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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세정제, 장갑 대란!!!

특집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

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폭주하는 수요에 대응할 만한 

생산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급박해지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가 비증상 상태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를 재검토하고 있다.

■ 어떤 마스크를 선택할 것인가?

마스크는 일반용(산업용, 황사 마스크 등)과 의료

용이 있다.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용은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힘들지만 치과용으로 만든 마스크나 면마

스크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미국 시중에서 구할 수 있

는 N95 마스크는 미세 먼지를 95%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이고 산업 현장이나 페인터들이 많이 사용한

다. 이와 동급으로 간주되는 제품이 한국의 KF-94, 

중국의 KN95이다. 한국이나 중국 제품은 일명 황사

마스크라 불러도 좋다. 

미국산 N95 대표적인 브랜드는 3M이고 제일 많이 

찾는 것은 8511과 8210 모델이며 Uline에도 N95 마

스크가 있다. 온라인에서 3M N95 8511은 10장에, 

3M N95 8210은 20장에 $80-$120에 거래되고 있

고 그 차이는 8511 모델에는 호흡이 용이한 숨구멍

이 따로 부착되어있다는 점이다.

한국산 KF-94 제품은 1장씩 낱개 포장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국산 KN95는 20장이 한 팩으

로, 혹은 낱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과 한

국산은 장당 $5-$6 선이다. 한국산은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미국 반입량이 제한적이고 중국산이 좀 

더 많이 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중국에서 들어

오는 DHL 등의 항공편 제한으로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형편이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구해 쓸 수 있는 치과용 수준의 

마스크는 50개들이 한 박스가 $40-$60 사이에 거

래되고 있다. 모두 비말(침 튀김)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 당국자는 N95가 아닌 일반 마스크

를 추천하고 있다.    

▶ 판매처: Hoover Supply(Whole Sale only), 마이코

백화점, Acudepot(W/S, Buena Park), 주영아울렛(플

러튼), Home Shopping(Buena Park)

■ 손세정제 Hand Sanitizer

이번 사태 이전에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손세정

제는 한국산은 거의 없었고 Costco에서 판매해온 

Germ-X는 2리터짜리가 불과 몇 달러 정도였다. 

Costco나 다른 유통업체에서의 판매분이 동나자 발 

빠른 한국 업체에서 한국산을 조금씩 들여오기 시

작했는데 대부분의 손세정제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정식으로 OTC/NDT 허가를 받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힘들고 일반 항공화물로 들여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위급 상황에

서 미국 세관이나 항공사도 손세정제 미국 반입에 

관대해진 느낌이 든다. Korean community에서 판

매되는 한국산 손세정제는 100-120cc짜리가 $5-

$11.99선이다. 

▶ 판매처: Home Shopping(Buena Park), 주영아울

렛(플러튼, 714-770-0017) 

■ 장갑 Glove

슈퍼에 들러 문고리를 잡는 것도 찜찜하고 주유소

에서 주유기를 잡는 것도 왠지 불안하다. 공용 화장

실 문도 문고리를 팔등으로 돌려 밀어 열게 되는 요

즘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장갑은 주

로 요리할 때 쓰는 얇은 vinyl glove, 요즘 마켓 근

로자들이 주로 쓰는 latex glove, 이보다 좀 더 질긴 

nitrile glove등이다. Seven-11에서 핫도그를 샀는데 

손으로 먹기가 찜찜하다면 요리용 얇은 장갑이 요

긴할 것이고 마켓에서 여러 물건을 판매하거나 stock

할 때는 latex glove가 적당하고 좀 더 강도 높은 일을 

한다면 nitrile glove가 적당하다. Latex glove나 nitrile 

glove에 powder가 묻어있다면 corn starch(전분)가 

묻어있는 것이라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온라인

에서는 Latex glove나 nitrile glove 100개 들이가 배

송비 포함 $19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발송 무게가 평

균 1.3 파운드임을 감안하면 발송비가 제품 값보다 

더 많이 든다. 도매가격은 $5-$6선이며 소매가격은 

$9-$10선이다.

▶ 판매처: Hoover Supply(323-415-8080 Whole 

Sale only), 마이코백화점

▲ 좌측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미국산 3M N95 8511,

3M N95 8210, 한국산 KF-94, 치과용 마스크

▲ Gem-X (좌측), 한국산 손세정제(오른쪽)

▲ 다양한 종류의 장갑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