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과면적이 극대화된 황사용 주름마스크의 유동해석 339

https://doi.org/10.21289/KSIC.2017.20.4.339

여과면적이 극대화된 황사용 주름마스크의 유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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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ation of Filt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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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sks are a portable functional product for daily use. They can protect user health 

by filtering harmful fine particles in the air. In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approximately 10 yellow dust incidences per year, amounting to a total duration of 20 

days, and they continue to increase year after year.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yellow dust incidences in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four times compared to 

levels from the 1970s. Statistical reports indicate that annual damages caused by 

yellow dust amount to more than six trillion KRW. This study developed a zero-fog 

multi-layer mask with a collection efficiency and yellow dust and particulate matter 

filtration areas that are at least thrice as effective as existing masks. The new mask 

also reduces pressure drag by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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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황사 마스크는 호흡기를 질병의 감염, 악취, 매

연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구 온난

화로 인하여 황사의 발생이 잦아지고, 신종플루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 등으로 실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약처)에서는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의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전

염성 질병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의 방역

용 마스크의 기준을 2014년에 기존 허가사항에서 

변경 지시사항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스

크의 성능특성을 전산유동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사 마스크 와 인체 얼

굴피부와의 접촉면에서 분진흡입 가능성 및 호흡

기에서 내뿜는 공기의 누출부위를 정량적으로 확

인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Roberge[1] 등은 호흡기에서 내뿜는 공기의 열

대류를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함으로써 마스크와 

인체 얼굴피부와의 접촉영역에서의 온도변화를 포

착하여 접촉면에서의 누출을 측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Oestenstad 등[2-4]은 마스크 

호흡기를 착용한 피 실험대상자들의 공기 누출위치

와 모양을 촬영하기 위해 형광추적 장치 및 검정

색 가시화 장치의 얼굴증착 방법을 사용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 마스크의 시제품 제작에 

앞서, 그 설계의 타당성 여부를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평가한 후 주름 마스크 원리적용에 따른 여

과면적 효율, 압력강하 감소, 안경착용자의 김서림 

방지에 대한 연구를 기존 마스크와 비교하여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2. 경계조건 및 해석방법

기존 연구들은 FEM 시스템을 이용하여 3차원 

상에서 안면과 마스크를 밀착시킨 후, 안면 부위

별 압박수준을 평가하고 공기의 흐름을 시뮬레이

션 하여 공기 누설을 검토하고자 하였지만, 타당

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a) Existing Yellow dust mask(Straight)

(b) Development Yellow dust mask(multi-layer)

Fig. 1 Existing and development yellow dust 

mask

이와 같이 가상 얼굴모형과 마스크 간 인위적

인 접촉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상 

얼굴모형과 마스크 간 접촉 경계면에서 틈새 공간

이 존재하지 않도록 3차원 모델링하여 마스크 착

용에 따른 호흡과정에서의 유동흐름 특성들을 수

치해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인체 얼굴모형과 보건용 마스크 

간의 유동흐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유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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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소프트웨어인 ANSYS CFX 16.0을 사용하였다. 

인간의 얼굴은 피부, 지방, 근육 및 뼈로 구성되

어 있지만, 전산유동해석에 기반을 둔 근사수치해

석 접근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툴들은 이러한 실

질적인 구조형태를 모델링하기가 불가능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유동해석 시뮬레이션에서 얼

굴은 이마, 뺨, 턱 부분을 가진 쉘(shell)로 묘사하

였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흡기로 유

입, 유출되는 모든 공기는 마스크의 부직포를 통

과하여 흡기 및 배기된다.”라는 가정을 설정하였

다. 즉 얼굴모형의 표면과 마스크 간의 접촉 경계

면 사이에는 공기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마스크의 성능평가

를 위한 3가지 시험들 중에서 안면부 흡기저항시

험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와 동일한 조건에서 그 차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험방법은 시험용 검체의 안면부를 시험인두에 

착용시킨 다음 공기를 분당 30L의 연속유량으로 

통과시켰을 때의 차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안면부 흡기저항시험과 동일하게 

체적유량 30 L/min이 모형인두의 입을 통해 흡입

될 때의 차압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해석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코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를 분당 30 L의 연속유량으로 

마스크를 통과시킬 때의 유동흐름 특성들도 함께 

분석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해석조건을 설정하

였다.

3. 수치해석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목표는 황사 마스크의 개발과정에서 

착안한 핵심기술 사항들에 관한 적용 타당성 및 

그 신뢰성을 시제품 제작 이전에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조건에 기초하여 1) 호흡기

의 입을 통한 공기 흡입과정의 유동흐름 특성과 

2) 호흡기의 코를 통한 공기 배출과정의 유동흐름 

특성을 근사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황사 마스크의 부직포 섬유조직은 무작위로 얽

혀있고, 여러 겹을 겹쳐 제작함으로써 황사와 같

은 미세 먼지까지도 포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 황사 마스크의 기초설계 단계에서 주

름 마스크 원리의 적용에 따른 여과속도와 압력강

하 및 필터수명과 여과효율 등에 대한 그 개선정

도를 기존 황사 마스크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황사 마스크와 개발 황

사 마스크가 동일한 부직포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가정하여, 신규 마스크의 주름백 원리적용의 타당

성을 평가하였다.

(a) Existing (b) Development (a) Existing (b) Development

Fig. 2 Air intake process(mouth) Fig. 3 Air intake process(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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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을 통한 흡입과정 유동특성 평가

Fig. 4는 호흡기를 통해 입으로 공기를 흡입하

는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기존 황사 마

스크와 개발 보황사 마스크에 관한 공기흐름의 유

선(stream line)을 도시한 것이다. 공기가 마스크 

외부로부터 마스크 부직포를 거쳐 마스크와 호흡

기 사이의 내부공간을 가로 질러 입안으로 흡입되

는 공기 유동흐름 과정을 볼 수 있다. 두 모델의 

해석결과로부터 외부 공기가 마스크 표면의 거의 

모든 면에 걸쳐 마스크 내부로 유입되어 호흡기 

입안으로 흡입되고, 공기가 마스크의 부직포 필터

를 통과하면서 그 속도가 증가하며, 입안으로 흡

입되는 순간 최대속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

다. 분당 30 L의 공기를 시험용 검체의 안면부 

입안으로 흡입할 시에 기존 황사 마스크의 경우는 

최대속도가 입술 부근에서 약 2.52 m/s로 계산되

었고, 개발 보건용 마스크는 최대속도가 약 2.28 

m/s로 예측되었다.

3.2 코를 통한 배출과정 유동특성 평가

Fig. 5는 호흡기의 코로 숨을 내쉬는 경우에 대

한 기존 황사 마스크와 개발 황사 마스크의 공기

흐름을 나타낸 유선들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흡기의 코로부터 배기된 공기가 마스크 내

부표면에 충돌한 다음, 마스크 부직포 필터의 저

항으로 인해 마스크 내부 공간을 선회한 후, 마스

크 내부 전체표면에 걸쳐 고른 분포로 부직포 필

터를 거쳐 마스크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코 구멍 부근에서 그 최대속

도 값이 약 4.8m/s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황사 마스크 모델의 경우에는 코로 호흡하는 과정 

중에 배기공기가 가상 얼굴모형의 눈 쪽으로 일부 

빠져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안경을 착용한 사용자가 마스크를 쓴 경우에 

(a) Existing Yellow dust mask(Straight)
(a) Existing Yellow dust mask(Straight)

(b) Development Yellow dust mask(multi-layer)
(b) Development Yellow dust mask(multi-layer)

Fig. 4 Air intake process flowing lines(mouth) Fig. 5 Air intake process flowing lines(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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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의 김서림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개발 황사 마스크의 경우는 눈 주

의로 향하는 유동흐름 유선을 관찰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개발 황사 마스크를 일반 

사용자들이 착용할시에는 이러한 안경 김서림 현

상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해석결과로부터 호흡기의 코로 공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개발 황사 마스크 모델은 기존 

황사 마스크 모델에 비해 절반이하의 압력강하 감

소로 사용자의 착용감이 현격히 증대될 것으로 기

대되고, 또한 그 사용수명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황사 마스크의 개발과정에서 착안한 

핵심기술 사항들에 관한 그 설계의 타당성 및 신

뢰성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수치해석 접근법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향후, 마스

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된다. 

주름 마스크 원리를 적용한 신규 개발 마스크

는 압력강하, 필터수명 및 여과효율 등의 평가기

준 세부항목들에서 기존 황사 마스크보다 그 성능

특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름 마스크 원리적용의 유용성과 그 타당성을 입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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