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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study,weaddressedthecertification system ofleisure
divinginKorea.Wefirststudiedinternationalstandards,whichallow
thecertificatetobecommonlyusedworldwide.Also,weexamined
internationalmajortraining organizations which issue and manage
theircertificates.Inordertocomparethecertificatesissuedbythese
organizations,westudiedthehistoricalbackgroundofthecertification
system foreachorganization.Inaddition,weexaminedthecurrent
Korean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level of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trainingorganizationsbyclassifyingandcomparingthe
certificatesissuedbytheirKoreanrepresentatives.

We studied whether certificat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trainingorganizationshavebeensuccessfullyrecognizedatthesame
levelaslicenseissuedby thegovernment,andthen examinedthe
processofissueandmanagementofthecertificates.Forthispurpose,
weinterviewededucational,legal,anddivingmedicineexperts,along
withreviewaloftheliteratureandinternet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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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xpectthatthisstudywillbeusefulfortrainingorganizations
andtheirinstructors,peopleinterestedinobtainingcertificates,and
divingserviceproviderssuchasresorts,rentalshops,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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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인류가 잠수 활동을 하나의 스포츠 또는 레저 행위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원시 시대에는 식량 확보를 위해 잠수를 하였고
고대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잠수를 하였다.
세계적으로 스쿠버 잠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당

시 YMCA를 비롯하여 NAUI,PADI등 국제적인 인증단체들이 조직되
었고 국내에는 1980년대에 이들 단체가 소개되어 강사들이 배출되기 시
작하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으며 체육학과나 관

광레저 등 관련학과에서도 스쿠버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또한 직장이나
지역별로도 많은 동호인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2006년 현재 국내 레저
잠수 동호인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레저 잠수 장비를 판매
하는 업소는 700곳 이상,잠수 교육을 위한 전용 풀장도 50여 곳이나 된
다(강신영,2008).
이처럼 화려해 보이는 외형과는 다르게 레저 잠수계는 비교적 짧은 기

간에 급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도처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
였다.잠수계의 공급자들은 이익의 창출에 집착하고 소비자들은 잠수활
동을 통한 자아성취에 집중하면서 문제점들은 방치되었다.
국내 레저 잠수계의 문제점은 크게 강습관리 문제,장비 유통관련 문

제,리조트 서비스 및 시설관련 문제,사회적 제도 문제 등 네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이 가운데에서 본 논문은 강습과 관련하여 인증증과 인증
단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습과 인증증은 레저 잠수 입문의 첫 번째 관문이며 또한 레저 잠수

계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인증의 발급과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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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강사의 재량에 의존한 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인증증을 발
급하는 강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인증단체의 표준규정에 근거하여 강습을
시키고 이에 따라 인증증을 발급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잠수 인증단체에서 양성되고 있는 강사들이 충분한 사전 자

격을 충족시키고 양성 과정 중에 완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나
실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또한 최근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법제화 흐름 속에서 레저 잠수의 향방이 관계기관과
관련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레저 잠수계의 발전을 위하여 인증증 관련 연구

는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레저 잠수계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증증과 인증제도 그리고 인증단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비
교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국내 진출한 인증단체를 중심으로 레저 잠수 인증증과 인증
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이를 통
하여 국내․외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잠수 인명 사고,레저 잠수
강습의 질적 수준 문제 등 잠수 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
결책을 찾아 우리나라 잠수 관련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33...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레저 잠수 인증증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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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인증증의 국제표준규정에 대하여서 연구한다.
셋째,국내 진출한 인증단체와 각 단체의 인증발급 특성에 대하여 연

구한다.

444...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인증단체는 알파벳 순으로
BSAC,CMAS,IANTD,IDEA,NAUI,PADI,PDIC,SSI,TDSDI,
YSCUBA 이다.이외에도 국내 단체로 한국잠수협회(KUDA),대한수중
협회(KUA),SDD,SI등이 있으며 이들의 협의체인 FDEA라는 조직이
있지만 인증 시스템이 국제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의 대상에
서 제외시켰다.인증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증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또한 NASDS는 아직 국내에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본부가 SSI에 합병된 상태여서 그 입지가
모호하므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인증이란 용어의 범위는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개방식,자급식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잠수 활동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스쿠버의 소개,인증증

관련한 사항은 국내․외의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였고,인증제도의 배
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활용되었으며 이을 통하여 RSTC,
ISO,EN 등의 외국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증단체의 현황과 인증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증단체의 역사 및

배경,잠수 인증과 관련된 각 단체의 고유한 정보를 국내 진출한 인증단
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이렇게 파악된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인증단체별 인증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유사한 등급끼리 선별하였으며,또한 다양한 항목에서 비교 분
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 조사는 2006.01～2007.03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논문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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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증증을 발급하는 인증단체와 소속 강사,인증증을 받는
다이버,인증증으로 잠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수영장,장비 판매
점 등 잠수 인증증이 통용되는 다양한 곳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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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스스스쿠쿠쿠버버버 소소소개개개

잠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물속으로 잠겨 들어감”이라 설명되
어 있다(국립국어원,1999). 과거에는 주로 사람의 행위에 국한하여 이
단어를 적용하였지만 요즈음은 기계나 장비가 물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
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래서 잠수의 분류는 장비를 중심으로 유인 잠수
기와 무인 잠수기로 나누기도 하고,사람을 중심으로 환경압(環境壓)방
식,대기압(大氣壓)방식으로 나누기도 한다.산업 잠수사들이 사용하는
헬멧이나 레저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스쿠버 장비는 환경압 방식에 속한
다.또한 활동 특성에 따라 산업 잠수,군사 잠수,과학 잠수,레저 잠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교육인적자원부,2002).이 중 레저 잠수는 레크
리에이션 잠수(recreationaldiving)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같은 의미로
스포츠(sports)잠수라는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
스쿠버는 기원전 5세기경에 헤로도투스(Herodotus)로부터 기록되기 시

작한 잠수의 역사 이래 가장 최근에 또한 단시간 내에 잠수를 대변하는
잠수방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수 천년 동안 이어오던 대부분의 잠수
방법은 수면으로부터 탯줄과도 같은 공기 공급 호스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수 십년 전에 나타난 스쿠버 잠수는 수면에 묶인 것과 다름
없던 탯줄로부터 자유를 안겨 주었다.
따라서 스쿠버의 가장 큰 의미는 자급식(Selfcontained)이라는 점이

다.자급식 잠수는 개방 회로(open circuit),반폐쇄 회로(Semi-Closed
Circuit),폐쇄 회로(ClosedCircuit)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이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린더와 레귤레이터를 결합한 방식은 개방 회로
방식이다(교육인적자원부,2002).폐쇄 회로와 반폐쇄 회로 방식은 순수
산소를 사용하거나 산소의 비율을 조정한 혼합 기체를 사용하며 호흡으
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흡수제로 걸러 회로 내에서 재순환시키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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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Rebreather)라고도 한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자급식 호흡 장치(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가 있는데 이는 소방대원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호흡 기체를 공급하는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물속에서의 사용
여부를 떠나 SCUBA와 SCBA는 자급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 이의 반대 개념으로 ‘타급식(他給式)’이란 용어도 있을 수 있으나
잠수에서는 SCUBA의 의미인 자급식의 반대 개념으로 타급식을 사용하
지 않고 표면 공급식(SSDS:SurfaceSuppliedDivingSystem)이라 표현
하고 있다.후카(Hookah)와 경량 헬멧,재래식 헬멧 잠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스쿠버라는 용어의 명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가 있다.첫 번째

는 1939년에 크리스천 램버슨 박사(Dr.ChristianLambertsen)가 개발한
재호흡기(LARU:TheLambertsenAmphibiousRespiratoryUnit)를 기
초로 하여 미해군에서 제작한 자급식 호흡장비를 사용해본 사용자들에
의해 명명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NOAA,2001),두 번째는 1960년대
에 미국에서 꾸스토의 ‘Aqua-Lung’을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명명되었
다는 것이다(NAUI,2003b).다이버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근거 중에서
후자를 우선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편이다.
꾸스토가 아쿠아-렁을 개발한 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시몬

(Simone)꾸스토의 영향이 크다.아쿠아-렁을 공동 개발한 에밀르 가냥
(EmileGagnan)은 꾸스토의 장인인 앙리 멜시오르(HenriMelchior)가
책임자로 있던 ‘에어리키드’사의 엔지니어였으며,에어리키드의 자회사가
바로 아쿠아-렁이었던 것이다(Paccalet,2003).따라서 꾸스토가 위대한
해저 탐험가임에는 틀림없으나 스쿠버 장비의 발명가라는 명성을 독차지
하기에는 역사적인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스쿠버의 가장 큰 의미인 수중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자급

식 공기 공급 장비 외에도 몇 가지 장비를 함께 언급하여야 한다.1920
년대에 푸리으(YvesLePrieur)와 페르네(Fernez)가 개발한 스틸 실린더
와 고글(goggles)그리고 10여년 후에 개발된 꼬를리유(Corlieu)의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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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s)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NOAA,2001).이렇게 물 속에서 자유
롭게 움직임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비와 자급식 공기 공급 장치가 결합
함으로서 사람들은 비로소 물속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따라
서 스쿠버라고 하는 말은 표면공급식(SSDS)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의미
와 개방식,자급식 장비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레레레저저저 잠잠잠수수수

잠수계는 크게 산업 잠수계와 레저 잠수계로 양분할 수 있다.잠수 활
동 자체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잠수와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잠수로 분
명한 차이를 보인다.그러나 구성원들이 소속되는 집단은 산업 잠수계와
레저 잠수계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왜냐하면 국내의 실정상 산
업 잠수계에 진출하기 위한 별도의 루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레
저 업계의 사업주나 강사들이 사업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산업 잠수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1.인증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잠수계의 구성도

레저 잠수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잠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잠수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하는 소비자로 분류

잠수계

산업 잠수계

레저 잠수계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소비자

인증 단체 전문
다이버

관광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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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공급자는 잠수 비즈니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인증
단체,강사,판매업자,대여업자,리조트 등이 있으며 소비자는 일반적인
잠수 동호회 회원들로서 직업적으로 잠수를 하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하
는 사람들이다.이들 두 구성원은 산업 잠수와 레저 잠수계의 경우처럼
구성원들이 상호 중첩되는 경우는 드물며 양 집단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다.소비자가 잠수 경험이 쌓이고 보다 적극적인 잠수 활동
을 위해 강사 혹은 가이드가 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때에 그
소비자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고 공급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잠수가 일반인에 소개되어 레저로 처음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러

한 식의 구분은 없었다.서비스를 공급할 공급자도 서비스를 소비할 소
비자도 희소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모험을 좋아
하는 몇몇 사람만이 한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면서 잠수 서비스
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생소한
레저에 참여하고 싶어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소비자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근대 잠수 장비의 발명은 프랑스였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인증 체계

를 만든 곳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이다.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NAUI,
YSCUBA 등을 필두로 하여 잠수 강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증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물론 이보다 앞서 BSAC와 CMAS가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인증단체들처럼 처음부터 잠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
지는 않았다.1967년에는 AlTillman이 바하마 제도에 세계 최초의 잠수
리조트 UNEXSO(UnderwaterExplorersSociety)를 설립하면서 본격적
인 잠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작하였다(NAUI,2003b).그리고 지금 전 세
계에는 수없이 많은 강사와 리조트들이 잠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적
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수많은 잠수 공급자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당연히 이를 찾는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꾸스토처럼 선구적인 다이버들의 공헌으로 스쿠버 잠
수는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대중을 바다의 세계로 이끌었다.또한
정보화의 발달과 여가 시간의 증대는 대중이 스쿠버 잠수에 더욱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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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수년전 영국 BBC방송국의 설
문조사 결과 <죽기 전에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1위는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2위는 스쿠버 잠수가 선정되었으며(BBC,2007)우리나라
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레포츠로 스쿠버 잠수가 선정되
기도 하였다(해저여행,2007).
이처럼 잠수 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되면서 구성원들의 성향도 스

쿠버 초기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다.초기의 잠수 소비자들은 공급자들
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많았다.매우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소비
자들이었다.잠수라고 하는 전문 활동에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비록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 잠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 지식에 대하여 심도 깊게 파고들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실습 기술에 관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전문 다이버
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었다.잠수 소비자이지만 실제 잠수에 대한 능력
은 잠수 공급자들과 유사할 정도였다.이들을 굳이 표현하자면 전문 다
이버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 다이버의 어감이 직업 다이버 와
혼동될 수 있으나 직업 다이버는 산업 잠수계의 다이버를 일반적으로 지
칭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전문 다이버들은 잠수 서비스 공급자들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였지만

단지 잠수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따라서 전문 다이버
들이 직업적으로 잠수를 선택하지 않아서 즉 잠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
에 소비자로 분류된다.이들은 적극적으로 잠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잠수 동호인이면서 모험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
이었다.사실 잠수 서비스 산업 초반에 이러한 전문 다이버 소비자들 때
문에 잠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 졌다.그러다가 1990년
대 경기 호황과 현대인의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잠수 소비자들의 대변화
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이른바 관광 다이버 들의 등장이다.
관광 다이버들은 강한 모험적 욕구나 스쿠버 잠수에 대한 의욕 없이

매스컴에 매혹적으로 소개되는 스쿠버 잠수에 반하여 단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 하는 잠수 소비자들이다.또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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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관광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체험해보고 싶어
잠수를 하는 소비자들이다.전문 다이버와 관광 다이버 양자 모두 잠수
소비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잠수 서비스 소비자
를 꼽는다면 바로 관광 다이버이다.용어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관광
다이버들은 많은 잠수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표 1.전문 다이버와 관광 다이버의 비교

관광 다이버들은 보다 쉬운 강습,장비의 관리,심도 깊은 잠수 실력
보다는 얼마나 더 잠수를 재미있게 하였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잠수는 이벤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표 1>은
전문 다이버들과 관광 다이버들의 특성을 보기 쉽게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관광 다이버가 많아지다 보니 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표

준화가 시급하게 되었다.관광 휴양지의 리조트에서 처음 맞이하는 다이

전문 다이버 관광 다이버

출현 시기 SCUBA 잠수 초기 SCUBA 잠수 근래
잠수 서비스
태도 소극적 잠수 서비스 소비자 적극적 잠수 서비스 소비자

잠수에 대한
태도 적극적,능동적 소극적

만족도의
관점

자신의 한계에 도전,
잠수에 관한 지적욕구의 충족 관광 여행,자기 과시

인증증에
대한 관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결과에
따라 얻어지는 것.
인증증 보다는 실력의 검증을
더 중요하게 여김.

단지 한번 해보았다는 증거
로서 인증증 자체가 목적

잠수 기여도 잠수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 잠수 서비스 발전에 기여

비 유 전문 산악인 주말 나들이 등산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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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고객이 어느 정도의 잠수 실력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
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증증은 매
우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전문 다이버들은 진정한 잠수 실력의
향상에 우월감을 가지는 반면에 관광 다이버들은 잠수를 하였다는 증거
로서 인증증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이러한 관광 다이버와 잠수 서비스
공급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인증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며 인증증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333...인인인증증증증증증

111)))인증증의 인증증의 인증증의 인증증의 유래유래유래유래

보통의 사회 규범을 만들 때에는 법률로 명시된 성문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문자로 명시되지 않은 관습일지라도 예전부터 내려
오는 관행에 따라 사람들이 그것이 법이라고 인식될 때에는 관습법이라
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레저 잠수 인증증에 관하여 관습법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 여부는 분

명하지 않다.법조계의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충분히 관습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다이버들
은 오랜 관습으로 인하여 인증증이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확신
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인증증 그 자체는 잠수계에서만 통용되는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일반

적으로 학습이나 강습 등을 실시한 후의 종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여
되던 형식을 잠수계도 빌어다 쓰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인증증 그 자체
는 지극히 평범한 절차이다.
초기 잠수 인증증의 유래와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1943년 아쿠아-렁이

개발되어 스쿠버 잠수가 급속도로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로 거
슬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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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는 <그림 2>와 같이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최초의 잠
수 장비 회사인 ‘U.S.Divers’를 탄생시켰고 레저 잠수 활동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림 2.스쿠버 잠수의 이동

1951년에는 TheSkinDiver 라는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레저 잠수 교육을 취재하였다.이 잡지의 칼럼 운
영자는 강습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교육과정 개요를 검토하여 강사로
인증하였고 그렇게 인증 받은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의 칼럼에 실었다.
이 프로그램은 NationalDivingPatrol이라고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1959년 NAUI로 개명되었다(NAUI,2003a).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에서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이

버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였다.
1953년에 처음으로 일반인을 위한 잠수 강사 교육 시스템을 설립하였고
이듬해 L.A.카운티의 주도 하에 사상 처음 강사인증 과정이 앨 틸먼
(AlTillman),벧 모어건(BevMorgan),칸랫 림보(ConradLimbaug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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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개최되었다(NAUI,2003b).그리고 뒤이어 플로리다 주의 Broward
카운티,적십자 그리고 1959년에는 YMCA에서 일반인들에 대해 인증증
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흐름에 앞서 최초의 잠수 단체는 유럽에서 이미 태

동하고 있었다.1953년 영국에서는 BSAC가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각국
의 수중관련 협회가 모인 수중계의 UN이라 할 수 있는 CMAS가 탄생
하였다.

표 2.인증증 발급의 유래로 추정 가능한 초기의 이벤트

이처럼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식 개념의 다양한 강습회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여식 또는 졸업식을
가졌다.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수여하게 된다.<표 2>는 인증증
발급의 유래로 추정 가능한 초기의 이벤트를 보여 주고 있다.흔히 인증
서(wall-certification)라 하는 잠수증서가 인증증보다 교육과정을 이수하
였다는 더 유효한 증거였다.그러나 소지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손쉽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의 무게중심이 플라스틱
카드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인증증이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잠수 교육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 이벤트
1836 영국의 John& CharlesDeane형제 세계 최초 잠수 교본

제작
1839 영국 해군 잠수 학교 설립

1951
TheSkinDiver 잡지의 칼럼 운영자가 강습을 하고 있
는 지도자들의 교육 과정 개요를 검토하여 강사로 인증하
는 NationalDivingPatrol 프로그램 운영

1953 L.A.카운티의 주도 하에 첫 강사인증 과정 개최
BSAC설립

1958 CMAS설립
1959 YMCA 설립

NationalDivingPatrol 을 NAUI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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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교육이 처음 태동하기 시작하던 1950년대에는 우수한 잠수 강사
수준의 다이버들에게 교육 수료 차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주
어졌던 것이다.요즈음과 같은 잠수 서비스를 받기위한 증명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증거였다.그러다가 관광 다이버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증증의 기능은 운전 면허증처럼 잠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관광 다이버들은 잠수 행위 그 자체보다 인증증에 비중을 더 많이 갖

는다.그들의 목표는 전문 다이버가 아니라 그저 잠수를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 할 따름이다.혹은 지속적으로 잠수를 하게 될 경우에도 잠수
실력의 향상보다는 전문가 혹은 리조트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으
며 편하게 즐기려고 한다.이렇게 되면 관광 다이버들의 잠수 안전에는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때문에 이러한 관광 다이버들을 상대하는
잠수업자들은 인증증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222)))인인인증증증증증증의의의 의의의미미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과 관련된 규칙과 통일된 조작 기술을
훈련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
어질 것이다.레저 잠수 또한 마찬가지이다.인증증에 대하여 비록 국가
에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잠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각 인증단
체(Agency)가 다이버로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웠다
는 증거로 발행되고 있다(Barsky,1995).
인증증은 흔히 스쿠버 잠수 자격증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사실

자격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보통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으로서 특정한 과정을 일정 수준이상의 학
력과 경력 또는 정해진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발급하
는 것으로서 발급하는 기관이 이에 대하여 법적 대항력을 보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인증증은 자격증이 될 수 없다.대부분의 국가에서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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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레저 잠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레저 잠
수 활동을 하는데도 당연히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즉 레
저 잠수를 하면서 인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잠수를 했을지라도 법규 위반
으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인증증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아니며 법적 대항력을 보증하지도 않는다.때문에 자격증이라는 의미보
다는 단순한 과정을 이수했다는 수료증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참고로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에서는 레저 잠수 활동을 하는데 ‘Safety

informationforscubadivingandsnorkeling’적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인증된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Queensland,2008).
따라서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 잠수 인증에 관한 규정
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C-card(Certificationcard)는 국내 잠수 계에서는 인증증,인정증,또는

자격증이라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으나,C-card에 내포된 정확한 의미에
는 인증증이 가장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은 다양한 인증증의
명칭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인증증의 다양한 명칭

RSTC에서는 C-card는 교육생이 초보 수준의 잠수 인증 과정의 모든

인증증의 유사 용어 단일화된 용어

인증증
인정증
자격증
잠수카드
C-card
라이센스

⇨ 인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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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들을 완수했을 때 제공된다.이 증명은 학생의 잠수기록과 훈련
기록 안에 첨부한 것 같이 교육생이 코스의 모든 필요조건을 만족스럽게
완성했다는 강사의 확인을 받은 인증단체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RSTC,200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ard는 인증증이라는
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비 미국계의 어느 인증단체의 대표에 따르면,“레저 잠수 인증증은 전

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과대 포장 상품이며 다이버들은 그 상품의 희생
양이다.인증증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무형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
한 플라스틱 시스템일 뿐이다.”라고 말한다.즉 처음에는 아무도 통제하
지 않은 환경에서 그저 잠수를 하면 그만이었지만 발 빠른 자본주의 상
술은 플라스틱 카드를 앞세워 잠수하는데 많은 금전적인 비용을 지급하
게 만들었다는 것이다.이처럼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이와는 정 반대로 인증증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나타내는 단체도 있
다.“인증증은 민간업계 자율적으로 국가 제도의 강제성을 뛰어넘어 과
잉이다 싶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이다.”라는 의견이 그것이
다.바로 이러한 의견이 지금의 레저 잠수계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인증증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해 왔던 인증단

체에서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끝나 버리고 이제는 성공적인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단체
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간혹 잠수 현장에서 인증증이 없을 때에는 체험 잠수를 시키기도 한

다.Intro diving 또는 TSD(Try Scuba Diving)로 불리는데(NAUI,
1996)정상적인 잠수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심이 얕고
통제가 가능한 제한수역(confinedwater)에서 잠수가 실시되며 강사 또
는 가이드와 거의 1: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인증증은 자격증이 분명히 아니지만 레저 잠수계에서는 국가 법규상의

자격증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며 통용되고 있다.인증증을 인증하는 강
사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이버들은 마치 인증증 없이 하는 잠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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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것으로 단정짓는 때도 있다.그러나 인증증이 없다고 해서 잠수
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분명 아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인증증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유사한 수준의 잠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강신영,2008).이외에도 인증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다.
인증증은 잠수 서비스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잠수 가능한 장소 즉 잠

수 수준에 따른 장소를 결정짓게 되었다.초급 과정의 인증을 소지한 다
이버는 그 수준에 맞는 잠수 장소에 갈 수 있다.초급 다이버가 갈 수
있는 수준의 첫 번째 기준은 안전이다.이러한 곳은 수심이 낮고,조류와
파도가 거의 없는 곳이다.다이버들은 대형 해양 동물을 만나거나,극적
인 해양 환경을 구경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곳은 대부분 수심이 깊고
조류와 파도가 거친 곳이다.따라서 그러한 장소에서 잠수하려면 좀 더
잠수 실력이 뛰어나야 하며 인증 등급이 높아야 한다.
인증증은 스쿠버 잠수 연습을 위하여 수영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도 필

요하다.이는 우리나라 수영장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영
장에서 조차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자구책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수영장에서 강습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호
텔이나 별장의 수영장 혹은 바다에서 직접 잠수 연습이 이루어지므로 수
영장을 입장하는데 인증증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증증은 실린더를 충전하거나 대여하는데도 중요하다.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실린더가 고압용기 관련 법규의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제대로 관리되
지 않은 실린더에 공기를 충전해 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므로 충전업자는 당연히 인증증을 요구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인증증은 또 다른 인증증을 취득하기 위한 증명으로도 사용된다.중

급 혹은 상급 과정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 등급의 인증
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간혹 교육을 하지 않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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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높은 회원에게 상위 등급의 인증증을 증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인증증은 비행기에 잠수 장비를 탁송할 때에도 필요하다.항공보안이

강화되면서 장비 가방 안에 보관되어 탁송되는 잠수 칼,소형 실린더 등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고 있다.장비를 수탁하면서 보안
검색에 걸릴 경우 인증증을 요구한다.수탁화물에 들어있는 칼이나 소형
실린더가 잠수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이때에 인증
증을 보여주고 잠수용임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통과된다.그러므로 잠수
여행을 다닐 때 인증증은 중요한 증명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증증의 효과는 스쿠버 잠수업계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증이

완료되었다.서울의 강사가 발급한 인증증이 지중해의 잠수 관광지에서
통용된다면 인증증이 전 세계에 걸쳐 얼마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지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인증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이 아
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인증단체의 인증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잠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럴 경
우 해당 인증단체의 잠수 교육과 기준은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
지 않고 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통용된다면 해당 인증증을
수여받은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이를 사용하는데 많은 불리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잠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 면밀하게 비

교,검토한 후에 인증단체를 선택하여야 하나,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잠수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문자가 잠수 인증단체의 국제
화의 정도나 교육 수준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
다.또한 최근에는 잠수 교육이 생활 근거지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
행 목적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인증단체들이 목적지 시장(Destination market) 을 선점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시장 확대 정책을 펴며 무분별하게 인증증을 남발하고 있어
서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이처럼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다이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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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다이버(instantdiver) 또는 ‘티백 다이버(teabagdiver)’라 부
르는데 이러한 강사와 다이버들이 증가된다는 것은 레저 잠수계에 매우
심각한 잠재적인 위험을 안기는 것이다.인스턴트 다이버의 증가로 인하
여 단기적으로는 회원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
기적으로는 잠수계의 발전에 반드시 위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33)))인인인증증증증증증의의의 종종종류류류

인증증의 종류는 <그림 3>과 같이 초급,중급,상급,강사 과정으로
분류되며 각 과정의 중간에 특수 잠수 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이다.여기에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특정 등급의 인증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그림 3.일반적인 인증 절차

각 과정마다 인증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결국 인증증의 종류는 잠수 강
습 과목의 종류와 동일하다.특수 잠수(SpecialtyCourses)에 관련된 인
증은 상위 등급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인 경우
가 많다.예를 들면 중급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야간잠수,대심도 잠
수,방향 찾기를 이수해야 하는 식이다.

초급

특수 잠수

⇩ ⇨
중급
⇩ ⇨
상급
⇩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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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I와 같은 인증단체에서는 인증증과 인증 카드(recognitioncard)
그리고 과정과 프로그램을 각각 구분하기도 한다. 인증증은 과정
(Course)을 수료하였을 때,인증 카드는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을 때 각각
발행한다.NAUI의 프로그램은 인증증을 부여하지 않는 잠수 활동이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장비수선 교육 또는 독침가오리 경험 등으로 활동 또
는 교육 내용이 명기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NAUI,1996).
인증증의 종류 중에는 테크니컬 잠수에 관한 것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

는 생략하였다.조사 당시 테크니컬 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단체는 IDEA,
PDIC,SSI,YMCA 등이다.다음은 각 단체별 인증의 종류를 나열한 것
이다.각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인증증의 종류를 그림으로 나타내
었다.
인증증의 종류는 외국 본사와 국내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다.이때에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가 국내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기
에 국내의 인증 종류를 우선하여 제시하였으며 인증 종류 비교표에는
○○○○ KOREA 인증 종류 라는 식으로 표기하였다.

(((111)))BBBSSSAAACCC

<그림 4>에서와 같이 BSAC는 특이하게도 스노클 관련한 인증이 무
려 5종류로 인증단체 가운데서 스노클 관련 인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스노클 또는 스킨 다이빙 과정은 BSAC를 제외하고는
YSCUBA가 2종류,CMAS,NAUIWORLDWDE,SSI,TDISDI가 각각
1종류였으며 그 외 4개 단체는 스노클 또는 스킨다이빙 과정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BSAC는 강사 관련한 인증도 7종류로 나타났다.이는 PADI와 함께

가장 많은 강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IANTD나 NAUI,
TDSDI처럼 테크니컬 과정에서는 각 과정별로 모두 강사인증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강사 종류는 훨씬 많아지게 된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테
크니컬 관련한 강사 종류는 제외하였으므로 BSAC의 7종류의 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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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종류이다.

그림 4.BSAC인증증 종류(BSAC,2007)

BSACHQ와 국내 BSAC의 인증카드 종류가 동일하다.스페셜티 혹은
특수 잠수 과정으로 분류되는 인증 종류를 BSAC에서는 기술발전과정
(SkillDevelopmentCourses)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BSAC에서는 타 단체들과 비교하여 과정의 용어와 단계가 생

소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미국에서 발원한 것
에 비교하여 유일하게 영국에서 창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22)))CCCMMMAAASSSKKKOOORRREEEAAA
CMAS본부의 기술위원회에서는 Onestardiver(*)～Fourstardiver

(****),OnestarInstructor(*)～ThreestarInstructor(***)까지 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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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을 설립하여 놓았다(CMAS,2002).CMASKOREA는 이탈
리아 본사의 규정보다 더 다양한 인증증을 <그림 5>와 같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CMASKOREA의 인증 종류(CMAS,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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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의 관계자에 따르면 CMAS본사에서는 인증의 등급과 종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CMAS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CMAS
KOREA는 자체적으로 여러 인증 과정을 개발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한
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MAS의 인증증으로 하지 않고 CMAS
KOREA의 인증증으로 구분하였다.
특수 잠수 과정에서의 소형선박 조종사,과학조사 다이버는 타 단체에

서는 볼 수 없는 CMASKOREA만의 매우 특이한 인증증 중의 하나이
다(CMAS,2007a).

(((333)))IIIAAANNNTTTDDD

그림 6.IANTD의 인증증 종류(IANTD,2007)

IANTD는 테크니컬 전문 인증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인증단체
와 동일하게 분류하기에는 모호함이 많다.이 단체에서 레저 잠수 교육
과정이라고 분류하여 놓은 것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레저 잠수 인증단체
의 기준에 비교해 보면 테크니컬 과정인 경우가 많다.그러나 인증단체
자신들이 레저 잠수로 분류한 이상 이를 타 단체의 기준에 맞출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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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일반 다이버 인증은 오픈워터 다이버에서부터

어드밴스드 케이브 다이버 과정까지 14종류가 있으며 테크니컬 EANx
다이버 수퍼바이저를 비롯하여 리더쉽급 이상이 3종류로 나타났다.그러
나 실질적으로는 각 인증단계별로 강사과정이 각각 운영된다고 판단된다
(IANTD,2007).

(((444)))IIIDDDEEEAAA

그림 7.IDEA KOREA 인증증 종류(IDEA,2006a)

IDEA는 짧지 않은 단체의 역사에 비교하여 매우 간결한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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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운영하고 있다.플로리다에 있는 IDEA HQ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레저 잠수 과정은 Beginning,Advanced 단 2개뿐이며(IDEA,
2006b)IDEA KOREA에서 조금 더 다양하기는 하나 그마저도 9종류로
그다지 과정이 많지 않다(IDEA,2006a).과거에는 NITROX교육도 진행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
었다.이 단체에서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스쿠버 다이빙 과정
외에도 (사)대한인명구조협회,(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의 연계를 통하
여 수상관련 교육,사회체육 지도자 교육,사회안전 지도자 과정,각종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작 스쿠버 잠수 강습 전문 단체
로서의 본업보다도 훨씬 다양하며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어 홍보의 초점
또한 이러한 스쿠버 과정 이외의 것에 더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웹 사이트의 레벨 플로 차트와 인스트럭터 매뉴얼 상의 등급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555)))NNNAAAUUUIIIWWWOOORRRLLLDDDWWWIIIDDDEEE

이 단체에서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테크니컬 잠수 과정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특이한 점은 강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강사가 되고 나면 강사 바로 직
전 단계인 보조강사나 다이브마스터,스킨다이빙 강사 등의 교육까지 직
접 시킬 수 있으며 인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타 단
체들이 각 강습 과목별로 강사 자격을 각각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
에 비교하면 강사에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종전의 특수과정에 있던 동굴잠수,아이스 다이

빙 등을 테크니컬 잠수 교육과정으로 옮겨서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특수 잠수 과정 중에는 타 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중 고고
학,훈련 조교 등의 과정이 눈에 띄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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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NAUIWORLDWIDE인증증의 종류(NAUI,2007)

(((666)))PPPAAADDDIII

이 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겨냥한 인증증의 종류로서 버블메이커,씰 팀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각 과정별로 강사를 세분화 해놓았으며,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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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인스트럭터부터 마스터 인스트럭터까지 6종류의 강사 인증이 있다.
또한 스페셜티 코스도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스페셜티
코스에서 Multi-leveldiver,Peakperformancebuoyancy는 PADI만의
독특한 인증카드 종류 중의 하나이다.
PADIHQ와 각 지역 PADI강사들의 인증증 종류가 동일하게 발급되

고 있다(PADI,2007).

그림 9.PADI인증증의 종류(PADI,2007)

또한 대부분의 인증단체들이 트레이너를 두는 것에 비하여 NAUI,
PADI만이 코스디렉터 제도를 두고 있는데 PADI의 코스디렉터는
NAUI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PADI의 코스디렉터는 강사를 교육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최종적인
강사 인증을 줄 수 있는 자격은 없다.이에 반하여 NAUI의 코스디렉터



28

는 강사 교육은 물론이며 최종적인 강사 인증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자격
을 가짐으로서 이 두 단체간의 동일한 명칭의 코스디렉터에서도 매우 큰
권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PADI의 코스디렉터는 강사 양성교육 후에
평가관(Examiner)에 의하여 최종적인 강사 평가를 하는데 이는 곧
NAUI의 코스디렉터와 PADI의 평가관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보
여준다.따라서 NAUI와 PADI의 코스디렉터는 명칭만 동일할 뿐 실질적
인 고유 업무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결국 PADI의 코스디렉
터는 NAUI의 트레이너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77)))PPPDDDIIICCC

그림 10.PDIC인증증의 종류(PDIC,2007a)

ProfessionalDivingInstructorsCorporation이라는 단체의 탄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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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되는데 10개의 인증 과정 중에서 절반이 넘는 무려 6개의
과목이 강사과정으로 짜여 있다.이는 지나치게 강사과정에 편중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스페셜티 과정은 난파선 과정을 비롯하여 총 9종류가
있다.나이트록스 과정을 강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발행된 강사후보생
교본에는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그림 10>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본부 사이트의 인증증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PDIC에서는 스페셜티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미국의

본부에서는 코스와 프로그램의 구분 외에 별도로 스페셜티 과정을 구분
하지는 않고 있다.이는 국내 PDIC에서 아직껏 자료를 개정하지 못한
탓으로 여겨진다.

(((888)))SSSSSSIII

SSI는 인증 등급을 매우 독창적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11>에서
처럼 비긴,컨티뉴,쉐어,라이프타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상위 등
급의 인증 카드 종류보다 하위 등급인 비긴(Begin)의 인증 카드 종류가
더 발달된 편이다.비긴에서는 총 6종류의 인증 과정이 있다.

그림 11.SSI인증증의 종류(SSI,2007)

인증증의 용어들이 크게 미국계와 영국계로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해 SSI는 미국의 인증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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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독특한 인증 종류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인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발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본부와 국내의 인증 발급이 동일하며 테크니컬 과정이 신설되

어 운영 중에 있다(SSI,2007).

(((999)))TTTDDDIIISSSDDDIII

<그림 12>와 같이 이 단체의 일반 인증 종류는 비교적 간략한 편이
다.그러나 스페셜티 과정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 이외의 것까지 하여
27종의 인증증을 발급하고 있어서 인증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스페셜티
과정을 보유하고 있었다.컴퓨터 다이버,솔로 다이버,시각 검사(VIP)
절차 등은 타 단체에는 없는 TDISDI만의 독특한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림 12.TDISDI인증증의 종류(TDISDI,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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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는 국내에서 직접 인증증을 제작,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단
체의 자율권도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인증
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재
는 미국 본부의 번역본이 아닌 순수한 국내 제작판이어서 그 의미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TDI’라는 테크니컬 과정과 ‘SDI’라는 레저 과정

이 혼합되어 있는 단체이다.물론 본 논문에서는 레저 과정을 전문화하
고 있는 SDI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하였다.IANTD는 테크니컬 과정
에 지나치게 치우친 반면에 TDISDI는 SDI를 통하여 레저 과정까지 함
께 인증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TDISDI,2007a).
특정 장비에 한하여 인증(SDI미니-비 스쿠버 다이버)을 발급하는 것

은 이례적으로 보인다.이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문 단체라는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TDISDI,2007b).

(((111000)))YYYSSSCCCUUUBBBAAA

YSCUBA HQ와 국내 YSCUBA의 인증 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테크니컬 과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penwaterCourse,
DiverLevels,Specialties,LeaderLevels등의 4개의 포괄적인 카테고리
가 형성되어 있으며,각 카테고리 안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
이다(YSCUBA,2007b).
1959년 처음 과정을 인증하기 시작하였으며,동 시대에 NAUI또한 인

증을 시작하였기에 두 단체 간에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간혹 발생하곤 한다.그러나 이러한 인증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스쿠버 잠수가 레저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활동들
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증 과정으로 발달하였기에 섣불리 어느 단체가 더
먼저 시작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탓에
NAUI와 YMCA의 인증과정이나 용어의 유사성이 빈번하게 확인되곤 한
다.NAUI와 유사하게 코스라는 용어 또한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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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YSCUBA의 잠수인증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타 단체들

이 스노클링이나 스킨다이빙 중 하나로 통일하여 인증하는 것에 대비되
게 YSCUBA는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각
각의 인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YSCUBA의 모 조직인 YMCA는 민간단체,종교단체,사회단체,청소

년 단체,문화 단체,시민운동단체로서의 매우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강한 사회성과 짙은 종교적 색채로 인하여 대중적
으로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그 역사에 비
해 인증단체들 중에 비교적 하위권으로 밀려난 원인이 바로 이러한 단체
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3.YSCUBA 인증증의 종류(YSCUBA,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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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증증증 절절절차차차

잠수 인증은 글로벌 인증단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증
절차는 <표 4>에서처럼 곧 인증단체에서 인증증을 발급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인증단체는 교육과정에 적합한 이론(Academic)과 실습(waterphase)

기준 등 표준규정(Standards)을 가지고 있다.이 기준 안에는 최소한의
교육시간,반드시 배워야 할 이론,제한수역 및 현장 실습의 내용과 횟수
등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표 4.잠수 인증증의 발급 절차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초급,중급,상급,스페셜티 등 각각의 교육과정
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물론 이러한 과정은 각 인증단체 고유의 교육 철
학과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음은 물론이다.
인증단체에 소속된 강사는 해당 단체에서 정해놓은 표준규정에 합당하

게 훈련을 시키고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정해진 양식에 서명을 하여
인증단체에 신청하고 인증단체는 이를 근거로 인증증을 발행함으로써 인

1단계 /강습생
강습 신청

강습비용 지불
강습 참여

⇩

2단계 /강 사
규정에 따른 강습 진행
인증증 발급 신청
발급 비용 지불

⇩

3단계 /인증단체
강사로부터 인증증 발급

요청 접수
인증증 발급



34

증 절차는 종료된다.
이처럼 인증증의 발급은 전적으로 현장 강사의 결정에 의한다.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더욱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판단
일 수도 있다.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강사의 미숙한 업무 수행,교습 능
력 부족,잘못된 규정의 해석,고의적인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부적절하
게 인증증이 발급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인증단체에서는 강사 교육(ITC 또는

IDC)기간 동안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노
력하며 강사 상호 검증,강습 기록의 보관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디에도

행정 관청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국가공인
자격과정이 매우 엄격한 기준과 보안,공정성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비록 잠수를 레저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잠수의 특수성과 잠수가 행해지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한다면
인증 과정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의외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레저 잠수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증의 과정을 지켜

보았다면 행정 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스쿠버 다이버,1998b).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444...인인인증증증제제제도도도의의의 배배배경경경

111)))인인인증증증제제제도도도와와와 보보보험험험

인증증 발행은 독립적이며 영리목적인 잠수 인증단체들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다.처음에는 단순한 경험과



35

약간의 의학적 지식 그리고 육체적 인내를 요구하는 교육 기준에 따라
인증증은 발행되었다.선도적인 인증단체가 자체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인증을 하였던 것이다.이론적인 지식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
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엄격한 안전기술 시범에 의존하였을 것이다.
앞의 <표 4>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증증이 발급되고 그리고 발급된

후에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증증은 인증단체의 유익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될 것이다.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의 원인이
발급한 인증증에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지게 된다.
사실 인증단체의 규정에는 인증증을 받은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은 다

이버 자신이 지도록 하고 있다(NAUI,1996). 논리의 전개상 강습중의
사고로 한정한 가상의 잠수사고를 가정하여야 살펴보도록 한다.

표 5.잠수 사고의 다양한 원인

  사고가 발생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고의 원인을 찾게 된
다.잠수사고는 기상상태,해양생물,자연환경,사용하는 장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표
5>와 같이 잠수 활동 참가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요인만을 다루기
로 한다.
사고자 자신 또는 동행한 제3자의 부주의함에 의한 사고 역시 본 논문

의 인증제도와 관련이 떨어지므로 전개를 생략한다.그러나 사고가 강습
을 진행하고 인솔한 강사의 책임 즉 잠수 강사의 미비한 교육,인증단체
의 미달된 교육 시스템 등이 원인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잠수 강사
혹은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면 그 강사와 인증단체는 단 한 번의 사고가

다이버 자신의 부주의

⇨ 잠수 사고
동행한 제3자(버디,선장,가이드 등)의 부주의
인솔강사 책임(미비한 강습,위험고지 여부)
인증단체 책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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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잠수 교육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사고가 두
려워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면 인증의 배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를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비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따라서 강습을 하는 강사나 인증단체는 잠수 교육에 매우
신중하게 되고 세심한 표준규정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표준규정을 근거로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사고에 대비하게 된다.
강사가 잠수 강습을 비즈니스로 선택하여 활동하려 한다면 당연히 인

증단체에 소속하게 된다.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스스로 인증단
체를 만들던가,스스로 강사가 되어 강습을 할 수도 있다.미국 지역에서
의외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개인 강사(Individualinstructor)들의 경우이
다.이러한 개인 강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우리나라의 잠수 환
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강사가 인증단체에 가입을 한다는 것
은 해당 인증단체와 보험회사와의 계약 시스템에 본인을 포함시켜 스스
로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가상의 사고를 가정 한다면 사고자 측에서는 먼저 강사의 강습이 규정

에 의하여 완전하게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부실한 강습을 하였
다면 강사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강사가 규정에 따라
완전한 강습을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인증단체의 교육 시스템
에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인증단체의 교육기준과 커리큘럼 자체가
사고를 예방하는데 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 강사가 기준에 따
라서 강습을 했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회사와 잠수 인증단체와의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한

다.성실한 강습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자로부터 인증단체와 강사
를 지켜야할 책임을 보험회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인증단
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게 교육 기준을 따지게 된
다.인증단체의 기준이 근거가 미약하거나,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
면 보험회사는 결코 그 잠수 인증단체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보장을 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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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인증단체와 보험회사와의 관계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인증단체는 사실상 교육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양에서는 소송에 따른 배상 금액
이 우리와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잠수 인증단체의 교육 기준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인증제도와 관련한
보험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잠수 인증단체
의 기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인
증을 위한 관련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충해줄 기준이 필요했

잠잠잠수수수 사사사고고고자자자

보험 회사
표준화 기구
-ISO
-ANSI
-CEN

인증단체

개인 강사
보험이 없는 단체
국제적이지 못한 단체

강 사

규정에 따른 강습
훈련기록의 교차 확인
면책 동의서 작성
참가자의 신체조건 확인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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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그 규격은 다름 아닌 ISO,ANSI/RSTC,CEN 등이다.<그림
14>는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인증증을 발행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무모한 일이다.또한 우리
나라는 아직 잠수 사고에 대하여 사고자 측이나 사법부에서 문제를 명확
히 추적하고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이처럼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시비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보험을 회피하
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스스로

밝혀야 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공급자인 강사는 교육기준과 이에 근
거하여 가르친 훈련 기록 등의 자료를 보관하였다가 제출함으로서 면책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
지 않고 있다.더욱이 잠수 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
여 접촉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급자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고에 대
하여 공급자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그리고 잠수사고에 대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미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살아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로 치우치는 경향이다.
결국 미국의 인증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인증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 혜택 여부인 것이다.아무리 좋은 교육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증단
체일지라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
면 좋은 교육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또한 몇몇 자생 단
체들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보험의 개념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대한 실수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체하지 말고 보험
에 가입하는 것이다.

222)))RRRSSSTTTCCC

어떠한 분야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은 국가 표준과 국제 표준이
있다.국가 표준(nationalstandard)은 그 나라의 국가적 수준에서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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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 일반에게 공개되는 표준으로서 국제 표준
과 대칭되는 말이다.우리나라의 표준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표준으
로 고시하며,KS로 불리고 있다.
비영리 민간기구인 ANSI(American NationalStandardsInstitute)는

미국표준협회(ANSI,2007)로서 국가표준이다.ANSI는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의 회원으로 가입
하였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사진필름의 감도 규격표시로 익히 잘 알려졌
다.2000년 현재 1,000여 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ENCYBER,2007).
ANSI자체가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이 각자 스스

로 표준을 설정하도록 틀(format)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잠수에 있어서
는 스쿠버 잠수 교육표준과 안전에 관한 ANSIZ-375위원회(ANSI
Z-375 Committee on Scuba Diving Instructional Standards and
Safety) 가 이 일을 하고 있다.이 그룹은 잠수계를 대표하는 폭넓은 개
인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ANSI의 잠수 부문 프로세스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Secretariat 라고 부르는 조직이다.현재의
Secretariat는 RSTC(RecreationalScubaTrainingCouncil)이며 RSTC는
미국의 모든 잠수 인증단체가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인증단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협의기구이다.1986년에 NSTC(NationalScuba
Training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후에 RSTC로 변경되었다.회원 단체
들은 정기적 모임을 갖고 공통 관심사를 의논하며 주기적으로 합동 성명
과 표준안에 관한 문건을 발행하고 있다.
인증단체는 보험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인증단체의 교육 시스템에 대

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가장 법적 기준에 근접한 기
관과 기준을 찾다보니 양 쪽을 만족시킬 만한 단체가 바로 ANSI였다.
그러나 ANSI는 공업 제품의 표준을 위한 단체이다 보니 스쿠버 잠수에
대한 표준을 스스로 지정할 수 없었다.따라서 스쿠버 잠수에 대한 표준
은 몇몇 인증단체들이 모여서 RSTC라는 것을 만들고 RSTC 이름으로
스쿠버 기준을 만들어 ANSI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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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는 RSTC의 전문성과 대표성에 신뢰를 갖고 이를 자신들의 표준
안 틀에 승인하여 줌으로서 ANSI에 스쿠버 잠수 교육 표준안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때문에 이를 ANSI/RSTC 표준안이라 부르고 있다.보
험회사로서도 하나의 인증단체 기준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몇 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ANSI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다
면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공통적인 표준안을 설정

해 놓고도 왜 스쿠버 교육과정이 저마다 다른가 하는 점이다.그 이유는
ANSI는 최소내용(minimum content)만 언급하기 때문이다.ANSI는 수
영능력을 제외하고는 교육 철학과 수행 능력의 일정한 수준은 설정하지
않는다.이 방침은 각 인증단체들이 그들의 방식에 따라 자유스럽게
ANSI가 제시한 최소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스쿠버 다이
버,1999).
1999년 RSTC는 WRSTC로 변경되어 일반 레저 다이버들의 안전과

훈련기준의 국제화 및 협의회의 신뢰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표
6>은 각 지역의 RSTC의 소속 인증단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6.각 지역의 RSTC인증단체 현황

지지지역역역 RRRSSSTTTCCC 소소소속속속 인인인증증증단단단체체체

RSTC IDEA,PADI,PDIC,SDI,SSI,YSCUBA

RSTCEurope
ACUC,BARAKUDA,DAN EUROPE,FIAS,
IDD, IDEA, NASDA GERMANY, PADI
EUROPE,PADIINT̀L LTD,PADINORDIC,
PSS,SNSI,SSIEUROPE.

RSTCCanada ACUC,PADICANADA,SSI
JapanC-Card
Council

NASDSJAPAN,NAUIJAPAN,PADIJAPAN,
SSINIP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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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RSTC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4곳의 지부를 두고 있
으며 각 지부는 독립적인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WRSTC,2007).
RSTC 유럽은 NASDS에서 캐나다와 일본의 RSTC는 해당 지역의
PADI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레저 잠수 인증이 어떤 배
경을 가지고 공급되는지를 간략히 조사해 보았는데 문제는 모든 단체들
이 보험회사에서 선호하는 RSTC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RSTC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인증단체는 BSAC,CMAS,

IANTD,NAUI등이다.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
고 인증 활동을 할 수 있을까?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그들의 교육기준
안이 RSTC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인증제도 자체가
정부의 강제사항이거나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RSTC에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때문에 이들 단체
들은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인증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인증

시스템도 이와 유사하다.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또는 RSTC에 가입하여 RSTC 기준을 따름으로서 인증을 받아
야 한다.

333)))EEENNN과과과 IIISSSOOO

잠수 인증과 관련하여 가장 제도적인 규칙처럼 여겨지는 미국의
ANSI/RSTC 규정 외에도 유럽의 EN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ANSI와
유사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법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서구에서 이미 잠수 표준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
가 크다.
영국 표준화 기구(BritishStandardsInstitute)는 세계 최초의 규격기

관으로서 영국의 국가표준(BS)을 제정한다(BSI,2007).정부 공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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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BSI는 영국을 대표하여 ISO,IEC 등의 국제표준기구와 CEN,
CENELEC 등의 유럽 표준 기과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현재
세계적으로 BSI와 유사한 기구들이 독일의 DIN을 비롯하여 100개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김홍렬,1997).
또한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호환

성을 확보하고 상호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규격,기술,용어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표준 형태를 국제 간 합의를 통해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IS(InternationalStandard)로 불리며 현재 전기 분야
는 국제전기회의(IEC)가 전기 이외의 모든 분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국제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ISO,2007).
ISO의 목적은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학문적,

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세계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회원가입은 1개국 1개 단체를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가표준기관이 가입하는데 우리나라는 1963년에
공업진흥청이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KATS)이 회
원기관으로 되어 있다(ENCYBER,2007).
ISO에서는 품질관리와 품질 보증을 위한 국제 규격으로 ISO9000시리

즈(9000～9004)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이것은 구입자 측면에서 볼 때
제품의 품질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확실하게 조성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품질 관리의 유지사항을 규
격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시리즈의 기본 지침은 ISO 9000이고,설계,개발에서 제품 설치,애프

터서비스까지를 대상으로 한 ISO 9001,제조에서 설치까지는 ISO 9002,
제품의 최종 검사 및 시험은 ISO9003이며,이 밖에 공급자가 내부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ISO 9004이다
(ISOKOREA,2007).
유럽 표준은 유럽의 통합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를 달

성하는 데 필요한 표준이다.유럽표준위원회(CEN;Comit'eEuropeande
Normalisation)는 유럽공동체 및 유럽자유무역지역 회원국 국가표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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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단체의 연합이다.유럽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준 제정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유럽 표준
위원회가 산출하는 표준을 ENs(Européen Normes: European
Standards)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럽표준위원회가 발표하지 않고 각국 표
준 기관으로 하여금 자국 내의 세부 시행 절차와 함께 발표 후 출판하도
록 하고 있다.유럽표준위원회는 특히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회의의
표준화 활동에 관한 유럽의 입장과 의견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레저 잠수와 관련한 표준안이 영국국가표준과 BS EN 그리고 ISO가

동일하게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잠수 관련한 유럽
통합규격이 제정되었다면 각 국가에서는 자기나라가 사용하는 언어에 맞
추어 그 규격을 적용할 것이다.그러나 EN에서 제정된 규격번호를 그대
로 인용하여 영국에서 BS로 만들다 보면 기존에 규격번호와 겹치는 경
우가 생길 수 있다.그렇다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서 규격을 제정하다
보면  BS와 EN규격과의 매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BSEN이라는 규격 명을 사용하

게 된 것이다.따라서 BSEN과 EN의 규격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 KSISO 형태인데 이
는 ISO 규격을 인용하여 한글로 만들어 놓은 규격이라 해석할 수 있다
(NAVER,2007).KSISO는 잠수 관련 인증은 특수한 분야로 많이 활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준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산업분
야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9000과 14000시리즈를 번역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SO와 BS EN의 규격은 매우 유사한 면이 많다.이는 EN의 규격의

근간이 된 BSAC의 기준안이 ISO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
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 (國家標準基本法,1999.2.8,법률 제5930호)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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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정부는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
른 법제상,재정상,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그리고 정부
는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에 국가표준 심의회를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표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측정 단위의 구분,한

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치,국가 교정제도의 확립,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
급,참조 표준의 제정 및 보급,법정 계량,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국
가 측정 표준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표준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체계의 총괄

관리,적합성 평가 체제의 구축,제품 인증,시험·검사 기관 인정,품질
경영 관리 및 환경 경영 관리 시스템 인증,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인
정,국제 표준의 협력 증진,출연금의 지원,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
립,표준 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 계에서는 미국,영국,유럽의 경우처럼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잠수 관련한 국가표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
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레저 잠수 인증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한 마당에 아직도 국가표준이 없다는 것은 한번 쯤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45

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인인인증증증단단단체체체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은 인증단체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다.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으나 각 단체별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증증이 발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증을 위한 비교 등급은 가능한 한 초급과정을 기준으로 하였다.비

교해 볼 항목은 국내에서의 자체 발급 여부,보험,신체검사,교재구입
여부,허용 잠수수심,잠수장비 구비 여부, 발급 비용,국내 코스디렉터
숫자 등으로 살펴보았다.잠수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각
인증단체에 소속된 다이버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 다이버의 총
인구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이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인증증의 국내 발급은 BSAC,CMAS,IDEA,SSI,TDISDI가 직접 실

행하고 있으며 NAUI,PADI,PDIC,YSCUBA 등 4개 단체는 국내 자체
발급이 안 되고 있다.
다이버 인증을 받기 위하여 혹은 인증을 서명하는 강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험의 가입은 외국의 본부에서는 대부분 의무사항으로 진행되
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CMAS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체들은
유예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는 외국의 인증단체들이 보험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익 추구에 우선한 결과로 매우 이
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또한 국내 잠수시장을 차별화 또는 무
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혹자들은 까다롭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보험을 유예 받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이러한
실정은 결국 다이버와 강사 모두에게 피해로 나타나게 된다.
다이버가 되기 위하여 고기압 환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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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항목은 각 단체별로 판이하게 나타났다.BSAC,NAUI,
YSCUBA 등은 의무 사항이나 국내에서는 흐지부지한 상태이며 CMAS,
IDEA,PADI,PDIC,TDISDI등은 자기평가 양식에 의하고 있으며
IANTD,SSI는 일반 다이버의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이버의 교재 구입 여부는 NAUI,PADI,SSI,YSCUBA에서 필수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단체에서는 선택적이거나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인증증을 받기 위한 평가로서 시험은 모든 단
체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NAUI,SSI,TDISDI는
75점,PDIC는 85점이며 그 외 단체는 8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있다.
IDEA는 합격점을 90점으로 하여 가장 높은 시험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인증과정의 기록 보관은 대부분의 단체에서 5～7년간 실시하고 있으

며,BSAC,CMAS는 훈련과정의 기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훈련기록의 보관 년도는 최소한의 기간이며,가능한
오래 보관하도록 추천하고 있다.강사는 자신이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강습을 하였음을 훈련기록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록의 보
관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인증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각 단

체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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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는 영국 HQ의 등급과정을 도입하여 사용하며 인증증
은 국내에서 자체 발급되고 있다.인증증의 발급에 관한 로열티는 발급
수량에 따라 지불되며,계약 갱신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7>에 보듯이 인증증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가 영국 HQ에서는 의

무이나 국내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또한 인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가 과거엔 인증증과 함께 일괄 판매되었으나 현
재는 가격부담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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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BSAC인증증 발급 특징

초급과정(Oceandiver)의 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치러지는 시험 문제
는 3종류(A,B,C형)를 사용하고 있다.만약 A형의 시험문제로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점 80점을 넘지 못할 경우 B형 문제로 다시 도전할 수 있
다.훈련기록이나 의학적 기록 등의 보관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관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오직 BSAC에만 있는 인증제도의 특이점 가운데 하나는 허용 한계 수

심이 51m라는 사실이다.테크니컬 잠수를 제외한 미국계의 대부분의 인
증단체들이 40m로 한계를 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차별되는 조건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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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는 국내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있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BSACKOREA 명의로 국내에서 직접 발급
보험 국내는 아직 실천되지 않음
신체검사 국내는 시행하지 않음
교재구입 여부 선택적
필기시험 의무사항이며,80점 이상 합격
기록보존년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해양실습 횟수 5회

허용 잠수 수심 오션다이버 20m,
추후 경험과 교육에 따라 최대 51m

잠수장비 구비여부 없음
트레이너 현황 2명

소속강사 현황 약 330명 중 매년 약 50% 갱신
(비활동성 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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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8>에서 보듯이 인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보험여부는 회원공
제로 해결하였다.강사 등록비용에 공제 비용을 포함시켜서 공제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에 진출한 대부분의 인증단체들이
해외 현지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
익성 악화가 원인인 듯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스템이 무용지
물인 경우가 많다.이를 CMASKOREA에서는 공제(mutualaid)라는 제
도를 적극 활용하며 극복하고 있다.CMASKOREA의 공제는 강사배상,
회원 개인의 공제혜택도 가능하다.

표 8.CMASKOREA 인증증 발급 특성

잠수의 신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질병 여부 점검 목록으로
확인하고 있다.여기서 심장질환처럼 잠수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중대질
환의 경우 병원의 정확한 진단을 요구한다.레저 잠수의 최대 허용 수심
이 30m로 다소 낮게 책정된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현재 30m로 제한
수심을 유지한 단체는 CMAS와 YMCA 두 곳으로 나타났다.
CMASKOREA의 인증 발급은 매우 성공적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몇

몇 외국의 경우와 같은 1국 복수 단체(Centre또는 Federation)가입과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국내 자체 발급
보험 강사 공제조합 운영
신체검사 질병 여부 점검 목록으로 확인
교재구입 여부 아님
필기시험 80점
기록보존년도 없음
해양실습 횟수 4회
허용 잠수 수심 18m,레저 잠수 최고 허용수심 30m
잠수장비 구비여부 없음
트레이너 현황 13명
소속강사 현황 약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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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 국내에서 재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므로 이점은 향후
업계 내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현재 CMAS에 가입된 회원국은 93개국이며 가입된 단체

(Federations)의 수는 총 129개 이다.이중에서 아시아는 23개국 31개 단
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6개 단체,필리핀은 2개 단체,대
만 2개 단체 등은 이미 복수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이탈리아는 무
려 12개의 다이빙 단체가 CMAS의 회원 단체로 가맹되어 활동하고 있
다.CMAS의 내규 여러 곳에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CMAS,2007b).
트레이너는 13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트레이너 고유 업무인 강사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과도기적인 상황으로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 년 내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등록강사 숫자는 국내에서 활동하
는 인증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와 비례하여 국내
에서 발행된 인증증 숫자도 가장 많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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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IANTD인증증 발급 특성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자체 발급
보험 의무 가입이나 한국은 유예
신체검사 의무사항 아님
교재구입 여부 Kit구입 의무이나 한국은 면제
필기시험 필수,80점 이상 합격
기록보존년도 5년
해양실습 횟수 4～ 6회
허용 잠수 수심 18m (초급 다이버)
잠수장비 구비여부 의무사항 (초급 다이버)
트레이너 현황 7명,트레이너 트레이너 1명
소속강사 현황 약 120명 (비활동성 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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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와 같이 인증증은 미국 본부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국내
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발급하고 있다.강사 인증증도 마찬가지이다.신체
검사는 자체 양식에 기록하며 의사 서명이 아닌 자신의 서명으로 가능하
다.교재는 의무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이브 테이블은 의무적
으로 구입해야 하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이는 지적재산권이 그
이유라고 한다.
초급 과정에서의 제한 수심은 18m로 되었으며 초과가능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다.
IANTD에서도 트레이닝 퍼실리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

분의 인증단체들의 중요한 흐름으로 파악된다.즉 강사 베이스에서 퍼실
리티 제도를 선택함으로서 대량의 공급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레
이닝 퍼실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딩 패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컴프레서의 필터 외에 추가로 나이트록스를 위한 필터 또한 필수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이닝 퍼실리티로 지정이 되면 매터리얼 가격 할인,퍼실리티 등록

을 통한 홍보 장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경기 둔화
및 호응도 약화로 인하여 아직껏 국내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몇 번의 내부 부침으로 인하여 국내 도입된 년 수에 비교하면 활동성

강사의 수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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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의 인증 특성은 <표 10>과 같다.모든 시험과 기록들은 강사에
의해 7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질병의 징조나 건강사태가 좋지 않은
학생은 안전한 잠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건강진단서에 코스에
참가해도 좋다는 의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기권과 책임 면제서는 어떤 수업이나 수중 교육에 참여를 시작하기 전

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한다.베이직 오픈워터 자격부여에는 4회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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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가 오픈워터에는 6회,오픈워터 프로 자격부여 에는 8회의 해양 잠
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IDEA 인증증 발급 특성

또한 인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비공개 학생 질문지(Confidential
studentquestionnaire)를 통하여 공정하고 빠짐없이 강습이 진행되었는
지 확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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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하는 대부분의 인증단체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증을 제
작 발급함에 반해 NAUI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말레이시아의 아시아 태
평양 지역본부에 주문하여 국제 우편으로 수령하여야 한다.이는 타 단
체에 비교하여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또한 타 단체처럼 국
내 대표본부가 없다.CAP(CustomerAdvantageProgram)제도를 운영
하여 가장 상위 단계인 플래티넘 센터에서 국내 대표본부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직접 발행
보험 강사 개인이 각자
신체검사 서명된 건강진단 평가서
교재구입 여부 의무는 아니나 적극 권장함
필기시험 의무,90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7년 이상
해양실습 횟수 4회
허용 잠수 수심 18m
잠수장비 구비여부 없음
트레이너 현황 1명
소속강사 현황 약 100명 (비활동성 강사 포함)



52

CAP은 프로스쿠버,프로골드,플래티넘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테크니컬 센터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CAP제도는 많은 불
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1.NAUIWORLDWIDE인증증 발급 특성

플래티넘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천만원가량의 물품을 구
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내 소속되어 있는 NAUI강사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도 남는 수준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래티넘 센터와 별도
로 프로골드,프로스쿠버 센터를 도입하여 또다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의 육성과 조직의 발전보다는 오직 이윤 추구만을 우선시 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에서와 같이 인증을 위한 조건 중에 특이한 점은 중급 과정

이상부터는 잠수장비를 다이버가 구비해야 하며,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이 있다고 표준규정 명문화시켜 놓고 있다(NAUI,1996).
코스디렉터와 트레이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때문에 미국계 인증

단체 중에서 국내에 가장 많은 강사를 배출하였다.활성화된 IT,CD로
인한 부작용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코스디렉터라는 명칭은 PADI와 동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불가능
보험 가입 가능하나 유예
신체검사 요구하나 실천되지 않음
교재구입 여부 필수 구입
필기시험 필수,75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5년간 훈련기록 보존
해양실습 횟수 5회
허용 잠수 수심 40m
잠수장비 구비여부 중급 이상부터 의무
코스디랙터 현황 17명,트레이너 15명
소속강사 현황 약 600명 (비활동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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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나 NAUI의 코스디렉터는 직접 강사과정을 인증할 수 있는 평가관
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
면 NAUI의 코스디렉터 숫자는 타 단체보다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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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PADI인증증 발급 특성

PADI의 인증 특성은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인증증은 먼저 호주 지
사에 신청한다.호주 지사는 서류를 미국 본사에 접수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본사에서 강사에게 인증증을 발송한다.미국에서 한국까지 인증증
우편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보험은 대부분의 인증단체처럼 국내는
유예가 된 상태이나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강사들은 호주 본부
의 HORSELLInternationalPTY LTD 의 보험이나 DAN 보험에 가
입하여 자기방어를 하고 있었다.또한 보험은 강사가 일괄적인 강사배상
책임 보험 또는 다이브 센터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
하여 다이버 개개인에게 별도 보험가입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교재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불가능(호주를 거쳐 미국에서 발급)
보험 가입 가능하나 유예
신체검사 진술서
교재구입 여부 필수 구입
필기시험 필수,80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최소 7년간 보존 (가능한 오래 보관 추천)
해양실습 횟수 4회
허용 잠수 수심 18m,레저 잠수 최대 40m
잠수장비 구비여부 의무 사항 없음
트레이너 현황 15명
소속강사 현황 약 600명 중 활동성 강사 약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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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언어로 제작된 교재는 대부분이 의무 구입이라고 한다.
잠수 가능한 수심은 초급 과정의 경우에 최초 1～2회의 잠수일 경우에

는 12m,3～4회의 잠수일 경우에는 1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증증의 남발을 막고 충실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PADI본부에서
회원들에게 인증증과 함께 설문 조사지를 함께 보내서 교육의 내용에 관
한 리뷰를 받는다고 한다.종전에는 설문지가 영문으로 제작되었으며,또
한 발송하는 방법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지금
은 전자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서 인증을 발급하는 강사들을 긴장
시키고 있다.그러나 인증증의 올바른 발급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라 평가된다.물론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강사의 강압이나 개
인적 친분에 의한 청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는 상황은 철저히 배제
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의 인증단체들의 강사교육이 코스디렉터의 총괄책임 하에 진행되

는 것과 비교하여 PADI에서의 코스디렉터는 IDC(Instructor
DevelopmentCourse)까지 교육하며 최종 평가를 하는 IE(Instructor
Exam)는 평가관(Examiner)에 의해 진행된다.이처럼 평가관이 있는 경
우는 SSI가 있는데 SSI에서의 평가관은 써티파이어(Certifier)라 부르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국내에 진출한 인증단체 중에서 여성
코스디렉터를 최초로 배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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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강사 안내서,인증증,인증서는 본부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인쇄,
발행,복제될 수 있다.건강 진단서 양식은 교육 시작 전에 교육생에 의
해 작성되고 강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건강 진단서의 양식은 PDIC
기준 건강 진단서가 사용되어야 하며,면허있는 의사에 의한 건강 진단
과 소견서를 첨부하여 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3>과 같이 해양 실습을 위해 권장되는 수심은 4.5m～9m이다.

9m 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단지 체험 잠수를 하기 위해서만 권장된다.



55

표 13.PDIC인증증 발급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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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SSI인증증 발급 특성

<표 14>에 나타나듯이 SSIKOREA는 HQ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불가능
보험 가입 가능하나 유예
신체검사 진술서
교재구입 여부 확인 안 됨
필기시험 필수,85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최소 5년 보존
해양실습 횟수 스쿠버 4회,스킨 1회
허용 잠수 수심 해양실습시 9m,조건부 15m까지 가능
잠수장비 구비여부 의무 사항 없음
트레이너 현황 2명
소속강사 현황 파악 안 됨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자체 발급
보험 의무 사항이나 국내 유예
신체검사 다이버는 의무 사항 아님
교재구입 여부 Kit의무 구입
필기시험 필수,75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최소 5년 보존
해양실습 횟수 4～5회(1회는 펀다이빙 또는 야간잠수 추천)
허용 잠수 수심 18m
잠수장비 구비여부 추천
트레이너 현황 21명(써티파이어 2명)
소속강사 현황 약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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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인증증을 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교재 및 매터리얼의
자국어 제작이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때문에 타 단체에 비교하여 다양
한 교재와 매터리얼이 번역 보급되고 있는 편이다.인증증 발행에 대한
로열티는 매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을 위한 신체검사는 의무 사항은 아니나 이상이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강사지망생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인증을 위해서 시험을 필수적으로 쳐야 하는데 강사의 경우
합격점이 90점으로 타 단체에 비교하여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멤버스토어 제도가 가장 발달된 단체이다.모든 강사는 개인적으로 머

티리얼의 구매가 불가능하다.반드시 멤버스토어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
하다.이는 멤버스토어 정착을 위하여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멤버 스토어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개념으로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교재 및 다양한 머티리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트레이너와 써티파이어 제도가 있는데 써티파이어에 의하여 트레이너

양육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써티파이어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트레이너 양육 및 평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단체 가운데 트레이너 숫자가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매우 폭발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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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와 같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증을 발행하고 있다.인증
기준은 미국 본부의 것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에 관해서
만 유예상태이다.보험은 미국의 본부는 윌리스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의
하여 가입하고 있으나 국내 윌리스 지사는 수익성 악화의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때문에 가능한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의
윌리스나 DAN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사들에게 권장하고 있다.보험 가
입의 사실관계 파악의 특성상 직접 업무대행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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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TDISDI인증증 발급 특성

신체검사를 통한 잠수 적합성 여부는 자기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따라
서 본인의 부주의한 혹은 의도된 기록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정확한 자기진술을 유도한
다.또한 추후 보험사의 소송대행에 대비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제
반 기록물의 의무 보관기간이 7년으로 인증단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자료보관을 하고 있었다.
최근 테크니컬 다이빙 열풍의 핵심 단체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약 300명

의 강사 배출 실적은 저조한 듯 보이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
다.이 단체의 커리큘럼 특성상 개별 과목마다 따로 따로 강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강사들은 몇 개씩 강사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고 보인다.최근에는 타 단체의 중견 강사들을 대대적으로 트레이너로
영입시켜 짧은 역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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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CUBA는 인증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탄생했음에도 국내에는 가장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자체 발급
보험 의무 사항이나 국내 유예
신체검사 건강 질의서에 따라 자술에 의함
교재구입 여부 초급 과정은 의무사항 아님
필기시험 필수,75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최소 7년 보존
해양실습 횟수 4회
허용 잠수 수심 18m,최대 40m
잠수장비 구비여부 다이브 컴퓨터 의무적으로 구비
트레이너 현황 16명
소속강사 현황 약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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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보급된 단체이다.때문에 국내에서의 활동 초기인 요즘 의욕이 넘
쳐나고 있다.인증 과정에 매우 특이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표 16.YSCUBA 인증증 발급 특성

<표 16>에서 보듯이 인증증의 국내 자체 발급은 되지 않으며 미국의
본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카드 발급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는 없으
며 비용은 그때마다 직접 지불된다.HQ의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
하여 인증하고 있으나 강습에 대한 모든 권한과 감독은 국내 트레이너에
의해 진행된다.이는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NAUI와는 또 다른 면
이다.
다이버의 잠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잠수 전문의 혹은 이

를 수행해줄 의사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이
다.의사들이 잠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태 때문에 서
명하기를 꺼린다.YSCUBA KOREA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의 K의료원에 다이버 신체검사를 위탁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다.
여기서의 적합성 검사는 다이버는 물론 강사지망생들의 신체검사까지 이

구 분 인증증 발급 특성
국내 발급 여부 불가능
보험 의무 사항이나 국내 유예
신체검사 다이버는 의무 사항 아님
교재구입 여부 Kit의무 구입
필기시험 필수,80점 이상
기록보존년도 최소 5년 보존
해양실습 횟수 5회
허용 잠수 수심 초급 과정 18m,레저 잠수 최대 30m
잠수장비 구비여부 스킨 장비 구입 권장
트레이너 현황 2명
소속강사 현황 약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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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고 하니 매우 획기적인 준비를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 단체일 수 있는 CMASKOREA

의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YSCUBA 강사들을 대한수중협회의 회원
에 가입하도록 하여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종 단체 간의 첫 번째 업무제휴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향후 업체 간의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활발한 업무
제휴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재 구입에 관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오픈워터

패키지를 판매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정
작 미국에서는 교재 구입이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인증단체의 특성을
연구하는 중에 이와 경우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이는 결국
국내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
을 것이다.또 다른 이유는 인증증을 발급하는 규정 이외의 보험,신체검
사,교재 등에 대하여 미국 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
도록 계약된 조항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인증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5회로 규정하고 있으며,그 중 1

회는 수영장 교육을 인정하여 준다.이 또한 다른 단체에 견주어 매우
특이한 사항으로 파악된다.스포츠 잠수 최대 허용 수심은 30m이다.이
는 YSCUBA 특유의 보수적인 규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국내 YSCUBA는 한 때 NAUI소속의 강사들이 전임강사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으며 경기 침체기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의 활동저조로
인하여 전체적인 침체기를 맞았고 국내 YSCUBA가 도입된 2004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AUI와 동시대에 시
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SCUBA의 발전은 활발하지 못하였다.오직 다
이빙만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NAUI와 사회단체의 부속 활동으로 다이
빙을 추진해온 YSCUBA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었기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YSCUBA의 명성을 회복해 나갈 것
이다.
YMCA는 수영인증,인명구조,응급처치,스킨스쿠버,아쿠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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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스 등 대부분의 아쿠아 프로그램의 인증이 가능한 단체이다.
종교단체라라는 이유로 종교입문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222...단단단체체체별별별 인인인증증증제제제도도도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인증증이 어떤 조건하에서 발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 인증단체의
인증 기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가능하다.비교 분석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는 우수하고 어떤 단체는 열등하다는 식의 우열을 가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예컨대 막연히 조건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수한 단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단체들이 망설임 없이 조건 강화를 통하여 우수한 단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단체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매우
공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야 하나 연구해본 결과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에 나타난 기준항목 외에 실질적인 기술항목들 예
를 들면 잠수전 준비,수면기술,상승 하강 기술,수중기술,잠수계획수
립,환경기술,비상기술,필요한 지식 등을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기술항목들이 비교를 위하여
용어가 통일된 것도 아니며,등급의 수준이 수평적으로 동일한 것도 아
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레저 잠수를 처음 입문하는 다이버들이 목적지 시장의 우점하는 인증

단체를 무차별적으로 선택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다이버들에게 이러한 인증단체의 비교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강사들 또한 타 단체와의 비교 하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우수함을 말

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맹목적인 추종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이다(SEAROVER,2007).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아무런 비교 기준도 갖고 있지 않은 레저 잠수 입문자들과 상담을 한다
면 그 결과는 매우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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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인증증이 발급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비교한 것일 뿐이다.다이버는 자신에게 맞는 인증단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강사는 자신의 단체가 타 단체와 비교하여 어떤 강점 혹
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11)))초초초급급급 과과과정정정 명명명칭칭칭 분분분석석석

연구를 위하여 각 단체의 고유한 등급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정리 할
수 없기에 가장 유사한 명칭과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유사성을 보
이는 인증 등급을 단순히 비교 분석하였다.

표 17.인증단체별 유사 초급 과정 비교
단체명 유사 초급 과정 비교
BSAC 오션 다이버 스포츠 다이버
CMAS O/W 다이버

IANTD O/W 다이버 어드밴스드
O/W 다이버

IDEA 베이직 O/W
다이버 O/W 다이버 프로O/W다이버 어드밴스드

O/W다이버
NAUI TSD/PDP 스쿠버다이버

PADI Discover
스쿠버다이버 O/W 다이버 어드밴스드

O/W 다이버

PDIC 리조트 다이버 O/W 다이버 어드밴스드
O/W 다이버

SSI 패스포트
다이버 O/W 다이버 어드밴스드

O/W 다이버
TDI
SDI

O/W 스쿠버
다이버

YMCA O/W 다이버 O/W Ⅱ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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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은 가장 유사한 입문단계의 인증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
고 있다.초급 과정의 공통적인 명칭은 ‘오픈워터 다이버(Openwater
Diver)’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이름이 오픈워터 다이버라고 해서 모두 동
등한 등급이며 동일한 강습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표에 보
듯이 IDEA는 오픈워터 과정이 무려 4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IDEA,2007).NAUI와 PADI에 각각 ‘스쿠버 다이버’과
정이 있으나 명칭만 동일 할뿐 인증과정의 차이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NAUI의 스쿠버 다이버 과정은 PADI의 오픈워터 과정과 동일하다.그

러나 명칭만을 비교하면 PADI는 NAUI의 스쿠버 다이버가 자신들의 입
문 수준인 오픈워터보다 아래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NAUI는
PADI의 스쿠버 다이버가 이름만 자신들과 동등할 뿐 내용적인 면에서는
NAUI의 스쿠버 다이버 과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초급 과정을 대부분 오픈워터 다이버로 명칭하고 있으나 BSAC와

NAUI에서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UI에서도 입문과
정을 ‘오픈워터 다이버Ⅰ’,중급 과정을 ‘오픈워터 다이버Ⅱ’로 불렸으나
각각 스쿠버 다이버,‘어드밴스드 스쿠버 다이버’로 개정하였다.이는 오
픈워터라는 명칭이 입문단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등급의 해양
실습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NAUI초,
중,상급 과정을 모두 스쿠버 다이버 명칭을 넣어서 스쿠버 다이버,어드
밴스드 스쿠버 다이버,마스터 스쿠버 다이버로 각각 분류하고 있었다.
YMCA는 오픈워터 다이버Ⅰ,오픈워터 다이버Ⅱ,어드밴스드 다이버

로 명칭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설설설립립립년년년도도도,,,웹웹웹사사사이이이트트트,,,표표표준준준규규규정정정 분분분석석석

<표 18>에서 보듯이 인증단체의 설립 역사는 BSAC가 1953년으로 가
장 먼저이며,TDISDI가 1994년으로 가장 늦게 설립되었다.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각 단체마다 관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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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벤트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단체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간혹 각 단체별로 누가 더 오래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
이 발생하기도 한다.그러나 해당 단체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할 경우에
는 강제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론할 수 없는 형편이다.반면에 역사가
짧은 단체들은 역사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부
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 18.단체별 설립년도,웹사이트,표준규정 목록 비교

인증 단체들의 웹 사이트는 ‘.org’와 ‘.com’으로 나뉘는데,이는 단체

단체명 설립년도 웹사이트 표준규정 및
정책 매뉴얼

BSAC 1953 www.bsac.org BSACKOREA 정책 및
규정

CMAS 1959 www.cmas.org CMASKOREA 지도자
교본

IANTD 1985 www.iantd.com IANTDstandard&
procedure

IDEA 1978 www.scuba-idea.com IDEA INSTRUCTOR̀S
MANUAL

NAUI 1959 www.naui.org NAUIStandardsand
Policies

PADI 1966 www.padi.com PADI
Instructormanual

PDIC 1975 www.pdic-intl.com PDICInternational
Generalstandards

SSI 1970 www.ssiusa.com SSI트레이닝 스탠더드

TSDI 1994 www.tdisdi.com SDIInstructorManual

YMCA 1959 www.ymcascuba.org YMCA scubastandard
&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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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사회단체 및 조직인 경우에는
.org,사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com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BSAC,CMAS,NAUI,YMCA는 .org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
외에는 .com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규정 및 정책 매뉴얼’은 단체의 헌법과 같은 존재이다.대부분의

단체에서 이를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CMASKOREA의 ‘지도자
교본’은 타 단체의 표준규정 및 정책 매뉴얼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게 나
타났다.이는 다른 단체들의 ‘강습 매뉴얼’에 비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예를 들면 NAUI의 경우 ‘NAUIStandardsand Policies’외에도 강
습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인스트럭터 가이드’가 사용되고 있다.
CMASKOREA의 매뉴얼은 NAUI의 인스트럭터 가이드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333)))입입입문문문 연연연령령령,,,잠잠잠수수수표표표,,,수수수영영영 능능능력력력 분분분석석석

초급과정의 입문나이는 대부분이 주니어 12세,일반 15세이었으나
IANTD,PADI,SSI,TDISDI는 주니어 입문이 10세였으며 TDISDI는 초
급다이버가 18세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인증 시장의 점유율 경쟁으로 입
문 나이를 하향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사의 인증 나이는 CMAS와 PDIC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서 18세를

적용하고 있었다.CMAS는 23세,PDIC는 21세로 나타났다.CMAS는 인
증의 기준이 되었던 ISO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잠수표는 IDEA와 PDIC에서는 미 해군 잠수표를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SSI에서는 미 해군 잠수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SAC는 88감압 테이블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테이블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NAUI에서는 NAUI잠수표 외에 RGBM 테이
블을 새롭게 채택하여 교재에 실었으며,이에 따라 다이버는 편리한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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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입문 최소 연령,잠수표,수영능력 비교

또한 NAUI에서는 DCIEM 테이블,불만의 테이블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준규정에 명시하여 놓고 있다.그러나 주요 교재와 인스트럭터 가이드
에서는 NAUI테이블과 RGBM 테이블만 소개하여 놓고 있다.

단단단체체체명명명 최최최소소소 연연연령령령 잠잠잠수수수표표표
수수수영영영 능능능력력력

(((사사사전전전 또또또는는는 과과과정정정중중중
숙숙숙달달달)))

BSAC
스노클링 8세,
오션다이버 12세
강사 18세 이상

BSAC테이블
(88감압테이블)

200m 수영
(국내는 유동적)

CMAS
스킨다이버 8세
Jr.O/W 12세,
O/W 15세

KUA 잠수표 수영 100m
생존수영 5분

IANTD Jr.O/W 10세
오픈워터 15세 이상

IANTDdive테이블
(기체별로 다양함)

180m 9분 이내
스킨 잠영 10m
스쿠버 수면 90m,
스쿠버 수중 450m

IDEA 스킨다이버 9세
미 해군 도플러 테스트
에 기초한 IDEA 재잠수
표와 더블 잠수표

수영 조건 안전한
스쿠버 다이빙에 관
한 미국국가기준 참
조 Z-86.3

NAUI
스킨다이버 8세이상
스쿠버 15세 이상
주니어 스쿠버 12세

NAUIDIVETABLE
초보수준 수영 능력,
생존수영 10분,잠영
15m,스킨 450야드,
3m 조난자 인양

PADI 주니어 10세
오픈워터 15세

RDP (Electric,table,
wheel)

수영 200m 또는 스
킨 300m,입영 10분

PDIC 오픈워터 15세 이상 PDIC미해군 잠수표 수영 200야드
SSI Jr.O/W 10세,

O/W 15세 이상 미해군 도플러 테이블 수영 200m

TDISDI
스킨다이버 4세
O/W 스쿠버 18세
Jr.O/W 10세

NOAA
NO-Decompression
AirDiveTable

수영 200m
스킨 수영 300m
생존수영 10분

YMCA
스킨 다이버 8세~
Jr.O/W 12세
오픈워터 15세

YMCA 스포츠 잠수표
수영 200m
잠영 7.5m
입영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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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표는 감압이론에 근거한 잠수 과학의 핵심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완성해 내
기가 쉽지 않다.
수영능력은 RSTC에 가입해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200m 수영과 생존

수영 10분 등 RSTC의 기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IANTD는 180m 수
영을 9분 이내에 완주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수영 능력의 조
건은 최근의 시장 확대 전략의 마케팅과 비교하여 대립적인 것으로 분석
된다.최근의 강사들의 영업 형태는 수영을 하지 못하여도 스쿠버 다이
빙을 배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증단체에서
<표 19>에서와 같이 매우 엄격한 사전 수영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반면에 NAUI는 사전 조건이 아니라,강습 과정 중의 조건으로서 타

단체들과 유사한 수영 능력을 명시하여 놓고 있는데 이 또한 비현실적이
기는 마찬가지라 판단된다.이러한 수영 기준은 스쿠버 강습을 받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며 정식적으로 수영 강
습을 수개월에 걸쳐야만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
실적인 규정은 보다 현실적으로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IIT,2007).

444)))강강강습습습시시시간간간 분분분석석석

<표 20>의 강습시간의 비교에서 보듯이 교육시간은 NAUI가 31시간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SI가 6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교육
시간과 잠수 시장의 점유율의 상관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다이빙에 입문할 수 있다는 의미이
며 교육시간이 길다는 것은 입문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습을 받고 싶어 하는 최근의 관광 다이버들은 가능한 강습시간을 최

소한으로 하기를 원한다.더욱이 제한수역에서의 강습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강의실에서의 이론 강습은 가능한 생
략하기를 바란다.규정대로 다이버를 강습시켜야만 하는 강사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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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강습시간이 매우 큰 속박이 될 수 있다.이는 결국 시장 점유율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20.강습시간의 비교

또한 강습시간의 비교는 본 장을 시작하며 언급하였듯이 각 단체별 인
증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이론시간
과 실습시간,이동하는 시간,자율훈련을 하는 시간 등 강습을 위하여 사
용 가능한 시간을 분석하기 매우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다.BSAC,
IDEA,NAUI는 이론시간과 실습시간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기타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단단단체체체명명명 초초초급급급과과과정정정 인인인증증증 명명명칭칭칭 이이이론론론 시시시간간간 실실실습습습 시시시간간간

BSAC 오션다이버
14시간 8시간

이동 및 준비시간 등 제외한 순수한
강습시간

CMAS O/W 다이버 30시간

IANTD O/W다이버
/O/W Nitrox다이버

오픈워터 12시간 추천
/오픈워터 나이트록스 16시간

IDEA O/W 다이버 최소 24시간 최소 5시간

NAUI 스쿠버 다이버 14시간 17시간(최소 10시간의
수중실습시간 포함)

PADI O/W다이버 5모듈
PDIC O/W다이버 최소 6시간
SSI O/W다이버 6시간

TDISDIO/W 스쿠버 다이버 20시간
YMCA O/W다이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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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현현현장장장수수수역역역 실실실습습습 및및및 강강강사사사 대대대 학학학생생생 비비비율율율 분분분석석석

표 21.현장수역 실습,강사 대 학생 비율 비교

<표 21>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BSAC와 NAUI는 현장수역 실습횟수
를 5회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RSTC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부
분 4회로 나타났다.또한 IDEA,PADI,TDISDI는 스킨 다이빙 실습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단단체체체명명명 현현현장장장수수수역역역 실실실습습습횟횟횟수수수 강강강사사사 대대대 학학학생생생 비비비율율율
(((조조조교교교 없없없이이이)))

BSAC 5회 이론교육 6명,제한수역 4명
해양실습 2명

CMAS 4회 스쿠버,1회 스킨 8명(각 세션별 규정 없음)

IANTD
O/W 4～6회,
나이트록스 다이버 5회
(2회는 나이트록스)

8명(최대 12명)

IDEA 4회 -

NAUI
5회 스쿠버(1회는 스킨 잠수
로 대체 가능)
1일 최대 실습 3회까지

제한수역 10명
현장수역 스쿠버 8명
조교의 수와 무관하게 22명
까지 강습

PADI 4회
제한수역 10명
(CW 교육생제한 없음)
현장수역 8명,
(현장수역 최대 12명)

PDIC 4회 스쿠버,1회 스킨 잠수 -
SSI 5회 스쿠버,1회 스킨 잠수 8명(최대 12명)

TDISDI 4회 제한수역 10명,현장수역 8명
(조교에 대한 언급 없음)

YMCA 4회 스쿠버,1회 스킨 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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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역 실습시 강사 대 학생의 비율은 조교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강사 1인 대 강습생의 비율은 1:8로 나타났으며 BSAC는 이 비율을
1:2로 제한하여 가장 엄격한 실습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현장수역에서 강사 혼자서 8명의 실습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논란에 앞서 규정에 명
시된 모든 사항들 예를 들면 수영 능력,제한수역 실습 기술,현장수역
실습 기술,비상시 기술,이론 교육 등 등을 빠짐없이 강습시켰는가에 대
한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실제로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강습한
다면 8명의 강습생을 강사 혼자서 실습시킨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
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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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론론론

111...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레저 잠수계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증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
서 자료의 빈약함에 직면하여 고전하였다.다이빙을 하는 동호인의 숫자
와 유사하게 인증증이 발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
는 전무하였으며 인증증을 사용하는 동호인이나 발급하는 강사들의 인식
또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적인 조사원칙을 수립한 후에 잠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하고 실
태를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잠수계는 크게 레저 잠수계와 산업 잠수계로 구분된다.레저 잠수계의

구성원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소비자들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서비
스 소비자들은 다시 전문 다이버와 관광 다이버로 분류할 수 있다.인증
증의 발전은 바로 서비스 공급자와 관광 다이버들에 의하여 발전하였으
며 지금과 같은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증증의 종류는 각 인증단체의 인증 등급과 동일하다.따라서 인증증

의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이러한 인증증이 일반인들에
레저 잠수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될 정도로 인증제도는 성공
적으로 정착하였다.
국내 진출한 인증단체의 현황을 중심으로 레저 잠수 인증제도의 실태

분석에 따라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
다.
첫째,인증증은 1950년대 인증단체의 설립에 때맞춰 잠수 교육의 수료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여되던 것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내려온 것이
다.잠수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발전과 관광 다이버들이 증가하면서 인증
증은 관습적으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정착하게 되었다.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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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은 보편적인 잠수기술의 인정,마케팅 도구,기타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레저 잠수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둘째,인증증이 자리잡기까지는 인증단체와 표준화 기구 그리고 보험

회사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인증단체의 표준규정에
대하여 ANSI,ISO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검증을 함으로서 보험회사는
신뢰를 갖고 인증단체를 지원하게 되었다.따라서 인증증과 인증제도의
핵심은 보험가입 여부이며 강사와 인증단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서
인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셋째,국내․외 인증 발급 단체와 인증발급 특징에 대한 연구 문제의

결과로서 인증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개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인증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부합
하며 이에 맞는 인지도를 갖는 단체는 연구 대상이 된 10개의 인증단체
이다.
인증단체별 인증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초급과정의 명칭은 오픈워터

다이버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었으며 설립년도는 BSAC가 1953년으로
가장 앞섰으며 CMAS,NAUI,YSCUBA가 1959년에 설립하여 긴 역사
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도메인은 공교롭게도 초창기에 설립된
BSAC,CMAS,NAUI,YSCUBA는 .org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인
증단체는 모두 .com을 사용하고 있어 단체의 성격이 웹사이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과정 입문 연령은 대부분의 단체에서 15세로 하고 있으며 BSAC

는 12세,TDISDI는 18세로 약간 달리하고 있었다.잠수표는 미해군의
잠수표를 기본한 변형 테이블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나 BSAC는 88
감압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수영능력 또한 대부분의 단체에서
200m 수영과 10분간의 입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잠수사고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된다.강습시간은 NAUI가 31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SSI가 6
시간으로 가장 짧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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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 언언언

잠수계의 발전을 위하여 인증증이 어떻게 발급,관리되어야 하는지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서 논문을 결론 맺고자 한다.인증
증은 실질적으로 잠수의 자격증과 매우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를 발급하는 강사와 단체는 매우 신중하게 발급,관리하여야 한다.인증
의 발급 관리를 위한 첫 번째 검열자이면서,책임자인 강사의 역할이 인
증제도의 중심인 것이다.
첫째,명확한 규정(Standards)의 이해와 적용이다.앞의 비교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단체별 규정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단체별 규정의 원천이 대부분 RSTC혹은 ISO의 표준에 따랐
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떤 단체가 우수하고 혹은 열등한가의 비교보다
어떤 강사가 소속한 단체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훈련기록의 보관,면책동의서의 작성,보험가입이다.강사들이라

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강습이
급한 게 아니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며,아울러 보험을 통하여
강습생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셋째,국내 표준의 제정이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증단체

들의 연간 수익액을 예상할 수 있듯이 잠수교육 사업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본 논문에서 국제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논리의
전개 과정에서 배제된 국내 인증단체들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 국제
화,보험의 가입,표준규정의 정립 등을 통하여 하루속히 국제적인 인증
단체의 반열에 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인증 단체와 인증제도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

룸으로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또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잠수인증
과 보험,잠수 인증과 표준화제도 등의 과제는 잠수계에 몸담고 있는 모
든 이들의 남은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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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 인인인증증증 단단단체체체 목목목록록록
ACUCAmericanCanadianUnderwaterCertification

AAADDDSSSInternationalAssociationofDivingSchool
AAAIIISSSEEEAssociationofIndependentScubaEducators
AAANNNDDDIIIAmericanNitroxDiversInternational
AAAPPPPPPIIIAssoc.PlongéeProfessionelInternational
AAASSSDDDAAA AdvancedScubaDivingAssociation
BBBSSSAAACCCBritishSubAquaClub
CCCAAADDDCCCCanadianAssociationofDivingContractors
CCCBBBPPPDDDSSSConfederaçãoBrasileiradePescaeDesportosSubaquáticos
CCCDDDAAAAAA CaveDiversAssociationofAustralia
CCCDDDGGG---GGGBBBCaveDivingGroupofGreatBritain
CCCEEEDDDIIIPPPEuropeanCommitteeofProfessionalDivingInstructors
CCCIIIPPPPPPCompagniedesInstructeursProfessionnelsdePlongee
CCCMMMAAASSSConfederationMondialedesActivitesSubaquatiques
CCCOOOOOOCollegeofOceaneering
CCCSSSUUUDDDPPPCaliforniaStateUniversityDivingProgram
CCC...TTT...UUU...FFF...ChineseTaipeiUnderwaterFederation
CCCUUUAAA ChineseUnderwaterAssociation
CCCWWWDDDIIICanadianWorkingDiversInstitute
DDDAAANNN Diver'sAlertNetwork
DDDEEEMMMAAA DivingEquipmentandMarkettingAssociation
DDDRRRIIIDiveRescueInternational
DDDSSSFFFDanskSportsdykkerForbund(DanishSportDiving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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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SSSDDDAAA EmergencyServicesDivingAssociation
FFFFFFEEESSSSSSMMM Fédération Françaised'EtudesetdeSportsSousMarins

(FrenchFederationforUnderwaterStudyandSports)
FFFQQQAAASSSFédérationQuébecoisedesActivitesSubaquatiques
FFFSSSSSSSSSFédérationSuissedeSportsSubaquatiques
GGGLLLCCC---UUUHHHMMMSSS GreatLakesChapter-UnderseaandHyperbaricMedical

Society
GGGUUUEEEGlobalUnderwaterExplorers
HHHDDDSSSUUUSSSAAA HistoricalDivingSocietyUSA
HHH...KKK...UUU...AAA...HongKongUnderwaterAssociation
HHHSSSAAA HandicappedScubaAssociation
FFFEEEJJJAAASSSJapanCMAS
IIIAAADDDRRRSSSInternationalAssociationofDiveRescueSpecialists
IIIAAAHHHDDDInternationalAssociationforHandicappedDivers
IIIAAANNNTTTDDDInternationalAssociationofNitroxandTechnicalDivers
IIIDDDAAA InternationalDivingAssociation
IIIDDDEEEAAA InternationalDivingEducatorsAssociation
IIIDDDOOOTTT IsraeliDiveOperatorsandTourism
IIIPPPDDDSSSInternationalPoliceDiverSymposium
IIISSSEEEAAA InternationalScubaEducatorsAssociation,Inc.
JJJ...AAA...SSSJapanCmasInstructorAssociation
JJJCCCSSSJapanCmas
JJJEEEFFFFFFJapanEducationalFacilitiesFederation
JJJUUUDDDFFFJapanUnderwaterDivingFederation
JJJUUULLLIIIAAA JapanUnderwaterLeadersandInstructorsAssociation
JJJUUUSSSFFFJapanUnderwaterSportsFederation
KKKDDDKansaiSportsDivingFederation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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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AAACCCUUUIIIAAA LosAngelesCountyUnderwaterInstructors'Association
MMMAAAPPPSSSDDDAAA MassachusettsPublicSafetyDiversAssociation
MMMDDDEEEAAA MultinationalDivingEducatorsAssociation
NNNAAACCCDDDNationalAssociationofCaveDivers
NNNAAAPPPDDDNationalAcademyofPoliceDiving,Inc
NNNAAASSSDDDSSSNationalAssociationofSCUBA DivingSchools,andinjapan
NNNAAASSSEEENationalAssociationofScubaEducators
NNNAAAUUUIIINationalAssociationofUnderwaterInstructors
NNNBBBDDDHHHMMMTTT National Board of Diving &Hyperbaric Medical

Technology
NNNDDDFFFNorwegianDivingFederation
NNNDDDLLL NordlysDiving,OccupationalScubaDivingTraininginBritish

Columbia
NNNEEELLLOOOSSS Nederlandstalige liga voor onderwateronderzoek en -sport

(Belgium)
NNNIIIAAADDDDDDNationalInstructors'AssnforDiverswithDisabilities
NNNOOOAAAAAA NationalOceanographicandAtmosphericAdministration
NNNOOOBBBNederlandseOnderwatersportBond
NNNPPPAAADDDNationalAcademyofPoliceDiving
NNNSSSSSS---CCCDDDSSSNationalSpeleologicalSocietyCaveDivingSection
MMMSSSAAACCCMalayanSubAquaClub
mmmttteeesssMarineTechnoEducationalSystem DivingDivision
PPPAAADDDIIIProfessionalAssociationofDivingInstructors
PPPCCCIIIAAA PhilippineFederationofCmasUnderwaterActivitiesinc.
PPPCCCSSSSSSDDDPhilippineCommissiononSportsScubaDiving
PPPDDDIIICCCProfessionalDivingInstructorsCorporation
PPPOOOSSSSSSIIIIndonesianSubacquaticSport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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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SSSAAA ProfessionalScubaAssociation
PPPSSSIIIProfessionalScubaInspectors,Inc
SSSAAAAAA BritishSubAquaAssociation
SSSAAAUUUUUU SouthAfricanUnderwaterUnion
SSSRRRDDDIIISpecialResponseDiverInternational
SSSSSSAAACCCScottishSubaquaClub
SSSSSSDDDFFFSwedishUnderwaterFederation
SSSSSSIIISCUBA SCHOOLINTERNATIONAL
SSS...UUU...FFF...SingaporeUnderwaterfederation
SSSUUUSSSLLLFinnishSportdiversAssociation
TTTDDDAAA ThailandDivingAssociation
TTTDDDIIISSSDDDIIITechnicalDivingInternationalScubaDivingInternational
TTTIIIDDDFFFTheIsraeliDivingFederation
TTTSSSVVVÖÖÖTauchsportverbandOesterreichs(AustrianDivingFederation)
TTTTTT&&&SSSDDDAAA TaiwanTechnical& ScienceDivingAssociation
VVVAAASSSAAA Vietnam AquaticsportsAssociation
VVVDDDSSSTTT VerbanddeutscherSporttauchere.V.

(GermanSportDivingClub)
VVVDDDTTTLLLVerbanddeutscherTauchlehrere.V.

(GermanDiveInstructorAgency)
WWWAAASSSIIIWorldAssociationofScubaInstructors
YYYSSSCCCUUUBBBAAA YoungMen'sChristianAssociationScuba
(자료출처,www.diveconnec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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