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FICIAL 

중요: 모든 소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닳아서 얇아졌거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라벨 태그를 보고 소재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소재의 치수는 평균 성인에게 대략 맞춘 크기입니다.   

 

천 마스크 만드는 법 

Design and preparation of cloth mask - Korean 

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구성 수량과 치수 소재 소재의 예 

겉감 1 개, 25 cm x 25 cm 
방수 원단 

(폴리에스터/폴리프로필렌) 

• 의류 

•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쇼핑백  

• 운동복 (빠른 건조 소재) 

중간 부분 1 개, 25 cm x 25 cm 
혼방원단 (면 폴리에스터 

혼방/ 폴리프로필렌) 

• 의류의 

• 안감, 혹은 

•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쇼핑백 

안감 1 개, 25 cm x 25 cm 흡수성이 좋은 원단 (면) • 의류 

귀걸이 2 개, 각 20 cm 고무줄이나 끈, 헝겊 끈  
• 티셔츠 

• 신발 끈 

 

  

 

만드는 순서 

A. 각 원단을 25 cm × 25 c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세 장 자른다.  

 

이것이 겉감, 중간 부분, 안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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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접을 남기기 위해 상단과 

하단을 1 cm 폭으로접고 꿰맨다. 

(빨간 점선 참조) 

 

 
 

C. 양옆으로 시접을 남기기 위해 1.5 

cm 폭으로 접고 꿰맨다. (빨간 

점선 참조) 

 

 
 

D. 양옆의 더 넓은 시접을 통해서 20 

cm 길이의 고무줄, 줄 또는 헝겊 

끈을 끼워 넣는다.    

 

안전핀이나 큰 바늘을 사용하여 

끈을 끼워넣는다. 

 

 
 

E. 끈의 양 끝을 단단히 묶거나 함께 

꿰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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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마스크가 얼굴에 잘 맞도록 

주의해서 쓴다. 

 

마스크를 쓸 때는 손이 겉감에 

닿지 않도록 한다. 

 

 

 

G. 마스크가 더 잘 맞도록, 나일론 

스타킹을 마스크 위에 덮은 후 

머리 뒤로 묶을 수 있다.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corona virus and how to stay safe visit  
DHHS.vic –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ttps://www.dhhs.vic.gov.au/coronavirus> 

If you need an interpreter, call TIS National on 131 450 

For information in other languages, scan the QR code or visit  
DHHS.vic –Translated resources - coronavirus (COVID-19) 
<https://www.dhhs.vic.gov.au/translated-resources-coronavirus-disease-
covid-19> 

 

For any questions 

Coronavirus hotline 1800 675 398 (24 hours) 

Please keep Triple Zero (000) for emergencies only 

 

To receive this document in another format email Public Health branch 
<public.health@dhhs.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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