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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뚝딱, 바느질 없이 마스크 만들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대란에 지친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 SNS 등
을 통해 마스크 제작 방법, 도안 등을 활발히 공유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손수 만든 마스크는 고성능
의 방역용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만 비말 접촉을 현저히 줄여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
라며“특히 마스크 필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손수 만
든 마스크에 마스크 필터를 넣어 사용하면 시중에
서 판매되고 있는 방역용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 질병 통제예방센터(CDC)도“가정용품으로 만
든 천 마스크 또는 집에서 일반적인 재료로 저렴하
게 제작한 천 마스크는 자발적인 추가 공중보건 조
치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이행
하기 어려운 공공장소(식료품점, 약국 등), 특히 지역
사회 기반 전파가 상당히 일어나는 장소에서 천 마
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CDC는 다음과 같이 천 마스크를 착용 방법도 안
내했다.
▶ 얼굴 측면에 편안하게 딱 맞아야 한다.
▶ 끈으로 묶거나 귀에 걸 수 있어야 한다.
▶ 여러 겹의 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호흡곤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손상이나 형태 변경 없이 세탁 및 기계 건조가 가
능해야 한다.
■ 바느질이 필요 없는 마스크 만들기
▶ 티셔츠로 마스크 만들기
ㆍ준비물: 입지 않는 티셔츠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
옷핀, 가위, 깨끗한 종이타월 또는 부직포
ㆍ만드는 방법:
1. 겨드랑이 아래를 기준점으로, 티셔츠 아랫부분
을 잘라낸다.

2. 목둘레를 잘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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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 소매를 반원형으로 자른다.
4. 오른쪽도 같은 모양으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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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머리 뒤에서 천을 묶어 마스크를 고정한다. 종이
타월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핀을 꽂은 쪽이 아래로
내려가게 착용한다. 재사용 시, 종이타월은 빼서 버
리고 마스크를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완전히
건조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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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건으로 마스크 만들기
ㆍ준비물: 손수건, 고무줄 2개, 깨끗한 종이타월 또
는 부직포
ㆍ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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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둘레를 잘라낸 부근에 옷핀을 꽂아, 천 두 장
을 서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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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 사이에 깨끗한 종이타월 또는 부직포를 끼
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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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수건을 펼치고, 종이타월을 반으로 접어 중간
쯤에 올린다.
2. 손수건을 위, 아래에서 각각 한 번씩 접는다.
3. 가운데에서 겹치지도록 위, 아래를 한 번씩 더
접는다.
4. 손수건 양쪽 끝에 머리고무줄을 하나씩 끼운다.
5. 고무줄을 기준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남는 자
락을 가운데로 접는다. 한 자락을 반대편 속에 밀어
넣어서 마무리한다.
6. 고무줄을 귀에 걸어서 착용한다. 티셔츠 마스크
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뒤에는 종이타월을 빼고 끓
는 물에 삶아서 세탁, 건조 후 재사용한다.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