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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3년부터 환경부에 의해 미세먼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면서 

동시에, 2020년 3월 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유행을 공

표하였고, 2020년 11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

다. 현재 시판 보건용 KF (Korea Filter) 마스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집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률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시행 

중인 시험법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KF 인증의 경우 안면부 밀착도나 인체 호흡계 및 

심혈관계 부담에 대한 시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누설률 평가를 위한 피험자 모집 

시에도 피험자의 얼굴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과효율이 높을수록 

흡기저항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마스크 완제품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의한 차이가 여과효율에 의한 차이를 상쇄시킬 가능성도 있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국내 KF 마스크와 미국 N95 마스크의 착용 성능 안면부 흡

기저항, 밀착도, 누설률 그리고 호흡계 및 심혈관계 부담을 평가하여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안면부 흡기저항시험에서 총 8종의 마스크(Surgical mask, KFAD (비말차단), KF80, 

KF94. KF99, N95 등)를 대상으로 유량 (30, 60, 90 LPM), 건조/습윤, 마스크 사이즈 

(특대/대/중/소), 착용방법 등 8가지 요소에 따른 안면부 흡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안면부 

밀착도 시험은 서로 다른 얼굴형을 가진 총 6인의 남성(NIOSH의 얼굴패널에 따르면 1 

번 유형 1명, 7번 유형 2명, 9번 유형 2명, 10번 유형 1명)이 총 다섯 종의 마스크

(Surgical, KF80, KF94. KF99, N95)를 착용하고 여덟 가지 동작을 하는 동안 밀착도

(Fit factor)를 측정하였다. 누설률 시험은 밀착도 시험에 참여한 6인 중 3인이 총 여섯 

종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섯 가지 동작을 하는 동안 챔버 내 입자농도와 마스크 내부

에서 측정된 입자 농도 간의 비(%)로 계산하여 측정되었다. 호흡계 및 심혈관계 부담 

평가에서 총 다섯 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나이: 25.8 ± 0.8세, 키: 171.8 ± 9.2 cm, 체중: 

79.8 ± 28.1 kg)가 기온 20oC, 습도 50%RH로 유지되는 인공기후실에서 다섯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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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조건(No mask, KF80, KF94, KF99, N95)에 대해,  10 분 휴식, 60분 운동 

(20분 저강도 → 20분 중등강도 → 20분 고강도 운동), 10분 회복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총 80분의 노출동안 호흡계 및 심혈관계 반응이 연속 측정되었다. 

그 결과, 여과효율이 높을수록 흡기저항도 증가하였으며 (r=0.430, p<0.001), 흡기 유

량이 많을수록, 마스크 수분 포화도가 높을수록, 마스크 사이즈가 작을수록 흡기저항이 

증가하였으나, 마스크 종류의 영향을 받아 서지컬 마스크나 KFAD, KF80 마스크 보다 

KF94나 KF99 마스크에서 위 요인들의 영향이 더 확실하게 구별되었다. 총 8가지 요인 

중 안면부 흡기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일 요인은 여과효율 (r2=0.26)이었으며, 

세 가지 요인 (여과효율과 유량(LPM), 수분 포화도(%))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r2 = 0.38

로, 요인 4개나 요인 5개를 고려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설명력이 발견되었다. 밀착도 시

험결과에서 여과효율보다 디자인의 영향이 더 유의하여 접이형보다 컵 형 (KF99) 착용 

시 밀착도가 가장 컸고, 가로접이형(3-Panel)이나 서지컬 마스크의 밀착도는 평균 10 이

하로 매우 낮았다. 네 가지 얼굴형 (NIOSH 얼굴 패널 1, 7, 9, 10번 타입)에 따라 뚜렷

한 밀착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누설률 시험 결과, 총 6종의 마스크 중 KFAD를 착용

한 경우 누설률은 평균 36%로 가장 높고, 여과효율이 높을수록 누설률은 낮아, KF99의 

경우 누설률은 평균 3%, N95 마스크의 누설률은 평균 1%로 매우 낮은 값이 발견되었

다. 얼굴형(1번, 9번, 10번)에 따른 누설률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호흡계 및 심혈관계 

부담 평가는 직장온, 귀내온, 심박수, 전신 주관적 반응에서 마스크 조건 간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호흡 환기량과 혈압의 경우, 고강도 운동 시, 컵 형(KF99)이거

나 혹은 사적인 큰 KF99/N95 조건에 비해 가로접이형 이면서 사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KF80과 KF94 착용 시에 유의하게 높은 값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 결과, 첫째, 

보건용 마스크의 안면부 흡기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은 마스크 소재의 여과효율이었으나 이러한 단일 요인의 설명력은 26%로 매우 적었으

며, 흡기유량과 수분 포화도까지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설명력은 38%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이나 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과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흡기저항을 충분

히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마스크의 밀착도는 얼굴형의 영향을 반영하는 반면, 

누설률 시험 결과는 얼굴형보다는 마스크 필터의 여과효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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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새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밀착도 시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저강도나 중등강도의 활동보다는 고강도의 활동 시 접이형 마스크 착용은 호흡 및 심혈

관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강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마스크 

연속 착용을 의무화해서는 안 되며 착용자 스스로 사적이 큰 마스크 착용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험자 수로 인해, 예

비 실험 격으로 간주되나 국내 마스크 시험인증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다 숨쉬기 용

이한 마스크를 개발하는데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 바이러스,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밀착도, 누설률, 

호흡계 부담.

학  번 : 2018-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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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황사와 더불어 겨울철 중국의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해,   2013

년 12월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미세

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동수칙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또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보고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인 COVID-19 (코로

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되었다. 이러한‘보

건용 마스크’는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새롭게 정의된 용어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기준으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을 이 세 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9). 그러나 시험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나 질병 예방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화두 되고 있으며, 고온다습한 여

름철이나 장시간 마스크 착용 시 착용자의 두통 및 호흡 곤란 등이 보고되고 있

는 실정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 인체 생리 및 주관적 반응의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보다 타당한 결과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이전보다 많이 진

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용 마스크에 비해 부족하며,  2020년 12월 ‘마스크 

의무화’인 시점에 한국인의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국내외 시판 중인 다양한 종류의 보건용 마스크의 여과효율 및 디자인 요소가 

인체 및 생리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

기준 및 성능을 개발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

스크의 여과효율 및 디자인에 따른 안면부 흡기저항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

째, 얼굴형과 마스크의 디자인에 따른 밀착도(Fit factor)와 누설률은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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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셋째, 마스크의 여과효율 및 운동 강도에 따라 호흡계 및 심혈관계 부담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

제 2 장 연구 내용

제 1 절 안면부 흡기저항

1. 서 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미국 질

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마스크

는 일반 대중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COVID-19 환자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Goh et al. 2020). 그

러나 2020년 12월 현재 국가 지침에서는 COVID-19로 부터 보호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스크 착용’ 을 권고하고 있다. 부직포나 천 마

스크는 COVID-19가 호흡기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염도 예방할 수 있으며,  Yan et al(2019)은 마스크를 착용한 

50%의 사람들이 전염 위험을 80%정도 낮출 수 있으며, 감염률을 50%까

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다.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서 활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거나 ‘마스크 착용 의

무화’가 되었다(Rensburg et al. 2020). 그러나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흡입한 산소의 양이 감소하고 뇌의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폐질환

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에 대한 사건 사고 또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Rensburg et al. 2020). 

지난 1년간 마스크와 COVID-19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

한 간행물의 대부분은 마스크의 성능, 마스크 착용 지침 또는 마스크의 

오염/재사용에 관한 것이다. 안면부 마스크의 성능은 주로 소재의 여과 

특성과 마스크의 누설률 성능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다. 섬유 전하 밀도

와 유속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에어로졸 입자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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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마스크(예: 수술용 Surgical 마스크, N95, P100 등)의 여과 효

율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디자인의 안면 마스크의 흡기저항성

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며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의 편안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흡 저항이며, 

호흡 저항은 호기 및 흡기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흡기저항

은 호기저항보다 크다(Choi et al., 2020; Yao et al., 2019). 여과효율이 

크고 흡기저항이 작은 마스크가 이상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여과효율은 

마스크의 흡기저항과 반비례한다. 여과효율 수준이 높은 마스크는 마스

크 내부에 CO2가 축적되며(Rensburg et al, 2020),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을 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부적절한 교환을 의미하는 초저산

소 환경(Hypercapnic hypoxia)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감소된 가용성은 낮은 강도의 작업 환경에서도 심박수를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Roberge et al. 2010). 이런 점에서 적절한 마

스크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보호, 편안함, 그리고 호흡성 사이에

서 일종의 균형 잡힌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식약처)는 유럽 기준에 따라 'Korean Filter (KF)’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정

해 공기 중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부직포 마스크의 여과

효율 기준을 분류했다(MFDS, 2019). 이 KF 기준에 따르면 마스크는 

KF80, KF94 및 KF99로 분류되며, 80, 94, 99는 각각 80% 이상, 94%, 

99% 이상의 여과효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미세 침방울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등급의 'KFAD(Anti-Droplet)'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KF나 KFAD 마스크의 호흡 저항

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스크 성능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는 N95 마스크를 다른 유형의 마스크(예: 수술용 Surgical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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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비교함에 있는데, Scarano et al(2020)은 N95 마스크의 여과효율은 

수술용 마스크보다 우수하지만 N95 마스크를 착용한 피험자가 불편함을 

느껴 마스크를 더 자주 만지거나 벗으므로 N95 마스크보다는 수술용 마

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N95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 종사자의 

81%가 두통을 호소하였다(Ong et al., 2020). N95 마스크 착용 시 대뇌 

혈류역학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으며(Bharatendu et al., 2020), N95 마

스크를 착용했을 때 수술용 마스크보다 더 높은 호흡률 (각각 21 ± 5 

vs. 19 ± 5 breaths per min)을 보였다(Tian et al., 2020). 또한, Roberge et 

al (2010)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마스크 미착용에 비해 흡기 및 호기 

저항성이 3%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호흡 저항과 관련된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WHO에서는 운동 중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

며(WHO, 202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고강도의 신체 활동 중

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Considerations for Wearing Cloth Face Coverings, 2020). 현행 식약처 보

건용 마스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스크의 흡기저항은 유속 30 LPM에

서만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더 높은 유량 조건이나 습윤 된 마스크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호흡 저항성의 측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어떤 종류의 마스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및 연구 또

한 거의 없다. 2020년 12월 COVID-19 범유행인, 현 시점에 마스크를 착

용하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착용 시 느끼는 불편함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단, 하루 6~8시간 고강도로 작업하거나 

호흡기 질환, 만성 두통, 임신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마

스크 착용 시 흡기저항 (Inhalation Resistance, IR)을 결정하기 위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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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매개 변수를 조사하는 것에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시판되는 마스크들 중 여과효율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총 8

종류의 보건용 마스크를 선정하였다(Table 1.1). 이에 마스크 크기에 따라 

흡기저항을 비교하기 위해 한 회사에서 제작된 동일한 디자인이면서 다

른 크기의 KF94 마스크(3-Panel, Ear loop) 4개(Extra small, small, medium, 

large)를 선택하였다. 안면부 흡기저항 측정장치(ARE-1651, ART Plus, 

Korea)을 이용하여 유량, 수분 포화도, 마스크 가장자리 둘레 테이핑, 마

스크 사이즈, 머리 뒤 고리(Hook) 착용 유무의 요인을 달리하였다. 유량

은 30, 60, 90 LPM으로 설정하였다. 한 번 측정 시 60초 동안 진행되었

으며, 세 번 반복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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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acteristics of disposable face masks of the present study

*KF94 and **KF94 represent KF94 masks from different companies.

†melt-blown polypropylene; ‡ spun bond polypropylene ; §melt-blown polyolefin

실험에 사용된 마스크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여과효율 수준)-(디자인)-(사적크기 Level)

사적크기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D1: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2개의 마스크의 총합 사적(1,340,266 mm3)의 

상위 약 37%를 차지하는 마스크

D2: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2개의 마스크의 총합 사적(1,340,266 mm3)의 

상위 약 38 ~ 70%를 차지하는 마스크  

D3: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2개의 마스크의 총합 사적(1,340,266 mm3)의 

상위 약 71 ~ 100%를 차지하는 마스크  

Type Design Size
Band 
type

Protection 
level (%)

Filter
material

Inner/outer 
material

Dry 
mass
(g)

Dead 
space 
(mm3)

Surface 
area 

(cm2)

Surgical Pleats L
Ear 
loop

≥65
MB PP

†
SB PP‡ 3.2 

110,
628

300

KFAD
Horizontal
3 panels

L
Ear 
loop

MB PP SB PP 3.2 
85,
034

232

KF80
Horizontal
3 panels

L
Ear 
loop

≥80 MB PP SB PP 4.2 
106,
627

219

KF94*

Horizontal
3 panels

L
Ear 
loop

≥94 MB PP SB PP 4.4 
106,
627

219

Vert ical- 
fold flat 
2 panels

L
Ear 
loop

≥94 MB PP SB PP 4.3 
86,
066

234

Horizontal
4 panels L Ear 

loop ≥94 MB PP SB PP 6.6 144,
309 303

N95 Horizontal
3 panels L Head 

bands ≥95 MB PP SB PP 8.9 145,
924 276

KF99

C u p 
type/,
F a c i a l 
seal

L Ear 
loop ≥99 MB 

PE§ SB PP 20.6 202,
869 166

KF94** Horizontal 
3 panels

XS Ear 
loop

≥94 MB PP SB PP 73,
535

159

S Ear 
loop ≥94 MB PP SB PP 90,

722 179

M Ear 
loop

≥94 MB PP SB PP 84,
560

204

L Ear 
loop ≥94 MB PP SB PP 103,

365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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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스크 수분 포화도

수분 포화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Level 1: 마스크 내부로부터 10cm 거리에 약 600g의 물을 뿌린 후 5분 

동안 상온에 건조. 

Level 2: 마스크는 500ml의 물(온도 20 ± 1oC)에 2분 동안 담근 후 5분 

동안 상온에 건조. 

Level 3: 마스크는 500ml의 물(온도 20 ± 1oC)에 60분 동안 담근 후 5분 

동안 상온에 건조.

2.2 마스크 내 Dead space (사적) 측정

안면부 흡기저항 기기 마네킹에 8종류의 마스크를 씌운 후, 마네킹 안

면과 마스크의 사이의 내부 공간을 의미하는 Dead space(사적)을 3D 스

캐너(Handy BLACK Elite, Creaform, Canad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1.1). 

Figure 1.1 3D-images of the eight types of face masks in the present study.

Surgical-Pleats-D2 AD-3Panel-D3 80-3Panel-D2 94-3Panel-D2

94-2Panel-D3 94-4Panel-D1 95-3Panel-D1 99-Cup-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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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스크 표면적 측정

8종류의 마스크를 평면 패턴으로 해부한 후, 구적계(X-plan 460 d III, 

Ushikata, Japan)를 이용하여 마스크의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2.4 마스크와 마네킹 얼굴 계면 간 압력 측정

안면부 흡기저항 기기의 마네킹에 마스크를 씌운 후 계면 부위인 광대

뼈 및 볼 사이의 공기압 센서가 장착된 의복압 측정기(AMI-3037, 

Satorius, Japan)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고리 착용 시에도 함께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한 번 측정 시 60초 동안 진행하여 압력을 계산하였다. 

2.5 데이터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6.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또는 Spearman’s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

명 변수와 반응 변수(흡기저항, IR)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다

중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설명 변수 간의 교호작용 효과와 다중 공선성

을 검사하였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는 결정 계수(r2), 추정치의 표준오차

(SEE) 및 평균 제곱 오차(MSE)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유의확률은 p<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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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여과효율과 흡기저항

흡기저항(Inhalation Resistance, IR)은 여과효율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몇 가지 예외가 발견되었다(Fig. 1.2). 흡기저항과 필터의 여과

효율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였으며(r=0.192, p<0.001), 선형(r2=0.192, 

p<0.01)에 비해 지수함수(r2 =0.262, p<0.01)가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하였

다.

Figure 1.2. Inhalation resistance of various types of non-woven face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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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량과 마스크 수분 포화도

90 LPM의 흡기저항은 30 LPM 및 60 LPM의 흡기저항보다 높았으며, 

94-2Panel-D3, 94-3Panel-D2와 99-Cup-D1의 차이가 Surgical-Pleats-D2, 

AD-3Panel-D3, 80-3Panel-D2 마스크보다 더 두드러졌다(Fig. 1.3A). 

94-2Panel-D3, 94-3Panel-D2 마스크는 유량에 따라 비슷한 흡기저항 수준

을 보였지만, 94-4Panel-D1 마스크는 유량에 따른 흡기저항 차이가 거의 

없었다. 마스크 수분 포화도의 Level 1, 2, 3에 대해 마스크의 건조 대비 

총 질량 증가율은 각각 평균 12 ± 5%, 161 ± 70%, 222 ± 109% 이였으

며, 세 가지 수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2, p<0.001). 흡기저

항은 Level 1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반면, Level 2 또는 Level 3은 흡

기저항을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95-3Panel-D1와 99-Cup-D1 마스크는 

Level 3에 의한 흡기저항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Fig.1.3B).

(A)                                     (B)

Figure 1.3. Inhalation resistance of various types of non-woven face masks 

at three flow rates (A) and three moisture saturation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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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Increased mass (%) from the dry mass of eight types of face masks 

at the three moisture saturations

Type
Dry –
mass
(g)

Level 
1

- mass
(g)

Level 
2 – 

mass   
(g)

Level 
3 –
mass   
(g)

Increased 
mass   

rate at 
Level 1 

(%)

Increased 
mass   

rate at 
Level 2 

(%)

Increased 
mass   

rate at 
Level 3 

(%)

Surgical-

Pleats-D2

3.2 3.7 9.6 12.5 15.8 200.0 289.5 

AD-

3Panel-D3

3.2 3.8 9.9 16.7 19.4 209.9 422.7 

80-

3Panel-D2

4.2 4.9 10.1 10.7 15.9 141.8 154.9 

94-

3Panel-D2

4.4 4.8 13.2 11.8 9.8 200.8 168.0 

94-

2Panel-D3

4.3 4.8 15.0 17.2 13.8 252.0 304.2 

94-

4Panel-D1

6.6 7.3 14.9 18.9 9.6 125.5 184.7 

95-

3Panel-D1

8.9 9.6 11.3 16.0 7.5 26.5 79.3 

99-Cup-D1 20.6 21.2 47.2 56.2 3.1 129.2 173.2 

Mean 6.9 7.5 16.4 20.0 11.9 160.7 222.1 

SD 5.8 5.9 12.6 14.9 5.3 70.2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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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스크 크기와 흡기저항

3-Panel 디자인의 KF94 마스크를 동일한 회사에서 제작한 4가지 사이즈

로 흡기저항을 측정한 결과, 초소형 사이즈의 마스크는 소형 사이즈 마

스크 다음으로 높았으며, 중형 사이즈 마스크와 대형 사이즈 마스크 사

이에서 유사한 흡기저항 값이 관찰되었다 (Fig. 1.4).

Figure 1.4. Inhalation resistances of the 4 face mask (KF94) sizes of identical design an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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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착용방법, 마스크 압력과 흡기저항

마스크 착용 시 머리 뒤 고리(Hook) 착용 시, 흡기저항은 AD-3Panel-D3 

와 99-Cup-D1 마스크를 제외하고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증

가하였다(95-3Panel-D1 마스크는 자체 헤드 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리 적용할 수 없음) (Fig. 1.5A). 특히, 99-Cup-D1 마스크는 내부에 페이

스 씰(Seal)로 인해 고리 착용 시 흡기저항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마

스크 가장자리에 테이프 부착 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흡기저항이 

증가하였다(Fig. 1.5B). 마스크와 마네킹 얼굴 간 압력의 경우, 컵 디자인

의 99-Cup-D1 마스크를 제외하면 압력이 증가할수록 흡기저항 값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6).

(A)                              (B)

Figure 1.5. Inhalation resistances of various types of non-woven face masks according to 

wearing with/without a hook (A) and taping boundary (B) at the 30 LPM of flow rate in a 

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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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lationship between inhalation resistances of various types of non-woven face 

masks and 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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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스크 내 Dead space(사적)과 흡기저항

8종류의 마스크에서 99-Cup-D1 마스크가 가장 큰 사적 부피(Dead space)

를 차지했으며, AD-3Panel-D3 와 94-2Panel-D3 마스크보다 2.4배 더 큰 부

피를 가지고 있었다(Table. 1.1). 7 종류 KF94 마스크의 Dead space 측정

한 결과, Dead space가 클수록 흡기저항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

졌다 (R = -0.702, P = 0.079; Fig. 1.7).

Figure 1.7 Relationship between inhalation resistances and dead space of various types and 

sizes of non-woven face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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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귀분석

흡기저항은 여과효율, 유량, 수분 포화도, Dead space(사적), 얼굴 압력의 

5가지 요인의 설명력은 43% 이었다. 그러나 수정된 R2 (Corrected R2)에 

기초한 설명능력은 Dead space(사적)과 압력을 제외한 여과효율, 유량, 수

분 포화도 이 세 요인의 모형이 5개의 요인의 모형보다 약간 더 높았다

(Table 1.3). 또한, 이 중 흡기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여과

효율로 설명력은 24% 이었다.

Table 1.3.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of inhalation resistance

Model B Beta p VIF R2 Corrected 
R2

5

Constant -51.30 0.007

0.43 0.36

Filtration (Level) 9.49 0.46 0.031 3.08

Flow rate (LPM) 0.60 0.44 0.001 1.22

Moisture   saturation 

(%)
0.07 0.25 0.067 1.27

Dead space (mm3) 0.00 0.13 0.476 2.56

Face   pressure 

(mmHg)
-6.52 -0.01 0.923 1.53

4

Constant -52.02 0.003

0.43 0.37

Filtration (Level) 9.25 0.45 0.010 2.04

Flow rate (LPM) 0.60 0.44 0.001 1.22

Moisture   saturation 

(%)
0.08 0.25 0.061 1.26

Dead space (mm3) 0.00 0.14 0.393 2.04

3

Constant -44.31 0.002 1.03

0.42 0.38
Filtration  (Level) 11.32 0.55 0.000 1.22

Flow rate (LPM) 0.59 0.44 0.001 1.25

Moisture   saturation 
(%)

0.07 0.24 0.069

2

Constant -30.55 0.014

0.37 0.34Filtration (Level) 10.50 0.51 0.000 1.00

Flow rate (LPM) 0.46 0.34 0.006 1.00

1
Constant -9.98 0.338

0.26 0.24
Filtration (Level) 10.50 0.51 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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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여과효율이 마스크의 흡기저항(IR)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이였지만, 이 단일 요인의 설명력은 기대만큼 크

지 않다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요인 중 흡기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

한 조합은 여과효율, 유량, 수분 포화도로 이 세 가지 요인이였다. 이를 

다중 회귀 모형에 대해 각 요인들을 세분화하면 설명력이 향상될 수 있

으며, 마스크의 흡기저항을 결정하기 위한 개별 요인의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4.1 여과효율

일반적으로 마스크의 여과 효율은 필터의 저항성과 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 Quality Factor(QF)는 여과효율(%) 및 차압(Pressure drop, Pa)를 사용

하여 계산되며, 이는 QF 값이 클수록 효율이 높거나 저항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필터 재료로 생성되더라도 QF가 마스크

마다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흡기저항의 다양한 요인들 중

에서 여과효율이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알게 되었으나, 기대만큼 설명력

이 크지는 않았다. 이 단일 요소의 낮은 설명력은 흡기저항이 유량, 수분 

포화도, Dead space(사적), 착용방법과 같은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Choi et al (2020)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요인이 발견되었는데, KF80와 KF94 마스크를 포함한 6종의 마스크를 비

교한 결과 같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KF80 마스크가 KF94 마스크보

다 흡기저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KF80 마스크의 더 큰 호

흡 저항은 마스크 필터 층의 조밀도(Compactness) 때문이라 할 수 있다. 

KF80 마스크는 KF94 마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필터 층으로 인

해 필터의 변형으로 생기는 내부 공기층으로 추가적인 흐름 저항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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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마스크의 Quality Factor 및 보호계수 (Protection factor)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과효율을 비롯한 다양한 디자인 및 착용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4.2 유량과 호흡환기량

여과효율 시험은 42 CFR Part 84 (CDC NIOSH, 2019) 또는 95 LPM 

(MFDS, 2019)에 따라 유량을 85 LPM으로 설정하였고,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유량은 30 LPM (MFDS, 2019)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0, 

60 및 90 LPM의 흡기저항을 측정 한 결과, 유량이 증가하면서 흡기저항

이 증가하였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2-Panel, 3-Panel, 

4-Panel의 세 종류의 다른 디자인의 KF94 마스크(94-2Panel-D3, 

94-3Panel-D2, 94-4Panel-D1)를 비교한 결과, 94-2Panel-D3 마스크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기저항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94-3Panel-D2 과 

94-4Panel-D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하거나 고강도의 활동 시 Dead space가 더 작은 2-Panel의 마스크보다 

Dead space가 더 큰 3-Panel 혹은 4-Panel의 마스크가 더 적합함을 시사한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F80, KF94, KF99 마스크의 흡기저항 기준을 각각 < 60 Pa, < 70 Pa, < 

100 Pa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유량 조건 90 LPM에서 

94-2Panel-D3, 94-3Panel-D2 마스크를 제외한 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였다. 

94-4Panel-D1마스크와 99-Cup-D1는 94-2Panel-D3, 94-3Panel-D2 마스크에 비

해 Dead space가 커서 흡기저항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실험 조건을 동적 조건(예: 90 LPM)과 정적 조건(예: 30 LP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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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것이 마스크의 성능을 탐색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N95 또는 수술용 Surgical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 시 

두통을 겪거나 어지러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Ong et al., 2020). 국가 

규정에 따르면 폐쇄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Goh et al (2020)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 산소가 부족해지며 , 코 위의 금속 스트립이 코 뼈를 압

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단단히 묶은 스트랩으로 인해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한 번에 4시간 이상 착용할 경우 두통을 유발할 수 있

다고 한다. 정적인 상태(휴식 상태)에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1회 호흡량

(Tidal volume)은 약 500ml, 최대흡기량 (Inspiratory capacity)은 약 3.6 L, 

폐포 환기량(Alveolar ventilation)은 약 6 LPM이다 (Choi et al. , 1995). 운

동 시 호흡량과 환기량은 각각 최대 3 LPM 및 최대 150 LPM까지 증가

한다(Nicolo et al. 2018). 즉, 여과효율 시험에 사용되는 유량 (85~90 

LPM)은 작업량이 많은 건강한 사람의 평균 호흡속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3 수분 포화도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마스크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부직

포(Polypropylene, PP)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호흡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마스크 착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의 미세 공간(Micro ring),  2-3

개의 레이어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착용 시간에 따른 마스크 

총 질량의 증가는 설명될 수 있다. Kwon et al (2020)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마스크 착용 시간은 하루 3~4시간인 반면,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공식 규정 때문에 하루 8시

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한다. 24~25℃의 휴식 상태에서 호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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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호흡의 물 손실량은 시간당 약 6~8g이며, 이는 8시간 동안 50~60g

을 의미한다. 활동 강도가 증가하면 호흡의 물 손실량은 휴식 상태를 넘

어설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직포 마스크의 질량은 수분포화도 Level 3

에서 13g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스크를 약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착용

할 경우 증가한 마스크 질량이랑 비슷하다. Lin and Chen (2019)은 4.6 

km·h-1의 속도로 활동 할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할 때 마스크 바깥 쪽 

뺨의 피부 수분 수치가 77~588%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20년 6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마스크 내부에 땀이 축

적되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라고 권고했다. 흡기저항과 수분 포화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Level 2과 Level 3 사이에 다른 수분 조건을 지정하는 것

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수분 포화도 시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훈

은 호흡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가능한 한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4.4 Dead space (사적)

본 연구결과, 마스크 내 부피인 Dead space가 클수록 흡기저항이 낮아

졌다 (Fig. 1.7). 마스크의 디자인 측면에서 마스크의 Dead space을 크게

하기 위한 내부 프레임이 있는 마스크는 접히거나 주름진 마스크보다 

Dead space가 더 클 것이다. 특히,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몸무

게 1 kg 당 더 많은 공기를 호흡하고,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더 활동적이

고, 발육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린이들에게 Dead space가 더 큰 마스크가 권장되어야 한다(WHO,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에게 접이식 마스크가 아닌 컵 형 디자인의 마스

크를 권장한다. Yao et al.(2019)은 컵 형 디자인의 마스크가 접이식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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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보다 호흡 저항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FFP/N95 마스크 착용 

시 환기량, 호흡 빈도, 심폐 운동 능력 및 쾌적감 인식(습도, 열, 호흡 저

항성, 가려움, 조임, 염분기, 부적절한 피팅, 냄새 또는 피로)이 크게 악

화됨을 발견하였다(Finkenzer et al. 2020). 호흡 환기량 감소는 낮은 호흡 

주파수와 감소된 조석 부피에 기인했다(Finkenzer et al. 2020). 따라서 건

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 빈도가 높고 1회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높은 여

과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어린이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필터

링 수준이 높은 마스크의 또 다른 단점은 착용 시의 불편함으로 인해 마

스크를 자주 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은 수술용 surgical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보다 더 자주 만지고, 조절하

고,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즉, N95 마스크는 수술용 surgical 마스

크에 비해 불편함이 더 크기에 착용률은 더 낮다고 한다(Scarano et al. 

2020).

4.5 기타 요인

여과효율, 유량, 수분 포화도 및 Dead space(사적)과 같은 요인 외에도 

호흡 양식은 흡기저항에 한 추가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Tian et 

al. (2020)에 의하면 깊은 호흡은 마스크를 착용할 때 호흡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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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여과효율은 마스크의 흡기저항과 음의 관계를 가졌지만, 마스크의 디자

인 및 착용방법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여과효율의 단일 요소의 설명력은 

예상보다 낮았다(r2 =0.24). 그러나, 흡기저항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중 

여과효율과 유량이 흡기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마

스크의 디자인 및 착용방식 측면에서, 흡기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마스크의 더 큰 Dead space(사적) 공간과 마스크의 건조 상태가 가장 중

요하였다. 따라서, 흡기저항을 감소시키려면 마스크의 수분 포화도를 최

소화하면서 Dead space를 늘리는 것이 좋으며, 운동 혹은 신체적으로 산

소를 더 필요로 하는 고강도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호흡 

저항이 적고 여과효율 수준이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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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면부 밀착도 및 누설률 시험

1. 서 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외기의 유해 입자가 착용자의 폐로 유입

되는 경로는 다음 네 가지로, 첫째, 마스크 필터를 통한 침투, 둘째, 마스크의 배

기 밸브를 통한 침투, 셋째, 파손된 부분으로 침투, 넷째, 얼굴과 접촉된 부분으

로의 누설(Kolesar et al, 1982; Han, 1998 재인용)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KF80, KF94, KF99 인증을 위해 누설률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트래드밀 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피험자(총 10

인)가 다섯 가지의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위 네 가지 경로를 통한 누설

이 얼마나 되는 지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시험(Total Inward Leakage, TIL)으로, 

유럽의 EN 13274-1 (2001)에서 제시하는 Total inward leakage (TIL) 시험법에 

기초한 것이다. EN 149 (2001)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등급을 필터의 여과효율에 

따라 FFP1, FFP2, FFP3로 정의하는데, 각 등급별 마스크 필터의 여과효율은 

80%, 94%, 99%로 우리나라 KF80, KF94, KF99와 동일하다. EN 149 (2001)에

서 마스크의 각 등급별로 정한 누설률은 FFP1은 22% 이하, FFP2 는 8% 이하, 

FFP3는 2% 이하 (총 시험 50건 중 46건 이상에 대해 적용)로 우리나라 KF80, 

KF94, KF99 등급의 25% 이하, 11% 이하, 5% 이하 (총 10인 중 8명 이상에 대

해 적용) 보다 다소 엄격하다. Han (2004)와 Han et al.(2004), Jung (2014)은 

국내 시판 중인 방진 마스크 혹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안면부 누설률을 분석하

였으나, 이를 제외한 관련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한편,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는 

호흡기 보호구 착용 시 착용 계면을 통한 누설률을 평가하기 위해 안면부 밀착

도 시험 (Fit test)을 수행해 오고 있다 (OSHA, 2020). 이 시험은 마스크 필터를 

통한 누설량은 측정하지 않으며 주로 마스크와 얼굴과의 계면을 통한 누설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필터의 여과효율 수준보다 마스크의 디자인과 착용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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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더 큰 영향요인이라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4). OSHA의 안면부 밀

착도 시험은 정성적 시험 (QLFT) 및 정량적 시험(QNFT) 두 가지 모두 제시하

고 있는데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다음 여덟 가지의 운동을 연속 수행한다: 보통 

호흡, 깊은 호흡, 머리 양옆으로 움직이기, 머리 위아래로 움직이기, 말하기, 찡

그리기, 허리 굽히기, 보통 호흡. 정성 시험은 특정 향이 나는 화학물질들을 이

용하여 설문지로 평가하며, 정량 시험은 NaCl 에어로졸이 분산되어 있는 공간

에서 위 동작들을 수행하는 동안 마스크 내의 입자수와 마스크 밖의 입자수 비

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설률 (마스크 내부 입자수*100/마스크 외부 입자수)의 

역수에 기초하여 정의된 밀착계수(Fit factor, FF)를 기준으로 밀착계수가 100 

이상인 경우 ‘Pass’, 100 미만인 경우 ‘Fail’로 평가된다 (‘밀착계수 = 100‘ 은 

누설률 1%를 의미한다). 밀착계수가 클수록 마스크는 착용자의 안면에 적합하

게 밀착되어 누설률이 적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안면부 밀착도 시험이 유럽의 누설률 시험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이 

사항은 피험자 선정 기준이다. 누설률과 밀착도 시험 모두 성인 피험자 10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안면부 밀착도 시험은 NIOSH에서 구성한 

총 10종의 얼굴 사이즈 panel별 한 명씩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특정 얼굴형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고 미국인의 다양한 얼굴형을 반영하기 위

해, 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10개의 얼굴형을 갖는 피험자 총 10명을 

모집하여 밀착도를 시험하는 반면, 유럽 누설률 시험의 경우 대표적인 얼굴형 

패널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다음 4종의 얼굴 사이즈(Length of face, Width of 

face, Depth of face, and Width of mouth) 측정이 의무화되어 있다(EN 

13274-1, 2005). 현재 OSHA의 안면부 밀착도 시험은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는 모든 작업자들이 연간 1회 

이상 밀착도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NIOSH, 1987, 한돈희 재

인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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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면부 밀착도 시험은 아직 의무화 되어 있

지 않으나, 밀착계수 평가 및 밀착도 시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반면형 방진마스크의 밀착계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Kim & Han, 1995),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계수와 안면구조

의 관계 (Han, 1998), 1/4형 마스크에 대한 Banana oil 밀착도 검사의 신뢰성 

(Han & Jung, 1999), 일부 반면형 호흡기 보호구 착용 시 안면크기 및 성별에 

따른 밀착도 변화 (Byeon et al.,, 2000), 한국인의 얼굴체형에 알맞은 반면형 마

스크의 개발_얼굴치수와 밀착정도의 관계 (Han & Choi, 2002), 호흡기 보호구

에서 마스크커버가 밀착계수에 미치는 영향 (Han, 2013), 보건의료종사자의 안

면부 여과식 마스크의 사용과 밀착도 검사의 중요성 (Han, 2015) 안면부 여과

식 방진 마스크의 형태 및 착용방법 교육이 밀착계수에 미치는 영향 비교 (Eoh 

et al., 2016),  일개 국내산 의료용 N95 마스크의 밀착도 분석 (Seo et al., 

2020), 안경착용자 방진 마스크 착용 시 밀착 계수와 착용시력에 미치는 영향 

(Eoh & Shin, 2020) 등과 같은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밀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착용자의 얼굴형이 

중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면부 밀착도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

가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누설률 시험과 구별되는 장점은 

무엇인가. 둘째, 미국 NIOSH에서 정한 10종의 얼굴 패널과 같이 한국인의 얼굴 

패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재 한국인을 대상으로 밀착도와 누설률 시험 결

과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한국인 얼굴 패널도 국내 공

인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 없다. 게다가, COVID-19의 범유행으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의 보건용 마스크들이 출시되고 있어 밀착도 혹은 누설률에

서 마스크 디자인과 얼굴형과의 상호 작용이 보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보건용 마스크의 디자인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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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형, 접이형 (2-Panel 세로접이형, 3-Panel 혹은 4-Panel 가로접이형), 컵 형, 주

머니형 등이 있으며, 착용 고정 방식은 귀끈형 (ear loop) 혹은 머리끈 (head 

band)형이 있고, 판매 사이즈는 마스크의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특대형 (171 

mm 이상), 대형 (150-170 mm), 중형 (136-149 mm), 소형 (135 mm 이하)으로 

구분된다 (MFDS, 2019). 이처럼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건용 마스크들이 시판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약처 인증인 KF 80, KF94, KF99 보건용 마

스크들과 함께, 일반 서지컬 (덴탈) 마스크, 미국 NIOSH 인증의 Surgical N95 

마스크를 안면부 밀착도 및 누설률 평가 시료로 선정하였다. 2020년 코로나 바

이러스 대응 의료진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Surgical N95 마스크는 기존 N95 

마스크의 성능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의료 환경에서 의료인 및 환자의 바이러스

나 박테리아, 체액 차단 성능이 추가된 NIOSH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에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마스크 등급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시판되고 있는 서지컬 마스크, KF 

마스크. Surgical N95 마스크 착용 시 안면부 밀착도 및 누설률을 평가하여 마

스크의 여과효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과 착용자의 얼굴형이 밀착도 및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밀착도와 누설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고, 알

려진 영향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기엔 각 영향 요인별 대규모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후속 연구 개발에 필요한 요인 발굴을 위한 예비 연구의 성격

으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필터의 여과효율 

수준과 안면부 밀착도 간 유의한 상관은 없을 것이다. 둘째, 마스크 필터의 여과

효율 수준과 누설률은 유의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셋째, 마스크의 안면부 밀착

도가 높을수록 누설률은 낮을 것이다. 넷째, 착용자의 얼굴형에 따라 안면부 밀

착도 혹은 누설률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 검증을 통해, 

국내 보건용 마스크 성능평가에 적절한 안면부 밀착도 시험법을 제안하고 한국



- 28 -

인 얼굴패널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및 마스크 조건

  2.1.1 피험자 특성

안면부 밀착도 실험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특이한 안면부 이상이 없고, 얼굴 

수염을 기르지 않는 건강한 남성 6명이 참여하였다 (나이: 26.5 ± 3.4 세, 

키:178.7 ± 7.1 cm, 몸무게: 83.2 ± 21.5 kg, 체표면적: 2.04 ± 0.24 m2). 피험자

의 머리 둘레, 머리 너비, 얼굴 길이, 입술 너비는 Sliding caliper (Siber Hegner: 

No. 104),  Spreading caliper (Siber Hegner:106) 및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였으

며, 이에 따라 NIOSH Bivariate panel의 속하는 구간은 1번(1명), 7번(2명), 9번

(2명), 10번(1명) 패널이었다(Table 2.1). 누설률 시험에는 총 6인 중 3명 

(Subject B, C, D)이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여 세 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 및 흡연이 제한되었다. 피험자들은 실험 모집 단계에서 실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SNU No.2009/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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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Facial characteristics of six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Subject 

E

Subject 

F

Mean

±SD

Picture 

of face 

(Front, 

left, 

right)

Head cir- 

cumstanc

e (mm)

550 587 625 610 595 605
595.3 

±25.7

Face 

width 

(mm)

137 127 160 140 139 139
140.3 

±10.8

Face 

length 

(mm)

125 107 135 130 120 129
124.5 

±9.9

Lip 

length 

(mm)

60 47 55 56 60 59
56.2 

±4.9

NIOSH 

Bivariate 

panel

#7 #1 #10 #9 #7 #9

Fit test V V V V

V

(KF94 

only)

V

Total 

inward 

leakage 

test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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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험에 사용된 보건용 마스크의 특성  

  본 실험에는 총 6종의 보건용 마스크 (서지컬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KF 

AD], KF80, KF94, KF99, N95 마스크)가 사용되었다(Table 2.2). 평면형(Pleats 

design), 2-panel, 3-panel, 4-panel, 컵 형 디자인 마스크들이 선택되었으며, 착용 

시 고리(Hook)를 사용한 조건과 사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분하여 착용방법에 

따른 차이도 비교분석하였다. 누설률 실험에서는 마스크 6종의 대표 디자인 1종

에 대해서만 실험하여 총 여섯 조건이 비교되었으나, 안면부 밀착도 실험에서는 

디자인과 착용방법을 조합하여 총 19 조건의 밀착계수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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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Mask conditions of the present study

Surgical-

Pleats-D2

AD-

3Panel-D3

80-

3Panel-D2

94-

3Panel-D2

99-Cup-D1

95-

3Panel-D1

Picture 

of face 

mask

Dry 

mass (g)
3.2 3.2 4.2 4.4 20.6 8.9

Design Pleats
Horizontal 

3 panels

Horizontal 

3 panels

Horizontal 

3 panels

Cup type,

Facial seal

Horizontal     

3 panels 

Band 

type
Ear loop Ear loop Ear loop Ear loop Ear loop Head bands

Size Large Large Large Large Large Large

Filtration 

level (%)
≥65 ≥65 ≥80 ≥94 ≥99 ≥95

Material
MB PP†, 

SB PP‡

MB PP, 

SB PP

MB PP, 

SB PP

MB PP, 

SB PP

MB PE§, 

SB PP

MB PP, 

SB PP

Dead 

space 

(mm3)a

110,628 106,627 106,627 106,627 202,869 145,924

Surface 

area of 

mask 

(cm2)

300 232 219 219 166 276

Inhalatio

n 

resistance 

(Pa)b

3.7 6.7 6.7 8.8 23.3 19.2

Mask 

design 

used in 

the test

① Pleats* ② 3-panel*

③ Pleats

④ Pleats+hook

⑤ 3-panel*

⑥ 3-panel+ 

hook

⑦ Pleats 

⑧ Pleats+hook

⑨ 2-panel

⑩ 2-panel+hook

⑪ 3-panel*

⑫ 3-panel+hook

⑬ 4-panel

⑭ 4-panel+hook

⑮ Cup*

⑯ Cup+hook

⑰ 2-panel

⑱

2-panel+hook 

⑲ 3-panel

(Head bands)*

†Melt-blown polypropylene; ‡Spun bond polypropylene; §Melt-blown polyolefin;
a Dead space was measured by a 3D scanner (Handy BLACK Elite, Creaform, Canada);

b Inhalation resistance was measured at 30 LPM by a inhalation resistance tester (ARE-1651, ART Plus, 

Korea).

*These conditions were used in the total inward leaka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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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프로토콜 및 환경 조건

  2.2.1 안면부 밀착도 실험 조건 및 측정 과정 

본 실험은 기류가 없는 평균 20oC, 상대습도 50%RH로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밀착도 측정기(MT-05U, Sibata, Japan)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밀착도 측정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험기는 미국 TSI사의 PortaCount model이나 

본 실험에 사용된 Sibata 시험기와 TSI 시험기로 측정한 밀착도 값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상관계수 r > 0.92; ANSI 2010-ANSI Z88.10). 미

국 TSI 사의 밀착도 기기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알코올 증기가 응축

된 에어로졸 입자를 레이저빔이 감지하여 입자 개수를 측정하는 반면, 일본 

Sibata 사의 기기는 내부에 히터가 내장되어 수분이 제거된 건조한 상태의 입자

를 광산란 센싱 방식으로 개수한다는 점이 다르다.  실험 시작 전 500 ml의 물

이 담긴 페트병에 고형의 염화나트륨(NaCl) 100 mg 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염

화나트륨 용액의 에어로졸 (입자 크기 0.3 μm 이상)을 밀착도 기기와 피험자가 

위치한 근처에서 발생시켰다. 해당 실험용 마스크 중앙 부분에 튜브 구멍을 뚫

고 튜브를 고정시킨 후 밀착도 측정기 본체에 튜브를 연결시켜 마스크 내외부

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밀착도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과 수행방법을 미

리 숙지한 후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 최적의 밀

착이 되었다고 판단된 후 OSHA Respiratory protection[29 CFR 1910. 134]에서 

정한 다음 여덟 가지 동작 (총 435초)을 수행하였다. 보통 호흡 (60초) - 깊은 

호흡 (60초) - 머리 좌우로 움직이기 (60초) - 머리 위아래로 움직이기 (60초) - 

말하기 (60초) - 얼굴 찡그리기 (15초) - 허리 구부리기 (60초) - 보통 호흡 (60

초). 일정 간격을 두고 위 시험을 3회 반복한 후 평균한 값을 대푯값으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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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마스크 누설률 실험 조건 및 측정과정

누설률 시험은 KOTIT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식약처 및 한국산

업안전공단의 기준에 맞게 조성된 시설이다. 먼저, 염화나트륨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2% 염화나트륨 용약으로 만든 후 atomizer를 이용하여 염화나트륨 에

어로졸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생성된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은 챔버의 꼭대기로 

들어가며, 최소 0.12 m·s-1 의 속도로 챔버 천장에서 챔버 중앙 트레드밀 위에 

위치한 피험자의 머리 위로 직접 흘러내리도록 고안되어 있다. 챔버 내 분산되

는 에어로졸의 입경은 0.02 ~ 2 μm이며 평균 0.6 μm였다. 마스크 착용 시 피

험자의 입 근처 부위에 펀치로 작은 구멍을 뚫어 튜브를 연결한 후 이를 통해 

마스크 내부의 에어로졸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또 다른 튜브를 마스크 바깥쪽에 

배치하여 마스크 바깥의 에어로졸 농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에어로졸은 

Photometer (Type1300 Sodium Flame Photometer for TIL, SFP Services,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총 여섯 가지 종류의 마스크 

(Surgical-Pleats-D2, AD-3Panel-D3,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를 시험하였고, 각 종류당 총 10개의 마스크가 사용되었다 (마스

크 6 종류 × 피험자 10인 = 총 60건)로 이 중 5개는 신제품 그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개는 전처리 온도 38 ± 2.5oC, 습도 85 ± 5%RH에서 24 ± 1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실온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피험자 10인 중 3인

은 밀착도 시험에도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마스크를 안면부에 잘 맞도록 착용한 

후 챔버 내에 입실 해 트레드밀 위에서 다음 다섯 가지 동작을 10분 동안 수행

하였다: ① 머리를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고 2분 동안 걷는다, ② 터널의 벽면을 

조사하는 것처럼 머리를 좌우로 약 2분 동안 15번 정도 움직인다, ③ 지붕과 바

닥을 조사하는 것처럼 머리를 위 아래로 약 2분 동안 15번 정도 움직인다, ④ 2

분 동안 한글로 된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한다, ⑤ 머리를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

고 2분 동안 걷는다. 챔버 내에 설치된 트레드밀의 속도는 6 km·h-1 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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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모든 시험은 EN 132, EN 136, EN 140, EN 13274-1, 노동부 산업안전공

단(KOSHA) 및 식약처의 안면부 누설률 시험기준을 따랐다. 

2.3. 결과 분석 

밀착도 계수인 Fit Factor (FF)는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여덟 가지 동작에서 ‘얼굴 찡그리기’를 제외한 일곱 가지 동작의 평균 Fit 

Factor (FFA) [식 3], [식 4],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누설률(Inward 

Leakage, P)은 각 운동 값에 대해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특히, 누설률

의 경우 다섯 가지 개별 운동값에 대한 값과 평균값을 모두 계산한 후 [표 2]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총 10명의 피험자에 대해 피험자 한 명당 총 5종의 개별 운

동을 하며, 각 운동별로 누설률 값이 얻어지기 때문에 총 50개의 개별 누설률 

값이 산출된다 (10명 × 운동 5종 = 50개). 밀착도 계수는 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하평균(GM)과 기하표

준편차(GSD)를 사용하였고, 누설률은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Mean ± SD), 마스크 조건들 간 차이는 SPSS 25.0의 일변량 분산분석

(One-way ANOVA) 및 반복측정 분산분석(RM 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

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Tukey의 사후분석을 사용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정하였다.   



- 35 -

FF = 100/LP ----------- [Eq. 1] 

LP = 


× 100 ----------- [Eq. 2] 

FFA = 100/LPA ----------- [Eq. 3] 

LPA = 

       ----------- [Eq. 4] 

n

FFA =  
(


+


+ ··· + 


) 

----------- [Eq. 5]

P(%)= C2/C1*(T흡기+T배기/T흡기)*100 ----------- [Eq. 6]

where, 

LP: Leakage Percentage (%), 

Ci: In-mask(inward) count,

Co: Ambient(outside) count,

FFA: Overall fit factor,

LPA: Averaged Leakage Percentage of Measurements,

n: Number of measurements (n=7 in the present study),

C1: 챔버내 농도,

C2: 측정된 평균농도,

T흡기: 흡기 전체시간,

T배기: 배기 전체시간.

Table 2.3 Standards for inward leakage for face masks in Korea

KF80 KF94 KF99

Standard 1: Each of the exercise periods 

(at least 46 out of 50)
≤25% ≤11% ≤5%

Standard 2: Individual wearer arithmetic means 

(at least 8 out of 10 subjects)
≤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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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마스크 종류별 밀착도와 누설률

총 6종류의 마스크 (Surgical-Pleats-D2, AD-3Panel-D3,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의 평균 밀착도 (FFA)는 컵 형인 

99-Cup-D1마스크에서 11.7 ± 34.1로 가장 높았으며, 80-3Panel-D2, 

94-3Panel-D2 , 95-3Panel-D1, AD-3Panel-D3, Surgical-Pleats-D2 순으로 낮아 

Surgical-Pleats-D2에서 가장 낮은 밀착도가 관찰되었다 (Fig. 1a, p<0.05). 누설

률의 경우 AD-3Panel-D3 에서 평균 36.3%로 가장 높았으며(Fig. 1b, p<0.001), 

그 다음으로 Surgical-Pleats-D2,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 순으로 낮은 값이 발견되어 95-3Panel-D1에서 가장 적은 누설률이 

관찰되었다. 또한, 99-Cup-D1 마스크가 84%로 KF99의 식약처 기준인 92%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A)                                  (B)  

Figure 2.1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filteration level of fit factor(A) 

and leakage percentag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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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Relationships between fit factor and inward leakage percentage 

(3 subjects with six face masks). 

Table 2.4 Leakage percentage of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Mask Leakage percentage (%)

Pass rate 

based on 

MFDS criteria

80-

3Panel-D2

6.1/5.4/5.5

/6.5/9.3

15.7/16.2/21.8

/17.3/32.3

0.6/1.1/0.8

/1.4/1.0

5.5/14.6/2.2

/4.6/1.4

3.0/2.3/5.0

/14.9/7.0
100%

(MFDS 

standard 92%)
0.4/0.5/0.4

/0.5/0.4

2.1/2.1/9.4

/15.6/4.6

9.5/11.5/8.7

/24.0/11.0

1.8/1.7/5.8

/5.6/2.6

1.0/1.6/1.9

/2.1/1.1

94-

3Panel-D2

0.2/0.7/0.1

/0.8/0.5

0.1/0.1/0.3

/0.4/0.5

2.5/2.4/0.1

/0.1/0.1

3.8/1.7/3.3

/6.4/1.4

0.2/0.3/0.4

/1.0/0.4
94%

(MFDS 

standard 94%)
4.3/8.8/7.4

/12.7/4.7

0.1/0.1/0.3

/0.3/0.3

4.8/8.7/3.6

/11.2/1.0

8.1/7.0/1.9

/12.5/10.0

5.0/0.2/0.9

/3.7/0.4

99-

Cup-D1

3.3/2.2/2.8

/3.4/1.4

4.8/3.3/8.6

/4.7/9.0

0.1/0.0/0.3

/0.1/0.1

15.3/6.4/4.2

/15.3/11.8

3.3/1.7/1.7

/1.6/1.1
84%

(MFDS 

standard 92%)
4.4/7.7/4.7

/1.5/3.9

3.9/9.1/0.4

/0.4/0.3

1.7/1.0/0.6

/1.6/7.4

1.3/1.0/0.9

/0.5/0.6

0.2/0.2/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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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얼굴형에 따른 밀착도와 누설률 차이 

Table 2.2에서 총 19개의 마스크 조건에 참여한 피험자 4명 (Subject A, B, C, 

D)의 평균 밀착도(Fit FactorA)를 기하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NIOSH panel #7, 

#10에 속하는 피험자(Subject A,C),  #1, #9에 속하는 피험자(Subject B,D)순으

로 높은 밀착도를 보였으나, 뚜렷하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Fig. 

2.3A). 누설률에서는 피험자 3명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피험자 B의 누

설률이 피험자 C나 피험자 D에 비해 낮았다. 즉, NIOSH bivariate panel의 #1

에 속하는 피험자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 밀착도와 가장 낮은 누설률이 발견되

었다 (Fig. 2.3B).   

(A)                               (B)  

Figure 2.3 Fit factor (A) and leakage percentage (B) according to the face shape panel. 

# represents the numbers of NIOSH Bivariat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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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밀착도와 누설률에서 프로토콜 동작에 따른 차이 

밀착도의 일곱 가지 동작(얼굴 찡그리기 제외)에서‘5. 말하기 (Talking)’동작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착도 값이 측정되었으며, ‘7. 허리 구부리기 (Bending 

over)’ 낮은 밀착도가 관찰되었다 (Fig. 2.4A). 누설률의 다섯 가지 동작들 중 

‘2. 머리 좌우로 움직이기 (Move head side to side)’를 수행하는 동안 상대적으

로 낮은 누설률을 보인 반면, ‘3. 머리 위아래로 움직이기’ 와, ‘4. 말하기’ 동작

에서 높은 누설률 값이 측정되었다 (Fig. 2.4B)

           (A)                                          (B)  

Figure 2.4 Fit factor (A) and inward leakage percentage (B) 

according to each movement of test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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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Relationships between fit factor and inward leakage percentage according to 

identical movements (A, B, and C) and between 1st and 2nd walking during inward leakage test 

(D).

3.2 디자인 및 착용방법에 따른 안면부 밀착도 

디자인(Pleats, 2-panel, 3-panel, 4-panel, 컵 형, N95)에 따른 밀착도를 비

교해 본 결과, 평균 밀착도(FFA)에서 Pleats, 3-panel, 4-panel 형은 1이 나

왔으며, 2-Panel, 컵 형이 2가 나왔기에 밀착도에서 디자인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3). 또한, 마스크 착용 시 머리 뒤 고리

(Hook)를 착용한 조건과 착용하지 않은 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

로 고리를 착용한 경우 더 큰 밀착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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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Fit factor with/without using a hook.

Table 2.5 Fit factor according to mask’s design.

Protocols
KF94

Pleats

KF94

2-Panel

KF94

3-Panel

KF94

4-Panel

N95

Cup

Mean

±SD

1. Normal 

breathing
1 1 1 1 1 1.0±0.0

2. Deep 

breathing
1 1 1 1 4 1.3±1.3

3. Head side 

to side
1 1 1 1 2 1.1±0.4

4. Head up 

and down
1 3 3 1 2 1.8±1.0

5. Talking 2 4 2 2 5 2.8±1.4

7. Bending 

over
1 2 1 2 3 1.6±0.8

8.Normal 

breathing
1 2 1 1 3 1.4±0.9

Fit factorA 1 2 1 1 2 1.4±0.5



- 42 -

4. 고 찰 

본 연구의 가설 첫 번째인 마스크 필터의 여과효율 수준과 안면부 밀착도 간 

유의한 상관은 없을 것이다는 99-Cup-D1 > 80-3Panel-D2 > 95-3Panel-D1 > 

AD-3Panel-D3 > 94-3Panel-D2 > Surgical-Pleats-D2 순으로 밀착도 결과가 나왔

으므로, 정확한 여과효율 순은 아니지만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부분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가설, 마스크 필터의 여과효율 수준과 누설률은 유의한 상관이 없을 것

이다는 AD-3Panel-D3 > Surgical-Pleats-D2 > 80-3Panel-D2 > 99-Cup-D1 > 

94-3Panel-D2 > 95-3Panel-D1 로 누설률이 측정되었기에 밀착도 결과와 같이 

정확하진 않으나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마스크의 안면부 

밀착도가 높을수록 누설률은 낮을 것이다는 위의 두 가설에서 밀착도, 누설률 

여과효율 순과 일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에 특히, 95-3Panel-D1 의 경우 밀

착도와 누설률 모두 2.1, 0.9%로 낮았기에 본 가설을 채택되지 않았다. 마지막 

가설인 착용자의 얼굴형에 따라 안면부 밀착도 혹은 누설률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될 것이다는 밀착도, 누설률 모두 얼굴형에 따라 p<0.05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었기에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밀착도와 누설률에서 얼굴형에 따

라 뚜렷하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상관관계 또한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인 얼굴형 및 국내외 보건용 마스크 대상으로 안면부 밀

착도와 누설률 평가를 동시에 비교한 최초 연구에서 의의가 있지만, 처

음인 만큼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먼저, 안면부 밀착도와 누설률 시험은 측정 목적, 측정 방법 등에서 다

른 검사이다. 안면부 밀착도는 마스크 착용자의 얼굴에 알맞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것이며, 마스크와 얼굴 계면 간의 틈으로 침투한 에어로졸 

입자만을 측정하는 반면, 누설률은 마스크 제작 시 인증기준을 위한 시

험이며 얼굴과 마스크 접촉면 사이의 틈 뿐 만 아리나 부직포 필터, 배

기밸브 등 모든 경로를 통과한 입자를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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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여섯명의 남성이 참여하였기에 예비실험

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 또한 확정적으로 단언하기엔 위험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면부 밀착도 평가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NIOSH 

Bivariate panel의 각 10개의 구간 별 최소 6인 정도로 하여 총 60명의 피

험자로 하여 조금 더 유의하고 타당한 밀착도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NIOSH 인증을 받은 N95 (95-3Panel-D1) 마스크의 밀착도가 

기대보다 높지 않았던 이유가 본 마스크는 이미 미국인을 대표하는 얼굴

형을 대상으로 개발된 마스크지만, 본 실험에서는 다른 얼굴형을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누설률 시

험에서도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마스크 당 10명

의 피험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밀착도 평가에 참여한 총 6

명의 피험자들 중 3명만 참여하여 진행되었기에 시험하는 마스크 당 10

명의 밀착도 피험자와 동일하게 모집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밀착도 및 누설률 시험에서 Han (2004)에서 얼굴 길이와 입

술 길이로 한국인 얼굴 패널을 구성한 것과 같이 두 실험 모두 동일한 

마스크로 시험하는 경우에도 피험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에 한국인 

얼굴 패널을 본격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안면부 밀착도 평가와 누설률 시험의 비교 측면에서 한계점이 보

였다. 안면부 밀착도 평가에 사용된 염화나트륨용액(NaCl) 에어로졸 입

자크기는 0.3 ~ 0.5 μm 이였으며, 누설률에 사용되는 입자크기는 0.6 μ

m 이였다. 즉, 안면부 밀착도에 사용된 입자크기는 KF80 마스크 기준이

었으며, 누설률은 KF94와 KF99 마스크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

자 크기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밀착도와 누설률 결과 간 비교 값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밀착도 평가는 오직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8가지 동작을 진행하여 측정하지만, 누설률 시험은 다섯 가지 동작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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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밀 6 km·h-1 속도로 운동을 하면서 진행하기에 두 가지 실험 결과를 

동작별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실험을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차이점이 여러 있기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기준에 누설률 

뿐 만 아니라 밀착도 평가 또한 추가로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얼굴형을 갖는 총 6인의 남성(NIOSH panel 1번 

유형 1명, 7번 유형 2명, 9번 유형 2명, 10번 유형 1명)이 참여하여 총 6

종의 마스크 (Surgical-Pleats-D2, AD-3Panel-D3,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를 디자인, 착용방법, 사이즈에 따라 안면부 밀착

도를 평가하였으며, 6인 중 3명이 누설률 시험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여섯 명의 피험자 중 NIOSH Bivariate Panel 7, 10에 속하는 얼굴형을 가

진 피험자가 Panel 1, 9에 피험자보다 밀착도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

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누설률 시험에서도 세 명의 피험

자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 종류에서는 컵 형의 

KF99(99-Cup-D1) 마스크 착용 시 80-3Panel-D2, 94-3Panel-D2, 95-3Panel-D1

마스크 착용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0.01). 마스크를 

고리(Hook)와 함께 착용 시 더 높은 밀착도 값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밀착도 결과를 여섯 개의 마스크에 대한 누설률 값

과 비교하였을 때, Panel 1에 속한 둥근 얼굴형의 피험자가 가장 작은 누

설률 값이 측정되었으며, AD-3Panel-D3 > Surgical-Pleats-D2 > 

80-3Panel-D2, > 94-3Panel-D2 > 99-Cup-D1 > 95-3Panel-D1 순으로 큰 누설

률 값이 측정되었다. 안면부 밀착도와 누설률 시험을 비교한 결과, 마스

크의 여과효율 수준과 얼굴형에 따라 완전히는 아니었으나 비슷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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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6명의 피험자만 참여하였기에,  더욱 

유의하고 타당한 결과 값을 위해서는 최소 60명 이상의 피험자로 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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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호흡계·심혈관계 부담 평가

1. 서 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가 최초 보고된 이

후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COVID-19 의 범유행을 공표하였고, 2020

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5,000 만 명, 국내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일 년에 걸친 COVID-19의 세계적 

범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대중교통 및 공공시

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발적 참여를 넘어 행정적으로 의무화되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2020년 이전의 국내 고농도 미

세먼지에 대한 마스크 착용행동을 보고한 Lee et al. (2020)의 연구에 의하면 응

답자의 28%는 응답 시점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경험 이 전혀 없었으며, 

착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고농도 미세 먼지 기간 1일 평균착용시간도 대부

분 30분~2시간이라고 응답 하였다. 반면, 2020년 4~5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마스크 착용행동을 보고한 Kwon et al.(2020)은 설문 응답자 전원이 보건용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1일 평균착용시간은 1~3시 간이 가장 많았고, 고등

학생들의 경우 1일 7시간 동안 착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9년과 2020

년에 각각 이루어진 이 두 연구 결과는 COVID-19 범유행이라는 새로운 일상 

환경 에서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 행동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

게 변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총 2,253 건의 보건용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i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2019) 의  허가 아래 국내에서 판

매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란 용어 는 2014년 식약처에서 당시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던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를 하나의 범주

로 묶어 새롭게 정의된 용어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착용 목적은 황 사 혹은 미

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 흡기를 보호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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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공표한 관련 가이드라

인에 따라 품목별 심사 및 허가를 하고 있다(MFDS, 2019). 국내 식약처의 보건

용 마스크 시험기준은 분진포집효율시험,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누설률 시험의 

세 가지이며, 이중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통해 외부 입자를 차단하는 정도를 측

정하여 KF80(평균 0.6 μm 크기의 미세입자 80% 이상 차단), KF94(평균 0.4 ﾠ

μm 크기의 미세입자 94% 이상 차단), KF99(평균 0.4 ﾠμm 크기의 미세입자 

99% 이상 차단)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분진포집효율은 일정량의 입자들 이 마

스크 필터를 통해 걸러지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마스크 시료를 분진포집효율 검

사장비에 넣고 염화나트륨 에어로졸 또는 파라핀 오일을 일정한 유량으로 마스

크의 안면부에 통과시킨 다음 안면부 통과 전후의 농도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은 마스크 완제품을 성인의 얼굴을 모사한 시험용 인두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착용시킨 후 일정 유량의 공기를 흡입하게 하였을 때의 마

스크와 인두의 호흡기 구조 간에 생기 는 흡기저항을 측정한다. 안면부 누설률 

시험은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채운 특수 제작 챔버에서 피험자가 마스크를 착

용한 채로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며 트래드밀 위에서 걸을 때, 

마스크 내부와 챔버 내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의 평균 농도 간 차이를 비교하여 

마스크의 안면부 누설률을 계산한다. 

이러한 시험을 거쳐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혹은 KF99의 등급

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2018년 10월부터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

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 문가와 상의하라’ 라는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보건용 마스크에 호흡곤란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

항을 적도록 했으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20)에서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

장 질환 등으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탈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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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 함께 COVID-19로 인해 보

건용 마스크 착용의 인체 부담을 평가한 연 구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나, 장

시간 마스크 착용이 인체 호흡· 심혈관계나 체온조절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많지 않다. Roberge et al.(2010)는 대규모 바이러스 범유 

행 시 N95 마스크의 공급 부족을 대비하여 N95 마스크 위에 의료용 마스크를 

추가 착용하는 것이 인체 생리부담을 초래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N95 마

스크만 착용한 경우와 비교해 심박수와 호흡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

았으나 착용자의 활동량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고, 임산부가 N95 마스크

를 착용한 경우에도 비임산부와 비교하였을 때 심박수, 주관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등(Roberge et al., 2014), N95 마스크 착용 의 인체 생리 및 주관적 반

응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반면, 장시간 마스크 착용 시 혹은 마스크를 착용 한 채로 운동 시, 혈관 확장

으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거나(Chandrasekaran & Fernandes, 2020; Rosner, 

2020), 심지어 중국에서는 10대 청소년 세 명이 N95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달리

기를 하다가 호흡 곤란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Cho, 2020), 장시

간 마스크 착용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을 수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 한 강도의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이 인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국내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디자인 개선이나 마스크의 필터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인체에 미치는 부담

을 평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om et al.(2020)은 마스크 내부 사적

(dead space, ‘사공’ 혹은 ‘사구’라 불리기도 함)이 다른 네 종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한 후 사적에 따른 주관적 착용감과 얼굴 피부 온도를 분석한 후 최적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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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나, 다양한 운동 강도에서 마스크 착용이 착용자의 심

혈관계 반응 등 호흡 부담을 보고한 국내 실험 연구는 거의 없다. 식약처의 안

면부 흡기저항 시험은 30 ﾠLPM의 유량(안정 시 인체 호흡량 수준)에서, 인체의 

흡기만을 모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호기 와 흡기를 반복하는 사람의 호흡

을 반영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다양한 강도의 활동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 착용 평가(human wear trial)를 기본으로, 초청된 피험자들 이 

다양한 운동 강도의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현재 국내외 시 판 중인 코로나 바이

러스 대응용 일회용 마스크 착용이 착용자의 체온조절 및 호흡 · 심혈관계 반응, 

주관적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 수준이 높을수록 착용 시 인체에 미 치는 생

리적 부담이 클 것이다. 둘째, 저강도 운동에 비해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마

스크가 인체의 호흡·심혈관계 반응 및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및 마스크 조건

본 실험에는 호흡기 관련 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남자 피험자 다섯 

명(나이: 25.8±0.8세, 키: 171.8±9.2 cm, 체중: 79.8 ﾠ±28.1 ﾠkg, 체표면적: 

1.96±0.1 m2)이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여 48시간 전 동안 음

주와 과격한 운동을 피하도록 교육되었고, 실험 참여 세 시간 전에는 카

페인 음료 및 식사가 금지되었다.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 SNU No.2009/002-019), 피험자는 실험에 참여 

하기 전 실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서에 자발

적으로 서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보건용 마스크는 필터 수준에 따라 총 네 종류(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로 N95(3M)를 제외한 마스크들 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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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일한 업체(에버그린)에서 제작된 것으로 모두 한국 식약처 혹은 미국 산업

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었다(Table 3.1). 동일 회사 출시 

제품 중 99-Cup-D1 마스크의 경우 99-Cup-D1이나 94-3Panel-D2와 같이 3-panel 

디자인으로 출시된 경우 가 없어, 본 실험에서는 배기밸브가 부착된 컵 형 

KF99 마스크 가 사용되었다(Table 3.1). 실험에 사용된 모든 마스크는 일회용으

로 매 실험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보건용 마스크의 내 부 공간 부피인 사

적(dead space)은 3D 스캐너(Handy BLACK Elite, Creaform, Canad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KF80과 KF94 마스크의 사적이 가장 적고, 

99-Cup-D1의 사적은 80-3Panel-D2의 190%로 마스크들 중 가장 큰 사적을 가졌

으며,  95-3Panel-D1의 사적은 80-3Panel-D2의 137%에 해당하였다(Table 3.1). 

마스크를 2 차원 평면에 펼친 면적은 99-Cup-D1 ﾠ< 80-3Panel-D2ﾠ, 

94-3Panel-D2 ﾠ< ﾠ95-3Panel-D1 순서로 넓었으며, 이는 참여한 피험자 평균 전

신체표면적의 1.1±0.3% 에 해당하였다(Table 3.1).

2.2 실험 및 환경 조건

실험 조건은 총 다섯 가지로, 대조군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No 

mask), 80-3Panel-D2 마스크 착용 조건, 94-3Panel-D2 마스크 착용 조건, 

99-Cup-D1 마스크 착용 조건,  95-3Panel-D1 마스크 착용 조건이었다. 모든 실

험은 봄가을 쾌적한 기온과 습도로 여겨지는 기온 20oC, 상대습도 50%RH로 유

지되는 인공기후실에서 시행되었다. 일회 실험은 10분 앉은 자세 휴식, 60분 운

동, 10분 앉은 자세 회복으로 총 8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60분 운동은 트래드밀 

위에서 20분씩 4 km·h-1 걷기(가벼운 운동), 6 km·h-1 걷기(중등정도의 운동), 8 

km·h-1 달리기(고강도의 운동)로 구성되었다(Fig. 3.1).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피

험자는 초기 휴식부터 종료 회복 시까지 80분 동안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였고, 

호흡 시 가스교환을 측정하는 시간에만 보건용 마스크에서 반면형 고무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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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스크로 30초 이내에 교체 착용하여 5분 동안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모

든 피험자는 동일한 봄철 일상적 실외 의복을 착용하였다 (긴팔 티, 긴 트레이

닝 바지, 봄가을 재 킷, 팬티, 양말, 운동화 추정 총보온력 IT 약 1.0 clo). 모든 

ﾠ실험은 각기 다른 날 동일한 시간대에 수행되었으며, 피험자별 참여 순서에 의

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다섯 조건의 실험 순 서는 임의로 배정되었다. 마스크 

조건들 중 80-3Panel-D2과 94-3Panel-D2 마스크 조건은 피험자에게 블라인드 되

었다(99-Cup-D1와 95-3Panel-D1는 마스크 디자인 차이로 피험자 스스로 인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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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aracteristics of disposable face masks used in the present study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

Picture of 

face mask

Dry mass 

(g)
4.2 4.4 20.6 8.9

Design
Horizontal 

3 panels

Horizontal 

3 panels

Cup type,

Facial seal

Horizontal         

  3 panels 

Band type Ear loop Ear loop Ear loop Head bands

Size Large Large Large Large

Filtration 

level (%)
≥80 ≥94 ≥99 ≥95

Material MB PP†, SB PP‡ MB PP, SB PP MB PE§, SB PP MB PP, SB PP

Dead 

space 

(mm3)a

106,627 106,627 202,869 145,924

Surface 

area of 

mask 

(cm2)

219 219 166 276

Mask 

surface 

area/body 

surface 

area of 5 

subjects 

(%)

1.2 ± 0.2 1.2 ± 0.2 0.9 ± 0.2 1.4 ± 0.3

Inhalation 

resistance 

(Pa)b

6.7 8.8 23.3 19.2

†Melt-blown polypropylene; ‡Spun bond polypropylene; §Melt-blown polyolefin;
a Dead space was measured by a 3D scanner (Handy BLACK Elite, Creaform, Canada);

b Inhalation resistance was measured at 30 LPM by a inhalation resistance tester (ARE-1651, ART Plu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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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xperiment protocol of the present study.

2.3 측정항목

직장온, 귀내온, 피부온 (이마, 왼쪽 볼)은 전용 서미스터 및 데이터 로거

(LT-8A, Gram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5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되었다. 

왼쪽 볼에 부착한 피부온 센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호흡대사용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 내부에 위치되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피험자의 오른쪽 뺨에 온습

도 센서(TR-72U, T&D, Japan)을 부착하여 마스크 내 온습도를 5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호흡 시 산소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기량 등은 에너

지 대사량 측정기(Quark, CPET, COSMED, Italy)를 이용하여 휴식기, 운동기

(각 20분 씩의 4 km·hﾠ-1, 6 ﾠkm·h-1, 8 ﾠkm·h-1 속도 운동), 회복기의 마지막 5

분에 breath by breath 법으로 측정하였다. 심박수는 가슴에 두르는 벨트형 기기

와 전용 무선 시계형 수신기(RS400, Polar Electro, Finland)를 사용하여 실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 80분 동안 5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되었다. 혈압은 휴

식기와 회복기에 왼쪽 상완에서 자동 혈압계(HEM-7200, Omron Healthcare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혈중 젖산 농도는 휴 식기와 회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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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산 측정기(Lactate Pro2, Arkray, Japan)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실험 전후 세

미 누드 상태에서의 체중 측정을 통해 80분 노출 동안 총 발한량이 추정되었다

(F150S, Sartorius, Germany; resolution of 1 g)(Fig. 3.1). 

주관적 감각 측정항목으로는 한서감, 습윤감, 온열쾌적감, 갈 증감과 인지적 

힘들기 (Ratings of perceived exertion)에 대해 실험 시작 시 부터 종료 시 까지 

매 휴식기, 회복기는 10분, 운동기는 20분마다 전신, 얼굴에 대해 규격화된 설

문지(ISO 10551, 1995)를 통해 응답되었다(Fig. 1). 한서감, 습윤감, 온열 쾌적

감은 전신, 얼굴로 나누어서 응답하게 하였다. 한서감은 9점 척도 [−4 매우 춥

다, −3 춥다, −2 서늘(시원)하다, −1 약간 서늘 (시원)하다, 0 보통이다, 1 약

간 따뜻하다, 2 따뜻하다(약간 덥다), 3 덥다, 4 매우 덥다], 온열쾌적감은 7점 

척도[−3 매우 불 쾌하다, −2 불쾌하다, −1 약간 불쾌하다, 0 보통이다, 1 약

간 쾌적하다, 2 쾌적하다, 3 매우 쾌적하다], 습윤감은 7점 척도[−3 매우 건조

하다, −2 건조하다, −1 약간 건조하다, 0 보통이다, 1 약간 습하다, 2 습하다, 

3 매우 습하다], 갈증감은 7점 척도 [0 전혀 목마르지 않다, 1, 2 약간 목마르다, 

3, 4 목마르다, 5, 6 매우 목마르다], 인지적 힘들기 정도(운동 자각도)는 Borg’s

의 RPE 척도(6~20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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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데이터 분석

피험자 다섯 명의 각 5회 참여하여 얻은 총 25회의 실험 결과에 대해 

각 마스크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Mean±SD), 다섯 가지 

마스크 실험 조건 간 통계적 차이는 SPSS 25.0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M 

ANOVA)에 의해 검증되었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Tukey의 사후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로 정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심부온: 직장온과 귀내온

직장온은 다섯 가지 마스크 조건 간 큰 차이 없이 모두 초기 10분 안정 시에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운동기 60분 동안 점점 상승한 후 회복기에 다시 하강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3.2A). 60분 운동 동안 증가한 직장온은 0.9±0.2oC (No 

mask), 0.8±0.4oC (80-3Panel-D2), 1.0±0.2oC (94-3Panel-D2), 0.8±0.3oC 

(99-Cup-D1), 1.0± 0.4oC (95-3Panel-D1) 이였으며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 귀내온의 경우 직장온과 달리 운동이 시작된 후 하강하거나, 유지

되거나, 증가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 주다가, 고강도 운동(8 km·hﾠ-1)이 시

작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마스크 다섯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 3.2B). 운동 종료 시점에서 직장온은 귀내온 보다 

약 평균 2oC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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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얼굴 부위의 피부온: 이마와 볼 온도

이마와 볼의 온도 모두 운동이 지속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마온은 

95-3Panel-D1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최대 약 35oC

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섯 가지 실험 조건들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 3.3A). 볼 온도는 마스크를 착용한 네 가지 실험 조건(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 에 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

(No mask)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p ﾠ< ﾠ0.05). 네 가지 마스크 착용 조건

들 중에서는 80-3Panel-D2 마스크 착용 시 볼 온도가 가장 높고 95-3Panel-D1마

스크에 서 볼 온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운동기 4 ﾠkm·h-1, 

6 ﾠkm·h-1 구간에서 유의했다(4 ﾠkm·h-1에서 p ﾠ< 0.05;ﾠ6 ﾠkm·h-1에서 p ﾠ< ﾠ

0.01; Fig. 3.3B). 볼 온도에서 운동 구간에 따라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이유

는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각 운동기 마지막 5분 동안 호흡대사 측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호흡가스용 마스크로 교체 착용하면서 최대 30초의 공기 노출

이 있었기 때문이다(Fig. 3.3B). 

    

     (A)                                   (B) 

Figure 3.2 The time courses of rectal temperatures (A) and auditory canal temperature (B) 

for the five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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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3 Time courses of forehead temperatures (A) and cheek temperature (B) for the five 

experimental conditions. * represents statistical differences in cheek temperatures between the 

KF80 and N95 conditions.

3.3 심혈관계 반응_ 에너지대사량, 심박수, 혈압

호흡 시 산소 섭취량(VO2)과 이산화탄소 배출량(VCO2)은 다섯 개의 마

스크 조건 간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고강도 운동조건(8 km·h-1)에서 최

대값이 측정되었다. 환기량(VE)의 경우 고강도 운동 시 다섯 조건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여, 94-3Panel-D2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는 고강도 운동 시 

66.8±16.8 L·min-1로 다른 마스크 조건들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준 반면, 

99-Cup-D1와 95-3Panel-D1마스크 착용 조건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

여 주었다(Table 3.2, p ﾠ< ﾠ0.01; Fig. 3.4A, B, C). 심박수는 다섯 조건에

서 유의한 차이 없이 고강도 운동 시 약 160 bpm까지 상승하였으며 안

정기와 회복기 모두 다섯 가지 마스크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5). 혈압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 (No mask)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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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0-3Panel-D2,  94-3Panel-D2, 95-3Panel-D1, 99-Cup-D1 순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3.2). 수축기 혈압은 운동 전에는 N95 마스크 착용 조건에

서 126.0±11.6 ﾠmmHg로 가장 높게 99-Cup-D1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운동 후에는 80-3Panel-D2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138.1±11.9 ﾠmmHg 로 가장 높게 99-Cup-D1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126.4±7.8 ﾠmmHg 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Table 3.2). 이완기 혈압의 경

우 운동 전 80-3Panel-D2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81.2±17.2 ﾠmmHg로 가장 

높게, 99-Cup-D1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67.6±11.5 ﾠmmHg로 가장 낮게 측

정되었다. 평균 동맥압 (Martial arterial pressure)을 계산한 경우 휴식 시 

80-3Panel-D2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이 발견되었다(p < 

0.01, ﾠﾠTable 3.2).

   (A)                           (B)                          (C)

Figure 3.4. Time courses of oxygen consumption (A), carbon dioxide production (B) and 

ventilation (C) for the 80 min exposure in air temperature of 20oC with 50% relative humidity 

(** represent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1 among the five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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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ventilation and blood pressure according to five mask conditions 

Variables

Experimental conditions

p-val
ueNo 

mask

80-

3Panel

-D2

94-

3Panel

-D2

99-

Cup-

D1

95-

3Panel

-D1

Ventilation (L․min-1)

Mean_Rest (last 1-min average) 11.2±
1.5

11.1±
2.6

11.3±
2.8

10.3
± 

2.1

11.2± 
2.8

N.S

Mean_Exercise (4 km/h)

(last 1 -min average)

23.9±
5.2

24.0±
4.3

24.2±
5.9

22.5
± 

5.5

25.1± 
6.2 N.S

Mean_Exercise (6 km/h)

(last 1-min average)

38.5±
6.7

36.1±
6.1

40.7±
6.5

38.9
± 

9.1

38.4± 
5.1

N.S

Mean_Exercise (8 km/h)

(last 1-min average)

60.9±
16.5a

64.2±
18.6b

66.8±
19.8b

60.0
± 

15.0
a

61.3± 
13.2a

p<0.0
1

Mean_Recovery

(last 1-min average) 

10.8±
2.8

12.0±
2.2

14.3±
3.1

13.1
± 

3.0

13.6± 
2.8

N.S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pressure_Pre exercise 125.0
±9.2

124.4±
8.7

125.6±
11.6

122.
9±1
2.3

126.0±
11.6

N.S

Systolic pressure_Post exercise 132.9
±9.6

138.1±
11.9

133.3±
8.9

126.
4±7.

8

128.1±
7.3

N.S

Diastolic pressure_Pre exercise 75.8± 
13.9

81.2± 
17.2

80.2± 
16.3

67.6
± 

11.5

79.7± 
15.5

N.S

Diastolic pressure_Post exercise 76.3± 
12.8

78.6± 
12.0

80.7± 
14.9

71.3
± 

16.3

77.2± 
14.6

N.S

Mean arterial pressure_pre exercise 92.2± 
12.3a

95.6± 
14.3b

95.3± 
13.9b

91.2
± 

15.0
a

90.0± 
16.0a

p<0.0
5

Mean arterial pressure_post exercise 95.2± 
11.4

98.6± 
11.1

98.4± 
12.7

92.8
± 

13.3

94.2± 
11.6 N.S

a,b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conditions by a Tukey’s post 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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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ime courses of heart rate for the five experimental conditions. 

3.4 마스크 내 미세기후의 온도 및 습도

마스크 내 형성된 미세기후의 온도는 20분 1회 운동을 수행 하는 동안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호흡가스 마스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강하여, 20분 운동을 3회 반복했음 에도 불구하고 초기 의복 내 

온도보다 더 상승하지는 않았으며, 운동 종료 후 회복기에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었다(Fig. 3.6A, Table 3.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 더 높았으며(p ﾠ< ﾠ0.01), 네 가지 

마스크 착용 조건들 중 에서는 80-3Panel-D2 및 95-3Panel-D1 마스크 착용 

조건 시 평균 약 30oC로 가장 높고 99-Cup-D1마스크 착용 시 평균 

28oC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able 3.3). 

마스크 내 형성 된 미세기후의 습도는 네 종류의 마스크 착용 시 평균 

80~ 90%RH를 보였으며,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이 네 



- 61 -

가지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한 조건들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으나(p ﾠ< ﾠ0.05), 4종의 마스크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3.6B, Table 3.3). 

   

Table 3.3 Microclimat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side face masks

for the five experimental conditions

Variables

Mask conditions p-
valu

eNo mask
80-

3Panel-D2

94-

3Panel-D2

99-

Cup-D1

95-

3Panel-D1

Air temperature (oC)

Rest* 27.1± 
1.8 29.1± 1.0 29.0± 1.0 28.1± 

1.2 28.9± 1.6 N.S

1st Exercise (4 km) 26.9± 
1.3a

29.9± 
1.0b

29.6± 
1.1b

28.7± 
1.9b

29.3± 
1.9b

p<
0.01

2nd Exercise (6 km) 27.1± 
1.3 29.6± 1.8 28.8± 1.6 27.9± 

1.7 29.5± 2.1 N.S

3rd Exercise (8 km)
27.6± 

2.7 29.2± 1.4 27.9± 1.9
28.0± 

1.6 29.3± 1.6 N.S

Recovery 26.4± 
1.2

27.1± 1.1 25.5± 2.1 26.5± 
1.2

27.1± 1.5 N.S

Relative humidity 
(%RH)

Rest 56.4± 
7.3

77.7±
11.3

84.5±
13.7

81.3± 
4.2

82.0±
12.1 N.S

1st Exercise (4 km) 50.9±
14.9

88.6± 
5.5a

90.4± 
7.6b

85.5± 
9.2a

91.3± 
5.5b

p<
0.05

2nd Exercise (6 km) 52.2± 
9.0a

92.4± 
5.7b

90.1± 
5.6b

87.7± 
5.0b

91.2± 
7.9b 

p<
0.05

3rd Exercise (8 km) 59.8±
15.4 88.1± 8.0 86.5± 7.5 79.1±

20.5 88.4± 7.6 N.S

Recovery 
52.6±
17.4

84.5±
13.4

82.2±
20.3

88.0±
15.5

90.9±
6.9 N.S

a,b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conditions by a Tukey’s post 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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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6 Time courses of microclimate temperature (A) and relative humidity (B) over the 

cheek for 80 min. * and **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microclimate inside the masks 

between no mask and mask conditions. 

3.5 총 발한량

총 발한량은 다섯 가지 조건 간 유의한 차이 없이 No mask,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마스크 조건에서 각각 

526.6 ±217.6 ﾠg/trial, 544.9±193.6 ﾠg/trial, 520.7±229.2 ﾠg/trial, 524.3±174.7 

g/trial, 530.3±214.8 g/trial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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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관적 감각

한서감, 온열쾌적감, 습윤감, 갈증감, 인지적 힘들기(RPE)에서 실험 시 다섯 

가지 실험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서감, 온열쾌적감, 습윤

감의 경우 전신 및 얼굴에 서 운동 강도가 증가 할수록 더욱 덥고, 불쾌하며, 습

하다고 느꼈으며, 운동 종료 시점에서 한서감은 ‘약간 따뜻하다’ ~ ‘약간 덥다’, 

온열 쾌적감은 ‘보통이다’ ~ ‘약간 불쾌하다’, 습윤감은 ‘습하다’ ~ ‘약간 습하

다’ 의 범위로 응답되었다(Fig. 3.7). 갈증 감은 전반적으로 ‘전혀 목마르지 않

다’ ~ ‘약간 목마르다’의 범위에서, 인지적 힘들기 (RPE)는 ‘7(매우 매우 쉽

다)~13(약간 힘들다)’의 범위에서 응답되었다. 응답한 주관적 착용감 모두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가장 덜 덥고, 덜 습하고, 덜 불쾌하고, 덜 목마른 

값으로 측정되었으나, 실험 시작 후 50분 이 되었을 때 얼굴 부위 한서감의 경

우 마스크 미착용 조건과 착용조건 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단, 네 가지 마스크 착용 조건 (80-3Panel-D2, 94-3Panel-D2, 99-Cup-D1, 

95-3Panel-D1) 간 주관감 에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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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ry wet

2: Wet

1: A little wet

0: Neither

-1: A little dry

-2: Dry

-3: Very dry

3: Hot

2: Warm

1: Slightly warm

0: Neutral

-1: Slightly cool

-2: Cool

-3: Cold

2: Comfortable

1: A little comfortable

0: Not both

-1: A little comfortable

-2: Uncomfortable

(A)                        (B)                      (C)

Figure 3.7 Thermal sensation (A), thermal comfort (B), humidity sensation (C) around the face 

for the five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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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 수준이 높을수록 인체에 미

치는 생리적 부담이 클 것이다’는 기각되었고, 두 번째 가설인 ‘저강도 운동에 

비해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마스크의 인체 호흡·심혈관계 및 주관적 착용감

에 미치는 영향 이 클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첫 번째 가설이 기각된 이유는 

80-3Panel-D2, 94-3Panel-D2, 95-3Panel-D1, 99-Cup-D1 마스크 순서대로 인체 미

치는 생리적 주관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95-3Panel-D1 

나 99-Cup-D1마스크 조건보다 80-3Panel-D2 이나 94-3Panel-D2 마스크 조건에

서 더 큰 생리 부담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다양한 인체 생리반응들 중 호흡과 혈압 항목에서만 마스크 종류에 따른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의 배경과 근거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을 기각하고 두 번째 가설을 채택한 배경 

및 근거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 수준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인체 생리부담 증가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로는 실험에 채택된 보건용 마스크 디자인의 차이(예: 사적

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일한 디자인의 KF80, KF94, N95, KF99 

마스크를 비교했다면 현재 얻어진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얻어졌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마스크에서 KF80과 KF94는 Lee et al. (2020)과 Kwon 

et al. (2020)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마스크 디자인으로, 세 

개의 패널로 구성 된 가로접이형(ear loop) 마스크이다. 반면, KF99는 호기 밸

브 가 달린 컵 형 마스크였으며, N95는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된 가로접이형 

(head band)이나 3M의 자체 디자인으로 80-3Panel-D2이나 94-3Panel-D2 마스크

보다 37% 더 큰 사적을 보유했다. 본 연구에서 KF99마스크 선정 시, 

80-3Panel-D2이나 94-3Panel-D2와 동일한 디자인이 아 니라 컵 형을 고른 이유

는, 무엇보다 국내 시판되는 KF99 마스크 종류가 매우 적었고, 동일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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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 KF80, KF94, KF99 모두를 판매하는 경우는 더욱 적었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한 사적을 가지는 동일한 디자인의 마스크이면서 필터 수준 만 다른 

마스크를 비교하였다면 필터 수준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부담이 증가하였을 수

도 있으나, 본 연구결과, 80-3Panel-D2 이나 94-3Panel-D2 마스크에 비해 90% 

이상 큰 사적을 가지는 99-Cup-D1와 95-3Panel-D1마스크 착용 시 인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필터수준 증가로 인해 우려되는 

호흡 부담 증가를 마스크 디자인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컵 형 KF99(99-Cup-D1)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와 얼

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seal이 있어 호흡이 새지 않으면서 마스크와 피부 간 압

력을 분산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KF80이나 

KF94 마스크의 경우에도 가로접이형나 세로접이형이 아니라 사적이 충분히 크

게 유지되는 형태로 제작하면 고강도 운동 시 인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아동이나 학교 의무 규정으로 7시간 이상 연속 

착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스크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호흡 환기량(ventilation)의 경우 저강도나 중등강도 운동 시 마스크 착

용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고강도의 운동 구간에서 유의한 증가

가 발견되었다. 즉, 94-3Panel-D2마스크를 착용하고 8 km·hﾠ-1 로 뛰는 구간에서 

환기량은 66.8±19.8 ﾠL·min-1 로 99-Cup-D1마스크 착용 시 60.0±15.0 L·min-1에 

비ﾠ해 유의하게 컸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크 소재 필터 수준의 영향이

라기보다 마스크 디자인 특성과 사적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특히, 호흡 가스 중 산소 섭취량(VO2)이나 이산화탄소 소비량(VCO2)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호흡 환기량에서만 차이를 보인 이유는 환기

량에 포함된 무효 산소 소비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폐 환기 (pulmonary 

ventilation)란 대기 중 공기와 인체 내부 폐포 사이의 공기 교환으로 단위 시간

당 호기량과 흡기량을 모두 포함 한 값이다.  정상 호흡 시, 흡기 중 산소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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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 질소의 부피는 각 20.9%, 0.04%, 79.0%, 호기 중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는 각 16.3%, 4.5%, 79.2%이다(Choi et al., 1995). 본 연구에서 산소 소비

량 (흡기 중 산소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호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다섯 가지 

실험 조건 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 에 환기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호기 

중 산소량이다. 질소는 호기와 흡기 시 거의 동일한 비율이며, 흡기 중 이산화탄

소량은 0.04%로 환기량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미미 하다. 즉, 호기 가스에 

포함된 산소는 폐포까지 도달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통해 대기로 나온 무효 산

소량으로, 94-3Panel-D2 혹은 80-3Panel-D2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할 경우 99-Cup-D1 조건에 비해 무효 산소량이 유의하게 많아 환기량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호기 가스 중 무효 산소량의 증가는 호흡 

빈도 증가로도 설명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호흡 빈도를 측정했다면 정확한 분

석이 가능할 것이나, 80-3Panel-D2이나 94-3Panel-D2 마스크 착용 시 좁은 사적

으로 인해 99-Cup-D1나 95-3Panel-D1 마스크 착용 시에 비해 호흡 빈도가 증가

하였을 수 있고, 이로 인 해 무효 산소량이 증가하여 환기량이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상 호흡 시 환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압력과 저항으로,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기도 내부 저항이 낮을수록 흡기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폐포 

압력이 높을수록, 기도저항이 낮을수록 호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 시 흡기저항은 99-Cup-D1가 80-3Panel-D2이나 94-3Panel-D2보다 

컸기 때문에, 실제 착용 시 피험자의 기도 저항이 환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마스크 내부 압력의 경우 99-Cup-D1의 컵 형 디자인

에서 더 높은 내부 압력이 유지되었는지, 가로접이형인 80-3Panel-D2 혹은 

94-3Panel-D2 마스크 내부의 압력이 더 높았는지 측정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압

력의 영향은 논할 수 없다. 다만, 99-Cup-D1의 컵 형 디자인으로 유지된 더 큰 

사적에 의해 호흡이 수월해지고 이로 인해 호흡 빈도도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것이라 는 가설도 나름 타당하다. 요약하면, 고강도 운동 구간에서 마스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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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발견된 환기량 차이는 외부 압력이나 흡기 저 항보다, 호흡 빈도 증가로 

인한 호기 가스 중 무효 산소량 증 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

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호흡 관련 변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를 각 실험구간에서 연속 착용하다가 5분씩 호흡가스대 사용 마스크로 

교체 착용한 후 5분 동안 측정한 호흡지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에서 직접 호흡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간혹, 내부에 보건용 마스크를 끼워 넣은 채 호흡대사용 고무 마스크를 착

용하고 호흡지표들을 측정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는 보건용 마스크의 영향

이라기보다 고무 마스크 착용의 영향을 의미 한다. 추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인체 호흡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타당한 실험 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실험에 사용된 보건용 마스크의 표면적은 피험자 5 인 전신 체표면

적 평균의 1.1%였으며, Lee et al. (2009)에 따르면 반면형 마스크에 의해 덮이

는 얼굴 면적은 전신의 약 ~ 2.0%에 해당한다. 본 연구 결과, 직장온이나  귀내

온에서 다섯 가지 실험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 신 

체표면적의 1.1%가 커버되어 외기와의 열 교환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면적은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수행함에도 체내 열 저장량을 증가시킬 정도의 

유의한 영향 인자는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기온 20oC, 습도 50%RH의 

쾌적 환경 에서 수행된 것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 하여 

증발에 의한 열교환만 유효할 경우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넷째, 볼 피부온의 경우 이마온에 비해 다섯 가지 실험 조건 간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마 가운데 부분에 비해 

볼 부위의 모세혈관이 더 풍부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의한 

열손실 방해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마스크 내 형성된 미세기후의 습도는 운동 중 90%RH 까지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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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경우 99-Cup-D1 마스크 착용 시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가 유지되었다. 또한, 마스크 내 미세기후의 온도도 80-3Panel-D2보다 

99-Cup-D1 마스크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발견되었다. 이는 컵 형 디

자인으로 인 해 마스크 내부 공간이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마스크가 피부에 직

접 닿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99-Cup-D1 마스크

에 부착된 배기 밸브로 인해 마스크 내부 공기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커 대

류에 의한 열교환이 활발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9-Cup-D1 마스

크에 부착된 배기 밸브는 일방향 개폐형으로, 내부 얇은 막으로 인해 숨을 들이 

쉴 때는 닫히고, 숨을 내쉴 때는 열리면서 마스크 내부의 숨이 밖으로 배출되게 

돕는 역할을 한다. Staymates(2020)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N95 마스크와 부

착되어있지 않은 N95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 외부로 누설되는 공기 및 안개의 

흐름을 시각 화 하였는데, 밸브 부착형 마스크 착용 시 외부로 나가는 공기 량 

뿐만 아니라 공기의 물방울 또한 뚜렷하게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 주의할 점은 배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는 우리나

라 식약처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으로(CDC, 2020), 그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배기 밸브 부착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무증상 감염

자가 보유한 감염원이 마스크 밸브를 통해 외기로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여섯째, 운동 전후로 측정한 혈압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실 험 조건에서 운

동 직후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였다. 운동 직후 측정된 수축기 혈압은 평균 

131.4±4.6 ﾠmmHg로 이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2020).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운동 

전후 혈압 증가율은 평균 5.6%였으나 80-3Panel-D2 마스크 조건에서 는 11.2%, 

94-3Panel-D2 마스크 조건에서 6.4%, 99-Cup-D1 마스크 조건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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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Panel-D1 마스크 조건에서 1.5%로, 오히려 마스크 필터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흡기저항이 높을수록, 혹은 사적이 클수록), 마스크 미 착용 시에 비해 수

축기 혈압의 증가율이 적었다. 특히, 평균 동맥압으로 비교해보면 99-Cup-D1와 

95-3Panel-D1 마스크를 착용 한 경우 다른 조건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혈압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만을 근거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강도 운동을 수행

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조건에 비해 혈압 증가율 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본 실험에 사용한 네 종류의 마스크 조건별 경

향이 다르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네 가지 마스크 조건 모두 고강도 운동 

직후 측정된 혈압이 마스크 미착용 조건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라, 

80-3Panel-D2과 94-3Panel-D2 조건에서는 혈압이 더 높고, 99-Cup-D1와 

95-3Panel-D1 조건에서는 혈압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마스크 미착용 시에 비해 호흡저항이 증가하고, 필터수준이 높은 마스크일수록 

호흡저항이 더 증가하므로, 혈압이 호흡저항의 함수라면 호흡저항의 크기

(80-3Panel-D2, 94-3Panel-D2, 95-3Panel-D1, 99-Cup-D1 마스크의 흡기저항은 각

각 6.7, 8.8, 19.2, 23.3 ﾠPa)대로 결과가 얻어져야 하나 그러한 경향이 아니라 

80-3Panel-D2과 94-3Panel-D2 ﾠ> 미착용 조건 > ﾠﾠ95-3Panel-D1와 99-Cup-D1

조건으로 분류된 것은 마스크 내부의 사적 혹은 마스크 디자인이 혈압에 영향

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래 혈압은 심박출량과 말초저항의 곱으로, 심박출량이 많거나 말초저항이 

크면 혈압이 높다. 혈압은 흔히 동맥압을 의미하는데 동맥압이란 대동맥이 용적

보다 많은 혈액량을 수용하는 경우 각 동맥 혈관들 내부에 생성된 압력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 직후 혈압이 증가하는 이유는 운동으로 인해 심박출량

이 증가하고 증가된 혈액량은 대동맥의 수용범위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동맥

벽이 팽창하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80-3Panel-D2 

/ 94-3Panel-D2 마스크 착용 시에는 혈압이 높고, 99-Cup-D1/95-3Panel-D1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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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착용 시에는 혈압이 낮았던 이유는 심박출량과 말초저항의 변화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박출량이 증가할 경우 수축기압의 증가가 초래되고, 

말초저항이 증가할 경우 이완기압이 먼저 증가하는데(Choi et al., 1995), 본 연

구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나 이완기 혈압에서 다섯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해 석할 수는 없으나, 수축기 혈압의 경우 

99-Cup-D1/95-3Panel-D1 조건에서 낮 은 경향을 보이므로 심박출량 감소를 어

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심박출량은 심박수와 일회 박출량의 곱으로 표현되

고,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실험 조건들 간 심박수에서 유의한 차이 는 없었

기 때문에, 결국 99-Cup-D1/95-3Panel-D1 마스크 착용 시 심장의 일 회 박출량

(stroke volume)이 더 적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80-3Panel-D2/94-3Panel-D2 마스크 착용 시 일회 박출량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러

나, 컵 형 혹은 사적이 상대적으로 큰 마스크를 착용 한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

을 마친 직후 일회 박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적고, 가로접이형으로 호흡 시 마스

크 내부 공기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적을 보유한 마스크

를 착용한 경우 일회 박출량이 비교적 클 것이라는 해석은 후속 실험 연구를 통

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관적 착용감의 경우 다섯 개의 실험 조건 모두에 서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더 덥고, 더 불쾌하고, 더 습하게 느꼈으며, 마스크 미착용 조건과 

착용 조건 간 운동 구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네 가지 마스크 착용 조건들 

간의 유의한 차이는 한서감을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았다. Roberge et al.(2010)

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의료진들이 한 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 종류 간 주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마스크 착용이 주관감을 다소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시판 보건용 마

스크 종류 간 한서감이나 습윤감, 온열 쾌적감에서 현저한 차이 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피험자 5 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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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주관감의 경우 충분한 피험자를 확보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될 필요

가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3~4시간 이상 장시간 연속 착용할 경우에 적

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 용이 다양한 강

도의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인체에 미치는 생리 · 심리적인 영향을 보고한 최초

의 연구라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가진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수(총 5

인)는 생리적 혹은 주관적 측정항목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다소 적은 수이

며, 특히 주관감의 경우 신뢰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충

분한 피험자를 모집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든 연령층의 국민들

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차 어린이나 고령층과 

같은 다양한 연령대의 피험자를 모집하여 그 영향을 확대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분당 호흡횟수가 많으며,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

아 호흡기 질환의 악화에 대한 연관성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2010). 즉, 본 연구 결과의 사적이 큰 99-Cup-D1 마스크 착용 시 호흡 환기량이 

높았기에, 이를 본 시점에 필요한 어린이 마스크 개발에 적용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환경온습도 20oC 와 50%RH인 쾌적한 환경 조건에서 수행되었

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인체 

생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실 험에는 국내 식

약처 인증 마스크인 KF80 (80-3Panel-D2), KF94 (94-3Panel-D2), KF99 

(99-Cup-D1) 마스크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N95 마스크를 선택하

였으나, 현재 매우 다양한 디자인(2-panel, 4-panel, 세로접이형, 주름형, 서지컬 

마스크, KF AD 등) 및 다양한 소재 (천, 부직 포 등)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디자인 의 시판 보건용 마스크 및 직물 마스크들에 대한 평

가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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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수행할 경우 국내외 인증 보건용 마스크 착

용이 인체의 호흡 · 심혈관계 및 체온조절계 반응에 미치는 생리적·주관적 부담

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체온조절 반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할 경우 호흡 환기량

과 혈압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99-Cup-D1나 95-3Panel-D1마스크 조건

에서보다 80-3Panel-D2 혹은 94-3Panel-D2 마스크 착용 조건에서 발견 되었다. 

이는 마스크 필터 수준의 영향이라기보다, 디자인에 따른 사적(dead space)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걷기(4 ﾠkm·h-1)나 빨리 걷기(6 

km·h-1) 수준의 운동을 수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에 의해, 혹은 착용된 마

스크 필 터 수준에 따라 인체 생리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으나, 고강도의 운동 (8 

km·h-1로 뛰기)을 수행할 경우 마스크의 필터 수준 보다 마스크 디자인요인에 

의해 인체 생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호흡 환기량과 혈압 증

가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스크 필터 수준 증가로 인해 초래될 수 있

는 호흡 부담 증가를 마스크의 디자인 개선으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단, 본 연구는 쾌적한 환경온습도에 서 20대 건강한 성인 남성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 대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나 청소년/고령군/호흡기가 취약한 개인들, 혹 은 천 마

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하루 착용 시간이 7~8시간으로 증가한 중고등학생들이나 관련 직업 종사자들에

게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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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가설 첫 번째는 마스크의 여과효율이 높을수록, 마스크 내 부피

인 dead space(사적)가 작을수록 흡기저항이 낮았기에 채택되었다. 두 번째가설

은 얼굴형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마스크의 여과효율이 높

을수록 밀착도는 높았으며 누설률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기에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세 번째 또한,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호흡계 

및 심혈관계 부담의 차이는 있었으나, 여과효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기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여과효율, 디자인, 크기, 착용 방

법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달리하여 마스크 시험기준인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 

시험과 밀착도 평가와 호흡계 및 심혈부담을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현

재, COVID-19로 인해 마스크 의무화가 된 시점에 보건용 마스크가 인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광범히 하게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최초인 만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미쳐 연구하지 못한 한

계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하지 못한 분진포집효율 

평가와 같은 마스크의 소재 및 필터 성능 평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안면부 밀착도, 누설률, 호흡계·심혈관계 부담 실험

을 포함하여 성인 남성 총 11명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후속 연구는 더욱 

유의하고 타당한 결과를 위해 더 많은 피험자 수 뿐 만 아니라 어린이, 고령자 

및 여성을 피험자로 추가하여 보건용 마스크가 미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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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Evaluation of Face Masks : 

Inhalation resistance, Fit factor, 

Total inward Leakage and respiratory burden.

Jae-Yeon, Ju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e dust was acknowledg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s a 

significant problem in 2013, the WHO announced the COVID-19 Pandemic  

in March 2020, and in November 2020,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ade it mandatory for citizens to wear masks in 

public .

Current, commercial health KF (Korea Filter) masks surpas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standards of particle filtration efficiency, inhalation 

resistance, and total inward leakage rate, which are sligh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Current KF certification does 

not include fit testing, human respiration, cardiovascular burden, and does 

not consider the face shape of subjects recruited for leakage tests. It is also 

known that the higher the filtration efficiency, the higher the inh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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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but for actual mask as finished products, differences in design 

may also result in differences in filtration efficienc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wearing performance of domestic KF masks and US N95 masks

was evaluated in terms of inhalation resistance, fit testing, total inward 

leakage, and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burden.

In the inhalation resistance test, a total of eight types of masks (surgical 

mask, KFAD (Anti-droplet), KF80, KF94. KF99, N95, etc.) were evaluated 

in terms of their flow (30, 60, 90 LPM), dryness/humidity, mask size (Extra 

small/small/medium/large) and wearing method. Fit testing was evaluated on

a total of six men with different facial types (NIOSH panel #1 1, #7 2, #9 

2, and #10 1) wearing five types of masks (Surgical, KF80, KF94, KF99, 

N95) and measuring fit factor by doing eight behaviors of the OSHA 

Respiratory Protection Protocol . The total inwards leakage test was 

measured by calculating the ratio between the particle concentration in the 

chamber and the particle concentration measured inside the mask while three 

of the six participants wore a total of six masks. In the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burden test, a total of five healthy adult men (age: 25.8 ±

0.8 years old, height: 171.8 ± 9.2 cm, weight: 79.8 ± 28.1 kg) participated 

at 20oC/50%RH for five types of mask wear conditions(No mask, KF80, 

KF94, KF99, N95).Tests were continuously measured for a total of 80 

minutes of expos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filtration efficiency, the higher the 

inhalation resistance (r=0.430, p<0.001), the higher the flow rate, and the 

smaller the mask size, the higher inhalation resistance. Of the total eight 

inhalation resistance factors, the single most significant factor was filtration 

efficiency (r2=0.26)and r2=0.38 when considering three factors simultaneously 

:filtration efficiency, flowrate(LPM),and water saturation(%).For the fit testing 

results , the mask design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filteration efficiency  

, with the highest fit factor for a cup type (KF99) than a folding ty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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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t factor of horizontal folding (3-Panel) or surgical mask was very 

much below the average of 10. Among the four face types (Panel #1, 7, 9 

and 10 of the NIOSH face panels), there was no clear difference in facial 

shape. For total inwards leakage test results, the leakage rate of the KF AD 

mask was the highest with an average of 36%; the higher the filtration 

efficiency, the lower the leakage rate, and the lower the leakage rate for 

KF99 (3% average leakage rate) and  N95(1% average leakage rate) masks. 

No difference in leakage rate according to facial type (Panel # 1, 9, and 

10) was found. The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burden test,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sk conditions interms of rectal temperature, 

ear temperature, heart rate, or  subjective responses. But KF80/KF90 masks

had significantly higher values ventilation and blood pressure values during

high-intensity exercise (8 km·h-1),for than cup-type or KF99/N95 masks 

which have a relatively large dead space. Thus,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most important of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inhalation resistance of 

health masks was their filtration efficiency But the explanation of filtration 

efficiency factors was very small at 26%, and that explanation combined 

with flow rate and moisture saturation was not great, at 38%.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halation resistance can be reduced sufficiently by improving 

the design while keeping the filter efficiency high. Second, while the fit 

factor of  masks reflects the effect of face shape, the leakage rate reflects

the filter efficiency of the mask filter rather than the face. shape Thus, fit 

testing needs to be done to accurately determine the degree of leakage 

during actual wear. Third, wearing a folding mask during high-intensity 

activities rather than low-intensity or moderate-intensity activitie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breathing and cardiovascular activity. It thus seems 

thatiwearing a folding mask continuously should not be mandatory for

high-intensity activiti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ould be used to 

improve national mask testing and certification methods, and further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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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s which impair breathing less.

  

keywords : COVID-19, Inhalation resistance, Fit factor, Total inward 

Leakage, Respiratory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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