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PADI WOMEN'S DAY

PADI 우먼스 데이
∷∷∷ Woman's Day with Go Pro Dive!

with 고프로다이브

고프로다이브는 우먼스데이를 2년째 주최하고 있다. 지난해는 강원도 동해에서 열렸고 올해 우먼스 데이는 남
자강사들 숫자의 비하면 몇 되지 않는 여자 스쿠버다이빙강사인 필자가 인솔하여 팔라우투어로 결정하였다.

글 하슬아•사진제공 고프로다이브

팔라우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매우 쎈 포인트가 많아 엔트리 레벨은 참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드밴스 다
이버에 로그 50회 이상 다이버만 참가를 받았다. 여성다이버 5명과 더불어, 비록 우먼스데이지만 참가를 원
하는 남성 다이버 4명이 함께 7월 6일~10일까지 일정의 팔라우투어를 떠났다.
출발 전 우먼스데이 및 투어에 대한 기대는 굉장했다. 투어를 떠나기 전부터 단체채팅방에 수영장 모임, 저녁
식사까지 모두들 즐거운 투어가 되길 빌며 투어준비에 열성을 다했다. 다이빙은 아이 러브 팔라우 다이브 리
조트에서 진행하였고 숙소는 블루오션 호텔을 사용하게 되었다. 팔라우행 비행기는 다양한 항공 스케줄이 없
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로 나누어져 신들의 정원 팔라우로 출발!! 새벽에 도착해 눈은 붙이지도 못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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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PADI Woman's day?

이빙을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고프로다이브 다이버들은 긍정적인 파워를 발산하며, 팔라우 바다로 씩씩하게

매년, PADI에서 주최하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여성다이버의 다이브 라이프를 응원하는 날이다.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나갔다.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는 여성의 수와 스쿠버다이빙 산업과의 관계 수준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즐거움,

우먼스데이를 접한 남성 다이버들은 왜 맨스데이는 안 만들어 주냐는 등등 소소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지

모험과 버디들과의 날을 통해 여성들을 위한 다이브 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5년에서

만 막상 투어에서는 우먼스데이를 위해 어디서 무슨 포즈를 잡아봐라 옆에 계시는 외국 여성 다이버들을 섭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로 개최 중 이며 2016년까지 지난 2년 동안의 참여율은 2015년 335건에서 2016년

외해서 사진을 같이 찍자 등의 열정적인 사진기사의 노릇을 톡톡히 해주셨다. 이번 투어는 우먼스데이를 위

703건으로 두 배가되고 있어 매년 거듭할수록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행사이다.

한 투어이기에 여성의 비율이 휠씬 높은 투어였고 그 만큼 PADI 프로레벨 마스터 이상의 여성 다이버들이

PADI 우먼스 데이는 매년 7월 15일을 기점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작년 2016년에는 77개국에서 700개 이상의

많이 참가를 해서 오히려 남성 다이버들이 다이빙으로는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은 투어였다. 하지만 탱크나

PADI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들이 이벤트를 주최했고 올해 한국에서만 19개의 PADI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의

장비 무거운 것을 들 때에는 또 남성 다이버 분들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계속 자진해서 나서니 너무 감사할

여성 다이버들이 우먼스 데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즐기고 있다.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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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스데이 참가자들 EPILOGUE!

안녕하세요, PADI 다이브 마스터 방윤희입니다. PADI women's day~ 국내투어는 여러 번 참가했지
만 이번이 첫 다이빙 해외투어였습니다. 고프로다이브 우먼스데이 투어인 팔라우 투어에 참여하여 팔
라우의 뛰어난 바다를 탐험하는 것을 떠나 세계 각국 여성 다이버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다이버로서 재
미와 공감대를 공유하는 뜻 깊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다이빙 할게요 다들 안
따 즐따하세요~ 전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PADI 여성다이버들 파이팅~~ 고프로다이브도 파이팅~~
-PADI 다이브마스터 방윤희

2001년 제대 후 복학하여 러시아어를 전공했던 저는 학교 체육과 핀 수영부 교수님의 요청으로 수영핀 주문
우리 여성다이버들과 다른 다이버들은 블루코너의 강한 조류 다이빙에서부터 처음 도전하는 다이버가 있었
지만 샹글리에 케이브 포인트의 동굴다이빙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을 즐겼다. 다이빙 후에는 밀키웨이
에 가서는 화이트 머드팩까지 하고 다 같이 물놀이 중에 타잔처럼 타고 노는 밧줄이 있었는데 체구가 작고 가
벼운 여성 다이버가 남성 다이버를 발판삼아 다들 실패했던 밧줄타기에 성공을 하여 모두에 우레와 같은 박
수를 한 몸에 받았다. 다른 남성분들도 서로를 발판삼아 밧줄타기에 도전하였으나 모두 실패! 우리말고도 외

관련 피터스버그에 있는 제작자와 전화 통역을 한 경험으로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
며 최근 다시 접한 다이빙은 눈에 띄게 늘어난 여성 다이버님들 저변 확대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수원 고프
로 다이브 소속의 여성 강사님들과 함께 한 우먼스데이 팔라우 투어는 투어 과정 중 일본 중국 외에 영미권
여성들과도 교류하며 국제화된 레저스포츠로써 다이빙의 위상 및 한국 여성 다이버님들의 적극적인 친화력
이 무척이나 돋보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PADI 레스큐 다이버 이병천

국 다이빙 팀들이 많았는데 우리 팀이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다 신기한 듯 보셨다. 역시 뭘 하든 힘이 전부
가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준 자랑스러운 여성다이버님!
점심식사를 하러 저먼 비치에 배를 정박하고 밥을 먹는데 미국, 일본 등 외국 다이빙 팀들이 많았다. 우리 팀

PADI 강사 하슬아입니다! 우먼스데이 뿐만 아니라 요즘 나날이 여성다이버 분들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중 일어에 능통한 여성 다이버이 한국에서 우먼스데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니 일본 여자 강사님부터 미국

정도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이 약하다고 무시 받지 않고 너무 많은 대우

다이버까지 찾아와 사진을 함께 찍고 또 찍어가니 즐거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를 받지 않는 당당한 스포츠인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아직 스쿠버다이빙은 남성의 비율이 훨

다이빙 후에 여자 숙소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위해 화이트팩에 열중! 남성분들은 여자 숙소에 찾아와 팩을

씬 높은데 다이빙을 남자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가 아닌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어 멋진 여성

얻어가고 옹기종기 다 같이 팩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팔라우 최고의 레스토랑 엘리나이에서 감미로

다이버님들이 남자 다이버님이 더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우먼스데이

운 음악을 배경으로 스테이크부터 와인도 곁들인 식사 후에는 2차로 숙소에서 팔라우에서는 저렴한 하이네

바다 좋고 공기 좋은 팔라우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정말 의미있고 무엇보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먼

켄 같은 수입맥주까지 즐기니 정말 즐거운 다이빙투어가 되었다. 아이 러브 팔라우 다이브 리조트에서 단체

스데이에 같이 참가해준 다른 나라의 여성 다이버님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즐겨주셔서 감사합

티까지 선물을 받아 기분 좋게 투어를 마무리! 다시 한 번 고프로다이브 우먼스데이를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니다. 내년에 더 재미있게 우먼스데이 이벤트와 경품 준비할 테니 앞으로 더욱 더 즐겁게 다이빙해요. 여성다

도와주신 아이 러브 팔라우의 로미오, 메튜, 마이크, 딘 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

이버들 짱!! -PADI 강사 하슬아

의 후기를 곁들여 즐거웠던 우먼스데이의 투어 소개를 생생하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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