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얼굴 가리개 사용법 - ACS 지침 

(2020년 4월 19일)  

목적 

코로나 19 전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코로나 19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는 

자료에 따라 CDC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소아를 포함해 누구나 천 소재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발효된 Andrew Cuomo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2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천 소재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여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ACS 지침  

유아는 관리가 어려워 예외로 하고, 2세 이상 아동은 모두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 안에 있을 때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아동 주변에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식품점과 약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얼굴 가리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천 소재 얼굴 가리개는 코로나 19가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예외 

2세 미만 유아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할 수 없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연령대 불문) 또는 중증 천식 발작이 있거나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아동, 도움이 없이는 얼굴 가리개를 벗을 수 없는 아동도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bout:blank
about:blank


얼굴 가리개 관련 일반 사항 

1. 마스크, 천 가리개를 비롯한 얼굴 가리개는 젖거나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한, 다시 

사용해도 됩니다. 

2. 천 마스크는 매일 세탁하여 건조해야 합니다. 오염된 경우에도 세탁하십시오. 

3. 얼굴 가리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쓰거나 귀걸이나 매듭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남기십시오. 

4. 얼굴 가리개는 건조한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를 쓰는 방법  

1. 아동을 보육하는 성인은 아동의 착용을 도와줘야 합니다. 

2. 얼굴 가리개를 만지기 전에는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을 씻으십시오.  

3. 얼굴 가리개의 양쪽에 드러나게 찢어진 자리나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성인은 아동의 마스크에 찢어진 자리나 구멍이 없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4. 얼굴 가리개의 앞 뒷면을 구분하여 항상 같은 쪽이 얼굴에 접촉하도록 

사용하십시오.  

5. 사용하고 있는 얼굴 가리개의 유형에 따라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앞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귀걸이가 있는 얼굴 가리개: 가리개 대신 귀걸이를 잡습니다. 각 귀에 귀걸이를 

걸어줍니다. 

 매듭형 얼굴 가리개: 코 높이로 얼굴 가리개를 가져온 뒤, 매듭이 뒤통수에 

오도록 리본을 묶어 고정합니다. 아래쪽 매듭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목 뒤쪽에 

리본을 묶어 고정합니다. 

 반다나 또는 스카프. 반다나를 삼각형으로 접으십시오. 삼각형의 아랫부분을 

콧날 위에 얹고, 윗부분은 턱을 향하게 합니다. 목 뒤쪽에 반다나를 고정합니다.  

6. 얼굴 가리개의 아랫면을 당겨 입과 턱을 가리십시오.  

 



 

 

얼굴 가리개를 벗는 방법 

1. 아동을 보육하는 성인은 아동이 가리개를 벗을 때 도와줘야 합니다. 

2. 얼굴 가리개를 만지기 전에는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을 씻으십시오. 얼굴 

가리개의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귀걸이/매듭/밴드만 만지십시오.  

 귀걸이가 있는 얼굴 가리개: 귀걸이 양쪽을 잡고 부드럽게 들어 가리개를 

벗습니다.  

 매듭형 얼굴 가리개: 아래쪽 매듭을 푼 다음, 위쪽 매듭을 풀어 매듭이 

헐거워지면 몸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반다나: 목 뒤의 매듭을 푼 다음, 앞면끼리 마주 보도록 접으십시오.  

3. 얼굴 가리개의 앞쪽 모서리가 겹치게 접으면 됩니다. 얼굴 가리개를 보관함에 

보관하십시오. (보관함에는 가리개를 하나만 보관해야 합니다.)  

4.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을 씻으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얼굴 가리개를 즉시 벗겨야 하는 경우 

아동이 숨 막혀 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구토, 숨 가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성인이 즉시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벗기고 도와주거나 911에 신고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을 때에는 성인이 활동 감소, 떨림, 

질식, 눈 굴림, 얼굴색의 변화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이 힘들어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