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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종류
코로나-19 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19 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편안하게 잘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얼굴에 잘 맞고 최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천 마스크
천 마스크는 다양한 천으로 만들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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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겹의 촘촘하게 짜인 통기성 천
올바르게 잘 맞는 천 마스크 (얼굴 옆면에 큰 틈새 없이 코와 턱 주변을
잘 감싸는 마스크)

착용하지 말 것
호기 밸브 또는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
한 겹으로 된 마스크 또는 빛을 차단하지 못하는 얇은 천으로 만든 마스크

더 나은 착용감과 추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두 개의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착용)
천 마스크를 마스크 조이개/고정대와 결합
코 지지대

두 겹으로 된 목 두건 착용 또는 두 겹이 되도록 접어서 착용.

LS-Health-Types of Masks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착용할 것
여러 겹의 부직포 재질을 표시하는 설명
올바르게 잘 맞는 일회용 마스크 (얼굴 옆면에 큰 틈새 없이 코와 턱
주변을 잘 감싸는 마스크)

착용하지 말 것
얼굴 옆면과 코 주변에 틈새가 있는 마스크
젖었거나 더러운 경우

더 나은 착용감과 추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3 가지 방법
두 개의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착용)
천 마스크를 마스크 조이개/고정대와 결합
코 지지대

KN95 마스크
KN95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필터링 기능이 있는 안면 마스크로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N95 마스크와 유사합니다.

착용할 것
마스크에 대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의 국립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
(NIOSH)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KN95 마스크

착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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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특정 유형의 털(수염)이 있는 경우
위조 (가짜) KN95 마스크
숨쉬기 어려운 경우
다른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지 말 것 (KN95 마스크 하나만 착용)
주의사항: 미국에 있는 약 60%의 KN95 마스크는 위조 (가짜) 상품이며 국립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 (NIOSH)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투명 마스크 또는 입 주변을 투명 플라스틱으로 댄 천
마스크 (입 투명 마스크)
투명 마스크 또는 입 투명 마스크는 다른 유형의 대체 마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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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할 것
올바르게 잘 맞는 천 마스크 (얼굴 옆면에 큰 틈새 없이 코와 턱 주변을
잘 감싸는 마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