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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황사 및 미세 먼지 등으로 늘어나는 환경적 오염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올바른 마스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능이 포함된 마스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 제품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제품에 스마트한 기능을 넣고자 한다. 스마트 밴드를 통해 미세먼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고, 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분비물의 상태를 분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 어린

이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키워드: 어린이(Kids), 마스크(Mask), 스마트 밴드(Smart band) 등

I. 서 론

최근 황사 및 미세 먼지 등으로 환경적 오염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 제품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들이 올바른 마스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능이 포함된 

마스크를 제안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제품에 스마트

한 기능을 넣으므로써, 스마트 밴드를 통해 미세먼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고,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손쉽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가 있다.

II. 관련연구

최근 출시된 아기들을 위한 스마트제품들은 다음과 같다.[1]

(1) 양말

맥박 산소 측정법 기술을 사용하고, 아기의 심박수 체크, 수면 

상태 파악, 블루투스를 통해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연결, 밤시간 대 

아기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2) 옷

영아 관련 호흡 및 수면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호흡센서와 움직임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3) 온도계

스티커모양으로 아이의 몸에 부착하여 아이의 체온을 2분마다 체크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체온계다. 미리 정해둔 온도 이상으로 

열이 났을 경우 알람을 울려 알려준다.

(4) 침대

마이크와 센서가 아기의 울음이나 움직임 추척, 침대가 움직이며, 

속도 설정 가능, 속싸개에 감싸져 있을 때 만 작동한다. 백색소음 

스피커로 수면에 도움, 와이파이를 통해 작동, 수면패턴을 체크한다.

(5) 기저귀

기저귀에 부착된 스마트한 기능이 대소변 알림을 알려줌으로써 

기저귀를 바꿔줄 수 있고 아기 발진을 예방해줄 수 있다.

그 외에 4D체험 및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식탁의자, 통화 및 

위치확인이 가능한 시계 등이 있다. 

1. 마스크 및 활용 관련

(1) 마스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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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기능

방한용 추위로부터 얼굴 보호

보건용 호흡기 질병의 감염 예방

수술용 진료 및 수술시 감염예방

황사용 황사 및 미세먼지 예방

방역용 전염성 질병 감염예방

산업용 미세분진으로 감염예방

Table 1. 마스크의 용도에 따른 기능 

(2) 호흡기 관련 질병

질병 증상

모세기관지염

호흡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부족

으로 호흡곤란과 숨이 차면서 쌕

쌕거리는 기침임

기관지 천식
기침과 쌕쌕거리는 숨소리, 호흡

곤란이 반복해서 나타남

폐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발열과 숨

소리가 이상함

축농증 기침이나 콧물 등 증상

후두염

목이 쉬고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르렁 소리가 나며 개가 짓는 것

같은 기침소리가 남

Table 2. 호흡기 질병에 따른 증상 

(3)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농

도

예측농도(마이

크로/1평방미터

*1일)

행동요령

좋음 0~30

보통 31~80

약간나쁨 81~120 장시간 실외할동 자제

나쁨 121~200 무리한 실외할동 자제

매우나쁨 201 이상 실외활동 제한

Table. 3 미세먼지 농도와 예측농도, 행동요령

III. 본 론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주요 시스템 

구성은 환경감지부(내부,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이다.

Fig. 1.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밴드를 부착한 마스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황사 및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다. 

2) 호흡기 상태를 파악한다. 기침의 빈도, 소리, 지속기간을 체크한다.

3) 분비물의 감염여부를 체크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황사 및 미세 먼지 등으로 늘어나는 환경적 

오염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올바른 마스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능이 포함된 마스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스마트 밴드를 통해 미세먼

지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고, 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분비물의 상태를 

분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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