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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

려 있는 여름방학, 더운 날씨와 

함께 밖에 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시도해보면 좋을 만한 명화 

DIY. 완성 후 집안에 거치해 두기

에도 매우 좋다. 뿌듯함은 덤.

유화(油画; Oil Painting)란?

유화(유채화)는 서양미술의 대

표적인 형태 중 하나로, 기름으로 

갠 물감(안료)을 사용해서 그리

는 서양화의 한 기법이다. 중세시

대에 들어서는 교회의 장식 그림

을 그리는데 유화가 주로 사용됐

다. 16세기 르네상스로 접어들며 

서양미술의 가장 중요한 그림 형

식중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우리

가 흔히 유명한 화가로서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얀 반 에이크 등의 인상주의 화가

들 작품 대부분 유화를 사용해서 

그려진 작품이다.

재료 준비

‘재료 준비’라고 써놓으니 막상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그

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온라인 쇼

핑몰 (타오바오, 티몰, 징동 등)에

서 ‘DIY数字油彩画(DIY 숫자 유채

화)’를 검색한 후 원하는 그림을 찾

아 구매하기만 하면 된다. 크기에 

따라 20~100위안까지 다양하다. 

붓, 물감, 캔버스는 물론 선택에 따

라 액자나 이젤도 함께 배송된다.

채색 하기

구매 배송이 완료됐다면, 이제

는 채색을 시작할 차례다. 처음 밑

그림이나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려져서 오기 때문에 연필

이나 펜은 필요 없다. 처음 흰 캔버

스 위에 나눠진 세밀한 부분 부분

마다 숫자가 써있는데, 이 숫자가 

그 칸에 칠해야 할 색을 표시한다. 

따라서, 같이 배송된 재료 중 작은 

플라스틱 통(유채 물감) 위에 쓰여

져 있는 숫자와 대조해서 채색을 

시작하면 된다.

완성

완성된 그림을 윤택이 나고 오

랫동안 보관하려고 싶다면, 동봉

된 코팅 물감을 사용해 완성된 그

림이 다 마른 후 그 위에 덧칠해 주

면 된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하다

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화

의 특성상 해주는 것이 예쁘게 오

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림을 집에 장식해두고 싶으면 같

이 배송된 벽걸이 용품을 사용해 

벽에 걸 수 있다. 액자와 함께 지인

에게 선물하기도 안성맞춤.

(사진: 네이버 블로그 ‘나의 우주’)

학생기자 유영준(상해중학 11)

이번 여름방학은 많은 학생에게 

다소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하늘

길이 막혀 여행이 어려워졌고, 간

단한 야외 활동도 아직은 부담되

는 시기이기에, 대부분 시간을 집

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다. 이런 특별한 시기를 기회로 집

에서도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수어’ 

배우기를 소개한다. 

수어란?

농인과 청각 장애인은 청각에 

장애로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

이 있어 언어 장애인이 된 사람들

을 이르는 말이다. 물론, 모든 청각 

장애인이 수어를 쓰는 것은 아니

다. 청각 손상에 따라 보청기를 사

용하거나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

는 구화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청각 손상이 심하면 보청

기 및 구화로도 소통이 어려운 경

우도 있다. 이때, 이들은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전달 방법

인 수어를 사용한다. 수어 또한 언

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수어 역시 나라, 지역

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최근 화제 

되는 ‘덕분에 챌린지’ 및 ‘슬기로운 

의사 생활’과 같이 다수의 유명 드

라마에도 사용돼 대중들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수어(手語)? 수화(手話)?

‘수화’와 ‘수어’라는 단어의 의미

는 이미 알고 있지만, 무엇이 맞는 

명칭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2016년 ‘한국 수화제정법’이 

제정될 때 이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수화’라는 단어는 

대중에게 더 익숙한 반면, 언어적

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수어’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

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수어’라

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올바른 명칭은 ‘수어’이다.

인터넷으로 수어 배우기

수어를 배우는 방법 중 직접 농

인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며 기초부

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가장 빠

르고 효과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농인을 실생활에서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을 활용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국 수어 

사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고 싶

은 수어를 검색하면 수형자료와 

설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속도에 맟춰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자료도 있어 빠르게 원하는 수어

를 배울 수 있다. 또 최근 수어의 

대중화를 위해 ‘손사탕 쉽게 배우

는 수화’, ‘수화통역사조상욱’과 같

이 수어 통역사 및 청인, 농인이 운

영하는 수어 교육채널들이 유튜브

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유튜브 채

널 ‘하이루비 HiRuby’에서 소개하

는 친숙한 수어로 통역된 가요를 

익히는 것도 수어를 빨리 익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 친숙한 유

튜브로 조금씩 배워나간다면 재미

있게 수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간단한 수어 알아보기

수어 동작을 자주 볼 수는 있지

만, 실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알

아두면 유용한 간단한 인사말 수

어를 배워보자. 

•안녕하세요

청인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하는 

듯이, 수어에도 인사말이 있다. 오

른 손바닥으로 주먹을 쥔 왼팔을 

쓸어 내린 다음, 두 주먹을 쥐고 바

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

에서 아래로 내리면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 완성된다.

•반갑습니다

두 주먹 

각각 1번째, 

5번째 손가

락을 펴서 

끝을 맞대

게 입 양쪽

에 대고 옆으로 약간 벌리며 올린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손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상하로 엇갈리

게 두 번 움직이면 ‘반갑습니다’라

는 뜻이다.

•고마워/감사합니다

손을 모

아 끝이 밖

으로 향하

게 펴서 세

우고, 오른

손 4개의 손가락 옆면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손등에 두 번 

대면 ‘고마워’ 또는 ‘감사합니다’의 

수어 표현이다.

학생기자 이현제(진재중학 10)

명화 그리기 ‘명화 DIY’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수어’ 독학하기

슬기로운 방학 생활 ① 슬기로운 방학 생활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