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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예방: 마스크 

이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웹 형식으로 보시려면 ph.lacounty.gov/masks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본 안내 지침의 최신 내용은 ph.lacounty.gov/masks에서 확인하세요. 

LA 카운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일부 실내 공간 내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규정을 보시려면 마스크 착용 규정 및 권장사항을 참고하세요. 
 

요점 

• 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 효과를 받으려면 마스크의 밀착도가 좋고 여과 기능이 우수해야 합니다  

o 밀착도가 좋다는 것은 입과 코를 덮고 얼굴 양면과 코 주위에 밀착되는 것은 의미합니다. 

o 여과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마스크의 재질이 바이러스를 잘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재질로 
된 여러 겹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우수한 여과 효과가 있습니다. 

• 모든 마스크는 어느 수준의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얼굴에 밀착되는 호흡용 보호구(예: N95 및 
KN95)는 최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COVID-19 전파를 늦추는 이유 

감염자가 호흡할 때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과 미세입자를 내쉬면서 COVID-19가 
전파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비말과 입자를 들이 마시거나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닿으면서 전염됩니다. 

• 마스크는 호흡,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과 입자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잘 맞고 여과 효율이 우수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다른 사람이 퍼뜨린 
입자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호흡용 보호구(예: ‘N95, KN95 및 KF94’과 같은 특수 여과 기능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는 얼굴에 잘 맞고 여과 효율이 우수해서 다른 사람이 퍼뜨린 입자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호흡,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튀어 나오는 비말과 입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다른 사람도 보호합니다. 

 

마스크를 선택하는 중요한 단계 
COVID-19로부터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는 마스크 알아보기: 

• 최선의 보호를 받으려면 얼굴에 잘 맞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만약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은 이중 마스크 (의료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 또는 얼굴에 잘 맞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COVID-19에 우수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마스크 바로 알기 

최고의 효과 보통 우수함 최저 효과 

얼굴에 잘 맞는 다음 
호흡용 보호구 예시: 

• N95 
• KN95 
• KF94 

 

• 이중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천 마스크) 

• 의료용 마스크 – 코 

고정대 또는 매듭짓기 
및 접어 넣기 기술로 
얼굴에 맞음 

 

• 얼굴에 잘 맞고, 합성 
부직포 재질(예: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melt-blown 
polypropylene))로 된 
층 또는 필터가 포함된 
다겹 천 마스크 

• 의료용 마스크 - 
얼굴에 맞음 

• 필터 또는 합성 
부직포 재질이 아닌 
모든 천 마스크 

• 두건 
• 목 토시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RulesAndRecommendation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covid-sprea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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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효과를 제공하는 마스크 선택하기: 

1. 편안하게 잘 맞는 마스크. 코와 턱 그리고 얼굴 측면과 코 주위에 빈틈없이 편안하게 
맞는 것, 및 

2. 여과력이 우수한 것, 및 

3. 착용하기 편한 것 선택. 

CDC의 마스크 종류 및 호흡용 보호구 및 CDPH 마스크 기능 최대 활용하기 및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 조언 및 
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CDC의 전단지 마스크를 선택하는 중요한 단계를 확인하세요. 
ㄴ 

마스크의 종류 
 

호흡용 보호구 (예: N95, KN95, 및 KF94) 

호흡용 보호구는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내도록 설계된 특수 마스크입니다. 호흡용 
보호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N95 호흡용 보호구는 공기 매개 입자의 95% 이상을 여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회용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이 마스크는 FDA(의료용으로 판매되는 경우) 및 CDC 의 
NIOSH(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NIOSH 에 의해 규제되는 
호흡용 보호구의 목론은 NIOSH-승인 비말 여과 기능 안면 가리개 호흡용 보호구 
웹페이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Cal/OSHA는 N95를 착용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N95의 
올바른 모델, 스타일 및 크기에 맞게 '밀착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DA의 
N95 호흡용 보호구를 참고하십시오. 

• KN95 호흡용 보호구는 N95와 유사하지만 중국 표준에 맞춰 제조되었습니다. KN95는 NIOSH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귀고리가 있으며 오리 부리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KN95 의 60%가 가짜임에 유의하십시오. KN95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국립 개인보호 기술시험소에서 평가하고 최소 95% 이상의 '여과 효율성'을 갖춘 것을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 KF94 호흡용 보호구는 대한민국 표준에 맞춰 제조되었고 NIOSH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측면 
플랩이 있으며 N95/KN95에 비해 수평 직사각형의 "보트" 모양입니다. 주로 귀고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형과 얼굴 크기에 잘 맞습니다. 이 마스크는 최소 공기 중 비말의 94%를 여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얼굴에 잘 맞고 단단히 밀착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천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보다 보호력이 우수합니다. 
여과력이 우수하고 얼굴에 더욱 밀착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할 때 밀착도를 보고 제조사의 지침을 읽어 보십시오. 이 지침에는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보관, 세척 또는 적절한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호흡용 보호구의 효과를 높이려면 얼굴에 단단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크기, 스타일 및 모델을 
찾으세요. 

o 머리 뒤를 두르는 끈이 있는 호흡용 보호구는 귀고리가 있는 것보다 밀착력이 더 우수합니다. 

o 얼굴에 털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용 보호구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KN95 및 KF94 모두 ‘어린이’ 또는 ‘매우 작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o 여러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의 호흡용 보호구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력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만지고 조정할 필요가 없는 호흡용 보호구를 찾을 
때까지 여러 종류를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착용할 때마다 밀착도를 확인하십시오.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방법 및 벗는 방법 그리고 밀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NIOSH 지침을 참고하세요. 

• 호흡이 힘든 사람들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N95/KN95는 다른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지 마세요(예: 이중 마스크 금지).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types-of-masks.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et-the-Most-out-of-Masking.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Masks-for-Kids-Tips-and-Resources.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Masks-for-Kids-Tips-and-Resources.aspx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communication/print-resources/Important-Steps-to-Choosing-Mask.pdf
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default.html
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default.html
https://www.cdc.gov/niosh/docs/2018-129/pdfs/2018-129.pdf?id=10.26616/NIOSHPUB2018129
https://www.fda.gov/medical-devices/personal-protective-equipment-infection-control/n95-respirators-surgical-masks-and-face-masks#s3
https://www.fda.gov/medical-devices/personal-protective-equipment-infection-control/n95-respirators-surgical-masks-and-face-masks#s3
https://www.cdc.gov/niosh/npptl/respirators/testing/NonNIOSHresults.html
https://www.cdc.gov/niosh/docs/2010-133/pdfs/2010-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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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가짜) 호흡용 보호구는 보장된 보호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주세요. 정품 
호흡용 보호구에는 특정 마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해당 N95 마크 및 KN95 마크 참고. 

o 위조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의 경고 신호 및 위조 기준 또는 승인 표시 경고(유용한 사진 
포함)에 대한 NIOSH의 조언. 

o CDC의 다른 국가에서 호흡용 보호구의 구매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자세한 정보는 CDC의 호흡용 보호구를 참고하세요. 
 

의료용 마스크 
수술용, 의료 시술용, 일회용 마스크 또는 치과용 마스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헐렁한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됩니다. 

• 보통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부직포 또는 스펀 바운드 천과 멜트블로운 천으로 된 최소 
3겹으로 제작되었고, 코에 철사가 있는 마스크를 찾으세요. 

• 의료용 마스크의 착용감은 귀고리로 매듭짓기 및 안으로 접어 넣기(동영상 참고) 
또는 마스크 고정대를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스크를 천 마스크 함께 겹쳐 착용하여 의료용 마스크의 착용감 및 여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중 마스크 참고). 

• 의료용 마스크는 체액에 저항력이 강해야 합니다. 

o 요령: 물방울을 마스크 앞면에 떨어뜨려 마스크를 검사하십시오. 마스크는 물을 흡수해서는 
안됩니다. 표면에 물방울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보관, 청소 또는 적절한 폐기 방법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마스크가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 착용하지 마세요. 

 

참고: 일부 일회용 마스크는 특정 표준에 맞게 설계되었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2100 또는 F3502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여과 효율이 95% 이상입니다. 공인된 
제 3자의 실험실에서 검사를 통과한 마스크를 찾으세요. 

 

천 마스크 

천 마스크(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라고도 함)는 얼굴에 잘 맞고, 작은 입자도 걸러내는 재질로 
제작된 경우 보호 효과가 좋습니다. 추가 보호를 위해 의료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이중 마스크 착용 참고). 

• 효과가 우수한 천 마스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최소 3 겹인 마스크. 두 겹은 촘촘하게 짜인 면으로 그리고 세 번째 겹은 
부직포로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겹은 마스크 필터 삽입물 또는 멜트브라운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합성 직물일 수 있습니다. 

o 코와 마스크 사이에 틈새를 줄이기 위한 코 와이어가 있는 마스크. 

o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새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감싸는 조절 가능한 귀고리 또는 끈이 있는 
마스크. 

•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 고 위험 상황에서 이런 기능이 없는 천 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가 적은 안면 가리개의 예로는 이중 면 마스크, 반다나 및 목토시가 있습니다. 

• 천 마스크는 세탁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스크의 관리 지침을 읽으십시오. 일부 천 마스크는 
세탁기로 세척 및 건조하면 보호 효과가 떨어집니다. 

 
참고: 일부 천("재사용 가능") 마스크는 일관된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고 및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는 천("재사용 가능") 마스크를 포함한 여과 기능의 안면 가리개에 
대한 표준 규격(ASTM F3502)을 만들었습니다. 입자 여과에 대해 ASTM F3502-2 단계로 평가된 마스크는 
1 단계보다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여과 효율이 95% 이상입니다. 
ASTM 등급이 아닌 천 마스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공인된 제 3자 실험실에서 검사를 통과한 마스크를 
찾으십시오. 일부 산업용 안면 마스크의 등급은 CDC 웹사이트 여과 기능 안면 가리개 및 직장 성능/우수 성능 
마스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https://www.cdc.gov/niosh/npptl/respirators/testing/NonNIOSHresults.html
https://www.cdc.gov/niosh/npptl/images/infographics/N95-Infographic-Mask-Labeling.jp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ppe-strategy/international-respirator-purchase.html
https://www.cdc.gov/niosh/npptl/usernotices/AdditionalTips.html
https://www.cdc.gov/niosh/npptl/usernotices/counterfeitResp.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ppe-strategy/international-respirator-purchas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types-of-masks.html#respirators
https://www.youtube.com/watch?v=GzTAZDsNBe0
https://wwwn.cdc.gov/PPEInfo/RG/FaceCoverings
https://wwwn.cdc.gov/PPEInfo/RG/FaceCov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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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착용감 및 여과 효과를 개선하는 방법 

• 얼굴에 잘 맞는 더 작은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마스크 착용 고정대 또는 조이개를 착용- 천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 
위에 착용하면 양옆 가장 자리의 틈 사이로 공기 누출을 줄여줍니다. 

•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스크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귀고리에 매듭을 지어 
묶고 불필요한 부분을 접어서 가장자리 안쪽으로 넣으십시오. 매듭짓기 
및 접어넣기 동영상 참고.  

• 어린이의 경우 얼굴에 잘 맞는 작은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수염과 같이 특정 얼굴 부위의 털로 인해 마스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염이 있는 사람은 수염을 다듬을 수 있고 마스크 조이개/고정대 또는 이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맞는지 확인하는 요령 

• 마스크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손으로 감싸서 틈새를 확인하고 공기 누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눈 
근처나 마스크 옆쪽에서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마스크가 잘 맞으면 마스크 전면을 통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호흡할 때마다 
마스크 소재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마스크를 조정해야 한다면, 마스크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종류와 크기가 
서로 다른 마스크의 착용을 고려하십시오. 
 

마스크 2개 착용 또는’이중 마스크 착용’ 

’이중 마스크 착용’은 의료용 마스크 위에 얼굴에 잘 맞는 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용 마스크의 착용감이 좋아지고, 보호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중요 참고사항: 

• 의료용 마스크를 두 개 겹쳐 쓰면 너무 헐거워지므로 이중 마스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와 호흡용 보호구를 함께 쓰면 착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하지 마십시오. 

• 이중 마스크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마스크의 착용감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시야에 방해 받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CDC의 마스크의 보호 효과 개선 방법 및 2021년, 성능을 개선하고 SARS-CoV-2 전파 및 노출을 줄이기 
위해 천 마스크 및 의료 시술 마스크의 밀착도 강화 방법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 사람 

다음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만 2세 미만의 어린이. 만 2세부터 만 8세까지의 대부분의 어린이는 성인의 감독 하에서만 마스크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의식이 없거나, 무력한 사람, 또는 도움 없이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마스크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없는 사람. 

• 마스크 착용이 직장 보건, 안전 또는 직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의 근로나.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정이나 직장 안전 지침에 따라 지정된 상황.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 직업 상 다른 사람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면 턱 아래에 꼭 맞는 형태(안면 보호대 참조)의 천이 부착된 
얼굴 보호대와 같이 제약을 받지 않는 대안적인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https://youtu.be/UANi8Cc71A0
https://youtu.be/UANi8Cc71A0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effective-masks.html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07e1.htm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07e1.ht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about-face-cover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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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저질환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산소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나 귀하가 돌보는 사람이 기저 질환이 있고 마스크 착용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마스크 착용의 이점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 고려사항 

다음 사용자와 함께 있을 때 투명 플라스틱 패널이 있는 투명 마스크 또는 천 마스크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 

• 읽기를 배우는 어린이 또는 학생. 

•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 

• 장애가 있는 사람. 

• 올바른 모음을 내는 입모양을 제대로 봐야 하는 사람 
 

FDA 가 승인한 투명하거나 투명한 패널이 있는 투명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유형을 
사용하면 호흡이 쉽게 하고 과도한 수분이 마스크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C의 마스크 특별 
고려 사항 부분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 

CDC 및 CA 주 마스크 안내 지침 웹사이트 

• CDC 마스크 종류와 호흡용 보고구 
• CDC 마스크 관리 및 사용 
• CDPH 마스크 효과 최대로 활용하기 
• CDC/NIOSH 호흡기 보호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호흡용 보고구에 대한 정보) 

자료 
• CDC/NIOSH 보호 안면 가리개 및 직장 성과/성능 개선 마스크 
• CDC 의료용 마스크 착용감 개선을 위한 동영상 안내 (매듭짓고 집어넣기 기술)보기 
• CDC/NIOSH-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벗기 (PDF) 
• CDC/NIOSH-사용자 밀착도 검사하기 (PDF) 
• CDC/NIOSH-밀착도 검사하기 (PDF) 
• CDC 연구 - SARS -CoV-2 감염 및 노출을 줄이기 위한 천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 착용 밀착도 최대화하기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about-face-coverings.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et-the-Most-out-of-Masking.aspx
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respsource.html
https://wwwn.cdc.gov/PPEInfo/RG/FaceCoverings
https://www.youtube.com/watch?v=GzTAZDsNBe0%20
https://www.cdc.gov/niosh/docs/2010-133/pdfs/2010-133.pdf
https://www.cdc.gov/niosh/docs/2018-130/pdfs/2018-130.pdf
https://www.cdc.gov/niosh/docs/2018-129/pdfs/2018-129.pdf
https://www.cdc.gov/mmwr/volumes/70/wr/mm7007e1.htm?s_cid=mm7007e1_w

	요점
	마스크 착용이 COVID-19 전파를 늦추는 이유
	마스크를 선택하는 중요한 단계
	COVID-19로부터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는 마스크 알아보기:
	마스크의 종류
	마스크의 착용감 및 여과 효과를 개선하는 방법
	CDC의 마스크의 보호 효과 개선 방법 및 2021년, 성능을 개선하고 SARS-CoV-2 전파 및 노출을 줄이기 위해 천 마스크 및 의료 시술 마스크의 밀착도 강화 방법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 사람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 고려사항
	자세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