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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다이버 1편

해외에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 도전하기

귀하디 귀한 시간을 내어 다이브트립을 하다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누

릴 수 있는 호사스러운 활동인 마사지를 빼놓을 수 없다. 태국 푸켓

에서 여러 해 일한 경험이 있다보니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에서부터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잘 알게 되었다. 나름 고민해서 선

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마사지를 

받고 나서의 반응은 너무나 제각각이다. 며칠간의 다이브트립으로 인

해 굳은 어깨를 앞뒤로 돌리며 말하길 “나는 아주 좋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선 “난 너무 아프기만 해”, “누구는 너무 약

해”, “잘하는 집 맞아?”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추천해준 사람으

로서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다. 이 때 푸켓 리브

어보드 트립 오퍼레이터로 유명한 차다(이훈재) 대표가 구수한 전라

도 사투리로 대답한다. “궁합이란 게 있는 거야. 잘하는 집이 어디 있

나?” 백 번을 들어도 옳은 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기운을 전달

하는 과정은 극히 주관적인 느낌이기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도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스쿠바다이빙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통일된 교육프

로그램을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육

하는 강사들의 성향과 노하우가 다르다보니 교육방법도 강사마다 다

르다. 겨울휴가 동안 해외에서 오픈워터 자격증 코스에 도전하고자 하

는 예비 다이버들은 시간, 항공료, 체류비, 교육비 등 생각해야 할 것

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다이브센터를 선택할 것인

지, 어떤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 지역의 스쿠바다이빙을 검색

하면 PADI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은 ‘내가 배우고 싶은 

오픈워터 코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오픈워터 코스에 대해 간

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코스는 간단하게 3가지 파트로 나뉜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생텍쥐페리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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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수업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의료진 진술서

사전 참가자격

만 10세 이상이며 건강진술서상에 열거된 내용에 “예”가 있으면 의사

의 참가승인 서명이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담당강사에게 문의)

1. 이론수업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예비 다이버들이 선

택할 몫이다. 도무지 시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번이나 3번의 방법

을 선택하여 본인 스케줄에 맞게 공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만 게을

러지기 쉽고, 강사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런 연유로 1번을 택하여 강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장

비도 직접 착용해 보면서 배우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숙지할 수 있

다. 물론 다이브센터에 따라 교육비용이 다르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담당강사로부터 책자로 된 매뉴얼과 

DVD를 받아 자습 후 강사를 만나 복

습 후 시험을 치르게 된다.

PADI 웹사이트(www.PADI.co.kr)에 접

속 후 온라인 수강권(189$ 호주달러)

을 구매하여 컴퓨터 접속을 통해 자습

한 후 시험까지 완료한다.

PADI 웹사이트(www.PADI.co.kr)에 접속 후 오프라인 다운로드 매뉴얼

(Touch-189$ 호주달러)를 구매한 후 태블릿에 다운로드하여 자습하고 

시험까지 완료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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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영장 교육
수영장 교육은 이론수업과 같이 5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챕

터마다 배워야 할 스킬이 정해져 있다. 먼저 쉬운 스킬부터 점차 어려

운 스킬로 진행이 되고, 잘 훈련된 PADI 강사들이 예비 다이버들의 

수준에 맞게 속도를 조율하며,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다.   

교육받는 예비 다이버들의 인원비율과 물에 대한 적응 속도에 따라 

다르나 최소 2일에서 3일에 걸쳐 교육받는다. 교육 내용이 많아 보이

지만 언제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흐를 것이다.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적절한 들기법을 이용하여 올바

르게 착용하기, 장비안전점검, BCD 공기 넣고 빼기, 수

중 호흡하기, 호흡기 물빼기, 호흡기 되찾기, 부분물찬 

마스크 물빼기, 다른 다이버의 보조호흡기로 30초간 호

흡하기, 압력평형을 하며 수중으로 조절된 하강하기, 잔

압계 읽고 의사교환하기, 수신호 연습, 천천히 상승, 짝

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머무르기, 수면수영하며 스노

클과 호흡기 사용하여 호흡하기, 수면에서 부력 확보를 

위해 저압호스를 이용하고 또 입으로 BCD 부풀리기. 

적절한 깊은물 입수, 적절한 웨이트 양 조절, 나와 짝의 쥐풀기 연습, 시각적 참

고물을 이용한 5단계 하강, 손과 발을 휘젓지 않고 30초간 호흡만으로 떠있기, 

중성부력을 유지하며 수평자세로 수영하기, 공기고갈 상황을 연출하며 1분간 짝

의 공기로 수영하며 수중으로 상승한 후 BCD에 입으로 BCD 부풀리기, 공기고

갈에 대응하기, 다른 다이버에게 공기 제공하기, 공기고갈을 가정하여 9미터를 

수영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적절한 웨이트 양 조절, 25미터 지친다이버 끌기, 스쿠버장비 수면 탈부착 연습, 

짝과 함께 5단계 하강법으로 하강하며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강 멈추기, 손과 

발을 휘젓지 않고 1분간 호흡만으로 떠있기, 고장난 호흡기를 가정하여 30초간 

호흡하기, 15미터를 마스크 없이 수영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민감한 바닥환경

을 가정하여 5단계 상승법으로 상승하기.

깊은물의 수면에서 스쿠바 장비 탈부착과 웨이트 시스템 탈부착, 공기잔압 관리

하기, 짝과 함께 다이브 상황을 연출하여 스스로 다이빙 계획하고 실행하기.

장비준비와 관리방법, 장비조립/해체 5회, BCD용 저압호스 분리하기, 느슨한 실

린더 밴드 조절, 웨이트벨트 탈부착, 비상 시 웨이트벨트 버리기, 수면 신호기구 

부풀리기, 스킨다이빙, 200미터 수영 혹 300미터 스노클 수영, 10분간 떠있기.

다이빙 계획하기, 짝과 함께 적절한 들기법을 이용하

여 올바르게 착용하기, 적절한 깊은물 입수법 연습, 적

절한 웨이트 양 조절하기, 스노클 불어 물빼기, 스노클 

호흡기 교환하며 물속에서 지속적으로 숨쉬기, 수면 스

노클 수영으로 50미터 수영하기, 짝과 5단계 하강법을 

이용하여 하강하기, 중성부력 연습, 완전 물찬 마스크 

물빼기, 마스크 벗고 다시 쓰기, 마스크 없이 1분간 호

흡하기, 공기고갈 연습, 공기잔압 관리하기, 5단계 상

승법으로 상승하기, 적절한 테크닉으로 출수하기, 

챕터 1.

챕터 3.

챕터 4.

챕터 5.

일반적인 스킬

챕터 2.

PADI Open Water Diver Course Record and Referral Form
Stud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Month/Year     
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x  □ M □ F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 _____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Zip/Postal Code ________________
Phone  Home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 PADI Instructors who initial this document must complete an identification section below.

PADI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Day/Month/Year     
Phone  Hom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Day/Month/Year     
Phone  Hom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e: Attach additional sheet for other PADI Instructor information if necessary. 

When referring a PADI Scuba Diver/Open Water Diver student: 
a. Fill in the diver and PADI Instructor information and note appropriate areas of training completed.
b. Attach a copy of the diver’s PADI Medical Statement to this form.
c. Advise the diver of the need for a photo for certification card processing.
d. Encourage the diver to complete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and explain that this form is only valid for one year 

from the last training section completion date.

B. Knowledge Development Course option: □ RDP Table □ eRDPml □ Computer only

 Date Completed Completed  Passed Viewed Open   Instructor**
 Day / Month / Year KR Quiz/Exam Water Video  Initials  PADI #         

Sec 1  ______ / _______ / 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Sec 2  ______ / _______ / 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Sec 3  ______ / _______ / 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Sec 4  ______ / _______ / 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Sec 5  ______ / _______ / 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OR eLearning 
Quick Review  ____ / _______ / 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 ___________
(Note: If all above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required) 

All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listed above have been completed, Quizzes/Exams passed.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C. Open Water Dives
 Date Completed Instructor**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Dive 1 ______/ ______ /______  _______ # ________ Dive 3 ______/ ______ /______  ______ # ________

Dive 2 ______/ ______ /______  _______ # ________ Dive 4 ______/ ______ /______  ______ # ________

Dive Flexible Skills 
These skills may be completed during any Open Water Training Dive.

 Completed Instructor**             
  on Initials PADI#
1. Cramp Removal*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2. Snorkel/Regulator Exchange*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3. Inflatable Signal Tube/DSMB Deployment*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4. Emergency Weight Drop (or in CW)*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5. Surface Swim with Compass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6. Tired Diver Tow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7. Remove/Replace Scuba (surface)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8. Remove/Replace Weights (surface)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9. CESA (Dive 2, 3 or 4)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10. UW Compass Navigation (Dive 2, 3 or 4) Dive # _______   __________# _________
(Note: If all above Dive Flexible Skills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is required) 

All Dive Flexible Skills listed above have been completed.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Student Statement: I understand the training requirements for this course and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certification requirements. I am adequately prepared to dive in areas and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ose in which I was trained. I realize that additional training is recommended for participation in specialty 
diving activities, in other geographical areas, and after periods of inactivity that exceed six months. I agree 
to abide by PADI’s Standard Safe Diving Practices.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Al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s a PADI Scuba Diver have been met (completion of Knowledge Develop-
ment sessions 1, 2, 3 Confined Water Dives 1, 2, 3 Open Water Dives 1, 2 and all dive flexible skills marked 
with an asterisk *).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Al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s a PADI Open Water Diver have been met.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Product No. 10056  (Rev. 09/13)  Version 3.08

Waterskills Assessment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200 metre/yard Swim OR 300 metre/yard Mask/Snorkel/Fin Swim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10 Minute Survival Float*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ive Flexible Skills
Equipment Preparation and Car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isconnect Low Pressure Inflator Hos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Loose Cylinder Band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Weight System Removal and Replacement (surfac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Emergency Weight Drop (or in OW)*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A. Confined Water Dives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CW 1*  ____  / _____  / _____   ________ # _________
CW 2  ____  / _____  / _____   ________ # _________
CW 3  ____  / _____  / _____   ________ # _________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CW 4  ____  / _____  / _____   ________ # _________
CW5  ____  / _____  / _____   ________ # _________

*DSD with all CW Dive 1 skills = Open Water Diver CW Dive 1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Skin Diving Skills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ry Suit Orientation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Note: If all Confined Water Dives and Waterskills Assess-
ment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required.)

All Confined Water Dives listed above and the Wa-
terskills Assessment have been completed.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 __________________ Date_____ / _____ / _____

** I certify that this student has satisfactorily com-
pleted this skill/section/dive as outlined in the 
PADI Instructor Manual. I am a PADI Instructor 
renewed in Teaching status for the current year.

강사들은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확인 후 아래와 같은 서류

를 작성한다. 물론 이 서류는 학생의 로그북 내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 

강사가 함께 작성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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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다실습
바다실습은 예비다이버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담당강사에게 알려

주면 지역에 있는 다이브 센터로 위탁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바다실

습을 최소 4회에 걸쳐 연습하고 즐기면 교육이 끝나게 된다. 아래 내

용을 보면 알겠지만 수영장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숙달한 스킬을 바다

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기술 같으나 반복을 통해 일반적인 다이빙 기술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

게 될 것이다. 물론 오픈워터 과정동안의 배운 것이 기억나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수개월이 지나면 리액티브 프로그램(스쿠바다이버지 2015

년 11~12월호 참고)에 참가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자.

다이빙 계획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하기, 양성부력을 확보한 채 

입수, 수면에서 입으로 BCD 부풀려 부력확보하기, 5단계법으로 참고물을 사용

하고 통제하며 최대 12m 내로 하강, 공기고갈을 연출하여 짝의 공기로 호흡하

고 수면으로 상승하여 부력확보하기,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법으로 천천히 상승하기.

브리핑 동안 수신호 이해하고 소통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하기, 

양성부력을 확보한 채 입수, 수면에서 웨이트 조절, 5단계법으로 참고물을 사용

하고 통제하며 최대 12미터 내로 하강, BCD를 입으로 부풀어 부력확보하기, 공

기고갈 상황을 연출하여 짝과 공기 나누기, 그리고 상승하여 수면에서 BCD 부

풀리기,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법으로 천

천히 상승하기.

다이빙 계획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하기, 5단계법으로 시각적 참

고물을 사용하여 최대 18미터 내로 하강, BCD를 입으로 부풀어 중성부력확보

하고 호버링하기,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

법으로 천천히 상승하기.

짝과 다이빙 계획 슬레이트로 다이빙 계획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

하기, 5단계법으로 시각적 참고물 없이 최대 18미터 내로 하강,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법으로 천천히 상승하기.

쥐풀기 연습, 수면 신호기구 부풀리기(수중 혹 수면), 50미터 수면 나침반 수

영, 스노클 호흡기 교환하며 수영하기, 수면 웨이트/스쿠바장비 탈부착, 비상

시 웨이트벨트 버리기, 나침반 왕복 수영, 공기고갈을 가정하여 6~9미터를 상

승하기,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일반적인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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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김수열

반창꼬 프로젝트 02월의 이벤트

스쿠바미디어에서는 PADI ReActive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문의 nomadive@gmail.com  일반적인 교육문의 가능

           기재사항(이름, 연락처, 거주지역) 

교육진행  해당되는 각 반창고 프로젝트 교육센터 방문

             반창꼬 팸투어에 참가하여 코스 완료가 가능

인     원 각 센터 최대 6명

지원내용 코스 등록시 고급 방수백(15리터) 증정

참가자격 : 10세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곳 :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

교육시간 :

1. 이론수업 - 약 2~4시간(등록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수영장 실습 - 약 2~3일에 걸쳐 10~12시간

3. 바다실습 - 2일간 최소 4회 

어떤 강사를 찾아야 하는가?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다이버가 되기 위해 배우게 될 과정에 대해 살

펴보았다. PADI 강사들은 위의 교육 과정을 차근차근 잘 교육해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좋은 강사의 기준은 잘하는 타이마사지 숍을 

찾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이제 시간을 투자해 직장

이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다이브센터를 검색하여 직접 전화로 통화하

며 본인과 성향이 잘 맞을 수 있는 강사를 찾기 바란다. 스쿠버다이빙

은 물에서 하는 활동이기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

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와 강사 모두 교

육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서로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