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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cial data required for sheet design in order to pursue the facial compatibility of 
disposable sheets used in facial mask products that are increasing in popularity as self-care methods. The sub- 
jects of the study were 23 facial measurements of 1,001 women in their 20s to 60s from Size Korea's 6th 3D 
data. Through factor analysis, sheet-related facial measurements were collected into six factors included in the 
vertical length of each part of the face: length of face surface from the ear to each part of the face, width of 
eyes, nose, lips, length of nose, vertical length of lower face, width of the head and width of chin. Three sheet 
face types were classified using six factor scores as variab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iffered acc- 
ording to age group. As a result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to identify the dimension items that classify the 
three cluster types, 12 contributing items were extracted out of 23 items.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and data for further studies of products requiring facial fitness.

Key words: Facial sheet mask, Face, Women, 3D measurements, Size Korea; 페이셜 시트 마스크, 얼굴, 성
인 여성, 3차원 치수, 사이즈 코리아

I. 서   론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에 따르면 기초화장품 생산액은 2017년, 

13.05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2007~2016년)이 13.81%

에 이르는 등,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초화

장품 중에서도 특히 마스크 팩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

율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나(Kim & Shin, 2017) 자

가 미용관리의 한 방법인 마스크 팩에 대한 관심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스크 팩은 주로 페이셜 마스크 팩을 줄인 말로 얼

굴에 영양성분을 도포하여 일정시간 방치함으로써 단

시간에 미용효과를 올리는 화장품류로 정의할 수 있

다. 팩의 사용방법에 따라 티슈나 물로 닦아내는 워시 

오프 타입, 마르거나 굳은 후 벗겨내는 필 오프 타입, 

두껍게 발라 긴 시간 자연 흡수시키는 크림 타입, 영양

액이 함침된 얼굴형의 시트를 얼굴에 도포한 후 제거

하는 시트 마스크 타입으로 분류되고 있다(Ch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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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그 중에서도 시트형 마스크 팩(Facial sheet masks)

은 영양유액을 함침시킨 시트를 얼굴에 맞춰 도포하

는 과정만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팩류로서 

낱개 포장되어 휴대의 간편함까지 배가된 제품이다. 

이러한 시트형 마스크 팩은 간편함과 신속한 효과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화장품류로 애용되

고 있다.

국내 시판 일회용 마스크 시트는 여성뿐 아니라 남

성(Choi, 2018), 어린이(Park, 2017) 제품도 출시되는 등 

남녀노소를 망라한 애용제품이 되고 있으며 국산 마

스크 팩의 인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K beauty heavy user가 그동안 

뉴욕에서 BB크림을 각인시켰다면 이제는 마스크 팩

이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으며(Baek, 2015), 중

국의 경우, 마스크 팩 시장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159억 위안(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한국산 제품

의 수입이 프랑스(28.5%)에 이어 두 번째(24.5%)로 높

았다. 특히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한국산 

마스크 팩 제품의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87.5%로 마스

크 팩 수입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

는 등, 중국에서의 국내산 마스크 팩의 인기는 대단하

다(Kim & Lee, 2016). 마스크 팩에 주력하는 국내 한 브

랜드는 2015년 현재, 매달 10개 이상의 신제품을 내놓

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캐

나다, 호주 등 전 세계 2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Jang, 

2015) 시트형 마스크 팩이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선

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용층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페이셜 마스크 시트는 각 브랜드마다 대부분 단일 형

태 및 사이즈로 생산되어 연령대, 성별, 지역을 망라하

는 불특정 다수의 얼굴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게 도포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품 내 

마스크 시트의 사이즈 관련 정보는 전혀 제시되지 않

아 사용자가 본인의 얼굴형에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

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트형 마스크 팩은 시

트가 도포하는 부위로 그 미용효과를 달성하므로 시

트의 형태와 크기의 적합성은 그 효과의 향상을 위해 

더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편의성과 성능으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시트형 마스크 팩의 사이즈 

적합성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마스크 시트 설계

에 요구되는 한국인 여성 얼굴 치수의 다각적인 분석

을 통하여 마스크 시트의 형상 및 사이즈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국내산 마스크 시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60대 한국 성인 여성으로 Size Korea

의 제6차 3차원 측정데이터(Korean Agency for Techno- 

logy and Standards [KATS], 2010)를 사용하였다. 결측

치를 제외한 여자 1,014명의 케이스에 대하여 주요 항

목에서의 산점도 및 상자 그래프를 통해 이상치, 또는 

최극단치 등의 outlier를 제외하고 최종 1,001명의 케이

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2. 분석항목

Size Korea(KATS, 2010)의 머리 및 얼굴 3D 측정항

목으로부터 마스크 시트 설계에 필요한 항목과 대응

되는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마스크 시트 치수 부위와 

일치하거나 가장 근접한 항목을 우선 추출하였으며 

3D 측정데이터에서 누락된 눈너비(C1) 항목은 기존 

항목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분석항목은 6차 

3D 측정항목 23개, 변수계산을 통하여 산출된 눈너비 

1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24개 항목으로<Fig. 1> 각 항목

의 번호는 Size Korea(KATS, 2010)에서 제시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4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판별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

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은 SPSS ver. 25.0을 이

용하였다.

Age group Number of subject

20's 0,204 (020.4)

30's 0,195 (019.5)

40's 0,197 (019.7)

50's 0,205 (020.5)

60's 0,200 (020.0)

Total 1,001 (100.0)

Table 1. Age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Unit: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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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및논의

1. 얼굴의 구성요인 분석 및 요약

20~60대 한국 여성 1,001명의 3D 얼굴 데이터로부

터 마스크 시트의 형상 및 사이즈 설계 시 요구되는 항

목으로 일치, 또는 유사한 23개 항목과 산출된 1개 항

목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수리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스 방법(Varimax 

method)을 실행하였다. 낮은 적재량으로 2개 요인에 

유사하게 집약된 1개 항목(눈동자사이너비)을 요인추

출단계에서 제외하여, 최종 23개 항목으로 요인분석

을 재실시한 결과, Eigenvalue 1.000 이상의 값을 기준

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2).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KMO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824의 KMO 측

도를 나타내어 표본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역시 .000의 유의확률

을 나타내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니며 본 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요인집약 전의 

총 누적 설명력을 100%로 하였을 때 최종 집약된 6개 

요인의 설명력은 약 84.332%로 각 항목의 특성을 손실

하지 않은 높은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6개 요인에 집약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의 구

조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적재량으로 집약된 

요인 1의 Eigenvalue는 6.463으로 28.101%의 설명력을 

가진다. 첫 번째 요인에는 S11_머리마루_코뿌리수직길

이, S9_머리마루_코밑수직길이, S10_머리마루_코끝

수직길이, S8_머리마루_입술수직길이, S14_머리마루

_오른쪽눈초리수직길이, S12_머리마루_눈살수직길이, 

S4_머리수직길이 등, 머리마루에서 얼굴의 각 부위에 

이르는 7개의 수직 길이로 머리의 위쪽 길이에 관여하

는 머리의 세로 길이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요인 1은 머

리마루로부터 이목구비의 수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

는 데 필요한 항목들로서 마스크 시트의 수직 길이와 

눈, 코, 입의 수직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의 Eigenvalue는 3.743에 해당하였으며 

전체 항목의 16.272%를 설명하고 있다. S29_눈초리_

귀구슬수평길이, S35_귀구슬사이_코밑(호)길이, S34_ 

귀구슬사이_코뿌리(호)길이, S30_귀구슬_입술직선길

Fig. 1. Measurements in 3D face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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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21_눈살_귀구슬수평길이의 5개 항목이 요인 2에 

집약되어 귀구슬로부터 시작하여 각 부위 간의 얼굴 

표면을 따라 측정된 수평 길이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들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요인 2의 집약특성은 얼굴 각 

부위의 표면 길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마스크 팩의 수

평 길이는 물론 눈, 코, 입의 수평적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에는 S38_눈초리사이너비, C1_눈너비, 

S44_입너비, S41_귀바퀴사이너비, S43_코너비 등 5개

의 항목이 집약되었다. 요인 3의 Eigenvalue는 3.519에 

해당하였으며 설명력은 15.302%에 이른다. 집약된 항

목들은 이목구비의 너비, 또는 이목구비 사이의 너비

로 정의할 수 있다. 마스크 팩 제작 시 눈, 코, 입의 너비

와 상호간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된 요인  1에서 요인  3까지의 누적 설명력은  59.675%

로 60%에 육박해 이들 세 요인의 설명력이 전체 설명

Factor
1 2 3 4 5 6

No. Measurement

1

S11_Sellion to top of head 0.972 0.102 0.001 ‒0.091 ‒0.147 0.055

S9_Subnasale to top of head 0.953 0.108 0.072 0.233 ‒0.074 0.001

S10_Pronasale to top of head 0.943 0.098 ‒0.027 0.230 ‒0.137 0.096

S8_Stomion to top of head 0.940 0.149 0.079 0.204 0.072 0.028

S14_Ectocanthus to top of head 0.937 0.095 0.001 ‒0.002 ‒0.100 0.129

S12_Glabella to top of head 0.910 0.080 ‒0.155 ‒0.089 ‒0.176 0.173

S4_Head height 0.843 0.153 0.211 0.182 0.420 ‒0.036

2

S29_Ectocanthus to tragion 0.203 0.872 ‒0.245 ‒0.006 ‒0.010 ‒0.049

S35_Arc; Tragion-subnasale-tragion 0.085 0.848 0.243 0.045 ‒0.002 0.240

S34_Arc; Tragion-sellion-tragion ‒0.042 0.831 0.208 0.062 0.091 0.268

S30_Tragion to stomion 0.083 0.826 0.161 0.064 0.153 0.147

S21_Tragion to glabella 0.399 0.781 ‒0.074 ‒0.076 ‒0.064 ‒0.064

3

S38_Biocular breadth 0.092 0.062 0.862 ‒0.045 0.155 0.072

C1_Eyes breadth 0.024 ‒0.069 0.837 ‒0.010 0.176 0.067

S44_Lip breadth ‒0.095 ‒0.106 0.735 0.062 0.215 ‒0.411

S41_Interotobasion superius breadth 0.035 0.234 0.734 0.122 0.079 0.056

S43_Nasal breadth ‒0.004 0.102 0.681 0.068 ‒0.001 ‒0.237

4
S16_Subnasale-sellion length 0.234 0.021 ‒0.074 0.900 ‒0.024 0.133

S2_Nose length 0.135 0.036 0.211 0.896 0.176 ‒0.146

5
S17_Menton-subnasale length ‒0.209 0.084 0.261 ‒0.096 0.919 ‒0.070

S13_Menton-sellion length ‒0.094 0.086 0.318 0.401 0.834 ‒0.132

6
S37_Head breadth 0.241 0.131 0.013 0.064 ‒0.008 0.770

S45_Mandibular angle breadth 0.015 0.261 ‒0.196 ‒0.073 ‒0.135 0.726

Eigenvalue 6.463 3.743 3.519 2.030 2.002 1.639

Variance (%) 28.101 16.272 15.302 8.826 8.705 7.126

Accumulative variance (%) 28.101 44.374 59.675 68.501 77.206 84.332

KMO's measure .824

Significance level of bartlett test .000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faci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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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의 Eigenvalue는 2.030이며 설명력은 

8.826%이다. S16_코뿌리코끝수직길이, S2_코길이의 

2개 항목이 집약되어 코의 길이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

으며 마스크 시트에서 코 부분의 절개 길이를 결정하

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의 Eigenvalue는 2.002이며 전체 항목

의 8.705%를 설명하고 있다.  S17_코밑턱끝수직길이, 

S13_코뿌리턱끝수직길이의 2개 항목이 집약되었는

데 이 항목들은 코에서 턱까지의 수직 길이로서 얼굴 

하부의 길이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스크 시트 제

작 시 코의 절개선 시작 위치와 절개선이 끝나는 위치

를 설계하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요인의 Eigenvalue는 1.639에 해당하였으

며 전체 항목의 7.126%를 설명하고 있다. S37_머리너

비와 S45_아래턱사이너비의 2개 항목이 집약되었으

며 얼굴의 상부와 하부의 너비를 나타내는 얼굴 수평 

길이로 정의할 수 있다. 마스크 시트의 설계 시 요구되

는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요인  4에서 요인  6까지의 3개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24.657%로, 요인 1에서 요인  3까지의 누적 설명력의 절

반에 못 미친다. 이러한 설명력으로 요인과 요인 내 집

약된 항목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집

약된 6개 요인은 머리마루로부터 시작하는 얼굴 각 부

위의 수직 길이(28.101%), 귀구슬로부터 눈, 코, 입에 

이르는 얼굴 표면 길이(16.272%), 이목구비 또는 이목

구비 사이너비(15.302%), 코의 길이(8.826%), 얼굴 하

부 길이(8.705%), 얼굴 수평 길이(7.126%)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산출된 요인의 특성은 요인점수로 저

장하였다.

2. 요인특성에 의한 얼굴 형상의 군집화

한국 여성의 얼굴 관련 치수로부터 마스크 시트 설

계 시 요구되는 얼굴의 유형을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각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시판 마

스크 팩용 시트가  2차원 형태의 일회용 제품임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에서는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유형분류를 지양하고 각 군집의 커버 범위를 확대하

고자 하였다. 2~4개의 군집 수를 정하여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한 후 추출된 군집별로 각 요인에 대한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검정결과가 도출된 군

집에 대해서는 집단 간 사후검정(Duncan-test)을 실시

하여 최적의 집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Table 3).

분석결과  2개의 군집분류 시 모든 요인에서 각 군집

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군집분류가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3개 및 4개 군집분류에서는 

분산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p<.001의 유의차가 나타

나 Duncan-test를 사후검정으로 실시하였다. 3개 군집

의 경우 각 유형이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한 순위를 

나타내며 분류되었으나  4개 군집에서는 3개 군집에 비

해 각 군집 간의 유의차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얼굴 형상 유형을  3개 

군집으로 분류하여 후속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3개로 분류된 군집유형의 요인점수에 대한 일

원배치분산분석 및 Duncan-test 결과를 <Table 3>에, 각 

Type
Factor

1 2 3 F-value

1 1.00A ‒.71C ‒.23B 546.209***

2 ‒.16B ‒.41C .62A 116.729***

3 .09B ‒.39C .34A 051.821***

4 .13A ‒.21B .10A 011.973***

5 .32A .22A ‒.58B 093.730***

6 ‒.13B ‒.33C .50A 071.119***

N 326 357 318 1,001

***p<.001
The groups as the result of Duncan's test are listed in the order of A>B>C 

Table 3. One-way ANOVA and Duncan-test results by cluster of factor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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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의 요인별 분포형태를 <Fig. 2>에 제시하였다. 또

한 요인별 각 항목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Duncan- 

test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개 군집은 모든 항목에

서 군집 간에 p<.01 수준 이상의 매우 높은 유의차가 나

타났으며 얼굴, 이목구비의 뚜렷한 크기의 차이를 보

여 각 집단의 유형구분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군집은 전체 인원의 32.6%(326명)가 분포하

였으며, 요인  1, 요인  4, 요인  5가 가장 크고 최소 집단에 

속한 부위가 없이 중간 크기인 얼굴 유형이다. 요인 1

인 머리마루로부터 얼굴 각 부위에 이르는 수직 길이 

항목이 모두 가장 큰 유형이므로 긴 얼굴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코의 길이도 가장 긴 집단이며 눈, 코, 입의 

너비도 큰 집단에 속하였으나 귀바퀴사이너비가 작아 

요인 3에서는 중간 집단에 속하였다. 즉 이 유형은 시

Type
Factor

1 2 3 F-value

1

S11 123.5A 108.6C 115.1B 436.692***

S9 174.1A 157.0C 164.4B 557.439***

S10 158.0A 140.6C 148.8B 495.010***

S8 195.4A 178.6C 185.1B 558.423***

S14 123.9A 110.2C 116.3B 443.071***

S12 100.9A 87.3C 93.2B 304.267***

S4 233.9A 217.8C 221.7B 516.706***

2

S29 70.9B 68.2C 72.9A 060.241***

S35 281.8B 274.7C 291.7A 207.186***

S34 270.1B 266.2C 279.4A 147.787***

S30 129.8B 126.9C 133.1A 106.273***

S21 89.3A 83.4B 90.3A 103.900***

3

S38 100.5A 96.5B 100.9A 053.368***

C1 34.3A 32.8B 34.4A 026.825***

S44 49.6A 48.5AB 47.3B 006.311***

S41 157.2B 153.4C 159.5A 066.050***

S43 33.3A 32.4B 33.7A 014.757***

4
S16 34.6A 32.0C 33.8B 049.813***

S2 50.6A 48.5C 49.4B 035.461***

5
S17 59.9B 60.7A 57.4C 040.601***

S13 110.5A 109.2B 106.7C 029.879***

6
S37 157.3B 152.6C 159.5A 098.383***

S45 117.0B 116.4B 124.6A 066.052***

**p<.01, ***p<.001
The groups as the result of Duncan's test are listed in the order of A>B>C 

Table 4. One-way ANOVA and Duncan-test results by cluster of measurement          (Unit: mm)

Fig. 2. Distribution chart of factor scores by clust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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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길이가 길고 폭은 중간인 형태로서 눈, 코, 입 부

위에서 가로 크기를 넉넉히 배려해야 하며 코의 절개

선 역시 크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군집은 전체 인원의 35.7%(357명)가 분포하

였으며, 요인 5를 제외한 모든 얼굴 구성요인이 가장 

작은 유형이다. 시트의 길이를 좌우하는 요인 1의 7개 

항목, 시트의 폭을 좌우하는 요인 2의 수평적 표면 길

이 관련 5개 항목, 요인 3에 속하는 코 길이 2개 항목, 요

인 6에 속하는 얼굴 너비 2개 항목이 모두 3개 군집 중 

가장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시트

의 세로 길이와 폭, 눈, 코, 입에 이르는 구멍(Hole), 절

개선 등의 크기가 가장 작은 반면 얼굴 하부 길이는 군

집 1과 거의 유사한 크기의 유형에 속해 시트 설계 시 

작은 크기로 설계하면서도 입 아래의 시트 길이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군집은 전체 인원의 31.8%(318명)가 분포하

였으며, 얼굴의 수평 길이에 관여하는 요인  2와 요인  6 

및 그 항목들의 크기가 타 군집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집단이다. 이목구비의 너비에 해당하는 요인  4의 항목

들도 큰 군집으로 나타나 이 유형은 너비 관련 항목들

이 큰 유형이다. 이목구비 너비인 요인 3 항목과 코 길

이에 관여하는 요인  4의 항목이 가장 큰 집단으로 얼굴 

하부 길이를 특징짓는 요인  5의 항목은 가장 작은 집단

으로 분류되었다. 즉, 이 유형은 시트의 길이는 중간이

며 폭과 눈, 코, 입의 너비는 가장 넓게 설계되어야 하

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3개 유형

을 <Fig. 3>과 같이 이미지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군집유형 분석을 통하여 20~60대 한국 여성

의 마스크 시트 설계에 요구되는 각 요인 및 요인 내 구

성항목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3개의 시트 유형으로 정

의할 수 있었다. 각 시트 유형은 코의 절개선과 눈, 코, 

입의 수직 위치를 포함하여 시트의 전체 길이가 긴 유

형 1, 시트의 폭과 길이가 짧지만 입 아래 하부 시트의 

길이를 보강한 유형 2, 눈, 코, 입의 가로 너비를 포함한 

시트의 가로 길이, 즉 시트 폭과 눈, 코, 입의 구멍이 넓

은 반면 입 아래의 하부 길이는 짧은 유형 3으로 분류

되었다.

각 유형의 연령대별 분포 및 유의차를 검정한 결과

<Table 5>, 각 연령대의 여성들이 3개 유형 군집에 모두 

속하였으나  20, 30대 여성은 유형 3에, 50, 60대 여성은 

유형 1과 유형 2에 기대빈도보다 많이 분포하여 연령

대별로 각 유형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트형 마스크 제품의 타겟에 

따른 맞춤형 설계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겠다.

3. 집단분류를 위한 판별 요인추출

앞서 요인분석에서 계산된 얼굴 관련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얼굴의 유형을 분류하는 3개 군집을 도출하

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점수는 다수의 항

목을 집약, 대변해 주는 효과적인 변수로서 타 연구에 

비해 변수의 수가 많은 치수항목의 분석에 주요한 변

수로 사용된다. 반면 각 항목의 특성이 희석될 수 있고 

때로는 유형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항목의 중

요성을 간과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요인점수는 

가공된 표준점수로서 이미 치수항목의 원점수와는 현

격히 다른 점수체계를 나타내므로 상품을 위한 데이

터로 바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유용한 분석결

과로 제시되어도 제품 개발에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

를 찾아보기 힘들다.

Fig. 3. Images of face types by clust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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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요인분석에 포함되었던 항목들이 유형분

류에 공헌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군집을 분류하는 유

효한 항목을 역 추적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마스크 제작에 요구되는 얼굴 형상을 분류하는

데 유효한 원점수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연구자의 조

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 집약되었던 23개 

치수항목을 모두 독립변수로, 3개 군집특성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특성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Wilks의 람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각 항목의 판별분석의 진입과 제거를 반복

한 결과, 2개의 판별함수와 최종 12개의 항목이 군집분

석에서 도출된 3개 군집을 분류하는 유효항목으로 추

출되었다.

단계적 판별분석을 적용한 결과, 11개 항목이 제외

되어 12개의 항목이 최종적으로 군집판별에 투입되었

으며 투입된 순서는 S8_머리마루_입술수직길이, S35_ 

귀구슬사이_코밑(호)길이, S17_코밑_턱끝수직길이, 

C1_눈너비, S37_머리너비, S9_머리마루_코밑수직길

이, S41_귀바퀴사이너비, S14_머리마루_오른쪽눈초

리수직길이, S45_아래턱사이너비, S21_눈살_귀구슬

수평길이, S16_코뿌리_코끝수직길이, S43_코너비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6).

투입단계에서의 Wilks의 람다는 S8_머리마루_입술

수직길이의 단독 투입만으로도 .500 이하의 낮은 람다

값을 보여 판별 기여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S35_귀

구슬사이_코밑(호)길이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340

으로 낮아졌으며 4개 항목 투입만으로도 S8_머리마루

_입술수직길이의 단독 투입때에 비해 람다값이 현저히 

감소하여 .250에, 모델의 판별 예측력은 .750에 이른다. 

12개의 항목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 판별 예측력은 .801

로서 12개 항목의 판별 예측력은 매우 우수하나 4단계 

이후의 항목 투입에 따른 예측력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볼 때 최초 투입된 4개 항목의 판별 기여도가 매

우 크며 판별변수의 수를 축소하고 싶은 경우,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수 있겠다. 판별함수는 두 개가 도출되

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두 함수의 고유값은 1.356, 1.136으로 두 함수의 

판별력(54.4%, 45.6%)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함수의 정준 상관 역시 모두 높아 두 함수 모두 군집을 

구분하는 데 유효한 판별함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선정된 12개 항목의 분류분석 결과, 3개 군집에 대

한 명중률은 <Table 7>과 같다. 평균 95.4%의 매우 높

은 명중률로 12개 얼굴 항목의 군집 1에 대한 예측력은 

96.3%, 군집 2의 예측력은 96.1%, 군집 3의 예측력은 

93.7%에 이른다. 각 군집에서 다른 군집으로 잘못 분

류될 확률은 각 4% 이내로서 도출된 12개 항목이 얼굴

의 3개 군집을 분류하는 데 매우 높은 예측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명중능력은 두 함수에 의한 

Age's Frequency
Cluster

Total
1 2 3

20's
Actual 068 (06.8) 066 (06.6) 070 (07.0) 0,204 (020.4)

Expected 66.4 72.8 64.8 204.0

30's
Actual 040 (04.0) 053 (05.3) 102 (10.2) 0,195 (019.5)

Expected 63.5 69.5 61.9 195.0

40's
Actual 069 (06.9) 060 (06.0) 068 (06.8) 0,197 (019.7)

Expected 64.2 70.3 62.6 197.0

50's
Actual 078 (07.8) 095 (09.5) 032 (03.2) 0,205 (020.5)

Expected 66.8 73.1 65.1 205.0

60's
Actual 071 (07.1) 083 (08.3) 046 (04.6) 0,200 (020.0)

Expected 65.1 71.3 63.5 200.0

Total 326 ( 32.6) 357 (35.7) 318 ( 31.8) 1,001 (100.0)

χ²=74.515 (p=.000)

Table 5. Distribution of age groups and face type clusters in Korean women   (Unit: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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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Fig. 4>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및제언

시간절감과 미용효과를 극대화한 self facial care sol- 

ution으로서의 시트형 마스크 팩은 이제 여성뿐만 아

니라 남녀노소의 애용제품이 되고 있으며 중국, 베트

남,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의 인기 역시 

급상승하고 있다. 페이셜 마스크 시트는 얼굴 모양의 

시트로 도포하는 부위에 미용효과를 배가시키는 미용

제품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자의 얼굴, 또는 제품의 형상, 치수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설

계가 아쉬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

결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Size Korea(KATS, 2010)의 

제6차 3차원 측정데이터 중 20~60대 여성 1,001명의 

마스크 시트 제작에 요구되는 얼굴 24항목을 이용하

여 다각적인 분석방법을 시도하고 한국 여성의 얼굴 

부위의 형상 및 사이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얼굴 23개 항목에 

대하여 주성분모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요인집약에서 설명된 총분산은 84.332%로 높은 설

명력을 보이며 6개 요인으로 집약되었다. 페이셜 마스

크 시트 제작에 요구되는 얼굴 부위 항목들은 머리마

루로부터 시작하는 얼굴 각 부위의 수직 길이(요인 1), 

Predicted
Element

Group 1 Group 2 Group 3 Total

Group 1 312 (096.3) 006 (001.8) 006 (001.8) 326 (100.0)

Group 2 004 (001.1) 343 (096.1) 010 (002.8) 357 (100.0)

Group 3 011 (003.5) 009 (002.8) 298 (093.7) 318 (100.0)

Table 7. Accuracy for cluster classification of discrimination items           (Unit: person (%))

Predictive 
variables 

Input step Lambda
Predictive power

of mode

Correlation between discriminant function and  variable

1 2

S8 1 .472*** .528 .883*** ‒.181***

S35 2 .340*** .660 .287*** .517***

S17 3 .281*** .719 ‒.087*** ‒.250***

C1 4 .250*** .750 .176*** .102***

S37 5 .228*** .772 .282*** .281***

S9 6 .218*** .782 .896*** ‒.158***

S41 7 .212*** .788 .218*** .244***

S14 8 .210*** .790 .801*** ‒.127***

S45 9 .206*** .794 .053*** .336***

S21 10 .203*** .797 .334*** .225***

S16 11 .201*** .799 .269*** .036***

S43 12 .199*** .801 .114*** .102***

Eigen value 1.356 1.136

Variance (%) 54.4 45.6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759 .729

Wilks's lamda .199*** .468***

***p<.001

Table 6.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of dimensional items to determine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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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부터 얼굴 각 부위에 이르는 얼굴표면길이(요인 

2), 눈, 코 입 등의 너비(요인 3), 코의 길이(요인 4), 턱 

끝에서 코 부위까지의 얼굴 하부 수직 길이(요인 5), 머

리와 턱 너비(요인 6) 등의 요인으로 집약되었으며 얼

굴과 머리 항목을 통합 분석하였던 여러 연구들의 분석

결과와는 다른 집약양상을 나타내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 요인점수를 변수로 이

용하여 2~4개의 군집 수를 지정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군집 수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각 군

집 간의 Duncan-test를 통하여 최종 3개 군집을 결정하

였다. 군집 1은 분석인원의 32.6%(326명)가 속하였으

며, 얼굴 수직 길이와 얼굴 각 부위의 수직 길이가 길어 

긴 시트가 요구되는 유형으로 20, 30대보다는 50, 60대

에 더 많이 분포하는 유형이다. 군집 2는 분석인원의 

35.7%(357명)가 분포하였으며 요인 5를 제외한 모든 

얼굴 구성요인에서 가장 작고 시트의 폭과 길이, 눈, 코, 

입의 구멍과 절개선도 작은 반면 입 아래의 하부 길이

의 보완이 필요한 유형으로 50대와 60대 여성의 분포

가 가장 많은 유형이다. 군집 3은 전체 인원의 31.8% 

(318명)가 분포하였으며, 얼굴의 수평 길이에 관여하

는 요인  2와 요인  6 및 그 항목들의 크기가 타 군집에 비

해 유의하게 큰 집단으로 시트의 폭과 눈, 코, 입의 너

비가 크게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20, 30대는 많이 분포

하였고 50, 60대에는 적게 분포하였다. 3개 군집유형

과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도출되어 

제품 설계 시 타겟 얼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계에 활

용될 수 있다.

도출된 군집을 분류하는 유효한 항목을 역추적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 포함된 23개 항목을 단계적 판별

분석에 투입하여 3개 군집의 판별에 대한 기여도를 분

석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2개의 판별함수와 최종 12개

의 항목이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3개 군집을 분류하는 

영향력 있는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12개의 항목이 투

입되었을 때 판별력이 매우 높았으며 4단계 투입만으

로 .750의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4단계 이후의 투입에 

의한 예측력의 차이는 크지 않아 적은 수의 판별항목

을 선정할 경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선정된 

12개 항목의 분류분석 결과, 3개 군집에 대한 명중능

력은 평균 95.4%로 매우 높은 명중률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노소, 지역을 망라한 불특정 다

수의 사용자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 시트의 얼

굴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 연구로서 우선 가

장 많은 사용자인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 항목의 

요인추출과 이를 이용한 유형분류, 유형분류에 기여

하는 얼굴 항목, 판별함수 도출 및 판별력을 검증하는 

분류분석을 통하여 한국 여성의 얼굴 형태와 사이즈

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제품 활용에 대한 고려 없

이 얼굴과 머리 항목을 통합 분석한 연구들과는 달리 

시트 형상에 초점을 맞춰 제품에 요구되는 치수항목

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얼굴과 머리의 통합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얼굴 전면에 사용하는 여러 마스크 연구 및 특수 대상, 

특수 목적형 제품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 연구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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