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부

N95, KN95 및 P100 마스크에 대한 오리건
OHSA 및 OHA 의 성명서
야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들께서는 산불 연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 사용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적절하게 선택, 착용 및 사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잘못된 안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술용 마스크, 반다나 및 기타 일반 마스크의 사용은 피하십시오. 이러한
마스크는 연기 흡입을 막는 효과가 없습니다.



연기 흡입을 일부 막을 수 있는 특수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는 사용
여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얼굴 주위에 보호 씰이 제대로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안전보건부는 올바른 호흡기 사용을 지원하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흡기 착용감을 반드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공기가 샌다는 것은 연기에 여전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염 때문에 마스크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IOSH’ 마크가 있고 ‘N95’ 또는 ‘P10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미립자
호흡기’를 선택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합니다.



N95 호흡기는 연기 중의 미세 분자는 차단하지만, 산불 연기에 섞여 있는
유해 가스는 차단하지 못합니다.



KN95 가 FDA 승인 목록에 포함되고 제대로 착용만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리건 OSHA 는 대기환경지수가 건강에 유해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 KN95 를 야외 작업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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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OSH 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호흡기를 사용하면 기술적인 규칙
위반에 대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리건 OSHA 는 현재
산불 연기 비상사태를 감안하여 이러한 우려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N95 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주 정부가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취약한 작업자들에게 즉시 배포할
수 있는 KN95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오리건 OSHA 홈페이지(http://osha.oregon.gov/)를
방문하십시오.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은 N95 또는 P100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및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호흡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유해 연기 입자를 거를 수 있는 호흡기 유형은 아동용 크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 접근성: 장애가 있으시거나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
OHA에서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844-882-7889, 711 TTY 또는
OHA.ADAModifications@dhsoha.state.or.us로 Mavel Morales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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