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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은 극심해 지는 기환경 오염으로 인해 

유례없이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며 소비자들

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 탄화수

소, 유해물질들로 엉켜있는 덩어리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제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

다. 이제 미세먼지 체내 유입 차단은 건강한 발달과 삶

에 있어 필수적 조치가 되어가고 있으며 미세먼지 차

단 마스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범용 제품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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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needs analysis on consumers of fine dust masks to effectively develop a des- 
ign prototyp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on 32 individuals who have used fine dust 
masks. As a result, there is a new demand by consumers for technology based design changes that better fit the 
nose and face. Consumers preferred the smell and feel of traditional Korean paper. Young adults expressed the 
importance of masks that can be used for protection as well as fashion. The prototype improved the drawbacks 
of existing models using an origami-inspired design in a variety of colors, patterns and in sizes that are custo- 
mized to fit the wearer. The proposed prototype is made of Dak felt fibers and jersey materials. It is characteri- 
zed by downward-facing ear bands made of polyurethane to improve the fit around the ears and chin to more 
effectively block incoming air. The mask is foldable and has a crease that goes along the chin to increase the 
amount of enclosed space against the face making it easier to breathe compared to existing mask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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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마스크 

생산실적은 2016년 187억 원에서 2018년 381억 원으

로 103% 증가되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8). 2018년 황사 및 독감 마스크 판매 증감률은 2017년 

비 151% 급증, 초미세먼지 효력이 없는 일반 마스

크 판매량도 119% 증가하였다(Lee, 2019). 황사나 미

세먼지의 유일한 차단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며(Gwak, 

2017),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고 있어 향

후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에 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디자

인 연구(Kwon, 2018), 어린이 안면부 데이터 분석 연구

(Kim et al., 2016), 마스크 특성 및 소비자 착용 현황에 

한 연구(Kang, 2015),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증진 방

향에 한 연구(Gwak, 2017) 등 특정 소비자를 상으

로 한 기초적 연구만 진행되어왔을 뿐 어린이와 같이 

오염된 공기에 취약한 계층에 한 연구 및 소비자 분

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조형적 목적의 아트 마스크를 제외하고, 위생적 목적

의 마스크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및 디자인 기획에 

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소비자 조사를 기반

으로 기존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소비자 요

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어린이 및 성인용 미

세먼지 차단 마스크 디자인 기획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여, 최종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작, 제시하고자 하

였다. 또한, 한지와 같은 천연 소재의 제품화 가능성

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부직포와 저지 형태로 재직이 

가능한, 한국 닥섬유를 주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세분화에 따른 실질적 마스

크 기획을 위한 프로세스 및 마스크 디자인의 구조화

에 한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배경

1. 국내 미세먼지 마스크 시장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과 본인의 건강을 관리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당연한 욕구로 이를 추

구하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Kang(2015)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황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약 35%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

할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G마켓은 2017년 4월 846명 

고객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들어 미

세먼지 관련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9%가 ‘미

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미세먼지 체감도가 관

련 제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Choi, 2017). 

특히, 미세먼지 속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한 유아동 관

련 제품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Bang, 2019). 유니

세프에서는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아직 성장 

시기인 어린이들의 인체에는 미세먼지가 발달 및 성장

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 밝히고 있다(Kim, 2017). 

미세먼지가 아동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높아지며(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8) 부모들은 미세먼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더욱 민감해

지고 있다. 

패션에 민감한 청년층 소비자들은 미세먼지 마스

크 구입 시 기능 못지 않게 디자인이 구입 척도가 된다

고 밝히고 있다(Yoon, 2019). 이는 마스크가 생활 필수

품으로 자리잡은 시 인 만큼 젊은 층에서는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기분처럼 패션성을 강조한 패션 아이템

으로서의 마스크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Park, 2018).

2. 마스크 디자인 연구현황

마스크의 착용 목적은 시 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

나, 크게 보호성, 상징성, 익명성, 개성 표출의 특성으

로 분류된다(Kim & Yum, 2018). 마스크는 보호성, 익

명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 기제로 작용하여 착용자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끼게 하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위

협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환경 변화에 따른 패션 디자

인의 응 현상을 중심으로 한 슈퍼모던 패션 디자인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인, 신체적⋅심리적 보호 기능의 

표적 아이템 중 하나인 마스크는 익명성과 상호작

용의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W. J. Kim, 

2008). 특히, 자신만의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방어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Kim, 2010)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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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 변화에 응하기 위한 신체적 보호 기능을 위

한 마스크의 일상적 착용은 현  패션 디자인에서 중

요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마스크 디자인 개발 연구는 마

스크의 착용 목적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즉, 보호 마스

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착용자의 안면 형태 분석에 

한 연구(Kang, 2015; Song & Yang, 2010)와 마스크 소재

와 구조 연구(Han, 2017; Kwon, 2018) 등의 기능적 디

자인을 위한 연구, 프린팅 및 캐릭터 개발을 통한 마스

크의 조형성 및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Choi, 

2015; Han & Chung, 2015; Kim & Yum, 2018), 아트 마

스크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S.-Y. Kim, 2008) 

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소비자 특성 및 연령 별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마스크 디자인 개발 연구는 그 중

요성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패

션 디자인 아이템으로 마스크의 소비자 요구 분석에 

기반한 실증적 디자인 개발 및 프로세스 체계화를 통

해 기능적 마스크 디자인에 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 미세먼지차단마스크에대한
소비자요구분석

1.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고 어린이용 미

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매 경험이 10회 이상 있는 3∼
10세 자녀를 둔 주부 그룹과 미세먼지 착용 경험이 10회 

이상 있는 20  미혼 남녀 그룹을 상으로 하였다. 연

구참여자 그룹은 어린이 참여자 5그룹, 청년층 참여

자 3그룹으로, 그룹당 4명의 참여자가 한 그룹을 이뤄 

총 32명을 인터뷰 상자로 선정, 초점 집단 면접을 통

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린이 참여자 그룹의 

첫 인터뷰(group 1)는 참여자들의 자녀와 함께 인터뷰

를 진행하였으나,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고 

인터뷰 진행이 어려워 실질적 구매력을 가진 주부 참

여자들만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참여자 1인당 

상품권 3만원씩을 사례하였으며, 참여자의 그룹별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들과의 면접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은 평균 7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 후 디자인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추

가 면접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2차 면접을 하거

나 메신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아이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내용을 전

달하고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맞춰 주부 참

여자들이 자녀에게 질문한 뒤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미세먼지 관련 카페 및 지역 맘카페

를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소비자의 의견 및 관심 

부분을 수렴하여 사전 준비하였다. 인터뷰 진행에 필

요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식약처에서 인

증받은 KF80(분집포집율 80% 이상), KF90(분집포집

율 94% 이상) 마스크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황사 

마스크’, ‘어린이용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등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판매량 순위에 따라 제조사, 마스

크 구성법, 색상, 소재가 다른 14종의 마스크를 인터

뷰용 샘플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미세먼지 마스크 

Case Group Number Job Category Residence

Child

Group 1 4 Homemaker Primary school Seoul

Group 2 4 Homemaker Preschool Seoul

Group 3 4 Homemaker Preschool Incheon

Group 4 4 Homemaker Primary school Guri, Gyeonggi

Group 5 4 Working Mother Preschool Seoul

Youth

Group 6 4 Office worker Men and Women in 20's Seoul

Group 7 4 Office worker Men and Women in 20's Bundang, Seongnam

Group 8 4 Student Men and Women in 20's IIsan, Koyang

Table 1. Interview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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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전 경험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후 인터

뷰 중반부터 샘플 마스크를 직접 만져보고 착용한 후 

장⋅단점에 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

터뷰에 사용된 마스크 샘플 중 인터뷰 내용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마스크 샘플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

며, 기록된 면접 내용들은 의미 있는 개별적 정보 단위 

요소들로 구분된 후 정보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2. 소비자 요구 분석 결과

1) 어린이(주부) 그룹

어린이 그룹에서의 디자인 선호도는 학령기 이전, 

학령기 이후로 구분되었으며 학령기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선호도가 나뉘었다. 아이들은 공룡, 공주, 

자동차, 비행기 등의 모티브나 뽀로로, 폴리, 시크릿 

쥬쥬, 어벤저스 등의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

였으며, 동물 문양의 제품에 해서는 선호도가 낮았

다. 이는 아이의 취향과 의사가 확실해지는 만 3세 이

후부터는 동물 디자인은 영아기의 아이들이 좋아한

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동물 디자인이 들어간 마스크

를 착용 시 친구들로부터 놀림의 상이 될 수 있는 부

끄러운 모티브로 인식하였다. 미취학 여아들은 핑크 

계열의 공주풍 디자인을 선호하였으며, 미취학 남아

들은 자동차, 비행기, 기차와 같은 탈것이나 공룡, 어

벤져스와 같은 캐릭터를 선호하였다. 초등학교 저학

년 여아부터는 핑크색은 유치한 색상이라 인식하여 

핑크 계열의 의류 및 소품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아기

자기한 꽃, 나비 등의 패턴을 선호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아들은 자신의 학년에서 유행하는 히어로

나 만화 캐릭터를 선호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신들이 더 이상 어린이가 아

니라는 인식으로 성인과 비슷한 기호의 색상과 디자

인을 원하였다. 

“캐릭터가 단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히어로물

인 스파이더맨 같은 거면 할 것 같은데, 사자, 고양이 이런 거는 

유아들만 할 것 같아요. 타요, 폴리, 헬로카봇 이런 캐릭터들을 

더 좋아하죠.” (group 2)

“동물은 유아스럽고 초등학생들은 안 할 것 같아요.” (group 4)

“무조건 공주에 핑크색에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죠.” (group 3)

“약간 창피해 하는 게 조금씩 보여요. 5세, 6세 되면서는 자기

들이 애기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하면서, 뽀로로 같은 경우는 애

기때 보던 거니 더 이상 안 보더라고요.” (group 2)

어린이 그룹의 주부 참여자들은 마스크 색상으로 

연핑크, 스카이, 블루, 민트, 그레이와 같은 컬러를 선

호하며 청년층 그룹과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마스크 

패턴에서는 주부 참여자들이 평상시 육아로 인해 블

랙 또는 화이트 등 단조로운 색상과 패턴의 의상을 추

구하여 미세먼지 마스크에서만은 다양한 패턴을 추

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뷰에 사용된 샘플 

중에서는 5번, 7번 제품<Table 2>의 선호도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았으며 집단별 개개인의 취향의 차이는 

있었으나 튀지 않는 범위에서의 패턴은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이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제조사에 

따라 접이 형태, 코 지지 , 끈 조절, 밀착력 등 구조적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 두 집단의 참여자들은 마스크

의 맞음새와 밀착력, 호흡 부분에 가장 민감하였으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법에 한 선호도가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스크의 접이 형태는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Table 2> 첫 번째는 직사각형으로 

3단 접힘 형태이며 마스크를 위 아래로 늘려 착용하

는 특징을 지녔다(sample 12). 두 번째는 가운데를 중심

Sample 5 Sample 7 Sample 11 Sample 12 Sample 13

KF 94
Disposable mask

Product M

KF80, KF94
Reusable mask

Product D

KF 80
Disposable mask

Product K

KF80
Disposable mask

Product A

KF94
Disposable mask

Product P

Table 2. Interview's mask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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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세로 접힘 형태이다(sample 13). 두 집단의 참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세로 접힘 형태의 마스크를 선

호했다. 이유로는 세로 접힘 형태의 마스크가 밀착성

이 높고 코와 입 부분에 공간이 형성되어  3단 접힘 형

태의 마스크보다 호흡이 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린이 그룹에서는 자녀들에게  3단 접힘 마스크 제

품을 착용 시 얼굴 형태에 따라 마스크가 코 위 또는 

턱 아래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불편하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마스크 착용 후 보관 시  3단으로 접히는 부분

이 서로 맞닿아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재사용하는 것

이 꺼려진다 하였다. 

“패턴 들어가고 컬러풀 하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얼

굴에 색조 화장 하듯이 화사한 느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아요.” (group 4)

“가로로 단 접히는 거는, 쓰다가 잠깐 벗으면, 접히는 부분이 

안쪽에 닿아서 엄청 신경 쓰여요.” (group 3)

“저는 세로로 접히는 게 훨씬 좋아요. 가로로 접는 3단짜리는 

쓰다 보면 코 부분이 접혀서 내려가요. 그러면 그거 계속 신경써

서 올리다 보면 마스크 계속 만지게 돼요. 뉴스에서 마스크 부분 

만지지 말라고 하던데, 코 부분이 계속 접혀서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돼요.” (group 8)

미세먼지 마스크의 코 지지 는 마스크가 코의 형

태에 맞춰 밀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내부에 철사가 삽

입되어 있다. 인터뷰에 사용된 마스크 중 P사의 마스

크는(sample 13) 코 고정 와이어에 3mm 정도의 스폰

지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었는데 두 집단에서 공통적

으로 착용감이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안경을 

낀 사람은 김 서림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이

는 콧  고정 와이어에 부착된 스펀지가 김 서림 방지

에 효과가 있다는 Kwon(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부분은 

마스크의 이어 밴드였다. 어린이 그룹에서는 이어 밴

드가 좀 더 신축성이 좋고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면 좋

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의 밀

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어 밴드에 조절고리가 들어가

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똑딱이나 찍찍이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하지만 샘플 5번

의 연결고리 방식은 머리 뒤에서 고정되어 벗겨지지 

않아 편리하지만 아이 스스로 맞춰 끼우기 힘들고 여

자 아이들의 경우 머리가 망가질 수 있다는 단점을 언

급하였다. 

호흡에 한 부분은 청년층 그룹과 동일하게 가장 

불편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그룹의 주부 참

여자들은 마스크 착용 시 아이들이 호흡의 답답함을 

호소하여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시키기 힘들다는 점

을 언급하였다. 

“스펀지도 괜찮네요. 화장이 묻으니까 그냥 일반 부직포에 

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스펀지면 화장이 더 안 묻을 것 같아요.” 

(group 6)

“스펀지가 있어서 오히려 밀착은 잘 되는 것 같네요.” (group 8)

“애들은 코랑 귀, 그리고 턱 사이즈 안 맞는게 불편한 것 같고 

숨 쉬는 건 당연히 불편해.” (group 1)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리에 머리가 찔리더라고요. 머

리 묶었을 때 위치에 따라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group 4)

“근데 어른들이 할 때는 끈 걸이가 불편해서 빼게 됨.” (group 2)

어린이 그룹에서는 자녀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시 사이즈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성장기 어린

이들의 다양한 안면 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판되

고 있는 어린이용 마스크는 스몰 사이즈 하나로 한정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스몰 사이즈여도 제조사마다 사

이가 다른 점을 언급하였다. 초등학생에게 성인용 마

스크는 크고 어린이용 마스크는 작다고 하였으며 주

부 참여자들은 자녀의 적합한 사이즈를 찾기 위해 여

러 브랜드의 마스크를 구입 착용 후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시판되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성인용과 어린이

용 구분이 없으며, 14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에 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어린이용 마스크를 인증할 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Kim et al., 20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9)점으로 알 수 있다.

“살 때보면 두 가지뿐이더라고. 소형 아니면 형. 초등학생

만 되도 애매하지.” (group 5)

“성인용을 씌움. 난 크기가 맞으면 그냥 하지.” (group 3)

“유아하고 초등하고 같이 묶으려고 하지 말고, …(중략)… 그 

중간 사이즈용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group 4)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먼지 마스크 샘플은 세탁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 2종, 필터교체용 

제품 1종, 일회용 제품 11종으로 총 14종을 인터뷰에 

사용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반영구 제품, 교체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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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보다는 일회용 제품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필터

교체형은 가격이 일회용과 차이가 없어 불편함을 감

수하고 구입할 의향이 없었으며, 반영구 제품은 세탁

의 번거로움과 위생적인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높아 상 적으로 가

격이 높은 반영구적 제품과 필터교체형 제품은 부담

스러워 하였다. 

두 집단에서 제품 구매 시 기업과 중소기업에 

한 선호도 차이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격

적인 요소는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가격적인 요소에 민감함을 보였던 그룹은 어린이 참

여자 집단으로 자녀, 배우자, 본인의 마스크 등 량의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구매 방식은 주로 온라인을 이용한 량 

구매로 청년층 그룹과 동일하였으며, 오프라인은 마

트, 약국 등 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졌다. 

“애들 둘 씌우면 하루에 2,000원이야. 한 달이면 6만 원. 무시

할 수 없지.” (group 3)

“아이가 어리면, 잠깐 쓰고 벗는 건데 싼 거 사줄 것 같아요.…

(중략)…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 무조건 디자인이 있는 걸 살 것 

같아요.” (group 4)

“기능을 보고 사지,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차

피 일회용에 쓰고 버리는 건데, 브랜드 벨류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group 5)

2) 청년층 그룹

청년층 참여자들은 평상시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옷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 옷에나 매치할 수 있도록 

패턴이 없는 단색의 마스크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인

터뷰 샘플 중에서 5번, 7번 제품<Table 2>과 같은 무난

한 패턴에 해서는 어린이 집단과 공통되게 긍정적

이었다. 마스크 색상에 해서는 어린이 참여자 집단

과 청년층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파스텔 색상을 선호한

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색

상은 흰색 또는 블랙 컬러로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여

지가 없다고 하였다.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면 패션성

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린 것 같다 하였으며, 블랙 컬러

는 십 들이 연예인을 모방하는 행동에서 착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꺼려진다고 답하였다. 청년층 참여

자들은 마스크 착용 시 화장이 지워지는 것에 매우 민

감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 안쪽에 묻는 립스

틱과 화장품이 잘 가려지는 색상이 있는 마스크를 원

하였다.

“근데 왜 마스크가 다 하얀색이야? 소재가 이래서 그런 건가 

컬러 있는 게 없더라고.” (group 3)

“흰색은 뭐가 묻으면 금방 보여요. 화장하면 화장품이 다 묻

어놔서 흰색은 좀 그래요.” (group 7)

“예전에 누가 그레이 색상 마스크 낀 거 본 적 있는 것 같았는

데, 어디서 샀었는지 궁금했어요. 저런 거 사고 싶다 생각했어

요.” (group 8)

“근데 옷이 화려하면 이런 거 못 쓰죠(sample 7). 귀엽기는 한

데 옷에 입고 싶지, 얼굴에 가리고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요.” (group 7)

“패턴 같은 경우도, 매일 쓰라고 하면 질리기도 하고, 옷이 화

려할 때는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아요.” (group 8)

청년층 그룹에서는 마스크의 구조적 특성으로 마스

크의 밀착력, 호흡의 용이함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

다. 마스크 접이 형태로는 세로 접힘 형태를 선호하며 

어린이 그룹의 의견과 공통되었다. 세로 접힘 마스크

를 선호한 이유로는 호흡과 밀착성도 있었지만, 세로 

접힘 형태의 마스크가 입체적으로 보여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 선호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마스크의 이어 밴드에 한 내용은 어린이 집단의 의

견과 공통되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 시 이어 밴드 

당김, 흘러내림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샘플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제품은 샘

플 7번의 제품으로 반영구 제품의 특성상 이어 밴드 

부분이 원단으로 이뤄져 타사의 얇은 일라스틱 끈으

로 된 이어 밴드에 비해 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 코튼에어가 얼굴을 갸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몇 번 썼

어요. 마스크 썼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얼굴 가리던가? 마스크 면적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group 6)

“아까 말씀하신 로 썼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인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group 8)

“오히려 마스크가 훨씬 커서 턱 옆에까지 가려지면 좋겠어

요. 그러면 얼굴에 닿는 면적이 작아서 화장이 잘 묻지 않을까

요?” (group 7)

두 집단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시 가장 불편했

던 점으로는 호흡을 언급하였다. 마스크는 착용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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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안쪽의 습도가 높아져 불쾌감

을 느끼며 장시간 착용 시 냄새 발생 및 호흡의 불편함

과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청년층 참여자들은 마

스크 안의 습기로 인해 화장이 지워지는 것에 민감하

였다. 인터뷰용 샘플 중 K사의 제품은(sample 11) 한지

를 사용한 마스크였는데 두 집단 모두 소재에 한 선

호도가 가장 높았다. 참여자들은 한지 섬유의 냄새 및 

착용감을 선호하였으며 표백되지 않은 천연 섬유 고

유의 색상에 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중

에 천연 소재를 이용한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이 다양

하지 않고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스

크의 코 지지 에 한 의견은 스폰지 부착 제품을 선

호하며 어린이 그룹의 의견과 공통 되었다.

“마스크 하면 얼굴에 자국도 나고, 안에서 공기가 도니까 습

기가 차서 화장이 다 무너져요. …(중략)… 마스크 벗었는데 화장

품 묻어있으면 진짜 창피하긴 해요. 그래서 얼른 가방에 집어넣

어요.” (group 8)

“저는 한지 마스크(sample 11)가 제일 숨쉬기는 편한 것 같아

요.” (group 7)

“한지 진짜 촉감이 좋네요. 근데 앞에 이렇게 한지라고 놓

고 글씨가 써져 있는 건 좀 이상해요. 한지라고 너무 놓고 알리

는 기분이에요. 근데 촉감은 정말 좋아.” (group 8)

“한지처럼 이런 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런 면이 얼굴에 닿으면 부들부들 거리니까 화장도 잘 안 쓸릴 것 

같아요.” (group 6)

청년층 참여자들은 위생상의 이유로 반영구적 제품, 

필터교체용 제품보다는 일회용 제품을 선호하며 어린

이 집단과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브랜드나 제조사에 

한 선호도는 어린이 집단과 동일하게 차이가 없었

으나, 디자인적인 요소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제품 구매 시 가격적인 요소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

지만, 가격이 다소 높아도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나 퀄

리티가 뛰어나다면 금액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구매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구매 형태로는 인터넷을 통한 박리다매형을 두 집

단 모두 선호하였으며 오프라인 구매처로는 약국, 편

의점, 드러그스토어 등이 있었다. 소비자 요구 분석에 

따른 어린이 그룹과 청년층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

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IV. 미세먼지차단마스크디자인 
프로토타입개발

1. 마스크 디자인 프로토타입 기획과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에 한 소비자 

요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인증 마스

크들은 밀착성이 강화되어 호흡에 어려움이 있고, 장

시간 착용 시 귀 부분의 통증이 있었다. 또한 착용자 

코와 안면 형태에 따른 입체적인 패턴 설계 기술을 통

한 구조 개선이 요구되었다.

둘째, 한지와 같은 친환경 소재의 냄새 및 착용감을 

선호하나 천연 소재를 이용한 제품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현재 공식 인증된 어린이용 보건용 마스크 제

품이 없는 만큼 성장하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이

즈 개발과 함께, 어린이 상의 차별화된 디자인이 요

구되었다. 

넷째, 패션과 미용에 관심도가 높은 청년층은 성능

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디자인 

등 착용 시 패션 아이템으로의 기능을 중요시 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Children group Young adults group

Differences

⋅Design with children's favorite motifs 
⋅Various pattern 
⋅Variety of size 
⋅Price-sensitive

⋅Simple and patterenless design 
⋅Design to make the wearer's face look slimmer
⋅Sensitive to make up off
⋅No price-sensitive

Commonalities

⋅Pastel colors  ⋅Comfortable breathing
⋅Longitudinal shaped mask  ⋅Disposable mask
⋅Uncomfortable due to ear bands  ⋅Mask with sponge for nose
⋅Online purchase  ⋅Prefer for smell and feel of traditional Korean paper

Table 3. Needs analysis on consumer of fine dust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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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코 부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마스크의 입

체적, 접이식 구조 개발을 통한 호흡의 용이성을 강화

한다. 

둘째, 착용자 안면 구조에 따라 유연하지만, 미세먼

지 투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밀착성을 높인 코와 턱의 

디테일을 개발한다.

셋째, 장시간 착용에 따른 귀 부분의 통증 개선을 

위한 소재 및 구조를 디자인에 반영한다.

넷째, 친환경 천연 소재와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을 

동시에 갖춘 차별화된 소재를 적용한다.

다섯째, 유아동의 성장 특성에 따른 사이즈 차별화 

및 연령 에 따른 선호 디자인의 차이를 기획에 반영

한다.

여섯째, 일상복과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다양한 패

턴 및 색채를 기획에 반영한다.

이러한 디자인 기획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마

스크의 구조, 형태, 사이즈 세분화, 소재, 색채 및 캐릭

터 개발 등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30개의 미세먼지 차

단 마스크 디자인 프로토타입 제작이 이루어졌다. 

2. 마스크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1) 마스크 접이식 형태 

오리가미식의 입체 접이 구조 마스크 형태로 1차 

프로토타입 20종 개발을 하였다. 먼저, 다양한 오리가

미 기법에 따른 입체 접이 구조를 종이로 실험하고

<Fig. 1> 이들을 마스크 형태로 전환하여 구조화하였

다(Fig. 2). 마지막으로, 20  여성 3인의 착용 실험을 

통해<Fig. 3> 안정감과 호흡의 용이성, 안면 밀착 정

도, 코의 여유 공간 확보 여부, 세로형의 접이형을 선

호하는 소비자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최종 2종의 입

체 구조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종 2종의 형태는 2회

에 걸친 20  여성 성인 2인과 유아 1인, 아동 2인의 프

로토타입 착용 실험을 통해 얼굴의 밀착 정도와 호흡

의 편안함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착용자 호

흡의 용이함을 위해 주름을 이용한 공간 넓이를 조정

하고, 고무밴드와 철사를 이용해 코와 턱에 밀착도 조

절이 가능한 형태를 추가하였다. 

Type 1은 코를 중심으로 좌우 칭형의 접이식 주

름을 잡고 턱 밑에 고무밴드를 넣어 여분을 조정하는 

구조로 착용자의 입, 턱의 구조에 따라 여분의 조정이 

가능하다. 코의 공간을 확보하며 동시에 코와 턱의 밀

착도를 높여 미세먼지의 투과를 최소화하는 형태이

다(Fig. 4)–(Fig. 5).

Type 2는 코를 중심으로 상하 비 칭의 접이식 주

름을 넣은 구조이며, 코와 입의 공간을 최 한 확보해 

호흡의 용이성이 있으며 턱을 따라 접힌 주름 때문에 

들뜨지 않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코 부분에 소프트 

와이어를 넣어 착용자의 코 높이에 따라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다(Fig. 6)–(Fig. 7). 

유아동과 성인의 코 높이를 감안하여, 기본 형태는 

공유하되 주름의 높이를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유

Fig. 1. Developing the folding 
structures.

Fig. 2. Adopting the folding structure 
to the mask design.

Fig. 3. Test of origami structure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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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 성인 여성, 성인 남성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하도록 마스크의 사이즈는 3단계( , 중, 소)로 세분

화하였다.

(1) 소재와 구조

천연 소재에 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천연 소

재 중 기존 마스크에 사용되지 않았던 한지와 유사한 

닥섬유 원단을 선택하였다. 닥섬유 펠트와 닥섬유 싱

글 저지 원단을 마스크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하였

다. 닥섬유 펠트는 일회용 사용 목적의 마스크로, 닥

섬유 저지는 다회용 목적의 마스크로 접근하였다. 

초경량 펠트 가공을 한 닥섬유 소재를 중심으로 시

판 마스크의 3겹 구조와 달리 미세먼지 필터 기능이 

있는 활성탄소 필터, 초경량 부직포 필터를 내부에 넣

어 4단계의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Fig. 8). 닥섬유 저

지 원단의 경우 세탁 및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으로 

기획하여 부직포 필터를 제외하고 제작하였으며, 마

스크 안쪽의 얼굴이 닿는 부분은 면 저지를 사용하였

다. 최종적으로 총 2겹으로 구성되었다(Fig. 9). 

이어 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무밴드

형과 달리, 스폰지형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하여 귀 

당김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어 밴드의 

구성 방향을 <Fig. 10>과 같이 하향으로 구성하여, 착

용 시 턱과 옆 얼굴을 중심으로 얼굴에 마스크가 더욱 

밀착하도록 디자인하여 미세먼지의 유입을 최소화하

도록 하였다. 

닥섬유 펠트와 폴리우레탄의 연결은 고주파 접착

  

Fig. 4. Mask design type 1. Fig. 5. Flat drawing of mask design type 1.

Fig. 6. Mask design type 2. Fig. 7. Flat drawing of mask design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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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며, 턱 주름은 고무사를 사용해 제작하였고, 

닥섬유 저지와 폴리우레탄은 본봉으로 처리하였다. 

(2) 색채와 캐릭터

미취학 유아의 경우, 여아와 남아의 색채에 한 선

호 및 캐릭터에 한 선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주 

캐릭터 6종, 공룡 캐릭터 6종을 개발하였으며, 색채의 

경우, 여아는 고명도, 저채도의 부드러운 파스텔톤을 

남아는 중명도,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소프트톤의 색

을 사용하였다. 취학 후 아동의 경우 지나치게 유아적 

느낌이 나지 않도록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였으며, 

고명도, 저채도의 배색을 사용하였다. 

성인의 경우 중성적이며 현 적인 패션 이미지를 

통해, 남성과 여성 소비자의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

록 하였다. 성인 마스크의 패턴은 아동과 기하학 패턴

을 공유해서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색상인 흰색, 검

정색 마스크 외에 중채도, 저채도의 기하학적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기하학적 패턴 배색에 

따른 6종, 흰색, 검정색, 분홍 및 하늘색의 단색 4종을 

포함해 총 12종의 프로토타입이 전개되었다.  

연령별 디자인 요소 세분화와 마스크 프로토타입 

기획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분석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식약처 인증 마스크들의 호흡이 

어려운 문제점, 이어 밴드 및 코 부분의 밀착성 등 입

체적인 패턴 설계 기술을 통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한지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선호하나 천연 소재 제품

의 판매가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시중

Fig. 8. The inner structure of ‘Dak’ felt mask. Fig. 9. The inner structure of ‘Dak’ jersey mask.

Fig. 10. Ear bands design of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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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도록 닥섬유의 여과성과 패션 

기능을 복합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수요가 높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어린이용 보건용 마스크는 현재 

허가된 제품이 없는 만큼 성장하는 어린이를 위한 다

양한 사이즈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어린이를 

상으로 한 마스크 제품은 천연 소재를 이용한 친인

체성, 우수한 착용감을 주도록 하여 제품 만족도를 높

임과 동시에 어린이에게는 흥미로움을 줄 수 있는 차

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패션과 

미용에 관심도가 높은 청년층은 마스크 구입 시 성능 

이외에도 디자인, 색상 등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시 하

므로 화장이 묻지 않는 소재나 색상, 얼굴이 갸름해 보

이는 디자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마스크의 단점을 보안

하고자 오리가미 기법의 패턴 설계를 통한 안면의 입

체감에 따른 접이 여유량의 차이, 사용자 특성에 따른 

사이즈 세분화, 색채 및 패턴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진

행하였으며, 천연 닥섬유 초경량 펠트와 저지를 활용

한 마스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한 하향형 이어 밴드의 구조를 통해 귀의 착용감

을 높이고, 턱의 밀착도를 높여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

하고, 마스크의 접이식 공간 구조와 턱의 주름을 통해 

안면부에 빈 공간을 확보하며 착용자의 장시간 호흡

이 용이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스크의 일상

적 착용이라는 변화를 고려해, 마스크의 색채와 패턴 

개발 및 다양화를 통해 단순한 위생 목적의 마스크에서 

나아가 패션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연구의 소비자 요구 분석은 20∼30  미혼 남녀 

및 기혼 여성으로 진행하였으나,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낮았으며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소비자를 포

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남

성 소비자를 포함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소비자

를 상으로 연구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른 마스크 수요의 증가와 패션 

Categories Flat drawing Color Pattern Prototype

Toddler
(girl)

Toddler
(boy)

Child
(girl)

Child
(boy)

Table 4. Design scheme of the prototypes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4, 2019

– 590 –

관심도에 따른 마스크 디자인 다양화에 맞춰 소비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마스크 산

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 자료 및 국내 마스크 소비 시장

에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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