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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COVID-19 확진자가 대

다수 속출하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며 감염병 최고 경고 등

급 단계 상태를 공표했다(Prashad, 2020). 이것은 곧 세계

적인 경제적 침체를 야기했으며, 이를 두고 Park(2020)

은 자본주의는 COVID-19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언

급한 바 있다. COVID-19로 인한 전반적 산업 부문에 

걸친 경제적 타격은 질병으로 인한 타격, 관련한 정책

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그리고 심리적 타격으로 나누

어질 수 있다(Baldwin & di Mauro, 2020). 이 중 특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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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recession in the fashion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nfluence of face masks on the selection of fashion products by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is is highly relevant as the mandatory donning of face masks becomes a social norm. To this end,

an in-depth interview and a survey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wearing a face mask affects con-

sumers' fashion selection criteria in regard to styles, materials, colors, and types. Face masks have gradually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fashion styles due to the atmosphere and wearing of the 

mask itself, which has led to a decline in the overall interest in fashion. Most consumers in this study felt a dis-

connect between face masks and fashion products, since the former have not been established within most fash-

ion styles. Consequently, consumers had difficulty naturally aligning face masks with various fashion styles, 

which eventually led to a decreased interest in fash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objective data

that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strategies in the fashion industry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face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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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장소 이동을 제한하고 접촉 인원 수를 규제하

는 정책 등에 따라 이전보다 대면 접촉의 기회가 현저

하게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기대 및 소

비 심리가 위축되어 패션 산업은 큰 변화와 위기를 맞

이하고 있다. 실제로 COVID-19 유행 이후 2020년 한

국 패션 시장의 규모는 5.3% 하락한 39조 4,376억 원을 

기록하였다(Moon, 2020). 

COVID-19 바이러스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유해 

환경 차단용 호흡기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어 일상에

서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Yan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약 50%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유병률이 50% 감소하고, 80% 

이상 마스크를 착용 하면 감염의 위험이 현격하게 적어

진다고 하였으며, UN(United Nations)에서는  COVID- 

19가 장기화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보편적인 기본 인

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Goh et al., 2020). 마

스크를 착용하는 삶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되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다중 시설을 포함한 야외

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했다. 서울에서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내와 실외 모든 곳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며 마스크 착용

을 한 층 더 강화하였다.

국내에서 COVID-19 유행 초반에는 마스크의 안정

적인 착용감과 KF(Korean Filter) 등급 등 방역 효과에 

집중했으며,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

을 겪음으로 인해 디자인이나 색상과 상관 없이 기능

성을 갖춘 물량 확보에 주력했다. 그러나 COVID-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마스크의 착용감

과 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마스크 자체의 심미성이나 

착용자의 패션 스타일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감염으로

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마스

크는 점차 패션 제품의 일부로 패션 산업과 긴밀한 연

관을 가지는 제품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2020년에 들어서 새롭게 발생한 이슈로서, 이

전까지 마스크를 의류학 분야에서 다룬 연구들은 주

로 마스크 착용 현황이나(Kang, 2015), 마스크 자체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주를 이뤄왔

다(Choi, 2013). 이 외에도  마스크 자체의 형태에 대한 

조형성이나 패션 마스크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에 대

한 연구(Han & Chung, 2015), 베일이나 가면 등 기타 

중의적인 의미의 마스크에 관련된 연구가 있다(Kim, 

2013). COVID-19 유행 이후 마스크 관련 연구는 전반

적인 패션 산업의 동향 및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는 연

구(Choi & Lee, 2020), Koh and Lee(2020)와 Chua 

(2020) 같은 COVID-19 이후의 패션 산업과 소비를 예

측하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된 

마스크와 다양한 패션 제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COVID-19는 

패션 산업의 매출과 소비자들의 패션 소비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와 각각의 패션 제품 유

형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

업으로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의 필수 착용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가 한국에 거주하는 20~30대 한국 여성의 외출 

시 패션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에 목적

이 있다. 20~30대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 행동이 

높으며, 외모 관리에 관련한 소비 행동에 직접적인 연

령대이다(Hong, 2014). 그 중에서도 특히 20~30대 여

성은 적극적이고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소

비의 주체로서 관심을 받으며 패션 소비 시장에서 주

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설

정하였다(Kim & Ha, 2016).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마스크를 필수 착용의 사회적 규범화 

이후 마스크 착용 현황 및 마스크의 조

형적 특성 선호도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사회적 규범으로서 마스크를 필수 착

용하는 것이 패션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사회적 규범으로서 마스크를 필수 착

용으로 인한 패션 제품으로서 마스크

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밝힌다.

 

본 연구는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와 패션 제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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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패션 제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앞으로의 지속

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했다

는 것에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규범으로서 마스크가 의식주 중 ‘의’에 자리잡

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의 패션 산업은 생산 및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의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마스크 착

용을 고려한 패션 산업의 디자인 기획 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에 산업

적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배경

1. 마스크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마스크는 다양한 의

미를 가진다.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되는 히잡(hijab), 

니캅(niqab), 차도르(chador), 부르카(burka) 등과 같은 

베일(veil) 스타일의 의복 아이템은 물론 오이팩, 녹

차팩과 같이 미용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형태를 가리

키는 단어로도 자리잡았다. 마스크는 특정 국가나 인

물의 상징성, 익명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면이나 복면

을 뜻하기도 하는데 영화 속 아이언맨(Iron Man), 배트

맨(Batman)이 착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응급 상

황에서 기도 확보를 위해 인체 내로 삽입하는 후두 튜

브와 같은 의료용 마스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용도와 목적의 마스크들 중에서 본 연구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물리적, 자연적 환경 등의 유해

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마스크는 원래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에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이 시체나 질병 감염자 혹은 부패한 물

질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공기와 함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

료용 마스크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본격

적으로 의학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다

(Goh et al., 2020). 이 후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의료 목

적에 부합하게 마스크 형태가 점차 변화하였다. 또한 

20세기 산업 혁명을 통한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광

업과 건설업 등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

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로부터 노동자

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독면 유형의 마스크 사용이 시

작되었다.

오늘날 마스크는 특수한 작업이나 환경 하에서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환경 오

염이 야기하는 호흡기나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학

적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은 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

응이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렬한 자외

선, 황사, 미세먼지, 바이러스 특히, 최근 급부상한 CO-

VID-19 바이러스가 대표적 원인이다. 따라서 마스크

에 대하여 보호 기능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분

화된 착용 목적과 함께 대중의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요구가 세분화되는 경향이다. Choi(2013)에 따

르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는 생물학적 혹은 화학적 재

해, 물리적 재해, 그리고 자연적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

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학적 및 화학적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

의 마스크로 공기 정화 필터가 부착된 호흡기 마스크

와 방독 마스크 등이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여 호흡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

어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치명적인 바이러스 폐렴

을 일으키는 신종 인플루엔자(swine flu)와 같은 전염

병이나 화재, 폭발, 미세 바이러스, 분진, 유독 가스 같

은 유해한 입자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덴탈 마스

크 혹은 수술용 마스크로 일컫는 의료용 마스크도 여

기에 해당하며, KF 단위를 사용하여 입자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도 생물

학적 및 화학적 위해 방지용 마스크의 일부이다.

물리적 위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마스크는 위험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쟁이나 교통

사고, 건물 붕괴, 시설물 사고, 스포츠 사고의 위험 대비

를 의미한다(Choi, 2013).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물리

적 위험은 주로 스포츠 및 레저의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 활동으로부터 활동 참여자의 얼굴과 

두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마스크 역

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

의 헬멧 등이 물리적 위해 방지 마스크에 포함된다. 

자연적 위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마스크는 자연 환

경 오염에 의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하



사회적 규범으로서 마스크 필수 착용이 외출 시 패션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30대 한국 여성을 중심으로-

– 295 –

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겨울철의 급격한 온도 하

강에 의한 신체 방한 목적,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의 높은 자외선 노출로부터 피부 보호 목적 등이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해 물질이나 모래 바람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진 마스크도 포함된다. 방

진 마스크는 미국의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되었다는 

의미의 ‘N’ 표기를 사용해 방어력을 나타낸다.

최근 COVID-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랜 시

간 동안 마스크 착용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바이러

스 차단을 위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해 방지용 마스

크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라는 바이

러스의 유행에 의해 필수화된 마스크와 패션 제품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지만, 마스크를 생물학적 및 화학

적 위해 방지 마스크로만 한정하지 않고 COVID-19 

바이러스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유해 환경 차

단용 마스크를 포함하였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

면서 마스크는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기능성과 더불

어 개개인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색상, 형태, 소재가 다양한 마

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의 색상은 채도와 명

도가 다양화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소재 역시 이전까

지 일반적으로 마스크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았던 실

크를 사용해 광택으로 차별화를 두거나 망사를 이용

해 마스크의 투명도를 조절한 마스크를 출시하는 등 

조형적 특성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

고 있다.

 

2. 패션 제품 선택 기준의 조형적 특성 요인

패션 제품 선택 기준이란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변수로서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이며 

대안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준 

혹은 내역으로 정의된다(Je, 2011). 소비자는 일반적

으로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욕구나 욕구 체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

는데, 패션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는 다

른 제품 선택 보다 심화된 양상으로 사회적 인자, 개

인적 가치, 흥미와 더불어 경제적 이유 등 다른 여러 가

지 고려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패션 제품 선택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 상품

과 관계되어 있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형태를 이해

하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패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적 특성 요인

은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기

준의 한 부분으로서 내재적 요인이라고도 일컬어지

며 외재적 요인과 함께 이분화되어 나타난다(Table 1). 

관련 연구의 진행 초기에 Lewis(1946)는 패션 제품의 

선택 기준을 미적인 가치와 실용적 가치 차원으로 이분

화했으나, Jerkins(1973)는 블라우스, 드레스와 같은 여

성복 및 아동복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며 전체적인 패

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와 실용성

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화하여 언급했다. 또한 Sproles 

(1979)는 패션 제품의 선택 기준을 내재적 요인과 외재

적 요인으로 구분하며 내재적 요인에는 가격, 맞음새, 

적합성, 상표, 재질의 특성 및 구성을 언급하였고, 외

재적 요인으로는 색, 재질, 스타일을 포함시켰다. 그러

나 Shim and Drake(1988)에서는 Jerkins(1973)와 마

찬가지로 여러 요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화하며 

특히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여성복을 선택하는데 질, 

사회지향성, 적합성, 경제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했다. 

Eckman et al.(1990)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남성, 아

동 의복 상관 없이 패션 제품 선택의 기준은 내재적 요

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이분화된다. 내재적 요인은 패

션 제품의 스타일, 색상, 디자인, 섬유의 구성 성분 등 

물리적 특성을 의미하며 반면 외재적 요인은 의복의 

가격이나 해당 패션 제품을 출시한 브랜드 이름과 라

벨, 원산지와 같은 상품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의 국내 연구에서 Nam and Kim(1998)은 노

인층이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디

자인과 색상, 가격, 체형과의 적합성 여부, 보관 및 관

리의 편의성이라고 했으며,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성

인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한 Lee and Kim (2000) 역시 

구체적인 구분 없이 순서대로 디자인, 스타일, 색상, 

사이즈, 가격, 관리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점차 관련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는 패션 제품 선택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내

재적 요인 및 외재적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내재적 요인을 물리적 속성에 관

계된 것으로서 패션 제품의 색상, 무늬, 질감 등으로 한

정하며, 가격 및 브랜드와 광고는 외재적 요인으로 분

류한 연구(Hwang, 2003), 내재적 요인으로 디자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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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스타일, 외재적 요인으로 유행과 개성 표현을 지적

한 연구가 있다(Kim, 2005). 이어서 Kim(2006)은 내재

적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심미성, 유행, 신

분 상징성, 실용적, 경제성, 맞음새, 관리성을 포함했지

만, 외재적 요인으로는 상표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Song and Hwang(2007)은 온라인 구매를 중점으로 

다루며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가

격 요인, 안정성 및 실용성 요인, 쇼핑몰의 인지도 및 

승인 요인으로 패션 제품 선택의 기준을 보다 다차원

적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요인으로는 디자인, 스타

일, 색상, 치수, 맞음새를 언급했으며, 외재적 요인은 

유행과 광고 브랜드를 포함시켰다. Rhee(2009) 역시 

브랜드, 색상, 치수의 내재적 요인, 광고 및 유행의 외

재적 요인과 함께 실용적 요인으로 다차원화 하였다. 

이 외에도 Choi and Chang(2010)의 연구에서는 내재

적 요인으로 제품의 질, 착용감, 제품의 디자인 및 유행

성, 외재적 요인으로 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 디자

이너 지명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시대를 거치며 의복 선택 기준 요인의 구분이 

점차 다차원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의

복 선택 기준 요인 구분 초기에는 미와 실용성 정도로

만 이분화하던 것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내재적 요인

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이분

화 구분 역시도 단순한 2차원적 분류에 그친 것으로, 

이것은 더 나아가 소비자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

인까지 고려하여 체계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패션 제품 선택 기준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소

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Choice criteria for fashion products

Research Intrinsic attribute Extrinsic attribute Other attribute

Lewis (1946) Aesthetic values
Practical values

(Instrumental values)

Jerkins (1973) Aesthetic, Practicality

Sproles (1979)

Price, Fit, Suitability, 

Brand mark, 

Material property and 

composition

Color, 

Texture, Style

Shim and Drake (1988) Quality, Sociotropy, Suitability, Economic feasibility

Eckman et al. (1990)
Style, Color, Design, 

Fabric composition

Price, Brand name, 

Country of origin, Label

Nam and Kim (1998) Design, Color, Price, Fit, Maintainability and Manageability

Lee and Kim (2000) Design, Style, Color, Size, Price, Maintainability

Hwang (2003) Color, Pattern, Texture Price, Brand, Advertisement

Kim (2005) Design, Quality, Style
Fashionableness, 

Expression of individuality

Kim (2006)

Aesthetic impression, 

Fashionableness, 

Symbolism of status, 

Practicality, 

Economic feasibility, 

Fit, Manageability

Brand mark

Song and Hwang (2007)
Design, Style, 

Color, Size, Fit

Fashionableness, Advertisement, 

Brand

Stability, Practicality, Price, 

Popularity of shopping malls

Rhee (2009) Brand, Color, Size Advertisement, Fashionableness
Manageability, Price, 

Purpose of use

Choi and Chang  (2010)
Quality, Wearing sensation, 

Design, Fashionableness

Brand awareness, 

Brand image, 

Designer's reputation

Table 1. Literature review on choice criteria for fash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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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구매 상황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패션 제

품에 대한 선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

스크를 착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패션 제품

의 선택 기준의 요인 중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패션 

제품의 조형적 특성 요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선행

연구 고찰 결과 패션 제품 선택에 있어서 조형적 특성 

요인이란 소비가 일어나는 시점에 개입하는 요인과 대

비되는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서 외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특성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각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고자 질적 연

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20~30대 한국에 거주하

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심층 면접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패션 제품의 카테고리를 옷, 신발, 가방, 가죽 소품류, 

모자, 헤어 액세서리, 스카프, 향수, 주얼리, 손목 시

계, 안경, 선글라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네일 및 

페디큐어로 설정하여 마스크 착용에 따른 다양한 패

션 제품 카테고리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에 따

라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다양한 패션 제품 카테고리

를 소비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의 

분석은 우선적으로 수행한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수

정 보완하여 설계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

였다. 두 연구방법의 결과가 극명히 대비되어 드러나

는 항목 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설문조사의 특

성 상 결과가 단편적인 수치로 나타나며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자세한 의견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상에 대해 수치화할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은 심층 면접의 결과를 제시하며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였다. 

 

1. 심층 면접

우선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한 가지로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로도 설정 주제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결론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Ahn & Ha, 2016). 따라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으며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패션 제품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패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질

적 연구에서는 목적 표집을 가정하는데, 이는 연구하

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적절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개인들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2015/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Yoo(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심층 면접 적정 참여자로서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바탕으로 8명

을 선정하였다. Park et al.(2019)에서도 연구의 중심 

현상에 대해 잘 알려줄 수 있고  연구의도에 맞는 사람

들로 8명을 임의 선정하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의 심층 면접에 참여한 8명은 20대 여

성 4명과 30대 여성 4명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참

여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별로 1~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

다. 모든 면접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

행되었으며, Seidman(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90분 

이내로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은 Park et al.(2019), Jo 

and Yoo(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반구조적인 

설문지를 바탕으로 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 인터

뷰 및 전화 통화로 진행되었다. 패션에 대한 관심도 질

문은 5점 리커트 척도(1=Very low, 5=Very high)를 사용

하였다.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참여 의사 및 동의를 얻었고 면접 내용의 녹취와 녹취

된 자료의 비밀 보장을 전달하였다. 면접의 질문은 마

스크 착용 현황 질문, 마스크 착용에 따른 패션 제품 

선택 기준 변화 질문, 마스크 착용이 패션 제품 종류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질문, 마스크 착용에 따른 패션 제

품 카테고리별 관심도 변화 질문, 마스크 착용이 패션

과 마스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질문 및 인구통

Interviewee Age Fashion interest

A 29 3.5

B 30 5

C 31 1.5

D 33 5

E 26 4

F 24 2.5

G 28 3.5

H 30 5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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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적 질문 순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을 위해 모든 면접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반복적으

로 들어 전사(transcription)의 과정을 거쳤다. 이 후 전사

된 면접 내용을 조직화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유형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형적 분석은 수집된 자

료 내에서 자료를 각각의 주제별로 그룹화하며 결과

를 도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Creswell, 2015/2017).

 

2. 설문조사

앞서 실행한 심층 면접 결과와 Lee and Kim(2016), 

Park and Kim(2017), Yu and Kim(2013)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별해 수정 보안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본 선정의 편리성

에 기준을 두고 조사자 임의대로 확보하기 쉽고 편리

한 표집 단위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인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Baek, 2004). Yu and Kim(2013)의 

연구에서 20~30대 소비자의 의복 선택 기준 및 의복 

추구 혜택 등의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23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유효하지 않은 설문응답지가 수집될 수 있음을 

고려해 250명의 연구 참여자 모집을 시도하였다. 최종

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자료 수집을 의뢰한 

전문 리서치 기관이 보유한 120만 명 이상의 패널 중

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표본 집단에 부합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20~30대 한국 

국적 여성이 선착순으로 총 287명 모집되었다. 결과적

으로 수집된 287부가 모두 유효한 응답으로 분석에 사

용되었다(Table 3).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

인을 받은 후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

지 온라인으로 실행되었다(IRB No. 2102/003-007). 배

포된 설문지는 총 5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질문 4개로 구성했으며, 마스크 인식에 

대한 현황 조사는 주로 착용하는 마스크의 종류, 색상,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고 생각하는 마스크 색상, 

마스크와 어울리지 않는 패션 스타일 및 소재를 묻는 

문항 4개로 구성하였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패션 제품 

선택 기준 변화 항목은 마스크 필수 착용 이후의 체감

하는 패션 관심도와 패션 스타일 변화 정도, 마스크 착

용에 의한 자발적 패션 스타일 변화 노력 정도 질문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옷 색상, 종류, 소재와 타인의 

시선 고려 정도, 노출 정도, 액세서리와 안경, 선글라

스 착용 빈도, 색조 메이크업 정도 및 빈도에 미치는 영

향 질문 13개로 설정하였다. 마스크 착용이 패션 제품 

종류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하거나 사용하려던 패션 

제품 카테고리 15개를 각각 포기하거나 변경한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스크 착용에 따

른 패션 제품 카테고리별 관심도 변화는 마스크 착용

이 필수화되기 이전에 비해 패션 제품 카테고리 15개

에 대한 각각의 관심도 변화를 질문하여 살펴보았다. 

마스크 착용이 패션과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옷차림에 대한 마스

크의 도움 및 방해 여부와 정도, 패션 제품 선택에 마

스크가 미치는 편한 점과 불편한 점 여부, 패션 아이템

으로 마스크 인정과 마스크 주변 액세서리 착용 경험 

여부, 패션 제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구매 의

향을 물어보는 질문 7개로 구성하였다. 척도를 제시

하여 응답을 요청한 질문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1= 

Grouping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Age

(n = 287)

20-24 73 25.4

25-29 71 24.7

30-34 71 24.7

35-39 72 25.1

Fashion interest

(n = 287)

Very Low 4 1.4

Low 21 7.3

Moderate 57 19.9

High 177 61.7

Very high 28 9.8

Table 3.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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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ow/Strongly disagree, 5=Very high/Strongly ag-

re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SPSS 26.0을 사용

하여 빈도 분석, 카이제곱 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표

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사용

하였다. 또한 마스크 필수 착용에 따른 패션 제품 선택 

변화와 패션 관심도 간의 관계, 마스크 필수 착용에 따

른 패션 제품 선택 변화와 마스크를 패션 제품으로 간

주하는지 여부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카이제곱 검

정을 수행하였다. 구성된 설문항목의 Cronbach's α값

은 .616~.849로 나타났으며, 측정내용의 신뢰도가 수

용 가능하거나 신뢰도가 우수한 범위 내에 있었다.

 

IV. 연구결과

1. 마스크 착용 현황 및 선호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KF80, KF-

94, 비말 마스크로도 불리는 보건용 마스크가 201명

(70.0%)으로 우세했다. 주 착용 마스크의 색상으로는 

흰색이 226명(78.7%)으로 가장 많았고, 검은색 54명

(18.8%), 회색과 파란색, 노란색 계통의 마스크가 2명

(0.7%) 순으로 나타나며 무채색의 마스크의 사용이 압

도적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가장 패셔너블하다고 생

각하는 마스크의 색상에 대해 170명(59.2%)이 검은

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가장 많이 착용

하는 흰색 마스크를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4.7%)보다 높게 나타났다. 흰색 마스크를 주로 착용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 역시 검은색 마

스크가 가장 패셔너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마스크를 패션 

제품으로 여기는 것과 주 착용 마스크 색상 간의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마스크를 패션 제품이

라고 생각할수록 비교적 높은 비율로 검은색 마스크

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 면접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검은색 마스크에 대하여 타 

색상의 마스크에 비해 다른 패션 제품에 방해를 주지 

않고 패션에 잘 융화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꾸

민 옷차림에도 잘 어우러져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

냈다. 이는 마스크를 패션 제품이라고 간주할수록 마

스크를 신체 보호의 목적뿐만 아니라 패션 표현 수단

으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전체적인 패션 스

타일에 개입되어 다른 패션 제품들과의 조화를 고려

하게 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2. 마스크 착용에 의한 패션 제품 선택 영향

1) 패션 스타일별 영향 

마스크의 착용은 전체적인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이 일부 패션 스타일과 어

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

중 응답 분석 결과, 마스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패션 스타일은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압도적으

로 우세했다(49.5%). 심층 면접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보였으며 참여자들은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특

별히 스커트, 원피스, 하이힐과 같은 구두, 색조 메이

크업, 액세서리처럼 여성 중심의 제품으로 이루어진 

스타일로 지칭하며 이와 같은 패션 제품을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밝히며 어려움을 드

러냈다.

이어서 ‘포멀(formal)하고 클래식한 정장’ 스타일이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뒤를 이어 마스크와 함께 착용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나타났다(10.8%). 심층 면

접 참여자들 역시 평소와는 달리 격식을 갖추어 신경 

쓰는 옷차림 등을 ‘드레스 업(dress up)’ 스타일로 지칭

하며 마스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하며 설문조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스러운’ 스타

일이 특정 패션 제품과 마스크의 조합을 어색하게 느

끼며 기피하는 것과는 달리 ‘드레스 업’ 스타일은 마스

크를 착용함에 따라 특히 얼굴의 색조 메이크업이 부

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마스크는 형식적이지 않고 캐주얼한 패션 

스타일류와 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나 ‘포멀하고 클래식한 

정장’ 스타일을 포기하면서 대신 캐주얼한 패션 제품

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이런 것도 뭐 가끔 입을까 하다가 ‘그냥 마스크 쓰는

데 뭐’ 이러고 그냥 바지로 입었던 적도 있는 거 같아요.” (Inter-

viewee F)

“마스크 쓰고 그렇게 빡세게 꾸미는 게 안 어울려 보여요.” 

(Interviewe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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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소재별 영향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특정 패션 스타일뿐만 아

니라 패션 제품의 특정 소재에 대한 기피 현상도 나타

났다. 다중 응답 결과, 마스크와 어울리지 않는 소재 형

용사는 ‘비치는(33.4%)’, ‘반짝반짝한(27.9%)’, ‘광

택 있는(20.9%)’, ‘미끌미끌한(18.8%)’, ‘투명한(17.1%)’, 

‘메탈 같은(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나

타난 소재 형용사는 가장 많이 착용되어지는 보건 마

스크와 일회용 마스크의 시각적 질감과 상반되는 소

재의 질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여성스러운’ 스

타일에 사용되는 소재의 질감으로 앞서 여성스러운 

패션 스타일이 마스크 착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

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심층 면접에서도 참여자

들은 다양한 패션 소재 중 ‘하늘하늘’, ‘미끌미끌’, ‘촉

촉한’, ‘광택 있는’ 촉감과 분위기로 묘사되는 소재와 

‘레이온’, ‘쉬폰’, ‘실크’ 소재를 마스크와 동시 착용하

는 것을 기피하였다. 

반면에 광택이 없고 불투명한 마스크의 소재 특성 

상 부피감이 있거나 투박한 소재로 이루어진 패션 제

품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마스크 자체가 드러내

는 분위기와 상반되는 소재로 이루어진 ‘여성스러운’ 

혹은 ‘포멀하고 클래식한 정장’ 스타일 착용이 어려

워지고 이를 대신해 실루엣이 자유롭고 활동이 편안

한 소재로 이루어진 캐주얼 스타일을 상대적으로 빈

번히 선택하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 

더불어 패션 제품 중에서 소재로 인하여 마스크 착

용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특히 원피스와 같

은 한 벌로 구성된 스타일과 상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7.1%, 19.5%). 원피스 스타일과 상의는 외출 시 

수시로 입고 벗는 아이템이 아니어서 한 번 착용하면 

마스크와 함께 장시간 착용해야만 하고 신체 내에서 

마스크와 근접하게 위치해 마스크와 해당 제품들 간

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패션 색상별 영향

마스크 착용이 원피스 스타일과 상의 소재 선택에 

영향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에 따른 패션 

제품의 색상별 영향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 역시 원피

스 스타일과 상의의 색상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각각 17.1%). 원피스 스타일과 상의가 신체 

내에서 마스크와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패

션 제품인 것이 원인이며 심층 면접에서도 동일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 심층 면접에서도 검은색의 롱패딩

을 입어 상체와 하체의 대부분 면적이 검은색으로 구

성될 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흰색 상의 혹

은 흰색 원피스를 입을 시 흰색 마스크의 착용을 부정

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래의 피부색 대신 마스

크의 색상이 얼굴의 하부(下部)를 차지하게 되면서 마

스크와 동일한 색상이 목이나 목 바로 아래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얼굴과 상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신체 비율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즉 본인이 착용하는 마스크와 동일한 색으로 

된 외투, 한 벌 옷 혹은 상의 등 신체 면적의 반 이상을 

마스크와 똑같은 색으로 구성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

끼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 착용 마스크가 검은색과 흰색인 무채색으

로 한정되는 경향에 따라 무채색의 마스크와 원색적

인 상의를 함께 착용하는 것도 기피되었다. 심층 면접 

시 ‘노랑’, ‘주황’, ‘시안 블루(cyan blue)’, ‘핫 핑크(hot 

pink)’ 색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마스크

의 색상과 원색적인 상의의 색상이 신체 면적 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함에 따라 무채색과 원색의 대비 효

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마스크와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놓이는 하의의 색상

은 마스크의 색상에 구애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되며 마스크 착용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흰 티셔츠 안 입어지는 것처럼 모자도 흰색이나 아이보리

는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 놨다가도 마스크 색깔이 흰색인 걸 

생각해서 장바구니에서 빼게 되더라고요.” (Interviewee H)

“하의는 그렇지 않은데 상의는, 상의가 완전 브라이트(bright)

한 컬러면 이게 뭐랄까… 이게 좀 까만색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상의가 완전 노랑, 완전 주황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Interviewee D) 

 

대체적으로 마스크 색상에 의해 선택한 패션 제품

을 변경하고 마스크의 색상은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

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패션 관심도에 따른 패션 제

품의 색상 선택 변화를 교차 분석한 결과, 패션 관심도

가 높을수록 마스크에 따른 옷 색상 변경뿐만이 아니

라 옷 색상에 따라 마스크 색상 선택을 다르게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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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 

 

4) 패션 제품 선택 영향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에 따라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필수

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복 외 부가적으로 장식성이 

강한 패션 제품 선택에 있어서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

났다. 심층 면접 결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귀걸이, 헤

어 액세서리, 색조 화장품, 선글라스 착용에 제한을 받

고 있었다.

주얼리 중 귀걸이는 마스크를 탈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끈에 귀걸이가 빈번하게 걸리는 상황이 발생

함에 따라 불편을 느껴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에 제약

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디자인의 귀걸

이일수록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

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

라 귀걸이 착용 빈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헤어 액세서리 역시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며 과한 

스타일링으로 여겨져 착용을 지양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색조 화장품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선호도가 급

격히 하락하였으며 색조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 마스

크로 완벽히 가려지는 입술에 관련된 립스틱 등의 색

조 화장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마스크로 코

와 입이 가려지는 상황에 놓이면서 눈까지 가리는 것

으로부터 일어나는 과도한 가림으로 인해 선글라스 착

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선글라

스와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성

형수술’이라는 특정 고정관념으로 연결시키며 선글

라스의 착용을 기피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귀걸이, 헤어 액세서리, 색조 화장품, 선글라스를 선

택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가방, 반지, 손목 시

계, 모자, 안경, 기초 화장품의 선호도 및 선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한 스카프 및 목에 착용하는 제

품의 선호도 증가는 COVID-19가 호흡기와 기관지 관

련 바이러스인 것에 따라 본능적으로 호흡기와 기관

지를 보호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방이나 반지, 손목 시계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옷

에 비해 유행 변화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유행에 덜 

민감한 항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방, 반지, 

손목 시계는 타 패션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

은 높은 편이지만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COVID-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유행

에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

겨지기 때문에 관련 아이템의 구매 혹은 소비에는 변

화가 없었다. 더불어 가방이나 반지, 손목 시계는 마스

크 착용에 의해 옷차림이 단일화 및 단순화됨에 따라 

본인의 패션 취향을 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도 함께 확인되었다.

모자에 대한 관심 증대는 앞서 확인 되었듯이 전반

적으로 캐주얼해지고 편안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

게 되면서 얼굴의 색조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경향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또한 헤어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 

역시 하락했기 때문에 모자를 이용하여 얼굴과 헤어 

스타일을 가리고자 하는 경향 역시 모자에 대한 선호

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은 COVID-19

바이러스가 호흡기와 기관지뿐만 아니라 눈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인해 선

호하였다. 이는 앞서 대부분의 심층 면접 참가자들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이 부정적

으로 여겨진다는 결과와 매우 대비되며 눈은 드러낼 

수 있으면서 보호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경과 

마스크의 착용은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

었다. 

기초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색조 화장품의 

선호도 하락과 매우 뚜렷하게 대비되는 의견을 보였

다. 특히 기초 화장품에 대하여 마스크 필수 착용 이전

에는 ‘안티에이징(anti-aging)’이나 ‘브라이트닝(brigh-

tening)’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선

호했던 반면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이후 마스크 착

용에 의해 발생된 얼굴의 트러블을 진정시키려는 치

료 목적의 기초 화장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경향을 

보이며 선호도가 매우 증가했다. 때문에 색조 화장품

의 사용 및 소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거나 오

히려 증가하였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그 만큼 기초 화장

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

 

“왠지 뭔가 보호해야 될 거는 더 계속해서 더 걸치는 거 같아

요. 모자도 그렇고. 목도리도 그렇고. 약간 호흡기나 기관지에 

더 가까운 것들은 더 하게 되는 거 같고...” (Interviewee D)

“(마스크와) 안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안경이랑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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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쓰고 나간 적도 있고… 근데 선글라스는 한 번도 안 쓰게 되더

라구요.” (Interviewee H)

“트러블 많이 생겨서 이것 저것 많이 변경을 했었어요. 초반

에…(중략)… 자극을 덜 주는 거 위주로 많이 알아보고 하다 보니

까 관심도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Interviewee E)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과 별개로 대부분의 패

션 제품 선호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층 면

접 결과와 유사하게 마스크와 얼굴의 피부가 직접적

으로 맞닿는 만큼 마스크와 가장 근접한 색조 화장품 

선택 빈도와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Table 4). 이어서 주얼리, 안경 및 헤어 액세

서리, 선글라스 순으로 마스크 때문에 착용하기를 꺼

린다고 응답하며 심층 면접 결과와 유사하게 선호도

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신체의 말단으로 

갈수록 신체 면적 내에서 마스크와 물리적으로 멀어

지기 때문에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마스크

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손목 시계, 신발 및 가

죽 소품류, 네일 및 페디큐어 등은 그 선택과 착용에 있

어서 비교적 낮은 하락세를 보였다. 

Fashion products Preference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Clothes

(n = 287)

Increased 27 9.4

Unchanged 175 61.0

Decreased 85 29.6

Shoes

(n = 287)

Increased 18 6.3

Unchanged 237 82.6

Decreased 32 11.1

Bag

(n=287)

Increased 16 5.6

Unchanged 240 83.6

Decreased 31 10.8

Small leather goods

(n = 287)

Increased 10 3.5

Unchanged 238 82.9

Decreased 39 13.6

Hat

(n = 287)

Increased 41 14.3

Unchanged 208 72.5

Decreased 38 13.2

Hair accessory 

(n = 287)

Increased 18 6.3

Unchanged 18 65.9

Decreased 80 27.9

Scarf

(n = 287)

Increased 14 4.9

Unchanged 225 78.4

Decreased 48 16.7

Perfume

(n = 287)

Increased 17 5.9

Unchanged 223 77.7

Decreased 47 16.4

Jewellery

(n = 287)

Increased 21 7.3

Unchanged 157 54.7

Decreased 109 38.0

Table 4. Changes in fashion product preference by wearing a face mask required as a soci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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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패션 제품의 선호도가 하락한 것과는 매

우 대비되게 기초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상승

하였다. 기초 화장품에 이어 모자의 선호도도 상승하

였다. 심층 면접 결과와 유사하게 기초 화장품 선호도 

증가는 미용보다는 치료의 목적이며 모자 역시 마스크

로 인해 스타일링이 부재한 얼굴과 헤어를 가리기 위

한 목적을 위해 선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패션 관심도와 패션 제품 선택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패션 관심도가 높을수록 가방, 가죽 소품류, 

모자, 헤어 액세서리, 향수, 주얼리, 안경, 선글라스, 

색조 화장품이 마스크 착용에 의해 비교적 높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얼리의 경우 패션 

관심도가 높을 수록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착용 빈도

가 낮아짐에 따라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패션 관심도가 높을수록 마스크와 패션 

제품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아 마스크에 

의해 패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

된다.

결과적으로 상의와 한 벌 옷이 마스크와 근접한 곳

에 위치함에 따라 마스크에 의해 소재 및 색상에 영향

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 이외의 패션 제품 역시 

신체 내에서 마스크와 근접한 위치에 놓일 수록 마스

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경향이 나

타났다. 또한 마스크의 필수 착용으로 인해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패션을 통한 개성 추구보다는 신체 보호

와 같이 의복 착용의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하는 경향

을 보이며 부차적이고 장식적인 패션 제품보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패션 제품을 우선적

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스크 착용에 의한 패션 및 마스크 인식 변화

1) 패션에 대한 인식 변화

마스크 착용에 따른 패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에서 동일하게 패션 관심도 변화의 

결과로 드러났다. 심층 면접 시 참가자 8명 중 6명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설

문조사에서는 마스크 필수 착용 후에도 패션 관심도

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우세했지

만(61.3%),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비율보다는 관심도

Fashion products Preference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Wrist watch

(n = 287)

Increased 7 2.4

Unchanged 251 87.5

Decreased 29 10.1

Glasses

(n = 287)

Increased 23 8.0

Unchanged 184 64.1

Decreased 80 27.9

Sunglasses

(n = 287)

Increased 16 5.6

Unchanged 193 67.2

Decreased 78 27.2

Basic skincare cosmetic

(n = 287)

Increased 107 37.3

Unchanged 151 52.6

Decreased 29 10.1

Color cosmetic

(n = 287)

Increased 22 7.7

Unchanged 93 32.4

Decreased 172 59.9

Manicure, Pedicure

(n = 287)

Increased 20 7.0

Unchanged 216 75.3

Decreased 51 17.8

Table 4.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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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마스크의 착용이 패

션 관심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31.7%). 

특정 패션 제품 및 패션 스타일 착용이 제한됨에 따라 

패션에 대한 욕구가 다른 패션 제품으로 옮겨가며 일

부 특정 패션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풍선 효

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패션의 욕구가 전이

되는 제품은 의복 이외의 패션 잡화와 기타 액세서리

로 한정되어 나타났다.

활발한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지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실내복으로 좁혀진 경향

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내복과 외출복의 구분이 모

호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근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

는 집 내부와 집에서 1마일권(1.6 km) 반경 이내의 실

외에서 겸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라는 의미의 

‘원 마일 웨어(one-mile wear)’의 선호도 증가 추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름의 그 집 앞 외출복이 있었는데…(중략)… 이제 내가 누

군지 알 게 뭐야. 동네 분들은 사실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더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거 그대로 추리닝을 입고 그냥 

후드 뒤집어 입고 쭐래쭐래 나간다거나…” (Interviewee A)

“얼굴이 이게 내 아이덴티티(identity)인데, 내 아이덴티티가 

반 이상 가려져 있으니까 어차피 옷도 내 아이덴티티를 표출하

려고 입는거잖아요. 근데 내 아이덴티티가 반 이상 가려져 있으

니까 옷도 좀 그냥…” (Interviewee D)

 

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 모두 반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기존

에 추구하던 패션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34.2%). 특히 심층 면접에서는 마스크와 가까

이에 위치하는 패션 제품과 소재 등을 선택하는 것에 

제약을 받으며 참가자들의 패션 스타일이 단일화되

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 스타일이 마스크 착용 후 ‘편

안함’, ‘심플함’, ‘캐주얼’ 패션 스타일로 좁혀지는 양

상을 띠었다. 

때문에 패션 관심도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마스크

를 착용하게 됨에 따라 패션 스타일이 위축되며 패션

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p<.05). 이에 따라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시도함에 있

어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평

소 본인의 패션 관심도를 낮게 평가할수록 마스크 착

용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스크 쓰고 나서 근데 확실히 편한 옷에 손이 많이 가요. 

나갔다 와서 한 번 입고 그냥 빨아버리는데 찝찝해서… 예쁜 옷

들은 드라이 해야하는데 한 번 입고 드라이 하기에는 드라이 값

이 감당이 안되니까…” (Interviewee C)

 

또한 교차 분석 결과, 마스크를 패션 제품이라고 생

각할 수록 마스크 필수 착용 이후 본인의 패션 스타일

이 변화했다고 느끼며 패션 제품으로서 마스크를 인

식하는 것과 패션 스타일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p<.05). 때문에 마스크를 패션 제품이 아닌 보

호 목적으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패션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평소 본인의 패션 스타

일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마스크를 패션 

제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패션 스타

일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마스크라는 패션 제품 한 가

지를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패션 스타

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를 

패션 제품이라고 간주할 수록 패션 스타일에 대한 마

스크의 간섭을 크게 느껴 마스크와의 조화를 고려해 

본인의 패션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의 반 이상이 가려지며 익

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출 시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정도가 감소하였

다(37.6%). 마스크로 얼굴의 반 이상이 가려져 신원 확

인이 불분명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과감한 패션 제품 및 패션 스타일을 시

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시

도의 긍정적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

전까지 시도하기 꺼려졌던 짧은 길이의 상의나 얼굴

을 모두 드러내며 착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몸매가 

드러나는(body-conscious) 스타일 착용을 시도하는 빈

도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의 착용이 패션 

제품 선택에 있어 타인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하며 개방성을 확대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차피 나인지 알게 뭐야 하고 좀 이렇게 막 크롭(cropped)

된 것을 입는다던지 그런 건 있었던 거 같아요.” (Interviewee A)

“원래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옷 예를 들면 니트 골지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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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 입는 거 싫어했거든요, 부담스러워서…(중략)… 마스크 

벗고 입는 것보다는 마스크 쓰고 입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거 같아

서 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입으려고… 뭔가 약간 민망한 옷을 입

어도 얼굴이 가려지니까 마음의 안정이 좀 있다고 해야하나?” 

(Interviewee H) 

 

2) 마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가 일상화되며 

패션을 고려한 다양한 모양과 색상, 소재의 마스크가 

출시되고는 있지만 마스크는 아직까지 생존이나 보

호를 위한 물품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일부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마스크를 ‘양말’, ‘속옷’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패션보다는 필수품 영역에 가깝

다고 여긴다고 언급하였다. 아직까지 마스크는 여전히 

패션 제품으로 완전히 인식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마스크가 패션 제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마스크의 주 공급처가 일반적인 패션 생산 업체가 아

니며 판매처 역시 약국이나 편의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는 마스크를 패션 제품이 아닌 보건

용 의약외품으로만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패션 업체

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를 패션 제품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는데 일반적인 

마스크에 비해서는 패션 업체의 마스크를 패션 제품

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스크 자

체의 조형성보다 마스크 생산 및 판매처가 패션 제품 

결정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a-

ble 5).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교차 분석 결과에서 마스크

를 패션 제품이라고 여길수록 뚜렷하게 나타나 통계

적 유의성이 드러났으며 패션 업체의 마스크 구매 의

향 역시 높은 결과를 보였다(p<.05). 

 

“패션 제품은 아닌 거 같아요. 마스크 자체가 패션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저한테는 마스크는 아직은 (패션이) 아닌 것 

같아요…(중략)… 패션 브랜드에서 마스크가 나오면 살 의향이 

있어요. 그건 패션인 거 같아요. 지금 나오는 마스크는 제약회사 

이런 데서 나오니까 패션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같기도 해

요.” (Interviewee E)

“패션 브랜드에서 출시한 마스크도 가격이 가성비가 괜찮

으면 살 거 같아요. 구매할 의향은 있어요, 가격이 괜찮으면. 터무

니 없이 비싸지 않다면…” (Interviewee G) 

 

외출 시 마스크 필수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익숙해

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큰 불편

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마스크 착용이 패션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편리한 점이 있다

는 설문조사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69.3%), 마스크가 전체적인 옷차림에 큰 방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그렇지 않은 비

Grouping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Do you think face masks are 

fashion product?

(n = 287)

Strongly disagree 65 22.0

Disagree 97 33.8

Neutral 80 27.9

Agree 46 16.0

Strongly agree 1 0.3

Do you think that face masks 

sold by fashion brands are 

fashion product?

(n = 287)

Strongly disagree 39 13.6

Disagree 60 20.9

Neutral 92 32.1

Agree 90 31.4

Strongly agree 6 2.1

If the function is the same as 

existing face masks, are you 

interested in purchasing face 

masks sold by fashion brands? 

(n = 287)

Yes 106 36.9

No 181 63.1

Table 5.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 masks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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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보다 높게 나타났다(60.8%). 

결과적으로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마스크는 

현재 패션 제품의 영역으로 점차 흡수되는 과정에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스크를 패션 제품으로서 수용

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일차적인 거부와 부정

을 거친 후 체념의 단계를 넘어 적응의 단계에 도달하

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

지대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

스크 스트랩 등의 마스크 주변 액세서리를 활용해 마

스크를 나름대로 패션 제품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울 앞에서 새로운 패션 제

품을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패션 제품과 조합해보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도 함께 착용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소비자의 패

션 스타일에 마스크가 중요한 요소로 점차 자리잡아

가는 과정인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보통 그럴 때(새 옷을 샀을 때) 그 옷에 맞는 액세서리

나 모자나 신발까지 다 같이 한 번 해보는 편이고 다양하게 매치

해서 이리저리 보는 편인데, 요즘 그럴 때 제가 마스크를 쓰더라

고요. 그걸 당연하게 그러고 있는 저를 제가 깨달았을 때 약간 무

서웠어요. 이젠 제 패션 스타일 전체 스타일링에 당연하게 마스

크를 포함시키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기준으로 어떨 

때는 컬러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흰색을 배제하고 그러는 거에

요.” (Interviewee H) 

 

V. 결   론

본 연구는 20~30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은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의 필수 

착용과 관련된 패션 제품 선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

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와 패션 제품 선택 사이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였다. 유해 환경 차단용 마스크는 이론

적으로 바이러스 차단의 목적을 가진 생물학적, 화학

적 위해 방지 마스크 뿐만 아니라 COVID-19 바이러스

의 감염을 막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스

크 종류 전체를 아울러 파악하였으며, 패션 제품 역시 

옷, 신발, 가방, 가죽 패션 소품류, 모자, 헤어 액세서리, 

스카프, 향수, 주얼리, 손목 시계, 안경, 선글라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네일 및 페디큐어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COVID-19 유행으로 인해 마스크가 모든 현대인들

의 필수품이 되며 기능적, 조형적으로 마스크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

스크의 색상은 흰색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검은

색 마스크를 다른 색상에 비해 어떤 패션 제품의 색상

과도 잘 어우러지며 패셔너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흰색에 비해 검은색 마스크의 패

션 관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스크의 착용은 20~30대 한국 여성들의 패션 스타

일과 소재, 색상을 선택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격식을 갖추거

나 과하게 꾸미는 패션 스타일을 지양하게 되었으며 

마스크의 투박한 분위기와 유사하게 형식적이지 않으

며 캐주얼하고 편안한 패션 스타일로 점차 단일화 및 

단순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패션 제품의 소재 역

시 마스크의 분위기와 질감이 유사한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패션 

제품 선호와 연결되는 결과이다. 반면에 신체 면적의 

반 이상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는 스타일을 기피함

에 따라 패션 제품의 색상은 마스크의 색상과 차별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스크와 특히 가

깝게 위치하는 상의나 한 벌 옷일수록 생산 시 가장 많

이 착용되고 있는 마스크 색상과 동일한 흰색이나 마

스크의 흰색과 대비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원색적인 

색상보다 타 색상의 비율을 높여 생산한다면 판매 증

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의 착용은 20~30대 한국 여성들의 패션 제품

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외출 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제품 이외의 장식적인 목

적을 가지는 주얼리, 헤어 액세서리, 색조 화장품 등의 

패션 제품 선택 빈도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COVID-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

는 모자, 스카프, 안경 등은 선호도가 높아졌다. 패션 

제품의 선택 기준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생존을 위한 보호 도구 역할 수행으로 일부 전이된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통적으로 마스크와 신체 면적 

내에서 가깝게 위치하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크게 작

용하였다. 대표적으로 귀걸이, 헤어 액세서리, 상의, 

외투, 한 벌 옷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아이템은 마스크 

착용 전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

다. 반면에 신체의 말단으로 갈 수록 마스크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며 제품 선택에 있어서 마스크는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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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에서는 마스크가 인간의 의식주 중 ‘의’에 

자리매김하며 패션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언급하

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마스크와 패션 

제품 사이의 거리감을 느껴 다양한 패션 스타일에 마

스크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의 착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마스크 착용 적응 기간

을 거쳐왔지만 아직까지 마스크는 패션 제품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다

양한 패션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패션 스타일이 단일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였고 

결국에는 패션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었

다. 이것은 곧 패션 소비 시장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

았다.

또한 마스크의 공급처 및 판매처가 패션 산업이 아

닌 것도 마스크가 패션 제품과 융화되기 어려운 요인

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30대 한국 여성들이 패션 

산업에서 공급되는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낮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패션 산업으로

부터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마스크의 

패션화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마스크 생산 단계에서 색상이나 소재, 무늬 등

에 차별화를 두며 착용시 다른 패션 제품으로부터 마

스크가 돋보이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20~30대 한국 여성 소비자들이 기존에 가

지고 있는 패션 제품과 추구하는 스타일에 적절히 어

우러지며 동화될 수 있는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집중

하는 것이 마스크를 패션 제품으로 정착하는데 효과

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의 선택을 마스크의 필수 착용

과 더불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질적, 양적 연구를 

병행하며 패션 분야의 기존 마스크 관련 연구흐름과 

차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례가 없었

던 마스크 착용의 사회적 규범화 상황에서 패션 분야

의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심층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스크 시장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패션과 마스크

의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는데 도

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20~ 

30대 한국 여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

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추후 보다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COVID-19 유행이 장

기화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20~30대 한국 여성과 

더불어 보다 세분화된 대상의 추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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