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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에서는 몇 년 사이 미세먼지 위험이 주요 사

회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가 높은 날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알

려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Roh et al., 2018). 

소비자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문자 정보

를 받고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Kim, 

2014), 시판되는 마스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단 

등급도 다양하여 선택이 쉽지는 않다(Cho & Hong, 

2014). 시판되고 있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부터 화학

물질이나 유독성 가스 등에 노출된 위험한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의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이 중에서도 유해물질 차단과 새로운 공기

의 공급, 독성물질 흡입 방지 등과 같은 보호성을 갖

추어야 하는 마스크는 별도의 산소 정화기가 함께 부

착되어야만 한다(Kim & Yum, 2018). 그런데 다양한 

마스크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수가 착용자에게 부적

합하여 착용자의 안면 움직임에 따라 밀착성이 저하

되면 이로 인해 쾌적성이 떨어지고, 마스크의 기능

이 상실되어 버린다. 특히, 산소 정화기가 있는 마스크

보다 산소 정화기가 없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의 

경우,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호흡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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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쾌적성 측면을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마스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는 마스크 착용감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Oberg and Brosseau(2008)는 

호흡기 보호 장치(respiratory protection device)가 공

기 중 물질에 대한 착용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과 효율이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착용감

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Yu et al.(2014)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95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

(N95 filtering face piece respirators; FFRs)를 착용했을 

때 적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

데, 중국인의 얼굴 크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함을 언

급하였다. Lee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후에 작업 강도가 높아지면 밀착도와 호흡 편의

성, 착용 편의성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

고 Kwon(2018)은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함께 안면 마

스크를 착용하면 김 서림으로 인해 시야에 방해가 되

고, 장시간 안면 마스크 착용은 얼굴을 답답하게 한

다고 하였다. Kyung et al.(2015)은 만성 호흡기질환

자들에게 안면부에 밀착되는 마스크의 사용은 환자

의 호흡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스크 사용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

라 마스크의 착용감이 우수하기 위해서는 밀착이 잘 

되면서도 호흡이 용이한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방진 마스크의 면체와 착용자 안면 간

의 밀착여부 확인(Hur & Kim, 1994), 시판 방한 마스

크의 착용감 분석 및 안면 동작에 따른 마스크 패턴 

도출(Eom & Lee, 2016), 호흡보호구 착용법 교육을 

통한 방진 마스크의 밀착도 향상 효과 분석(Eoh et al., 

2018), 어린이 보건용 마스크 인증기준을 위한 3D 얼

굴치수 및 문헌조사를 통한 호흡량 분석(Seo et al., 

2017), 방진 마스크 사용 전후의 필터 성능 변화 평가

(Lee et al., 2017), 천 마스크의 세탁 및 신장에 따른 여

과효율 변화(Kim, 2017), 소비자 요구 분석을 기반으

로 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디자인 개발(Lee et al., 

2019)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주제

별로 분류하면 크게 현재 제품에 대해 착용감 측면에

서의 문제점 파악, 유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밀착

성과 얼굴치수 분석, 마스크의 기능성 분석, 소재 차

원에서의 마스크 개선, 마스크 디자인 개발 등의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착용감 개선을 목적으

로 한 제품 개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평면적

인 형태로 제작하여 플리츠(pleats)로 얼굴 형상에 맞

춰지도록 설계하거나, 마스크에 절개선을 넣어 입체

적인 형상을 부여하여 제작함으로써 얼굴과 마스크 

간의 밀착성을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개선으로 이루어진 마스크의 형태

에 내부 부피를 추가하여, 내부 부피에 따른 마스크

를 설계 및 제작 후, 착용감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한편, 얼굴의 표면인 안면은 다른 인체 부위와 마

찬가지로 다양한 곡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얼굴 형태를 반영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데,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Kim & Lee, 2010; Kim, 

2019), 얼굴 중 마스크가 착용되는 하안에 해당되는 

부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굴 부위의 

제품 설계 시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즉, 성별과 연령에 따른 머리와 얼굴의 형태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Lee et al., 1999) 본 연구

에서 마스크의 착용감 평가는 20대 여성으로만 한정

하였다. 즉, 20대 성인 여성 얼굴의 3차원적 형태와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착용자의 관점에서 마

스크 착용 시 호흡이 용이한 마스크의 설계를 제안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필터가 없는 마스크의 내부 부피를 다양하게 설

계한 후, 착용 효과를 비교하여 착용감이 우수한 최

적화된 마스크의 내부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얻은 결과는 착용 쾌적감 측면을 고려한 마

스크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II. 연구방법

1. 실험 마스크의 설계 및 제작

실험 마스크의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3차원 안면과 안면을 감싸는 마스크의 기본선은 선

행연구(Eom & Lee, 2016)에서 20대 성인 여성이 마

스크 착용 후 다양한 안면 동작에서도 주관적으로 착

용감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던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스크의 내부 부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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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데이터를 자유롭게 회전시

키면서 곡면을 그리는 것이 가능한 3차원 프로그램

(Geomagic Design X, 3D systems Korea, Inc., Korea)에

서 모델링하였다.

실험 마스크 설계를 위한 기본선은 <Fig. 1>과 같

이 마스크의 외곽선, 마스크 중심선, 마스크 내부 안

면과 턱의 경계선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실험 마스

크의 중심선은 코끝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상에서 위

와 아래로 외곽선과 맞닿는 점을 연결하여 생성하였

다. 그리고 코끝점으로부터 거리를 변인으로 마스크 

중심선이 코끝점에 맞닿은 마스크(M0), 마스크 중심

선이 코끝점으로부터 2.0cm 떨어진 마스크(M2), 마

스크 중심선이 코끝점으로부터 4.0cm 떨어진 마스크

(M4), 마스크 중심선이 코끝점으로부터 6.0cm 떨어

진 마스크(M6)로 총 4종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크 곡면을 형성하

기 위해서 옆면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지나는 평

면(plain)을 생성하고, 그 평면이 코끝에 닿도록 평행

이동 하였다(BP). M0는 코끝에 닿는 그 점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M2, M4, M6은 BP 평면의 코끝점에서 

앞 중심선(Center Front; CF)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

로 각각 2.0cm, 4.0cm, 6.0cm씩 떨어진 점(P2, P4, P6)

을 찾은 후, 마스크 중심선의 위쪽과 아래쪽 끝점과 

연결하여 각각의 세로의 3차원 곡선(NVL0, NVL2, 

NVL4, NVL6)을 스케치(sketch) 기능으로 생성하였

다. 또한 마스크 외곽선 중에서 좌 · 우 옆선의 이등분

점을 찾고, 그 점들과 변인에 의해 찾아진 P2, P4, P6

점을 연결하여 가로의 3차원 곡선(PTL0, PTL2, PTL4, 

PTL6)을 스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각 가로

선을 4등분하여 마스크 위쪽 외곽선에 닿는 세로선 

2개(P1VL, P2VL)를 추가로 스케치하였다. 실험 마

스크 설계를 위한 곡선 그리기가 끝난 뒤에는 로프

트(loft)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되어 있는 곡선을 따라 

마스크의 표면을 생성함으로써 3차원 실험 마스크

를 완성하였다.

3차원 형상으로 구현된 마스크의 착용감 평가를 

위해 패턴 설계는 2C-AN 프로그램(Korea Patent No. 

10-0767278, 2007)에서 2차원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Fig. 2. Four types of experimental masks.

Fig. 1. Demarcations for experimental mask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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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3차원 형상의 마스크는 중심선을 기준

으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중심선으로부터 한쪽만 

작업하였고, 변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곡률 변화가 있는 부위는 표면 분할을 

위한 선을 그리고 난 후, 2차원으로 변환하였다. 최

종 패턴 정리는 Yuka CAD 프로그램(Youthhitech, Co, 

Ltd., Korea)에서 실시하였다(Fig. 3). 이때, 부직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봉제선이 PTL0, PTL2, PTL4, PTL6

이 되도록 조각을 조합하여 내부 부피를 증가시킨 

위치와 같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중심선은 조각의 조

합에 의해 자연스럽게 절개선이 생성되었다.

실험 마스크는 최종 정리된 패턴을 이용하여 착용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제작을 위한 소

재는 천 마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흡기 질환 예

방에 효과적인 부직포로 선정하였다. 부직포의 평가

된 물성은 <Table 1>과 같았다. 부직포의 질량은 KS 

K 0514(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a), 공기투과도는 KS K ISO9237(KATS, 

2017b), 액체 위킹 속도는 KS K ISO9073-6(KATS, 2019) 

규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두께는 두께측정기(G, 

PEACOCK,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수

치는 5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실험 마스크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곡률 

변화에 의해 패턴에서 발생된 다트(dart) 부위는 시

접 0.5cm를 겹쳐서 랩심(lap seam)이 되도록 하였고, 

304 지그재그락스티치(zigzaglockstitch)로 봉제를 하

였다. 그리고 귀에 걸어서 착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

도록 마스크 옆 부분은 끈을 부착하였다. 또한 주로 

부직포로 생산되고 있는 마스크가 일회용으로 사용

되는 것을 고려하여, 실험 마스크 4종은 각각 피험자

의 인원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2. 실험 마스크의 2차원 및 3차원 형태 분석

실험 마스크의 2차원 형태 분석에서는 위의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패턴의 부위별 치수, 다트양, 

면적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3차원 형태 분석에서 설

계된 실험 마스크 표면의 전체 면적과 부피를 측정

한 뒤, 안면 데이터와 실험 마스크 데이터의 밀착되

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밀착 정도는 실험 마스크를 

모델링하였던 3차원 프로그램에서 메쉬 편차(mesh 

deviation) 기능으로 안면과 각 실험 마스크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 두 개의 데이터 간 거리를 1.0cm 이내의 

3차원 데이터로 추출하여 밀착 면적을 색상으로 가

시화하였다. 색상으로 추출된 실험 마스크의 밀착 정

도는 Wolfram Alpha를 이용해 프로그래밍(BioBrain 

Inc., Korea)하여 수치화하였다.

3. 실험 마스크의 주관적 착용감 평가 

피험자는 건강한 20대 성인 여성 7명을 선정하였

으며, 실험 전에 실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

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피험자의 머리와 안면에 대

한 치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자발적

으로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모

집하였으며, 모든 피험자에게는 실험 전날과 당일에 

3D shape mask
Dividing line of 

curvature

Partition of the 

3D surface

Combination of 

partitioned 

surfaces

Flat pattern 

completion

2D patterning of 

3D surfaces

Fig. 3. Two-dimensional patternmaking for masks using 2C-AN program.

Weight (g/m2) Thickness (mm) Air permeability (mm/s) Liquid wicking rate (mm)

141.4 0.4 752.0
Length: 0.0

Width: 0.0

Table 1. Property of non-wove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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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신체활동은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실험 마스크에 대한 주관적 착용감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실험 마스크 착용 시간에 따른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가 실험 마스크를 착용한 직

후로부터 15분, 30분 후에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험

자가 실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편안할 수 있

도록 표준 환경(27.0±0.1oC, 50.0±10.0% RH, 0.1m/sec)

을 유지하였다. 평가 문항은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 

답답함’이었으며, 모두 7점 척도(1점: 매우 좋지 않음

(또는 매우 더움, 매우 답답함), 4점: 보통임, 7점: 매우 

좋음(또는 매우 덥지 않음, 매우 답답하지 않음))에 

의해 피험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착용감 평

가의 데이터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에서 평가 문항

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험 마스크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ANOVA와 사후 검증(Duncan test)을 하

였다.

4. 실험 마스크 착용 시 표면온도 변화 분석 

실험 마스크 착용 시의 안면과 실험 마스크의 표

면온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관적 평가 실험과 함

께 표면온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스크를 착

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도 관찰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의 안면 표면온도 측정도 실시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E75(FLIR Systems, Inc., 

USA)를 사용하여 피험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깔끔

하게 정리하고 정자세를 유지하고 서있게 한 뒤 피험

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촬영으로 획득된 마스크 

표면온도 사진 분석은 ReserchIR 프로그램(FLIR Sys-

tems, Inc., USA)에서 색상에 따른 온도 추출을 통해 

실시하였다. 표면온도 분석을 실시한 영역은 <Fig. 

4>에 표시한 것과 같이, 안면과 마스크 영역을 나누

어 해당 영역에서 측정되는 표면온도의 평균값을 산

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실험 마스크의 완성과 2차원 형태 분석

실험 마스크를 3차원 프로그램에서 설계하고 완

성한 3차원 곡면, 그리고 실제 제작하여 착용한 모습

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앞모습과 옆모습을 함께 제

시하면 <Table 3>과 같았다. 이때, 3차원상에서의 디

자인선과 부직포로 제작된 실험 마스크의 절개선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2차원 패턴으로 최종 완성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따른 패턴 조각의 조합 방법 때문이다.

실제 제작된 마스크의 사진을 통해 코끝에서 6.0cm 

떨어진 마스크(M6)의 경우, 다른 마스크에 비해 매

우 부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em
Subjects 20s women's (KATS, 2015)

Mean (S.D.) Mean (S.D.)

Head circumference 54.5 (1.3) 55.4 (1.6)

Head height 19.1 (1.8) 22.4 (1.0)

Head breadth 15.3 (0.2) 16.0 (0.6)

Nose breadth  3.5 (0.1)  3.1 (0.3)

Nose height  1.6 (0.1)  1.3 (0.2)

Table 2. Size specifications for subjects and Korean women in their 20s according to Size Korea N=7, Unit: cm

Analysis area of skin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area of mask surface temperature

Fig. 4. Thermogram image using infrared thermal imag-

ing camera for skin and mask surface tempera-

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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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험 마스크의 완성된 평면 패턴은 <Table 4>와 

같았다. 실험 마스크의 내부 부피가 커질수록 패턴

의 앞중심 길이(a)가 길어지고, 코 다트양(c)도 많아

졌다. 이는 실험 마스크 모델링 변인을 코끝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코에서 멀어질수록 앞중심 길이가 길

어지고 코가 더 입체적으로 되어 다트양도 많아진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턱 다트양(d)은 차이가 크진 않

았으나 내부 부피가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

이 있었고, 마스크 폭(b)은 M4를 제외하고 유사하였

다. 마스크의 입체적인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마스

크 절개 부위의 다트양(e)은 내부 부피가 커질수록 

급격하게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험 마스

크 패턴의 면적도 내부 부피가 커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 마스크의 3차원 형상 분석 

설계된 실험 마스크 4종에 대해 3차원 프로그램에

서 면적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았다. 

3차원상에서의 마스크 면적은 2차원 패턴 면적과 거

의 유사하여 오차 없이 제작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코끝에서 멀어질수록 부피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안면 데이터와 마스크 간의 밀착 정도

를 측정하여 메쉬 편차의 앞모습과 옆모습, 아래모습

(턱 부위)을 관찰하면 <Table 5>와 같았다. 안면과 실

험 마스크가 밀착되면 노란색을 띄며, 1.0cm 이상의 

공간이 생기는 부위는 회색으로 나타났는데, 실험 

마스크 M0의 경우 코끝점에 맞닿게 설계되어 코와 

입, 볼, 턱이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 마스크 M2, M4, M6은 코끝점으로부터 

마스크의 부피를 키웠기 때문에 마스크의 외곽 부위

에서만 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실험 마

스크 M0에 비해서 실험 마스크 M2, M4, M6은 모두 

호흡 부위에 해당하는 공간이 매우 넓게 확보되었음

이 확인되었다. 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실험 마스크와 안면 사이의 1.0cm 이내

의 밀착 부위에 대해서만 확률밀도함수 그래프와 3차

원 데이터의 분포를 Wolfram Alpah에서 프로그래밍

하였고, M0에 대한 식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결과

적으로 마스크와 안면의 3차원 데이터를 그래프로 

도시화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데이터 사이의 간

격이 1.0cm 이내인 데이터만 추출하여 평활화 히스

토그램을 작성하였다. 모든 실험 마스크에 대한 평활

화 히스토그램을 중첩한 결과를 나타내면 <Fig. 7>과 

Item
Front view Side view

Design lines 3D modeling Actual photo Design lines 3D modeling Actual photo

M0

M2

M4

M6

Table 3. Experimental mask design lines, 3D modeling, and actual photo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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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는데, 0~0.25cm의 구간에서 실험 마스크 간의 차

이가 확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M0은 0.25cm 

이하 구간에서 M2보다는 약 2배, M4보다는 약 4배, 

M6보다는 약 5배 정도 안면에 밀착된 마스크 형태임

을 알 수 있었다.

3. 실험 마스크의 주관적 착용감 평가 및 분석 

실험 마스크의 착용 시간에 따른 주관적 착용감 평

가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실험 마스크를 착용하

고 15분이 경과된 후에는 주관적 착용 평가 항목에 따

Patterns and dimensions of experimental masks

M0 M2 M4 M6

Dimensioning parts M0 M2 M4 M6

(a) Front center length (cm) 13.5 15.5 18.5 20.9

(b) The width of the mask (cm) 11.8 12.6 14.4 12.5

(c) Pronasale dart (cm)  0.4 0.5 2.3 2.9

(d) Menton dart (cm) 1.9 2.1 1.3 1.1

(e) Incision dart (cm) 3.9 10.1 13.7 18.6

(f) Area (cm2) 118.6 139.7 177.5 202.0

Table 4. Pattern dimensions of the experimental masks 

Fig. 5. 3D volume and two dimensional area of each experimental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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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0분이 경과된 후에는 

온열감과 답답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온열감에서 M2가 5.4점, M6이 2.6점으

로 나타났다(p<.01). 즉, M2를 착용하면 다른 실험 마

스크보다 호흡 부위를 덜 덥게 느끼며, M4는 매우 덥

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답답함에서도 M2가 

5.2점, M6이 2.2점으로 나타났다(p<.05). 이 역시, M2

를 착용했을 때 가장 답답하지 않게 느끼며, M6을 가

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문항에

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M6을 착용했을 때 가장 낮

M0 M2 M4 M6 Color scale

Front

view

Side

view

Bottom

view

Table 5. Mesh deviation between face and each experimental mask

Fig. 6. Programming for calculation of 3D points data distribution between face and mask within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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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로 평가되어 착용감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았

다. 이는 마스크의 내부 부피가 어느 정도 커지는 것

은 착용감을 개선할 수 있으나, 내부 부피가 너무 커

지면 오히려 착용감을 매우 나쁘게 할 수도 있음을 시

사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쾌적한 의복 착용성을 부

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기투과도가 필요하다고 언

급되고 있는데(Yang et al., 2011), Roh et al.(2010)의 연

구에서는 공기투과도가 증가하면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Chang and Choi(2006)의 연구에서

는 실험복 겉감 소재의 공기투과도가 기존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우수한 소재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또한 Kwon and Kim(2019)의 연구에서는 공기투과도

가 64.4mm/s인 소재보다 1002.6mm/s인 소재가 좋다

고 언급하였다. 즉,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

기투과도가 높은 소재는 착용 쾌적성을 좋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실험 마스크 제작

으로 사용한 부직포의 공기투과도는 752.0mm/s로, 공

기투과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호흡과 

밀접하게 연관되면 착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통기 효

과는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마

스크 제작 시, 높은 공기투과도의 기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부 부피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해석이 된다.

4. 실험 마스크의 온도 변화 분석

실험 마스크와 안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고 분석

Item
M0 M2 M4 M6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5 minutes 

after 

wearing

Thermal sensation 5.0 (1.2) 4.4 (1.8) 4.4 (0.8) 3.2 (1.4) 1.462

Stuffy sensation 3.0 (1.7) 4.4 (1.8) 4.4 (0.7) 3.0 (1.4) 1.152

Wet sensation 4.8 (1.0) 4.6 (1.6) 4.6 (1.5) 2.8 (1.6) 1.956

Comfort sensation 4.8 (1.6) 4.8 (1.7) 5.0 (1.2) 2.6 (1.3) 2.812

30 minutes 

after 

wearing

Thermal sensation 4.6 (1.3) C 5.4 (1.1) D 4.2 (0.8) B 2.6 (1.1) A 5.438**

Stuffy sensation 3.4 (1.6) B 5.2 (1.3) C 3.4 (0.8) B 2.2 (1.3) A 4.371*

Wet sensation 4.2 (1.3) 4.4 (1.6) 3.6 (1.8) 2.6 (1.5) 1.294

Comfort sensation 4.2 (1.6) 4.6 (1.6) 3.4 (1.1) 2.2 (1.1) 2.800

*p<.05, **p<.01

Duncan test results: A<B<C<D

Table 6. Subjective wear evaluation results of experimental masks N=7

Fig. 7. Smooth histogram of mesh deviation between face and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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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

른 실험 마스크 간의 표면온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마찬가지로 실험 마스크 간의 시간 경과에 따

른 안면의 표면온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실험 마스크 각각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M2는 노

출되어 있는 안면의 표면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M2는 착용한지 15분이 되었을 때 

안면의 표면온도가 35.0oC였는데, 착용한지 30분이 

지나면서 안면의 표면온도가 35.6oC로 상승하여 시

간 경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M2의 마스크

의 표면온도에서 유의차는 없었지만 이를 착용한지 

15분이 지났을 때 30.5oC였던 마스크 표면온도가 착

용한지 30분이 지나면서 31.4oC로 상승하여, 시간 경

과에 따른 온도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

급한 주관적 평과에서 M2를 착용했을 때는 덥지 않

으면서도 답답하지 않다고 피험자는 응답하였는데, 

마스크의 온도 변화에서도 M2만 시간 경과에 따라 

마스크 및 안면 표면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내부 공

간에 분포하던 열이 표면으로 발산되어 주관적 착용

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험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촬영된 표면온도 이미

지 중, 피험자 1인의 데이터를 시간의 경과대로 나누

어 제시하면 <Table 8>과 같았다. M2의 경우에 시간

이 지나면서 마스크 표면과 안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M4와 M6은 내부 부피

Item
15 minutes after wearing 30 minutes after wearing

t
Mean (S.D.) Mean (S.D.)

Mask surface 

temperature

M0 30.9 (1.1) 30.6 (1.1) ‒0.408

M2 30.5 (1.0) 31.4 (1.6) ‒1.250

M4 31.1 (1.0) 30.8 (0.9) ‒0.515

M6 30.0 (1.2) 30.4 (1.7) 0‒.496

F 1.335 .749

Skin surface 

temperature

M0 35.1 (0.6) 34.8 (1.1) ‒0.736

M2 35.0 (0.4) 35.6 (0.3) ‒2.645*

M4 35.3 (0.6) 34.9 (0.6) ‒1.222

M6 35.3 (0.5) 35.7 (0.7) ‒1.276

F .336 2.782

*p<.05

Table 7. Surface temperature of each experimental mask and face N=7

Item M0 M2 M4 M6 Color scale

15 minutes 

after

wearing

30 minutes 

after

wearing

Table 8. Thermogram image of each experimental mask and face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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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지면서 반복되는 호흡으로 인해 마스크의 형태

를 유지하지 않고 찌그러지는 것이 여러 피험자를 통

해 관찰이 되었다. 즉, M2는 안면에 닿지 않으면서도 

호흡 시에도 마스크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Fig. 8>에 실험 마스크 4종의 3차원 

표면 면적과 부피, 그리고 주관적 착용감 평가에서 

착용 30분 후 유의차가 나타났던 온열감과 답답함 수

치, 실험 마스크 착용 30분 후 마스크와 안면의 표면

온도 측정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실험 마스크

의 면적과 부피가 크고, 마스크의 표면온도가 낮으

면 착용 시 덥고 답답함을 주는 마스크임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실험 마스크의 면적과 부피는 역치가 

있어 적절한 내부 공간을 착용자에게 제공하여 실험 

마스크 착용 시에 표면온도가 높아지면 주관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덥지 않게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소 정화기가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날숨 시 방출

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여 밀폐된 마스크 공간 

안에서 착용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단

순히 내부 공간이 크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산소 정화기가 없는 마스크의 내부 부피

를 다양하게 설계한 후, 이에 따른 착용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실험 마스크는 3차원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여 4종을 설계한 뒤, 마스크의 면적과 부피, 

안면과의 밀착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부직포로 제작

하여 주관적 착용감 평가와 안면에 착용된 상태에서

의 안면과 마스크 표면온도를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3차원 모델링으로 설계된 실험 마스크 4종은 

2차원 패턴으로 평면화하면, 내부 부피가 커질수록 

패턴 앞중심 길이가 길어지고, 마스크의 입체 형상 

구현을 위한 코 다트양과 볼 부위의 가로 절개 다트양

은 점차 커졌으나, 턱 다트양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마스크에서 호흡구에 해당하는 

내부 공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입체화 시키고자 하

는 부위별 다트의 길이와 양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둘째, 설계된 실험 마스크는 마스크의 내부 부피가 

크게 설계될수록 안면과 밀착되는 부위가 적어졌다. 

마스크의 중심선이 안면에 밀착되어 내부 부피가 적

은 마스크(M0)는 안면에서 돌출되는 부위인 코와 볼, 

입술, 턱 부위에 매우 밀착된 형상을 보였다. 반면, 내

부 부피를 늘린 마스크는 모두 마스크의 중심이 코끝

점으로부터 떨어져서 내부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마

스크의 외곽 부위에서만 밀착이 되었고, 부피가 너무 

커지면 반복되는 호흡으로 형태 유지가 어려운 단점

이 발생하였다.

셋째, 실험 마스크 4종에 대한 주관적 착용감 평가

에서는 실험 마스크를 착용한 시간이 30분 경과하였

을 때, 실험 마스크 M2를 덜 덥게 느끼고 동시에 답답

하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쾌적하면서 동시에 마스크의 외곽부위는 밀착되면

서도 코와 볼, 입술, 턱 부위는 마스크와 밀착되지 않

아, 입 운동 시 편안함을 제공하여, 호흡이 편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넷째, 내부 부피 변화에 따른 실험 마스크 착용 시 

표면온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M2는 

착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스크와 안면의 표면온

도가 상승하여 마스크 안쪽으로 분포하는 열이 표면

으로 발산됨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30분 이상 착용 시에는 코끝점으로부터 

2.0cm 정도 떨어져 내부 부피를 준 마스크를 착용했

을 때, 안면에 밀착된 마스크보다 착용 쾌적성이 더 

우수하였다. 그러나 2.0cm 이상으로 떨어져 내부 부

피가 너무 크게 설계가 된 마스크는 오히려 숨 쉬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하며, 반복 호흡으로 인해 마스크 

형태를 변형시키고,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열이 마스

Fig. 8. Standardization of various data using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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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내부에서 계속 잔재하여 착용 쾌적성 측면에서 효

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적절한 내부 공간을 갖는 마

스크 형태는 마스크의 외곽 부위만 밀착되면서도 호

흡 부위에 해당하는 안면에는 닿지 않아, 호흡을 방

해하지 않으면서도 마스크의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과도한 내부 부피는 마스

크의 보호성 측면뿐만 아니라 외관도 좋지 않기 때문

에 숨쉬기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내부 부

피를 설계해야만 마스크의 기능성과 착용 만족도, 그

리고 마스크의 역할을 해치지 않도록 형태를 유지하

는 내구성까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마스크 제작 시에는 높은 공기투과도의 역

할이 효율적이기 위해 적절한 내부 부피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마스

크 개발 시 안면의 밀착성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어왔

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밀착성과 더불어 편

하고 쾌적하도록 숨쉬기가 가능하며, 안면의 움직임

까지도 편리한 형태를 고안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임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만,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므로 부

직포를 구성하는 두께, 기공도 등에 따라 부직포의 

열전달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

직포 종류에 따른 마스크의 착용감에 대해서도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실제로 마스크 착용자가 이를 착용하고 외부에서 활

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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