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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세먼지’란 대기 중 부유하는 분진의 일종으로 

직경이 10µm 이하인 먼지(PM10)와 직경 2.5µm 이하

인 먼지(PM2.5)를 의미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PM10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

소를 통해 생성되거나, 공사장, 도로 등에서 비산(飛

散)되는 먼지 등 인위적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오염물질이다(Kim, 2006;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2.5 이하 먼지는 대

부분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배출되거나 대기에

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온 성분,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인

체위해성이 더 크다(Kim, 2006; Ministry of Environ-

ment, 2014). 지름이 10µm 이상인 먼지는 대부분 후

두를 통과하지 못하나, 0.5~6µm의 미세먼지는 기도

와 폐포에 침전되며, 0.1µm 범위의 분진은 독성이 더 

강하다(Cho & Lee, 2014).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

향은 호흡기 질환(폐암, 급성 하기도 폐 질환, 만성 폐

쇄성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으로 나누어지는데(Cho & Lee, 2014), 세계보건기구

와 국제 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PM2.5를 석면이나 흡연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10 연평균 농도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대기오염

도 관측 이래 최저 값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다시 악

화 또는 정체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PM2.5의 연평

균 농도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 대비 높은 수준이다

(Kim, 2019;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전국 지역

별 PM2.5 고농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는 2015년 

총 173회(72일), 2016년 90회(39일), 2017년 129회

(42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0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19년 총 발생일수

의 74%가 1, 2, 3월과 12월에 집중되었다(Air Korea, 

n.d.). 어린이 천식이 최근 10년 1.2%에서 3.3%로 증

가하였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도 미세먼지에 의해 천

식과 뇌졸중에 걸린 가능성이 47배 증가하였다(Kim, 

2013). 고농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줄

이기 위한 정부 대응은 미세먼지 저감과 미세먼지로

부터의 피해예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

는데, 피해예방의 관점에서 권장되는 주요 행동수칙

은 실외 활동 자제, 공기청정기 사용,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으로(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

lity [NCCA], n.d.), 특히, 2019년 경기도에서는 마스

크 1,321만 매를, 경상북도에서는 125만 매를 시민들

에게 무상 보급한 바 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착용

과 관련된 가장 큰 논쟁은 어떤 종류의 마스크 착용

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

지 피해예방 종합대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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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

하는 반면, 과도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마스

크 착용 권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Jang, 

2014). 

국내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식

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인증 마스크는 KF80, 

KF94, KF99로 각 등급별 마스크의 누설률을 25% 이

하, 11% 이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9). 그러나 실제 착용 시 착

용자의 얼굴형이나 착용 방법, 활동 수준 등에 따라 

안면부 누설률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

보고는 국내에 아직 없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

스크 내 호흡 유동 특성을 분석한 Yu et al.(2018)의 연

구에서는, 안면부 누설률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마

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콧구멍에서의 차압이 감소하

여 호흡 편이성이 증가한 반면 콧구멍과 마스크 사이

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호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의 외부 배출이 저하되고 마스크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을 보고했다.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언론 정보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의 위험성

에 대한 과학적인 객관적 정보 부족으로, 심리적, 사

회적, 문화적 속성 등을 종합한 주관적 직관에 의거

하여 그 위험을 파악하고, 피상적 인식에 기반하여 위

험 회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Y. Kim et al., 2016). 

Choi(2018)의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 인식과 지식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됨과 동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지식은 정확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생률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2018년 

경기 33일(43건), 전북 59일(125건)이었던 반면 경북 

10일(12건), 경남 6 일(7건), 제주 2일(4건)로 국내 동

남 지역보다 서쪽 지역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

보/경보 발령 횟수(일)가 더 많았는데(Air Korea, n.d.), 

이러한 지역차로 인해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인식 

및 관련 행동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중국 

등지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및 황사가 편서풍에 의해 

한국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

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인식 및 마스크 착용 행동이 

강원도나 경상도 혹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개인들과 

다를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체온조절과 관

련된 착의 행동이나(Chung et al., 2013; Jeong, 2001), 

건강에 대한 자각도에서 성차가 존재하므로(Shim & 

Jeong, 2010),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행동에도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마스크 대량 구매나, 어린 자녀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행동에 있어 성차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므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인식과 착용 행동

에서 실제로 성차가 존재하는 지 조사해 보는 것은 의

의가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시 적절한 예방 행

위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현재 마스크에 대한 인식

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지식과 

착용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마스크 착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이에 지역별 혹은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지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는 국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me-

thod) 방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지역은 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

도, 제주도의 여섯 지역으로 나눈 후, 경기 서쪽 지역

의 경우 편서풍에 의한 해외 유입의 영향에 보다 민

감한 지 파악하기 위해, 경기 지역을 경기 서부 지역

(인천, 부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지역)과 경기 동

남북부 지역으로 구분한 후 경기도 동남북부 지역은 

서울 지역에 포함시켜 총 일곱 지역을 비교 분석하였

다. 충청도는 대전 지역을 기준으로 충남 지역, 전라

도는 광주 및 순천 지역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 강원

도는 강릉과 삼척을 기준으로 강원도 동쪽 지역, 경

상도는 대구와 울산 지역, 제주는 제주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거주자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25,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t-test인 경우 176명, 

ANOVA인 경우 84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지 예상 응답률 90% 및 각 지역별 인구비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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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지역별 설문지 응답자 수를 100~400부로 계

획하였다. 총 2,069부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2,012부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비 구성은 

남자 42%, 여자 58%였다. 지역별 응답자 수 및 응답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

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

행되었다(IRB. No.1908/001‒028).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문항 수는 총 43문항이며, 인구통계학적 특

성(문항 1~10), 공기의 질과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인식(문항 11~19),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지

식과 인식(문항 20~27),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

용 행동(문항 28~43)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이러한 구성은 선행연구들(Choi, 2018; Y. Kim et al., 

2016; Kim et al., 2015)을 참고로, 미세먼지에 대한 지

식과 그 위험성은 국가기관, 대중매체나 온라인 커뮤

니티로부터 얻은 지식 및 개인 특성에 의해 지각되며, 

지각된 심각성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피해예방 행동

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

되었다. 즉, 실제 공기 중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건강 관리 행위가 보다 더 적극적일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행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구성

되었고, 일차 구성된 문항들은 의류학 전공자 13명에 

의해 상호검토 후 최종 수정 보완되었다. 본 설문조사

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이 미세먼지 인식 정도 및 마스크 착용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공기의 질 및 미세먼지 수

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마스크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

치는가, 셋째, 마스크 관련 지식 수준이 마스크 착용 

효과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마스크 착

용 효과 인식 수준이 마스크 착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가, 다섯째, 이상의 네 가지 연구문제에서 지역별,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본 설문조사는 Google Sur-

vey를 이용해 조사되었고, 이전 객관식 문항에 응답

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구

성되었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의 경우 문항별 결측값 

없이 응답자 수는 동일하였다.

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Respondent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Male 179 123 71 68 135 128 137 867

Female 234 147 51 163 153 232 191 1,202

Age (yr) 36.6 (12.3)a 41.0 (14.5)b 37.5 (11.6)a 37.6 (11.7)ab 40.1 (15.3)b 39.8 (13.7)ab 41.2 ( 8.5)b 38.7 (12.8)

Male 34.6 (11.8) 42.1 (15.1) 39.2 (11.0) 36.1 (13.0) 39.8 (13.4) 41.0 (14.5) 42.3 ( 9.0) 39.8 (13.4)

Female 38.2 (12.6) 40.1 (14.0) 35.1 (12.1) 38.2 (11.1) 37.9 (12.3) 49.1 (13.2) 40.5 ( 8.2) 37.9 (12.3)

17-19 yr (%) 04.1 01.9 07.4 03.5 00.3 00.6 00.0 02.1

20-29 yr 35.7 25.6 23.8 27.0 38.2 30.4 09.1 27.7

30-39 yr 17.2 18.9 23.8 21.3 11.8 20.1 28.0 19.8

40-49 yr 22.6 24.8 27.9 32.6 11.1 27.6 49.4 28.0

50-59 yr 17.5 15.6 13.9 12.6 26.0 11.4 11.0 15.5

60-79 yr 02.9 13.3 03.3 03.0 12.5 10.0 02.4 06.9

No response (n) 1 0 0 1 0 1 0 3

Smoker (n) 69 41 36 25 29 43 60 314

Male 53 39 33 2 25 39 53 271

Female 16 2 3 4 4 4 7 43

a, ab, and b: group differences by Duncan's post-hoc test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Unit: Mean (S.D.) or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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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1‒10 Living area, Sex, Age, Height, Body weight, Smoking, Job, Self-identified respiratory health status, Self-identified heat 

tolerance,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B. Knowledge and cognition about fine dust in air

11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ause of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n Korea during the recent winter and spring 

months?

12 How do you think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n Korea has changed over the past 10 years?

13 Do you think consecutive exposure to fine dust over several yea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uman respiratory system?

14 Choose the symptoms experienced when fine dust levels were ‘bad’ or ‘very bad’. (multiple responses)

15 How well could you visibly distinguish the concentrations of fine dust in the air last winter and spring?

16 Did you use a smartphone application to tell you about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last winter and spring?

17 How often did you check the forecast of fine dust levels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V, newspapers, 

internet portals and applications last winter and spring?

18 What did you think of last winter and spring when you received a message from the central government/or local government 

concerning fine dust guidelines?

19 Choose the actions that you took last winter and spring when fine dust forecasts were ‘bad’ or ‘very bad’. (multiple responses)

C. Cognition about impacts of wearing dust proof masks

20 Currently, KF80, KF94, and KF99 are protection levels of mask (or N95 in the United States). Do you know what KF and each 

number means?

21 Do you trust the effectiveness of the certified face masks (KF80, KF99, N95) on the market?

22 When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did you distinguish the protection levels of the certified masks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 When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how did you feel about its effectiveness?

24 Are you aware of the effects of the mask fit on the fine-dust protective of masks?

25 Do you think children must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s?

26 Do you think respiratory disease sufferers must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27 How did you think about people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multiple responses)

D. Behavior about wearing and consuming masks

28 Did you ever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29 Why didn't you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s last winter and spring?

30 Why did you wear a ffine-dust protective masks last winter and spring? (multiple responses)

31 How often did you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when fine dust forecasts are “bad” or “very bad”?

32 How did you decide whether to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for any given day last winter or spring?

33 What is the average time per day spent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34 Where did you usually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multiple responses)

35 How often did you purchase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36 What was your criterion purchas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multiple responses)

37 Where did you usually purchase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38 Choose all mask types you wore to protect against fine dust. (multiple responses)

39 Which of the following fine-dust protective mask designs did you prefer?

40 For how long did you use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41 Did commercial fine-dust protective mask fit well on your face?

42 If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were to provide you with a month of free certified masks to protect against fine 

dust, would wear them more often than now?

43 Please freely describe any points you think are relevant for making guideline for wearing fine-dust protective masks.

Table 2. Four components of the questionnaire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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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설문지 응답 결과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설문문항 중 객관식으로 응답된 문항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중 연속변수로 응답된 항목(나이)의 경

우 지역별 · 성별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t-test

를 사용하였다. 복수응답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설

문문항별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와 차이가 존재하

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적

합도 및 분할표의 독립성 검정이 수행되었다. 문항

별 일곱 지역 간 응답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

제곱의 교차분석 및 Kruskal-Wallis test가 수행되었

으며, 문항별 성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의 교차분석 및 Mann-Whitney U test가 사용되었다. 

설문문항들 중 순위변수 혹은 연속변수로 응답된 설

문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의 rho를 사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 수준과 마스크 착

용 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AMOS

를 이용하여 구조모형 분석 기법인 경로분석을 실시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5로 정하였고, p>.05인 

경우 ns(Not significant)로 표시하였다.

III.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의 58%는 실내 작업자였으나 지역별, 

성별 차이를 보였다(Table 3). 자각적 호흡기 건강도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보통’(4.0점)

이라 자각하고 있었으며, 성차를 보여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스스로 호흡기가 더 약하다고 자각하였다

(p<.001)(Table 3). 자각적 내열성에서 지역차 및 성차

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자각적 내한성의 경우 성차

를 보여 총 응답 남성의 36%가 스스로 추위에 약한 

체질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63%가 스스로 추위

에 약한 체질이라 응답하였다(p<.001).

2.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인식 및 관련 행동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Q.11)으로 전체 응

답자의 78%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라도(전남)와 

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7. Job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68.7); by sex at p>.05 (z=0.608)

Indoor building 57.6 50.7 42.6 58.9 76.0 53.3 58.2 57.7 58.8 56.9

Outdoor 3.1 4.1 19.7 3.0   0.7   3.3   6.4   4.4   9.0   1.1

Inside vehicle 0.5 0.7 1.6 0.0   0.3   0.6   1.5   0.7   1.4   0.2

Home 15.3 20.0 11.5 17.3   8.3 20.3 11.6 14.9   5.2 22.0

Indoor and outdoor in turn 23.5 24.4 24.6 18.2 14.6 22.2 22.3 22.2 25.6 19.8

p-value ** ** *** *** *** *** *** *** *** ***

8. Self-identified respiratory health status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 =.05 (χ2=22.3); by sex at p<.001 (z=-5.058)

Mean vote 4.0 3.9 3.9 3.8 4.1 4.0 4.0 4.0 4.1 3.9

S.D. 1.3 1.3 1.2 1.2 1.1 1.2 1.1 1.2 1.2 1.2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Question 8 was asked using the following 7-point categorical scale: Very weak (vote 1), Weak (vote 2), A little weak (vote 3), Neither 

(vote 4), A little strong (vote 5), Strong (vote 6), Very strong (vote 7); Question 7 and 8 did not have any missing value 

Table 3. Results on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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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p<.01)(Table 4). 중국 등 해외 유입

이라 응답한 사람들 중 26%만이 마스크 미착용자였

던 반면, 국내 원인이라 응답한 사람들 중 34%가 미

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

였다(p<.01). 지난 10년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변

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Q.12)에서 지역차를 보

여 경상도 지역 응답자들 중 69%만이 최근 많이 악화

되었다고 응답하였다(p<.05). 성차도 관찰되어 ‘최

근 많이 악화된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68%)에 

비해 여성(78%)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p<.05). 미세

먼지 장기 노출 시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11. The biggest cause of fine dust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20.9); by sex at p>.05 (z=0.279)

From abroad (China, etc.) 83.3 82.2 80.3 75.3 72.6 80.6 73.2 77.5 78.2 77.0

Domestic_car exhaust gas   6.8   9.6   9.0 11.3 14.9 10.0 19.2 12.5 11.4 13.2

Domestic_coal power plant   3.4   2.6   1.6   4.8   3.8   1.9   1.5   2.8   3.1   2.5

Domestic_factories

/construction sites
  2.4   2.2   3.3   2.2   4.5   3.1   2.7   2.8   3.2   2.5

 I don't know   1.9   1.9   4.9   3.9   3.5   2.8   2.1   2.8   3.2   2.5

Others   2.2   1.5   0.8   2.6   0.7   1.7   1.2   1.6   0.8   2.2

p-value ns *** *** ns *** *** ** *** *** ***

12. Changes of fine dust for the past 10 year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20.0); by sex at p<.05 (z=‒0.910)

Gradually aggravated 13.8 13.3 15.6 13.4 14.2 19.4 20.7 16.1 18.5 14.5

Recently rapidly aggravated 75.8 75.2 73.0 72.3 77.1 69.4 72.0 73.6 67.8 77.7

Recently a little aggravated   4.1   6.3   7.4   7.4   3.8   5.6   4.6   5.2   7.0   3.8

Almost the same   2.2   3.7   3.3   2.6   1.7   1.7   0.9   2.1   3.0   1.5

Recently a little improved   1.7   0.7   0.0   0.9   1.0   1.9   0.6   1.1   1.2   1.1

Recently rapidly improved   0.7   0.4   0.0   0.4   0.0   0.0   0.6   0.2   0.3   0.2

Gradually improved   0.7   0.0   0.0   0.9   1.0   0.3   0.6   0.5   0.8   0.3

I don't know   1.0   0.4   0.8   2.2   1.0   1.7   0.6   1.1   1.4   0.9

p-value ns *** *** * *** *** *** *** *** ***

13. Negative impact of long-term exposure of fine dust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9.7); by sex at p>.001 (z=‒4.658)

Very agreed 75.5 77.8 77.9 71.9 74.3 75.3 74.7 74.4 69.3 78.0

Agreed 22.3 20.7 20.5 25.5 23.3 21.7 25.0 23.6 28.0 20.5

Disagreed   0.7   1.1   1.6   0.4   1.4   1.4   0.3   0.9   1.0   0.8

I don't know   1.5   0.4   0.0   2.2   1.0   1.7   0.0   0.0   0.1   0.0

p-value ***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Question 15: Very insensitive (vote 1), Insensitive (vote 2), Neither (vote 3), Sensitive (vote 4), Very sensitive (vote 5), Questions 11 

to 18 in the table above did not have any missing value an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of every question was 2,012

Table 4. Knowledge and cognition about fine dust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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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Q.13)에 대해, 여성(78%)

이 남성(69%)에 비해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 수

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체 증상(Q.14)으로는 

‘목 이물감/통증’(19.9%), ‘기침/재채기’(15.5%), ‘눈 

따가움’(15.3%) 순이었다(Fig. 1).

미세먼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예보 앱을 사

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Q.16)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의 54%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원도(47%)

와 전라도(42%)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

았고(p<.001), 여성(59%)이 남성(48%)에 비해 스마트

폰의 미세먼지 예보 앱 사용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1)(Fig. 2). 

미세먼지 농도 확인 빈도(Q.17)는 매일 1회(24%)

가 가장 많았고, 지역 및 성별 차이를 보였다(Table 

4). 서울/경기 · 충남 지역 응답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확인했으며(p<.001),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

주 확인하였다(p<.001).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단

체 발송하는 미세먼지 주의 및 경보 메시지(Q.18)에 

대해 경기(서부) 지역 거주자들이 전라도 거주자들

에 비해 더 예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p<.05), 

여성(72%)이 남성(60%)보다 더 예방하고자 하는 태

도를 보였다(p<.001).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Q.1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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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15. Distinguish the level of fine dust with naked eyes (mean vote)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29.3); by sex at p>.05 (z=1.064)

Mean vote   3.7   3.8   3.7   3.7   3.5   3.6   3.7   3.7   3.6   3.7

S.D.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7. Frequency of checking fine dust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93.1); by sex at p<.001 (z=7.218) 

 Never   3.9   5.9   9.8   4.3   9.7   5.6   7.9   6.3   8.4   4.8

 Once a week 11.9   7.4 14.8   8.7 14.2   8.3 12.2 11.0 13.4   9.2

 2-3 times/week 19.4 17.4 18.9 20.8 33.0 23.9 23.8 22.8 24.7 21.4

 4-6 times/week 11.9 10.7 11.5 16.5 13.9 11.7 13.7 12.8 13.4 12.3

 Once a day 26.4 26.3 27.9 23.4 17.4 25.0 24.7 24.2 24.6 23.9

 2-3times/day 20.3 18.5 12.3 20.3   9.7 19.7 13.4 16.8 11.9 20.4

 Over 4 times/day   6.3 13.7   4.9   6.1   2.1   5.8   4.3   6.2   3.7   8.0

p-value ns *** *** ns *** *** *** *** *** ns

18. Alarm message from the government?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31.5); by sex at p<.001 (z=‒6.695)

Prepared according to the 

message
67.3 73.7 65.6 67.5 60.4 68.1 69.5 66.9 59.7 72.0

 Not useful message   6.5   5.2   4.1   5.6   4.9   4.2   3.0   4.6   5.8   3.7

No care 22.3 19.6 29.5 21.6 29.5 24.7 24.4 23.9 31.6 18.4

Others   3.9   1.5   0.8   5.2   5.2   3.1   3.0   4.6   2.9   5.8

p-value ns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Question 15: Very insensitive (vote 1), Insensitive (vote 2), Neither (vote 3), Sensitive (vote 4), Very sensitive (vote 5), Questions 11 

to 18 in the table above did not have any missing value an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of every question was 2,012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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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창문 열지 않기’(20%)였으며, 다음으로, ‘외출 

자제하기’(14%), ‘공기청정기 사용하기’(13%) 순이

었으며, ‘마스크 착용하기’는 전체 응답의 10%였다

(Fig. 3).

3.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착용 효과 및 인식

국내 식약처 인증 수준인 KF80, KF94, KF99의 의

미를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Q.20)에 대해 총 응

Total respondents N=2,012, Multiple responses N=4,741;

Self-identified symptoms that were related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Fig. 1. Question 14: The symptoms experienced when 

fine dust levels were ‘bad’ or ‘very bad’.

N=413, 270, 122, 231, 288, 360 and 328 for Seoul/Gyeonggi [East, South, North] (Region #1),

Gyeonggi [West] (#2), Gangwon (#3), Chungcheong (#4), Jeolla (#5), Gyeongsang (#6) and Jeju (#7). 

There was no missing value an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841 for male and 1,172 for female;

Significant difference for region at p<.001 and for sex at p<.001.

Fig. 2. Question 16: Response rates to use the PM (particulate matter) prediction-applications of cell phones during the 

high-concentration season of fine dust last year.

Total respondents N=2,012, Multiple responses N=6,067

Fig. 3. Question 19: Behaviors to prevent from any 

possible risks of high- concentration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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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21%만이 잘 안다고 응답하였고, 33%는 잘 모

른다고 응답하였다. 제주도(46%), 강원도(41%), 전라

도(41%) 응답자 중 잘 모른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p<.001), 남성(40%)이 여성(29%)에 비

해 잘 모른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마

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

문(Q.21)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와 제주도 응답자들의 신뢰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신뢰도가 유의

하게 낮았다(p=.009). 마스크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수준과 상관없이 높

은 보호 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Q.22), 이러한 경향은 서울/경기, 충청도에서 두드러

졌으며(p<.001), 남성(26%)보다는 여성(37%)에게서 

높은 보호 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하려는 경향이 컸다

(Table 5).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본인이 느꼈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Q.23) 

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20. Knowledge on KF number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87.6); by sex at p<.001 (z=4.805)

I don't know 27.1 28.1 41.0 25.5 40.6 27.5 45.7 33.4 40.3 28.5

I know somewhat 46.7 45.6 45.1 47.6 46.2 51.9 39.0 45.9 40.3 49.9

 I know very well 26.2 26.3 13.9 26.8 13.2 20.6 15.2 20.7 19.5 21.5

p-value ** *** *** ** *** *** *** *** *** ***

21. Trust on the mask effectivenes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29.9); by sex at p<.01 (z=2.989)

 No trust   2.7   1.9   3.3   2.2   3.5   3.6   4.6   3.1   4.2   2.3

 Seldom trust 13.8 15.2 20.5 18.2 16.7 14.2 16.5 15.8 16.5 15.3

 Somewhat trust 46.5 41.5 50.0 36.8 47.2 41.9 51.8 45.6 47.6 44.2

 Mostly trust 35.8 40.7 26.2 41.1 31.9 39.2 26.8 34.6 30.7 37.4

 Completely trust   1.2   0.7   0.0   1.7   0.7   1.1   0.3 0.9   1.0   0.7

p-value ns *** *** * *** ns ns *** *** ***

22. Separating wear KF80, 94, 99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33.5); by sex at p>.05 (z=‒1.511)

Wear higher level mask as 

far as possible
39.7 39.3 27.9 42.0 22.6 30.6 24.7 32.4 26.3 36.8

Appropriate to the level of 

fine dust
  3.9   6.3   8.2   3.0   1.7   6.9   4.9   4.8   5.1   4.6

Wear lower level mask as 

far as possible 
  1.9   6.7   0.8   3.9   3.1   6.1   4.6   4.2   4.5   3.9

 I don't care 23.7 17.0 22.1 18.2 17.7 21.7 21.3 20.3 17.3 22.5

 Wear whatever 12.6 10.4   9.0 11.3 16.0 12.8 9.8 11.9 11.5 12.2

 Not applicable 18.2 20.4 32.0 21.6 38.9 21.9 34.8 26.4 35.3 20.0

p-value *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Questions 20 to 26 in the table above did not have any missing value an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of every question was 2,012 

Table 5. Knowledge and cognition about impacts of wearing dust proof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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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23. Self-cognition on the mask effectivenes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17.9); by sex at p>.05 (z=0.627) 

 Almost all protected   2.4   2.6   3.3   0.9   1.4   1.7   1.2   1.8   2.1   1.7

 Over half protected 32.4 36.7 35.2 29.4 20.5 31.9 27.1 30.0 28.0 31.4

 Less half protected 13.6 10.4   6.6 12.1   8.0 10.8   7.6 10.2   9.0 11.1

 Almost all non-protected   5.6   4.4   3.3   4.8   4.9   4.2   3.4   4.6   4.6   4.7

 I don't know 31.7 28.1 21.3 35.1 29.5 30.0 27.1 29.4 24.9 32.6

 Not applicable 14.3 17.8 30.3 17.7 35.8 21.4 33.5 24.0 31.4 18.6

p-value ns *** *** ns *** *** *** *** *** ***

24. self-cognition on the effectiveness of mask fit to face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64.2); by sex at p<.001 (z=4.113)

 I don't know 20.1 18.9 27.9 17.7 31.3 26.7 34.1 25.6 31.3 21.5

I rarely know 20.6 23.7 25.4 19.0 23.6 27.2 25.3 23.4 20.9 25.2

 I know 58.8 57.4 46.7 63.2 44.4 46.1 40.5 50.7 47.6 52.8

 Others   0.4   0.0   0.0   0.0   0.7   0.0   0.0   0.3   0.2   0.4

p-value * *** ** ns *** *** ** *** *** ***

25. Necessity for children to wear mask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24.3); by sex at p<.001 (z=‒5.419)

 Very agreed 56.9 64.4 54.9 58.0 54.9 57.5 51.2 56.3 50.1 60.7

 Agreed 32.2 27.0 36.1 31.6 32.3 33.6 36.3 32.5 36.1 29.9

 Disagreed   2.2   0.7   0.8   3.5   2.4   1.4   1.8   2.0   2.7   1.5

 Very disagreed   0.2   0.4   0.8   0.0   1.0   0.3   1.2   0.6   1.0   0.2

 I don't know   8.5   7.4   7.4   6.9   9.4   7.2   9.5   8.7 10.1   7.7

p-value ns *** *** * *** *** *** *** *** ***

26. Necessity for respiratory patients to wear mask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18.1); by sex at p<.001 (z=‒4.261)

 Very agreed 67.6 67.8 59.0 63.2 58.3 64.4 62.8 63.6 57.8 67.3

 Agreed 22.0 25.2 28.7 25.1 31.9 28.6 30.5 28.0 31.8 25.0

 Disagreed   1.9   1.9   0.8   1.7   1.4   0.8   0.6   1.3   1.6   1.1

 Very disagreed   0.0   0.7   0.0   0.4   0.7   0.3   0.0   0.4   0.5   0.3

 I don't know   8.0   4.1 11.5   8.2   7.3   5.8   6.1   6.7   8.0   5.8

 Others   0.4   0.4   0.0   1.3   0.3   0.0   0.0   0.0   0.3   0.4

p-value ns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Questions 20 to 26 in the table above did not have any missing value an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of every question was 2,012 

Table 5.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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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답자의 29%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마스크

가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차단한다고 인식한 비율

은 경기(서쪽) 지역 응답자들이 39%로 가장 높았으

며, 전라도(전남)는 22%만이 절반 이상 차단한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마스크 미착용자 

비율을 보면, 전라도 36%, 제주도 34%, 강원도 30%

로 마스크 미착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경기(동

남북)는 응답자의 14%만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착

용률도 낮고(p<.001), 차단 효과에 대한 신뢰도 더 높

았다(p< .001). 마스크 착용 시 얼굴 맞음새의 중요성

에 대한 지식(Q.24)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제

주도(34%), 전라도(전남)(31%), 강원도(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p<.001). 성차도 발견되어 남성

(31%)이 여성(22%)보다 얼굴 맞음새의 중요성에 대

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어린이 마스크 착

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Q.25)에서는 총 응답자의 

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91%)이 남성

(86%)보다 어린이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더 높게 응

답하였다(p<.001). 호흡기 질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Q.26)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p<.001)(Table 5).

4.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구입 및 착용 행동

총 응답자 중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8%였고, 지역차를 보여 서울/경기(동남북) 

응답자 중 미착용자가 16%로 가장 적었으며, 전라도 

및 제주도 미착용자가 가장 많았다(p<.001). 남성 응

답자들 중 미착용자 비율은 37%로 여성 미착용자 비

율(22%)보다 유의하게 컸다(p<.001)(Fig. 4).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호흡이 불편하기 때문’이 총 응답자의 34%로 가장 많

았으며, ‘귀찮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30%)과 ‘얼굴 

화장이 마스크에 묻어서’라는 응답(11%)이 뒤를 이었

다.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

유(복수응답)로는 호흡기 건강에 유해하다는 생각 때

문이라는 응답이 총 응답의 48%로 가장 높았으며, 실

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불편 증상을 경험했기 때문

이라는 응답(24%)과, 방송 등 언론에서 권장하기 때문

(16%)이 뒤를 이었다. 마스크 착용자의 경우 착용 빈도

(Q.31)는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가끔 착용(53%)

과 거의 착용(36%), 반드시 착용(7%) 순을 보였으나, 

지역차를 보여 경기(서쪽) 지역의 경우 반드시 착용

한다는 응답(11%)과 거의 착용한다는 응답(41%)이 

N=413, 270, 122, 231, 288, 360 and 328 for Seoul/Gyeonggi [East, South, North] (Region #1),

Gyeonggi [West] (#2), Gangwon (#3), Chungcheong (#4), Jeolla (#5), Gyeongsang (#6) and Jeju (#7). 

There was no missing value and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841 for male and 1,172 for female;

Significant difference for region at p<.001 (χ2=121.9) and for sex at p<.001 (z=‒7.780).

Fig. 4. Question 28: Experiences of wearing dust protective mask to prevent fine dust during the PM 

high-concentration season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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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p

<.05)(Table 6). 당일 마스크를 착용할 지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Q.32)은 응답자의 71%가 미세먼지 예보(TV, 

라디오, 앱,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결정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여성(76%)이 남성(63%)보다 미세먼지 예보

에 의해 결정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p<.001). 하루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Q.33)은 총 응답자의 

64%가 30분~2시간이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주로 실외에서 착용(81%)하였으나, 총 응답자의 19%

가 실내에서도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복수응답).

일회용 마스크 일회 구입 수량(Q.35)은 총 응답자

의 53%가 낱개가 아니라 대량(박스)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라도와 제주도 응답자의 경우 각각 

40%, 35%만이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남

성 중 41%가, 여성 응답자의 60%가 대량으로 구입하

였다. 복수응답으로 질의된 마스크 선택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호 등급(45%)과 가격(21%)이

었으며, 마스크 구매 장소(Q.37)로는 온라인 구매 비

율이 가장 높았고(41%), 약국(29%)이 그 다음이었다. 

전라도와 제주도 응답자들의 온라인 구매율은 각각 

29%와 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남성의 경우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로 

여성 5%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응답자들

은 대체로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선택하였으나 인

증이 없는 부직포 마스크(16%)나 천으로 된 마스크

(12%)도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마스크의 디자인(Q.39)으로는 

3차원 접이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42%). 한 번 구

입한 마스크를 지속 사용하는 기간(폐기 기간)에 대

해서는(Q.40) 하루 여러 번 착용하고 그날 폐기한다

는 응답이 총 응답자의 40%로 가장 많았다. 착용 시 

얼굴 맞음새에 대한 질문(Q.41)에 대해 응답자의 31%

가 잘 맞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33%)

이 남성(26%)보다 얼굴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응답 비

율이 높았다. 얼굴에 잘 안 맞는 부분으로는 마스크의 

코를 누르는 부분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으

며, 귀에 거는 부분(2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마스크가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무료로 보급될 

경우 더 자주 착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성차 

없이 총 응답자의 65%가 선택하였으며, 전라도와 제

주도의 경우 각 74%와 7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Q.42)(Table 6).

설문 마지막 문항(Q.43)이었던 주관적 의견에는 

총 1,377명(68%)이 응답하였고, 이중 가장 많이 언급

된 내용은 정부의 마스크 관련 행동지침은 현재 충분

하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

견이었으나, 보다 자세하고 차별화된 마스크 착용 행

동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특히 마스

크의 성능(누설률이나 호흡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

거)과 사용법(적정 사용 시간이나 재사용, 사이즈, 폐

기법, 연령별 사용법 등), 장시간 착용 시 부작용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다수 수집되었다. 동시에 마스크 디자인 

개선(귀가 안 아프게, 안경 김 서림 해결, 사이즈 잘 맞

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31. Frequency of wear mask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57.0); by sex at p<.05 (z=‒2.193)

Wore all the time 16.0 11.2   4.8   9.2   1.2   6.0   4.8   6.5   6.6   6.4

Wore almost   6.5 40.5 36.9 32.9 30.4 36.0 24.2 36.3 32.4 38.5

Wore sometimes 36.1 46.5 54.5 51.3 59.5 53.6 66.1 53.1 55.8 51.6

 I didn't wear 39.5   1.9   3.7   6.6   7.7   3.0   3.2   3.1   4.0   2.6

I don't know   1.0  0.0  0.0  0.0   1.2   1.5   1.6   1.0   1.3   0.9

p-value *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Table 6. Behavior about wearing and consuming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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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32. Determine to wear mask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35.7); by sex at p<.001 (z=‒4.086)

 Forecasting (TV, radio, 

cell-phone apps, etc.)
17.4 74.4 77.5 72.4 64.9 73.4 71.0 71.4 63.4 76.0

 Checking air 

quality by eyes 
59.8 15.3 15.5 22.4 23.8 18.0 18.8 18.8 25.4 15.0

 Measurement the dust 

quality in direct
16.5   6.5   2.1   2.6   3.0   2.6   4.8   3.6   3.5   3.6

Looking people who 

wear masks
  2.4   1.9   2.1   1.3   6.0   3.0   3.8   3.3   4.0   2.9

 Others   2.7   1.9   2.7   1.3   2.4   3.0   1.6   2.9   3.7   2.5

p-value * *** * *** *** *** *** *** *** ***

33. Day-wear duration of mask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17.7); by sex at p<.001 (z=‒4.370)

 < 30 min 15.0 20.9 24.1 22.4 17.3 13.9 23.1 19.2 13.9 22.3

 30 min-1 h 29.1 38.6 39.6 27.6 35.7 40.1 38.7 36.9 36.4 37.2

 1-2 h 25.4 23.7 20.3 30.3 31.0 27.3 22.6 26.6 29.4 25.0

 2-3 h   9.9   8.8   9.1   9.2   8.3   7.5   8.1   9.3 11.0   8.4

 > 3 h   4.6   7.9   7.0 10.5   7.7 11.2   7.5   8.0   9.3   7.2

p-value ** *** ns ** *** *** *** *** *** ***

35. Amount of purchase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43.1); by sex at p>.05 (z=1.092)

 Piece 24.7 24.7 25.7 44.7 38.7 25.5 51.1 31.9 38.2 28.2

 Large quantity (a box) 48.9 61.4 64.2 42.1 39.9 59.2 34.9 53.1 40.8 60.4

 I didn't purchase in 

person
10.2 14.0 10.2 13.2 20.2 14.6 12.9 14.3 20.5 10.7

 Others   0.2   0.0   0.0   0.0   1.2   0.7   1.1   0.7   0.5   0.7

p-value *** *** ** ** *** *** *** *** *** ***

37. Place for purchase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01 (χ2=36.7); by sex at p>.05 (z=‒1.129)

 Drug store 21.8 20.0 25.1 35.5 32.7 24.3 45.2 28.6 30.9 27.2

 Road shops   6.5   7.4   7.5 10.5 10.1   6.4   4.3   7.5   7.3   7.6

 Online 38.0 47.9 41.7 32.9 28.6 50.2 29.6 41.1 33.6 45.4

 Convenient store   5.6   6.5   7.5   7.9 10.7   6.7   7.5   7.3 10.4   5.5

 Home shopping channel   4.1   5.1   7.5   2.6   6.0   5.2   3.8   5.1   2.2   6.7

 I didn't purchase 

in person
  6.1 10.7   7.5   9.2 11.9   5.6   8.1   8.5 14.1   5.2

 Large markets 

(Costco, etc.)
  1.9   2.3   3.2   1.3   0.0   1.5   1.6   2.0   1.5   2.4

p-value ***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Table 6.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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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39. Preferred design of mask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19.1); by sex at p>.05 (z=0.453)

① 2D_flat type 16.9 18.6 16.0 17.1 22.0 24.3 25.8 21.1 24.0 19.4

② 3D type 36.3 41.9 43.3 43.4 36.9 46.8 34.4 41.6 36.6 44.4

③ Cup type   6.5   6.5   9.6   6.6   8.3 10.1   8.6   8.6   9.5   8.1

④ Cup type of 3M 

company 
  9.2 11.6 12.3 14.5 15.5   5.6 16.1 11.8 13.4 10.8

 Nothing special 15.0 21.4 18.7 18.4 16.7 13.1 15.1 17.0 16.5 17.2

p-value * *** ns *** *** *** *** *** *** ***

① ② ③ ④ 

40. Discarding duration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28.3); by sex at p<.05 (z=‒2.053)

Discarding after

using once 
23.5 27.0 32.6 52.6 43.5 30.3 38.7 33.4 33.5 33.3

 Discarding after 

one day wear
37.8 45.1 39.6 26.3 31.5 41.9 38.7 40.1 33.5 44.0

 Discarding after 

2-3 day wear 
19.1 22.3 23.0 17.1 17.3 23.6 18.3 21.3 26.5 18.2

 Use over 4 days   2.4   4.7   3.7   0.0   3.6   3.4   2.2   3.5   5.1   2.6

 As long as possible   0.7   0.9   1.1   3.9   4.2   0.7   1.1   1.4   1.3   1.5

 Others   0.5   0.0   0.0   0.0   0.0   0.0   1.1   0.3   0.2   0.4

p-value ns *** ns *** *** *** *** *** *** ***

41. Face fit when wearing masks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5 (χ2=5.9); by sex at p<.01 (z=‒2.766)

 Never fit   2.9   2.8   3.2   3.9   0.6   1.5   3.2   2.7   2.9   2.6

 Seldom fit 21.8 28.8 26.7 28.9 28.6 30.3 27.4 27.8 23.2 30.4

 Fit somewhat 42.9 48.4 54.5 57.9 54.2 52.1 54.3 52.4 54.5 51.2

 Fit well 16.0 20.0 15.5 9.2 16.7 15.4 14.5 16.8 18.8 15.6

 Fit very well   0.5   0.0   0.0   0.0   0.0   0.7   0.5   0.3   0.5   0.2

p-value ***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Table 6. Continue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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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숨쉬기 편하게, 잘 새지 않게, 휴대하기 쉽게 등)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일부 응답되었다.

5. 응답항목 간 관련성 및 경로분석

스스로 호흡기가 좋지 않다고 자각하는 응답자일

수록, 장시간 미세먼지 노출이 호흡기에 미치는 위험

이 크다고 생각하며, 대기 중 미세먼지 식별에 민감하

고,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경

향이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KF80, 94, 99 숫자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마스

크를 착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고, 작년 고농

도 미세먼지 기간 동안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빈도도 

높았다(Table 7).

지난 10년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었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장시간 미세먼지 노출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시간 미세먼지 노

출이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더 크게 인지할수

록, 공기 중 미세먼지 식별에 더 민감하였고, 미세먼

지 예보용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였으며, 고농도 기간 

중 미세먼지 확인 빈도도 높고, KF80, 94, 99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

단 효과를 더 신뢰하였고, 어린이는 마스크를 꼭 착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호흡기 환자들도 마스크

를 더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시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도 더 높았다. 대기 중 미세

먼지 농도를 눈으로 식별하는 것에 민감할수록 미세

먼지 예보용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향

이 있었고, 미세먼지 농도를 자주 확인했으며, KF80, 

94, 99 숫자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마스크 착용 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신뢰하였으며, 

착용 시 얼굴 맞음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

고 있었고,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Table 7).

미세먼지 예보용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은 사람일

수록 미세먼지 확인 빈도는 높았고, KF80, 94, 99 숫자

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

과를 신뢰하였고, 실제 마스크 착용 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크다고 인지하였으며,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

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고

농도 미세먼지 시 마스크 착용 빈도가 높았다. 평소 

미세먼지 확인 빈도가 높을수록, KF 숫자들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응답하였고,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실제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다고 인지하

였다. 또한 얼굴 맞음새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도 높

고,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

Seoul/ 

Gyeonggi-do

(ESN) †

Gyeonggi-

do 

(W) ‡

Gang-

won-

do

Chung-

cheong-

do

Jeolla-

do

Gyeong-

sang-

do

Jeju-

do

Total

Sum Male Female 

Respondents (N) 413 270 122 231 288 360 328 2,012 841 1,172

42. Free supply from the government  (%)

Significant difference by region at p<.01 (χ2=33.5); by sex at p>.05 (z=‒0.972)

 I will wear the mask

more often 
52.3 61.9 57.8 63.2 74.4 64.8 76.9 65.4 64.2 66.1

 I will wear the mask 

same as usual 
22.3 27.9 28.9 22.4 14.9 24.7 15.1 23.5 23.2 23.7

 I will determine after 

wearing once
  7.3   7.9 11.2 11.8   6.5   8.2   5.4   8.4   8.8   8.2

I will never wear the mask   0.7   1.4   2.1   0.0   1.2   0.4   0.5   1.1   1.6   0.7

 I don't know   1.5   0.9   0.0   2.6   3.0   1.9   2.2   1.6   2.2   1.3

p-value * *** * *** *** *** *** *** *** ***

*p<.05, **p<.01, ***p<.001

†: East, South and North regions, ‡: West region, ns: not significant 

Table 6. Continued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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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시 마스크를 착용

하는 빈도도 높고, 하루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

도 길었다(Table 7). 

마스크 보호 등급인 KF80, 94, 99숫자들의 의미를 

알고 있을수록,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신뢰

했으며, 실제 착용 시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얼굴 맞음새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도 높았으며,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농도 미세먼

지 시 착용 빈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하루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도 길었다. 마스크의 미세먼

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실제 착용 시 

가능한 보호 등급이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하였

고, 실제 착용 시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높

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스크의 얼굴 맞음새의 중요

성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모

 Q.8 Q.12 Q.13 Q.15 Q.16 Q.17 Q.20 Q.21 Q.22 Q.23 Q.25 Q.31

Q.13 0.063 0.078

Q.15 0.130 0.238

Q.16 0.093 0.109 0.239

Q.17 0.083 0.195 0.398 0.507

Q.20 0.099 0.235 0.269 0.362

Q.21 0.092 0.119 0.104 0.241 0.358

Q.22 0.187

Q.23 0.108 0.181 0.377 0.248

Q.24 0.198 0.272 0.412 0.261 0.113

Q.25 0.050 0.310 0.202 0.160 0.237 0.132 0.156 0.159 0.073

Q.26 0.280 0.155 0.105 0.187 0.074 0.115 0.107 0.096 0.516

Q.28 0.113

Q.31 0.084 0.133 0.217 0.345 0.283 0.223 0.181 0.241 0.200

Q.33 0.106 0.137 0.094 0.076 0.108 0.278

Q.41 0.195 0.155

All relationships in <Table 7>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5.

Q.8. Self-identified respiratory health status

Q.12. How do you think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n Korea has changed over the past 10 years?

Q.13. Do you think consecutive exposure to fine dust over several yea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uman respiratory system?

Q.15. How well could you visibly distinguish the concentrations of fine dust in the air last winter and spring?

Q.16. Did you use a smartphone application to tell you about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last winter and spring?

Q.17. How often did you check the forecast of fine dust levels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V, newspapers, 

internet portals and applications last winter and spring?

Q.20. Currently, KF80, KF94, and KF99 are protection levels of mask (or N95 in the United States). Do you know what KF and each 

number means?

Q.21. Do you trust the effectiveness of the certified face masks (KF80, KF99, N95) on the market?

Q.22. When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did you distinguish the protection levels of the certified masks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Q.23. When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how did you feel about its effectiveness?

Q.24. Are you aware of the effects of the mask fit on the fine-dust protective masks?

Q.25. Do you think children must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s?

Q.26. Do you think respiratory disease sufferers must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Q.28. Did you ever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Q.31. How often did you wear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when fine dust forecasts are “bad” or very bad”?

Q.33. What is the average time per day spent wearing a fine-dust protective mask last winter and spring?

Q.41. Did commercial fine-dust protective mask fit well on your face?

Table 7. Spearman's rho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questionnair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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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

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빈도가 높았고, 

하루 동안 마스크 착용 시간도 길고, 착용 시 얼굴에

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Table 7).

가능한 높은 보호 등급을 착용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록, 착용 시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잘 차단한다고 인

지하고 있었고, 마스크의 얼굴 맞음새 중요성에 대해

서도 알고 있었으며,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농도 미세먼

지 시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가 높았다. 실제 착용하

는 마스크의 보호 성능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얼굴 맞음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어린이와 호흡기 질

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시 마스크 착용 빈도도 높

고, 하루 동안 마스크 일일 착용 시간이 길었으며, 마

스크 사이즈도 얼굴에 잘 맞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어린이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수록, 호흡기 질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빈도가 높았고, 하루 동안 마스크 착용 

시간도 길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마스크 착

용 빈도가 높을수록 하루 동안 마스크 착용 시간도 길

었다(Table 7).

경로분석의 요인들은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 요인 중 자각적 호흡기 

건강이 미세먼지의 위험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주었

고, 이 중 미세먼지 확인 빈도는 마스크에 대한 지식

과도 유의하게 연결되었다. 마스크에 대한 지식 수준

이 높을수록 마스크의 보호 성능을 신뢰하고, 실제 착

용 시 보호 효과가 높을 것이라 인지했으며, 이는 결

국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률에 

영향을 주었다. 즉, 자각하는 호흡기 건강이 나쁠수

록,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높이 인지하면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빈도가 높았고, 특히, 미세먼지 예보 

확인 빈도가 높을수록 마스크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

며, 마스크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마스크의 미세먼

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실제 마스크 

착용 시 차단 효과가 높을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빈도를 증가시켰다(Fig. 5). 이상의 결과와 같은 특징

들은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유사한 경로를 

보여주었다.

IV . 고     찰

1. 개인 특성과 미세먼지 지각, 인지, 예방 행동

본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이라 인지

하고 있었으며(78%), 지역별 차이가 관찰되어 서울/

경기 지역 거주자들이 전라(전남) · 제주 지역 거주

자들에 비해 해외로부터의 유입이라 생각하는 비율

이 컸다. 흥미로운 점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을 중국 등 해외 유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마스크 착용 유경험자(74%)가, 국내 요인이라 생각

하는 사람들 중 마스크 착용 유경험자(66%)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는 것으로,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

인에 대한 인식이 이의 피해예방 행동과 관련이 있

Fig. 5. Path analyses among individual factors, perception, cognition and behaviors related to dust protective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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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

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및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 호흡기 건강이 나쁘다고 

자각할수록 대기 중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더 민감하

게 인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현저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부

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관련 유해 환경을 보다 민감하

게 지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 행동이 보다 적극적이 

됨을 의미한다. Yun and Chang(2018)이 총 327명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식이 위험 인식과 상관은 없었으나, 지각된 장애는 

위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심각성

은 예방 행위 의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 Y. Kim et al.(2016)도 45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위

험 인식은 건강 유해성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는 경

우 미세먼지 위험을 높게 인식했으나, 미세먼지로 인

한 유해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의 건강 위험에 불확실성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Choi(2018)의 조사 결과도, 미세먼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 과거력과 자기효

능감이라 밝히고 있었다. 호흡기 질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성별 또

는 흡연 · 음주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미세먼

지 인식, 지식,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에서도 장기간 미세먼지 노출이 호흡기 건강에 유해

할 것이라 생각할수록 미세먼지 농도 예보용 스마트

폰 전용 앱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rho=0.195, 

p<.001), 스마트폰 전용 앱을 사용할수록 미세먼지 농

도 예보를 자주 확인하여(rho=0.330, p<.001), 미세먼

지 노출에 대한 위험 지각과 대응 행동 간 유의한 상관

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미세먼지 노출이 호흡

기 건강에 유해할 것이라 인지할수록 대기 중 미세먼

지 농도 수준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는데(rho=0.109, p<.001), 전문가들에 의

하면 직경 10µm 이하인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나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여 가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위험 인식이 높은 응답자들이 

스스로 육안 식별을 통해 고농도라 인지했을 때와 실

제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서도 고농도 수준이라는 정

보 간 일치하는 개별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설문 결과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

차나 지역별 차이 없이 각 92%와 89%였으나, ‘잘 모

르겠다’는 응답은 각 9%와 7%로 매우 낮았다. 본 연

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28%

였던 사실을 상기하면, ‘나’에 대한 미세먼지의 건강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실제 미세먼지 고농

도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들

조차도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낙관적 편견’과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Davison, 1983; 

McComas, 2006; Weinstein, 1980). 국내 언론 등을 통

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충분

히 알려져 왔으나,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건강에 미치

는 유해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건강 취약 계층인 어린이나 호

흡기 질환자, 임신부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

기 보다 오히려 N95 수준 이상의 마스크 착용은 권장

하지 않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지침으로 표현된다.

Elderly people and people with lung or heart problems 

should stop using N95 mask if they feel uncomfortable, 

N95 masks are not certified for use in children, so children 

should try to stay indoors when air quality is poor (Jang, 

2014, p. 25). 

미국 식약청도 마스크 이용에 대해 싱가포르와 동

일한 맥락을 취한다(Jang, 2014). Kim(2014)도 마스크

를 착용하면 흡기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호흡기 및 심

장 질환자, 임신부가 마스크를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다고 하였으며, Jang(2014)도 마스

크 착용에 의한 유익과 유해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무조건 권장하는 정부의 대응 요령에 대해 보다 신중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해 마

스크 착용이 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에게 미칠 수 있

는 유해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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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대응 행

동 중 가장 많이 응답된 행동은 ‘실내 창문 열지 않기’

였고, 이어 ‘외출 자제하기’였으며, ‘마스크 착용하

기’는 전체 응답들 중 6위(총 응답의 10%)에 해당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Jang(2014)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손발 자주 씻

기’(항상 또는 자주 실천 93%) 와 ‘창문 닫기’(87%)

가 가장 높은 순위에 매겨진 반면, ‘마스크 착용하기’

(32%)는 전체 여덟 개 항목 중 5위에 해당되었다. 즉, 

미세먼지 피해예방 행동들 중 마스크 착용하기는 최

우선 순위로 여겨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창문을 열

지 않기’나 ‘외출 자제하기’, ‘손 자주 씻기’와 같은 행

동들에 비해 ‘마스크 착용하기’는 시간과 비용이 요

구되는 보다 능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창문 닫기나 외출 자제 행동에 비해 마스크를 착용하

는 행동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미세먼지 차단 효

과가 더 우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부족 또한 마

스크 착용 행동이 최우선 대응 행동으로 선택되지 않

았는지를 설명한다.

2. 미세먼지 인식과 마스크 관련 지식, 효과 인

지, 착용 행동

본 연구결과, 장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이 건강

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정도보다는, 미

세먼지 확인 빈도가 마스크 관련 지식과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먼지 농도 예보를 자

주 확인하도록 돕는 스마트폰 앱 사용을 권장하거나, 

국내 인증 마스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마스크 

관련 피해예방 행동 촉진을 유도해 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마스크에 대한 지

식(KF80, 94, 99에 대한 의미 인지, 마스크의 얼굴 맞

음새 중요성 인지 등)이 높을수록 마스크의 효과를 보

다 신뢰하고 실제 착용 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더 크

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마

스크의 차단 효과에 근거한 객관적 신뢰라기보다, 직

면한 위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효과를 회피

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관여된 신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결과, 지난 해 2018년 12월~2019년 4월 고

농도 미세먼지 시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는 응답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전남 · 제주 · 강원(동

부) 지역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실제 미세먼지 고농

도 경보 및 주의보 발령 빈도와 관련이 있다. 2018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일수의 경우 충청 21일, 전남 11일, 

경상  20일, 제주  9일, 강원  20일로 서울/경기의  25일

보다 적다(Air Korea, n.d.). 본 설문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유경험 응답률이 더 높

은 이유 중 하나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스스로 인

지하는 호흡기 건강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한 마스크 디자인은 성차나 

지역별 차이 없이, 입체적 형태를 띄면서(세 조각 이

상으로 구성) 편평하게 접을 수 있는 3D 타입 마스크

였다. 국내 식약처의 KF80, 94, 99 마스크 인증 항목은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 세 가지인

데, 이중 누설률은 착용자의 얼굴 형태와 마스크 디자

인,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 유경험자의 31%가 마스크가 얼굴에 잘 맞지 않

는다고 응답하였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귀에 거는 

고리 부분과 코를 누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누설률

을 줄이기 위해 이 부분의 디자인 개선이 요구된다. 

분진포집효율이 좋으면(높으면) 흡기저항도 높으므

로 호흡이 불편해지며 이로 인해 자주 벗게 되는데 이

는 결국 미세먼지 노출을 증가시킨다. KF80, 94, 99 인

증을 위한 누설률 기준은 각 25% 이하, 11% 이하, 5% 

이하이지만, 현재 식약처 누설률 시험은 얼굴 유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 10명을 대상으로 하므

로 착용자의 얼굴형에 따른 누설률을 반영하지는 못

한다. 따라서 다양한 얼굴형을 지닌 한국인을 포괄할 

수 있는 얼굴형 범주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기반한 

마스크 누설률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KF94 마스

크를 착용하는 동안 호흡저항으로 인해 자주 벗는 것

보다 KF80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피해예방 행동 인지에 대한 여부를 객관적

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얼굴 패널을 대상으

로 마스크 누설률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마스크 효과 인지와 마스크 착용 행동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신뢰 및 차단 효과

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및 지역별 차이 모두 발견되

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마스크 효과를 더 신뢰하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인지하고, 정부의 마스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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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전라도(전남)

와 제주도 응답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마스크의 효과

를 덜 신뢰하고 실제 착용 시에도 차단 효과가 적을 것

이라 생각하였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중 마스크 

착용 여부는 총 응답자의 71%(여성의 76%)가 언론이

나 스마트폰 앱으로부터의 예보 정보를 통해 결정했

다. 위험 문제가 미세먼지와 같이 비가시적이고, 그 

자체의 원인이나 유해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될 때 사

람들은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미디어에 의

존하게 되는데(Kim & Lee, 2014; Kim et al., 2015), 본 

설문 결과도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다. <Fig. 5>에 제

시한 바와 같이, 마스크 효과 인지와 마스크 착용 행

동은 밀접한 관련을 보여, 마스크 착용 시 차단 효과

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실

제 마스크 착용 빈도는 높았다.

4.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관련 정책

본 연구의 설문 마지막 문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응답은 정부의 마스크 관련 행동지침은 충분하며 마

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

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혹은 주의보가 예측될 때,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의 권고 행동은 “마스크를 착용

하고, 외출을 자제하라”이다. 그러나 Y. Kim et al.(2016)

의 인터뷰 조사에서도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한 다음 의

견을 소개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정책이죠. 각 개인 보고 사서 쓰라는 건데 정부가 지원하

면 모르겠어요. 근데 돈 주고 사라 이거잖아요? 잘못은 다

른 사람이 했는데 책임은 나보고 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를 

사게 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 비즈니스가 커졌잖아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

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p. 94).

국가기후환경위원회가 2019년 6~7월 국민들로부

터 수집한 미세먼지 관련 질문 목록(총 80개) 중 마스

크와 관련된 질문은 크게 ‘차단 효과’, ‘건강 유해성’, 

‘착용지침’, ‘정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NCCA, 

n.d.): 첫째, 마스크를 쓰는 것이 미세먼지 차단에 얼

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초미세먼지도 차단해 주는

가? 차단 효과가 적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 호

흡기, 심장 질환자,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하는가, 아니

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셋째, 마스크에서 유해물질

이 나오는 건 아닌가? 유해성분 안전검사를 모두 마친 

것인가? 넷째,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가 불편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고농도 미

세먼지 수준도 폭이 넓은데 어느 수준부터 어떤 종류

의 마스크(KF80, KF94, KF99)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

가? 다섯째, 대중교통의 실내 먼지 농도가 외부보다 

높다고 하는데 차량 내부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

는 게 좋은가? 여섯째,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무엇인가? 일곱째, 일회용 마스크는 얼마나 오래 사

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은가? 여덟째, 미세먼지 취

약 계층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의 기구가 선택사

항이라기 보다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품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취약 계층

이 지속적으로 구매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니 

지원 계획은 있는가? 아홉째, 폐기되는 마스크는 재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는 ‘국민참여행동 권고’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일률적으로 권장하기보다

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

정할 것을 권장하며(NCCA, n.d.), 나아가 산업 · 지역

별 특수성에 기인한 사회 · 경제적 미세먼지 취약 계

층 맞춤형 대응 매뉴얼 추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의 과도한 착용

이 실외 신체 활동을 제한하여 장차 국민 기초 체력 저

하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 논

의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용 미세먼지 마스크 개발을 

보고한 연구(H. Kim et al., 2016)에 따르면, 단순히 성인

용 마스크의 크기만 줄여 어린이에게 착용하도록 한다

면 어린이의 얼굴에 맞지도 않고, 호흡 곤란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용 마스크를 개발하였다 하

더라도 어린이용 마스크를 인증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는 어린이용 마스크 인증 시험법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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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 및 마스크에 대한 

지식, 마스크 착용 효과 인식과 마스크 착용 행동에 있

어 지역별 차이 및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응답 전체

적으로 스스로 자각하는 호흡기 건강이 나쁠수록, 미

세먼지의 유해성을 높게 인지하면서 미세먼지 예보

를 확인하는 빈도가 높았다. 특히, 미세먼지 예보 확인 

빈도가 높을수록 마스크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며, 마

스크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

단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실제 마스크 착용 시 

차단 효과가 높을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빈도를 증

가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경기 거주자들이 전라도(전

남) · 제주도 거주자들에 비해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

을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마스크에 대한 

사전 지식도 보다 풍부했으며, 마스크 착용 경험자 비

율도 높고, 실제 마스크 착용 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 주의보 

기간 동안 마스크를 더 자주 착용하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더 심각

하게 인식하였고,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동안 더 자

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

로, 개별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시 정확

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예방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 및 인체 영향에 대

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부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정책 수립 시 각 지역과 성

별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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