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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용 마스크 개발을 위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하여 두상 치수 요인 변수를 추출하고, 마스크 설계 및 생산에 필요

한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여 안면부 맞음새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체형 분류와 패턴 설계 및 변형을 통하여 아동용 마스크 패턴을 개발하

고 이를 인간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두상 치수 간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 값이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마스크 축소 패턴 개발에 활용하였다.

둘째, 기존 마스크의 두상 유형 집단별 맞음새를 평가하고, 성인 마스

크 규격을 기반으로 한 아동용 마스크의 축소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셋째, 아동용 평균 축소마스크의 맞음새 및 여과 효율 검증과 기존

소형 마스크 간의 패턴 비교를 통해 향후 아동용 마스크 개발 시 개선해

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N95 마스크와 한국형

KF94 마스크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시 안면부 밀착 정도에 영향을

주는 아동 두상 요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얼굴 특성을 반영하였

다는 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스크 축소

회귀식을 이용하여 얼굴의 너비와 길이 치수로 마스크 패턴을 변형할 수

있으며, 안면부 밀착 이격 정도를 적용한 여과 효율법을 제안하여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기존의 측정법들을 간소화할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향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두상 치수에

기반하여 맞음새가 확보된 아동용 맞춤 패턴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기반으로 성인과 구분되는 아동용 마스크 사이즈 시스템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아동용 마스크, 두상 치수 분석, 안면부 누설률, 사이즈 시스

템, 축소 회귀식, 마스크 패턴 비교, 코로나 바이러스

학 번 : 2019-2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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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68년 홍콩독감

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이어 COVID-19를 세 번째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였다(WHO, 2020). 미국 질병통제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 가장 일반적인 전파 경로가 밀접 접촉이라고 밝혔으며, WHO는 적어

도 사람 간 1 m 이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의 위험을 줄이도록 권고하

고 있다(WHO, 2020). 최근 Oxford와 MIT의 연구에 따르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SARS-CoV-2 비말은 6∼8 m까지 전해지기에

이를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1∼2 m)이 강화되어야 함

(Bourouiba, 2020; Nicholas et al., 2020)을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마스크

를 착용하는 것이다(Goh et al., 2019). 효과 있는 마스크 사용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민감군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시된

다. 특히, 어린이는 폐가 발달 중이기에 호흡기나 면역력이 약해 감염

위험에 더 취약하고, 성인에 비해 호흡 능력이 떨어지기에 보건용 마스

크 착용 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머리 형상

을 반영한 인체공학적 마스크의 설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가질병관리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한

예방으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이때 면이나 천 재질 또는

덴탈 마스크의 경우 습기 내구성이 좋지 않고 입자 차단 성능이 입증되

지 않았기에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아동 얼굴 크기에 맞는 보건용 마스

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을 기준으로 한 마스크 설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Martin et al.,

2021)이며, 아동 두상 사이즈를 분석하여 마스크 설계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전무(Goh et al., 2019)하다.



- 2 -

국내 마스크 생산 설계 시스템의 경우 아동용과 성인용을 구분하여 허

가한 보건용 마스크는 없으며, 아동의 얼굴 크기에 맞는 소형 마스크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 아동의 경우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검증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소형 사이즈로 나온 형태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또한 성인

을 대상으로 생산되어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부적합하기에(3M, 2020)

어린이의 얼굴 크기를 고려한 마스크 생산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Goh et al., 2019). 유엔 아동 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

년 8월에 아동 대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함을

지적하였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아동 대상 마스크

연구의 부족(Martin et al., 2020)에 따라 연구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 안면부 밀착 정도에 영향을

주는 두상 치수 요인을 규명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N95

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KF94 마스크를 한국인의 얼굴 특성에

맞게 아동용으로 개발하여 이를 인간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안면부 사이즈에 기반한 마스크 축소 회귀식을 도출하여 개인 맞

춤형 마스크의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존 마스크 필터 누설 측정법

에 안면부 이격 맞음새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안면부 맞음새 시험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마스크 착용 시 안면 밀착 정도에 영향을 주는 두상

치수 요인을 규명하여 아동용 마스크 설계를 위한 기준 축소율을 제안하

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내용 1] 마스크 개발에 필요한 두상 치수 간 요인에 따른 군집을

판별한다.

1-1.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아동 두상 치수 요소를 추출하고 마스크

설계에 필요한 요인을 분석한다.

1-2. 사이즈코리아 데이터의 군집 및 판별 분석을 통해 아동의

3차원 대표 유형을 추출하고 NIOSH Test Panel과 비교한다.

1-3. 마스크 개발에 필요한 두상 치수 요인과 패턴 설계 요소 간

연관성을 분석한다.

[연구 내용 2] 두상 유형 집단별 성인 마스크의 안면부 맞음새를

평가한다.

2-1. 군집별 대표 형상을 3차원 프린팅으로 제작한다.

2-2. 군집별 대표 형상에 마스크를 착의하여 3차원 스캔한다.

2-2. 3차원 스캔 형상의 안면부 맞음새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 공극

거리와 사적(dead space) 및 의복압을 측정한다.

[연구 내용 3] 성인 마스크 패턴을 분석하여 아동 군집 간의 대표 패턴

설계를 위한 축소율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 마스크를

개발하여 검증한다.

3-1. 성인 마스크 패턴을 기준으로 제안한 축소율로 아동 평균

사이즈를 획득하고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다.

3-2. 아동 평균 마스크를 3차원 가상 피팅하여 안면부 맞음새를

측정한다.

3-3. 기존 필터 성능 평가법에 안면부 맞음새를 반영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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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 효율 검증법을 제안하고, 아동 유형 군집 간 성능 유사도

검증을 통한 개선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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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필터 성능 평가법에 안면부 밀착도를 적용한

새로운 여과 효율 검사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므로 기존 용어와의 혼돈

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KOSHA)에서 지정

한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밀착성능 (Fit Performance): 마스크 여과제(filter media)를 통한

오염물질의 투과(penetration)는 없음을 가정하여 오로지 얼굴과 마스크

면체 사이의 틈(face seal leakage)의 성능으로 본다(Figure 1). 따라서

밀착성능이 좋다는 것은 여과제의 여과효율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얼굴

과 마스크 면체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match)이다.

[Figure 2] 밀착 성능의 개념

(Han et al, 2017; KOSHA, 2017)

■ 밀착도 검사 (Fit Test): 밀착도 검사는 밀착성능을 보는 것으로 반

드시 여과효율이 99.5%인 특급방진필터(미국 - 100시리즈 필터)로 교체

해야 한다.

■ 밀착계수 (FF: Fit Factor): 정량적 밀착도 검사(QNFT)를 통하여

마스크 밖의 농도 Co를 안의 농도 Ci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 값이 클수록 밀착이 잘 된다고 평가한다.



- 6 -

■ 누설률 (TIL: Total Inward Leakage): 오염물질이 마스크 내부로

침투하는 모든 경로(filter media, 흡ㆍ배기밸브, face seal leakage 등)로

들어오는 양이다(Figure 2). 누설률은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 후 성능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10명의 테스트 패널

을 피검자로 선정하여 검사한다. 이는 밀착도 검사에 사용하는 기기

(Portacount, TSI Inc., U.S.A)로 현장에서 시행하고 ‘간이 누설률 검사’ 라

고도 지칭한다.

[Figure 3] 밀착도와 안면부 누설률 검사의 차이

(Han et al., 2017; KOSHA, 2017)

(Left: 밀착도 검사, Right: 누설률 검사)

■ 밀착도 체크 (User’s Seal Check): 착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

다 마스크의 면체와 얼굴이 제대로 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는 밀착도 검사와 구분되는 것으로, 음압 밀착도 체크의 경우 마스크

의 흡입구나 흡입밸브를 손바닥이나 테이프로 막고 천천히 호흡하여

평가한다(Figure 3).

[Figure 4] 음압 밀착도 체크

(Han et al., 2017; KOSH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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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극 거리 (Air Gap): 공극 거리 측정은 인간의 체형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며, 3차원 인체 형상의 각 부위별 단면을 절단하여

거리 및 각도 변화에 따른 체형별 차이점을 분석하는 단면분석법이다

(Kim et al., 2011). 이를 통해 의복의 맞음새를 정량적·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마스크 내부 사적 (Dead Space): 사적은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와

안면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공간의 부피를 뜻하며, ‘사공’ 혹은 ‘사구’라

불리기도 한다(Eom et al., 2020; Jung et al., 2020). 사적은 착용자의

들숨 공기 중 CO2 양을 계산하는데 중요하며(Han & Kim, 2020), 마스

크 패턴을 설계하거나 착용자의 생리적 착용감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한

다.

■ 분진 포집 효율 (Dust Collection Efficiency): 필터 혹은 마스크의

차단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최대 99.999%의 효율 측정이 가능

한 TSI 필터 측정기로 실험한다. 이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테스트 표준

과 규정이 존재하므로 마스크와 필터 종류에 따라 조건을 조정하여 사용

한다.

■ 가상 밀착 누설 검사 (ILFG: Inward Leakage within a Virtual

Facial Gap): 본 연구에서 새롭게 명명한 용어로, 마스크의 면체와 얼굴

사이 밀착 정도를 3차원 가상으로 평가하여 필터 분진포집효율 측정법에

적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면체와 3차원 안면부 사이의 이격(틈)을 가상

으로 측정하고, 기존의 필터 효율 측정법에 적용하여 안면부 이격 정도

에 따른 마스크 여과 효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도되

는 실험은 ‘가상 밀착 누설 검사(ILFG: Inward Leakage within a

Virtual Facial Gap)’로 새롭게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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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마스크 설계에 관한 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 감염 입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선택하

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2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의 호흡기

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2020)와 유엔아동

기구(UNICEF, 2020)는 만 6∼11세 아동의 경우 최소 1 m 이상의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고위험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Martin et al., 2021)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하는 호흡

기 보호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생산되어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부적합

(3M, 2020)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아동은 호흡이 편한 수술용 혹은 면 마스크를 착용

(Martin et al., 2021)한다. 그러나 수술용 혹은 면 마스크는 밀착 적합도

체크(seal check)를 통한 밀착도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형태(NIOSH,

2020)이며 성인에 비해 취약한 면역 체계로 호흡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

이 높아(Kim et al., 2010) 효율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아동용 마스크 패턴 개발을

위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마스크 형태를 탐구하고, 국내외의 마스

크 생산 설계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마스크 정의 및 분류

마스크는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또는 유해물질

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호흡기 보호구를 말한다(KOSHA, 2020). 마스크의 형태는 크게 공

기 정화식과 공기 공급식으로 분류되며, 공기 정화식은 외부 오염 공기

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해 제거되는 방식으로 비전동식과 전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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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뉜다. 또한 마스크의 종류는 안면부 형태에 따른 전면형과 반면

형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사용자의 눈, 코, 입 등 안면부 전체 혹은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마스크는 공기 정화식의

비전동식에 속하며 코와 입을 덮는 반면형이다.

Certificati
on/ class
(Standard)

N95
(NIOS
H-42
CFR84)

FFP2
(EN
149-200
1)

KN95
(GB2626
- 2006)

P2(AS/NZ
1716:2012)

Korea 1st
Class
(KMOEL
-
2017-64)

DS2
(Japan
JMHLW
Notificat
ion 214,
2018)

PFF2
ABNT/N
BR
13.698.
2011

Country United
States Europe China

Australia/
NewZeala
nd

Korea Japan Brazil

Filter
performan
ce(must
be ≥ X%
efficient)

≥ 95% ≥ 94% ≥ 95% ≥ 94% ≥ 94% ≥ 95% ≥ 94%

Test
agent NaCl

NaCl
/paraffi
n oil

NaCl NaCl
NaCl
/paraffin
oil

NaCl

NaCl
/paraffin
oil or
dioctyl
phthalate

Flow rate 85
L/min

95
L/min

85
L/min

95
L/min

95
L/min

85
L/min

95
L/min

Total
inward
leakage
(TIL)* –
tested on
human
subjects
each
performin
g
exercises*
*

N/A

≤ 8%
leakage
(arithm
etic
mean)

≤ 8%
leakage
(arithme
tic
mean)

≤ 8%
leakage
(individua
l and
arithmetic
mean)

≤ 8%
leakage
(arithmeti
c mean)

Inward
Leakage
measure
d and
included
in User
Instructi
ons

N/A

Inhalation
resistance
– max
pressure
drop

≤ 343
Pa

≤ 70
Pa(at
30
L/min)

≤ 240
Pa(at
95
L/min)

≤ 500
Pa(clog
ging)

≤ 350
Pa

≤ 70
Pa(at 30
L/min)

≤ 240
Pa(at 95
L/min)

≤ 70
Pa(at 30
L/min)

≤ 240
Pa(at 95
L/min)

≤ 70
Pa(w/va
lve)

≤ 50
Pa(no
valve)

≤ 70
Pa(at 30
L/min)

≤ 240
Pa(at 95
L/min)

[Table 1] 국가별 마스크 필터 측정 기준 (3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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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게

위해 필터의 성능을 표시하여 품질 등급을 구분한다. 품질 등급 구분을

위해 국가별 필터 성능 평가법을 준수하며, 국가별 마스크 필터 측정

기준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필터 성능 테스트에는 NaCl과 DOP 혹은

paraffine oil 등을 사용하여 필터의 호흡저항(pressure drop), 분진 투과

율(penetration) 및 필터 품질 계수(quality factor)를 평가한다. 입자상

오염물질에 따른 마스크 명명 기준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 N=Not resistant to oil, R=Resistant to oil, P=oil proof

*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

앞선 비교를 바탕으로, 중국 KN95, AS/NZ P2, 한국 1급 및 일본 DS2

FFR는 US NIOSH N95와 유럽 FFP2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3M, 2021)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

드라인(Table 3, Figure 4)을 제시하고 있다.

　 Certification/
Class(Standard)

Filter Performance
(must be ≥ X%
efficient)

Oil Resistance

NIOSH

N

N95 ≥ 95% Not resistant

N99 ≥ 99% Resistant

N100 ≥ 99.97% Proof

R R95 ≥ 95% Resistant

P

P95 ≥ 95% Proof

P99 ≥ 99% Proof

P100 ≥ 99.97% Proof

KOSHA KF

KF80 ≥ 80% Resistant

KF94 ≥ 94% Resistant

KF99 ≥ 99% Resistant

[Table 2] 입자상 오염물질에 따른 마스크 명명 기준

(An et al., 2017; MF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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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필터형 마스크 사이즈 측정 기준 (MFDS, 2020)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코와 입을 덮는 비전동식

방진마스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그중에서도 바이러스

입자상 감염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N95(NIOSH, 95%)와 KF94 (식약처,

1급)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인증한

수술용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의 경우 필터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NIOSH의 N95나 식약처의 KF94에 비해 공기 중 미립자 감염에

대한 보호 성능이 떨어지며(CDC, 2020) 밀착 적합도 체크(seal check)와

밀착도 검사(fit test)를 수행하지 않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Length (unit: mm)

Size Range

Extra Large ≤ 171 mm

Large 150 ∼ 170 mm

Medium 136 ∼ 149 mm

Small ≥ 135 mm

[Table 3] 마스크 사이즈 측정 기준 (MFD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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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형태 및 설계 요소 분석

2.1. 마스크 형태 분석

일반적인 의류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생산 시 형태에 따른 비용 차이

가 발생한다. 컵형 마스크는 3차원 성형이 필요하여 형태를 잡는 특수

기기가 필요한 반면에, 접이형은 간편한 휴대성으로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다(Niezgoda et al., 2013). 마스크 형태에 따른 착용성을 비교한 연구

(Zhuang et al., 2005)에서는 ‘마스크 형태’가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사이즈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Fit test 성공률과 FF값 및 압박도를

분석한 결과, 컵형과 접이형 간에 차이가 발생(Figure 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ezgoda et al., 2013).

[Figure 6] 마스크 형태에 따른 성능 차이 (Niezgoda et al., 2013)

Morishima and Mitsuno(2019)와 Morishima et al.(2020)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시 누설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위치

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안면부 링 중 세 번째에서 가장 큰(93.2%) 얼굴

커버율이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Figure 6). 해당 연구에서는 컵형 마스

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콧대 부위에 다트를 주어 밀착력 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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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또한, 기준 공극거리가 0일 때 착용 성능이 우수하다고 표시하

였으며, 이로써 얼굴과 마스크 크기가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hemejad et al., 2020).

[Figure 7] 마스크의 안면부 착의 위치 (Morishima & Mitsuno,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패턴 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두 가지

사이즈로 생산되는 컵형(1860/1860s) 마스크를 기준으로 아동용 패턴

축소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맞음새 평가 시 Morishima and

Mitsuno(2019; 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세-네 번째 링 범위(Figure 6,

c-d range)에서 착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마스크 패턴 설계에는 기존 의류 패턴 설계 방법을 활용하

고자 하였다. 기존 의류 패턴 설계 방법에는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로

부터 각 부위별 치수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귀식을 도출하

여 패턴을 설계하는 방식’(Jeong & Hong, 2015; Kim, Nam & Kim,

2013; Kim, 2020; Shin, 2009)과 ‘3차원 인체 형상을 평면 전개하여 체표

패턴을 생성하는 방식’(Kim & Hong, 2012; Yoon, 2008)이 존재하고

(Kim, 2018),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중 마스크의 패턴

규격을 반영할 수 있는 ‘회귀식 도출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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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스크 설계 요소 분석

마스크의 설계 요소는 필터(filter), 코 클립(nose clip), 폼(nose form),

호흡 밸브(exhalation valve), 고무 밴드(elastic straps), 페이스 실(face

seal)로 구성된다(Figure 7). 필터는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안면부의 대부

분을 덮어 외부 입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코 클립과(nose clip)과

폼(nose form)은 코와 콧대에 밀착력을 높여 누설률(inward leakage)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폼(nose form)은 밀착도를 높여주고

안정감 있는 착용에 도움을 준다.

[Figure 8] 마스크 설계 요소 분석

(Ishack & Lipner, 2020; Tcharkhtchi, et al, 2021)

호흡 밸브(exhalation valve)는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날숨에서 열리

고 들숨에서 닫히는 원리로 설계되어 마스크 내부의 CO2를 배출함과

동시에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

방센터는 밸브나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는 바이러스 입자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으며(CDC, 2021), 최근 연구(Figure 8)에서도

지역 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흡 밸브가 없는 마스크를 사용해

야 한다고 보고하였다(Verm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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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호흡 밸브로 인한 누설 연구 (Verma et al., 2020)

다음으로 고무 밴드(elastic straps)는 얼굴 위로 마스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오랜 기간 착용 시 불편을 많이 느끼는 설계 요소(Gupta

et al., 2020)이므로 착용성(comfort) 측면에서 두상 사이즈를 고려하여

적절한 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무 밴드는 제작 시 스테이플

(stapled)이나 초음파(ultrasonically welded)로 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 이격에 따른 밀착도 평가에 집중하고자 호흡 밸브(exhalation

valve)가 포함된 형태는 배제하였으며, 마스크 종류 간의 고무 밴드 탄성

에 따른 밀착도의 차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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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두상 분석에 관한 연구

인체의 얼굴이란 신체부위 중 몸통, 팔, 다리 등과 구별되는 안면

(顔面)을 뜻한다. 얼굴 부위는 두개부를 비롯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五感)을 모두 포함하는 유일한 신체의 일부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위라 할 수 있다(Choi et al., 2010).

의류 분야에서 얼굴과 관련된 제품 연구 및 설계에는 산업현장의 안전모

나 헬멧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보호구와 안경 그리고 모자 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두개골 및 안면부 특성을 반영해야 오감에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이 가능하다.

1. 두상 형태와 마스크에 관한 연구

얼굴은 다른 인체 부위에 비해 더욱 다양한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마스크는 이러한 형태로 인해 안면부와 마스크의 접촉 부위가 밀착되지

않아 누수(leakage)가 발생한다. 이에 밀착도 높은 마스크 설계를 위해서

는 두상 치수를 통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얼굴 유형 분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 시 영향을 주는 두상 치수 요인을 분석하고, NIOSH 이변량 테스트

패널(NIOSH bivariate test panel)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얼굴 특징

을 파악하고자 한다.

1.1. 두상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두상 형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안면부 측정 항목들은 크기와 비례를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인체 치수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얼굴 부위별 치

수 측정 방법에는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법이 있다. 직접 측정법은 마틴

식 인체계측기(Martin Anthropometer)를 이용하여 인체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ISO 7250 Basic Human Body Measurements for Technologi

cal Design" 및 “KSA 7004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에서 인체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인 측정항목, 측정복, 측정자세 및 측정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국가기술표준원, 2011). 간접 측정법은 3차원 인체

측정이라고 불리며 인체를 3차원 인체 측정기(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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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낸 3차원 인체형상 정보에 측정 기준점을 설정하여 가상으로 측정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국가기술표준원, 2010). 이는 미국,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체형 연구로 활발히 사용한다.

Hack et al.(1973)은 산업용 호흡기 설계를 위해 미국인 남성의 일부

얼굴 치수를 직접 측정하였으며, NIOSH의 지원으로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패널(안면 길이, 안면 너비 및 입술 너비)을 개발하

였다. 이는 마스크 설계를 위한 두상 치수 분석 연구의 첫 시도로, 2000

년대 마스크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었다.

NIOSH의 Zhuang(2003)은 미국인에게 적합한 마스크 설계를 위해

1,013명의 두상스캔 이미지 데이터를 얻었으며, Zhuang and Bradtmiller

(2005)는 3차원 얼굴 형상을 포함하여 성인 3,997명(남성 2,543명, 여성

1,454명)의 머리 인체 치수 19곳을 측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인구를

대상으로 NIOSH 테스트 패널을 개발하였다(Figure 9).

[Figure 10] NIOSH Bivariate Test Panel

(Zhuang et al., 2003)

Han and Choi(2003)와 Han et al.(2004)은 한국인 두상을 고려한 마스

크 개발을 처음 시도한 연구로, 두상치수 50명(남성 26명,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마스크의 밀착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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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10개의 얼굴치수를 직접 측정하고 이를 마스크 개발(Figure 10)

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Figure 11] 한국형 공군 마스크 개발 (Han & Choi, 2003)

Du et al.(2008)은 18∼66세의 중국인 3,000명(남성 2,026명, 여성 974

명)의 머리 인체 치수 19곳을 직접 측정하였으며, 일본의 품질 생명 공학

연구소(2008)는 19∼80세의 일본인 6,842명(남성 3,530명, 여성 3,312명)의

안면 치수 17곳을 조사하여 두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Lin and Chen(2017)은 RFTP(Respirator Fit Test Panel) 개발을 위해

NIOSH 테스트 패널과 Chen et al.(2009) 패널의 중소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상을 직접 측정하였으며, 안면부 크기와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 PC1(Principal Component 1)의 양협골 간격과 PC2

(Principal Component 2)의 얼굴 및 코 길이, 코 돌출부가 도출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2013)은 336명의 한국인 공군 조종사의 마스크 설계(Figure

11)를 위해 인간공학 및 의류학 전문가 6명이 선정한 반면형 마스크

설계에 관련된 22개(길이-11개, 너비-7개, 둘레-4개)의 항목을 마틴식

인체계측기와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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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한국형 공군 두상 형태 분석 (Lee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마스크 착용 시 밀착에 영향을 미치는 두상

치수 항목으로는 얼굴너비(face width)와 얼굴길이(face length)가 공통된

요소이며 연구자의 목적과 치수 추출 방법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연구들은 입술너비(lip width)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였지만 1990년 이후 연구에서는 입술너비보다는 코 관련 부위

(코 너비, 코 돌출부, 코의 폭)가 중요하게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주요 치수 요인 항목들을 포함하여

마스크 밀착도에 영향을 주는 아동 두상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고자 한다.

1.2. 얼굴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얼굴 특성은 마스크 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Manganyi et al.,

2017; Morishima et al. 2021,; Pacitto et al., 2019; Wardhan et al.,

2020; Yang & Shin, 2008), 안면부 누출은 크기에 비례하여 밀접한 관련

이 있기에(Solano et al., 2021) 필터의 품질 특성만큼 안면부 맞음새를

높이기 위한 노력(Pacitto et al., 2019)이 필요하다.

Yang and Shin(2008)과 Chen et al.(2009)은 마스크 적합성 평가를

위해 중국인 테스트 패널을 NIOSH 테스트 패널에 비교한 결과, 중국인

은 서양인에 비해 얼굴너비가 넓고 길이가 짧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하였

다. 또한, Lin and Chen(2017)은 소형 사이즈의 성인 얼굴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종과 나이에 따라 얼굴 특성에 유의한 차이(Figure 12)가

있었으며, 마스크 형태에 따른 안면부 밀착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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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중국인 얼굴 특성과 NIOSH 패널 비교

(Lin & Chen, 2017)

Kouchi and Mochimaru(2004)는 일본인의 얼굴 특성 분석을 위해 얼굴

너비, 얼굴길이 및 입술길이 등 인체 부위 15곳을 측정하였고(Figure

13), 일본인의 경우 미국과 중국 테스트 패널 사이에 위치함을 보고한 바

있다.

[Figure 14] 일본인 얼굴 특성 분석 (Kouchi & Mochimaru, 2004)

Seo et al.(2020)은 7∼69세 범위의 한국인을 대표하는 머리 형태

(Figure 14)를 조사한 연구에서 서양인에 비해 얼굴너비가 넓고 길이가

짧은 특성이 있으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Han(200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이 외에도 Seo et al.(2020)

는 아동 대상의 머리 형태는 아직 개발된 바가 없어 아동 중심의 대표

두상 형태에 관한 연구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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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한국인 얼굴 특성 분석 (Seo et al., 2020)

Manganyi et al.(2017)은 남아프리카인의 안면부에 적합한 정량적

마스크 평가를 위해 얼굴길이, 얼굴너비, 눈동자사이너비, 머리둘레를

측정하였고, 밀착도 검사(fit test)에서 실패한 인구 특성을 분석하여

특히 아시아인에서 밀착계수(FF)값이 낮게 나타나는 등의 결과를 통해

인종 간 얼굴 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Rodríguez et al.(2020)은 칠레 근로자(마스크 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

자) 표본의 안면부 치수를 NIOSH 및 LANL 테스트 패널과 비교하여

불일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LANL 패널은 반면체(half-facepiece)와

전면체(full-facepiece) 모두에서 칠레인의 안면 치수와 불일치하였지만

NIOSH 패널은 칠레 인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였다(Figure 15).

[Figure 15] 칠레인 얼굴 특성 분석 (Rodríguez et al., 2020)



- 22 -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얼굴 형태는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Wilkinson et al., 2010)하며 얼굴 특성에 따라

마스크 밀착 계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Zhuang

et al.(2017)과 Bergman et al.(2019) 등 다수의 마스크 연구에서 NIOSH

이변량 테스트 패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NIOSH를

기준으로 한국인 아동 분포를 확인하고 인종과 나이에 의한 차이가 존재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마스크 누설 부위에 관한 연구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을 방해하는 누설 경로는 (1) 필터나 카트리지를

통한 침투; (2) 배기 밸브를 통한 침투; (3) 파손 부위를 통한 침투;

(4) 안면부 누설을 통한 침투(Kolesar et al., 1982)이며, 안면부 누설

(face seal leakage)을 통한 침투는 두상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스크 실착용 시 이격 차이로 인해 유입되는 유해 입자는 인체에 치명

적이며, 대부분의 입자는 안면부가 밀봉되지 않아 침투한다(Warhan et

al., 2020). 이처럼 얼굴과 마스크 면체 사이의 밀착은 오염 물질의 누출

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Jazani et al., 2018; Pacitto et al., 2019)

이므로 호흡기 마스크 개발 시에는 필터 매체의 효율성 개선과 안면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Grinshpun et al., 2009)을 동시에 고안해

야 한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안면부 밀착형 마스크 개발

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누설 발생 부위에 대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Roberge et al.(2011)은 IRC(Infrared camera)를 이용하여 안면호흡기

호기누출(filtering face respirator exhalation leaks)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콧대(bridge of nose), 양측 코(bilateral sides of nose), 양측

안와하 영역(bilateral infraorbital regionsl), 양측 광대 영역(bilateral

infraorbital regions), 양측 뺨 영역(bilateral malar (cheekbone) regions)

및 턱 영역(chin area)에서 누출을 확인하였다(Figure 16). Roberge et

al.(2011)는 IRC의 열화상 카메라 기법으로 호흡기 보호 장치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량적 평가의 선별도구로서 갖춘 잠재성

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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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RC를 통한 안면 누출 부위 확인

(Roberge et al, 2011)

Harber et al.(2015)은 IRI(Infrared imaging) 기법으로 기류를 감지하여

누설 부위를 평가한 연구에서 안면부 부위를 상부(비강 부위), 중부(광대

부위), 하부(턱 부위)로 3등분하여 비교하였다. Harber et al.(2015)는

비강 부위(콧대)에서 누출이 자주 발견되었으며(Figure 17) FF값이 높았

던 연구 참여자에게서도 흔히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부위는

들숨보다 날숨에서 더 큰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호흡 과정에서

의 감염인 에어로졸로 인한 잠재적 전파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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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RI를 통한 안면 누출 부위 확인

Harber et al. (2015)

Wardhan et al.(2020)은 Harber et al.(2015)과 Roberge et al.(2011)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콧대 부위에서 가장 큰 누설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호흡기 보호구의 금속 코 클립이 밀착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Wardhan et al.(2020)은 호흡기 보호구 제조업체가 착용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면부의 밀봉 누출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Tahernejad et al.(2020)은 Jazani et al.(2016)의 측정 방법을 인용하여

호흡기 보호구의 기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된 6개의 얼굴

치수 항목을 직접 측정하였으며, 호흡기 누출은 코와 턱 부위에서 발견

된다고 하였다(Figure 18). Tahernejad(2020)는 ANFIS 네트워크를 설계

하여 기존의 정성적 Fit Test(QLFT) 방법과 비교한 결과, 약 75%의

상당한 정확도가 확인되었으며, 인간 대상의 실제 측정이 불가능한 일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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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NFIS와 Fit Test의 Pass/Fail 비교분석

(Tahernejad et al., 2020)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마스크 착용 시 누출 방지를 위해 호흡기의

윤곽을 얼굴로 조이는 것이 중요하며 안면부와 마스크 간의 밀봉 누출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비강(nasal), 광대(cheek), 턱(chin)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봉 누출이 잦은 비강, 광대, 턱 부위와,

호흡 시 온도 변화로 인한 착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던 중심

부위(코와 입)를 추가하여 최종 다섯 부위를 기준으로 맞음새를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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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마스크 맞음새 검증에 관한 연구

마스크는 올바른 착용법에 따라 필터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물질 차단용 호흡보호구의 경우 검증된 필터의 성능이 중요하지만,

착용 시 얼굴 접촉면 간의 틈새도 최소화해야만 외부로부터 신체를 최상

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Yu et al., 2014). 미국의 NIOSH는 안면부

마스크 밀착을 강조하기 위해 헬스케어 직업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사용

할 때 밀착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청(OSHA)은 면도 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Floyd et al., 2018). 그러나 매년 다수의 헬스케어 직업 종사

자가 밀착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Wardhan et al., 2020).

마스크 착용자의 안면부 밀착 정도는 밀착성능(fit performance)라고

지칭하며, 밀착 여부를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밀착도

검사(fit test)라 한다 (KOSHA, 2017). 마스크 밀착도 평가 방법에는

(1)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Fit Test), (2) 정성적 평가(Qualitative Fit

Test), (3) 간단한 육안 검사(Naked Eye Test)(Song & Yang, 2010)가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의 안면 밀착 특성(밀착도, 압박

도, 간섭, 여유 공간)을 3차원 인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착의 평가한

다(Butler, 2009; Dai et al., 2011; Lee et al., 2013; Niezgoda et al.,

2013). 이에 본 절에서는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도 평가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정량적 및 정성적 밀착도 검사

1.1. 정량적 밀착도 검사 (Quantitative Fit-Testing: QNFT)

정량적 평가법은 마스크와 안면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안면 누출과 마

스크 필터 투과율로 밀착계수(FF: Fit Factor)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QNFT는 기술적으로 OSHA에서 인정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측정

물질(challenge agent)인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보호구의 안과 밖의 농도

를 측정하는 것과 호흡 시 발생하는 압력 차이로 인한 공기의 흐름 변화

를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호흡용 보호구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에어로졸(aerosol)을 측정(Figure 19)하여 비율(ratio, 마스크 밖의 에어로

졸 농도/마스크 안의 에어로졸 농도)로 나타낸 값이며, 이를 밀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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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Fit Factor)라 한다(NIOSH, 1987). 따라서 FF값이 높을수록 안면부

와 보호구의 맞음새(fit) 정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9] Quantitative Fit Testing System,
PORTACOUNT PRO+ Respirator Fit Tester 8038 (TSI Inc., U.S.A.)

1.2. 정성적 Fit Test (Qualitative Fit-Testing: QLFT)

정성적 평가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착용자의 민감도(맛, 냄새, 자극 등)

를 측정하여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Figure 20)이며, 미국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A-29 CFR 1910.134의 규정에 따라 Pass/Fail의 방법으로 밀착도를

평가한다. QLFT 방식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isoamyl acetate(banana

oil), sodium saccharin, and irritant fumd(SnCl4)가 있다(NIOSH, 1987;

OSHA 29 CFR 1910. 1001. 1994).

QLFT의 장점은 값이 저렴하고 측정이 간편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측정물질에 따라 착용자의 주관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물질의 불감각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van der Sande et al.(2008)과 Cherrie et al.(2018)은 아동에게 성인

마스크 누설률을 QNFT법으로 평가하여 성인에 비해 작은 얼굴 크기가

마스크 밀착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밀착력 저하로 인한 보호력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할 시

보호구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며 원치 않은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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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 et al.(2016)은 N95에서 총 누설(gross leakage)과 사용자 밀착

검사(user seal check)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누출률에 대한

QNFT 법으로 밀착 검사의 민감도, 특이성 및 예측값을 검증하였다.

Lam et al.(2016)은 정상(normal)과 심호흡(deep breathing)의 밀착도

검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안면부 밀착도 평가 시 신중하게 수행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Floyd et al.(2018)는 QNFT는 피험자의 호흡기를 통해 침투된 입자를

문지르는 것과 수염에 따라 발생하는 누출률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평가법이며, NIOSH에서 밀착도 검사 시 권고하는 안면부 제모와

관련하여 수염의 길이가 길수록 밀착계수가 낮아짐을 입증하였다. 그러

나 수염의 거침정도는 침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Figure 20] Qualitative Fit Testing System
(safetynetwork.3m.com, 2017)

Goh et al.(2019)은 싱가포르 아동의 N95 마스크의 안전성, 착용감 및

편안함을 평가하기 위해 7∼14세 아동 106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법

을 수행한 결과, 7명(6.6%)의 아동에게서 가벼운 호흡 곤란이 확인되었

지만 이러한 주관감은 생리적인 데이터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Winski et al.(2019)은 다양한 얼굴 특징에 따른 FF 값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얼굴길이(menton-sellion length), 얼굴너비(bizygomatic

breadth), 하관너비(bigonal breadth)를 직접 측정하고 정량적 밀착도

검사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하관너비가 증가할수록 밀착계수 값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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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et al.(2020)은 아동용으로 제작된 마스크만이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아동은 성인보다 낮은 콧대와

작은 코와 입을 가지고 있어 마스크와 안면부 사이의 이격 정도가 크게

발생함을 육안 검사(naked eye test)법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마스크의

형태를 다르게 변형하여 안면부 밀착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으며 얼굴 형태에 따라 밀착

도 검사의 실패율이 달라지므로 두상 크기가 작은 아동의 마스크 밀착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의 밀착을 높이기 위해 정량 및 정성적 밀착도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행

되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3차원 가상 맞음새 평가법

최근 다양한 인체 측정 기기와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3차원 인체

형상의 능동적 치수 확보가 용이해졌다. 그 덕분에 3차원 인체 데이터의

측정 기술 및 체형 분석도 가능해지며 3차원 가상착의 기술을 통한 의복

설계 연구가 활발해졌다. 더 나아가 의류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의학 및

인체 공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가상 착의

평가(Virtual Fit Assessment: VFA)는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및 제품

형상 데이터를 가상으로 착의 또는 밀착한 후, 인체와 제품 간의 밀착도,

압박도, 또는 간섭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평가 방법이다(Ashdown et

al., 2004; Bye and McKinney, 2010; Meunier et al., 2000).

2.1. 3차원 가상 공극 거리

Han and Choi(2003)와 Han et al.(2004)은 한국인의 얼굴을 3D 스캔하

여 측정 치수를 토대로 치수별 평균 얼굴을 파악하고 대표 형상을 석고

로 제작하여 마스크 시제품 제작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Han et al(2003;

2004)는 3D 안면부 스캔 데이터를 산소마스크의 안면부 밀착면 형상을

설계 및 변경하였고, 착용성(fitness)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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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zgoda et al.(2013)은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3차원 입체 형상을

중첩하여 밀착 부피와 압력을 평가하였다(Figure 21). 이 연구는 접힘형

(flat-fold)이 컵형에 비해 동일한 밀착 계수에서 안면부 압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21] 3차원 형상 중첩 및 맞음새 평가

(Niezgoda et al., 2013)

Weinberg et al.(2005)은 안면부 및 손 치수 측정 관련 연구 등에서

가상 피팅 테스트를 기반으로 반복 착용에 따른 밀착도 오차를 측정한

결과 2 mm 이내에서 신뢰성이 허용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ee et al.(2013)은 Weinberg et al.(2005)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가상 밀착계수를 2∼6 mm로 조절하면서 거리를 측정하였다(Figure 22).

마스크의 가상 착의 위치는 측면 사진을 통해 앞턱끝점(anterior chin

projection)과 마스크의 턱 부위 정점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22] 3차원 가상 공극거리 분석 (Le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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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차원 가상 의복압

Butler(2009)는 FEM software를 기반으로 호흡구 페이스 씰의 재질

특성과 안면 부위별 피부 탄력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착의 평가를 수행하

였다(Figure 23). 연구 결과, 안면 부위별 압박 및 밀착 정도가 정량적으

로 산출되었으며 호흡 과정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호흡구 내부의

공기 흐름(interior flow field)이나 공기 누설(outward leak)과 같은 유체

역학적 분석도 수행할 수 있었다.

[Figure 23] 페이스 씰(face seal)에 따른 안면 의복압

(Butler, 2009)

Dai et al.(2011)은 LS-DYNA(Livermore Software Technology Corp.,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무 밴드의 위치와 각도 및 마스크 재질

에 따른 마찰계수를 가상으로 분석하여 안면부 밀착도 변화를 정량적으

로 나타냈다(Figure 24).

[Figure 24] 고무 밴드(elastic straps)에 따른 안면 의복압

(Da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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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13)은 압박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응력 필름 (prescale

pressure indicating film, Fujifilm corp., Japan)으로 4개의 얼굴 영역 (비

근, 콧대, 뺨, 아랫입술)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였고, 과도 압박 부위

(코뼈, 견갑골)와 밀착 결여 부위(콧대)가 각각 0.6∼0.7배 감소 및 1.3∼

1.7배 향상으로 나타남을 가상으로 확인하였다(Figure 25).

[Figure 25] 응압 필름을 사용한 안면 압박도 측정 (Lee et al, 2013)

위의 선행 연구를 통해 가상 착의 평가(VFA) 방법은 인체 부위 및

제품의 3D 이미지를 가상으로 정렬하여 적합, 압력 및 간섭을 분석할 수

있으며(Ashdown et al., 2004; Bye & McKinney, 2010; Meunier, et al.,

2000), 주로 웨어러블 제품개발에 활발히 적용(Lee et al., 2012)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Kim et al., 2003; Luximon et al., 2012;

Song & Yang, 2010; Yang & Shen, 2008; Zhuang et al., 2010)에서는

안면 치수의 직접 측정만으로 3차원 안면 형상에 적합한 마스크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마스크 설계 시 3차원 안면

스캔 데이터를 필히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형상 데이터에 마스크를 가상 착의하여 공극 거리 및 압박도 측정을

통한 맞음새를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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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두상 치수 분석을 통해 아동용 마스크를 개발하고 인간공학

적인 맞음새 평가법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 연구 내용 및 방법은 <Figure 26>과 같다.

1 단계 치수 요인에 따른 두상 유형 분석

■ 이론적 고찰을 통해 두상 특성 요소 유형화

■ 군집 및 판별분석을 통한 3차원 대표 형상 유형화

■ 두상 유형 군집과 NIOSH 패널 비교를 통한 아동 특성 확인

▷ H1-a.  아동 군집 간 요인별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단계 아동용 마스크 패턴 설계 및 개발

■ 이론적 고찰을 통해 마스크 패턴 구성요인 분석

■ 기존 마스크(대형)를 기준하여 아동용 마스크 축소 회귀식 도출

■ 아동용 축소 마스크 설계 및 제작

▷ H1-b. 아동의 성인 마스크 착용 시 맞음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3 단계 맞음새 분석 및 여과 효율 평가를 통한 검증

■ 3차원 가상착의를 실시하여 아동 두상별 마스크 맞음새를 분석

■ 필터 검증법을 통한 마스크 여과 효율의 정량적 평가

■ 기존 마스크(소형)와 사이즈를 비교하여 아동 마스크 설계 제안점 고찰

▷ H0. 아동 평균 축소 패턴에 따른 군집 간 누설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Figure 26]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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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치수 요인에 따른 두상 유형 분석

1. 군집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아동 두상 치수를 주성분 분석하고 요인에 기반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한다. 군집 분석은 2∼7 지정에 따라 설명력

이 가장 높은 군집을 선별하고 One & Two-Way ANOVA 분석을 통한

군집 요소 간 차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요인에 따른 군집 형태의

유의미한 분류를 검증하기 위해 SPSS ver. 26을 사용하여 다변량 분석

기법인 판별 분석을 실시한다.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E2103/003-005).

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2010년에 실시된 6차 인체치수

조사사업(Size Korea) 데이터 중에서 7세∼13세 1,158명의 3차원 형상자

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Table 4). 이는 6차 데이터에서 수집된 총

인원(n=1,238)의 모든 측정 항목에서 95%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치를

제거한 수치이다.

Age (y) Male (n=612) Female (n=626) Total (n=1,238)
7 64 84 148
8 114 97 211
9 92 93 185
10 118 102 220
11 111 134 245
12 88 94 182
13 25 22 47

Total 612 626 1238

[Table 4] 연구 대상 세부 내용

1.2. 인체 형상 측정점 및 측정 항목

측정을 위한 기준점은 <Table 5>와 같이 마스크 패턴의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된 제 6차 사이즈코리아의 3차원 아동 두상 측정 항목 29개

와 필요 측정 항목 3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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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Measurement item
1 Nose length
2 Head circumference
3 Head length
4 Head point: right - byzygomatic
5 Head point: left - byzygomatic
6 Head point: lip length
7 Head point: subnasal length
8 Head point: nose point - length
9 Head point: subnasal length
10 Head point: extracanthal - length
11 Subnasal: chin length
12 Head point: right eye - length
13 Head point: left eye length
14 Subnasal: nose point length
15 Subnasal: chin length
16 Sellion: head protrusion - horizontal breadth
17 Subnasal: bitragion breadth
18 Tragion: sellion horizontal - breadth
19 Ectoconthus: subnasal - breadth
20 Bitragion: lip length
21 Ectoconthus: back head - protrusion arc
22 Bitragion: head point arc
23 Bitragion: chin arc
24 Bitragion: nose point arc
25 Bitragion: subnasal arc
26 Side neck: head point
27 Head breadth
28 Maximumfrontal breadth
29 Bizygomatic breadth
30 Lip: chin length
31 Nose point: chin length
32 Sellion: extoconthus - horizontal breath

[Table 5] 두상 측정 항목 (국가기술표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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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 간 NIOSH Test Panel 비교

본 연구에서는 요인 점수에 따른 대표 유형 형상을 추출하고 NIOSH

이변량 테스트 패널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아동의 분포 형태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대표 유형의 안면부 특성 분석을 마스크 패턴 축소율 계산

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유형 집단별 성인 마스크 맞음새 평가

1. 군집별 대표 형상 제작

두상 유형 군집별 대표 형상은 Sindoh 3D 프린터로 3차원 출력

(Figure 27)하고 재료는 후가공 편이성을 고려하여 ABS 소재를 사용한

다. 대표 형상 출력물은 후가공을 거친 후 마스크 착의 전과 후로 나누

어 3차원 스캔한다(Figure 28).

[Figure 27] 아동 두상 유형별 대표 형상 및 측정점

[Figure 28] 아동 대표 형상 제작 및 스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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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맞음새 평가

2.1. 마스크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수 평가되며 성능이 검증된 N95 3종

(cup, flat-folded-widthwise, duckbill)과 3M사의 KF94 마스크 1종(flat-

folded-lengthwise)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마스크 형태 4종

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2021년 3월에 내놓은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측정법에 의거하여 모두 대형

(150∼170 mm)에 속한다. 제품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Table 6).

Product

3M 1860 3M 9210+ Kimberly  
Clark 46727 3M easy fit

Class/Feature N95 N95 N95 KF94

Valve X X X X

Headband
Attachment Stapled Stapled Ultrasonically 

welded
Ultrasonically 

welded

Nose-clip O O O O

Nose-form O O X O

Country of 
Origin USA USA USA Korea

Size [L] 140/125mm
[S] 122/112mm Free Free Free

[Table 6] 마스크 선정 및 분석

2.2. 마스크 맞음새 평가

마스크의 착의 전과 후를 3차원 스캐너(VITUS, Vitronics, Germany)

를 통해 형상 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가상과 실제로 맞음새 평가한다.

가상 맞음새 평가는 수집한 스캔 형상 데이터를 Design X(Geomagic,

USA)로 중합하여 안면부와 마스크 간 공극거리와 사적(dead spa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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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또한, 안면부와 마스크 면체 사이의 압박 정도는 키쿠히메

(Kikuhime) 의복압 기기(TT meditrade, Denmark)를 통해 측정하고

CLO 3D ver. 5.2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Figure 29).

[Figure 29] 키쿠히메(Kikuhime) 센서 의복압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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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마스크 축소 패턴 간 군집 맞음새 비교

1. 마스크 축소 패턴 제작

마스크 축소 패턴 제작을 위해 선정된 마스크의 패턴을 Yuka CAD

프로그램(Apparelbase, Korea)으로 제도한 후에 패턴 치수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성인과 아동의 얼굴 치수를 비교하여 3M 1860과 3M

1860s의 패턴 축소율이 적용된 회귀식을 도출하고 아동 평균 얼굴너비와

길이를 축소 패턴에 적용하였다. 축소 패턴은 그라프텍 커팅플로터 (Gra

phtec Cutting Plotter)로 출력 후 필터로 재단하였다(Figure 30). 모두

아동 세 군집의 평균으로 제작하였으며 필터 성능에 따른 교란요인을

최소화하고 이격 차이에 따른 여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 98.31%

(최저 96.77%, 최대 99.32%)의 성능을 가진 멜트블로운과 부직포 겉감

필터를 레이어드하여 총 4겹의 KF94 마스크 필터를 구성하였다.

[Figure 30] 축소 패턴 출력 및 필터 레이어

2. 마스크 축소 패턴 맞음새 평가

Yuka CAD 프로그램으로 제도한 성인 마스크(대형) 패턴에 축소 회귀

식을 적용하고, Geomagic Design X와 CLO 3D ver. 5.2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맞음새를 분석하였다. 맞음새 평가의 과정은 축소 패턴을

CLO 3D로 착의하고, 형상을 .obj 파일로 내보내기하여 Design X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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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후, Chapter 2를 바탕으로 추출된 누설 발생 부위 5곳(nasal, nasal

bridge, lateral malar(cheek), mid-malar, mentum(chin)(Harber et al.,

2015; Jazani et al., 2016; Roberge et al., 2011; Tahernejad et al., 2020;

Wardhan et al., 2020)을 중심으로 공극거리와 사적(dead space)을 측정

하고 각 부위의 측정값을 합산하여 군집 간에 비교 분석한다(Figure 31).

[Figure 31] 가상 공극 거리 측정 방법

3. 마스크 축소 패턴 여과 효율(ILFG) 평가

마스크 성능은 마스크 필터의 여과효율(또는 투과율로 표시)과 여과

효율을 비롯한 안면부 밀착 노출을 함께 평가하는 누설률(또는 보호계

수)로 표시한다. 세계적으로 누설률 평가에는 고형입자인 NaCl로 규정하

고 있으나(Table 7) 미국은 누설률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의 그 세부사

항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Yoon et al., 2020). 국내에서는 누설률

검사(TIL)를 안면부 누설률로 번역하여 밀착도 검사(fit test)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밀착도 검사는 필터를 통한 침투를 완전히 배제하

기 위해 포집 효율이 가장 낮은 필터를 사용하기에, 국내 산업안전보건

법의 안면부 누설률은 분명 밀착도 검사가 아니다(Han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 이격정도에 따른 여과율의 차이를 확인하

고자 함에 목적을 두며 기존 누설률(TIL)의 ‘필터나 카트리지를 통한

침투 영향’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해당 실험의 평가 기준은

KF94의 TIL(%)인 ≤1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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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S EU

Notice of MFDS 
2020-6

Notice of 
MFDS 2020-6 42CFR Part 84 EN149:2001+

A1 2009

Classification for 
solid 

KF80 
KF94 
KF99

N95 
N99 
N100 

FFP1 
FFP2 
FFP3

TIL test aerosol NaCl  NaCl for
N series  NaCl

Total Inward 
Leakage
(TIL), %

≤ 25 
≤ 11 
≤ 5

No requirement

≤ 25*
≤ 11*
≤ 5*

&
≤ 22†
≤ 8†
≤ 2†

Particle size of solid 
for collection 

efficiency test, μm

0.6
(0.04~1.0)

0.075±0.020(CMD) 
with

GSD ≤1.86

0.6(0.04~1.2) 
MMD

[Table 7] 나라별 누설율(TIL) 기준 차이

   *) test result at least 46 out of 50 exercises(10 × 5 exercises)
   †) test result as the arithmetic means with at least 8 out of 10 individuals

마스크 축소 패턴의 여과율 평가에는 TSI 8130(TSI Inc., USA)를

이용하였고 NaCl 고체 입자에 대한 로딩 테스트(loading test)를 진행하

며 투과율(penetration, %)과 흡기 저항(pressure drop, mmH2O)을 초기

값으로 기록하였다. NaCl 입자 크기(mass median diameter, MMD

∼0.6 µm)와 에어로졸 질량 농도(10∼12 mg/ m3)는 국내 MFDS 표준을

기준하였다. 마스크와 아크릴 지그 사이의 실리콘 부착에는 (1) 공극거리

가 발생한 부위에 2 cm 길이의 절연테이프를 붙인 후(Figure 32),

(2) 누설 부위별 공극거리를 제외하고 밀봉하였다(Figure 33). 이후, (3)

절연 테이프를 제거하고 이격 높이를 유지하며 추가 밀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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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마스크 형태별 이격 발생 위치

(Left: mask A, Mid-left: mask B, Mid-right: mask C, Right: mask D)

[Figure 33] 안면 이격에 따른 여과 효율(ILFG) 측정 과정

유속(LPM)은 아동의 호흡량을 고려하여 성인의 분진포집효율 시험법

에 사용되는 유량 95ℓ/m에 비하여 60% 수준인 60ℓ/m(Seo et al.,

2017)로 설정하였다. KF 기준의 초기 효율 측정을 위해 에어로졸 로딩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였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필터 성능을 확인하는 양질계수(Quality

Factor: QF)는 마스크의 밀착 성능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실험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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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치수 요인에 따른 두상 유형 분석

1. 군집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시 밀착도에 영향을

주는 두상 요인을 파악하여 마스크 제작과 관련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 점수 기반의 군집 분류를 실시하였고, 다변량 판별 분석을

통해 정의된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 요인 조합을 찾아냈다.

1.1 요인분석 결과

두상 군집 유형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요약하기 위해 한국인 머리

형상 측정조사(국가기술표준원, 2010)의 3차원 측정항목을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 수는 Kaiser의 고유

치 1.00 이상인 요인에 대하여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정하고, 성분 행

렬은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회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내용은 <Table 8>과 <Figure 34>에

정리하였다. Varimax 회전 후 5개의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 이상이며,

총 설명변량은 87.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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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mmunality Factor Loading
1 2 3 4 5

29
Bizygomatic breadth 0.919 0.923

28
Maximum frontal 

breadth
0.896 0.918

23
Bitragion: chin arc 0.879 0.683

25
Bitragion: subnasal 

arc
0.839 0.678

20
Bitragion: lip length 0.81 0.675

15
Subnasale: chin 

length
0.872 0.864

11
Face length 0.87 0.851

3-6
Lip: chin length 0.642 0.623

10
Head point: 

extracanthal length
0.902 0.942

7
Head point: 

subnasale length
0.926 0.920

18
Tragion: sellion 

horizontal breadth
0.916 0.894

18-19
Sellion: ectoconthus 
horizontal breadth

0.825 0.873

16
Sellion: head 

protrusion 
horizontal breath

0.939 0.885

2
Head Circumference 0.947 0.787

Factor name Face 
width

Face 
length

Upper 
head

Nose 
protru
sion

Back 
head 
protru
sion

[Table 8] 아동 두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에는 귀구슬사이너비(얼굴너비), 귀바퀴사이너비, 귀구슬사이

–턱끝(호)길이, 귀구슬사이-코밑(호)길이, 귀구슬-입술 직선길이가 포함

되며, 머리와 얼굴 부위의 너비와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1의

고유치는 3.571(***p<.001)이고 전체 변량의 25.50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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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에는 코밑-턱끝 수직길이, 코뿌리-턱끝 수직길이(얼굴길이),

입술-턱끝 수직길이가 포함되며, 머리와 얼굴부위의 길이와 관련된 요인

으로 설명되었다. 요인 2의 고유치는 2.678(***p<.001)이고 전체변량의

19.127%를 차지하였다. 요인 3에는 머리마루-눈살 수직길이, 머리마루

-코밑 수직길이가 포함되며, 두개골 상단 길이로 설명되었다. 요인 3의

고유치는 2.219(***p<.001)이고 전체변량의 15.852%를 차지하였다.

요인 4에는 코뿌리-귀바퀴위뿌리 수평길이와 코뿌리-눈초리 수평길이

가 포함되며, 콧대 돌출과 관련되었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053(***p<

.001)이고 전체변량의 14.536%를 차지하였다. 요인 5에는 눈살-뒤통수돌

출 수평길이와 머리둘레가 포함되며, 뒤통수 돌출과 관련되었다. 요인 5

의 고유치는 1.677(***p<.001)이고 전체 변량의 11.975%를 차지하였다.

[Figure 34] 두상 요인별 치수 항목 결과

군집 추출을 위해 각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군집 간의 차이가

유의한 4항목인 귀구슬사이너비, 코밑-턱끝 수직길이, 머리마루-눈살

수직길이, 코뿌리-귀바퀴위뿌리 수평길이와 군집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요인 5의 눈살-뒤통수돌출 수평길이를 대체한 머리둘레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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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고, 마스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주요 얼굴 치수 항목으로

평가하는 요인 2의 코뿌리-턱끝 수직길이(얼굴길이) 항목을 포함하여 총

6개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

1.2.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는 SPSS ver. 25.0 프로그램의 K-평균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군집의 숫자는

세분화된 각 집단들의 표본 수와 군집 간 변별력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의 군집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요인은 총 17가지

로 연령, 키 및 BMI를 포함한 머리와 얼굴부위의 14개 측정항목이며,

도출된 세 가지 군집 유형별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9>

에 제시하였다(요인 특성 비교-ANOVA, Duncun test).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p<.001 수준의 유의차가 확인되었다.

군집별 대표형상은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국가기술표준원, 2010)의

3차원 스캔 데이터 중에서 각 유형의 요인점수에 가장 가까운 형상을

추출한 것이다(Figure 35).

[Figure 35] 두상 유형 대표 형상 간 안면부 차이

(Left: Cluster 1, Middle: Cluster 2, Right: Cluster 3)

두상 유형에 따른 각 요인의 특성을 관찰하면, Cluster 1의 경우 얼굴

너비, 길이 및 둘레에 해당하는 요인 1, 2, 5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으

며 코뿌리 돌출에 해당하는 요인 4가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Cluster 2의 경우 얼굴너비, 길이 및 둘레에 해당하는 요인 1, 2, 5가

중간 값을 나타내었고 코뿌리 돌출에 해당하는 요인 4는 가장 큰 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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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높이에 해당하는 요인 3은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Cluster 3

은 얼굴너비, 길이 및 둘레에 해당하는 요인 1, 2, 5가 월등히 작은 값으

로 나타났으며 두개골 높이에 해당하는 요인 3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

다. 군집 유형 간 두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9>로 정리하였다.

Category

Clusters

Cluster 1
(n=382)

Cluster 2
(n=415)

Cluster 3
(n=361) F(p)

Age

Average

10.0 9.86 9.48 9.217***

Height 139.39 137.91 136.38 6.140**
BMI 18.61 18.28 18.49 1.02

Factor 1

144.47 140.41 135.64 224.878***

149.7 145.45 140.58 194.328***
282.7 280.2 264.57 131.854***

265.17 266.46 250.06 150.234***

123.41 125.0 117.07 162.331***

Factor 2

50.42 48.43 45.92 36.224***

93 90.56 87.83 34.797***

3.18 3.12 2.48 5.666***

Factor 3
97.4 92.53 102.91 92.915***

164.33 158.42 167.46 64.106***

Factor 4
75.4 87.04 77.43 301.656***
7.9 15.16 11.15 215.256***

Factor 5
182.03 182.97 180.04 12.166***

548.01 541.82 535.49 39.494***

Duncun a < b < c

[Table 9] 군집 유형 간 두상 요인분석 결과 (n=1,158)

p*＜0.05, p**＜0.01, p***＜0.001



- 48 -

1.3. 판별분석 결과

다변량 판별분석(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은 독립변수가

연속 변수이고 종속변수가 범주변수일 때 선험적으로 정의된 집단들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선형 조합을 찾아내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판별분석은 ‘군집화와 분류’의 한 방법이며, 하나 이상의 변수

를 사용해 어떤 개체가 소속되게 되는 집단이나 범주(categories)를 분류

하는 데 활용하는 통계기법이다(Klecka, 1975). 이 기법은 다음 두 경우

에 활용된다. 첫째, 여러 집단(종속변수)들이 해당 집단의 속성, 즉 판별

변수(독립변수)를 통해 얼마나 구별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경우이다. 둘째, 집단 간 속성들과의 관계에 관한 판별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어떠한 새 개체가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판별분석의 결과를 통해 분류된 세 군집이 변수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와 두상 측정치수 데이터가 각 집단에 적절히 분배되었

는가 알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시

각적 판정에 의한 마스크 설계 시 연관성이 있는 두상 특성 요소의 기준

을 마련하였다.

[Figure 36] Factor 5 유무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Left: Factor 1∼5, Right: Factor 1∼4)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낸 집단을 기준으로 다시 판별분석을 시도하면

실제 군집과 예측된 군집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결과가 지니

는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6). 다섯 가지의 변수를 독립변인으

로 하고, 군집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Equation 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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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다. Wilks’ λ값은 독립변수의 판별력을 나타내

는데,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높은 판별력을 지닌다. 본 연구의 판별함

수는 Wilks’ λ값이 p<.001이므로 판별함수의 예측능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판별식의 정확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분류표를

이용한 성공비율(hit ratio)을 계산한 결과는 99.2%로 나타나 상당히

정확한 수준의 분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정준판별함수 계수들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판별함수를 발견하

였다. 이를 통해 그래프 상에서 집단을 식을 판별할 수 있으며 각 집단

의 중심 값을 도출할 수 있다(Equation 2).

(i)               

(ii)               

[Equation 1] 정준판별함수 결과

또한, 분류 함수를 기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대입해 계산하였을 때,

더 큰 값이 나온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iii)                

(iv)                

(v)                

[Equation 2] 군집별 판별함수

본 연구에는 판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 네 가지를 독립변수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아동 두상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Table 9>에 제시된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전체 1,158명

중에서 유형 1은 382명 33.0%, 유형 2는 415명 35.8%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나타내었고, 유형 3은 361명 31.2%로 가장 낮은 빈도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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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 간 NIOSH Test Panel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아동의 안면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NIOSH

이변량 테스트 패널(NIOSH bivariate test panel)에 대입하여 분포 위치

를 비교 분석하였다. Zhuang et al.(2005)에 따르면 NIOSH 기준의 평균

얼굴너비는 짧은 순으로 여성 125.1(6.5)과 남성 143.5(6.9)이며, 얼굴길이

는 여성 113.4(6.1)과 남성 122.7(7.0)이다. 본 연구의 한국인 대표 군집을

확인한 결과, 평균 얼굴너비는 Cluster 1, 2, 3 순으로 각각 135.5 (5.8),

140.4(6.1), 144.5(5.1)이고 얼굴길이는 각각 87.8(8.2), 90.5(9.0), 98.0(8.0)으

로 분석되었다.

분석 데이터의 군집 간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유형 군집 간에는 남녀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Table 10). 그러나 군집별

나이에 따른 분포도는 p<.01 수준의 유의차가 확인되었다. 나이 집단의

분포의 경우, Cluster 3에서 Cluster 1로 갈수록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Table 11) 연령대별 분석 수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Variables SS df MS F p-value

Sex .566 1.000 .566 .902  .343

Age 14.765 6.000 2.461  3.919**   .01

Sex*Age 6.693 6.000 1.115 1.777  .101

SE 718.267 1144.000 .628

Total 5291.000 1158.000

[Table 10] 성별과 나이 간 교차분석 결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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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luster 1
(33%)

Cluster 2
(36%)

Cluster 3
(31%)

Total
(100%)

p-value

7~9 140
(36.6)

178
(42.9)

180
(49.9)

498
(43.0

.01**
10~11 169

(44.2)
147

(35.4)
132

(36.6)
448

(38.7)

12~13 73
(19.1)

90
(21.7)

49
(13.6)

212
(18.3)

Total
n(%)

382
(100)

415
(100)

361
(100)

1158
(100)

[Table 11] 유형 군집별 연령대 분포 결과

p*＜0.05, p**＜0.01, p***＜0.001

이를 통해 한국인 아동의 안면부 특성은 NIOSH 기준의 남녀 특성에

비해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Table 12>과 <Figure 37>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마스크 축소 시 가로에 비해 세로 비율을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하였다.

NIOSH 
(Zhuang et al., 2005)

Current study
Korean 7~13

Face 
width

Female: 125.1 (6.5)
Male: 143.5 (6.9)

Cluster 1: 135.5 (5.8)
Cluster 2: 140.4 (6.1)
Cluster 3: 144.5 (5.1)

Face 
length

Female: 113.4 (6.1)
Male: 122.7 (7.0)

Cluster 1: 87.8 (8.2)
Cluster 2: 90.6 (9.0)
Cluster 3: 93 (8.0)

[Table 12] NIOSH 성인과 한국인 아동 얼굴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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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NIOSH 패널에서의 한국인 아동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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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형 집단별 성인 마스크 맞음새 평가

1. 마스크 공극거리 평가

유형 집단별 안면부 크기에 따른 마스크 간 공극거리는 마스크 착용

전과 후를 스캔한 형상을 중합하여 횡단면 상의 거리측정을 통해 분석하

였다(Figure 38). 분석 결과, 선행 연구(Harber et al., 2015; Jazani et

al., 2016; Roberge et al., 2011; Tahernejad et al., 2020; Wardhan et al.,

2020)에서 언급한 최다 누설 발생 부위 5곳(nasal, nasal mid, lateral

malar(cheek), mid-malar, mentum(chin))의 공극거리는 서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마스크 형태에 따른 아동 유형별 공극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세로접이형(flat-folded lengthwise)에서 모든 누설 부위별 측정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컵형(cup), 오리너구리형(duck-bill), 가로접

이형(flat-folded widthwise) 순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리너구리형은

중간 뺨 부위(middle malar)에서 공극거리가 크게 측정되었다. 마지막으

로 마스크 크기에 따른 아동 유형별 공극 차이의 경우, 3M 1860보다

크기가 작은 3M 1860s의 누설 부위별 측정값은 감소하였고 코와 입

부위의 측정값은 증가하여 크기가 작은 마스크가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Figure 38] 가상 공극거리 측정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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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사적 부피 평가

안면부와 마스크 간의 사적(dead space)은 마스크 착의 후에서 착의

전의 부피를 제한 값()이며, 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인 mL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마스크 형태에 따른 사적(dead space) 측정 결과

mask C, D, A, B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Figure 39), 크기에 따른 사적

은 3M 1860s가 101.19 mL로 3M 1860의 90.09 mL보다 크게 측정되었

다. 이를 통해 크기가 작은 마스크일수록 아동이 착용 시 사적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면부에서

하향 이동하여 오히려 사적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CLO 3D로

시각화하여 ‘기존 마스크가 아동에게 부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0).

[Figure 39] 마스크 형태별 사적 측정

(A: 3M 1860, B: 3M 9210+, C: 3M easy fit, D: Kimberly Clark 46727)

안면부 밀착도에 영향을 주는 마스크 누설 부위의 공극거리와 호흡에

영향을 주는 코와 입의 공극거리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사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착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면부

사이즈에 적합한 마스크의 크기와 형태의 선택적 착용이 요구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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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성인 마스크의 아동 군집 간 착의 시각화

(Left: Cluster 1, Middle: Cluster 2, Right: Cluster 3

Upper: Cup-shaped, Below: Flat-folded (widthwise))

3. 마스크 의복압 평가

안면부와 마스크 간의 의복압을 키쿠히메(Kikuheme)로 측정한 결과

(Figure 41), 모든 누설 부위에서 mild(10∼19 mmHg)와 moderate(20∼

29 mmHg) 수준으로 나타났으며(McManus, C. et al, 2020), 코 폼(nose

form)이 있는 경우에 비강 부위의 공극거리는 짧고 의복압은 높게 측정

되어 밀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안면부 크기가 작아질수록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하향 이동하며 광대(lateral malar)와 중간 뺨

(middle malar) 부위의 의복압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고, 턱

(mentum) 부위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의

대형에 속하는 시중 마스크는 특히 Cluster 3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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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군집 간 누설 부위 의복압 결과

마스크 사이즈 차이에 따른 결과,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중간 뺨

(middle malar)과 턱(mentum) 부위는 의복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밀착도가 증가하였으며, 비강(nasal), 비강 중간(nasal mid) 및 광대

(lateral malar) 부위는 오히려 의복압이 낮아져 밀착도가 감소하였다

(Figure 42). 이러한 결과는 마스크 사이즈가 클수록 마스크의 중심이

하향하여 콧대와 뺨 부위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마스크 사이즈

가 작을수록 마스크의 중심이 상향하여 상대 압박도가 소폭 감소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Figure 42] Mask A 사이즈 차이에 따른 의복압 결과

마스크 의복압 평가를 바탕으로 안면부 사이즈와 마스크 크기는 안면

부 밀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Table 13). 이는

마스크 설계 시,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얼굴너비가 크고 길이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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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적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면부 누설

부위별 의복압을 CLO 3D(kPa)로 시각화한 결과는 실제 의복압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으며 아래 <Figure 43>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마스크의

안면부 의복압은 마스크 종류에 국한한 해석보다는 안면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실험이 요구

된다.

[Figure 43] 마스크 형태별 가상 의복압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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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lusters
Nasal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 20.0 18.0 15.0
Mask B 19.0 15.7 15.0
Mask C 6.8 5.0 5.0
Mask D 9.0 9.0 4.0

Mask A-s 17.0 16.0 13.0
Nasal mid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 11.0 9.9 7.0
Mask B 14.0 13.0 12.9
Mask C 6.0 5.0 4.0
Mask D 4.0 3.0 2.0

Mask A-s 9.0 9.0 6.0
Lateral malar  

(cheek)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 15.0 19.7 22.0

Mask B 17.0 18.0 19.0

Mask C 2.0 4.2 6.0

Mask D 6.0 6.0 6.0

Mask A-s 11.0 18.0 21.0

Middle malar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 6.0 12.0 14.0

Mask B 9.9 14.0 16.0

Mask C 1.1 3.0 4.0

Mask D 7.0 6.0 3.0

Mask A-s 7.0 12.3 16.0

Mentum (chin)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 7.1 4.0 2.0

Mask B 26.9 9.7 4.0

Mask C 8.0 1.9 0.9

Mask D 10.0 9.0 6.0

Mask A-s 17.5 5.0 3.0

[Table 13] 군집 간 의복압 수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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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마스크 축소 패턴 간 군집 맞음새 비교

1. 마스크 축소 회귀식 도출 및 패턴 변형

본 연구에서는 성인 대비 아동용 마스크 패턴의 축소율 도출을 위해

3M 1860/1860s(Morishima & Mitsuno, 2019; Niezgoda et al., 2013)와

NIOSH의 성인 남녀 평균 얼굴 크기(Zhuang et al., 2005)의 치수 비례성

을 파악하고 아동 형상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얼굴 크기 치수 데이터 간

의 회귀식을 도출하여 마스크 패턴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축소 회귀식

의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단위: cm, cm3).

1.1. 패턴 축소 회귀식 산출

마스크 가로와 세로는 얼굴너비와 길이에 대한 함수이므로 마스크

크기와 얼굴 크기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Equation

3).

(i) mask width = a * fw(face width) + b

mask length = a * fl(face length) + b
(a and b is the positive constant)

[Equation 3] 마스크 가로 및 세로와 얼굴 너비 및 길이의 함수

첫째, 마스크 가로와 얼굴 너비 크기를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세선을 도출한 결과 마스크 너비(y축)와 얼굴 너비(x축)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해당 식의 기울기는 얼굴 너비 변화에

따른 마스크의 너비 변화를 나타낸다(Equation 4).

(ii)     

(       )
[Equation 4] 얼굴 너비 변화에 따른 마스크 너비의 함수

위와 동일한 방식을 마스크 길이(y축)와 얼굴 길이(x축)에 적용하면

다음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Equation 5).

(iii)     

       

[Equation 5] 얼굴 길이에 따른 마스크 길이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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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아동 군집의 평균값을 대입하면 아동 얼굴 치수에 적합한

마스크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Equation 6). 아동 마스크 패턴의 축소율

은 아동 세 군집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가로길이는 2.33% 줄어들었고

세로길이는 36.05% 줄어들었다.

(iv)       

     × 

[Equation 6] 마스크 축소율 회귀식

1.2. 패턴 면적 축소 회귀식

얼굴 너비와 길이 변화가 마스크 면적에 미치는 영향(Tahemejad et

al., 2020)을 확인하기 위해(Equation 7) 패턴 축소 회귀식을 얼굴 너비와

길이에 대해 전미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Equation 8).

(v)        

     

     

         

[Equation 7] 마스크 면적과 얼굴 너비 및 길이의 관계 함수

(vi)
 


  


 

 



 

 
 



 

 
 

[Equation 8] Equation 7의 전미분 결과

이때,  
 

 
 는 패턴 축소 회귀식의 기울기를

의미하므로 각각 0.9783, 1.3978이다. 


 

 는

면적에 대한 마스크 가로와 세로에 대한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각각을 구하기 위해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세선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Equation 9).

(vii)             ,
            

[Equation 9] 마스크 가로 및 세로 변화에 따른 마스크 면적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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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는 각각 256.12, 354.62이며 앞서

구한 값을 (i)에 대입하면  × × 

로, 처음과 나중 값을 비교하여 적분하면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quation 10).

(viii)






 




 ×    ×  

⇔∆   × ∆    × ∆  

[Equation 10] 마스크 가로 및 세로 변화에 따른 면적 변화

이때, ∆는 마스크 면적의 변화량을 나타내므로 마스크 면적의 축소

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Equation 11).

(ix)         

∆
× 

[Equation 11] 마스크 면적(area) 축소율 회귀식

1.3. 패턴 축소 및 변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 군집의 평균 얼굴 너비와 길이를 기준하여 축소

회귀식을 통해 도출된 가로–0.97%와 세로–36.05%로 모든 마스크 형태

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Table 18). Yuka CAD로 축소한 마스크 패턴은

그라프텍 커팅플로터(Graphtec Cutting Plotter)로 출력 후 필터로 재단

하였다. 마스크 패턴 및 제작 과정은 <Figure 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마스크 변형 형태와 실물은 아래(Table 14, Table 15, Table 16,

Table 17)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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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pattern Shrink pattern Prototype

[Table 14] Cup-shaped 형 패턴 분석

A. Cup 형

Original pattern Shrink pattern Prototype

[Table 15] Flat-folded (widthwise) 형 패턴 분석

B. Flat-folded (widthwise) 형

Original pattern Shrink pattern Prototype

[Table 16] Duckbill 형 패턴 분석

C. Duckbill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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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pattern Shrink pattern Prototype

[Table 17] Flat-folded (lengthwise) 형 패턴 분석

D. Flat-folded (lengthwise) 형

[Figure 44] 마스크 패턴 출력 및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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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Original Current study

Size Mask width - 0.97
Mask length - 0.64

A. Cup-shaped Large Shrink

Mask width 140.0 136.7

Mask length 125.0 79.9

Area (upper) 11975.9 7434.5

Area (below) 11061.0 6865.3

B. Flat-folded
   (widthwise) One-size only Shrink

Mask width 210.0 205.8

Mask length 230.0 147.1

Area (upper) 8481.6 5266.2

Area (center) 12359.6 7572.5

Area (below) 9784.3 6072.5

C. Duckbill Large Shrink

Mask width 250.0 244.2

Mask length 105.0 67.2

Area 18978.1 11782.3

D. Flat-folded    
   (lengthwise) One-size only Shrink

Mask width 225.0 218.3

Mask length 120.0 76.8

Area 20722.5 12863.8

[Table 18] 기존 및 축소 회귀식 적용 패턴 수치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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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축소 패턴 맞음새 평가

유형 집단별 안면부 크기에 따른 축소 마스크 간 공극거리를 측정하여

아동 평균 치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극거리는 Yuka CAD를

통해 축소한 마스크 패턴을 .dxf로 저장 후 CLO 3D ver. 5.2에서 가상

봉제하였다. CLO 3D로 가상 봉제한 마스크를 아동 군집에 착의하여

.obj로 저장하고 형상을 Geomagic Design X로 불러와 누설 발생 부위

5곳(nasal, nasal mid, lateral malar(cheek), mid-malar, mentum(chin))과

사적(dead space)을 측정하였다(Figure 45).

[Figure 45] 축소 패턴 맞음새 분석 과정

2.1. 패턴 축소 및 변형

마스크 형태에 따른 공극거리를 모두 합한 결과, mask B, A, C, D 순

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1.84(1.43∼1.94) mm로 기존 마스크 11.34

(8.01∼12.49) mm에 비해 밀착도가 매우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7.86 mm)와 입(22.46 mm)의 공극거리는 기존 마스크 코(2.71 mm)와

입(16.9 mm)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축소 마스크에서 안면부 밀착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집별 축소 패턴 착의 결과는 <Figure 46>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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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군집별 축소 마스크의 가상착의 결과

두상 유형 집단 간 공극거리의 평균 차를 비교한 결과, Cluster 1

(Table 19)에서 가장 높은 밀착력을 보였으며, 뒤이어 Cluster 2(Table

20)와 Cluster 3(Table 21) 순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A∼D 형태에 따른

공극거리 차는 Cluster 1과 Cluster 2에서 각각 0.9, 0.04, 3.44, 6.02 mm

이며, Cluster 2와 Cluster 3에서 각각 6.68, 4.92, 11.8, 8.07 mm이다

(Figur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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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1

Area Nasal Nasal 
mid

lateral
malar

(cheek)

Middle 
malar

mentum
(chin) Nose lips

Mask 
A-s 0.00 0.01 0.01 0.01 2.23 5.59 19.60

Mask 
A 0.80 2.00 0.85 0.36 0.56 1.75 17.50

Shrink 0.00 0.00 0.00 0.00 0.00 2.30 4.29

Mask 
B 0.05 0.03 0.03 0.20 0.45 2.85 7.40

Shrink 0.00 0.00 0.00 0.39 0.00 2.01 18.48
Mask 

C 0.10 1.20 0.17 3.20 0.15 1.40 30.80

Shrink 0.30 0.00 0.16 0.12 0.00 3.10 15.87
Mask 

D 5.02 2.88 0.23 1.85 2.30 7.55 21.10

Shrink 0.00 0.00 0.00 0.23 0.69 12.59 14.80

[Table 19] Cluster 1 공극거리 수치 결과 (unit: mm)

Cluster 2

Area Nasal Nasal 
mid

lateral
malar

(cheek)

Middle 
malar

mentum
(chin) Nose lips

Mask 
A-s 0.80 0.32 0.21 0.50 2.18 6.44 20.4

Mask 
A 1.70 2.91 1.69 2.25 1.76 2.33 16.80

Shrink 0.20 0.00 0.35 0.00 0.00 6.43 14.48

Mask 
B 0.85 0.56 0.40 0.40 1.12 1.70 6.10

Shrink 0.00 0.00 0.23 0.18 0.00 3.66 23.28
Mask 

C 0.34 1.30 0.30 5.44 0.50 0.89 25.10

Shrink 0.60 0.77 0.57 0.31 0.40 6.75 32.17
Mask 

D 4.75 3.56 2.21 6.70 6.60 5.90 19.60

Shrink 0.00 0.00 0.75 1.14 1.89 14.63 19.89

[Table 20] Cluster 2 공극거리 수치 결과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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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3

Area Nasal Nasal 
mid

lateral
malar

(cheek)

Middle 
malar

mentum
(chin) Nose lips

Mask 
A-s 1.30 0.48 0.40 0.75 2.13 8.31 21.3

Mask 
A 3.50 3.46 3.55 5.17 2.46 4.55 15.00

Shrink 0.90 1.70 0.42 0.73 0.98 5.78 10.10

Mask 
B 2.75 1.00 0.65 1.50 1.34 1.05 4.90

Shrink 0.23 0.90 1.23 0.36 0.53 2.56 16.50
Mask 

C 0.72 1.32 0.65 8.01 0.89 0.62 20.65

Shrink 1.10 2.10 2.30 3.10 0.00 4.53 21.46
Mask 

D 4.30 4.29 4.81 9.76 12.20 3.25 18.20

Shrink 0.10 0.40 1.23 4.49 2.90 15.20 16.01

[Table 21] Cluster 3 공극거리 수치 결과 (unit: mm)

[Figure 47] 마스크 형태별 단면 결과

두상 유형 집단 간 사적(dead space) 부피를 비교한 결과(Figure 48),

Cluster 1의 mask A∼D는 각각 77.261, 88.482, 82.041, 77.248 mL이고,

Cluster 2는 80.800, 88.042, 124.743, 88.842 mL이며, Cluster 3은 8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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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0, 88.214, 82.582 mL로 측정되었다. 기존과 축소 패턴의 사적 측정

결과 값은 <Table 22>로 정리하였다. 기존의 성인용 마스크(대형)를

아동이 착용했을 때, 얼굴에 비해 크기가 큰 마스크가 턱 끝 아래로 하

향 이동하며 마스크 내부 공간의 감소를 야기했다. 반면, 성인 마스크

(소형)을 아동이 착용했을 때 대형 마스크에 비해 형태가 유지되며 사적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마스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안면부 맞음새가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형태 중 가로접힘형에서

안면부 사이즈를 고려한 경우 가장 큰 사적(dead space) 변화량이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 생산 제품에 비해 아동용 사이즈로

축소한 마스크에서 안면부 밀착도가 증가했으며 사적은 비슷하게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게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Figure 48] 마스크 형태별 사적(dead space) 결과

Mask
　

Cluster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Original Shrink Original Shrink Original Shrink

Mask A 73.089 77.261 69.745 80.800 68.685 81.464

Mask B 86.689 88.482 73.534 88.042 51.222 90.180

Mask C 92.631 82.041 119.519 124.743 82.631 88.214

Mask D 100.466 77.248 88.033 88.842 87.890 82.582

[Table 22] 기존 및 축소 패턴 사적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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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소 및 기존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형태가 다른 아동용 마스크 사이즈체계 제안을 위해,

성인 마스크 기준의 축소 마스크와 시중에서 생산되는 소형 마스크

(NIOSH-N95, 컵형, 2종 / 식품의약품안전처-KF94, 가로접힘형, 2종

/ 식품의약품안전처-KF94, 세로접힘형, 2종)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마스

크 크기 분석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보건용 마스크 소형

(≥135 mm) 규격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컵형은 N95 소형(mask A-s; 3M 1860s, 3M 8110s)이 N95 대형

(mask A; 3M 1860, 3M 8210)에서 거의 동일한 축소율로 줄어든 반면,

한국인 아동용 축소 마스크(current study-shrink)는 가로에 비해 세로가

크게 줄어든 형태를 보인다(Figure 49). 이는 한국인의 안면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밀착도와 착용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마스크를 세로로 접은 상태에서 길이를 측정한 결과, 사이즈는 각각 130

mm와 140 mm로 측정되며, 축소 패턴은 105 mm로 약 30 mm의 차이가

있다. 가로 길이는 2종 모두 75 mm이며 축소는 95 mm로 나타나 한국

형 축소 패턴은 가로는 길며 세로는 짧은 타원형을 나타낸다.

Original mask (small) Current study

[Figure 49] Cup-shaped 소형 및 축소 마스크 비교

(Left: 3M 1860s, Middle: 3M 8110s, Right: current study)

다음으로 가로접힘형(3M 9210+)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형과 유사한

사이즈로 측정되어, 성인 마스크 기준의 축소 마스크와 국내 생산의

소형 2종(Nepure, Puraace)을 비교하였다(Figure 50). 마스크 세로 길이

는 mask B-s 2종(Nepure, Puraace)과 축소 마스크에서 각각 13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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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mm로 측정되어 모두 MFDS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가로 길이는

세 종류 모두에서 90 mm의 동일한 치수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마스크

패턴의 중간 패널의 세로 길이는 기존과 축소형에서 각각 70 mm와 50

mm로 형태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Original mask (small) Current study

[Figure 50] Flat-folded(widthwise) 소형 및 축소 마스크 비교

(Left: Nepure, Middle: Puraace, Right: current study)

그리고 세로접힘형 소형 2종(Kleenex, Airdays)과 축소 마스크의 세로

길이를 비교한 결과, 각각 120, 125 mm와 135 mm로 측정되어 기존

제품에서 짧은 경향을 보였고, 가로 길이는 소형 88, 92 mm와 90 mm로

서로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Figure 51). 이는 국내 생산의 세로접힘형

이 축소형 마스크의 콧대와 턱 부위 공극거리를 소폭 감소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세로접힘형 마스크는 가로에 비해 세로 길이

차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나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가능케 하는 마스크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축소 마스크는 기존에 비해

코 끝(nose point)이 높아 사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생산 공정

의 패턴 마킹을 고려한다면 원만한 곡선의 형태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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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mask (small) Current study

[Figure 51] Flat-folded(lengthwise) 소형 및 축소 마스크 비교

(Left: Kleenex, Middle: Airdays, Right: current study)

3. 마스크 축소 패턴 여과 효율(ILFG)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 평균 마스크의 여과율 평가를 위해 앞서 측정한

세 군집의 안면부 이격 차이를 마스크에 각각 적용하였다(Figure 52).

아동용 축소 마스크의 여과 성능은 제작된 KF 필터와 MFDS 기준에

부합하는 NaCl 입자(mass median diameter, MMD ∼0.6µm) 초기 투과

율을 TSI 8130(TSI Inc., Shoreview, MN, USA) 기기로 평가하였다.

NaCl 에어로졸의 질량 농도는 10∼12mg/m3이며 아동의 호흡을 고려하

여 60 LPM의 유속으로 누설 농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마스크와 축소

마스크 A∼D의 표면적은 각각 230360.9, 30625.5, 18978.1, 20722.5cm²와

14299.8, 18911.2, 11782.3, 12863.8cm²로 측정되었으며, 초기투과율(%)은

3분 동안의 에어로졸 질량과 초기투과율 및 초기흡기저항 값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다.

[Figure 52] 안면 이격 정도를 적용한 여과 효율(ILFG)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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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면 이격에 따른 여과 효율(ILFG) 결과

네 가지 실험 조건 중 Control (0 mm gap/each - 100% sealed)

조건의 초기 투과율은 0.39(0.19), 0.49(0.32), 0.34(0.40), 0.07(0.03)%으로

KOSHA 기준의 KF99에 근접한 수치로 산출되었고, 이는 mask D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Cluster 2의 mask C와 D, Cluster 3의

mask A∼D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마스크 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요구된다. 군집별 여과 효율(%) 값은 <Table 23>와

<Figure 53>로 정리하였다.

Cluster 1(0, 0.78, 0.86, 1.15 mm gap/each)의 경우, 안면부 누설 부위

간 이격 차이에 따른 초기 투과율은 각각 0.23(0.11), 2.50(1.91), 3.57

(1.93), 1.80(0.42)%로 Control 조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지

만 TIL은 ≤11 이내의 수치이다. mask A, B, C는 안면 이격률이 증가함

에 따라 여과 효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mask D는 가장 높은

이격에도 낮은 여과 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마스크 형태에 따른 여과

효율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표본 수를 늘려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Penetration  
(%)

Control
(gap)

Cluster 1
(gap)

Cluster 2
(gap)

Cluster 3
(gap)

Mask A 0.39
(0.19)

0.23
(0.11)

2.92
(0.88)

9.80
(1.13)

Mask B 0.49
(0.32)

2.50
(1.91)

2.69
(0.32)

9.04
(0.99)

Mask C 0.34
(0.40)

3.57
(1.93)

8.77
(1.76)

19.00
(3.48)

Mask D 0.07
(0.03)

1.80
(0.42)

12.20
(0.92)

19.93
(6.20)

[Table 23] 안면 이격에 따른 여과 효율(ILFG) 결과

Cluster 2(0.90, 0.82, 4.30, 7.17 mm gap/each)의 경우, 이격 치에

따른 여과 효율은 각각 2.92(0.88), 2.69(0.32), 8.77(1.76), 12.20(0.92)으로

Control과 Cluster 1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Cluster

2에서 mask C와 D는 약 4∼7 mm 선의 안면부 이격이 발생하였고 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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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ask A와 B에 비해 축소율

을 높이는 설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Cluster 3(7.58, 5.71, 16.10, 15.24 mm gap/each)의 경우, 이격 치에

따른 여과 효율은 각각 9.80(1.13), 9.04(0.99), 19.00(3.48), 19.93(6.20)%로

다른 세 조건에 비해 투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치이다. Cluster 3은

네 마스크 유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mask A와 B의

TIL(%)은 ≤11에서 허용되는 수치이다. 반면 mask C의 경우 Cluster 1

와 비교를 통해 얼굴너비(약 10 mm)와 길이(7 mm) 차에 따라 약 14

mm의 안면부 이격 차가 발생하였으며 여과 효율은 약 1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1 mm의 이격 발생 시 약 1%의

초기투과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의 결과를 일반

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Figure 53] 군집 간 마스크 여과 효율(ILFG) 결과

세 유형 집단의 여과 효율(%)을 비교한 결과, 안면부 너비와 길이가

점차 작아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스크

형태 중에서는 mask B에서 가장 작은 이격이 발생하였고 여과 효율도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된다. 또한, mask C와 D는 안면 이격에 비해

유독 여과 효율이 크게 나타나(Table 24), 해당 두 마스크 형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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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치수에 비해 가로 및 세로의 축소율을 소폭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est 
Condition

Control
(gap)

Cluster 1
(gap)

Cluster 2
(gap)

Cluster 3
(gap)

Mask A

Pass
(.00)

Pass
(.00)

Pass
(.90) 

Pass
(7.58)

Mask B

Pass
(.00)

Pass
(.78)

Pass
(.82)

Pass
(5.71) 

Mask C

Pass
(.00)

Pass
(.86)

Pass
(4.30)

Fail
(16.1)

Mask D

Pass
(.00)

Pass
(1.15)

Fail
(7.17)

Fail
(15.24)

[Table 24] 누설률(TIL) 기준 Pass/Fail 결과 (gap: mm)

3.2. 안면 이격에 따른 호흡저항(Pa) 결과

초기호흡저항(resistance, Pa)은 Control(0 mm gap/each) 조건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마스크 형태 중에서는 mask A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된다. 그리고 밀착도가 높을수록 호흡저항이 크게 나타

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밀착도가 가장 낮은 Cluster 3에서 호흡저항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밀착도와 호흡저항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집 간에 뚜렷한 수치적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실착용 시에 겪을 수 있는 호흡 불편감은 나타나

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집 간 초기호흡저항(Pa) 값은 <Table

25>과 <Figure 54>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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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Pa)

Control
(gap)

Cluster 1
(gap)

Cluster 2
(gap)

Cluster 3
(gap)

Mask A 80.09
(0.99)

78.45
(1.14)

82.38
(0.17)

69.63
(0.36)

Mask B 57.21
(0.25)

55.57
(0.15)

56.88
(0.35)

49.69
(0.32)

Mask C 55.57
(0.85)

47.40
(0.45)

45.44
(1.12)

36.61
(0.55)

Mask D 57.21
(0.12)

59.82
(0.44)

46.42
(0.38)

38.90
(0.40)

[Table 25] 호흡저항(Pa) 실험 결과

[Figure 54] 군집 간 마스크 호흡저항(Pa) 결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 시 모든 부위에서 안면부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마스크 면체와의 이격이 많이 발생하며, 밀착도가

100%인 경우와 비교할 시 이격 차이에 의한 마스크 효율 감소가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100% 얼굴에 부착시키는

경우 호흡저항(pressure drop)이 높아 호흡 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

나, 상대적으로 입자포집효율도 높아 얼굴에 이격이 생기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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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양질 계수(QF)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 계수는

필터 효율에 대한 평가이므로 밀착 성능 확인을 위한 본 실험에 동일한

기준으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Control의 초기투과율 값이 가장 낮게 측정된 mask D(세로접힘

형)의 경우 유형 집단 간 가장 많은 이격 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mask

D와 같이 마스크 접힘선이 세로 방향인 형태는 턱 부위의 이격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mask B, C와 같이 가로

방향인 형태는 광대와 중간 뺨 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마스크 패턴의 접힘 형태는 안면부 누설 발생 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여과효율 차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마스크 성능 유지를 위해 마스크를 안면부에

밀착하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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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 안면 밀착 정도에 영향을 주는 아동

두상 치수 간 요인을 규명하여 성인 마스크 대비 아동 패턴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아동 두상 치수 간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 값이 가장 큰 제1 요인과 제2 요인을 마스크 축소 패턴 개발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두상 유형 집단별 기존 마스크의 맞음새를 평가하

고 성인 마스크 규격을 기반으로 한 아동용 마스크의 축소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평균 축소 마스크의 맞음새 및 누설률

검증을 통해 세 군집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기존 마스크와의 패턴

비교를 통해 향후 아동용 마스크 개발 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

다.

첫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 두상 치수 요인에 따른 아동 세 군집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아동 군집 간 요인별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대립 가설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 아동 군집

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p<.01)는 약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성인과는 다른 시사점(Seo et al., 2020)으로 분석

되며, 인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수가 비례적으로 변화하고(Kim et

al., 2017) 체형의 크기와 특징은 의복의 외관 및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Lee et al., 2003) 아동용 마스크는 성별이 아닌 나이를 고려하

여 개발 및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아동

의 안면부 분포와 NIOSH Test Panel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형 Test

Panel이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종에 따른 얼굴 치수 차가

존재(Manganyi et al., 2017; Morishima et al., 2021; Wilkinson et al.,

2010; Yang et al., 2007)하였다는 선행 연구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두상

치수 요인과 마스크 설계 요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요인 1과 요인 2는

마스크 면적을 결정하는 필터의 가로 및 세로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안면부 너비 및 길이를 고려하여 마스크 가로 및 세로를

변형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요인 3과 5는 고무 밴드(elastic strap)에

영향을 주는 두상 요인이며 요인 4는 nasal bridge 돌출과 관련이 있기

에 코 클립(nose clip)과 코 폼(nose form)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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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본 연구에서는 NIOSH 기준의 요인 1과 2를 사용하여 평가

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밀착도와 착용성이 향상된 마스크 개발을

위해 다섯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55] 아동 두상 주요 요인과 마스크 설계 요소의 관계

두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 아동용 마스크 개발에 앞서 시판되는 성인

마스크의 아동 공극거리를 확인한 결과, 마스크 형태와는 무관하게 크기

가 작은 마스크에서 밀착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Niezgoda et al.(2013)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아동의 성인 마스

크 착용 시 맞음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복압을 분석한 결과, N95 형태에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중간 뺨과 턱 부위는 밀착도가 증가하지만 콧대(nasal, nasal

mid) 및 광대(lateral malar: cheek) 부위는 오히려 밀착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얼굴길이가 짧아질수록 밀착도 검사(fit test) 결과가 낮게 나타났던

Zhuang et al. (2005)의 선행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마스크의 종류에 국한하기보다는 얼굴 너비와 길이에 따른 인종 간의 차

이(Manganyi et al., 2017; Seo et al., 2020; Wilkinson et al., 2010)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두상과 안면부의 특

성 차를 분석하여 다른 인종에도 적용한 추가 실험이 요구된다. 또한, 마

스크 크기가 클수록 안면부에서 하향 이동하여 목에 닿는 현상이 나타났

으며 이는 마스크 내부 부피 감소 및 착용감에 불편을 야기하는 주된 요

인(Goh et al., 2019; Jazani et al, 2018; Lam et al., 2011; Li et al.,

2021)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착용감에 특히 민감한 아동에게 적합

한 마스크를 개발할 시에는 안면부 사이즈를 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기존의 가로접힘형 마스크 소형(Anyguard)은 중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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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패널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산 시 재단 면적에 따른

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에 비용 절감을 위한 패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 축소한 마스크의 군집별 누설률을 확인한

결과, 안면부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누설이 크게 발생하며(O’Kelly et al,

2021) 마스크 밀착도가 100%인 경우와 비교하여 5 mm 내외의 이격에도

마스크 여과 효율 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 평균 축소 패

턴에 따른 군집 간 누설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기각하였

다. 이에 본 실험은 시판중인 N95 마스크는 한국인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인 얼굴 특성을 고려하여 패턴 설계 및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 아동 평균에 가장 가까운 Cluster 2보다

Cluster 1의 이격이 더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설계 시

안면부 치수보다 조금 작게 설계할 경우에 밀착도 및 여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Cluster 2에 비해 Cluster 1과 Cluster 3의 사적(dead

space)은 소폭 줄어드는 수치를 보여, 본 연구의 축소 마스크는 Cluster

2에서 호흡이 가장 편할 것으로 추측된다. 즉, 바이러스와 같이 크기가

작은 입자는 큰 입자에 비해 작은 이격 틈으로 많이 유입되기에

(Rengasamy et al, 2012), 마스크의 밀착도 높은 설계 시에는 안면부

계측 치수보다 소폭 큰 축소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3차원의 굴곡 있는

형태를 주어 사적(dead space)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기준의 아동 군집별 축소율을 적용한 패턴

계측치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Table 26, Table 27).

Width/
Length

Reduction rate (%)

Averag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D

Mask width -2.33 0.70 -2.16 -5.52

Mask length -36.05 -33.22 -35.90 -39.03

[Table 26] 성인 기준의 아동 군집별 축소율 제안

나아가, 컵형 마스크는 접힘형에 비해 동일한 밀착계수(FF)에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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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며(Kim et al., 2019), 축소 패턴의 사적을 측정한 결과 가로접

힘형에서 가장 큰 사적(dead space)값이 산출되었으므로 특히 아동의

경우 장시간 착용해야 할 시 접힘 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마스크 패턴 설계 시에 마스크 형태와 사적(dead space)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마스크의 여과효율 검증 시 안면부 이격

차를 추가 변수로써 고려해 볼 수 있다.

Mask
type

Width/
Length

Pattern measurement (mm)

Control Averag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sk A

Mask 
width 140 136.74 140.98 136.97 132.28

Mask 
length 125 79.94 83.48 80.12 76.21

Mask B

Mask 
width 210 205.8 208.52 205.46 198.42

Mask 
length 230 147.09 153.60 147.43 140.22

Mask C

Mask 
width 250 244.19 248.24 244.59 236.21

Mask 
length 105 67.15 70.12 67.30 64.02

Mask D

Mask 
width 225 218.25 223.42 220.14 212.59

Mask 
length 120 76.80 80.14 76.92 73.16

[Table 27] 성인 기준의 아동 군집별 패턴 계측치 제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N95 마스크는 얼굴너비가 좁고 길이

가 긴 서양인의 얼굴에 맞게 생산되며 한국인에게 맞는 형태로 변형 시

에는 특히 마스크 세로가 크게 축소된 타원형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분석

된다. 또한, 기존의 한국형 소형 마스크는 N95에 비해 한국인의 얼굴

특성이 반영되어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즈 축소 시에 사적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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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space)를 유지할 수 있는 패턴 설계가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된 불만 요소로 작용했던 ‘마스크 내부 온도와 착용감(Smart

et al., 2020)’이 고려된 신체 또는 생리적 요인(Jazani et al., 2018, Smart

et al., 202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안면부 밀착 정도에 따른 인체의

생리적 반응(Jung et al., 2020)과 마스크 사적(dead space)과 활동량에

따른 내부 온습도의 상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

주제로 마스크 내부의 ‘생리 적합성(Kim et el., 2019)’을 확보한 웨어러

블 마스크 제품 개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제 6차 사이즈코리아의

3차원 자동측정치와 NIOSH의 직접계측치 간의 오차 범위의 존재 가능

성이 있다. 앞선 선행연구(Chung et al., 2019; Han & Nam., 2009)에서

는 직접과 간접 측정치 차이를 ISO 20685에서 제시하는 허용평균오차와

비교한 결과, 33개 항목 중 30개의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측정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의한 오차를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

두상 관련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얼굴 길이는 직접(102.20 mm)과 간접

(90.48 mm)으로 약 10 mm의 오차가 존재했으며, 얼굴 너비는 직접측정

치가 없었기에 이와 유사한 머리너비를 분석한 결과 직접(151.20 mm)과

간접(148.86 mm)으로 약 2 mm의 오차가 존재했다. 머리둘레는 각각

직접(534.27 mm)과 간접(541.00 mm)로 측정되어 둘레항목의 자동측정치

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Chung et al., 2019).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서는 ‘인체의 작은 부위 둘레 항목의 ISO 허용평균오차는 4 mm이며,

두상 치수를 제외한 머리부위 항목의 ISO 허용평균오차는 2 mm(Chung

et al., 2019)’임을 고려하여 아동 두상의 직접과 간접 계측 값의 오차범

위(Cynthia et al., 2011)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얼굴 마스크 고무 밴드(elastic strap)의 탄성

정도와 접착 방식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Dai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콧대(nasal) 부위를 제외하고 장력이 증가할

수록 안면부의 접촉 압력이 증가하며 탄성, 위치, 각도에 따라 압력 분포

가 달라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고무 밴드와 연관되는 두상 치수 요인

인 두개골 머리 위(factor 3)와 뒤통수 돌출(factor 5) 요인 간의 관계성

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마스

크는 N95 3종과 KF94 1종으로 필터 등급이 동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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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스크 형태와 필터 등급이 평가되어야 하며,

다양한 소재의 코 클립, 폼, 페이스 씰을 연구하여 밀착도 및 착용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N95 마스크(Martin

et al., 2021) 3종과 KF94 1종을 선정하였고, 한국인 아동이 N95 마스크

에 비해 KF94를 더 많이 착용한다는 가정하에 N95 1종과 KF94 소형

2종의 패턴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오리너구리형은 소형 사이즈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구매가 불가하여 한국형 축소 패턴

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연구적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외의 마스크 비교군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체계적

인 한국형 마스크 사이징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여과 효율 검증법은 처음 시도되는 방법으로

기존의 밀착도 평가법(fit test)이나 누설률(TIL)의 측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본 실험의 데이터를

기존의 평가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검증법의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해당 실험 과정에서 안면부 이격치를 일정하게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에 방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인 아동의 두상 특성을 고려하여 군집별로

성인 기준의 마스크 축소율을 제안하고 패턴 설계를 위한 사이즈 시스템

(Choi, 2016; Kim & Nam, 2007; Han & Sohn, 2020; Han et al., 2009)

을 제안하는 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은 인체학적 특성이 다양

하여 인종에 따른 마스크 적합성 평가가 요구(Goh et al., 2019)됨에도

아동 대상 연구는 거의 전무(Martin et al., 2021)하다는 점과 성인보다

분당 호흡 횟수가 많고 면역체계의 미발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Kim et al., 2010)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

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사태에 아동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개발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며, 다양한 아동 대상 연구를

통한 세계적인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한국인 마스크 사이즈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한 대량 맞춤 자동

화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규모와 수요가 급증하

는 마스크 시장에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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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zing of Children’s Face Masks

Through an Anthropometric

Analysis of 3D Heads

Jung Gyungin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mprove a face mask fit by extracting

head-dimensional factor variables based on the Size Korea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ask and analyzing key factors required

for mask design and production. In addition, the face mask patterns

were developed and verified by ergonomic method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ive major factors are extracted from the 3D head

dimensions, and the two factors of the highest values ar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mask reduction pattern.

Second, the fit analysis of the existing masks are evaluated among

the three cluster groups, and a reduction regression of children's

masks are derived based on an adult mask specification.

Third, the future improvements of the children’s masks are

suggest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fit analysis and leakage rate

evaluation of the reduction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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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dentifies the factors

reflecting the Korean’s facial characteristics affected by the degree of

facial adhesion of the children’s head dimens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world's most widely used N95 and KF94 mask. Moreover, it

presents easy transformation of the mask patterns with the use of a

reduction regression formula presented, and some possibility to

slightly simplify the existing fit test methods that requires extensive

time and effort.

To conclude, with continuous accumulation of future data, it is

believed that the individual customized mask patterns with secured fit

can be generated. That is, a systematic mask size system can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children’s face mask, anthropometric analysis of

head, fit test, size system, reduction regression, mask pattern

comparison,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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