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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 전문가

‘아쿠아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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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63 아쿠아리스트 변철희

마음이 답답할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

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 여러 가

지 이유로 인해 원하는 때에 바다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아쿠아리움

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심 한 가운데에서도 바다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

도록 해줍니다. 

도심 속의 작은 바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스트는 바로 이 작은 바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아쿠아리스트를 수족관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며 

한가롭게 일하는 직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

스트는 수족관을 바다와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루 종일 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수족관의 수질 관리 장치 등 점검  

수중생물들 먹이 챙기고 건강 관리까지  

  아름다운 수족관 연출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도 기획!

▼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은?   

   생물과 수족관 관리는 기본, 방문객 위한 행사도 기획해야

아쿠아리스트는 수족관을 수중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수중생물의 먹이나 배설물에서 생기

는 오염물질을 수족관 외부로 배출시키는 여과장치나, 박테리아를 살균

하는 살균장치 등 수족관의 수질을 관리하는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

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요. 수중생물의 먹이를 규칙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다치거나 아픈 생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엔 직접 치료하기도 하지요. 수족관에 

산호와 바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수족관을 바다와 최대한 비슷한 환

경으로 만드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몫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족관을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바다와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후에는, 아쿠아리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황홀

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수족관을 연출하는 것도 아

쿠아리스트의 일입니다. 또 방문객들이 특별한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어먹이주기나 수중마술쇼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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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물에 들어가는 직업

▶물에 대한 공포감 없어야!

▶강한 체력도 필수!

무엇보다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

약육강식의 법칙 적용되는 수족관

▶수중생물들 늘 관찰하는 관찰력 중요!

▼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물에 대한 공포감 없어야, 

무엇보다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

▼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수질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전공 유리, 해양 관련 지식 도움

아쿠아리스트는 생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수족관을 청소하기 위해 하루

에도 몇 번 씩 잠수하여 수족관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매일 물속에서 일

하는 아쿠아리스트가 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게다가 잠수는 엄

청난 체력 소모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변철희 아쿠아리스트 또한 “매일 

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쿠아리

스트에게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강인한 체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쿠아리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중생물에 대

한 풍부한 지식? 수중장비를 다루는 뛰어난 기술? 변철희 아쿠아리스트

는 “무엇보다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자질은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아쿠아리스트가 하

는 일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력적·정신적 소모 또한 큽니다. 매일 물

속에서 수중생물과 생활하는 아쿠아리스트가 수중생물에 대한 거부감마

저 가지고 있다면 즐겁게 일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므로 생물에 대한 관

심과 사랑은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아쿠아리스트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

로 수조에서 수중생물들과 생활할 때 반드시 생물들을 예의주시하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좁은 수조도 엄연히 생물들이 사는 곳이

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개체가 힘없고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쿠아리

스트는 생물들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해야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세심한 관찰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수질이나 환경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수산학, 양식

업, 해양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다이빙과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

니다. 물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아쿠아리스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꼭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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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에 미끄러지거나 생물에게 공격받는 등 위험한 일도 많아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     아쿠아리스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물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인어, 아쿠아리스트도 그럴까? NO!

아쿠아리스트는 물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인어처럼 수족관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노니는 직업이라는 오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

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수족관에서 사다리를 타

고 오르내리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돌보는 바다생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요. 아픈 동물이 생

기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아쿠아리트스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쿠

아리스트가 하는 일과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자질 등을 꼼꼼히 확인

하여, 그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