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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에 마스크 지원 … 폼페이오 “한국의 기부에 감사”

한국 정부가 미국에 마스크를 지원했다.

지난 11일 외교부는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

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KF94 마스크 200

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

는 미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에 도착해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필요한 현

장에 지원됐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

를 통해 "미국 FEMA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해 준 한국과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을 위해 별도로 KF94 마스크 50만 장

을 지원했다. 12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 도착한 이 마스크는 6·25전쟁 당시 

미군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국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서 "육군 

베테랑으로서, 동료들이 서로 돕는 것을 보

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며 "미국은 한국

의 다정한 기부와 관대함에 감사를 보낸다"

고 말했다.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은 "미국 참전용사

들을 위한 한국의 선물에 깊이 감사한다."며 " 

기증받은 마스크를 미 전역 참전용사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산 정품 일월 마스크 
5월 스페셜 할인 판매 … 홀세일, 업소, 교회, 단체 등 대량 주문 환영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

는 가운데, 한국산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받고 있어 각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주문

이 폭주하고 있다. 

100% 한국산 일월 마스크를 미주 내에서 판매하고 있

는 스티브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산 마스크 가운데에도 

전기온열매트의 선두기업인 (주)일월의 Hygienic 마스

크는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1

개씩 낱개 포장으로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4중 필터

구조, 와이어 코지지대로 착력을 높인 인체 공학적 입

체형 구조, 계절감 활동감 편리함을 갖췄고 스판 귀걸이

로 착용감 또한 편한 일월 마스크는 100% 한국 생산으

로 더욱 믿을 만하다.

박 대표는“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미주 내에 

중국산 불량 마스크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

의를 요한다.”며“제품을 구매하기 전 제조사가 믿을 만

한 회사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쉽

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제

품의 평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유통되는 가격 또한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다.

박 대표는“찾아보면 알겠지만 일월 마스크는 한국은 

물론 미주 내에서도 품질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모두 인

정받고 있다.”며“좋은 제품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많

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

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월 마스크는 5월 스페셜로 홀세일 업체, 단체, 

교회 등에서 대량 구매 시 특별가로 개당 $1.50에 판매

하고 있다. 개인 구매도 가능한데, 100매 이상 구입 시 

개당 $2.00에 판매하고 있으며(100매 이상 구입 시 배

송료 무료), 100매 이하일 경우 개당 $3.00에 판매한다.

▶ 문의 전화: (301) 310-5699

                       (213) 266-2776

                       (301) 377-2992

▶ E-Mail: usacerasys@gmail.com 

▲ 한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해 지원한 마스크 50만 장이 공군

   수송기에 실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