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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시세이도, 화상회의 화면의 얼굴을 자동 메이크업 하는 앱 개발 

◈ 시세이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화상회의 시 화면에 표시되는 얼굴을 자동으로 메

이크업 하고 피부색을 보정해주는 앱 ‘텔레뷰티(TeleBeauty)’를 개발했다고 발표 

• 텔레뷰티 앱은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고 원하는 메이크업 모드를 선택하면 화면의 얼굴 색

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그 밖에 얼굴 이외의 배경 화면 부분을 흐리게 

보여주는 기능 등을 탑재 

• 이 앱은 실시간으로 얼굴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이크업을 한 것

처럼 느껴진다고 하며, 화상회의 시작 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작이 쉽도록 디자인 되었다고 함 

• 시세이도는 과거 활동에서 얻은 지식, 회사의 아티스트가 보유한 메이크업 기술 등을 기반

으로 1999 년부터 연구해 오고 있으며, 매장에서 운용 실적도 있는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기술, 최신 유행 정보 등을 활용해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 

◈ 시세이도는 근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무실 이외 공간에서 일하는 스마트 위킹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해 텔레뷰티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 

• 업무 효율화의 관점에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

나 간병 등 개인의 사정상 집이나 혹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여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를 할 때 발생하는 고민을 조사한 결과, 외출 계획이 없는 상

태에서 재택 근무를 하다 온라인 화상회의 만을 위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또한, 화상회의를 하면서 자신의 집과 방이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것, 그리고 PC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 등이 불만으로 꼽혔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주간기술동향 2016. 10. 19. 

www.iitp.kr 40 

• 텔레뷰티 앱의 화상 자동 메이크업 기능이나, 얼굴 이외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 얼

굴 색 보정 기능 등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된 것임 

◈ 시세이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을 받아 MS 의 기업용 화상회의 서비스인 ‘기업용 

스카이프’에 탑재되는 텔레뷰티 앱의 테스트 버전을 개발하였음 

• 이용자들은 스카이프 작동 전에 텔레뷰티 앱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원래 얼굴)-내츄럴-

쿨-트렌드(최신 유행)-페미닌”의 5개 모드 중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시세이도는 텔레뷰티 앱을 자사가 10월 17~21일에 실시하는 ‘근무방식 개혁 주간 2016’에

서 시험 운용할 예정이며,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여성 직원 100 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운용도 9~11월에 실시할 예정 

(ITmedia, 10. 6. & Nikkei Asian Review, 10. 7.) 

<자료> Shiseido, https://youtu.be/Zd47IAhQj74 

[그림 1] 스카이프에 연동된 ‘텔레뷰티’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