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마스크 사용: 마스크 및 호흡보호구의 종류

이 권고문은 일반 대중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의료기관 등 
특정 직업 환경에 적합한 보건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도표는 여러 종류의 마스크와 호흡보호구를 비교합니다. 
참조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마스크나 호흡보호구를 
고르십시오. 제품에 따라 더 쉽게 찾거나 살 수 있고 가격은 
다양합니다.

호흡보호구, 의료용 마스크 및 비의료용 마스크 모두 지역사회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할 수 있는 마스크 및 흡입보호구 중 
가장 품질이 좋고 잘 맞는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비의료용 마스크도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스크나 호흡보호구가 더 
보호력이 좋습니다. 어떤 유형의 마스크를 선택하시던, 제대로 
잘 맞게 착용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날숨 방출 밸브가 있는 마스크나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염성 호흡 입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와 호흡보호구의 
종류

가용도 구성 맞춤 규정 및  표준

호흡보호구 시중판매

어린이에게 맞는 
소형을 포함 다양한 
크기로 구매 가능

다양한 재질로 만들 수 있지만 
호흡보호구에 대한 여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상 의료용마스크보다 얼굴에 더 
잘 들어맞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명부분 포함 종류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용이지만 보기에 
더럽거나 축축하거나 망가질때까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꼭 맞게 디자인 됨.

일부 호흡보호구는 묶는 끈, 줄, 
귓줄 및 코조절부분을 이용하여 더 
잘 맞게 조절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는 착용적합도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흡보호구가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TC-84A-####로 표시된 승인 번호 스탬프가 찍힌NIOSH N95 
호흡보호구

CSA Z94.4.1 표준에 따라 표시된95PFE 제품 또는 CSA 인증 
CA-N95 및 CA-N99 형 호흡보호기

GB 2626-2019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KN95 호흡보호구

KMOEL-2017-64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KF94 호흡보호구

EN 149-2001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FFP2 호흡보호구

의료용 마스크  
(시술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시중판매

성인용 및 어린이용 
소형 사이즈로 구매 
가능 

다양한 자재로 만들 수 있지만 
호흡보호구에 대한 여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용이지만 눈에 띄게 
더럽거나 축축하거나 망가질때까지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크기와 특징에 따라 맞춤이 
달라집니다.

끈, 귓줄 또는 코조절부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더 잘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일회용 비의료용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자에 ASTM F2100 또는 EN 14683라고 표시된 의료용 마스크를 
찾으십시오.

테스트 결과 이 마스크가 다음 항목에 대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였다는 
표시입니다:

• 입자 및 세균 여과

• 통기성

• 방수성

• 재료의 인화성

투명한 의료용마스크에 관한 캐나다 인증표준은 없습니다. 

비의료용 마스크  
(삽입 필터가 들어간 예)

가내제조 또는 
시중판매

다양한 크기와 천으로 
제조 가능

면과 같이 쫀쫀하게 직조된 통기성 
직물로 최소 두겹이 되게 
만들어야합니다.  중간부분에 부직포 
프로필렌과 같은 여과 기능이 있는 
직물을 끼어넣어 세겹으로 여과 효과를 
높여야합니다.

탈착 가능한 필터를 삽입하도록 
안주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명부분 포함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또는 일회용

더럽거나 습하면 빨아서 재사용 가능

마스크의 모양과 스타일에 따라 
맞춤이 달라집니다.

묶는끈, 줄, 귀에 걸치는 줄, 
코조절부분 (포함돼 있다면) 등을 
조절하여 더 잘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비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표준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국제 표준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AFNOR, 미국의 ASTM).

비의료용 마스크는 의료 기기 규정에  따라 의료 기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의료용 마스크의 COVID-19 전파 방지 효과는 편차가 크며 다음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 사용되는 재료

• 구성

• 맞춤

• 옳은 사용법

CORÉEN / KOREAN 

ID
 1

1-
32

-0
1 

/ D
A

TE
 2

02
2.

02
.2

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covid19-industry/medical-devices/personal-protective-equipment/medical-masks-respirators/health-professionals.html#a2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covid19-industry/medical-devices/personal-protective-equipment/medical-masks-respirators/health-professionals.html#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