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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스쿠버다이빙은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장비의존형 레크리에이션이다. 

다이빙에 사용되는 각각의 장비는 정확한 사용 목적과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레귤레이터, 부력조절기, 게이지, 컴퓨터, 마스크, 핀, 웻

슈트 등 모든 것이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다이버는 다이빙 장비에 대해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에 익숙해질수록 

안전도와 수중에서 즐거움을 증가시켜준다. 

본 칼럼은 다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다이빙 장비의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다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이빙 장비의 상식

1부 내 장비가 필요한 이유 - 나도 장비를 갖고 싶다

2부 다이빙 장비의 구입 - 국내구매와 해외직구

3부 호흡기의 상식 - Regulator

4부 부력조절기의 상식 - BCD

5부 게이지와 컴퓨터의 상식 - Gauge and Computer

6부 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보관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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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

BCD의 형태
크게 구분하면 자켓타입, 윙(날개)타입 백마운트, 사이드 마운트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자켓타입(Jacket Type)

가장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스타일로 초보다이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BCD이다. 자켓처럼 착용하는 타입이며, 어깨 뒤부터 

등 전체, 그리고 앞면의 배와 갈비뼈 부분까지 공기가 주입된다. 장점

은 적어도 두 곳 이상의 수납공간(주머니)을 확보하여 SMB와 기타 소

지품을 보관하기 용이하고, 수면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수중에서 유선형의 트림자세가 

어렵고, 기성 사이즈로 열대용으로 사용할 때와 드라이수트용으로 사

용할 때 겸하기 쉽지 않다.

윙타입 백마운트형(Back-Mount)

테크니컬다이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신체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웨빙(웨이트벨트로 사용되는 얇고 넓적한)으로 사이즈를 미세하게 조

절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다이빙 형태(실린더 개수)에 따라 윙사이

즈를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2개 이상의 실린더를 사용하는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무거운 실린더를 착용하고도 충분한 부력을 얻

기 위해 윙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등에 닿는 백플레이트는 스

글/사진 김수열

초보다이버들이 흔히 “비씨”, “BC”라고 부르는 스쿠버 조끼의 올바른 명칭은 “부력조절기”

(BCD: Buoyancy Control Device, Buoyancy Compensation Device)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공기를 주입하거나 빼는 것을 조절하여 수면에서 떠있게 하거나 하강하여 원하는 수심

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은 BCD 특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아마도 스쿠버 장비 중 가장 나중에 구매하

는 장비일 것이다. 따라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전문가와 의논하여 본인의 다이브 스타일(국내/

열대/레크리에이션 다이브/테크니컬다이브)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간과하면 BCD를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생겨 다시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텐레이스 혹은 알루미늄, 카본과 같은 다양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웨이트를 대신할 수도 있다. 카본의 경우는 BCD 전

체 무게가 3kg 정도로 가벼워서 여행용 장비로 적합하다. 용도에 따라 인플

레이터와 윙 내부의 튜브를 2개로 확장하여 비상 시 백업용으로 사용도 가

능하다. 근래에는 윙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변형하고, 튜브는 1개만 사용하면

서 다양한 색상이 있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 활용하는 다이버들이 많다. 아

래 표에서 설명했지만 초보다이버들은 별도의 장비 사용법을 강사에게 제대

로 배워 사용해야 한다.

 제4부 부력조절기의 상식

사진제공 : 우정사, 해왕, 마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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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지지대) 

아래 <사진 1>과 같이 자켓타입 BCD는 강하고 넓은 면적의 플라스틱으

로 되어 있고, 등에 바로 닿아 불편할 수 있어 쿠션과 내구성이 좋은 재

질로 덮여있다. 윙타입 백플레이트 BCD의 경우는 <사진 2>와 같이 웨

빙을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스테인레스/알루미늄/카본 재

질로 되어 있다. 재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므로 자신의 

다이브스타일에 맞는 것을 강사에

게 추천받도록 하자.

공기주머니 

자켓타입은 방수재질로 외피(겉면)가 고주파 접합되어 공기를 가두게 된다. <사

진 3>과 같이 등 뒤 전체와 전면의 복부, 갈비뼈까지 이어지는 공기주머니가 있

고, 어깨와 가슴 쪽은 버클이 있어 일반적으로 공기가 지나는 길이 차단되어 있

다. 따라서 공기가 몰려 몸이 기울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외피에 손상이 생기

면 공기가 바로 샐 수 있고, 고주파접합부위가 떨어지면 수리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윙타입 백마운트의 공기주머니는 아래 <사진 3-1>과 같이 말굽 형태이거

나, 사진 <3-2>와 같이 도너츠 형태로 공기가 지나는 길이 순환이 잘 되는 편

이라, 공기를 빠르게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고, 다이브 중 공기가 한쪽에 몰

리는 경우는 드물다. 또 윙 자체는 아주 가볍고 단순하다. 겉면과 분리된 내부

의 튜브가 공기를 가두게 되므로 외피가 손상되더라도 당장 공기가 새는 일이 

적다. 만일 튜브가 손상되더라도 튜브만 교체하면 되니 수선도 어렵지 않다. 두 

타입 모두 다이빙 후 민물로 내부를 세척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부력조절기의 구조와 사용방법

사이드마운트(Side-Mount)

본래 백마운트 듀얼실린더를 사용하던 동굴 다이버들로부터 변

형된 다이빙 장비 스타일이다.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사용하여 

좁은 동굴이나 난파선을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실린더를 분리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스페셜티 다이빙 장비로 최근에

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BCD 사이즈는 아주 컴팩트하고 가

벼워 기존 BCD에 비교하면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실린더는 약간의 액세서리를 활용해 BCD에 탈착이 가능하기에 

무거운 실린더를 가지고 입출수하기 힘든 보트 다이빙 때에도 

아주 유용하다. 또 공기소모가 많은 다이버들이 그룹 다이빙 시 

다이빙시간이 달라 먼저 상승하거나 그룹 전체의 다이빙 시간

을 짧게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 두 개의 실린더를 사

용하는 법을 교육받는다면 아주 만족한 다이빙이 될 수 있다.

 

장점 단점

자켓타입

1. 수면 부력확보 시 안정된 자세 1. 과도한 공기주입 시 갈비뼈 압박

2. 넉넉한 수납공간 2. 고정형 사이즈(XS,S,M,L,XL)

3. 웨이트 수납이 용이 3. 레크레이션 다이빙에만 사용

4. 저렴한 가격대 4. 큰 부피와 5kg 이상의 무게

윙타입

백마운트

1. 웨빙 활용으로 미세한 사이즈 조절 가능 1. 수면에서 부력 확보 시 불안정(초보)

2. 수중에서 유선형자세 확보 용이 2. 수납공간 부족, 액세서리 추가 요망

3.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전환 용이 3. 초기 세팅이 어려움

4. 비교적 가벼움(카본옵션 등) 4. 고가이며 많은 옵션이 요구됨

사이드

마운트

1. 웨빙 활용으로 미세한 사이즈 조절 가능

윙타입 백마운트와 같음

2. 소형, 경량으로 여행에 적합

3. 수중에서의 완벽한 유선형 자세 확보 가능

4.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전환 용이

5. 공기를 많이 소모하는 다이버는 2개의 

   실린더를 사용할 수 있음

<사진1>

<사진 2>

<사진 3>

<사진 3-1>

<사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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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터/디플레이터 그리고 호스

부력조절기에 공기를 넣고 빼는데 사용하는 장치로, 위쪽은 부력조절기에 연

결되어 있으며, 아래쪽에 조작부와 공기탱크로 연결되는 호스를 결합하는 부

분이 있다. 인플레이터 조작부에는 두 개의 버튼과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배

출버튼을 누르면 부력조절기에 들어있는 공기가 배출구를 통해 나가고, 주입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의 공기가 부력조절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배출구의 

또 하나의 기능은 실린더에 공기가 없거나 연결호스가 고장(또는 결합 불가

능)난 경우 입으로 불어서 부력조절기에 공기를 주입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풍선을 불듯 배출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불고, 주입이 끝난 뒤에는 버

튼에서 손을 떼야 배출구가 차단된다. 간혹 유연한 호스는 사용횟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기도 하니 사전 점검 때 공기를 가득 채워 

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비치다이빙을 한 경우 다이브 후에 버

튼 내부에 모래가 들어가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이빙 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통합형 웨이트와 웨이트 벨트

웨이트는 하강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언제라도 쉽게 풀 수 있어야 한

다.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되겠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일부 모델은 통합 웨이트 시스템이라고 해

서 웨이트를 쉽게 탈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별도의 소형 주머니에 웨

이트를 넣고 BCB에 결합을 

하는 형식인데 응급상황 시 

약간의 힘으로도 고리를 당

겨 분리할 수도 있다. 또 추

가로 뒤쪽(실린더쪽) 포켓에 

웨이트를 넣을 수도 있다. 

가끔 웨이트를 BCD에 모두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

켓이 실수로 빠지거나 문제

가 있을 시 과도한 급상승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벨트와 분배해서 사용

하는 것이 안전하다.

BCD의 부력과 수중유영자세

자켓타입은 사이즈(S/M/L/XL)에 따라, 윙타입은 30lb/45lb와 같이 튜브

사이즈에 따라 부력이 다르며, 다이브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자

켓타입은 상체를 감싸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를 넣으면 <사진 4>와 같

이 상체가 위로 뜨고 웨이트벨트는 허리에 있어 보통 해마처럼 선 자세가 

되기 쉽다. 윙타입도 웨이트를 착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등쪽에 양성부력

이 작용하고, 같은 위치에 백플레이트 무게로 인한 음성부력이 존재한다. 

때문에 트림(Trim) 자세로 불리우는, 물속에서 엎드려진 자세가 쉬워진다. 

이렇게 움직이면 물로 인한 전진저항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어

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약간 해마 자세보다는 전방 시야가 작아지고 목

과 허리에 부담이 오기 쉽다.

공기 배출을 위한 방법과 덤프밸브(Dump Valve)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사진처럼 호스를 위로 들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호스

가 아래로 향해 있으면 공기는 위쪽을 향해 있어 버튼을 눌러도 공기가 잘 빠

지지 않는다. 이때 덤프 밸브를 사용하는데, 덤프에 연결된 끈을 당기면 쉽게 

공기가 빠진다. 보통 어깨와 허리 부분에 각각 1개 이상 있으며, 상체가 위로 

향한 상태면 어깨 쪽 덤프밸브를 당기고, 유영하는 엎드린 자세라면 머리부

분의 덤프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플레이터 호스 안쪽으로 끈

이 있어 호스 자체를 당기면 왼쪽 어깨 위에서 공기가 빠지기도 한다. 하지

만 너무 강하게 당기는 경우 호스나 결합부위가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

요하다. 근래 초보다이버들이 사용하기 좋게 디자인 되어진 인플레이터로 아

래 사진과 같이 호스 위치와 관계없

이 버튼 하나로 강제 배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TUSA의 APA(Active Purge 

Assist) 인플레이터가 장착된 BCD를 

사용하면 된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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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조절기가 단순히 공기만 넣고, 빼는 튜브 같

지만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

이다. 사람이 물고기처럼 장비에 의존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

으로 안전해야 하고, 착용이 편리해야 하며, 장비

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보다 실용

적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만들

어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여

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최적인 것을 선

택해야 한다.

다이빙 장비는 전통있는 브랜드와 국내 수입원이 

있는 장비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문

제가 발생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병행수입된 장비를 사용하면 A/S 문제로 많

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갈수록 장비의 기술이 

발달하고 가격은 내려가 저렴한 장비도 믿을 수 

있다. 다만 내구성과 디테일, 경량화에 따른 가격

이 광범위 하므로 본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다이

브 스타일을 떠올려보고 예산을 세워 담당강사에 

컨설팅을 받아 구매하기 바란다.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김수열

•참가자격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이론수업 약 1~2시간, 수영장교육(옵션), 해양실습 3회

코스는 본 잡지에 소개된 가까운 지역의 PADI 코스디렉터들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정
교육진행

마린마스터 (서울) 정상우 CD 010-5526-4653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 (인천) 강정훈 CD 010-5256-3088

고다이빙 (수원) 임용우 CD 010-6317-5678

고프로다이브 (용인) 홍찬정 CD 010-8653-3060

씨씨다이버스 (광주) 위영원 CD 010-3648-1886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박금옥 CD 010-5408-4837

팬더스쿠바 (대구) 이현석 CD 010-8299-7777

굿다이버 (제주) 정혜영 CD 010-8869-2370

PADI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코스

부력조절기 구매 시 고려할 사항
형태와 경험(교육)에 따른 고려사항 예산에 따른 고려사항

자켓타입

수면안정성 우수

50~100만 원의 비용으로 선택의 

폭이 넓음

초보다이버에 추천

수납활용성 우수 

사이즈 조절에 한계가 있어, 열대/동계 다이빙 활용에 한계가 있음

윙타입

백마운트

남녀 구분 없음

100~200만 원 의 예산이 필요

다이브 형태에 따라 악세사리를 결합,

  추가예산이 필요

중상급 다이버 추천

개별 사이즈 조절 가능 

수중 유영자세를 유지하기 쉬움

수면 부력 확보를 위해 경험과 추가 교육이 필요함

다양한 다이브 스타일에 활용하기 위해 테크니컬 다이브 교육을 추천

사이드

마운트

남녀 구분 없음

100~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

다이브 형태에 따라 액세서리를 결합, 

추가예산이 필요

초중급 다이버에 추천

체구가 작은 여성다이버에 추천

수면 부력 확보를 위해 경험과 추가교육이 필요

공기소모가 많은 다이버에 2개의 실린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교육을 추천

동굴다이빙/텍다이빙으로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