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8.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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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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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 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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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a Face Mask!
FACE MASK REGULATION :

What type of face mask is appropriate and when to use
Wearing a face mask is required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help protect yourself and others.

You must wear a face mask
in the following settings:
Indoors

Face masks must be worn anytime
in indoor public spaces.

Outdoors

Face masks must be worn regardless of distancing
rules when you are in crowded situations such as
rallies, concerts, and events.
Face masks must be worn when you cannot keep
a 2m distance from others.

Tips for wearing a face mask
How to wear
a face mask
properly

Types of
face mask
you can wear

It is important that your entire mouth and nose
is covered, with no gaps between your face and
the face mask

※ Not wearing a face mask and not completely covering your entire mouth
and nose ar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Respirator masks (KF94, KF80, etc.),
anti-droplet masks(KF-AD) or surgical masks

Fabric/cotton masks that cover your mouth and
nose, and disposable masks

※ Covering your face with a mesh-type mask, a valve-type mask, a scarf,
and other pieces of clothing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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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a Face Mask!
FACE MASK REGULATION :
Safety precautions
Wearing a face mask is required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help protect yourself and others.

If you fall into any of the cases below,
please take caution when wearing a face mask!
Infants and babies aged less than 24 months

※ Parents also need to keep on eyes on their children age
over 24 months who are wearing face mask, considering
diﬀerence of stage of development.

Those who have diﬃculty in breathing
in a face mask

※ If you have diﬃculty in breathing with a face mask on,
you must take it oﬀ immediately and take a rest in
an isolated place.

Those who cannot wear or take oﬀ a face mask
by themselves

Children age under 14 are exempted from ﬁn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Those who has diﬃculty
in breathing with masks on (due to a respiratory disease, etc.) may also be

exempted by submitting the medical certiﬁcate or a doctor's letter of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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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a Face Mask!
FACE MASK REGULATION :
penalty for refusal to wear
Wearing a face mask is required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help protect yourself and others.

How much is the ﬁne?
For violators

Those not wearing a face mask or not wearing it properly
will be subject to a maximum ﬁnes of up to KRW 100,000,
for each violation.
For managers and operators of facilities and places

Those who fail to fulﬁll the management duties of notifying
and providing COVID-19 preventative guidelines will be
subject to a maximum ﬁne of 3 million KRW.
*KRW 1.5 million for the first-time violators and KRW 3 million for the second-time violators

Note that local governments may apply
diﬀerent rules in imposing ﬁnes on places!
Check the administrative orders of your region

Local governments can add more facilities and places governed by their administrative
orders, depending on the COVID-19 situation

Visit the COVID-19 website (homepage) to check the administrative
orders of your region and the contact number.
COVID-19 Website (homepage)

ncov.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