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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직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최선의 방어력을 제공하는 마스크 알아보기 
 

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내 또는 차량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경우 귀하가 요청하면 고용주는 무료로 호흡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잘 맞는 적절한 크기의 호흡 보호구와 마스크 밀착 검사를 포함한 올바른 착용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착용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호흡용 보호구: N95, 

KN95, KF94 
얼굴에 잘 맞으면 

방어력이 더욱 좋습니다. 

이중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  

천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

잘 맞음: 
• 고정대 사용 

• 매듭 및 밀어 넣기 

기술 사용 

고효율 천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 -  

잘 맞지 않음 최소 

방어력 

 

호흡용 보호구 
 

 

• N95 및 KN95 호흡용 보호구는 공기 입자의 최소 95%를 
여과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KF94는 94% 여과함).  

• 호흡용 보호구는 얼굴에 잘 밀착되어야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벗기 및 밀착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NIOSH 지침을 참고하세요. 

• 착용할 때마다 얼굴에 밀착되는 지 확인하세요. 
• 얼굴 털 때문에 마스크 밀착력을 방해하는 경우 잘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호흡 곤란을 겪는다면 착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세요. 

• 호흡용 보호구를 다른 마스크와 겹쳐 착용하지 마세요. 
• KN95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하는 경우 NPPTL 에 의한 
검사를 받은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하거나 95% 이상의 
여과 효과를 제공하는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 위조(가짜) 호흡용 보호구는 보장된 방어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세요. 

최대  

방어력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하든 밀착력을 확인하고 

코 위로 또는 얼굴 양 옆으로 빈틈이 없도록 

착용하세요. 빈틈이 있으면 어느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하든 마스크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COVID-19에 최선의 방어력  

제공 마스크 알아보기 

    

• 의료용 마스크와 호흡용 보호구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버리세요.  

그 대신 깨끗하고 건조한 것으로 

마스크를 바꿔주세요. 

• 호흡용 보호구 착용 시 제조사의 

사용 지시 안내를 보고 언제까지 

쓰고 폐기해야 하는 지 확인하세요. 

• 의료용 마스크는 한 번 사용 후 

버리세요. 

 

 

 

 

의료용/수술용 마스크 
 

 

• 의료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 시술, 일회용 시술 
또는 치과용 마스크라고 불립니다. 마스크에  
코 고정대가 있고 부직포나 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장섬유 직물(spun bound)과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로 된 최소 3겹으로 된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 의료용 마스크는 방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물방울을 
마스크 앞면에 떨어뜨려 마스크를 검사하세요. 마스크는 
물을 흡수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에 물방울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 이런 마스크는 느슨해서 밀착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 마스크의 가장자리에 끈을 가깝게 묶고 남은 부분을 밀어 
넣는 것만으로 밀착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코 
고정대를 사용하여 마스크 가장자리에 공기 누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이중 마스크 착용은 여과 효과를 높이고 공기 누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얼굴에 잘 맞는 천 마스크 밑에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중 마스크 착용은 
의료용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보다 한층 더 우수한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
https://www.cdc.gov/niosh/docs/2010-133/pdfs/2010-133.pdf
https://www.cdc.gov/niosh/npptl/respirators/testing/NonNIOSHresults.html
https://www.cdc.gov/niosh/npptl/usernotices/counterfeitResp.html
https://www.youtube.com/watch?v=GzTAZDsNB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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