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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천연광물질로 나염 처리된 스포츠마스크가 방역마스크와 면마스크와 비교하여 주관적인 구취관련특
성과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스포츠마스크 군(Sports Mask Group) 30명, 
방역마스크 군(KF Mask Group, KMG) 30명과 면 마스크 군(cotton mask group, CMG) 30명으로 나누어 총 90명
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하루 1개, 3일 간 3개의 마스크를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취건강과 구강건조 항목에서는 3군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강호흡과 구취자각도에서는 스포츠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에 비하여 우수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은 3군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요인에서는 스포츠마스크가 다른 마스크보다 
스트레스지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기능성 마스크의 활용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가치가 있으
며, 향후 연구될 기능성 마스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 스포츠 마스크, KF 마스크, 면 마스크, 방역 마스크, 기능성 마스크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subjective bad brea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orts masks printed with natural minerals 
compared with quarantine masks and cotton masks.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30 people in 
the Sports Mask Group, 30 people in the KF Mask Group (KMG), and 30 people in the cotton mask 
group (CMG), and a total of 90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It was randomly sent to use 1 mask 
per day and 3 masks for 3 days. The study period was conducted from October 15, 2020 to October 
30,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use of masks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erms of bad breath health and dry mouth. However, the sports mask was superior to other masks 
in oral respiration and bad breath angle. As a result of analyzing psychological factor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3 groups for depression. However, in the stress factor, sports masks were 
superior to other masks in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valuable a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use of functional masks, and we hope that the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functional mask research 
to be studied in the future.
Key Words : sports mask, KF mask, cotton mask, quarantine masks, functional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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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장
시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평소에 잘 모르고 있
다가 최근 자신의 심한 입 냄새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졌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나타나는 단점 중 
하나로 평소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입 냄새를 알게 되
면서 많은 사람이 구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입냄새(구취)의 원인은 치과질환, 당뇨병, 
편도결석, 간질환, 신장병, 역류성식도염, 위염, 과민성장
증후군,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이 있다. 입 냄새의 
80~90%는 구강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잇몸질환, 백태, 
음식물찌꺼기, 불결한 의치, 상기도 감염인 인두염, 편도
염, 구강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0%는 
기관지 확장증, 폐농양 등 폐질환이나 간질환, 장기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치과질환
이나 다른 장기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취가 지
속된다면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한 편도염, 편도결석이 주
된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코로 호
흡하기가 힘들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나, 마스크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재사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구
강 내 세균 감염 위험이 증가해 편도염과 편도결석이 생
겨 구취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구취에 
관한 치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입 냄새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도 입 냄새를 너무 많이 걱정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구취가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구취 건강은 구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음식, 
건강 상태 및 습관에 의해서 발생한다[4].

Romano 등[4]은 자가 구취 자각도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능적인 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한지선 등[5]은 스스로 인식하는 
구취도 행동 제약이나 사회적인 회피가 나타나고 자신감
과 자아상 및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가 
구취 인식도에 따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구취
는 호흡이나 대화를 할 때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 나오는 
악취를 말한다[6]. 복잡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
는 현대인들에게 구취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7]. 자신의 입
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할 것 같아 자신 

있게 대화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 불
안, 긴장, 적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따라서 
대인관계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문제
가 될 수 있다[9]. 

마스크는 공산품(면마스크), 방진용(황사마스크), 의약
외품(감염예방)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Covid-19 때문에 KF(korea filter) 마스크를 주로 사용
하게 되는데 황사방지용은 KF80을 쓰고, 방역용은 
KF94-99를 사용한다. KF 뒤 숫자는 분진표집효율을 나
타낸다. 방역용 마스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
이 아니라 특수 필터를 통해 외부의 작은 입자를 걸러 노
출되는 정도를 줄여주게 된다[10]. 때문에 방역 마스크는 
세균과 바이러스 차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구강 내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 내 세균을 
감소시켜 주지 못한다[11]. 따라서 구취의 원인이 되는 
세균 감소에 효과가 있는 천연광물질로 나염 처리된 W
사의 스포츠마스크를 사용하여 구취 자각도에 어떠한 변
화가 있는 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 마스크는 황
색포도상구균 감소(99.2%)와 폐렴균 감소(99.9%)가 있
다고 한국표준시험연구원 연구 결과 밝혀졌다[12]. 

이에 본 연구는 천연광물질로 나염 처리된 W사의 스
포츠 마스크가 방역마스크와 일반 면 마스크와 비교하여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와 구취관련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하고 그에 따른 구취관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천연광물질로 나염 처리된 W사의 스포츠 

마스크가 방역마스크와 일반 면 마스크와 비교하여 주관
적인 구취관련특성과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지 
조사하여, 마스크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하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기간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KH메디케어 홈
페이지와 ㈜윙스 홈페이지에 연구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공고를 게재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만 19세 이
상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연구 내용을 설명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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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간을 주었다. 이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인 서
명 후 이메일로 답변한 연구대상자 중 90명을 선발하였
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장을 다니고 하루 6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

고 외부 업무가 없는 사람
② 설문 내용에 답변할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
③ 외부 사람과 접촉이 빈번한 사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제외한다. 

선발 된 연구대상자는 스포츠마스크 군(Sports Mask 
Group) 30명, 방역마스크 군(KF Mask Group, KMG) 
30명과 면마스크 군(cotton mask group, CMG) 30명
으로 나누어 총 90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까지 실시하였다.

2.2 연구 설계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1인 10

개의 마스크를 배송하여, 하루 1개, 3일 동안 3개의 마스
크를 사용하게 하고, 여분의 마스크는 실험 종료 후 사용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이메일로 구글 설문지를 보내서 마스크 착용 
전날 설문하였고, 3일 후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Table 1과 같다.

Subject (n=90)
⇩

Sports Mask 
G(n=30)

KF Mask 
G(n=30)

Cotton Mask 
G(n=30)

⇩
Pre-test

⇩
Experiment(3days)

⇩
Post-test

⇩
Data Analysis

⇩
Results

Table 1. Research design and procedures 

 

2.3 연구 도구 
2.3.1 스포츠마스크 군

시험군에는 천연광물질을 나노 단위로 분쇄하여 마스
크 표면에 나염 처리된 스포츠마스크(7wings, korea)을 
적용 하였다.

스포츠마스크에 적용된 천연광물질은 한국원적외선 
협회에서 검사한 결과 방사율 0.885μm, 방사선 선량 
0.01로 나타났으며, 대장균 및 폐렴균 감소율이 99.9%로 
안전함이 확인 되었다[13]. Fig. 1는 스포츠마스크를 보
여주고 있다.

Fig. 1. Sports mask 

2.3.2 방역마스크 군
방역마스크 군에는 KF94(N사, korea) 방역마스크를 

적용 하였다.
Fig. 2는 방역마스크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KF Mask

2.3.3 면마스크 군
면 마스크 군에는 비말차단용 면마스크(M사, korea)

를 사용하였다. 
Fig. 3는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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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tton Mask 

2.4 측정 방법
2.4.1 마스크 종류 따른 구취 관련 특성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4]. 주관적 구취건강, 
구강건조, 구강호흡불편과 구취자각도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구취자각도는 안남 1점, 조금 남 2점, 확실히 남 3
점, 심하게 남 4점으로 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취자각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낮을수
록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2.4.2 마스크 종류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도구는 Kim[3]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에 적합하

게 수정하였다. 우울증은 최근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지를, 있다-없다로 구분하였다. 또한 스
트레스는 마스크 착용 후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느
낌 1점, 조금느낌 2점, 많이 느낌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IBM, NY,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구취관련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3군 간 사전-사후 값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M ANOVA)을 실시하여 사후검
정을 하였으며, 구취자각도와 스트레스는 그 차이점을 도
표로 나타내었다. 또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구취 관련 특성
대상자들의 구취건강은 ‘나쁨’이 38.9%로 가장높았고, 

‘보통’이 31.1%, ‘좋음’이 30.0%로 나타났다. 구강건조는 
‘있음’이 83.3%로 높게 나타났고 ‘없음’이 16.7%로 낮게 
나타났다. 구강호흡불편은 ‘가끔’이 51.1%로 높게 나타났
고, ‘자주’는 48.9%로 낮게 나타났다. 구취자각도는 ‘심하
게 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남’이 
31.1%, ‘확실히 남’이 30.0%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
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적이 있는지, 우울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있다’가 53.3%로 높게 나타났고, ‘없다’가 
46.7%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많이 느낀다’가 54.4%로 
높게 나타났고, ‘조금 느낀다’가 45.6%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2는 연구대상자들의 구취관련 특성에 대
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lassfication Division N  %

 Halitosis health
Good 27 30.0
Moderate 28 31.1
Bad 35 38.9

Dry mouth None 15 16.7
Have 75 83.3

Abnormal mouth breathing
None 0 0
Sometimes 46 51.1
Often 44 48.9

Self-perception level of 
halitosis

Nothing 0 .0
A little 28 31.1
Definitely 27 30.0
Seriously 35 38.9

Depressive Disorder None 42 .46.7
Have 48 53.3

Stress
None 0 0
A little 41 45.6
Seriously 49 54.4

Total 90 100.0

Table 2. Halitosis related characteristic

3.2 마스크 종류 따른 구취 관련 특성
스포츠 마스크, KF 마스크와 면 마스크에 따른 구취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착용 전과 착용 3일에 구취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변화는 Table 3,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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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fication Group pre After
3days F p Post-

hoc

Halitosis 
health

SMG 2.06±...78 1.80
±..80

.588 .445 S=K=CKMG 2.10±.84 2.00±.90
CMG 2.23±.85 2.33±.71

F 2.560
p .083

Dry mouth

SMG 1.83±.37 1.43±.50
11.532 **

.001 S=K=CKMG 1.83±.37 1.83±.37
CMG 1.83±.37 1.80±.40

F 2.956
p .057

Abnormal  
mouth 
breathing

SMG 2.60±.49 1.46±.50 33.503 ***
.000 S>K=CKMG 2.46±.50 2.53±.57

CMG 2.66±.47 2.50±.50
F 17.630
p .000***

Self-percept
ion level of 
halitosis

SMG 3.26±.82 2.40±.67 16.815 ***
.000 S>K>CKMG 3.16±.83 2.86±72

CMG 3.06±.78 3.16±.66
F 3.725
p .028*

 *p<0.05, **p<0.01, ***p<0.001
SM : sports mask group, 
KM : KF mask group, 
CM : cotton mask group

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Halitosis by mask 
type 

구취 건강은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없
었다(F= .588, p>.588). 또한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2.560,  p>.083)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정결과 3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강 건조는 시점에 따른 변화에서 차이가 있었다
(F=11.532, p<.001). 그러나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2.956, p>0.057)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3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호흡 불편에서는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F= 33.503, p>.000), 각 군 간 효과 검
정결과(F= 16.815, p>.000)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KF 마스크군과 면마
스크군 보다 스포츠 마스크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자각도는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
었으며(F= 33.503, p>.000),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3.725, p>.028)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스포츠 마스크 군 > 면 마스크 군 
> KF 마스크군 순서로 나타났다. 

Fig. 4. Self-perception level of halitosis 

3.3 마스크 종류에 따른 심리적 특성
스포츠 마스크, KF 마스크와 면 마스크에 따른 심리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착용 전과 착용 3일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Fig. 5와 같다.

Classficatio
n Group pre After

3days F p Post-
hoc

Depressive 
Disorder 

SMG 1.40±..48 1.56±.50
1.672 .199 S=K=CKMG 1.50±.50 1.53±.50

CMG 1.40±.49 1.46±.50
F .357
p .701

Stress

SMG 2.33±.47 2.03±.88
.078 .780 S>K=CKMG 2.46±.50 2.66±.47

CMG 2.46±.50 2.63±.49
F 7.300
p .001**

 *p<0.05, **p<0.01, ***p<0.001

Table 4.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mask

우울증은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없었
다(F= 1.672, p>.199). 또한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357, p>.7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후검정결과 3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시점에 따른 변화에서 개체 내 차이가 없었
다(F=.078, p>.780). 그러나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7.300, p>.001)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
정결과 스포츠마스크군이 KF 마스크군과 면 마스크군보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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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 Index

4. 논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마스크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

고 있다. Covid-19 같은 전염병 예방 용도로 사용되기
도 하고[14],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15, 16]. 마스크 선택은 전통적 마스크와 인체공학적 마
스크가 선호되고 있으며[14], 사용자의 편리성에 중점으
로 한 세로접이 형 기능성 마스크 등이 있다[14]. 최근 마
스크 개발은 추세는 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춘 나노필터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 18]. 

이러한 마스크는 차단된 공간 때문에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구강에서 발생하는 구취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
다. 또한 장기간 마스크 사용으로 인하여 우울감이나 스
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
스크 종류에 따른 구취관련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조사
함으로 구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 스포츠 마
스크의 활용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구취 건강과 구강 건조에 대하여 스포츠 마
스크, KF 마스크와 면 마스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구강호흡과 구취자각도에서는 스포츠 마
스크가 다른 마스크에 비하여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광물질로 나염 처리된 스포츠 마스크가 탈취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구취가 감소함으로서 구강호흡이 편해
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스크 사용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울
함에 대해서 스포츠 마스크, KF 마스크와 면 마스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에서
는 스포츠마스크군이 KF 마스크군과 면 마스크군보다 

스트레스가 더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우수하게 나타났다. 
Chae 등[19]의 연구에서 구취자각도는 삶의 질과 상

관관계가 있으며,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구취증상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 불안, 
긴장, 적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구취를 예방하는데 있어 스트레스와 다
양한 심리적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20, 2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의 연구와 같이 구취자각도 
감소와 함께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기능성 제품인 스포츠마스크 군에서 감소된 구취자
각도와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개선 등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취가 있는 사람은 마스
크 선택 시 가급적 구취감소 기능이 있는 스포츠 마스크
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연구가 추후 연
구될 기능성 마스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
는 바이다. 

5. 결론
마스크 사용 종류에 따른 구취 건강은 개체 내 변화에

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F= .588, p>.588). 또한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2.560, p>.083)에서도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3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건조는 시점에 따른 
변화에서 차이가 있었다(F=11.532, p<.001). 그러나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2.956, p>0.057)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3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강호흡 불편에서는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F= 33.503, p>.000), 각 군 간 효과 검
정결과(F= 16.815, p>.000)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KF 마스크군과 면마
스크군 보다 스포츠 마스크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자각도는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
었으며(F= 33.503, p>.000),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3.725, p>.028)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스포츠 마스크 군 > 면 마스크 군 
> KF 마스크군 순서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개체 내 변화에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없었
다(F= 1.672, p>.199). 또한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357, p>.7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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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사후검정결과 3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시점에 따른 변화에서 개체 내 차이가 없었
다(F=.078, p>.780). 그러나 각 군 간 효과 검정결과(F= 
7.300, p>.001)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
정결과 스포츠마스크군이 KF 마스크군과 면 마스크군보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광물질로 나염 처리된 스포츠 마스크는 다
른 마스크에 비하여 구강호흡과 구취자각도 그리고 스트
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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