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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빗질을 분석해 모발 건강을 관리해 주는 IoT 기반 ‘스마트 빗’ 

◈ 브러시(빗)를 사용하기만 해도 머리카락 건강상태를 분석해 알려주는 ‘스마트 브러시’가 CES 

2017에서 ‘국제 CES 혁신 상’을 수상하였음 

• 스마트 브러시를 개발한 곳은 프랑스 로레알(L'Oréal)의 전문가용 헤어 케어 브랜드인 ‘케라

스타즈(Kérastase)’와 핀란드의 디지털 의료 사업부문인 ‘위팅(Withings)’으로 제품명은 “케

라스타즈 헤어 코치(Kérastase Hair Coach Powered by Withings)”임 

• 헤어 코치의 개발에는 로레알의 연구와 혁신기술 인큐베이터(Research and Innovation 

Technology Incubator)가 협력했으며, 이는 뷰티 기업들의 향후 변모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 

• 스마트 빗은 위팅의 센서 기술과 로레알이 특허 출원중인 모발 상태를 점수화하고 다양한 

모발관리 습관의 영향을 모니터 해주는 신호분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개발했다고 함 

• 스마트 빗과 여기에 연계되는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빗질을 추적하고 일상 생활을 분석함

으로써 모발 상태 점수, 빗질 습관의 영향에 따른 데이터, 개인 맞춤화된 팁, 케라스타즈 

제품의 추천과 같은 정보 등을 제공함 

◈ 케라스타즈 헤어 코치는 모발 상태와 빗질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센서를 활용

하여 모발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 해주며, 여기에는 4개의 센서가 포함됨 

• 마이크로폰은 빗질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빗질 소리 정보를 모으는데, 곱슬기, 건조, 모발 

끝 갈라짐, 모발 손상 등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 3축 로드셀(load cell)은 빗질할 때 머리카락과 두피에 전해지는 힘을 측정함 

•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는 빗질 패턴을 심층 분석하고 빗질 횟수를 세며, 빗질이 너무 세

면 진동을 통해 경고 신호를 피드백 함 

• 유도센서는 정확한 모발 측정을 위해 빗질을 하고 있는 머리카락이 마른 상태인지 젖은 

상태인지를 판단하는데, 헤어 코치는 물 튀김 방지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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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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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서들은 취득한 데이터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전용 앱으로 자동 피드백한다고 하며, 앱은 습

도, 온도, UV(자외선), 바람 등 모발 관리와 품질에 영

향을 주는 날씨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고 함 

• 로레알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힘이 

들어간 머리 빗질은 모발 손상과 머리끝 갈라짐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스마트 브러시는 이

런 위험을 평상 시 관리를 통해 방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임 

• 헤어 코치의 판매 가격은 2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며, 

2017 년 중반 케라스타즈 일부 헤어 살롱과 웹사이트, 위팅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될 예

정이라고 함 

 (Allure Magazine, 1. 5. & Digital Trends, 1. 7.) 

<자료> Allure 

[그림 1] 스마트 빗 ‘헤어 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