
·Beauty Web Design

·Digital Beauty Content

4

·Cultivating convergence talen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 

·Cultivating artist experts with planning skills and artistry
·Cultivating creative and globally competitive beauty industry experts 

·Career and Prospect of the Beauty 

Industry
·Creative Image Editing

5

·Nurturing hair design thinking and nurturing talents with beauty management and practical 
skills

·Cultivating talents with makeup thinking skills, beauty management and practical skills

·Fostering aesthetic thinking and nurturing talents with beauty management and practical 
skills

·Beauty Global Marketing (AR, VR)
·Brand Design Strategy

·Advertising Promotion Content

6
·Nurturing beauty industry leaders
·Cultivation of creative ability experts
·Fostering volunteers in society

·Aesthetic Trend Analysis

·Make-up Trend Analysis

7
·Nurturing experts who create smart knowledge
·Cultivating convergence talents with beauty tech and creative abilities
·Cultivating innovative global talents to lead the cutting-edge beauty and health industry

·Digital Skin Analysis & Smart Care

·Beauty Trend & Color Analysis
·Beauty Device Analysis & Skin Care
·Global Beauty Health Big Data

·Physical Care Technology

8

·Nurturing talents specializing in beauty cosmetics

·Distributing global research manpower
·Cultivation of strong talents in the beauty cosmetic industry and R&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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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도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혁신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용 교육 분야 또한 학습자들

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에 기반한 교육환

경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서울과 수도

권에 있는 4년제 대학 미용 관련 8개 학과의 홈페이지에 제시

된 학과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교과목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Table 2). 

각 대학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에게 교육

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

시한 것으로 이를 분석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법, 교수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다. 위 표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4년제 미용관련 학과의 교육의 목표에

제시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창조, 글로벌, 융복합, 전문성,

예술성, 스마트지식, 미래선도, 매니지먼트, 실무능력, 자기주

도, 윤리와 사회공헌, 봉사실천, 연구개발 등으로 요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 현황을 분

석한 결과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교과목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Hyun(2021)은 뷰티산업계의 발전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동일 선상에 있으며, 디지털 뷰티 기술과

발전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 또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와는 달리 미용교육 환경

또한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재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가상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학습수요자인 MZ세대에 대한 교육의

목표와 과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화장

품·뷰티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미용 교육 차원에서도 교육목표 수정과 교육과정 개

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Park(2021)은 미용교육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일률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전문가 포

럼 등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기관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및 교재개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

면 디지털 문해력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Park(2021)은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 정보를 탐색하

고 재구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

념이라고 정의하였다. Hague & Payton(2010)은 디지털 리터러

시를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 및 평가(critical thinking

and evaluation), 문화 및 사회적 이해(cultural and social

understanding), 협업(collaboration), 정보탐색 및 선택(find and

select inform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

전자 안전 및 기능적 기술(e-safety, and functional skills) 등 8개

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Fig. 11). 하지만 점차 디지털 문명

사회로 전환되면서 IT기술 활용과 정보 활용 요소 외에 정보

보안과 디지털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Buchholz, DeHart, &

Moorman, 2020; DQ Institute, 2019). 

시대가 변할수록 미용 관련 학과에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뷰티산업 현장에서 앞다투어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어서 인력을 채용할 때 이러한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을 갖추는 인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Jang

et al. 2021; Lee, 2021). 한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교

육을 위한 교재개발에도 혁신이 요구된다. 공병훈과 조정미

(202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출판 생태계에도 폐쇄적 가치사

슬 체제에서 개방적 가치 네트워크 체제로 패러다임이 이동하

는 질적 변화가 진행 중이며, 교육 웹과 전자책이 융합되기 위

한 기술적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모바일 웹과 플랫

폼 기반의 출판 모델이 창출되고 인공지능 기술과 출판의 융합

적 환경, 스크린의 경계가 사라지는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새

로운 기술의 발달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출판의 미래

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PEI, 2020). Ko(2021)는 향후 대학

들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양

성을 위해 예정된 LINC3.0 사업의 지향점과 주요 국가의 대학

교육 혁신 사례, 그리고 대안적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서 보다

진일보된 교육과정 및 인프라의 혁신을 추진할 것을 대학에 당

부하고 있다. Jeon(2021)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변하는 시대

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미래교육의 현실적인 방향을 구체적

으로 탐색하기 위해 대학교육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

 Fig. 11. Components of Digital Literacy(Hague & Payt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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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미네르바스쿨을 중심으로 설립 취지 및 성과 등을 다

각도로 살펴보고 미래 대학교육의 대응 방안과 적용에 대한 교

육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im & Kim(2021)은 4차산업혁

명에 따라 AI, 데이터 분석가 등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일

자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발맞춰 효

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구직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대학은 양성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

력 공급의 이해 당사자인 구직자, 회사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V. 결 론

세계는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경제 구조

의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소비량이 급증하고,

디지털 화폐 사용량이 증가하며, 기업은 재택이나 원격근무 등

스마트 워크가 활성화되어 디지털 기반의 업무체계 변화가 가

속화되고 있다. 화장품·뷰티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

한 비대면 산업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IT기술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 전

반에 걸친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정책 및 국

내·외 화장품·뷰티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

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기술과 함께 미용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서 현시대와 미

래 산업에 필요로 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용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근거를 찾고자 함이다. 4차산업혁명, 디지

털 전환, 에듀테크, 미용교육, 화장품·뷰티 산업 동향이라는 키

워드를 가지고 학술 및 학위논문, 학술발표 자료, 동향·연구 보

고서, 국내·외 화장품·뷰티 산업체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하

여 디지털 전환의 개요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화장품·뷰

티산업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21년에 한국판 뉴딜 2.0을 주도하고 이 가운데 정보

통신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여 생산성을 비약

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둘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정부는 2020년에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국내 화장품·뷰티산

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

속가능한 K-뷰티 혁신 기술개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4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 화장

품 시장의 주요 이슈는 클린뷰티 차별화와 지속가능성 실현,

AI, AR, VR,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고객 경험을

확장하는 마케팅, 맞춤형 화장품시장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마

지막으로 화장품·뷰티산업을 주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제조,

유통, 마케팅에 있어서 앞다투어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제는 미용 교육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여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화장품·뷰티산업리

더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사회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에게 교

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의 목적과 방법, 교수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다. 대학에서도 학습수

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에듀

테크에 기반한 교육환경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둘

째, 디지털 뷰티 콘텐츠를 크리에이팅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유

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뷰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

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을 위한 교재개발에도 혁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용 교수

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변화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디지털 전환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교수 중심의

지식 전달 시스템이 아니라 학습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

육생태계 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은 학령인구의 지

속적인 감소와 COVID-19로 인한 고등교육의 위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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