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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얼굴용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과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유용합니다. 그러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군중 

● 많은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집 

● 버스나 전철 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퀸즐랜드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입원할 때 

● 제한 지역에 있는 노인 양로 거주 시설을 방문할 때 

● 제한 지역에 있는 장애인 거주 서비스 시설에 방문할 때 

● 의사나 간호사가 여러분에 착용하라고 할 때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때 

 

손을 자주 씻고 다른 사람과 크게 두걸음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포옹이나 키스 
그리고 악수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2. 마스크의 끈이나 고리 부분을 잡고, 머리전체에 마스크를 끈으로 묶거나 마스크의 고리를 이용에 귀에 
겁니다.  

3. 마스크가 입과 코를 완전히 덮는지 확인합니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코편을 코 주위에 눌러 밀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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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면서 눈, 코, 입 또는 마스크의 전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마스크 사용을 마쳤다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밀폐된 봉지에 넣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린 후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추천하는 얼굴 마스크 또는 기타 안면 가리개의 종류 

가장 좋은 안면 마스크는 수술용 일회용 마스크이며 약국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종이 또는 천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최소 3겹으로 된 천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두건이나 스카프로 코와 입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천 마스크 만들기 

나만의 천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용 마스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싶다면 Australian 

Government’s helpful resource (호주 정부 제공 유용 자료, PDF)를 이용하십시오. 

재사용 가능한 얼굴용 천 마스크 세탁하기 

천 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는 매번 세탁해야 합니다.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기에서 세탁도 가능하며, 천에 걸맞은 적절한 온도의 물과 비누로 손세탁할 수도 
있습니다. 천 마스크를 재사용하기 전에 의류 건조기로 건조하거나 (빨래줄에서) 자연건조시킵니다. 

사용한 마스크를 만진 후에는 물과 비누로 또는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얼굴용 마스크를 갈아야 하나요? 

수술용 마스크를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천 마스크는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개의 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깨끗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을 하거나 집에서 먼 곳을 방문할 때, 다른 사람과 1.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오전에 직장에 나가면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집으로 퇴근할 때 오전에 썼던 그 마스크를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용한 수술용 마스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용한 천 마스크는 세탁하기 전까지 비닐 봉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세탁을 하지 않고 천 마스크를 재사용할 경우 마지막 착용한 이후에 이 천 마스크가 오염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나 본인 자신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마다 깨끗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스크를 비닐 봉지나 종이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7/coronavirus-covid-19-how-to-make-a-cloth-mask.pdf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7/coronavirus-covid-19-how-to-make-a-cloth-mas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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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3 25 84 (13HEALTH)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정신건강 도움의 전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걱정되고, 무섭고 또는 우울한 경우, 1300 64 22 55 (1300 MH CALL)번으로 
전화하거나 퀸즐랜드 다문화 정신건강센터(월-금, 8:30am – 4:30pm) 1800 188 18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