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비의료용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예: 대중 교통, 쇼핑)에서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의 효과, 사용을 고려할 만한 상황, 안전한 착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귀하 또는 가족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십시오.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는 이유
•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여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는 감염력이 있는 비말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타인의 비말이 자신의 입이나 코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가 발생한 곳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예: 대중 교통, 소규모 식료품점, 약국), 착용을
고려하십시오.

사용할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의 종류
•

타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우수하다고 알려진 디자인이나 재질은
없습니다.

•

캐나다 보건국은 천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천 마스크는 두 겹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변형이나 기능 저하 없이
여러 번 세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살 미만의 아이,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하여 착용할 수 없거나, 적절한
착용/탈착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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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의 착용 방법
•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기반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15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이 없도록) 편안하게 착용하고 코와 입을
가립니다(예: 눈 아래에서 턱 주변까지).

•

끈이나 고리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호흡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고정합니다.

•

착용 중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의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만질
경우, 즉시 손을 씻습니다.

•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동안 착용하고, 오염되거나, 축축해지거나,
훼손되거나, 호흡하기 힘들어지면 탈착합니다.

•

다른 사람과 마스크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탁 가능한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의 탈착 및 관리 방법
•

끈만 잡고 조심히 탈착한 후, 세탁기에 바로 넣습니다.

•

세탁하기 전에 다시 사용해야 할 경우, 마스크 앞면을 둘로 접어서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용 봉지(예: 종이 봉지)에 보관합니다.

•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기반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15초 이상 즉시 손을 씻습니다.

•

세탁기에서 뜨거운 물과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해 세탁하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

보건부에서 비의료용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비의료용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는 바이러스 입자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특히,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인정된 표준에 따른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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