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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쿠버아카

데미 (0515038896)

소속의배혁록(36) 강사 14년

경력의 전문 강사다 이날 그에게

스쿠버다이빙을배우기위해모인이가

여러 명이다 이미 스쿠버 다이빙 경력 4년

의숙련자인문씨도참관인자격으로함께했

다

슈트(잠수복)를 입고 납덩어리로 만들어진 웨이

트벨트에공기통을짊어지니엄청무겁다 공기통과

웨이트벨트를 합하면 무게가 얼추 20은 나가지 싶

다 안전을 위해 장비를 완벽히 갖췄는지 다시 한번 확

인한다 마스크 호흡조절기 보조호흡기 부력조절기는

특히중요하다 모두이상없다

배 강사의 인도에 따라 수조 위에 걸터앉는다 드디어

입수의 순간 자 배운 대로 뛰어들면 된다 그렇게 다짐

은하는데 선뜻박차고뛰어들지못한다 짙푸른 6m 깊이

의 물이 주는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

뛰어든다 부력조절기가 있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뜬다

그런데균형잡기가쉽지않다 일단 편안하게뒤로누

우세요 배 강사는 그리 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앞으로엎어진다

겨우균형을잡고부력조절기를조금씩조정하면

서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조금 익숙해지니

쉽게 내려간다 3m쯤 내려 갔을까 갑자기 눈

이 쿡쿡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진다

귀에서도쨍쨍거리는소리가들리는듯

하다 겁이 덜컥난다 호흡마저흐

트러진다 배 강사가 고개를

흔들며직접부력조절

기를 조

절하며위로밀어올린다

물밖에나와숨을고른다 다른이들은순조롭게바닥에

내려서있다영창피하다배강사는평소어디아픈곳이

있느냐?고 묻는다 없다고하니 내려가면서이퀄라이징

(손가락으로코를막고가볍게불어주면서수중압력과체

내 압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동작)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고한다

잠시쉬고는다시도전 이퀄라이징에각별히신경을쓴

다 느낌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코를 잡고 가볍게 훅

불어준다훨씬편하다생각보다순순히내려간다바닥에

서는이미다른멤버들이다양한수중동작을연습중이다

배강사의신호에따라함께걷고유영하기를반복한다 어

렵잖게따라할수있을정도

6m 물속의 공포는 그렇게 조금씩 사라져 갔다 이전에

몰랐던또다른세계에의첫경험실제바닷속은얼마

나 경이로울까 괜한 자신감이 가슴 안에서 무럭무

럭솟아올랐다

스쿠버를 즐기기 위해선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

쳐야한다스쿠버숍이나개인아카데미생활스포

츠기관등가르쳐주는곳은다양하다 단 일정한

자격을갖춘강사가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경

우 대한수중핀수영협회(httpkuas�

portsorkr)를 비롯해 한국잠수협회(http

wwwkudaorkr) 등 여러 단체에서 강

사자격을부여한다

교육과정은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교육생과 강사 과정으

로 나뉜다 교육생 과정은 초급

입문자 오픈워터(Open�

water Scuba Div�

er)를

시작으로중급 어드밴스(Advanced Scuba Diver) 상급

다이브 마스터(Dive Master)로 구분된다 그 이상은 보

조강사격인 다이브콘(Dive Con)과 강사인 인스트럭터

(Instructor) 강사를지도하는최고 인스트럭터트레이너

(Instructor Trainer)등이있다

초급자들이실제바다로나가실습하려면미리이론교육

과다이빙풀실습을마쳐야한다초급과정에서배우는기

술은어렵지않다 수영이가능하면좋지만못해도큰상관

이없다 누구나하루 23시간 1주일 정도면기본적인다

이빙기술을습득할수있다 스쿠버다이빙은특성상많은

장비를필요로한다 수중마스크(수중안경)를비롯해수중

에서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핀 스노클 다이빙 슈트 잠수

를돕기위한웨이트벨트 조끼형태의부력조절기 압축공

기탱크등은물론탱크속공기잔량을알려주는잔압계 수

심계 등 여러 측정 도구도 갖춰야 한다 이를 개인적으

로 모두 구입하려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정도든다

고가 레포츠인 셈인데 다행히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수강료에장비대여료가포함돼있다수강

료는초급과정의경우 60만70만원정도다교

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수료증)을 딴 후 실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데도 장비를 대여해

주는 업체가 많다 대여료는 하루 4만5만

원정도다

삼면이바다인우리나라는스쿠버다이

빙을즐길수있는 이른바다이빙명소

가 셀 수 없이 많다 남해와 동해는

물이 맑아 시야가 좋고 기암괴

석과 대형 어류가 많아 초

보자들이 좋아한

다 그

에 비해 서해안

은간만의차가심하고

시야가 흐려서 중급 이상 다

이버라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부

산의 경우 태종대 앞바다를 자주 찾는

다

그러나 배 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

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는 제

주도에집결돼있다 특히제주도동쪽의성산일출

봉과 섭지코지 일대는 최고 30m의 수심에 자리돔과

다양한열대성어류가살며바다자연경관이잘관리된

곳으로유명하다

이곳에 장비를 갖추고 바닷가에서 물속으로 몇 걸음

만걸어들어가면별세상이펼쳐진다 형형색색의해초가

다이버를반기고 바위와 해초사이를헤엄치는물고기들

은숨바꼭질하는재미를안겨준다다이빙풀장실습을하

고 난 마당에 그 말까지 들으니 은근히 욕심이 생겼다 하

루라도빨리실제바닷속을보고싶어진것이다당장에라

도해양실습을나가자는재촉에배강사는 여유를가져

야한다며 초보자인만큼안전을위해바다가평온한

날을기다려보자고달랬다

조급함을나무라기도하는듯다이빙풀실습후 1

주일이 지나도록 연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로

바다는평온한얼굴을보여주지않는다 하지만

그래 봐야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기다려라

바다여! 조만간 너의 그 은밀한 속살을 반

드시보고야말테니!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부산일보 임광명 기자

kmyim@busancom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하루 23시간 1주일이면다이빙기술습득

장비대여료포함초급과정 6070만원

국내 다이빙 명소

부산태종대남해동해 물맑아초급자적당

간만의차크고시야흐린서해는중급이상

열대어천국제주성산일출봉섭지코지으뜸

은밀한 속살

보고말테야

전에 없이이르게찾아온더위 몸은본능적으로바

다를갈망한다 더군다나지금사는곳이부산인다음

에야! 해병대 출신으로 만능 스포츠맨이자 운수업을

하는문영태(48) 씨

이왕이면바닷속을즐기라고권했다 바닷속? 스

쿠버 다이빙을 말함이었다 바다 위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세계가펼쳐진다더위따위고민할바가아니다라고도했다 그거 위

험한 거 아닌가?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따라와 보라는 그의 강권을 이겨

낼수없었다

부산

도전! 스쿠버 다이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