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we t.

‘

www.woojungsa.co.kr
www.oceanickr.com

/

”

1

i -

‘

-“
(」 ·ν휠캅?걷 j ;
- ù . ..3;.'"

‘

•

j

r

,ι

“

.l

>

,

‘i

‘

/

‘,

’、

1

i

“r
•

, "

‘

•

, ,; 、

., . 、 ”λ

’
’

’ ‘~ .

‘
z

‘‘ c

c

~_

~).
’" r ,.

"

" )} , ~ ν?

’
’ •‘

"

A

웠?

", '

&‘

:￥

i-:'‘? ..,

‘ .
‘ ’‘ 1 •

‘1

:’ t

‘

·

’

2

” ’

?

황" r:y자

‘

•

긴쩔.) ， ' ‘

,•

‘

‘

‘

-

‘

:_<

3 ζ ，

- “'lò

;

’

， "' 2냥ι..，.. ~~<'tt.

‘

‘’‘; ‘

TU SA

Get we t.

www.woojungsa.co.kr
www.ocean ickr.com

。 LLI 를 @

AUG 100

AUG200

Nylon shell allows for easy
glide drysuit entry and acts as
a windbreaker

Center layer 100 gram
Thinsulate provides incredible
warmth

* 나일론 shell은 활동 시 바람막이 역할과 손쉽고 부드러운 착용을 가능케 합니다

OLLI 를 @

BioDry FX100
Bioflex improved with WearForce material

*Bioflex는 4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살아있는 직물’ 입니다.
신축성이

20%

항상되어 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며 다이버의 변화하는 몸의 상태와 같이 유연하게 늘어납니다.

영국학~푼짜가

|

환국뀐 다펙빽롤 뛰뼈 훌플별흘I 훌훌껴l환|

,

주머니기 렌턴을 넣을 만큼 코다

þ> BDM 드라이지퍼를 사용하며 커버어|도 별도의
지퍼가딜려있다

,

’

목 덮개는 높이 조질이 가능하다

þ> 3mm 버선형은 염분에 강한
고무로 만든 전용 릭부츠사용

웨이트벨트가 지퍼와 겹치지 않는다

,

• 락부츠사이즈
S

M

L

XL

250

260

260

270

기존의 부츠형 선택가능

-‘,
__..““‘
•• .-nv
타이푼

200 드라이

내 lll(콕효별)

TYPHOON 200

,

• 신슐레이트 200g 사용
몽제선에 25mm 와

40mm

• 겉감숨쉬는원단리텍 (Ree

테이프를

Tech)

사용

• 안감 접촉이 부드러운 폴라폴리스

이중으로접착했다

• 목썰과 겹치지 않는 타이나칼러
• 정면앞지퍼

.

2개의 주머니와 손 ， 발목 고리

• 사이즈 : XS. S. M. L. XL. XXL

’

멜빵이 있어서 슈트가 늘어지지 않는다

많@‘
소프트드라이 내피
COI이 FORT

50FT

• 공기가갇히지 않는그물망
구멍

• 발걸이와손가락고리
• 사이즈 L. XL. XXL

콤포트드라이내피

COMFORT 5HELL
•
•
•
•

탄성있는 허리밴드 부착
앙쪽 슬라이더 방식 앞지퍼
손 ， 발목고리

사이즈: S. M. L. XXL

뒤허리를조여준다‘

(~) 때흐

A

1=== TE니 02-588매970 FAX)02-587매392

TJ Ll IOTT 듀 www.mares.co.krmares@mares.co.kr

다이빙 장비의 구매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한 투어를
제공할 다이빙 전문점에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marl! l @
•

jus~

add
water

ElOI 푼 TRXOI렬OIEl꽉
혹멸될 드흩101 수트

16.L
기존에 Ma res Kα않를 통하여 정식 수입 판매된 Q fO l콘 HD를 구입하신 분들도 구입한 다이빙슐을 통해서
Ma res Korea로 보내시면 업그레이드 f 7f능합니다 (단，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만원 정구됩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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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혔

PARTNER

CENTER

귀 사를 아쿠아렁 파트너 센터로 모십니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FleX;:

Flex스킨스쿠바

rtscenter

248 -1

전화

: 010-5366-6188
홈페 이 지 : http://cafe.naver.com/flexgym
’양양동호다이브리조트

T. 010-8441-736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마린파크

1790, 2증

전화

: 031) 746-6330
홈페 이 지 : http://www.mpscuba.com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7 - 7SMS 빌딩 A동 2 증

아쿠아마린
(주)아쿠아마린

sOj훌l\~

,

02) 808 -0494
http://www.scubain.co.kr
킹스톤리조트 T. 054 -783 -8828

홈페 이 지 :

주소 : 경기도 고앙시 일산서구 대화동

수작코리아

KOREA

2320

고양종합운동장 20호
전화

: 011 -212 -6725 / 070 -4234 -6725

홈페 이 지 :

http://www.suz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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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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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l. 02 - 541-0118/070-7560- 6611 Fa x. 02- 517- 541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4 한주 빌 딩 2 증

초경량여행용세트

+

+

+

+

MIKRON 호흡기
ZUMA BC
HOT SHOT 오리 발

0.89 KG
1. 98 KG
1. 49 KG
BAU 3mm 슈트
1.06 KG
+ CARRY ON ROLLER 가방 3.29 KG

종무게

’
’

’

8.71 KG

MIKRON 호흘기 기존의 미크론 블랙 ， 핑크 색상에 이어 ZUMA BC와 구색을 갖준 여행 다이버를 위한 조소형의 호흘기 제품
ZUMA BC: 세계 죄경량으I BC로 하드백팩이 없어 말아서 보관이 용이하여 기내에 휴대가 가능
HOT SHOT 오리발· 신기술 풀 풋형 오리발로， 전체 길이 53cm , 무게 1.49kg 이지만 핀의 파워는 더욱 향상됨

... BALI 3mm 슈트 - 해외여행 및 수영장 활동을 많이 하는 다 이 버를 위해 제작된 3mm 슈트

’

CARRY ON ROLLER BAG: 기내에 탑승이 가능한 22 x 14 x 9 의 사이즈로， HOT SHOT 핀 적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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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 아렁 코리아

Te l. 02-541-0118 I 070-7560-6611 Fax. 02-517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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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
Smart Diver Movement Req uire Harsh Reco nstru ction

명1

g행훨훌
글 /발행 인

스마트다이버 운동의 펼요성과 이

쉬운업을택했다가나락의 길로떨 어진사람들이 허다하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과정은 본지 작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조정을 겪은 한국 산업계는 세

7/8월호 사설 ‘다이빙 시장의 불황과

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강자로 떠올랐다

다이벙 스포츠 품격의 문제" 9/10월호

IMF와 관련해서 기억해내야 할 또 하나는 우리 다이빙계

사설 “스마트 다이버 운동” 및 9/10월

는 당시에 선방했다는 사실이다 IMF가 터진 직후의 공포

호 14~15쪽에 처음 실린 조광현 화백

분위기는 약 6개월이 지나면서 다이빙계에서는 점차 물러났

의 스마트다이벼 운동 포스터 등에 설

다‘ IMF가 겨울에 들어서면서 터졌기 때문에 다이빙계의 비

명되어 있으며 본지 홈페이지

철괴일치한닥을본것이다행이었다

(www . scubadiver .co.kr) 의 관련 사이트 또는

Dive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이빙계가 IMF를 선방한

Web(http://www.diveweb.co. kr)의 스마트다이버 운동 후

것은 당시만 해도 다이빙 동호인 구성비에서 소득수준 상위

원 사이트들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들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이번호뉴스란첫쪽에는 ‘스마트다이버 명예의 전당’을

오F들어 스마트다이벼 운동 동참 서명자 217명의 명단을 처
음으로 발표했으며 이 명예의 전당 리스트는 계속 발표될

킨 ‘품격 없는 다이빙. 에 원인이 크다고 누누히 말해 왔다.

오늘의 다이빙계는

IMF

위기의 구조조정 같은 냉혹한 시

험대를 통과해야 다시 튼튼해 질 수 있다고 필지는 주장하는

것이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이다 세계적으로 다이벙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나라

찬성의사를 갖거나 긍정적으로 받이들이는 것으로 조사된

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이런 불경기 기간에

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나 반대의견이나 중도론은 있게 되어

구조조정을 회끈하게 당히는 것이 좋다

있다

다이빙 구조조정이란 먹거리 다이빙을 뿌리 뽑아서 다이

스마트다이버 운동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빙계에 새로운 피를 수혈시키는 것이다. 먹거리 숍들은 문을

의 생각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판에 먹거리를 못하게

닫。야 하고 먹거리 다이버 들은 다이빙계를 떠나게 해야 한

하면 어떻게 하나? 로 요약된다. 이 우려의 속내에는 ‘먹거

다(지구를 떠나라1 처럼) 전국 포구마다 들어가 있는 포화상

리 다이버가 매우 많은 우리의 현실이 들어있다.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스마트다이버 운동이 강제로 먹거

태의 숍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장비수입업체들은 매출감
소의 고통을 견디어 내야 한다

리 다이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다이벙은 이미

장비업체들은 개인 영세업자 개미들에 비하면 훨씬 수월

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준엄한 현

하게 고난 기간을 이겨낼 수 있다 수많은 개인 숍 오너들은

실을 아직도 모르는 다이버들이 너무 많다 낚시인들이 더

퇴출될 수 있어도 장비업자들이 꿀어안고 있는 그들의 수입

문제라고 항변히는 것은 볼멘소리에 불과하고 이제 논쟁은

브랜드들은 퇴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난 것이디
장사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잠수장비수입업체와 다이브숍

필자는 지나간 글들에서 다이빙은 저소득층 스포츠가 아
니라고 말했다

집아먹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다이빙하느

들 중에 많을 수 밖에 없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이 아니어도

냐? 고 대드는 다이벼는 아니된 말이지만 스스로 저소득층

이들은 어치-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시질을 깨닫고 있었

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다이빙을 잘못 배웠슴을 드러내는

어야 했다. 바로 새로 개정된 수산지원보호령 제 17조를 두고

것이다 이건 위회감이나 공정의 문제가 아니다 골프를 칠

히는말이다.

능력이 안되면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질서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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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이빙 인구 침체는 먹거리 다이빙이 유발시

이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문제는 어떤 정권도 풀어

이다. 무상복지가 골프로까지 확대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내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이다. 수많은 시람들이 구조조정 과

스마트다이버 운동 참여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장 관심이

정에서 직장을 잃었고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우선 시작하기

없어보이는 구룹이 장비업체들로 나타난다. 필지는 지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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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설에서 다이빙 장비 업체(잠수복 제외)는 다이벙 시장에

다， 미국북부의 다이버는플로리다， 멕시코로몰려 간다 그

희망이 없다연 유사업종이나 방향을 비꾸어 장사할 수 있는

비행 거리는 엄청나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 필

능력이 있다고 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의 세계적 브

리핀 바다는 우리 다이버들의 바다인 것이다 특히 업지들은

랜드는 강력한 것이어서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너끈히 기

다이버들의 바다가 글로벌함을 전제로 시장을 확대 해석해

다릴수도있다

야한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사회적으로 칭창받는 새로운 분위기에
서 커기는다이빙 시장을 역시 그들도비라기는할것이다
다이빙계의 혈액이 탁해진 원언 제공자로 교육단체를 꼽

수중사냥과 관련하여 다이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쿠스토같은유명한사람도사냥문이지 e없t느냐는 것
인데 그건 1940년대와 50년대 초반(한국 전쟁 시기) 이야기

았다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다이버 운동

다. 그 시대는 그게 흉이 아니었다. 쿠스토는 가장 먼저 바다

참여 서명자기운데 다이빙 강사가가장많고장비업자는보

보호 운동을 펼친 사람이다(본지 2010년 9/10월호 40쪽에

이지도 않는다. 그들이 이 운동을 반대해서는 아닐 것이다.

시작된 쿠스토 특집 참조) 그는 지독한 자연보호주의자로

필지는 궁금할 뿐이다.

존경받았지 사냥기술로 존경받지 않았다 쿠스토를 예로 들

IMF와 금융위기를 돌파하고보니 대기업만돈을 벌었다고
한다. 많은 시람들이 구조조정 당했으면 재벌들이 노블레스

어 사냥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을 모독
하는 것이다

오블리즈 좀 해얘l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다이빙계

스쿠바로 수중사닙꽤회히는 나라는 오래 전부터 없었으며

에서 비슷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

프리다이벙 사냥대회도 세계적으로 멸종되었다 민약 있다

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캠페인에 가시적으로 합류해 주어

면 냉소에 시달리거나 한심한 나라의 어떤 한심한 바닷구석

야 한다 캠페인 기긴 동안 많은 개미들이 몰락 퇴출되는 것

에서 있을 것이다. 제한적 사낭이 허용되는 미국의 예가 있

을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다가 건강을 되찾은 장터에 들어와

지만 그 규제법이 얼마나 엄격한 지 우리 먹거리 다이버가

과실만 가져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다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물속 자원

스마트다이벼 운동은지율적이어야한다. 우리들스스로
의 힘으로 성공시켜야 잠수복 입고 어촌에 나타났을 때 존경
받는다. ‘규제법이 있으되 다이벼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법

은 있으나마나였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이꿀어내야 한다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운동의 효과가 빨
리 일어나게 하여 구조조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그것이

관리에우리가상상할수없을정도로예산과인원을투입하
고 연구관리히는 나라이다.
스미트다이버 운동은 잡느냐 못잡느냐 논쟁의 마당。 l 아

니라 바다를 사랑할 것이냐 피괴할 것이냐， 후세에 까지 멋

지게 존경받는 다이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름하는 운
동이다

다， 리조트 숍이 먼저 범법자를 고발해야 한다. 동료가 음주

위에서 다이빙 경기가 세계적으로 위축되었다는 말을 했

운전을 히면 말려야 하듯이 수산물 집어드는 동료를 믿}아야

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선진국들을 모두 휘청거리게 했기 때

한다

문이다. 디이빙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없는 산업에

마약 중독지는 감금상태에서 의료적 치료를 받는다 먹거
리 다이빙도중독성이 있어서 격리시켜야하는이유이다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잊그제
미래에 어떤산업이 잘될것이냐는질문에 이건희 회장이 말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아니면 뭐 볼게 있냐고들 한다 틀

했디 미래에 잘되는 산업이 띠로 있는게 아니라 어떤 산업

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다이빙의

이든 히-기에 따라 미래가 있다고 했다 사양 산업인 섬유산

도를 어떻게 닦았느냐와 관계가 있다 욕심을 버리고 뒷동산

업도 하기에 따라 다시 뜨고 있는 것 처럼 어떻게 하느냐가

에 산보하듯이 다이빙하면 카메리를 들지 않았어도 다이빙

중요하다고 했다. 다이빙 산업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미래를

의 의미를 찾게 된다 더불어 말하면 다이버들의 바다는 한

걸어볼 수 있다 스마트다이벼 운동도 바로 그 일환의 하나

국의 바다가 이-니다 유럽의 다이버는 홍해에 몰려기고 캐나

일 것이다. '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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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VAL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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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 NITROX , GAUGE AND FREE DIVE MODES
• AUDIBLE ALAMS WITH ALARM ACKNOWLEDGEMENT
• ADJUSTABLE SAFETY STOP TlME AND DEPTH

BCJ-7000C

New Hybrid 3-D 81adder design
~ wrap-around 스타일 BCJ 의 특성과 뛰어난 유선헝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back-inflation으로 구성
일반적인 back-inflation 재킷보다 에어 주입 용량이 커졌으며 더욱 간결해졌고 지상 및 수중에서 펀안한 착용감을 제공

’

A. P. A 시스템 탑재(Active Purge Assistl
공기압축 퍼지 시스템과 새로운 OPEV(Over Pressure Exhaust

,

Valve: 초과 압력 배기밸브)기능은 신속한 퍼지

시스템 및 인플레이션의 반응으로 일반적인 인플레이터 시스템 보다 크게 항상된 흐름을 유지

’ A. P.

’

A . 는 드래그 와 부피를 감소시키며 놀라운 효율성을 갖출

간펀한 유지보수와 손쉬운 관리로 인플레이터의 에러 율을 줄이고 모든 TUSA BC J 에 장착 가능한(옵션) 추가
액세서리로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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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컴팩트호홈기

SR'

신뢰할 수 있는 보급형 호홉기

• 최적의 밸런스 피스돈방식

· 균형식 띠스톤방식

• 드라이챔버 장치로 동계 사용 가능

• 동계 사용이 가능한

스 nj 프러 IA
11 ‘ "' 1 2.

,-

듬人 자차

.:L._

C)

ï

• 최적의 호홉효율 WOB 0.46 j/I 실현

DAD

· 균형식 2 단계 시스템

• 나이트록스 40% 가능

TECK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 호， 202호
TEL : (031 ) π6-2442 / FAX ’ (031 ) 776-2띠4
http ://www.tecko.co .kr

(주) 터l코 TECKO.CO.,LT1)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Te chnology of Korea

방식

(주) 테쿄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포스터 표저l어모집 공고

‘즈J1}트 qφl빼7} 되자’
스마트다이버는다이병을 안전하게 하며 해양생물을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

먹지않는다이버입니다.지금우리다이빙문화에서가장먼저사라져야될관행은
해산물을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 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다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추락시쳐 왔습니다.

스쿠바다뼈가해산물을포획하는것은법으로금지되어있으나먹거리다이병에
중독된 다이버들은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단 현장을 이겨내고다이빙
문화를변화시켜야합니다.

본지는다이버화가조광현화백의도움을받아스마트다이버운동포스터몇가지
를제작하고구체적인 계몽프로그램을짤 예정입니다. 우선 출발을 위해 급하게 한
작품을공개하면서 표제어 글을모집하고자합니다. 오른쪽그럼에 어떤표제어를
디자인했으면좋을 지 웅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모마감일이나 입장에 관한구체적인 내용은추후에 웹사이트에 발표하겠습니다.

스마트다아버 운동에 동참합시다.
본지가추진하는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다이버들의 통참을 호소합나다. 많은분들

이 참여할수록빠른시간에우리나라다이빙 문화를바꾸어 나갈수 있습니다. 뭇을
같이하여동참을원하는다이병강사와다이버들은본사홈페이지스마트운동게
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은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에동참하는분들의 명단전체가다음호부터 이 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나다.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조광현
홍익대 서SF호}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험 등 활동적이
고 모힘적인 다Sk동f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앙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앙전문
화가. 해양수산부의 해앙환경교육교재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잠가

THE WINNERS ’ PHOTOS OF THE 20TH UNDERWATER PHOTO CONTEST SPONSORED BY rSCUBA DIVER J MAGAZINE

김풍등외 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 심사 회고
20 Years of Korea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by Our Magazine
지난 1월 8일 본지 사무실에서 필자， 권주

숫자에 불과한 것이 20회이기도 했다.

훈. 오이환， 박종섭， 정의욱， 김동혁， 진신 이
상 7인이 모여 제 20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이 글은 20회 공모전 심사평이라기 보다
20년 공모전 전체의 심사명이거나 회고이다

그 자리를 인계 받은 베스트 앵글은 그 실
루엣 사진 앞에 화려한 색을 갖다 놓은 것이

며 그 뒤에 수중전지를 켠 다이버 실루엣이

심사를 했다. 지난 해 호별 공모전 수상작들

수중사진에 대한평가는오랜시간을통해

과 연말대회 에 따로 출품된 작품들을 합해서

서 그 기준이 점진적으로 변해왔다 과거 한

심사하는데 오후 2시 30분에서부터 저녁 때

시점의 인기 있는 앵글은 숙명적으로 수명을

이 E 랜드는너무오래 지속되어 대표적으

까지 5시간 넘게 걸렸다. 예년에 비해 출품

갖고 나와 수명이 다하면 퇴조했으며 다음

로지루한사진이 되었다 제주도의 연산호와

작 수가 많아서 오래 걸린 것이다.

인기 앵글이 뒤를 이어왔다. 여기서 필자가

그 뒤의 불 켠 다이버 그리고 그 뒤의 태양，

지난 호 사설 ‘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에

“앵글끼라고 하는 것은 사진 촬영각도가 아

처음에는 임팩트가 강했으나 너무 흔해졌다

붙여”에서 공모전 20회의 의미와 그 동안 도

니라 수중사진가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몰려

물론 이런 지루한 앵글에서도 기발한 작품이

외준 사람들과 업체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므

갔던 E 랜드를 의미한다.

나올 수 있으니 폐기하란 말은 아니다.

있고 또 그 뒤에 역시 태 양이 위치하는 배치
법 이 었다.

로 이변 호에서는 그것으로 대신하그]자한다.

한 유행 앵글은 조금 뒤 에 지루해지고 심

그 뒤에 틀을 깨고 나온 앵글이 ， 예를 들어

20회 째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지어 식상함으로 까지 진전되기도 한다 예

크리 λ 뉴버 E 의 마크로사진이다 해양동물

들의 구성이나 심사방법은 평소와 다름없이

를 들어 청색과 흑색 위주의 강렬한 태양 배

의 피부를 확대 촬영하여 숨어있는 아릉다운

했다. 사진 콘테 λE 의 본질이 20회 째라고

경 실루엣 사진은 가장 일찍이 태어났다가

색상과 자연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기묘한

해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며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소멸된 베人드 앵글이다.

텍스츄어의 신비로움이 화면에 가득 찬다.
여러 수중사진가들이 이 트랜드를 쫓았으

쩌120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이사자프바 II
1::1 0 -, 0
를킹.u.

나 기발하게 튀어나온 획기적 아이디어는 이
상하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더군다나 물고기
눈에 후례쉬를 비짝 들이대고 섬광을 때리는
사진까지 유행하자 이것이 얼마나 물고기에

게 해로운 것 인줄 아느냐P 는 질책이 나오

면서움츠러들었다.

제 20 회 공모전 수상자 명단
· 대상

이운절

• 광각사진부

금상: 김건석

광각사진에서 지금까지 별로 탓을 듣지도
않고 큰 칭찬도 못 받으며 오래 유지되고 있

은상 김동현

동상: 강판열， 김 기준

입선: 김 경석， 오경철， 이성우， 천재법， 김문검

• 접사사진부

금상· 김은종

은상: 구자광

동상: 강현주， 최지섭

는 앵글은 아마 순광 사진일 것이다. 태 OJ을

등지고 푸른 물색이 잘 표현된 사진을 일걷
는다. 평범하고 조용하니까 수명이 오래가는
것같다. 46쪽에계속

입선- 이영재， 김동현， 김문겸， 정영호， 임규동

• 장려상

강판열， 구자광， 김건석， 김기준， 김동현， 김문겸， 김민욱， 김은종， 김종표，
서정우， 오경절， 이성우， 이영재， 이운칠， 임규동， 정연희， 한용호， 허세창

협찬사명단
(주) 대웅슈트， 바다강， 수중세상리조트， 씨엔씨코리아 씨월드다 01브샌타， 아쿠아렁코리아，

MB 오선블루. (주뮤정사/오션첼린저， 타식리아리조트. (주)테코， 따라다이스리조트. (주)따티
마엔지니어링， 폴라우시따단리조트， 콤프장상사/걸스포츠) (주)하이파/모비스， 해왕잠수
저 120호| 공모전 심사위원 좌로부터 오이환， 김동혁， 정의욱，
박종섭， 권주훈， 김풍등 사진 찍은 사람 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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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쪽에서계속

김풍등의 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 심사 회고

고래상어 같은 특별한 동물을 광각으로

심사하지만 다이빙 수중사진가 심사위원은

수중사진 경험이 있는 사진전문가라 해도

선명하게 찍어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

이론적 바탕이 약해서 사진전문가 심사위원

액티브 상태에 있지 않으면 몇 개의 트랜드

는 한(사진이 드라마틱하다기 보다 동물이

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 밖에 없었다

가 지나갔는지 알 지 못한다. 액티브 다이버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대 광각사진에서 이렇

그리고 사진전문가들은 그들이 저널리즘

들과 공감이 서로 빗나가는 원인이며 지금까

다 할만한 앵글을 찾기가 쉽지 않아지자 트

사진가인지 광고분야 또는 풍경사진 분야 전

지는 “무슨동물이냐보다는사진이 아름답

랜드가달려간곳은마크로이다.

문인지에 따라 수중사진 평가 기준이 크게

나? 예술성이 있나? 가 우선이다”는 사진전

크리스 뉴버트의 마크로가 아니라 수중동

다를 때도 많았다.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이

문가들의 주장에 수중사진가들이 맞서지 못

물 도감이나 생태자료가 되는 마크로 사진이

런 아마추어 심사위원들 판에는 앞으로 나오

했으나 이제는 한계와 왔다는 생각이 든다.

다. 마크로 사진들은 그 동안 참으로 많은 아

지 않겠다1" 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수중사진을 심사하려면 예술성 이전에 사

름다운 수중동물들을 바위와 산호의 틈바구

있었는데 그7} “이런 아마추어들”이라고 지

진 속에 무슨 동물이 은폐되어 있는지， 아름

니에서 끄집어 냈다 물론 디들 아는 것이지

칭한 사람들 중에는 사진전문가들도 있었다

다워 보이는색상의 어디에서 어디까지가동

세월이 흐르면서 다이빙 계의 수중사진

물의 몸체인지 정도는 아는 수중세계 지식이

만 디지털 카메라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마크로 사진이 다른 사진들에 비해 트랜

애호가 층은 두터워졌고 중견급 수중사진가

드가오래갈수있는것은주제가거의무궁

들의 수와그들의 캐리어는지속적인 발전을

당연히 전문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

무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크로 앵글을 목

보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한 두 사람을 제외

나 전문가들은 어떤 선정된 작품을 놓고 태

표로 하는 수중 사진가들은 다이빙 목적이

하고 대부분의 심사위원급 사진전문가들은

반의 수중사진 매니아들이 공감을느끼지 못

늘 살아있고 여행 목적지도 광범위하게 선택

다이빙 자체를 몸소 하지 않는 비활성 (Non

하는 경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건 사

할 수 있어서 다이빙하는 보람도 큰 것이 장

Active) 다이벼로 살았다

진전문가들이면 아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있어야한다고본다.

수중사진가들의 해양동물 지식은 꾸준히

점이다

때는지나갔다.

트랜드와관계없이 자기만의 실험적 장르

향상되어 갔고 비활성 다이벼 사진전문가의

사진전문가들 중에서 해양생물지식을 겸

를 설정하는 수중사진가들도 있다 이 분야

바닷속 지식은 거꾸로 퇴보해 갔다. 본지의

비한 다이벙 매니아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의 일부 앵글들은 콘테스트에 올려놓기가 쉽

경우 해양동물 지식이 부족한 심사위원인 경

현재로서는 다이빙에서 출발한 수중사진가

지 않다. 밀F하자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

우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상대방이 기분 상

들이 전문가 군으로 촌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사후에 엄청난고가가되는미술작품처

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게 되는데 심사위원

필자도 근래 몇 해 동안 다이벙하지 않았고

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들이 오랫동안서로 익숙한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주 다이빙하게 될 것 같지 않으

그조언이가능하다.

므로 수중사진을 분석하는 눈이 무디어질 것

20년의 공모전을 회ÁJ-해 볼 때 가끔 안타
까운 일도 일어난다. 심사위원들은 대개 심

어떤 다른 콘테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다. 이 말은 액티브 수중사진가들 위주로

사가 끝나연 인쇄된 사진들을 한번 옳어보거

심사위원으로 초빙된 사진전문가가 사진의

수중사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

나 아니면 보지 않는다. 펼자는 입장이 다르

수중동물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조언하는 것

다는 여l감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므로 심사의 결과가 인쇄물로 표현된 결말을

이 불가능했으며 수중사진가들이 공감을 느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20년， 4반세까지 5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런데 가끔 “이

끼지 못한 사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년이 남았다. 멀리 오기는 옹 것 같다. 수중

사진이 왜 이자리(고위 상)에 있지?’가 발견

“너희들이 사진을 아느냐?’ 식의 반응이 돌

사진의 매력과 즐거움， 더욱 확장되기를 기

된다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은 아

아와더 이상입을열수없었다는것이다

원해본다

니었다1" 로 생각되어 마음에 고통(?)이 일어

난다. 이런 작품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수중사진을 많이 찍어본 수중사진
다이버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데 문

제가있다.
본 공모전 초기에는 심사위원들 중에 육

%써l서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
었다. 당시에는육상사진가심사위원이든다

이버 심사위원이든(이하 사진전문가， 수중사
진가로 칭함) 수중사진 실전 경험들이 다 부

제1 회 공모전 시상식을 주최한 흔댁잠수동호회 일동

저 11 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길봉씨와 한국

족했던 시기였다. 각자 점수채점 방식으로

위 좌로부터 오윤배， 고 한형도， 01 건， 김풍등， 현용부，

잠수동호회회장장석은

아래 김호상 장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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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 수상작품 앨범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저11회(1992년) 당선작품

대상전길봉

국내장작사진부 금상 윤석근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박정우

국내장작사진부 동상 최영구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김광택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고태식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이성환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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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저12회(1993년) 당선작품

대상이성환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전길봉

국내장작사진부 동상 강신문

해외사진부동상윤상띨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김병일

해외사진부금상이선영

해외사진부은상송호진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김광택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윤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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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윤석근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져13회(1994년) 당선작품

국내장작사진부 금상 이성환

국내장작사진부 은상 이선영

대상김광택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고태식

해외사진부금상송호진

해외사진부은상정의욱

해외사진부동상진신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전길봉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윤정탁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49-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저14회(1995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전길봉

대상이선명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김병일

해외사진부금상윤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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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창작사진부 동상 김병일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이성환

해외사진부 은상 박정우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이선영

해외사진부 동상 정의욱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저15회 (1996년) 당선작품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이성우

대상이성우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이선명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이용업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정의욱

해외사진부금상박정우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김승철

해외사진부은상이선명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권오용

해외사진부동상전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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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6회(1997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강영천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이성우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김인영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고동범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김상규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장익순

대상 ε한

I

E3lI
쌀과慘딸카끼 훤툴.

i편?’ /했I씌약.l

I績橫편摩평

해외사진부금상정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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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진부은상강영천

냥I

해외사진부동상이용업

‘권삐ll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7회(1998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이종선

국내장작사진부 은상 권오용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이성우

ι學 「
-- ι:
v
?
?
←
μ신
燮
?
)h
ιl
·

/

•/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문병절

면

해외사진부금상 ε한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윤현식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김병일

해외사진부은상이종선

해외사진부동상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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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8회(1999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이성우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윤현식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이종화

해외사진부은상이종화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고동범

해외사진부금상정의욱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이석환

해외사진부동상송호진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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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9회(2000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조성임

대상이성우

국내장작사진부 은상 이종선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황윤태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김동길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황윤태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이종선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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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저110회 (2001 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김도선

국내장작사진부 동상 김진수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이종화

해외사진부동상이흔열

해외사진부은상윤병로

국내도감사친부 은상 이앙호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S벤범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황윤태
문어의알낳기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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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1회(2002년) 당선작품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김도선

국내장작사진부 동상 류종원

국내창작사진부 금상 김윤석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오대열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김도선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이종화

f뭔
·짧

해외사진부금상이흔열

해외사진부은상박정우

해외사진부동상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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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2회 (2003년) 당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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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최동용

해외사진부금상김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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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장작사진부 금상 이현칠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이종화

국내장작사진부 은상 이종화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김도선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이연복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빅태우

해외사진부은상이흘열

해외사진부동상박정우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3회 (2004년) 당선작품

대상한길형

국내창작사진부 동상 박태우

해외사진부금상권오용

해외사진부은상김왕모

해외사진부동상박상전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송승길

국내도감사진부 은상 윤병로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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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4회 (2005년) 당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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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창작사진부 동상 윤현식

국내창작사진부 은상 조은진

국내도감사진부 동상 김정동

해외사진부은상이남용

해외사진부동상이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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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감사진부 은상 박태우

국내도감사진부 금상 윤병로
올빼미 군소붙이의 짝짓 기와 산란의
연속사진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5회(2006년) 당선작품

擊類

접사사진부금상송진규

광각사진부은상박자섭

/???!1
접사사진부은상하현수

광각사진부금상이호근

접사사진부동상강주홍

굉각사진부동상서찬용

접사사진부동상신현욱

광각사진부동상이종화

대상김세민
새들백아네모네 미쉬의 산란과 알의 부화과정 연속사진

사진 ~， @)，@， (Î) 생략

Sc uba Diver

2이 1 년 1/2월호

-61-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6회 (2007년) 당선작품

대상문운식

광각사진부금상이민정

eIl

앉l

톨를

」

騎l

협灣i、 :펴
밥「
블넣.웰 ‘활 : 펠
광각사진부은상김경수

접사사진부은상이연복

광각사진부동상김경석

접사사진부동상김억수

-f32-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굉각사진부동상김동혁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7회(2008년) 당선작품

대상박국환

접사사진부동상강주홍

광각사진부금상서찬용

접사사진부금상캐빈리

광각사진부은상강주흥

접사사진부은상좌동진

광각사진부동상권순일

!'.

i、 l

l-l ‘ 빼

.뤘싹--깐靈l

機
l -

접사사진부동상구지광

훔톨

철

I ι￥-

광각사진부동상박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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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8회 (2009년) 당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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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사진부은상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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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각사진부은상서찬용

광각사진부동상김건석

접사사진부금상이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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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사진부동상정광교

광각사진부동상김경석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제 19회(2010년) 당선작품

광각사진부동상이강순

대상구자광

광각사진부금상권순일

광각사진부은상강현주

접사사진부금상정성훈

접사사진부은상박정권

접사사진부동상김성희

접사사진부동상김원

광각사진부동상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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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부 서l겨l의 Ji 북신효}오} 련설를
Part 1. Cultural Dipictions of Turtles and Tortoises
거북과 관련된 신화， 전설， 또는 설회들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모으기는 힘들 것이다. 거북 전설들을 수집하다가 느낀
점은 전설 속의 거북은 거의 모두 바다거북들이었으며 이집트와 유

자로 나타난다.

다음의 거북 신화와 전설 또는 설화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야
기들 중에서 비교적 기승전결이 구비된 것들만추려본 것이다，

럽(그리스， 로마 문명) 신화에서는 성스러운 동물이 아니라 하층 신
이거나악당인 경우가많았고 반면에 태평양의 여러 섬틀을포함해

아메리카 원주민，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양샘(묶， 햄，

동양삼국 문획 속。 껴북

일본)에서는 공통적으로 길조 동물이거나 세상 창조자 또는 그 협력

사신수 신호뻐| 나오는 거북/현무
고구려 고분 벽화의 현무를 때러디하여 선영한 이미지로 그려본 작품. 그림/조광현

동서 Ocf을 통틀어 유물을 제외하고 남겨진 기록으로만 기준한다면

’

4

I

/

l
/

// 4/

중국 한나라 시대의 .'LA f기 타일 오방신들을 상징 õf는 동물들의 모습과 A밤이나 전투õ~는 모습들이 그

현무(玄武)， 북{北)， 겨울

려져 있다 오방신 사상에는 황룡이 추가되어 4신수는 5신수가 된다 황룡은 중심(中)이며 땅을 의미한다.

(※위

Wi kl

4 사죠틸은 건축물의 처마 기핫E뻐| 새겨진 문S빔)

거북에 관한 신회는 중국에서 발원하여 한국과 일본 문화에 수용된

(행)이며 이것은 거북과 뱀을 합쳐놓은 모양이다.2007년

사신(四깨 사상이 원조일 듯 싶다. 사방신(四方빼 또는 사신수/四페l

라마 태왕사신기 (감독 김종학. 주연 배용준) 의 스토리 뼈대가 사방신

i폐 신화라고도 부르는 이 이야기에 영적인 동물 4마리 즉 사수(四

μ}신쉬 신화였다.

뺨 또는 사령/四靈. 또는 사상/四象〕가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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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수(四神默Ifom celesti려 creatmes)는 음양오행설의 기반이

다 전국시대에 음양오행설은 우주의
기원과 구조 및 운행원리를 설명하면
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고 후한대@용
파f-t)에는 사신수가 방위의 신으로 자
리를 확고히 잡았다. 동방은 청룡， 서

방은 백호， 남방은 주작(朱짧 red

bird) , 북방은 현무(玄武

black

turtle)이다.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 벽
화가 유명하다. 사신수는 봄(청룡)‘ 여림강})， 가을(백호) 겨울{현뭐
도 의미하며 청색(청룡) . 흑색(현무). 백색(백호)， 적색(주4)도 의미한

다( ※ 오방신을 말할 때는황룡이 추가되며 중심과황색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음양오행설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님으로 거북과 관련이
있는 현무(짧) 이야기만 해보짜 현무는 암수가 한몸이면서 뱀과
거북이 합쳐져 있고 경우에 따라 다리는 길어서 거북이 다리가 아닌

것도 있다. 죽음을 알리는 북쪽의 수호신이며 북쪽은 검은색을 뭇하

숭례문천ε때l
있던그림，

므로 검을 현(깊이며， 거북의 두꺼운 등껍데기와 뱀의 날카로운 이
빨은 뛰어난 방어력을 의미함으로 무뾰)이며 이 두 글자가 합해져

Wí kl

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무가 되었다. 육군의 탄도미사일 현무도 이것이다.

현무는 오행 중 물0k)을 나타내며 또다른 전설에서는 번개를 나타

사신수에 나오는 거북은 바다거북이 모델인 것 같다. 바로 장수거

내기도 한다. 일부 주장에 의하면 현무는 현무이지 거북이라고 단정

북이다. 현무가 오행설에서 흑색과 물을 상정한다는 점이 그러한데

지을 수 없다고 한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는 거북의 등 위에서 네 미

장수거북은 바다거북이며 바다거북 7종 중에서 장수거북처럼 검은

리 코끼리가 세상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신화는 중국과 몽

거북은 장수거북 밖에 없다. (※ 푸른바다거북의 아종 하나가 검은색

골에도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은 사발 모양으로 둥글고 땅은 편

이지만 동양과 먼 동태평양에 서식한다)

펑하다고 생각했다. 중국 신화에서 거북 자체가 세상이 되는 경우에

호F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거북은 여성과 어머니를 상정한다 현

둥근 거북의 등갑은 하늘에 해당되고 편평한 복갑은 땅에 해당된다.

무는 거북(여성)과 뱀(남성)이 한 데 얽혀 사랑히는 모습을 상정한다.

이처럼 거북은 세상의 토대인데 거북 등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거북이

고대인들은 거북은 모두 암컷이며 수컷은 없다고 믿었다 암것인 거

영나라 저 13 대 영략제 시대 (Yongle

Emperor,

1360~1424)의 현무 조각상 @Vmenkov

@씨
M ik
배
hai
메ilkoh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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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배우자는 남성의 상징인 뱀과 결혼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

반고씨(盤古lt)으| 세상 창조

중국 신화에서 거북은 세상이 창

무가 뱀을 휘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조되는 일에 기여했다. 천황씨 이전

해석들중하나이다

고대인들은 거북은 암컷만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산란

우주에는 형상이 없는 혼돈만이 존

철에 백사장으로 나오는 수많은 거북들이 모두 암컷이므로 그런 생

재하고 있었다， 이 혼돈의 우주는 오

각을갖게되었을것이다 수컷은상륙하는법이 없어서사람과만날

랜 세월에 걸치 하나의 우주알

기회가없었을것이다.

(cosrnic eg링이 되었다 우주알 내부

자고로 신화라는 것은 사람댐 의해 내용이 진화하는 성향이 있
다， 이렇다면 펼자도 재미심아 또 하나의 변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거북과 뱀은 피충류이고 그들의 조상은 동일하다. 진화상으로 한 조

는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며 맞부딪
반고씨

쳐 있었다. 이 알에서 반고씨짧古民)
@Wang Qi

가 나왔다. 반고씨는 인간을 닮였으

^J-에서 거북과 뱀이 나왔으되 거북이 먼저 나왔다. 현무 형상은 거북

되 머리에 뿔이 나고 몸은 털로 덮인 모습이었다 반고씨는 거대한

의 몸을 뱀이 휘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맞게 거북의 조상에

도끼로 음과 양을 분리시켰다 음은 땅이 되고 양은 하늘이 되었다

서 뱀이 생겨나고 있는 상징 0 1 아닐끼? 고대 중국인들과 고구려 사

반고씨는 음과 양이 떨어져 있도록 그 사이에서 승발을 떠받쳐 들고

람들은 이미 그 때 피충류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임을 알고 있었으며

있었다

찰스 다윈 같은 진화학자들 보다 뛰어났던 것이다?

반고씨는 이렇게 1만 8천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서 힘을 쓰고 있

반고씨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힘을 쓰고 있었다 히늘은 매일 3미터씩 높아졌고 땅은 매일 3미터씩 넓어졌다. 반고씨의 키도 매일 3 미터씩 길어졌다 1 만 8천년이
지나서 반고씨가 수|려고 앉아버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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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조광현

었다. 하늘은 매일 3미터씩 높아졌고 땅은 매 일 3미터씩 넓어졌다.
반고씨의 커도 매일 3미터씩 길어졌다. 이 설회에서 반고씨를 도와

준 동물이 네 가지 있었으니 거북， 기린(외뿔달린 상상 동물) ， 봉황，
청용이었다

1만 8천년 이 지나서 반고씨가 쉬려고 앉아버 렸을 때 그가 내 쉰
한숨은 바람이 되었고 목소리는 천둥， 왼쪽 눈은 태 양， 오른쪽 눈은

달， 몸은 높은 산과 깊은 계속이 되었다 피는 강이 되고 근육은 비
옥한 대지가 되었으며 얼굴의 털은 별과 은하수， 몸의 털은 숲， 뼈

는 광물질 ， 골수는 성스러운 보석(다이아몬드)이 되었다 땀은 비가
되고 털 속에 있던 벼룩들은 물고기와 각종 동물이 되었다.

인간은 여와(했홈) 신이 진흙을 빚어 만들었다. 여외는 중국 고
대 신화의 3황 중 한명 이 다. 인간 머리와 뱀 봄통을 가졌다. 여외는
뱀 몸에 머리가 9개 달린 공공供工) 신이 홍수를 일으켜 산을 무너뜨

리고 히늘을 주저앉게 했을 때 바다거북의

4 다리를 잘라 하늘을 괴

고갈짚의재로물을빨아들이게하였다.

좋은 뜻도 되고 욕말도 되는 중국의 거북

고대 중국인들에 게 거북은 성 스러움， 장수(긴 생명 ) . 힘， 불굴의 상
정이었다. 용과 거북의 형상이 그려진 중국 황실 군대 의 기는 초월적
인 힘을 상징한다. 용과 거북은 서로 씨우되 지는 쪽이 없다. 용은 거

북을죽일 수 없고 거북은용을죽일 수 없다.
그러나다른한편거북은안좋은돗도된다 어떤사람을지칭하여

거북 알(turtle eg밍이라고 하면 중국에선 욕이다. 사생아， 후레자식，

인간을 만든 여외{女娘1). 여외는 바다거북의 4 다리를 잘라 주저앉는 하늘을 괴

개자식 정도의 의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다거북은 백사장에 올

었다 @Guss

라가 모래밭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궁등이를 들이댄 다음 알을 낳고

을 돗히는 문자 부적을 써 넣었고 묘의 모양을 퉁글게 한 것도 장수

다시 묻어 버린 디음 비-다로 돌아간다 자식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하는 거북의 등갑을 상징한다고 하며 ‘거북묘’ 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정으로 해석된다 더 심각한 것은 거북이 알을 낳을 때 사람은 거

비석 에도 거북 받침대를 만들어 장생과 길상(吉피￥)을 빌었다. 수 나

북의 뒤에서 알이 나올 때 마다 모두 회수해 빼앗을 수 있다 거북은

라 명나라 황제 무덩에는 거대한 거북 위에 비석이 서 있다. 북경 천

이것도 모르고 알을 계속 낳으며 알이 하나도 없는 모래 구덩이를 메

단공원(Temple of Heaven)의 목조 기둥은 실L아있는 거북의 등에 세

꿔놓고 뒤도 돌아보는 법 없이 바다로 떠나버린다. 보통 멍청이가 아

워졌다는 전설이 있다. 거북은 먹지 않고도 3천년을 살며 신비한 힘

니란뭇이다 거북은 버려진 알에서 나온 벼려진 자식이다.

으로 나무기둥을 썩지 않게 한다는 믿음의 전설이다 삼국사기에서
는 제왕 출현의 매 개자 의미가 있었다. 무속 전승에서는 거북이 백제

무속에서의 거북
하나라 우임금이 치수할 때 떨어지는 물

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등에 마흔 아홉 개
의 점이 찍혀 있었다. 이것이 귀복(鎭

r/ 거

북점술)과 주역의 기원이 되었다. 거북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해서 거북점 (귀복)으로
길흉과 운세를 점치게 되었다. 거북 껍데기
를 불태워서 나타난 모OJ-을 해석하는 방식

이다

거북은 십장생 (十長生〕의 하나로 징수를
상징하며 용， 봉황과 함께 상서로운 동물
로 인식되어 집을 지을 때 %댐하면서 거북

베 이징에 있는 정 나라 4대 황제 강희제의 비석.
@Vmen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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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멸망을 예언하였다 한다

주부’ 였다 문어는 무능하니 별주부가 다녀오겠다고 했다. 다툼 끝에

거북이 임무를 맡는데 성공한다. 거북이 산중에서 토끼를 꾀어 등에
대만의 촌락문빼서 사람들은조상을모시는사당의 제례 때 제

사 음식으로 거북 모양의 밀가루 먹을 내 놓는다 사람들은 절에서
이 음식을 사가는데 번영과 무사한 한 해를 비는 풍습이다.

태우고용궁으로향하던중토끼는내막을알게 되었다

토끼는 간을 볕에 말리려고 꺼내 놓고 왔디는 말로 기지를 부려 다
시 물으로 탈출했다. 거북이 실밍F하여 지실하려던 순간， 도인이 나타
나 거북에게 선약뻐했을 주어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용

한국문획의 껴북

왕에 충성스러운 거북. 충성 경쟁하는 문어， 지혜로운 토끼 . 무능한

용왕， 단순히 동물을 등장시킨 우화가 아니라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이나 인간성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토끼전(별주부전)
17세기 말 한택고전소설 숙향전에는 어부가 잡힌 거북을 살려주었

는데 후에 거북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옹다. 별주부전(토끼
전)에서는 용왕의 충성스러운 사자로 등장한다
토끼전(토생원전. 별주부전〕은 고구려 설화 귀토지설(鎭몇之힘에

효팩민속거북놀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민속에 거북놀이가 있었는데 거의 사라졌디가
1970년대에 민속학자 심우성씨의 고증을 받}아 되살렸다고 한다 경
기도 전통민속으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다

있는 익살스러운 내용이 한글이 생기자 약간씩 내용을 달리하면서

십장생의 하나인 거북은 동해용왕의 아들이거나 신하이며 사람들

각색되어 옹 의인소설이다. 줄거리는 남해의 용왕인 광리왕爛理王)

은 무병장수하게 하며 잡귀를 물리치며 가뭄과 홍수를 믿싸주고 풍

이 병들어 죽게되자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년을 기약해 준다. 그리하여 매년 거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거

‘누가 인간세상에 나가 토끼를 생포해 오겠는가? 신하들에게 묻게

북놀이이다.

된다

수숫대‘ 대나무， 짚으로 거북모%뇨을 만들고 앞뒤에 사람이 들어가

수천년 나이든 문어 대장이 먼저 나서서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했

거북처럼 걸으며 흉내를 낸다. 한 사람은 거북 목에 줄을 매여 끌며

으나 수천년 묵은 거북(또는 자라)이 반대했다. 이 거북의 별호가 ‘별

뒤에는 농악대가 따른다. 잘 사는 집을 찾아다니며 “동해 바다거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끼와 거북의 설화 별주부전의 한 장먼 그림/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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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발굴해

나왔다 그 때 악귀가 나타나 보물

을 빼앗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 거북이 나타나모든사람

을 등에 태우고 안전하게 땅으로
데려다 주었다. 땅에 도착하자 두

목상인은큰돌로거북의 머리를
내리쳐 죽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
이 은혜를 모르는 일이라며 반대하

였으나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
조선 왕실의 인장. 거북 모앙의 태조어보. 사진/문화재정

는데어쩔수없다고했다

어보를 넣는 함 사진/문화재정

그날밤큰코끼리 떼가나타나두

문인드라옵니다!"하면 주인이 나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겠

목을 밟아죽였다. 이 설화에서 거북은 부처님이었고 500명 상인은 아

습니다”하며 마당으로 안내한다

라한들이었으며 두목은 자기 꾀에 빠진 토끼 같은종생을 의미한다.

한바탕 농악 놀이가 있고 음식이 나온다 이 때 얻은 음식은 가난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일본문획의 껴북

부처님과토끼와거북
한 불교 이야기에 토끼는 자기 꾀에 빠진 중생이고 거북은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이다. 두목급 장삿꾼 한 사람이 500명의 상인들을 모

미노가메 거북

동양 심국 중 일본의 거북 전설에는 좀 독특한 모양의 거북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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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의 딸과 헤어지게 된 어부 우라시마 타로는 긴 털이 많이 난 미노가메 거북을 타고 고항으로 돌아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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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조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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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노가메 (minogam마라는 이름

의 거북은등에 길게자란해초를달
고 다닌다. 이 긴 해초는 이끼 식물

을 돗할 수도 있는데 오래 살았다는
뭇의 상정이다. 최소한 500년 내지

1000년은 묵은 거북으로 주장된다
미노가메 거북은 ‘우라시마 타로

전설’ 에도 등장해 큰 역할을 한다

옛날 옛적에 우라시마 타로라는 젊
은어부가있었다 어느날여러 아이
들이 거북을 집L아 고문시키는 현장

을 발견한 우라시마 타로는 거북을
구해바다로살려보냈다

다음 날 거대한 거북이 그에게 나
타나 말했다. ‘당신이 살려준 작은

거북은 용왕님의 딸입니다 용왕님
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모
시고 오랍니다/’ 미노가메 거북은 어

부에게 아가미를 달아주어 숨쉴 수
있게 한 디음 그를 등에 태우고 용궁

으로 갔다. 어부는 용왕을 알현하고
딸을 만났는데 아릿다운 공주의 모
습이었다

우리시마타로는용궁에서 공주와

함께 3일을 보냈다 그는 늙은 어머
니가 보고싶어 집으로 돌아가야 한

다고 말했다 공주는 섭섭해 했다

용궁의 공주는 젊은 어부와 이별할 때 상자 하나를 주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일렀다 @Edmund Dulac

대로 상자를 열어보면 안된다고 주

’~

•*
‘

/

의시켰다.

용개확1·

니를 건네 주었다. 또 당부하기를 절

패씨액’짧
~ 훌쩍

말하면서 공주는 어부에게 상자 하

멘
뼈
#짧
K?@‘m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를 바란다고

우라시마 타로는 미노가메의 등을
타고 고향의 해변에 도착했다. 그런

데 그의 집이 보이지 않았다. 미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그가 알던 사람들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우라시
마 타로라는 젊은 어부를 아십니
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 옛날
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다에

서 사라졌다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부가 따져보니 그가 용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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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기에 그러진 우라시마 타로 전설의 그림 용궁의 공주 일행이 타로를 배웅하고 있다

우라시마타로동상

@T，이0

비슈누의 물고기 아바타 마츠O~Matsya).

비슈누의 거북 아바타 쿠르 oKKurma).

@Bo rgQueen

떠난 후 3일 만에 마을은 300년이 흘러 있었다. 비통에 잠긴 우라시

한 생활에 젖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해를 보냈다는 스토리 버전

마는무심결에 공주가준상자를 열었다 그러자상자로부터 하얀 연

도 있다. 이 전설은오래 전에 나타난 지조벼행 의 견본이 된다.

기가 구름처럼 피어나왔다. 동시에 우라시마는 허연 턱수염의 노인
으로 변했고 등도 굽었다 바다로부터 슬픈 말이 고운 목소리를 타고

들려 왔다 “상지를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자 속에 당신의 나이가

인도문획 속의 껴북

들어 있었답니다1"

위 기본줄거리의 전설은 여러 변형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비

힌두교의 거북

슷한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다 이야기의 변형에 따라 어부는 장생하

동양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나라들에서는 거북이가

는 학이 된 경우가 있고 인간이 300년은 살 수 없는 것이므로 상자를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힌두교 우주관에서는 거북

열자마자 드라쿨라 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경우도 있다. 우라시마

의 등 위에서 4마리 표끼리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점이 다르다. 코

타로는 용캠l서 3일 묵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주와 용궁의 안락

끼리들이 올라타고 있는 거북은 아쿠파라어kup않a)라고 부른다. 힌

테리 프라처|트(Terry Pratchett)의 언작 판타지 소설(제목/ Discworld)에서 우주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된 디스크월드 힌두 신화의 아쿠따라 거북을 때러디했다， 세상
은 유리판처럼 납ξ「하고 둥글며 그 가장자리는 폭포가 떨어지는 낭떨어지이다 그 세상은 4마리 거북 등 위에 있으며 4마리 거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월드터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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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교에는 신화와 신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릴수

없을정도이다
힌두교의 몇가지 주요 신 중에 비슈누(Vishnu) 라
는 신이 있다. 비슈누는 악과 싸울 필요가 있을 때마
다 수많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형태들은

분신 또는 화신이며 소위 아바타(Avatru:!헐리우드

영화’ 아바타’ 와 같음)라는 것이다.
1천 가지나 되는 비슈누 아바타 중에서 약 10가지
가 대표적이며 이 중 첫번 째는 물고기 아바타
(Ma따ra)이고 두번 째 아바타가 거대한 거북 쿠르
미{Kmma)이다. 쿠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거북이

다. 쿠르마는 하반신은 거북이며 위는 사람 형상인
데 팔은 4개일 때가 많고 2개일 때도 있다.

불사의 신 데바스(Devas) 신들이 시는 나라가 있

었고 왕은 인드라(Indra) 였다. 어느날 데바스들은

영생불멸권을 빼앗기고 왕국도 망하게 되었다 두르
님써Dmvasa) 신이 보낸 화환을 코끼리에게 주어
짓밟아버리게 했기 때문에 두르바사 신이 저주를 내

렸던 것이다. 데비스 신들은 지고의 신인 비슈누를
찾아가도움을간청했다.
비슈누는 과즙으로 만들어진 영약을 마시면 영생

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영약은
젖 (rnil잉의 바다 속에 갚이 가라앉}아 있으므로 구하
기가 어려웠다 젖의 바다를 휘저어 영약이 떠오르
힌두교의 주요 신 중 대표적인 비슈누(Vishnu). 보통 팔이 4개 이상이다

게 해야 했다. 인드라 왕과 데바스들은 적대적 관계
에 있던 아수리캔딩ura) 신들과 휴

전하고 바다 휘젓는 일에 그들을
동참시켰다.
그들은 거대한 뱀 바수키를 맛줄

로 쓰고 만다라 산은 물을 휘젓는
막대기로 썼다. 만다라 산을 뱀 맛
줄로둘둘말아감고양쪽맛줄끝

을 잡고 산을 굴리는 방식으로 바

다를 휘저었다 바다를 휘젓기 시
작하자 만다라 산이 물속으로 침몰

하기 시작했다. 이 때 비슈누의 화
신(아바타)인 쿠르마가 바다속에
들어가 등으로 산을 떠받쳤다. 바

닷물 휘젓기 작업은 쿠르마가 힘쓰
고 있는 덕분에 계속 되었다.
바닷속으로부터 여러가지 물체

가 나왔다 그 중에는 독약도 있었
다 이 독약은 냄새만 맡아도 사망

영생 묘으떨 찾아내기 위해 데바스 신들과 아수라 신들이 거대한 뱀으로 산을 묶어서 젖의 바다를 휘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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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히는 지명적인 것이었다 데바스

위 사진/ 거북 모앙의 고대 이집트 얼
굴분장용팔레트
우측 사진/ 이집트 고왕조시대의 얼굴

분장용팔레트

팔레트에는 여러가지 동물， 사람， 신，
또는 풍속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서 역사연구 자료가 된다-

서와 같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거북이가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신
비한 동물로 믿었다는 사실이 다른 생활용구나 부적에도 나타나 있
앙코르 핫트의 돋을새김 작품. 왼쪽 페이지의 그림과 같은 내용. 중심에 비슈누

다.(※ 고대 이 집트에서는 얼굴 분장이나 통상 도색 시 안료를 배합시키는

가 있고 밑에 그의 아바타인 크루마 거북이 있다. @Markalexander

석판 팔레트가얘되 었다)

이집트에서 거북은신에게제물로바쳐지는중요한동물은아니었
신들과 아수라신들이 모두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이 때 쉬바(Shiva/

지만 이집트 북부의 제사 중심지를 고고학 발굴했을 때 다량의 바다

비슈누와 동급인 샌의 아바타가 나타나 독의뇨을 모두 자신의 입에 넣

거북과 육지거북의 뼈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어느 한 시

었다. 그러자 쉬바의 아내 파르바시 (Parvathi)가 쉬바의 목을 움켜잡

기에 의례나 제사의 제물로 거북이 사용되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 독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독은 영원히 목에 걸려 남아있게 되

었다. 그리하여 이 쉬바의 아바타는 푸른색 목을 가지게 되었다

사냥꾼 팔레트에는 사냥꾼들이 거북의 등갑으로 만든 방패를 든
그림이표현되어있다.

바다 속에서 14가지의 보물이 나왔다 그 중에 불사의 영약이 있었

거북의 등갑이 희한한 목적으로

다 불사의 영약을 보자마자 아수라 신들이 먼저 달려가 차지했다.

시용된 사례도 발견된 일이 있다.

비슈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한 번 변신해 아름다운 처녀 아

고대 이집트의 한 무덤 주인은 거

바타로 둔갑했다 미인 처녀는 아수라들을 속여서 불사의 영약을 받

북 등갑 밑에 매장되어 있었다. 이

아 데바들에게 건네 주었다 아수라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사람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

미 늦었다 데바 신들은 이미 묘약을 마시고 힘을 되찾아 아수라들을

람이었다. 다리가 없어서 느리게

물리칠수있었던것이다

웅직였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거

북 껍데기와 함께 매장되었디는 해

고디| 이힘트 문확와 께북

석이 있고 살아있었을 때 뒤집어
놓은 거북 등갑 안에 앉아서 썰매

꿀듯이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창조주의적이된거북

그가 쓰던 귀갑을 합장해 준 것이

이집트의 페이윌Fayum) 지방에서는 거북의 화적이 많이 발견되

라는해석도있다

며 현재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육지거북 만큼 큰 테스투도 암몬(학명

!restudo ammon)의

육지거북 회직도 섞여 있다. 이 회석들은 20세

기초에발견되었었다

독일인 이집트역사가 에버스가
발견한 파피루스에는 의술에 관한

기록이 있다 거북의 껍질과 내장

이집트 선왕조시대와 고왕조시대 유물에는 거북이 흔히 등장한다

을 이용한 처방들이 있으며 탈모증

이집트 고왕조시대의 얼굴 분장용 팔레트에는 담수거북의 그림들이

처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북

그려져 있거나 팔레트 자체의 모양이 거북이인 것들이 있다. 동양에

의 두뇌로 만든 연고를 요실금 치료

이집트 신화의 장조주 신인 라{Ra) .
거북은 그의 적이었다 @Jeff 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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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한다는 처방도 있다.

이집트인들은 선왕조 시대에는 거북의 고기를 먹었지만 고왕조 이
후에는 부정한 식품으로 취급되어 먹지 않았다 그러나 껍질은 디용
도로 이용되었다. 반지， 팔찌， 머리빗， 칼자루， 부적 또는 류트(뜯는
현악기)와 노르님 ]-(norva: 반죠 비슷한 악기)의 공명판으로도 이용되
었다 대부분 홍해에서 잡힌 바다거북이 시용되었다.

이집트 신화의 창조주 신 라{Ra)는 여행을 잘히는데 그의 적은 세

태(Set 폭풍， 사막의 신)였다. 이집트 후기왕조에 와서는 거북이 세

태로 취급받아 수난을 당했다. ‘라 는 태양보트를 타고 수중세계도
여행한다 거북은 밤의 상정이다. 거북은 태양보트가 항해할 때 태양
빛을 가려버리는 악마가 된것이다. 왕과 귀족들은 작살로 바다거북
을 죽이는 의식행사를 벌였다. 이집트는 선왕조시대， 고왕조시대에
는 거북의 고기를 먹을 정도였고 중기왕조시대까지만해도 일상용품

에 거북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후기왕조시대에는 용품에서조차 거북
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창조의 신 라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1912년， Art hur

Ra ckham 작. 이습우화 책의 삽화

이는 그리스 신화의 요정 켈로네 (Chelone)의 이름이다.
고대 그리스의 이솜은 ‘토끼와 거북의 경주’ 로 유명하지만 거북이

태앙신 ‘라 가 태앙보트로 물속을 흔빼할 때 거북은 암흑세계를 만들어 흔꽤를

생긴 유래도 신화로 지어냈다. 켈로네는 제우스와 헤라의 결흔을 역

g빼했다 에씨

겹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았다 결흔식 만찬에 아주 늦게 도착하였
다. 제우스는 화가나서 켈로네의 집을 파괴하여 주저앉혀 버렸다. 이
리하여 켈로네는 영원히 집을 등에 지고 다니게 되었으며 제우스는

고대 그리스

켈로네가 영원히 벙어리가 되는 저주도 추가시켰다 고대 그리스에

서 거북은 침묵이나 고요합의 심볼이기도 했다 요정 켈로네가 거북
이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이솜이 지어낸 이야기 탓이다.

이습우화
동물분류학에서 거북류 전체를 켈로니언 (Chelonian)이라 하는데

이솜의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토끼는

게으른 인간 거북은 성실한 인간을 상정한다 그러나 낮잠 자고있는
토끼를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거북이가 더 나쁘다는 반론도 있다. 이솜

우회는 1895 년 일본인 도움으로 만든 우리나라 신식 교과서에 처음
소개되었다고한다.

그리스 신호}에서의 거북 탄생
이솜이 거북의 유래를 지어냈지만 그것은 우화이다 정식 신회에

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거인신족 티탠타이탄)과 제우스 간 벌어진

전쟁에서 제우스가 승리하자 제우스는 티탄족 형제들인 프로메태우
스와 에피메태우스를 꿇어앉히고 명령하였다. “새로운 창조물 하나

를 만들어 오거라. 그 창조물은 모든 동물을 관리할 정도로 지혜는
높아야 하되 신의 노예이어야 한다 r'
1800 년대(19세기) 작품，

Jean Grandville 작 이습우화 책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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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태우스는 명령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는 지상의 진흙을 좀

가져와 물을 타서 반죽을 만들었다. 프로메태우스와 에피메태우스는

동물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었다

진흙 반죽 덩어리를 앞에 놓고 어떤 동물을 만들지 의논했다 그러나

세 덩어리는 각기 바다와， 맨땅과 그리고 늪과 흐르는 물이 있는

이 티탄족 두 신은 의견이 달라서 어떤 모%뇨을 만들어야 히는지 결론

계곡에 떨어졌다 그중맨땅에 떨어진 덩어리는우연히 에로스신에

이 나지 않는 말디툼만 하고 있었다.

게 발견되었다. 에로스는 진흙의 생긴 모양에 반했다 아주 흥미롭게

에피메태우스는 반죽으로 자기들처럼
신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오떨어 프로메태

우스에게 보여주었다. 프로메태우스는 신

모양으로 오넌들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 자
신들까지 망하게 할 것이라며 반죽을 뭉게
버렸다 프로메태우스는 다리가 4개 달린
동물 모OJ'을 만틀었다. 머리를 낮추고 굽
신거리는 신들의 심부름문 모양이었다. 에
피메태우스는 그런 하인 모습으로 만들다

보면 제우스가 지시한 현명한 지능을 갖게
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또 반죽을 주
물러 그의 주장대로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디툼을 하고 있을 때 땅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느껴졌다 이것은 두 티
탄이 진흙반죽을이 모양저 모양으로반

복해서 주물렀기 때문에 일어난 지진이었
다. 에피메태우스가 진흙 반죽으로 처음

만든모양은 인간모습이었다 프로메태우

스는이것을눌러서 등이 짐짝처럼 보이는
동물이 되게 하였고 그러면 또 에피메태우

스가 반죽을 꼬01올려 그의 고집대로 만들
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둘의 다툼으로 인
해 반죽은 계속 덩어리 모양으로 주저앉았
으나 수많은 동물들의 다리 모양과 머 리

모OJ'들은 덩어리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다.
제우스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나타나
천둥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냐? 이까짓

게 모든 통물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바
윗덩어리에 다리 붙은 물이구나! 풀루토

(Pluto:

하계/ 下界의 신〕의 얼굴로도 쓰지

못하겠구나， 갖다 버려라. 바다와 대지와
물이 있는 계곡에 나누어 버려라. 당장 새

로운 진흙으로 반죽을 모떨어 이번에는 제
대로 된 창작품을 성공시켜라， 또 실패하
면혼날줄알거라1"

제우스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을 보
고 프로메태우스는 기가 죽었다. 그는 신
의 모습을 주장한 에피메태우스의 의견을

받0\들이기로 하고 일그러진 반죽을 세 덩
어리로 떼어내 세상 쪽으로 힘껏 던졌다

머리와 다리들은 각 덩어리에 분산되어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형제에게 모든 동물을 관리할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 내라고 영렁했다
프로메테우스 형제는 서로 자기 아이디어민 주ε「하다가 제우스의 꾸지람을 듣고 진흙 반죽을 세상에 던져 버

리게 되었는데 에로스 신이 우연히 진흙 반죽을 발건하고 샘영을 불어 넣었더니 거북이가 되었다‘ 그림/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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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에피메태우스의 주장이 들어간 인간의

아름다운 여인 태하오토O]-(Tehaotoa)가 남편 포화투(pofatu)와

모습과 지혜의 모습 그리고 프로메태우스의 고집인 동물 모습이 혼

함께 라이아태아 섬에 살고 있었다 어느날 남편은 아내에게 싫증을

재되어 있었다 반죽 덩어리는 자신의 집을 등에 지고 있는 형상으로

느끼고 훨씬 더 젊은 여자를 찾아 집을 나가버렸다 태하오토아는 남

보여서 여간재미있는모습이 아니었다 거북의 집은사실은모O.}을

편을 찾으러 집을 나섰는데 유리리라는 이름의 작은 뻐꾸기의 안내

확정짓지 못하여 반죽 덩어리로 유보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훌륭한

를 받았다

유리리는 수호신이었으며 뻐꾸기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이었다.

집이 된것이다 에로스가진흙덩어리에생명의 입김을불어넣자새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남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피곤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에로스는 이것을 거북이라 불렀다.

한몸에 끊임없는 눈물을흘리며 포화투가 남겨놓은 발지국을 따라

에로스는 다른 두 덩어리도 찾아내서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 세상

갔다. 물에 이르러보니 바닷가였다. 그는 쉬기로 했다. 그 해변에서

에서살도록놓아주었다

이 신호에서 바다거북은 왜 1년에 한 번 밖에 알을 낳지 못하는가?

그녀는 또 다른 두 여인을 만났다 이들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

에 대한 이야기도 파생되어 나온다 프로메태우스가 반죽을 세 덩어

이었다. 셋은 친구가 되었다. 세 여인은 그들의 불행을 슬푼 노래로

리로 분리시킬 때 바다에 떨어진 덩어리의 펴가 다른 것보다 더 컸

합창했다 그들의 도망간 세 남편들은 노래소리를 듣고 감동하여 용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큰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더 많은 알을 집 안

서를 빌고자 해변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늦었다. 수호신들이 세 여인

에 보관할 수 있으므로 다른 거북들처럼 빈번히 알을 낳
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다거북은 1년이 아니라 몇년

、

에 한번 씩 알을 낳으므로 1년 주기설은 틀린 것이다. 그
러나 지주 알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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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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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너1^IOt 민속댁 께북
고대 폴리네시아 종교에서 거북은 성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거북의 신화가 많다. 바다거북은 막

강한 힘을 가진 바다의 신이 보내준 영물이었다 폴리네
시아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태평양 바다를 누비고 다닐

정도로 항해술이 뛰어났는데 이런 항해술은 바다거북과
도 관계가 있다. 그들은 거북이가 수천 키로미터 여행하
는 것을 알았으며 거북을 따라가다보면 섬이 발견되곤 해

서 거북을 존경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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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바다의 신들에게 거북을 제물로

바쳤다 대부분 푸른바다거북(Green turtle)이 제물로 사
용되었다. 거북의 머리를 제사터 공중에 띄워 놓는 식이
다 장례식에서도 망자의 흔을 위로하고 혼이 잘 떠나도

록 거북을 제물로 바친다.
거북은 성스럽고 지위가 높은 동물이어서 거북의 고기

를먹을수있는자는신과추장，제사장 또는위대한전

짧몇

사에 제한되었다. 이 관습은 종교적 터브였다. 이 터브를
지커지 않은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 이 관습은 바다거북

의 개체 수를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세
기 초에 기독고까 들어오면서 거북을 신성시하는 토착신

앙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으며 거북고기 먹은자의 사형
관습이 정식 법제도에서 금지되었다. 이로 말미잎F아 거북

은 무참히 남획되기 시작했다.

폴리네시아의 세 거북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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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게 버림받은 세 여 인들은 거북이로 변해 큰 바위 속에 굳어졌다， 바위는 바디에 던저져 해
협이 생겼으며 그녀들의 눈물은 물 격랑을 일으쳐 지나가는 배를 위협했다- 그림/조굉현

을 거북으로 모L들어 한 바위 속에 조각으로 새겨 넣은 뒤였다 태하오

맡겨놓을수있었다

토아의 수호신은 바위를 마우피티(Maupi비 해협으로 옮겨 놓았다.

푸날루우 지방에는 맑은 물이 용천하는 장소가 많은데 이것은 카

이후로 마우피티 해협은 배의 항해가 위험한 바다가 되었다. 세 마리

우일라의 선물이라는 뭇이 전설에 담겨 있다. 이곳 해변은 지금도 바

거북의 눈물이 해협에 혐난한물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거북을 구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관광객이 잦는 곳이다

하와이의 카우일라 거북 전설

피지전설

옛날 옛날， 하와이 제도 오아후 섬(호놀루루시가 있는 섬) 동북부

아름다운 칸다부 섬 나무아나(Namuana) 마을에 아름다운 공주

푸날루우(Punalu’ 띠 해변， 달밝은 밤에 성스러운 큰 바다거북 부부

티나이묘보기{Tinaicoboga)가 살고 있었다. 공주는 추장의 부인이

가 나타났다 암컷이 알을 낳으려고 모래밭으로 올라갔다. 이 암컷

되었으며 고운 마음씨로 칭송을 받았다 바다에는 잡아먹을 물고기

이름은 ‘호누표케 o \，였으며 눈처럼 하얀몽색이었대※이곳해변

가 풍부했고 평화가 지속되어 사람들은 신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은 검은 모래밭이다) 수컷은 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암것은 모래를 파고 알 한 개를 낳은 다음 묻었다. 그 디음에는 수
젓 거북이 상륙하여 암컷 거북과 함께 알 둥지 옆에 큰 웅덩이를 파

서 연못을 또떨어 놓고 바다로 돌아갔다

알이 부화될 때 쯤 어미 거북 호누포오케아는 다시 검은 해변으로
돌아와새끼 탄생을 기다렸다. 알에서 카우일라{kauila) 나무처럼 새

추장과 공주는 라우달리스(Raudali밍)라는 딸을 두고 있었다. 모
녀는 가끔 산호바다에 들어가 아이들처럼 놀면서 물고기도 잡았다.
모녀는 항상 해변 가까이에서 놀았으나 날씨 좋은 어떤 날 큰 물고
기를 쫓다가 너무 깊은 물에 들어섰는지를 몰랐다 이 때 갑자기 바
람이 강해지며 파도가 높아졌다. 멀리서 사나이들의 고함소리가 있

었으나파도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까땅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귀여운 암컷 새끼가 나왔다. 새끼의 이름

사나이들은 먼 다른 섬에 사는 어부들이었으며 모녀를 납치하려고

은 ‘카우일라 가 되었다 어미는 딸을 연못으로 데려다 주었다. 딸이

멀리서 망보고 있다가 파도가 커지자 빠른 속도로 커누를 몰아 모녀

흔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연못에서 살도록 해

뒤에나타났던것이다.

준것이다 사람들은연못의이름도 ‘카우일라샘물이라불렀다.

연못은 동네 아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카우일라도 푸날루우 해
변이놀이터였으며 연못바닥에내려가휴식을취하곤했다. 연못속

어부들은 물로 뛰어 들어 모녀를 잡。}올렸다. 팔과 다리를 해초로

묶어 커누 바닥에 던지고나서 급히 그들의 미을을 향해 노를 저었다
공주와 딸은 살려달라고 울었지만 소용 없었다 어부들은 전사들

에서공기방울과함께솟아오르는샘물은카우일라가내쉬는숨이었

이며 그들은힘만 믿고 나무아나추장에게 요구할몸값만생각했다

으며 아이들은 이 분수를 가지고 재미나게 놀았다.

“아주 귀한 보물을 내놓지 않으면 추장의 아내와 딸을 풀어주지 말

카우일라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했다. 카우일라는 때때로 소녀로

자1" 고 지껄이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었다.

변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카우일

이를 보고 신이 노하였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조용했던 바

라 생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했고 카우일리를 믿고 아이들을

다가 뒤집혔다. 물살이 거세서 노를 저을 수가 없었고 배는 뒤집히기

하와이 카우일라 거북 전설의 카우일라 거북은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구였으며 그가 사는 연못샘들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었다. 그림/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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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이었다. 어부들은 신을 향해 욕했다.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파도

하늘과 땅이 창조된 때부터의 세상만사가 베트남의 코아다우(Khoa

와 싸우는 동안 커누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 있었는데 어부

Da띠 문재베트남의 고대 문재로 새겨져 있었다 요 임금은 신하에

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게 거북등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쓰라 명했고 이것을 거북 달력 (마rtJe

두 모녀가 큰 바다거북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신이 우리를 벌

Calender)이라 불렀다

주려고 한다. 빨리 거북을 물로 해방시켜라r- 겁에 질린 어부들은 두

거북을 물로 던졌다. 거북이 유연하게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자 파

또 다른 이야기 베트남의 옛날 임금 안양엠安陽王/ An

Duong

도는 조용해지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어부들은 자기네 마을로 돌아

Vuong)이 기도를 올리자 황금거북 신이 나타나 기어가고 있었다 왕

와서 범죄행위를한짓과흔났던 이야기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은 황금거북의 발자국을 따라 성채를 쌓았는데 나선형 모양이 되었

그 이후 모녀 거북은 영원히 마을 앞 바다 속에서 살았디 신이 구

으며 이곳이 도읍지 꼬 로아(Co 냐a)가 되었다. 또한 황금거북 신은

원한 신성한 바다거북이가 된 것이다. 모녀 거북은 지금도 나무아나

오망왕에게 발톱을 주어 석궁의 빙}아쇠로 쓰게 하였다 이 석궁으로

마을을수호하고있다.

오방왕은 인접한한중국 나리를 이길 수 있었다 석궁의 내막은군

현대에도 나무아나 섬 여인들은 추모 의상과 성스러운 막대기로

사비밀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적국의 속임수에 말려 정략결혼을

해변을 걸으면서 거북 찬가를 부른다 ‘·라우달리스여 모습을 볼 수

맺은 탓으로 신성하게 모셨던 석궁을 도둑 맞았으며 베트남은 그 이

있게 수면에 나와 주세요! 타나이묘보가 공주님이여 상승하여 태양

후 1천년 동안 정권을 잃었다. 다른 15세기 전설에는 베트남의 여리

을즐겨보세요，우리의기도를들어주세요 .. …”

왕이 명나라군대를대파하고나서 신검 ‘하늘의돗을황금거북신

기도가 먹히면 큰 거북 두 마리가 카다부 섬 절벽 아래 푸른 바닷

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 위로 떠오른다 그러나 거북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모녀를 납치했던 사람들의 미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곳에 있

다는것이다 거북은그들을해친혐영원히기억한다는것이다

。t메리카 인디언 젠설/월드 려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고대로부터 전승 되어온 별자리 지도가

있었으며 이 별자리들로부터 점괴를 받았다. 별자리의 개념은 이렇

베트남

다 인간。l 거북섬 (turtle isJ뼈중심에 있으며 거북섬은땅을의미

베트남에도 거북 전설이 많다. 중국 요 임금 시대에 베트남 왕의

했다 그 너머에 하늘이 있고 하늘 너머에 하늘 구멍들이 있었다 하

특사가 성스러운 거북 한마리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거북의 등갑에는

늘 구멍들 너머엔 새까만 해양이 있고 아름다운 별들과 은동나들이
이 새까만 해%해l 떠돌고 있다. 그리
고 그 너머가 우주의 경계선이다 우
주 경계선 사방 네곳에는 각기 다른

성원star cluste에이 존재하며 이 중
플레이아데스떠eiades

star cluster)

에서 대부분 북아메리카 종족들이 내

려왔으며 지구를 안전하게 수호하는

것이임무였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중에는 세상거
북(World Turtle) 이가 대지를 등에
지고 있다는 전설을 가진 종족들이 있
는데 여기의 월드터틀은 위 이야기에
서의 거북섬과 비슷한 것이다. 샤이엔
족의 창조신 마헤오(Mahe이는 검둥
오리가 부리로 날라다주는 진흙을 모

아 대지를 만드는데 늙은 할머니 거북
신이 젊어질 수 있는 크기로만 만든

다. 모호크족전설에서 지진은땅밑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별자리 지도가 있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땅은 월드터틀(Wo rld
Tu r1 le )이 며 그 위 에 하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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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월드 터틀이 몸을웅직인 결
과이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은거북껍질로만든 머
리빗을 사용했다. 이는
생과 사의 거리를 길게
연장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전설과신화에서 거북은
영물이며 우주나세상을

떠받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 나리들에서는거북

이는 빠진 우주나무
(World

Tree

또 는

Cornic 1)-ee) 신화가 존
재한다 우주나무는 하

늘을지탱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뿐만 아니

북유럽 신화의 우주나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도식화시킨 그림

라 뿌리를 통해서 지하
세계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나무이다.

파뜨로엑셀
(QUATIRO EXCE니

우주나무는 중남미 인디언 문뼈도 있지만 그 나무는 거북의 등뼈에서 자란다 시베리아
와 몽골 전설에도 우주나무 시상이 있다. 신라 금관 디자인에도 우주나무가 들어 있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 민족이 시베리아와몽골북방민족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주장도 있다.

멕셀은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마레스 핀입니다
마레스의 앙선 기술력이 응집된 이 핀은
모든 다이밍 환경에서도 뛰어난 파워를 제공합니다，
꾀뜨로 엘셀의 독특한 디자인이 당신의 수종 적응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줍니다

조광현
홍익대 서앙화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
험 등 활동적이고 모험적인 다~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앙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앙전문 화가 해앙

(TRI-MATE때AL

3가지재질 컵
CONSTRUCTION)

3가지의 다른 재질을 결합하여 제작힘으로씨
월둥한 성능올 자훌「하며 동급핀 종에서 최강의
띠워를저|공합니다

수신부의 해g탤경교육교재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잡가

수퍼채널

www.lumenjo.com

￠

(SUPERCHANNE L) 탄력적인 중앙부의 커다란 물골이 물 유동랑을

크게 증가시려 더 큰 추진력과
효율적인 힘의 A용올 7f능하게 합니다.

지난호 샤진 오류 바로잡습니다
탄성을 이용한 최적각도 이론 채택
(티.ASTIC OPB)

지난호 뱀장어 특집 타이틀 쪽

상항 킥과 하항 킥 사이의 핀 블레이드의 각도룰

킥의 효율성을 증가 시켰습니다.

에 사용된 사진은 뱀장어가 아
니라 ·드렁허리.라는 민물고기

라고 명정구 박사님이 지적하
여주셨습니다 같은사진은 62
쪽， 70쪽. 72쪽에 반복 사용되
어 있습니다. 드령허리는 마치

뱀처럼 생겼는데 논둑에 구멍
을 뚫어서 농민들이 싫어하던
고기이며 중국의 산동성 식당

에서 ‘eer 을 주문하면 이 물고

드렁허리의 분류학적 족보.

기 요리가 나오지만 장어하고

드렁허리목(Synbranchiformes) 드렁허리괴{Synbranchidae)

는전혀 다른종이라고합니다.

우리나라증 이름· 드렁허리 학영‘

marl! l

Monoplerus albus

V

J짧d

논이나호쇄l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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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쑥 싼1’ efii 좋7 ’1J

저12부 거북이란 톨롤의 '1 초펙

01ôH

Part 2. Common Kn owledge about the Turtle An imal
그 l 키=c:::

근 /'c그 00

독일 생물학자 에른스트 헥
켈(Ernst

Haeckel)OI 1904

년에 출판한 ‘Art Forms of

Nature' 에 실린 100 컷트 생
물 그림 중 하나로 거북류를
g사한고전작품이다.

거북의 명칭부터 정리해 보면

거북， 거북이， 바다거북， 장수애짱

gr찌거북， 님-생이， 자라， 귀 (龜， 해귀

이購)， 대모(購) ， 개류(介鍵， 터

틀(turtle) ， 토르터스(tortoise) ， 태
라 핀 (terrapin) . 켈 로 니 언

(Chelonian).
세계에는 약 200종 이상의 거북류가 있지만 한
국동물명집을 기준하면 우리나라에는 장수거북

(DermocheJys coriacea/leatherback turtl하. 바
다거북(ChelonJa

@alexshalamov

자연공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육지거북

mydas/green sea tmtle) , 남생

이 (Chinemys r eevesii) , 자라 (Pelodiscus
sinensi의 이렇게 4종이 있고 호뉴국동물명집에 등

재되지

않은 우리말 이름에는 붉은거북

(Lo ggerhead sea turtle/Caret떠 떠ret떠)과 대
모CErectmochelys imbrica떠/Hawksbill

turtle:

매부리거북)가 추가되어 있다. 대모는 매부리거북

을 밀←하지만 바다거북류를 총칭할 때도 있다

장수거북의 ‘장수’ 는 오래산다는 뭇의 장수(長

壽)가아니라장군이란뭇의 장수애용帥) 이다. 크기
가 커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장수하는 장수거
북”이라는 흔한 표현들 때문에 특히 한글세대에게

혼란이 일어난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제너럴 터틀

(General Turtle)이 될 것이다
육지거북들은 포식자가 입에 물기 어럽도록 높이가 높은 껍데기를 가진 다

‘거북’ 과 ‘거북이’ 는 다 옳은 말이며 같은 뭇이다 한자로 거북은

외적으로 관용화된 경우가 드물게 있다

귀(龜〕라 하며 바다거북은 해귀(海龜) 라 한다 정약전은 거북을 개류

거북(또는 거북이)은 남생이와 자라를 포함하여 거북들을 총칭하

(介觸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한자 개(介)는 여러가지 돗이 있으며 여

는 뭇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생이나

기서는갑옷개， 딱지개 자이다. 거북귀자가들어간한자어 우리말에

자라와구별된 의미로쓰인다 영어권에서의 거북 명칭은좀더 복잡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다. 영어에서 거북을 뭇하는 단어는 터틀(turtle)과 토르터스

(※ 귀갑/鎭甲/거북의 등껍데기， 귀갑문/隨甲文/거북 등딱지 무늬

(tort0ise)가 있고 태라핀(않rrapin)이란 단어도 끼어든다.

갑골문자/甲骨文字/거북 등딱지에 새긴 중국 고대 문자， 귀복/趣 ~ /

거북으로 점치는 일 귀감/龜鍵/본보기， 귀선/鋼삼/이순신의 거북선，

귀모토각/龜毛멍角/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이라는 뭇으로 있을 수
없는 사물을 말함. 균열/驗~/갈
라져 터짐 .
※ 龜를 ‘구’ 로 발음히는 경

거북귀자의상형문자

영어권에서의 거북이란 단어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 호주 영어에

서 각각 차이가 난다.
영국 영어 에서는 바다어l 살면 터휠tmtl딩， 담수나 기수에 살면 테라
핀 육지에 살면 토르터스라고 부른다. 예외적으로 아메리카나 오스트
렐리。l에서 사용되는 거북의 이름을그대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다.

우에는 거북귀자가 아니고 나

미국 영어 에서 터틀은 물이든 땅이든 모든 종류의 거북을 통칭하

라이름구’ 자이다 땅 이름인 경

는 경향이 있고 육지에 사는 거북을 따로 떼어냈을 때 토르터스라 한

우에 ‘구‘ 로 읽힌다 그러나 학

다. 바다에 사는 거북은 씨 터틀(sea tωtl마이라 한다. 미국 영어에

과 거북을 학구’ 라 하듯이 예

서 태라핀은 기수에 사는 다이이-몬드백 데라핀 (학명 /Malac1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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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의 먼 조상일 것 같은 쥬라기 시대의 회석종. 머|이에라사우루스 빅토르(Meyerasaurus victor)의 화석.
wil이

사진/ Museum am Lö‘,ventor. Stutt없rt. Gemany 우측 그림은 화석을 바탕으로 한 상상도

terrapin) 1종만 지칭한다.
오스트렐리아 영어 에서는 바다와 담수에 사는 종을 모두

터틀이라 하고 토르터스는 육지에 사는 거북을 뭇한다.

완전한거북형태를갖
춘화석종중에서 발견
된 것 중 가장과거형.

Proganochelys
quenstedti 목을 껍

켈로니언

,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과학지들과 환경보호주의자
및 수의시들은 첼로니 언 (chelonian: kilóunia띠 이란 용어를

데기속으로감추지못
했다 사진/c녀ire

Houck

시용한다. 분류상의 상목(SUperorder) 이름인 αlelonia를
그대로 쓰는 것인데 멸종된 종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북류
를 포괄히는 뭇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학명을 사
용하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의 요정 켈로너] (Che]one)에서
유래했으며 켈로네는 거북을 뭇한다

진화와분류
거북 모양의 원조는 2 억 2천만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G-t，리의 회석에 나타나 있다 거북의 껍데기는 진화의 단계마

다 등뼈와 늑골이 편평한 모양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나아
가면서 오늘날의 완벽한 모%뇨을 이루었다. 중국 서남부 지방
(Guang삐링 에서 발견된 트라이아스 후기의 이빨 가진 반

화석종 거북의 한 종 꼬리가 무척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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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복갑은 있으나 등쪽의 껍데기가 생성되지 않은 호}석증 거북의 상상도

@Nobu Tamura

들어가지는 못하고 껍데기 처마 밑으로 목을 돌려 머리를 감추는 방
식이다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감추는 종류는 잠경아목 (灣頭亞티

/Suborder Cryptoclira)으로 분류되며 바다거북， 육지거북， 담수거
북이 모두 섞여 있다. 바다거북은 진화과정에서 잠경능력이 소멸되
었다. 잠경體廳은 잡기다/감추다 돗의 잠댐)과 머리와 몸을 잇는
목의 뭇인 경(顆)을 말한다. 나머지들은 곡경아목 (曲頭亞目

/Suborder Pleurodira)에 속한다. 곡경(曲硬의 곡(曲)은 굽을 곡 자
이다 곡경아목에드는거북들은주로담수종들로구성되어 있다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감추는 잠경거북류 @eric isselee

땅거북과(Testuclinidae)의 지오켈론 속(Genus Geochelone)과
메이오라니아 속 (Genus Meiolania) 에 속하는 왕거북 (Giant
tortoises)은 선사시대에 아메리카 대륙， 오스트렐리아， 아프리카에
널리 분포하였으나 인간이 식량으로 잡아 먹은 뒤로 멸종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유일하게 갈라파고스 섬 과 셀세이 섬 에만 생존해 있

다. 이 대형 육지거북은 130cm(300k링 이상 자란다.

머리를 측면으로 돌려서 껍데기 밑으로 감추는 곡경거북류
@Johannes van Rooyen

껍 데 기

거 북 (half -shell ed t urrle: 학 명

Odon tochelys

semites없cea : 담수거북)의 회석이 진화과정(뼈가 껍데기 모양으로
변하는 과정)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반껍데기 거북은 복갑은 완전하고 등갑(배갑)은 미완성형이다
거북의 알에서 배아가 형성될 때의 초기 모습과 비슷하다.

이 화석이 발견되기 전에 먼저 발견되었던 다른 육지거북 화석들
은 완성된 껍데기를 갖고 있어서 진화과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쥬라

갈라따고스 섬에 생존해 있는 육지 거북， 갈라따고스 자이언트 토르터스

(Geochelone elephanfopus).

@ammit

기 후반기에서부터 거북들은 다%h하게 분지되었고 이 시기부터의 화

석들은 그 진화과정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거북의 진짜 먼 조상이 무엇인가는 논쟁의 문제이다 학지들은 두

지구 역사장 가장 큰 거북은 백악기 후기(Late Cretaceous)의 바
다거북이며

4.6m 크기 였다

개골의 특정 으로 계통을 따진다， 거북의 조상이 조룡류라는 설과 뱀

현생 거북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은 비 다에 사는 장수거북

의 먼 조상과 같다는 설도 있다. 거북은 뱀 . 도마뱀. 악어보다 더 오

Geatherback sea turtle: Derrnochely coriacE잉)이다 등딱지의 길

래 전에 출현했다.

이가 2미터 체중 900키로그램 까지 나간다. 몸이 큰 거북들은 거의

거북“urtl밍은 분류체계로 보면 따충강(Class Reptilia) 거북목

모두 물에 사는 종들이다. 담수종들은 대개 작지만 자리종류인 아시

(Order Testuclines)에 모여있는 따충류 집단이다 거북류(팀)는 3개

아 소프트 셀 터 틀

의 이목(suborder)으로 분류되며 그 첫번 째는 멸종된 아목 따라크

(As ia

립토디 래，paracrypto며ra) 이다. 이들은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감추

tu rtl e/ PeJochelys

지 못했다. 현생의 2개 아목은 목아지를 껍데기 속으로 감추는 방법

cantorjj)도 2 미터 크

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기를 기록했다 체중

softshell

거북의 조상들은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감추지 못했다가 진화하면

은 50 키로그램이었다

서 이 문제를해결했는데 그한가지는목을축소시켜 머리를껍데기

(※ 분포/인도， 벼마，

속으로 꿀어들이는 방법이며 다른 한가지는 머리가 껍데기 속으로

타일 랜드， 말레 이 시

현썽거북류 중에서 가장 큰 장수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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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Order Testuclines) 의 과 펀성표

현생종 거북은 약 300종이 있으며 14개 과 97속으로 나뉘어진다， 11개 과는 잠경거북류
(Crypt띠U’ans)이고 3개 과는 곡경거북류(plew‘o(피없s)이다. 잠경거북류 중에서 바다에

사는 거북(바다거북과/Cheloniidae， 장수거북과/Dermochelyidae)들은 오랜 수중생활을

통해서 머리 를 껍데기 속으로 감추는 기능을 상실했다.

잠경아목(Crypt。이ra) ， 11과 74속 200종 이상
과명

소
~Ql 스
’

CD Carettochelyidae

Pig-nosed Turtle

돼지코거북과

(2) Cheloniidae

5

Sea turtles

2

Snapping turtles

바다거북(과)

@ Chelydridae
늑대거북과

@ Dermatemydidae
강거북과

@ Dermochelyidae
장수거북(과)

@ Emydidae

12

늪거북과

(j) Geoemydidae

24

남생이(과)

@ Kinosternidae

4

풀거북과

@ Platysternidae
큰머리거북과

@ Testudinidae

12

땅거북과

@ Trionychidae

14

자래과)

여|

。EEl 님
r__I-며
o

Pig-nosed Turtle
(Carettochely 띠sculpta)
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
Alligator Snapping Turtle
(Macrochelys temminckii)
Mesoamerican River Turtle
(Dermatemys mawii)
Leatherback Sea Turtle
(D ermochelys coriacea)
Red-eared Slider
(Trachemys scripta elegans) I
Malayan Box Turtle
(Cuora amboinensis)

Mesoamerican
River Turtle
Leatherback
Sea Turtle
Box α water
Turtles
Asian river , leal ,
rooled or Asian
box Turtles
Mud or Musk
Common Musk Turtle
Turtles
(Sternotherus Odoratu하
Big-headed Turtle Big-head Turtle
(Plaiysternon megacephaiL찌
Tortoises
Aldabra Giant Tortoise
(Geochelone gigantea)
Softshell turtles
Spiny Softshelled Turtle
(Apalone spinifera)

※ @ Emydidae가 남생이과인 경우{효택동물영집)도 있고

ø Geoemydidae가 남생이과인 경우도

발견된다 확인이 밀요하다
※ 괄호로 묶은 (과)는 한국동물영 집에 과로 표시된 것이며 나머지들은 국내의 공식적인 과학문헌에
서 발견되지 않는 과 명칭들이다

※

바다에사는거북류

곡경아목(Pleurodira ) ， 3과 16속 60종 이상

@ Chelidae

15

범목거북과

@ Pelomedusidae

2

가로목거북과

@ Podocnemid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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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stro-American
Sideneck turtles
Alro-American
Sideneck turtles
Madagascan
Big-headed ,
Big-headed
Amazon River
Turtle

Common Snakeneck Turtle
(Chelodina longicolli하
Alrican Helmeted Turtle
(Pelomedusa subruf.허
Madagascan Big-headed
Turtle(Erymnochelys
madagascariensi하

l

왼쪽 도표에서 각 과의 예로 기재된

종의 사진들， 순서는 도표와 일치 개
별 이름은 도표에 있으므로 샘략

@ 돼지코거북과

@St이z

@ 늑대거북과

@ 늪거북과

wiki

(f) 남생에과)

@ 큰머리거북과

@ 뱀목거북과

@ 강거북과

@ 땅거북과

wiki

@ 가로목거북과

@Dawson

(2) 바다거뭔과)

wiki

wiki

@장수거북과)

wiki

@M.N이 h

@Adrian Pingstone

@Johannes van R<∞yen

@ 울거북과

@

@Dawson

자래패

@Dawson

@ Podocnemid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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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내놓고 위를 감시하기에

좋은구조이다.
위 아래사진’

바다거북류는눈 가깝

세계에서 가장 작은 거북

게 소금눈물샘 이 발달해

(8cm) 스펙클드 패드로
떠 토르터스 (Speckled

padloper

Homopus

있으며 바닷물을 마셔서

tortoise ,

과도하게 축적된 염분을

signatu의

눈물샘으로 방출시킨다.
@Lud kovar

야간에 백사장에 나와서

알을낳는 바다거북이 눈
물을흘리는것을보고출
산의 고통 때문이라고표

눈물흘리는거북

현하는 다이버들이 있으나 염분을 방출히는 액체이며 눈에 묻은 모

래를 씻겨주는 역할끼-지 하는 것이다.

거북의 눈은 빛 감지능력 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색상 감지능력 도

뛰어나며 스펙트럼의 자외선 가까이 까지 감지할수 있다
육지 거북들은 동작이 느린 것들이 많아서 포식자에게 쉽게 집아먹

히지만육식 거북들은 머리를내뻗는속도가빨라서 방어력이 있다.

거북은 단단한 부리 를 갖고 있다. 턱에는 이빨 대신 골 융기선

(horny lidges)이 있으며 이것으로 먹이를자르거나씹는다 육식 거
북의 턱 융기부는 칼처럼 예리 하게 날이 섰으며 단단한 먹이를 베어

13cm

미만 크기인 레이조백 머스크 터틀 (Razorback

Musk Turtie ,

Sternotherus carinatus)
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보르네오).

가장 작은 거북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육지거북 스펙클드 패드로퍼
토르터 스(Speckled

signatus)이며

padloper tortoise/Testudinidae: Homopus

8cm(140 gram)를 넘지 못한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작은 거북은 캐나다에서부터 남아메리카 까지 분포하는

13cm 미만

의 아메리칸 머 드 터틀(Am erican

mud turtle)과 머 스크 터틀

turtle: 사향 거 북)이 며

이 들은 풀 거 북과 (fami ly

(m usk

Kinosternidae 진흙탕거북과라고도 부론다)에 속한다
※ 풀거북과의 ‘풀’ 은 영어의 pool(물웅덩이)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같다 ，

거북의머리
육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북일수록 눈은 아랫쪽을 보는 각
도로 발달했고 자라 같은 수생 거북들은 눈이 머리 목대기 쪽으로 치

우쳐 있다. 얄은 물속 바닥에서 몸을 완전히 감추고 눈과 주둥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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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거북{담수거북)들은 콧구멍과 눈이 머리 끝 쪽에 치우쳐 있어서 수언에서

숨쉬기에 유리하고 바닥에서는 눈만 내놓고 모래속에 몸을 숨기기에 유리하다

(위사젠붉은귀거북， 아래사젠자래

토막낼 수 있다 초식 거북의 턱은 톱니 구조의 융기여서 단단한 식
물을 씹을 수 있다 먹이를 삼킬 때는 혀를 이용한다. 그러나 다른 파

충류들처럼 혀를 뻗어 먹이를잡지는못한다

거북의 껍데기
거북 껍데기의 등쪽은 배갑(背甲 : carapace) , 복부쪽은 복갑(塵甲:
plastron)이라고 부른다( ※ 背 : 등배， 甲 :갑옷 갑-). 배갑과 복갑은 가

장자리에서 골격 브릿지 (bridg빙로 연결되어 있다
( ※ 거북 껍데기의 등쪽{배갑틸 ’등딱지’ 라 한다. 필자는 등을 구성
하는 여러 개의 골판들도 각기 딱지라 할 수 있으므로 전체 판으로서의
딱지와 개별 비늘로서의 딱지를 설영할 때 흔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다 하여 ‘듬딱지’ 대신 ‘껍 데기의 등판’

, 또는 ‘등갑’ , 슬판’ 등을 경

@digitat94086

껍데기의 등판 구조가 드러난 죠빼

우에 따라 혼합 사용하기로 했다 효딜세대에게는 배젊背甲)의 등배자

부의 노출된 복부근육을 수축시 키면 껍데기 내부 공간이 커지면서

가 등의 반대인 배와 흔동될 수 있으므로 ‘등갑’ 으로 대체했다.)

음압이 생겨 공기가 폐로 꿀려 들어간다 뒷몽에 위치한 껍데기 개방

등뼈와 갈비뼈를 포함하여 약 60개의 뼈대 구조는 껍데기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거북의 몸이 껍 데 기와 유합되어 있어 껍데기
와 분리될 수 없다는 돗이다

구의 복근이 포유동물의 횡경막 역할을 하는 것이 다.
거북의 껍 데 기 모양은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낸다. 육지거북들은
대부분 높이가 높은 돔 모양인데 이것은 포식자가 아가리를 벌려 거

가축 타입의 껍데기를 가진 거북들이 있지만 대부분 거북들의 껍

북을 물기가 어렵도록한 진화의 결과이다. 육지거북이지만 반대로

데기는 여러 개의 골판(scute)으로 짜여져 있다 골판은 케라틴

유연하고 납작한 껍 데기 를 가진 아프리칸 팬케이크 토르터스

(keratin)이라고 부르는 섬유형태의 단백질이며 악어의 표피도 이것

어frican pancake tortoise)가 있다. 이 모양은 좁은 바위틈으로 숨

이다. 골판들은 골조와 유합되는 방식으로 위를 덮어서 껍 데기 를 단

기에 유리한 디자인이다.

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장수거북μatherback sea turtle)과 일부

거북류않oftshellecl turtle 예/자라)는 뼈질의 골판 대신에 가죽피부

(leathery s떠n)를갖고 있다

물에사는거북들은헤엄치기와잠수에유리하도록 납작한유선형

으로 발달했다
아메 리칸 스냄핑 터틀어men않n snapping twtle)과 머스크 터

물에 사는 거북도 공기를 마시며 산다 거북은 껍데기 의 신축성이

틀(musk tilltle/사향거북)은 복갑(껍데기의 복부) 부분이 작고 십자

없어서 가슴 늑골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다른 파충류처럼 폐를 확장/

가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는 연못이나 하천의 바닥을 걸어다닐 때 다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호흡할 수가 없다. 먼저 입 안으로 들어온 공기

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구조다.

를 목구멍 바닥의 근육 율동으로 폐에 들여보내면서 꼬리 쪽 등갑 하

marginal shell
주변판

발톱

꼬리

바다거북{그린터틀)의 복갑구조가 잘 나타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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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의 껍데기 색상도

방어력을높이는수단이다.

다OJ하다. 보통 갈색 ， 검

골판표면의 오래된 피질층과그 밑의 새로생긴 피질층이 골판둘

정색 . 올리브 그린 색이지

레에 민들어 놓는 일종의 나이태 로 거북의 나이를 추측하기도 한다.

만 적색， 오렌지색， 노랑

그러나 1년에 몇겹의 층이 생기는 지 알아야 되고 골판의 외측 겹 자

색 또는회색의 반점이나

체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며 거북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지도

반문이 있는 것들도 있다.

않이서 나이태로 니이 를 알아내는 것은 부정확하다.

가장이름다운색을가진

거북은 이 스턴 페인티드
터틀 (eastern painted

tωtle)로서 흑색이나 올

거북의사지
육지거북의 다리는 짧고 단단하다 육지거북이 느림보로 유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겁고 단단힌 껍데기가 짐이 되기 때문이다

리브색껍데기에적색무

양서형 거북의 다리도 육지거북의 다리와 비슷하지만 물갈퀴 구조

늬들이 있고복갑이 노랑

이며 많은 경우에 긴 발톱을 가졌다 양서형 거북은 왼쪽 다리와 오

색인것도있다

른쪽 다리 를 번갈아 휘저어 개 처럼 헤엄친다 체형이 큰 거북은 작은

육지거북은 껍데기가

종들처럼 헤엄을잘 치지 못하며 강이나호수의 바닥을주로 걸어서

무거운데 반하여 수생 거

다닌다 긴 발톱을 이용하여 강둑이나 물에 떠있는 통나무 위로 올라

북이나 소프트웰(가죽 껍데기) 터틀은 물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지는

가 햇빛을 흰다. 양서형 거북 중에서 예외적으로 돼지코 거북(pig-

않는 무게를 가졌다. 수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벼운 껍데기를

nosed turtle)의 다리는 발가락들이 유합된 완전한 물갈퀴형이며 발

가진 것이다 이 껍데기가 가벼운 이유는 껍데기 기본틀 뼈대 사이

톱이 짧다 바다거북처럼 헤엄친다

가죽타입의 등껍데기를 가진 수생거북 자라류

에 천공(fontanell es : 신생아의 두개골에 회골화되지 않은 공간 부

바다거북은 거의 완전수쟁 이며 다리라 하지 않고 ‘지느러미‘ 로 부

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바다거북류인 장수거북

른다. 바다거북은앞지 느러 미로만물을저으며 뒷지느러미는방향타

(leatherback turtle) 의 껍데기는 아주 가볍다 껍데기에 많은 천공

정도로만 사용한다. 바다거북은 담수 종에 비해서 육상 이동이 매우

이 있기 때문이다.

표피와탈바꿈
거북 껍데기의 외피층은 일종의 피부이며 각각의 골판{scute 또는
plate)들은 한 개의 비 늘에 해당한다. 껍데기를 제외한 나머지 노출
피부 부분은 다른 피충류와 같이 작은 변형 비늘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북은 뱀처럼 일시에 탈바꿈을 하지 않고 지 속적으로 작은 조각
을 떨어내는 방식으로 한다. 수족관에 거북을 길러보면 앓은 플라스

틱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북이 나무나 돌에 몸

을 부벼서 떨어뜨리는 피부 조각인 것이다 육지거북은 탈피히는 과
정에서 상당량의 죽은 피부를 축적시켜 등껍데기를 두껍게 만든다.
앞지느러미를 이용해 어럽게 바위 위로 오르는 그린터틀

@tony northrup

홉 繼 짧.
J
골판 툴레에 생긴 일종의 나이테로 거북의 나이를 추측한다는 설이 있지만 믿
을 수 없다. @eric Iss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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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는 바다거북 그린터틀

@rich carey

러시아 토르터식 Tesludo

거북의 알 껍질은 말랑말료「해서 깨지지 않는다

horsefieldii)

@surangrat

힘들다. 수컷 바다거북은 물으로 나오는 법이 없으며 암컷은 알을 낳

기 위해 매우힘겹고느리게 지느러미를움직여 상륙해야만한다

생태
일부 육지 거북류를 제외하면 많은 거북 종들이 생의 많은 시간을
물속에서 보낸다. 그러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주기적으로 떠올리야
한다. 또한 이들은 육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오스트렐
리아 담수에는 물의 용존산소를 호흡하는 종도 있다. 이들의 배설강
은 상당히 크며 그 내벽에 수많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있어 표면

적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혈액을 집중시켜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산
소를흡수한다

거북은 난생이며 물에 시는 거북도 알은 물속에 낳지 않는다. 알

박차허벅지거북{Tesludo

@Adrian Pingstone

graeca)

껍질은 말랑말랑하고 질기다 대형 거북들의 알은 공 모양이며 작은

종들의 알은 타원형이다. 거북 알의 흰자위는 조류 알의 흰자위와 성
분이 다른 단백질이며 열을 가해도 응고되지 않는다 거북의 알을 요
리해 먹을때는주로노른자위를사용한다.
거북은 모래나 진흙 바닥을 파서 여러 개의 알을 낳은 다음 덮어버
린다. 수컷 。l 되느냐 암컷。l 되느냐는 온도가 결정한다 높은 온도는
암것을 낮은 온도는 수컷을 만든다 부화한 새끼들은 물을 향해 달

려가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생태가 발견된 사실은 없다
바다거북은 건조한 해변 모래 속에만 알을 낳는다 어미가 되려면
많은 해가 지나야 하며 몇년에 한번씩 알을 낳는다

거북은 아무리 오래 실L아도 내장기관이 쇠퇴하지 않는다， 100년

묵은 거북을 해부했을 때 간 폐 신장은 미성년 거북의 내장과 차이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떠 elegans) ,

가 없었다. 과학자들은 거북에게서 장수 유전자를 찾기 위해 게놈을

g1'8eca)이다

연구하고 있다

@jf268

미국 FDA는 1975년에 4 인치 (10cm) 이하의 거북류 판매를 금지시
켰다.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교

애완동물로서의 거북
육지거북류와 담수거북류 중에서 작은 종들은 애완용으로 많이 사

육용으로는 4인치(lOcm) 이하 거북을 매매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여전히 유통되는 상황이다

육된다. 인기종은 러시아 토르터스(Russian tortoise : Testudo

붉은귀거북은 공격성이 강해서 이입된 환경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horsfleldiD , 붉은귀거북(않d-eared slider: 7ì‘'achemys s띠'pta

다는 이유로 매매를 금지시킨 미국의 주들이 있으나 애완동물 유통

elegans) , 박차허벅지거북(Spur-t highed tortoise : Testudo

경로를 통해 번지고 있다 플로리다 주는 야생 붉은귀거북이 판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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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거북스프.

@Joi 110

중국식 거북스프

@Chensiyuan

지 품목이지만 양식과정에서 특이한 색상을 가지게 된 애완용은 유
통이허락된다.

식품， 전래의약품， 화짐품
거북의 펴는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E에서 고급 식품으로 대접
받는다 거북 수프는 영국계 미국인들의 고급 음식 이며 중국 외의 아
시아 일부지역에서도 인기 있다.

그랜드 캐이먼 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거북을 먹어왔다. 거북의
수가 고갈되자 바다거북 농장을 만들어 거북 고기를 조달하고 있으
며 개체 증가를 위해 카리브해에 방류시키기도 한다

카리브와 멕시코에는 거북의 지방을 주원료로 한 회장품이 판매된
다(브랜드ICrema de Tortuga).

중국 전통 의술에서는 거북의 복갑(껍데기의 배쪽)을 약제로 사용

한약재상점에 진열된 거북 껍데기의 복갑， 아래 우측 상자

@、 berger

해왔으며 대만은 매년 수백 톤의 복갑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220k빙를 잡는다 일부는 지역 식당으로 팔리지만 대부분 아시아로

다.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보양음식 거북이 첼 리 땅버파199a이는 복갑

수출된다

의 가루와 약초를 배합하여 만들어 왔던 것인데 현대에는 약초만 써
서만든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출되는 거북들은 대부분 양식된 것이다. 미국
의 양식산 거북은 대략 1년에 1천만 마리가 수출된다고 한다.47%는

중국(주로 홍콩)에 20%는 대만에 끄%는 멕시쿄에 수출된다

멸종위기의문제
중국은 거북 요리와 한약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거북농장
을 만들었다. 2007년 통계로 중국에는 1천 개 이상의 거북농장이 있

다고 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거북 농장
이생기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담수 야생거북들이 포획되고 있으며 중국의

거북농장으로도 많이 팔려간다 이라하여 자연보호론지들은 “아시
아의 거북 위기”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이 포획되다기는 동남

아시아의 거북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아시이의 90종 육지
거북과 담수거북은 75%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담수 거북의 포획이 합법화되어 있다. 플로

리다 주를 예를 들면 2008년에 한 개 식품회사가 1주일에 사입히는
담수 소프드웰 터틀(부드러운 껍데기 거북)이 2， 250kg였다. 거북 채
집지들은 파운드 당 2달러를 받으며 많이 잡는 날은 30~4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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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 년 전에 출판된 거북관련 서적의 사진 미국 플로리다 카리브해 일대에

서 남획되고 있는 그린터틀 wiki

NEW TEK 1000
코두라부틸드라이슈트
나이롬부틸드라이슈트
한국 체형에 맞는 테코니컬 다이빙 전용 드라이 슈트
인체 공학적 입체 패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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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코두라부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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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YLCO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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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혔 Badagang Co
TEL , 본사 080 , 621 , 6003 지사 02 , 477 , 2952 / aquaz@aqu값， net / www.aqua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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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Se
글/김풍등

@sferdon

다이벼는 “거북을 보았다”라고 밀}하는 대신 “그린터틀(푸른바다거북)을 보았다” 또는 “매부
리 거북을 보았다”라고 말해야 하거나 로그북에 기록해야 한다. “나비고기를 보았다” 라고

쓰는 것과 “물고기를 보았다”라고 쓰는 것 사이에는 횡당한 차이가 있다. 다이빙을 통애 고
품격 지식을 배우고 즐기는 기쁨은 먹거리 다이빙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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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 바다거북을 만나언 보림있는 하루로 여겨진대먹거리 다이버는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렵다)

다이버들은 바다거북을 만나게 되면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물속에서 대물을 만나기가 쉽

지않기때문이다.
바다거북을 만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부
열대바다{예 ;시따단 섬)가 있지만 이런 바다에 찾아

갈 수 있는 다이벼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바다거북
이 많은 바다에서 실컷 거북 구경을 했던 다이버일
지라도 아마 국내 바다에서 거북을 발견하면 가쁜

호흡을 해대며 쫓아갈 것이다. 역시 구경거리이며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이버들은 그 거북이가 무슨 종류의 거북

인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다이버만 그런 게 아니다
필자의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가끔 동해안 백사장

다이 버들은 그들이 쫓아다닌 바다거북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쐐보지 않는다

@ 진신

에 큰 거북이가 나타나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를 먹여주고 바다로 돌려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

보냈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무슨 종류의 거북인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

므로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분류표에서 바다에 사

경우가 많았다. 그냥 거북이일 뿐이다 최근의 바다거북 방생 이벤트

는 거북들에 관해서모념은 다이버가 전문가 못지않게 이해하고 있어

들은 과학.^l들의 참여가 있어서 분명한 이림학문적으로)은 아니지만

야 할 대상이다， 바다에 λ}는 거북이기 때문이다 다이버의 체면 문

거북의 이름이 기λ}에 나오기도 한대예: 푸른바다거웹. 동해안에 표

제이기도 하다

류된 거북이는 다이벼들이 물속에서 본 거북과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

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거북의 종류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거북류는 약 2 억년전에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5천만년 내지 1억년

바다거북을 보고 종류에 대해 생ζL해보지 않는 것은 이 분야의 지식

사이에 늪지에 살던 일부 거북류가 바다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 시

이 생활 속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때 λ}는 거북은 종 수가 많

기에 함께 바다로 나간 파충류가 갈라파고스 섭의 바다 이구아나， 바

지엠}서일아두면거북을만났을때훨씬더큰흥미를느낄것이다

다악어 및 약 50종의 바다뱀 이다(※ 대서양과카리브해에는바다뱀

제 2부 글에서 거북목의 과분류표를 대충이라도 보았다면 거북의

이 없대. 이들 바다의 피충류 중에서 세계의 대 OJ-을 돌아다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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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충류는 바다거북류 밖에 없다 현생 바다거북류는 다른 거북류

를 땅에 남겨두고 바다로 진출해 진화했으므로 모던 터틀(modern
tw-tl밍이라 부르기도 한다

총 14개 과의 거북류 중 바다에만 사는 거북은 2개 과에 국한된다.

바다거북과 (family Cheloniidae) 에 6종， 장수거북과(fam il y

Dermochelyidae/leatherback tw-tle)에 l종， 총 7종이다， 7종 중에
서 한국동물명집에 등재된 이름은 장수거북 l종과 바다거북과의 바
다거북’ l종(푸른바다거북) 밖에 없다
(※ 바다거북 종이 8종이라는 언론기사나 인터넷 정보들이 있는데

7종이 맞다‘ 8종이 되는 것은 Black Sea Turtle 때문인데 이 종은

Green 않a Turtle!푸른바다거북과 같은 종으로 정리되었다)
제2부의 과분류표는 편의상알파뱃 순으로왔기 때문에 두과가서로

떨어져 있지만 진화계통도로 다시 분류하면 징수거북과와 바다거북과
는 바다거북상과성lperfamily α1빙OIllO띠빼로 묶여지는 한구룹이다

장수거뭔또는 장수거북과 leatherback turtle)은 그 이름이 바다
거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펀집자주

다음부터 바다거북 7종이 개별적으로 소개되는데 본란의 텍스트
는 수많은 조각 텍스트들을 모으고 추린 것이어서 연속성에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종에서 설명되는 생태 이야기들은 그 종 만

을 설명한 조각 텍스트에서 발춰l한 것이므로 다른 종들에서도 동일

한 생태현%에 있을 수 있고 다만 관찰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따
라서 어떤 한 종의 특징적 생태는 다른 종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생태 현소}이라는 생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김풍둥-

바다거북상과 7종

영명 · 호크스빌 터틀(Hawksbill

superfamily Chelonioidea

영 명 : 로거 헤드 씨 터틀(Loggerhead sea tw-tle)
힌국일반명 붉은바다거북

Family Dermochelyidae
φ 학명 : 데르모켈리스 코리아케아φ'ermochelys cOJiacea)

한댁국명 장수거북

sea tw-tle)

번역명: 가죽등바다거북

• 바다거북과 6종

Family Cheloniidae

CD 학명 : 켈로니아 미다스(Chelonia mydas)
영 명 그린 터틀(Green t w-tle, 또는 Green sea tw-tle)
호택국명:바다거북

번역명.푸른바다거북
@ 학명 : 에레트모켈리스 임브리카타(Eretmochelys imbrjcata)

번역명 매부리바다거북
백과사전명: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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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 학명 : 카레타 카레타(Caretta C8J‘'etta)

·장수거북과 1 종

영 명 : 레서백 씨 터틀G.ßatherback

다이빙 중 거북을 구경히는 것은 판타지이며 다이버들만의 축복받은 기회이다

(먹거리 다이 버도 축복받은 느낌을 느길까7)， @rzeamonkey

번역명 : 큰머리 비-다거북

@ 학명 . 레피도켈리스 캠피 (Lepidochelys kemp.퍼
영 명 : 캠프스 리들리 터 틀(Kemp’ s Ri clley tw-tle)
백과사전명 캠프각시바다거북
번역명: 캠프 리들리 바다거북

@ 학명， 레피도켈리스 올리바케애Lepidochelys o}j vacea)

영 명 : 올리브 리들리 터틀(Olive Riclley tw-tle)
백과사전명 올리브각시바다거북
번역명: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

@ 학명: 나타토르 디프레수스(Natatol' depress뼈

영 명 플랫백 터 틀(Flatback tw-tl하
번역명 : 납작등바다거북

일곱가지 바다거북의 등판과 머리 구조

m

1m

m

1m
1m

sc
복젊 Plaslron )

등젊 Cara pace)

바다거북 껍데기 구조의 각부 명칭

a.

Abdominal(복판， H흥뼈

an. Anal(꼬리하판)
c. Costal(늑글판)
f. Femora l(대퇴판)
g. Gular(목안쪽판)
h. Humeral(어깨판)
ig. Intergular(목안쪽연결판)

척추만

im. Inframarginal(주변판 내측)
m. Marginal(주변판)
n. Nuchal(목판)
p. Pectoral(가슴판)
sc. Supracaudal(꼬리상판)
v. Ve이ebral(척추판)

레서백씨터틀/장수거북

Leatherback sea turtle
두눈사이비늘수， 없슴

척추판

5

5

늑글판:4

늑골판:4

혹스빌터틀/대모

그린터틀/푸른바다거북

Hawk’s bill turtle
4

Green turtle
그런터틀의복갑

두눈사이비늘수

두눈사이비늘수

2

척추판 5

척추판

5

늑글판:

늑골핀1:

5

4

플랫백터틀/납작등바다거북

Flat back turtle
두눈사이비늘수:2

척추판:

5

로거헤드씨터틀/큰머리 바다거북

Loggerhead sea turtle
4

두눈사이비늘수

척추판

늑골판 5

7

늑골판 일정하지 않으며 좌우비대칭

.",__

‘~‘

캠프스리들리터틀/캠프각시바다거북

올리브리들리터틀/올리브각시바다거묵

Kemp’s ridley turtle

Olive ridley turtle

두눈사이비늘수:4

두눈사이비늘수:4

Scuba Diver 2이 1 년 1/2월호 -9 9--

장수거북과(Dennochelyidae)

잠수(購帥)거북
長壽( x) 멍 將帥( 이

한국국명:장수거북
번역명: 가죽등바다거북
영명: 레서백 씨터틀(Leatherback Sea Turtle)
학명 : Dermochelys coriacea

거북 중에서 가장 큰 장수거북 장수거북은 바다거북이다. 등에 모래가 있는 이유는 일을 낳기 위해 모래를 파헤쳤기 때문이다

@amskad

장수거북과의 유일한 1종인

장수거북은 껍데기의 등판이
여러 개의 딱딱한 골판들로 구
성되어

있지

않고

가죽

(leather) 타입인 점에서 다른
바다거북들과 다르다 등판의
앞에서부터 뒤 끝까지 7개의
뚜렷한 돌출 융기선이 있다.

바다거북류 중에서는 물론

모든 현생 거북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장수거북이다. 보통 길
이가 1~ 2m 이며 250~700kg

@김웅둥

장수거북 일러스트레이션.

장수거북은 껍데기가 부드러운 가죽 타입이며 7개의 돌출 융기선이 있다

나간다 최대기록은 머리에서부터 꼬리깨 3m였고 900kg을 초과

여 지느러 01 사지가 가장 크다(※ 바다거북의 사지는 보통 다리‘ 라

했다.

하지 않고 지느러미라 부른다). 지느러미는 발톱이 없고 헤엄치기에

장수거북은 여느 바다거북과 같이 높이가 낮고 둥근 유선형으로

생겼다. 머리는크고꼬리는짧다 바다거북류중에서 제구에 비례하

-10 O- 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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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편펑하다 앞지느러미는 대형인 경우

2.7m 까지 크다. 등은 흑

회색 내지 검정색이며 하얀반점과작은흰점들이 산재해 있다. 배쪽

모래밭에 알을 낳으려고 상룩하는 장수거북，

@fanny reno

알 둥지를 만들려고 모래를 파고있는 잠수거북

@Pa미

은 밝완객(역그늘색 효과)이다 ( ※ 바다거북의 몸 높이가 낮다는 표

분포 범위

현은육지거북에 비교한말이다. )

장수거북은더운바다찬바다가리지 않고세계 어디에나나타난

mannlx

다 바다거북류는 거의 모두 전 해%t을돌아 다니지만장수거북의 분

수온보다 18도 높은 장수거북의 체온: 장수거북은 일반 파충류

포역이 가장 넓다 북으로 알래스카， 노르웨이‘ 남으로 아프리카 희

보다 신진대사율이 4배 높다 몸에 지방분이 많고 혈액의 열을 내부

망봉과 뉴질랜드 남쪽 끝까지 나타난다. 근래에는 북극해까지 들어

로 되돌리는 혈관 시스탱과 거구의 잇점이 있어서 외부 수옹보다 섭

씨 18도 높게 체온을 유지한다. 과학자들은 장수거북이 파충류에 없
는 내부 열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갚이 잡수하는 장수거북; 공기로 숨쉬어야하

는 동물들 중에서 바닷속으로 갚이 짐수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누구
나 고래류를 꼽으며 향고래는 1. 000미터 이상 들어가 대왕 오징어를
집아 먹는다. 그러나 장수거북도

1. 230m 잠수를 기록하여 잠수능력

에서 고래와 쌍벽을 이룬다 징수거북 역시 잠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압축되는 폐와 부드러운 껍데기를 가졌으며 심박동을 느리게하여 산
소를 아낀다. 징수거북이 깊이 짐수히는 이유는 먹이찾기에 있겠지만

장거리 이동 중에 범고래나 상어같은 천적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추측된다. 기네스북 1992년판에는 피충류 중 가장 빠력l 헤엄치는

장수거묵이 모래 구덩이에 알을 낳고 있다. 한 차례에 약 100개의 알을 낳고

것이 징수거북으로 기록되었으며 초속 9. 8m(시속 35. 28lan) 였다

약 9일 간격으로 최대 9호| 산란한다 @Iynsey allan

r------------------------------------------------------------------------------------------------------------ ,
과학자들은 거북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달아서 0 1 쭈g활을

연구하며 이 장치들은 거북이가 집수하는 김이도 측정해낸
다. 사진은 과학자들이 태평양 횡단을 떠나는 장수거북 등에
위성추적장치를 장착해 놓고 기념촬영한 것이다 좌로부터

Bryan W;려Jace(듀크 대학교) ， Rotney Piedra (Las Ba띠as
국립해%냉원 원장)， Carlos Diaz(공원 감시원)， George
Shi피nger(스탠포드 대학교)， Guillermo BrisenoC공원 감시

원)‘ 사진의 거북 무게는 뒤에 있는 5 명의 체중과 비슷하다.
이 장수거북은 멕시코 플라야 그란데 (Playa Grande) 해변에
12차례 알을 낳아 그 해 산란목표를 끝냈으며 이제 태평양 횡

단여행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싸 촬영재Ja∞n Bradley

We , editors , have tried to be contacted with the copyright holdel
Jason Bradley , but we could not find his any address and failed to
be connected. We are prepared to pay , a reasonable market price,
if the copyrighl holder want to be 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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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것으로알려져 있다

장수거북은 1종 밖에 없지만 유전적으로는 3가지 개체군으로 나윈
다. 대서양 개체 ， 서태평양 개체 ， 동태평양 개체 이다 말레이시아에
와서 알을 낳는 개체군도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거의

멸종되었다 인도양 개제군도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대서양 개체군
은 캐나디 북부와 북해에서부터 남쪽의 희망봉까지 회유해 다닌다.

태평양 개체군도 열대는 물론 북태평양 찬물까지 회유한다.

과학자들의 실험결과 장수거북은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까지 먹이

를싼먹으면서 무려 2만 km의 거리(지그재그로돌아다닌 거리)를
약 647일만에 여행했다.

부화되어 나오는 장수거북 새끼.

@fanny reno

이 약해서 바위나돌밭을기어가면상해가일어날수있기 때문이다.
장수거북은 산란기에 약 9일 간격 을 두고 한번씩 약 아홉 차례의

남아메리카 프렌치 기아나에서 출발한 개체가 스페인에서 잡힌 기

산란을 한다. 한 차례 산란에 약 끄0개의 알을 낳으며 그중 85%가 부

록도 있다 장수거북은 깊은 수심을 좋아하지만 먹이기 많은 곳이 육

화된다 부화되기 까지는 약 60~70일 걸린다. 아흡 차례 낳는다면 l

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해변 근처에 자주 나타나게 된다. 초뉴물에

회 산란기에 약 990개의 알을 낳는다는 계산이다

서도 왕성한 활동을 히는데 섭씨 4.5도의 물에서도 발견되었다

장수거북의 산란철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코스타리카는 2~7월
프렌치기니아는 3~4월， 미국 대서양 쪽은 2~7월이다. 보통 4월에

생태와 샘활사

집중되며 이들 해변을 찾아오는 장수거북은 연 3만 마리가 된다 세

장수거북의 분포가 넓은 이유는 주식이 해파리 이기 때문이다 그

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거북 산란지는 아프리카 가봉의 마융바 국

러나 멀리 돌아다니다가도， 대서양 개체들의 경우i 그들이 알을 낳으

립공원 (Mayumba

National Park)이다.

러 가야할 해변은 대서양 양쪽 대륙 해변의 제한된 장소들 밖에 없으

며 인도 ‘ 태평양 역시 산란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해변이 많다.

멸종의 문제

성숙된 장수거북은 거의 전적으로 해파리만 먹고 살기 때문에 해

다른 바다거북들에 비해 장수거북은 인간피해를 덜 받는 편이다，

파리의 과다번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부

장수거북의 고기는 기름과 지방분이 많아서 식품으로서의 수요가 적

드러운 두족류와 멍게류(tunicates)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은 사람들에 남획되어 왔으며(특히 동남아시
아가 심했다) 그물에 걸려 죽는 장수거북이 매년 1,500 마리나 되었

장수거북은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교미를 물에서 한다 임

다(1990년대) 오염도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이물질을 먹고 내장이

신할 준비가 되어있는 암컷은 이 사실을 수컷에게 알리는 페로몬

막혀 죽는 장수거북의 수도 많다， 장수거북은 해파리를 주식하므로

(pheromone: 동종 유인 호르몬) 냄새를 몸 밖으로 분출시킨다.

플라스틱 봉투 같은 해파리로 오인되는 이물질을 삼켰다가 장이 막

수컷

은 암컷에게 다가와 머리를 웅직이거나， 입으로 부비거나， 물거나 또

혀 죽고만다

는 지느러미발을 움직여 구애표현을 한다

수정은 체내에서 이루어진다. 암컷은 여러
마리의수컷과교미한다.
바다거북들의 암것은 2~3년에 한번꼴로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수거북은 매
년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한

사실은아닌것같다.

바다거북들의 암컷은 자기가 태어난 장
소와 동일한 해변에 죠L아와 알을 낳지만 장

수거북은 고향격인 해변은 찾아오되 구체
적인 장소는 신축성 있게 변경 선택한다.

암것이 알 낳는 장소는 만조에도 물이 닿
지 않는 거리의 모래밭이지만 물에서부터
의 거리가 가까워서 해변 침식작용이 일어
나띤 피해를 받을 가능정이 많다 임컷이 더

멀리 상륙하지 못하는 것은 껍데기의 복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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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 장수거북 거북이 알을 다 낳았을 때는 갚은 밤이다.

@amskad

2011 년 새 해 도 요바 스와 함께 ...

Happy New Year!

벗을 야는 다이빼과 원하는 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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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BY’S

경기도 팡주시 실존읍 곤지암리

옴페이지 :www.mobbys.net

506-11 TEL: (031 )763-8272-5 / FAX:(031 )763-8271
쇼핑몰 :www.imobbys.com

바다거북과(Cheloniidae)

고릎!Ei 톨
영명: 그린터틀(Green Tu야le)

한국국명:바다거북
번역명:푸른바다거북
학명 : Chelonia mydas

그린터틀은 기회적으로 식물성 먹 이를 주식할 수 밖에 없지만 해파리를 만나면 특식이다

@강현주

바다거북 종 수가 일곱 가지나 되는데 한국동물명집에서 바다거

여진 것이 아니라 몸의 등쪽 지방분 고기의 색상이 녹색 인 데서 나왔

북. 이라는 이름의 l종이 있으니 어떤 바다거북을 지칭히는 지 알 수

다. 동태평양 개체군에는 등판이 검정색인 그린터틀이 많은데 이것

없는 불편한 이름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영명 /Green sea turtle

을 검정 거북이 (Black turtle) 2.j- 부르고 그린터틀과는 다른 종

을 직역한 ‘푸른바다거북’ 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린터틀

(Chelonia agassiZl)으로 분류했다가 취소되었다

(Green turt닝을 먼저 알고있는 사람이 아니면 청색 블루(blue) 인
지， 녹색 그린(gree띠인지 햇갈린다 실제로 청색거북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글이 있는데 ‘푸른바다거북’ 을 청색으로 발전시킨 명칭이다
그린 터툴(Green turtle 또는 Green sea turtle 이라고도 한다)은
녹색을 띤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며 녹색을 띤 다른 종 바다거북
들도 여릿 있다 이름의 그린(펙)은 껍데기 색깔이 녹색이어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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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터틀의 체형은 01래 위로 납작하며 껍데기 등판의 전체적인

모양은눈물방울형이다. 앞지느러미 한쌍은크고노처럼 생겼다
그린 터틀의 주식은 거의 모두 식물성이다 수심이 깊지 않은 리군

(lagoon) 지대에서 각종 해조류와 해초류를 먹는다， 그러나 갓 부화
한 새끼는 작은 부유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을 가졌다.
다른 바다거북들과 마찬가지로 그린터틀도 섭생지와 산란지 사이

에 약

200kg 나가지만 최대 395kg 짜

리도있었다
비슷하게 생긴 호크스빌

터틀

(Hawk' s b버 turtle/매부리거북/대모)
에 비해 주둥이가 매우 짧고 부리가 휘
지 아니하였다 윗턱은 이빨 모습이 나
타나다가 만 형식이고 아래턱은 이빨
모양이 더 가미된 톱니구조이다，

눈과 눈 사이의 머 리 등에는 1~생2개)
의 전두 골판비늘(prefronta1 sca1es)이
있다. 전두 골판비늘의 수는 종을 알아

보는 데 참고로 사용된다 껍데기의 등
판 중심선(척추선)에 5개의 골판이 있

고 그 좌우 늑골 위치 에 각각 4개의 골
판이있다.
앞지느러미의 발톱은 호크스빌 터틀
이 2개를 가진데 반하여 그린터틀은 1
의 먼 거리를 여행한다. 세계 바다에는 거북이 섬 (맘따1e islandsl 이

개 만 가졌다(어렸을 때는 2개가 보인다). 지느러미의 발톱 유무 및

라는 이름을 가진 섬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린터틀이 산란하러 찾아

그 수는 종을 구별히는 기준에 참고로 쓰인다

가는섬들이다
껍데기 등판의 색상은 성장 단계에 따라 변한다. 부화 직후 새끼는
그린터틀은 짧은 목에 부리가 달린 머리를 가졌다. 다 크면

1. 5m

등이 흑색이며 배쪽은 희다. 유년기에는 등색이 어두운 갈색 내지 올

@김경석

그린터틀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바다거북은 그린터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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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색이며 성숙 개제는 전체적으로 갈색이며 점이나 얼룩 미을무늬

다 그러나 특별히 산란을 많이 하는 계절이 있을 뿐이지 열대해역

가 있다. 복갑은 희미한 노랑색이다 지느러미는 어두운 바탕이 노란

섬은 알을 낳으려는 그린터틀들의 상륙이 연중 이어진다.

색 선들로 분할되어 있다. 동태평양 개체들의 등판은 거의 검정색에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린터틀은 여러 마리 수컷과 짝짓기한
다. 교미를 끝내고 육지로 올라가 산란히는 방식은 다른 바다거북들

가깝다.

과 동일하다. 뒷지느러미로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은 다음 다시
활동 중에는 약 5분에 한번 씩 수면에 올라가 1~3초 간 호흡한다.

지느러미로 구덩이를 메문다.

쉬거나 잠을 잘 때는 여러 시간 물속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먹이활

그린터틀은 산란철 기간 동안 12~14일 간격 으로 최대 7회 까지 산

동이나 포식자를 피해 도망갈 때(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수시간이

란을 한다 그러나 한 산란절의 명균 산란 횟수는 2~3회 인 것 같다.

매우 짧아진다. 그물에 걸린 거북이 빨리 익사하는 것은 스트레스 때

야간에 진행되는 산란은 보통 2시간 걸린다. 한 차례에 낳는 알의 수

문이다.

는 최대 200개이며 평균은 끄O~끄5개 이다. 나이에 따라 다르다.
45~75 일 만에 부화된다.

분포: 그린터를은 전세계 해양의 열대
와 아열대 에 분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좀 더 한대까지 확장된다. 그린터틀은 크
게 대서양 개체 와 인도 · 태명양 개체 의
유전자가다른것으로구분되며 인도

태

평양 개체는 더 세분되기도 한다.

대서양 개체군은 북으로는 캐나다와 영
국， 남으로는 아프리카 남단과 아르헨티

나까지 분포하며 산란지는 카리브해를 중
심으로 위로는 미국 동부 해안 남으로는
남아메리카 동부해안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산란지는 북대서양 외딴섬 아센션이다.
카리브해는 코스타리카 섬이 유명하다

인도 · 태명양 개체군은 인도양은 거의
전 해역에 분포히고 동태평양에서는 알래
스차에서 칠레까지. 서태평양은 일본(한
국 포함)과 러시아의 남부 태평양에서부
터 뉴질랜드 북단과 타스마니아 남쪽의

섬까지 분포한다 산란지는 따돗한 지역
에 균형있게 산재해 있다. 우리 다이벼들

의 관심이 많은 필리핀을 예로 든다면 슬
루씨 남쪽의 터틀아일랜드가 유명하다.

이 섬은 호크스빌 터틀의 산란지이기도
하다(※박스 기사 참조).

그린터틀의 최대 이주거리는 2,600km

까지 관찰되었다 자신이 부화되었던 장
소로 정확히 찾아온다. 암것은 매 2~4년

마다 한번씩 짝짓기를 히는 반면 수것은

매년 짝짓기 바다를 찾아와 구애한다 짝

짓기 계절은 개체군에 따라 다르다. 카리
브해는 6~9월， 펼리핀 잠보앙가의 보롱

비치(Bolong beach)는 10월로 알려져 있
-1O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앞지느러미가 긴 그린터틀

@stephan kerkhofs

필리핀의 터틀아일랜드 캄캄한 밤에 알 둥지를 따고있는 그린터틀.

알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중

눈물이 눈의 모래를 씻어주고 있다.

거북알 보호센터의 모래밭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되어 나오는 새끼들

보호샌터는 부화된 새끼들이 전적에게 먹히지 않도록 앙동이에 담아 물가에 풀어준다- 풀어준 새끼들이 바당물로 뛰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디.

좌우사진， 갓 부화된 그린터틀의 새끼. 그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손에 들고 촬영했다 말레이시아 시파단 섬에서 모델/김호상， 사진/김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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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보라카이를 비롯해 여러 곳의 바다거북 산란지를 보호

하고 있는데 슬루씨 남쪽의 거북이섬(Tuηle ISlands}은 매부리바다

@Jjonmiles

그물에 걸려 익사 위 기 에 빠진 매부리바다거북.

거북과 그린터툴 두 종이 모두 산르f하러 오는 섬으로 유영해서 터
틀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섬은 필리핀 따위따위

(Tawi-Tawi) 현에 속하며 7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
이시아 접경지역과 가까우며 소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일반인

이 윷tof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1994년 4월 본지 발행인을 포
흔팅H 일단의 한국인 다이버들이 리브어보드 보트(트라이스타 호)
여행중 이 섬을 방문했었다- 이 거북이섬은 큰 계획을 세우지 않으
연 방문하기 어려운 벽지이다 진신 강사와 사업가 신풍우씨가 리
드했던 리브어보드 흔빼였다

갓 부화된 새끼들이 어떻게 살아기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내
용이 없다 3~5년은 먼 바다(개 방된 바다)에 살다가 성장한 다옴에

얄은 수심 에 서 사는 방식으로 바뀐 다. 성적으로 성숙되려 면 약
20~50년은 살아야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80세 까지 산다. 아센션

섬에 와서 산란하는 그린터틀들이 모든 그린터틀 중에서 가장 체구
가 크다.1m 이상인 것들이 대 부분이며 300kg까지 나간다.

장수거북과 마찬가지로 그린터틀 역시 그물에 걸려 죽고 플라스틱
을삼켰다가죽는다.

인간의 이용: 옛부터 중국인들은 바다거북의 고기 요리를 고급으

그린터틀

@hiroyuki salta

로 취급해 왔으며 특히 그린터틀의 뱃살고기와 지방분 그리고 연골
부분으로 만든 거북 수프를 알아주었다
인도네시 아 샤바섬 사람들은 바다거북의 알은 고급식품으로 소비
했으나 고기는 먹지 않았다. 샤바의 무슬림 종교는 거북의 고기를 부
정한 음식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힌두교 지방인 발리에서는 바다거북의 고기가 제사에 필수
품으로 쓰일 정도로 중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알은 먹지 않고 무슬림

들에 게 팔았다. 발리 에서는 수십년 전에 바다거북이 고갈되 어 수입
에 의존해 왔다 인도네 시 아 정부는 1999년에 바다거북 판매 행위를

중지시켰다. 발리 지 방 정부는 힌두교 의 식용으로 연간 1천 마리의
쿼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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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바다거북은 인간의 식량으로 이용되어오면서 멸종되 거 나 멸종 위기에

처했다. 'f' davld koester

최적의 부력조절， 초|고의 편안함， 초|상의 디자인.
안함 그리고 스타일까지 원하는 다이버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스타일의 BC들과 같이 걸리적거리거나 부피가 커서 다루기 거북한
느낌이 없이 포근히 감싸줍니다.

에어트림 (AIRTRIM)
특허의 에어트림 시스멈이 어떤 자서|와 환경에서도 부력 조절이 쉽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드래곤 부력 주머 니 (DRAN BLADDER)
더욱 많은 부력을 제공하는 드래곤 BC의 부력주머니는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도 완벽한 부력 균형을 제공합니다.

트림웨이트와

MRS PLUS (TRIM WEIGHT AND MRS PLUS)

웨이트의 분산을 위하여 트림웨이트와 MRS Plus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MRS Plus는 웨이트를 풀기 위해 한 번 바깥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머니를 잠글 때에는 단지 한 번 딸끽h하고 채원주기만 하면 됩니다.

엄정난내구성을보

알루텍스와 플래쉬 안감 (ALUTEX & INTERNAL PLUS 니NE)
| 함유된 알루텍스를 외부의 주요 마찰 부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는 플러쉬로 마죠h하여 다이버를 포근히 감싸 줍니 다.

milrl! l @

바다거북과(Cheloniidae)

DH부，2.1 바다커북
백과사전명: 대모(祝핍)
번역명: 매부리 바다거북
영명: 호코스빌 터틀(Hawκ

s bill Turtle)
학명 : Eretmochelys imbricata

매부리바다거북의 등판은 골판들이 기핫장 시스탱처럼 포개진 모g떨 가졌다 이 특징은 등핀의 후미 쪽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잘 나타난다.

한택을 포함해 한자문화권에서는 대모(빠冒)라고 한다剛 대모대

@Ecocentrik

은 학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반면 매부리바다

f률 옥흘E 벼슬아치가 임금을 알현할 때 두 손으로 받들어 퀴던 물

거북은 두 개의 이종(subspecies) 학명을 가졌다. 주의할 것은 두 개

건) 본란에서는 영명의 뭇인 매부리바다거북(또는 매부리거북)으로

의 아종이 있다고해도 종의 수는 1개라는 것이다

호칭하겠다.
바다거북과의 매부리바다거북은 해당 속(Genus)의 학명이 에레트

모켈리 (Eretmoch마y)이며 본속에는 매부리바다거원EretmocheJy

imbricata) 1종 밖에 없다 그러나 그린터틀이 대서양 개체군과 태평
양 개체군 등으로 구분되듯이 매부리바다거북도 대서양 개체

(Eretmochely imbricata imbricata) 와 인도 · 태평양 개체
(Eretmochely imbricata bissa)가 구분된다. 그린터틀의 개체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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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매부리바다거북의 외관은 바다거북과의 다른 식구들처럼 수중생활
에 적합하도록 아래위로 납작한 유선형이며 사지도 지느러미형이다.

다자라면 1m크기에 80kg 정도나가며크기는알수없으나최대
체중은 127kg으로기록되어 있다
매부리바다거북 껍데기의 색상은 수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

매부리바다거북의 부리는 앵무부리처럼 약간
휘어졌다

@Tom Doeppner

다. 등쪽은 밝은 황갈색(또는 orange

yellow) 바탕에 농도의 차이를 둔 수많
은 암갈색(후색에서부터 갈색까지) 방

시장 무늬가 불규칙하게 덮여있다 이

무늬는 잘 나타나 있을 때의 기본무늬
이며 낡아서 헝클어진 무늬들도 많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얼핏보면 그린터

틀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차이는 뚜

@slephan kerkhofs

H부리바다거북

렷하다. 첫째 위에서 내려다보면 목이 그린터틀보다 약간 더 길고 머

리가 자라처럼 앞으로 가면서 좁아진다. 머리를 측면에서보면 앞머
리 프로파일이 그린터틀보다 전방으로 더 튀어나가면서 부리가 매부
리 비슷하게 끝에서 휘어졌디 둘째 등의 골판들이 기핫장 지붕처럼
포개진 듯한 시스범인데 특히 뒷쪽 가장자리 골판들0 ] 삐죽삐죽 튀

어나온 모습에서 기와의 구조가 잘 타나난다. 이 톱니 구조는 내려다

보는 각도에서 보면 잘 보이지만 정확히 측면에서 보면(특히 사진)
그린터틀의 껍데기 모서리와차이가나보이지 않는다. 학명의 라틴
어 imbrica 없는 영어 imbricateC임브리케이트)와 같은 돗으로 기핫
장처럼 겹쳐진 모양이나 구조(imbrication)를 의미한다.
셋째， 입 바로 위이며 눈과 눈 시이인 전두 골판비늘 수가 매부리
바다거북은 4개 (2쌍) 인데 반하여 그린터틀은 2개 (1쌍)이 다
그 다음으로， 물론 자세히 볼 수 있어야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매부리바다거북

@brocreahve

만 그린터틀의 앞지느러미에는 발톱이 l개이지만 매부리바다거북은
2개이다.

덤으로 차이를 더 말하면 상륙해서 모래밭을 기어간 발자국 자취
이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좌우 지느러미를 교대로 내걷기 때문에 발
지국이 비대칭 으로 남고 그린터틀과 장수거북은 발자국이 대칭형 으
로모래밭에찍힌다

만약 다 자란 개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식
이 있는 다이벼라면 또 하나의 구별법이 있다. 그린터틀은

15m 정

도로 크고 매부리바다거북은 1m 정도로 작다는 기준이다， 또 다 자

란 매부리바다거북은 오렌지색， 밤색 (brown)， 노란색이 비중이 크고
다 자란 그린터틀은 어두운 색상이 많다
분포

매부리바다거북은 그 출몰 범위가 넓지만 바다거북류 중에서 열대

해역에 가장 집중된 종이다
대서앙 아종 매부리바다거북

@진신

산호를 먹고 있을 때의 매부리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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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리 바다거북빌자취

그린터틀 발자취

매부리바다거북은 좌우 지느러 미를 교대로 내걷기 때문에 발자국이 비대칭으로
남고 그린터툴과 장수거북은 빌자국이 대칭형으로 모래밭에 찍힌다

매부리바다거북의 대서양 아종은 멕시코 만에서부터 동쪽으로 아

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북으로는 미국 매사츄셋츠에서부터 영국 해협
의초F물까지분포한다

인도 · 패시픽 아종 매부리바다거북
아프리카 동부에서부터(홍해 포함) 인도네시아， 오스트렐리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 및 일본과 한반도 남단까지 분포한다. 동태평양
은 멕시묘의 바하 반도에서 칠레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원래 알려져
있었으나 사라졌다 최근에 중남미 일부지역에서 재발견되고 있어서
보호노력이 가해지고 있다.

섭생: 해면 먹고~fI각

매부리바다거북은 거의 전적으로(70~90%) 해면동물만 먹는다

매부리바다거북 새끼가 바다로 나갈 때 찍히는 발자국- 비대칭이다

거북류 중에서 해면을 주식하는 종은

매부리바다거북이 유일하다. 그러나
해면동물을 먹는 다른 동물들도 그렇
듯이 매부리바다거북이 먹는 해변의
종들도 정해져 있다 해면들은 바닥에

고착해 살기 때문에 독성물질로 자신

을 보호히는 경우가 많다. 매부리바다
거북이 즐겨 먹는 해면들도 독성이 있

매부리바다거북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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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의 밑둥을 뜯어먹고 있는 매부리바다거묵

@ kjerstij∞rgensen

는 것들이며 그 중에는 치영적인 독성도 있다 해변 외에 해조류， 빗
해파리와 해파리류， 말미잘을 먹는다

맹독을 가진 관해따리

(Portugu않e Man ofWar)도 먹는다 해파리의 독침은 거북 머리의
갑피를 뚫을 수 없으며 독 해파리를 먹을 때 눈은 감아서 보호한다
생활사

매부리바다거북의 생활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산란할 수 있는
해변의 바다로 찾아와 교접을 한 뒤에 암컷이 야:j에 상륙하여 알을

낳는다. 암컷 개체들은 매 2 년 마다 한번씩 짝짓기를 히는 것 같다.
암컷은 뒷지느러미로 모래를 파내서 구덩이를 만들고 약 1407ß 의 알

을 낳은 다음에 다시 흙으로 덮고 바다로 돌아간다. 한 산란기에 몇

매부리바다거북의 등판 특징을 나타낸 그림 .

번 산란하는 지는 알려지지 ?없t다.
약 2개월 후에 부화된 새끼는

2.5cm 정도에 24그램 나가며 등이

검정색이다. 본능적으로 달이나 별빛이 바다에서 반사되어 밝아보이
는 바디쪽으로 달려간다 날이 밝을 때까지 바다에 도착하지 못한 새

끼들은 바닷새， 게 같은 천적의 먹이가 된다

바다에 도착한 새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친척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외양생활을 하다가

35cm 정도로 커

졌을 때 산호암초에 와서 정주생활을 하며 그 크기 로 성장히는데 얼
마의 시간이 펼요한지는 알 수 없다.

매부리바다거북은 30년은 살아야 성숙된다고 믿어진다. 짝짓기를
히는 절이 아니면 평생 단독생활을 하며 또한 원거리 이주생활을 한

매부리바다거북의 골판으로 만든 팔라우섬 의 옛날 화피1.

다 단단한 껍데기가 있어서 체구가 커진 다음에는 천적이 상어， 바
다악어， 대형 문어 정도 밖에 없다

인간의 생활도구로 애용되는 매부리바다거북 등갑

고래로부터 동서 OJ-을 막론하고 거북 껍질은 머리빗， 솔의 자루， 거

울， 반지 ， 안경 케이스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그린터

틀과 매부리바다거북의 껍질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매부리바다
거북의 껍질을 최고급으로 알아주었다 앞에서 설명해 놓았듯이 매
부리바다거북은 동양 3국에서 ‘대모(fte理)’ 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대모 안경테 는 매부리 거북 껍질로 만든 안경태를 말하며 현대적

매부리바다거북의 골판으로 만든 안경테는 고가풍으로 거 래된다.

wiki

으로 표현하면 병품’ 이었다. I1밥됩는 중국에서 타이메이 (떠i mei)라
하고 일본에서는 대모의 껍질을 백꼬(bekko)라 한다 대모 껍질은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매우 넓다.

일본은 1994년까지만 해도 매년 30톤의 매부리바다거북(대모) 껍
질을 수입해오다가 중지시켰다. 카리브해의 몇 나라에서는 그린터틀
을 양식해 수출을 송}는데 그 껍데기의 용도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린터틀의 껍데기가 매부리바다거북 껍데기의 대체품으로 이용
된다는 사실이다. 양식업자들은 자연t써 아닌 양식산 그린터틀을
수출핸 것이며 등판。 l 깨끗하게 자라도록 양식할 수 있으며 따라

서 매부리바다거북의 멸종위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

공된 최종상품이 그린터틀인지 매부리바다거북인지 전문가가 아니
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틈을 이용해 긴급 멸종 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이 밀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94년까지 매년 30톤의 매부리바다거북 껍데기를 수입했었다 @ 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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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Cheloniidae)

로거허|드 μIEi 틀
영명: 로거헤드 씨터틀(Loggerhead

sea turtle)

번역명: 큰머리 바다거북
한국일반명: 붉은바다거북
학명 : Caretta

caretta

wiki

로거헤드 씨터틀 로거헤드는 ‘큰머리’ 의 뜻이다 장수거북 다음으로 크다.

로거헤드(loggerhead)의 사전적 의미는 바보， 멍텅구리이다. 이것

로거헤드 씨터틀은 가축등을 가진 장수거북을 제외하고 딱딱한 등

에 따라 직역하면 바보 바다거북‘ 이 된다 통나무를 의미하는 로그

갑을 가진 바다거북 6종 중에서 평균적으로 크기가 가장 크다 평균

(log)는 ‘큰것’ 이 란의미를내포하고 있다. 머리통큰사람이 머리가

70~95cm 크기에 80~200kg 나간다. 최대기록은 등갑의 길이

안좋을 것이란 암시가 동서양에 다 있었던 모양이다 로거헤드 씨터

213cm에

들은그특정중 대표적인것이 머리가크다는것이다 따라서 ‘큰머
리 바다거북’ 이라옮기는것이 로거헤드씨터틀의특징과부합한다.

우리말로는 붉은바다거북(일반명)이라 부르는데 다 자란 어미는

545kg 이다

머리와등갑은오렌지색(yellow-or.없g하과적갈색사이에서 변화
적이며 복갑(껍데기의 아래쪽)은 열은 노랑색이다， 목의 위는 밤색

(bro wn) , 측면과

밑은 노랑색이다

등이 적갈색을 가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인 것 같다
물고기 와 마찬가지로 거북들은 색^J-이 나이와 환경 에 따라 가변적

분포

이므로 가급적 색상에 표시된 이름보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형태의

로거헤드 씨터틀은 대서양과 지 중해 인도양과 태명양에 분포한

특정을 나타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따라서 머리가

다， 대서양은 북아메리카 캐나다 해안에서부터 멕시묘 만과 브라질

크다는의미를따라영명그대로 ‘로거헤드씨터틀 을사용해보자

까지 동대서양쪽으로는유럽 해오에서부터 아프리카서해안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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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은 섭씨 32도 조건에서 부화되면 암컷이 나오고
28도이면 수컷이 나옹다. 섭씨 30도이면 암컷과 수컷

이 같은 수로 나온다. 약 80일 걸려 부화된다
육상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입수에 성공한 새
끼는 무조건 먼바다 쪽으로 약 20시간 동안 헤엄친다.

두뇌 속에 자성을 띤 철분이 있어서 지구의 자장을 감
지하여 내비게이션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장의 감
지와 시각 두 가지로 내비게이션 한다. 양쪽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뺀순을 쓸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
기능으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

새끼들 중 많은 수가 표류 해조뭉치에 은신해 산다.
모자반 종류인 부유 해조류 사르가소(웹gasso) 덩어
리 들은 그 안에 100종 이상의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
로거헤드씨터툴의 복먼

분포하지만유럽과아프리카해오뻐1서는드물게 나타난다.
산란지 는 미국 플로리다에 가장 많고 (산란철에 조사된 알 둥지 수
6만 7천 개) . 동대서양은 캐이프 베르데 섬 에 많다
인도양은 아프리카 동부해오벼l서부터 오스트렐리아 서부까지 분

@ukanda

어서 바다거북의 새끼나 다른 큰 물고기들의 새끼들
이 그속에숨어 먹고살수있다 카리브해의사르가

소 씨는 특히 부유 모자반이 많다(※ 지난호 뱀장어 특집 참조) .

45cm 크기 정도로 자란 다음 연안쪽으로 접근한다
로거헤드 터틀은 17~33)메에 첫 산란을 한다. 이들의 혼인철은 약
6주일이다 다른 바다거북들과 마참가지로 암것은 가임상태를 알리

포하며 오만에 산란지가 가장 많다(알 둥지 수 1만 5천 개) 오스트렐
리이에는 매 년 1000~2000개의 알둥지가 조사된다
태평양은 주로 열대와 온대해역에 분포한다. 남중국해， 남서부 태

평양， 바하캘리포니아， 오스트렐리아 동부 일본에 분포한다

로거헤드씨터틀의 생태

로거헤드 씨터틀은 주ι버| 활동적이다 바닥에서 쉴 때는 눈을 뜨
고 있거나 반 감고 있다 기둔 상태에서 관찰된 것을 보면 야조f에는
눈을 감고 갔다. 평균 15~30분 잠수했다가 공기를 마시러 올라가지

어나와있다

@Bachrach44

만 휴식상태에서는 보통 4시간 물
속에 머문다 추운계절에는 7분간

공기를 마셨다가 7시간 잠수할 수
있다. 담수 거북의 잠수시간 보다
는짧지만공기로숨쉬는 해양동물
중에서는 가장 긴 잠수시간이다
어린 새끼는 앞지느러미는 몸에 붙

이고 뒷지느러미로 헤엄치며 1년
자라면 앞지느러미로 헤엄친다.

수옹이 섭씨 13~15이 면 기변m촬

眼 /lethargy/의식명료상태의 혼
수)이 일어나고 10도이면 기절하여
표류한다. 새끼는 9도까지 견딘다

갓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노란색

이나 붉은색은 없고 거의 흑색이거
나 열은 갈색이다 . 크기는 약

4.6cm， 20그램 정도이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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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r떼

위 두사진‘ 로거헤드 씨터틀의 새끼들

는 페로몬을분비한다

Park Service

것이 아니다 로거헤드 씨터

교접은 수것이 휘어진 앞지느러미 발톱을 이용해 암컷의 등을 올

툴의 암것은 여러 마리 수컷

라타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이 때 발톱에 의해 암컷이 상처받기 쉽

의 정소를 배란이 끝날 때까

다. 경쟁자 수컷이 있을 경우 경쟁자는 교접을 시도하는 수컷의 뒷

지 수란관에 보관한다. 그리

지느러미나 꼬리를 물어버리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해를 입힐 수

하여 한번 알낳기에서 나온

있다. 이 정도로물리면교접을포기하게 되고상처가아무는데는여

알들의 아버지는 제각각이며

러 주일이 펼요하다.

예를 들어 다섯 아버지까지
가능하다

로거헤드 씨터틀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의 배란 신비

로거헤드 씨터틀은 12 ~ 17

다른 바다거북들은 산란 육지 앞에 있는 회동장소 바다에 모여들

일 간격 으로 한번씩 같은 모

어 짝짓기 행사를하지만로거헤드씨터틀은좀다르다. 로거헤드씨

래언덕에 평균 4회 올라가 명

터틀은 먹이를 먹는 해역(섭생 해역)에서 살다가 짝짓기 회동장소로

균 끄0개의 알을 낳는다

J、

로거헤드 씨터틀의 산란

@National Park Se rvice

이동히는 여행길에서 서로 만나 짝짓
기를 많이 한다 또한 암컷의 몸속에

서 알이 먼저 발생히는 것 이 아니라
정소의 투입이 배란을 유발시킨다

즉 먼저 정소가 저장되 있어야 알이

성장히는 것이다. 포유동물의 수태와
같은 원리인데 포유동물 이외의 동물
에서 교접유발배란(mating-induced
ovulation)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바다거북들은 암컷이 여러마리 수
것과 짝짓기를 히는 일처다부제를 보
이는데 로거헤드 씨터틀의 연구에서

보면 여러마리 수컷들중어느한수
컷의 정자가 수정에 성공하면 나머지

다른 수컷의 정자는 쓸모없게 되는
-116-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인공위성 추적쟁|를 단 로거헤드 씨터틀，

@Toney Tucker

러시아

캐나다

“

일본

미국

멕시코

Santa Rosaliita

아덜리타의 위성추적 이동로

아댈리타란 이름의 로거허|드 씨터틀이 멕시코에서 일본까지 이동하는 동안 인공위성으로 추적된 이동 코스

로거헤드 씨터틀의 먹이

망. 통발. 저인망 또는 다른 어구들에 의해 사망하는 수도 많다， 희생

로거헤드 씨터틀은 거의 전적으로 바닥에 사는 무척추동물을 먹는

을 줄이고자 그물에 거북탈출장치 (1\따1e excluder devices)를 장착

다 복족류， 두족류， 조개류(biv;삶ves) ， 삿갓조개， 새우‘ 게， 해변， 산

시킨 저인망이 등장했으며 의무적으로 이 장치를 써야하는 나라들이

호， 갯지렁이， 말미잘， 등각류， 곤충. 성게， 해삼， 불가사리， 등등 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단점이 다 있어서 논쟁이 분분하다(바다거북

조류까지 다%h하게 먹으며 여행중에는 해파리 표류 연체동물이나

탈출장치 별칸 기사 참조.).

알덩어리， 오정어 ， 물고기， 거북새끼(동족불문)도집아먹는다.

오스트렐리아에서는 19세기에 영국 이주자들이 반입시킨 붉은여

로거헤드 씨터틀은 크고 강한 턱으로 못부줘먹을 음식이 없다. 앞

우(않d fox)가 로거헤드 씨터틀의 알을 훔쳐먹어 거북의 수가 급감

지느러미 끝 비늘들에 있는 뾰족한 첨부들은 발톱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에는 붉은여우가 로거헤드 씨터틀의 알 95%를 먹어

하여 큰 먹이를찢을수 있다.

버렸다 1980년대부터 붉은여우 소탕 노력을 벌려 좋은 결과를 보이

고 있으나 2020년은 되어야 거북의 수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
아델리 Eν가장 먼거리 이동 인공위성추적

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로거헤드 씨터틀은 그 95%가 서태평양인

라고한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는 개체 수가 증가한 미국너구리 가 로거헤

일본의 야쿠시마 섬 (Yakushirna lsland)과 그 외 몇 섬에서 태어난

드 씨터틀의 알을 거의

개체들로 확인 되었다 새끼들이 해류를 타고 북태평%별 크게 휘감

서 미국너구리가 침범하지

아 돌아서 바하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이주했다는 것인데 이는 해양

못하게 노력을 가한 결과 로

동물의 이주 거리 중 가장 먼거리 이동중 하나이다.

거헤드 개체 수 증가에 효과

성장한 로거헤드 씨터틀이 자신의 출생지를 챙} 일본으로 되돌아

100% 먹어치웠다.

가 나타나고 있다

간다는 가설이 있었으나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는 맑은 태평양 바다

알 낳으러 상륙한 로거헤

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아리조나 대학의 니콜스 교수

드 씨 터틀의 암컷들은 약

는 1996년 8월 10일 아댈리타(Adelita)로 명명한 암컷 어미 로거헤드

40%가 상어의 공격으로 추

씨터틀의 몸에 위성추적장치 를 부착시킨 실험을 실시했다 추적장치

정되는 상처를 갖고 있다.

를부착시킨이펠리타는바디에풀어준뒤 바로멕시코비하반도를

그 후 산란지에 절망을 쳐

로거헤드 씨터틀의 등에

떠났다. 아델리타는 일본의 출생지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햄 걸려

는 100종 이상의 동물과

익사한것으로밝혀졌으며 여행기간은약 l년이었고그거리는 l만 2

종 이상의 해조류가 부착해

천 키로미터였다. 하외에를 거쳐 거의 직선으로 일본을 향해 갔다. 인

살고 있다 대부분 기생 δ}는

간의 추적장치실험에서 가장 먼거리(거주지 이주 거리)를 여행한 해양

것인데 이것들은 거북이 헤

동물로 기록되었다. 그 이후 이 기록을 캔 실험이 있었는 지는 확실하

엄칠 때 부담만 주지 반대급

지않다

부로 거북에게 주는 혜택은

37

바다거북의 산란지를 보호딴 뱃말

에ki

없어보인다 단지 이익이 있

보호의문제

다면 거북 껍데기를 지저분

2000년 추계에 의하면 주낙과 자망에 걸려 익 λ댄}는 로거헤드 씨

하게 만들어 은폐색이 되게

터틀은 태평양에서만 2， 600마리 내지 6， 000미리였다. 그외에 정치

한다는 것이다.

'='0

@Harlequee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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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117-

tI~아.，~북 탤풀 ~!*I/T 나 rtle Excl나~er Device/TED
이 장치는 약어로

TED(Twi le Excluder Device: 거북

배

제 장치)라 한다 애초에 TED는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
안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새우잡이 어업에서 저인망의 그물

쿄는 매우 작다 그물을 바닥에서 꿀다보면 원하는 새우보다

불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그물 속으로 들어감으로 작업이 매

우비경제적이다
첫 장치는 1970년대 에 미국의 한 어부가 고안했으며 이름
도 TED는 아니었다. 1988년에 미국의 한 발명가가 새로 고
안하여 특허를 낸 장치가 돼D에 기깝다
이 장치는 그물 속으로 잡어나 이물체들이 들어가지 않음

으로 저인망을 한번 내렸을 때의 견인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
었고 그리하여 새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이 되

는 잡어까지 노리는 어부들은 이 장치를 애용할 수 없었다.
이 그물의 기본 구조는 저인망 입구에 철봉 그리드를 달아
서 일정 크기를 념는 큰 물체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물의 위나

아래에 만들어 놓은 출구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상적인 조건에서 TED는 97%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11서는 해초와 쓰레기 입구를 믹었고 이
렇게 막힌 TED에서는 거북도 탈출하지 못했다.
여하튼. 미국은 1987년에 저인망 어업지들에게 돼D를 요
구했고 2 년 뒤에 새우거북법 을 만들었다(shrimp-turtle

law)

이 법에 의하면 TED를 쓰지 않는 나라는 새우를 미국

TED2.1 구조.

@NOAA

에 수출할 수 없다 1996년에는 인도 정부도 유사한 법을 만
들었다. 인도는 오릿새Orissa) 해변을 찾아오는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αve Ridley) 이 급감하자 대책으로 이 법을 실시했

다 인도의 오릿사 지방은 바다거북(올리브 리들리거북)의 산란해변으로 유명하고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인도의 장치는

TSD(Turtle Saving De띠ces/거북구명장치)라고 부른다
’TED는 대형거북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결함을 가졌다 새우 외에 부수입 어획도 바라는 어부들에게는 손해가 일어난다. 또
한그물에거북이걸리

는확율은매우낮은데
도 불구하고 매번

TED를써야하니 불만
도 많다. 그리하여 편

법이생긴다 어로작업
을할 때는 TED를 떼
어냈다가항구로 귀환

할때는깜쪽같이붙여
놓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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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D는 그물 입구에 걸 린 바다거북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그울에 추가시 킨 것이다.

@NOAA

바다거북과(Cheloniidae)

리들리 바다거북/ Ri dley Sea Turtle/각시바다거북
바다거북과 내의 양{genu히 6종 중에서 2개의 용pecies)을 갖고 있는 속은 레피도켈리스(벼~pidochelys) 속이 유일하며 영명으로 두 종의
공통명은 리들리 씨터틀(Ridley seaturtle) 이라 한다. 캠프 리틀리 (Kemp'

s Ridley/Lepidochelys kempii)와 올리브리틀리 (Olive

Ridley/Lεpid때e1ys olivacea) 두 종이 있다 크기가 기장 작고 분포 범위가좁으며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종류이다 리들리(Ridley)가 무슨 뭇이
며 왜 리들리라고부르게 되었는지는아무도모른다. 옛날한프랑스과학자가 배스터드터틀(Bas떠rd turtl마이라고명칭을붙인적이 있었는데
벼와ard는사생아， 후레자식， 열등품같은 경멸의 뭇을가져서 후에 다른자연보호주의자가플로리다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리 들리’ 로 고쳐

불렀다는 설이 있다. 한댁동물명집에는 나와있7-1 아니하며 백과사전에는각각 캠프 각시바다거북 올리므 각시바다거북이라표기되어 있다

바다거북과(Cheloniidae)

켈프 2.1들2.1 바다거북
영명: 캠프스 리들리 씨터틀(Kemp’ s Ridley Sea Turtle)
번역명: 캠프 리들리 바다거북

한국일반명: 캠프 각시바다거북
학명 : Lepidochelys kempii

리들리 바다거북괴에는 캠프 리들리 바다거북과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 2종이 있다.

@Sa ndy-maya

올리브 리들리바다거북과 함께 거북류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이며

프’ 가 사용되었다. 대서양에만 분포한다. 출몰히는 범위는 미국 북쪽

희소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리차드 캠프라는 사람이 이 거북

의 뉴저지에서부터 플로리다 멕시코 만 그리고 먼 북쪽 아일랜드의

의 견본을 최초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동물학자 시무엘 가르만

찬바다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따뭇한 해역에 산다.

(Samuel Garman 1843~ 1927)에게 보냈으며 이 연고로 학명에 캠

크기는 60~90cm. 약 45kg이다 형태는 일반 바다거북들과 차이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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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리들리 바다거북

@Johntex

가 없다

캠프 리틀리 바다거북

에 ki

1O~28일 간격으로 3회 산란하며 1회에 약 끄0개 알을 낳는다 부

캠프 리들리의 산란철은 4~8월이며 산란지는 멕시코의 동부 타마

화시간은 45~70일 이다

우리파스(Tama띠ipas) 지역의 긴 해변에 집중되어 있다. 거의 모든

캠프 리들리가 이곳에 둥지를 틀며 간혹 미국 텍사스 주의 따드레 섬

(Padre Island)에서도 산란한다.

갓태어난 새끼는 거의 검정색이며 성장하면 등판은 회녹색(grey

green). 복갑은 연두색이거나 흰색이다 7~15년에 성적으로 성숙된
다는 설도 있고 30 년은 되어야한다는 설도 있다.

아리바다(Arribada)
캠프 리들리바다거북은 먼바다에서 짝짓기를 하고 암컷들만산란지

새 끼들은 약 1년은 표류식물(사르가소) 속에 숨어 살다가 멕시코
만의 바다와 서북대서양에 걸쳐 외양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

로 이동한다 리들리 바다거북 암컷들은 떼지어 해변으로 올라가산란

캠프 리들리는 멕시코에서 식용과 부츠용 가죽으로 사용되어 왔

을 하여 장관을 이루는데 이것을 아리바다{anibad외라고 부른다 서

다 멕시코 정부는 1960년대부터 보호정책을 펴왔고 최근에는 더 강

반아어로 입항， 또는 표류후 도책표착) 의 돗이다 1947년 아리 바다 때

화된 보호정책을 미국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새우

는 8만9천 마리가상륙했으나 1985년에는 7천7백 마리로줄었다.

잡이 그물과 개발과오염에 의한산란지 피폐이다

바다거북들이 산란기에 떼지어 해변에 상룩하는 현상을 ‘아리바다’ 라고 한다 사진은 리들리 바다거북의 아리바다 장면이다

- 12G-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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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Cheloniidae)

롤2.1 브 2.1들2.1 바다거북
영명: 올리브 리들리 씨터틀(Olive

Ridley Sea Turtle)

번역명: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

한국일반명: 올리브 각시바다거북
학명 : Lepidochelys

olivacea

@Bernard Gagnon

바다거북류 중에서 가장 작은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

바다거북 중 가장 작은 태평양 바다거북
소수가 대서양 카리브 해에도 나타나지만 인도 · 태평양에 주로 분
포하여 태평양 리들리 (Pacific Ri띠ey)라고도 부른다.
다 성장한 크기가 평균 60~70cm 정도이므로 캠프 리들리보다 더

갓태어난 새끼의 등갑은 3 . 7~5cm. 무게는 12~23그램이다 어미
급들은 60~70cm， 25~46kg나간다
수컷의 복갑은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며 암컷보다 부드러운데 이
는 교접에 유리하도록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작다 세계 바다거북류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 등판은 하트
모양이다

분포

올리브 리들리바다거북 만이 따로 갖고 있는 특정은 등판〈등갑)의 늑

서태평양과 인도양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오스트렐리아， 마이크

골팬중심선 골판의 양측)이 좌우대칭이 아니며 그 수도 일정하지 않다

로네시아， 일본까지 분포하며 동태평양은 갈라파고스， 칠레 ， 북으로

는 것이다.5개에서 9개까지 변화가 있으며 6~8개 사이가 많다 가장

캘리포니아 만과 오레곤 주까지 나타난다， 대서양은 이프리카 서해

자리 골판은 12~14개이다. 앞지느러미에 각각 2개의 발톱이 있다

안과 브라질 북부에서 카리브해 푸에르토리묘까지 나타난다.

갓태어난 새끼는 거의 검정색이며 배는 녹색이 가미된 흰색이다 성

인간이 남획하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다거북이었다 한

장하면 등판이 녹회색이나 올리브색이다. 그러나 등깡il 해조류가 번

때 .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만 1천만 마리가 실냈으며 자료에 따르면

성해 있는 것은 붉게 보일 수 있다. 배쪽은 열은 노량색 (크림색)이다

1968년에 멕시코에서 포획된 수가 l백만 마리를 넘었다. 2008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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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의 산란

계로 세계 전체에 남아 있는 수는 약 85만 마리 이 며 이는 20년 동안

30%가 줄어든 수치이다.

올리브 리들리의 아리바다

아리바다{anibada)의 의미는 캠프 리들리 기사에서 설 명 했다
인도양의 아리바다는 인도 오릿사 주(Oriss혀 동부해안에 있는 가

히르마타{G빼止math히 해변이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
호되는올리브 리들리 산란지 이다. 1991년 일주일에 산란한 암컷의 수
가 60만 마리를 넘었다. 스램써l도 아리바다 장소가 더 러 있다 동
태펑뺑l는 코스타리카 니객규아 멕시코에 아리 바다가 있다
@Matthew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 새끼

올리 브 리 들리바다거 북은 해 변에서 1천km 떨 어 진 바다에서 짝짓
기 하는 경 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알을 낳기 오래 전부터 교접

들이 땅을 파고 일을 낳기 때문에 먼저 낳은 알무덤이 파괴되는 일。

많다

을 해둔다는것 이다.

알은 야:j에 낳지 만 아리바다 절정기 에는 낮에 알을 낳는 경우도

먹이

있다. 한번에 평균 끄6개의 알을 낳고 약 한달 동안 머 물면서 두 차례

올리 브 라 들리바다거 북은 해파리， 멍 게류， 성 게， 산호충류， 패류，

까지 알을 낳는다， 부화기 간은 45~51일 이 며 다른 거북들과 마찬가

새우， 게류， 갯지렁 이. 물고기 등을 육식 한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지로 온도가 암수를 결정한다. 아리 바다 현장에 서는 너 무 많은 암컷

해조류(ftlamentous algae)도 먹는다

r----------------------------------------------------------------------------------------------------- ,
흑 II ‘"q~ 얘아'i욱 j훌3」 댐xllZI

’’

흥반도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008년 6월 거제도 근해에서 그물에 걸렸다가 생명을 건진 암

2010년 8월 28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 2리 포구에서 또 한마

바

리의 푸른바다거북이 위성추적장치를 단 채 방생되었다. 이 거북은

다동물보호운동 차원에서 치료기관으로 지정한 부산아쿠아리움

5월 10일 방류된 그 해역의 정치밍에 걸렸던 것으로 수산과학원에

에서 건강을 되찾았고 2009년 10월 5 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방류

서 치료를 받아왔었다 이 푸른바다거북은 ‘은북이

되었다

한다. 은북이 H 는 등판 크기가 48c m x 47cm, 체중 15. 4kg이다.

컷 푸른바다거북(Green

Sea Turtle)은 국토해양부가 멸종위기

’
l

R’ 로 불리기도

이 푸른바다거북은 ‘은북이’ 란 이름을 받았고 국립수산과학원

다른 나리에 비해서 한참늦었지만국토해양부는 2007년 말부터

고래연구소는 은북이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달았다. 은북이는 5 일

멸종위기 해양동물보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후 거제도 근해에 나타났고 방류 17일 후인 10월 22일경 제주도

과 공동으로 제주도 중문해수욕징어I

우도 해역에 나타나 2010년 1월말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일본

다거북의 생태를 추적하고 있다. 중문해수욕장은 바다거북이 산란

남서부 후쿠오카 해역 에 머무르고 있다가 2010년 7월에 남해 고

장으로선택할가능성이 있는조건을갖추었다고방l 때문이다.

CCIV 모니터를 설치하여 바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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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Cheloniidae)

납작등바다거북
영명: 플랫백 씨터틀(Flatback Sea Tu야le)

번역명: 납작등바다거북
학명:

Natator depressus

@풍등

오스트렐리아 대륙붕 해역에 분

포히는이 지역 고유종이다. 오스
트렐리 아 북부해안과 파푸아뉴기

니 연안에 산다 주로 산호초， 만，

기수， 풀이 많은물등등얄은수
심을 좋아한다. 인도네시아 쪽에

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산란 해변
은 오스트벨리아 북부에만 있다

역시 멸종 위기종이다 성숙 개체
의 크기는 평균 90cm이다

납작등바다거북새끼

@Pu rplelurlle57

등판의돔높이가낮으며 가장자리가약간위로 향했다 등의한쪽

납작등 바다거북의 대표적인 특징

늑골판 수가 4개로서 바다거북류 중에서 늑골판 수가 적은 축에 들

은 등갑의 가장자리가 약간 위로

어간다납작등바다거북은 적은 수의 알을 낳지만 알의 크기는 다른 종들

보다 크다" 16~17 일 간격으로 1~4회 알을 낳고 1회 출산 수는
50~75개이다. 2~3년에 한번씩 배란한다.
성장한 개체의 등판은녹갈색 (olive-grey)이며 배쪽은밝은색 이

휘어져 올라가 있는 모앙이다
※ 납작등닙따거북은드문종이여서 고기를지불하지 않으면사진 구"õt7 1가쉽지 짧}

다. 머리 앞면(눈과눈시아) 비늘판수는 2개 (1쌍)이다.
해초， 해파리， 연체동물， 새우， 물고기 ， 연산호， 해삼 기타 부드러
운동물을잡아먹는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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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니라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히는 열대 다이빙 지역은 당연 필

리핀을 꼽는다 처음 해외다이빙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사방비치로
통칭하고 있는 푸에르토 갈레리를 주로 찾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아
‘*안

닐라오 지역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지역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몰루훌 ~

의틴공항

이유는 애초에 다이빙 포인트로 개발되어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팅고 ~

MACTAN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한번만 타고 도착할 수

믹탄섬

있는 편리함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할수 있다.

푸에르토 갈레리를 가기 위해서는 마닐라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바탕가스 항구째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간 다음 여객선을 이용해
수중세싱리조트

야푸에르토갈레라에갈수있었다 아닐라오지역도지금은도로사

율고래 디이빙

정이 좋아져서 모든 리조트째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해도마비니라는동네에서작은방카보트를타고갈수있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필리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어학원도 마닐

는 곳이었다. 해안선 지형이 끽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

리를 중심으로 번창하다가 지금은 세부로 중심이 옮겨져 왔다. 마닐

로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부유층의 별장들이

라 시내의 탁한 공기와 교통체증 등 생활의 불편함을 피해 마닐라보

많은 탓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던가 싶다.

다 여유로운 세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필리핀에서 경제활동이 가장왕성하고기후도좋은세부지역은마

마닐라는 항구도시 이지만 다이빙이 가능한 바다까지 기는 데는

닐라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가야했던 만큼 해외다이벙 초창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푸에르토 갈레라나 아닐라오까지 더 가야만 하기

소수의 열혈 매니아 다이버들만이 막탄을 비롯하여 보홀과 모알보알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는 막탄섬 해안가가 바로 다이빙 포인트 들이

다이빙을 즐겼었다.

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물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막탄섬은 오래전부터 고급리조트들이 여러 개 성업하고 있던 관광

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스쿠바 다이

지였으며 다이빙도 매우 보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었던 곳이다. 그

빙이 최고 인기 종목이어서 강의가 없는 주말이면 교육을 받거나 펀

러다가 지난 2000 년 가을부터 필리핀 항공에서 세부 직항편을 운항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한국다이벼들이 찾아가는곳이 되었다.

세부지역에는 유명 다이벙 포인트들이 있는데 서쪽으로 모알보알

세부 지역은 얄은 곳에 산호초가 매우 홍요롭게 발달되어 있으며 서석하는 생물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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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외 다이빙

발히는 직항편이 취항하고 있다

처음 펼리핀을 점령하기 위해 상륙했던 탐험가 마젤란이 1951년

4월 27일 이 곳 막탄섬의 추장이었던 라푸라푸와 싸우다 전사한 곳
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라푸라푸 추장은 펼리핀의 영웅이며 라

푸라푸라는 이름이 곳곳에 쓰이고 있다 막탄섬의 행정구역 명칭도
라푸라푸시이며 호댁인에게 인기가 좋은 그루퍼 (Grouper)도 필리
핀 언어로라푸라푸피시라고부론다.
세부섬과는 두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여 쉽
게 세부시내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세부와 막탄을 따로
막탄의 수중절벽에는 곳곳에 동굴을 연상시키는 장소가 많이 있다.

구분하지는 않고 통틀어 세부로 통칭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산의 영
도다리 양쪽에 놓인 도시이다.

과 남쪽의 랄로안 그리고 북쪽에 말라파스쿠아까지 널리 알려져 있

마닐라와 달리 맑고 분위기 좋은 해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횡에

다. 바다 건너 보흘이나 두마게티까지 갈 수 도 있다. 하지만 정작 세

지척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어 왔으며 일본， 홍콩， 대

부 시내와 붙어 있는 막탄섬은 육상 위주의 관광지로 개발된 때문인

만등 아시아 대도시와 직항편이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관광객

지 펀다이벙을 즐기러 기는 다이버들이 흔하지 않다. 실제 막탄섬과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중국

주변에 있는 다른 섬들의 다이빙 포인트는 매우 뛰어난 칠경을 가지

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고 있으며 먼거리를 이동히는 불편함이 없이 열대바다의 투명한 시

우리나라와 직항편이 개설된 이후로 한국인 방문객이 급증하였을

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등잔밑이 어

뿐 아니라 영어연수를 위한 유학원이 여러 개 있어서 세부와 막탄 지

둡다고 했던가? 한국을 출발하여 세부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역에 상주하고 있는 호박인이 10만명이 넘는다고 말한다. 정확한 상

막탄 공항에 내리는데 다이빙을 맘껏 즐길 수 있는 리조트까지는 공

주 인구는 알 수 없지만 한국식당과 슈퍼마켓 ， 한국인을 위한 각종

헝에서 차를 타고 불과 10여분이면 도착한다. 백화점이나 깔끔하고

편의 시설들이 성업중인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살

품위있는 펼리핀 레스토랑들이 있는 세부도 멀지 않아 다이빙을 마

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친 후 여가시간도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니리에서 가장 가까운 열대바다 지금까지 제대
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던 숨어있던 진주 막탄섬 다이빙을 소개한다.

막탄섬 동쭉 해안에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크고 작은 리조트
들이 꽉 들어차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임페리얼 팔레스 호댈이
그 중 가장 커다란 규모를 자햄고 있다
다이빙 센터는 대형 리조트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와 자체 숙

막탄섬(Ma따1 Island)

박시설을보유하고 있는소형 맙트로구분된다 한국인0] 운영하

막탄섬은 세부시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부의 관문인 막탄국

고 있는 다이빙 리조트는 그 수가 20여 개에 달할 오덤 많지만 대부

제공항이 자리하고 있다. 마닐라， 보홀， 두마게티등 펼리핀 여러도시

분이 여행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위한체험다이빙을실시하거나유

로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은 물론 우리나라의 인천과 부산에서 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위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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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으며 기존의 다이벼들을위한펀다이빙상품

을 본격적으로 취급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세부행 직항편이 개설된 초창기에

는 한국 다이버들이 막탄을 찾는 경우가 제법 있
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수가 무척 줄어들
면서 막틴섬의 디이빙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을 출벌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
할 수 있는 맑은 열대바다는 세부지역이며 그 중에
서도 막탄은 공항-oJ1 서 불과 10여분이면 리조트에

장비가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다 최고급 리조
트부터 다이빙 전문 리조트끼지 다%t한 숙박시설
이 있어서 선택의폭을넓힐수있을뿐아니라관

광지이므로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등 다

%댄f 해%댄l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세부 시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는 치어를 잡아먹기 위해 트리발리가 지나가고 있다

내는 물론 리조트 근처에도 각종 메뉴를 자랑하는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으며 쇼핑을 위한 장소도 많아 다이빙을 마친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체가 다이빙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막탄섬과

후 여가시간을 활용히는데는 다른 어느 곳보다 탁월함을 지랑한다.

미주보고 있는 올랑고섭을 비롯하여 근처의 작은 섬들도 보트로

30

분 이내에 도착힐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막탄섬 디이빙 포인트

막탄의 다이빙 포인트개요(Diving points)

에 포함된다 또한 대형 방카보트를 이용하여 카빌라오. 발리카삭까

막탄섭의 동쪽 해안은 끽L아지른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북쪽

지다녀오기도한다.

테크니컬전문

@완활훨
AQUATEK
장비
• 각종 스쿠버 다이빙 장비 도소매

•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판매원

• OMS, DIVERITE, 재호흘기

수입 판매원

.....， c그

」ι'%Ji

• 트라이믹스， 재호릅기 교육
• 강사교육， 테크니킬 다이빙 교육

• DAN 02, CPR,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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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형성되어 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여서 대형어종이

수시로 출몰하기 때문에 절벽을 따라 다이빙하는 중
간 중간에 수시로 외해 쪽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이빙 리조트에 따라 매회 다이빙마다 리조트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막탄 해안에서 디

이 빙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2회 다이 빙을 마친 후 점
심식사를 위해 리조트로 돌아간다 올랑고섬 주변으
로 다이빙을 나가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지참하고 나
가기도한다

탐불리 피쉬띠딩 포인트(Tambuli Fishfeeding

Point)
막탄섬에서 가장최초로오픈한리조트중의 하나
가 탐불리 리조트라고 한다. 마르코스 정권시절에

지어진 곳으로 세부가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해
마리곤돈 케이브 안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사진제공/수중세상리조트

지기 전까지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당

막탄섬 포인트들은 리조트들이 있는 해변에서 약 20m~40m 정도

시 세부를 찾는 고급 관광객은 이 곳에 머물렀으며 다이버들 또한 이

거랴까지는얄은수심으로이어지다가갑자기 직벽으로형성되어 있

곳을찾았었다. 탐불리 리조트의 다이빙 센터는손님들이 스노클링

다. 절벽 이 시작하는 리이프의 모서 리 들은 수심이 약 4~5m를 이루

과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 바로 앞 바다에서 물고기들에게

고 있기 때문에 입수 할 때 함께 하강하여 팀을 확인하고 다이빙을

피딩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작하기에 좋으며 출수 시 안전정지를 실시히는데도 무척 편하다

5~6m 수심의 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녹색 잘피류

주로 절벽면을 따라 유영하면서 다이빙을 즐기는데 절벽 면에 대

들이 초원처럼 형성되어 있다 다른 포인트와 다르게 바로 절벽으로

형산호들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크고 작은 동굴들이 군데군데

이어지지 않고 10m 정도 수심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산호

맑고 따뜻한 막탄의 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 게 접근 할 수 있는 영소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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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곤돈 케이브(Marigondon

Cave)

플랜테이션 배이 리조트 앞에 있는 동굴 다이빙 포인
트로서 수심이 30~38m에 이른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할 때가 많아 초보자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포인트이지
만다른지역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경험을할수있어서
인지 많은 한국인 다이벼들이 찾는 곳이다.
보트에서 입수하면 수심 5m 정도의 리이프에서 수직으

로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절벽을 따라 하강하면

30m 수

심에 동굴 입구가 나타난다. 입구는 폭이 15m에 달하며
깊이는 약 45m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동굴의 상단을 따라 안쪽으로 진입하면 좁은 가지굴로

이어지는데 안쪽에 숨진 어부의 뼈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다. 동굴 입구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이 것도 숨진

바다에서 거북을 만나면 매우 즐거운데 올링고섬 주변에는 거북이 많다

어부를 추모하기 위해 놓아둔 것이다. 굴 오택으로는 여
와 말미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 근처 어느 곳이든지 다이버가

러 개 자그마한 가지굴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규 동굴다이빙 교육

나타나면 많은물고기들이 피딩하는줄알고다이버에게 모여든다.

을 이수하고제대로장비를갖추지 않으면들어가지 빨바한다.

막틴의 다이빙 센터들이 포인트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수심

22m

지점에 작은 경비행기를 침몰시켜 놓았는데 그 주변에도 캐비

입구가크고물이 맑아굴안쪽으로조금들어가서 뒤를돌아보면
입구가 웅장하게 보인다. 하지만

20m 이상부터는

입구의 빛이 완전

지 코랄로 덮인 정원이 있으며 이곳에 서식하는 어류가 많다. 그러므

히 사라져서 어둡기 때문에 김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굴

로 피시 피딩을 마친 후 비행기 주변을 구경하거나 절벽 이래까지 동

안에는 발광성 어류인 플레쉬 라이트 피시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어

시에 구경할 수 있으므로 다이빙 첫날 체크다이빙을 하거나 초보다

둠속에서 발광하면서 유영하는모습은 매우환상적이기도 하다.

이벼에게 즐거웅을 선사하는 포인트로 적합하다.

해외에서 다이빙사고시

응급이송 및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쌀니다.

DAN 멤버가 되어 미리 대비합시다.

’

전세계 응급이송 보장

• 다이빙 생~(치료) 보험 서비스

~ 24시간 다이빙 응급 핫라인

• 잠수의학 상담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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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 다이빙
절벽을 따라 유영하다보면 연산호 근처에 살고 있는 라이온피시
가 훌륭한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자
랑송}는 갯민숭달팽이들을 발견 할 수도 있다.

핫샌Hadsan)
막탄섬 핫산리조트 앞쪽에 위치한 수심 약 7~35m 정도 되는 다

이빙포인트이다.
수심 약

10m

되는 지점에 산호들이 많아서 나이트다이빙을 하기

에도 좋으며 패렷피시와 그 밖의 다OJ한 어종들을 볼 수 있다

갈링가위Kalingaw)

콘티키 포인트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얄은 곳에는 해조
류들이 보이다가 갚은 곳으로 이동하면 모래지역이 시작된다. 모래

밭 곳곳에 산호초가 자리잡고 있어서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다%댄f
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좋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고 예쁜 씬뱅이류와 넙치류， 해마 등을

만날 수 있는데 조금더 바다쪽으로 나가연 수심이 약간 깊어지면서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 인공어초들이 있고 근처에 제비활치 무리가

항시 머무르고있다.
인공어초에 부착된 연산호마다 숨어있는 마크로 촬영감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조류도 익t하고 수심이 완만하여 안정적으로 수중촬영

을 하면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로 꼽힌다.

탈리 DKTalima)
수중절 벽 에 거대한 골고니언 산호들이 매우 많다

굴 오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길 원하면 반드시 수중렌턴을 소지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동글 입구의 마닥이 수심 35m에 이르므로 공기량
과 감양등，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동굴 바깥의 절벽에는 대형 부채산호가 많으며 연산호가 군락을

이루는 곳도 있다 푸질리어들이 무리를 지어 유영하는 광경을 만날

수도 있으며 기끔 상어가 지나가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한다

콘티키/아구스(Kontiki/Agus)
콘티커 비치 앞에 있는 포인트를 말하며 아구스는 그 동네 이름이

다. 리이프를 따라 수심 약 7m 정도에서 절벽이 시작되며 40m 이상
까지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얄은 곳에는 수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마크로 촬

영거리가 풍부하다. 나이트 다이빙을 하기에도 아주 좋으며， 대부분

의 수초와산호 지역이 수심 10m 근처에 분포하고 있어서 편하게 다
이빙을즐길수있다

절벽면에는 산호들이 즐비하며 다채로운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대형 부채산호들이 많이 있어서 수중사진기들이 광각촬영을 위
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참치와 방어등 대형 회유성어류가 자주
출몰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바라쿠다 무리가 지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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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따선도 있어서 또다른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올랑고(Olango) 섭의 대표적인 다이벙 사이트이다 올랑고섬 서편

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만한 경사 후에 직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입
수한 뒤 절벽을 왼편으로 끼고 진행하면 난파선의 남은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잭피시 무리 ， 스위트립 스내퍼， 써전피시 무리들을
만날수있다.
이곳 난파선 근처에 있는 어류들은 대부분 무리지어 있으며 그 지
역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 다이빙할 때 마다 거의 만나게 된다.

딩고(Ti ngo)

올랑고섬 북단에 위치해 있는 다이벙 포인트이다 탈리마와 더불
어 올랑고섭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이며 아침 일찍 다이빙하면
환도상어 (Thresher Shark)를 만날 획률이 높다.

백 화현상으로 말미잘이 탈색되어 있다.

슬로프와 직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만한 슬로프 지역에는 수초

지역이 있는데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

중촬영을 히는 다이버 고참 다이버까지 두루 함께 즐기기에 좋은 포

유난히 파충류 바다뱀을 많이 만날 수 있기도 하다.

인트이다.

관광객을 위한 호핑 투어지로 유명하여 낮은 산호초 지역에서 체
힐루뚱안섬(Hilutungan

Island)

험다이빙을 실시히는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

막탄섬 동쪽 해안에서 마주 보이는 올랑고섬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사유지이며 해양보호구역이다 그러므로 이 곳에서 다이빙을

날루수인\Nalusuan)

실시하려면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올랑고섬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힐루똥안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해양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어업활동을하지 않아리이

들을위한호핑 경유지로개발되어 있다

프의 산호 상태가 매우 잘 보존되고 있어서 다%탤 종류의 어류들이

이곳의 다이빙 포인트는 부두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

떼를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산호초 지역에 있는 제비활치 무리는 다

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스팅레이와 대형 그루퍼들， 그리고 홀로 유영

이빙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으며 멀리 떠나지 않고 자기

하는 초대형 바리쿠디- 한미리 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위트 립스(Sweetlips) 들도 있다

섬 주변을 따라 완만한 경사를 따라 슬로프로 이루어진 곳도 있으
며 막탄섬처럼 직벽으로 형성된 곳도 있으므로 초보 다이벼부터 수

어여쁜 노랑색 스내퍼들이 떼로 무리지어 있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낮은 지역에 위치한 산호지역에는 다%댄-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수중촬영가들이 즐겨찾는 포인트 중 한곳이다

날루수인 지역은 관광지로 개발되었지만 바닷속은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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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외 다이빙
태로 보이면서 황홀한 광경이 나타난다

동굴 안에는 부채산호가 있으며 솔져피시 등 어류들이 살고 있는
데 동굴 비깥쪽으로 부채산호가 대형으로 발달되어 있다
동굴 입구로 들어간 다음 절벽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나와서 절벽

을 따라 다이빙히는데 절벽쪽의 구멍이 수심

30m

에 있으므로 동굴

오벼l 서 머무르는 시간에 유념해야 안전하다

세부에어떻게갈까?
세부에 가는 방법은 세부행 직항편을 이용하는 것。 l 가장 쉽고 편

하다 하지만인천공항이나부산공항에서 출발하는직항편들은모두
저녁에 출빌Fδ보 스커l률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발하는 날 업무를 조금 일찍 마치고 저녁 출발편을 이용
하면 휴가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출빨}는 당일도 일을 하지 못하고 휴가를 내
야한다

또한 세부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도착한다- 세부공항
에 도착한 후 리조트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하고 나면 새벽 시간이 되

므로 다음 날 다이빙하는데 피곤할 수 있다
돌아오는 항공편 스케줄도 점검해봐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세부에서 새벽 1시경에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새벽 7시경에
골고니언 산호 안을 살펴보면 숨어 있는 볼거리가 풍부하다-

도착하며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항공은 오후 3시경에 출발하여

저녁 9시 전후에 도착한다. 필리핀헝공이나 세부퍼시픽항공을 이용

북쪽에는 화려하고 잘 발달된 산호지역이 수심 7~lOm 지역에 위

하는 경우에는 돌아오기 전날 다이빙을 마친 후 출발 당일 오전에 체

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대왕조개 (Giant Clam)들이 무리를 지어 서

크이웃하고 공햄l 가면 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일 경우

식하고있다.

에는 출발 당일 하루 종일 시간이 남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밤에 비행기를 탑승해야하는데 다이빙을 할 수도 없으며
코르도배Cordova)

리조트에서도 낮에 체크아웃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에 체크아웃한

막탄섬 최남단 묘르도바 지역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이다. 완만

후 쇼핑이나 관광을 다니기 위해서는 짐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한 슬로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로프 진입지역은 바닥이 모래로 구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우며 렌터키를 이용할 경우 경비도 많이

성되어 있어서 초보자가 입수하기에 편안하다

든다.

모래 지역을 지나서 깊은 곳으로 진행하다 보면 마치 사막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리조트에서는 비행기 출발시간에 맞춰

선인장처럼 모래 지역 여기저기에 직은 무리를 지어 산호지역이 분

서 체크이웃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따라서 히룻동안 관광을

포하고 있다.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낸 다음 리조트에

경산호 군락이 비교적 잘 보존된 편에 속하는 지역이며 대단위 규

서 저녁식사까지 마친 후 공호에 가면 된다.

모는 아니지만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산호군락이 많아서 앞으로 잘

우리나라 항공기를 이용하면 한국에 도착뺨 시간。l 새벽。 l므로

보존한다면 매우 아름다운 산호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집이나 직장이 가까운 경우에는 곧바로 이동하면 되지만 멀리 거주

있는 곳이다.

히는 경우에는 점심나절이 돼서야 도착할 수 있다 밤을 세우다시피
비행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기도 하다.

블루휠Blue

Hole)

그러나 세부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 할 수 있으며 여행

올랑고섬 북쪽에는 카우비안이라는 자그마한 섬 두개가 쌍둥이처
럼 있는데 섬 근처의 리이프 끝부분에 있는 동굴이다

동굴의 입구는 수심

9m 정도되는 리이프의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마닐리를
경유하여 가는 방법도 유리한 점이 많다.

바닥에 뚫려있으며 비

우리나라에서 마닐라까지 운항하는 항공기는 인천공횡에서 아침

스듬히 경사 진 상태로 수심 30m에 있는 절벽면까지 이어져 있다

일찍 출발히는 스케률이 있는데 마닐라에 낮 12시 전후하여 도착할

동굴의 입구는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 있다(세부퍼시먹은 저녁 출발편만 있음). 마닐라에서 세부까지는

넓으며 동굴안에서 위쪽을 바라보면 입구의 절벽면이 커다란 아치형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이 하루에도 여러편 운항하고 있으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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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시간과 연계하여 세부로 가면 저녁시간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리조

트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하고 장비까지 충분히 챙기고 편히 쉴 수 있는
이점이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 아나항공을 이용하여 마닐라까지 가는 경

우에는 마닐라에 도착하여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다른 터미널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 마닐라공항에는 터미널 이 3개가 있는데 터 미널 l은
외국 횡냉사. 터미널 2는 필리핀항공전용이며 터미널 3은 세부퍼시벽 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터미널을 이 동하는 데는 생각보다 어 려움이 따른
다 터미널을 순회히는 버스도 없을 뿐더러 걸어갈 수도 없다 택시를
이용해야 히는데 장비 가방을 가지고 움직 이는 것이 어 렵지는 않겠지만
펀한길은아닐수있다
돌아오는 항공편도 마닐라에서 출발히는 스케율은 낮과 밤에 각각

있다 세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저녁 출발하는 헝공기로 마닐라

로 이동하여 밤 늦게 출발히는 비 행편을 이 용하면 인천공헝에는 다음

•
•
•
•

공항에서 10분거리 ， 막탄 핫산 비치
트라이믹스까지 테크니컬 다이빙 가능
세부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 방카 보트
카빌라오 보홀 발리카삭 사파리 투어

• 깔끔한숙박시설보유

날 새벽에 도착하게 된다 인천공뻔 새벽 도착하는 일정이 싫다면 세
부에서 오전에 출발히는 국내선으로 마닐라로 간 다음 낮에 출발히는
비 행기를 이 용하면 인천공햄l 저녁에 도착한다.
항공료는 세부 직항편 이 마닐라 직항편보다 비싸다. 펼리핀헝공이나
세부퍼시픽에 마닐라를 경유하여 세부까지 가는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
면 세부 직항편보다 약간 비싸게 구입 해야 하지 만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내 선만 따로 구입히는 경우 상햄1 따라 매우 저렴한 특별

요금을 적용받기 도 한다. 만약 마닐라에서 세부까지 국내 선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세부 직항편과 비슷하거나 지렴한 요금으
로 유리한 시 간에 세부에 도착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부행 직항편을 이용하거나 마닐리를 경 유하거나 장단점이 있는데
본인의 여 행 경험과 휴가 일정 에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인천 → 세부
항공사

펀명

운항구간

줄발시각

도착시 각

운항요일

대한항공

KE631
KE631
0 Z7 09
0 Z710
OZ717
0 Z7 18
PR489
PR488
5J129
5J129
Z2049
Z2048

인천→세부

19:15
00 ‘ 50
20:20
00 ‘ 55
21:00
01: 40
21: 45
15:20
22:05
15:45
19:35
13:25

23:00
06:20
23: 55
06:20
00:40
07‘ 10
01:15
20:45
01 :30
21:1 5
22:45
18:35

매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 Of나

아시아나
Of시아나

밀리핀항공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
세부퍼시픽

제스트항공
저|A E 항공

세부-인천

인천-세부
세부-인천

인전-세부
세부- 인천

인천-세부
세부- 인천

인천-세부
세부- 인천

인천-세부
세부-인천

매일
매일
매일

항공사

세부떠시픽
제주항공

제주항공

편영

운항구간

5J179 부산-세부
5J179 세부-→부산
7C2383 부산-세부
7C2384 세부-부산

리조트레스토랑

리 브어보드전망대

리 조트객실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수， 목，토，일
수， 목，토，일

HTTP://SUjUNGSESANG.COM

부산 → 서|부
세부퍼시픽

리 조트전경

Hadsan Beach , Agus , Lapu-Lapu City,

줄발시각

도착시각

운항요일

20:45
14:45
21 ’ 40
02:00

23:59
20:00
01:00
07:2 0

모
---' ， 인
t

Cebu , Philippines

모---'，인
i

TEL: (032)495-2203

(0918)-254-1999
070-7667 - 5515

수， 목， 토， 일

MOBI 다 :

수， 목，토，일

인티닛l 먼와(국내통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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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 다이빙

Most famouse diving resOlt at Mactan , Cebu.

펀다이빙을 목적으로 막탄을 찾는다면 비 행기 스케줄에 맞춰 적

성을 다해 다이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절하게 픽업과 처|크이웃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한국인 리조트

중 어느 리조트가 펀다이빙 상품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알기

에 머무르는 것이 펀하다. 막탄에는 한국인이 운영히는 다이빙리조

힘들다.

트가 매우 많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가 관광객과 유학

아래 소개하는 세 리조트는 한국에서 찾아오는 다이버들을 맞이

생을 대상으로 체험다이빙이나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어서 펀다이빙

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로 본지에 광고를 개제하고 있는 업체

을 즐기려는 한국 다이버들을 아여|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제대로 정

들이다.

--순i한1쌀.q엔븐-련꽃튼(원!!ill뭔.g~~휠맺1g)----세부에서 가장 커다렇고 숙식이 가능한
방카보트를 가지고 있는 수중세상 다이브
리조트는 과거 우리나라 일t버l서 다이빙

풀을 운영했으며 잠수협회 일산지부장을
지낸 이중현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다른 호택인 다이빙 숍과 달리 자체 숙
이중현대표

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지 어학원 유
학생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체

험다이빙보다 한국에서 막탄지역의 펀다이빙을 즐기기 위한 다이벼
를위주로영업하고있다
평소에는 리조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다이빙 전용 방카보트와

수중세상리조트 전경， 바닷가에 있으며 객실을 갖추고 있다

스피드 보트를 이용해서 막탄 인근 다이벙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지

5 일 일정의 사파리 투어를 기획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만 숙식이 가능한 방카보트를 타고 보홀의 발리키작까지 다녀오는 1

(자세한 사항은 업체 뉴스 란에 소개되어 있음).

박깅일의 사파리 투어를 실시하기도 한다 방차 보트가 크고 넓어서

이중현 대표는 태크니컬 다이빙 트레이너이기도 한데 리조트에 트

하루 종일 다이빙을 실시하면서 지내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

라이믹스까지 가능한 텍 다이빙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항시 텍다이

며 식사와간식도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가보고싶었던

빙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막탄수중지형이 절벽으로형성되어 있어

카빌라오， 보홀， 발리카삭을 한번의 투어로 해결할 수 있다 배에서

서 리조트 바로 앞에서

지는 것 이 불편한 사람은 보홀에 있는 리조트에 내 려서 숙박을 해도

문에 매우 편리하다.

된다
2011년 3월말과 4월초에도 개업 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출발 4박

근거리 다 이빙 에 이용하는 방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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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수심까지

실습 다이빙을 할 수 있기 때

홈페이지 http : //s내ungs않ang.com
전화:

070-7667-5515

세부에서 가장 큰 방카보트 주로 사파리에 이용하고 있다.

--젠웰드젠분l원댔IY9rlq!--“-----…‘-------……
--를프랜-단엔붓!Pqlg만원센----
보리카이에서 오랫동안 씨월드 리조트
를 운영하고 있는 김순식대표가 보라카이

씨월드는 동생 김현준씨에게 맡기고 세부
에서 새롭게 오픈히는 리조트이다.

막탄섬 북쪽 끝 힐튼 호댈 근처 바닷가
에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맘비치 호
채민용강사

댈 내부에 숍이 들어설 계획이며 바닷가로
통히는공간전체를다이벙 센터가사용한

깔끔하고 세련되게 신축한 돌고래 다이빙 센터 전경

다. 다이빙 교육을 위한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장이 함께 있으며 숍

세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최고급 호댈은 효댁인이 투자하고 경영

바로 앞에서 다이빙 보트에 승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객실과 별

하는 임페리얼 팔레스인데 이 곳에서 해양레포츠를 독점으로 운영하

도로 다이버들을 위한 샤워실과 회장실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는 숍이다. 호텔 전면에 펼쳐져 있는 수영장을 지나 바닷가 왼편에

교육을 위한 강의실도 준비되어 있다.

있는데 호텔의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것처럼 돌고래 다이빙숍 건물도

호텔은 총 5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부도 매우 깔끔하면

매우 낄끔하게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며 다이빙은 물론 바나나보트，

서 고급스럽게 꾸미고 있으며 1월 말경에 오푼할 예정으로 공사가

요트，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종류의 해양레포

진행되고 있다 막탄의 리조트들이 대부분 오래되었으면서도 관광

츠 기구들 갖추고 있다.

지라는 이유로 객실 가격이 비싸지만 씨월드 다이빙 센터는 호댈 객

호댈과 별도로 운영히는 업체이므로 호텔 투숙객 뿐 아니라 외부에

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막탄을 찾는 다

서 들어오는 일반 손님도 유치할 수 있는데 다이벼의 경우 호텔 가격

이벼들에게 숙식과 다이빙을 포함한 적절한 패키지 요금을 제공할

이 비싸서 다른 곳에 머무르길 원하면 적당한 리조트를 연결해 준다.

계획이다.

자체 강습이 기능한 교육용 수영장이 있어서 초급부터 전 단계의

김순식 대표는 중국인. 현지인들을 상대로 강사교육과 전반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렌탈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마케팅 업무를 기획하며 펀다이빙을 비롯한 다이빙 숍의 전반적인

장비를 가져가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

운영은 채민용강사가 맡아서 한다.

벙 숍 바로 앞에 전용 부두가 있어서 다이벙 보트를 타고 내리기 매

흠페이지‘ saddevil@h없unail. net

전화 070-8683-8321
R

우 편하며 다이빙 중간에 해양레포츠를 즐기연 좋다，

윤태희 강사가 숍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데 세부에 살기 시작
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잦아오는 손님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해 주기도 한다.

홈페이지 ‘ www.cafe.naver.com/dolgoraediving
전화:

070-8814-7860 ~{[Ic

신축중인 리조트 건물， 56개의 객실이 있다.

렌틸용 장비를 대랑으로
갖추고 있으며 제트스키
등 해앙레져 잠비를 여러
가지보유하고있다

넓은 다이빙센터 공간，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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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PHOTOGRAPHY

Snell ’s Window / Optical Manhole.
글/ 박종섭， 사진 / 정연규

사진을 빛의 에술이라고 한다.

니즘을 잘 알고 있는 수중촬영 7~든 그렇지

에서 곧1:l~로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

육상과 다르게 수중에서는 빛의 변화에 대

못한 초보 수중사진가든 모두에게 똑같이 한

다는 편리성은 촬영과 동시에 배울 수 있게

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수중사진기들에게 여

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불어 좋

함으로써 기술의 습득을 쉽고 빠르게 하며

러 가지 다른 이론과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은 시야에서 고래상어를 조우하게 되는 기회

이는 암실에서 촬영물을 확인하던 과거시절

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과는 그 편리함에서 비교가 되지 못한다

빛 에너지가 공기에서부터 물로 전달이 되

면 빛은 물 분자와 부유물들에 영향을 받아

이 위안이 되기도한다.

이러한 디지털 사진의 유행에 맞추어

반사， 굴절， 손실 . 확산， 색상의 변화. 대비

요즘 세상은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 디

BSAC에서는 디지털 수중촬영기술을 위한

(contrast: 이하 콘트라스트)의 감소 등을 일

지털기술 덕분에 기본적인 사진촬영을 모르

SDC(기술발전과정)를 출시했었다. 최근에

으키게 된다

는 다이버에게도 수중촬영이 별로 어려운

업데이트된 디지털수중사진 교재를 준비하

대상이 아니다. 수중에서 촬영한 후 그 자리

는 중에 조금은 생소한 ‘스넬의 칭-{SneU’ s

이런 기본적인 영향들은 이미 사진의 메커

Window)’ 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고 자
세한 설명이 펼요하여 몇몇 매체를 통하여

얻은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앞-짚

이「-이「
-A
비흐-빈

동 π내
Z

입사각

지 -매

=

고으지근

굴절율( n )

l

、
、
、

‘
동그렇게 밝은 부분을 스빌 의 장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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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공기중에서 물을 통과할 때 스빌의 법칙에 따라 굴절 현상이 발생한다

、

‘·

스델의 법칙 (Snell' s

law)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가 높은 물질이다. 수중 1미터 거리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육상의 경우 800미터 거리에서 촬영한 망원사진과 유
사한데， 둘 다 콘트라스트(Contrast)가 부족하여 푸르스름한 색상을 보
인다， 이렇게 물이라는 매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되는 빛에 대한 상

이함은 디지털 수중사진 다이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지
만상대적으로찾기 힘든생소한내용이 바로스넬의 창이라는것이다
빛은 같은 매질에서는 가장 빠른 거리를 이동하는 직진성을 7씨고
있다. 그런데 매질이 바뀌 면 직진성에 변화가 생긴다. 즉 빛이 직진하
다가 다른 매질의 물체를 만나면 반사 현상에 의해 횡겨져 나옹다. 이

런 상태에서 물체에 부딪히기 전의 빛을 입시광， 부딪힌 다음에 횡겨져
나오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한다. 이때 물체와 부딪히는 점에서 물체 면

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입사광이 법선과 이루는 각(입사각)
과 반사광이 법선과 이루는 각(반사각)은 호냉 같다.

빛이 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링겨져 나오기도 하지만 일부는물체를 통
과하면서 경계 면에서 굴절이 생긴다. 만약 빛이 법선과 같은 각도인 수

킹스포즈문암리조트

직으로 물을 통과한다면 굴절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은 모든 빛은 수

scubaez .com

면을통과하면서 법선에 가까운쪽으로굴절된다 굴절의 정도는물이라

감원도 고성군 죽원면 문암2 리

는 매질의 저헝에 의한 굴절훨1. 33)에 따라 기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전

빛의 굴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법칙이 스넬의 법칙이며 굴절의 정도

외:

033-633-6716

대 표 : 조옥준

휴대폰:

010-5265-3228

다이빙풀 ， 비지/보트 다이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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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PHOTOGRAPHY
트나 야지수 또는 수영장가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촬영할
때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수중에서 스넬의 창을 김안

한 사진을 찍으려면 자연광이
좋아야 할뿐만 아니라 잔잔한

수면상태를 만니야 한다 출렁

이는 수면상태에서는 빛이 들
위 두사진에 보이는 동그란 장은 스밀의 장이 아니라 어안렌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습이다.

어오는 정도가 일정책l 않기

때문에 창 밖의 어두웅을 확연
는 매질의 밀도에 의해 정해지는굴절률에 따

리들은 그늘져 보인다. 이런 원형 창이 보이

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만약 좋은 시야를 보

라다르다.

는 현상은 특별히 시야가 맑고 잔잔한 수변

인다면 어느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

상태를 가진 바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힐수록 스넬의 원형 장을 확실히 표현할 수

빛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공기)에서 굴절
률이 큰 매질(물)로의 이동은 법선을 향하여

많은 다이벼들이 실루엣 사진을 좋아한다.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좀 더 광각의 렌즈를 가

굴절되어 진행한다 반대의 경우 즉 물에서

특히 태양을 등진 피사체와 수면 위에서 들

지고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그리고 수면을

나온 빛은 법선에서 비깥쪽으로 휘어진다

어오는 강렬한 빛을 표현히는 수중사진은 흔

통해 들어오는 빛뿐만이 아니라 수중의 어떤

다이벼가마스크를통해서 수중으로부터 들

히볼수있다.실제로이런광각사진중에는

물체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창의 외곽이

어옹 빛이 마스크 표면을 통과하여 공기 층

사진의 가운데 원형 밖의 가장 자리가 그늘

어둡게 표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

을 만나면서 굴절이 되고 이로 인해 실제 거

져 있는 사진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어안

문에 주제를 포함한 물체가 창의 가운데에

리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모든

(flsh ey'하 렌즈로 찍은 사진일수록 쉽게 확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이버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넬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중을 향해서 들어

교회나 성당에서 햇볕을 등지고 있는 성모

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오는 빛은 스넬의 법칙에 의해 굴절을 일으

마리아와 같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키면서 대략 100도의 너비를 가진 원뿔체의

주목을 하게 된다 스넬의 창이 그렇게 주제

window,

시。F를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을
스넬의 쟁없ell’ s window) 또는 광학맨홀

를 부각시키는 연출을 위해서 샘될 수 있
다 주변을 어둡게 한 원형의 챔f에서 해를

그런데 다이버가 잔잔한 열대바다와 같은

(Optical manhol마이라고 히는데 아마도 이

등진 다이벼가 유영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맑은 수중에서 머리 위의 수면을 향해 바라

런 현상은 수중의 다이버만 목격하게 되는

하늘에서 누군가 해를 등지고 강림히는 느낌

보면 시야의 가운데에 원형이 보이며 가장자

현상일 것이다. 수중으로부터 수면 밖의 보

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스넬의 창(Snell' s

Optical manhole)

하늘을 수직으로 올려다 보며 촬영하는 실루엣 사진에서 스빌의 장이 확실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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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젠아사이 QJ 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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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int for U/W Photographers at East coast.

강원도 고정군 송지

[-Park

라조트의 감정성'08， 곤포성

포 . . .,-

강산。1 접해있는 지형인 데 그 산맥이 쯤으로 그대로 이어져 있다
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산수유! 남자한터l 참 좋은데 남자한태 정말 좋은데 어떻 게 표현

20m

내 외의 직벽들로 이 루어 진 수중설악산은 하나의 단조로운

할 방법 이 없네! 라는 어느 식품회사의 광고처럼 강원도 고성군 축왕
면 오호리에 있는 송지 I-P따k 리조트의 훌륭한 포인트들을 펼자의
표현력이 부족한 탓에 사진으로 충분히 알려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매

우아쉬운심정 이 다.
펼자의 소견으로는 수중시 야가 15m이상은 되어야 이곳 포인트들
의 웅장한 모습을 한 프레임 에 담아 독지들에게 보여 줄 수 있겠다
는 생각인데 필자가 방문할 때마다 통상적인 동해안 수중시야보디
열악한 환경이어서 암초의 일부분 밖에 표현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

쉽 다.

펼자가 이곳 포인트와 처음 접한 때는 2002년 6월 모 수중잡지의
리조트 소개 원고를 쓰기 위한 취재 차 입수했을 때였는데 ， 하강하면

서 탁 트인 시야에 웅장하게 다가오는 이곳 포인트들이 필자를 매우
강렬하게 압도한 기억이 난다.

당시 멸자의 생각으로는 강원도 고성 이 라는 지역이 설악산과 금

바위에 해면등 부착샘물이 다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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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높이 솟아오른 봉우리 모습

봉우리 절벽면에 비단멍게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암반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위소에라 할 수 있는데 수중유영을 해 보면
여러 개의 봉우리와 여러 개의 계곡이 연달아 펼쳐져 한 고개 넘으면 또
한고개가나오고계곡과봉우리가끝없이 이어져 있다.

봉우리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면 그 끝이 검고 갚게 내려다 보여 머뭇
거리게 하고 계곡에서 봉우리를 올려다보면 마치 하늘 묻으로 솟은 듯
높아보인다.
)..J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어야 각종 동식물이 번성한다는

말이 있듯이 암초 곳곳에는 한대성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특히 강원

도 하고도 북쪽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어류인 삼세기와 괴도라치의 특
별한 얼굴표정을 확실하게 볼 수 있기도 하다.
또 통해안 수중사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 산호와 말미잘 군락

들이 매우 울창하여 수중사진가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형 다이버들 에
게도 충분하고 남을 ~큼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중설악산의 범위와 끝은 펼자도 알 수 없고 단지 송지

I-Pæ k
‘

리

조트에서는 그 중 수심이 적당하고 볼거리가 적절한 몇 개의 포인트만

정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방문히는 다이버들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포

인트를 수시로 바꾸어 준다.
펼자도 2002년과 2010년 몇 번의 다이빙으로 포인트들을 둘러보았

고 좋은 포인트를 갈망하는 수중사진가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듯하여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7563 1730
www.paradise-dive.net
diver_ricky@hotmail , com
Paradise Dive, SabangBeach, PuertoGaleraOriental Mindoro,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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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의 일부로서 협곡으로 이어지는 포인트마다 말

미잘 군락. 산호 군락이 잘 발달되어 원시림을 연상

케 함. 대형 어류와 문어 등이 빈출딴 포인트로서
송지

I-Park

곤포성A，

리조트의 대표적 포인트 군

B, C

수심 20~60m， 수중설악산의 일부로서 직벽으로

봉우리들 시이에 섬유세닐말미잘과 해면들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이 어지는 포인트이다. 말미잘 군락과 산호 군락은 기
추천하는 것인데， 한

본이며 붉은 멍게의 집단 서식지가 있다. 각종 해면들이 많이 관찰

가지 주의할 점은 포인

됨 . 깊은 수심과 폐그물이 주의 대상이지만 한번쯤 꼭 경험해 봐야

트 안내 에서 볼 수 있

할포인트로꼽힌다

듯이 최고수심 이 깊어

서 다이빙 가능시간이

고래바위

짧으며 시간 확인히는

1~24m 꼭지 부분이 수면에 노출된 암초로서 파도가 치면 고래가

것을 자칫 소홀하게 하

숨 쉬는 것 처럼 물거품을 뿜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 각 암초의 상층

면 감랍에 걸릴 위험이

과하층수심별로 다%댄f 생태를관찰할수 있음.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필요하다

호미 섬
수심

를착용한다이버들은상륙하여 여유롭게 다이빙을즐길수있는섬

...._
감정성애 A,

B, C

3 개의 포인트 모두
수심 이 약 15~40m로
바위 틈에 커다란 괴도라치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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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정도의 비 교적 얄은 지역이다. 독립된 갯바위로서 수트

이루어져 있다 수종설

이 며 봄철 다OJ=한 해조류를 촬영하기에 좋다 겨울철은 도루묵의 산
란장이 기도 하다

7~드프 A1

있으며 히층부에서는 저서생물들이 풍부하여 다OJ한 생물을 촬영을

수심 23m , 독립된 갯바위로서 수트를 착용한 다이벼들은 상륙하

할 수 있다 여름철이면 단체로 찾아오는 다이벙 팀들이 즐겨 상룩하

C그‘_

c그

여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여유흡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섬이다

여 머무르는 포인트이다， fflc

상층부에는 해조류를 비롯한 다%댁f 어류와 해양생물들이 밀집되어

강원도 고성의 송지 I-Park 리조트

대표: 박정기

이성우 (KUAJCMAS강새

* 주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KBS

강릉방송국 속초사업지사，

* 전화: 0영쉰32-6526， 이 1 -9873-D963

1992년 수중사진을 시작， 한뉴국수중

*1990년， 1991 년， 1997년 3회에 걸쳐 남극 세종기지 잠수요원

사진 공모전(풍등출판새 대상 수상

호얀三

2회 등 다수 입상， 한국수중사진 촬

2C그

시설이 훌륭한 리조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이벙 포인트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다이빙을 해 본 분들이 다들 포인트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자신 있습
니다.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 여행이 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리조트 별관에 마련된 10개의 숙박시설과 주방은 실비만으로 다이버들에게 제공
되고 있으므로 다이빙을 마친 후 한숨 주무시고 출발하시거나 오시는 날도 밤에 도착하셔

서 한잠주무실 수 도 있으며 식사도 해결이 가능 합니다.
방문해 보시면 생각보다 미음이 편안한 리조트라는 것 별로 불편힘에 없는 리조트임을
경험 하시게 될 겁니다 관광 촬영 어떠한 형태의 다이빙이라도 만족 하실 수 있도록 최

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영대회때한수중협회) 종합1위 등 다

수 입상， 세계 수중사진 촬영대회(세
계수중연맹) 은상. 동상 수상， 세계
수중사진 공모전(세계수중연맹) 동
상 수상， 마린포토(일본) 푸른지구 수
중사진 공모전 입선 2회， KBS자연
다큐멘터리 “열목어 돌아오다|’ 등

수중촬영 160회， 개인전 동해안 수
중생태 사진전 (2002， 12, 04-10 강

릉시여성회관)

서울 대:kl동

강남 스쿠바 타이빙 강습의 메카

짧원l 츄환걷느흔활((앞r셀첼b
걷E츄FHFξtr Q1J뾰J훌활

영업시간
, 동절기 평일 09:00- 22:00 , 주말，

입장료및장비대여료
공휴일

09:00- 20:00

’

하절기 평일 09:00- 22:00 , 주말， 공휴일 09:00- 20:00

’

문의 :

02-561-4200 , 010-3306-9446

강사교육수시실시

. 입장료: 10， 000원(오전 · 오후 · 주말 구분없음)
탱크사용료: 10 ，000원

호홉기 ， 부력조절기: 각 7 ， 000원

· 수트:

5，000원

마스크， 오리발. 각 3 ，000원

대욕 키도주
" ....

口

。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 해암빌딩 81
전화: 02-561-4200 휴대폰: 01 0-3306-9446
홈페이지 :

www.scubadivng.co.kr
www.gn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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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셔뭔:줍:뭔7 효:關γ1γ
제 19 회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Korea Underwater Sports Show
2011. 2. 24(목) "'27( 일)， COEX 1층 Ä'"
주효1 -----------------------------------

(사)대한수중 · 핀수영협호1.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무역협회

주관--------------------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기술부 ，
수중세계 ， 해저여행 ， 풍등출판사

동시개최 ------------------ --------

201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01 1)

I흐 I그

를특 ------------------------------------

스쿠버다이빙장비 ， 수중촬영장비， 콤프레서 ，
국내외 리조트 및 교육단체 참가 ， 기타 해양스포츠 레저용품

참가신청 및 문의 -------------

홈페이지_
이메일_

hUp:ffwww.kua.or.kr
kua@kua.or.kr

전화_

02-420-4293
팩스_ 02-421-8898

禮￥ #성 대한수중 • 핀수영협호| K5pd뤘겠훨製
、.........

Korea Underwaler Asso clallon

.~ID!N~
ι‘“，. 'l!치 T넥업픽

놔없f 극믿엉월*lI뿜극스런스루~1얻입외
KSDF

Korea Sc uba Diving

4흩엠멘鍵짧멜짧짜률， 헬Lτ~，

ι"，..

Economy Horizontal

MSW-1500/1600/1700/1900 E H Series
HIGH PRESSURE BREATHING AIR SYSTEM

MSW-Econom Horizontal 시리즈는

l

운용에 필수적인 기능 중심으로

l

[ Hour Meter 1

[{.I.~~ 및 ~r.I.~~ 용기
모두 충전가능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fg 필터 수명 디지털 표시 장착

3중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g

Workin Pressure: 200BAR 300 BAR
Operation: Engine/Electric Motor 10HP"'20HP
Delive Rate: 320Umin - 640Umin
Drain: Manual
Scope of Delive
각 단 안전밸브 [ Each Stage Safety Valve 1
지동 정지 기능 Auto Stop
충전호스 [Fillin Valve 1
사용압력/오일압력 게이지 [ Gau e - Oi l!Pressure

l

적산시간기록계

iI

호흘용 공기 압축을 위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 Digital Filter Life Monitoring

l

1
l

자동드레인 장치

Auto Drain 1

9

응축물 수집 ε「치

l

[ Drain Collecting Device 1

l

[1 각단압력 게이지

Each Sta e Pressure Gau e 1

6.

1

Air Qualit : EN12021 유럽 기준 만족
U.S CGA E GRADE [미국 기준 만족-

g

l

전원 파워 표시장치 및 비상정지

[ Power 벼mp & Emer enc Stop
이동 편의 장치

1
l

[ Wheels And Handle For Easy Carrying 1
[:] 저|품 외장 케이스

l

Outer Case

탤훨휠i빼활파훌다입

【협맡월l 똥환활툰펠 IPJI
-~__

•• r.-. ...-경기도

-æ !íI.lííj.，t4~i.]lm.잉-바
.......

_

_

포천시 설운동 M번지

T)031-541-7000 F 031-542-2999

www.mslcom.com

다이빙 교육

팎|뱅 안선뚱 쑤l 헨 풍쇼현 퓨젝좋 2

Let’s Learn for More Information to More Fund and Safer Diving.
글/진신

지난 호에서는 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기기

이번 호에서는 과학적인 개념보다는 바다

추구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

위해 왜 규칙들을 지켜야 히는지에 관해 디

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딴}고 실제 다이

칙들을 알아 보기로 한다. 더불어 어떻게 활

루었다 왜 수중에서 다이빙 하는동안에 숨

빙 활동에서 안전도를증가시키고 편안함을

동하는것이 미래 지향적으로다이버로서 성

을 참으면 안되며 왜 수띤에서 머리가 잠기

기 전에 이궐라이정을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은 수압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규칙이며 깊
은 수심에 들어갈수록 디이빙시간이 감소하

는 이유‘ 안전정지를 실시히는 것과 비행기
탑승을 기다려야 하는 규칙들은 다이빙으로
인하여 체내에 질소가용해되는현상에 기인

한것들이다.

위 사홍μ들은물리， 화학， 생리학등과흐써l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다이벼
의 기분이나바다의 상황11 따라 임의대로 변

경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매우 심각한 %빼
를초래 할수있다. 곧， 어떠한경우라도지
커는 것이 안전을 증대시켜준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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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이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칙을 지려야 한다，

취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이빙인지에 대

며 어떤수심이든지 최대로머무를

해서도 알아본다.

수 있는 다이빙 시간이 정해져 있
다는 것이다 곧. 수중에서 머무를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다이빙
하라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은 공기통에
남아있는공기혐1 좌우되는 것이

처음 스쿠바 다이빙에 입문할 때 강사로부

아니라 수심에 따라 몸 안에 녹아

터 디이브 테이블에 대하여 교육을 받뱃을

드는질소량에 따라달라진다는사

것이다 수압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몸 안으

실이다

로 녹아 들어오는 질소의 양이 증가하며 수

하지만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빙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소도 더

포인트에 도착하여 다이빙을 시작

많이 녹는다는 사실과 다이빙을 마친 후 수

하기 전 다이브 테이블에 의한 최

면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체내에는 배출

대 다이빙 가능시간을 확인하는

되지 않은 질소가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같다. 무작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상승속도를 지커며

정 입수한 디음 바닥에 도착하면

수연까지 상승하여도 각각의 수심에서 머무

일단 수심을 확인하고 그 곳에서

를 수 있는 최대 허용 다이빙 시간 내에서 다

부터 유영을 시작한다. 때때로 잔

이빙을 미쳐야 감랍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압계를 확인히다가 공기량이 부족

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한 듯 하면 상승을 시작히는 스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 7바 히는

일의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중요한 사항이 바로 수심과 시 ζ에 따라 질소

물론 최근에는 다이브 컴퓨터가

가 몽 속에 녹아 드는 양이 달라진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다이빙 중에 항상 실

다이빙 기술을 항상시켜야 수중에서 생물을 보는 것도 펀해진다.

애양소년단 경북연맹 해양수련관

B않C 렁파육생모칩

|

‘
‘
‘
‘

I

오푼워터~강사교육까지 BSAC 전과정 교육
영일만， 호미꽂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샤우|실， 탈의실， 휴게실 완비. 넓은 주차장.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원잠수해양리조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대표: 최경식

전화:

314

BSAC 트레이너

054-232-9669
010-6823-4277

휴대폰

이메일:

seaonee@ hanmai 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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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교육
것과다르지않다

다이빙 계획은 원하는 수심
과 그에 따른 다이빙 시간， 그
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계획대로 다이빙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가고 싶은 다이빙 포인트의
수심이 얼마인지 . 지형이 어떻

게 이루어져 있는지‘ 물의 흐름
은 어떠한지를 미리 알고 그에
맞는 다이빙을 계획해야 한다.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포인트

라하더라도사전 정보 없이 불
쑥들어간다음수심이 너무깊
매 다이빙마다 자세한 브리핑을 통해 다이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거나조류가강하여 본인의 능

시간으로 다이브 컴퓨터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하는 상횡에서 계획을 세우는 다이버와 그렇

력으로 즐거운 다이빙을 즐기기 버겁다면 오

가능 시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 않은 다이벼는 차이가 난다

히려 위험한 상횡에 처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수심에 따른 다이빙 한계시간을 미리 예측할

어떤 다이버 그룹은 ‘무조건 앞차를 따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

와’ 라고 말하지만 어떤 다이버들은 지도를

또한 아무런 계획도 모르고 무작정 고참

론에 입각하여 수압에 따른 질소의 용해와

놓고 목적지와 이용할 도로를 결정한 다음

다이벼 뒤를 따라가는 초보 다이벼는 다이

그에 따른 다이브 테이블을 이해하지 못한

어느 지점에서 휴식을 취할 것인지를 미리

빙 히는 내내 마음이 불안 할 수 밖에 없을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

결정한다 더불어 함께 이동하다가 만약에

것이다.

는 다이브 컴퓨터를 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헤어질 경우 어떻게 연락하여 대처할 것인가

컴퓨터가 알려주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도 출발하기 전에 약속하는 것이다.

어렵다.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보자.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체 다이빙 스케줄을 매

몇 시간 운전하고 가는 길을 무작정 앞차

다이빙을 실시하기 전에는 장비를 착용하기

다이버들은 팀을 이루어 다이빙 여행을 다

를 띠라가면서 상햄l 따라 되는대로 쉬기도

앞서 다이빙 포인트에 관해 가능한 상세한

니 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어느 지역을 가는

하고 노선을 바꾸기도 하는 여정은 디이빙

정보를공유하고 어 떤 패턴으로 다이빙 할지

경우 인원이 많아 차량을 여러 대 움직여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작정 물에 뛰어드는

를 짝‘ 그리고 팀 전체가 결정하도록 하자.

브리 핑은 자세할 수록 좋다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다이브 마스터의 지휘를 받는 것 이 최선의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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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다이빙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따라 간다면 돌아올

예를 들어 예상보다 조류가 강하다거나 수온

때 조류를 거슬러외야

이 낮아 추위를 느끼는 다이벼가 생기는 경

하므로 힘이 들뿐 아

우. 시야가 좋지 않아 팀이 흩어질 경우， 짝

니라 돌아오는 중에

과 헤어질 경우， 출수 시 파도가 높아졌을 경

공기가모자라는상황

우 수면에서 보트를 기다리기 위한 내용까지

이발생할수도있다.

미리 계획하고 다이빙을 진행한다면 미음이
더욱편해질것이다.

우리나라 다이벼들

이 즐겨 찾는 지역을
떠올려 본다면 통해，

조류를알고다이빙하라

서해， 남해 대부분 지

다이빙히는 지역의 조류를 미리 알고 다이

벙 종류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

역에서 보트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다는 것은 모든 다이버들이 알고 있다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 자

다이벼 매뉴얼에서는 다이빙을 시작할 때 조

연 짱‘ 혹은 인공어초

류를거슬러간디음다이빙을미치면서 다시

이거나 작은 섬 근처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다이빙 방식이라고

를 말한다 짱이나 인

설명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조류와그에

공어초는 그 범위가

따른다이빙 방식은다이빙을실시하는방법

넓지 않아서 조류에

에따라달라져야한다

휩쓸리면 포인트와멸

세계적으로 스포츠다이빙을 발전시킨 나
라는 미국이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이 그

어지게 되고 수심도
깊어질 수 있다

중심에 있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차터

그렇기 때문에 조류

보트라고 히는 커다란 다이빙 선박을 티고

를 따라 가거나 거스

바다로 나간 다음 포인트에 앵커를 내리고

르면서 다이빙을 실시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실시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하강줄을 이용하면 편하다

다이버들은 보트에서 입수한 디음 다이벙

이 아니고 정확히 포인트로 입수하여 그 지

고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줄

을 마치고 스스로 보트까지 돌아오도록 되어

역을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

을 잦지 못했거나 놓친 경우라도 특별히 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수한 후 조류를 거슬

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에 하강 줄

근처에 그물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면

러 올라가면서 다이빙을 즐긴 디음 계획한

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유리하다.

보트가 수면에서 다이벼를 기다리고 있기 때

시간이 지나면 조류를 따라 보트로 돌아외야

상승힐 때도 상승 줄을 이용하면 장소를

안전하며 만약 다이빙을 시작할 때 조류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안진정지까지 미치

문에 안전정지를 위해 조류를 거스르면서 자
리를유지할펼요는없다

/

다이브 소시지는 수중에서 감압할 때나 수언에서 보트를 기다릴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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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을 즐기연 수중생물을 자세히 관칠h하게 되며 다이빙 후 촬영 한 사진을 보
면 서 또 다시 즐거운 시간이 만들어 진다

에 따라 조류가 섬을

리고 말이다 만약 귀 하고 비싼 해산물을 직

따라 흐르지 않고 외

접 사냥하여 먹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빙을

해로 빠져 나가는 곳이

배웠다고 한다면 수중사진이고 해양생물이

있을수있다 이런곳

고 더 이상길게 얘기를전개할필요가없어

은 현지 다이브 마스

진다.

터가 잘 알고 있기 때

여기서 밀F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무작정 바

하지 만 국내 다이 빙의 메카라고 불리는 제

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주며 혹 예측

다가 좋았거나 방송을 통해 본 수중의 모습

주도 서귀포 지역의 섬에 상륙하여 다이빙하

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다

이 무척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그 세계에 동

는 경우에는 상횡이 디르다 다이빙을 마친

이브 마스터를 따라 가면 편안히 출수할 수

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이빙을 배운 사

후반드시 입수장소로돌아와야히-기 때문에

있다.

람들이다 그들은 바다의 평온함과수중세상

조류의 흐름을 파의봐여 다이빙을 시작할 때

전세계 어느 곳에서 다이빙을 하든지 그

의 무한한 아릉디움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조류를 거슬러가는 것이 좋다. 특별히 문섬

지역의 다이빙 빙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류

바닷속에 들어 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끼섬 같은 경우는 섬의 북쪽이 주요 다이

의 상황을 파악한 디음 다이빙 계획을 세우

신기하고 귀하게 느껴지며 수중 생물과 함께

빙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류와 관계없이 포인

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입수할 장소만 생각

머무를 수 있는 상황만으로 기쁨을 느낄 수

트까지 가고 오기 위해 수중에 로프를 설치

히는 것보다 다이빙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지

있다.

해 놓았다. 시작할 때든 돌아올 때든 조류를

형과 조류의 흐름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단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국내 바다는

역행하는 상횡어면 로프를 잡고 목적지까지

노력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즐

열대바다에 비해 수온이 낮고 시야가 좋지

이동하면 된다.

길 수 있다.

않으며 바다가 거칠기 때문에 수중에서 원하

우리나라 다이벼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지

는 만큼 즐거움을 찾기 위해 경력을 쌓L이야

역은 거의 보트다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포

수중사진을즐겨라

한다는 것이다 열대바다는 잔잔하며 시야가

인트도 대부분 섬의 옆띤에 있어서 섬 근처

얼마 전부터 본지에서는 먹거리 다이빙을

맑아서 다이빙을 편하게 즐기는 이점이 있

얄은 곳에서 입수한 다음 조류를 따라 벽면

배척하는 스마트 다이벼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해양 생물도 색상이 화려하면서 다양해

을 타고 흘러가면서 디이빙을 실시한다. 다

다. 무차별적 먹거리 사닝떨 위해 바디를 찾

보이기 때문에 국내바다에서 다이빙하는 것

이빙을 마칠 때면 섬의 가장자리로 올라오면

는 다이빙을 지 OJ'하고 수중의 생태와 경관을

보다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서 조류도 익h하고 평평한 안전지역을 찾아

즐기는 다이버가 되자는 개념이다 하지만

하지만 다이빙 횟수가 늘어나면서 초보 시

안전김합을 마친 후 상승하면 된다. 보트는

국내 다이빙 현실에 입각해 볼 때 단 시간에

절을 벗어나띤 눈에 보이는 굉경들이 대 체로

항상 다이버를 따라오고 있으므로 어디서든

좋은 결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

상승히는 곳에 보트가 기다리고 있다 매우
안전한디이빙 방식이다
하지만 열대바다라고 하더라도 수중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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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을 즐기는 다이버가 되라고 말하

한다 옛말에 수박 겉활기라고 했던가? 바닷

기 전에 먼저 디이버 스스로 자신에게 반문

속을 누비 면서 쉽게 눈에 띄는 해양생물만

해보았으면 한다 ·왜 다이벼가 되었는가?‘·

보고 즐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지동카메라에 비해 기
계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 하우

징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당장은 카
메라만 가지고 수중에서 촬영하겠지만 추후
더 나은 작품을 위해 수중 스트로브를 연결

할 수 있는 하우징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벼블반을남겨랴
호랑이는가죽을남기고사람은이름을남
긴다는 말이 있다 또한 머물다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도 했

다 우리 다이버들이 바닷속을 구경하고 육
지로 돌아간 다음 바다의 주인인 해양생물들
은 다이버가 떠난 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평
가할것인가?

구태여 환경보호든 자연을 사링히는 것이
든 언급하지 않아도 바다는 우리 인간의 터
아름다운 해앙생물은 잡거나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는 것이 멋진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길이다

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속을 잦는 다이버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위장하고 살아가는 대다

분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적으로 장비

은 손님일 것이다 어쩌면 초대받지 않은 불

수의 생물들에 관해 알기 시작한다연 다이빙

를 갖추려면 경비가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청객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주

의 매력이 달라진다 옹낼며 눈에 보이는생

하지딴전문가처럼 장비를구입할펼요가없

인 0 1 아닌 입장에서 바닷속에흔적을남기는

물들에 관해서도 생태적인 습성을 이해하고

다. 레저를 즐기는

관찰히-기 시작한다면 수중에서 불과 몇 미터

다이버로서 본인의

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무르면서 한

즐거웅을 추구하기

번의 다이빙을 마치게 될 것이다

위해 자신의 상황과

어떻게 하면 수중생물에 관해 관심을 가질

목적에 부합할 수 있

수 있을까? 정답이 바로 수중사진에 있는 것

는 ~큼만 투자하면

이다 수중사진을 시작하면 찍고 싶은 피사

된다

체를 찾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무

현재를 살아가는

엇을 촬영할지 고민하면서 해양생물 도감이

세대는 자그마한 디

나 다른 다이버가 촬영한 사진들에 관심을

지털 카메라 하나 정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도는 가지고 있는 경

매 다이빙마다물속경치를가볍게둘러보

우가대부분이다 본

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다이버들이 수중카

인이 가지고 있는 카

메라를 가지고 들어가면 촬영하려는 피사체

메리에 맞는 저렴한

를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소한

하우정을 구입해서

움직임과습성까지 알수 있게 된다. 한가지

즐긴다면 생각하는

궁금증은 또 다른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점

것보다 큰 돈이 필요

점 해양생물에 관한 지식이 쌓여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이빙 경력을쌓아가는동안진정으로바다

만약 다이버로서 디

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다이버의 모습이 되는

지털 카메리를새롭

것이다

게 구입한다면 수중

〈긋다이버서비스〉

1.

공항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기념품을드립니다.

3. 절저한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나이트록스 탱크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템(세미드라이수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잠바무료렌탈
10 투어사진서 비스

7

트， 다이브컴퓨터， 돗수 마스크，
디지탈카메라보유)

6.

다이빙중 쓰레기를 주원오시먼

11. 라이샌스 제시하면 다이빙 g금
10% 할인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앙실습새

수중사진을 하고 싶어하지만 카메라 장비

촬영에 적합한 기종

WWWJl ooddiver.com

를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해서

을 선택하떤 된다 .

입문조차 하지 못히는 다이버가 많다 어느

수중촬영에 적합하

hnp:llcafe.naver.com/gooddiver
젠화: 064-762-7677 I 휴때롤:011-7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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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에 낙서를 하는 것은 지탄 받을 행동이며 수중에서 핀킥을 할 때도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것은 좋은 일이 이-니다. 시골 동네에 불쑥 찾

흔히 바다가 세%에서 가장 커다란 쓰레기

사항을 나열하기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많

아가서 댄트치고 뱀먹고 모닥불 피우고 밤

통이리고 비꼬아 이야기 한다 많은 사람들

지만 우리는 다이벼로서 다이버들。 1 지켜야

새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다가 지우지도 않고

이 넓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자신이 버리는

하는 규칙을 음미해 보O싸 한다 자신이 고

떠나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좋이히겠는가?

직은 쓰레기 한 점은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어찌 함부로 다룰 수

영화관11 서 영호F를 감상하듯. 오케스트라

고 바디에 전혀 영홍딸 줄 것 같지 않은 느낌

있겠는7~? 바디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바다

의 연주를 음미히듯 수중에 펼쳐지는 아름다

을 받기 때문에 배에서나 해변에서나 쉽게

에 있는 물과 모래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다

운 광경을 바라다보며 그 인에 살아가는 생

쓰레기를 버린다. 배에서 나오는 기름 섞인

치지 않게 노력하며 다이빙을만치고돌아길

물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다이빙을 즐길 수

냉각수는 물론이고 갑판을 청소하는 물도 아

때는 자신이 내뿜은 버블만이 바다에 남이

있디면 최고의 이-름디운 다이버라고 할 수

무런 여과 없이 비다로 흘려 보낸다

있도록 하자. 까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염에 관한

펼쩨댐훨짧쩔
본지는 8년 전인 2002년부터 권당 8， 000원에 판매하고 있
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인상 이유

가 있었지만 다이빙계의 어려운 형편을 감요「하여 8년째 인
~하지 않고 버터왔습니다. 하지만 원가상승의 폭이 높아져

부득이 2011 년 1/2월호부터는 가격을 12， 000원으로 인~하
게 되었습니다. 금년 1 월 1 일부터 인상 가격이 적용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인상전정기구독료

1년 : 43 ， 000원 2 년: 80 ， 000원
인상후정 기구독료

1년: 60 ， 000원 2 년 : 108 ， 000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때 샘물들도 펀요때 한다

-152-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t>ive in ara4;te
i>>åDI

Seaworld Dive Center Boracay
전화번호:

070-8258-3033
홈페이지 : www.seaworld-boracay.co.kr 보라카이 : 63-36-288-3033
@강사양성 특별과정 (필리핀 보라카이)
. 2 개월 과정 (오푼워터 다이버 소지자가 강사까지)

. 6개월 과정 (완전 초보에서 강사까지)

•비

•비

용

590 만원

• 포함내역 :2개월 숙식 다이빙(다이빙 100:호| 보장)
어드밴스드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언수 가능

@2011 년도

용 640 만원
• 포함내역 :2개월 숙식 다이빙(다이빙 200:회 보장)
오푼워터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IDC(lnstructor Development Course) & I. E(l nstructor Examination) 일정

IDC

일자

2011 .01.19 rv
2011.03 .08 rv
2011 .05.21 rv
2011.07 .12 rv
2011.08.22 rv
2011.10 .2 0 rv

IDC

장소

보라카이

01.28
03 .17
05.30
07 .21
08 .3 1
10 .29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IE

일자

2011.01.29 rv
2011.03.19 rv
2011.06.01 rv
2011 .07.22 rv
2011.09.02 rv
2011.10.31 rv

IE

01.30
03.19
06.02
07.23
09.03
11.01

장소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Seawor ld Dive Center Cebu
씨뭘토 q이브센뢰 세부 지첩 오픈

세부 막탄섬어l 위치한 펀 다이빙， 교육 전문 다이·빙 삽
전화번호:

070-7594-0033
훌퍼l 이지: www.cebuseaworld.com 현지 휴대폰: 0939-449-9825
. PA 미

Openwater

에서 강사까지 PA 미 전 과정 교육 실시

• 막탄섬 해변가 숙식이 모두 가능한 고급 리조트 내에 위치 (공항에서 15분 거리)
•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 보홀， 발리카삭 다이빙 투어 진행
• 저렴한 가격으로 끼 영어 연수 가능

Are You

Ready~

Pracfical dive training thaf makes sense for real peopl닫
by the leading innovafors of diving educafiori
from entry level to technical programs.
Contact us for a dive i nstructor near you

글/ 정혜경/NAU I

Nitrox Certified

Diver/10년 경력

미 플로리다주 경찰국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http://usadiveclub.com
한국인 과학자 이상기 박사 인터뷰

이상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서 펄f보는 NOAA

를빼뺨협 훌훌럽4J붉를{ 뭔F t.F J월쁨 m 톨I

‘.

‘t

.. ‘

I

NOAA-Surface of the Sun to the Depths of the Ocean Floor.

미국 해양'1 상연구소 부연구원 이상'1 박사
‘’성실함은 인생의 기본이다 " 이상기 박사의 컴퓨터에 붙

여져 있는 한국어 문구이다마이애미에서 알록달록 고층 빌딩숲을 지나면 관광지로 유
명한 키 비스케인 다리를 만난다. 이 다리는 마이애미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건너보는 다리이다. 이상기 박사의 연구실은
이 다리를 지나서 만나는 키 비스케인 섬에 있다 마이애미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처럼 보이는 곳에 있다. 이상기 박

사는 현재 미국 해앙 기상정 ( 노아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 nistration)에서 과학자로
열대해앙기압 역동관계， 대서앙 기후변동， 대서앙 온뇨f해류현
이상기 박사가 근무하는 노아의 대서앙 해앙 기후 연구소.

상 등을 (Atlantic Warm Pool) 연구
하는과학자이다.

바다와 관련하여 떼 놀을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Of에
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
이상기 박사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
났다

이상기박사

연규소 건물이
27 세의

나이에

, ... 바사하워르
, .,

미묵에서

바아느데

어링꺼l

해양학을 전공늄패l 되었는지?

TV 드라마 ‘Prison

학을선택하였디

학부과정을 마친

원래는 우주 천문흐써l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조경철 박사님이 계

후미국에박사과

셨던 경희대 천문학과를 지원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버님이 인하

정을공부하러왔는

대에 계신 관계로 수업료 혜택이 있어서 아버님께서 대학 지원 원서

데 병역문제 때문에

를 직접 작성하셨다. 우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인하대에 있는 항공공

30세 이전에 지원

학과도 생ζL해보았으나 비행기를 만드는 공학은 관심이 없어서 해양

해야만 했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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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에서 감옥으로 둔갑한장연

노아 건너편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 해g펙과 연구소，

사실 우리나라 이전에는 일본이 조선엽을 장악

했다 일본이전에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이센 배

를 안 만든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는 계속 위기
의식을 느끼띤서 미래의 사업분이:를 연구한다
노아(NOAA)는
지구의 71%는 비-다이며 지구 전체 수량의

97%

는 바닷물이다. 바다의 95%는 아직도 사람의 손
이 미치지 않고 있는 미개척지이다. 바다에는 지
구 전생물의 약 50%가 생존하고 있다 약 200왜
단백질이 비-다에서 공급되며 인류에게 펼요한 단

백질의 5%는 바다에서 공급된다
미국 내의 6분의 1은 해양과 연관되는 직업이리
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민 총생산의 3분의 l은 바

다와 관련되어 있다. 바다는 운송과 레저 활동에

허리케인이 육지에 상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상기 박사

기여하며 질병을 고지는 많은 자원도 제공한다
노아는해양과기후를연구히는단체이다 노아는
1807년 미국해안 측량기관에서 시작된 연구소로
미국 최초의 물리과학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
다. 쉽게 말해 정부가 운영하는 해양과 기상 관계
연구 대규모 복합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노아는 미국 상무성 소속단체
노아는 1970년도에 미국 상무성 산하가 되었

다. 과학과 환경분야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
허리케인 안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는 원격조종 모형 비행기와 작은 풍선.

이디. 노아의 2011 년도 예산은 약 6조원

($5.6

찍 박사학위를 받은 편인데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병역특례로

Bi山 on)이다. 노아의 연구는 한미디로 태양의 표면부터 갚은 바다 최

삼성중공업에서 과장으로 약 6년간 근무했다 그 후 2002년에는 미

저 층끼-지 아주 광대하다，

국으로 포스트 닥(Post-Doc. 박사후 연구원웬) 연구원 자격으로 왔다다현재는 노아 소속 대서양 해양기후 관측소

(Atlantic

Oαce
잃
anog
망ra
때
ph
바
üc&M
1디
뻐et때
∞
e
01α띠
1"0
미이
'010
명맹
gica
떼11벼.Æl.boαra
따tolηψγψ)에어에l써서 부연구원으로
근무하고있다

노아는 날씨정보보. 폭풍과 허리케인 경보보‘ 수산업 기후 정보보. 연안
해안복구계획획’ 해양산업 등에 기여한다다. 또한측지학학. 도량학학! 지질

학， 해양학， 기상학， 기후학， 해양생물학， 해양생태학 등을 연구한다
노아의 과학과 기술 혁신은 경제와 환경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
고 있다 노아에서 제공되는 해양 정보는 바다에서의 생명 안전에 도

해양학 전공 학생이 어떻게 삼성중공업에서 곤무?

움이 된다 허리케인 예측 경보 등은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큰 공헌

삼성중공업에는 병역특례로 근무했다 해양연구팀 조선해양연구

을 하고 있다 기상 변화로 인한 사고 방지를 예방하므로 이는 경제

소에서 6 년간 근무했다. 나의 전공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다%댄f

적 손실을 막는 결괴를 가져다 준다

일을 하였다 예를 들어 유전개발연구. 에어컨 파이프설치디자인 연

구(이것도 기후와 관련된다) ， LNG파이프 디자인 연구， 유전플랫폼

디자인. 파도관계연구 등 다%h한 일을 하였다

노아 부속 미국 ']상 정보 센터와 현재 국회상정 중인

미국 ']후 정보 센터 NatîonaJ Weather Servîce

내가 근무할 당시에 삼성에서는 중국에 조선소를 설립하고 있었

Center and NatîonaJ CJî mate Servîce Center

다. 그 당시 소장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중

기상과 기후는 차이가 있다. 기상은 날씨 등의 단기적 의미이지만

국이 조선소를 가져갈 댄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T

기후는 장기적 예보를 의미한다. 노이라고 하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배 만드는 커다란 도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오늘 우산이 필요할까? 라는 정보를 얻는 날씨 예보와 허리케인 정보

짜기도 했다 ..도크에서 양식을 하자 예를 들어 넙치를 양식하면 어

만을 생각한다. 날씨 예보에는 폭풍. 회오리 비람‘ 허리케인. 홍수， 폭

떨까? 실제로 넙치가격을 조사하여 수익성을 타진하던 기억도 있다.

염 더위‘ 화재 위협， 쓰나미! 태양광열 (301ar Hares)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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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부속 미국 기상정보센터는 기싱벼l보를 한다. 하지만 현재 설
립중인 미국 기후 정보센터는 기후를 전문적으로 연구히는 단체이
다 기후는 예를 들어서 짧게는 3개월 4개월 후에 일어날 현상과 그

여파를 연구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22세기가
시작되는 2100년도 경에 어떤 변회를 가져올끼를 연구하는 것이다.
노아에서는 과거 20-30년의 데이터와 인공위성 등에서 보내오는
이미지 등의 엄청난데이터 자료를통해 시율레이션을한다. 이 자료

들은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토대가 된다.
몇 년 전 노벨 평회장을 받은 앨 고어 부통령 때문에 관심이 늘어
난 지구온난화 현상연구는 기후 정보센터의 연구추진분야이며 많은
과학지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분야이다
위성으로 부터 정보를 받는 위성 안테나.

인공위성과 정보 저i 공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

인터넷 웹사이트 (h야p:/ /www.noaa.org) 에는 인공위성에서 보내

이 부속 단체는 인공위성 관리와 날씨 예상에 관련된 과거의 기후

는 자료들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자료를 보존‘ 관리하며 연구하는 단체이다. 미국 텔레비전에서 보도

되는 날씨 예보 사진들은 노이의 인공위성이 보내는 데이더들이다

날씨예보와 기술혁신

노이의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지구를 모니터하떤서 해안의 바닷물

과거에는 기압계， 옹도계， 수압계， 풍력계， 우량계를 이용하여 날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히는데 이는 열대폭풍이나 허리케인 등에서

씨를 예측히였다. 요즘은 계기풍선 (instrumented ball∞띠， 레이

발생되는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도웅을 준다

더‘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와 이미지 자료들이 날씨예

노아에는 두 종류의 인공위성이 있다. 서반구 대기 약 3만 6천 킬

보에 중요 역할을 한다 종합자료는 컴퓨터를 통해 분석 예측된다

로미터 상공에 떠 있는 정지궤도위성과 약 900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 제공된 기상이나 기후예보는 방송국이나 인터

극궤도위성이다 극궤도위성은 지구를 돌면서 전 세계의 이미지 정

넷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기상자료들의 필요성은 현재나 100년

보를 보낸다 인공위성은 끊임없이 장기 정보 일주일 정보 매일 하

전이나 비슷하디.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라면 정밀정보가 정보이

루 24시간의 정보를 노이에 보낸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서양과 태평

용지들에게 이전되는 속도이다. 이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

양 등의 열대폭풍과 회오리비-람 (Tornado)등의 자료 연구에 큰 도움

고 있다

이되고있다.

인공위성은 바다에서 조난된 경우1
비행기의 긴급 상황， 또한 산간벽지 등
의

위급상황을

(Emergency

이머전시비콘

Beacon)을 이용하여 비

상 신호를 보내며 인명구조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또한 노아의 인공위성은
미국 내에서 위치추적기 (GPS) 관리에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세 대

인 공 위 성

(Geostationary

GOES-R

Operational

Envi.ronmen taJ Satellite R)
와 미국항공우주국

Aeronautics
Administration)

은 노아

(NASA: National
and

Space

이 공동 개발하는 인

공위성으로 2015년 발사를 예정을 하
고 있다 이 GOES-R 인공위성은 현재
보다 더 섬세한 이미지 자료를 더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 위성이다 노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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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세너디 (Csanady) 박사와 할께

원생활을 했고 지금은부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자료와 산호초 정보

연구원으로있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이미지 자료는구름의 양 해수온도. 염분도

나는호댁에서 생활하

등이 포함한다 해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해수의 유동현상이

는동안싫었던 것이 맹목

다 해수온도와 염분도 연관이 있다. 태평양의 물은 대서양의 물보다

적인 단체생활이었다. 예

훨씬더짜다.

를 들어 동문회 체육대회

인공위성의 정보자료는 산호초 적조같은 해로운 해조류 번식

에서 하기 싫은 발 야구를

(Hannful algal bloom). 화재‘ 화산재 등을 관측히는데도 도움을 준

꼭 해야만 히는 경우이다.

다. 생태학 연구학자들은 옛날의 산호초에서 과거에 있었던 온난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고

현상과추위현상등의 기후변화과정은알아낼 수도 있다 이들은또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한 산호초를 보면서 생물의 변회를 찾아내기도 한다.

것을 해도 그냥 인정한다.

열대해양기후연구는산호초의 변화로도알이낸다 산호초는바다

,

~‘ ’“-’‘_.... ‘%‘....._‘.. _ ..“·
용 ~QM ~ç~ç~rsh

"';)n

해양학 계통에서는 한

의 얄은부분에서 생성하므로태양과밀접한관계가있기 때문이다

국과 미국의 학문수준 차

그래서 적도의 산호초를 보면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 이울러 식물

이가 많다. 호댁은 일단 보

의 씨앗연구와 바디근처 육지에서 자라는 나무의 나이태를 보면서

조와 지원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호댁에서 공부할

도 기후변화‘ 온도. 강수량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시질. 아프리카의

때는 항상 궁금증이었다. 강의를 들어도 해탑을 얻지 못했다 개념이

사하라사막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과거에 초록이 무성한 대평원 초

없이 피상적인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다. 호댁에서 공부하면서 답변

원이었다

을 못 짖뱃던 것을 미국에 온후 첫 강의 시간에 해답을 얻으면서 너

노O 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무행복했다.

노야 근무 동'1 그리고 한국 해양학에 대한 견해
마이애미는 포스트 닥터 과정으로 왔다 그 과정이 끝난 후 조연구

미국교육체제는 석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코스과정
(Co mse Work)을 꿀내야 한다 묘스과정을 못 끝내띤 학위를 받지

태쿄너궐 다이버/강사 천운 교육 질시
반명규 TDI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반스 테
크니컬 다이빙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테크니컬 다이벼들을 배출해낸 국

내에서 가장 활동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센터입니다. 교육을 받고 함께 활동

할 테크니컬 다이버들을 환영합니다.

*‘’;

테크니컬 다이빙 강습 및 강사 교육 과정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

ft 감압절차과정
'#ERD 과정
*트라이믹스과정
필리핀과 국내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강습이

가능합니다.

반스테크니컬 다이빙 아카데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2동 730번지 우인아크리움빌 1 차 323호
전화:

031-929-5800 팩스: 031-929-5802 휴대폰: 010-3105-0556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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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따라서 연구를 하기 전에 코스과정을 하면서 기본과정을 쌓
는 게 필수이다.

가 사라졌고 육지에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매년 4월경에 노아에서는 그 해에 몇 개 정도의 허리케인이

이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시스템은 일단 시작하면 끝이다 어떻게

올 것인가를 발표한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생각하면 시상누각 일 수도 있다. 한국친구들의 경우 열심히 하지만

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 상륙 허리케인 수는 따로 발표하지

국제학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경험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않는다

서 안타깝다. 미래 를 위해서는 한택에서 학위를 받은 혁자들이 외국

나의 논문은 육지 상륙 허리케인 수를 예측히는 연구논문이디- 대

에 나가서 포스트 닥 과정을 거치고 아울러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의

서양 온난 해류(월풀 WarmP∞1) 자체는 자료를 통해 예측이 가능

젊은 교수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폭넓은 경험은 전달해야 된다고 생

하다. 허리케인은 대서양 원풀의 온도가 섭씨 28도 정도일 때 생긴

각한다.

다. 섭씨 26도 이하에서는 원풀이 절 대로 생기지 않는다， 섭씨 26도

중국의 경우 요즘 미국에서 공부한 연구원들에게 집과 비싼 연구

이상의 웹풀이 되면 비-다 위에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앓L아지고 비-다

료를 주면서 대량으로 스카우트한다 중국에서 나오는 수준 높은 논

의 기압이 갑자기 확 높아지면서 허리케인이 형성된다 원풀 자료를

문들도 많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기후관계연구는 중국 사람들이 리

모이 종합 분석된 자료는 육지 상륙 허리케인 수를 예측히는데 도움

더 격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파워는 대단하다‘ 중국이 선두주자기-

이 될 것이다.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보통 매년 12월 경에는 디음 해 8월 경의 웹풀을 예측할 수
있고 3-4 월경에는 원풀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육

그래 여구 노무득
L'
\... \!. C

지 상륙 허리케인 수를 예측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허리케인 관련인

얼마 전 저명한 학술지 중의 하나인 EOS(이오스 새벽의 여신 이

들의 이해를높이며 허리케인 대비책에 큰도웅이 될 것이다.

름)의 표지에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EOS 혁솔지는 미국에서 유명

한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다

대서양 바다 속의 해류벨트 (컨베이어 벨트)

이 논문은 대서양 허리케인과 멕시묘 중미 서쪽 북태평양의 허리

요즘의 주요 관심 주제는 대서양 비-다 속의 컨베이어 벨트이다 해

케인 역동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대서양에 허리케인이 많은 해는 상

%택자들이 말히는 컨베이어 벨트는 약 60-70년 주기로 대서양 바

대적으로 멕시코 서쪽북태평양에서 발생히는 허리케인이 적은 역동

다 밑에서 남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해류벨트이다. 이 분

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 연구는 매 6시간 마다 비람의 속도를

。1는 현재 연구 지원비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 분야이다

재어서 얻어낸 자료를 합산하여 모델링을 한 후 얻은 결과이다.

현재 추진 중인 논문의 주제는 “육지 상륙 허리케인

Falling Hmricane)"

이 컨베이어벨트는 기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컨

(Land

베이어 벨트에 대한메커니즘은이무도모른다. 어떤학자들은대기

이다 사실상 2010년은 허리케인이 아주 많았

기압과 관계가 있다고도 하지만 나는 해류옹도조정과 관계가 있지

딘 해였지만 일반인들은 허리케인이 적었던 해라고 생각한다. 왜냐
띤 2010년도의 있었던 허리케인은 대부분 대서양 바다에서만 돌다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만약의 경우 이 벨트가 끊어지면 부분적으로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적으로 미-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 년에 개몽되었던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
에서는 이 컨베이어 벨트의

마비현상으로 생기는 기후변
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갑
작스럽게 지구가 빙하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한 기후

학자가 뉴욕에 있는 아들을
구하러 가는 과정을 영화화
한것이다，

참치 산란지와 지구 온

난화관계 연구
이상기 박사와 아들 윤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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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열군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는 친구.

또 하나의 재미난 논문은

양양

다이빙의

명소

• 나이트록스 다이벙 지원
2009년 푸에르토 리코에서 개최된 학회 참가후 단체사진

잠치 (Blue

ün 돼na)

산란에 대한 연구이다. 참치는 산란기가 되면 바

닷물의 온도가 섭씨 24도에서 27도 정도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바닷물
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된다 산란하기 적당온도가 유

지되는 곳은 세계에서 두 군데이며 지중해와 멕시코만 북쪽이다.
나의 연구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멕시묘만의 바닷물 옹도가

2100년도 경에 약 섭씨 2도 정도 올라갈 경우 멕시코 만에 산란장소가

• 인공어초，자연짱보트다이 빙 안내
• 열기리，벨간찜，형제바위 ， 대포여，
숫바위포인트

·각종편의시설완바

• 연회원모집 나이 트록스 상시 제공 혜택

• 수중사진 촬영 및 가이드 제공

없어진다는 것과 연관되어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연구는 기후학
으로 모델링을 통해 21세기 중반 해인 2050년 22세기가 시작되는
2100년 등의 먼 미래의 예측을 연구하는공부이다

스쿠바 다이빙 경험이 없는 이상' 1 박사의 취미
스쿠바 다이빙은 못한다 공부히는 것이 취미이며 직업이다 굳이

공부를 빼라면 검퓨터 게임이 취미이다 특히 심딱지 컴퓨터 게임을
즐낀다. 조조가 되어 작전을짜서 중국을통일하는게임인데 아주흥
미롭다.
우리 아들 윤열이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도 회사일
후에는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주로 집에서의 생
활을즐기는편이다

한국의 젊은이들 진로결정에 해양학을 권하고 싶은지?
사실 고3 때까지도 진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댁
은 일종의 지구학{Earth Scien않) 이다 해%벡만 공부히는 것이 아니

라 많은 학문이 연관되어있다. 예를 들어 지상학， 대지학， 기후학， 지질
학은 해%댄1과 서로 상관되어있는 학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해 OJ=학은 한계가 있다 요즘 추세는 해 OJ=학만 따로

공부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OJ=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해%댁
이 지구환경과흐f(Earth System Science) 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해 OJ=학은 경제적으로 큰 소득이 보장되는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바다 속 유전탐험등과 관계되는 해양지질과 연결된 공부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은 학문일 수도 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 하고싶은일을히는것은행운이라고생각한다. 만

대표 : 강동원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전화 .

033 - 671-0158
팩스 : 033-671-0159
휴대폰 : 011-717-2982
홈E페이지 : www.dive- 1.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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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쿠바다이빙축제

강사양성교육

테크니컬다이빙

나이트록스다이빙

DAN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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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순
잠수교실 희복사

H . P 011-561-6324

오기현

윤원규

(티 rsl 미ds

& CPR Trainer)
H . P 016-750-8909

고창답블루

H.P

이 1 -656-7988

!펙λ}률 만드는 λ}람좋훌

500 11 시교육 파생은 ...
• 단지 스쿠바다이빙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이 아닙
니다. 전문교육자를 양성하는 코스입니다.

• 당신으| 가장 소중한 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
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합격， 불합격보다는 알찬 교육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 우리 환경에 맞는 가장 효벅적인 교육
을실시합니다.

*

SDD 는 죄교룰 찌땅야는 씬문윈들의 스햄t감민냉 파육딘쩨 입님닫~*-

*수중 사진/비디오 영상 교육 및 해외 친목 다이빙

*SDD 강사 트레이너 워크삽 개최
2011 년 1 월 21 일부터 26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워크삽을

2011 년 3월 16일(수)부터 21 일(월)까지 태국 시밀란 에서

(Instructor Trainer

‘2이 1

Workshop)을 개최합니다

이번 트레

SDD

신년 해외 친목 다이빙투어 n 를 실시합니다.

이너 워크삽은 수준 높은 트레이너를 앙성함으로써 강사양성

시밀란은 태국 푸켓의 북쪽에 위치한 군도로써， 매년 12월부

과정의 질적인 향상과 활발한 강사 앙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터 3 월까지만 다이빙이 가능하며 고래상어， 만타레이 등을

SDD의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앙성과정 (ITC)을 개최할 수 있

경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는 수중 사

으며， 다이빙 지식， 기술은 물론 교수법 개발에 힘쓰고 다이

진 및 비디오 촬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예로운 엠버쉽 레벨입

수중 사진과 수중 비디오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엠버와 회원

LI 다

들은 체계적인 수중사진 및 영상촬영과 편집에 관한 기술을

장소:

SDD

습득할 좋은 기회이며 초보자를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이

사무국

참가자격 ’ 활동성

SDD Staff INSTRUCTOR
문의사항: SDD 사무국 (031)708-6967

론과 실습을 통해 알려 드리고자 함이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DD International
Tel: (031)708-6967

http:ν'www. SDD l. org

E-mail: hq@Sdd i. org

독자코너

1 Love Diver, Bohol Tour.
글/정현민， 사진/정헌민， 박세진

아이러브다이버 스킨스쿠바 프로

센터는 인간중심의 하트경영과 창조

중심의 브레인경영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고품격 다이

빙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적‘ 공간
적 ， 경제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건
전한 여가선용과 친목도모와 더불어
글로벌 국기공익 그린 다이벼를 추

구하는것을목표로가지고있다
마음 따뜻한 다이버들의 모임 아

이러브디이버 스킨스쿠바 프로센터
대표인 필자 정현민과 박세진 책임강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해맞이 다이빙 투어에 참가한 회원들과 현지인들.

아이러브다이버 스킨스쿠바 프로센터 (www. ilovcliver.com)를 짐

시를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대한민국을알리는뭇있는해맞이 디이빙 축제를개최하였다

시 소개하자면 호남지역 중심으로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사랑하는 가

2010년 12월 29 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4박 6일 동안 보홀 해

슴 따뜻한 사람들의 활동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본점을 시작으

맞이 다이빙 축제 이야기를 비롯한 아이러브다이버 스킨스쿠바 센터

로 여수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사람들의 다이빙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보훌가는길
3년 전부터 해마다 새해 다이빙을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
고 원정디이빙 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l월 1일에는 필리펀 사방
마부하이 리조트에서 녹색환경 그린다이버 활동을 알리는 해맞이 다
이빙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이번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한 해맞이 다이벙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과 여수세계
박람회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큰 꿈을 가지고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향하게된다‘
언제나 그렇지만 다이빙 리더가 팀원을 이꿀고 원정투어를 간다
는 것은 다른 국내 투어보다 부담이 클 것이다 필자 역시 해외 원정
수중에서 프랜카드를 들고 기넘 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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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를 진행하다보면 설렘과 기대보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

Irrru년 국1빠격 잠수기능싸 씨혈안빼
@ 효H국t!법인력공단에서는 2010 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전
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등급
검정시행일정

잠수기능사

1. 띨기원서접수
인터넷접수
2 필기시험
3 필기시험합격(예정)자 발표

3.5"'3.11
9.3"'9.9
3.28(11 :00) 10.3(11:00)

저12회

4.

제5회

4.9

10.15

4.12"'4.15

10.18"'10.21

5.15"'5.28
6.18

11.20"'12.3
12.24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인터넷접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5

실 71(연접)시험

6.

합격자발표

필리핀의 최대 페스트푸드점 졸리비.
필기시험접수비

진다.

실기시험접수비

광주에서 약 4시간정도를 달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8시 30분 출발

하여 마닐라로 가는 필리핀 항공의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마치고 언
제나 그랬듯 면세점에서 쇼핑으로 아이러브다이벼 가족회원들은 분주

합격자등록비

잠수생기사

잠수기능사

18 ,000
42 ,800

11 ,000
37 ,400

3 ， 500(재교부 3 ， 000원) 3 ， 000(재교부 3 ， 000원)

* 원서 접수 홈페이지 : www.Q-net. or.kr
* 수검일자에 맞추어 잠수기능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아래
남진수중 잠수학교로 연락바랍니다.

해진다 전날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인천공항 출국 비행기들이 지연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마닐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13:00시 쯤 마닐라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따치고 16:30분 보흘(탁
빌라란)행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짐을 잦은 후 세관검사
를 받고 현징써l 서 다시 짐을 붙이게 된다

보홀까지 여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묻내고 약 3시간의 자투리 시간

을 활용하여 식사 및 공항청사 관광을 하기로 했다. 점심식시는 필리핀
의 햄벼거 전문점 졸리비에서 햄버거와 치킨. 아이스크림으로 대신하

고 약간의 휴식을 가진 후 최종 목적지인 보흘 섬으로 출발히였다. 우
리가 이번 여정 동안 이용하는 리조트는 보흘 핑띨라오 섬에 위치한 답
블루 리조트이다 보홀에서의 다이빙 포인트 중 으뜸으로 뽑으라고 하

면당연지사발리카츠1이라고이야기할것이다. 역시 우리 팀도발리카
삭 포인트를 주 탐험 목표로 정하고 이곳에 왔다.

필자가 생각하건데 답블루 리조트가 발리카삭 섬 안에 있는 다이빙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발리카삭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리조트라고

판단된다.
드디어 리조트 도착129 일 광주에서 새벽 1시에 출벌하여 이곳 보흘

리조트까지 꼬박 21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단 장시간 이동으로 인하여

TDI/Sη| 남진수중 잠수학교에서는 수ι ! 호
sη| 강사과정과 강사교환과정을 일 ι! 합니다.
S 미강사과정의 사전조건은?

’

.,..

CPR OX or CPR 1st
다이빙 로그 100:회 이상

.,..

Diver Master

새로운 개념과 철학으로 다이빙 교육을 리드하는 T미/8미강
사가되어 다이빙 교육의 진보적인 방흥를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 첫날 다이빙 일정은 생략하고 간단한 리조트 브
리핑과 주의사항 그리고 객실 배정딴 마친 후 식사 전까지 휴식을 갖기
로했다

비교적 긴 이동시간 덕분인지 필자 역시 피로감이 몰려왔다 저녁식

사 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박 6일의 일정이 짧게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보홀에 대한 설램인지 몰라도 우리는 첫날 저녁부터 계획에 없

던 야간 시내 관광을 나갔다 보홀 시내에 위치한 BQ 쇼핑몰 구경과 작
은규모의 재래시장관광을즐기며 보홀에서의 첫밤은수많은별들과

함께저물어갔다.

자〈하mJ

口 나 T룹 홀멤깊I훌뚫t꿇S감l
TD I/SDI Instructor Trainer

노l

진l

사무실 - TEL : (063)855- 4637 FAX: 063853-4637

전북 익산시 신동 æ1Hl번지 ~10111a:m
교윤장

- TEL: 063832-0717 H.P: 019-654-0717
전북 익산시 왕궁면 발산러 산 rm::II 면570-944
~'.'4\'4\" rrlJmJ Jum](!{IJ J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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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묘너
정에서는 더욱 기대감이 밀려왔다.

2010년의 마지막 다이빙 진행되는 12월 31일， 첫 다이빙은 우리
클럽에서 새로운 다이버 탄생과 이울러 50회 다이빙을 축하해 주는
이벤트 다이빙이 계획되어 있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교육을 이수하
고 자격부여 해영:실습을 거처 다이벼로 탄생되는 주인공 김혜진님과
조선미님. 그리고 아이러브다이벼의 어드밴스드 다이벼로서 육상사

진을 담당하는 안인환님의 50회 다이빙을 축하해 주는 다이빙이 진
행되었다 수중에서 사전에 준비한 오푼워터 다이벼 기념행사와 아

울러 50회 다이빙 기념행사가 진행되어 2010년의 마지막 날은 소중

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수중의 축하파티에서 끝나지 않고 리조트로 돌아와 리조트 전 인
원과 아이러브다이버 클럽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또 다시 축하행
시를 즐기며 잎으로도 지속적인 글로벌 국가공익 그린다이벼가 될
것을 응원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2010년의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축제의 장에서 서로를 축하해 주
고응원해주며 마무리 되었으며 새로운 2011년을모두가기쁨미음

으로 맞이하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주며 기대와 설렘을 안

고 꿈나라로 헝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아이러브다이버를 비롯한
모든 다이버의 행운을 기원하며 2011년 파이팅 1 11"'

2011년새애다이빙
이 번 투어 에서 50회 다이빙을 기록한 안인환 회원

.‘자~ 드디어 2011년 이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기대와 설렘이

앞선다.1월 1일 해맞이 다이빙! 우리가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

보훌의 다이빙

나는 새해 해맞이 다이빙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2012년에 여수에서

“Hey~ 다이 빙 출발 10분전 ! ! !" 박세진 책임강사의 인솔 하에 전반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

2012

세계박람회를 성황리에 성공 개최하

적인 다이빙 진행 브리핑에 이어서 포인트 브리핑이 진행되며 이번

여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뭇을 모

일정 동안 수중 가이드를 해 줄 다이브마스터 조조(Joj이와 니콜

아 기원하는 목적으로 수중 퍼레이드와 펼리펀 지역 주민들과 함께

(Nicol)의 소개를 마치고 다이빙 선박에 탑승한다 금일 다이빙은 발

하는 해맞이 축제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뺨 1 다.

리카삭섬 일대에서 이루어진다

아이러브다이벼 클럽 운영진과 회원들은 사전에 계획된 행시순서

본격적인 다이빙 진행에 앞서 첫 다이빙은 현지 바다의 적응을 위

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대한민국의 2012년 여수세계빅밤회가 열리는

해 체크 다이빙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체크 다이빙이 진행된 지 얼마

것을 홍보하고 알리며 함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시간을 갖고 본 행

지나지 않이 갑자기 숨소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모두들 한곳을

사인 수중 퍼레이드 계획 브리 핑을 진행하였다

바라만 보고 있었다 보홀 다이빙을 환영해 주듯 거북이 한 마리가 우

브리핑에 이어서 새해 첫 해맞이 다이빙이 진행되었다 아이러브

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수중시야 20m의 열대비-디와 햇빛에 반

다이버 회원을비롯한다른여러 국가디이버들이 함께 어울려

사되는 거북이의 모습은 이곳까지 이동하띤서 쌓였던 피로를 단순간

년 여수세계빅댐회 성공개최기원을 뭇하는 다이빙 퍼레이드가 진행

에 날려버렸다.

되었으며 수중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리카삭섬 주변의 포인트는 펼리핀 지역의 다른 포인트처럼 전체
적으로 절벽 다이빙 위주로 실시하며 비교적

20m

이상의 깨끗한 시

야를확보하고 있어 다이빙하기에 매우좋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6m 크기의

2012

현수막을 20여명의 다이벼가수

중의 조류 속에서 한 동작을 취하띤서 잡고 있기에는 많은 애로사항
이 있었으나 모두들 사전계획과 홍보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과

약 두 달 전에도 이곳 보흘 섬에서 다이빙을 했었지만 그때보다 더

2012년 세계박람회 성대한 개최를 위해 끝까지 좋은 모습을 찍기 위

욱 좋은 수중시야를 나타내고 있어 나름 앞으로의 다이빙 일정 속에

해 노력했다. 함께해 준 아이러브다이벼 회원을 비롯한 여러 다이벼

서 많은볼거리를 기대해보았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에 마음 전

2달 전 보흘 디이빙에서 발리?싹 포인트의 자랑인 뻐큐다 무리

와 잭피시 무리를 보지 못하여 귀국할 때 아쉬움을 남겼기에 이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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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월 1일 해맞이 다이빙과 국제교류 축제를 끝으로 우리는 다이벙

방카보트에서 기념촬영

보홀에 서 유명한 안경원숭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보흘 섭의 안경원숭이와 초콜릿 힐 등의 관광을

우리 아이러브다이버 스킨스쿠바 센터는 앞으로도 맹복적인 다이

즐기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다이빙 투어는 일반적

빙이 아닌 스킨스쿠바를 통한 공익활동과 다이빙 산업의 건전한 정

인 투어가 아닌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행

착을 위해 글로벌 국가공익 그린다이벼로서 다OJ'한 활동을 많은 사

사 2012년 여수세계빅람회를 성황리 개최하자는 의미를 가진 행사

람들과 하고자 한다.

였기에 더욱 돗 갚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사랑히는 스킨스
쿠비- 다이빙을 통해 국제적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과 소중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많은 다이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하시길 기원합니다.

과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는 것에 갑사하며 이번 여정에 참여한 회원

들과 이울러 대한민국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미음을 전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수중 환경을 가진 곳 성산포로 모십니다.

*

*

*

일출봉을 닮아 스케일이 큰 수중 경관
감태와 연산호， 해송이 어우러진 건강한 수중 생태계
바닷가재， 해마를 볼 수 있는 곳
55I 강사 교육 실시
주말반 과정/정규과정

*

*

스쿠바라이프리조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대표: 김원국
전와: 064-782-1150 휴대폰 : 017-344-2095
www.scubali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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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참가자후기
아이러브다이버 책임강사 박세진

무섭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히기도 하고 이런 매력 을 느낄 수

보흘， 환상의 섬. 투어의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카
메라에 담았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조금씩 부족한 동영

있는 다이빙이 즐겁다. 필리핀에서의 다이빙은 신기한 생물체를 직
접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최고인 것 같다

상과 사진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또한 보홀의 이름다운 풍경들을 조

그만 카메라에 담을 수 없디는 것과 야간다이빙을 계획했으나 바다
사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남는다.

보통 펼리핀 여러 포인트에서는 국내 포인트에서 볼 수 없는 대형
어종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번 투어는 상어 . 뻐+쿠다. 잭피시 등을
원하는 만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우

아이러브다이버 안인환
우리는 오리지널 그린다이베 이번 투어에서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50회 다이빙 기념사진과 함께 개
인기록깊은수심 다이빙 40m 달성했거든요.
앞으로 100회 다이빙 달성을 위해 고고썽!

기가 없어짐)로 지주 천둥번개와 강풍이 몰아쳐 1년 동안 준비한 투
어 를 망칠끼- 우려했었다. 하지딴 다이빙하는 낮 시 ι에는 다행히 날

아이러브다이버 김혜진

씨가 도외주어 순조롭게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야 또한 잘 나

교직에 있으면서 방학동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스쿠바다이빙

와서 만족스럽게 투어를 마칠 수 있었다 끝으로 안전하게 다이빙 투

자격증 취득에 과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교육을 끝마치

어를잘마쳐준아이러브다이벼 회원분들께 정말고맙다는말을전

고난생 처음참가하는다이빙 여행이라기대와설렘과잘할수있을

하고 싶디

까?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첫 다이빙 을 마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고 강사님이 그때
아이러브다이버 살림꾼 김진영

그때 잘 지도해 주셔서 무사히 스쿠바 다이버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섬 보홀 다이빙은 가기 전부터

같습니다‘ 지도해 주신 아이러브다이벼 강사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

설렘반，기대반으로니를들댄l 만들었다 많은디어빙명소중우리
는 핑띨리-오 섬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발리키삭섬에서 디어빙 StaIt!

합니다
지구의 약 70%가 물이고 나머 지 약 30%가 육지인데 스킨스쿠바

물이 워닥 맑고 깨끗해서 걱정 없을 거라는 강사님의 말에도 나는

를 통한 수중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300/0만 경험한다는

여전히 두려웅과 걱정으로 긴장했다. 수영장에서 배운대로 서서 입

말에 1000/0 공감할 수 있는. 제 인생에 잊지 못 할 뭇 깊은 경험이었

수. 시야가 좋이-서인지 깊이 들어가도 큰 차이가 없었고 질소마취 증

습니다 앞으로 디이빙 마니아가 될 것 같네요

상도 전혀 느끼질 못했다 게이지 를 보니깐 딱

40m

물속에서는 절대 물고기들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자고 다짐하건만

아이러브다이버 김인수

색색의 예쁜 물고기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만지고 싶어진다. 새끼 니

아이러브다이벼에서 2012 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국제 행사

모들의 움직임이 작아 만지려고 하니 어미 니모가 달려든다 아무 생

를 진행하니 함께 동참하자는 정현민 대표의 말을 듣고 사랑히는 아

각 없이 했던 행동이 니모 가족을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

내와 함께 연말 시긴을 비우기로 결정하고 보람과 기대감으로 일정

답 디이빙할 때 잭피시 무리를 봤다. 그리 많지 않았지만 발리카삭

의 명물 잭피시를 봐서 좋았다. 검은빛에 잭피시가 무리를 지으니깐

에 함께하였다.

금번 행시를 기획하고 추진한 정현민 대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
하며 스킨스쿠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익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이버 각 개인의 취미에 그치
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병행
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움직임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

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
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홍보하고 조국에서 개최
되는 세계적인 행사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뭇을 모은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낌니다.
아이러브다이버 스킨스쿠바 클럽 회원들과 함께 하며 진정 가슴

따뜻한 다이버 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
디 끝으로 사링P하는 이내 이인숙 여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
이번 투어를 기넘하기 위해 만든 싸인 티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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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 다이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빔으십시오 .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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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Anni versary of Kim Eokso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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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바람이
세차서 인지 조업

김동훈강사

강영천 박사님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대

례 입상했으며 지난 2009 년에는 제주에서

구， 경북지역 다이빙계에서는 아주 큰 별이

열린 세계 수중사진 촬영대회에서 광각부문

진 것이며 보고 싶어서 왔다”는 대목을 들으

l위를 수상하면서 다음해 스페인에서 개최

면서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되는 세계대회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종

을 나가지 않고 부

누구보다 바디를 사랑했고 그 열정을 고스

두에 묶여 있는 텅

란히 바다에 바쳤던 고 김억수 강사는 특히

빈 어선과 먹이를

수중사진에 남달리 애정이 많았으며 수중활

앞으로 다이빙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찾아 무리지어 움

영 장비를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물속에

야 했고 할 수 있던 분이었다 가끔식 함께

직이는 바닷새들

들어가는 경우가 없었다. 국내 수중사진 대

다이빙을하다가쉬는시간이띤니중에 나이

만이 지키고 있는

회와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차

가 들어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면 조용한 바

한적한 울진의 자그마한 항구에 50여명의
다이버들이모였다
오늘은 일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멀리 타국
에서 세상을 떠난 고 김억수강사님의 추모식
이 있는날이다. 그를사랑했던 디이벙 모임

인 대구 태크니컬 다이빙 팀이 설치작업 및
행사준비를 맡았으며 강병현 회장， 윤태식，

이규식. 신현욱. 도현욱. 이준봉 강사와 필자
가 모여 고인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바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심연을

탐구하며 불꽃처럼 살았던 다이버 김억수를
추모하며”라는 도현욱강사의 추모사로 추모
제가 시작 되었고 행사 전 과정이 대구

MBC

김준우 감독님의 전국시대 “어느 특별한 수

중 추모식”이라는 제목으로 촬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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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낭독을 시작으로 추모제가 시작되고 있다.

합성적 상위권에 오르면서 호댁의 수중사진
수준을세계에 널리 알렸었다

*u

썩
래
ι
허

ι
「
蠻

추모저|를 위해 바닷째| 차려진 제사상.

닷가에서 거창하지 않고 소담하게 수중사진만을 즐기며 지내자고 말하

곤 했었는데 . 필지는 이 생각을 히면 또 눈이 이파온다

이어서 진행된수중추모제
수중추모비 가 설치 된 수중 포인트를 향해 필자를 비롯하여 10명의

스쿠바人을위한

강사와 다이 벼들이 함께 입수를 하였고 수면 위 에서는 고 김억수 강사
를 그리워하는 지인들이 국화꽃을 물 위로 띄우며 눈시울을 적신다.

울진군 덕신리에 위치한 큐챔초의 억수싼 포인트， 그가 생전에 애착
을 가지고 유난히 지주 찾아 다이빙을 즐기며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붙

·~엔넘f@l!ll셈딛센 I PoSIPJ뜯뭘덤I!-

인 계곡이다 그 계곡 사이에 아직 때 묻지 않은 새로운 비석하나가 보
인다 모두들 준비해 옹 국화꽃으로 비석을 두르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론 호흡기를 때고 비석에 입맞춤을 하기도 한다.

추모비에는 ·바다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심연을 탐구하며 불꽃
처럼 실냈던 다이버 고 김억수를 추모하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한자 한자 짚어 읽어나가는 모습들에서 충분히 고 김억수 강사에 대한
그리움이느껴졌다.

수중추모제가 끝나고 대구 데크니컬 다이빙 팀이 준비한 술과 음식

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대회를 나누다 보니 고 김억수 강사와의 추억
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겠으나 그와의 추억

포프라자 수중촬영장&다이빙플은

1. 스킨&스쿠바 다이버를

위한 교육징으로 뛰어난 조건을

지랑합니다.

2 대|빙 물 내부에 또「구성을 할 수 있어 CF, 드E떼
영화 등의 수중씬 출영이 가능합니다.

3. 스쿠바 A을 위한 다이빙

물 내외부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합니다

들은 우리가 실}아 있는 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며
즐거운회상의 시간을줄것이라생각한다.

(주)포프라자
수중촬영장& 다이
•위
치 . 경기 포전시 어룡동
• 대표전화 : (031)533-7111
• www.fourplaz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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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묘너

헌화하는다이버

꽃으로헌화하였다

수중에설치한추모비 .

마흔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김억수

강사님 ‘ 그가 떠나버린 울진 앞바다엔 갈매
기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라는 듯 했다

고 김억수 강사님이 생전에 지주 펼자에
게 하던 밀 “깡다구 없이” 라는 말이 껏가

에서 들라는 듯하여 눈물이 난다. 마치 오
픈워더 교육생의 마스크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이 들어오듯 주체할 수 없이 흐
른다

형님!제게이런말씀하셨죠?
나는 인간이 아니냐! 모두 잘 지내고 싶고

추모제는 대구

MBC 김준우 감독이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잘 해주고 싶다 그런데 지난 날을 되집어 보
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단속이 필

감사합니다. 딸 수현이와 데이트 오셨던 그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대구 테크니컬 다이빙

요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과는 달리 안타까운

날 밤도 끝까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팀과 대구 MBC 김준우 감독님. 씨마스코리

일들도 생기더라‘ 너를 미워히는 사람은 너

주려했던 형님께 김사드리며 영원히 당신의

아 정창호 사장님 . 강영천 박사님등 참여 해

와 더 친해질 기능성이 크다. 너는 모두 사랑

눈을 기억하겠습니다. 제자 김동훈이 약속드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지띤을 빌어 감사 밀

하고포용해라!

립니다

씀을전합니다. 야

저에게 늘 많은 것을 깨우쳐주시고 본인이

추모비 설치 및 행사준비로 고생하신 강병

못했던 것을 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늘

현 이규식 ， 신현욱， 윤태식‘ 도현욱 이준봉

뾰꺼파n파fc

。@@。얄꿇

풍등출판사홈페이지를새롭게 디자인하여 신규오픈하였습니다.
본지에 실린 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칼럼과 기사가 메뉴별로 게시판에 나누어 파일로 올려지기 때

문에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정보를 얻으설 수 있습니다. 장비업체， 교육단체， 일반 다
이빙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여 드라는 뉴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중사진 공모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며 업계 전반적인 기사를 제보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
였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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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í휘댈댐텃뿔했털결 隨R매
부산 최고의 다이빙 센 Ef! 때외 · 국내 투어 l
이지다이빙 (EZ d iving ) t: 영어로 easy( 쉽다)를 말을안 이름입니다!
이지에서는 쉽고 ! 펀안아고! 안전따거 I! 다이빔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죄고의 서비스 ! 죄 고의 포 인 트 ! 죄고 의 감사진 ! 이지다이빔으로 오세요 !

|

www.ezdiving.co .kr

* 감사혹성 프로그램

* 국내 · 때외

앙질의 전문 감사교육 육성 커리률럼!

보

* 강사지원 프로그램

포인트 : 고래륭 ， 아카시아 ， 겉바위 (근거리 보팀 5 - 10 분)
나무심 ， 영제섬 ， 외심 (먼거리 보팀 15 - 30 분)
때 외 : 몰리핀 셰부 ， 모알보일 ， 인도네시아 ， 휠라우 ...
( 투어일정 E 훌떼이지 및 정외원을 우신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소속강사특멀 어|택

전문 스떼설티 교육 프로그램 진앵
리조트 및 삽 꾼영을 워만 업무 프로그렐

* 잡수

풀장-오픈워터에서 감사교혹까지 연걸

」‘。에
"T' t:::I

* 잠수

투어 진앵 전문가이드&투어 전담

감사진앵

강사를 꿈꾸는 여러운 ! 독컵적인 강사로 거듬나세요 |

트 : 175 마럭 12 인승 쾌속섣 ， 고무보트 3 대

* 수중사힌 · 촬영 · 이멘트

전문 수중사진휠영과정-전문강사 교육
휠염 이벤트로 멋진 추억 만들기

장비 전문매당-넓끔 캉비매장 ， 캉비획

※ 2 이 0/2011 난 감사앙성표스 교혹앨모집

보， 장비전문가 먼어획득

이지다이빙 *EZ 미 VING
대표: 아상푼
이상꾼( 트 레이너)

안중윈( 트 레이너)

정여|원(실장)

정연규(수중시진)

이연의(레스큐감사)

TEL: 05 1. 405.3737
FAX: 05 1. 797 .8540
부산 영도구 풍삼풍 1035-15 이지다
이빙(리조트)

E-mail: ezdiving@ezdiving .co.kr
훌떼이지: www.ezdiving.co.kr
박정식(스메설티강사)

이민정{액산투어대요)

이언정 |국내외투어담당)

이진의(보조강사)

김경도(마스타)

강사코너

|률템醫함01볕醒햄
New Diving Life with Technical Diving.
글， 사진 /오경절

필^~는 종종 ·왜! 동굴 다이빙

고 있었던 많은 지식과 경험에 눈뜨기 시작했고 그 동안 무감압. 공

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

기. 한정된 시간과 수심에 묶여 있었던 나 자신이 어항 속의 관상어

는다

같이느껴졌다.

사실 불과 5-6 년 전까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을 허식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면서 스

해도 내 모습은 일반 다이버들

포츠 다이빙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내 느낌은 말 그대로 물

과 마찬가지로 동해안과 남해

고기가 제대로 물을 만났다는 것이었다. 원히는 깊이까지 원히는 시

안， 필리핀 등을 오가며 싱글 탱

간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나만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

크에 공기를 가득 넣고 자유롭

었기 때문이다

게 다이빙하는 것이었다 테크

그 동안 트라이믹스 재호흡기 동굴 다이빙. 난파선 다이빙 등을

니걸 디이빙은 복잡하고 불펼요

치례로 배우면서 나는 또 다른 다이빙 인생을 누리고 있다 주위 사

하며 특별한 사람들만의 세계라

람들은 마지 내가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부러워하기도

고 생각했기 때문에개 그러나

하고 때로는 테크니컬 다이빙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철부지처럼 우

수년 간의 경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

우연한 기회에 태크니컬 전문

려하기도한다

호흥기와 동굴 다이빙에 전념하여왔다

교육단체인 TDI를통하여 처음

그러나태크니컬 다이빙을즐기면서 알게 된사실은그동안니를

테크니컬 다이빙을 접한 이후 내가 가지고 있던 다이빙 관과 다이빙

구속해왔던 것은 바로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해놓은 마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음의 울타리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고 싶고 해보고 싶

오경칠.
캡틴 다이브 대표.801T미 강사트레이

너， 재호홉기 강사 EROI 강사
필자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반에 걸쳐

다이벼라면 누구나 더 깊게. 더 오래 남들이 가보지 못한. 남들이

은 것을 억제하며 어항 속에 안주하려던 관상어! 바로 나 자신이 나

해보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에

게만 허용되었던 영역을 밟아
보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막 다이빙
을 시작한 초보 다이벼들 보다
는 다이빙에 자신이 생기고 매

력을 느껄 정도의 매니아 다이
버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태
크니컬 디이빙은 바로 이런 욕
구를충족시켜주는또다른다
이빙의세계였다.
처음 접한 나이트록스 다이

빙은 나름 신선하다는 느낌이
었다. 그러나그후감압다이
빙과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배

우면서 그때까지 오랜 세월 직
업으로 다이 빙하면서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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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스쿠터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 텍 다이버들

서한꺼서 3" 1 간 01 면 추쑤함니다

~~~.

동굴다이빙을 실시하기 전에 장비 점검을 하고 있는 필자，

를 관상어라고 규정해 왔던 것이다.
이제 나는 미치 대 OJ을 휘젓고 다니는 자유로운 물고기와 같은 느낌
이다 다이빙이 좋아서 시작한 다이빙 강사! 그러나 현실 때문에 회원

들과 학생들을 위해 반복되는 다이빙을 단지 생활의 수단으로 여겨질
즈음에 또 다른 니를 위한 다이빙의 매력적인 세계에 빠져든 것이다

태크니컬 다이빙이 주는 매력 중의 하나는 바로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줄곧오푼워터 다이버 교육을받을때부터 40미터 이상
들어가지 마랴. 감양 다이빙하지 D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는다 마치 중. 고등학교 때 학교와 집

다 01 뺑 포얀트호 쩌허훈윷 보시맹
• 어 칭 도 - 서해의 져1주도로 투명한 시야와 수많은 대어들 .. .
• 십이동파 - 열두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연중 다양한 어류가 서식
·흑
•직

크고작은 난파선 다이빙 가능
도 - 5m ~ 30m까지의 다양한수싱과아기자기한암반으로 형성.
도 - 공군 폭격섬으로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한 곳. (대어들이 많음)

• 인공어초 - 수싱년된 200여개의 다양한 인공어초들0] 군산 앞바다에 산재

에서 감수성 많은 가슴에 못을 박던 수 많은 잔소리들과 같다
그러나 테크니걸 다이빙에서는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

한다. 즉. 100미터에 들어가려면 혼합기체를 사용하고 감압실린더를

준비하라. 한번에 3시간 이상 장시간 다이빙 하려면 재호흡기를 사용하
라등 범위를제한하고하지못하게하는방식이 아니라할수있는방

’ 리조트 전경

사무실 내부

비우어 옹므에서외 셰g3'

. 사워실

|닝녀염도)

화징실 (닝녀얼도).

• 연중 투어 가능하며 개해제 장소로도 최고업니다.
• 1 일 3회 다이벙 및 중식 제공
.100 여개의 새 탱크와 렌탈장비 다량 보유
.숙박및 식사가능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번지

대표

이 상현

Tel: (063) 463-8002

I Mobile: 010-9504-1994(01상현)
l

다음카페 : 돌핀스쿠바리조트

사이드 마운드 장비가 처음 선보였을 때 직접 체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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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표너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강사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 있다. 다이빙이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바다에도 상어가 있나요?

깊이 들어가면 잠수병에 걸립니까? 등 이런
질문들을받을때 여러분은어떻게 대답하는
가? 아마도 다이빙과 관련된 위험성 들은 정
확한 교육을 받고 점진적으로 경힘을 늘려 나
가면 오히려 다른 스포츠에 비해 안전하다고
말할것이다，

스포츠 다이벼들 중에는 내게 동굴 다이빙

은 위험하지 않나요? 동굴 속에는 위험한 생
물이 있나요? 공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질문
에 식상한 것 같지만 훈련과 경힘을 늘려나가
2008년 2차 멕시코 동굴다이빙 원정때.

법을알려준다.

연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똑같은 대답을

한다

물론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배우는 가는 본인의 몫이다 바로 이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동굴 다이빙을 경험한 사람이 꽤 된다. 또한

테크니컬의 본질적인 자립 성향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다. 바로 내 의

선진 각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동굴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빙을 즐기

지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이빙이 비-로

고 있다. 그러나 정식 교월 이수동{고 체계적인 상햄서 경험을 쌓

테크니컬 다이빙이었던 것이디.

아가는 다이벼들에게 사고가 니는 경우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없다.

몇 년 동안의 테크니컬 다이벙 중에서 최근 3~4 년 동인 열심히 해

지난 수십 년간 동굴 다이빙 계에서는 수많은 경우를 분석하여 매

왔던 디이빙이 동굴 다이빙이다. 동굴 다이빙의 매력이라면 빙하시

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 보여왔다 테크니걸 다

대 이전의 지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된다는 점.

마치 흑백사진과 같은 전혀 다른 느낌의 지하 세계를 방문한다는 점，

조물주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자연의 조각품들을 만난다
는점， 할로클라인. 타닌산등등물리. 화학적인 변화에 따라일반다
이빙에서 느낄 수 없는 다%댄f 현상을 만난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진지한 다이빙에서 얻는 장점은 또 다른
자신감과 가능성을 성취히는 내 자신을 발견히는 것이다. 그 동안 알

지 못했던 동굴 관련 지식과 해보지 봇했던 동굴 내에서의 이동. 부
력 . 호흡. 추진 등의 기술을 익히면서 또 다시 다이빙의 새로운 분야

로 한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느낌을 갖는다.

동굴다이빙 육상 훈련 중인 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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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마운트 장비로 다이빙하는 모습

멕시코 동굴 입구에서 팔자

멕시코 동굴

CARWASH 다이빙.

이빙의 기본 기술들인 1/3 법칙 에스(8) 드릴 등이 동굴 다이벙에서

다이빙이 좋이서 시작한 다이빙 강시들 중에는 디이빙이라는 직업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스포츠 다이빙에서 필수장비로 사용하는 부

에 꿀려 다니며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시는 사람들이 많다 경기가

력조절기 (BC) 역시 동굴 다이빙에서 개발된 장비다 이런 선각지들

좋지 않아서，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보다 낳은 미래

의 노력에 의해 이제 우리는 비밀의 지하 공간을 마음껏 즐기게 된

를 위해 등 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좋아했던 다이빙과

것이다.

는 다른 다이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펼자는 최근에 한달 동안 미국. 바하마. 멕시코 등을 전전하며 동

이제 나는 후배 강사들에게 다시 한번 떠나자고 밀하고 싶다 다이

굴다이빙에 몰입했던후배 강시를만난적이 있다 방법이야어쨌던

빙을직업으로택했던순간의 모험과도전정신을다시 힌번기억하고

자신을 위해 그만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노

새로운 분야 어려운 분이: 남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히는 분야로 향해

력에 찬시를 아끼지 않았다

나-0)-가자고， 그 것이 바로 블루오션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이다

•

‘

U

수상레저 및 어촌계 체험 어장: 해~플 채취 가능

.농개섬상룩다이빙

•

효댁의 100대 명~뻐| 포함된 사랑도 지리산 등반 가능

• 사랑도 수협 해t멸 직판， 자연산 전복， 해삼， 조개， 멍게
전국택배 발송 (문의: 사랑도해앙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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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파짜

HX5V

당사에서 매입한 촬영

장비는 제품의 수멍이
다할 때까지 능숙한 사

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을무상제공합니다.
질리온

CX550V

수중A띤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수중사전교육 I

|

수중사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꼭 찍어서 한뺑l 해결해 드립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간과 청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분들에께추천드립니다.
· 카메라는 난생 처음이지만 빨리 숙달되고 싶은 분! 주변에 자문을 구해도 답변이 부족 또는 부정확하여 언제나 정답에 목마른 분!
· 수년을 찍어도 당최 감이 잡히지 않는 지긋지긋한 수중사진! 한 방에 떼고 싶은 분 l 수중사진에 정통하고 싶은 분! 고수가 되고 싶은 분!

· 광각， 마크로 불문! 피사체 ， 상황 불문! 멸름1롤 전부를 똑 떨어지게 촬영하고 싶은 분! 촬영 전에 이 그림 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 리 알고

찍고싶은분!
· 각종 촬영대회나 공모전 등에서 상위 입상을 해보고 싶은 분!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고 싶은 분!
· 감동이 묻어나는 작품사진을 찍고 싶은 분! 모든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고 싶은 분! (필름 빛 디지털)
· 수중사진의 모든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고 싶은 분! 특히 디지럴 가메라의 촬영과 이미지면집 및 활용에 통달하고 싶으신 분! 수중사진에
대한솔직 담백토크

. 교육내 용이 광고문안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경우 교육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대충 하려는 분은 사양합니다

· 수중사진의 노하우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알맹이도 없이 푼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강의나 책들은 덮어두십시오. 쉽고， 간단하게 원
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진실력은 세월이 흐른다고 절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한 계단 올라설 수 있을 뿐입니다. 수중사진에 관한 모든 고

민과 해결은 저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마냥 즐기십시오!
· 사진을 하노라면 자신의 실력향상과 더불어 의문점은 정점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
십시오! 디지털이건 펼름이건 사진에 관한 것이라면 한 번에 풀어드립니다.

· 상세 히는 홈패 이 지를 참고바랍니다.

활스 마린포토서비스
Hwang ’ s marine photo service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이호

전화:064-713-0098 팩스: 064-713-0099
휴대폰: 011-694-0098

대표: 황윤태

IDIC (l nternational Diving Instructor Corporation) 모깨
International Di ving Instructor Corporat ion (l DIC ) 는 2000년 4월에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 아 린츠 에서 창립 된
젊은 협회로써 교육 시스템의 신선함과 조직의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프리 다이뱅 (Apno e Di ving) 과 스쿠바 다이빙
(S CUBA Diving) 전문 단체이다.
|미 C 인스트럭터 (다이빙 지도자) 들은 l 미 C 훈련 규정에 맞추어 업계 최고도의 훈련 수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미 C는 다른 협회 혹은 교육 단체의 다이벙 스포츠
가이드라인을존중한다. 뿐만 아니라 IDIC는 200 4년 TU V의 높은교육품질 기준에 합격하였으며， 다이벙 스포츠 업계
최초로 ISO 9001 : 2000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다.

IDIC 인므트력티까 되"1 1 위안 과면 (ITS / ICS : Instructor Training Seminar / Crossover)
ITS/ICS 칩't πI격 획믿
1.

다이빙 쩍압멍 (견강 민단며)

2. 민

ITS/ICS 과정
1.

우보미 미먼 (겔 잊 미믹 명 1t

2. ITS 오요 미만: 150"1 만 이잉
- 111 액 이론 며|미나 74"1 낀

18며| 이잉

- 다이빙 의익/앵리 20"1 낀
3.11 록된 디이빙 잊우 150 외 이잉

- 경의 11 법 맞 강읍 19"1 낀
- 임와 과앵 17"1 낀

(1 년 이내 6 외 이앙의 답 다이빙

- 일읍 다이빙 운련 22"1 낀

11 록 포임)

- 임와 다이빙 운련 15 미낀

- 나이 E 록(
4.1 미 C 디이브 유며비이머 목은

3.

그 이잉 등급과 이에 잉응이는

32%

5"1 만

디이빙 비 n 니(/마객|팅

- 미객|팅 윈리 멋 깨넘 10"1 낀
- 미업 계획며 짝엉 11 법 5"1 민

탁단며l 등급

- 핀핑과 다이 d 어앵 멸 nt 8"1 낀

5.CPR

파

F/A

- 다이빙 클럽 운영 11 법 5"1 낀

문련 우료등 며|울

4. 미먼 명까

믿흥명까(l A) 과정
1. 꾀동 미엄 140 문께

2. n 로며If셔널리음 명가
3. n 로 익f\t 결멍 능력 명기
4. 이론 낌의 능력 명 1t
5. 우증 강읍 능력 명 1 t
6. 우영잉 미률례이앤 명 1t
7. On~ 일슴 능력 명 1t
8. 디이빙 왈동 능력 명 1t
9. 미업 계획 능력 명끼
인 /"\E 럭터 명끼 (IA) 에 입격이면

명에로운 |미 C 므로 깅J f\ t T1t적등을
민생이껴| 될니다

l 미C 프로 강마가 이련 여|택이 임읍니다
::~ 취업 혜태 : 다이빙 스토아 ， 다이빙 리조트 및 해외 인턴쉽을 포함한 취업 기회
* 다이빙 교자재의 무료 지원 : 홈페 이 지의 Pro 서비스 전용 메뉴에서 모든 교육 자료 다운로드

IDIC 코므 디렉티 모'"
표므디렉티

코므디렉티

코므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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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010-8259-6091
Fax. 042-633-1621
E-mail.escuba@empal.com

경 북 포항시 남 구 구룡 포읍 구 룡포리

190- 35
Tel . 054-284-2840
Mobile. 010- 6626 - 2128
E-mail. joelc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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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천 박사칼럼

n견즈깐\ ~필f3환잠j 틴f
글/강영천(이 비 인후과 전문의， DAN 긴급전화 코 디 네이터，

학

SSI

강사 평가관 #34493)

제가 운영하는 다이브웹 (diveweb.co.애의 잠수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

Q&A 코너에

있는경우가있습니다

올리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

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

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조금편집

은 스쿠바다이버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수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 락을 받

전반적인 지 식 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은 경우 그대로 개제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DANSE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호K24시간) 운영

다이빙 의학 전문사이트도기웃거리고국내 다이빙 의

01 O-45C빠-91 13

학 전문가에게 지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흑 그들의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질문 · 멀미

병원으로 가셔서

잘진단받으시고본

안녕하세요. 제가 3m의 풀에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어쩌다가

질의 응답에서 압력

오른쪽귀에 이궐랴이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를막고수차례

평형을 검색해보시

세게 불띤 겨우 뚫리는 경험을 간혹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잘히

면 아마 여 러 분 이

고 있는 방법인지 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러 차례 답변 주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처음 갖는 수영장 교육 도중 한쪽

귀는괜찮은데 다른한쪽귀가안뚫려서 m도못들어 갔다고히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교육을 받F아야 하나요?

감기증상이나 비염증상도 없는 분인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것을 읽으실 수 있으

리라믿습니다
꼭 극복하시고 다

이빙을 할 수 있게
되기를기원드릴께요.

답변 :

Motion Sickness

압력평형에 대한질문은모든사람에 따라약간씩 경우의 수가달
라 끊임없이 질의가 이어 지 나 봅니 다

l 디· 마서시닙저

。L..! T 'L，!

바로 밑의 질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한가지만 반복

제 친구가 만성심부전증으로 20년째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5 년

해서 말씀 드리자면 압력평형이 가장 힘든 수심이 첫 10미터이고 그

전에 심장혈관수술을 한번 했었고 현재는 1주일에 3회 투석을 받고

중에서도 첫 3미터라고 봐도 됩니다 기체의 용적 /밀도 변화가 가장

있습니다.

크기 때문이지요

압력평형이 안 되시는 분은 다이빙을 해서는 안됩니다 심각한 상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압력평형이라는 것이 희한하게도

기회가 되어 스킨스쿠비를 해보고 싶어 히는데， 관련 담당 의사는

잠수 활동 시 전해질 및 산 염기 불균형 가능성이 높다 하여 위험하
다고 하십니다.

해부학적 . 생리학적으로 멀쩡한 분이 잘 안 되는가 하띤 묘가 비풀어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게 아니라 제한수역 풀장 낮은

지고 비중격이 활처럼 휘고 축농증이 매우 심한분이 또 압력평형에

수심에서 호흡 정도만 해보다가 얄은 수심 약 10미터 내외에서 무리

는 이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도 있디는 접입니다

가지 앉는 선에서 연습을 해보면 인될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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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 감성의 수중문화”
일단 깊은 수심으로 가기 전에 1미터 정도에서 호흡만 해보면서 건강

뉴 · 서울다t’ l댐 풀

상태를 살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보면 안될까요? 자신이 몸으로 얼
마나 무리가 가는지 느낄 수는 없을까요?

www.scubapool.com

일단 낮은 수심에서 조심해서 연습시켜볼까 히는데 정말 무리가 있
는지요?

지루한 일).J-에서 벗어나 바다속세상을 꼭 보여 주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Chronic Renal

Failure

저에게는 매우 혹독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제 자신이 신부전증(심부전으로 적으셨는데 신장(콩팔)의 기능 이상
이므로 신부전증이 옳습니다)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10년을 넘

겼습니다.

현재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분으로서는 스쿠바 다이빙 활동에 참가

히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수중태마 중심의 초각품 투하섣치

*

변리한 부대시설(반경 5m 이내)

* 놀이중섭의 기능성 장수풀(알까기외 2 종)
* 션명한 수중거울(최초시도)

‘
‘’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앙 제거)

수연/수중 면리한 안전바(바탠)설치

구

메

시 잭 뼈)

와

과

μ

리

-

야 꺼

비

하 L 따」

양 맴‘
빼

개

이런 분이 두터운 수트에 무거운 웨이트와 장비를 운반하고 메고 다

장

못히는노폐물이 쌓여가고 있는셈입니다.

면

시적으로 몸 상태가 호전되는 듯 하지만 매 시각 체내에는 빠져 나가지

시

한번씩 그것도 서너 시간씩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분은 비록 투석 후 일

사O 간

.--

첫째 . 가장중요한것이 현재의 전체적인신체상태입니다 2-3일에

이빙 활동을한다면체내에는피로물질이 더욱빨리 쌓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보다잦은투석 치료를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문제점은 탈수입니다. 투석 중인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Mares의 신뢰와 명성

은 투석 전에 물을 실컷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역시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을마시지 않고소변을잘보지 못히는상태로는체내 액체가전류
될 듯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부종 상태이지 건강한 수분이 건강

웬려흙붉1@ 마래스서폴

하게 포함되어 있는 신체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www.maresseoul.com

그런 의미로 보면 소변은 보지 못하지만 어쩌면 탈수 상태와 같은 신
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탈수는 감압병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부전증이 거의 대부분 동반히는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습니

다 경우에 따라 투석하는 환자분들의 경우 투석 후 탈수가 지나치면
혈압이 묵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

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다이벙에 장애를 주는 것은 매일반이라
고봅니다

*

*
*

‘

수도권 마래스 전문점 (Pro Shop)

마래스 랩 (AjS) 지정점

마래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함께하고 있습 니다 .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투석을 위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히는데(복부 투석을 하는 분의 경우도 복부에 상처가 남아 있기 마련입

니다) ， 투석을 위해 그 부분을 천자해야 하고 그 상처부위가 입수에 지

대표: 김영중， 01호땅

장을 줄 수 있습니대물론 방수 태이핑 등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요연동 S볍지역

만). 상처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

61-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

니다

(1호선 독신억 하안동 방항)

이런 모든 문제점을 감안하띤서도 꼭 본인과 강사님/친구분이 수중

전화:

02-892-4943 , 893-4943

세계를 경험 해 봐야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문강사님이라면 이렇게 할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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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걸로는 김합병은 고압에 저온에서 즉

불속에서 호흡을통해 질소가녹아들어가고
급격한 압력변화로 기포화 되어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면 몸 속에 녹아 들어간 질
소가 없을 댄데 추후 사우니를 하면 감업병

이 생긴다고 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어림반푼어치도없는소리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스노클링을 하고 따
뜻한(아니 아주 뜨거운)물에서 샤워힌다고

해서 감압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스쿠바 다이빙을 하고 따뭇한 물로 샤워를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무리한 프로멸의 다이

신부전증환자에게는 장비 운반 등으로 인한 육체적인 부담을 주먼 안된다

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 솔직한 의견은 어지간히 무리한 프로펼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것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적극적인 면책동의가 있을 후에나 기능한 이야기겠지

는 감업을 요히는 다이벙이라도 필수 감양만 다 해준 경우라면 띠풋

만 우선 수영장에서 앓은 슈트와 작은 양의 웨이트만을 사용하면서

한 물로 샤워를 한다고 해서 감양병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보지는

40 규빅피트 탱크로 물놀이

않습니다

하듯이 즐기는 것을 자신이 최고의 신체

상태일 때(투석히는 날 투석 후 너 뱃 시간 지난 시간부터 그 다음날
정도에)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혹. 아주 무리한 프로필의 다이빙으로 비록 증상이 없더리도 사이
런트 버블이 잔뜩 끼어 있다고 보는 상햄서 아주 뜨거운 물에 들

이때 역시 본인에게 육체적인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어가 혹은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될 정도의

그 후 수옹이나 주위에서 도와주는 인력 등을 감안해서 해양 관람

긴 시간을 보내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투석하시는 분들이 또한 심하게 불편한 것이

니다

해외 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의 다

방송된 내용은 좀 심히케 욕을 하자면 덜 떨어진 언론 쇼쟁이 들이

이빙을 권할 수 없으므로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다른 지역에 계시는

아무 생각도 없이 프로그랩을 만들어 나오는 데로 지껄여서 순진한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여기가 접근 성이나 수중 경관이나 보아서

민생에 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바람직해 보여서) 문섬 정도에서 큰섬과 새끼섬 사이 채널에서

(수심

12 미터) 체험 다이빙 정도를 고려해보겠습니다. 물론 강사님

이나짝/팀 의 적극적인 협조가우선되어야합니다.
장비운반이나 입수 및 출수 지점에서 본인에게 육체적인 부담을

주어서는안될 것입니다. 서귀포에도서연 내과등 인공신장실을운

전에 비 슷힌 주제로 글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K** 뉴스에서

“북한의 병사가 산소 탱크를 메고 내려오다가 동해오벼1 서 얼어 죽은
시체가"라고 방송을 하고 CNN에도 똑같은 자료를 주나 CNN에
서도 산소 탱크를 그대로 번역해서는 “Oxygen

Tank"

라고 방송하

는두경우를다똑똑히 들은적 있습니다.

영하는 병， 의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해서 예 gt을 해둘 수도 있

저는 오픈워터 다이벼 교육에 등록히시는 분에게 공기 탱크를 산

겠고 시간이 맞는다면 저도 직접 현지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 탱크라고 부르면 벌금을 매겁니다 코스를 진행히는 동안 아이스

친구분을 위해 마음 쓰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밝아용니다.

크림은 그 벌금으로 충분하게 먹을 수 있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다이빙을 할 수 있게 해}는 취지의 답변을 쓰는 사

저는 이런 무책임한 언론이 참 싫습니다.

람이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실제 잠수의학에서 종사하면서 이런 질
의 응답을 히는 다른 사람이 읽으면 저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제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운을 법니디.

답변: 따생따사님의 이견
지식잠수 해녀잠수， 스노클링， 잠수 등 어떤 용어라도 좋습니다
해녀잠수를 통해서 질소 축적이 없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빼녀의질k수병
kbs 에서 7월 13일에 방송한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적어봅니다.
스노클링을 하고 사우나를 하면 감밥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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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의 만성질병을 연구한 KS대 PYS 교수님이 해녀 들이 잠수병

에 걸리는 생리학적 연규L를 통해 해녀의 잠수병을 최초로 규명하였
고 국제적으로도 해녀들의 잠수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보험에서도 해녁작업에 의한 잠수병을 인정하고 보험 적
용이 가능한 정도니까요.

프로그램상의 극단적인 경우를 실제로 보

지는못했습니다. 방송을준비하면서 희귀한
케이스를 찾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

복된숨참기 잠수를통해서 잠수병이 발생할
수있다는것은알아야한다고봅니다. 저 역
시 풀장 교육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지만 그

정도로 잠수병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
각합니디.
다만， 사실의 직시라는차원에서 글을올
리니 박사님의 양해 바랍니다

재답변:사실의직시라
해녀가 존재히는 대표적인 나라. 일본과
호댁의 해녀 중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허

리， 무릎. 어깨 등에 관절통을 호소하는 분들

스노클링을 즐기는 것은 김압병과 관련이 없다.

이하도많아서%뇨국의잠수생리 의학자들이연구를했습니다.
이 분들이 해녀의 증상을 잠수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
다 보나 해녀가 짐수병에 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느라 곤혹을

치렀겠지요

띤 2분이쪽저쪽을작업하고올라옹니다.
수면에서 다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기를 반복하
다 보연 글써1 히-루에 총 잠수 시간이 1시간이 될까요?

이에 반해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시파단에서 가이드를 하는 친구

찾아낸(억지) 결론이란 것이! 수면에서 들이 쉰 l기압의 공기가 폐

들이 하루 3시간씩 일년 내내 다이빙을 하면서도 실제 고압의 농축

속에 들아 가 있는 상태로 숨 참기를 오래 하다 보면 폐 속의 공기는

공기를 고압의 수중 환경 30-40미터까지 내려가는 것을 포함해서

압축되어

공기가 되고 폐 포 속을 흐르는 모세혈관 속에는

평균 20미터 수심에서 수시간을 보내면서 수년 혹은 심지어 십 수년

여전히 l 기압의 공기가 녹아 있으니 마치 탱크 속의 농축공기를 마시

간을 다이빙 하는 가운데서도 적절한 상승 절차를 지키고 적절한 안

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고 이 것이 수 십

전 정지를 하고 적절한 수면 휴식을 취하면서 김합병을 피하고 있습

년 축적되다 보니 고압의 질소가 독아 들어가 감압병과 같은 상태를

니다.

2 기압의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요? 이
것은 재미있는 이론 정도로 지부된 정도이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

해녀의 김합병이라， 제가 보기에는 코가 웃을 노릇입니다 감랍병

증세를 보이는 해녀 분들의 연령대 55-75 세 여성분들의 관절 통증
문제와 일반 인구의 관절염 빈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시내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의료보험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도 황
당한 말씀입니다 의료보험에 해녀의 잠수
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짐수
병，.이라고 병명을 적어 올리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 받고 있는 질병 명이지 해녀의 잠수
병을인정하、는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본 질문의 내용이 해녀의 잠수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스노클링히는 사람들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째서 이 질문과
답변에 해녀의 잠수병이 나외야 하는지 이해

가되질않습니다.
해녀의 잠수병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녀

분들이 숨참기 다이빙을하는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봅니다 하루 종일 물
에 들어가셔서 수면에 떠있다가초과호흡을
서너 차례 시행한 후 물 밑으로 들어가면 길

재압챔버 모습 원래 당뇨병에 의한 괴사나 호냄 치료 이식장기 회복 등을 위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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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
다니시는 수많은 중 노년 여성들이 스노클링을 하십니까 디이빙을

따라， 챔버로 가서 기왕 온 김에 “질소 빼준다”면 서 함께 챔버로 들

하십니까? 다들 관절염으로 다리와 허리가 구부러지는 전형적인 밴

어가는 그 행위 역시 터무니 없는 아무 필요 없는 행위입니다

즈(Bends)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챔벼 치료는 원래 김합병 치료 도구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개발

제주시 서귀포시에 설치된 그리고 강릉 폴리텍 3 대흐에 설치된

된 주 목적은 감합병 치료보다는 1) 당뇨병 합병증 등에 의해 발/다리

챔버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수많은 해녀들을 보면서 저 모든 경비

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증의 치료 2) 심한 회장의 치료 3) 이식 장기의

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억울함을 저는 씻을 수 없습

회복 등 많은 적응증이 있습니다

니다.

기적적인 효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크게 도움을 보

저분들이 저 통 속에 들어 가 고압의 산소를 마시고 나와서 편인한

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챔버 치료 중 감양병 치료에 시용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것이 리조트 여기 저기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호F국에서의 챔버 사용의 적응증은 어떨 것

서 밤새 먹은술을달래기 위해 마셔대는산소와무슨차이가있을까

같습니까?해녀 90%. 김합병 5%. 기타5%.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해녀 분들이 챔버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은 위약효과(Placebo

제 로그북을 꺼내보니 바로 어제 강원도 양%뇨군 현북면 기사문리
해변 앞 조도 우측 태백산맥 포인트에서 시행한 다이빙이 저의

2130

Effect)이거나 단순한 휴식과 산소 흡입에 의한 효과 그 이상도 이하
도아니라고믿고있습니다.

번째 다이빙이었습니다 평균 30분-40분 잠수 시간이라고 생 ζν하더

따생따사님도 질소 빼러 가는 황당한 일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

라도 1500시간 가끼이를 수중에서 고압의 농축 공기 를 흡입했습니

다. 그리고 얼마든지 정확한 내용으로 획실한 근거 를 가지시고 의견

다. 가끔 급상승을 한적도 있고 가끔 안전 정지 를 못하고 올라온 적

개진 해주시기 를 환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도있습니다

그래도 지는 지금 나이까지 한 번도 감압병을 의심해서 챔버 신세
를 지지않았습니디

질문 . 감압병P 공기 액전증P

제 명확한 의견은 해녀들이 아무리 평생을 자맥질을 해도 잠수병

어느 순간부터 어깨 부분인 승모근 쪽이 뻐근해 지면서 돌덩이 하

은오지 않습니다， 단지 잠수병과너무나유사한관절염이나근육통

나가 들어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약간혹처럼 살짝튀어나와있

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해소떨을 들고 나와도 남편이 들어주

어요.

는 경우는 거의 전무할 셉니다. 그 해소탤을 가지고 바닷가에 쪼그리
고 앉아서 해ÀJ탤을 정리하고 팔고 그 고생이 주는 병일 뿐입니다.
시실의 직시라. 미치 제가 이무런 근거 없이 제 기분대로 글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신 듯한 분위기의 글입니다.

처음에 단순히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재활의과에서 한 달 정도 물
리 치료를 받뱃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구요.

책도 읽어 보고 하니 공기 색전증에 피하기종(끼 목 주위나 어깨에
생긴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흉부외과를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간 제 전문과목인 이비인후과보다 훨
씬 많은 시간을 잠수 의학 공부에 쏟고 있습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이트는 다이브웹에 올려져 있으나 제 개인 사이트입니다 저
에게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변히는 곳이고 제가 적는
모든 내용은제가책임지게 되어 있기도합니다
따생따사님의 글에 제가 민감하게 대응한 것처럼 보이실 것 같기

답변:근육통?
공기 색전은 근육에 오는 것이 아니고 피하기종은 가슴 위 목 쪽

넓게 기포가 누를 때 빠각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글써l요， 정형외과어l 가셔서 진료를 빔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근육파열이나 근육종 등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일 듯 합니다

도 합니다만 최근 이해할 수 없는 답 글들이 제가 답변하기 전에 몇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제 의견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답변도 올

라오고 히는 경우가 있어 조금은 찌증이 나 있는 상태였지 않았나 싶
기도 합니다만 이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홍F이기는 하였습니다.

저1 의견은 명확합니다 제주건 서귀포건 강릉이건， 현재 해녀들에
게 사용되고 있는 고압 산소 챔버 치료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아무
필요 없는 오히려 산소 중독의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질문 · 갚은 수심에서의 현기증
항상 감사한 미음으로 박사님의 글을 보고 있던 완전초보 다이벼

입니다 지면으로나마인사를올립니다
디이벙이 너무 좋은데 아래의 일이 있고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제
대로 알고 싶기도 하여 글을 올립니다

치료 행위입니다1. 다이빙 내용
챔버를 설치 할 때부터 해녀를 치료해주기 위한 치료 도구로 신청

일시 : 2010년 07월 03일

하고 인가 받고 설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그지

장소;경남남해

없이안타깝습니다

수옹: 14-5도

다이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친구 따라， 학생 다이버 따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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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15-20 미터

잠수시간: 30분

오푼워터 자격증 받고 개방수역에서 2회째
강사님과 연습 다이빙 중 아래의 증상이 처음
으로발생하였습니다.
증상: 그 날 따라 파도가 조금 심하여 배가

많이 흔들렸고 장비조립하고 공기통 메고 오
리발 끼고 하는 중에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
는 등의 증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수하고
조금 지나니 울렁거림이나 어지러움이 거의
없어지더군요.

그러다가조금씩 수심을낮추어 가며 중성

와우창

부력도 연습하고 주변도 구경하던 중에(입수
후 25분 정도 경과하였고 수심이

15-20 미터

사이로 기억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

〈귀의 구조〉

기 시작하여 강사님께 수신호하고 동반 상승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심 3-5미퍼에서 김합 때문에 2-3분 정도 머물렀는데 이
때 위로수면을쳐다보니 수면이 뱅뱅 돌면서 어지러웅이 가장심하
였습니다.

정기관이 예민하신분들에게서 흔히 보는증상으로보입니다
초F물이 고막을 자극하면 그 냉기가 중이를 거쳐 내이로 들어가면

서 마치 멀미하는 듯한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H 에 올라와서 구토하고 눈을 못 뜰 정도라 두 번째 다이빙은 포기

하고 눈감고 있으니 편안하였고 이후 육지에선

5-10 분 지나니

완전

초보 시절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이 돼가기 때문에 다이빙 횟수

가축적되면 많이 호전되지 않을까기대합니다 ff)<

정상상태가되었습니다
2. 다이빙 내용
l

장소 : 경남 진해 소쿠리섬 주변
수온 : 17도

수심

13-15

|

미터

집수시간: 35분

증상 보트 다이빙 후 전반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다가 입수 후

--•

…
... -.…-

-~--

일시 : 2010년 07월 17 일

톨갇클힌표헤핸원잠줄일딛룰 1원넙넨덤톨윈넙 I l'.:.연잉~띤톨양3강깅뜯필i피잉딛훌같중킥읍원 I김 원념넘.

25

분 정도 경과 후 수심 14-15미터인 해자 바닥부분에 머무를 때 이전

처럼 심하진 ?짧지만 미익헨 구토감과 어지러웅을 약간 느꼈고 출
수 후 5분 정도 속이 울렁거리는 듯 하다가 이내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픈 자격증 받기 전에 개방수역에서 2-3회 교육 다이빙 할 때는
전혀 상기 증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파도가 전혀 없는 환경이었습
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멀미로 인한 증상이라 믿고 싶은데 혹시 다른 검
사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먼 제가 지커지 못한 주의사항이나 안전사
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수심이 깊은곳에서 어지럽거나울렁거리면 어
찌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이자극?
글을 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1 차가운 물의 자극에 의한 내이증
상 2. 멀미 정도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전정기능검사‘ 를 받아보십시오， 내이의 전

씨라이프는
N~I] 강사양성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
|

성산포(일출봉)주변의 수중세계는 원시적인 바닷속을 그대로
간직하고있습니다.
동굴 아지 초대형 다금바리와 랍스타를 매 다이빙마다 볼 수
있습니다.

* 성산쏘 유일91 디이빙 리조트
* 나이트록스 데크니컬 디이빙 시스템 완비

* 모듀 교육 [1이빙 출빌!O 1 교육실 바로 앞 1 이11 요k에서 이루어집니다.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에서는 박창수 NAUl 묘스디렉터가
수시로 나우이 리더쉽 코스를 개최합니다
:--iAUIITC( 강사양서 괴정) ICC(강사교환과정 l . snVI 스템 워크숍).

\Al '1 FiN :\id 감사과정을 서울과 제주에서 수시 개최 합니다.

주소: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전화:

164- 17

064-782-1113

핸드폰: 01 0-5283-8144(박장수)

홈페이지:

www.sea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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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묘너
---냐
---

창원기업체 스쿠바 동아리

보람았는 현딸요캡

쿠|숫f 앞1<1센f 수뚱첼호f 활똥
U/W Clean Up Diving of Changwon Diving Club Network.
글/ 배 한철(포스코특수강 스쿠 바동아리 총무)

배한칠총무

창원기업체 스쿠바동아리 모임

활동을하고 있는분들도많이 있다 그중오로지 내 고장바다를살

2010년 12월 끄일 오전 9시 이곳 창원시

리기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뭇있는 분들이 모여 모임을 결성하

귀곡동 선착장은 바람이 매섭게 불어 제감

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창원시 포스코특수강(주) 스쿠

온도는 영하에 달힌다 정말 추워서 입이

비- 동호회(회장 백미수)를 주축으로 몇몇 기업체의 다이버들이 함께

돌아갈 지경이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

수종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하고 평소 바다를 함께 찾아다니던 다이빙

작년 모임을 결성한 후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은 연말연시를 맞이

동아리 회원들이 선착장 수중에 들어가기

하여 모임 취지에 어울리는 의미있는 행λ}를 실시하고자 평소에 다

위해 다이빙 장비까지 지참하고 속속 모여

이빙을 가기 위해 지주 드나들딘 이곳 선착장에서 수중정회봉사활동

을 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동호인들이 대부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들고있다.
2009년 10월에 칭원지역의 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쿠바 동

을 먹으띤서 진행히는 연말연시 회식자리를 대신해서 직장동료， 친

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였다. 창원시에

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자연. 기족과 함께 돗 있는 연말을” 이란 취

는 공단이 많아 대기업(포스코 삼성 두산

지로 실시 히는 것이었다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살을 에는 추

STX, LG

대우 등)과 중

소기업이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들 기업 내에서 스킨스쿠바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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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날씨도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들의 열정을 쩍을 수는 없었다.

三

=
--__I_'I'••I.1

I.'I'_I.~

i쿄훌훌안내

I.T.C.

스킨스휴바 다이빙은 교육이 초l 우선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프로 ， 최고으l 인스트랙터 lr
되어 보시 앞으시렵니 l1 r?

세계 조l 고수춘으I I.T . C . 를 계획 ， 성시 하고자 합니다 .

I펌맴힘힘힘톨힘램힘R뺀웹톨훤타톰렐.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일반인 대상)
직ε벤을 위한 주말 코스(토， 일요일 6주간도 실시함)
참가자격: A. 1(Assistant

Instructor)
D.M(Dive Master)
PREP(I .T. C. 사전 교육 수료자)

I힌꿰tilUflit.Ji휘!뭔~꽤”페맘펑깜힘힘
참가자격. 타 단체

*
,J

,

NAUI

’‘’

Instruclor

코스디렉터 유지섭

BLUE SEA DIVING SCHOOL
www.skinscuba.net

추운 날씨와 낮은 수온에도 불구하고 귀산 선착장 수중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는
폐타이어와 떼그물， 고철 덩어리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았다 내 동네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4-13번지

사료닝}는 마음으로 많은 회원들이 정성을 아끼지 않고 다이빙을 실시 했다

Tel: 031-567-7857
Fax: 031-567-7858 H.P: 011-320-6294

수중정화봉사활동

BLUE SEA
DIVING SCHOOL

오뉴~ 추워도 너무 줍다， 제일먼저 공기통 배달을 위해 창원 포세이
돈 스쿠바 숍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은절 강사님이 도착한다.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수중정화 활동을 위해서 다이벼가 많고 적고를 떠나 무조

건 공기통을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언제나
감사한분이다.

언제 어디에서든 숨I 고 얀선하꺼l

이내 지원군들이 속속들이 도착한다. 지원군 중에 달마 스님도 계신

스렌 스루바 다이빙응 배울 수 있는 곳!

!

다. 작년에도 참여하시고 이번에도 죠얘하시는 좋은 달마 스님이신 것

같다 왜 달마 스님 일까? 달마를 정말 잘 그리시는 분인데 아마 전국에
서 제일 잘 그리시는 분인 것 같다. 다음엔 달마를 그리는 스킨스쿠바

회원으로 다이버지에 소개해도 될 것 같다(닉네임만 스님이 아니라 진
짜스님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703 선착장 앞에 집결한 다이버들은 바디 속

NAUI 의 표든 교육파영을 후죄압니다

!

i

i

스쿠바 다이버 린， 어드밴스드 다이버 랍， 레스큐 다이버 :
코스， 스페설티 멸， 마스터 스쿠바 다이버 멸， A. I 코스， i
DM 코스， I.T.C(강사앙성교육)，I. C.C(망교환교획

1.._-- , . _______ ‘

i

-_.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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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모든 이들은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하기에 앞서

수중 생물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한 사실에 죄
책감이들었다.
작년부터 창원기업체 스쿠바 동아리 수중정화
활동이란 춰지로 함께한 동료들이 l년이 지났지
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매번 봉

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우리들의 진심
어린 몽사활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청원

MBC

방

송국에서 정화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당일 저녁에

경남지역에 보도되는 경사를 맞았다

언제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한 사
람이라도 많을 수록 봉사활동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한분한분의손길을무시할수없는것
이다.
이번 봉사활동이 창원 MBC의 방송이나 스쿠
선착장에서 다이빙을 실시하는 모습

바다이버지 기고로 인해 많이 홍보되어 창원지역

에서 불기-사리 구제 빛 오물수거를. 가족들은 해변가에서 정화 활동

에 계시는 기업체의 스쿠바 동호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이 이 루어 졌다 1시간이 지날 때 쯤 물속에 들어간 다이버들이 서서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업체의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다이버

히 물 밖으로 모습을 들어내기 시작한다. 다이버들의 양손에는 폐타

들이 함께 어울려 지역의 바디를 지키기 위한 수중정화활동을 꾸준

이어， 폐통발， 유리병， 각종 캔과 불가사리등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

히 실천해 나가는 모임이 발전하면서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만났으

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부끄러울 수준이다. 조용한 겨울의 주말. 어촌

면 한다

부뭇기에 다이버와 비다이버가 함께 모여 당일 수거한 쓰레기를 정

다이벼들이 더욱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스쿠비를 즐길 수 있었

리하고 있으니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에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박수

으면 핸 바램으로 실시한 오늘 정화활동을 위해 모인 ^~원 몽λ씨

를 보낸다 이내 흐뭇해지고 기슴이 벅차 오른다. 이것이 봉사활동

모두가 오늘의 결괴를 보면서 서로가 협력하면 충분히 깨끗한 바다

후의묘한느낌이랄까?

를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디음 모임을 위해 화이팅을

귀산 앞바다에는 요트가 많이 들어와 있다. 눈앞에 보이는 마창대

외쳤다

교와 요트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이낸

매년 봉사휠동에 공기통 및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박은철

다. 하지만 물밑은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생활 쓰레기로 인해 폼살

(TDIISDI) 강사님과 진성정밀 박한진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

을 앓고 있다. 모든 다이벼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

니다. 내년에도 잘부탁드릴께요. 사랑해요~ ~)C

할것이다
사람들이 지주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
나 쓰레기도 많은 것 같다. 다이벼들이
아니띤 누가 바닷속 쓰레기를 찾아서 정

화활동을할수 있을까? 이렇게 바다를
이-끼기 위해 노력히는 다이버들의 모습

은이랑곳하지 않고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버들은 비다 파괴자이며

스쿠바다이벙은 위험한 스포츠라고 인

식하고 등한시 한다 상당수의 다이버들
이 수중정화 활동을 실시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식이 더 많다는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이벼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것같다
다이버들이 건져 올린 오물 더미 속에
도 생명제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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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 MBC에 방송 되었다

이원교의
장비리페어 교실

혼한 실수오} 응급처치
Wet and First Aid of Regulator 1st Stage.
글 사진/이원교

다이빙 컴퓨터의 트랜스미터 연결

단계(1st Stage)의 뾰(잔압계를 장착하는 부

다이빙 컴퓨터의 트랜스미터는 실린더내

분) 포트에 직접 부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

실린더내의 기체를 방출하는 밸브의 부분

의 기체 잔링빨 디지털 신호로 전송해주는

러나 사용하는 다이벼의 펼요성에 따라 이런

은 원형으로 “0" 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요한 장비이다

지런 이유로 인해 길이가 짧은 H. P 호스에

부분과 레률레이터의 요오크 리테이너(또는

이 장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랜

연결해서 사용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인렛 피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형과 맞

스미터를 연결시키는 나사선 부분에 “0’링

때에는 반드시 H. P 호스의 꿀부분과 트랜스

닿아 원활하게 기체를 공급하게 된다.

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을 레률레이터

미터 사이에 게이지 핀을 추가로 장착해서

1

사용해야 한다.

는 딱딱하다.

하지만 레률레이터 셋을 실린더에 장착해

서 넘어뜨리게 되면 그 충격에 의해 황동의

게이지 핀의 양쪽에 있는 σ령이 물의 유

재질을 가진 요오크 리테이너가 찌그러지면

입을 방지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미

서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변형이 이루어져

터에 포함된 O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

기체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연결 부위로

를해야한다

빠져 버리는경우가발생되기도한다.

수리를 의뢰하는 장비 중에는 HP호스에

이 경우에는부득이 하게 요오크 리테이너

트랜스미터를 연결할 때 게이지 핀을 추가로

를 교환해야 한다. 좀 더 심할 경우에는 “0'

장착하지 않아서 트랜스미터에 물이 유입되

링， 펼터， 클럽까지 빠져 나오지 않아서 이것

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까지 교환을 해야 한다. 매우 심한 경우에는
요오크와 요오크 스크루(죠땀 나새까지 망

레률레이터를 실린더에 집쩍빼서
세워 놓지 밀빡는 이유

단계를새로구입히는 비용오덤수리비가나

레률레이터의 재질은 황동 티타늄 텅스
로
주

을

금
은
속
기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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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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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러

있

될수있다

-,

세워 놓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금

가
장ξ꽤야 하는데 핀을 장ξ「하지 않으면 물이 유입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레율레이터를 세팅해서

L1

ι
딛

지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게이지 핀을 추가로

것

숭 차
속 속

트랜스미터 끝부분에 “0" 링이 포함되어 있다- 게이

낸 쨌뭔 부맏 장 앨 꼼뼈캔
맨앓따만
야
파핸
마현빼
m짜빠센

사

도 용 휩

롬

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황동에 크

tf

실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레률레이터 l

리피스와 고압시트(다이아프램 스타일) 또

면서 호스 오에 유입된 물이 배출되게 된다

례굴레이터 l단겨l (lsd Stage)의

는 고압시트와 피스된피스톤 타입)이 떨어

레률레이터 2단계 (2nd Stage)와옥토퍼스

더스트 캡(먼지마재)을 닫지 않고 민

져 있기 때문에 더스트 캡(먼지마개)을 닫지

는 퍼지 벼튼을 눌러주면 공기가 흐르면서

물어l 넣었을 때의 응급처치

않고 물에 넣을 경우에는 내부로 물이 유입

호스에 유입된 물이 배출된다

되는 것이다.

더스트캡을 닫지 않으면 1 단계에 물이 틀어간다

요즘 례률레이터는 더스트 캡(먼지마개)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레률레이터와 호스 내

그러므로 레률레이터를 시용한 후 민물에

부의 물을 충분히 배출시킨 디음 잔압계(압

세척할 때는 반드시 더스트 캡(먼지마개)을

력 게이지)를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닫고 물에 담가야 하며 만약 깜빡 잊고 더스

래도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 수리 점

트 캡을 닫지 않고 물에 담근 경우에는 즉시

에 의뢰를 히는 것이 좋다.

레율레이터를 민물에서 꺼내고 몽키 스패너

만약 레률레이터 를분리할수리 공구가 있

를 이용해서 잔압계를 게이지 호스와 분리

다면 일단 모든 호스를 레율레이터 1단계에

한다.

서 분리한 후 레률레이터 1단계만 실린더 밸

레률레이터 를 공기 압력이 충분한 실린더
에 결합을 하고 밸브를 개방한다

닫지 않고 민물에 넣더라도 1단계 (1st Stage)

밸브를 개방하면 게이지 호스 쪽으로 기체

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설계된 제품도 판매

가 새어나오면서 게이지 호스 오에 유입되었

되고있다.

던 물이 함께 빠져 나온다 게이지 호스 쪽에

브에 장착한 디음 밸브를 열어 1단계 내부의
물을 배출시키고， 나머지 호스들은 따로 하

나씩 1단계에 연결하여 호스 내부의 물을 배

출시거면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레

서 배출되는 기체 량은 EN250(유럽 적합성

젖어있는부츠밀펙기

률레이터는 더스트 캡(먼지마개)을 닫지 않

표준)의 규정에 따라 분당 40 리터 이하로 배

세척 후에 부

고 민물에 넣을 경우에는 l단겨](lst Stage)는

출되게 제작되어 있으므로 그냥 밸브를 개방

츠를 말리는 방

물론 장시간 민물에 담겨 있는 경우에는 1단

한 채로 놔둬도 별반 문제가 없다.

법은 다른 다이

계와 연결되어 있는 각종 호스까지 물이 스

며들게된다

BC와 연결하는 저압 호스 끝부분에는 코

어 밸브가장착되어 있다.

빙 전문점에서

본 것인데， 좋은

2010년 끄， 12월호의 필자 칼럼을 참고하

호스 안쪽에 끝이 뾰족하지 않는 물제를

방법인 것 같아

띤 l단계(1st Stage)는 사용하지 않을 때 오

사용해서 누르띤 묘어 밸브의 끝부분이 눌리

서 킬럼에 포함
한디
작은 페트(플라스틱)병의 목과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잘라 낸다. 이렇게 잘라진 사각 또

는 원형 통을 수직으로 다시 잘라서 두께가
조절되게 한 디옴 부츠의 목 부분에 넣어 놓
으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쉽게 건조가 되

며 목 부분의 형태도 유지 될 수 있다. "Ø<

이원교
육군 대위 전역， 해군특수전(UDT) 38차

수료， 따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인
스트럭터 트레이너，

KUDA CMAS,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스쿠바 다이빙 장
비 리떼어 세미나 다수 수료 다이빙 전
문 서적 공저(스킨스쿠바 플러스， 5일이

면 당신도 멋진 스쿠바 다이버

SCUBA

SKIN

미VING/초보자를 위한， 스쿠바

다이빙 스페|셜티 매뉴얼

(현X메 리쿨 스쿠바 운영
스패너를 이용해서 잔압계를 게이지 호스와 분리한

BC 호스는

다 밸브를 열먼 게이지 호스로 공기가 새어나오면

어밸브를 누른다‘ 2단계와 보조호홉기는 퍼지 버튼

서 호스 안에 들어 있던 물이 함께 빠져 나온다

을 눌러서 물을 배출 시킨다

펑펑한 물체를 사용해서 호스 안쪽의 코

W'N'N.ian!d.co.kr/leewongyo

011딩25288@n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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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남쪽오슬로에위치
막탄 공항에서 2시간 거리
전용선착장보유
잭실 10개/오픈워터 교육용

3m 풀 보유

리조트 앞에서 오픈워터 및 야간다이빙
10본 거리에 수밀론 성 위치
발리카삭섬 데이트립 가능

전스다이브라조트
대표: 진신

효팩:

010-5351-9232

필리핀: 63-920-953-141 이진신)， 63-923-594-7832{메디)

www.jinsdiue.com

애외 다이빙/독자묘너

스 후1:11- tt. 뻐~~홈 탤빼 융t 승'1..1 훌
훌훌 훌를틀 l 노 t ~I 효를
Cocotinos resort , Lombok. lndonesia
글， 육상사진/이승환， 손은희

내

의

할수있었으며 배려와헌신을느껄수있어

몇 해 전 뭇하지 않게 20년 이상 스쿠바다

서 너무나 기쨌다.

이빙을 즐기고 계시는 아벼지의 권유로 스쿠

교육을 마친 이후

바다이빙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운

에는 수시로 함께 바

명인지 연애 중이던 아내도 오래전 대학 시

다를 다니띤서 스쿠

절에 스쿠바다이빙을 배웠었다고 한다. 뭇한

바다이 빙의 마력에

바를 이루기 위해 다이빙 교육을 받기로 결

빠져 들어가고 있었

정하였는데 아내도 실제 다이빙을 했던 경험

는데 물 밖에서 다이

이 너무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받

빙을 준비 할 때나

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수중에서 유영할 때，

스쿠바다이빙 교육에 참가하였다

커다란 물고기를 만

서로 사랑히는 사람과 5박6일 동안 서로

난다든지 거북이를

도와가면서 교육을 받는 시간동안 스쿠바다

발견할 때 등 신기한

이빙이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면을볼때마다사

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보통 연인들이 사랑

랑히는 사람이 언제

을 키워가는 방식보다 훨씬 깊은 D댐을 전

나 옆에 함께 있는

-194-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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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Dave Harasti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바디를 찾으며 인생을 설계히는 중

코코티냥 전경， 수영장 너머로 방갈로들01 있다

플로레스해

D。

""

@

사우해

로보
며「

에 결흔식 날짜가 잡히면서 결흔이라는 행사

서 다이빙을 한다는 막연한 설렘과 긴징감을

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니 우리 부부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신혼여

가슴에 안고 떠나는 여행의 시작이었다

이름이 적힌 훗말을 틀고 서있는 인도네시아

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롬복까지 직항편이 없어서

사람이 금방 눈에 띈다. 리조트에서 우리를

마음 같아서는 충분히 휴가를 내어 한 달

자카르티를 경유하여 국내선으로 갈아탄 다

미중 나온 직원이었는데 인싱에 부드럽고 착

동안 유럽이나 미국을 배낭여행하고 싶은 생

음 롬복까지 들어갔다.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하게 생겼다. 일단은 도착했으니 마음이 편안

각도 들었고 잡지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가는 방법도 있지만 결혼날짜와 비 행기 스케

해지고 바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친절한

천국 같은 휴양지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줄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카르티를 경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리조트에서 제공한 차

싶은 욕심도 들었지만 부부는 마음이 통하는

유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싱가포르를 경유하

를 타고 리조트로 드디어 출발~~

것일까? 다이빙을 목적으로 히는 신혼여행

는 루트가 여행하기에는 편하다고 한다. 아

약 1시간 30분을 달려 리조트에 도착했다.

을 떠나는 것이 가장 즐거울 것이라는 동일

마도 싱가포르 공항이 자카르타 공항보다 여

어제 결흔식을 치르고 아침 일찍 인천을 출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다이빙 여행

행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이나 시스빔이 잘되

발하여 자카르타를 경유한 다음 롬복까지 날

을 다닐 때보다 숙박시설이 조금 깔끔하고

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왔으니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을까마는 도

분위기와 경치가 조금 더 낭만적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드디어 자카르타에 도착하였다 비행기 내

착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리조트는 다시금

에서 둘러보았을 때는 많은 한국인들이 눈에

눈을 크게 뜨게 만들 정도로 아주 멋있는 모

그렇게 해서 수소문 묻에 찾게 된 곳이 최

띄 었는데 자카르타에

근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발길이 시작되고 있

도착하니 거의 대부분

는 인도네시아 롬복이었다 몇 해 전부터 발

이 그 곳이 최종 목적

리의 풀 빌라로 신흔여행을 떠나는 상품이

지인 모양이었던지 모

붐을 이루고 있었지만 다이빙을 여행의 주목

두 공항을 빠져 나가고

적으로 설정힌 우리 부부에겐 가슴에 와 닿

다른 항공편을 갈아타

지 않았으며 롬복의 깔끔한 리조트와 낭만적

기 위해 기다리는 한국

인 해안의 모습에서 스쿠바 다이빙 장비를

인은 몇 명되지 않았

착용하고물에 뛰어드는우리 부부의 모습이

다， 하지만 그 사람들

이미 뇌리에 그려져 있었다. 이왕가는거 제

도 모두 다 발리행 비

대로가자는생각에여행일정도열흘을잡았

행기 를 탑승해 버리고

다. 너무 길까?

롬복행 비행기 안에는
우리부부가유일한한

슨사캐과다”벙

국인 이었다 두렵기

2010년 m월 17일. 설렘과 행복함을 품에

보다는 너 무 좋았다 .

안고 우리 부부는 이날 드디어 결흔식을 올렸

뭔가 더 특별한 여행이

다 결흔식이 치러지던 그 날은 얼마나 정신

될 것 같은 즐거움에

이 없던지 하루가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도

젖어 있는동안드디어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결혼식을 마친 후 호

비행기가 롬복 공항에

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인

도착했다.

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가루다 항공기

롬복의 공항은 시골

에 탑승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떠났다. 시실

기차역 같은 느낌을 줄

그 동안 필리핀 세부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만큼 매우 아딛f하고 고

다이빙을 즐겼었지만 단둘이 다른 나라에 가

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

산호초들 사이에는 치어들이 무리를 지어 사는 곳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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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안전 수칙에 관한 편지도 동봉되

어 있었다，

깜깜한 밤에 도착하여 전체 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없이 피곤한 몸으로 잠에 빠져들었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밖을 바라보는 순간

피곤한눈꺼풀이 한순간에 떠지면서 감탄사
를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아름답고 드넓은
바다가 바로 문밖 너머에 펼쳐져 있고 수펑
선괴 시선이 연결되어 한없이 넓고 푸근해

보이는 맑은 전용수영장. 그 옆의 한층 운치
객실에서 보면 전용 울 너머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 다

있어 보이는 레스토랑， 이곳이 바로 천국 이

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천국으로 옹 것이
었다.
객실은 독립식 방갈로 타입으로 되어 있었

는데 방 앞에 바다를 향한 곳에 우리 둘만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구

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데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영장물은 무척 맑았으며 방 안에서 바

라다보면 수영장의 물과 수평선이 겹쳐지도
록 높이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수영장과 바

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
으키고 있었다 바로 곁에 깔끔한 인도네시
아 원목으로 만들어진 데크는 자연의 세상

띨자가 머물렀던 객실， 방갈로 스타일이다

에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맘껏 음미할 수

습이 었다 어둠이 짙어서 세세히 보이 진 않

해준 후 세세한 대목까지 방에서 편하게 생

있을 것 같은 형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

았지만 한 눈에도 무척 깔끔하게 정돈되어

활할 수 있는 부연 설명과 더불어 내 일 오전

도흐끼 이어 rl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

부터 있을 다이빙을 위해 다이브 센터 매니

다이빙 일정을시작하기 위한미팅이 예정

가에 한가롭게 피어있는 형형색색 의 열 대 화

저가 남겨놓은 펀지를 전해 주었다 그 편지

되어 있어서 미리 레 스토랑에 서 아침식사를

초들과 그들을 밝혀주는 조명등을 보면서 리

에는 다이빙 매니저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했다 신흔여행의 첫날밥을 지내고 첫 아침

조트를운영 하는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들

내 일 오전부터 실시할 다이 빙을 위해 언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전에 다이빙

이 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장비 를 픽업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여행을 가서 함께 먹던 아침 식사외는 기분

야 히는지 매우 상세하게 안내 되어 있었다，

도 달랐지만 리조트와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리 조트 매니 저가 직접 친절하게 방을 안내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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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와 실 내 가운까지 갖추고 있다

2~Mλ). '1

넓어 보이는 침대 가 화려하게 마련되어 있다

너무 운치 있어서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정도로 식사는 맛이 있었다 한국에서 인도

된 듯 환상 속에서 식사를 맞이하였다.

네시아 음식을 접했을 때 별로 입에 맞지 않

리조트에 도착하여 처음 맞이하는 식사인

았던 기억이 있어서 내심 걱정하고 왔는데

지라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들

걱정을 일순:{}에 떨쳐버릴 정도로 맛있게 먹

어가니 전 직원이 활짝웃는싱그러운표정

을수있었다 이런수준으로음식을제공한

으로 맞이해 준다. 안내해 주는 자리에 앉으

다면 힘들게 가져옹 컵라면은 무용지물이 될

니우리두사람을위해식탁위에예쁜꽃으

게뻔했다.

로 치장을 해놓았다. 어색했던 감정은 이내

중식과 석식은 애피타이저를 시작으로 메

사라지고 우아한 친절과 정성에 너무 기쁜

인 요리와 디저트를 서빙하는 코스 스타일로

나머지 눈물이 나올 뻔 했다.

제공되었는데 매 식사 때마다 다른 메뉴를

이것이 바로 신혼여행의 특별대우일까?

선보여주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번에는 어떤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손님들의 식탁도 마찬

요리로 우리를 행복하게 감탄시켜줄까?’ 라

가지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우리가 머

고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으

물렀던 m일 동안 매일 식사 때마다 새로운

로 달려기곤 했다.

꽃으로 예쁘게 식탁을 수놓아주었다

10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

아침은 세트 메뉴기- 몇 가지 종류 별로 준

고 같은 메뉴가 같은 그릇에 같은 모양으로

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먹고 싶은걸 선택하

서빙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요리의 무한한

면 되었다 식사는 현지 식으로 나오는데 아

창작을 보았던 것 같다 언제 어디서 비슷하

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게나마 다시 접할 수 있을까?

페가수스
(PEGASUSl
열대전용 BC.(무게 2.9kg/L’ 사이즈 기준)
다이빙이 더할나위 없이 심플해 집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백마운트 방식의

높은 부력을 갖훈 퍼|가구스 BC는 모든 조정이 가늠하며
몸을 BC에 밀착시켜줍니다.

하이리프트 I휩
(HIGH UFT) 기존 전롱 방식의 부력 주머니에 비하여
모든 사이즈가 보다 높은 부력을 제공힐니다.

백마운트 ß
(BACKMOUNTED) •.•
높은 부력의 백마운트 부력주머니는 행동의 제약이
없으며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길 수 있습니다

통합웨이트시스탱 핍
(MRS PLUS)
단순한 한번의 동작만으로 통합웨이트 시스템을
울르거나 장칙할 수 있습니다.
피|가수스 BC는 열대 바다용으로 특별 개발된
다‘ 파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BC는 수면에서 부력을 잡기가
강사문과 상의하여 구매하

marl! l
머무르는 동안 정성이 듬뿔 들어간 요리들， 수십 가지 종류 중에서 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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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

“

[

shrimp)

pipe fish).

고스트 파이프 피시 ( Ghost

moray eel)
제브라 모레이 일(Zebra

shrimp)
할로면 쉬림프(Harlequin

미리 타월에 손님 이름이 적힌 플라스퇴 이

잡지에서 사진으로 여러 번 보았지만 실제로

름표를 달아 놓았다 이 정도의 세심함을 어

만나보니 너무 작고 귀여웠다. 하지만 넓은

느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산호 가지에서 콩알만 한데다가 위장을 감쪽

시야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

같이 하고 있는 작은 녀석을 찾아내는 다이

운이었는지 우리가 머무르면서 다이빙하는

브 마스터가 더욱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이

동안 현지인들도 놀랄 만큼 많은 볼거리가

외에도모래밭에누워있던가오리， 바위틈에

있었다 수시로 바다거북이 지나다녔으며 아

숨어 지내는 문어 등 각종 물고기와 해양생

름다운 산호초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바위틈

물들이 있어서 수족관을 방불케 히는 것 같

에서 자고 있는 녀석들도 있었다 가깝게 다

았다.

가오진 않았지만 화이트 탑 상어와 불랙탑

매 번 다이빙 할 때 마다 신기하고 재미있

상어가 멀찌감치 지나가는 모습이 여러 번

는생물을만나서 시간가는줄모르고즐기

목격되었는데 수중에서 처음 상어를 만나보

다 보나 나중에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와이

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슴이 뛰고 호흡이 가

프와 얘기하기를 ‘이 번에는 무엇이 우리를

빠져서 평상시 보다 내쉬는 버블이 두 배는

반겨주는 얼마나 즐거운 다이빙이 될까?’ 하

되는 것 같았다.

면서 기대를 지아내게 되었다. 무려 10일간

다이브 마스터가 부채산호를 꼼꼼히 뒤져

머무르면서 8일 동안 다이빙을 하루 3회씩

서 찾아서 보여주는 피그미 해마는 예전에

실시하였지만 롬복은 매번 들어가는 우리에

아비스22
(ABYSS 22)
모든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뢰성의 아비스가 人H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문가용

g

(FOR DEMANDING DIVE에
성게 가시 틈에 살고 있는 새우{Sea

urchin shrimp).

연산호에 붙어 있는 개오지(Gold s p이 cow미)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 답슬로 다이빙 세계기록 : 313m
* 최다 디이버 동시 호홈 세계기록

MR221

단계로 101 영의 다이버가 40분간 동시 호흩

하나의 MR221 단계로 25영의 다이버가
미터에서 10분간 동시 호홉

40

100% 금속 재질 공법 밍
(ALL METAL TECHNOLOGY)
금속 재질은 내동결성과 구강 건조중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탁월한 내구성과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갯민숭 달팽이 (Armina

sp)

핑크빛 스쿼드 랍스테Sq uat

lobster).

marl! l
골고니언 크랩 (Gorgonian

crab).

골고니언 쉬림프(Gorgoian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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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 다이빙/독자코너
에 맞춰 일정 을 조정해야 한다

발리를경유해서 7}는방법이 거리상으로
는 가장 가깝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리

까지 가는 항공편은 모두 저녁에 출발하여
발리에 자정을 조금 넘는 시죠벼l 도착하므로
롬복을 향해 출발하는 국내선을 탑승하기 위
해 공햄서 기다리거나 잠λl 호텔까지 갔다

외야 한다. 발리에서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갈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배표를 구입히는
등 도움이 필요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
면권하고싶지않다

자카르타를 경유하는 방법은 거리상으로
는 조금 돌아가는 듯 하지만 인천에서 아침

에 출발송}는 가루다항공을 이용하면 X까르
타에 도착히는 당일 오후에 국내선에 연결할
리조트 앞에는 눈부시게 하안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수 있어서 일정을 짜는데 편하다

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리조트를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 다시 꼭

자카르타나 발리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가

계속 호기심과 기대감을 증대 시키고 있었다，

찾아 와야지! 둘이서 손가락을 걸어 약속하

루다 항공뿐 아니라 라이온 에어등 다른 국

면서짧은(끼신혼여행을마무리하기로했다

내선 항공사가 여러 편 취항하고 있으므로

데 친숙해진 리조트 직원들과 대화도 많이

다이빙과 함께 했던 우리 인생에 단 한번 뿐

리조트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하고 함께 웃으면서 지내는 동안 점점 정이

인 롬복 허니문은 정말 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어느덧 10일의 일

김이 자리 잡는 추억이 되었다.

하루하루다이빙의 즐거움이 커지는가운

정이 다 지나가고 떠나야 하는 날이 찾아왔

스쿠바 다이빙을 함께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다. 롬복의 바다와 리조트의 따스함은 우리

는 결흔했을 것이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을 것

를 계속 붙잡아 두고 있었지만 다시 한국으

이다 하지만 스쿠바다이 빙과 함께 할 수 있

로 돌아개냐}는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바

었던 여행이었기에 평생 반려자로서 살。까

다에 빠져 지내느라 친구와 우리를 위한 기

는 부부의 믿음과 배려가 훨씬 커지지 않았

념품은커녕 양카 부모님을 위한 선물도 아직

나 생각해 본다.

챙기질 못했음을 깨닫고 나니 정신이 든다

MI 128

때다

을 주목적으로 즐기는 신혼여행을 기획하랴
고 조언해 주고 싶다.

자카르타

654
JT 652
JT 650

롬복

롬복가는 길

19;25-22:00

- 롬복{라이온에어， 매일)

09:00-11:55
12:45-15:30
19:15-22 :10

- 자차르태라이온에어， 매일)

JT 651
JT 655
JT 653

보면서 롬복의 마지막을 지냈다. 보통의 신

15 :45-18:30

롬복-싱가포르

MI 127

주변의 누군가가 결흔하고 신혼여행을 간
다면 콕 스쿠바다이빙을 함께 배우고 다이빙

혼여행보다 훨씬 긴 일정으로 찾아왔는데도

- 롬복{실크에어， 월목토)

따‘

이제 천국을 떠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부랴부랴 기념품을 챙기고 특산품을 찾아

싱가포르

06:00-06:55
12:30-13:25
16:20- 17 :15

인도네시아 롬복을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
르를 거쳐 가거나 인도
네시아 발리나 자카르

타를 경유해서 갈수도
있다. 싱가포르를 경유
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서 롬복까지 운항하는

실크에어가 매일 운항

하지 않고 주3회 (월， 목.
부부가 함께 다이빙하기 위해 가는 길은 언제 나 즐겁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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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만 있으므로 스케줄

발리

- 롬복{라이온에어， 매일)

JT 1852
JT 1850
JT 1856
JT 1854
롬복

09 :50-10:20
11:40- 12 :10
14:00-14:30
16:10-16 :40

- 발리(라이온에어， 매일)

JT 1853 10 :45-끄:15
JT 1851 12:35-13:05
JT 1857 14:55-15:25
JT 1855 17: 05-17:35

ι-만꼴략• www.marinehouse.info

• 제주도 서귀포시 히원동 748

064-738-7390
이 7-215-65η
대표허천범

· 공항픽업
-- 첼펜 주총채|드 ---------

--훨@흠횟 Áii획서다|ζ -----· 초화쩌 강서체꿇 -------

/휴

0

• www.moalboaldive.com
. 띨리핀세부모알보알

070-7518-0180
070-8229-5285
대표김용식

· 바닷가수영장

· 테크니걸다이빙샌터

. ITC

~

관펠꿇찮11
繼輪율

• www.haewondive.com
. 강원도강롱시사천면
사전진리 않)--39

033-644-6207
011-68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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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박상용

Diving Resort Club I 다이빙

리조트클럽

및 각종 교육환영

클럽 소재

수중사진가모임

‘납I ';늑료’

x-=-c

U/W Photo club “ LUXFLUXI" ,
취재/진신

‘ l!l 승 르’ 차리
:><; -二~ O

0

1:1

수중사진이 좋아서 무작정 시작한 대부분

의 다이버들은 기본적인 카메라의 기능부터
시작하여 수중촬영법에 대한 지식과 기법을

얻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
가많다.
하지만 열심히 정보를 죠L아 공부하고 다이

벙할 때마다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도 하고 개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선보이
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한다.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촬영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

을 올리는 경우에는 만족감이 훨씬 더하다

전시회 개막 테이프 컷팅 모습

세월이 흘러가면모인작품들이 많아지고자

서로목적이 다른 디이빙을추구하기 때문이

수중사진을 좋이승}는 다이버들이 추구하는

신이 만든 작품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싶은

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수중사진의 매력

방향은 동일하지만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에 흠빽 빠져있는 다른 수중사진가들과 함께

쉽게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함께 활동하기

좀더 좋은 작품

다이빙하는 것인데 서로가 궁금해하고 있는

쉽지 않다.

을 만들기 위해 다

수중사진에관한지식을공유할수도있으며

이러한욕구를해결하기 위해충청도지역

이빙을 열심히 다

무엇보다도 다이빙 목적자체가같기 때문에

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매니아들이

니지만 일반 다이

포인트 선정이나 수중에서의 활동에 편리함

2003년 끄월에 모여서 창립한 수중사진 클

벼들과 함께 여행

이 있기 때문이다.

럽이 바로 ·‘빛 흐름” 이며 오래된 다이벼라

이종화초대회장-

이 병수 2대회장‘

하는 경우에는 마

그렇게 함께 활동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면 익히 알고 있는 이종화씨가 모임을 주동

음껏 수중촬영 에

함께 모여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 공

하였으며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오래 전부

빠져들기 어렵다

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할수도 있다 이렇듯

터 수중사진에 심취해있는 수중사진가들이

유병선 3 대회장.

-202-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전재면 4대회장.

송승길 5대회장.

곽용건 6대회장

채상헌 7대회장‘

김덕성회원작품.

박상천회원작품

송승길회원작품

김인회 회원 작품

이종화회원작품.

전용현회원작품.

채상헌회원작품

김유웅회원작품.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203

클럽 소재

조진생회원작품

송신재회원작풍

김광회회원작풍

전국에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전국에 있는

을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는 채상헌씨

동호인들을한번에 연락하여 모이기가쉽지

이 모임의 꿈은 언젠가 수중사진 축제를

7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끄월 20일부터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멀지 않은 지역에

여는 것이다. 호댁 전체의 동호회와 수중사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청 1층 로비전시실

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내던 수중사진가들이

진가들이 모여서 페人티발을 개최하는 것을

에서 제7회 빛흐름 수중사진 전시회를 개최

모여 모임을 시작한 것이다

의미한다 그를 통하여 수중사진가들이 보았

하였다.

지금은 전국에 걸쳐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
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씩 개최하는 정례모

던 행복한 느낌들을 국민들에게 수중사진을
매개체로 전달하고 싶어한다.

끄월 20일 토요일부터 시작한 전시회는 총
17 명의 회원이 각 3점씩을 출품하여 총 51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면 국제수중사진

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성남시청 로비가 천정

1

축제를 열수도 있으며 이 또한 우리나라 디-

이 높고 주변 분위기가 깔끔하여 일반 전시

회 실시하며 일정이 맞는 회원들끼리 참가하

이빙계의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믿기

장과는달리 답답하지 않고시원한느낌으로

는 수중사진 투어는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이다

이젤에 놓인 소중한 작품들을 감상 할 수 있

임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전
회원이 참여히는 정례 다이빙 투어를 매년

었다

회원가입에는특별한조건이 없으며 수중
사진 초보자들도 환영한다. 이 모임의 목적

제7회수중사진전

이 수중사진을 좋。}하는 다이버들과 정보를

창립 이후 2004년 초대 창립전 및 도록집

동호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에

공유하고 더 나은 작품활동이 기능한 다이빙

발간을 시작으로 해마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채상헌 회장의 인사

최동용회원작품

최은주회원작품

204-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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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과 작품이 의미하는 내용을 자상
하게 설명해주면서 수중사진에 전문적이지

않은 다이버들이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주었디

서인지 토요일을 이용하여 먼 곳에서 전시장
을 찾은 손님들이 많았으며 특히 기족과 함

께 전시장을 잦은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는

이종화 이내과의원원장
유병선 오션블루스쿠바 대표

전재먼 제일화훼유통 대표
송승길 댐은성전기 대표
곽앓j 벼드내중학교

채상헌 듀뺑티교역대표

데 아이들에게 수중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중

최동용 댐한우청대표

생물의 생태와환경에 관해 설명해주는부모

김광회 웰치과의원원장

도 여 렷 이 보였는데 장래 수중카메 리를 들고

저17 회 빛흐름 수중사진 전시회

회원
이병수 이병수 비뇨기과의원 원장

회원들이 전국적인 모임을 형성하고 있어

내XFLUXI'UN 아RI1IA'πR PHOTOGIW'tIY 20 I 。

가 되었디 ,. I[)c

김덕성 연세외과의원 원장

김유웅 킴스플라워 대표

바다를누비는 미래의 다이벼들이 탄생하는

김인회 댐대원약품대표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종성 상록수이앤씨 대표

귀한손님들과 어려운 만남을 쉽게 마치기
싫어서인지 전시장 근처의 식당을 미 리 예약

박상천 (쥐청림 대표
박정우 사업
서오선 부여박물관관장

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만찬파티도 제공하였

손용석 협진운수대표

말과 더불어 오프닝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전

다. 모든 참가자가 수중사진이라는 동일한

송신재 (합)중앙측량설계공사 대표

시장에서는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준벼하여

주제를 가지고 먼 길을 달려올 정도의 매니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

아들인 까닭에 푸짐한 저녁식 λJ-ol! 반주를 곁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작품을 출품한

들여 가면서 늦은 시간끼지 수중사진에 얽힌

회원들이 직접 본인의 작품들 앞에서 촬영

이야기로 즐거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리

댐
i빼
빼

뚫했

이상국 바다로스쿠바 대표
이종선 이종선치과의원 원장
전용현 서울D 씨간치과 원장

조진생 을지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은주 탬지앤씨묘리아 대표

S.M.SCUBA DIVE RESORT

저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최신시설의 새로운 리조트!!
리포트바로앞멸리핀펙고의마크로 A멘 JXint !

• 숙박. 식사， 다이빙， 골프， 관광을모두해결합니다
• 숙소4 인실 2실， 2인실 20싣 ， 레스토랑， 양주킥테일비

•
•
•
•

신형콤프레시‘ 대여장미 20set, nitroxltri m.i x 시스램
에어컨， 수남장1 샤워실 . T테이블등 부대시설완비

체험다이빙 ，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윈드서핑

무인도 해변의 바베큐식사
오픈워터교육에서 래|벨업교육‘ 강시교육(I. T. C)

필리핀 아닐라오// 대표. 초|경호， 매니저 국용관

대표전화: 63- 917- 530- 1109, 63- 927-302-8921 ,

63- 919-302- 8979/8989, 63- 43-410-0304 (fax겸용)
cafe.daum.net!smscuba
E.mail:smscuba@hanmail.net. smric@hanmai l. net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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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뿜 폴졸탤펼 똘펼탤짧훌뽑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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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DIVING MANUAL

얀l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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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스드 디이잉 .뉴 엄

' •• "'1

I 느 므 π， 1
!mIDTJ

3편l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오픈워터 다이벼 매뉴얼

재미있고 상싣멸 얻을 수 있판 물고71 이

교육 댄l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A용될

초보다이버에서 상급 다이버가 되기 위한

경힘gA논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야가들을 실감나는 수중사죠1들과 일러스

수 %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168쪽 올

교본 3잃쪽 가격 2만원

과 디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트로 소개한 챈 저자 최윤.224쪽. 올 칼

칼라 가격 2만 5천원

어드밴스드 다이빙 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수행하는 다이버 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저자 정의욱/

라 가격 1만 5천원

136쪽

r헬

l

웰했

(; ~ 7 ì" ï

가격 엔원

. . . . P .. . .

응얻=?

~

바다일기

설수로 배우는 스쿠바 다이빙

상어의 인간사냥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

εtoi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담져져 있다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로그를 작성할 수 있는 일기장과 힘께

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힘을 통하여

재미%는 다큐맨터리 방식으로 서술되어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240여 종의 국내외 물고기 사진이 수록

효괴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항상

흥미진진하다. 엉O쪽 가격 8천원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된

포켓북으로 폭

로그북/ 가격‘ 1 만원

시킬 수 있다 360쪽 가격: 1 만 2천원

다이버의 수화볍

16.5cm.

9.5cm.

높이

두꺼 1 1.5cm. 107쪽 가격

2만원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ZED DIVE

LIOI

도길/0 1 포함되어 있는 휴대용

얹웠필를 뜯펼헬줬환웰 J뿜뚫휠 혈팔E짧
짧댐홉 i￥生빼협톨휩짧

l!lliID안8'!lfIIκ l

효E국후새류도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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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이론과실제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

1 부에서는 갯 민숭달맹이를 중심으로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일반인과 청소년， 해앙생물을 공부하는

다이버의 띨수 소장서 / 휴대서， 학

공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대학생 Of동을 지도히는 교사들을 위한

생， 학자 일반국민 모두의 소장서 ,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2없쪽 가격 :2만원

생태 관잘 안내서 가격 1 만 8천원

원색사진 1 ，000점 수록， 포것발 사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 2부에서는

01즈， 앙장온 가격 3만원

후새류의 샘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 사
진과 함께 설영하고 있다 저지7고동범

사진/ DEPC외 가격 3만원

수중사진숨

수중비디오촬영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실전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

요람가 수중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

사례와 휠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수중사진

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

것도 몰랐던 1명0년대에 쿠스토와

집 수중사진가들이 우리 나라를 비롯

가의 띨독서/ 이용업 정의욱 공저 가격

독서/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 가격

그의 동료들이 8 딴속을 탐험응앤

히여 세계 각지에서 촬영한 사죠플을

3만원

3만원

서 겪었던 내용을 다룬 다큐멘타리

수룩하고 있다 가격 3만원

더싸일런트웰드

소설， 옮긴이: 길풍등. 가격: 1 만

13 인의 블루
수중사진그룹 댄2 회원들의 합동 사진

5

천원

SINCE 1987

풍륭졸판사
주소: 서울시 a밤구 대치동 911 번지 대종빌딩 205호

전화: 02판68-2402， 팩스:
이메일:

02-558-1207
diver@scu ba-d iver.net, 홈페이지: www.scu ba-d iver.net

‘빼했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ZED DIVE MAGAZINE IN KOREA

INSTRUCTOR CORNER

Diving Inforrnation of Red Sea.
글

흥해는 이름저럼 Red Se 。…

디를 밀빨다 아프리카 소말리애Somalia) ，우리에겐 생소한 지부티

바다자 정말 붉은 색일까?

(미ibouti)와 에리트레아(Eritrea)를 시작으로 수단， 이집트， 이스라

해안선 부근에 자라는 붉은색의 계절

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위치기준 시계방향순서)이 그 곳

꽃， 이 지역에 살던 이름이 붉엠을 뭇한

부족， 또는 색깔로 방향을 나타내던 관습，

이 민정

사진 / 이민 정

이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 중동국가와 접해 있는 홍해는 지리적으로

사막 접경지역의 해안선을 이루는 언덕의

이집트의 수에즈만(GuJf of

색 물이 빠지면 나타나던 붉은 산호초， 해

인 이카바만(G띠f of Aqaba)을 시작으로 왼쪽으로는 수단， 오른쪽으

조류의 색 등등

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을 거쳐 남쪽으로 쭉 뻗어나가 지부티와

홍해 어원의 유래는 많

다. 또는 4개 바디를 일반적인 색의 영어 이름으로 나타난 표현 중

Suez)

그리고 사우디아리비아로 둘러싸

예벤이 만나는 좁은 해협에 이른다

하나로 흑해 ， 백색바다 그리고 황해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바다는 해지는 노을과 만나면 붉게 보이지만 붉은 빛

홍때 다이 gI

사막을 뒤로하고 불타는 홍해는 유독 붉게 보이는 것도 시질이다 그

홍해 주변으로 잘 알려진 다이벙포인트만 백여 개가 넘지만 이집

럼 홍해가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하는 지， 어느 나라와 접해 있는가

트，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이 접근성 등으로 주요 다이빙지역으로

알아보자.

개발 되어 왔다. 이중에도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지역인 에일렷

흔히들 이집트라고 알고 있는 홍해는 λ냄 9개국으로 둘러싸인 바

- 208-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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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la이과 。바바어qaba) 인근의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이

빙포인트는 이집트 지역에 속해있다.

~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인들에
게 이집트를제외한대부분의 지역은쉽게

지

카이로

여행하기 어려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속

스에즈운하

/

이 집

하기 때문이고 이들 지역은 단순히 스쿠바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뿐만 아니라 굉장한
고대 유적지와 유물들을 간직한 국가들로

E

-----

사이프러스

종

κ
시

며

’

해

/싫
/

‘

;략않

울 짧/

‘

시리아

요르단

gl혔종?-Oj7f바

처음에는 다이빙보다는 이들 고대문명을

이다. 그러다 보나 자연스럽게 최대 유물의

보고인 이집트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항

헐경Z짧t 흥

공노선， 호댈 등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사

.,o

디 아 라 비

(S- 단二뿔lZ

바탕으로 한 관광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

아

Rocky 씨 f

홍해는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열대바다

지역이다 많은 한국 다이벼가 계절에 상관
없이 필리핀을 가는 것처럼 유럽인들에게

홍해는가장기깝고， 편하게 다이빙을배우

낙타를 타고 다니는 현지인

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처음 흥해지역에서 다이빙을 시작했던

날아간 시간을 생각하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황금가면 등의 고대

1950년대 이후， 최근 이십여 년 이상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유럽

문물을 가득 담고 있는 국립 박물관， 인디아나 존스의 배경이 된 왕

의 주요 도시에서 직접 연결되는 항공편들은 다이벙 및 휴양 산업의

의 계곡 그리고 사막의 쏟아지는 멸을 두고 그냥은 돌이올 수 없는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이중 특히 이집트 북쪽의 삼 옐 세이크

곳이기도하다.

(Sharm el-Sehikh)와 후루가다 (Hmghada) 지역은 아주 세련되고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는숙소와편의시설을갖춘종합휴양지로 변

OIÃ/E
’ !;f-

모되어왔다.

이집트의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춤다.5-8월은 한낮 기옹이 약

이집트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다이빙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에 밤 기온은 24도에 불과해 많이 렵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이 넓게 퍼져있고 그 유적

다. 반면 끄-2월까지 겨울시즌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가 넘어

의 특정상 어쩌면 다이벙보다는 더 많은 일정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

많이 춤다 또한수온도 18도까지 떨어진다.

지만 우리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비행으로 아프리카， 중동지역까지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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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이르러 가속화된 관광 산업의 빠른 발전은 자연적으로

암초와 해양 생태계에 영호t을 주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집트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라스 모하메드(Ras Moharnmad)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히는 등 보호에 힘써 삼 엘 세이크 인근의 주요 포
인트들은 현재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로 발전되었다.

카이로 국립 박물관 전경， 여행길에 들러보면 좋다

삼 엘 세이크 지역은 리조트에서 머물면서 데이트립이 기능하고

좀 더 많은 다이빙과 편한 다이빙을 원히는 매니。에게는 리브어보
드를추천한다.
일주일의 일정이 대부분을 이루고 위쪽의 티란 섬 인근으로 시작

하여 남쪽 끝 지역까지 섭렵할 수 있다 후루가다 쪽은 무조건 리브
어보드여행이 추천되고 사파리 일정까지 함께 하며 이곳도 최소 7일

묘스이다. 이 두곳다이빙을모두해야최소한홍해 다이빙을했다
고할수있다

이곳의 리브어보드는 시설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요금도 다른
나라의 리브어보드와 비교해 볼 때 저렴한 편이어서 적극 추천 하고

싶다. 아주많은수의 리브어보드가운항하고있어 어렵지 않게 임대

다이빙 보트들이 출흔팅}는 부두 보트가 깔끔하고 시설이 좋다.

도 가능하나 다이빙 시즌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예약하

도원과 시나이산을 끼고 더 작은 해안도시 다합 등을 포함하는 이집

지 않으면 임대하기가무척 어렵다

트의 허브라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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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속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처음부터 모든
것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의심할 여지 없이 삼 엘 세이크는 세계의 유명 다이빙 지역 중 한

W 뱀
」 캡생
은 따
매
웰 되괜
냉로
빠괜띠뼈
팩햄랩 재팽 m뼈앤빼탤패꽤 뺀딴빼 빼

지금부터 홍해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삼엘세이크 후루가다에

라스 모하메드 반도 동쪽 해안은 키 큰 화석 산호초로 구성되는데
그 단면이 예언자의 턱수염처럼 보여 “모하메드 꽂”이라고 불리는

라스 모하메드의 삐죽 튀어나온 육지에서 끝난다 약 50m 높이의 암
석 돌출부 목대기가 상어 전망대 발코니라 불린다 반도의 남쪽은 입

구가 기다란산호초로 완전히 막혀버린 모래땅이고 망그로브로 기득
한 동쪽 해변， 서쪽은 지대가 낮은 모래땅이다.
지형적 위치 때문에 라스 모하메드 반도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고 리프와 대양의 해%똥물군 모두에게 매력적인 어마어

마한 양의 플랑크톤과 다른 먹이감을 운송하는 강한 조류가 두드러
지는 특정이다. 특히 6-8월에 이러한 풍부한 먹이 환경으로 바라쿠
다. 잭피시 . 튜나 그리고 상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고래상어가 이동

하는 시기로 다이버에게 아주 흥미롭고 조마조마한 다이빙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형적인 다이빙 λ에트는 라스 자탈(Ras Za'’ atar)로 알

려져 있는 마르사 바레이카(Marsa Bareika)의 남쪽 끝에서 시작하

여 동쪽해안을 따라 책피시 앨리 일 가든 그리고 샤크 용저버토리
(라스 모하마드 절벽으로 알려진) 그리고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아

네모네 시티， 샤프리프 그리고 올란다 리프이다

티료f해협

(St rait 01 Tiran)

티란해협은 아카바 만의 입구에 위치하며 서쪽은 시나이 해변까지
동쪽으로 티란섬까지의 지역을 밀빨다， 운하의 가운데는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있는 네 개의 산호초가 있는데 이는 최초로 해양지도에
이 섬들을 표시했던 19세기 영국 지도제작자인 잭슨(Jackson)， 우드
하우스0Noodhouse) , 토마스(Thomas) ， 고든(Gordon) 네 사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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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에 부채산호들이 아름답게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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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항상주의갚게살펴야한다

로칼 다이브 (l.J∞al

Dives)

티란 해협과 삼엘세이크 사이의 나아
마 베이 북쪽과 남쪽의 다이빙 사이트

모두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제적
인 관광 리조트로 유명하고 다이빙 보트

가 출빌히는 두 개의 선착장 중 하나(다
른하나는삼엘세이크남쪽에 있는마리

언산호도서식한다

시나이 다이버스가 주로 이용하는 가잘라 호델 전경.

나 트라브코)인 나아마 베이 (Naama

Bay)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트로 어디든 10-70분 소요되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다이빙시 조개， 산호， 화석 등의 산 것 죽은 것 모

서로 근접한 위치에 있어 “로칼’이라고 부르는 17개의 다이빙 사이

두 채집， 수거 또는 옮기는 것도 금지하며 이예 장갑의 착용 자체를

트에 도달할수 있다

금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수중

나아마 베이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다이버들은 반드시 체크다이빙을 하게 되어

컬 다이벙 사이트는 위치， 파도와 강한 조류로부터의 휴식처 술모양

있고 이 비용은 따로 받기도 한다. 그러고 로칼다이브로 불리는 해변

으로 례가 둘러진 리프의 지형 등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재고

근교의 씨트에서 다이빙을 하고 점차로 써트의 난이와 높은

있다. 이곳의 다이빙은 모든 레벨의 다이벼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티란 섭과 라스 모하메드 공원으로 다이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

좋은 상태일 때는 많은 종류의 녹석(돌 산호과의 일종) 다%댄f 연산

행된다. 이곳의 다이빙 인프라는 일찍이 유럽인들에 의해 오래 전부

호 그리고 아주 작은 카디날피시에서 대형 나폴레온피시와 다OJ'한

터 개발 되어 편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한다.

색상의 버터플라이피시에서 패릿피시 오렌지-스트립 트리거피시

이곳 삼 옐 세이크지역은 대부분 다이빙 전용선을 이용해 다이빙

그리고 서전피시에 이르는 리프 피시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해

하는데 딩기보트(작은 배)는 따로 있지 않다 엄격한 보호규정에 의

양생태계를관찰할수 있다.

해 보트 정박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선체가 큰 편이라 배로 픽업이

라스모하메드 국립해상공원의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비

힘들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이빙은 보트에서 입수하여 다이빙 후 다

자가 펼요하다 떠나기 전 한댁의 이집트대사관이나 현지 카이로공

시 보트로 돌아외야 히는 형태로 조류 등으로 인해 공기고갈， 방향

항에서 도착비자($15)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상실 등의 어려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집트로 입국 할 경우는 반드시 서울의 이집트 대사판n서 비자를 받
아 놓아야 한다 라스모하메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1일

운영기금 1일

U$5 , 챔버

U$l 받고 있는데 최신시설의 재압챔버시설이 갖추어

져 있어서 비상시 아주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이곳에서의 다이빙은 해%벌경의 보호에 무척 신경을 써야 한다

곰치와청소새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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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다이빙센터-시나이 다이버스

홍해에서 가장 이름다운 해변을 자랑히는 나아마 베이 해변 한 가
운데 위치한 시나이 다이버스는 초창기 홍해 다이빙의 산 역사라 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이곳에서 다이빙을 진행해온 시나이 반도에

조류가 강한 콧에는 커다란 부채산호가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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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i Divers)

서 가장경험 많은전문다이빙 업체이다.
다합의 블루흘 이카바와 요르단 그리고
삼 엘 세이크 지역을 비롯한 후루가다 지역

까지 리벼보등을운영하고있다 현재나아
마 베이 메 인 해변에 위치한

Ghazala

hotel에 센터가 있으며 가잘라호댈의 객실
을 주 숙소로 이용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다
이빙을진행한다.

www. sinaidiver.com

2.

후루까다

(Hurghada)

후루가다는 이집트， 홍해 연안의 주요 도

시 중 수에즈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20세

기 초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도시는 1980년
이집트와 외국 투자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지난 20여년 간 홍해의 해안 도

맑은 시야와 산호가 좋은 수중 모댈이 되어 준다.

시 중 가장 변화한 중심 휴양지의 하나가 되었다 후루가다는 카이로

변은 이집트 국교인 무슬림의 색체가 강한 다른 여느 도시와 다르게

에서 직선묘스 5-6시간의 차량이동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유럽 각

낮 동안의 휴양과 례져 그리고 현란한 밤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에서 직항노선이 운항되고 있어 특히 혹독한 겨울 시즌에는 유럽

최고급 호텔 체인이 들어 서 있고 대부분의 리조트는 다이빙숍을 운

의 추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보내기 위해 몰려드는 유럽

영， 위탁경영하고 있어 보트나 요트， 리브어보드， 스쿠바다이벙 ‘ 스

인들로 전세기 편까지 운항되기도 한다.36km에 달히는 깨끗한 해

노클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손쉽게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을 즐길

I·i E-

·

인도네시아; 마나도， 발리 ， 롬복，

},

피「

올디브 리브어보드

쐐

말레이시아 라앙라앙， 랑카얀， 시파단

저L

OWSI#470731
대표전화 (02) 3785-3535 , 3536 , 팩스: (02) 6234- 5100
주소: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68-5 S&S 빌딩 7층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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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밀란 리브어보도

코모도， 라자암핏

팔라우 씨월드， 네꼬마린 ， 리브어보드

필리핀 모알보일 보흘

호주: 대보초 리브어보드

흥해 읍옐세이크， 후루가다， 다합

투바타하리브어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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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 CORNER
으로 진행되며， 사이트까지의 소요시간은 짧게는 10분에서 1시간 소

요된다
마링f알람

(Marsa Alam)

마르사알람은 후루가다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30분 정도. 마르사

알람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카이로에서는 한 시간 남짓 걸리며， 최근
유럽에서도 직항을 운행 중이다， 마르사알람은 가장 최근 발달된 휴
양지로 반경 1km 남짓의 도시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리조트화 되어‘
식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일정이 리조트 안에서 진행된다. 삼엘세이

크나 후루가다처럼 변화한 도시가 싫다면 사막 위에 덩그러나 지어
진 리조트도시 마르사알람을추천한다. 다이빙의 경우각리조트에

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게 되며 대표적은 다이빙사이트는 홍해
의 대표적인 듀공과 대형거북이의 서식지로 유명한 아부다밥(Abou
Dabab)과 산호초가 발달되어 만들어진 동굴과 시원한 절벽 다이빙

을 할 수 있는 사마다이 (Sarna뼈)를 꼽을 수 있다.

아부다밥은 이집트 정부의 규제로 외국인 다이버의 방문은 최근
2007년 해 OJ'국립공원으로 지정 후 가능하게 되었다 듀공의 서식지
란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 해변이라 도착하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서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대형거북
이와 듀공의 서식지답게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 색다른 물속 분위
기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듀공을 많이 볼 수 없으나 기타레이 (Guitar

뀐sh)등의 볼거 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산호초가 발달되어 만들어진 동굴이 있는 사마다이 포인트.

수 있다. 후르가다는 이집트 홍해의 중심에 해당하며 위쪽으로는 엘

하마태Hamata)

고나(El Gouna)와 남쪽으로는 사파개Safaga) ， 마르사알람(Marsa

하마타는 후루가다에서 차량으로 6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도
시라고 부르기 보단 미을이라 부를만한 분위기로 벽돌과 나무판자를

Alarn) 과 하마타(Harnata)를 연결하는 허브 도시이다

이용하여 지은 집 약 10~15가구 정도가 모여 살고 있는 정도이다.

후루가다 (Hurghada)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골 도시였던 이곳

후루가다의 모든 사이트들은 대형산호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은 최근 4성급 리조트 2곳이 문을 열어 다이버들과 휴양객들을 맞고

볼 수 있는 어류로는 홍해 어느 수중사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

있으나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공항은 리조트에서 약 2시

은 주얼리 피시들과 대형곰치， 가오리 류(레이)등 수많은 어종이 서

긴 거리의 마르사알람 공항을 이용해야 하며， 아직은 후루가다에서

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로컬 다이빙 지역으로는 기프

턴 섬 (Giftun Island) 지역과 여기 하나 더 후루가다
의 자랑인 돌핀하우스가 있다. 이집트 정부의 돌고래
보호 정책 덕분에 돌고래가 서식히는 산호초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이 금지되어 스노클링으로만 관찰이 가

능하나 돌핀하우스는 돌고래의 서식지가 아닌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다이 벙이 가능하다， 적게는 3~5 마

리， 많게는 20~30마리의 병코돌고래과의 돌고래들

이 출현하며 수중에서 돌고래와의 조우를 기대한다
면， 도전해 볼만한 곳이다. 수중에서 돌고래와의 조우

를 기대한다띤， 도전해 볼만하다. 이밖에는 시원한

W허1을 자랑δ}는 음가마(Umm G없nar’) 와 깨끗한
무한시야를 자랑하는 까르리스리프(Calress reeú를
꼽을 수 있다 후루가다의 모든 다이빙은 보트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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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파선이 여러 콧에 있다

사티야는 돌고래 서식지로 유영하다.

정기 펀 버스도 없어 전세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마타의 편의시설은 솔직히 밀F해 아무것도 없다. 그 흔한 카페나 레
스토랑하나찾아볼수 없으며 심지어 리조트에 의λ까상주해 있을정

도로 모든 것을 리조트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흉해의 어느
바다외는 다른 하마타의 바다가 소수의 다이벼들에게 알려지며， 최근
유럽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도시가되어 수많은 유럽 다이버들이

방문하고있다.
하마타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산호초 동굴로는 전세계 최고를 규모
를 자랑히는 삽 클라우디애Shabb Claudia)와 유럽에서도 돌고래 서
식지로 유명한 사타야(Sataya)를 꼽을 수 있다. 삽 클라우디아는 이곳
을 처음 발견한 다이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어떤 곳의 산호초 동굴
보다 규모가 큰 곳으로 평균수심은 약 14~7m， 천정 위쪽이 군데군데

열려있어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장관인 곳이다. 크게 3개의 챔버

를 나누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복잡한 미로처럼 길이 느껴지나 어느 쪽
으로든 길이 밖으로 연결되어있어 손쉽게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사타야 이집트정부가 보호히는 돌고래 서식지로 다이빙 중에 만날 수

는 없으나 스놀클링을 하며 만날 수 있다. 다이빙 이외의 즐거움 아닐
수없다.
후르가다는 단순히 각각의 지역만 방문하기 보다는 후르가다， 마르

사알람 그리고 하마티를 연결히는 7~10일 사파리 투어를 추천한다. 짐
을 싸 이동해야 옹}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각각 독특한 특색을 가진 지역

을 돌게 되므로 독특한 지역 특색과 다이빙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추천 다이빙센터-러|드씨 다이브팀

(Red Sea Dive Team)

2005년 홍해에 오픈한 최초 한국인 다이브센터로 2006년 후루가다
로 이주， 2007년 게스트 하우스 “우리집”을 오픈하여 홍해 다이빙시장

개발에 앞장서 왔다 김산 P때I 묘스디렉터가 운영하며 체험다이빙부

터 강사교육까지 최상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
근 마르사알람과 하마타를 연결히는 다이빙투어를 계획하여 펀 다이빙
투어에도힘쓰고있다.
www.r어seadive.net

이 모든 것을 떠나 다이빙은누구와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함께하
는 스포츠이다. 오늘 무거운 가방은 던져두고 마스크， 호흡기 그리고

다이빙컴퓨터만 간단히 챙겨 들고 이집트 행 티켓을 들고 떠나보자 그
곳에서의 자유로움이 붉게 타오르는 광활한 사막이 잠자고 있던 나의

열정에 불을 지펴 줄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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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프l로/다l이/버

털뼈醒團 體들픔t.\[]뜯빨뜰훨

•
•
•
•

대표 : 하문수 (PA 미코스디렉터)

HIPPODIVERS CABANA HOTEL PHIPHIISLAND KRABI 81000 THAILAND
인터넷전화 : 070-7676-0853 I Tel: 66( 이 -75-601-152 Fax: 66( 이 -75-601-153
핸드폰 : 66(0) -81-894-0853
메신저 : hippodivers@hotmai l. com 홈페이지 : www.hippodivers .com

• 히포서울사무소(담당 : 김정화)
• 휴대폰 : 011-9090-0759 I 팩스 : 02-761-0943
• 메일 : hippodivers@naver .com I 메신저 : Quf23@hotmai l. com

LOCAL DIVE

석선션부戀라표효
2010년 마지막다이빙

1t't.
Boat diving point, Coral garden.
글， 사진/김건석

• 서뉘포의 쳐울

바다도 며칠째 계
한반도가 겨울

속되는 풍랑주의보

에 들어섰다고 하

로 인해 모든 배가

지만 언제나 그렇

항구에 꽁꽁 묶여 있

듯 옹화하게 따스

어서 바다로 횡t하려

하던 서귀포의 날

는 어부와 낚시꾼은

씨도년말에들어

물론겨울제주바다

서자 기옹이 영하

를 즐기려는 다이버

로 떨어지면서 사상처음 내렸다는 폭설과

들의 발목을잡고 있

매서운 칼바람을 통반한 동장군에 기세가

다. 2010 년 마지막

드높다

을 보내는 제주도 서

산호정원에서 여유롭게 노닐고 있는 쏠베감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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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훌정원 쪼엔트

'H . ~

획
F

셔 T 흥
닙

산호정원은 법환항과 범섬 사이에 있다

귀포 바다의 모습이었다.
그래도한해를마감하

는 마지막 다이벙을 하고
싶은욕망에 하늘에 기도
하며 날씨가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더 니 기와통했던

지 드디어 날씨가풀리고
주의보가 해제가 되었다.
다시 주의보가 내릴까봐

펄

부랴부랴 장 비 를 챙겨서

i3

바다로향한다

아무리추운겨울이라하
여도 서귀포 수중의 수온
은 2월까지 1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육
%벼1서 호되게 느끼던 추

위는 바다로 입수를 히는

순간온천에 들어 온것처
럼 따스함을 느낀다. 미지

근한물에몸을담글수있

바위 골짜기 마다 연산호가 가득한 모습.

뉴랴던랴

는겨울바다다이빙은이
래서 묘미가 있기도 하다
산호정원을 가기 위해서는 섬에 상륙하여

다이빙을 진행하지 않고 보트 다이 빙을 하여

에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는 유어선 선장
님이 운전하는 배를 타는 것이 보트 다이빙

에서는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야 한다. 망망대해 바다위에서 유어선의 어

산호정원포인트를 가려면 서귀포 법환 항

탐으로만 포인트를 찾-0 1야 하기에 어떤 배를

에서 배를 티는 것이 유리하다 서귀포의 항

타야 할 것 인가를 잘 선택 하여야 제대로 된

구는 크게 서귀포 항과 법환 항으로 나누어

포인트에 입수 할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장소

지는데 서귀포 항에서는 문섬과 섬섬， 외돌

를 찾아 입수를 하지 않는다면 모래바닥이

개 등의 포인트를 갈 때 이용하며. 범섬이나

나타나거나 너무 깊은 수심에 떨어지기 때문

가린여 포인트로 이동할 때는 법환 헝에서

미크론 려|이다

팩/

마억|스터 확이트

AQUA 강 L U N G.
넓 게 펼 쳐진 바위 능선 에 연산호 군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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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는 것이 가깝다. 산호정원도 법환 항

과 범섬사이에 있는 포인트이므로 법환 항에
서 배를 타고 기야 가깝워서 시간도 절약되
고 정확히 위치를 알고 있는 유어선 선장님
을만나기도쉽다.

평소 즐겨 이용히는 유어선 선장님에게
전화를 한 후 법환 항으로 향하였다. 조금 풀

린 날씨 이긴 했지만 여전히 바람은 살을 파
고드는 듯 차갑게 얼굴을 때린다 빨리 수중
으로들어가고푼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법환 항에 도착 후 장비를 체크 하고 배로
옮겨 실은 후 산호정원 포인트로 이동을 시

작하였다
눈으로 바리볼 때 바다는 제법 잔잔한 것

산호정원에서 수중촬영을 하면서 즐기는 다이버들

같았지만 막상 부두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수중에 놓인 언덕 같은 커다란 바위들이 드

연산호 사이로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는

나가자 남쪽에서 밀려오는 너울이 폭이 넓고

문드문 어우러져 봉우리들이 뻗어있는 모습

해송들의 크기는 1m 이상에 달했다 크기를

크다. 수중에도 너울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은 마치 일부러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것처

자링Pδ}듯 커다란 날개 가지가 조류에 따라

법환 항을 떠나 채 10분이 안될 시간에 도착

럼 자리 를 잡고 있었다‘

웅츠렸다 펴지며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백조

하여 재빨리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를 하였

가하얀날개로 날갯짓을하는듯하다.

다. 입수를 시작하자마자 너울에 밀려 정확

•

한 포인트를 벗어날까 싶이 바닥을 향해 빠

수중에서 솟아있는 봉우리를 따라 서쪽으

밑에 자리 잡은 연산호들이 아름답다 그곳

로 이동을 하기로 하고 천천히 이동을 시작

에서 숨을 죽이며 자는 듯 머무르다가 다이

하는 순간 자리 돔의 군무가 첫 장띤을 만들

버가 가까이 접근 하면 벼블소리에 놀라 금

어 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자리

세 사라져 버리는 커다란 어종이 눈에 뜨였

돔이 봉우리를 감싸며 위에서 아래를 향해

다 순식조뻐 시라져 버린 탓에 정확히 보진

산호정원 포인트는 바위마다 연산호가 가

행렬을 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위 봉우

못했는데 아마도 근래에 보기 힘든 붓바리

득 가득 붙어 있어 지어진 이름 이라고 한다.

리와 벽면에는 짧은 연산호들이 채색을 뽑

인 것 같다.

누군가가 산호정원으로 부르자 몇 몇 사람들

내며 가득 메우고 있었다.

르게 핀 킥을 하면서 하강을 하였다.

너울은 있었지만 물색과 시야는 아주 니쁘
지 않은 편이여서

10m

쯤에 이르자 바닥이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안호션웬의 수중

좁게 계곡처럼 형성되어 있는 바위와 바위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바위들은 날카롭

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
스레 포인트 이름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모든 현지인들도 산호정원이라는 이름을 사
용하고 있다 처음 보이는 봉우리에 도착하
여 수중 차메라를 켜고 스트로브 위치와 노

출세팅을하고 천천히 주변을탐색하며 이
동을 시작하였다. 시야는

8m

정도 나왔으며

하안해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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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으로 솟아오른 봉우리 벽면에 아름다운 색상의 언산호가 빼곡히 붙어 있다.

게 솟아 있는 모양， 둥글게 어우러져 있는 모

과 연산호는 마치 수중에서 춤을 추는 듯 자

양0] 섞여 있는데 각양각색의 연산호7} 빼곡

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히 들어차 있어서 개성에 따라 색동저고리를
입은 모습으로 보인다.

산호정원 포인트에는 다른 포인트와 달리
산호가 없는 바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

다이벼들이 뒤를 따르며 요영히는 동안 핀

의 다양한 연산호와 해송이 기득하며 수중생

킥 때문에 바닥에 쌓여 있던 부유물이 일어

물이 어울려 있어서 포인트 이름이 지어진

나자호박돔이 먹을거리가있는가싶어몰래

이유를쉽게이해할수있다.

몰래 뒤를 따라 다니던 모습이 눈에 보인다

보트 다이빙을 할 때 망망대해에서 포인트

이곳은 바위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벗

를 찾기란 어렵다. 하지만 찾아다니다가 무

어나연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데 포인트 내에

척 아름답게 느껴지는 곳을 만날 때는 서귀

ACD 만의 기능

포 수중의 한 단면을 새로 발견한 기쁨과 새

· 행크와 톨리시 스프링의 힘으로 안쪽
크리훈이 위로 항함

형성되어 있는

40m

정도 길 이 의 바위 군락

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심

내 외를 유

로운 포인트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눈이

지하므로 통상적인 보트 다이빙에 적정한 수

맑아지고 마음이 따뭇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

심이기도하다.

가많다

22m

연산호에서 혼자 놀다가 오랜 만에 나타난

산호정원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할 때의 느

다이버가 반가웠는지 쏠베감팽 한 마리가 마

낌은 전혀 손길이 닿지 않은 서귀포 수중을

중을 나와 어여쁜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한다

대변하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실제로 출수

정조 시간에 맞추어서 다이빙을 시작했기 때

를 하면서

문에 조류도 없어서 힘들여 핀 킥을 할 필요

정원은 형형색색 많은 개체수의 산호들이 바

도 없었고 너울에 산들 산들 흔들리는 해송

닥을 가득 메 우고 있었다.

10m

， 탱크와 연길시 크라용이 튀로 밑리며
흥앙빼브로 공기 유입

정도 위에서 내려다본 산호

이름다운곳에서

2010

년마지막다이빙을마치

며 2011년에도 사랑히는
서귀포수중을누비며아
름다운곳을찾아다이빙
을하고 싶다는생각을
한다
2011년을 맞아 전국에

계신다이벼님들 새 해복
많이 받으시고안전다이
곳콧에 대형 수지 맨드라미 산호가 서식한다

빙하시길바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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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oan Resort Group Cebu, Philippines

비A빠 다이빙의 중심 랄로안으로 모십니다.

f쫓慧활r옳l
필리핀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세부 섬 남단 랄로안은 아포， 바리카삭， 스끼홀， 수밀론， 카시리스， 모알보알 등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킹덤 리조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펀안하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릴로안 다이빙 ， 킹텀 리조트가 함께합니다，

않

킹덤리조트
한국사무소

010-3929-3221 , 010-3282-5566(이시영)，
070-8288-8818
Office: +63-32-480-9118 , +63-908-572-703이정광범 )
www.liloankingdom.com
인터넷전화 :

.:.. ’

t 뜯 ro

“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떠실리티

IANTD KOREA (서울 02-486-2792)
MB 오선 블루 (밀리핀 070-7518-018이
NSDM 디이버스 (속초 011-265-183 1)

정영호
정철희
최승혁

(Adv ,
(Adv ,
(Adv ,
황영민 (Adv ,

EANx
EANx
EANx
EANx

강촌스쿠버 (깅촌 010-2256-μ34)

IT)
IT)
IT)
IT)

(Adv , EANx)

이필규

박우진 (Adι EANx)
박인성 (EANx)

이호석

박진수 (Adv , EANx , Poseidon Mk6)

이효진
임성하

박선경

박징호

굉영 잠수울 (굉영: 011-732-4942)

인스트럭터

백상현

굿 다이버 (제주’

Cris (EANx)
강길영 (EANx)
강덕권 (EANx)
강신영 (Adv , EANx)
강재칠 (Adv , EANx)
고증언 (Adv , EANx)

액인닥

011-72 1-7277)
그린 스쿠버 (여수 061- 684-5656)
두류수영장-노도스쿠버
(대구 053 -6 21-0469)
리뭉스쿠버 (서울: 011-542-5288)
베트남 스쿠버 (베트남 010-389 1-1 391)
블루 흩 디이버스 (만잉 이 0-8633-0752)
씨 텍 (부신 010-2860-809 1)
일띠 잠수 (인전: 01 0- 8856-1088)
테코 (싱남 03 1-'η6-2442)
태영잉수종 (부산 051-414-9302)
띠워스쿠버 (서울 010-3718-8807)
프로다이버 (대구: 053-471-9707)

고학준 (EANx)

권영환
김기증

앙성호 (EANx)
앙인모 (EANx)
오영석 (TRIMIX 산소공급자
오석용 (EANx)
오승철 (Adv , EANx)
오정석 (EANx)

김영섭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강신영 (Adv ,
고석태 (Adι
권오윤 (Adv ,

김정숙
박근칭
서일민
안승철
오현식

유 현
이민호
이우영
이원교
이증인

EANx IT)
EANx IT)
EANx IT)
(Technical IT)
(Adv , EANx IT, AED IT)
(Adv , EANx IT)
(Trimi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승태민

신영칠 (태Nx)

김민석

(Adv , I까)
(Trimix Iπ)

승우용
승윤상

김동현

해원 (강릉 033-야4-6207)
디이빙 픽(필리민 사빙 070-8625-487이

김광휘
홍징화

(EANx)

서재환
손경훈
손현칠
송근석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EANx)
(EANx)
(Adv , EANx)
(EANx)
(Adv , EANx)
(Adv‘ EANx)
(Adv , EANx)
(EANx)

김동균 (Adv‘ EANx)
김동원 (Adv , EANx)

해앙캠프 (심척 011-9969-088이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트레이너

(EANx)

권유진 (Adv , EANx)

서승흔
서문석

김상길
김석주
김석중
김성진

(EANx)
(EANx)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Technica l)
(Adv , EANx)
(Adv , EANx)

김영삼
김영중
김용식
김용환 (EANx)
김원일 (EANx)
김정명

김정수
김종학

김장제
김정환
김효실
문대전
문석래

문성원

박대원
박상용

IANTD KOREA

(EANx)
(Adv , EANx)
(Adv , EANx)
(Technical)
(Adv ,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Adv , EANx)
(Adv , EANx)

신증띨

이화항

임용한
임응순
징갑석
장동균
전우칠
정국현
정근님
접석환
정성윤

정승규
정영수
정영환
정정원

(EANx)

조문신
조선구

LSSST)

오춘수 (Adv , EANx)

조성호

지혜자
최경호

(Adv , EANx)
(EANx)
(EANx)
(Adv , EANx)
(EANx)
(Adv , EANx)
(EANx)
(Adv , EANx)
(Technica l)
(Technica l)
(EANx)
(Technica l)
(EANx)
(EANx)
(EANx)
(EANx)
(EANx , 02 Adminisler , CPR)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EANx)
(Adv , EANx)
최종인 (Adv , EANx)
한우연 (EANx)
한윤수 (Adv , EANx)
허 현 (EANx)
현승준 (EANx)

유근목

최윤석

윤성환 (EANx)
윤진상 (Adv , EANx)
윤칭수 (EANx)

황영석 뼈V 태~02 Þd때빼， 때Gas뼈'derl

(Adv , EANx)
유기정 (EANx , 02 Adminisler, CPR)
유대수 (Adv , EANx)
윤덕규 (EANx)

이병강

(EANx)
이병오 (Adv ,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Tech nica l)
이영권 (EANx)
이영노

(Adv , EANx)
(EANx)
이장구 (Adv , EANx)
이철우 (EANx)
이우식

쇠효爾Z3웹활뚫J7l짧證i짧: 짧786-2%

신규강사
김성묵 (EANx)
김성욱 (EANx)
장세환 (EANx)

정승욱
정재욱
서계원

(EANx)
(EANx)
(EANx)

FAX: 02-486-2793

SSI40추변 뺑사를 첼관빡고
Attending the 40th Ann iversary of SSI at Red sea.
글/이신우
(주)블루노선 대표이사/881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대표

551

의 변확

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때까지 미국의 경우는 경제 침체와 시장

2010 년 은

SSI (Scuba Schools

변화로 다이빙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반면 유럽은 더욱 발전하면서

InternationaI)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는

전세계 스쿠바 시조써l 서 미국보다 더욱 강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

해이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동안 SS1는 세계 스쿠바 다
이빙 업계에서 규모로는 2번째로 큰 단체

로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
하고있는교육단체이다.
이신우대표

국내의 경우에는 2010년 장비전시회 기

간 중 모 잡지사에서 자체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 ‘점유율 부분 1위”

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SSI는 가장 빠르게 최신의 교육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활용 등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가장 먼저 대
처하였고 가장 진보적으로 다이빙 계를 리드하며 업계를 선도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산업 기준인 ISO인증을 획득한 교육단체로 업계
표준이되어왔디
지난 2008년 SS1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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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을 인수

하늘에서 내려다 본 흥해 모습

하였다. 이런 이유로 많은 다이빙 관
련 산업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전을

하였다.
SS1유럽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SSI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며

이를 축하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

기 위하여 40주년 행사를 준비하였
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아프리카，
호주. 중동， 아시아. 미국 등지의

31

개 지역센터 대표를 포함하여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고 모두의
관심과열정을다시 한번볼수 있는
좋은계기가되었다.

~

이번 행사가 열렸던 후루가다의 리조트 수영장에서 트레이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I 앵사 참가

| 소요되 었다 중샌l 터 71 이스탄불에서 체류하며 시협 적응 한 후

필자는 S와 한국지역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λ씨며 SS1한국지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그

역 담당관 직책을 맡고 있다 2009년 새롭게 SS1를 시작한 이후 본

때까지만 해도 평생 꿈꿔오던 이집트에 대한 부푼 기대로 피곤한 것

부 대표와 몇 개 지역 센터 대표모띨 만나 보았었던 나였기에 이번

도 모르고 이동하였다

행시는

SS1 전세계 대표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새로운 미

이집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모든 도시가 모래 색이었다. 사막에

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가하기로 마음 먹

위치한 도시는 첫 방문이어서 항상 회색 빛 건물이 즐비한 나라의 도

었었다

시만 여행했던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최되는 데마 (DEMA) 쇼와 이집트 사파가

그 후 카이로에서 다시 후루가다 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나는 다

β.AFAGA)에서 개최되는 SS140주년 행사의 날짜 차이가 불과 2주

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행기에는 나를 포함한 전체 탑승객

인지라 필자는 동남。에 위치한 필리핀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바로

중 60-70%의 사람이

미국으로 10일간의 출정을 다녀옹 후 디음날 곧바로 유럽과 아프리

예상보다 빠른 SS1 다이벼들과의 만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SS1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개 나로서는

카 이집트로 또다시 출국히는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총 비행시간과 환승을 위한 공항 체류 시 ιL을 합하면 80시간 정도
되는살인적인 일정이었다.

이 여행을 통해 50일만에 4개 대륙을 방문하는 평생 다시 해보지
못할 것 같은 경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이 기간 동

안 시차와 장시간의 비행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소중한기억을담아온것같다

기대하던 이집트 사파가어l 위치한
클럽 매직 라이프 호텔 도착
서울을 떠나 이집트 써로 공항까지 도착하는 데만 꼬박 이툴이

터키， 사이프러스 대표와 함께

O 반 파티중 독일， 미국， 호주 대돼 함께

미국의 더그(Doug)가 필자를 소개하고 있다‘

콜 맥켄지(호주)와 로버트 스트로스(전세계대표).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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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체소개

지역 대표틀의 미팅 모습.

프리다이빙 세미나의 복식 호흘 연습

홀로 여행에 지친 나로서는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뻐서 서로

인사하며 즐겁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

수언에 서 호홈을 참는 연습 중인 모습

틈도주지 않을만큼알찬내용으로준비되어 있었다

1~2 일 차에는 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 대표들과의 미팅이

은 인원이 참가할 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호텔에 도착하니 SS1의 덕

있었다 그 동안 SS1는 호댁 미국. 독일 등과 같이 같은 지역 내에서

벡니즈(미국)‘ 기도 핫티즈(유럽) 로버트 스트로스(전 세계) 매니저

교육과 투어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밤이 갚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반대로 배낭 여행객이나 외국 관광객을 유치히는 동남아시아‘ 이집

날아오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려 주는 모습을 보고 김은 감

트 캐리비안 같은 지역은 약세를 보여옹 것이 사실이다 SSI에서는

명을받았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보다 유기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하

우리가 머문 사파가에 위치한 클럽 매직 라이프 호댈은 5성급 리

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조트로 방이 500개가 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그 동안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한백인의 국외 다이브센터 개설과교육

SSI와 많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이번 행사에도 파격적인

증가에 관하여 모두가동감하였으며 국내에서 뿐만아니라태국， 펼
리핀， 마이크로네시 0에 위치하며 아시안 언어를 사용히는 다이버들

조건으로 SSI의 40주년 행사를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을 위한 서비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하였다

I 아시아 미팅

|

이 미팅에서 SS1 한국은 마이크로네시뺀 사이판 양， 축 마살

40주년 행사는 크게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전세계

등)지역 오피스의 직접 운영과 그 외 태국. 필리핀 등 동양인이 많이

본부 미탔 프리다이 빙 세미 나， 트레이 너 세미나 친목 도모 및 다이

진출한 지역의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책을 부여 받아 20끄년

빙 투어 로 준비되 어 있었다 7일간의 긴 일정이라 지루하지는 않을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까 걱정하였지만， 다양한 미팅과 행사를 통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통해 한택에서의 성공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교두보를 만들어 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SSI 한국은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치고 광， 사이판，
팔라우에 자격증 발급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 태국， 펼리핀 등 동

남아의 경우 지역 본부들과 협조하여 국내 에 서 서비스 받는 것과 동

프리다이빙 트레이너가 시범을 보이 기 위해 입수를 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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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들이 프리다이빙 세 미나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SSI

비즈니스 세미나 모습.

총괄 매니저가 트레이너 업데이트를 진행 했다

일한 언어와 가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20끄년

트레이너 업데이트 실습 광경

이번 세미나 기간 중 50명 중 49명이 숨을 2분 30초 이/없프라다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빙 강사 레벨1 요구조건) 참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한계에 도전하여 높은 성취를 이루는 쾌감을 느낄

|

프리다이빙 세미나

|

3~4 일 차에는 프리다이빙 워크숍이 진행 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

수 있었던 세미나였다
이에 SSI 효F국에서는 20끄년 중반 국내에서

프리다이빙 강사과정

는 다수는 스노클링을 경험하여 보았을 것이디 프리다이빙은 스노

을 세계기록을 보유한 전문 S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들을 초청하여

클링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숨을 참고 조금 더 갚은 바다를 탐험한

진행할 예정이다. 펼자가 국내로 돌아온 후 벌써 많은 프리다이버들

다고 생ζL하면 쉬울 것이다

과 스쿠바 강시들이 프리다이빙 강사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현재 유럽의 경우에는 프리다이버가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와 유
명 시계 브랜드의 모텔로도 활동 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유행하
는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로 성장하였다. 이에 SSI에서는 40년간의

교육 노따와 시스탬을 접목째 젊은 때 층과 익스트림 레저를
좋아동}는 계층을 위하여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런칭하였다.
이번 세미나 기간에는 현재 유럽기록과 여자부분 세계기록을 보유

다

SSI 프리다이벙 강사는 단체를 불문하고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이버 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I 트레이너 세미나
이번 세미나 기간에는 각국 지역센터 대표단 뿐만 아니라 유럽 ， 미
국. 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히는 트레이너들도 참가하였다. SSI는

40

한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들이 각국 지역 센터 대표들을 대상으로 세

년간 힘l상 가장 빠르게 교육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2011년부

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론교육 육상 연습 수영장과 바다에서 교육이

터 새로운 리더 프로그램 수영 프로그램과 프리 다이빙 프로그램을

이어졌으며 다양한 프리다이빙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 시간

런칭한다. 이것은 기존의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새로운 변회이며 이

을가졌다‘

변화를 통하여 스쿠바다이빙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교

육 단체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스쿠바다이빙에서 교육은가장중
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SSI에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항상 노
력하여 왔고 이번 행사에서도 교육
강화와새로운프로그램 소개를위하
여 참가한 트레이너들을 대상으로

2

일간 교육 업데이트 세미나와 프로그

램설명회를가졌다.
많은 트레이너들은 다른 모든 일정
을 미루고 트레이너 업데이트에 참가

하여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
을 보며 디시 한번 밝은 SSI의 미래를

볼수있는시간이었다

I 다이빙투어
세미나 마지막날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 친목 다이빙을 실시 했다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세계에서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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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을 느꼈다 또한 끽댁 대표들과의 다이빙이라 버디와의 최소 안전

확인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나의 다이빙’ 을 즐길 수 있
는기회였다.
이집트 홍해의 겨울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5mm

수트를 입었던

나로서도 심한 추위를 느낄 정도로 비람이 거썼다. 만약 겨울에 홍
해로 다이빙 갈 계획을 세우는 다이벼가 있다면 반드시 방한 장구를
지참하라고말하고싶다

I
친목 다이빙에 사용한 다이빙 전용 보트

전세계 지역 젠터 미팅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SSI는 변화해 왔다 그 변화의 시기를 거

참가한 지역 대표들을 위하여 본부에서 다이벙 보트를 전세하여 모

치며 SSI는 더욱 성 -^J하여 왔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보

두 함께 하룻동안 홍해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30~40 명의 다이벼를

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센터 미팅은 한마디로 표현

포함하여 총 50 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 배에 승선하여 다이빙을 나

하자면 ‘변화‘’ 였다.

갔다

전 세계적으로 다이빙계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다

펼자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기독교인에게 홍해는 성경에서 모세가

이벙 전체 시장에서의 자격증 발급과 변회는 정제되어가고 있다. 다

기적을 일으켜 물을 갈라지게 했던 곳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물론

이빙이라는 매력적인 레저 스포츠는 다른 다%댄f 여가 생활과 경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홍해는 스쿠바 다이빙의 천국으로 알려

해야만 한다

진 곳이다.

이번 지역센터 미팅의 시작은 스쿠바 다이빙 마켓 오에서의 경쟁

펼자의 경우에도 홍해에서의 첫 다이빙은 많은 설렘과 흥분을 감

출 수 없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SSI대표를 포함한 각국 센
터 대표들과의 다이빙 또한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리조트에서 근무히는

SSI

다이브 마스터가 우리를 안내 하였다.

보트 승선 전에 다이브 마스터는 다이빙 자격증과 로그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장비 정리와 면책동의서를 정확한 절치에 맞게 안내
해주었다.

이 아니라. 조지 클루니를 모댈로 하여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카푸치노 커피 머신 같은 다른 분야와의 경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번 지역 센터 미팅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 되었다.20끄
년 SSI는 4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새로운 프로그램 개편과 추
가가 이어졌다그 첫째는 교육 강회를 위한 리더 프로그램의 새로운 재편이었다
많은 교육 단체가 초창기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사용

이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한국 다이버들과 리조트들의 경

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장은 변화하였고 보다 발전된 다이빙

우 자격증 확인이나 서류준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이버

장비와 컴퓨터 등의 개발로 새로운 프로그램 변혁이 요구되어 왔다.

들도 자격증과 로그북을 지잠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였다. 이

이에 SSI에서는 디이브 테이블 교육 삭제를 시작으로 리더 프로그램

곳에서는 정확하게 면책동의서와 자격증. 로그북을 확인히는 것을

을 20끄년 전면 개편하기에 이른다.

보며 선진화된 다이빙 리조트의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SSI에서는 수영 프로그램의 시작을 발표하였다 수영은

이집트의 경우 바다는 동남아시아와 흡사하였다 아름다운 경산호

전세계적으로 물과 첫 번째로 교협}는 운동이다. 하지만 수영의 경

와 다%댄 종류의 열대 물고기들을 보고 있자니 천국에 옹 듯한 환상

우 교육만 있고 인증(자격증)을 해주는 기관은 없었다 이에 체계적

흥해 수중으로 뛰어드는 다이 버들

다이빙전 브리핑을 꼼꼼하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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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쿠바 다이빙 교육 시스템을 수영으로 접목시켜 발전하고자 수

영프로그램을 런칭하였다.
세 번째는 프리다이빙이다 프리다이빙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
럼， 스키 시장이 정체 되었을 때 보다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스노우
보드를 통해 발전하였다 스키 시장처럼 다이빙 시장에도 젊은 이들
이 열광하고 도전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다. 이를통해 보다다양한연령층이 물과친숙해 질수있게 될 것
이디 .

|

결어그리고최우수마케팅상

|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다양한 나라에서 옹 많은 사람들과 교류
하며，새로운프로그램과많은정보를받아들이며시간은빠랙O 지

나갔다 마지막밤은그렇게 깊어 갔고모든멤버들은파티장으로모
여 40주년을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는 다。&한 시샘 있었다. 처음으로 공로상이 전달 되었
고， 올해의 최다발전상시상이 있었다 최고발전의 영광은터키가

차지 했는데， 기존에는 2개의 활동성 다이브 센터만이 활동하였다가
지역 본부 운영이 새롭게 변경된 지 2년 만에 80개의 활동성 다이브

센터가 등록하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런 변회는 터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변화되고 있다 시

SSI

상 또한 미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까지 필지는 내심 한F국

도 어떤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마지막까지 호명 되지는

최우수 마케팅 상을 수상한 띨자

SSI한국을 위해 성원해주고 노력해준

않았다

SSI

평가관， 트레이너， 강

사， 딜러， 다이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며 이 글을 마

친다 ‘ (bc

가장 오래 서비스힌 호주가 시상을 마치고 필자는 호주 대표와 축

하를 나누고 있었다 그 때 한국이 호명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웅을 금치 못하였다.

선간안내

과연 어떤 상을 받은 것일까 생각했다 단상
으로나가서야호댁이 어떤상을수쟁}였는
지 알게 되었다

I

lI

2009년 SSI힌국은 80%의 자격증 성장과 I

l _ _:'

물고기 71 는물고기’

‘ .:::.1
πIL
..;:::..
11 L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마스터 다이버
E;H]잉시

첼린지， 250명이 모인 송년회， 2010년 2월
모든 업계 사람을 놀라게 만든 장비전시회까
지 너무도 놀라운 변회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로 인해 이에 걸 맞는 최우수 마케팅 상을
수상하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호택의 모임과 행사 사진들

을 보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필지는 박수를

얀l느무 . .

.,

~ι

l

111

I느 무
[411

받으며 그 동안 함께 노력했던 시죠띨과 어

훨하

얘U‘ ~

이번 행사는 SSI 전세계와 한국에 많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행사였다고

낼올~잭’ 훌~ 이h‘; ~.~

생각한다. 2011년을 시작하는 지금， 펼자는

‘명~ 흑낱t

새로운 지역의 시작과 한댁에서의 발전을

교수 최윤 박사(한국어류학회

부회장)가 쓴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
들. 본사가 보유한 생생한 수
중사진들과 화려한 일러스트

잉!lm:.

려움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군산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률훌윈

다량지원 편집 . 총사용사진
수

175 컷 .
총 224쪽 15cm x 22.5cm 크
210

컷 ， 일러스트

기이며 고급무광아트지.
가격 15 ， 000원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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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꿇國 魚、類細密畵總、圖￡藍

한국어류서l 밀화총~감
한국어 / 영어 병용

Miniaturε

Guide to Whole

Korεan

Fishes

Korean / English Edition

그렴， 한글 영문 편 성 / 김풍등
Ill u strated by Kim P oong Deung

한국명을가진모든해수어와담수어가빠짐없이 수록되며 이해를돕기 위한국외 종도참고로추가됩니
다. 한가지 명시해 두는 점은 목(目 Order)은 정상적인 순서의 반대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정순서로 진
행되는 세계해수어원색도감에도 당연히 한국명 어류가 포함됩니다만 세계시리즈는 대단히 방대하여 진
행 속도가 느림으로 한국어류도감을 조기에 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명 어류만 따로 추려서 역순으로

거슬러오면 두시리작빨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명 어류정밀화콘댄츠의 완성’ 이 먼저 시급하다
고판단합니다.

We, here in this magazine, run two kinds of illustrated fish series: the one is the series for world marine
fi shes(ofcourse , Korean marine fi shes included) and the other is Korean marine/freshwater fi sh series. This
Korean fi sh series is run by reverse sequence in taxonomic Orders. This is for eaJ깨 completion of ‘ Korean Fish
Book' . The world series would go a very long way , on the other hand , if we go backward sequence , the Korean
series which contains far much less species wou ld converge soon with world series. At the
world fi sh series Lhat going on

reg비aJ'

Ill oment

when the

order would meet the reverse order Korean Series, for the fil‘ st ti l11 e, the

complete colour illusu'ated Korean Fish Book would be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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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고용국외종 ( foreign s야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trida허daπISellishes)
사전트 매이어 (Serge‘ lnt-major)
A blldeJduJ saxalilis ω뼈us. 17，엉1. 23cmTL
D/spine13 ∞ft ray12~13 A/sp.ne2 었1 raylÛ"' 12
대서양 캐나다， 미국에서부터 우루과이에 이르는
서대서잉 아프리카 서부 대서앙 열대 해역에 분
포 대서S때|만 문포 인도 태영앙의 해포리고기

(Abudefduf vaigiensis)와 같은 증으로 알려져
있다가 구분되었다 • 해포리고기와 흔동되는 종
이다 기본색은 등은 노렇고 아래로는 희며 5개의
수직 흑색 띠무늬가 있다 흰부문은 연한 정색 또
는 회정색일 때가 있다 흑색 띠무늬가 정색일 매
도 있다 미병부 후드뻐| 물완전한 띠 무늬 1 개가
더 있을 수 있다 알을 보호하고 있는 수킷은 전체

적으로 검푸른 색으로 변하여 흑색 띠무늬기 상대
적으로 흐려 보이며 등의 노링색은 거의 없어진
다

Ref. Uve specimen photos

20m

이내의 암초 위에 실며 보통 수백 마리

가 구룹을 이룬다 해조류， 갑각류， 작은 물고기，
기티 각종 무척추동물의 애얼례를 먹는다. 유어는
정소고기역할을흔빠

Order Percil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lishes)
Sergeanl major
Abudefduf saxatilis (Li nnacus. 1758). 23cmTL
Distribution: Atlantic Ocean: Canada , USA 10 Urguay in the western Atlanlic , along the tropical coast 01 western Alrica. This species is strictly an Atlantic species. It is
replaced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closely relaled Abudefduf vaigiensis
General : Often confused wilh Indo-Pacific species Abudefduf vaigiensis. Upper body usually yellow , shading to white or bluish or bluish gray below , with 5 vertical
black(sometimes dark blue) bars , a aint sixth bar may be present posteriorly on caudal peduncle. Male becomes dark blue to dark purple during courtship and when
guarding eggs , the black bars thus less conspicuous on the body. 0‘ 20m shallow reef tops , fo rm large feeding aggregations. Feed on algae , small fish and crustaceans ,
and invertebrate larvae. Juvenile may b이d cleaning stations

’

잡고용국외증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Cl씨on)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αT녕 ænlndae(damself잉18S)
골든 담셀피쉬 (Golde n damsellish)
A lllblyglyphidodoll (/ lI r ellS :CU\;cr !!Øl)
13cmTL
D/sp.neI3 ∞，ftr랴 12~16 A/sp.ne2 ∞ftr，밍14~15

‘

,‘

Pl /16~18 μp/15~17+8얘 LR/2~27

인도앙 동부， 서태영앙 오스트렐리이 서욱부， 안
다만 씨 띠지 북으로 일본 류구열도까지， 남쪽으

로 뉴킬레도니아까지 문포 • 정싱적 색싱은 전
체적으로 지느러미까지 밝은 노랑색이 며 가슴 부
분이 희미하게 정색 내지 정보라색이며 눈 테두리

도 푸르다 혼인색을 띠면 배지느러미 꼬리지느러
미의 ~히엽 기정자리만 노랑색이 남고 나머지 모
든 부분이 짙은 어두운 정보라색이 된다 그림은
정상적 색ε뼈1서 혼인색으로 변하는 초기 단계이

다 12~45m 수심의 조류가 비교적 강한 암초 지
대 고르고니언 산호가 많은 지역어I ~ft각 고르고

니언 신호에 일을 붙여 낳고 보호효백 동물을링

Ref

냐'e

specll11 en photos

크톤을 먹는다 딘독 또는 쌍으로 다니며 유어는
소구룹을이룬다

Order Percif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lishes)
Golden damselfish
Amblyglyphidodon aureus (Cuvier, 1830). 13cmTL
Distribution : Easl Indo-Wesl Pacific: Andaman Sea , Rowely Shoals , and Christmas Island in easlern Indian Ocean 10 Fiji , north 10 the Ryukyu Islands , soulh 10 New
Caledonia
Genera l’ Common color form bright yellow overall with small pale blue spots and short lines on head and chest , nuptial color bluish or purplish overall excepl pelvic and
caudal fins. The color 이 the drawing beginning slage to nuptial phase . Steep outer reefs slope in 12- 45m , usually where there are abundant gorgonian corals on which
they lay and guard eggs. Solitary or in pairs , juvenile in small groups. Feed on zooplank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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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용국외종 (foreign 5야cles

“

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자리동과

Order Percilormes
Family P，αnacenlndae(damselfishes)
스태그혼 담셀피쉬 (Slaghorn damsellish)
A lllbη'glyphidodo l1 c urcκ00 ffiloch. l 7!1끼

llcmTL
D/sαre13 앙t r:려12~13

,

P /l fYv 17

A!w.re2

∞fir，메 13~15

나미15~18+7'얘

서태영양: 말레이시아에서 사모아 통가까지 닝으
로는 오스트멀리아 대보초까지， 북으로는 일본 님

부 류구열도刀 f^1 분포. • 등쪽으로 연한 녹색이
고 치|측 중심부가 노링색이며 배쪽으로 희거나

열은 회정색이다 너비가 큰 3개의 수직 어두운
북색 띠무늬가 있다 띠무늬는 거의 흑색일 수 있
고 혹칭색이 섞일 수도 있다 서식 해역에 띠라

색상 치이가 있다. 구룹을 이룰 때가 않고 사슴뿔
산호(Staghorn cora l) 가지 속에 숨는다 15m 수
심 정도의 암초에 실며 동물플랑크톤과 해조류를
먹는다
;;<

staghom:

사승뿔신호.(81ag따n cα허}를 은신처

로심날i는돗에서

Percil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Staghom damselfish
Amblyglyphidodon c Jracao CBloch. 17엄J. llcm TL
Distribution : Malaysia 10 Samoa and Tonga , north to the Ryukyu Islands , south to Great Barrier Reef
General : Pale greenish to whitish with three wide dark green bars which sometimes blackish and blue black. Mid body may be yellow , several geographical variations In
color. Commonly shelter among branches of staghorn coral(Acropora) , in aggregations , coastal reels , outer slopes to 15m. Feed on zooplankton and algae

。 rder

‘

,

잡고용 국외증 (roreign ; pecic; ror cO l1l pari on & comprehcn;ion)

농어목자리동괴

Order Perciformes
Fa미Iy Pomac enlridae(damsellishes)
터르내이트 담셀 (remate damsel)
A lllblyglyphidodo l1 l emalellsis
ælee뼈r.I853). 12cmTL
D/w. reI3 영tr쩍11~12 A!:없re2 ∞<< ray12~13
p /17~19 LLp/14~17

,

서태평앙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

라우， 솔로본 재도에 분포 . 1 ~15m 수심의 신
호지역에 t봐. 거의 흰 노랑색 바팅이며 머리는
번쩍이는 회은빛이다 꼬리지느러미 상하업 가장
자리가 어둡다 미병부 위 가εR자리가 검다. 배지
느러미는 뚜렷한 노링색이다 보통 무리를 ξ는다
알은앙부모가보호한다
;;< terr녕e 셋으로 이루어 진

Ref. LNe specimen photos
OrderPenαl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Temate damsel
Amblyglyphidodon ternatensis CBleekcr, 1853). 12cmTL
Distribution ’ Western Pacific: Okinawa , Philippines , Indonesia , Palau , Solomon Islands
General : Silvery oKen with dusky yellow hue. Ventral lin yellow. Upper edge of peduncle blackish. Outer margin 01 upper and lower caudal-fin lobes dark. Among coralrich areas in 1- 15m depth. Usually form groups. Eggs are guarded by Ihe parents

잡고용 국외증 (foreign species ror cOl1l parison & comprehcnsion)

밴디드 사전트 (ßanded se rgeant )
A blldefdllf septemfasciatus 19cmTL

Ind o-Pacific

떨리 사전트 (p early sc rgea nt )
Ablldefdllf margaritells 19cmTL
Western Indian Ocean

화이트 엘리 담셀 (W hite bell y da l1l sel)
A m blyglyphidodoll leucogasl er 13cmTL
|때o--West Pac 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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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lridae

흰동가리
English. n. Clark s anemonefish
(렘크스 아네모네피쉬)

A mphipriOIl c larkii 03e때tt， 1뼈)

15cmTL
D/spinel0 soft ray14~ 17 Nsαne2 soft ray
12~15 P';18~21 LLp/34~46 머151~60

인도 서태영양: 효댁의 제주도1 일본 남부， 타
이완， 서태평앙 일대， 오스트럴리아 서부와 페

르시아 만의 인도g때 문포 • 색싱은 공생하
고 있는 일미질의 색S뻐| 따라 그리고 서식 해
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눈 뒤와 항문의 위치에

백색 수직 띠무늬가 있다 백색부분을 뺀 나머
지 색상은 거의 전체가 검거나 또는 전체적으

로 오렌지색이거나 또는 그 중간으로 다S션}

다. 미병부와 꼬리지느러미는 노랑색일 때가
수킷， male

흰동가리의색상변화

않으며 몸쪽의 어두운 부분과 경계를 이루며
수직 백색 띠가 타나닐 때도 있으나 노랑색과

의 경계가 분영치 아니하다 미병부와 꼬리지
느러미가 백색일 수도 있다 10종의 밀미잘 종
류와 공생효κf. l~60m 수심 암초지대어 I~κt

Order Percif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lridae(damselflshes)
Clark’ 5 anemonefish
Korean. n. Huin-dong-ga-ri (흰동가래
Amphiprion clarkii (I3cnnetl 1830) 15cmTL
미 slribulion: Jeju Island in Korea , southern Japan , Taiwan , western Pacific , Persian Gulf to Western Australia and througho띠 the Indo-Australian Archipelago
General : Highly variable in color and several geographical and localized forms. Coloration is influenced by host anemone species. Black to entirely orange
with pair of white or pale bluish bars , second bar wide. Tail yellow or white , usually with abrupt boundary if body dark. The white bar across posterior caudal
peduncle , n이 well differentiated from Ihe orange-yellow caudal fin . Li ve with 10 anemone species to 60m. Lagoons and outer reef slopes
‘

잡고용 국외증 (foreign specics for companson & comprehension )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띠Iy Pomacenlrida아damse싸 hes)

토마토 클라운미쉬 πomalo clo lV nfish)

A mphiprio l/ Jr el/ afu s Bre\'oon. l腦 14cmTL
D/5plre9"- 10 영t rayl~18 AI$pIre2
∞h ray1 3~15 P 118~20 μpI3 1~44 LR/52~60

,

서태영양 일본 남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랜

드에 분포 • 수킷은 전체가 오렌지색 내지 적색
이며 머리에 어두운 테두리를 가진 백씩또는 열
은 정색) 수직 띠무늬가 있다 암킷은 몸의 측언이
흑색이며 그 범위는 다앙하다 유어 시기에 몽 중
심에 백색 띠 1 개가 더 나타닐 수도 있다 1~12m

수심에 실며 특정된 한 종의 일 DI젤Enlacmaea
quadricolor)과만 공생흔빠
。 rder Per이 ormes (perch -likes ) ，

Drawing 2
female (우)
Ref. Live speclmen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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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omacenlridae(damselfishes)
Tomato clownfish
Amphiprion frenatus Brc\'oort. 1856. 14cm TL
Distribution : Western Pacific ‘ s。미 hern Japan ,
Philippines , Indonesia , and Thailand
General: Male, orange to red with a single dark
edged white or pale blue head bar. Female ,
primarily black on sides with red sno비 . brest ,
belly and fins , with white or pale blue head bar
A second black-edged white bar may be at mid
body in young. Associated exclusively with the
anemone Entacmaea quadricolor. 1- 12m depth
in lagoon reefs and embayment

잡고용 국외종 (foreign s야cie，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자리동과

Order Perciforrnes
Family Pαnaænlrida허:damsell ishes)
워|스턴 클라운피쉬/폴스 클라운 아네모네피 쉬

(W eslern clownfìshfFalse clo lV n anemonefìshl
A lIl phipriOI/ ocellaris Cuvier, l B:JJ. l 1cmTL
D/sαrel。이1 ∞tlr，야 13~17
영I r，랴11~13

인도

Pl !1 S^- 18

, 서태영양

Nspre2

LLpβ4~48

요백만 씨

타일랜드 일레이시

아， 오스트렐리아 북부， 인도네시아， 띨리핀， 타이

완 류구열도에 분포 • 오렌지색 바탕에 3개의
백색 수직 띠무늬가 있으며 가운데 것은 앞쪽으로
물거져 나간 모'&~I다 지느러미들의 흑색 선무늬
는 없을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다. 백색 띠무늬
가정자리에 혹색선이 없을 수도 있고 매우 가늘게

있을 수도 있다 오스트웰리아 다윈 섬에 희귀하

Ref

μve

specimen phOIOS

게 혁을 띤 것이 있고횡갈색인 것도 있을수
있다 15m 수심 이내의 연안 암초에서 알미질과

Order Perciformes(perch-likes) ,

공생하연서 t!씩 미국 을로리다에서 수족관 관상

Farr빼 Pcxnacen뼈a어뼈빼뼈195)

용으로 잉식된다 '" fa lSe 가찌의
False clown anemonefish
Amphiprion ocel/aris Cu\;cr, I 없O. l lcmTL
Dislribulion : Indo-West Pacific ‘ Andaman Sea , Thailand , Malaysia and northwest Australia , Indonesia , Philippines‘ Taiwan and the Ryukyu Islands
General : Orange with 3 white bars , middle bar has foward-projecting bulge , variable amounts of black edging on bars and fins , sometimes black edges absent. Shoreline
reefs to 15m. Associated with anemones_8red a 미 f icialiy in Florida for the aquarium trade

‘

잡고용국외종 (foreign 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fαrnes

Family Pαnaænlrida허damselfishesl
이스턴 클라운피쉬 (Eastern clownfìsh)
Alllphipriol/ percllla (Locepède. 100Zl. llcmTL
D/sα~10 영Ir，야14~17 Nsp.r잉
잉lr려11~13

서태평양 뉴기니 묵부， 슬로몬 제도， 바누아투， 오

스트댈리아 대보초에 분포 •

오렌지색 바등때|

흑색 테두리가 있는 3개의 백색 수직 밴드 무늬가
있으며 기운데 것은 앙 방향으로 돌출된 모g에|
디

지느러미들의 가장자리도 혹색이며 그 밖의

가정자리는 투영하다 지느러미들괴 백색 밴드의
흑색 테두리는 가늘수도 있고 대폭 확대된 경우도

있다 혹색선이 가는 경우에는 웨스턴 클리운피쉬

(Weslern clownlish‘ Amphiprion α;e뼈ris)와
Ref. Live specimen phOIOS
PerClformes(perch-likes) ,
Family Poma∞ ntridae(damsellishes)
Eastern clownfish

。 rder

매우 유시6메 두 증은 서식 해앙 해역이 서로 다
르다 1~15m 수심 산호초 지대에 t!κt 애니매이

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 의 주인공 캐릭터이다

Amphiprion percula (Laccpèdι 180깅 11cmTL
Dislribution : N. New Guinea , Solomon Islands , Vanuatu and northern Great 8arrier Reef
General : Orange wilh 3 black-bordered while bands , middle bar foward -projecting bulge , variable amounts of black edging on bars and fins. Margin of fins Iransparenl
wilh black submarginallines. Similar Weslern clownfish (Amphiprion ocellaris) dislinguished by localion. 1-15m depth in lagoons and seaward ree s

’

잡고용 국외증 ( foreign s야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자리 돔과

Order Perciforrnes
Family Pomacen띠da허damselfishes)
밍크 아네모네띠쉬 (P ink anemonefìsh)
Alllphiprioll perideraiol/ BI썼，er. 1855.
10cmTL
D/sαne9'‘10 었lr，에1(Yv17 찌spne2
었Ir，어12~13 P 1fl&、18 냐p/32~43

서태영양 타일랜드 E뻐|서 사모아 통가까지 님

으로는 호주

GB R,

뉴칼레도니아까지 북으로는

일본 류구열도까지 분포 • 잉크색을 띤 오렌지
색 바팅 머리에 백색 수직 띠무늬가 있다 눈 위
에서부터 꼬리지느러미 기부에 이르기까지 등 중

앙부에 백색띠가 있다 3~20m 수심에 있는 일미
질과 공생하며 ~IQ 암수동체이며 성전환효빠， 일
。 rder

’

부일처형

PercÎ 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Pink anemonefish
Amphiprion perderaion Bleeker, 1855. 1OcmTL
Distributìon : Gulf of Thailand to Samoa and Tonga , north 10 Ryukyu Islands , soulh 10 lhe Greal 8arrier reel , and New Caledonia ‘
General : Pinkish orange , narrow 빼~e baron 얘ad， wh~edo빼 slripe from snαJl locaudal 때uncle. Live mh anemone on reefs in 3-잉m. Apr，때ldrous herrnaph뼈~e，

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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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용국외종 (foreign lpecies for cO l11 panson & comprehension)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lormes
Family Pornacenlrid ae(damsellishesl
새들백 클라운피쉬 (Saddleback clownlïsh)
A l11 phiprioll pOυ1111111S (벼naeus. 1758)
13cmTL
D/spinel (Tv ll ∞ft rayl &v 18 Alsplne2
soN ray12~14 p /18~19 나p/35

,

서태평앙’ 일본 오키나와， 류구열도 티이완， 필리
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만， 오스트엘리아 북부，

뉴기니， 슬로몬 제도에 분포 • 흑색과 흑갈색 및
오렌지색의 점유 비율은 다변적이다 몸체 후반부
에 있는 백색 반점이 크고 등지느러미 언조부 거
의 전체로 확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뒤로 기울
어져 있다 꼬리지느러미의 가장자리가 백색이며

Ael. Uve specimen photos

미병부를 포효h해 나머지는 흑색이다 2~30m 수

심 모래바닥에 서식하는 일미질들과 공생흔봐

Order Per이ormes(perch.likes) ，
Family Pomaoe미 ridae(damselfishesl
Saddleback clown fish
Amphiprion polymnus ([jnnacu~ 1758). 13cmTL
Distribution: Weslern Pacific‘ Okinawa , Ryukyu Islands , Taiwan , Philippines, Indonesia , Gulf 01 Thailand , northem Auslralia , New Guinea , Solomon Islands
General: Varying amounls 01 black 10 blackish brown and yeliow orange , while head bar and somewhal lorward slanling large while mark on pOSlerior part 01 body
lhrough so~ rayed portion 01dorsal lin , white edging on black tai l. Usually with sand boltom dweliing anemones in 2-30m

,

‘

잡고용국외증 (foreign spccic for cO l11 parison & cO l11 prehen ionl
농어목 자리톰과

Order Per띠αmes
Family Pornacentrida허damsel’ishesl
오렌지 이네모네피쉬 (Orange ancmonclïsh)
A l11 phiprioll sa lldaracill os 써10n.l972
14cmTL
D/sp뼈，~10 뼈 rayl &v18 Alspne2 었1 ray12
P， /1용18 μp/32~37

서태영양: 일본 님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렐리아 서부 솔로몬 제도에 분포 • 주둥
이(가끔 입술 포함)에서부터 꼬리까지 등 중심에
넓은 백색 줄이 있다 암초지대 20m 내에 살며
주로 일미잘 종 S1ichoc성ctyla mertensii 또는

Heteractis cris멍와 공생tl!각，
Perciformes(perch.likesl.
Family Pomacentridae(damsel ishes)
Orange anemonefish
Amphiprion sandaracinos 페cn. 1972. 14cmTL
Distribution : Ryukyu Islands , Taiwan , Philippines , Indonesia , Western Auslralia , and Solomon Islands
General : Orange body with white mid.dorsal stripe running Irom at least mid snout and o~en lips 10 tai l. Ll ve most commonly with anemone species 01 Stichodactyla
meηensii and Heteractis crispa. 3-20m depth in lagoon and ouler reefs

。 rder

’

집고용국외종 (foreign s야cies for cO l11 parison & cOl11prehen，io띠

일리드스아네모네미쉬

투-밴디드 O 씨모네미쉬

레드 새들백 이네모네미제토마토 이네모네미쉬

셰이셀 이네모네미쉬

(Allard's anel11 onefi sh)
Alllphiprio ll at!ardi 15cmTL
Weslem Indian Ocean

π、.I'o.banded

(Rcd ,1ddlcback ancmoncfishITom:no :lnemonelish)
Alllphiprioll ephippillll 14cmTL

(Seychclles ancmonefish)
Amphiprioll j llsCOC{/ lI dfllllS 14c mTL
Weslern Indian 0∞an

anemonefish)
Amph iprioll bicÎl1 clus 14cmTL
Weslern 1때ian 0∞-an

’

닮slern Ir잉ian 0∞an

~D
회이트-보닛 이네모네피쉬

,

(W hite.bonnell ane l11 onelï h)
Amphipr;o lJ lellCokrollQs 9cmTL
Weslern Ce nlral Pac 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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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이네모네피쉐더스키 아네모네미쉬

몰디E 아네모네띠쉬

시배이네모네미쉬

(B lack ane l11 onefi h/Dusky anel11 onefi; h)
A lllph ψr;oll melall opus 12cmTL

(Maldives ‘memoncfi . . h)
Amphiprioll Jl igripes 11cmTL
Weslern Indian Ocean

(Sabae anc l1l onefish)
Amphiprioll sebae 16c mTL

,

업cilic 0∞an

|때ian 0∞an

‘

잡고용 국외종 (foreign specie for co01parison & co01prehension)

농어목자리톰과

Order Perciformes
Fa01ily Pornace미ridae(darnselflshes)
빅립 담셀 (B ig-lip damsel)
Cheiloprioll labialllS αy. 1877). 6cmSL
D/spne13 ∞ftr며13~14 Nsαne2 었lr.와13~14
P /17 나p/líY'-18+5"'9

,

인도 서태평앙 류구열도 필리핀， 알리우"， ~다
만 씨， 오스트렐리아 북부， 바누아투， 슬로몬 지l도

에 분포 • 어두운 갈색이며 유어시기에는 칙칙
한 오렌지색이다 입술이 크고 약간 뒤로 뒤집어

져 있다. 3m 수심 내외에 있는 이크로포라
(Acropor.에 산호의 폴럼을 먹으며 그 가지들 틈
속에 숨어 t뻐 단독 또는 소수 무리를 이룬다.

“ ‘,.,._.-

Order Perciformes (perch-likes).
'-~、
v
Ref. Uve specimen phot。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Big-lip damsel
Cheiloprion labiatus (Day. t877). 6cmSL
Distribution Indo-West Pacific: Ryukyu Islands. Philippines, Palau, Andaman 5ea, northern Australia, Vanuatu and 5010mon Islands
General : Dark brown, juveniles dull orange. Large swollen lips, curled back slightly. Associated with branching Acropora corals on which they feed. Sheltered shoreline
reefs to 3m. Singly or in small groups
‘

잡고용국외증 (foreign species for co01I찌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oαformes
Famlly Pomaæntrida허darnselfishes)
에절 크로미스 (Agile chromis)
Chro l1l is agilis Smith. 1960. 7.5cmSL
D/spine12 영t ra끼2~14N:없ne2 었tr야12~14
P ， /14~17 니-p/17~19

인도 · 태평양 일본 류구열도 오가사와라 섭， 마
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오스트렐리아 대보

초 하와이， 동아프리카에 분포 • 진한 골드 브라
운색 바탕 머리 하부와 기슴은 정보리색이 희미하
게 또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슴지느러미 기부에

큰 흑색 반접이 있다 꼬리지느러미 S반과 히딘의
두번 째 기조가 길게 실처럼 연장되었다. 암초지대
3~36m 수심 범위에 살고 딘독 또는 무리 생활을

Ref. Uve speclmen photos

효tcf. 가지 많은 경신호 위에 많이 신다

Or뾰 r Perciformes(percll 싸es) ，

* agilei: 재뻐른. chromiS 크로미스 속에 속하는 물

F때Iy P，∞B∞otndae(때n생샘1eS)

고기일반영

Agile chromis

Chromis agilis S01ith. 1앉ìO. 7 . 5cm SL
Distribution: Ryukyu ISlands, Ogasawara Islands, Micronesia, New Caledonia, GBR, East Africa, and Hawaii
General: Rich golden brown body, shading to purplish pink on lower head and ches t. Large black spot at the pectoral in base. Caudal fin forked, the second branched
rays 이 upper and lower lobes prolonged as filaments. S떼a 깨 。r form groups, rocky shore or 0비er reefs in 3-36m

’

잡고용 국외증 (foreign s야cie， for compari '>On & t'Omprehen서on)

농어목자리동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때æntrida허damsel’ishes)
화이트 스훗티드 크로미스

(White-spotted chromis)

Chrol1l is albomaculala Karnohara 1960.
t5cmSL
D/spine14 영t n쩍12~13 Nspne2 soft
P /18~19 l1.p/l íY'- 17

,

ray12~13

서북태영양 일본 이주 섬에서부터 오키나와에 제

한적 분포 • 전체적으로 갈색이며 비늘 중심부
가 밝다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
의 후단이 백색이다 경사연 비위 지대 12~40m
수심 범위에 단독 또는 무리로 신다

Ref. Uve specimen photos
Order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Pomacentridae(damsetfishes)
White-spotted chromis
Chromis albomaculata Kamohara 1960. 15cm5L
Distribution : Northwesl Pacific: localized , Izu Islands 10 Okinawa , Japan
General : Overall c이orbrown， wh씨sh posterior margins 이 dorsal, anal and tail fins. Steep slopes and rocky bottoms mainly on offshore reefs. 12-40m, 잉mary or form groups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237-

잡고용국외증 (foreign s야cie， for compari ;on & comprehension)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fonmes
Family Pαnacenlridae(daπ1Se nlshesl
일렌스 크로미스 (A lI cn ‘ s chrom is)

Chrolllis allelli 없띠aIl lda&M며π 1981
6, 5cmSL
D/spinell~12 었tr，잉12~13
엉lr，때 2~13

p

,

AlS<J.ne2

/17~18 나p/15~17

서북태영양: 일몬의 미야케지 Dt， 보닌 아일랜드，

대E빼 분포 • 황갈색 바탕， 가슴지느러미 기부
에 큰 흑색 반접 미병부가 백색이며 꼬리지느러
미는 흐린색이다 둥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후
딘 가장자리가 투영하다 꼬리지느러미 ~하엽 묻

기조가 두 가픽으로 길게 연징되었다

11~30m

수심의 신호나 바위지대에서 딘독 또는 무리생휠
을흔κ}

。 rder Per이ormes(perch.likes) ，

Re f. LJve s야clmen pholos
Family Pomacenlridae(damselllshes)
Allen ‘ s chromis
Chromis a/l eni Rand외1. lda&Moycr. 198L 6.5 cmSL
Distribution : Northwesl Paci ic: Bonin Islands soulh of Japan and Taiwan
General : Cinnanon.brown , while band around peduncle , prominenl black sp이 at Ihe base of pecloral in. Caudal fin forked , Ihe second branched rays of upper and lower
lobes prolonged as lilamenls. Solila깨 or form groups , coral reefs or rocky shore in 11 - 30m

’

’

농어목자리동과

Order Percilormes Family POIT녕centridae

노랑자리 돔
앉19lish ， n, Yellow chromis(옐로우 크로미스)

Chromis allalis (CU\ier, 18l)), 17cmTL
D/spinel3 s띠 rayll~13 Alspine2
soh rayll~13 Pt!18~20 LLp/1 Ô"' 19
서태영앙: 효댁의 제주도 일본 남부， 마이크로
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띠지， 오스트럴리아 대

보촉 인도네시아에 분포 •

꼬리지느러미가

노란색인 개체와 흰색인 개체가 있다 일본 쪽

의 아열대 개체는 꼬리가 흰 경우가 많다 유
어는 모두 전체가 노렇다 등지느러미의 윗 가

장자리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아래쪽 가
Order Perci ormes(perch.likes) ,
장자리， 꼬리지느러미 ~하엽의 위와 아래 가
Family POmacenlridae(damselfishes)
장자리가 매우 가늘게 흑색을 띤다‘ 암초 경사
Yellow chromis
면이나 바위 바닥에 단독 또는 무리지어 t빠
Korean . n. No-rang-ja-ri-dom (노랑자리돔)
수심 범위 1O~100m
Chromis analis (Cu\'ier, 1830). 17cmTL
Distribution: Jeju Island in Korea , southern Japan , Micronesia to New Caledonia , Fiji , GBR , and Indonesia
General : Has either white or yellow lins in Indonesia depending on the region. In Japan the sublrOpical lorm has yellow ventrals and a white tai l. Juveniles
totally bright yellow. Very narrow black edges on dorsal pelvic , anal lin spines and on upper and lower margins 01 tai l. Steep outer reel slopes and rocky
bottoms in 10-100m depth. Solita깨 or In groups

’

Ref , LJve specimen phOlos

집고용국외종 (foreign ‘야( 1잉 for comparison & comprehcnsion)
농어목자리동과

Order Per，이。 rmes
Family Pomacenlndae(damse뼈hes)
스타우트 크로미스 (Stout chromis)

Chromis chrysllra æliss. l쨌;)，
D/sαne13 잉tr，며14~15

,

14cmSL

Alfl;Y. ne2 앙t

rayl3~t4

p /18-19 LLp/17-19
인도 • 서태영양 서로 격리된 3 개체군으로 문포
효빠

@ 일본남부와 타이완 해역 개처|군， ~ 오스

트웰리아 동부， III지， 바뉴:아투， 뉴킬레도니아의
쿄랄씨(Coral

Sea)

개체군， @ 모리셔스， 리유니

온 해역의 인도앙 개체군 • 그림은 일본 닝부 개
체군을 모댈로 한 것임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의 후반부와 이 범위에 포함되는 뒷몸에서부터 꼬
리지느러미까지 백색이다 어렸을 때는 옴통이 밝
은 횡갈색이며 지느러미들과 머리는 밝은 정색이

며

Ref , LJve specimen phOloS

미병부만 백색이다. 바위임초나 산호초

6~45m 수심에 살며 큰 무리를 ξ는다 바닥 위

Perciformes(perch.likes) ,
에 떠서 동물플랑크톤을 먹는다.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X 잉0U1 웅채가딩당한
Stou chromis
Chromis chrysura (8Ii55, 1883). 14cmSL
Distribution: Three isolated populalions’ <D s。미 hern Japan and Taiwan Ø Coral Sea including easlern Australia , Fiji, Vanualu and New Caledonia
General : The drawing 이 Ihe fish based on Japanese pop미 ation ， Yellowish dark brown body with blackish blue scale margins , While rear body Including lail and rear
dorsal and anal fins , Head bluish dark grey , Young specimens 씨 h brighl yellowish brown body , brighl blue fins and while peduncle , Ouler coral or rocky reefs , orms
large aggregalions , leeding well above Ihe bottom on zooplan k1 on

。 r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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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용 국외증 ( foreign species for compruison & comprehension)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ormes
Family Poo녕centridae(darnseHishes)
트윈스핏트 크로미스 (T winspol chromis)
ChrOlll is elerae Fowlα& 8can. 1928. 7cmTL
D/spne12 엉Ir해 1~12Nspne2 엉Irayl~l1
p /17~18 LLp/1 5"- 17
인도 · 서태영양 일본의 오키나와， 타이왼， 마이크

,

로네시아， 필리핀‘ 미지， 몰디브， 오스트웰리O 때

문포 • 등지느러미의 가장자리， 배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가 정색을 띤다‘ 등지느러미외 뒷지느러
미 후딘 기부에 큰 백색 원형 빈집이 있다 항문
근처가 검다 몸과 머리의 바탕색은 등쪽으로 갈
색이며 배쪽으로 얼은 회정색을 띠지만 전체적으
로 회횡갈액인 경우도 있다 눈이 크다 동굴 입
구， 바위틈， 흑신호 틈속에 있으며 소수 무리를 짓

는다 12~70m 수심 범위

Ref Uve s야cimen photos

’

Perci 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Twinspot chromis
ChromÎs elerae Fo\\'lα & 1Jean. 1928. 7cmTL
Distri bution : Okinawa Islands , Taiwan , Micronesia , Phil ppines to Australia , Fiji and Maldives
Genera l: Color of body grayish brown dorsally bluish gray ventrally , sometimes grayish brown overal l. Margin 이 dorsal fin dark blue , with grayish blue pelvic and anal
fins. Two prominent white spots , one each at base 이 rear dorsal and anal fin rays. Eyes large. Cave openings and crevices or black coral thickets. In small aggregations
。띠 er

’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lormes Family Pomacentridae

연무자리돔
English. n. Smokey clu'Omis(.::::o모커 크로미쇠
Chrom isfulllea (1，빼8， 1917). 10cmSL
D/splne13~14
S이I ray9~10

50ft rayl0~12 Nspine2
p /17~19 나p/17~19

,

인도 서태평양: 흔댁의 제주도1 일본 남부， 서
태평앙 오스트웰리아 동부 및 뉴질랜드에 분

포 • 등지느러미 후단 묻 기부에 백색점이 있
다 꼬리지느러미 S엽과 하엽 가장자리 부분
에 굵고 검은 띠가 있다 모든 지느러미들이

푸른색을 띠며 그 범위는 가징자리 쪽으로 즙

을 수도 있다 푸른색은 혹정색으로 나타닐 때
도 있다 가슴지느러미 기부 위치의 몸에 둥근

Ref. Uve spe이 men photos

흑색 반점이 있다 3~25m 수심 바위 또는 산

호지대 중층에 무리지어 다니며 플랑크톤을 먹
는다 자리돔과 섞여 다녀서 혼동된다
Order Percif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Smokey chromis
Korean. n. Yeon-mu-ja-ri-dom (연무자리동)
Chromis fumea (Tanaka. 1917). 10cmSL
Distribution : Indo-West Pacilic: Jeju Island 01 Korea , soulhern Japan , weslern Pacilic , eastern Australia and New Zealand
General: Brown upper head and b。이 ， blue to gray below. White sp이 rear base of dorsal fin , broad dark borders on tail , black sp이 on body behind pectoral
fin base. Fins with blue color , somelimes mainly on margins and somelimes Ihe blue color lurns 10 blackish blue. Form mid-waler leeding aggregalions over
rock or coral reels in 3-25m. Sometimes found in aggregations of Pearl-spot chromis(ChromÎs notata) in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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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3뚫톰맴쨌M 써l껴l적민 명풀

L~ 만티스 바스크

누구에게나 맞는 다이빙 마스크 만티스는 50 년 기까이 샘산중이 며 ， 최고급 소재 로 만들어졌으며 흔댁인 얼굴에 가장 잘 맞게 설계한 루수한 착용감의 마스크 입

니다 ， 최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한국인 얼굴형의 변화를 계측한 데이터를 쌓아올리고 과거 십수회에 걸친 디자인 이나 소재의 개랑
을 실헝하여론 결과라고 자부할U 다. 얼굴이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위하여 만티스 미니 수경도 있슴니다

만티스회색메탈실리콘

만티스겁징실리콘

만티스회색실리콘

만티스노링

아빙회색실리콘

이빌 C- llI링

이믿 C- 레드

O 빔 C-오렌지

코코필 파링

코코펄-화이트

코코노링

코코 C-오렌지

레모리 -DX

머만

이비스

비스타-삼면경

비리우스

비시리-실리콘

바사리-고무

이쿠Of므로

Of펙스

부보

블루이지

만티스검 징 메달실리콘

레모라고긍형

코코펄-핑크

흩 만티스-훤

레모라

만티 스 툴페이스마스크

검정

너 IOI~1

필 m링

노링

화이트

필-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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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l

스마트다이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
마트다이버 명예의 전탕에 모십니다.
• 명단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 입니다
• 참가방법 : 본지 홈페이지 www. scubadiver.co.kr 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다이버 운동 동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의 진실성과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실명과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 ，
다이브웹 (www. diveweb.co.kr) 또는 본지 2010년 7/8월호 사설 “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 ”

와 9/10월호 사설 “스마트 다이버 운동” 및 이번호 사설 (2011년 1 /2월호)을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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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스쿠바스쿨， 11 월 1 일"'3일
마레스 코리아는 2010 년 11월 1일부터

3

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스쿠바스쿨에서 랩 세
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스쿠

비스쿨 이정호 대표， 박승일 강사， 파라다이
스 송봉출 대표， 아이지에이치 백종호 대표
가참가하였다.

3일 간의 교육과정은 1일차 베이직 과정.
2일차 어드밴스드 과정， 3일치- 엑스퍼트 과

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3 일 간의 교육

닙산 이지 다이빙에서 실시한 랩세미나에 참석한 하상훈 대표와 강사들

과정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3 일 연속으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였

루어져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 이번 3 일간의 교

데 3일간 매일 10시간의 교육을 받기란 참

육과정 에는 제주다

힘든일인데도불구하고모든참가지들이 피

이브 강규호 대표 ，

곤함을이겨내고교육시간을충실히 지켜주

마린파크 박성빈 팀

었다

장 최인지씨가참석

1일차 베이직 과정은 딱딱할 수 있는 이론
교육이

하였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소

3일간의 교육과정

지루힐 수도 있으나 스쿠바 장비에 대한 규

은 1 일차 베이직 과

정이나 호흡기 작동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부

정‘ 2 일차 어드밴스

분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

드 과정 . 3 일차 엑스퍼트 과정으로 나누어

• 부산 이지다이빙 ， 12월 11 일"'13일

고 교육이 진행되었다 2 일차 어드밴스드 과

진행되는데 참가자 모두 교육을 받는 동안

2010년 12월 끄일부터 13 일까지 3일 동안

정은 실기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마레스 코리

평소 궁금한 점들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활

부산 이지다이빙에서 제 2차 마레스 랩 세미

아에서 나오는 호흡기‘ 인플레이터 뭉치‘ 에

발히 질문하는 가운데 지루할 시간이 없을

나가 진행되었다. 연말이어서 바쁜 중에도

어트림 등을 분해 조립해보는 교육을 실시하

정도로 바쁘게 진행되었다.

하상훈 대표. 정혜원 실장， 정연규 강사， 남

였다

제주 스쿠바스쿨 이 정호 대표와 랩세미 나 침가자

2 일자 어드밴스드 과정은 장비를 분해 조

재주 강사， 김경도 강사， 이헌희 강사， 김효

3일차 엑스퍼트 과정은 교육과정에 평가

립하는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히는데 장비를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 부담감을 가

처음 접하는 참가자가 있어서 조금 더디게

l일차 교육은 세미나 준비 관계로 오전이

지게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 이번 참가자들

진행되는 바람에 예상보디 늦은 시간에 교육

아닌 정오경에 시작되었는데 . 점심 식사를

모두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

을 끝마치게 되었다. 3 일차 엑스퍼트 과정은

마친 후 식곤증으로 인한 졸음을 참아가면서

간다는 소감을 피력하였으며 교육 시간이 짧

다른 세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대한

순간순간 재미있는 질문과 웃음으로 조용했

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시간부터 긴장

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서 교육에 차분하

의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게 집중 할 수 있었다.

미레스 코리。에서는 램 교육 참7]-지들의

수 강사가 전 과정을 참가하였다.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

교육을 마치고 나서 모든 참가지들이 지불

2일차 교육 때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

겠다고 한디 랩 세미나는 연중 언제든지 실

한 교육비 이상으로 멋지고 알찬 교육을 받

다. 평가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더불어 부품

시 기능하고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 하면 날

았디고 밀하였디 교육이 완벽할 수 있도록

명칭을 암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장비

찌를조정할수있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점이 생기게 미련이지

의 분해 조립 실습에 있어서는 손놀림이 익

만. 교육 수료자에게서 칭초띨 들은 마레스

숙하지 않고 분해 순서가 기억나지 않아 고

묘리아 강사진들은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민을 하는 모습들이 역력하였다 하지만 세

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미나가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자율실

• 제주 제주다이브， 11 월 4일"'6일
미레스 묘리아는 2010 년 11월 4 일부터

6

일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다이브에서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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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해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

면서 조금씩 얼굴에 미소 짓는 모습들이 생
기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3일치는 가장 집중력이 펼요한 시

간이었으므로 모두에게 진지함이 가득한 모
습이보였다.
전 과정의 세미나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합격과불합격의 결과와관계없이 묻났
다는 안도감과 함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부산 킴스마린에서 실시한 업데이트 세미나 참가자

서로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다 참가자들이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좋은 교육을 받

마레스 램 교육은 장비 홍보성

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소감을 피력하였으며

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다이

주최 측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장비와 프로그

버들이 사용히는 장비와 그 기본

램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리를 이해하는데 비중이 높다

고 한다. 이론과 실기 교육 비중

• 부산 킴스마린， 12월 14일

이 조화를 이루며. 반복적인 장

2010년 12월 14 일 부산 킴스마린에서는

비의 분해 조립을 통해 전문가적

마레스 랩 세미나의 엑스퍼트 과정을 2년 전

인 숙달을 강조한다

에 통과한 김학로. 한동순. 이병재‘ 유성룡

1일차는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

김대영， 강현진， 김상태 참가자들이 업데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 될

트교육을진행하였다.

수도 있다. 하지만 장비에 관하

아비스 호흡기의 분해 조립과 더붙어 세미

나에 신형 장비로 추가된 차본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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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쿠바아카데미 랩 세미나

여 확실히 보르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참석자들이 말힌다.

단계 ， 에어 컨트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

2일치는 실기 위주의 교육이므로 흥미를

다. 이미 세미나를 수료한 경력이 있는데다

가지고 서로 문제점을 확인하며 정보를 교환

가 실제로 장비를 수리하던 경험들이 있어서

한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조롭게 교육이 이루어

미지막 3 일차는 테스트 과정이다 그동안

졌으며 틈틈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되

배웠던 교육을 이론과 실기시험으로 마치게

었다.

되는데 호흡기 분해 테스트는 시간제한이 있

스쿠바펠리스 랩 세미나

기 때문에 충분한 숙달이 필요하다.

차 교육에서는 장비를 다루는 테크닉이 중요

같은 부산 지역에 있으면서도 자주 만나지
못했었지만 세미나를 계기로 오랜만에 모여

이번 과정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지하

시되기 때문에 오후 교육부터 중압감이 커지

서 서로 인부를 묻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다

고 열성적으로 진행되었으며 3 명의 참가지-

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이론

마레스 랩 교육을 단지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

가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공부와 장비에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

이 아니라시용히는장비에 대한지식을넓히
고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들이 모여서 담소
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되도록만드는것도좋을듯하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피곤함이 증기하게 된

• 창원 스쿠비펼리스， 12월 27일rv29일
2010년 12월 27일부터 29 일끼지 3일간 거
제에 위치한 스쿠바펠리스에서 소속 강사들

다. 마지막 3일치는 그동안 쌓아온 이론 지
식과 장비의 문제해결 테스트를 거쳐 전문
AlS를 할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을대상으로 2차마레스랩세미나가진행되

랩 세미나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 부산 스쿠바 아카데미 ， 12월 15일rv17일

었다. 가자 모두가 장비의 분해 조립에 대한

불구하고 3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내어

2010년 12월 15 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

교육이 처음이어서인지 매우 진지한 모습으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장비의 이론 및

로 교육에 임하였다，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한다

산에 위치한 스쿠바 아카데미에서 마레스 랩

세미나를 진행 하였다 박복룡 대표. 임동후

3일간 진행되는 교육 중 1일치는 이론의

신상현. 손승우. 류지획 이수민 강사가 참

강사. 서민정 강사 그리고 아프신 몸을 이꿀

비중이 커서 지루함과 졸음이 밀려와 가장

가하였으며 업그레이드 교육에는 서민욱 대

고 교육에 참석한 이강호 대표 모두 긴 교육

힘든과정이라고많이들얘기히는데 이번참

표 서원철강사가참7봐였다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육에 대단한 열

가자들은 한사람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시

의를보여주었다.

종일관 화사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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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랙l스 랩 프로그램 (MARES LAB PROGRAM)
다이빙 장비에 대하여 궁금하십니까?

던 기술과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마레스 랩 프로그램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다이빙 전문점과 다이빙 리조트 또는 다이빙 강사들이 마레스 랩

즐기기 위해서는 시용히는 장비가 항상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서비스 센터(마레스 A/S지정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마레스가 전

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빙 장비 전문가가 다이빙

세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 프로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적절한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램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또한 엄격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동차도 주행 거리와 출고일에 따라 적절한 소

이제 다이벼들은 마레스 A/S지정점에서 최신 다이빙 장비에 대한

모품의 교환과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한이유와마참가지입니다.

명쾌한조언을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레스 랩에 의해서 인증받은 진

마레스 랩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비 생산업체인 마레

스의 최고 기술지들이 준비한 다이빙 장비 전문가를 양성히는 프로

정한 전문가들이 마레스 장비를 통해서 다이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을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램입 니다. 여기에는 지난 60년 간 직접 다이빙 장비를 생산해 왔
· 교육과정
고}정

ADV얘CED

BASIC

내용
교육비용

EXPERT

기본이론및실기

실기 및보증수리

실기 및 테스트

5만원

5만원

5만원

· 교육세부일정
1 일차

2일차

3일차

기본과정(BASIC LEVE L)

어드밴스드과정(ADVANCED LEVE L)

전문가 과정(EXPERT LEVE니

9:00

인사 및 과정소개

9‘ 30

간단한테스트

10:15 표준

및 규정

9:00

인사 및 과정 소개

9:00 인사및과정소개

9:15

NS 부풍 안내

9:15 호흘기 실습

9:30 MR22 아비스 문제 해결 테스트

11:00

다이빙 장비의 재질

13:00

11:30

다이빙 ε벼|에 관한 울리학

14:00 호흥기 테스트 벤치소개

12:00 호흘기
13:00
14:00

작동원리

점심 식사

프러|스티지DPD2단계

SCS시스템(V161 단겨1)
MR421 단계

14:20 호흘기 실습

프로톤메탈 2단계

점심 식사

MR12 L1단계

마레스 호흘기의 특징

MR12 S1 단계

카본 2단계

레벨 2단계

에어컨트롤

15:00 실습-R2 1 단계
15:30 실습-M R220f비스
16:30

M밍2/321 단계

17:00 나이트록스
17:20

신제품소개

18:30

기초과정종료

DIN커넥터

13: 00

CWD키트

14:00

BC실습 에어트림 인플레이터

R21 단계

14:30

다이브 컴퓨터 실습

BC실습: 에르고 인플레이터

15:00

다이브 검뮤터 알고리즘

15:30

NS제도안내

17:30 마케팅
18:00 질의 응답
18:30 어드밴스 과정

16:00 이론 시험

리더 분들께서는 각 지역에 가까운 다이빙삽과 상의 하신 후 10 일전
참석 인원과영문이름명단을 FAX로신청해1 면됩니다

참가 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3일간 30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
2011 년 1 /2월호

점심 식사

17:00 보증수리 안내

16:30

마레스 랩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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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따세척안내

MV옥토퍼스2단계

실슴에르고 인플레이터

17:00 실기 시힘
종료

18:30

전문가 과정 종료

행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엄격한 이론과 실기 테스트를 통과 하셔야만 전문 A/S 지정점에
관한자격을부여받게 됩니다

삐M”

마레스의 인터넷 판매경영 정책
최근 수년 동안 인터넷 판매가 기존의 유통방식 이외의 추가적인
수단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는 제품 판매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방식과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확인하거나 사용 적정

성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소비자

마레스는 기존의 유통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들에게 손해나 위힘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의 불

인터넷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홀뻐|서 인 터넷 판매가 생산자와 판

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불만족을 느끼지 않이야 합니다.

매자 모두에게 더 많은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

따라서 마레스는 인터넷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레스 인터넷 유통 가이드라인〉

1. 마레스 제품이란 마레스에 의해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일걷
습니다. 인터넷 판매자는 마레스 제품을 자국 이외의 인터넷 싱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인터넷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제품의 특정과 기능 및 부품들을 적절한 기술자료나 이미

매취소 권한)에 의한 소비자의 제반 혜택과 권효띨 인정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에 띠라 책임 공급원으로서의 정보를 담

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 보이는 곳에 부가가치세 응을 위한 사업
자등록번호를 게재해야 합니다

7

선행조건의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터넷 판매자는 마레스 제

지를 사용하여 자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마레스 제품

품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

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와 기술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동마켓이나 제3자 사이트에서의 판매는 선행

곳에 www. mares. com의 제품사%뇨을 링크해 놓。야 합니다.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 조건은 판매용 웹사이

3. 인터넷 판매자는 소비자의 안전， 보증수리 및 제품책임 등을 위

닫} 판매 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임형식으로 링크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서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만을 사용자 매뉴얼을 포함하여 홍보

적용됩니다 마레스 제품을 경매 형식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견적히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인터넷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비지는 전화상으로 제품의 기

8 인터넷 판매자는 제품 조달 가능여부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불

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문의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은 자격

편을주지 않고신상품출시의 기밀성을유지하7 1 위해서， 마레스가

을 갖춘 사람이 판매가 이루어진 국가의 언어와 전화번호로 정상 영

제품들이 생산되어 공급할 수 있다고 확인하기 전에는 마레스 제품

업시간 내에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전회상의 지원은 소비자가

을발표，게재，홍보할수없습니다.

제품의 특성을 평가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9‘ 인터넷 판매지는 마레스 제품 배급자에게 판매사실을 알려야

또한 불충분한 정보로 소비자에게 손해나 위험이 따르는 것을 방지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경

합니다 인터넷 판매자는 제품과 기술 개선사항. 안전취급 등에 관한

리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나다.

정규훈련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10. 인터넷 판매자는 매장판매와 마찬가지로 마레스 인증을 받은

5. 인터넷 판매지는 소비자가 타사 제품과 마레스 제품을 혼동하

서비스센터 및 부품칭고를 운영하거나 그곳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장 판매시 마레스 제품 공간이 따로 있

다 이 계약은 소비자가 마레스 제품을 사용힘L에 있어서 위힘을 피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마레스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제품

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판매자와 서비스

을 게재해야 합니다

센터는 계약의 조건을 임의 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자

만약 웹사이트가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마레스 제품들이 타사

는 웹사이트에 서비스센터의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들과 혼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마레스 제품을 검

인터넷 판매자는 해 Eμ국가 내에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색할 때 타사 제품들이 화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사

미리 마레스 배급자에게 그 시실과 인증된 서비스센터에 관한 내용

제품과 마레스 제품이 함께 게재된 결과로 빚어질 수 있는 소비자 안

을 알려야 하며 ， 인증된 서비스센터 없이 마레스 제품을 게재하거나

전에 대한위힘을감소시켜야합니다.

판매해서는안됩니다.

6. 인터넷 판매지는 제품을 판매하고 정보를 공급하는 웹λ에트가

인터넷 판매자는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재빨리 취

관련 법규조건에 맞는지(특히 전자상거래법과 저작권법)， 제반 법규

할수 있도록제품의 시리얼변호를 기록하고 있어야하며， 제품 리콜

와 원거리 판매 관련 조항들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 경우에 대비하여 최종구매자의 주소와 같은 상세한 내용도 보유

웹사이트에는 인터넷 판매자의 상업활동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인터넷 판매자는 상업활동과 관련해서 법규(특히 제품보증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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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첼린져 임직원 데마쇼 참관
직임이 아닌 전반적인 시장의 기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이벙 패턴 및 트렌드
의 다양성에서 파생된 타 레포츠와의 연계까

지 세계 스쿠비- 다이빙 시장은 계속해서 진
화되어가는중이었다.
해마다 데미쇼를 참관하고 있는 (주)우정
사/오션첼린져 임직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한해를 마
김송}며 문제접으로 지적되었던 사안의 분석
과 2011년도의 운영 계획에 관한 미팅을 가

졌다. 무엇보다성공적인한해를보낼수있
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한 신뢰의 관계가 더욱
데마쇼를 침관한 (주무정사/오션젤린져 임직원들

확고해지는 자리로서 미팅의 주제는 주력상
로 여겨지고 있는 빅빵

품의 안정적인 공급， 신상품 정보 및 취급 시

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 다이빙 컴퓨퍼의 한글화 프로젝트. 가격

다이벼들의 귀추가 주

조율등이주요골자였다

목됨과 동시에 지대한

영호t을 미치고 있기도

• 오셔늬/흘리스(OCEANIC/HOLLlS)

하다

데마쇼의 메인 스폰서인 오셔닉/흘리스

이 변 데마쇼의 주 화

SMS100 서|미나 모습

ωCI고따nC/HOLLI잉외는 신규 아이템에 대

두는 Renewa1에 있었

한 정보교류와

습니다

침체기라 할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출시되는

수 있었던 작년의 경우

다이빙 컴퓨터‘ 액세서리 1 테크니컬 장비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긴

대부분 국내에 공급 될 전망이며 치밀한 사

축정책을 펼친 결과

후관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용자들의 만족

NS

정책의 개선점들에 대한

• 데마쇼

상품의 라인업과 정책에 큰 변동이 없었던

지난 11월 16일 ~21일까지 라스베이거스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데마쇼에서

그와 더불어 세일즈 세미나에선 오셔닉/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다이빙 박

공개된 싱품들을 매개로 새로운 전환칩을 삼

흘리스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정책

람회 인 데마쇼(DEMASHOW)는 디시 살아

고자 하는 업체들의 의지가 여실히 들어나

의 현안 발표와 타 지역 공급처 대표들과의

나는 세계 다이벙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 많

보였다 특히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제조사들

교류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

은인파가운집하며성황리에개최되었다.

만의 자체 노하우로 생성된 고유의 영역이

점유율이상당히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

교육 단

조금씩 무너지는 반면 다%댄f 소스와 아이템

었다. 세미나 진행자였던 영업 담당관 조나

체‘ 리조트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각축장이자

을 활용한 광범위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던 스탈밴(Jonathan Stahlman)은 (주)우정

차년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

는 것이었다. 이것은 비단 제조업체만의 움

사/오션첼린져와의 발전적인 방향을롤모댈

흘리스부스전경.

오셔닉부스진경

오셔닉 담당자인 조나단 스틸맨과 함께

데마쇼는 제조업체 . 수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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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로운 유행 패턴으로 메탈소재의 마스크를 출
시 예정 중에 있었고 BC와 호흡기 라인업에

도 추가적인 상품들이 기존 장비들에 비해
획기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출시 준비 중에
있다.

• 아토믹(ATOMIC)
작년에 컬러 다이빙 컴퓨터 'COBLAT 를

공개하여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컸던 아토믹
이쿠아틱스(ATOMIC AQUA'πCS)는 지난 1
년간 발매시기를 보류해 왔었다 그 이유는

오셔닉， 흘리스의 gH업자인 밥 흘리스와 함께한 임직원들

에러가 많은 다이빙 컴퓨터의 단점을 최대힌

로 제시 하였다 또한 태크니컬 세미나에서

사이드 마운트 BC 'SMS 100' 을 소개하는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하여 프로그램과

· 투새TUSA)

전시회장의 중심부에 위치힌 πSA 부스

시스빔 등의 점검 작업을 거쳐 보다 완벽한

PADI 교육 집행관이지 흘리스

역시 메인 스폰서답게 많은 이들의 발길이

기기로 재탄생되어 있었다. 현재 출고7}- 가

(HOLLIS) 의 수석 디자이너 제프 로프린

이어졌다 카츠 나카무라{Kats Nakam山'a)

능한 상태로 인터페이스의 업그레이드를 통

Lof1in)이 제품을 직접 시연하여 참석

부사장은 (주)우정사/오션첼린져 임직원들을

한 효띨화 버전의 출시 기획안이 논의되었

환대하며 미팅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

다. 딘 가라패De.없

국내에 빠르게 상륙한 사이드 0] 운트 교육

기에서 이루어졌다 (주)우정사/오션첼린져

한글 버전 기능 여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

에 맞추어 가장 이른 시기에 공급된 ‘SMS

의 빠른 움직임으로 내년도 출시 상품들의

놓았다. 또한 콘솔기기의 장점인 가시성이

100' 은 다이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급 수량 샘플 테스트의 결과 등이 띤밀히

용이한 큰 화면과 버튼 컨트롤의 간편성의

세계적으로도 사이드 마운트의 시장은 차츰

분석되어졌다. 향후에도 국내 다이벼들이 안

기능이 보다 향상되어 다이빙 시장에 큰 반

확대 되어 질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예측

전한 최신 장비를 접하는 시기는 상당부분

향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신

하고있었다

앞 당겨 질것으로 예상된다

형 마스크의 출시와 밝고 화려한 색상의 스

시간에는 전

(Jeff

자들의 높은 호응을 샀다.

신상품 정보로는 2011년도 스킨 장비의 새

Garraffa)

영업 이사는

킨 용품은 아토믹의 이미지를 한 층 더 강하
게어필하였다.

• 바이킹(VIKING)
금년 데마쇼에선 매우 많은 수의 잠수복
제조업체가 눈에 띄었다. 바이킹은 드라이슈

트의 선두주자로서 그중에서도군계일학이

라 할 수 있었다. 드라이 슈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기 차단 및 활동성과 보온성에 초

점을 맞춘 제품들은 여타의 슈트들과 비교되
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주)우정사/오션첼린
져는 바이킹 제품을 필두로 한 동계 다이빙
시장 개척에 역량을 쏟아 나갈 대응책을 강
구히는 한편 새로운 아이뱀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로운 장비의 공급과 발전적인 정책들이
확립될 수 있었던 데마쇼 2010에서의 각종

성과는 라스베이거스의 피상적인 화려함과
는다르게 더욱더 내실 있는시장체제의구
축에 일조하며 상생의 경영에 앞장설 수 있
바이킹 부스에 전시된 드라이 수트 모습‘

아토믹호흘기들

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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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시하였다 Dimension i3와 Iρtus i3

이션 및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적합하게 제작

AQUA 강 L UNG

부력조절기는 아쿠아렁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 되었으며 기존 퓨전의 장점과 신체 4부

i3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백마운트형 BC로

분(무릎， 엉덩이 필꿈치， 어깨)에 신축성과

D I V E

우수한 디자인과 좋은 자재로 제작되어 편리

내마모성이 우수한 강화 패드를 적용하였으

한 착용감을 자랑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며 3가지 색상(Black / Red / White)으로

에어셀이 등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공급된다 또한 드라이수트 선택시 한가지

유선형의 자세를 유지 해야히는 레크레이션

제한점이었던 발 사이즈에 알맞은 부츠를 선

다이버를 위한 BC이다.

택할 수 없는 것을 다이빙 특성 및 소비자의

qþ

TO

FIRST

A대la- Lung Korea News

ol쿠of링선제품
New Produc t.

• 2011 New BC 제품 출시

’ 타입: i3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백마운트형

취향에 맞게 퓨전부츠와 EVO부츠를 선보임

BC

으로써 다이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 원단 에어셀의 외부는 1000D 아모쉴드m

드라이 수트와 더불어 중요한 드라이 내

코듀리{힘 사용， 내부는 500D 아모m 코듀라

피도 다이빙 환경과 수온에 알맞은 통기성

밍사용

과 보습/보온력이 우수한 3종의 드라이 내

... i3

테크놀로지 적용. 간단한 작동으로도 인

"' Rat E-Valve 장착 i3 러|버가 움직임과 동
시에

Rat

피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드라이
수트 관련 각종 액세서리 제품도 함께 공급

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가능

E-Valve(자동배출밸브)가 함께 작

이된다.
또한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군

동하여 실패없는 공기 배출 가능

(Mili tary) 및 소방 안전 관련 드라이 수트 제

’ Harness System 적용 백팩의 기반을 이

품도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점진적으로

루는 Harness SystemOI 실린더와 다이버의

공급을할계획이다.

중력의 중심을 가깨|하기 위때 매우 앓기

자세한 내용은 이번 2011년 SPOEX 전시

때문에 착용감이 좋음

회 때 이쿠아령 부스에서 주어진 일정에 따

"'Wrapture 1V Support System: LDP타저밀

라 신제품 소개 세미나가 진행되며 . 펼요한

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재질의 천으로 제작

자료는 이쿠아렁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어깨 스위벨 버클 시스템(특헤 적용 웨이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포켓을 받쳐주는 역할 및 BC가 올라기는 것
을방지

’ 3단계 무게 분배 시스템 백팩에 가해지는

남성용 디멘선 비씨.

빡

ιi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최고의 편안힘

‘‘

실현

μ

’ 워|이트 시스템:

Surelock 11

웨이트 시스텀

적용， 추가 웨이트 포켓(옵션)

?

’ Pu ll

어wn형 오랄 인플레이터. 사용이 편

안한위치에장착

• Whites Fusion Bullet 드라이수트
1956년 설립된 Whi tes 社를 2010년 아

쿠아렁 GROUP에서 인수를 하면서 20끄년
본격적으로 전세계 다이빙 시장에 제품 공

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아쿠아렁 코리
아에서 호F국 시장에 대한 총판권을 가지고
기존에 잠시 소개되었던 Fu sion 이γ suit

여성용로투스비씨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모델을 선보

아쿠아령은 2011 년

신제품 BC 인

Dimension i3(남성용)와 Lo tus i3(여성용)
-25 O-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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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예정이다

이 제품은 Fu sion Bullet 모델로 레크레

드라이수트 전문 브랜드 화이트사의 퓨전 불렛 드라
이수트

아쿠아렁 본사 방문 및 DEMASHOW 참가
lnvite Tour to Aqua Lung HQ and DEMA.

였다.

de

Laroche)와 각 분

14일 LA에 도착한 일

야의 담당자가 함께 식사를 하며 . 세미나를

행은 저녁 오석민 대표

진행하면서도 호택 시%에서 아쿠아렁 발전

가 마련한환영 만찬에

을 위한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참가하여상호상견례와

본사 방문을 마치고 DEMA가 진행되는

함께 LA에 거주하고 있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쿠아령 부스를 방문하

는 한국인 다이빙의 원

여 신제품 소개와 함께

로인 이영훈 회장 일행

Dive-X

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2011년 변화히는 장비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뭇깊은자리가되었다

파악하고. 다양한 장비의 발전 모습을 보면

다음날 오전 LA에서
데마쇼의 아쿠아렁 부스 전경‘

제라드 라로체 (Gerard

1시간 40분 남짓 차량을

White Dry suit 및

스쿠터 세미나 일정에 참가하여

서 저마다 깊은 감명을 가지고 일정을 마무

리 할 수 있었다.

아쿠이렁 코리아는 2010 년 라스베가스

타고 샌디에고에 위치한 아쿠아령 본사를

이번 행사는 아쿠아령 제품이 호댁에 런칭

DEMA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쿠이령 본사를

방문하여 제품 개발과정부터 각 나라별 물

되고 난 이후 지금끼지 처음으로 진행된 행

방문하였다.

류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참가지들이 함께

사로 이쿠아렁 본사에서도 많은 기대와 정기

이번 투어는 전국의 모든 다이빙 전문점

견학하였으며 특히 제품의 개발 및 테 스트

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아끼

대표를 주축으로 사전에 공모를 하여 20끄년

관련 기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호흡기 및

지 않겠지만 이번 투어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U월 14일~끄월 22일 (8박 9일 일정)까지 한

BC의 제작 절차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꿀게

세계 다이빙 시장의 흐름을 알고. 한택적으

국에서 총 16명이 참가하였다

하였다

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

한댁에서 끄월 14 일 정동순 이사가 참가자

이쿠아렁 본사도 지금껏 한번도 없었던 전

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

Los

문점 오너들의 방문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

되어 개인 사정상 참가하지 못한 다른 다이

Angles에서부터 나머지 일정은 오석민 대

여 주었고， 아쿠아링 대표 돈 로크웰(Don

빙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많은 걸 배우는 기

표와 이용준 지사장 주체로 투어를 진행하

Rockwell)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담당관인

회가 되길 희밍L하였다.

와 함께 인천 출발을 시점으로 미국

더불어 비쁜 기운데 시간을 내어 참가해
준 김우형 . 김재민， 남궁 관， 박윤철， 박진석，

박진수， 서종열‘ 성낙훈 이기성， 이병규， 이
선명， 이인숙， 이충호， 장명갑， 조은진， 한민
주(존칭생략/가나다 순)씨에게 이쿠아령 코
리아 오석민 대표를 비롯한 많은 관계지들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돗을 전하면서. 다옴
에는 보다 성숙되고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
였다

아쿠아렁 코리아의 초정행사로 아쿠아렁 본사를 방문한 한국 딜러들

환영 만찬 모습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251-

Whi tes의 드라이 수트를 처음으로 선보일

SPOEX 참가/북극곰 대회 협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코엑스，해운대

북극곰 수영대회협찬

Spo
이nsoαrs 비
h1끼비비ip .

이쿠아렁 쿄리아는 이쿠아렁 Group의 수

영용품 전문 브랜드인

Aqua Sphere

제품을

1월 23일 부산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제 24회

이쿠아령 코리아는 20끄년 2월 24 일부터

2011

북극곰 수영대회를 협찬한다. 북극곰 수영대

SPOEX'에 참가하여 이쿠아렁 다이빙 제품

회는 얼음장같은 바닷물에 알몸으로 뛰어들

및 밀리터리 제품을전시하며 이쿠아렁 파트

어 패기와 정열을 뽕내는 24년 전통의 이색

너센터 4개 점과 협력하여 공동 홍보를 진행

축제로， 1988년 저음으로 개최되어 해마디

27 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한다

전년도 아쿠아렁 코리아 부스 모습

참가자 수가 늘어나 겨울 해운대를 대표하는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 및 기존 제품을

가고 있는 이쿠아령의 신기술과 소비자의 욕

스포츠 행사로 자리잡았다.

전시할 계획이며 2011년 아쿠아렁 코리아

구를 최대한 반영한 이쿠아렁의 장비와 유용

지난해 2010년 대회 스폰서를 시작으로 금

의 영업 정책 소개 및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

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년에도 본 대회 스폰서로 참여하여 참가자들

더욱이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에 아쿠아

이다

전세계 다이빙 장비시장의 혁신을 이꿀어

아쿠아렁 파트너젠터 소식
Aqu aL ung Partner Center New

렁에서 인수한 드라이수트 전문 업체인

Aqua Sphere는

의 패기와 열정을 응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예정이다

빙 교육 진행의 이점을 자랑한다
각 파트너 센터의 활동을 최대한 협력하

여 보다가치 있는다이벙 문호F를만들기 위
해 적극적인 협조와 다%댄f 프로그램 개발

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섣념리아’가 아

•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4호점 계약

쿠이렁 코리아 파트너 센터 4호점으로 등록
하면서 이쿠아렁 코리아도 본격적인 파트너

다%탤 욕구에 맞는 20끄년 유통 및 마케팅

센터 유치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2011년 스쿠바 다이빙

까운 파트너 센터에서 이쿠아령 제품에 대한

시장 변회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다이벼의 욕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구에부합된마케팅 방법과유통정책을통하

수 있도록 파트너 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여 . 전반적인 ..스쿠바 다이빙 산업의 활성화‘

아끼지 않을 것이다.

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쿠아령 코리아는 지난해 말 광고에

QR

• 아쿠아렁 파트너샌터 모임

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손쉽게

아쿠아렁 코리아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

이쿠아렁 코리아는 지난 12월 7 일 압구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반

델인파트너센터를통하여 전세계적으로표

에 위치한 아쿠아령 코리아 본사에서

으로 Faæbook 및애i따r를활용하여 파트

준화된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

DEMA 참가 이후 파트너 센퍼와 모임을 진

너 센터뿐만 아니라. 전문점과 다이벼에게 정

고 있다 ..줘쿄리아가。 l쿠아렁 파트너센

행하였다.

보제공과의사소통을활발히 할수있는네트

터 4호점으로 등록하였다.

이날 1호점

Flex 스킨스쿠바(박진석 대

워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 파트너 센터와

수작코리아는 박윤철 대표를 중심으로 작

표). 2호점 ; 마런파크(박진만 대표) . 3호점 :

함께 20끄

SPOEX 참기를 시작으로 본격적

년 10월에 오푼하여 수중 촬영과 수중 모댈

아쿠이마린(한민주 대표) . 4호점 : 뮤휴작코

인 0]케팅과 세일즈 및 유통 정책을 지속적으

교육으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히는 수중

리애박윤철 대표)와 함께 이용준 지사장과

로 유지하여 “스쿠바 다이빙 산업 성장” 이라

촬영 전문업체로 기획단계부터. 예산 및 촬

정동순이사가모임의자리를가졌다.

는공동목표를향하여달려가고있다

영까지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l년간 감사의 표현을 시작으로 5시간

20끄년 아쿠아령 코리아는 현재 협상중인

2011년 전국체전이 열리는 고양시 종합운동

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대표들의 현장감 넘

예비 파트너 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

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공사 중인 종합

치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되

별 추가적인 ·파트너 센터”를 유치하여 보다

운동장 실내 수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 다이

돌아 보고 다이빙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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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의 기사는 교육E쩌|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한국/마이크로네시아 인사 개편
Reorganize 0야ration.
SSI Korea는 법 인화 및

에는 강영천 평가뻔 수고할 예정이다

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운영과 활동을 위

이를 통해 체계적 관리에 보다 신속한 질

하여 내린 결정이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도약

의 응답이 가능해질 것이며 . 20끄년 1-2 명

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끄년 1월

의 인원 충원을 통해 더욱 원활한 서비스가

일

SSl

1

Korea에서는 인사 이동과 업무 세분

제공 될 것이다.

SSI Mi cronesia 지 역

화가실시되었다.
이신우 대표이사는 호댁 및 마이크로네시

10월 1일，운영시작

2010년 10월 l일

마앤로네시아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는 보

88r Korea

담당관: 이신우

지 역 담당관· 이신우

아 지역을 전체 총괄 담당하며 . 수명의 영어

마케팅매니저:이명섭

권 마케팅/교육 매니저가 마이크로네시이를

교육매니저:강영천

위하여 합류할 예정이다 한F국의 경우 마케

SSI Korea

팅 매니저에는 이영섭 이사가. 교육 매니저

이우빈

행정 매니저 · 천동혁 ， 정은지 ，

참가하였다.

DEMAShow 참가

이신우 지역 담당관은

11월 17일 ~20일， 미국 라스베가스
Visit to DEMA.

부스에서

SSI

를 대표하여 ζL국 지역 대표들과 함께 .

SSI

881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ζμ국 지역 대

표와의 미팅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2010년 11월 17 일 ~20일까지 미국 라스베

전시회 기간 중，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가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쿠바 다이빙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리브어보드

데 마쇼를 참관한 이신우 대표

장비 전시회인

DEMA 쇼가 개최되었다.881

를 포함하여. 많은 리조트들과 상담을 실시

크를 형성함과 더불어 . SSI의 세계적 발전과

Korea에서는 이신우 지역담당관이 대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햄은 글로벌한 네트워

확장을 위해 더욱 니아갈 수 있을 것이다.

40주년/프라다어빙 세미나 참가

자리였다.
행사기간 중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트레
이너 업데이트 세미나와 지역본부 전략회의

12월 3일 "'12 일 ， 이집트

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친목도모의 시간을

Attend 40th Anniversary Event.

가질 수 있었다‘ 니-<>}가 881의 놀라운 성장

과 질적 향상을 축하하며. 업계를 리드해 가
12월 3일부터 12 일까지 이집트 후루가다
에 위치한 클럽매직라이프 리조트에서

881

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기의t하였다
이 행사 참가를 통해

881 KOREA를 더

많

설립 40주년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은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행써l는 이신우 지역담당관이 참가하였으

중추적인 역할을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며 전세계 50여 국가의 지역대표와 100여명

의 트레이너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특별한

해 실시되었으며 이번 세미나를 위하여 선수

• 프리다이빙 세미나

출신으로 유럽기록을 보유한

2010년 12월 이집

40주년 행사에 참가한 세계의 딜러들

프리다이빙세미 나 광경

SSI

프리다이

빙 트레이너 2 명을 초청되었다

트 후루가다에서 실

2011 년 전반기에는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시된 프리다이빙 런

를 초청하여 호뉴국에서 프리다이빙 강사코

칭 행사 및 세미나에

스가 개최 예정되어 있다 참가 자격은 단

이신우 한국 지역담

제를 불문하고

당관이 참가하였다

SSI 강사이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

이번 세미나는 전세

를 희망하는 강사 및 다이벼는 원활한 준비

계 지역 대표에게 프

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부로 연

리다이빙을 소개히는

락 하면 된다.

프리다이빙 유경험자나

자리를 마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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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9~2010년 시즌에

마케팅상수상

80%

자격증 발

급 신장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마스터 다이벼

12월 3 일"'12 일 이집트

첼린지， 대규모의 전시 및 홍보를 실시한 장

Maketing Award.

비 전시회， 300여명이 참가힌-송년회와질적
강화를 위하여 실시한 트레이너 ， 강사 업데

2010년 12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전세계

SS140주년 행사에서 2010년

이트를 통해， 가장 활동적인 모습을 전세계
에 보여 주었다. 모든 리더들과 센터， 본부가

SS1 KOREA
가 우수 마 케 팅 상 (Excellence i n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며 . 이를 통해 아

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한 이신우 대표

Marketing)을 수상하였다 2010년

시아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SS1

한

츠컴 즈쿨 인터내셔널 런칭
Swim Schoollntemational Lunching.

물과 친숙해지는 짓 과정이지만， 이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이론 교재와 체계적

인 프로그램， 자격인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미비하였다
이에 SS1에서는 40년의 교육 노하우와 체

2010년 10월에 개최된 미국 스쿠바 장비

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수영에 접목시켜 안

전시회 에 서 SSI 에 서는 수영 교육단체인

내한다 2011년 2월 최종 교재가 출간되면

SWIM SCHOOLS 1NTERNAT10NAL을

한F국에도 적극적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보디

공식적으로 런칭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영은

자세한 정보는 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수영 교육을 공식적으로 런칭하엿다

2010년 송년의 밤 뱅사 실시
12월 22 일， 양재동
Year-end Pru1y.
2010년 12월 2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

회관에서

SS1 KOREA

송년회가 개최되었

다. 전국 각지에서 50여 딜러 200여명의 인
스트럭터 ， 100여명의 다이벼 및

SSI

발전에 히쓴 공로로 수상한 딜 러와 리더 그리고 평가관들

2010년을마무리 할수있는자리가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2010년 SSI의 지도 철학과

레저클럽(대표 : 오호송)
. 2이 0 년 우수 리더

SS1 가족들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힘써준 우수 딜

김동주 트레이너(수중탐험대)

참석한 가운데 본부 천동

러 및 우수 리더 시상과 더불어 감사패를 전

김진현 강사{제주대학교)

혁 주임의 사회와이신우효택지역 담당관의

딜벼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황영국 강시{다이브파크)

2010년 활동 발표， 2011년도 사업계획과 비

과참여가기대된다

과 많은 귀빈들이

전 제시 ， 연회 및 추첨이 진행 되었다

이번 송년회를 통하여 함께 어울리고 교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더욱 뭇 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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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우수 딜러

. 2이 0년 감사매

코리아 다이브 칼리지(대표 강영천)

오션블루(대표 유병선)

BWS 다이빙 스쿨(대표: 백운선〕

제이다이벼(대표. 정준상)

씨앤씨 인터내셔널(대표 전윤식)

선큐 다어브 라더/스페셜티 인즈트럭터 엽그레이E
ew Diveleader / Specialty IR Upgrade.

’ 12월 21 일""'22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I

코리아에서는 2010년 12월 21일~22

... 신규

다이브 리더 / 스페설티 인스트럭

너

조

만

」냐

이

퍼

E

ι。

픈

워

주 아

식

’

트

바

너

주

。 L

j7

관

μ-에
-

식

L E

택

l

겨。

하였다.

김

김영신. 허긍욱， 배상준 인스트럭터가 참가

오

터 크로스오벼 교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다

주)에서 김동주 트레이너 주관으로 인스트럭

관남종우 인스트럭터

밝 윤

2010년 12월 26일 수중탐험대(대표 김동

U월 9일 다이브 칼리지 이신우 담당관 주

H

터

’ 12월 26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드

* 신규스페셜티 인스트럭터

난-산

롤스페셜리스트

」‘

관)에서 장일기. 이완후보생이 참가하였다

m

탐

박기석， 조영호， 금형환， 양창민 다이브콘트

탄

하였으며 . 씨앤씨 인터내셔빌(전윤식 평가

*

네

n월 27 일 스쿠비월드 손완식 강사 주관

멤

평가괜에서 최성학， 양창민 후보생이 참가

페이 모 럭

리스트

’

띤

이번 펑가에는 BWS 다이빙 스쿨(백운선

이 혁‘ 김남철. 백대현 다이브콘트롤 스페셜

터

럭터 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L

여。
투。

U월 23 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박

영식)에서 이신우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

새롭게 탄생한강사들

수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짧댐쩍뺨많씬

도 고성에 위치한 네모선장 리조트(대표· 고

차깨
까

터 업그레이드실시

ημ

일까지 서울 레저클럽(대표’ 오호송)과 강원

* 신규다이브콘트롤스페셜리스트 인스
트럭터
12월 21일 제이 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끄월 끄일 제이 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

주관 김양훈 인스트럭터

관 박재홍 인스트럭터

U월 21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주관
강재철 인스트랙터

I1to1크로네시아 지역 계약 왼료

팔라우에 자격증 발급 오피스를 20끄년 1사

오피스에 지원 할 수 있다. 자격증 프린트 오

분기 내 개설 예정이며 ‘ 2011년 1년 동안 프

피스가 될 경우에는 다%탤 지원과 할인이

Managing to Micronesia Marke t.

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 내 등록하

적용되며. 지역의 교육 모집과 마케팅을 본

는 센터와 리조트를 위하여 특별한 프로모션

부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원과 문의

을 준비 중이다

는 본부로 연락 하띤 된다.

2011년 1월 1일부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을 호F국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광 사이판

영어권 서비스와

881

시스템의 활용이 가

능한 센터나 리조트의 경우 자격증 프린트

펼쩨댐훨짧짤
본지는 8년 전인 2002년부터 권당 8， 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인

상 이유가 있었지만 다이빙계의 어려운 형편을 죠딴「하여 8 년째 인εh하지 않고 버터왔습니다. 하지만 원가상승의
폭이 높아져 부득이 2011 년 1/2월호부터는 가격을 12， 000원으로 인S탄배|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

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인상전 정기 구독료 1년: 43 ， 000원 2 년: 80 ， 000원

인상후 정기 구독료 1 년: 60 ， 000원 2 년: 108 ， 000원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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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송년회 및 제3회 수중사진공모전 시상 개최
Year-end Party.

본란의 기사는 교육E쩌|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대도시에서

멀었던

장소이면서 행사를 앞
두고 시작된 기상악화
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110여명이 넘는 강사 빛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서참여했다

수중사진 공모전의

입상자
울진군 덕구온천 호델에서 개최된 송년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지난 12월 4 일 .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덕
구온천 호댈에서 2010년도 송년회와 ·제 3
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BSAC

강사와 회원들

대상 김용식

확인할수 있는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금상:신현욱

이어서 작년에 이은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

식이 진행되었다. 당선작들은

BSAC

은상:송은영

회원들

동상: 이수호

에게 전달되는 2011년도 달력 제작에 수록되

입선 김기억. 김현석. 박서형 서민욱 이

목장사업팀 홍정표 박사의 바다목장 사업에

었으며 .12월 한 달 기간을 통해 신청자에 한

상호. 이행식 . 유태원. 하정민

관한 간림댄f 설명회로 시작되었다.

하여 회원들에게 발송되었다.

최우수강사상

1부 행사는 농림수산부 수산과학원 바다

이번 미니 세미나는참가지들에게우리 바

최경식(포항 원잠수 해양리조트)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울진의 수(水)

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Diving Resort의

협조아래 송년다이빙의 의

박신똥밝f 씨프랜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다목장 사업이 어민

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마

김옥주(광주 마린보이)

뿐만 아니라. 다이벼에게도 생태보전의 현장

련하고자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행사장

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히는 사업임을

이 아닌 다이빙을 겸한 행사로 개최했다.

새로운 SDC 매뉴얼 출시

백이 디자인 변경되어 판매되었다.

.,

Und. rw.t

매우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로 처리한

Photocraphy

지지대가있는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투어뿐

NewManual

만아니라항공기 수회물용등에 적합하며‘
기존의 외부상단주머니가분리되는기능을

제외하는 대신 심플하고 컴팩트하게 디자인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매

&SAG‘

뉴얼들의 리뉴얼 작업을 지속하여 앞서가는
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제공해 왔던

BSAC

을변경했다

조만간

바퀴는 우례탄 소재이며 무거운 장비를 운

Kαea가 금년에도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을

Accelerated Decompression
Procedω"e. AED 등의 학습서가 새로이 출

반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와 결속고리 각각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될예정이다.

3 개가 장착이 되어 있

새로운 SDC 학습서들을 출시한다‘

고. 전면 상단부에 야간

우선은 아이스다이빙과 디지멀수중사진교
재가최근에 업데이트되어 출시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이스다이빙은
1월 15일 이-이스 다이빙 행시에 소개되며 . 디

의 식별성을 위하여 야

BSAC 선규제품

광판을부착하였다 색

New Product.

색 바탕에 전면과측면

상은 전체적으로 검은

지털수중사진 학습서는 2월 26일 디지털수중
사진 강사워크십뇨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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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동안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BSAC

롤러

BSAC 로고를 금색으

로자수를새겨 넣었다.

20n 0에스 다<>1빙 진뺑
1월 15 일"'16일， 영월
Ice Oi ving
지난 1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강원도
영월의 서강지류에서(당마루 휴게소) 20끄년
첫 행사인 아이스 다이빙을 개최하였다.
교육이 진행된 영월지역은 지난 2004년 1
월부터 매년 아어스 다이빙을 진행해 왔던 곳
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회원들이 찾아

오기에 멀지 않고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는

물론 공기통의 밸브. 하네스. 웨이트 벨트까

경에서도

장소 바로 앞에 숙소와 식당이 있으며 차량

지 물에 젖으면 순식간에 동결되어 버리는 바

모습으로 인하여 올 한해의 추위와 어려움

접근이 용이한 장소이다.

람에 극지방과 유사한 아이스 다이벙 현장이

을 이겨낼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

되었다

었다.

그러나 10년만에 불어 닥친 최고 한파의

BSAC

회원들과 강사들의 단합된

영향으로 살을 기를 듯이 차갑고 매서운 바

그러나 그 추위가 참가자들의 열의를 식힐

행λ}에는 전국에서 25 명의 강사 및 회원

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예상을 뛰어 넘

순없었으며 결국많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

들이 참여하였고특별히 이번아이스다이빙

는 추위 속에서 이번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

모든 다이비들이 아이스 다이빙의 진수를 경

은 행사 주관을 했던 청주 이쿠아넷(대표 김

해야만했다.

험하였다.

기운)의 강사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강력한 추위로 인해 예년과 달리 호흡기는

이번 아이스 다이빙은 특별히 어려운 환

이번 팽투어는

팽투어안내

BSAC 강사~l게

덕분에 훌륭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

협찬 리조

트에서 취급하는 다이빙 상품을 소개하기위
한 형식의 투어로써 . 이번 행사는 작년에 새

3월 9 일"'13 일， 필리핀

로이 오푼하고

Fam Tour.

BSAC

센터로 등록된 세부

블루드림’ 에서 진행한다. 세부블루드림 리
조트는 정국삼강사가 새로이 오픈한 필리핀

오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BSAC Korea
강 사

및

다 이 버 들 을

위 한

맴

세부의 BSAC 다이빙 센터이다.
기간‘ 2011년 3월 9일(수요일)-3월 13 일

(familiarαation)투어를 펼리핀에서 실시할

(일요일)

예정이다.

대상

장소. 펼리핀레이데섬

BSAC 강사 및 다이벼

훌떼이지 운명 안l헤

www scubadiver co kr
풍등출판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설린 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칼럼과 기사가 메뉴별로 게시판에 나누어 파일로 올려지가 때문에 컴퓨터로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비업체 ， 교육단체， 일반 다이빙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여 드라는 뉴스 기
능을갖추고있습니다.

수중사진 공모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며 엽계 전반적인 기사를 제보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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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

201 1 년 1/2월호

-257-

줬휠 橫&5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송년의밤
12월 10일 ， 서울
Year-end Pruty.

송년회에 모인

IANTD

강사와 회원들

지난 2010년 12월 10일 본부 주관으로 삼
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친목도모 및 한 해

의 경과보고를 위한 송년의 밤이 많은 강사
들과 내빈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한 해를
마무리히는데 자리를 빛내어 주었다.
올 해의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는 이원교

(리콤스쿠배강사 트레이너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강사는 서재환(씨텍) 강사 우수 강사
는 김창핸금능게스트하우스)강사가 수상하
였고 공로상은 정근남 강사 트레이너가 수상

하였다. 시상은 김광휘 회장이 실시하였다
올해의 신규 트레이너와 강사 인증서 전
달은 홍장화 본부장이 전을F하였다.

올해의 명예강사는 씬스포츠 이성재김광
희 회장 부인)씨가 되었는데 lANTD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웅을 주었으며 얼마 전에 암
수술을 2차례 받고 현재는 건강이 많이 좋

아져서 회복중이다. 시상은 김광휘 회장이
효빼 동안 공로가 많은 회원을 시~하고 있는 김광휘 회장，

직접하였다

샤크다이브뾰트오픈
12월 23 일 아닐라오
Shru'k Di ve Resolt 0야n .
지난해 12월 23 일 lANTD 호F국 소속의 강
재철 강사(Adv

EANx Instructor)가 필리

핀 아닐라오에 샤크 다이브 리조트를 오푼
하였다
아닐라오는 수중사진 포인트로 유명하
며， 테크니컬 강습으로유명한장소가많이

있다.
또한 블랜딩 시설과 더블 실린더 ， 나이트

록스 실린더외에 랜탈용 테크니컬 장비들이

-258- Sc uba 미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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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어 있어. 일반 다이빙외에 나이트록

예약문의

스 다이빙 및 트라이믹스 다이빙까지 편리

인터넷 전화

070-8248-7098

하게 이용가능하다. 그 외 골프 투어도 연동

필리펀 전화

+63-0905-297-1787

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 sharkcliver않ort.com

미국 DEMASHOW 참관
11월 17일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Visit to DEMA.

IANTD 코리야공고
•

• 아이스다이빙세미나

트라이믹스 과정 세미나

20끄년 1월 끄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트라이믹스 과정세미나를

U월 17일 ~20일까지 김광휘 회장， 안승철

2월 12일 강원도 영월에서 아이스 다이

빙세미나를실시한다.
아이스 다이빙은 스페셜 다이빙의 하나

진행한다.

부회장(NSDM)， 홍장화 본부장. 및 여러 트

아닐라오 샤크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테

로 겨울철 어름 밑의 생물들을 관찰할 수

레이너 및 강사들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크니컬 다이버， 노랙 트라이믹스다이버.

있으며. 동계용 다이빙 장비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데마쇼(Dema Show)에 다녀왔다.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까지 실시하며，

공부를할수있다.

이번 쇼에 참관하여 미국 머NTD 회장인

돼Nx 블랜딩과 트라이믹스 블랜딩을 같

참가 사전 조건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톰 마운트 (Tom Mount) 주관 전 세 계

이 실시하며，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도 같

다이벼 례벨 이상으로 드라이슈트 스페셜

IANTD 본부장들이 모여 새로워진 교육 시

이 실시한다.

티를 받은 다이버만이 참가가능하다.

스램 및 교재관련 등의 세미니를 가졌다.

수심 100m 까지 다이빙을실시할예정

또한 쇼에 참가한 여러 장비 업체들과 새

이다

이번코스에서는후카장비와수중통신

장비 사용도 시범을보일 예정이다

로운 장비들을 관심 있게 관람 하고 귀국하

였다

S빼 101 톨 ;여 NEWS
본란의 기사는 교육E쩌| 우열성 펑가와 관계가 없음

2차멕시코동굴디어빙
n윌 6 일 "'14 일， 멕시코
Cave Di ving
SDlfIDI/ERDI KOREA에서는 끄월 6일
(토)부터 14 일(일)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2010년도 제 2차 멕시코 유카탄 지

동굴다이빙참가자들

동굴의 내부모습

역에서 동굴 다이빙 원정을 실시하였다

가운데 특히 이번 원정은 2011년 2월 초. 창

성재원， 오경철 트레이너와 김민성 (MB이

신성일 강사. 그리고 오상준 회원이 참가한

원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로 제작되어

전국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SDI/TDI/ERDI KOREA

DEMASHOW 참관

는 매년

H월 17일 "'20일 미국 라스베가스
Visit to DEMA.

DEMA SHOW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
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SDIfIDI/ERDI KOREA에서는 11월 17일
부터 끄월 2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

최되는 DEMASHOW를 참관하였다
DEMA는

Diving Equipment

있다.

더|마쇼를 잠관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인 강사들

또한. 행사 이틀 전인 15

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아

&

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

참가하여 각 지부 별 교육

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

현황 등에 대한 검토와 상

의 종합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 협력에 관한 토의가 이

전시회중의하나이다.

루어졌다.

세미나를 마친 후 촬영한 단체 사진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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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

20명 발급한 경우 : 400. 000원

강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실시

9월 30일까지 등급에 관계 없이(등록일 기

- 60명 이상 발급한 경우 무상지급

Mileage PrO밍'am.

준) 다이벼 자격증을 발급한 숫자에 따라 마

SDI /TDI/ERDI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TDI/ERDI에서
는 강사님들에게 보답하고자 2006년부터 강

사마일리지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해 왔다

강사트레이너전략미팅
12월 3일 "'4일， 삼척
Trainer Meeting

KOREA에서는 미-일리지

일리지를 적용하여 무상지급 또는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자격증 발급비용

하였다.

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동시에 소속강시들에

예) 다이브컴퓨터 할인판매가격 (60딴원)자격증발급실적(개당 1만원)

-10명 발급한 경우 500.000원

게 테크니컬 다이빙용 다이브컴퓨터를 특가
에 제공함으로써 테크니걸 다이빙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츠센터(남용주 트레이너)에서 강사 트레이

너 전략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0 Sales Review를

시작으로 변경된 규정 및 새로운 정보. 트레
이너 업그레이드， 2011년 계획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스쿠바넷 (ScubaNet) 최성순

SDIη'DI/ERDI KOREA에서는 12월 3일
(금)부터 4 일(토)까지 1박 2일간 삼척 해양레

강사/기처l 혼합자 과정
Gas Brander Course

트레이너의 SNS(소셜 네크워크 시스템) 관

강사 트레이너 미팅을 개최하였다

련 세미나 또한 실시되었다.

이수윤， 임관식， 전재형 최성준

· 기체혼합자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l2월 27
일(목) 청주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와 항공구조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 강사과정

SDI/TDI/ERD1

KOREA 에서는 2010년

1l~12월 필리핀과 국내 각 지역에서 김종환-

남용주 문승범， 박명덕‘ 이주언 정홍덕 본
부 주관으로

SDI 강사과정을 실시하였다

2010년 1l~12월 신규강사{가나다순) 강주
란 고승권. 김기훈. 김유정 윤정우 이상윤

TDI

나이트록스 기제혼합자 과정을 실시하

였다.

이 과정은 산소와 공기를 적절하고 안전하
게 흔합하는 과정으로 레크리에이션 잠수를

기체 혼합자 과정 잠가자들
여 교육히는 과정이다

위한 나이트록스 기체 혼힐에1 수반되는 적절
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하

송년의밤행사
12월 4일， 강원도 삼척
Year-end Party.
SDI/TDI/ERDI 에서는 2010년의 활동 결
과보고 및 강사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12월
4일(토요일) 저녁 5시부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삼척에서 개최된 송년회에 참가한 강시들.

시상자명단

이번 송년의 밤은 강원도 삼척 해%메포츠

최우수트레이너 ’ 노남진

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2010년도 행사 보고

최우수강사:진동균

및 2011년도 운영 방침 . 새로운 프로그램 소

우수강사. 유종범 ‘ 강규호

개， 우수강사 시상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로패 반평규，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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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모습

SDI/TDI/ERDI 묘라아 공고
. s미 /TDI/ER미 지역별 강사 세미나

. s미 새|드마운트 스페셜티 과정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TDI/뻐DI KOREA에서는 4월 2 일
(토) 서울/수도권 지역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니를 실

시할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DI!rDI/ERDI KOREA의

현안과 정책 방

향 및 비전 등을 설명하고 새로 출시되는 매뉴얼과 교육자료 등을
소개할계획입니다.

## 서울/수도권 지역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4월 2일(토) 경기도 굉주 본부 사무실

- 오후 1시 ~3시: TDI 테크니컬 다이빙 체험(Intro ω Tech) 프
로그램세미나

SDIπDI/ERDI KOREA에서는 20끄년 1월 15일(토)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

SDI 사이드 마운트 스페셜티

과정을 실시

할예정입니다

- 오후 3시 ~6시 : 강사 세미나

## 서울 외

각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일정

-4월 9일(토) 대구

사이드마운트 부력조절기는 더블 탱크를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밸브나 탱크조립 장비 없이도 두 개의 탱크를 장착할 수 있기 때

문에 테크니컬 다이벙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일반 BC와 같이 후

-4월 10일(일) 창원

상세 일정과 세미나 내용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

정입니다

면에 더블탱크 또는 싱글탱크 등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일반 스포츠 다이빙에서도 용도에 띠라 다OJ=하게 사용할 수 있

. 2011 년 1 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다는장점이 있습니 다.

참가비는수영장 사용료 포함 3만원이며 교육비는 없습니다.

• 2011

효택수중스포츠전시회(KUSP이 참가

SDI/TDI/ERDI
KOREA는

2011

년 2월 24일(목)부
터 27 일(일)까지

삼성동코엑스 전

시장에서 개최되
는호택수중스포
전년도전시회 참가모습

동굴 다이 빙모습.

츠전시회에 참가
합니다.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r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
하여 다OJ=한 교육 프로그램과 효띨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

SDIITDI/ERDI

KOREA에서는 4월 28일(목)부터 5월 8일(웹

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20끄년도 제 1차 멕시묘 동굴
다이벙 원정을실시할예정입니다.

안 등을 선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멕시쿄 유카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

줌으로써 20끄년 한 해 한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재하여 해마다 수 많은 동굴 다이벼들이 찾는 동굴 다이빙의 메카

하고자합니다.

와도같은곳입니다

이번 전시회 또한 소속 트레이너와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

SDrπ'DI/ERDI에서는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사전에 국내에

동개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서 동굴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

바랍니다.

수를즐길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동굴다이빙에관심 있는분들의 많은참여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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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날은 지난 11월 25 일부터

순 E 레이너가 참가하였으며 ， 이 과정을 이

29 일까지 강사 E 레이너 업데이 E 교육을

수한 E 레이너는 독자적으로 7 일간의 강사

실시하였다.

양성과정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SDD

NEWS

SDD 본란의기면교육댄|

INTERNATIONAL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강사업데이 E 교육설사
11월 25 일 "'29 일 업데이 E 교육

이번강사트레이너 업데이 E 교육은새로

가지게된다.

비뀐 규정에 따라 강사 E 레이너가 독단적으

SDD 인터내셔날은 앞으로 지속적인 강사

로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트레이너 업데이 E 를 통하여 강사양성교육

끔 강사양성을 위한 교수법 원리와 평가 방

의 질적인 향상과 좀 더 활발한 강사 양성을

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시할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오기현， 이성복， 한동

ùlstnlctor U띠 ate.

조트에서 오전부터

송년회

SDD

멤버들끼리 모여

다이빙을 즐겼으며， 다이빙이 끝난 후

2011

년 사업 발표 시상， 만찬 등 2010년을 마무

12월 18일， 감포리조트

리하는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Year-end Parη' .

20끄년 사업 발표에서는 지난 1년간

SDD

활동에 대한 보고와 2011년도 운영 방침에

SDD

인터내셔날은 지난 12월 18일 경북

대한 설명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상품을

감포읍에 위치한 감포리조트(대표 문희수)

소개하였고， 시상식에서는

인더내셔날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교육쟁을 배출한 광

에서

의 발전과 멤버들의 화합을 위하여 열성을

주의 이창호(광주) 강사가 최우수 강사상을

다한 빅근배(제주) 강사가 공로상을 그리고

수상하였다

SDD

멤벼들과 함께 송년회를 실시하

였다 이날 행시는

SDD

멤버가 운영하는 리

다이님 리더 강사 과정 개최

SDD

Dive 냐ader Instructor 과정에
위해서 는 현재 활동성

참가하기

Master Instructor

이어야 하며. 이틀간의 과정을 마치면 보조

Di ve L않der COUl않.

강사. 다이브마스티， 강사양성과정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양성과정
지난 12월 19일부터 울산과
에서

두 차례 에

걸쳐

SDD

사무국

에 人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강현진‘ 김대송. 김영기 김

Dive Leader

Instructor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영수， 박준일 강시- 등이 참가하였다

입크숍에침가한강사들

SDD 공고
• SDD

강사 트레이너 워크삽 개최

2011 년 1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워크삽을

(Ins tructor 맘때er Workshop)을 개최합니다 이 번 트레이너
워크삽은수준높은트레이너를양성함으로써 강사양성과정의 질
적인향상과활발한강사양성을위한과정입니다.

SDD의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양성과정 (πC)을 개최할 수 있으

며， 다이벙 지식 ， 기술은물론교수법 개발에 힘쓰고다이빙의 발

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명예로운 맴버쉽 레벨입니다.

• 수중 사진/비디오 영상 교육 및 해외 친목 다이빙
2011년 3월 16일(수)부터 21일(월)까지 태국 시 밀란 에서 “20끄

SDD 신년

해외 친목 다이빙투어”를 실시합니다.

시밀란은 태국 푸켓의 북쪽에 위치한 군도로써，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만 다이빙이 가능하며 고래상어 . 만타레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는 수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세미나를개최할예정입니다.

수중 사진과 수중 비디오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멤버와 회원들

장소 :SDD 사무국

은 체계적인 수중사진 및 영상촬영과 편집 에 관한 기술을 습득할

참가자격 : 활동성

좋은 기회이며 초보자를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이론과 실습을

문의사항

SDD Staff INSTRUCIDR

SDD 사무국 (031)708-6967

-262- Sc uba Diver

2011 년 1/2월호

통해 알려 드리고자 함이 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빡
본란의 재는 교육단체 우열성 펑가와 관계가 없응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IDIG는 보다 미래지

위해 인사 개편을 진

향적인 교육 단체로써 그 모습을 새롭게 단

행하였다

장할것이다.

이석 코스디렉터가

이석 CD， 본부장취임
이석본부장

Take Office as Director Gener머 .

약의 발포띨 마련하기

김종철 대표는 앞으로

IDIC

사업의 핵심

2011 년 1월 1일 부로

전략 기획과 사업 성장 플랜 및 다양한 매뉴

IDIC 의 본부장으로

얼의 번역/개발과 프로그램 구성 수립에 더

취임하면서 IDIC는

욱힘을쏟을계획이다

본격적으로 도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IDIC에서는 201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

우수한 인재 양성과 품질 높은 교육 훈련에
너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2011 년

선규코스디렉터

CDTS에 합류한 부산 스킨 스쿠바의 박병화
대표μ}단법인 수난안전협회장)와 순천 잠수

New CD .

유지수 대표가 현재
새로운

2010년부터 코스디렉터 훈련을 받아왔딘

천안 펼스쿠바 김문홍 대표를 필두로.

CDTS 전 과정을 마치고

IDIC 코스디렉터로 등록하게

되었다.

IDIC 코스디렉터 교왜CDTS)은 높은 교

2011

육 품질과 우수한 비즈니스 능력을 기초로

IDICCDTS 세미나를 통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짜임새 있

해 인천 씨게이트 고성진 대표. 김해 잠수 센

는 묘스디렉터를 양성해 내는 강점을 가지고

출빌Fδ}는 새로운 트레이너들의 많은 활얀이

터 이두호 대표와 2010년 인스트럭터 트레이

있다.

예상된다

년 초두부터 개최된

IDIC 묘스디렉터로서 신묘년 새해를

새롭게 탄생한 코스디랙터를

활동점수를 상위해야 지속적으로 지정될 수

플래티념 rrs 센터

있다
올해는 씨게이트(고성진 코스디렉터) ， 김

Platinum 1TS Center.

해잠수센터 (이두호 코스디 렉터)， 천안 필 스
쿠바(김문홍 대표) 부산 스킨 스쿠바(박병화

ID1C 플래티넘 1TS 센터는 IDIC의

최상위

대표)가

1TS 플래티넘

ITS센터로 지정이 되

IT8

센터 대표들

센터로 우수한 교육품질과 왕성한 활동을 하

었고 2011년에도

는 센터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스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필스쿠바 - 김문홍 묘스디렉터

것으로 기대된다.

씨게이트 - 고성진 묘스디렉터

IDIC 본부

에서 교육품질을 인증하고 ID1C의 다이벼부

IDIC 교육 훈련 및 비즈니

플래티넘

터 강사까지의 전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센

구룡포 영일 스쿠비'_ 최지섭 묘스디렉터

김해잠수센터 - 이두호 코스디렉터

터이다. 1TS 플래티넘 센터는 당해 년도 기

현재 ID1C 플레티넘 1TS 센터

부산 스킨 스쿠바 박병화 대표

준으로활동을평가하여 지정되고매년기준

대전잠수교실-이인환 코스디렉터

순천잠수유지수대표

선큐라더

최우수코스디렉터

ew Leaders.

수원 스쿠바 M의 강윤희 대표는 2010년
11월 ~12월에 걸쳐

ICS

를 수료하고

ID1C

ID1C

본부에서 실시한

트레이너로 최종 인

Best CD

대전 잠수 교실의 이인환 코스디렉터는
2010년 한해 왕성하고 열정적인 코스디렉더
활동으로 IDIC의 모범이 되었으며，

IDIC

강

증되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망한

사 양성에 공헌함은 물론 IDIC의 우수한 교

여성 강사로 ID1C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육 프로그랭 보급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엑스퍼트에서 후원한

있다

2010 년

PR07 호흡기가수여되었다.

IDIC 베스트 코스디렉터 어워드를

8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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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즈트 프로페셔널 어워E

MOU 체결

Best Professionar Award.

Sign aMOU.

다이빙투데이(대표 김종철) IDIC협회는

씨게이트(대표 고성진). 김해잠수센터(대표
이두호)와 2010년 12월 21자로 상호 업무 협

상호 업무 계g떨 체결하였다

약서 (MOU)를 제결하였다. 인천 씨게이트와

김해잠수센터는 이번 MOU체결로 다이빙

어에 대한 사후 지원 시스템을 증진 시켜 나

관련 사업은 물론 다%댄}

갈 예정이다.

NGO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련한 업무들의 협조를 공초

띨스쿠바의 김문홍 CD와 김종절 대표‘

할 것이며 . 상호 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협회 발전 기금 쾌척

비전과 공감대 및 지원 협조 체제가 형성될

씨게이트(대표 고성진) . 김해잠수센터(대

것이다

또한

표 이두호)는 lDIC와

MOU

체결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IDIC 본부 발전

MOU

체결을 계기로

기금을 쾌척 하였다. 고성진

필 스쿠바의 김문홍코스디렉터는 2010년

IDIC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앞장

대표와 이두호 대표는 전달식에서 IDIC가

한해 왕성한 활동으로 IDIC의 모범이 되고

서기로 하였고 지역 내 홍보 및 활동을 확대

더욱 성장 발전히고 우수한 프로 강λ}를 길

해 나갈예정이다

러낼 수 있도록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우수

IDIC

디이벼 양성에 공헌하고 IDIC의 우수

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힘쓴 공로를 인정

IDIC는 이번 MOU체결을 기점으로 국내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힘써주길

베스트 프로페셔널 어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고 이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감사의 말을

드를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호흡기가 수여되

위해 2011년에서 더욱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

전달하고 기부된 발전 기금을 성실히 운용할

었다

을 위해 노력하고 다이빙 업계 최초로 스토

것을다짐하였다.

받아 2010년

IDIC

대전잠수교실송년회

IDIC 로그북재출시

Year-end Pwty.

NewL<핑 Book

신간안내
‘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군산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최윤 박사

(한국어류학회 부회장)가 쓴 재미있고 상식
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들. 본사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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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r
향
돼
ι
시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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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생생한 수중사진들과 화려한 일러스트

- -r
‘---”!

]‘

12월 28일 대전잠수교실에서는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IDIC에서는 2011년 완판된

IDIC 로그북을

엄청난폭설로 인해 침석이 힘든상황이었

재 출시 하였다 4종류의 칼라와 기존의 로

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이버가 참석하여 한

그북을 현장의 의견을 수렴히-여 크기와 재질

해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을 결정하였고 다이버가 편하게 사용할 수

j

--

‘‘

””
1

j

1

,

ji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고 각 페이지 별로 다
이벼의 등급에 따라 교육받。바 히는 내용과

업그레이드 시기 등을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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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지원 편집 . 가격 15 ， 000원

IDIC 공고
. 1 미C 연간 활동 계획표

5월전략회계관리

IDIC 본부 홈페이지에

6월리더십트레이닝

연중 행사 일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행

사 일정표에는 세미나， 각종행사. 프로모션 등의 일정이 나와 있
으니. 프로멤버들은 행사일정표를 참고 하여 각 세미나와 행사참

. IDIC EVENT

여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IDIC 필리핀 패밀리 데이
IDIC

본부에서는 2011년 3월 중

IDIC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 1 미C 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 안내

IDIC패밀리 데이를 진행합니다.

IDIC 패밀리데이는 “We are

IDIC에서는 프로멤버의 자질 향상과 다이빙 스토어 및 프로 강

IDIC Family'’라는 슬로건 아래 IDIC는 모두가 가족으로 가족의

사를 위한 정기 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 합니다. 이 프로

단합된 모습과 결속력 정겨운 시간을 테마로 진행된다. 세부내용

그램은 과거 검증되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진행하는

및 일정은 IDIC 홈페이지를통해 공지 할예정입니다.

것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프로 강사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

• 2011 년 1 차 IDIC Family Day Event“ In to The Sea’'(2011

니다.

일반 마켓， 영업소， 대리점， 백화점 등에서 진행히는 판매 기법

년 개해축제효빠당)

과 다이빙을 접목시킨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이 세미나는 타 단체

IDIC 본부에서는 2011년 4월 중 제주도에서 IDIC 패밀리데이

강사들도참석이 가능하오니 많은관심과참여 바랍니다. 세부 일

인투더씨(개해제)를 진행합니다. 20끄년 모든 다이빙 활동을 시작

정은 IDIC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것입니다.

히는 중요한 행사로， 2011년 수중 및 바다에서의 무사 안녕을 기

IDIC 상반기 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 일정

하고 신묘년 다채로운

IDIC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많은

2월 고객 획득과 BOP 수립

IDIC

3월 다이빙 산업 전망 / 장비 판매 워크숍

용은 IDIC 흠페이지를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가족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대한 세부 일정 및 내

4월매장혁신관리

DEMA쇼참관
본란의 기사는 교육E벼|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n월 17 일 "'20일 라스베거스
Visit to DEMA.

선큐트레이너/강사

PSAI는 20끄년 11월 17일부터 4 일간 실시
신규트레이너

조은진

된 DEMA쇼에 참관하였다

IT-521 (수중사진〕

PSAl는 각 나라 별 회의와 멤벼들간에 간

김재민 π-865 (수중비디오)

담회을 실시하였으며

구재모 π-885 (수중비디외

CAVE Diving Awards

김용선

IT-443 (Twin Se t. ABC)

상은 동꿀 교육 다이빙로그가 100회 이상은

이주현

IT-559 (Twin Set. AB이

골드 레벨 . 1000회 이상은 엘리트 레벨 상이

데마쇼를 참관한 PSAI 멈버들

PSAI Hal Watts
상을 만들었다 이

주어진다

첫 해의 엘리트 상은 Hai watts ‘ GaJγ

신규강사
임옥현

1-969 (IQC 오

명석 π)

Taylor. Steve Gerrard. Steve Chan.

조성진

1-973 (IQC 정

동순 IT)

Martyn Farr 가 수상하였고 . 골드 상은

권기두 1-974

(IQC 최 상진 IT)

Carl Griffine.JR 가 수상 하였다.

최경 렬 1-975 (lQC 최 상진

11‘)

백상현

1-976 (IQC 최

상진

IT)

PSAIKOREA

빈주덕

1-988 (IQC 오

명석

IT)

2010 년 올해 의

또한 PSAl Names 2010 Wαldwide에서
본부장인 성 낙훈 평가관이

Instructor Trainer

수lfo" f는 성낙훈 본부장

Examiner 상을 수상하였다. 2010 년
lnstuctor Trainer ).d베는 Yuen Hung A,

so

Simon". Instructor 싱뻐l는 Jack Ingle

‘

이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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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선년회
New Year Pé\Ity.

2011년 l월 13 일 PS따KOREA20l0 신년
회를 서울 .. 해군 호텔에서 개최하였디.

PSAIKOREA 산하 각

퍼실리티와 소속

170

여명의 강사 및 다이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10년을 돌아보고

신년회에 참가한

PSAI

멈버들. 시상식도 함께 진행 되었다.

2011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2010년을 빛낸

PSAIKOREA 강사

및 퍼실리티에 상패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PSAIKOREA

소속 모든 다이버들

이 돗 김은 2011을 다짐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 PS따KOREA는 2011년에 모든 다

이벼들에게 뭇 김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

였다.

강사:조운찬)

2010 올해의

PSAI

다이벼 상 (소속’ 비즈

최우수 퍼실리티 상 (소속 스쿠바웨

이， 대표. 김용숙)

2010

우수 퍼실리티 상 (소속. 무어해저 ，

대표:홍정일)

클럽 강사 이호우)

2010

2010
2010

우수 강사 상 (소속; 스쿠버웨이 ‘

강사’ 조동항)

최우수 강사 상 (소속. 스쿠버웨이.

PSAIKOREA 공고
• PSAI 2011

강사

& 트레이너

갱신

로그 25회 로그자

20끄년을 맞아 강사 갱신을 공지합니다.

접수 기한 : 20끄년 2월 7일까지

2차 갱신 기간: 2011 년 1월 1일 ~3월 31일 (갱신비의

10% 과

징금)

2월중접수하신분들과상의 하여 사전교육실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PSAIKOREA HQ(02-817-4190)으로 연락바랍

갱신 대상: 강사 번호 953번 이내의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니다.

및트레이너
갱신 방법: 홈페이지 참조

기타 X써한 사항은

PSAIKOREA 본부로

문의하시거나， 홈페

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PSAIKOREA 02-817-4190

WWW.p없ikorea. ∞m

• PSAI Trimix

레벨

1""3 코스

PS빠m많A에서는 2011년 3월 3 일부터 9일까l 필리핀에서
많tended

Range Nitrox(ERN) 과 Trimix 레벨 3 다이벼 과정과

맘imix레벨

2 강사과정을 실시

합니다.

뭇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1년 3월 3일~3월 9일
장소:필리핀
사전조건 · 다이버과정

않AI !ill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단체 동등한 자격이상.

강사과정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이상 ERN 강사 이상 7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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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믹스 다이빙 모습.

지난 12월 30일. 제 26기 인명구조요원 자격

했흐웰顯 NEWS

강습회와 평가를 통하여 15 명의 구조요원 탄

본란의 기사는 교육E쩨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생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15 일부터 1월 30
일까지 주말반으로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제26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자를 대상으로 제 10기 강사 강습회를 개최
지 Bf 양성 강습회 잠가자.

한다

Lifeguard Course

도자 양성 강습회가 이루어진다

참가인원 9 명이 참가하는 이번 강습회는
광주교육원과 경남교육원에서 동시에 운영

강사교육&잠수특강

되며 김먹근‘ 정현우‘ 최영일 지도자의 주관
으로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ITC.

특히 1월 8일” 이 과정의 특별 강의로
내의 잠수현황과 레크레이션 잠수 인증제도 !

YSCUBA-SEI Diving
부산-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KOREA에서는

2011년 1월 8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지

라는 내용으로 호댁해양대학교 강신영 박사

가 강연하였다

SEI DIVING KOREA 공고
.YMCA 수상수중안전연합회 2011

신년응벼|호| 개최

모， 지역사회 발전 및 개인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약 2천여명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수상수중안전 지도지들의

의 수상 수중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에 YMCA수상수중안전연

20끄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해운대의 겨울바다

합회에서는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지역사

풍경을 만끽하며 힘찬 신묘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과

회를 위해 헌신핸 수싱안전요원 70명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지원한다

일시 : 2011년 1월 23일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 일대

• 다이버 안전을 위한 BLS(기본 인명구조술)-57차 무료교육 개최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가정이나 길거 리에서의 갑

• SEI Diving (SCUBA Educators International) KUSPO
참가

SEI

Di띠ng KO뾰A는 2011년 KUSPO(한국수중스포츠 전시

회)에 참가한다. 20끄 KUSPO는 서울 co많 1층 A-B홀에서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수중 · 핀수영협회， 효F국무
역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스런 사고 또는 수상 및 잠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
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정지가 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뇌손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제 45차

BLS(Basic

μfe Support: 기본 인명구조술) 상설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의규정

SEI Diving KOREA는 스포츠 잠수 50년 역
사를 선도해오던 YSCUBA 프로그램을 계승하여 한충 더 발전된

내용: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기본인명구조술 수료과정

운영정책과 교육 커리률럼을 소개할 계획이며， 한국YMCA의 생

후원:

일정 : 56차 2011년 2월 19일(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활체육운동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비천을 제시할 것이다 전시

회 운영을 통하여 지도자 및 지역사회 미래의 새로운 비천을 공유
하고 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있다.

.201 1. 1-2월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 정규 a담회

SEI-YSCUBA KOREA
강사강습회

(주말반)

• 제24회 북극곰수영대회 수상수중안전요원 지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제 23

교환강습회

YMCA 인명구조요원

l차 1. 8(토H. 30(일)
강사반
2차.2.12(토)-3. 20(일)
지역별수시접수

1.15-1. 30

구조요원 3 . 20-

부산，경남

051)440-3332

회 북극곰수영대회가 2011년 1월 23일(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올해 24주년을 맞이하며 국제 친선도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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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KOREA 뉴스

5기 구조 강사 강습회 개최

김Ef모트레이너표창
WinO태cial

Resue 1nstructor Course

Commendation

저벼이「 λ 쿄차

ô ci 2

..JJ:.T

. l l..: Ô

Win Official Commendation

지난 12월 U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산수중 ’ 펀수영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올림픽다이빙풀과 협회 강의실에서 구조강

김창모 트레이너는 지난 12월 31일 국토해양
부장관표창수상의 영광을안았다

인하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병일

사강습회 를 개최하였다 올해 마지막 구조

교수(CMAS 17개가 지난 끄월 25 일 산업기

강사 강습회로 개최된 이 강습회에는 모두

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활동에 기여한

10 명의 강사가 지원하였다.

공로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되었던 제 5회 해양대제전의 성공적인 개

교육 첫날에는 심폐소생술과 AED 시용법

”국가 핵심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

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튿날에는 구

하고 산업보안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길은 기

조 잠수 실기와 구조잠수 강사교본 검토에

술을 다루는 엔지 니 어를 보호하는 것이며 기

관한 내용으로 강습회가 진행되었다 교육과

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안

정은 김%댄 트레이너와 함경수 트레이너가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리가 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교육과

장 중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구조잠수 강사로서

2008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활동하게 된다.

한 법률(이하 산기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

준제고를위해 일해왔다

도영

Instructor Meeting.

V

형횡

“

표창장
# tt

잉셔 애 써

씨4 갱

짱

1

궈짜는 굉소 앙용~~ 뺑예 잉셔씨여
흩S여 -써 간에뼈￥ 엔예 껴여생

참가자: 차호영， 우승민 이항구. 김일광

김성겸 김창우. 박흥원. 이석근. 문경원. 박

11월 24일， 강릉

최를 위한 헌신 봉사한 공이 인정되어 국토
해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한'1 .1뜨효 이에 Á생;}이냐

제정 작업에 참여히는 등 국내 산업보안 수

강원영동지역강사모임

김 트레이너는 지난 8월 경북 포항에서 개

i

별로 한 번씩 만나서 친목다이빙을 하고 단
합도 다지고 있는데 이날은 거의 모든 강사

들이 모이는 날로 일 년에 힌 번씩 개최되는
정기모임이었다.

최만집 ， 박정기 강사를 비롯하여 20여명

의 강사들과 6명의 트레이너들이 죠뼈하였

모임에 참가한 강원지역 강사들

지난 끄월 24 일 강릉시 소재 머구리 횟집

다. 특히 협회에서 정상훈， 정칭호 조경희 .

에서 강원도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강시들의

김상욱， 최상학， 김 OJ'규 트레이너들이 모임

역 다이빙의 활성화와 씨마스 코리아의 발전

모임이 개최되었다

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을 위해 힘으로 모으기로 다짐하였다

강원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강시들은 분기

고김억수강사추모
11월 24일， 울진

AMemOlial Statue.

이날 행사에 참가한 모든 강시들은 강원지
발생되지 않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deeper , longer

다이빙 팀

회원을 비롯하여 40명이 넘는 다이버들이
참가하였다. 행사가 개최되기 며칠 전 평소

고 김억수 강사가 지주 다이빙하던 울진 앞
바디 수심

25m , 일명

억수 찜에 고인을 기리
울진에서 추모제가 진행되 었디.

지난 11월 24 일 ‘ 경북 울진 오산 횡에서

는 비석을 설치하였는데 이날 참가자들은 고

Deeper. lρnger(구 대구테크니컬 다이빙팀)

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 이후 억수 찜에서

제공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가장

의 주최로 고 김억수 강사 사고 일주기 추모

다이빙을 하였다

큰 힘을 보태주었다. 씨마스 코리이에서는 7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일 년 전 이쉽

추모행사는 모든 참가자들의 성원에 힘입

게도 우리 곁을 떠난 고 김억수 강사를 그리

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특히 울진잠수

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더 이상

권두용 사장은 다이빙보트와 공기통，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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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트레이너와 20여명의 강시들이 추모행
사에 참여하였다.

대전강사강습
i 회개최
12월 4일~끄일， 용운 국제수영장

녕하고 대전지역의 스쿠비- 다이벙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강습회에는 총

4 명의 지원자가 지원하여 1차 평가를 마친
상태이다

ITC.

강사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와 표형
근 강사가 진행하였다. 특히 교육중 여러 선

CMAS Korea는 12월 4 일부더 끄일까지
대전 용운 국제수영장에서 강사 강습회를 개

배 강사들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후배들을 격
려하기도 하였다.

최하였다.

디음 강습회는 2010년 2월 중 개최될 예

대전지역의 국제규모 다이벙풀 개장을 기

강사강습회 잠가자
참가자: 박용남. 김현수. 이종하. 임태석

정이다.

CMASKOREA 공고
. 2011
2011

• 2011 CMAS KOREA

효택수중스포츠 전시회 개최 안내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가 20끄년 2월 24일(뭔부터 27 일

강"Á~으| 밤 행사 안내

일시 : 2011년 2월 25 일(금) 오후 7시 -9시

(일)까지 4 일간에 걸쳐 서울 코엑스 1층 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무궁회흘(추후 변경 기능)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참가 자격

CMAS 강사 및 강사 교육수료자

내용: 유공자 시상 및 단합 행사

• 2011 CMAS KOREA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안내

일시 : 2011년 2월 25 일(금) 오후 2시 -5시

.2이 1 년 1 기 강사강습회 개최 안내

장소: 코엑스 3층 컨퍼런스 룸

기간: 2011년 1월 15 일(토) - 2월 13일(일). 주말 4주 토. 일요일

참가 자격 : CMAS 강사 및 강사 교육수료자

장소: 서울올림픽공원 다이빙 풀 및 강의실

내용， 신규정， 신교재 등

참가 대상: 다이빙 경력 3년 이상으로 80회 이상의 장수경력과
다이브 마스터 이상의 자격 소지자

시간이이어졌다

ADS-KOREA 뉴스

오재영 본부장

은 인사말을통해
“날로성장해가는

징F립조인식

대한민국 스쿠바

H월 5 일， 인천 라마다 호텔
Sign Up.

산업의 일원으로
일할수있는기회

가주어져무척감
사하게 생각하며

조인식에 참가한 국내외 다이빙 관계자들

2010년 U월 5 일 ADS-JAP때(오카모토

스쿠바산업 자체가 프로다이버에게는 좋은

를 위한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회장)과 ADS-KOREA(오재영. 이계준)의 창

사업거리가되고. 스쿠바다이빙을배우는과

탄생한 단체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 수준

립 조인식이 인천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정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

높고 철저한 교육메뉴얼과 교육시스템으로

는 부드러운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높은 펑가를 받고 있으며 전세계 여러 곳에

것” 을 강조 했다

브랜치를 두고 약 2000여명의 강사들이 활

이날 창립식은 약 70여명의 국내외 다이

벙관련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1. 2부로 나

뉘어 2시간동안진행됐다

이어진 오카모토 회장은 답사를 통해

동하고있다.

l부는 오재영 본부장의 개회선언을 선두

ADS를 파트너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하여 대

현재 ADS-KOREA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로 ADS 연혁발표. 내빈소개. 단체장 인사말.

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뭇을 서투른 한국

트레이너 7명과 신규 및 크로스오버강사 약

ADS트레이너 및 강사 소개 등으로 진행됐

말로 전달해 눈길을 꿀었다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으며， 2부에서는 식사와 함께 간단한 여홍의

ADS는 1980년 레크레이션과 전문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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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어빙비즈니스세미나
Business Seminar.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PADI

강시들

비즈니스 증대를 위하여 상호 프로모션을 실

애 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 하나 토픽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0년 PADI

시 할 수 있는 빵f을 모색 하는 출발 점 마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 할 수 있었으며 ，

다이벙 비즈니스 세미나를 송년회와 겸하여

련 및 다이빙 투어와 연계한 다이빙 코스 업

더욱 세부적인 문의는 팔로우 업이 가능 하

U월 18일 (목요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

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성 방법에 관한 토론과

도록 하였다.

며， 총

35 업체의 PADI 다이브 센더 및 리조

실제 적용은 물론 겨울 시즌 장비 판매 증대

트에서 59명의 대표와 매니저 분들이 참가

를 위하여 각 장비상과의 프로모션도 함께

겨울 시즌 비즈니스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하였다

소개 하였다

제안 및 아이디어 교환은 물론 2011년 각 업

그리고 각 다이빙 센터 / 리조트의

2010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의 주

세미나는 각 토픽 내용의 실제 적용 및 가

체의 비즈니스 계획 수랩에 도움이 되었다

요 목적은 겨울철 비즈니스 증대 및 2011년

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하의 외부 인사를 초

또한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파티

비즈니스 계획 수립이며 . P때I 도시형 다이

청 실제적인 데이터 및 실제 사례를 소 7H 참

를 함께하여 효율적인 모임을 함께 할 수 있

브 센터와

가자들과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최대한 할

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2010 PADI

PADI 국내 다이빙 리조트 간의

김윤경(윌리스 코리아 부장) 발표

김정미

최진성(능률협회 강사) 발표

흥현도(해양경찰침 해앙레저고” 발표

또한 강사개발

CD 강사교육 진앵

코스 (IDC)와 스페
설티강사코스를 병

11월 18일"'27일， 필리핀

행하여 진행함으로

ITC.

써” 후보생들이 강
사가되기 전에 더

18

많은 강습경험을

일 ~27 일 열흘간

가질수있도록하

에 걸쳐 김정미 코

였다. 답다이브， 수중네비게이션， 야간다이

스디렉터 (PSI스쿠

므， 수색과인양 엔리치드에어 나이트록스의

바 대표)가 필리핀

5가지 인기있는 스페셜티로 선별된 이번 묘

서 호택과 일본인 후보생들의 평가는

세부에 서 강사교

스를 이수함으로 후보생들은 강사가 됨과 동

아시아퍼시픽의영희하니스 평가펀f이 담당하

육을 진행하였다

시에 해당 스페셜티 강습 또한 바로 가르칠

였다. 이번 IE에는 고용환. 김연욱， 박선주，

강사후보생 들은

자격을 얻는다. 함께 강사가 된 다른 동기들

유혜경 정상훈 총 5 명의 강사후보생이 참

코스 내내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여 프로젝

보다 활동분야를 넓게 가질 수 있는 차별화

가. 전원 합격하여 새로운 PADI강사로써 활

트어웨어롤모델로써프로다운 모습을 보여

된 교육패키지로. 이번 후보생들 모두 스페

동을 시작한다.

주었다

셜티 강사코스까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2010 년 11월

김정미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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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교육에 잠가한 후보생들

마쳤다

28~29 일 이틀간 진행된 강사시험(IE) 에

PADI

수원여대선헥협력체결
Sign a Cont:rac t.

수원여대는 2012년 해양레저스포츠학과

개설을 준비하면서 1월 12일 일본 최대의 스
마레아대표단과함께.

오세캉 리조트 대표와 함께

력을 체결했다 MAREA는 스쿠바 다이빙

있다 MAREA는 학교와 다이빙산업을 연결

형 교육과정 교재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을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작한지

해 인턴쉽과 취업을 현실화하는 일본 최고의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20년이 되었고 대도시권 6개의 캠퍼스에서

다이빙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쿠바 다이벙 전문학교인 MAREA와 산학협

또한 수원여대는 일본 이즈반도 최고의 다

수원여대는 이번 일본 MAREA와의 산학

이빙 유명지인 오세자키의 최대 다이빙 리조

또한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하이난등의

협력체결을 통해 학생 현장실습교육 연계 및

트인 ‘오세캉‘. 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인턴

지역에서 5개의 도시형 다이브 센터와 3개

취업 연계 협조， 산학 공동 연구개발 및 연

십 교류에 큰 통로를 개척했다.

의 대형 다이브 리조트 및 호댈을 운영하고

구. 장비 시설 등의 공동 활용. 산업체 맞춤

해양스포츠 전문학사과정을 개설하였다，

강사 시힘 제주 피닉즈 Oll일랜E
E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0년 12월
정 71 PADI 강사 시험을 제주 성샌l 위치한
피닝스아일랜드와씨 라이프 리조트에서

12

월 17일 -19 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박교상 이재영 박진

강사 평가에 참가한 후보생들

석 박덕수. 김광훈. 이경수 허명국 총 7 명

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

하니스씨가 평가를 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및
•

PA미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끄 KUSPOSHOW 전시관을 국

세미나 일정

PA미 아시아 퍼시픽 세미나 일정

PADI 。씨아 퍼시픽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PADI

내외 P때I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와 협력하여 공동 전시관을 운

멤버들의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코스 소개， 다이빙 비즈니스 활

영 .20끄년 다이빙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홍보의 효과 극대화를

성화 방안 효과적인 위험관리 위하여 이하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

위하여 20끄년에도 국내 다이빙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시관

통 코엑스(COEX) 무역 전시관에서 20끄

을 확보，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D베팅을 이하의

세미나 및 포렴을 개최하오니

PADI 다이브 센

터 및 리조트와공동으로전시 할계획입니다

KUSPO Show 기간 중

PADI 맴버님들의 많은 참7~를 부탁

드립니다.

PA미 다이브센터

대표

PA미 다이브센터

대표

* 2월 26 일 (토요일) :

고다이빙

한민주

다이버스에듀

서종열

14:00~16 : 00

버|人 E 리조트 통영

김현찬

블루다이버스

임욱선

* 2월 27일 (일요일) :

서울 다01브 아카데미

주호민

스쿠바시스템

최진수

상71 세미나 일정의 변경 시. 국내 모든 P때I 멤버들꺼1 이메일

아쿠아마린

한민주

엔비 다이버스

~5
등~ζ
o느

로 공지되오니 P때I 。μl 아 퍼시픽으로부터의 이메일을 참고

피아란바다

송규진

피에스아이스쿠바

김정미

하시기바랍니다.

*이에 관한 문의 사항은

PADI

PADI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오후

PADI 멤버 포럼-오후 14:00~오후 16:00

아시아 떠시떡 효벅 지역 담당관 김부경 이메일

(bookyung.애rr@padi ∞m.aul 핸드폰

01 0--8561--0558 로 연략을 부탁 드립니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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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세상리조트
5주년행사
5th Anniversruy Event.

사파리 투어에 이용하는 방카보트， 세부에서 가장 크다.

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12시 30분 해상 씨푸트레스토랑 점심식사

이중현 대표가 직접 다이머들과 함께 전체

2시 10분 핫산 포인트

다이빙을안내한다.

3일

3월 말부터는 세부 관광객이 감소하기 때

펼리핀 세부 막탄섬에 있는 수충세상 리조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식사와 함께 리브

문에 항공료가 많이 저렴해 질 뿐 아니라 지

어보드출항

금부터 예익h하면 매우 싼 가격에 항공권을

9시 30분 보흘 까빌라오 도착 라이트하우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스 1회 다이빙

트(대표 이중현)에서는 개업 5주년을 맞이하
여 2회에 걸쳐 4 박 5 일 일정으로 사파리 투

l 회 다이빙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수중세상 홈페이지
를방문하면알수있다.

어를개최한다.

자체 객실을 15실 가지고 있으며 세부에서
가장 커다란 다이빙 전용 방카보트를 보유하

까빌라오 달리사이 포인트 1회후 점심식
사와 함께 아름다운 비다를 즐기면서 이동

연락처

3시경 띔글라오 섬 도착. 돌골 포인트

070-7571-8197 / 070- 7570-8197

다이빙 후 땀리조트에서 저녁식사

홉페이지

4일

www.suJungsesang.com

l회

5시 30분 기상. 돌고래 구경후 발리까삭

고 있는 수중세상리조트는 펀다이버 유치에

적극적이며 트라이 믹스까지 텍 다이빙 지원

수중세상 개업 5주년 기념 맴투어 일정표

도착

이 71능하다. 다른 한인 다이빙 센터들이 교

1~
근

6시 모닝 다이빙 1회 . 아침석사

육과 체험 다이빙 위주로 영업하는 데 반하

인천출발 세부 도ξj-(PR.5J 등) 수중세상

9시경 2차 다이빙후 다시 까빌라오로 이

여 한국의 디이벼들에게 멋진 막탄지역의 다

리조트이동 (15분소요)숙박

동 1회 다이빙후점심식사

이빙 포인트를 안내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

2일

2시경 수중세상 리조트로 출발

고 영업정책을 펴고 있으며 개업 5주년을 맞

8시 30분 아침식사 후 리조트 소개

3시 30분경 리조트 도착 후 휴식 및 마사지

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를 마련하였

9시 30분 올랑고 섬이동 (30분소요) 체크

5시 30분 통돼지 및 저녁식사. 자유시간

다. 이번 행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세

다이빙 1회

5일

부의 아름다운 수중세상을 호댁의 다이벼들

11시 10분달리바포인트 l회 다이빙

장님 l 정리 및공헝이동인천항비행기 탑승

• 효택수중과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

• 효벅수중과학회 총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 한F국수중과학회에서는 20끄년 한국수중장비전시회

한국수중과학회는 20끄년 한국수중장비 전시회 개최 기간 중 다

개최 기간 중 디음과 같이 학회 세미니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음과 같이 학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

다이버 여러분의 많은참가바랍니다.

랍니다.

일시 : 2011년 2월 24 일(토) 오후 2시 ~4시

일시 : 2011년 2월 24일(토) 오후 4시 ~5시

장소: 코엑스 3층 컨벤션 룸(호실 추후 지정)

정소. 코엑스 3층 컨벤션 룸(호실 추후 지정)

주제 : 건전한 스쿠바다이빙 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움

안건 : 신임 임원 선출 및 2010년 결산 및 20끄년 예산 심의

발표자 및 제목: 이선명-다이벙 운화의 선진화빙반

참석 대상· 한국수중과학회 회원 및 임원

제종길-보전 다이 빙의 현황과방향
명정구-연안환경 ， 자원변화의 파수꾼으로서의 다이 버의 역할
후원 : 스쿠바 다이벼 . 수중세계 ， 해저여행

-272- Sc uba Diver

2011 년 1/2월호

이지다이빙

하상훈대표감사장수상
Win

Offici 띠

Commendation.

제'51주년 해앙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이밖에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한 공로로

이지다이빙(이지수중) 하상훈 대표 등 4명에
게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리기 운동‘을 홍보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감사장을 수여받
은 하상훈 대표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감사장을 받은 이지수중의 히상훈 대표는
부산해양경찰과 122구조대를 도와 해난 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한다.

영구조 및 수중정화활동과 환경운동에 물적 .

히장훈 대표는 해양경찰및 청장상을 4 번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은 물론. 영도구청

째 수여 받았다고 한다. 그만큼 오래도록 지

2010년 12월 23 일 “해양경찰의 날”

과 함께 부산해양레저발전과 영도발전에 공

속적인 지원과 구조활동， 정회활동을 해왔음

2010년 12월 23일 오전10시 남해해양경

헌하였으며. 해양생태보존과 보호관련 봉사

을 알 수 있다.

찰청 l층 강당에서 남해 해경청 치안자문위

활동에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을

이지다이빙 하상훈 대표는 오히려 누구나

원 임원 4 명과 재향 부산경우회원 7명을 초

보이고 있다. 또한 잠수동호회를 모집하여

하는 일에 자신이 감사장을 받게 되어 매우

청한 가운데 제 57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

정기적인 수중정화활동 및 육상정화활동을

쑥쓰러워 했는데 본인보다 뒤에서 더욱 꾸준

식 행사와 더불어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실시하여 타의 모법이 되고 있으며 잠수인

히 활동하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무기획과 박정현 경

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수중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사가 근정포장. 청문감사담당관실 최닥휴 경

생태보호 교육’을 꾸준히 함으로 계몽운동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이들이고

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그 외

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매스검에도 적

어려운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극 홍보함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바다 살

다짐했다.

감사징을 수상한 하상훈 대표.

27

명이표창을받았다

다 하루 길 며 고급 선박인

액션스쿠바

M/V Stella

Maris를 이용한 7 일 일정입니다 하선 후 팔
라완섬의 지하강(Undergroudn

2011년 안젤라 투어 일정
2011 Toue Schedule.

River) 투어

까지 함께 하는 일정입니다. 지하강은 마찬
가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

로 바닷가에 면한 동굴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강으로흐릅니다
. 5월 4""'12일; 말레이시아 시파단， 키팔

. 3월 24일: 팔라우 4박 5일

다이버의 성지 팔라우 햇살쏟아지는블루
홀과우아한자태의 만티를보러 떠납니다.

. 4월 23""'30일 팔리핀 투바타하 리버

라이 9일

어린이날(5/5) . 석가탄신일 (51끄)을 이용한
최고의 일정입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2 일 할 수 있는 일정

보드 8일

입니다 최고의 시즌에 최고의 다이빙포인트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국립공원 투바타하

로 초대합니다.

리프로의 리버보드 여행입니다. 기본 일정보

따고스， 머|루 마추픽추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다윈의 섬 갈라
파고스로 최고의 리벼보드 Agressor와 함께

합니다.
일주일간의 리브어보드 일정 후에 페루 마
추픽추 관광일정을 함께 합니다
. 8월 6""'14일， 9월 3""'11 일’ 몰디브 리브
어보드

수십마리의 만타와 고래상어가 함께히는
특별한 몰디브 여행을 준비합니다
. 9월 추석· 이집트 흥해， 하마타 리버보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 홍해의 후루가
디를 지나 하마타로 떠납니다

. 6월 26일""'7월 22일: 에쿠아도르 갈라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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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CDC

보라차이씨월E

센터는

PADI 다이브 센터 등급

되었다가 이번 근 8년 만에 드디어

중가장높은등급으로서

터가되었다고한다.

호F국에는 한 곳도 없고

CDC 젠터
CDC Center.

필리핀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가

PADICDC 센터가되었다.

PADl

CDC 센

지역 담당관 말에 의하면 보리카이

현재 펼리핀에는 아시아

씨월드 다이브 센터가 전체 필리핀의 리조트

다이브 한 곳만 있었다

중에서 교육생 배출 숫자가 톱 3안에 든다고

이번에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가

CDC

하여 신청하였는데 그 동안 계속적으로 반려

센더가 됨으로서 펼리핀에 두 개가 있

한다. 그래서 지역 담당관이 적극적인 추천
을 하여 결국

CDC 센터가 되었다

게 되었다.

김순식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준비를

며낙

전문점 “갤러리아.

카페형 리조트 ·‘아쿠아

갤러리 디-이브 리조트，.

아쿠아 갤러리 마린 라조트

할리데이비슨 숍

척(동시에 2명이 입， 출수 할 수 있는 수중 자

“스태판 할리.， 가 함께 있는 다이벼와 할리

동 리프트 설치)‘ 11미터의 R田보트 다이빙

라이더를 위한 리조트를 오띨었다

전용선l척 등 총3척의 다이빙 전용선으로 편

리조트에는 차량100여대 동시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과 100펑 규모의 다이벼 휴식을

ew ResOI1 Open .

예전 강원도 영진 아쿠아존을 운영하던 임
창근 강사가 새로운 개념의 다이빙 리조트를

개업하였다.

13.5 미터 폭3.5미터의 중형 다이빙전용선1

리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힘쓸것을약속하고있다

위한 2층 테랴스와 간이 수영장를 조성 하였

흠페이지 ‘ www.aquagallerγ co.kr

고 2중 펼터로 무장한 대형 컴프레셔， 100개

E-mail: aquapoet@hamnail.net
Tel : (033) 672-5666
Fax: (033) 673-5666
H. P : 010-3372-1401

의 공기탱크로 항상 깨끗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초의 길이 17미터 폭4미터의 초대

강원도 양%딴 남애리 남애항에 국내 최초

형 다이벙 전용선1척(동시에 4 명이 입， 출수

로 편의점 ‘마린갤러리” 와 태이크아웃 커피

할 수 있는 수중 자동 리프트 설치)과 길이

서애바다물고기출간
‘~

‘ ø ,. .. ‘’l기 l

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실제 색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무

관한 지식을 전

리가 있었는데 이 책은 스쿠바 다이버이며 화가인 조광현 화백이

쉽

화 듀 에

로터 펠

리 다
보 었

기

이

책

어류의 분류학적 특징을 모두 감안하여 사실적으로 직접 그린 세

밀화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조화백은 세밀회를 그리기 위해
직접 물피를구해 지느러미와몸구석구석을자세히 들여다보
며공부했다고한다.

이

린
어

월

간

0 ""

록 린 판 되
도 그 출 판

이에게 물고기에

밀
세

풀고7

도 했지만 죽은 물고기를 육장에서 촬영한 것이 많아서 실제 바

하
달

서하l 바c~

초등학생 어린

이번 도감에는 서해바다에 살고 있는 바닷물고기 35종이 실

려있는데 어려운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설명체로 서술하고

잡지인 “개똥이네 놀이터”에 연재중인 “넙치 아저씨의 바다이야

있어서 어린이가 읽기 편하며 색감이 실F아있는 원색으로 세밀하

기”를 바탕으로 바닷물고기들을 모아 엮은 세밀화 도감인데 한국

게 표현하였으므로 물고기의 실제 모습과 특징을 정확하게 배울

해양연구원에서 물고기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수중과학회 회장

수 있다.

이기도 한 명정구 박사가 글을 썼고 본지에 삽화를 기고하고 있
는 조광현 화백이 그림을 그렸다. 세밀화로 그린 우리바다 물고

278 x 217 사이즈의 양장본이며 전체 56쪽으로 가격은 13,800
원 이다.

기 시리즈의 첫 편이며 앞으로 동해， 남해， 제주 그리고 전체를

통합한 개론 편을 차례로 출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출판되었던 어린이용 도감들이 수중사진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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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 (주묘서출판 보리 (담당자 조성위
전화 031-955-3잉5 이메일:

bori@boriboo k.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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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비리떼어

SD~ 뉴스 울떼이스 미스크 스

상 수싱 • 고디이밍 강사교육 및 시헝1
αlAT 텍 디이버 및 깅시교육， EAN 깅사

메설티 쿄육， 징학생 깅시 업대이트 미팅，

교옥， 추잉비치 수종정회 . 0년l 마스터 깅

깅사의 전국 리조트 깨

세미나， 신싱웅 •

. CMAS

강

이트 훌시 어드앤 AC 침율선 매뉴얼， 구

사교육， 김억수 세계쉴영대회 종합3위

.y

혼니고 배우는 다이빙 지식 • 무모한 보트
디이빙으로혼닌이야기
독자코너 • 우주의 꿈올 바디에서 이루디 •

조강시 개|드 훌시 ' BSAC 뉴스 본부 이
진. 인 AE 럭터 트레이너 워크응 . IANTD

스쿠비， 수S엔영구조원 크로스오ξ 인명

뉴스 어드밴스드 타Nx 강시 엉데이트 개

잉소녀소년딘 해군잉문 , 싱윈휴스포 다이

수종세싱 리브어보특 다이빙 후기 . :g빼우

해제， 비디오 민집 세미나， 각종 매뉴얼 겉

잉율 오픈 • 장힌 더 씨 위딘 출인기넙회，

디이버외 힐께한 세부디이잉투어 • 인생

g지 교체 트레이너 워크숍 시스루나 입

m에배운스쿠비디이잉

고

갑걱류 치|험학슴 길징이 출핀， 효H강대 다이
잉클럼 40주년 기넘앵시 일대식

TDI

. NAUI

13 엉채소개 • 일신다이잉율
14 징비상 ij . 마크얼리엇 믿터뮤
15 기타 • 성게에 열려 일을 질딘했율 뻔 했던

바퀴가잉 훌시 . SDD뉴스 개해지t 깅시 트

위기 • 서귀포 씨섬에 수종생태 공원 건설
16.01Vlng soc때y News ' 제1없H!택수종

각중 코스 개최

레이너 워크음， 상규 1TC. GUE 뉴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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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개최

연씨 뉴스 개해써 1 육안검사 & 신소서비

1 시설 • 지구온닌회， 그 즐거운 공싱
2 수중사진 • 띠티 O뻐 혼택수종).)진/수중동영

스 교육， 일신징수울， 비즈클링1 액미리다

싱 호열공모전 횡윤태의 마린에세이 - 미

• PADI 뉴스 므로진투 어
웨어 깅시시험 엽버포럼 대구 밀리민 •

크로 예진 . :g연엑시 수중사진집

OPV 과정1 택1 ， 텍2 과정

않a

이잉클럽 개해체

험관리

시고보고 • 음주와 징비사용 미숙 다이빙

동 • 써모앨브 리치드 하더 시징 대웅슈트

고디이잉뉴쇼

사고

잉문 · 지』니 신소 무호홉 문이 재계 기록

수종정화휠동， 용민대 스쿠바 동이리 교육

이잉 · 굿다이버리조트외 가린여， 기치비위

CMAS 세계 수중
지원 • BSAC 뉴스，

• 징싱우 CO 깅시교륙 • 대AS 뉴스 징

다이빙 • 미린히우스외 엉섬 다이밍 • 스쿠비

강사코너

• ε빼우 다이버의 테크니걸 디이
잉 깅사 도전 • 응급구닌 다이잉 시대가 열
린다 • 공기톨 이m서 다이잉 시긴율 늘리

. (주)띠티마엔지니어링
휠영대회 한국선수

IOC

및 강사시험， 해엉대 짐

O..e 지

민터넷민 보급， 0101스다이잉， 트
레이너 워크e， 어드밴스드 믹스드 가스 피

정회， 깅사 교육과정 • 뺀집수영회 뉴스
정기 01사회， 한강수용정화훨동 구조다이

5

테크니킬 디이잉

쇼 칩기‘ 흩메이지 개면， 김굉휘 회징 끼떼

션셀린지혈진 0)린보이 개몽， 송년워크용 ‘

개설

육 71슐위원회 개최， 비디오하우징세미나‘
슐례이당{녕1 인영구조원 지도자， 해잉소

통해 E빼

때이띠 뉴스; 승년의 발 직티히우징 세미

가 니이트록스 스페셜티 강시 새미니， 띠
티마 비디오 히우짐 세미니

녀소년딘 입딘식， 굉주

Y 디이빙울

나‘ 울진 ~멸선 팀시， DPV 세미나 . NAUI
뉴스 업뎌l이트 셰미니 및 송년모임， 응급

지주 디이브 리조트 씨월드 맨션 E냐 • 정

인스트럭트 트혜이녀 워크용， 미C， 시일린

처치 교육 최완종

리브어보드 다이빙

준언 트혜이너 깅사교육 • 씨맥스 공징 이
진 . 101C 국내 도입 • 서귀모 잎례다애서

강사 엉데이특 훗

테 크리스틸 사이민 투어

. SDD

뉴스 융

스뻐셜티 및 깅시과정， 지!주수중시진훨영
대회‘ 제주 스쿠빠101 잉 축제 . PSI이 뉴

PSAI

스; 첼린지 떠l스티얼‘ 트라이믹스 교육 동

육， 나이트룩스 떼스티얼 • 짐수얻회 숭년회

년의 빙‘ 0，애 응급처치 및 Cf꾸 교륙 •

뉴스;

. ss 뉴스;

2009

신년회， 트라이믹스 교

π 킬리지 수료식. 블루미린 징

실 깅사 세미나‘ 블루마린 전안정

ITC .

. PSAI 뉴스; π 세미나

Kα3PO 칩기‘ 트라이믹스 교육 트혜이너

잡힌대헝가오리

워·크$융띠·머
ss댄뉴대스뉴스내셔S당01 깅딜사러랩
컨퍼，스런스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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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강사 과정1 트라이믹스 과정 리더엉 매
뉴얼 흩시， 테크니형 다이빙 축재 KUSPO
칭기

팀시대의 대심도

6

해외디이잉 • 율꽃여지 JY의 코모도 다이잉
여맹기 • 모일보일 다이잉 포인트 소개

7 국내다이잉 • 가린여 쏠배김엠 포인트률 기다
8 엉채 팀빙 • 우정시 오션열린지 티바티 수영
용움 브랜드 뷰 런칭 • 걸스포츠 매장 확장
이전 • 서해수중 시옥 신축

호(2009년 7/8월호)

9

1 사설 • 테크니킬 디이빙의 기치외 미래
2. 수중사진 • 띠티마배 한국수종사젠수중동영

10
11

흥지욱변호사 킬럼 • 수산동스울 채취 앵위
의수t 엉업위반여부
깅영진빅시 킬럼 . Q&A 집수의학
깅사코너 • 어코 다이밍을 디녀외서 • 디이

버의 마음끼지 그리는 깅시 • 김혜진 강시

상 호열공모전 • 횡윤태의 미린애셰이 - 오

, PADI 뉴스 PADI 코스디렉터 코스，
이시이 미시픽 KUSPO 쇼 침기 • 고

' KUE

사이트 일굴 캠삐민 TDI 제주 테크니컬
과정 칩기71 ' GUEO야 교육

개징 •

뉴스

CD

라이프리조트와 싱신포 다이빙

해잉샘물 • 효택어류셰일회용도김 (제14회)
,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왼싱핀 1 없11

마레스 징비 초경링으로 우승 • 우정사/오

' NAUI 뉴스 효~ NAL.n K냉PO 칩

국내 리댁트 소개 • 밟 디이뼈외 문섬 디

4

뻐|킹 뺀담딩관 잉문， 교음딘체 앵A삐
협친 지}공 • 띠티마 작티 히우징 교육딘체

. SDD

3

깅A)， ~목 다이잉‘ 오시{혼시집과 힌강수종

빙 지도지 과정 . y스쿠비 뉴스 다이빙교

테크니컬 디이잉 세미나

The

Wílh， n 빌긴

비전문가 깅시‘ 구조짐수 강시1 니이트룩스

KUSPO

세 슐).l 마MA 쇼 침가， 울 채이브 강사

' GUE

구조원 잉싱， 수싱수중인전포스터 보급， 해

뉴스; 개해지| 배나영 앙가잉과

ssu

해시 수종접화월동， 니이트룩스 톨랜뎌 교

사교육

깅잉설치 과정‘ 깅입영 현징 영기 슐러l

빙

뉴스 수중사진

디

' NB

러이닝 길￡애 l ' 직은 미국 경 여앵기
P뼈’ COTC 칩기기 • 인전하게 핀 칙용하
는잉업

극 다이빙 터스트、 네모어어 일드 테스투

' SDO

다이잉 위험 관리 및 αlAT 포럼

이버스 강시개일과정， 우수 강사 개일센터

기 님애리 힌스쿠비연 · 스쿠비디이잉 트

10, 강사코너 • 깅혜진

프로그랭 진행종 . (주)우정사/오션앨런져

설티 깅사 워크응

• PSAI; 미취관리 삐스티
IOC, 힌

얼. 원경의닐 수종정회. 빼린티

글교재 훌).I . p，뼈| 강).) 시험， 엘버 떤

1TC 개최 띠NTD 뉴스 0)이스 디이

육 정엄용 강시 크로스오버， 최왼종 강사
교육. ol~밍 강사교륙 다 01브킬리지 스때

교육，1TC 개최

사ε텅모전 시상식 . (주)우정시/오선셀린저
2009 다이빙 삐스티얼 침관예짚 기격 연

는빙업

칭기1 효택 앙운 외국인 다이버 교

바다의닐 수흥정회 수종사진스떼셜

티 및 깅시과장， 01씨 신소지|공지 및 깅시

린져 타바터 초칭 다이빙 떼스티벌 칩관，
홈퍼1이지 리뉴얼 2009 1)틸로그 울시1 신
지웅 혜툴레이터 . (주멘터오션 서울지사이

정

COEX

πC， 최경식 깅시기초과정， 서인욱 트레이
너 워크용 . t~ NAUI 기기도 앵투어 •

13, OlVl ng Sooely News • (주)미레스 쿄리이
신제울 카본 42 혜굴레이터 • 띠티미
PDC H-5000 히우징 . (주양성씨/오션쩔

사잉사고 리포트 딩신

. BSAC;

정， 김입설차-트리이믹스 과정

. 2009

17， 01Vl'밍 soc땐y News . D 버스 카몬42 묵

뉴스 깅우헝 효F국대IH

AII.호홈기 트라이믹스 과정 g셔씩생 3기 괴

3

시띄 세일즈 매니저 흔택잉문. 미러스 엉

' NAUI

타Nl트라이믹스 교육，AII.호흉기 트레이너

• 투비티허 리브어보드 디이빙 여행 • 입릎
클렁 김징대 교수님 회겁기넘 투어

해외디이잉 • 밀리민 비시이 지역 한인리조

8 길영전빅시
9.0AN 코너 • 다이빙

12

엉;;I~ 내 • 테크니설 다이잉 장비 전문징 스

직 개연안내 트레이너영기관 엉뎌|이투 본

ÞJS 의무
킬렁 ' O&A 잠수의회

하늘에서 몬 바다. 비디에서 몬 히늘

• 인터오션신상웅 • SSI뉴스，

미스터 다이버 엉린지， 융루노선 조

무 이전 및 t닦 직원， 경동대 수엉지원
신규 에트리얼 훌시 띠M띠 어드밴스드

독접수입권자의

11

2009

삐이빙 트레이닝 길잡이충급지 레엘코

2009

임 • 디이빙은 나의 싫을 행목히고 즐겁게
하는 언인 , 'xl싱의 닉윈’ 두미게티 여행 •

테스트 장여

이빙

깅사코너 • 깨끗한 공기톨 미실 권리 • 스쿠

11

트 모일보일 다이빙 포믿트 상 H . 필리우

해외디이빙 • 갤리모니이 전목 디이빙 • 모
일보알 디이빙 모인트 소개
의견 • 조태호의 취중진딩 이건 이니십이요|
독지코너 • OEPC 2008년 미지익 비디 모

직티하우징사용후기

시스

14 강시코너 • 깅혜진 강시의 전국 리조트 깨

17

해식썽굴요인트톨가디

쿠비렉 · 징실스킨스쿠바다이밍스쿨

10

댐 • 띠티미 ξ퇴 하우짐 시용기

16

6

행시 . 2α)9 효댁 NA미 개해지외 욕초디

진기의색일

BSAC

회용도깅(지hO훼
국내디이빙 • 올진 숙영정 닌따선 다이빙 ’
포항 아쿠이얼리조트의 일훌디이밍 • 엄섭

입영피 둥잉역확신 ' OIR은 다이빙계의 새
로운 흐릅이 될 수 있을끼?

칭핀인률

해외디이빙 • 새로 오픈힌 세부 진스다이브

5

틸간색의 비일 • 세계 해

숙 • 테크니형 다이빙에서 CO의 영헝 • 깅

강사과정
전시회 . 2αl8

4

수어 원색도김 (왼싱연 14회) . 흔댁어류세일

이트록스 다이잉 체헝 축제 . p때 스메셜

7
8
9

말이라

싱직 발묘 • 포토에세이 릴로인의 O 엠 • 횡

4, ðH잉생률 • 수중새계의

6

3‘ 수종사친 • 혼택수종시진

연
수중사진 • 제 18회 한국수홍사E녕모전 입

은사ξl올얻으려면

5

호얼공모진 • 니의
수홍쉴영원정기 • 횡윤태의 마린어1A~01 - 시

잠수의학

해잉생물 • 일 옷히는 수중동율 의미전딜 어
행| 히니7 . 세계 8싸어 원색도김 (왼싱민

기업 티비티의 투시 대민 공징 투어

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내용은 저희 홀페이지 www.scuba -diver.net에서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 l

' O&A

01씨 킬럼 • 디이버 실종 g류 사고들의

사진의딘계

6 엉체담빙 • 우정시 오션첼린지 주최 다국적

솥을 오픈하는 등 다이빙계의 프로쩌|셔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띨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l

12.

초칭

12

오슬롬 투어 • 횡윤태의 마린에세이 - 수중

본지는 ’r:E년 mDl월호에 창~뼈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저기구 사용시 구영조끼 칙용문제

1 1.~영전박시 킬렁

뉴스 므로태우스 클영 정기 모

SDVT대/타'IDI 뉴스; 송년의 암 트핵이너

PADI

매일여 • 제 1 회 국립수신피회원 ε빼 바다목

의 전국 리조트 깨 71-킹스모츠 문암리조트

잎 이영섭 본부장 정기 딜러 방문，

전럭 회의， 비디오 월영 및 펀집 교육， 트리

징수중사진쉴영대회 • 제12회

핀 , 멀리민

T앙1XR 설영회 개최.SS 글로벌 로고 언
경 ' TDVSDI 뉴스 어드밴스드 트리이믹스

이믹스 감잉설치 과정.

디이잉 뉴스 1∞ 및 깅시시엉‘ EFR. 산소
프로뼈|더 깅시 교육 DSAT 택딩 대|버

쿄육

. ss

SDI 깅써징， 일
리핀 트레이너 전릭회의 . BSAC 뉴스 깅
시 모임， 콩비인드 텍 과정 , PADI 강시 시

과정， 강사 트혜이너 과정， 응급구닌 다이
빙 강사 과징， 소방잉재장비 엑스포 침가，
깅시 과정 및 교흰 과정 . BSAC 뉴스 97

및 강사 코스

KUSPO

험 . y스쿠비 뉴스 승년의 잉， 인명구조원

트 세미나 깅사교륙 개최， 트레이너 워크

치 πC 개최， 수충사짙 공모진 • 띠NTD 뉴

및 깅시 교육 • 인터오션 신제움 소개，
KUE 뉴스 GUE 앤드맨털 과정‘ 승년회 및

용 • KUOA 뉴스 대의원 층회， 율ξ면 리
조트 개일 사업 자문 지도지 앙싱 교륙

스; 트라이믹스 다이버 강습 10월 대마쇼

세미나 • 굿 디이버 리조트 이전 • DEPC

강사업데이트 새미니 . y 스쿠바 뉴스.

칩관 덕 루트코우스키 앙한 직되 트레이
, PADI 뉴스 강사시험， 깅현친

송년회 • 효택수중시진인의 빔 • 일리민 포
틸 온일 개펀 오은 • 국가지격 짐수t엠기

Kα;p() 쇼 침기‘ PS 실린더 강사관 과정，
띠티마 히우짐 세미나 • 효택해잉대학교 òij

너 새미나

교육 마련미스터 강사잉싱 교육 지역

시 및 잠수 기능시 시헝일정 . 38마린 리조

군에 수종기슐학괴 개설 • 서율 다이브 이

매니저 컨퍼런스

CMAS 뉴스 트라이익
수심 120m 징수 싱공 대

트 크리스마스 회원 초정 밍리민 원징 깅

카데미 이이스다이밍 강시코스 · 지주스

스 디떼버 교육，
구 강사 강습회， 깅사치벡대회， 구조집수

시 쿄육， 크로스오버 교음 • 좌동진 빅영순
부부 기회 초대전 개최 ' CMAS 코리이 뉴

트록스 잉E레인 특허출원 • 굿 디이버 소

깅시 강습회， 수종사진 강시 강습회

‘ Y스

스;~비전문가 강사 과성， 히인기 친목 다

식

쿠바 뉴스 김성길 몬무징 OEMA 쇼 삼기1
흩머 이지 채개정 • 앵시온/KUE 뉴스 옐시

이잉 나이트록스 강시 과정↑ 강사교육 괴

훌핀 . OEPC 어류도깅 훌핀 기넘회

CO

온 코리아 데미쇼 침핀， 힐시온 온시 잉문，

싱‘ 구조징수 강시교육 과정

효댔I 1띨록 일행. GUE 채이브1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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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컨띠런스 침기 • 님죠낙중짐수회교 수종

1.

사ξ별럽， 바다의 친구툴 결싱， 징수기능시
실기시헝 수깅생 모집 • 지주의료원 얼티
재잉생버도입

-276- Sc u b a Diver 2이 1 년 1/2월호

2

사실 • 동해인 액썽 i리 훌몰 소식과 액상이

쿠바 0β떼미 이진

' 38

마린 리조트

3

A
5

제 131 호(2009년 5/6월호)
l 사실 • 다이빙에서 다윈의 의미
2 해외다이잉 • 님극 스쿠에 디떼잉 . SDD

해잉쌍물 • 고래때 관해 증 일이l) 몬디언 • 힌
국어류세밀화흩도깅 (제 13회) . 세계 *싸어
원색도김 (완싱면 17회)
테크니킬 디이빙 • 디이빙띠크 리조트에서
진앵된 띠M띠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코스

6
7

특집 •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와 2αJ9 업체

보일 디이빙 포인트 소개

열신행 1 ，애

투어기 • 죄훌우돌 띨라우 여앵기

5

• 통일염원 81 ,5m 투어 후기

13
14

쟁| 소개 뼈 띠티마 하루징 人용기

시고로부터의 교혼 • 깅사의 자격미달로 위
헝에 처힌다이버률

15

αVlng

sooety News ' 기획채성부

스쿠

비 다이잉 휠싱회 농벤 알.l! . 스쿠바프로

A7oo,‘

씨윌노비 입고， 장에 리때어 셰미

나， 흥보

CO 공급 • 인터오션 보싱왼매 공
PL-2700. PL-앉)() èlO l트 •

루 • 베스트 스쿠비 리조트 • 시링도해앙리
조트 · 돌민스쿠바리조트

고 • 띠티미

해외디이빙 • 모일보일 디이빙 포인트 소개

π 세미나. 홍일염원 81.5<메 디이빙， 효띨교

국내다이잉

• 외톨개 대형 암반 포인트톨

NAUI

군신 무녀도 수중성화월동 • 연써J;

채 훌시 · 롯데크리스틸 여홈 빅 투어 ·

8

스쿠바징비 시징 • 수입업체물의 장비보종

SDO‘ 대한민국의
개최 . SS; 깅영진

ÞJS 실태현횡

고영식 류재정1 유영선 정준싱 강시교육

9

디이잉 비지니스 • 대구지역 디이빙용툴의

현횡괴 도전 • 디이E 자이언트와 G텍 • 부
t떼지디이빙 흔택해잉대 울 운영 • 블루노

엉

버들의 태국 시밀린 리브어보드 투어 • 모일

트라이믹스 과정 칩기71 .

허 . 0)쿠이엘리조트 • 구용모스쿠바리조트

가디

리을비로이해하기

TDI

수종에서의 스쿠바징비 틸칙
12. 톡지E너 • 로이의 좌충우율 호주 빙링기

국내 리조트 소개 • 나곡수종 엉게킬국수 특

• 문희수잠수교실 김포리조트 • 통영오션물

401

• F32 그톰 직울집 Manne Qdyssey

세계

수중사진쉴영대회칭가기 • 포프라지 수중모
댈월엉대회

쇼 칩가 · 대AS

코리이뉴스 깅시의 잉 앵사， 깅시 업데이

CMAS

• 밀리민 투바티히

선괴

10

ss 코리이

새로운 도익 준비

흥지욱언호시 킬럼 • 스쿠바다이벼의 수싱

. IANTD;

바디 수중사진전 1TC
이t.~ 이영섭， 고대;혼，

여를 갱.!!， ISBN 적용 교재 훌

긴， 개징 오은워터 띠워포인트 번역‘ 이원
교 강사교육， 김정숙 10P ' 앉lAC: 101치，

102.< I 1TC, 를비인드

텍 과성‘ 사업연수생

딘채 교육， 깅사용 티셔츠 출시， 지!주 디이

Contents of SDM’ s all past issues

빙 • 부신 이지다이빙 수중정회 월동 • 이니

이톨루션과짚 때E다이잉‘ 오은워터 O바얼

이런일이생기다니|

훌시 율뼈01스 미스크 스때낼티， 트라이믹스
101 촉짜 801 깅시트빽이너 모잡 2치 액시

다이빙 스때셜티 . p뼈1: 깅A씨험.

4

EFR

트혜이너 코스 레스큐 워크융， 코스디랙터

흰엉모임， 씨월드 리조트 IDC ' 고다이빙，
깅사교육 및 시험， 지1뚜 히계 세미나 운회

5

인괴 친선교류 • 미린미스터 깅시교육 • 엔
비 디에버스 깅시교육

KUE:

팀시대 흩엄

석， GUE
정

DPV 1괴엠 - 대AS 깅사교육괴
• 수중과학회 히계 세미니 . y스쿠바

6

SB~택본부로 새훌일， 매뉴얼 훌시. 교원

직무연수， Y징수클렁 동해 나률이1 야영지
도교사 연수 . 0타'C; 수중사진 다이빙 여

행1 해따리 모니터링 브루슈어 제직 배요

D타C 어류도김 서집배포 • 김동주 효팩문
회관갱 서비스 대싱 수싱

' IOK::

' 38

미린 리조트 깅영천 빅시 집수

PSAI

• 사이핀 해븐 11 리조트 다이빙 • 모일보일
의 고래싱어 · 수종사힌가의 일리 여행 • 초

시 • 흔택수신인진협회 혹한기 합동훈련.

보 다이버의 해외 다이잉 투어 즐기기

륙‘ 얼음밑 집수 강사강습회 강사업데이트

테딩니킬 디이빙 사이드마운트 스퍼l설티

세미나， 디이버의 입

과정 • 재호홈기 디이빙에서 일어닐 수 있는
문제들 . 01씨 킬럼/스포츠 다이버톨 위한

지도지 과정， 수상인영 지도지 토론회1 수

테크니형디버|잉소개

전본부 개설 준비， STX 엔진 클영

제

강습회

깅시 트혜이너 코스， 김현준

MK6 애호흡기

증상과 관런된 깅시의 책임에 관힌 판결

11 , 깅시 코너 • 초보 다이버g 일진시키는

인힘
Z 수중사진 • 띠티미배 효댁수종사진/수흥동영

3
14

SOCIeIY 뼈ws . o)레스 리떼어

출시， 501 깅시괴엠1 흥메이지 개민

. TDI

뉴스 승년의잉， 미스터 디<l l브 및 응급처

soc

저|주스쿠바다이빙

치 교지t 진주대 교육 ' PS씨 뉴스 트라이
믹스 레일 川 교육 신년회， 트레이너 세미

혹제 • 울ξ 군과 힘께 하는

PADI 다이빙 촉제

니， 워크융

축제

101

다이빙 축제 • 지6회

특집 • 믿어의 전실괴 인어 이미지의 연전씨

SS11SO 인용‘ 트레이너 찌업대O J.!;.‘ 리조
트 대표 강사 ξ목 모웰업대01득 T어lXR

5

해잉생물 • 해앙무척추동물， 0)홈 카테고리
• 흔."<01류세일회홈도강 (지 IIB회)
국내다이밍 • 강원지역 다이잉 리죠트

1 사설 • 흔택수종사~공모전 20년때 붙여
2 공고 • 스미트 다이버 운동
3 수중사진 • 띠티미배 효택수중시진호열공모

6

해외디이빙 • 인도네시이 마나도 다이밍 안

록 없n이 액시코 동굴 디이잉， 응급대응디

내--E!석리이 리조트 • 해외다이잉여앵율 도

이잉

와주는 딩 • 미E때해역 디이잉 투어

α'ROX1잉-야0， 깅입절차과정， 울때이스미
스크 교육， 트라이익스 1 이 혹재 자격흥동혹

3
4

코스디펙터교육， 잉가기긴 E띠1， ITSI강사
αv←얀R코스 멍버포럼，

는 동해인 디이빙 포인트 2회 · 잊올 수 없

는 10월의 치주도 바다 · 아륭다운 포인트

01씨 킬렁 ， OPJ벼이잉의 위헝싱 문석

용

장비소개 • 미국 훌리스의 터크니걸 신ε어|

디이잉교육， 깅시친목디이잉

PADI NOMA
C이/잉

y SCUBA

ß'YMCA

포항윈징수해잉리조트

종A)진 월영대회

시신경 언구 효뼈， 수상인영구조원 강습회1

어드밴스드 오은워터 인스트럭터 업그레이

깅시교육 • 서율대 수종당시대 즐엉생 모임
ε멸흥회

드 샌딜러 등록 인스트럭터 잉7딴 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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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채입엉 세미니

1 사실 • 스미트 디이버 은동
2 수중시진 • 띠티미배 효택수중사진호얼공모

깅시코너 • 깅혜진 깅시의 잔국 리조트 께
가-심척 해잉챔~ . 디이빙 도중 스쿠바 탱
크기뼈졌올때의대책
톡지코너 • 흰도생{톨 찾0) 일리띠스쿠이로

• 로이의 죄용우옳 호주 S멈기 6 침원공
딘 기엉체 동호회들의 힘홍 수종정화 월동

4

αV1ng
기넘 및

2009

따트리뷰터 미팅

행 • SDVTDI 뉴스 트라이믹스

축제，

강사 트레이너 과정1 동을 디이빙 A)O IE
마운트 과정， OEMA 쇼 잉핀， 어코 다이잉
스퍼l셜타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개정핀 •

e , 째IlXll

CPR AED 워크
. BSAC 을디

깅시트레이너 강습

브 힘동투어， 개히빼

. 801

지역열 깅시 엉대

이트 시미니， 국내서비스 센터개설， 에코디애 1

다이잉밀고， 시띠딘섬에 영힌 01이기 • 드리

13 독지코너 • 마업의 소금 농멍이 비닷물은 왜

종사진2 싸11 게 추천하는 동해인 디이잉 포인

월까? • 채밀리E냐종엉회 정기다 01빌 언개

트 1회

디이빙

3, 특집 • 제1 무

틴생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쿠스토 • 찌2부 쿠스토 후슨률의 가즉문생과

14

개해씨 올

선정 경쟁 • 저11부 세계의 고래 전설훌 • 제2

디E ξ낼다이빙， 시무국 주소이전‘ 장잭세미

부 때|버가 부러없는 고래의 집수능력 •

15 디이잉클렁 소개 • 다이잉 동호인 클링 몰루
0년의 수중사진전 Blue & SE영
16. DMng Soclely News ' 재노니 새겨l신기

빙， 강사과정， 카디로그 훌시 다이브마스터
메뉴얼과 깅시가이드 흩시

. soc

울옥올 툴여디보지 옷했던 시대의 비닷옥
연구

수중사진 투어 •

레스 리때어 램세미니， 82기 πC 개힐 시무
실 이전 . p，뼈 코스디렉터 스덩인스트럭터

인도네시아 리지 잉핏 디이빙 • 해외디이빙
여행을도외주는딩

원 ' CM잉 진빈기 내l트록스 강습회， 1기
S어|진문가 깅사교육 싱반기 구조짐수강사

6

fI업회 효얻다01빙 3기 강사강습회 태크니
걸 다이잉 세미니

, PSAI 트라이믹스 레얼3

어댄스드 가스 브랜딩 교육，FUlL

CAVE

디이잉 축제 • 지11회 제주국제스쿠비다이잉
대회

록 수링， 미러 ι 디지인싱 수싱， 최대수종결

4 해앙썽울 • 효R어류세일화총도김 대120회)
5 국내때|빙 • 무리니라 디이빙의 고헝 치주

업예이트 깅시시헝， 노미디이브 응급처치 지

6 테크니컬 다이빙 ' MK6 재호홈기 해S엘슴
7 국내다이잉 • 서귀포 횡 새심 이치 포인트
8 업체 팀빙 • 티H)타 이바리키 공잠 팅빙
9 때|잉드라미 ' S8S드라미 인생은 이용디워
10 강시 코너 • 수언 스킬 가르치기 • 나섬빈

이수트 석용에 일요힌 기슐 • 려 를혜이터 구
문히기

진 •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블루리온일 • 수

회 회징 01，취임삭 징비전문가 과정개최， 미

. 2009

101

스개설 • 띠NTD 산소공급지

11 잠수의학 ' Q&A 징수의회
12. 깅시코너 • 로그묵을 그리는 깅시 • 때빙인
힐까? • 어린 큰이열부리고해톨 구조하라"

니 1대C 2010년 코스디랙터 코스 , 집수업

%주년

마MA 쇼 (주뮤정시/오션첼린져 칩핀 • 듀
이 드리에슈트 세미나 ， 0당℃ 수용시진여

세부 믹틴 동굴

' NAUI

• 토밀레저톨 추구하는

전용 위한 종g힌 규칙흩왜 규칙올 지켜이

체소개

5, 해외디에|빙 . SDD 시일린

Sooely News ' • 0뻐스

크로스오버1

새계 a뷰어 원색도깅 (완성띤 21회)
특집 . 2010 효택수종스포츠전시회 칩기엉

시고로부터의 교혼 • 실재 인진 사고로 니

타닌 ε벼|관리소훌

. SSI 깅사영기，

팀힐， 시이드마운트 세미니， 시이드미운트 코

전 • 횡윤태의 0년어세이흥은 사진의 비결
해잉생물 • 잉초지대의 보석， 클라운띠쉬와
O 뼈모내 • 효빼류서밀화용도깅 (지M7회1 .

3

중생물

10 업체소개 • 스웨덴 트옐레보리 구톰과 비
이킹 드리이수트

짐수

1 사설 • 비디에서 흥쳐간 O삐티
2 수용사진 • 띠티마배한국수중사진호얼공모

이수트미켓

인 모스터 무료보급， 다이버톨 위한 생훨 웅

ZUMA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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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코디이밍 . 2010년 10월의 태증대 비치 수

5월시민 • 찌주스쿠비이카대미

의희 • DI씨 킬렁 / 무시해서 안되는 디이

이이 g 것툴

9

버싱 . 0)쿠이렁 띠트너센터 1호정1 여앵용

대회

13 디에l빙 교실 • 수증시O뼈 그것에 대해 알

8

YMCA-I339

국림수신과희원징배 비디목징 수종사E옐영

역시

해외디이빙 • 밀리민의 띤다이버톨 위한 리
조트 • 인도너|시이 미나도 티식리이 리조트
• 해외여앵올 도와주는 팅
징비소개 • 드라이수트 그 기초적 이해 • 드라

인영구조요원 크로스오버1 부신지

치업 교육， 수싱수중인선 생훨응급처치 샘빼

트처응티보기

리조트 t빽이전 • 자이언트 시스댐 싱웅설영

잉 후 종싱툴 · 수종 및 고압의회의 시직

7

STX엔진 싱싱테크원 스쿠바딩 연힘투어‘ 굉

회 • 지E회 국컴수신괴백원징배 H)디목징 수

I O&A

톨 긴직한 %마린애서의 디이빙

Kα똥A 깅시깅습회 트라이믹스

버스 승년회， 미린미스터 깅시 교육 •

징수의회 • 강영천빅시 길럼

국내디이빙 • 신혼여행과 새심 서묵딘코지

시

띠NTD 뉴스‘ 승년의 빔 • 지|주수중사진 연
구회 ￡띈식 . y스쿠비 뉴스 디이버 민엠/

동식물 모획 채취 허용 여부

회)

6

포인트톨 가디 • 수중사진가들에게 추진하

급"j"l&싱며낭생슐 무료 깅습회， 여릉시촌
YMCA SCU없 깅시 깅습회 2010년 m회

10 쟁| 특집 • 2009-2이 O 드라이슈트 시징
11 흥지욱연호시 킬럼 • 스쿠바디이버의 수신

해잉생울 • 물고기는 색율 보는기? 사용휠

줄 이는기? • 효택어류세일화충도깅 (저121

깅시시험，lJ\IIlIl비게이터스쩨설티 깅샤워크

14 수중사진전 • 장싱근 수용 이미지전
15.0M 이9 Soclely News ' 런주혼 국회

. PADI 뉴스
NB 디이

5

징수의학

• 미레스 칼리검유터 HOI앤ι트림 민
13‘ 리브어보드 다이잉 여앵 • 크루잉 디이빙 보

깅시시험， TM 디이브 송년모임，

• 지잉부 억거리회의 범

g뻐 • 지13부 시<l l언스 옥의 벙~꺼

크로스오버 모집， 톨러액 훌시 올로T셔츠 훌

건너기‘행사 수싱인진요원 지원， 위급상횡 대

수중 집수기능사 대비 과정

12.

g

특집 • 미스터리 여행지 민올 엄징어 • 지n 부
전싫로서의 엄징어

CavedMng 교욱 밀리맨태국지역센터 모

용빙업

11.
12

4

비용 인싱， 10lC Hoelenlauchen 2010

9 독자코너 • GUE ITC톨 미치고
0 징수의희 • 비행시도 벤즈에 걸린디 . Q&A

- 엇진 인님 · 깅

생수의 1 m<영e Palntl얘

어코 (Ecol 디이잉， 장학생깅사4 기 1

및 세미 l쇄 개설 . 0 뻐스 너뽀 테ι트 다이

비 까때

빌리 수중사진 여앵 • 마레

다이빙 인전 · 모든 다이벼가 레스큐 교육율

’

진 · 횡환뼈 미린에세이

~I크니컬 깅시트레이닝， 이시이지역 미팅‘ 티
이왼샌터 잉운‘ ~;규 다QI르리조특 센터 등

시진전 , 김생수 개인진 • 우정시 장비전시실

샌

수종쉴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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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째주스쿠비디이빙축씨 공고

터 · 김억수 강시 사잉 . SSI 뉴스; 승년의

해외다이밍 • 필리민 사잉비치의 미린 스쿠

ITS

이1 징싱~CD 소식， 부신 오스포츠 교시 연

진전시회‘

빙， 트레이너 워크g 강사쿄육 과정 • 님진

가디

9

' OEPC

soo 비디의닐 수종징화적엉1

떠실리티소식

씨킹 스쿠바 개징，

수교육 m회 국링수신괴회원징배 H)디목징

마MA쇼 칩기， PS씨 신규 업에O~트 깅시

생태

뉴스 승년회， 김종설 대

요 몬부 잉운.~며리더， 울레티넘

스프로용띨라우투어기

C-card 디지

트리이믹스깅사 교육，

빙경질칭 수상인전 및 응급처치 교육 서울
응급처치&싱때소생슐 전문지
도지과정‘ .제16회 서올어린이 힌깅 해엄쳐

' IOIC

국내디이잉 • 싱싱 에덴의 동쪽 포인트톨

도 비디 ’ 싱섬 동묵포인트톨 7따 · 포항
율루오션월영투어
해외디이빙 • 밀리민 서던 레이테 - 소고드

혼식， 셰주국제스쿠버다이빙대회엉친. 대미쇼
침핀 및 본사 투어， 0)쿠0)렁 띠트너센티 소

식， 아쿠이 스미어 앤텀 수트 훌시， 일럽 크
로0)종 영국해협횡딘， 테미스쿠비아카데미，
도어스 이트머어 훌웅， 모비스 해쉬기ξ

인 디이빙 • 인도네시이 코모도 여행기 • 해
외여앵올 도외주는 딩 • 셰이셀 공회국 다이

SS1
KOREA 때일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진 스띠
드 스쿠비 이전 SS1 KOREA 송년회， 0 )0 1크

빙인내

로너|시이지역 효댁 등혹가능‘ 어드밴스드 트

예비게이선

쿄육 ~국 옳리텍 3대희 • 다QI브즌 개빼11.

7 장비소개 • 집수복 베스트 셀러 모음 • 효택

11

짐수톨리 디이 g때1서 신소기 니븐 억힐율

난띠선 디이밍팀A)， tI댄강사 ， y스쿠비 마싱

형 드리이유트 - 코리인 0)이스올루 • 걸스

이빙 세미니， 801 깅시괴정， 띠NTD 깅시괴

혜빌 1
, 11 교육 신규 죠채 3종 출시 ' SOC
뉴스 세주 스쿠비 디이빙 축제 • 띠NTO
뉴스 트라이믹스 강습， 깅시교육 잉기， 데

ε멸멍빼IlXIl 남해 두미도 리조트 개상 시
회체육문과회의 웅급처치운동온무 개소식
및기념서미니

포츠신제움

육， 연ζ뱅시계획E뻐 TM다이브 강시교육

12.

힐때
독자코너 • 엘기에 NEMO칩에 가디 • 지Q

미쇼 칩핀 신싱융

' SSI 뉴스 김동주 트혜

13 징수의회 ' O&A 징수의학 때엌징 싱해 한

버 교육 강시 멍가 및 트혜이너 과정，

14.0AN 킬렁 . sc가 일으카는 문찌들의 분석
15 다이빙 인전 • 디이빙인전씨의 유형얼 대처

PSAI

뉴스

IT,

깅시 세미니， 트라이믹스

이너 rrc 및 영가 이~l'i'- 깅사 크로스 오
TXR 트레이너

크로스오버 • 익채석

rrc

및

잉기‘ 영덕 강시 영가 과정 • 앉3AC 뉴스
정규 강시과정1 트a에|믹스 교육 . 101C 뉴
스· 이인흰 CO 인증， 때밀리 데이， 므로강
사 업데이트 새미나， 신지l웅 . CMAS 뉴소
강사쿄육， 장비전문기 강시괴정， 구조징수
강시 과정 나이트록스 깅시 과정， 수잭인
잉 강사 과정 ， y스쿠바 Y징수률렁 연힘투

Oi, 앵버 레쉬기드 & 슈트 세공 . PADI 뉴
스4 강시 시험，

EFR

깅시 트레이너 코스

딩다이버 스때셜티 깅시 원크용，

NB

디이

버스 깅시과정， 미린미스터 강사과정‘
팀사 GUE 민드먼틸 과정

KUE

제 135 호(2010년 1/2월호)
1 사설 • 테크니걸 디이잉 사고툴 어떻게 몰
것인기

3

' NAUI

IANTD

인 연경，

v SCU8A

ξ만뻐|밍 신싱융 트빼|너원용 수종시

모전‘ 기냄딜럭 배부， ITC ' SSI 뉴스 승년
의 잉 앵사. 김동주 트혀 이너 ITC, 이영섭
영가관 ITC, 깅룡 율리텍 ITC, 마스터 디이
버 첼린자 트레이너 세미니 ' Sαn미 뉴

범섭 팀시 다이잉

17. OlVlng Soclely 얘ws ' 우징세오션갤린지
오서닝 DC-l 힌정띤 이벤트. S. M.S 100 입

트혜이너 워크융， 깅시채등록，

세미나 • 앉lAC 뉴스 승년회， 수중시ε밍

8

2

긴시회 여롭수련회‘ lDO주년 기녕 훌커밍디|

해잉생물 • 해띠리 흩어보기 • 혼택어류셰일
화총도김 (제15회) .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트2./0 1 믹스

17

시치|륙대회，

c)o l농Hl뻐|스22. 앉lAC 신호보호국제회의

오디시

테크니혈 다이빙

16

자인루카 재노니 영회재 침기， 미려|네 0 )0 1스

받O삐톱f는이유
8 깅사 코너 • 마스크 울.기 교육 • 부묘 시

신의 회기 조굉현

본부 이사 흥미1 율레티넘 업무 재개， 전주대
학교 õlfcJ실습1 코스디렉터 워크용. PSAI 수

리민수종업회소개

고 마레스코리이 0매|콘 HO 흔빌버전훌시‘

7

• 바다외

모짚 재주 때밀리 어 0 1. 뼈U 김우영 미국

디이빙클엉 소개 • 딩몰루 포토 클럽 , 재일

깅시교육

공동전시1 깅시시힘，

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 . 0년앵크 신세움

디이잉 이티 AE

코 동굴디이빙.1αc 밀리민/태국 지역 센터

;$"

종사진교육， 띠실리티 소식， 깅시트혜이너 워
크음 PAα 인터넷 공동 왜츄어 0배팅，
국재정회의 닐 CMAS 6기깅시교육질과 깅

세미니 실시. 전문접 세미니 개최‘ 울트리

스; 송년의 암， 트빽이너 전략 미팅， 매뉴얼

수중사진전 . ~엄원 수중시진씬

전 • 횡환뻐 0년에세이 - 노휠j의 결징

엉

룡도 현포의 딩율루 다QI브 리조트

. Q&A 짐수의회

CPR
ERR

상 호열공모진 ’ 횡윤태의 마린에서 이 - 가

(왼싱핀 19회)

15
16.

드라<l l슈트

CO

집수의회

14.0，에 킬렁 • 채호홉기 A엠사고

제 137 호(2이 0년 5/6월호)
1 시설 • 디이버의 시각때서 온 전인횡 사긴
2 수중사진 • 띠티마배 효택수종사진호얼공모

사고로부터의 교혼 • 옹주 디이S띈 자실쟁위

4 국내 리조트 소개 • 지주디에E외 종뢰 • 울

15

3딘계

낌떼인 • 스쿠에 깅시 힌지수 씨 구명운동
· 국제연인정회의닐
마V1ng

. PADI

13

승관영 CO 깅사교육

흥지욱언호사 킬렁 • 피교육자의 고얻입

’

깅시쿄

S엔진 ^I도지 특얼쿄음， 시E옹급처치인

~윌 문이 • 비치다이빙때서의 버 이스갱므

제 134 호(2009년 11/12월호)
1 시설 • 과학자외 회가의 E범， SACO를

• v 스쿠비

• 걸리 디이브 컴유터 0)이콘

· 수중채압과챔버 채입

12.

' CMAS 코리이

신쩌용 PDCH쉰11 히우징 • 포

집수의학 . ~영천빅사 킬럼IO&A 집수의학

의혁새미나

14

구미지구대 일대석

HO ' 띠티미

국내다이잉 • 에덴의 서쪽 포인트톨 기다

10

미실리티 회의， 동굴 다이빙 교재 훌

신지l융 소개

업체 소개 • 심윈 휴스포 디에빙울 개업

이멘트， 프로 깅사 업대이특 어드밴스드

매뉴얼

떤 20폐
해외다이빙 · 묵극권의 인디언 성머 디QI빙

셰이돈 디스커버리

7
8
9

다이빙 사

이언스 커미티 훨동 계획 어린이 스쿠바

5
6

TDI 채호g기

디랙터 전릭회의， 므로 0)크로율리스， 톨러

스 과정， 나이트혹스 매뉴얼 개정핀 에.!!

3

차 깅시교육 수중사진 공모진

801

백 훌시 · 롯데크리스틸 뼈U 강사교육 ·

12.

독자코너 • 칙쇼폭포때서의 오은워터 다이

가.? • 도루묵 생태 죠시 • 효ROi류세밀회흥

도김 씨116회) . 새계 해수어 윈색도깅 (왼싱

스쿠터 스메셜티 과정， 재호홉기 나이트록

7

깅시과정 . 1대C 마케팅 씨미나， 코스

ERD-

트리<l l익스 과정， 온부사무실 이선 수중

브 신규센터 등록 . Tα/SDIIERDt

인생 훌빌 알리는 100회 다<l l빙

차원 더 높은 이해
~벼
a

16.

1 시설 • 디이빙

8

집수의회

9

강사코너 , 스킨디이잉장비

미니 엇진 디이버인기 • 쇄띠 1
독지코너 • 미국 최초 민간인 깅시 맥 갤러

흉사 니이트다이잉교채 왼성， 지주 때밀리데

10

스터 빅시 인터뷰 • 재밀리민 수증험회
2이0년 의료몽사 ' TDVSDI 징학생 강시
교육룰수료하언서

고급충성부력 교재출사 무어5H;J;\ BSAC 깅
시교육， 콤비인 나이트록스 강사 원크음 기

c에밍클럽 소?에 대구디이버스클럽 %주년

빙대회， 쿄스디렉터 워크응， 。쇠프훌혜이선

시징 물횡과 디이밍 스포츠

웅격의문제

2

수중사진 • 띠 Elo빼 흔택수종사죠!호열공모

11.

시ξ녕모전 시상식 · 수종시진 4인진 새최
• 마레스 타우젠 댈띠노 싱 3개 부분 수상
네모 와QI드 2치 업그러 01드， 얼음밀 집수
100m 신기록 SD，뼈 오선 어워드 수싱 •

3

전 • 횡윤태의 미린어셰이 - 염원2
특집 • 얼음비디 묵극해 비닷옥 대팅시 • 싱

12.

4

어와 인간의 관찌 역사 • 쥐치들과의 전쟁
해잉생물 · 새계해수어 원색도김 (왼싱떤 22

(주)히이JIj-모비스 스노부드 ε어l 수입핀
매 · 우정시/오션앨런지 일본 디이잉 태스
티얼 칩핀 • 당스쿠바 ε버| 리떼어 세미나.

5

회) . 효맥어류때일호용도김 (지M9회)
국내디이빙 • 구룡포 징길리 떤다이버 투어

스쿠바므로 테크니형 워크.e . O)쿠이형 드
라QI슈트 업채 화이트~수， 주미 않 엑스

6

[)이ng

Sooely News ' 제19회

혼택수종

프혜스 민 스포츠디이버지 소개， 일몬 다이

생일잔치

OIVI때

PADI 깅시시힐 정암 CD‘ 끄디에빙 뉴스
TUEV‘ ISO, EN 웅질요웅 잉신， 1이C 로그묵
이1 첼린지 떼스티일‘ 염예 트레이너 워크g‘

옥깅잉 설치과상 세1 회 제주국셰스쿠바다이
깅시괴징， 수중사진신

Soclely

Neι15 ' 제 1앞l 율빛 수종

사진전‘ 클럽 블루미린 수중 사진전‘ 얘우정
시/오선첼린지 외늬

OC-l

때 l오니어 힌

soc

임버쉽과정 개민

E뻐 CMAS KO뽀A 깅시교육， 수흥사진
및 비디오 깅사교육， 생휠체륙 지토지 검정실
시 친목디이잉개힐 깅시체육대회개최， 정싱

해외다이빙 • 생생히게 실이있는 바디 - 이

수 입고 O}쿠이스미어

성희쿄개최

닐라오 해외 여앵율 도외주는 딩 • 밀리핀
레이테 디이빙기 • ‘흑 닌띠선 다이빔

8 싱식 • 이리이드네의 실
9 신긴'l!내 • 뛰는 울고기 기는 물고기 부제

해외 다이빙 및 수종훨영 교육 . SSI 스쿠

얼

뉴얼 훌핀 ~겁현징관리지 인전교육 시앵

근무 • ßSl\C O }O I스 다이잉 행사， 깅사교
육 개최，~띤 다이잉 매뉴얼 출시 ' SOC
비레인저 시연회， 트레이너 최종 E홍， 강
사 영기/크로스오버 . TD 데크니형 다이잉
축지l A매l드마운트 과정， CPR 강사 과정1

Q&A . 딩t띈

징면 영율 이벤트 o뻐스 디스트리뷰터 미팅
칩기 효택형 드라QI슈트 코리인 O}이스 블루
출시 0)쿠01렁 이이스랜드 서 미드라이외 디

7 징비소개 • 우리회시 대묘 선수 메인징비 •

직웅 일묘 • 횡완뻐 D변애씨이 - 디지털

O&A 집수의학

기 · 경싱도해인디이빙 리조트 · 문성동
님쪽포인트톨가디

빙 떼스티얼 칩핀 ' IANTD MK6 재호용기
강읍.~규 매뉴얼 올시， 유근목 깅시 온부

수종시진 • 지M9회 흔택수종시 ξ녕모전 입싱

유갱 • 죄동진씨 환경사ε녕모전 대싱 수싱
해잉생울 • 바이오 므로스멕팅이린 무엇인

제 138 호(2010년 7/8월호)

라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짜 애코디

띠티마 PDC바5500 히우징

노를사용터크닉

비어드 스핀서

인스트럭터 트에이너 잉

영， 띠트너샌티 3호징 지{주국제철'1!3중경기

rrc , SS1

을르노션의 업인회외 운영연경 인스트럭터
잉기， 크로스오버 교육， 신규디이브 리더，

TXR
잉업 ’ 스

2011

후윈 테이쇼 잉관 및 몬시 투어 칭가지 모
~SOC 대한민국의 비디 사진전시회1 국제
스쿠비 디이임 대회 공고8월 장규

흔택의어류연구사

10 디이빙 입문 • 초보지 입문 인내
11 , 깅사코너 • 므로같은 디이벼가 되는

Ol'/. 디

훈 트레이너 대용형 g칭" YSC뻐A 용멸 매
S티 KO뾰A

어댄스특 니이트룩스‘ 따운데이션 인

스트럭터‘ 경동대희교 계실학기‘ 홈때이지 전
얘계 룡잉 프리다이빙 코스런칭 SSI 승년회
인내

BSAC

ÀII2회 사엽연수원생 교육

109

Scuba Diver 2011 년 1/2월호 -2η-

(주)대웅슈트/D 테|스코리 O~

(주)우정사

TUSA/Oceanic/Hollis/ Atomic

장비수 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층

전화:
팩스

140- 15
02-4300-678
02-4300-838

홈페이지: www.woojungsa.co.kr
대표: 신 영 철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서초구 서초1 동

milrl! l @

전화:

‘ .......

팩스:

jUSJ

:-àd d

홈페이지 : www.mares.co.kr

wate r

대표: 우대혁

오션첼린져

O~쿠아렁 코리아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원9 덤뜬를컴듣그

전화:
팩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40-14

02- 478-7273
02-478-6174

AOUA 강 L UNG.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전화:

전화:

031-776-2442 , 팩스:

1m

휩냥

빼삐 !s·

풍;*%싹
~

흥

!% J

'\，.，:야쩌"q

η6-2μ4

홈페이지: www.tecko .co.kr
대표:오성숙

廳韓뺑렐흩

전화: 02-487-0894 팩스: 487- 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팩스:
홈페이지 www.kings po rts.co.kr
대표:장준득

바다강 잠수복 저l조/Body

Glove, Northern Oivers 수입

본사전화:

뿔뽑뿔쫓체

지사전화:

051-621 - 6003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황치효

(주)하이파/모비스

MSL 콤프레서

모비스 잠수복제조

호흘용 콤프레서 제조， 판매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전화:

506-11

031-763-8272
031-763- 8271

홈페 이 지: www.mobbys.net
대표: 박태환

35- 4

02-362-8251
02-364-9665

바다강/아쿠아스포츠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팩스:

한주빌딩2층

장비수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MS， 미 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g

Bism/Beuchat/Omer-sub

노파크 머|가샌터 201호

O~쿠아텍

짧뚫‘

팩스:

574
02-541-0118
02-517-5415

해왕잠수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Technology of Korea

전화:

홈페이지: www.firstd ive.co.kr
대표: 오석민 ， ^I.A.땅: 0 1용준

홈페이지 : www.oceanickr.com
대표:박은준

(주)테코

TECK융

1614- 15

02-588-0970
02-587- 0392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전화
팩스:

553
031-541-7000
031-542-2999

홈페이지 :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블루노션(SSI 코리아)

BSAC 교육 단체

SSI/React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땅짧

κ찌

찌

RW

BSAC 코리아

전화:
팩스:

031-272-0120
031-272-0858

전화:

홈페이지 : www.bsac.co.kr
대표: 박종섭

IANTD

홈페이지 www . d i vessi . com
대표: 이신우

NASDS 코리아

코리아

NASDS 교육단체

IANTD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1'-얀↑R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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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201 호

서울 중구 만리동1 가

전화:
팩스: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홈페이지 : www.bsac.co.kr

02-486-2792
02-486-2793

홈페이지 : www.iantd .co.kr
본부장: 흥Er화

f 、 . _'.c 써상7 ."';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245-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오션빌딩 3층

070-8806-6273
031-761-6283

홈페이지: www.tdisd i. com

E-mail: hq@sdd i. org

대표: 정의욱

대표 김동혁

PSAI

다이빙 교육 훈련/다이빙 비즈니스 지원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α

·
뺀。
·

이아

뼈찌

…”m

i

155-2

월드비터 408호
전화: 031-708-6967
팩스 031-706-6685

IDIC

選홉@
- *…

전화:
팩스:

인터내셔널

SDD

레저 다이빙/테크니 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35-4 2F

대표. 장준득

S미π미/ER미

sα "TDI 톨;여

446- 32 1 층
02-408-6418 , 팩스: 408-6419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v

@q

n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06-121 층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전화: 070-7674-9998
팩스: 02- 579-9997
홈페이지 : www.idic.kr

딩 3 이호

동남빌

전화’ 02-817-4190 ,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 .com

본부~ 01석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393- 64

대표: 성낙훈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키옵니다

될 수 있도록 명 함광고 형식 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 다.

본지 명함광고 디 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 체 나 1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입 니 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랑3동

전화:

051-440- 3332 ,
홈페이지 :

1143-13

010-4440-1339(김성길 본부장)

www.ymcascuba .or.kr

사단법인효박잠수협회

뉴서울다이빙풀

다이빙교육단체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경기도 광영시 하~13동 S엠지역 6 1-1호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산역 히안동 앙항)

올림픽컨벤

02-892-4943 , 893-4943

션센터 2층

전화:

전화:

www. scubap∞I. com

팩스:

02-425-5800"'2
02-425-5803

mail: poolll 4@scubapoo l. com
대표김영중

일산다이빙풀

삼원휴스포 스쿠바다이빙풀

다이빙전용풀

강남 스쿠바 다이빙 강습의 메카
대표:김동주

경기도 고앙시 일산구 마두동 736번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 해암빌딩 81
전화: 02-569-9446
휴대폰: 010-3306-9446

지 선!터 21 5층
전화: 031-908-8574
휴대폰: 이 0-5035-9093

홀페이지: www.scubadivng.co.kr

www.cafe.daum.net
대표:윤병철

www.gnscuba.com

포프라자

대전엑스포다이빙

수중촬영스튜디오

최고의 교육시설， 다이빙 풀 보유
대전공팩시 유성구 원촌동
전호 f:

팩스:

&

다이빙 풀

대표:김병국

77-4

경기 포천시 어룡동

042-863-0120
042-863-0129

전화:

홈페이지: www.expodive.com
대표 황승현

688-7
031-533-7111
011-337-0345

www.fourplaza.com

PA미

수지로얄다이빙풀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다이빙전용풀
대표 박종섭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078번지
수지로알 스포츠센타 내 스킨스쿠버풀장

전화 031-265-5611(교환14이
031-264-0π7(직통)
전화: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1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02-420-6171 , 홈페이지: www.scubaQ.net

롯데 크리스탈 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투어/강사교육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 펠리
스 펠리스아케이트 821 호

전화: 02-3431-5554(직통) ， 411-4539
휴대폰: 0 1O-3256-7878(최완중) ，

011-9943-5925(이기백)
홈페이지: www.crystaldiving.co.kr

액션스쿠바투어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공엉동 2566번지
전화:

전화’

031-741-5550
011-314-5422

68-5 S&S
02-3785-3535 , 3536
02-6234-5100

빌딩 7층

팩스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휴대폰

홈페이지: www.scuba24.com

대표:이민정

대표:김진규

씨맥스

씨-게이트

잠수복 • 드라이수트 • 세미드라O{수트 맞춤/수리

다이빙교육，장비판매， 다이빙투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슈트의 수리 가능
인전 부펑구 갈~_t2동 369 효택A 상가 103호
전화: 032-504-1555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대표전화

팩스 032-504-1556
휴대폰: 이 1-9734-1555
대표:고성진

휴대폰· 이 1-287-3119

홈페이지:

灌
패
I

’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교육

「했탤「쉰?낭?’꾀I

M시끼wp;q

l

’

1

PADI 강사 • 테크니컬 • 다이빙 전 과정 교육
분당， 수지， 용인， 수원권교육의중심

r www.godiving-co.kr 」

730

번지 우인아크리움빌 1 차 323호
전화
팩스:

031-929-5800
031-929-5802

휴대폰. 이 0-3105-0556

-

www.diver114.co.kr

GO 다이빙

반스 테크니걸 다이빙 아카데미

경기도 고앙시 일산 동구 장효t2동

678-3
0505-262-0114 , 02-393-43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패션을러스타운 305호
전화:

팩스:

031-261-8878
031-261-8872

테마스쿠바아카데미

푸른바다

다이빙교육 ·다이빙투어·장비판매

강사교육， 다이빙교육，다이빙장비판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0-2번지 미성 B/D 201호
전화 :

031-485-3600
017-604-3244 , 필리핀 63-926-714-6844
: 이갑상 이 1-290-8906， 필리핀 63-927-676-5566

대표 : 문승범
강사

홈페이지 : www.lmscuba.co.kr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전화:

팩스:

14-13
031-567-7857
031-567-7858

홈페이지: www.skinscuba.net
대표:유지섭

GREEN CLEAN UP
스쿠바 실린더 육안 검사 및 세척 전문 업체
Green Clean U 멀 스쿠바 실린더의 청소와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육안 검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기로 호홉하고 인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니다.(인증서 발급)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이 0-4617-4987 ，

전 사고를 예농녕}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업체입

010-9386-7004

당신은 깨끗한 실린더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까?

해원다이브리조트
숙식일체형， 비치다이빙/보트다이빙안내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S엉리
전화: 033-633-6716
휴대폰: 이 1-265-3228

홈페이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

전화:

www.scubaez.com

대표:조옥준

033-644-6207
휴대폰: 011-685-1556
대표박상용

인구리조트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보트， 다이빙안내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 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강원도 앙S면 현남면 인구리
전화:

1-29

033-671-0158

전화:

239-1
033-651-8082

휴대폰 이 1-3306-9446

휴대폰: 이 0-3717-2982

대표:이주일

대표:강동원

38마린 리조트

해운대스킨스쿠바

국내 최대 스쿠바 다이빙 전문 리조트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강원도 gg발 현북면 71.사문리

뿔훌
38 마린리조트
:U .u-、

138-15
033-671-0380"'1
팩스: 033-671-2265
홈페이지: www.38marine.com
전화:

대표: 허영도

부산 해운대구 중1 동

1405-10
051-743-1821 /7 47-7471
팩스 : 051-743-1822
휴대폰: 010-3882-1821
이메일: hudamo@naver.com
전화:

대표:김영식

킴스마린스킨-스쿠바

이지다01 빙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수중촬영， 공기탱크 대여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부산시 해운대구 우1 동 831 번지
전호H팩스): 051-747-7705

부산 중구 중앙동2가

홈페이지:

49-43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 ezdiving @e zdiving.co.kr

이메일:

대표:하상흔

휴대폰 이 1-884-2989

www.kimsmarine.co.kr
kims3104@hanmai l. net

전화

대표· 김학로

잡수함다이브센터

해양스포츠교실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각단5로
전화:

25

051-865-8148
휴대폰: 010-5659-8148
홀페이지 : www.busanscuba.co.kr
대표: 조현준 강사: 이나영

부산시 동십엉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팩스:

051-405-4111
051-405-8335

휴대폰 이 7-573-2212

흥페이지: www.busanscuba.com
대표 조미진

이응구스쿠바

스킨스쿠바하우스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폴건， 채집망 전국도매， 태종대 다이빙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14
051-758-0511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휴대폰

홈페이지 :

대표· 주영규

전화:
팩스

부산시 영도구 동4많동 산
전화: 051 - 403- 1526

legscuba.co.kr

19-1

011-586- 1526

대표:이응구

백스쿠바

인트로스쿠바
대구 PA 미 다이브 센터

““‘....
‘’=_
6-~_“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9- 1
전화: 052-294-7372
휴대폰 011 - 388-7372

‘를~‘、

“‘ r

"ifØ
、‘!’'v

대표:백성기

i>>ÀDI

대구시 남구 봉덕 2동 1020-5번지
전화:

053-475-3090
010-9387-3090

http://cafe.daum .net/introscuba
대표: 강동훈

구룡포스쿠바리조트

프로다이브코리아

포항 구룡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밴뱀 때빙 교읽PADI DSAT 편그램i)， 징비 도쐐， 때l빙 교육대l빙 울， 매가로돈 CCRG삐빙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 리

대구 남구 봉덕 2동

전화:

054-276-6798
휴대폰 011-527-6798

전화:
팩스:

대표:김상희

홈페이지:

1071-6
053-471-9707
053-471-9708

효성 쿄아 1 층

www.prodive.co.kr

대표: 0 1규식

나곡수중

SEAWARD
바다목장의 난파선 다이빙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1 리 80
전화: 054-783-1070
팩스: 054-783-1059
휴대폰 011-534-1070
다음카페 : cafe.daum.net/nagok60
대표.전병섭

경북 울진군 펑해읍 거일리
전화:

83-15

054-787-7391

휴대폰 이 0-3870-6867

E-mail: seaward2@hanmai l. net
대표:김용절

옥토푸스다이빙리조트

O~쿠아벨리조트

보트다이빙전문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앙포리

전화:

054- 276-9374
휴대폰 011-502-7035
홈페이지 :

www.yangpo.co.kr

대표도국조

2- 1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 리 97번지
전화

054- 251-6189

휴대폰: 이 0-6372-0037
홈페이지: aquabe l. co.kr
대표:황득식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BSAC강사교육， 호미공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경남 통영시 사랑면 돈지마을
전화: 055-641-1278

660

대표. 최경식

팩스:

055-755-3224
휴대폰: 011-552-7212
홈페이지

BSAC

트레이너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연 흥환리
전화:

314

054-232-9669

휴대폰: 이 0-6823-4277

www.donj i.net

이메일:

대표:박출이

seaonee@hanmai l. net

口f> 1^ 차^7J시

스쿠바밸리스코리아

Z드으1. 다 •

E

경주 감포/제주고산리조트 운영

거제 내만 다이빙， 원도 다이빙 안내
대표: 서민욱

거제시 둔덕연 학산리

..L‘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8번지

529-1

휴대폰: 이 0-4851-9956

전화:

010-7119-9974
인터넷폰: 070-4156-5113

휴대폰: 이 0-4800-4246

054-775-4286

대표:문희수

www.scubapalace.kr

돌핀스쿠바리조트

남진수중잠수학교

흑도 •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컬 · 다이빙 전과정 교육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23

전화

063-855-4637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팩스

다음카페:돌핀스쿠바리조트
대표:이상현

대표·노남진

홈페이지:

www.nonamjin.com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스쿠바라이프리조트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성산포 다이빙 안내'1551강사 교육
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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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064-782-1150
휴대폰: 017-344-2095
흩페이지 www.scubalife.net
대표.김원국

굿다이버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강사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전화:

064-762-7677

164-17

전화:

전화:

748

064-738-7390

휴대폰 이 1-721-7277

휴대폰: 이 7-215-6577

홀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홈페이지 marinehouse . info
대표: 허천범

다이브스테이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제주시 건입동 657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 -0 065

전화:
팩스:

064-755-9934
064-755-9938
휴대폰 011-691-9934

홀페이지 :

대표: 이영덕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돌핀스쿠바

태평양다이빙스쿨

서귀포다이빙안내/처|럼다이빙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584-7

전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064-762-0528

587-38

064-762-5133
011-693-5135

휴대폰:

휴대폰:

784-1

011-696-1224

이메일 : moonsom21@hanma i l. net
홈페이지: www.pacific21 .com

대표: 허창학

대표: 김병일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

진스다이브 리조트

나우이 강사교육/성산포 해양 리조트

세부 남부 오슬롭에 위치한 다이브 리조트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_:._'_"'._'_1

전화

02-487-8144 ，

164-17
064-782-

톰를끝 i

1113

I'

휴대폼· 이 0-5283-8144

,'

전화: 이 0-5351-9232 ，

63-920-953-1410
홈페이지: www.jinsdive.com
대표: 진신

홈페이지: www.sealife.or.kr
대표: 박창수

건우다이브리조트(GUNWOO DIVE RESORT)

MB오션블루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셰부렬로안다이밍요뼈， 숙믿빌저| 영리조트

전화:

Ll LOAN BEACH SANTANDER CEBU
PHI Ll PPINES

홈페이지 : www.moalboaldive.com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 070- 8241-6125

001-63-32-474-0046
인터넷 전화: 070-7518- 0180
대표: 김용식

홈페이지 : www.bluestars.co.kr
이메일: udtseaI25@naver.com
대표: 박재성

킹덤 리 조트

본지 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臨헐議

한국사무소: 이 0-3929-3221 ，
3282-5566(이시영)，

될 수 있도록 명 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 렉토리를 운영

010-

070-8288-8818. +63-32-4809118 , +63-908-572-7030 (정광범)
홈페이지 : liloankingdom .com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 함광고 디 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1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씨월드보라카이

Sea World Dive Center , Balabag ,
Boracay Is. Malay Aklan Philippines
전화: 63-36-288-3033
인터넷 전호~: 070-7897-8151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Palm Beach Resort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전화:

대표: 김순식

대표. 김순식

마린스쿠바카페
푸에르토 갈레라 사방비치 다이빙 안내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Sabang Beach , Puerto Galera ,
OR.Mindoro , 5203 , Philippines
인터넷폴: 070-8624-2589
휴대폰 ++63-919-878-7321
홈페이지: www.marinescubacafe.com

Hadsan Beach , Agus , LapuLapu City , Cebu , Philippines
전화: 032-495-2203
핸드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7667-5515

대표:정증절

대표:이중현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SM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미ï5미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빙， T미ï5미강사교육

Paradise Dive , Sabang Beach ,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전화:

63-917-530-1109
63-927-302-8921
홈페이지 cafe.daum .net/smscuba
대표: 초|경호

대표: 임희수

TASIKRIA RESORT

Hippo Divers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태국 피피섬 리조트/시밀란 리브어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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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 Manado ,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띠4

이메일:

인터넷전화:
홈페이지:

070-7676-0853
www.hippodivers.co.kr

대표: 하문수{PA 미 코스디렉터)

info@tasikria.com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돌고래 다이빙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임페리얼 팔라스호델 내 해양스포
츠센터

전화: 070-8814-7860
www.cafe.naver.com/dolgorae
diving
담당:윤태희

다이빙 스킬

호홉을보다쉽게

러l뭘~IOIE 유지보수탑 1
Regulator Care Tip.
글， 사진/김동혁 (SDD 대표)

다이빙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해도 항상 다이빙 전에 전문적으로 점검을 받F아야한다.

는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평소 관리와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마스크를 비롯한 간단한 스킨다이빙 장비

부터

BC , 레률레이터 등 모든 장비가 잘 관리

다이뱅 전 레굴레이터 점검 방볍
레률레이터 점검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다이빙 투어를 떠나기

전에 받아야한다. 짐을 꾸리기 전날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적어도

2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더 신경써야할 장비가

주 전에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는 레률레이더에 문제가 발생할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례굴레이더라고 말

경우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7 ] 때문이다. 그리고 점검받

할수있겠다 만약수중에서 레률레이터 고장으로호흡을하지못한

은후에 레률레이터를사용하지 않고한동안보관만했더라도 여행

다면생각만해도끔찍한상햄 될 것이다

을떠나기 전꼼꼼히 점검을하는것도좋은생각이다.

물론 그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짝의 보조호흡기를 통한 호흡이나

짝 호흡‘ 비상상승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기술 등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옹션일 뿐이다. 그리고 이 기술들

레률레이터를 점검하는 방법은 꽤 단순하지만 중요한 과정이다

시작은 1단계부터 이루어진다
먼지덮게를 제거하고 공기구멍과 여과필터를 검사한다 씨진 1)

은 자신뿐만 아니라 짝 다이벼도 마찬가지로 평소 훈련이 잘되어 있

필터는 깨끗해야하며 먼지와 부신물이 없고， 변색되지 않이야 정상

어 실제 상횡에서 능숙하게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하며 . 침착하고

이다.

차분하게 정확한 동작을 취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들인

다음은 1단계부터 시작해 각 호스의 끝까지 호스의 균열과 흠집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상절차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 레

관찰한다 호스 끝에 있는 프로텍트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밀어내어

율레이터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히는 것이다.

관찰해야 한다. 만약 호스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강사 또는 다이브

장비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이빙을 정기적으로 꾸준

센터에 가서 점검을 의뢰한다

히 히는 다이벼라면 적어도 일 년에 힌 번은 공인된 곳에서 기술자에

게이지가 있는 고압호스의 끝에서는 호스와 게이지콘솔과의 연결

게 점검 및 보수를 꼭 받이야 한다. 설령 일 년에 1회 이하로 다이빙

이 확실하고 회전이 지유로운지 검사한다. 별문제가 없다띤， 그 다음

사진

사진

1. 먼지덮게를 제거하고 공기구멍과 여과팔터를 검사한다

2

손상된 마우스피스로 다이빙을 하면 불편하고 위험하다- 이 마우스피스

는 즉시 펴l 되어야할 것이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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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스킬

콘솔과 콘솔의 내용물을 검사한다

BC 저압호스는 호스와 BC의

인플레이트 시스템에 결합하는 부위

가 부드럽게 작용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공기를 1단계로부터
2단계 레률레이터까지 전달하는 저압호스들을 점검하고 각 2단계들

을 살펴본다. 회전과 굴절 등 자유로운 웅직임과 마우스피스의 모양
을보면된다.
마우스피스를 레률레이터에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 쪽은 호흡 시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균열과 파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찰이 요구된다 손상된 마우스피스(사진 2)는 다이벙 투어를 떠나
기 전에 교체되어야한다.

이미여행 중인다이버
항공을 통해 여행하는 다이버들은 될 수 있으면 1단계와 2단계，

BC 호스.

게이지 호스가 완전히 장착된 레률레이터 시스템을 장비가

방에 넣어 운반한다 가끔 호스가 꺾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화

사진

5.

압력 테스트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이빙을 하기 위해 레끌레이터가 분비

된 것이 아니다. 스쿠바 실린더에 장칙h하고 밸브를 열어 공기가 새는 곳이 있는
지 확인한다. 직접 마우스피스로 호흥해보고 머지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작동하
는지검사한다

물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레률레이터 시스템을 분해하여 운반하
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에 불순물이 묻어 있는지.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탄성을 띄고 있는

해야한다

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체하여야 한다. 분해된 호스를 모두 조인
호스들을 l

후(사진 3). 호스의 프로텍터를 당겨서 호스의 손상을 점검한다 그

단계에 결합할 때에는 항상 호스 O 링의 상태를 확인한다 O링 주변

리고 스쿠바 공구와 육각렌치로 포트 플러그들을 단단히 조이고 O링

먼저 l단계에서 분리된 호스들을 재결합 한다 (사진

3

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사진 4).
마지막작업으로국내에서 다이빙을하던지 비행후에 레률레이터

를 재조립하든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스쿠바 실린더에 레굴레이
터를 장착하여 밸브를 열고 공기가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진 5). 새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전반적인 시스멈을 시험한다.

두 개의 2단계(옥토퍼스 포함)로 호흡해보고 압력게이지의 작동을
확인한다. 저압호스를 BC에 연결하고 인플레이트 벼튼을 눌러 자켓
에 공기가 원활하게 주입되는지도 확인한다.
안전을 중시히는 모든 다이버들의 목표는 자신의 장비가 펼요할

때
사진

3.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을 위해 제거된 모든 호스에 장착되어있는 O링

을 세심하게 검사하고 레릴레이터 시스텀을 조립한다

100%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인데 이는 매 다이빙 전에 주기적으

로 계획된 전문 서비스와 장비 검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레굴레이터는 보통 잘 고장이 나지 않지만 고장이 나면 심각한 잠
재적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매우 특별한 관리 주의를 요한다. 레

률레이터는수중에서 생명을유지시켜주는가장중요한장비이기 때

문이다. l[)c

o。

o
O

사진

4

호스들과 포트 플러그들이 비행을 위해 장착되거나 제거하였다면 항상

다시 조여 준다‘ 또한 다이빙을 위해 레랄레이터를 꺼낼 때 호스 프로텍터로 감
싸진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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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한국후새류도감

오픈워터다이벼매뉴얼

쁨물고기가는물고기

수중시진의 일띤적인윈리에서부디 싣

수중ul디오원영의 인엔적인원리외 실

l부에서는 갯인숭딛앵이릎중심으로 1$8

교좌 딘채의구운잉이 공동칙으로시

새이있고상식을얻을수았는울::iV l

진^1~1\21 혈잉시진 화보삼포힘힌수중

{!^1i!1\을소개힌수중미디요한영기 의

종의 후새류들을 ω)상의 생생힌수중시

용필수있는스쿠'1디이잉입운서

이이기틀은설김냐는수중사진툴괴

시신기의 뭔독^V이 g 잉‘징으l욱공지 ，

민독새이용임，우대혁，진신공저，

진으로소개했으01 .2.부에시는후뼈.21

1 6<액 올켈èl. 71끽 2인 3진원

일러스트로소개한잭 지;o;V，죄 윤

기끽}인원

기객 3낀우l

생너|와행동이1 cilðll 자료시진괴 힘께설

깅4쪽 응켈리 가격 l 만 3진윈

잉"1고있다 저새고동임，시진/ 1기'l'C21

기끽‘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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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해변에사는해양생물

실수로 배우는스쿠바 다이빙

상어의인간사냥

다이벼의수화법

더싸일런트월드

일인또내 성소닌.해잉생쉴블공부，;1는

수많은 니이미들이섞있딘션진정힘괴 실

상이에관한모든 지식이 당겨져

농이지듬이시용하는수화밍이용 이띤의

인류기 수중시171에l 대해거의아우것도올랐

대학생 .o ~동응 지도。}는 교사들을 위~ I

수틀의슐직힌고백 다인의경힘을-핸i이

있다 새이있는다큐 앤머리멍석

시IDI도한수있는 디이이진용의 수회빙

던 1910년대에쿠스토와그의 동료들이 "1 닷

생태관진인내시 시각 l 띤 8진원

값썩 0 1고도손쉽개냐이빙 싣럭을항싱

。 2 서술되이 흥미진진öl디

입융그덤으로표힌 포엇박으로폭 9.'icm.

속을 답힘하민서 겪있던내용을마룬다큐멘

시 힐수있다 뻐쪽 1 1걱 l 인 Z선원

%쪽 7 1걱 8진우l

높이 l 6，;crn‘맡'111 . 'icm. 1 07쪽 지격3인원

다리 소설 옮긴이， 김용등 가격: 1 안 S친원

짧댐흡i￥生해옆률띔 짧

ADVANCED DIVING MANUAL

‘

O!!: I!스드 。이!I. 'ñ l

GUIDE 800K TO MAR IN Ll FE OF KOREA

훌廳
!ι-

”업잉‘

1 영응

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

이드밴스드 다이멍매뉴얼

다이브마스터매뉴얼

다이빙이론과실제

나이이의 만수소장시 /휴대서，학생，학지， 일

초보디이이에서 상급다이에기되기위힌교온

경힘있는 다이 "1의 수준플념이디이잉교육과다이

다이밍 입운자와이드멘스드 디이 u l툴까지공동적

E택인모두의소장서 ，원색시진 lαP징수

않쪽가격 2오렌

밍 엽기|에서 중요하고폭녕은 인우룰수앵하는 다이

으로사용필수있는종앙교과서 짧쪽 가격:2인원

욕.포셋북시이즈잉징온 가격 3인원

"1 0 1스티의 익할과잉무에 대해재계적으로정리힌
지칩;，Vl'il'l: 정의원 1 3(쭉， 가격 2안원

풍륭졸판사
주소: 서울시 a밤구 대치동 911 번지 대종빌딩 205호
전화:

02-568-2402 , 팩스: 02-558-1207

이메일: diver@scubadiver.co.kr ,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鍵‘輔빼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ZED DIVE MAGAZINE IN KOREA

환를훌뀐l

훌훌

폰를훌騙$램늘l

코리언 O~이스블루

영국이 만든효박인형
• 한국인 체형 비율에 맞춘 설계
· 타이폰에서 제작

• 한국의 다이빙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활동하기편안함
• 드라이수트 세계 최초 유일한 인체 공학 입체디
자인

• 워|이트 밸트와 겹치지 않고 혼자입고 벗을 수 있
는하이떠 커브앞지퍼

• 부드럽고 인장강도가 높은 신소재 Vectra 원단
Å~용

내구성증대
• 25mm 열 tape 위에 40mm Gum 테이프 처리
• 내구성 50% 이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