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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Tech’ is a combined word of ‘beauty’ and ‘technology’. It is a technology trend which includes virtual reality technology,

diagnosis solutions and high-tech beauty devices. Recently, it has been widely used in home-beauty devices, beauty devices, customized

cosmetics, skin & health care, AI and platform-related units. With the expansion of beauty-tech market, it is now able to provide

customized solutions with innovative technology in beauty market. This study attempted to respond to beauty market which has

continuously evolved according to segmentation and customization trends. For this, valid patents (2,868 patents) were chosen through a

survey on beauty tech-related patents (2021-2022). The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n patent trends by year/country and

technology market growth stages were performed.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skincare-related beauty technology trends by

investigating skincare technologies which have recently been most active in beauty technologies and related core patents (10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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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뷰티테크란 뷰티(Beau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뷰

티와 IT의 융합을 의미하며,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나노기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및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Korea Marketing

News, 2022). 뷰티테크는 가상 체험 기술이나 진단 솔루션 또

는 하이테크 미용기기 등을 포괄하는 기술 트렌드로서 최근 홈

뷰티용 기기나 뷰티 디바이스, 사용자 맞춤형 화장품이나 스킨

·헬스 케어, AI 및 플랫폼 관련 장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Jang et al., 2021; Choi, 2022).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

벌 보건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시장은 2020

년 522.3억달러(62조2842억원)이며, 2021년부터 연평균 19%

성장해 2028년 2254.5억달러(268조8491억원)가 될 것으로 전

망(KHIDI, 2021)하고 있으며, 전 세계 뷰티테크 기술 특허 중

약 31%는 이미지 사진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 조작해 미용에

활용하는 것이며, 13% 데이터 마이닝, 12%는 센싱 디바이스,

10%는 치유, 8%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gazine, 2021).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뷰티테크(Beauty

Tech)”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화장품, 뷰티시장

그리고 헬스케어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COVID-19 등으로 홈코노미(Home+

Economy)가 부상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홈 뷰티(Home Beauty)”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홈 뷰티족이 증가함에 따라 뷰티테크 관련 시장도 더불어 급성

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발전하는 다양한 첨단 기술

로 인해 뷰티테크는 개인별 다양한 뷰티 니즈와 부합하며 다양

한 소비자 맞춤형 기술이나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다(Samjong

INSIGHT, 2020). 

국내 뷰티테크 시장은 처음에는 단순 진동을 이용한 클렌징

기능 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2017년 LG전자가 출시한 LED

마스크 “LG프라엘”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었으며, 현

재는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미세전류, LED 등의 최첨단 기술

이 접목되고 있고 적용 분야도 마스크, 리프팅, 제모 등과 같이

더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Kang, 2021). 

대표적인 국내외 뷰티테크 제품으로는 LG전자(한국)의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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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엘”, 아모레 퍼시픽(한국)의 “라네즈 뷰티미러”, 로레알(프

랑스)의 “메이크업 지니어스”, 존슨앤드존스(미국)의 “뉴트로

지나”, 룰루렙(한국)의 “루미니” 등이 있으며, 특히 글로벌 화

장품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뷰티테크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뿐

만 아니라 뷰티테크 기업 인수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하

고 있다(Han, 2020; Han & Cha, 2021; Kim, 2017). 이는 소비자

성향이 점차 개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뷰티테크 기술을 융합해 다각도로 발전

시키는 전략을 펼쳐치기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경험 강화와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조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신제품 개발

기술, 디지털 고객경험, 맞춤형 제품·피부진단 관련 분야를 중

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amjong INSIGHT, 2020).

이러한 뷰티테크 관련 니즈의 확대는 뷰티시장에서도 혁신

기술력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고, 세

분화 및 개인 맞춤화의 트렌드에 발맞춰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뷰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뷰티 디바이스에 특허 기술을 접

목해 특허 기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시도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iz SQUARE, 2020). 이에 본 연구

자는 뷰티테크 기술에 관한 최신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객관적

인 특허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뷰티산업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뷰티테크 기술이나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기초

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특허 정보 검색 방법

본 특허 정보 분석은 뷰티테크와 관련된 2022년 6월 31일까

지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특허 중에서 등록 및 출원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 방법

은 Keywert(http://www.keywert.com)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뷰티(beaut*), 장치(device*)’ 등의 키워드로 ‘명칭+요

약+독립항’ 검색범위를 설정하여 특허 검색을 실시하였다. 

2. 특허 정보 분석 방법

뷰티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데이터에서 해당 기술과 관련

이 없거나 낮은 특허들을 모두 제거하고 유효데이터를 추출하

였다.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Table 3과 같다.

선별된 유효 특허는 양적인 통계를 의미하는 정량분석과 각

특허가 갖는 기술적 내용을 의미하는 정성분석을 각각 실시하

였다. 정량분석은 노이즈가 제거된 유효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

원 연도별 및 국가별/연도별 분석을 각각 실실해 국가별 출원

건수 및 비중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술시장

Table 1. Global cosmetics manufacturers' beauty tech-related M&As

Acquirer When Target Company Target Company's Business Area

Shiseido(Japan) 2018.01 Olive Laboratories(USA) Artificial skin technology

Shiseido(Japan) 2017.11 Giaran(USA) Virtual makeup simulation technology

Ulra(USA) 2018.12 GlamST(USA) AR-based virtual makeup technology

Ulra(USA) 2018.11 QM Scientific(USA) AI-based shopping

L’Oreal(France) 2018.03 Modiface(Canada) AR/AI-based skin diagnosis technology

Shiseido(Japan) 2017.01 MATCHCo(USA) AI-based skin diagnosis technology

Table 2. Search database, range, method and formula

Search Method

Search Range
Search Range ■Korea,  ■Japan,  ■USA,  ■EU,  □others( )

Search Database ■Keywert,  □WIPS ON,  □Google,  □others( )

Section Keywords and Search Formula

Beauty-Tech TAC:((beaut*((skin face facial) N/2 (care treat*))) AND (device* apparatus))

Table 3. Effective patent selection criteria

Valid Patent Selection Criteria Noise Screening Criteria

- Primary search, using TAC (title + abstract + claims)

- Noise filtering, eliminating unrelated technologies among the raw 
data searched after TI (title) classification

- Classifies similar or technically related technologies in comparison 
to target technologies through components in th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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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및 국내외 주요 출원인 현황 등을 포함한 분석도 함

께 수행하였다. 정성분석은 핵심 특허(피부 케어 관련 국내 뷰

티테크 기술 중심으로)를 선정하고 분석 목적에 적합한 정성분

석을 수행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 특허 중에서 등록

특허와 공개특허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특허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일한 기술이 중복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Yun, 2015; Koh & Lee, 2017).

III. 결과 및 고찰

1. 특허 검색 및 유효 데이터(특허) 선별

특허검색엔진[키워트(Keywert, http://www.keywert.com)]을

활용해 ‘뷰티(beaut*), 장치(device*)’ 등의 키워드로 ‘명칭+요

약+독립항’ 검색범위를 설정하여 2022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출원공개, 등록 공고된 한국,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를 검색한

결과, 뷰티테크 관련된 특허 분석 모집단은 18,183건이 도출되

었다. 유효 특허 정보 검색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에

언급된 유효 특허 선별기준으로 검색된 특허 결과 중에서 노이

즈에 해당되는 특허를 제거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과

의 관련성이 많은 유효 특허를 중심으로 유효 데이터를 결정하

였다. 또한 선별된 유효 특허(전체 18,183건 중 2,868건)를 중심

으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Chi & Kim, 2022; Park

& Lim, 2018). 

2. 출원연도별 및 국가별 특허 분석 결과

전체 유효특허(2,868건)를 대상으로 뷰티테크 기술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부터 처음 출원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는 점진적인 특허출

원 증가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특허출원활동이 급속도로 증

가해 최근까지 지속적인 특허출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분석 시작 시점)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관련 특허의 출원건

수가 증가와 감소가 일정한 범위로 반복적으로 출원 활동이 진

행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뷰티테크 관련 기술과 관련하

여 21년까지 출원된 특허 건수는 총 2,868건으로 분석되었다.

Fig. 1에서 2020년부터 특허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분

석 결과는 특허제도의 특성(특허 등록은 특허출원 후 1년 6개

월이 지나야 공개)을 고려할 때, 최근 1~2년 사이에 출원된 특

허 정보는 분석 대상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 출원건

수의 감소가 실제로 특허 건수의 직접적인 감소라고 판단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뷰티테크 기술의 연도/국가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Fig. 2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출원비중이 평균치를 초과하는 국가로 한

국과 미국이 존재하며, 한국의 출원비중은 46%인 1,21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가진 나라이며, 그 뒤를 833건의 미국,

387건의 유럽, 216건의 일본 손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뷰티테크 관련 출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졌으며,

Table 4. Patent information search results

Country Korea(KIPO) Japan(JPO) US(USPTO) EU(EPO) Total

No. of Hits 3,934 4,044 6,768 3,437 18,183

No. of Valid Data 1,266 236 929 437 2,868

Fig. 1. Annual Patent Applicatio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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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다른 경쟁국보다 월등히 많은 특허를 출원해 관

련 분야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테크 기술의 국가별 출원인 TOP 5를 살펴보면, 일본은

YA-MAN LTD, 파나소닉, Syneron Medical, 로레알, Hitachi

Maxell 社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일본 출원인 TOP 5는

전체 출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필립스, Syneron

Medical, Edge Systems, 로레알, Neodyne Biosciences 社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미국 출원인 TOP 5는 전체 출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필립스, Syneron Medical, General

Hospital Corporation, 브라운, 로레알 社 순으로, 유럽 출원인

Fig. 2. Patent Application Trends by Year/Country

Fig. 3. TOP 5 Applicants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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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는 전체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

아모레퍼시픽, LG전자, Syneron Medical, LG생활건강, ㈜클래

시스 社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국 출원인 TOP 5는 전체 출원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뷰티테크 기술에서 한국 출원인 TOP 5는 대부분

이 한국 국적의 출원인으로 전체 출원의 8%만을 차지하고 있

어, 이로부터 한국 내 뷰티 디바이스 분야의 특허출원은 다른

시장에 비해 다수의 기업에 의한 경쟁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Fig. 3).

3. 기술 성장단계 분석

일반적으로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한 기술 성장단계 분석에서

출원인수의 증가는 기술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증가를 나타내

며, 특허 출원 건수 증가는 기술개발의 정도 즉, 활발한 기술개

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관련 특허 출원

건수 및 인수의 동시 증가는 해당 특허 관련 시장의 확대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

퇴조기, 부활기 등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출원인과 출원

건수의 증가가 시작하는 태동기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는 단계이며, 출원인과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

는 발전기 단계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행위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분석 데이터의

모수 대비 해당 구간의 증가 건수, 기술분야의 특성 및 출원인

의 성격에 따라서 태동기와 발전기를 구분할 수 있으며, 출원

건수의 증가가 다소 주춤하고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성숙기 단

계에서는 일부 선진 출원인만이 출원 활동이 강하게 진행되고

그 외 진입자들은 시장이나 기술적으로 도태가 되는 양상이 나

타나는 시기이다.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감소하는 퇴조기

에는 관련 기술과 시장이 위축되며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신규 아이디어 등에 부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이 재형성되는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구간의 설정은 전체 기간을 일정한

연간 단위로 구간을 구분하되, 최근 급부상하거나 이슈가 있는

기술분야의 경우, 최근 기간 등으로 한정하여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어 뷰티테크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제1구간(2002~2005), 제2구

간(2006~2009), 제3구간(2010~2013), 제4구간(2014~2017), 제5

구간(2018~2021)으로 구분하여 발전 양상을 조사하였다(Fig. 4).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뷰티테크 기술에서

전체 특허시장의 기술 위치는 제1구간부터 제5구간까지 출원

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는 성장단계에 있다고 보이며, 일본,

Fig. 4. Technology Growth Stage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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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유럽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많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를 기록한 생태에서 제5구간까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

다. 즉 다수의 출원인이 다수의 출원을 진행하는 형태로 다양

하게 기술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다

르게,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는 초기 단계에서 적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를 기록한 상태로 시작하여 일부 출원인이 특허출원

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

제1구간부터 제5구간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장의 확대에 따라 출원인이 다양해 지고 출원건수

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시장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성장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4. 핵심 특허 분석

뷰티테크 기술 분야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피부 케어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특허를 대상으로 핵심 특

허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기술 및 관련 제

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기술성장 단계별 분석에

서 제5구간에 해당되는 최근 3년간(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출원 특허 중에서 개발기술과 관련도가 높은 선행특허 중

에서 독립항 내에 기재된 기술 구성을 우선으로 대상기술과의

관련도를 파악하고 특허성, 권리범위(청구항 기준)가 넓고 침

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체에서 출원한 국내 주요특허

10건을 핵심특허로 선별하였다(Table 5). 이와 같이 선별된 특

허의 요약 기술 및 대표 도면 등을 분석하여 피부 케어 연관 뷰

티테크 기술의 개발 방향을 파악하였다.

1) 초음파 피부 미용 장치(apparatus for skin care using ultrasonic

waves), ㈜메디콘 : 사용자에게 손잡이로 제공되는 핸드피스,

핸드피스의 단부에 배치되고 전기 에너지를 진동 에너지로 변

환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초음파 변환기, 초음파 변환기를

커버하도록 핸드피스의 단부에 결합되어, 초음파 변환기에서

발생되는 초음파를 사용자의 피부로 전달하는 초음파 전달부,

및 초음파 전달부를 둘러싸도록 배치되고, 사용자의 안면에 밀

착 가능한 초음파 피부 미용 장치에 관한 특허

2) 피부 관리 기기(skin care device), 엘지전자(주) : 제1 혹은

제2 개구부에 형성된 아우터 혹은 이너 케이스가 체결되어 있

고, 상기 아우터 케이스와 이너 케이스 사이에는 광 출력 모듈

이 장착되어 있는 장치이다. 광 출력 모듈은 모듈 바디 혹은 모

듈 바디의 외곽 중 일부를 따라 형성되는 모듈 커버 및 상기 모

듈 바디와 상기 모듈 커버 사이에서 외곽을 따라 어레이 형태

로 배치되는 복수의 광원들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피부 관리 기

기에 관한 특허

Table 5. Patent list (2019-2021)

No. Title Application No. Applicant

1) apparatus for skin care using ultrasonic waves 2021-0028101 MEDICON

2) skin care device 2020-0124954 LG Electronics

3) skin treatment apparatus using microcurrent 2020-0179693 SAEROM BIOTECH

4) an electronic device and method for providing skin care 2020-0152008 LG Electronics

5) skin beauty care system 2020-0039147 REVN

6) skin beauty device for facial skin care 2020-0127300 JOYWELL

7) skin beauty management device 2019-0028875 WINIA DIMCHAE

8) mask device for skin care 2019-0081992 BSN

9) ionic massage device for skin care 2019-0130735 CLASSYS

10) skin care device 2019-0153924 L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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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전류를 이용한 피부 관리 장치(skin treatment apparatus

using microcurrent), (주)새롬바이오텍 : 피부에 접촉하여 미세

전류를 인가하는 접촉부 및 사용자가 손에 쥐고 상기 접촉부로

상기 미세전류를 전달하도록 상기 미세전류를 생성하는 회로

부, 서로 결합하여 상기 회로부를 수용하는 공간을 형성하는

상부브라켓과 하부브라켓을 포함하는 바디 등으로 구성된 장

치이다. 접촉부에는 구형상의 미세전류 마사지 볼과 바디와 연

결하는 로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전류를 이용

하는 피부 관리 특허

4) 피부 관리를 제공하는 전자 장치 및 방법(an electronic

device and method for providing skin care), 엘지전자(주) : 사용

자의 적어도 신체 일부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여 사용자의 신

체 일부에 해당되는 피부 케어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피부

케어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신체 정보에 맞는 그래픽 가이드를

생성 및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피부 상태를 갖는 각각

의 사용자에게 맞춤형 피부 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장치에 관한 특허

5) 피부 관리 시스템(skin beauty care system), (주)리비엔 : 피

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레드·블루·근전외선의 3파장과

갈바닉 이온 및 진동을 통해 피부를 자극하면서 피부에 도포된

보조미용품의 피부 흡수를 촉진하는 뷰티 케어 시스템으로서,

피부의 주름과 잡티를 인지하여 해당 부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웨어러블 피부 관리 시스

템에 관한 특허

6) 안면 피부 케어를 위한 피부미용기기(skin beauty device

for facial skin care), 조이웰(주) : 사용자의 안면에 위치되고, 내

측으로 통합 자극 모듈이 구비되며, 사용자의 귀에 거치되는

귀걸이부가 마련된 피부 관리부 및 상기 피부 관리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를 포함하는 장치이다. 상기 피부 관리부는 사

용자의 안면에 둘러지는 메인 관리부와 상기 메인 관리부의 상

측에 구비되는 이마 관리부 및 상기 메인 관리부의 하측에 구

비되는 볼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면 피부

케어를 위한 미용기기 관련 특허

7) 피부 미용 관리장치(skin beauty management device), (주)

위니아딤채 : 안면관리마스크가 사용자의 안면 피부에 엘이디

조명을 조사하고, 두피관리헬멧이 사용자의 머리에 엘이디 조

명을 조사함으로써, 안면 피부관리와 두피관리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피부 미용 관리장치에 대한 특허이다. 엘이디 조명

을 조사하여 안면 피부를 관리하도록 사용자의 얼굴을 커버하

는 안면관리마스크 및 상기 안면관리마스크의 상부에 엘이디

조명을 조사하여 두피를 관리하도록 사용자의 머리에 씌워지

는 두피관리헬멧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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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부 관리용 마스크 장치(mask device for skin care), (주)

비에스엔 : 전면 마스크와 사용자의 안면에 접촉된 전면 마스

크에 탈착이 가능한 좌우 2개 이상으로 분할 형성되어 상호 회

전이 가능하게 결합되는 안면접촉 분할 마스크와 안면접촉 분

할 마스크에 구비되어 피부 관리를 위한 빛을 조사하는 광원부

를 포함하는 장치이다. 안면접촉 분할 마스크가 사용자의 얼굴

크기와 형태에 따라 회전되면서 사용자의 얼굴 피부에 접촉할

수 있어 피부 관리 효과를 향상시키는 마스크 장치 특허

9) 피부 관리용 이온 마사지기기(ionic massage device for

skin care), (주)클래시스 : 사용자 신체의 한 지점에 접촉된 상

태에서 사용자의 신체의 다른 지점에 접촉되어 사용자의 피부

를 통해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하우징부와 상기 하우징부 내에

위치되어 상기 하우징부에 교류 전원을 인가하는 저주파 발생

부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부는 상기 저주파 발생부와 전기적

으로 연결되며 도전성 재질로 제조되는 전극 몸체부재가 절연

재질로 제조되는 절연막부재로 감싸져 사용자의 피부 상태에

관계없이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장치이다. 화장품의

침투 효율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피부 관리 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피부 관리용 이온 마사지기기에 관한 특허

10) 피부 관리 기기(skin care device), 엘지전자(주) : 기판, 상

기 기판의 한면을 덮는 케이스, 및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연

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갈바닉 전류 인가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장치이다. 갈바닉 전류 인가 장치 각각은 사용자의 피부에 대

해 접촉면을 형성하고,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접촉

헤드, 및 상기 기판 또는 상기 케이스와 상기 접촉 헤드 사이에

구비되는 홀더를 포함하고, 상기 홀더는, 상기 접촉 헤드의 접

촉면을 상기 케이스로부터 소정 길이만큼 이격된 위치에 탄성

고정하는 탄성 고정 바디를 포함하는 피부 관리 기기에 관한

특허

IV. 결 론

본 연구는 뷰티테크 관련 기술에 대해서 특허검색[Keywert

(http://www.keywert.com/)]을 활용해 2022년 6월까지 출원 공

개, 등록된 특허(18,183건)를 토대로 유효 특허(2,868건)를 추

출해 출원연도별 특허동향, 국가별·연도별 특허동향,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파악했다. 또한, 뷰티테크 기술 분야중에서 국내에

서 가장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피부 케어 기술과 연관성이 높

은 핵심 특허(10건)를 선정해 특허의 요약 기술 및 대표 도면

등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뷰티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는 2016년부터 특허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최근까지 지속적인 특허출원 증가세를 나

타내었다. 출원국가별 출원건수는 한국(42%), 미국(29%), 유럽

(13%), 일본(7%) 순으로 4개국 모두 출원건수가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2008년부터 뷰티테크 관련

출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졌으며, 2015년부터는 다른 경쟁국보

다 월등히 많은 특허를 출원해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국가별 출원인 TOP

5 조사를 통해서 다른 국가는 자국내 출원인 TOP 5의 비율이

20~30%로 주요 플레이어에 관련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나

타내었으나, 한국은 전체 출원의 8%만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한국 내 뷰티 디바이스 분야의 특허출원은 다른 시장에

비해 다수의 기업에 의한 경쟁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성장 단계는 특허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제1구간(2002~

2005), 제2구간(2006~2009), 제3구간(2010~2013), 제4구간(2014

~2017), 제5구간(2018~2021)으로 구분한 후 발전 양상을 살펴

보았으며, 뷰티테크 기술에서 전체 특허시장의 기술 위치는 조

사 전구간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는 성장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기술 및 관련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제5구간에 해당되는 최근 3년간(2019년

부터 2021년까지) 국내출원 특허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뷰티테크 기술인 피부 케어 기술과 연관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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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허를 대상으로 핵심 특허를 선정(10건)해 특허의 요약 기

술 및 대표 도면 등을 분석하였다. 핵심 특허를 통해서 국내 피

부 케어 연관 뷰티테크 기술은 미세전류, LED 등의 최첨단 기

술이 접목되고 있고 적용 분야도 마스크, 리프팅 등과 같이 더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출시

한 LED 마스크 “LG프라엘”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전자

는 피부 관리 기기뿐만 아니라 뷰티웹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

리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활동 및 경

쟁의 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특허 경쟁의 격화

가 진행되기 전에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권을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단순한 피부 관리 및 진단의

개념을 넘어서 온라인과 연계될 수 있는 토탈 시스템 개념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기술 조사를 통해 현재 뷰티산업 전반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시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통해 개

인별 다양한 뷰티 니즈에 부합한 소비자 맞춤형 기술이나 제품

개발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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