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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발성호흡 연구

On an “Um~” Vocal Breathing to Relieve Stress When Wearing a 
Mask

전지행*, 배명진***

Zhixing Tian*, Myung-JinBae**

요 약 유행병 후 시대에 COVID-19는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전염병 예방의 주요

수단이며, 마스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첫 번째 문제는 저산소증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이다. 마스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호흡방식을 제안하였다. 저산소증과 스트레스 증가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음~"발

성호흡이다. 이 논문에서 새로운 호흡 패턴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리를 파악하였고, HRV와 스트레스 지수의 관

계를 설명하면서 SDNN을 지표로 사용하여 이 호흡 패턴의 효과를 스트레스지수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음 ~"발성

호흡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도 일상적인 스트레스

를 해소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앞으로 더 대중화될 것이다.

주요어 : 혈중산소포화도, 마스크스트레스, 심박산소포화도, “음~“발성호흡법, 폐, 코비드-19 마스크

Abstract In the post-epidemic era, COVID-19 has not yet been fully controlled. Wearing masks is still the main 
means of epidemic prevention, and the negative effects brought by masks continue to continue. Wearing a mask 
for a long time can cause two problems. The first problem is hypoxia, and the other is an increase in 
psychological stres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masks, this paper proposes a new breathing mode. It is 
the "Umm~" vocal breathing mode, which simultaneously solves the two problems of hypoxia and increased 
stress.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why new breathing patterns can relieve stress.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HRV and stress index and uses SDNN as an indicator to detect stress index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is breathing pattern. Experimental results prove that the "Umm~" vocal breathing mode can 
not only relieve the stress induced by wearing a mask. And when not wearing a mask, it can also be used to 
relieve daily stress. This method that anyone can easily implement should be more popularized.

Key words : 
Blood Oxygen Saturation, Mask Stress, Pulse Oximeter, 'Um~' Vocal Breathing Method, lung, 
COVID-19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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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 개

인간은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로운 것이 아니며, 때로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완전한 대처 시스템(자율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제때

반응하고 내부 환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반

면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깨

뜨리고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

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긴장, 불안, 우울증, 분노, 졸

음,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느낄 것이다. 생리적으로 스

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

달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공부, 생활, 일 등으로부터 스트레

스를 받았다. 그러나 COVID-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를 오래 착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마스크 착용에 따른 스트레스 해

소가 매우 중요해졌다.[1]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저

산소증이다. 즉,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저산소증을 유

발하며 저산소증은 스트레스 반응의 스트레스 원인이

다. 저산소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통 마스크는

KF94 마스크(한국 표준), N95 마스크(미국 표준) 등이

있다. 이러한 마스크는 PM2.5(=2.5um)와 바이러스 운

반 비말(>5um)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통기

성이 너무 좋고, 운동 중에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하

면 뇌 저산소증, 어지러움, 가슴 조임, 그리고 다른 증

상들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마

스크로 인해 저산소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도의 저항력 증가이다. 둘째, 마스크와 얼굴은

기하학적으로 죽은 공간을 형성한다. 기도저항이 높아

지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호흡 효율이 떨어진다. 기하학

적으로 죽은 공간은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보존하여 가

스 교환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둘째, 마스크 안

이 덥고 습한 것, 피부 여드름 등 마스크 착용의 불편

함도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된다.[2][3]

본 논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호흡법을 제안한다. 그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SDNN은

HRV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통해 “음~”발성호흡 패

턴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스트

레스의 레벨을 검출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챕터 2에

서 “음” 발성호흡 방식을 제안하고, 스트레스유발의 원

리를 설명한다. 챕터 3에서는 HRV 분석과 스트레스 지

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SDNN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감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감지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얻는다. 그리고 5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짓는다.

Ⅱ. "음~" 발성호흡방식과 스트레스해소

1. "음~" 성대 호흡 패턴

“음~” 발성호흡 방식은 누구나 쉽게 마스터할 수 있

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심호흡과 같으면서도 숨을 내쉴

때 소리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코와

입을 사용하여 2초간 공기를 깊이 흡입한다. 숨을 1초

간 참은 후, 입을 다물어라. 기류는 먼저 성대를 통과해

성대를 진동시킨 뒤 비강으로 흘러들어 비강이 공명하

고 약 6초간 “음~” 소리를 낸다. 필요한 호흡수는 분당

8~10회이다.

2. “음~” 발성호흡의 원리는 스트레스 해소방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스크 착용에 따른 스트레

스의 주요 원인은 저산소증이다. 저산소증 문제를 해결

함으로서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혈액 산소 포화도 완화에 대한 “음~”발성 호

흡방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음~” 발성호흡 패턴은

코 공명을 통해 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저항

을 감소시키며, 환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호

흡은 폐 근육의 수축을 증가시키고, 기류를 빠르게 하

며, 기도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호흡 효

율이 개선되고,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저

산소증 문제가 해결되면 그로인한 스트레스는 크게 줄

어든다.[4]

게다가 “음~” 발성호흡방식 자체는 심호흡 감압법

과 같은 이완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심호흡은 자율신경

(부교감신경)의 억제와 조절을 강화시켜 진정과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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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팽

창하고, 스트레칭과 수용이 활성화되며, 그 신호가 뇌로

전달돼 교감신경을 억제한다. 오히려 부교감 신경 기능

이 강화되고 몸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숨을 내쉴 때 폐에서 나온 피가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

에 부교감신경 기능이 강화된다.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강화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 모두 편안하

고 안정된 심리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성호

흡은 호흡하는 데 일반 발성보다는 더 길어지는데, 이

것은 편안함과 진정 효과가 더 뚜렷해진다. 따라서 사

람들은 “음~“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5]

III. 스트레스지수-SDNN

1. 심박수 및 심박수 변동성

심박수는 심장 박동의 수를 계산하는 지표이다. 분당

심장 박동 수를 세어본 결과로 일반적으로는 심전도 및

펄스 Oximete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심전도에서 각 펄

스는 하트비트를 나타낸다. 그림 1의 각 피크는 하트비

트를 나타낸다. 두 펄스 사이의 거리는 두 하트비트 사

이의 시간 T를 나타내고, 이러한 간격 시간을 NN 간격

이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두 하트비트 사이의 시간 간

격이 다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비동 부정맥이라고

불린다. 의학에서, 심박수 변동성(HRV)은 심장 박동 간

격의 길이에 대한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부비동 부정맥의 정상적인 현상을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림 1은 NN 간격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각 봉우리 사이의 거리가 다르게 나타난다.[6][7]

2. HRV 분석법

SDNN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RV 분석 방법이다.

5분 이내에 모든 NN 간격의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하

여 구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영역 분석방법이다.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제곱의 평균에 산술 제곱

근을 나타낸다.

그림 1. NN시간구간
Figure. 1 NN interval.

데이터세트의 이산 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데, 평

균으로부터의 편차정도이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데이터

는 이산 형이고, 데이터의 변화정도는 커진다. 따라서

HRV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NN이 클

수록 HRV도 커집니다. 본 논문에서 SDNN 계산은 심

전도가 아니라 순간 심박 수의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심박 수 검출기기는 NN 간격

을 감지하여 순간 심박 수를 계산하고, 변동하는 순간

심박 수의 그래프를 얻는다. 영상 신호 처리를 통해 순

간 심박 수 그래프의 시간 및 심박 수 정보를 추출한

후에 NN 간격 시간으로 NN 간격의 표준편차를 도출

하였다. 다음은 심박 수와 NN 간격 사이의 함수 관계

입니다.[8][9]

여기서 X_k는 k-th NN 간격 거리를 나타내고, F는

순간 심박수를 나타낸다. 그런 다음 NN 간격을 사용하

여 HRV의 SDNN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N은 NN 간격의 총 수를 나타내고, μ는 NN

간격(X_k)의 산술 제곱근이다.

3. HRV 평가 스트레스 지수

HRV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지표

로 사용된다. 이것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에서 매우

흔하게 이용된다. 심박 수의 변화 정도는 자율신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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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결과이다. 즉 교감신경 기능이 심장박동을 가속시

키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한다. 따

라서 HRV는 자율신경의 동적조절을 반영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절 작

용으로 사람의 심박 수가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느

려지며, 심박 수 변동성이 커서 SDNN 값이 크다는 뜻

이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 조절이

약해져 SDNN 값이 작아지는데, SDNN은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표 1은 SDNN 값과 스

트레스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10][11]

IV. 실험 및 결과

실험 대상은 20~30세의 건강한 남녀 10명이었다. 실

험 장비에는 KF94 마스크와 펄스 Oximeter(펄스

Oximeter)가 포함되어 있다. 실험은 두 부분으로 나뉜

다. 제1부: 마스크가 없는 심박수 측정 실험입니다. 파

트 2: 마스크를 사용한 심박수 측정 실험입니다. 각 부

분 또한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정상 호흡 모드에서

심박 수 측정, 2단계: 10분 휴식 후 "음~" 발성호흡 모

드에서 심박 수 측정. 실험 중에는 조용히 하는데, 다른

소리와 시각장애를 배제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조용

한 실험실에 머물면서 눈을 감도록 요청하였다. 최종

순간 심박 수 차트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12]-[15]

표 1. SDNN 값과 스트레스지수의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BETWEEN SDNN VALUE AND
STRESS INDEX.

그림 2. 순시심박수의 그라프데이터
Figure 2, Chart data format of iInstantaneous heart rate.

표 2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한편으로

는 정상 호흡모드에서 SDNN의 평균값이 42.5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 수준(35-50)에 속한다. 반면

“음~”발성 호흡모드의 SDNN 평균값은 59.23이다.

SDNN이 +10정도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 후 정상 호흡

모드에서 SDNN의 평균값은 31.2이다. 그러나 "음~"발

성 호흡모드에서 SDNN의 평균값은 43.03이다. 즉, 마

스크를 쓰든 안 쓰든 “음~”발성 호흡패턴이 SDNN을

높일 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 나면 SDNN이 크게 줄어

든다. 이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한

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마스크 착용 후 데이터를 분석

해보면, 마스크 착용 후 SDNN이 정상치보다 크게 낮

아지고, 스트레스가 확연히 증가하여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음~”발성 호흡모드에서는 평

균 SDNN이 +10 이상 증가해 SDNN 값이 정상범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서는 아직도 SDNN은 약간 다운되었다.

표 2. SDNN의 측정결과
Table 2. RESULTS OF SDNN MEASUREMENT.

그러나 테스터 SDNN의 90%가 35를 초과하였다. 정

상 범위 내에 있어 이 방법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

Age SDNN reference

> 50 Very good, Autonomic nerve control 
and   stress coping ability.

35〜50 Normal, Autonomic nerve control and 
coping abilities   are normal.

20〜35 Low, Stress Disease Risk & autonomic 
nerve   weakness.

< 20 Very low, Autonomic nerve high risk of 
chronic stress   related illness.

NO Mask Keep Mask on
Normal Breathing(SDNN 1)

"Umm~" vocal breathing (SDNN 2)

Normal Breathing(SDNN 1)

"Umm~" vocal breathing(SDNN 2)
T-1 42.83 54.76 11.93 34.76 40.56 5.8
T-2 34.21 52.40 18.19 24.43 32.78 8.35
T-3 41.78 58.92 17.14 29.04 40.17 11.13
T-4 50.27 65.32 15.05 30.22 56.42 26.2
T-5 38.49 50.14 11.65 27.21 40.54 13.33
T-6 45.35 62.18 16.83 35.38 38.85 3.47
T-7 40.66 56.46 15.8 33.16 50.83 17.67
T-8 49.31 70.21 20.9 32.23 43.32 11.09
T-9 35.63 62.05 26.42 28.89 44.83 15.94
T-10 47.04 59.88 11.93 36.72 42.01 5.8
Average 42.56 59.23 16.58 31.20 43.03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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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림 3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10명의 테스터와 마스크 없이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음~”발성 호흡을 보여주는 SDNN 히스토그램이다. 각

히스토그램은 양옆이 높고 가운데가 낮은 U자형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 호흡저항과 저산소증 증가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SDNN의 현저한 감

소를 유발하며, “음~”발 성 호흡을 채택한 후 SDNN을

개선한다. SDNN의 증가는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가 감

소했음을 나타내며, 모든 피검자는 다시 느긋함을 느낀

다. 이것은 그것이 저산소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

인데, "음~"발성호흡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심호흡이 자율신경 조절을 강화해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음~” 발성호

흡 패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도 SDNN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이유이다.

그림 3. SDNN의 통계적인 결과
Figure 3. SDNN statistical results.

Ⅵ. 결론

코로나감염시국에마스크를장시간착용하면가벼운

저산소증을유발하고심리적스트레스를높일수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 현재 솔루션은 다만 마스크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마스

크착용시의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호흡패턴을변경

하는 “음~”발성호흡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발성법은 저

산소증의 완화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며, 또한 본 논문

은 HRV와스트레스지수사이의관계를이용하고, 발성

시에스트레스변화측정을위해스트레스지수의측정지

표로 SDNN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대조군 실험에서 “음~”발성 호흡모드의

SDNN값이더높게얻어졌다. 첫번째실험에서는 “음~”

발성호흡 패턴이 심호흡처럼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인체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DNN이 증가했

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두 번째의 결과는 SDNN이 증가

한 주요 원인이 저산소증의 주요 스트레스 인자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음~”발성으로 인

해 SDNN이다시정상치로돌아왔다. 이 두효과의복합

적인 결과를 통해서 “음~”발성 호흡모드는 마스크착용

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시켜서, 마스크 쓴 사람

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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