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수화법
글/사진 편집부

안전한 잠수를 위해서 수중에서 다이버간의 원활한 교신이 필수적
이다. 수중에서 서로 착오적인 교신을 하는 것은 생과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다이빙 교육에서 필요한 몇 가지 수화법을 교육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수중에서 처한 상황의 내용을 다 표현할 수가 없
다. 그래서 본고에서 좀 더 확대한 수화법을 총 6회에 걸쳐 소개하
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수화법을 최대한 많이 익히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고 재미있는 다이빙이 되었으면 한다.

다이버 수화법

1

CONTENTS
3

생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

9

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21

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28

위치에 관한 수화

33

방향,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37

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2

생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

도와달라/도와주라(HELO)

질식(CHOKING)

넙적손이 물체손을 밀어 올린다. 수면위로 무엇

손으로 목을 잡는다

을 밀어 올리는 형상임.

경련이 남(CRAMP)

공기없음(AIR OUT)

넙적손을 갈고리발톱손으로 만든다. 근육이 뻣

인지를 급하게 목 앞에서 가로질한다.

뻣해졌다는 형상이다. 이 손짓을 다리 위 또는
위장 기타 필요한 부위에 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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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AIR)

레귤레이터 또는 짝호흡
(REGULATOR, BUDDY BREATH)

입 앞에 갈고리발톱손을 덴다.

인지를 레귤레이터에 대면 레귤레이터란 물체를
뜻하며 공기없음 사인 다음이 이 손짓을 하면
짝호흡이 된다.

호흡(BREATH)

불다, 숨을 내쉬다(BLOW)

가슴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모양으로 넙적손을

물체손의 손가락을 입 앞에서 앞으로 편다.

반복해서 가슴에 붙였다 뗀다 한다.

겁난다(SCARED)
두 물체손의 손가락을 가슴 중앙으로 편다. 신경의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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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SAFE)

위험, 경고, 문제발생, 독에 쏘임
(DANGER, WARNING, TROUBLE, POISON)

구속상태에서 풀렸다는 형상으로 주먹손의 팔
을 밖으로 벌린다.

주먹손을 턱 아래에 X자로 놓는다. 자신을 방
어하는 형상이기도 하고 해골 마크 형상이기도
하다.

공포증(PANIC)

정지(STOP

인지를 귀에 대고 회전시킨다. 머리가 돌았다고

태권도의 격파운동처럼 넙적손을 넙적손 손바닥

표현할 때와 같다.

에 때리듯이 내려치다가 정지시킨다.

생각(THINK)
인지를 이마에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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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UNDERSTAND)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HOLD POSITION, WAIT)

인지를 이마를 구부렸다 튀기듯이 편다. 전기불
이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넙적손을 물체손으로 만든다.

분명하다, 필요하다, 반드시, 예스
(DEFINITE, NEED, MUST, YES)

느낀다(FEEL)
중지를 가슴에 댄 채 돌린다. 심장을 찌르는 것

물체손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아래로 내린다. 고

처럼.

개를 확실하게 끄덕거리는 형상.

멀미가 난다(SICK)
이마와 배에 인지를 갖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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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너스 압력(SINUS PRESSURE)

귀 이퀄라이징이 안됨(EAR NOT CLEAR)

인지를 코의 상부에 댄다.

인지로 귀를 가리킨다.

통증, 다침, 아픔(PAIN, HURT, ACHE)

몸(BODY)

두 인지를 손가락질 손으로 만드어 마주보게 하

두 넙적손을 상체에 댄다. 몸의 어느 특정부위를

고 비튼다. 송곳으로 물체를 뚫는 것처럼.

말할 때는 그 부분을 손가락질 한다.

힘이 없다, 피곤하다(WEAK, TIRED)

휴식(REST)

갈고리발톱손을 다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갈고

두 팔을 가슴에 X자로 올려 놓는다. 몸이 쉬고

리발톱손의 손가락들을 맥없이 하여 흔든다. 힘이

있는 모습.

없을 때 무릎이 구부러져 비틀거리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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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HOT)

춥다(COLD)

손등으로 이마를 쓴다. 이마의 땀을 닦는 것처럼.

두 물체손을 떤다.

오케이, 좋다, 맞다
(OKAY, GOOD, CORRECT)

조심하라(CAREFUL)
두 손가락을 벌려 내민 두 손을 아래 위로 얹어
놓고 한꺼번에 회전시킨다. 두 눈이 사방을 살피
는 형상.

틀렸다, 나쁘다, 하지마라, 노
(WRONG, BAD, DON'T, NO)

당신(YOU)
다른 다이버를 손가락질 한다.

머리를 노라는 뜻으로 옆으로 흔든다.

나(ME)

33 우리(US)

나 자신을 손가락질 한다.

다른 다이버를 손가락질 한 다음에 자신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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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LOOK-LIKE SIGNS)

다이버 또는 짝(DIVER, BUDDY)

보트(BOAT)

두 손가락을 다이버가 핀킥하는 모양으로 흉내

두 손으로 컵을 만들어 물위에 떠가는 배처럼 앞으

내면서 손을 몸 앞에서 가로로 끈다. 짝을 표현

로 내민다.

할 때는 양 손을 다 써서 두명의 다이버가 함께
핀킥하는 모양을 나타내 보인다.

앵커(ANCHOR)

라인 또는 로프(LINE, ROPE)

인지를 서로 건다.

두 인지를 서로 맞대었다가 밖으로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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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HOOK)

스트랩(STRAP)

인지를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아래로 당긴다.

오무린 손으로 멜방을 훑어내리듯이 어깨에서

필요한 곳에 대고 표현할 수 있다.

허리 쪽으로 내린다.

마스크(MASK)

오리발(FIN

손을 오무려 수경의 모양을 그린다.

오리발 차기 모양으로 펼친손을 아래 위로 젖는
다. 팔은 움직이지 않는다.

탱크(TANK)
오무린 두 손을 탱크의 모양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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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HOSE)

부력조절구(BUOYANCY COMPENSATOR)

호스를 가르킨다.

가슴 중앙에서 BC를 잡았다가 손을 밖으로 띠
면서 벌린다. BC에 공기가 들어가는 모양.

장갑(GLOVE)

잠수복(SUIT)
펼친손을 잠수복 위에 놓고 가슴에서 허리까지

장갑 끼우듯이 구부린 손을 다른 손 위로 훑어

훑어 내린다.

내린다.

장비 또는 연장(EQUIPMENT, TOOLS)
물체손(object hand)을 몸에서 옆으로 벌리면서 공 튀
듯이 한다. 장비를 들어 나를 때 바운스되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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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FLASHLIGHT)

카메라, 사진(PICTURE)

물체손의 손가락을 튀기듯 벌린다. 전지의 광선

카메라를 든 손 모양을 하고 셔터를 누르는 동

이 나오는 형상.

작을 한다.

총, 총을 쏘다(GUN, SHOOT)

피(BLOOD)

엄지와 인지로 총모양을 만든다. 총모양을 위로

손등에서 다른 한손의 손가락들을 푸드덕거리며

치켜 들면 총을 쏜다는 뜻.

밑으로 내린다. 피가 떨어지는 형상.

구토(VOMIT)
갈고리발톱손을 입에 댓다가 아래로 강하게 떨어뜨
린다.

12

물고기(FISH)

상어(SHARK)

펼친손으로 물고기가 전진할 때 꼬리를 휘젓는

펼친손을 다른 손의 손가락 사이에 끼우면 측면

모양을 나타낸다.

에서 본 상어의 등지느러미가 된다.

거북(TURTLE)

게(CRAB)

물체손 위에 컵손을 얹는다.

갈고리발톱손을 게가 기어가듯 우물거린다.

거북이가 갑각을 뒤집어쓰고 있는 형상.

계곡(CANYON)
두 펼친손으로 계곡의 모양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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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부, 선반(LEDGE, SHELF)

동굴, 구멍(CAVE, OPENING, HOLE)

펼친손으로 돌출부의 모양을 그린다.

인지로 C자손 안에서 원을 그린다.

주거공간, 집(HABITAT, HOUSE)

해초, 풀, 나무(KELP, PLANT, TREE)

구부린 손으로 집의 지붕모양을 그린다.

팔꿈치를 펼친손등에 세운다.
모래밭 위에 자라난 식물의 형상.

산호(CORAL)
갈고리발톱손의 등을 물체손 위에 얹는다.
바위 위에 자란 산호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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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딱딱함(ROCK, HARD)

모래(SAND)

물체손으로 다른 물체손을 두드린다.

모래를 부벼서 흩뿌리듯이 엄지를 나머지 손가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 형상.

락 위로 왔다 갔다 한다.

태양(SUN)

번개(LIGHTNING)

머리 위에서 물체손의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인지를 큰 폭으로 지그재그시키면서 머리 꼭대

튀기듯이 편다.

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린다.

태양에서 내려쬐는 광선의 형상.

구름, 폭풍, 비(CLOUDS, STORM, RAIN)
두 C자손으로 머리 위에다 소용돌이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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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BEACH)

물(WATER)

펼친손 위에 구부린 손의 손가락을 푸드덕거린

펼친손을 어깨 높이에서 부드럽게 물결친다.

다. 파도의 물결이 해변의 위에 올라타는 형상.

수면의 파도를 뜻하는 형상.

얼음(ICE)

파도(WAVE)

펼친손을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끌다가 갈고리

펼친손이 큰 파도를 타는 모양을 몸 앞에서 그

발톱 손을 만든다. 물이 딱딱해진다는 표현.

린다.

태양에서 내려쬐는 광선의 형상.

진정, 조용히(CALM. QUIET)
펼친손을 입 앞에 크로스시켰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옆
으로 벌린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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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약층(THERMOCLINE)

부력구(FLOAT)

C자손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끈다.

펼친손 위에 펼친손을 얹고 두 손을 부드럽게

찬물의 층을 표현하는 형상.

물결치면서 어깨 높이로 끈다.

공기방울, 누수(BUBBLES, LEAK)

수류, 흔들너울(CURRENT, SURGE)

입에서부터 위로 손을 올리면서 동그라미손을

양손을 좌우로 왔다갔다 한다. 수류에 떠밀리는

만들었다 열었다 한다. 공기방울이 떠오르면서

형상.

터지는 형상. 누수를 뜻할 때는 누수의 위치를
지적한 다음에 공기방울 표현을 한다.
태양에서 내려쬐는 광선의 형상.

길다(LONG)
인지를 손목에서부터 엘보까지 긋으며 길이를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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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다(SHORT)

빛, 맑음(LIGHT, CLEAR)

인지를 손가락의 끝에서부터 밑동 마디 관절까

두 물체손을 가운데로 모든 다음에 윗방향, 외

지 긋는다. 짧은 거리의 뜻.

부 방향으로 내밀면서 손바닥을 편다. 빛이 어둠
을 가르는 형상

어둠(DARK)

느슨함(LOOSE)

양손으로 눈을 가려 빛을 차단시키는 동작.

갈고리발톱손을 물체손의 손목에 얹고 갈고리
발톱손을 느슨하게 푼다.

단단히 조임(TIGHT)
갈고리발톱손을 물체손의 팔목에 감고 조이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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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LARGE)

작다(SMALL)

양손을 펼쳐서 중심부에서 밖으로 벌려 큰 사이

양손을 펼쳐서 가운데로 좁혀 작은 사이즈를 나

즈를 나타냄.

타냄.

85 무겁다(HEAVY)

가볍다(LIGHT)

박스를 든 형상으로 양손을 편 다음 무거워서

손에 무게가 없어진 것처럼 가운데 모아진 양손

손이 내려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을 위, 밖으로 들면서 손을 편다.

아름답다(BEAUTIFUL, PRETTY)
물체손을 턱앞에서 벌린 다음 얼굴 전체를 손가락으
로 쓰다듬으면서 돌려 턱으로 내린다. 예쁜 얼굴을
감탄하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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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DEAD)

일부, 나문(SOME, PART)

펼친손 한손은 위로, 하나는 아래로 보게 해 놓

펼친손으로 다른 손바닥을 가르는 모양.

고 두손을 동시이 뒤집는다. 죽은 물고기가 배를
뒤집는 형상.

많다(MANY)
물체손으로부터 손가락들을 반복해서 내민다. 여러개
의 손가락을 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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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당기다(PULL)

밀다(PUSH)

밧줄을 잡은 듯이 두손을 끈다.

물체를 밀듯이 넙적손을 앞으로 내민다.

가져오다, 나르다(BRING, CARRY, GET)

쌓다(BUILD, STACK, PILE)

물건을 나르듯이 두 컵손을 한 쪽으로 다른 한

넙적손을 교대로 얹는다.

쪽으로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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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다, 옮겨놓다(PUT, MOVE)

잡다, 매달리다Igrab, HOLD ONTO)

구부린 손으로 물건을 이동시켜 놓는 시늉.

기둥을 잡거나 매달려 있는 시늉.

부러뜨리다(BREAK)

내려놓다, 덜어뜨리다(LOSE, DROP)

막대기를 꺽는 시늉.

물체를 받쳐들고 있는 손모양에서 물체를 놓아
버리는 모습.

찾아서 집어들다(FIND, PICK UP)
중지와 엄지로 무엇을 집어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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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다(TOUCH)

찢다(TEAR)

중지를 다른 손등에 댄다.

양손의 엄지와 인지로 가상의 종이를 잡고 한
손을 아래로 내려 찢는 형상.

일하다(WORK)

추가, 더, 다시(ADD, MORE, AGAIN)
손가락을 모은 손을 다른 손바닥에 연거푸 갖다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에 탁탁 때린다. 바위를

댄다. 더 추가하라. 다시하라.

때려 파는 형국이 일이라는 뜻이다.

플라이어(PLIERS)
인지를 연장손으로 감싸고 아래로 비트는 시늉을
한다.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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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드라이버(SCREWDRIVER)

망치(HAMMER)
가상의 망치를 쥔 손으로 물체손을 때리는 시

연장손으로 손바닥에 스크류 못을 돌려 기우는

늉을 한다.

형상을 한다.

렌치(WRENCH)

톱(SAW)

물체손의 엄지로 다른 물체손 위를 지레질 한다.

넙적손으로 다른 넙적손 위를 쓴다.

드릴(DRILL)
인지를 다른 물체손 구멍 속으로 돌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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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절단(KINFE, CUT)

출발, 시작(START, BEGIN)

연장송으로 팔목을 자르는 시늉

인지를 다른 손 손가락 끝 사이에 대고 자동차
시동을 걸 때 키를 돌리는 것처럼 반복한다.

빨리(FAST)

가다(GO)
두 인지를 당신이 가야하는 방향으로 가리킨다.

두 인지를 권총의 방아쇠 당기듯 구부리는데 날
카롭게 동작한다. 경주의 출발 시 신호 권총을
쏘는 형상.

천천히(SLOW)
넙적손을 반대편 손의 팔뚝 위로 서서히 끈다.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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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다, 하강(SINK, DESCEND)

깊다(DEEP)

인지를 물결치듯이 흔들며 수면 밑으로 떨어뜨

인지를 수면 밑으로 날카롭게 떨어뜨린다.

린다.

떠오르다, 상승(RISE, ASCEND)

보라(LOOK, SEE)

다이버 모양손을 꾸준하게 위로 올린다.

두 손가락을 눈이 봐야 할 방향으로 가르킨다.

수색(SEARCH, LOOK FOR)
눈 위에 C자손을 대고 계속 돌린다. 확대경으로 무
엇을 찾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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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말(COMMUNICATE, TALK)

귀를 기울이다(LISTEN)

두 C자손을 번갈아 입에 댓다 뗐다 한다. 말이

귀에 컵손을 댄다.

오고가는 모습.

열다(OPEN)

닫다(CLOSE)

두 넙적손을 중심에 모았다가 한 손을 옆으로

넙적손을 측면으로부터 가져와 중심에 있는 다

돌린다. 문을 여는 형상.

른 넙적손과 만나게 한다. 문을 닫는 모습.

충돌, 난파(COLLISION, WRECK)

따르다(FOLLOW)

두 물체손을 강하게 충돌시킨다.

한 물체손이 움직이면 다른 물체손이 따라간다.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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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관한 수화

아래, 밑에(UNDER, BELOW)

위, 위로(OVER, ABOVE)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 아래에서 회전시킨다.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 위에서 회전시킨다.

함께, 가깝게(WITH, CLOSE, TOGETHER)

만나다, 모이다(MEET, GATHER)

두 물체손을 함께 모은다. 모은 손이 함께 가듯

여러 개 또는 여러 사람의 표시로 양 손의 손가락들

할 수 있다.

을 흔든 다음에 두 손을 가운데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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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다(FAR)

앞에, 전에(AHEAD, BEFORE, FRONT)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으로부터 멀리 뗀다.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 앞으로 움직인다.

뒤(BEHIND, AFTER, BACK)

버티어줌(SUPPORT)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의 뒤로 움직인다.

한 물체손이 다른 물체손을 버티어 준다.

주변, 둘레(AROUND)
인지를 물체손 주변에 돌린다.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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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ON)

뗀다(OFF)

넙적손 위에 손가락끝들을 올려 놓는다.

넙적손 위로부터 손가락끝들을 뗀다.

사이(BETWEEN)

통과(THROUGH)

넙적손을 다른 손의 엄지와 인지 사이에 끼워 넣

넙적손을 다른 손의 손가락 사이로 통과시킨다.

은채로 끼운 손바닥을 아래 위로 움직인다.

위(UP)
엄지로 위를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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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DOWN)

왼쪽(LEFT)

엄지로 아래를 가르킨다.

엄지로 왼쪽을 가르킨다.

오른쪽(RIGHT)

여기(HERE)

엄지로 오른쪽을 가르킨다.

몸 가운데가 사방의 중심이란 뜻으로 두 컵손을
수평으로 돌리면서 작은 원을 만든다.

꼭대기(TOP)
넙적손을 다른 손의 손가락 끝에 대서 손의 꼭대기
임을 표시한다.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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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가운데(MIDDLE, CENTER, HALF)

바닥(BOTTOM)

넙적손으로 다른 손의 가운데인 손가락의 시작

넙적손을 다른 손의 밑둥에 댄다

점에 댄다.

비다(EMPTY)

가득(FULL)

넙적손을 다른 손의 꼭대기로부터 밑둥까지 내

넙적손을 다른 손의 밑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린다. 높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올린다. 높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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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콤퍼스, 방향, 각도
(COMPASS, DIRECTION, DEGREES)

시간(TIME)
시계를 접촉시킨다.

인지손을 반대편 팔목 위에 걸치고 나침반의 침
을 돌듯이 좌우로 돌린다

분(MINUTES)

몇시간(HOURS)

반복해서 시계를 톡톡 친다.

인지를 구부려 시계 위로 원을 그린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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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NOW)

클릭(KLIKS)

구부린 손을 다래로 단호하게 떨어뜨린다. 확실

자연스레 놓인 손을 두 번 찬다.

한 시간.

155, 156, 157, 158 방위(DIRECTIONS)
방위 이름의 첫글자 모양의 손으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북쪽은 N(North) 글자 손이다. 여기의
손모양들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 쓰여왔던 손과
는 다르다. 또한 지도에 방위를 표시하는 기호
와 같은 위치에 있음도 주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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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수(NUMBERS)
여기의 숫자 사인들은 현재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여기의 것이 배우기 쉽고 수
중에서 더 이해가 잘 된다. 종전의 방법은 다섯을 여러번 사인해서 5 X 회수로 이해해야 하는데
다섯을 몇 번 신호했는지 못 알아 들으면 혼동이 일어난다. 여기의 사인은 각기 하나의 수를 표
시한다. 1에서 5까지는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다. 수가 늘 때 마다 오른 쪽에서 왼
쪽으로 손가락 하나씩을 더 들면 된다. 6
에서 10은 다른 손을 동원시키지 않고 단
순히 새끼 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인지 방
향으로 두 손가락을 접촉시키기만 하면
된다.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숫자는 숫자
사인을 연속하면 된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숫자는 각 숫자 사인을 연속하면
된다. 예를 들면 :

320도 (3, 2, 0, 도)

15분 (1, 5, 분)

동쪽으로 7 클릭 (7, 클릭, 동)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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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질문(QUESTION)
두 손을 의문의 표시로 벌린다.
이 사인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모르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배운 사인들은 연
결시키면 된다.

어느 방향인가?
What + direction = WHERE?

몇시인가?
What + time = WHEN?

잠수시간이 얼마인가?
(※잠수시간=bottom time)
What's the bottom(down) time?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How much air left?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는 머리를 짜내서 다른 사인들을
혼합시킬 수 있다. 필요하면 다른
사인들을 이용해서 반복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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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161 이글레이 Eagle Ray

162 바라쿠다 Barracuda

163 글래스피쉬 Glassfish

164 라이온피쉬/솔베감펭 Lionfish

165 만타 레이/쥐가오리 Manta Ray

166 곰치 Moray EelLionfish

다이버 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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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귀상어 Hammerhead Shark

168 나폴레옹피쉬 Napoleonfish

169 갯민숭달팽이 Nudibranch

170 상어 Shark

171 바다거북 Turtle

172 참치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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