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Fashion & Text. Res. J.
제15권 제6호, 2013 Vol. 15, No. 6, pp.851-861(2013)
＜연구논문＞ http://dx.doi.org/10.5805/SFTI.2013.15.6.851

851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응용한 패션 마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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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Functional Mask for Protection in Fashion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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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fashionable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fashion mask types.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masks and analyzed fashion photos found in fashion books, fashion collections and on internet fashion sites.
The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characteristics. Integration of structure and function showed mask designs that
connected to the hood and portable items. It represented the reflection of nomadic life, liberation, obscurity and the con-
sciousness of discomfort. Signs of playfulness showed mask hybrids and animal images, the mask hybrids and humanoid
images, the printing of animal characters, body parts and unusual material hybrids. It represented the liberation from a
fixed identity, the loss of seriousness, the reduction of tension and the pursuit of pleasure and freedom. The duplicity of
aggression and protection showed a futuristic or aggressive helmet facemask, an enclosed mask of intensive color, and
the morphological hybrid of a disgusting or aggressive motif. It represented the end of human weakness, the desire of
new self-expression and the longing of superhuman power. Fanciful decoration showed masks with glittery decoration,
sunglasses with luxury decoration material, a medical facemask made of lace material and fanciful printing. It showed one
facet of extreme consumption, the creation of new personality and value, the pursuit of high quality and a mutual coex-
istence of status and anony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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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역사에서 일찍이 마스크는 주술용, 의례용으로 신이나

조상의 얼굴, 동물 등의 형상으로 각 시대와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온 민속적인 아이템이었다. 마스크는 시대마다 인간 사회

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화적 기호이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 및 특수직

업, 특수상황의 등장과 그에 따른 필요성 및 목적에 의해 적합

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세분화된 모습(Kim et al., 2005)을 보

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현대적인 마스크의 출현은 20세기 이후 기능주

의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 과거 사람이나 동물, 미스터리한 자

연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던 마스크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위해 방지를 중심으로 한 합목적적인 용도로

전향되어 모던하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최

근에는 사회문화적 트렌드의 변화와 개인의 개성 및 취향이 반

영되어 기능성을 토대로 한 마스크의 범위도 차츰 확장되는 추

세에 있다. 가령, 얼굴의 일부분을 가리는 안경, 가짜 수염 등

이 마스크에 포함됨으로써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의 대상(Kim

et al., 2005)이 되고 있으며, 또한 패션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모

던한 형태의 마스크를 이용한 개성 있는 컬렉션으로 새로운 트

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모던한 대부분의 기능적 마

스크 형태들은 단지 인물, 동물, 미스터리한 형상 등과 같은 전

통적 마스크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모방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 테크놀로지 사회를 묘사하고 직접적이고 파워풀하

게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문화적 기호이기도 하다(Nunley et

al., 1999).

현재까지 마스크에 대한 연구는 축제 및 연극에 관여된 마

스크의 형상들을 인간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 연

구(Kim, 2003; Kim et al., 2005; Rhee, 2003), 현대적 디자

인 이미지로서 가면을 제안한 연구(Han, 2009), 가면 희극으로

서 이태리극과 한국가면극의 공통점과 차이를 통해 한국적 민

족연극에서의 이론적 토대를 제안한 연구(Kim, 2009), 패션컬

렉션에서의 활용 특징과 상징성을 분류한 연구(Kim, 2008), 현

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지구 환경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제

품개발을 시도한 연구(Kim & Ro, 2009), 무용의상과 관련한

가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면을 통해 무용을 효과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Jung-Hwa Choi

Tel. +82-53-950-6225, Fax. +82-53-950-6219

E-mail: jhchoi0@knu.ac.kr



85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5권 제6호, 2013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임을 연구한 논문(Kim & Lee, 2002)

등으로 다양한 마스크를 토대로 미적인 부분과 상징성, 그리고

디자인 개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의 다

양한 직업, 환경에 따른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 유형을 포괄하

여 오늘날 패션에서의 현대화된 마스크의 특성과 의미를 이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현대인들의 모던한 환경에 대

한 대안적 아이템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용 기능

성 마스크 유형의 패션화 사례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에서 착

안된 모던한 패션 마스크 형태들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표현

하는 또 하나의 사회, 문화적 매개체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사례 분석

에서는 패션 관련 연구논문, 패션 전문잡지, 패션서적 및 인터

넷 자료 등에 수록된 2000년대 이후 패션 사진자료를 선정하

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0년대 이후는 특히 신종 바이러스

출현, 자연 위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인간 스스로 부주의에

의한 원자력 사고 발생, 아랍의 민주화 시위 등에 따른 생물학

적, 자연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들이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조

명됨으로써 대중들의 신체에 대한 보호 욕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

의 선정 범위를 2000년대 이후로 하였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스크의 개념 및 시대적 활용양상

마스크는 아이덴티티를 바꾸거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맡는 가

장 오래된 고대의 수단이다. 마스크라는 단어의 기원은 분명하

지는 않으나, 아라빅(arabic)의 maskhara(mashara)에서 유래하였

으며, 그 의미는 동물, 괴물, 또는 기형적인 것으로 ‘위조하기

위한 것’ 또는 ‘변형하기’를 의미한다. 중세 이집트 왕국에서

이 단어는 msk로서 가죽이나 ‘제2의 피부’로 사용되었다. 이태

리 단어로는 ‘maschera’이며, 결국 영어인 ‘mask’로 기입되었다

(Nunley et al., 1999). 일반적으로 오늘날 마스크는 얼굴을 가

려 새로운 페르소나를 창출하거나 혹은 어떤 위해로부터 얼굴

혹은 신체를 방호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스크는 사실상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다. 여러 지역

속에서 마스크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 유지 또는 아이덴티티를

재창조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더불어 그들의 욕구와 도전들

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Nunley et al., 1999).

인류문화의 가장 오래된 유산 중 하나인 마스크는 구석기 시대

그림에서 동물 마스크를 쓴 인간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으

며, 신석기 시대에는 사슴의 전두골과 뿔로 이루어진 마스크가

제식용, 사냥용으로 사용되었다(Kim et al., 2005).

마스크는 이후 인류 문명의 진원지인 고대 그리스, 로마, 이

집트, 아시리아 등지에서 주요 통치자의 얼굴을 재현할 때 직

접 그 사람의 얼굴에서 틀을 뜨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이때

의 마스크는 그 사람의 권위, 위엄을 존중하고 기리는 뜻에서

제작된 것으로 ‘얼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과도 관련

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특히 전쟁이나 격투기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는 적을

위협하고 주술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서기 2세기경 제작된

로마의 전투용 청동 마스크는 무거워서 착용하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로마 군인들은 날카로운 창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나

쁜 기운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기꺼이 얼굴에 썼던 기록이 남

아 있다. 로마의 전투용 마스크는 통치자의 것과는 다른 상징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즉 통치자의 마스크가

그 사람 자체의 얼굴을 표현했던 데 비해 전투용 마스크는 다

른 존재로의 ‘변신’을 나타냈던 것이다. ‘내’가 아닌 ‘남’으로의

변신은 성스러움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물

리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Park, 1997).

중세에 이르면 마스크는 이전과는 또 다른 양태를 띠게 된

다. 크리스트교에서는 변신의 어떤 형태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변신에의 추구는 전적으로 이교도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

이다. 마스크는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 사용하

는 도구이자 착용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마법의 원천으로 간주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억압과 배척 속에서도 마

스크는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취해감으로써 생명력을 이어갔다

(Kim et al., 2005).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까지 부유한 여성들은 여행을 가거

나 경우에 따라 블랙의 벨벳, 실크 또는 종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이 마스크는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창백한 피부를 유지

하는데 사용되어 햇볕에 탄 노동자와 일하지 않는 여성사이의

사회적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종종 도덕적인

이유로 머리를 덮기도 하였으나 마스크를 쓴 여성들은 익명성

에 의해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다(Baan et al., 2007).

르네상스기에서 18세기까지는 사교모임, 연극, 가장 무도회

등에서 하프마스크(half mask)가 애용되었다(Kim et al., 2005).

무도회에서의 마스크는 본래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었으나

세련미를 강조하는 귀족 사회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점차 눈

부분만을 상징적으로 가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경처럼 눈

부분만 가리는 나비 모양의 마스크는 귀족적이고도 다소 신비

스런 매력을 띠게 되었다(Park, 1997).

20세기에 들어서서 마스크가 지니는 상징성과 표현양식이 극

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자 새로운 의미를 지닌 현대적 가면

극이나 무용작품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되었으며(Park, 2010), 일

상에서는 특별한 직종 혹은 천직과 연결되어 육체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던한 마스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모던한 마

스크는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위험

이나 타인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인 영웅들-경찰, 소방관, 우주비행사, 운동선수 혹은 군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응용한 패션 마스크 분석 853

인들-로 지칭되는 직업군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

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유니폼의 한 구성요소로서 집단의 충

성심, 소속감을 높이고,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Nunley et al., 1999).

20세기에는 또한 영화를 통해 마스크가 신비스러운 변신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영화에 등장하는 쾌걸조로나 배

트맨은 언제나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초능력자로 변신하는데

이때 이들은 눈만 가리는 마스크를 씀으로써 변신했음을 의미

하였던 것이다(Park, 1997). 또한 영화 아이언맨에 나타나는 금

속재질의 헬멧형 마스크는 연약한 인간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방어적 기능과 동시에 적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사이보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메타포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 치료사, 연극배우, 축

제에서 공연하는 사람, 레슬링 선수, 무도회에 초대받은 손님, 사

형집행인과 사형수, 강도와 테러리스트, 큐 클럭스 클랙(남부

백인들이 조직한 극우 비밀결사), 용접공과 외과의사, 아이스하

키 선수와 검객 등이 흔히 쓰는 상투적인 수단으로서(Mack,

1994/2000) 마스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마스크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자연적 위해와 관련하여 얼굴 및 신체를 보호

하는 것에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

2.2. 현대 사회 속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의 유형

본 절에서는 현대사회 속에서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생물

및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자연적 위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분

류하여 고찰하였다.

2.2.1. 생물 및 화학적 위해방지를 위한 마스크

생물 및 화학적 위해방지를 위한 마스크는 전염병, 화재, 폭

발, 화학물 사고 등에서 미세 세균(virus), 분진(dust)이나 퓸

(fume)등의 위해한 생물이나 화학적 찌꺼기 입자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1년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물질과

같은 새로운 오염원의 등장은 생물 및 화학적 위해 방지를 위

한 마스크 수요의 급증을 가져왔다.

생물적 위해로서 미세세균의 전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로는

의료용 마스크가 있다. 의료용 마스크는 중세 유럽에서부터 사

용된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흑사병 기간 동안 베

네치아 의사들이 극단적으로 긴 코를 가진 카니발용 마스크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은 환자들 혹은 병으로부터 특

정한 거리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등가물

로서 위생마스크가 있다(Nunley et al., 1999). 이외에도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의 의료용 마스크로서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한 산소마스크, 마취용 마스크, 외과용 마스크, 투명한 페이

스 실드(face shield), 호흡을 잡아주는 포켓 마스크(pocket

mask or CPR mask) 등 얼굴전체를 가리는 형태인 전면형과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반면형이 환자 및 전문의의 호흡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던 마스크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

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얼굴, 표정, 언

어, 태도를 덮어버렸던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드러내줄 수 있

는 통로로 작용하여 억압된 무의식을 드러내고 이를 치유하는

심리 치료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Kim et al., 2005). 생

물적 위해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스크는 현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소재의 첨단화가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 마스크들은 미스터리한 것들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졌다. 그 가운데 가스 폭발, 위험한

쓰레기, 테러리즘, 전쟁, 핵폭발 등과 같은 화학적 사고가 빈번

히 일어난 가운데, 이스라엘 대다수 가구에서는 가스 마스크

(Fig. 1)를 구비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Nunley et al., 1999).

산업사회 이후 화학적 위해의 출현이 잦은 관계로 이를 방어하

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 마스크가 일상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위해방지를 위한 마스크는 직업군에 따

른 산업현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스크

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신선한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급기식 호흡기와 유해 가스를 필터 등을 통해 여과하

여 공기 속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여과식 보호구로 나뉘어져 있

다. 구체적으로 급기식 호흡기는 송기 마스크와 자급식 호흡기

로서 개방식 산소호흡기, 반 개방식 호흡기, 반폐쇄순환식 호흡

기, 순환식 호흡기로 나뉜다. 여과식 보호구는 무동력 여과식

보호구로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일산화탄소용 자기(CO 마

Fig. 1. Dustproof mask. Toscani & Saillard 

(2009), p. 50.

Fig. 2. Respirator. Toscani & Saillard (2009), 

p. 84.

Fig. 3. Indirect vent goggles. Toscani & Saillard 

(2009),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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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가 있으며, 동력부착여과식보호구로서 전동팬 부착 분진

용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가 있다(Ha, 2004).

호흡을 위한 마스크로는 이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금속 가루

나 분진에 대해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Fig. 2)와 눈

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형 마스크(Fig. 3), 용접 마스크, 투명

마스크(face shield) 등이 있으며, 주로 전면형과 반면형의 형태

를 띠며 위험 직업군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2.2.2. 물리적 위해 방지를 위한 마스크

물리적 위해는 전쟁, 교통사고, 건물붕괴, 시설물사고, 스포

츠 사고, 특수 직업에서의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적 충

돌에 대한 보호막으로써 마스크는 수세기동안 대부분 전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대표적인 호신용 무구는 위해

를 막는 순수한 목적으로서 얼굴에 착용되어지는데, 특히 눈과

코를 가리는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일찍이 전쟁용 마스

크가 두려운 것은 초자연적인 정령의 화현으로 믿겨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마스크를 매개로 해서 전사(戰士)는 실제로

거의 초인간에 가깝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색칠한 마스크는 공

격과 방어의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다(Be'douin, 1961/1986). 말

하자면 호신용 무구는 얼굴에 씌워져 각 기관을 가리키고 있다

는 것과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마스크로 간주되며, 얼굴을 보

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압감과 신성한 신비감을

자아내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존재감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Park, 2010). 전쟁에 사용된 마스크는 또한 개인의 아이덴

티티와 취향의 독특한 표현 형태들로 다양하게 있으며, 전쟁동

안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Nunley et al.,

1999). 오늘날에는 케블라 섬유로 제조되어 총탄을 막을 수 있

는 방탄용 마스크로 진화하였다.

현대에 와서 물리적 위해가 발생되는 또 다른 영역으로는 스

포츠, 레저 분야가 있다.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마스

크는 위험한 신체 활동으로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된다.

더불어 경기 향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인간공학적 적합성과

편안함을 가미하여 최적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가령, 풋볼

선수들의 어깨 패드와 헬멧은 지난 2세기 동안 더 아늑한 피

트성, 최대강도의 힘, 더 나은 충격흡수, 그리고 더 가벼운 무

게로 두개골 골절에 대비한 최적의 보호로 진화되고 있는 측면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가벼

운 중량의 이중적인 물질로 확장된 폴리스틸렌 폼, 강화된 플

라스틱, 케블러(kevlar) 등의 소재로 점점 더 최첨단화되어 가

고 있는 추세에 있다(Nunley et al., 1999).

일반적으로 스포츠 및 레저용 마스크 종류로는 펜싱용(Fig.

4), 야구 캐처용, 스키용, 스쿠버 다이버용, 아이스하키용 골리

마스크, 스피드 스키용(Fig. 5), 봅슬레이용, 페인트볼용(paintball

mask), 바이커용, 싸이클용, 미식축구용 헬멧 페이스 마스크, 아

웃도어용 게임인 서바이벌용 마스크 등 위험한 운동경기 및 레

저 활동시에 안면 및 두개골 보호용으로 착용하는 헬멧형의 마

스크 형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교한 기술 장비와

보호 장비로서의 마스크 유형들은 사람들을 위험한 행동에 이

끌리게 하고, 직면한 위험 속에서 인간의 위업을 실행하도록 그

들을 한계에 밀어붙이게 하는(Nunley et al., 1999) 역할을 한

다. 마스크 착용은 곧 타자(他者)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써 자기 자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Be'douin,

1961/1986). 특히 복면형의 마스크 유형들은 모호한 미스터리

한 형상으로 인해 강한 인상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인

상을 심어주는 양면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2.2.3. 자연적 위해 방지를 위한 마스크

현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자연환경의

오염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와 관련된 문제가 속

속 등장하고 있다. 주요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보다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한 기술의 발달과 물질 지향적 성향의 소비 패턴

을 꼽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

데 대응 방안으로서 마스크가 주요한 아이템으로 부상하였다.

지구환경 오염의 주요한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결국 지

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

이 높아짐으로 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무엇보다 피

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화, 잡티, 주근깨, 기

미 등의 피부 질환 및 피부암의 위험성이 그러하다. 대다수 사

람들은 자외선의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 썬 크

림 바르기 그리고 자외선 차단용 가리개, 선글라스(Fig. 6), 버

프(buff) 등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겨

Fig. 4. Fencing mask. www. 

doopedia.co.kr

Fig. 5. Speed Ski mask. Nuney et 

al.(1999), p. 293.

Fig. 6. Sunglasses with 

interchangeable leses.en. 

wikipedia.org

Fig. 7. Balaclava. Toscani & 

Saillard (2009),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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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 극심한 한파이다. 예전과 달리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

으며, 연이어 지속되는 현상으로 방한용 마스크가 필수 아이템

이 되고 있다. Fig. 7은 복면 형태의 방한용 마스크로서 헬멧

안에 착용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얼굴과 밀착된다. 최근에는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방한과 함께 위생성을 높인 형태 및 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적 위해 가운데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도 심각하다. 그 예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내륙지방으

로부터 발생한 공해 물질이 모래바람과 섞여 거대한 양의 황사

로 변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Kim & Ro, 2009).

사람들은 황사로 인해 야외 활동이 자제되거나 보호 의복 착용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황

사와 함께 미세한 분진의 한 형태로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가 심각한 공해로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호흡기를 보

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진 마스크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구 환경의 변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위해 건수가 증

가추세에 있으며, 호흡기 관련 질환, 피부염증 등의 피해 사례

를 낳고 있다. 자연적 위해 방지를 위한 마스크는 일반 대중들

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가장 활용도 높

은 아이템으로서 착용감과 호흡,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용이성

을 최적화하고 나아가 패션성을 가미한 디자인 개발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Table 1은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의 유형에 따른 마스크

타입과 형상을 정리한 것이다. 

3.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응용한 패션 마스

크의 표현특성

본 장에서는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 유형이 패셔너블한 마스

크 아이템으로 응용된 사례를 수집하고, 그 특성을 구조와 기

능의 통합, 유희적 기호, 방어와 위협의 이중성, 화려한 장식성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1. 구조와 기능의 통합

20세기 후반은 고정관념의 해체, 여러 영역간의 해체적 불확

정성으로 인해 표현에서의 획일성이 탈피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패션에서도 영역간의 해체적 불확정성은 서로 다른 기능과 용도

의 통합으로 관습적 형태를 벗어난 경계의 모호함으로 나타나

고 있다.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 유형에서 착안된 마스크에 있

어서도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남과 차별화되

고자 하는 패션에서의 개성적 욕구가 맞물려 효율성과 편의성

을 갖춘 모호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

히 머리를 덮는 보온 기능의 후드 패션이 마스크 형태로 확장·

변형되거나 혹은 다른 패션 아이템와 결합하여 반면형, 전면형

의 형태로 변형되는 사례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

로 먼저 실험적인 패션디자인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후세인 살

라얀(Hussein Chalayan)은 2007년 F/W에서 후드 티셔츠와 마

스크가 통합된 에어본 코트(Airborne Coat)로서 테크놀로지화

된 오리가미기법이 적용되었다(Fig. 8). 오리가미는 전통의식,

놀이 등에서 비롯되어 과학, 수학, 교육, 디자인, 예술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IT 분야와 접목되어(Choi &

Choi, 2009) 테크놀로지화된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살라얀의 기능성 마스크가 접목된 에어본 코트(Airborne Coat)에

서도 날씨에 따라 반응하는 헬멧과 헤드기어 등을 후드 안에

부착하여 헤드 캡이 자동적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오리가미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캡은 날씨에 따라 반응하여 기상이변으

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변화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Kim, 2010), 현대인들의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욕구와 맞물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후드와 마

스크의 통합화 사례는 C.P. Company의 2000년 F/W Goggle

Jacket 디자인(Fig. 9)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눈을 보호하는 아이 마스크(eye mask) 형태와 후드의 결

합으로서 수퍼 모던 의상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수퍼 모던

의상으로서 이러한 통합 사례는 여러 도시에서의 위해 환경 요

소들로부터의 방어이자 심리적으로 주변 보행자들로부터 개인

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olton, 2002).

후드 패션이 또 다른 기능성 마스크와 통합한 사례로서 Fig.

10은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가 디자인한 것으로 모

자의 브림(brim)과 후드를 통합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이다. 매쉬

형태의 브림에 의한 반면형의 디자인은 전방인지가 가능하며,

Table 1. Classification of functional mask types

Classification of functional mask Mask type Form feature

Prevention of biological 

or chemical danger

• Medical face mask

• Respirator(air supplied respirator, oxygen breathing apparatus, 

dustproof mask, gas mask etc.)

• Fireproof mask

• Full or half face form

• Modern and abstract formPrevention of physical danger

• Bulletproof mask

• Helmet face mask

• Goggles

• Industrial mask

Prevention of natural danger

• Ultraviolet rays proof mask(Goggles, sunglasses, buff etc.)

• Coldproof mask

• Dustproof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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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의 기능성과 함께 착용자의 아이덴티티를 모호하게

하여 타인의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심리적인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도구에 다른 속성이 접목될 때 두 가지 성질이 서로

섞이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물이 창출되는데, 새롭게 창출된 사

물은 이전과 동일한 형상을 하거나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

일 수도 있다. 새롭게 나타난 도구에 이전의 것이 완전히 흡수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것이 새로운 것을 흡수해 한층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Jun & Ha, 2009). 이러

한 사례로 Fig. 11은 급기식 산소호흡기와 가방을 구조적으로

통합한 디자인이며, Fig. 12는 다이빙 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것

으로 구명조끼와 급기식 호흡기를 통합하여 조끼에 있는 산소

를 호흡기로 전달받을 수 있는 독특한 통합의 사례이다.

이외에도 위급할 땐 마스크로 일상에서는 가방으로도 활용

할 수 있는 디자인, 위급 시 방독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브래지어 등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처럼 구조

와 기능이 통합된 마스크는 일상에서의 화학적, 자연적, 심리적

위해에 대한 불안의식을 반영하고, 유목적인 현대인들의 라이

프스타일에 대응하거나 빈번하게 노출되는 개인의 아이덴티티

를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포터블 아이템, 혹은 의상과의 혁

신적인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3.2. 유희적 기호

호이징가(Johan Huizinga)는 모든 형태의 문화 속에는 놀이

라는 요소가 내재해 있으며, 예술과 놀이 사이에는 아갈마

(agalma), 즉 환희, 기쁨이라는 놀이의 요소인 유희성이 내재한

다고 보았다.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는 놀이와 마스크의 긴

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공포, 환상, 즐거움, 경외심이

뒤얽혀 있음을 설명하였다(Huizinga, 1968/1981).

유희성은 현실을 대하던 것과 같은 ‘진지함’의 구조가 변형

됨으로써 생성되는데, 이는 실제 현실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

실제 현실과의 다른 관계가 마련되는 것이라 하겠다. 마스크를

매개로 하여 인간은 새로운 소통의 길을 개척하며,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내면을 투사하고 현실 속에서 숨죽여 있던 또 다

른 자아의 표상을 통해 또 다른 현실로 나아간다(Kim et al.,

2005). 기능성 마스크유형에서 착안된 패션화된 마스크에서도

독특한 유희적 기호들이 블렌드(blend)되어 반영된 사례가 등

장하고 있다. Fig. 13의 경우는 인간의 변신 욕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위생마스크를 변형하여 침팬지라는 동물 형상을 대입한

것이다(“Tokyofiber”, 2009). 독특한 형태의 이음새 없는 마스크

디자인은 열이 가해지면 쉽게 형태 변형되는 열가소성 수지인

스매쉬(smash)로 불리는 넌우븐(nonwoven) 패브릭을 소재로 하여

침팬지 고유의 특징이 표현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동물 형

태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 마스크는 일찍이 여러 나라의

발견되는 동물 머리를 매개로 한 마스크에서도 그러했듯이, 뒤섞

인 종(種)을 통해 무력한 자연 속 인간의 존재조건으로부터 탈

출하고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작동한 것이다.

방한 마스크에서 착안된 Fig. 14는 2012년 F/W 발터 반 베

이렌동크(Walter Van Beirendonck)의 휴머노이드 이미지의 작

품이다. 재킷과 동일 소재의 전면형 마스크 형태를 활용한 독

특한 눈, 코, 입은 마치 살아 있는 장난감 로봇 인형의 이미지

표현하며 유희적 특성을 드러낸다. Fig. 15에서는 위생마스크의

기능을 살린 로봇 이미지 형태의 마스크로서 비행기 내에서의

독감 예방을 위한 디자이너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기능성을 지닌 위생마스크는 쾌락, 자유

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능을 넘어서는 색다른 소구 용

품으로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위생마스크에 적용된 유희성은 개성을 통한 새로운 패션성

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맞물려 다양한 프린팅 디자인

을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키덜트적 감성의 다양한

동물 캐릭터, 입술, 콧수염 등이 문양으로 표현되어 기분 전환

의 오락성을 더해준다. 얼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새로운

페르소나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위생

마스크들은 보호적 목적과 더불어 현실을 이탈한 쾌감을 자아

내며, 인간내면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캔버스와 같은 역할

도 하고 있다.

유희는 자유롭고 진지하지 않으며, 현실세계가 지닌 중압감

에서 벗어난 세계로 현실을 도망하는 수단이 된다. 긴장해소 및

Fig. 8. 07 F/W Hussein 

Chalayan. Chalayan (2011), 

p. 60.

Fig. 9. 00 F/W C.P. 

Company's Goggle jacket. 

Bolton (2002), p. 84.

Fig. 10. 09 F/W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fashionshows/complete

Fig. 11. Swine flu fashion. 

www.metro.co.uk

Fig. 12. Urban life guards. 

Braddock & O'Mahony 

(2002),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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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유희는 기능성 마스크 본연의

목적과 함께 타인의 불쾌한 시선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낌으로

써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항이나 터미널, 백화점, 대

형마트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감시 카메라는 프라이버시 침해

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요한 매개체이다. 또한 통행자와 통행

자 사이의 일시적이거나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시선교차가 불가

피하고 익명적인 타인의 응시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불

쾌감을 느끼게도 한다(Kim,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일상화된

위생 마스크는 긴장해소 및 기분전환에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면 보호용의 펜싱마스크에서 착안된 Fig. 16은

머리카락을 땋아 엮은 형태로 일반적인 마스크 소재가 아닌 파

격성을 드러내며 물리적인 방어의 역할로서의 기능성을 왜곡하

고 성적 은밀함을 드러내며 페티시즘을 연상시킨다. 체모를 활

용한 이질적 오브젝트와 접목은 기괴함과 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며 사물 본래의 기능적 용도를 벗어남으로 인해 웃음을 자

아낸다.

3.3. 방어와 위협의 이중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던한 현대적 기능성 마스크 유형들은 자

연환경의 위험 혹은 변화된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위험에 대처

하는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신체에 가해

지는 외적 위해의 유형들이다. 마스크 착용은 이러한 외적 위해

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자 동시에 개인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으며, 억제된 것이 줄어들고 착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전한 느

낌을 부여받게 된다(Nunley et al., 1999). 그리고 나아가 타인에

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도구로도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

드러내는 것과 감추거나 보호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브래들리 퀸(Bradly Quinn)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의 이중

성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결점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듯이(Quinn, 2003),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

능성 마스크에서도 위해에 따른 1차적인 방어성과 함께 형태

변형에 따라 주어진 본연의 자아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공격

적 의미를 지닌 이중적 효과까지도 갖출 수 있다. 방어성과 공

격성은 많은 동물들의 위장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진

화이론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인간생활에서도 위

장은 동물세계와 유사하게 실제의 모습보다 의도되고 만들어진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Han, 2010) 이

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성 마스크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방어이자 위협적 형태를 지닌 마스크로는

호신용 무구가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초인적 힘을

부여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마스크의 형태였다. 과거 눈, 코, 입을 뚫

었던 헬멧형의 호신형 무구는 미스터리함, 공격적 함의를 가진

Fig. 17의 가레스 푸(Gareth Pugh)의 작품과 같이 날카롭고 미

래적인 복면형으로 표현되거나 Fig. 18의 톰 브라운(Thom

Browne) 작품에서처럼 모히컨 스타일의 머리카락을 연상시키

듯 스파이크 스터드를 복면형에 부착함으로써 위협적 펑크 이

미지의 패션 컨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Fig. 19의 베이렌동크

의 마스크 디자인에서는 눈, 코, 입을 제외하고 얼굴 전면을 덮

는 복면형으로서 신축성 있는 니트 소재에 다양한 컬러로 강렬

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며 타인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

복면은 과거 처형이나 범죄시에서처럼 전적으로 정체성을 감

추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Kim et al., 2005). 그럼으로 인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면형

은 지구환경변화에 따라 방한을 위한 경량성 원단과 통기성, 보

온,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장식까지 두루 갖춤으로써 멀티

형의 마스크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

는 눈, 코 혹은 입을 드러내거나 감춘 복면형의 마스크 디자인

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감추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자로 하여

금 안전한 느낌을,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호함으로 인

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특징을 종종 갖고 있다. 흔하게는 몸

판의 지퍼를 후드까지 연결한 복면형 마스크 형태에 죽음을 상

징하는 스컬(skull) 문양이 프린트되어 타인에게 위협적 존재감

을 나타내기도 한다.

프린트 디자인으로서 방어적인 기능의 마스크에 위협적 문

양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예로서 Fig. 20은 만화에서의 영

Fig. 13. Tokyofiber 09-senseware. 

www.yatzer.com

Fig. 14. 12 F/W Walter Van 

Beirendonck. www.style.com

Fig. 15. 'Masked in flight' medical 

mask. www.dvice.com

Fig. 16. 06 F/W Viktor & Rolf. 

Baan et al. (2007),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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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을 새롭게 해석한 판타스틱 패션이다. 위생마스크에 프린트

된 스파이더맨 형상, 거미 모티프의 의상 그리고 공격적인 펑

키 헤어가 다분히 미국 만화의 신화적 영웅성을 비튼다.

이처럼 기능성 마스크에서 착안된 방어와 위협의 이중성은

위협적인 함의를 지닌 복면형과 위협적 의미의 프린팅 패턴 장

식이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3.4. 화려한 장식성

패션에서 보호적 기능의 마스크가 새로운 컨셉과 예측불허,

모호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장식이 기능을 전복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또는 큐빅(Cubic)

이 장식된 가스 마스크를 아트 프로젝트로 표현한 루이비통

(Louisvuitton)과 구찌(Gucci)는 럭셔리 브랜드 컨셉의 시각화를

통해 우리의 극단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집단적 탐욕과 소비문

화를 보여준 바 있다(“Luxury Gas Mask”, 2009). 냉전시대 리

얼한 상황을 암시하듯 가스 마스크는 시대적 격변기를 상징하

며 오늘날에도 패션에서는 밀리터리적 요소를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템이기도 하다. 또한 미래 지구 환경에는 꼭 필요할 지도

모르는 패션 액세서리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그 사례로 멕시코

디자이너 지안 프랑코 레니(Gian franco Reni)는 2010년 F/W

컬렉션에서 크리스탈이 코팅된 가스 마스크를 디자인하여 미래

에 등장할지 모르는 패션 액세서리로 표현한 바 있다(Fig. 21).

표면적 장식에서 큐빅, 시퀸, 금, 은과 같은 글리터리 소재는

일찍이 여러 민속의상에서 의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

로 사용되어 왔으며,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 디자인에서도 새로

운 개성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장식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보다 과잉 장식을 통한

맥시멀리즘의 특성이 반영되어 극도의 화려함과 기괴함을 강조

한 것이 특징이다. 2012년 F/W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오뜨꾸띄르 컬렉션에서는 얼굴 전체를 덮는 펜싱

마스크와 유사한 전면형의 디자인에 시퀸 장식을 집중화하여

모호함과 상상력 그리고 고급화를 추구하였다(Fig. 22). 얼굴을

모두 가리는 펜싱마스크 형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위험을 방

지하며 액티브한 스포티즘을 전달하는 것에 비해 패션 디자이

너들의 마스크 작품에 반영된 디자인은 의상의 예술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컨셉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식 소재를 활용하여 퀄리티를 높인 마스크 디자인의 또 다

른 사례인 Fig. 23은 2006년 F/W에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Fig. 17. 12 S/S Gareth Pugh. www. 

style.com

Fig. 18. 12 F/W Thom Browne. 

www.style.com

Fig. 19. 03 F/W Walter van Beirendonck. 

Bann et al. (2007), p. 170.

Fig. 20. 08 S/S Noki by J. J. 

Hudson. Bolton (2002), p. 36.

    

Fig. 21. 10 F/W Gian Franco 

Reni. www.northernstar-

online.com

Fig. 22. 12 F/W Martin 

Margiela. www.firstview.com

Fig. 23. 06 F/W Christian 

Dior. www.style.com

Fig. 24. 08 S/S Louis 

Vuitton, Toscani & Saillard 

(2009), p. 137.

Fig. 25. 12 F/W Comme des 

Garçons. 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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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과 스와롭스키(Swarovski)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으로서 선

글라스형의 마스크 디자인이다. 자외선 차단을 통한 눈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인 선글라스가 고가의 장식용 소재로 표면화되어

지위적 신분 및 익명성을 함축하고 있다.

하이 퀄리티의 장식성과 달리 화려함의 또 다른 표현방법으

로는 Fig. 24에서와 같이 일반 위생마스크의 소재에서 벗어나

관능적인 시스루 레이스 소재로 표현되거나 Fig. 25의 2012년

F/W 꼼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작품에서와 같이

강렬한 색상 대비가 있는 꽃무늬 프린팅 마스크로 새로운 개성

과 가치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능성 마스크 유형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장

식적 성향의 패션 마스크는 표면 장식의 추가, 소재 및 문양의

차별화로 새로운 컨셉, 기능성의 가치를 전복할 만 한 고급화

경향을 통해 은폐와 동시에 드러냄이라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다음 Table 2는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응용한 패션 마스크

의 표현방법과 의미특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4. 결 론

마스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문화적 기호로 유지, 발전, 재

창조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 생물 및 화학적 재해, 물리적 재

해, 자연적 재해에 대한 기능적 욕구의 증가로 마스크는 대표

적인 보호용 기능성 아이템이 되었으며, 그 형태에서도 과거 주

술적, 의례적 목적의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던한 형태들로

변화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능성 마스크들은 패션에서 시대

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여러 욕구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응용한

패션 마스크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표현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와 기능의 통합화에서는 후드 티셔츠와 마스크의

테크놀로지화, 모자의 브림과 후드를 통합, 급기식 산소호흡기

와 가방의 통합, 구명조끼와 급기식 호흡기의 통합 그리고 일

상의 포터블한 아이템과의 통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

특징들은 현대인들의 유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개인

아이덴티티의 모호함을 통한 해방적 욕구 그리고 일상 속 화학

적, 자연적 위해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의식에 깔려있다.

둘째, 유희적 기호는 동물 이미지의 접목, 휴머노이드 이미

지의 접목, 키덜트적 감성의 다양한 동물 캐릭터, 입술, 콧수염

등의 프린팅 디자인 그리고 체모와 같은 이질적인 소재와의 접

목과 같은 기능적 용도의 이탈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

들은 고정된 자아 표상에 대한 해방과 현실이탈을 통한 진지함

의 상실, 긴장의 해소, 쾌락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

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방어와 위협의 이중성은 미래적, 공격적 함의의 밀폐

형 복면, 눈, 코, 입 개방형의 강렬한 컬러를 지닌 복면형, 혐

오스럽고 위협적인 해골과 같은 모티브로의 형태 변형 그리고

위협적인 모티브의 프린팅 문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

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의도되고 만들어진

모습의 또 다른 자아의 표현 그리고 초인적 힘에 대한 욕구에

서 기인하고 있다.

넷째, 화려한 장식성은 크리스탈 코팅된 가스 마스크, 극도

의 화려한 글리터리 장식의 복면형, 고가의 장식용 소재가 부

착된 선글라스, 화려하고 복잡하며 강렬한 프린팅 장식이 주요

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 특징들은 인간의 극단적 욕

Table 2. Applied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masks in fashion masks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mask
Expressive methods Expressive meanings

Integration of structure

and function

• Technological integration of mask and hood

• Integration of goggles and hood

• Integration of brim and hood

• Integration of respirator and bag

• Integration of life vest and respirator

• integration of portable item and mask

• Reflection of nomadic life

• Desire of liberation 

• Obscurity of identity

• Consciousness of discomfort relative to the 

chemical, natural and physical danger

Sign of playfulness

• Hybrid of mask and animal image 

• Hybrid of mask and humanoid image

• Printing of animal character, lips, mustache, etc.

• Hybrid of unusual material like hair

• Liberation from the fixed identity 

• Loss of seriousness

• Reduction of tension

• Pursuit of pleasure and freedom

Duplicity of aggression 

and protection

• Helmet face mask of futuristic or aggressive meaning

• Enclosed mask of intensive color

• Morphological hybrid of disgusting and aggressive motif like a skull

• Printing design of aggressive motif

• Overcome of human's weakness

• Desire of new self expression

• Longing of superhuman power

Fanciful decoration

• Gas mask with crystal coating

• Enclosed mask with glittery decoration

• Sunglasses with luxury decoration material

• Medical face mask made of lace material

• Fanciful and complicated printing pattern

• One side of extreme consumption

• Creation of new personality and value

• Pursuit of high quality

• Mutual coexistence of status and anony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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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오늘날의 소비문화의 한 측면, 고급화 추구를 통한 지위

적 신분의 드러냄과 동시에 위장을 통한 익명성의 상반된 심리

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개성과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여러 욕구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에서 응용된 패션 마스크

들은 시대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새로운 페르소나 창출, 현대 사

회에서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자하는 욕구, 타인의 시

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적 심리, 현실세계가 지닌 중

압감에서 벗어난 세계로 현실을 도망하고자 하는 심리, 새로운

개성의 창출 욕구 등과 맞물림으로써 일상에서의 합목적적 형

태와 기능에서 나아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으로서

그리고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패션메시지 전달에서도 효과적인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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