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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수 이 높아지고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Work-life balance'에 한

심이 증 됨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여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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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최근 뷰티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마스크팩에 한 미용종사자들의 인식, 구매행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 과 성장을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조사결과 마스크 팩 구입 결정 시 가장

요한 요인은 80.6%가 ‘효능’이라 응답하 고, 마스크팩의 개선되어야 할 도 33.7%가 ‘효능’이라고 응답하여 아직까지는

제품의 효능/효과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국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이유를

‘K-뷰티의 향’이라고 응답하 고, 더 나은 뷰티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수 있는 항목도 ‘K-뷰티의 고와 홍보’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여 제품 자체의 효능이나 신뢰보다는 K-문화에 한 좋은 인상이 지 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품의 효능과 사용성이 향상된 우수한 상품 개발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품질에 한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은 로벌시장에서 더욱 성장 할 것으로 단된다.

주제어 : 마스크팩, 소비자 인식, 소비자 만족도, 화장품산업, K-뷰티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epare measures for future development and growth of local cosmetics 

industry by examining awareness, purchasing behaviors and satisfaction of beauty professionals with regard to 

Korean brand mask packs that have recently created a big trend in the beauty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80.6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buying a mask pack was ‘effect,’ and 

as for the needed improvement of mask packs, 33.7 percent responded ‘effect,’ indicating that consumers still find 

the function of a product is unreliable. In addition, the respondents said that ‘K-beauty effect’ was the reason why 

mask packs were highly popular abroad, especially in China, and items that can promote beauty market were also 

said to be ‘K-beauty advertising and promotion,’ so it is believed that a good impression of K-culture rather than 

its own efficacy or reliability is leading to the present results. Therefore, K-beauty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n the global market if domestic and abroad consumers’ confidence on the product is gain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superior products that have improved effect and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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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고자 하는 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1]. 이에

뷰티와 련된 시장이 활성화되고, 간편하고 렴하게

자신을 꾸 수 있는 마스크팩 제품이 화장품 시장의

15% 이상을 차지하게되었다. 마스크팩은 보습, 미백, 노

화방지, 노폐물 제거 등의 다양한 양성분을 피부에 빠

르게 제공 가능하며 손쉽게 피부를 리할 수 있고 비교

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해 최근 남녀노소를 불

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라 제품

회사들은 발 빠른 응을 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니즈는

다양해져가고 나라마다 피부의 특성과 규제 법

안도 달라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새로운 섬유고분자 소재

기술과 기능물질의 융복합화 첨단기술들이필요한 시

이다[2]. 로벌 마스크팩 시장의 2016~2024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8.7%로, 오는 2024년까지 로벌 시트

마스크 팩의 시장가치가 3.37억 달러(약 4,004억 5,71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마스크팩에 한 연구가

국내·외 그룹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재

마스크 팩을 만드는 재료에는 부직포, 하이드로겔, 바이

오 셀룰로오스, 면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 바이오 셀

룰로오스가 최근가장 인기 있는 재료로선정되고 있으며

천연소재를 이용한 것과 피부 라인을 조여 착력이 상

승하는 데탁월한것으로평가되고 있다[5]. 재 마스

크 팩은 동일한 유효성분을 얼굴 체에 침투 시키는 방

식이거나 부 별 리를 한 개형 패치, 상하 분리형

마스크 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품목마다 고객들의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 실정이다[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마스크팩 시장에 한국내 미용종사자들의

인식, 구매행태,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뷰티시장의

활성화 새로운 시트소재의 연구 방향, 국내외 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론적 경

2.1 마스크  

마스크팩은 얼굴에 바르거나 붙여서 사용하며 수분과

유분그 외 다양한 기능성물질들을 공 하는 화장품이다.

시트나 매트릭스를 붙여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시트의 기능에 따라 사용감과 도포되는

유액의 종류는 매우 많다. 시트의 시 별발 단계와 기

능에 따라 분류하면 1세 인 워시 오 는 필 오 팩

과 2세 인 부직포시트 마스크팩과 3세 인 하이드로겔

팩 등으로분류된다[7]. 1세 워시 오 는 필 오 팩

은 제형을 직 얼굴에 바르고 씻어 내거나 뜯어내는 형

태로 원료는 주로 천연물을 이용하 다. 1990년 시트

마스크라는 2세 마스크팩의 등장으로 부직포와 같은

천에 유액을 도포하여 얼굴에 직 붙이는 시트가 등장

하게 되고 이러한 기능은 얼굴표면의 증발을 막아 흡수

진의 장 이 있다. 하지만 사용감과 착성을 선호하

여 부직포시트의 형태는 얇은 것을 원하게 되고 이

러한 얇은 부직포는 사용감이 매우 우수하여 고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부직포는 제조공정 과정 에 첨

가되는 함성물질에 한 피부 트러블과 피부 친화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처음 착력은 좋으나 시간

이 지날수록 부착성이 떨어지며, 수분의 증발로 인하여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 다

[8]. 화장액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하여 리세린 등

의 증 보습제를 상당량 첨가해야 하는데, 이는 보습효

과를 주기는 하지만 과량 사용 시 피부로부터 오히려 수

분을 빼앗아 피부호흡을 해하며 피부를 거칠게 하여

모공을 키우는 단 을 지니고 있다[9]. 이러한 2세 시

트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피부 착면의 이면을 합성수

지로 코 하는 방법이 있고, 마스크팩재용 부직포 시트

를 기능성이 있는 필름이나 시트로 다층구조를 이루어

강도 흡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이 있다. 3세 는

2004년에 개발 되어진 면과 천연 검류를 이용한 하이드

로겔 마스크팩이 나왔으며, 2세 와 3세 간 단계인

2.5세 인 천연소재를 이용한 바이오 셀룰로오즈 마스크

팩이 2007년에개발되었고 바이오 셀룰로오즈의 제조 특

성상 폐수 오염불질이 많이 나와 재는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부직포의 무거움, 흘러내림, 부착력 등의단

을 보완해주지만 겉면이 빨리 건조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10]. 다음 4세 로 등장하는 것이 바이오 셀룰로오

즈팩이다. 4세 의 단 인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고자 만

든 5세 건조 바이오 셀룰로오즈는 미생물 배양으로 만

든 천연 시트로 착력과 착용감이 우수해 친환경 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신 인 신소재로 평

가받는 5세 마스크팩도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작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 이다. 그 밖에도 유효성분의 달 효율을 향상시킨

마이크로 니들, 나노 부직포에 기 방사법을 용해 팩

의 침투력을 높이는 기술, 3D 린터와 사물 인터넷,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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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이용한 스마트 뷰티 시장, 안면 부 뿐 아니라 신

체의 다른 부 와의 콜라보 이션, 기존의 하이드로겔과

바이오 셀룰로오즈의 진화된 상 이 소재 등 다양한 기

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시 가 변하면서 마스크

시트가 변하게 되고 지 은 최첨단의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시 에 맞춰 시트의 진화 기술이

필요한 시 이다.

3. 연  

본 연구는 최근 뷰티 시장의 15% 이상을 령하고 있

는 마스크팩 제품에 한 국내 미용종사자들의 인지도,

만족도 등을조사하여 향 후화장품시장의활성화

련 업체들의 제품 개발과 마 방안을 찾고자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40 미용종사자

200명을 상으로 2018년 8월1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

지 임의 표집하 다. 연구의 목 을이해하고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설문하

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해 선행연구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일반 특성, 미용 문직 특성, 마스크팩에

한 인지도, 사용실태, 만족도의 항목으로 나 어 총 50문

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미용종사자

들은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등 미용 련 다양한

분야의 종사들로 선정되었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으며, 유

의수 .05를 기 으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첫째, 연구 상의 일반 특성과 국내 마스크팩 구매

형태 인식, 국내 마스크팩만족도를 악하기 해 빈

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둘째, 국내 마스크팩만족도의 기술통계량을 악하기

해 평균(Mean) 표 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

출하 다.

셋째,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라 국내 마스크팩

구매형태 인식, 국내 마스크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악하기 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실

시하 다.

넷째, 연구 상의 특성에 따라 국내 마스크팩 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지 악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4. 연  결과  고찰

4.1 연  대상  적 특  

연구 상자들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20 가

63.4%, 30 가 18.3% 고, 결혼여부는 미혼이 78.5%,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이 49.5%로 가장 많았다. 월평

균 화장품 구입비용은 1~5만원이 40.9%, 5~10만원이

29.0% 다. 미용 련 업무 종사기간은 1~3년이 35.5%,

10년 이상이 18.3%로 응답 하 다.

4.2 한  마스크 에 대한 식

국인들의 한국 마스크팩 선호 상에 한 설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최근 국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마스

크팩에 해 들어 알고 있는지는 ‘아니오’가 71.0%로 ‘ ’

29.0%보다 많았고, 국내 시장에서 큰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국내 마스크팩 구매 경험 여부는 ‘아니오’가 84.9%

으로 ‘ ’ 15.1%보다 많았다. 즉, 국내에서선호하는 마스

크팩의 종류와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

품의 종류는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국인들이 한

국 마스크팩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품후기, 유명인의

고가 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능, 효능

22.8%, 유명 랜드 인지도 17.4%, 주변의식, 주변추천

9.8%, 성분, 품질 8.7%, 가격 7.6%, 디자인 4.3%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시장에서 한국 마스크팩의 발 을

해 필요한 것은 K-뷰티 고와 홍보가 49.5%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효능, 효과 향상 33.3%, 제품의 신

뢰성 회복(과학 , 객 입증) 12.9%, 정한 가격

4.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제품의 효능이나 기능보

다는 K-뷰티라는 문화의힘이 국시장 내화장품 매

율에 더욱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인

(2017)의 연구보고에서도 국가에 한 이미지, 사회, 정

치 이미지가 제품 품질의 신뢰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

며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 이미지가 나

쁠 경우는 제품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정숙(2013)의 연구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품질에 한

평가는 한류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과거 구매 경험이 있

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하게 높은 것으로



한 합학회논문지 제10  제3호246

나타났고 향후 한국 화장품의 구매 의도도 높게 나타났

다[12]. 이러한 인식은 업무 종사기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χ2=27.311, p<.01) 반

으로 K-뷰티 고와 홍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효능, 효과 향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 한  마스크 에 대한 매행태

마스크팩에 한 주요 정보 획득은 ‘인터넷’이 32.3%

로 가장 많았고, 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χ
2=59407 p<.001)(Table 1), 주요 구입처는 63.4%가 ‘드럭

스토어’라고 응답하 고,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2=28.655, p<.001). 마스크팩 구입 결정시 고려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효능/효과가 67.4%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사용 후기 매량 15.2%, 사용의 편리성

4.3%, 랜드 인지도 4.3%, 가격 3.3%, 주변 사람들의 추

천 2.2%, 구입의편리성 2.2%, 고/표시 1.1% 순으로나

타났다. 이는 국시장내의 매 원인을 ‘K-뷰티 고와

홍보’라고 응답한 앞 문항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

다.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종류는 ‘수분공 ’이

6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마스크팩 용기나 포장

표시사항 확인에 한 설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표시사

항 확인 여부는 ‘ ’가 57.0%으로 ‘아니오’가 43.0% 보다

약간 많았고, 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이유는 성분 확인이

5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통기간 제조일

확인 28.3%, 사용 방법 확인 11.3%, 주의 사항 확인 5.7%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확

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문 용어라 이해하기 어려워서’ 26.3%, ‘제조

사나 랜드를 신뢰해서’ 10.5%, ‘읽을 시간이 없어서’

5.3%, ‘ 씨가 작아서’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

답은 경력에 상 없이 동일한 응답을 보 다. 최근 유행

하는 마스크팩 타입 가장 선호하는 타입은 하이드로

겔 마스크가 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바이오

셀룰로오즈 20.0%, 극세사 원단 7.8%, 부직포 4.4% 순

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부직포 마스크팩의

단 을 보완하여 천연 검류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부직포의 무거움, 흘러내림, 착력 등의 단 을 보완해

다[13]. 피부 착력이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크게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다양한 원료로 개발된 하이드로겔

팩이 인기를 끌고 있다[14].

Table 1. Acquisition of information according to age

TV

newspa
per/

magazi
ne

Home
Shoppi
ng

intern
et

store
/Sale
sman

Recom
mendati
on

mo
bile total χ2 (p)

10's 0.0 33.3 16.7 33.3 16.7 0.0 0.0 6.5

59.407***

(<.001)

20's 6.8 0.0 0.0 35.6 15.3 16.9 25.4 63.4

30's 11.8 0.0 11.8 23.5 17.6 29.4 5.9 18.3

40's 27.3 0.0 0.0 27.3 45.5 0.0 0.0 11.8

*** p<.001

4.4 한  마스크 에 대한 만족도

마스크팩 만족도에 하여 5가지 항목으로 나 어 조

사한 결과제품의 사용감에 한 만족도 평균이 3.42 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장 디자인 3.40 , 제품의

효능·효과 3.29 , 제품의 가격 3.27 , 제품의 향 3.2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의 미용 련 업무 종사기간에

따라 국내 마스크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악하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Table 2).

Table 2. Satisfaction according to career

Carrer N M±SD F
p

(Duncan)

price

< 1 years 16 3.50±0.63

2.040 .096

1~3 years 32 3.16±0.63

3~5 year 13 3.54±0.66

5~10 year 13 3.00±0.71

10 years < 15 3.27±0.46

efficacy

< 1 yearsa 16 3.44±0.63

2.760*
.033

(d<a,b,e)

1~3 yearsb 32 3.41±0.61

3~5 yearc 13 3.15±0.69

5~10 yeard 13 2.85±0.38

10 years <e 15 3.40±0.51

design

< 1 years 16 3.50±0.63

1.700 .158

1~3 years 32 3.38±0.66

3~5 year 13 3.62±0.51

5~10 year 13 3.08±0.28

10 years < 15 3.47±0.52

Feeling

< 1 years 16 3.56±0.73

1.139 .344

1~3 years 32 3.38±0.55

3~5 year 13 3.46±0.52

5~10 year 13 3.15±0.38

10 years < 15 3.53±0.64

fragrance

< 1 years 16 3.38±0.72

0.673 .613

1~3 years 32 3.16±0.63

3~5 year 13 3.31±0.63

5~10 year 13 3.15±0.38

10 years < 15 3.40±0.63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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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미용 련 업무 종사기간에 따른 제품의 효

능·효과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760, p<.05). 종사기간이 1년 미만과 1년~3년, 10년

이상이 5년~10년보다 제품의 효능·효과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미용 련 업무 종사기간에 따

른 제품의 가격, 포장 디자인, 제품의 사용감, 제품의 향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미용

문가들을 상으로 기능성화장품의 만족도에 해 연구

한 정명아(2011)[15]의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은 제품의 사

용감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 으며 이러한인식이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 결

과에서 고나 랜드의 효과, 화장품에 한 인식, 구매

처의 서비스 등이 화장품의 만족도에 향을 미쳤으며

실제 우리나라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에 한 큰 만족도

는 나타나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마스크팩에 한 미용종사자들의 인

식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뷰티산업 발 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첫째, 부분의 응답자들은 제품 구매 시 효능과 효과

를 가장 요시 한다고 응답하 으나 제품의 효능을 크

게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국내 제품의 기능 향상

과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활성화 원인을 K-뷰

티의 홍보 효과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사회 문화

상에 의한 마 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스크팩 시장은 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

후에도 지속 인 성장이 상된다. 따라서 제품의 효능

과 사용성이 향상된 우수한 상품 개발로 국내외 소비자

들의 품질에 한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 K-뷰티 산

업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장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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