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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NEW MEGA FLEX SUITS
5nun 뉴-메가플렉스

원피스

TUSA 전용로고

뉴-메가을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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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U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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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5mm 뉴애I r.l펄렉스 원펴스
l 원단

:5mm

뉴-메가플렉스

유연성과 신축성을 결정하는 겉감과 안감 각각에 일반저지에 더해 300%신축성을 지닌 울트라 스만 저지를 사용하여 뛰어난 착용감
- 500%신축성을 지닌 메기플렉스보다 100%의 신축성을 더함
- 밸크로와 같은 약세사리와의 마잘로 인한 보푸라기 발생을 억제
- 윤기와 발색을 더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힘

·후드

:3mm

뉴-머|가플렉스

l 무릎패드 : Flexible한 전방위 교차헝

NEW MEGA FLE.X SYSTEM

BCJ-7000C

New Hybrid 3-D 81adder design
... wrap-around 스타일 BCJ 의 특성과

‘

일반적인

back-inflation

뛰어난 유선형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back-inf l ation 으로 구성，

재킷보다 에어 주입 용랑이 커졌으며 더욱 간결해졌고 지상 및 수중에서 펀안한 착용감을 제공.

A. P. A 시스템 탑재 (Active Purge Assist)
공기압축 퍼지 시스멈과 새로운 OPEV(Over Pressure Exhaust Valve: 초과 압력 배기밸브)기능은 신속한 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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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

’

A. P.

A.는 드래그 와 부피를 감소시키며 놀라운 효율성을 갖춤.

간펀한 유지보수와 손쉬운 관리로 인플레이터의 에러 율을 줄이고 모든
액세서리로서 설계.

TUSA BCJ 에 장착 가능한(옵션) 추가

TUSI\'
www.woo jung5o.co.kr
www .oc e a nickr.c om

CARBON 42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벼움을 모두 현실호μ| 킨 진정한 호홈기의 지존
마레스의 점단 기술력으로 꿈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the tuture has arrived
최고의 호를기 가본 42를 구매 후， 인터넷 등록(www.mares.co.kr)
을 하신 다이버님께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구매일로부터 24개월까지
최대 2번의 정밀점검과 세척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반드시 등록하시어 최고의 서비스를 놀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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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존에

m

Mares Korea를 통히어 정식 수입 판매된 아이콘 HD를 구입하신 분들도 구입한 다이빙숍을 통해서
Mares Korea로 보내시면 업그러 IOIS' f 가능합니다 (단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만원 정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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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리퀴드 스킨 (ESSENCE MASK)
리퀴드 스킨 테크놀로지의 최고 걸작품.
액체 실리콘과 유리를 바로 접합시쳐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여행용 장비 (l DEAL FOR TRAVE니
18 0 9의 가벼운 무게가 비행시 무게 제한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획기적으로 넓은 시야 (WIDE FIELD OF VISION)
시율레이션과 다양한 얼굴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시야와 더욱 편안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찌
명종

모노렌즈 (MONOLENS)
시야가 열리는 것을 느길 수 있습니다
바다의 진정한 모습을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marl!l

엑스 스트림 (X-STREAM)
진정한 혁신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신규 특허의 벌집형 발집은 더욱 펀안하면서 가볍고， 파라슈트 현상
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가로축의 OPB는 최적의 오리발 각도를 제공합니다 양쪽 가
장자리에 소형 물골을 갖춘 슈퍼물골 블레이드는 오리발 킥동작시 발생하는 교란현
상을 감소시겁니다 세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리발 입니다.

미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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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죽음에 대학얘
Don’ t say asif no death in diying actiy ity

글/ 발행인

죽음이 넘쳐나고있다 일본동북부대지진은

B는 천신만고 끝에 출수가 가능해 보이는 지형을 따라 섬의 벽에 붙

말할 것도 없고 아이티‘ 인도네시이; 중국 등의

어 낮은 수심으로 니아갔다 영켜있는 큰 바위들이 물살을 막이주고 있

지진들이 죽음들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천안함

어서 조류는죽어 있었디-

피폭 사건 1주기 (3월 26일)도 죽음에 대하여 고

그런데 . 그의 앞에 A가 엎드려 있었다. 펀킥을 서너번 만 하면 바위

개를 숙이게 하는 날이며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의 수면 윗부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였다 A는 의식불명이었다.

죽음의 공포가 남의 일이 아님을 일깨웠다 리

B는 어찌할 닙F를 올랐다. A를 바위 위로 올려 놓는 일이 가장 급한 일

비아， 중동시태는 죽음의 파노라마를 띤상시키

이있는데 그 턱이 너무 높았디 B가 A를 비위 위로 끌어 올린 것은 초

는 기운데 방사능 공포는 지구촌을 불안하게 하

인적인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필자는 지금도 인정한다

고 있다

A가 조류가 없는 그곳까지 와서 기절해버린 것은 천만다행이었디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나면 시람들 중에 축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니면 떠내려 갔을 것이디 그러나 B는 인공호흡 기술이 없었다 B는

것을 사람들은 배운다， 폭탄이 터져도 화재가 발생해도 축음이 생긴다

섬의 거의 반대편 쪽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 비명을 계속 지르며 뛰어

는 것을 사람들은 안디- 사람들은 그 재앙들이 일으킨 희생을 빌핀으로

갔다. 울퉁불퉁한 비위들로 꽉 찬 지형이어서 넘어지고 부딪쳐 부장도

대책을 생각해 내고 피난 효율을 높이며 동시에 불행한 일은 언제든 일

입었다

어닐수있다고기정시실화한다

모두들딜려 갔는데 A씨는숨쉬지 않았다. 한회원이 즉시 인공호

우리는 애써 부인하려 하지만 다이빙도 죽음과 관계된 일호띔을 많

흡을 실시하겠다며 디른 회원들에게 다리를 마사지 하도록 지시했다

이 갖고 있다 이마 역설적으로 다이빙이 죽음과 거리기- 먼 것이었다띤

그는 인공호홉 기술을 배운 적은 없고 풋어들은 지식과 평소에 매체 같

도전지-가 없어서 다이빙은 개척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대중이 즐길 수

은 곳에서 보이왔던 기억으로 괴김L하게 인공호흡을 실시했던 것이다.

있는 스포츠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듯 A의 숨이 돌이왔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
디 배를 불러오고. A씨를 싣고. 비치에 내리고 하는 과정이 제법 시긴

1970 년대 어느날 필자는 회원들과 함께 속초 봉포리 앞바다 바위 섬

이 걸렸는데도 A는 의식이 없었다 차가 매우 귀했던 시절. 마침 필자

에 상륙하여 디 이빙을 히고 있던 중 한 다이벼가 익사 상태에 삐지는

의 국산 웨곤형 승용차와 기사가 있어서 A는 속초 병원으로 실려 갈 수

사고를 만났다

있었다， 동네 나이 먹은 어부가 A씨의 항문을 까보더니 죽지는 않겠다

당시에는 짝다이빙이란 것을 알고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시스템으로
즉. 규칙으로 알고 있지는 않었다

·보트 디-이빙. 이란 것도 생소한 용

고 말했다 어떻게 예단하느냐고 물었더니 항문의 괄략근이 오무려져
있으면 산다고 했다

어였다 다들 바위 위에 짐을 풀어놓고 비치디이빙 방식으로 디이빙했

는데 자칭 디이빙 잘한다는 세 시람이 어선을 티고 섬의 외해 쪽으로
나가소위 보트다이빙. 을시도했다.

입수직전한다이버는오리벌을잊어먹고온것을알았고두디이벼

이 이야기를 읽는 다이버들은 ’섬에 붙을 정도로 가깝게 그리고 얄
은 수심끼지 왔다면 수면으로 뜨지 왜 물속에서 기절해 버렸는가? 의
아해할것이다

는 멋지게 물로 뛰 어 들었다 오리발 잊어 먹은 다이벼는 배를 티고 비

A씨는 디이빙 회수는. 당시의 열악한 다이빙 환경에 비하연， 적지

로 캠프로 돌이왔고 배는 어촌 항구로 돌아갔다 캠프는 미을 쪽을 바

않았고 스스로 디이빙 잘한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기끔 무모한 다이빙

리보는 위치에 있었고 두 다이버가 입수한 곳은 그 반대 방향이어서 말

을 해서 팔자에게 질책을 듣곤 했다

하지면 언덕 넘어 쪽이었다

A는 수영을 못했다. 전혀 못했다‘ 내가 회장직을 맡았을 때 나는 수

어선이 포구로 돌아간 것은 다이벼들이 보트 다이빙은 어떻게 히는

영을 못하는 회원은 수영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가끔 날을 잡아 회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고 어부 선장에 게 다이버는 산소통? 을 가졌기

원들을수영장에 모이게 했다 그러나 A는수영 못하는꼴을보이기 싫

때문에 불사신. 이었다

어나타나지않았다.

섬의 외해 쪽은 섬의 가파른 경시떤과 물속의 바위 언덕 시이에 골이

수영을 못히는 다이버는 다이빙 활동 중에 나는 수영을 못한다! 는

있어서 강하게 조류가 흘렀다 두 다이벼는 강한 조류애 밀려 금방 헤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강하게 박혀 있다. 이것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졌다

재앙을확대시킨다

두 다이벼는 다이빙을 즐기기는 커녕 조류외 맞서 핀킥을 해대는 일

당시에는 BC를 시용하지 않있다. 공기가 떨어져 수면으로 싱승한다

에 숨이 차서 공기를 무더기로 소비하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다이버를

띤 ·수영으로 짤}남아야 하는 단계. 로 인식된다 A씨는 무조건 호흡기

A라히고 디른쪽을 B리-하자.

아니띤 난 축는디에 집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공기기 비닥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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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다이버가 10m에 들어가는가 30m에 들

까지 호흡기에 의지하려고 하다가 의식불명에 도달한 것이다

어기는가도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차 운전처럼 선택의 문제이며 음
봉포리에서 속초 시내로 가는 길은 모래와 자갈이 티이어를 lOcm

주운전하면 사고 나듯이 술먹고 다이빙하면 사고가 날수 있으며 길이

이싱 피묻히게 하는 열악한 비포장 길이었디 이런 길을 비싱으로 딜려

빙핀인 날 치를 운전히-지 않거니 조심해야 하듯이 파도기- 심히면 다이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아직도 의식불명이었다.

벙하지 않으띤 되고. 지동차도 정기적으로 짐시를 받고 고치듯이 다이

써 사림이 A씨를 들것에 눔히고 응급실로 뛰어 7}-는데 갑자7] A씨

벙 장비도 관리해야 안전하다고 빨H야 한다

가 팔다리를 허공에 휘저었다 익사자가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는

당신이 지신있게 운전하고 있듯이 다이빙도 지동차 운전이라고 보

바로그모션이었다 이 장띤은나중에 묘내l 디로희자되었다. 후에 회

띤됩니다라고탤H야한다. 지동차에 비유히는것은사망사고도있을

원들이 술자리에 앉다보면 “아니 혜， 들것 위에서 수영을 그렇게 잘 합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위험성 때문에 치를 포

니끼?’하고 놀리기도 했다

기할 정도는 아니란 뜻이 된디. 필리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이 정

이 이야기에서 지금의 강시들이나 고침 디이벼들은 딘체별로 잘못
된사항들을여러 개 짚어 낼수있디 강사라면 반드시 문제점들을모

도의 지식만 있어도 이이들이 다이빙을 배우기 진에 좀 더 신중한판단
을할것이다

두 지적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지금도 똑 같은 실수 또는 은폐하고 있는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관행이 없는지 자성해 보f야 한다 나는 은폐하고
있는 시항을 일고 있다

교육용 다이빙 풀이 없었던 시절 초보 고객을 잘 모집했던 어떤 강사
는 예비 고객이 수정을 쓰고 호흡기를 운 디음에 숍에 준비해 놓은 큰 물

통에 얼굴을 집어넣게 했다. 고객은 옷을 빗을 필요도 없었다 접시물에
필자가 짧지 않은 이 이야기로 지면을 채운 것은 마지막에 이 말을

도 빠져 죽는다는 발을 듣고 지린 사람은 물에 얼굴을 처박고도 편하게

쓰기 위해서였다 그것은속초의 의사왈. 즈쿠비-다이버기 왜 익시할

숨쉴수있는상홍씨 환상적이었다. 이 미케팅 기법은 ·이! 디이빙해도

수있지요?이해가안가네요 1" 였다.

절 대로 죽지는않겠구니「 메시지를주는것이었다

의사는 인댈라이다 만약 이 의사의 이들딸이 다이빙을 배우고 싶

디이빙계 풍경이 이랬던 시절 . 무자격 깅시도 P끓t다 '90년대 초에

다고 아버지에게 원했다면 의사 아버지는 죽을 획율 0%인 다이빙을

본지가 열심히 사망자 통계를 발표했었는데 한해에 약 30명끼지 희생

기꺼이 배우도록 허락했을 것이다 혹지는 그것은 1970 년대 이야기

자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된디. 모든 희생지기 부자격 강시- 때문은 아

일 뿐이라고 말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필리핀에

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죽음 을 알려 그들을

연수를 가서 묵는 동안 다이빙 을 배우는 일이 많은데 그들의 부모들

모아내고지-했었다.

은 다이빙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허락을 해주고 있을까? 사고가 니고

있을까? 아직 나지 않고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 식으로 쓴디면

피피

격피 이다

무자격 강시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히는 단계에서 ‘죽음 의 보도는

중지했다 선의의 시장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통계기 폴리티걸
하게악용되는기미도보였기 때분이다.

작년에 저절로 들려옹 다이빙 사땅 사고가 국내외 서너 건이 있다.

그러나 이후 너무 오랫동안 다이빙의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시

오랫동난 다이빙계는 죽음에 대하여 입도 뺑긋하지 않고 있다 잠재적

치미 떼는 일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다기- 또 다시 디이버가 왜 익사하

고객이 다도망갈것이라고우려하기 때문이다 맞는말이지만그렇다

지요?‘ 의시대로돌아가띤안되지않겠는가?

고 ‘죽음 제로’ 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지 않
은가?

세상에는 역설도 많이 일어난디 천인험 사건과 연평도 시건이 해병
대와 UDT 지원율을 높인 것도 역설이라 한다

최근 어떤 다이빙계 인사가 천안함 사건에서 다이빙의 위험성이 과

천안함사건이 디이빙의 위험성을많이 노출시컸디해도그것에 의

도하게 노출되어 스포츠 다이빙 시%떼l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밀L하

해 많은 국민이 다이빙에 대해 이해력을 넓힐 수 있었다면 디이빙계가

는 걸 보았다 필지는동의하지 않는다.

치마 스스로 밀F하지 못했던 것이 노출되면서 디이빙계기 투명해 질 수

사람들은 차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변서 운전한다 차 사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투명해지면 다이빙은 위험할 수도 안전할 수도

고가 왜 나는 지 이해하고 있으므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귀신의 손

있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천안함 시컨에서 보도되는 익스트림괴 다큐

에 의해 예측 불가능하게 원인도 없。 l 사고가 난다띤 차에 승차조차 할

멘터리에서 보아 온 평회스러운 다이빙 장면을 함께 떠올리게 되어 있

수 없다

다. 이 과정에 조금 전에 말한 지동차 이야기기- 삽입되떤 균형이 젖아

속초의 의사처럼 시망불가한 것이 다이빙으로 알았는데 사고가 났

다면 그 원인은 미신 밖에 없고 미신은 근거 없는 공포를 일으킨다.

다이빙계는 일반 대중이 다이빙을 근거없이 무서워하거나 역으로
너무 안전한 것으로 알게 해서는 안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차

지는 것이다 매뉴얼에 충실하띤 다이빙이 위험하지 않다고 알게 해야

한다 긴장감이 없는 스포츠는 재미가 없다 천안힘 사건에서 알게 된

익스트렴한 이미지는 거꾸로 도전적인 고객들이 다이빙에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도 될 수 있다

운전은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해야 하듯이 다이빙도

선진국이 될수록 모든 것이 투영해 진다 우리도 투명해져야 선진 디

교육받고 뼈선스를 취득한 다음에 해야 6↑는 것이며 초보 운전자 기

이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뿜 을 강조해서는 안되지민 죽음. 이 없

간이 있듯이 다이빙도 똑같이 숙련 기간을 거쳐야 한디-고 멜H야 힌다.

는 것처럼 위징히는 것은 스마트 다이버답지 봇한 행동이다 가장 안진

지동;;.]를 시속 70km로 또는

150km

몰 것인가는 운전자의 능력으

할 것 같은 골프 스포츠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말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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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컴팩트호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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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한 수 있느 보급형 호홈기

• 최적의 밸런스 피스톤방식

· 균형식 피스톤방식

• 드라이챔버 장치로 동계 사용 가능

• 동계 사용이 가능한

· 슈퍼플렉스호스 잠착

· 균형식 2단계 시스템

• 최적의 호흘효율 WOB 0 .46 j/I 실현

• 나이트록스 40% 가능

DAD

방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 호， 202호
TEL: (031) 776-2442 / FAX: (031) 776-2μ4
http://www.tecko.co.kr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제조물 배상잭임보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뭄에 대해서는 A!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 사를 아쿠아렁 파트너 센터로 모십니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FleJCo

rtscenter

전호~

Flex스킨스쿠바

248-1

: 010-5366-6188

홈페 이 지 :

http://cafe.naver.com/flexgym
T. 010-8441-7369

’양양동호다이브리조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마린파크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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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SMS 빌딩
02) 808-0494
홈페 이 지 : http://www.scubain.co.kr
’ 킹스톤리조트 T. 054-783-8828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MARINE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전화 :

주소 : 부산 중구 중앙동2 가
전호~ : 051-405 -3737

이지다이빙

- -.---- - - .

-

홈페 이 지 :

_

o

I V E

49-43

http://www.ezdiving.co.kr

. ====----

아쿠아렁 코리아

F I R S T

011 -212 -6725 / 070-4234-6725
http://www.suzax.com/

홀페 이 지 :

(주) 수작 코 릭억

.

2320

고양종합운동장 20호

수작코리아

=-_

A동 2 증

전화 :

아쿠아마린

(주)아쿠아마린

2증

전화

-.-←-二-

--

Te l. 02-541 -0118 / 070 -75 60-6 611 Fax. 02-517-5415
서울 강남구 신사독 574 하주빔 되 2 츠

초경량여행용세트

8.71 KG

----------아쿠아렁 코리아

F I R S T

o

I V E

Te l. 02 - 541 -0118/070-7560-6611 Fax. 02-517-541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4 한주빌 딩 2 증

‘
스마트다이버

어글라 다이버

~

:'t ’'2-

,) _0

’i

스마트다이버는다이빙을안전하게하며해양생물을보호하며해산물을직접잡아먹지않는다이버입니

다. 지금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관행은 해산물을함}가는 “먹거리 다이빙” 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다이빙 스포츠의 격을오랫동안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다이버가해산물을포획하는것은법으로금지되어 있으나먹거리다이빙 에 중독된다이버들은유
혹을물리치지못하고있습니 다.금단현상을이겨 내 고다이빙문화를변화시켜야합니다.

스마트다이벼 운동에 동참합시다.
본지가추진하는 스마트다이벼 운동에 다이버들의 동참을호소합나다. 많은분들이 참여할수록빠른 시

간에 우리나라다이빙 문화를바꾸어 나갈수 있습니다. 뭇을같이하여 동참을 원하는 다이빙 강사와다 0 1
버 들은본사홈페이지스마트운동 게시판에 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록 방법 은 게시판에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조광현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험 등 활동적이

고 모힘적인 다Sk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앙샘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앙전문

화가， 해양수산부의 해앙환경교육교재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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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Pl트 다이버 명얘l의 전당
축하합니다 l

스마트떼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시·에 이
름을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다어버 명예의 전당에 모십니다.
• 명단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 입니다
• 참가방법 . 본지 홈페이지 www. scubadive r. co.kr 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다이버 운동 동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
원 가입을 하지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의 진실성과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실명과 정확한 연락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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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112월호 사설 “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를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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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좋^~잔 릎관터I~、 E
2011 년 3/4월호 입상작 불f표
본지 가 개최해오던 한국수중사진 호별 공모전이 20 11년부터

SDM 수중사진 콘테 스트로 새롭게 변

신하였습니다.

한국수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1 /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 7/8월， 9/10월， 11 /12월호 발간에 맞
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 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업체 에서 수
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이번 3/4월 콘테스트는 (주)테 코에서 협찬해 주었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공모전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

ι! 깡내역

광각부분/금상 1 명 ， 은상 1 명 ， 동상 1 명
접사부분/긍상 1 명 ， 은상 1 명 ， 동상 1 명

•

착품의 저착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하며 입선작을 포항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된다. 단 당선자 자신의 비
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은 인정된다

•

으~
。-

바얘내
0

'd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프댄를 통해서만 발표한다. 당

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 다

- 본지 홈페이지 WN'W .scubadiver.co. kr 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본사 이 메일로 접수

diver@scubad iver ‘co.kr (콘테 스트 응모라고 기재요함)
pdeung 비밀번호 2468

- 본사 웹하드 등록 WN'W .webhard .co.kr 아이디

•

ι! 사 후 71

예전부터 해마다 실시되던 수중사진 호멀 공모전이 금년부터 매 호 (3/4 ，

5/6 , 7/8 , 9/10 , 11/12월호)마다 SDM 수중사진

콘테 스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겨울은 다이버들이 바다에 많01 가지 않는계절인데다 연말연시와새해를 맞이하여 바쁜 관계로 다른호에 비하

여 응모작품 수가 적 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이버들의 수중사진 작품성이 매우 높아 수상작을 선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응을밝힐니다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발하는데 두 가지 분야에서 두루 좋은 작품을

응모한 경우， 여러 사람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둘 중 더욱 우수한 한 부분만 수상작으로 결정하고 다
른 부분은 하순위 응모작에게 수상을 앙보하였습니다 이에 독자가 보시기에 우수해 보이는 작품이 하순위 수상에 머무를

수있음을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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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띔 터l 쿄 뽑찬 쌀품

금상시상품

순토 줍(ZOOP) 컴퓨터
순토 즙(ZOOP)은 일반공기 및 나이트록스 다

-999회 잠수 히스토리 저장

이빙 기능을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손목형

- 잔류질소 배출시간 표시
비행탑승금지시간표시

디이빙 컴퓨터이다

줍{ZOOP띈 게코 제품의 후속 모댈로 시인성
이 우수한 노링 커버를 장ξh하였고

PC 인터페

- 반복 잠수를 위한 다이빙 플랜 기능

3

경보알람기능

이스 기능을 부가하였다- 게코와 동일하게 슨목

-상승속도위반경고

형과 리트렉터 부칙형， 게이지 삽입형 등 디앙

-김입다이빙돌입 경고

한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최대수심경고

가격 60만원

-다이빔 시간초과경고

- 산소부문압(P02) 설정치 초과 경고

색상노랑

사이즈 직경

중랑

61mm , 두께 28mm

4 시계기능
-딜럭 기능

1059 (슨목밴드 포힘)

1. ZOOP의 일반적 기능

-

-2가지 다이빙 모드 (일반공기， 나이트록스)

5

12124시간제 선택 기능

특수기능

- 수심표시’ 현재수심， 최대수심， 영균수심 표시

나이트록스 산소비설정 (21%~50%) 산소부

-잠수경과시간및 현재 시간표시

분입 실정 (1 .2~1.6BAR)

- 수온표시범위 0~50 범위

도랑형 단위 변경 기능;:--신체적 상황에 따라

김셉정보， 무감응헨겨씨간

BAR

a엠범위 3단계 설정 기능

그래프 표시，

진류질소링 및 유독성 산소노출치 바 그래프

고도잠수 3단계 설정 0~3000M

- 기본 안전정지(SAFTY STOP) 기능

(11 단계)표시

배터리 죠방표시 기능

-4딘계 상승속도 비 그래프 표시

- 잠수중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지점을
메모리 할 수 있는 묵마크기능

기술적특짐

- 김셉이론 순토 RGBM-조작이 용이한 3개의

- 촉굉석 LCD 계기판-일람 기능

2.

6

기능선택 버튼

- 최대수심 묘시범위 0~99M

수면에서의 기능

- 수연 휴식시간 최대 99시간 59분 끼지 표시
-99회 로그 저짐1최대 50시간 로그메모리 저징)

보관온도

-20

~50 범위

- 배터리 3몰트 망긴(Mn02 내전지

.s::λI AIAI~
。 ë:J

^I é3'O

표세이돈 데이트 시계

1560

에게 스포티한 언과 더물어 때션 감각을 돋보

이게 한 슬링타입의 고웅격 시계이다.

Industry

은상 시상품

페리칸

포세이돈에서 출시한 시계들은 시계전문회사

로 유명한 카띨라 인더스트리

하드케이스

AB(Capella

AB)에서 지lξh하였다， 클래식， 크로

노 데이트 3가지 모댈이 있으며 각각 다른

가격 27만원

색상의 디자인이 구비되어 있다

스텐레스스트랩 4만원

기본은 가죽 스트램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사

실리콘 스트램 2만 5천원

가격 36만원

용자의 용도와 취항에 맞춰 스테인레스， 실리

날짜，요일

제풍상세정보

콘 고무 재질의 시계줄을 추가로 구입할 수

25시간표시

외측 56(길 0 1) 45.5(너비) 26.5( 갚O l)cm

있다

내측 51 끼길이) 39.2(너배 22. 9(김 O l)cm

시계

20001 터 빙수

몸체는

눈금 있는회전 베젤

ROHS(Reslriction 09
Hazardous Su bstance) 스탠다드에서 인증
하는 316L 또는 304 재질의 스테인레스 스

스크류다운빙식

1 개의 전연 미끄럼방지 그립 슨잡이와 1 개의 측연 슨잡이

틸을 사용히였으며 품질 보증기간은 구매일

46mm

우레탄휠 및 확징은잡이

로부터 2년이며 배터리 수영은 약 3년이다.

색상노링，검정，흰색

일본 시티즌사의 미요태Myyoya) 무브먼트

시계줄 가죽{기본)， 스테인레스 스틸 실리콘

를 사용하여 다이버들이나 스포츠 매니아들

스트랩(별도)

푸껑/바닥 케이스 갚이
중랑

인증

5.1 8c m/I7.78c m

9.1k9 (옴포힘)

STANAG 4280

색상: 김정， 오랜지

형굉바늘과눈금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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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e Prize

조형배

시싱웅

모셰이돈떼이트시계

프로그피시의 초상

CANNON POWERSHOT A640 , 1/60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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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Prize

조형배

시싱웅
메리킨

말미잘 안의 한가족.

1560

하드케이스

CANNON POWERSHOT A640, 1/8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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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선작품
Fine Work Prize

l

키
요조
디 」。

통구멍이

2

김은종

바라쿠다무리

3

김은종

유렁새우

4 김은종

유렁새우

5

천 재 법 스콜n변미시의 기다림

6

천재법

토끼주홍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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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동연 울씨"-1 밑에기생핸새우와왜

9

기조 n

노링거북복

11

김종표

13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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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은종

거묵이와빨판싱어

10

71 조 n

핑크 Of네모네미시

고스트파이프미시

12 전용수

흑접꺼블복

거미게

14 왕재석

새들백 크라운미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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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SUI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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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 - 2000
원단 : 코두라부월

BUTYLCOMBI
원단

짧짧I

윌단 코두라+부휠

• 코두라 아쿠이펙스

혔 Badagang Co
TEL. 본사 080.621.6003 지사 02 .477.2952

I aquaz@aquaz.net I

INTERCROSS

월 단 : 코두라 + 져.ñ늘

www.aqu없.net

의뜻은?

a

글/김풍등 삽화/조

저11 부 해D} 신호}와
고QI 역사 속의t’ÕHD}/이 야기를
Part1. Seahorse in Mythology and Ancient History

최초해마신화，
6천년 전 오스트렐라아의 ‘무지개 뱀’
인류는 이-주 오래전부터 해마의 씬비성과 아
름디웅에 매료되어 그램 이나 조각 또는 장신구

로 표현해 냈다. 수천년 전부터 땅 속에 묻혀있

는 해마 예술품들은 세계 도처 에 산재해 있다
문빽 나타난 최초의 해마 흔적은 6천년 전
의 오스트렐리아에서 발견된다. 18세 기 에 오스

트렐라 이를 식 민지화시컸던 유럼인들은 수백
종족이나 되는 오스트펠리이- 원주민들피 춤돌

히게 되는데 이들 오소트렐리이 원주민들은 앵
오리지널어borigina1) 또는 엠 오리지널 피플이

라 한다.
앤오 ê1 시널은 3만년 전부더 오스트렌리이에
서 실이왔으며 종족이 수백이나 되고 언어와
문화가 꼬두 디르디- 그러 나 모든 종족들은 조
상이 동일하디고 빔으띠 그 조상은 그레 이트

스피릿 (Great Spirit: 위대한 영)이 다.
그레이트 스피릿(GreaL
속에서

나왔으며

이

Spirit) 조성플은 땅
시기를 드림타임

(Dreamtime)이라고 한다 .2^트벨리 이- 원주

민들은 ‘드펌타임 을 민는다. 드럼타임이란 띨

은 유럽의 인류학자기- 원주민 문회를 연구한
끝에 지이낸 용어이다

엠오리지널 문회{신화)

에서 드림티임은 ‘time

befcJre timé

이 란 돗인

데 우리말로 밀F하사면 옛날 옛적 에’ 가 이닐까
생각된다.
드림타임 시대에 지하 세계에서 위대한 영들
이 나왔을 때 김밤한 세상에 처음으로 태 양이

떠올랐디 . 위대한 영들은 여행을 하며 란괴- 뜰.
산과 강 니-무와 보든 동물을 민-틀었디 앤오리

지널 인간도 이 때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위대한 영들은 창조작업

에 피곤을 느끼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쉬고 있는 중이다

위대한 영 중 하나인 무지개 뱀은 갚은 물 웅덩이 속에 산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뱀처 럼 구비구비 돌아가는 강줄기는 태 양의 각

오스트렐리 아 원주민 부족들은 제각각 여러 형태의 ·위대한 영.

도에 띠라 색의 스펙트럼을 보여 줄 때가 있다. 이것은 물속에 있는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조상들 중에

무지개 뱀이 나타난 순간이 된다， 무지개 뱀은 후손들(원주민)을 보

서 서로 공유하는 조상의 모습 하나가 있다. 그것은

호하지만 나쁜 짓을 하띤 무서운 벌도 내린다.

무지개 뱀

R때lbow Serpe따.r 이다 서구인들은 정복지의 신회에 나오는 괴물
을항상 파충류로 그려 내지만 무지개 뱀은 뱀이 이닐 수 있다.

무지개 뱀의 형상은 부촉어l 따라 다르고 시대에 띠 靜해왔다

나무판(섬유질 많은 나무 껍데기)에 그려진 유물의 꿇l 개 뱀들은
".,

../

~

•

\l
시

l

J,

\

\

\

\

그림/조광현

고 부른다

(c)Wlklpedla.org

들이 이름을 뱀이라 했지만 그 기원이
오스트렐리아 전설의 무지개 뱀은 오스트렐리아의 고유종 해룡{Ribboned Seadragon , H. laen;ophorus) 일 것
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Pholograph/courtesy Underwaler World. Public Aquarium , Perth , Weslern Auslralia

바다 동물이란 사실을 뒷받침히는 증거
들이 있다 오스트렐리이의 고대 원주
민이 해삼이나 성게 등 바다의 동물을

생활도구에 그린 예가많다는사실이 부지개 뱀 역시 비다동물. 아
마 해룡일 것이리는 추측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선이 생각없이 만들어본 lJ1 디오 아트， 해마
이 지구상에 해 01 처럼 아무것도 닮지 않은 동물은 없다 더군다나

그 모양이 물속에서 산다는 것은 더욱 납득이 안간다 누군가가 가르
쳐주지 않는디띤 그것을 물고기로 보는 사림이 있을 수 없다 해마

는 창직에 능힌 신도 생각해내기가 불기능힌 디자인이다 해미는 기
괴히케 생겠지만 예쁘고， 귀엽고 이름답다는 점에서 일찌기 인류의

관심을받이왔다

어떤 학자는 해미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 장난꾸리기 신을 떠올렸다. 각종 동물을 디자인히는 것이

5~6천년 전 오스트렐리아 원주민의 암벽화 무지개 뱀 cjWlkipedla.org

전문인 신이 어느날작업실에서 부속품창고를뒤지디가말의 머리

여러가지 동불의 혼힘이며 식물끼지 이용한 것도 있다 벼팔로의

를 집어들었다 신은 장난심아 아기주머니가 있는 캉가루의 몸통 부

뿔‘ 악어 이빨. 캉기루의 귀 . 식물의 줄기 등등 벨의별 것들이 합해

품을 말 머리에 붙여보았디 다시 그 밑에 꼬리잡는 원숭이의 꼬리

져 있다.

를 붙였다 머리의 눈은 두개가 따로 노는 까벨레옹 눈알로 바꾸어

가장 오래된 무지개 뱀 그림은 4천 ~6천년 전 쯤의 것으로 오스트
펠리아 서북부 아른햄 랜드어r띠1. em Land)의 동굴벽화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이 고대의 부지개 뱀은 근현대의 것들처럼 수많은 종의 잡

붙였다
신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비디오 아트 를 비-라보았다

있게 생겼네!’ 심심풀이로 조립해 낸 시작품이 미옴에 들었다 신은

종이 아니라 단 몇종의 동풀 특정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뱀에 가깝다. 이 지방에 서식히고 있는 거대한 뱀에 다른 동물의 특

정을붙여놓은모양이다
이 고대의 무지개 뱀은 머리가 가슴을 향해 꺾여있고 주퉁이가 튜
므형이며 굽은 옴에 체륜들이 있다. 어떤 그림은 임신한 배 모%t을
가진 것도 있다 영락없이 해마의 표절이다，

고고학자들은 부지개 뱀이 오스트벨리아 해역에 사는 씨드래곤(해
룡)들과 닮았으며 그 중에서

리본드 씨드래곤 ( Ribboned

seadragon/ HaJjjchthys taeniophorus)에 가깝디 고 힌다

리본드

씨드래곤은몸통이 기늘고옴에 가지가뻗는풀모양의 피질돌기들
이 자라나 있디- 오)A 트렐라이- 서부해역에 서식하는 종이다 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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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nm

완성시키기로 했다 요정 공주에게서 왕관을 빌려 머리에 씌웠다. 정
밀하게 대정질해서 부품들을 용접시켰다 이래서 겉이 갑옷처럼 되
었디 그리고 각종 색소를 집어넣어 미음대로 색깔이 변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직아지거라「 주문을 외웠다 그의 비디오 아트

중세의 우주철학 중세의 사람들은

작품은사람의손가락크기로축소되었다 이것이해마인것이다 작

바다에는 반드시 육상동물의 대칭

은 해미를 돋보기로 확대할 때 지문처럼 정교한 것은 대형 프로토콜

동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바다에

을 아주 작게 압축했기 때문이디

도 말， 소， 돼지， 개， 고앙이가 있으
며 대칭 인간도 있다는 것이다 우
리 식으로 밀녕H 땅에 홍길동이 있

멕시코전설의해마탄생

다면 바다 흥길동이도 있다‘ 그 상

해미-가 조물주의 창작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기묘하게 생낀 것에

상력을 잘 표현한 그림이 바다 주

교님 (Sea Bishop)과 그를 보좌하

해답을주는 멕시묘 인디언 세리 (Seri) 족의 전설이 있다.

는 바다 수도시{Sea Monk)였다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모든 동불은 서로 밀을 하고 사람처럼 옷을

원본인 단색 목판 인쇄 그럼에서

입고 다녔다. 해마도 지금처럼 삐죽 미르지 않은 풍만한 몸이었다

리메이크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런데， 해마는 동물세계에서 나쁜짓을 많이 했다. 한 큰 악행을 했

그림/김풍등

을 때 다른 동물들이 모두 나서서 해마에게 돌팔매질을 했다 이 때

해미의 몸은 찢겨지고 긁히고 했다. 해마는 도망갔
다. 기-다보니 해변이었다. 막다른 길에서 해마는 샌

달을 벗어 허리춤에 끼우고 물로 디이빙해 들어갔
다 물속에 들어간 해마는 그 후 육지로 나오지 못하

f/

고물속에서숨어실댔다
오늘날 해마의 봄에 우둘두둘한 각질들이 있는 것

은 돌팔매를 맞아서 그런 것이며 굶주리고 지내서
몽은 말랐다. 그리고 몽 중간에 있는 작은 등지 느러

미 는 쫓겨난 조상이 허 리춤에 끼웠던 신발이다.

”
u

모든동물의 대칭이 바다속에 았다
플리 니 더 엘더 (Pliny the Elder 로마의 학재는
지상의 모든 창조물은 바닷속에 대칭 칭조물이 있다
고 했다. 겁고기 (sword fish : 황새치， 윷새치 같은

것) . 톱고기 (saw

fish 긴주둥이에 톱날이 있는 불고

개. 염소고7 ] (goat fish:촉수). 씨라이옹성ea lion
쏘베김팽). 개고기 (dog fish’싱어류의 한가지)， 니폴
레옹 피쉬 (Napoleon

fish) . 버더플라이 피쉬

(Butterf1y fish 나비고기)‘ 해룡(sea dragon) 등등
그에는끝없이많다 이사상은예를들어이글을

\、

읽고 있는 ‘당신’ 도 비닷속에 당신. 을 갖고 있디는

주장으로끼지 발전한다.
그러니 비-닷속에 말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해미
는 그리스의 포세이돈이나 로마의 댐륜만 탄 것이

이니다 이일랜드， 스쿄틀랜드. 웨일즈(We]sh)의 고

대 켈트문화 전설에서 바다의 신은 고풍 왕조벌 사
용히는 마난난 맥 리 어 (Man없nan mac Lir) 인데
육지에 살던 해마가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해변을 만나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슬리퍼를 허리춤에

끼웠는데 이것이 등지느러미가 되었다 멕시코 전설에서 그림/조굉현

이 신도 해미를 타고 달렸다. 부족에 띠라 해마의 타

입은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해마기- 스플랜
Scuba Diver 2011 년 3/4월호 -41-

히포감푸스는 사람을 유혹해 읍서가먹는 물귀신 전설을 만들기도 한다 북유럽의 말귀신이 보름달 밤에 수연에 나타나 으시시한 장언을 보여준다 ~c' 8ob Orslll

디드 매인 (Splcndid Mn l1 c: 아름다운 길기)이다. 파도의 골을 타고
달러띠속도가미란짙다

을간민- 빼고모두댁어버린다. 간만수띤에뜬다.
시람으로 변신했을 때는 아주 띠남이다 불귀신인지 알이보려띤
머리카락속에 해초가숨어있는지 확인해이:힌디 이치 위스지 전설

O 러이 D 피J..l 마

이 있는 지방에서는 물기에 걸어디-니는 외로운 동물이나 모르는 시-

녹TT 닙격돌꺼닌 E

스코틀랜드외 이-일랜드 전설 에는 호수니
깅에 머리가 말처럼 생기고 뒷꼼운 물고기

미슷하게 생긴 불귀신둘이 있다

、

켈피

(Kcl py) 라는 것도 있고 이치 위스지 (Each
U isgc : 빌음u ] 싱 )리는 것도 있다 이 말은 사

맡꽉露

림을 태우고 불속으로 뛰어플어가 익사시킨
다 스킨다L] 미이플 포함히l 북유럽 젤트 전

ι'/

'"

.c7-

설에서 가징 부서운 원귀신 딸은 스코틀랜드

의 이치 위스지이디

이지 위스지는 비-디와

넘수호수노두에있디 .

이 물귀선 말은펀밖으로나오띤 진짜맛

진 말 uok>J-지 또는질생긴 남자로 댄신힌다

j

---

./

진짜 말 모%t을 히고 있을 띠| 등에 란 사람은
u]-디나 호수가 먼 내륙에서만 인전하다- 물

이 기꺼이에 있어서 불냄새를 맡으띤 이치
위스지의 폼에 집착액이 분비되어 사람이 드
러붙게 되며 말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

은 익시한다. 이치 위스지는 물속에서 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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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전설의 말귀신은 육지에 올라가면 멋진 말도 되고 멋진 미남도 된다， 그림/조굉현

1/

람을 경계하였다. 이치 위스

신화적 해마나 물귀신 말들은

지는 사람말고도 기축을 잡

수천년 전에 나타난 것이지만

아먹었으며 고기 굽는 냄새

오늘날에도사람들은그미신들

를 추적해 나타나기도 한다

을 믿으려고 한다. 네스 호의 괴

이치 위스지가 한 대장쟁

물(Loch

Ness Monster:

스코

이의 딸을 잡이먹자 아버지

틀랜드의 호수를 loch라고 함)

는 이들과 함께 원수를 갚기

이 바로 그것이다. 이 괴물의 상

로 결심하였다 두 사람은 물

상도도 해미와 비슷하다

가에 대장간 화로를 만들어

놓고 뿔 지펴 큰 갈쿠리들

말귀신이 육지로 나오면서 사람으로 변하
고 있는 모습 @에 ki않dia.org

네스 호수의 괴울도 해마 모습으로 표

현 된다 @에klpediaαg

그리스 선화와 히포캄푸스

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뇨을

오스트렐리아 원주민 디음 순서로 해마가 그려진 유물이 나타난

구워 냄새를 피우고 여러 개

곳은 5천년 전 지중해 에 있는 그리스의 섬 크레타{crete)이다. 크레

의 갈쿠리를 삿빨정게 딜구

티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 중심지였다. 크레타 사람들은 발달한 금속

어 놓았다.

기공 기술로 아름다운 장신구와 인장을 잘 만들었다. 삼면 기둥꼴 인

드디어 수면에서 거대한 물안개와 함께 이치 위스지가 떠올랐다.

장의 한 면에 해마의 실물 모습이 새겨진 것도 발견되었다. 고고학자

놈이 OJ-을 집-01들자 대장쟁이 이들은 섯빨건 갈쿠리들을 놈의 살 속

들은 크레타 문명 시대에 해D까 지중해에 살고 있었으며 가끔 해변

으로 연속 쑤셔 빅었다. 이치 위스지는 드디어 축었는데 디음 날 아

땅으로 밀려나옹 것들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침에 보니 묵같은 물질만 땅에 남아 있고 이치 위스지의 모습은 보이

지않았다‘
북유럽의 말 불귀신 중에 백헤스댄(Backhesten)이린 것도 있다

강말(江馬，

brook hors밍이란 뜻이다 매우 아름다운 백마인데 안개

가 자욱한 날 강가에 니-티나 유혹을 받고 등에 올라탄 사람을 이치

스위지처럼 등에 접착시킨 디음 강물 속으로 잠수해 익사시킨다
옛날에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몸이 크고 힘도 강했다. 그녀는 호수

옆에 있는 농장의 하녀로 일했다. 그녀는 농장의 말로 밭을 쟁기질하
고있었다， 날씨가화창한봄날이었다 새들이 날아와파헤친밭고랑
에서 벌레를 주어 먹으며 지저귀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호수에서 말

한 마리가 니왔다 크고 아름답고 윤기가 흐르는 백마였다. 갈기가
맛지게 비람에 날렸고 꼬리는 땅에 닿았다. 백마는 지- 신의 몸매를 자
링하듯 껑충껑충 처녀에게 다기왔디

그러나 처녀는 그것이 강말임을 알고 못본 체했다 그러자 강말은
농장말을 물을 수 있는 거 리까지 접근해 왔다. 처녀는 강말을 채찍으

고대 페니키아 문영시대의 동전 @Wikl때la.o띠
æv

:.w

로 때리며 “이 악딩아| 사라지지 못해! 말 '1-들으면 밭을 갈게 할거
다1"소리쳤다.
말이 끝나자마자 강말이 농장말로 변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쟁기를

끌며 달렸다 흙과 돌들이 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처녀는 미구와 연결

된 목끈에 매달려 낙엽처럼 떠 꿀려갔다 밭은 순식간에 깊숙히 갈이
졌고 백마는 쟁기와 처녀를 매단 채 호수로 달려갔다.
그러나 처녀의 옷 포켓에는 쇠붙이 십자가가 있었다. 처녀는 이것
을 꺼내 기슴에 십자가를 그었다. 그러자 처녀는 분리되어 땅으로 떨

어졌다 강말은 쟁기를 단 채 물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뒤 말 울음소

리가 들려왔는데 처녀 납치가 실패한 것을 알고 화가나서 우는 부르
짖음이었다 이 때 벌판에 깊게 파진 큰 고랑은 지금도 그 지방에 남
아있다.

로마시대의 목욕탕 모쩌|크 @Wikl∞dlél.。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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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마리의 히포캄푸스를 타고 바다를 질주하는 모세이된또는 입륜) 영국화가 월터 크래인 잭Walter

Crane

1 없5"' 1915)

크레타의 해마 그림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 나타난 해마

비롯해 그리스 신화의 트리톤(물고기의 신)‘ 케토스 (ketos : 바다괴물

는 히포캄푸스(Hippocampu히이다 가장 오래된 히포캅푸스 그림은

용) 같은 해양 괴물들은 그 원산지가 모두 소아시아이다(싱· 고대 그리

페니키아의 동전에서 발견되기도 히고 돌로 만든 인장에서 발견되기

스인들이 동쪽(오리엔트)이라고 부론 곳. 중동지방일 수 있다) . 이런

도 한다. 실물형은 아니고 신화적 형상이다 머리와 가슴‘ 및 앞다리

예들로 볼 때 히포감푸스의 빌상지는 소아시아이다 그러나 아시아

는 말이며 뒤는 물고기의 꼬리지느러미이다 페니키아 문멍은 해양

에서 상체는 밀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히포캄푸스에 해당되는 어떤

문명으로 BC1550~ BC300 사이에 번성했다

형싱-이나 전설이 빌견된 사실이 없다 근원과 관계없이 히포깜푸스

히포캄푸스란 밀은 페니커아와 그리수에서 공동으로 시용한 용어

는 고대 유렵문회에 널리 퍼졌다.

이지만 어원은 그리스아이디 히포(hippo)는 그리스어로 말(hors아이

며 괴물이란 뭇의 캄포스(kampos)가 합해져 히포캄푸스(괴물밀)가

포샤l 이존의 허포캄푸스

된다. 현대의 지식 용어로 해미는 ‘히포캄푸스 라고 부르며 실고기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히포캄푸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질주하

(Fam.ily 야mgnathidae)의 히포캄푸스 속(genus Hi prxxampus)은

고 있는 히포킴푸스이다 그리스 신회에서 히포캄푸스는 주연은 아

모두 해마{seahorse)들이 다 의사의 윤리 강령을 작성한 그리스의 히

니띠 신이나 요정들이 타고다니는 교통수단이거나 여러 시츄에이션

포크라테스(Hi ppocrates) 이름의 Hippo도 밀이다

에서 조역 이다

히포캄푸스 발상지가 어디인지는 미 스 터리이다 히포캅푸스는 그

그리스 신회에서 히포캄푸스를 가장 잘 디스렸던 신은 포세이돈이

리스어이지만 그 발생지는 그리스니 유럽이 아니란 것이다 인어를

다. 제우스와 하데스(Hades : 지하세계의 신)의 형제인 포세이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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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제들 간 권력분할 협상에서 바디를 갖는다 포세이돈은 긴 턱수염

에 삼지칭을 든 사람 모습으로 그려지며 산호 보석으로 치장된 수중
궁궐에서 요정 암피트리태 를 아내로 데라고 산다 부부 신은 4마리
의 히포깜푸스가 끄는 횡금마차를 타고 다니며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닷서l 이 를 흔내주려고 갈 때 히포캄푸스를 타고 딜렸다
포세이돈은성질이 격해서 화가나면 바디를뒤집어버림으로고대
의 어부들은 포세이돈을 부서워했다 제물로 말을 비다에 익사시켜
포세이돈을 달래기도 했는데 포세이돈이 타고 다닐 말을 기증했다는

뭇이다 이들 어부들은 가끔 그물에 걸려니오는 해미를 포세이돈이
부렸던 승마의 후손이라고 믿었다
로미가 그리스들 정복한 뒤에도 그리스의 신들은 대부분 시라지지

포세이된가운데)이 히포캄푸스들을 몰고 있는 형식의 분수대 조각상

네”
키식

해

지닙

쟁

뒤

내버

j
이

도
다

만

도
도

면 힌

기
리

도 서시사에 히포깜푸스플 지주 등장시낀다 ， 로마 시인 베 르길리우

닌

수중궁궐에 살면서 히포감푸스를 승마로 사용하였다 로마의 시인들

피

스(Virgilius)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d)에 나오는 구칠 :
달

영되었디- 로미-의 신인 댐륜도 긴 턱수염에 삼지창을 들었으며 역시

「。

(c) Damlo Asclone

가
그

?없t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며 포세이돈은 댐륜(NepLune)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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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시에 피부에 질히는 관습이나 문신에서 그런 별명이 나왔을지

모른다 보통 픽트(pict)족이라 부론다 픽트 족은 스코트 족에 정복
되어 사라진 종족으로 기록된다
과거 유물을 볼 때 픽트 문회에는 일반적인 유럽의 문화흐름으로
는 설명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북스코트랜드의 유물에 각종 동

물이 정교하게 새겨진 건축용 돌(건석)들이 있다 재질은 사암이다
이상한 것은 픽티의 건석들이 진화의 과정없이 AD7세기에 갑자기

나티났다가 200년 뒤에는 또 갑자기 사라져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디
는 사실이다 건석의 그림들 중에는 해마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픽트의 건석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해마석은 스코틀랜드의 탄커네

스(Tankerness) 박물관에 있는 것이다， 1986년에 농부가 감자밭을
해마 위의 아리온， @에k’ pedia.org

갈다가 발견했다 머리의 윗부분이 일부 떨어져나갔지만 숙여져 있
는 주둥이와， 몸체의 융기선(체륜) 그리고 감아져있는 꼬리까지 실제
해마의 모습이다. 전설의 해마처럼 날개가있거나다리가있지 않다

승리만있을뿐이네

픽트 사회에 갑자기 해마가 나타난 것은 로마의 문물이 들어왔기 때

스코틀랜드 팍트족의 해마유물

문일 것이라고 램된다 그러나 신화적인 해마의 모습이 아니고 실

잉글랜드를 정복한 로마군대는 그 디음으로 지금의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북부 스코틀랜드에는 켈트족의 한 부류인 부족들이 황무지

나 바위산 협곡， 요새같은 언덕에 제각각 흩어져 살고 있었다

제 해마와 닮았다는 시실은 미스터리이다.
스코틀랜드 던디 (Dundee) 시 7짜운 곳에 아버렘노(Aberlernno)

라는 작은 시골 미을에 직은 교회와 교회 묘지가 있다. 여러 묘비석

이들을 야만시한 로미인들은 이 부족들을 픽티(Picti) 라는 별명으

들 중 픽트 방식의 돋을새김 조각이 새겨진 입석이 있는데 일인용 침

로 불렀다. 픽티는 몸에 칠을 한 사람(Pain때 맹ople)이란 뭇인데

상 정도 크기이다(다음 쪽 사샌， AD685년에 있었던 한 전쟁에서 켈
트족이 이웃 색슨족을 이긴 승전 기념비 로 추측된다 비석의 한쪽 면

에는 말탄 군인들과 창을 든 보병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처절한
전투장면이다. 죽어가는 병사를 까마귀가 쪼는 장면도 있다
반대편 면에는 정교한
무늬도안으로 채워진 큰
십자가가있고십자가주

변은 여러가지 동물형상
들이 얽혀있다 그 우측
아래에 정확한 대칭으로

두 미리의 해마가 있다
머리는말의 머리가분명
하고 갈기도 있다 몸은
S자형으로 휘어졌고 뒷

발이 있을 위치에 큰 등
지느러미가있고꼬리 끝
에는 물고기의 꼬리지느

러미가 있다 두 등지느

러미 사이에 있는삼각형
성 유적에서 발견된 비석에

은 켈트 트라이앵 글(CelL

픽트족 심볼 동물이 그려져

Triangle: 고대 켈트족의

있다‘ 그림은 위 사진 비석의
해마로 보이는 동울의 외곽

종교적삼위일체상정 마

선을재생시킨그림.

크)이다

@Wi kipedia αg

에 따르띤두마리 해마상

해마가 그려진 또 다른 건축석 @에klped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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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고학자

은 픽트족 뱃사람들에게

스코틀랜드 아버램노 마을 교회 묘지의
비석 첫사진/ 비석의 후면 가운데사진/
비석의앞먼

비석 앞면 우측 하단에 해마 대정 그림이
있다 아래사진은 해마 부분 확대 사진

수호신 심볼이었다고 힌다

했다는 설이 틀린 것일수

이 해마상은 로미의 히포깜푸스가 분명하디- 처음에 픽트족은 로

도 있고 신， 구 디자인을

01 에서 건너온 신화적 해마를 그혔다가 시간이 지나띤서 머리가 개

의도적으로 함께 그려넣

인 해미도 그렀고 1986 년에 발견된 틴-커네스(Tan kerness) 박물관의

은 직품일 수도 있다.

벽돌그펌처럼 실제해마의모습으로도발전했디고보여진디

랜드 북부의 찬 비-닷물애

정할 수 없는 발견이

서 해미를 볼 수 있었기

또 있다. 스코틀 랜드

때문에 실물 해미를 그려

메이 글 (Meigl e) 지방

냈을까? 한 고고학지는

의 한 시골 학교에 교

그 기능성은 없으며 포미-

회 터에서 수집된 픽트

에서 값비싼 약재로 쓰였

벽돌들이 보관되어 있

딘 건조 해마가 무역을 통

디 이들 건석 중하나

해 스묘틀랜드로 유입되

에도서로마주보고있

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드

프 서，

한

오」쿄

다른 한 마리는 다리

휴 ” 르E
해 부

지들은 카르브해에서부터
커근브「

다， 그런데 한 미리는

댐웰

그러나 현대의 해양학

웰ιι

는 두마리 해마가 있

미가 있는 로마형 이고

족의 건축석 . .CWlklpedla α9

픽트 사람들은 스코틀

그러나 이 추론을 긍

앞다리와 꼬리지느러

왼쪽 상딘에 또다른 모앙의 해마쌍이 보이는 픽트

,

:c' Wiklpedla.org

Iê)Wikl∞dia.org

hllp:/ /fugitlveink. wordpress.com

스쿄틀랜드 메이글 지방 교회터에서 발건된

픽트 문화의 벽돌 로마 신화형 해마가 쌍으로
있는 경우가 원칙적인데 이 벽돌에서는 로마
헝 해마와 실물형 해마가 쌍을 이루고 있어서

고고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http://www.ltscotland.org.UK/S

지고 지니감으로 해미카 발견될 수 있디고 밀힌다

없이 미끈하게 휘어진

픽트족이 실제 해마를 보았든 안보았든 픽트의 해마상은 픽트족이

실제 해마와 옮뱃다(우

사라진 후에도 게일족(Gael:젤트족의 하나)이나 바이킹 족 분화 속으

측 사진) 진화괴정을

로 흡수된 디음 중세기의 동물우화집 (Bestiaries) 속에서까지 살이남

거쳐 해미- 모양이 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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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부 보물급 해Dt 유물어l 얽힌
서l기의 미스터리 사건를
Part 2. Hippocampus Treasures in Criminality
'" Main reference/Poseidon’ s 81않d by Helen Sca les and Wi kipedia

터거의 보물 황금해마 누가 가지고 있나?
1966년 6월 6일 터키의 우샤크 지방 힌 가운데 있는 고분에서 다
이너마이트 폭음이 들렸다. 무덤이 뚫리는 순간 2600년 동안 칠흙

어둠이었던 공간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부서지고 떨어지는 구
조불들의 소음이 오랜 세월의 정적도 깨뜨랬다.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맹긴 사람은 대정쟁이 오스만(Osman) 이었

디 . 무덤이 열리지- 여러 멍의 도굴법들이 그의 뒤를 띠라 들어갔디

이 들은 모두 우샤크 지방에 사는 터키인들이었다.

비명에 가까운 환회의 고함소리가 벽화가 그려진 벽에 반시되어
밖에서도 들랄 지정이었다. 그들이 보물더미를 발견한 순간이었디.

은과 금으로 된 접시， 컵， 조각상 장신구， 보석 등등 소설이나 판티-

//

터키의 리디아 비장물{Lyd ian H∞ rd)이라고 부르는 보물 중 도굴， 밀반출l 반환소승， 위조로 바꿔치기， 사라진 진짜 등등 숫한 화제를 낳은 황금해마 브로치 그림/조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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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화에 나오는 장면 그대로였다
많은보불가운데 한작은 금브로치 가있었으니 이것은두고두고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를민들어 온수수께끼의 주인공이다 이 브로

치의 핵심 부분은 길이가 2.5cm 밖에 안되는 한 동물의 횡금 조각상
이었다. 머리와앞다리는말이며 뒷몸은비늘이 보이는물고기의 뒷
봄이고 꼬리지느러미가 달렸다 그리고 옴통에 큰 날개가 달렸다. 바
로 해마(海띤)였으며 서양에서 히포캄푸스(Hippocampus)라고 부르

는신화의동물이었다.

이 도굴에서 나옹보물의 수는 363점 이다. 도굴범들은여러 날에
걸쳐 땅을 랐으나 대리석 벽은 뚫을 수 없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
했다

황금 해마 브로치는 도굴범 중 하나가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가 애
인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작고 예쨌다 그러나 도

굴범들은 오로지 돈을 원했고 그 벙향으로 처분되었다.

이 고분은 현재의 터키인 소아시아 서부에 존재했었던 고대 리디
아 왕국 (kingdom

of

Lydia) 의 마지박 왕 크로이소스 (king

Croesus) 시대의 왕족 여인 무덤이다. 띠라서 보물은 크로이소스 왕
의 것이다 리디아왕국은 BC7~BC6세기 에 번영한왕국이다.
크로이소스 왕은 기원전 수세기 동안 최고 부자의 대명시로 일컬
어졌었으며 지금도 대단힌 부자를 ‘크로이소스’ 또는 ‘크로이소스
같은부자. 라고힌다

리디아왕국의 보물은많이 있지만이들도굴범들이 여러 차례 부

덤에서 흡친 보물은 그 전체를 ‘리디아 비장물(Lydian

Hoard)’ 이라

리디아 비장물 중 하나인 횡금해마 브로치. 아래 사진은 위조품.
@Turklsh Mlnislry 01 Cuflure

는 별개의 호칭으로 부른다(크로이소스 보물 또는 키-룬 보물/Karun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딘、eas따e 라고도 하며 Karun은 터키의 돗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징

어느 날 밤， 도굴작업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나타났다. 도굴범들

을 역임했던 사람(Thomas

은 총성을 들으며 어둠 속으로 도망갔다. 경찰은 한 라이벌 도굴꾼의

Hovingl 의 자서전에서 ·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나타났던 것인데 다른 마을에 사는 그 라이벌 도

는 획득과정이 분명치 않은

굴문은 배가 아파서 경찰에 밀고를 했던 것이다，

미술품들은 되돌려 주어야

경찰은 범인들이 남겨놓고 도망간 보물들을 수거하고 무텀을 끝까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말

지 발굴해서 많은보물을찾아냈으며 이것들은 터키의 한박물뺀

했다’라는문장에서 힌트를

소장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도굴된 리디아 비장물들은 종적이 묘연

얻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

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도굴품들은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밀

관에는 비합법적 소장품들

반출되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것을 150만 달러에 시들

이 있다는 암시았다 두 기

였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 거래 사실을 숨겼다. 황금 해마도

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지히장고에 몰래 들어가 홍땀해마와 몇

거래 품목 중 하나였지만 보물들은 모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하

가지 리디아 보물을 촬영히는데 성공한다 완전히 첩보 작전이었다.

창고의 어둠 속에 다시 갇혀 있었다 미술관의 소장품 목록에도 기재
되지 않았다. 미술관은 소유권 청구 소멸시효를 기다리며 범법행위

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Wiklpedla.org

기지들은 더키로 가서 도굴범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무덤
에 들어갔던 도굴 전과자들을 만났다 오스만도 포함되었다

오스만과 그의 공범지들은 6이란 숫자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

10년이 지나도 리디아 비장물을 본 사람이 없었으며 그것이 어디

다. 기원전 6세기의 고분을 1966년 6월 6일에 다이너마이트로 뚫었

로 갔는지 소문조차 없었다 아마 두 명의 터키 출신 저널리스트가

다. 오스만과 공범들은 여러 해 감옥결이를 했고 몇명은 횡사했으며

사건을파헤치지 않았다면무척 오랜세월 동안 리디아보물은세상

어떤지는장님이 되었다

에서 잊혀져 있었을 것이다.
1987년 고고흐에 관심이 깊은 。}카르(Özgen

(Melik Kaylan)

카이란 기자와 아카르 기자가 미국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오스만과

Acar) 기자와 카이란

기지는 의혹 투성이의 리디아 비장물을 합동으로 뒷

생존지들에게 보여 주었다.20년이 지났지딴 전과자들은 홍밤해마
와 몇가지 품목을 그들이 훔친 것들이라고 생생히 기 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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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커 정부가 제소힌 날부더 기산된다고 판결하였다. 미술관 측은

5:5

소유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무산되었다 최종 판결은 1993년에 있
었고황금해마가포함된 ·리디아비장물은터키로돌아갔다 이제
사건은 끝난 것인가? 그러나 제 2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디아 비장물은 1997년경 터키 우샤크 박물괜! 상시 전시되었
다. 그렇게 8년이 지난 2006년 5월 어느 날 “황금해마는 위조품”이

란 기사가 톱뉴스로 터졌다 횡금해마 브로치는 2천 5백년 전의 진품
이 이나라 2] 세기에 조작된 짝퉁이란 것이디 이 사건은 세계 톱뉴스
가되었다

범인은 터키 국립박물관 관장 카짐 아크베이쿄글루 (Kazim
Akbiyikoglu)와 8명의 담당 공무원들이었다 관장은 홍L금해마 브로

치를 도둑맞아서 가짜로 대체해 놓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공맨들이
빼돌렸디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티났다. 범인들은 보물이 미국에서
반환되었을 당시에 이미 위조품이었으나 미국의 제변을 생각해서 빌
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히-기도 했다 아키베이코글루 관장은 25 년

8

명의공범들은모두 8년 징역형을받았다
가짜 황금해미- 브로치를 자세히 감식해 본 결과 원본 보다 무게가

더 나가고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 복제되지 못했다 진짜 해미 브로치

는 어디로 갔을끼? 설에 의하딴 브로치는 해외로 탈출했으며 일본인

수집가손에들어갔다는소문도있다. 리디아비정물중하나인홍냉
해마는 여간해서는 사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고분에서 나온 다른
터키 우샤크 지방에서 도굴된 리디아 비장물 중 하나인 주전자‘ @Wiki뼈ra.o띠

비장물들 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우연하게 재발견되는 방법 외

에는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터키 정부는 두 기자가 수집한 증거들을 근거로 뉴욕 메트로폴리

이 사건은 약탈 문화재를 원소유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운동에 친

틴 미술관에 반환 소송을 걸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 법에

물을 끼얹었디 역사적인 유물들은 대부분 저소득 국가들에서 도굴

명시된 3년 공소시효가 오래 전에 지나갔다고 히면서 반흔띨 거부했

되거나 약탈되어 선진국에 수집된다 저개발국에 문화재를 돌려주연

다. 몇년이 걸린 재포뻐l 서 미국 법원은 터커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

부정부패가 심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장기보관이 안

소시효는 보물의 실체가 밝혀진 순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된다는 것이다

뉴욕 메트로 폴리 탄 미술관 터키에서 도굴된 유물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감추어져 있었다. 떼Wik뼈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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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의 그레이트 홀 @에krpedra.org

영국의로마은쟁반사건
히포캄푸스 형상은 동상， 모자이크， 묘， 동전， 항아리 등 여러 곳에

낌은 받았다. 나무뿌리이거나 돌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하

서 발견된다 고대의 유물발견은 항상 많은 뒷이야기가 따르지만 해

기 위해 흙을 왔다 그러나 돗밖에도 ‘그레이트 디쉬 (Great

마가 관련된 말 많았던 유물 중 하나는 영국 밀덴홀에서 발견된 에

즉 ·큰 은쟁반’ 이 니왔다 로일드 달은 이 극적인 장면을 소설가답게

기경 로마시대의 그레이트 디쉬 (Great

구체적으로 드리마틱하게 표현했다

Dish : 큰 접시

또는 큰 쟁반)

Dish)’ .

이며 현재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은쟁반은 1942년에 영

고르돈 붓처는 농장주 시드니 포드에게 고용되어 일했던 사람이

국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유물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며 AD4세기

다. 붓처는 농장주 포드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건 실수였다 붓처와

의 것이다 그러나 이 유물을 둘러싸고 음모론 사기론. 등 의문이 계

포드는 함께 땅을 파헤쳤으며 34점의 은제 유물을 더 죠L아냈다. 스

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내용이 1946년 영국 신문들에 보도되었다.

푼 사발 포도주잔 같은 것들이다，

당시 아동소설가로 유명했던 로알드 달(Ro머dD뼈 1916~199이

영국법에 의하면주인없는귀중한매장물은토지 소유자와관계없

은 기사를 읽자마자 발굴지였던 밀덴흘 마을로 달려가 보물 발견자

이 국가의 X빠이다. 발견지는 신고를 하띤 값어치에 비례해서 보상

를 만났다. 심층취재 논픽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는 ‘밀멘

금을 받는다 만약 신고를 했더라면 품팔이로 사는 붓처는 완전히 로

홀의 보물(뻐ldenha11 'I'reasure)’ 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서

u.s 새

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1천 파운드를 받고 기고했다. 이야기는 디음

과같이요약된다

또에 당첨되는 행운을 가졌을 것이었다
붓처는 지식이 없었지만 포드는 알건 다 알고 있었다， 첫 발견자가

붓처이므로 포드는 권리가 없다는 것도 일댔고 옛날 그곳에 로마의

1942 년， 날씨가 흐리고 추웠던 겨울날 농부 고르돈 붓처 (Gordon

부자가 실댔었다는 역사도 알고 있었다 포드는 지저분히케 녹색으

Butche끼가 밭을 갈디가 트랙터의 쟁기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친 느

로 변색되어 있는 유물들을 고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띤서 니중에

옛날 로마에게 정목되었던 땅에서 농부가 큰 은쟁반과 여러 보물들을 발견하였는데

.‘

그럼/조굉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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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밀덴흘 보물의 진실은 영구히 미스터

리 로 남게 되었고 단지 로일드 달이 빗진 글을 남겼
다는것만이 진실이 되었다.

그레이트 디쉬 (Great Dish)
그레이트 디쉬는 ADtJ.세기의 로미- 보물로서 지τ

이 60.5cm. 부게 약 8.3kg 나가는 원헝 은쟁반이디 ,

밀덴홀 비장불 중에서 가장 유명히다. 입륜 접시

(Neptune Dish) 또는 오케이누스 접시 (Oceanus
로마 은쟁반 사건을 취재해 ‘밀

덴홀의 보물’ 이란 드라마퇴한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한 소설
가 로알드

달 (Roald

Dah l

1916~ 1990). 1954년 모습
C、 Wlklpedla.org

‘밀덴홀의 보물’ 은 34점이다 지름 약

19cm

Dish) 라고도 부른디-( .!. 오케아누스/OceaJ1Us는 로
마의 l:l]-디- 신인데 다른 비다 신에 비해 덜 유명히-다.

오선/occan/해양의 어원이 된다).

그림들이 세밀한 돋은 세김으로 조각되어 있디 
종합적인 뭇은 로마시대 바디의 신 넬륜(또는 오케이

작은 은접시들도

있다 그 중에 염소신(Pam)과 요정이 그려진 접시

누스)에 대한 숭배이며 정중앙에 냄륜의 얼굽이 있

C 에써pedia.org

다. 턱수염은해조류이며콧수염은돌고래이다 댐륜
의 바깥쪽은 떠플썩한 주연 장띤이다

내려이:하니 어디다가 치워놓으리-고 붓처에게 밀했디

포드는 은제품플을 짐에 가져가 빛니게 우댔다 2 차대전이 끝나면

가리비조개 씌질로 선을 그은 안쪽 트랙에는 룹고기의 신 트리톤.

수집가에게 볼래 팔이 떼돈을 벌 것이리고 꿈에 부풀어 있었디 그러

바디 염소 신 케토스(용 미슷한 괴물) 그러고 신화의 동물들을 올라

나 그의 집을 망문했던 한 고고학자가 벽난로 옆에 무심히 놓여져 있

탄 바다 요정들이 그려져 있는데 엠륜 얼굴의 4 시 방향에 해미-가 있

는 숨가락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꿈은 깨졌다

다. 비깥 트랙에는 포도와 함께 지팡이를 든 술의 신 바쿠스가 힌쪽

기소된 포드는 그 물건들이 매장콸법에 해당되지 않는 백랍인줄

발을 흑표뱀에 올려놓고 있다 이 구역은 비쿠스가 주최한 만친회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그 주장을 참작해 주는 판결을 해서 형사

며 춤. 음익 . 술퍼따시기가 힌창이다 파티에 참석한 헤리클레스는

처 벌은 하지 ?없t지만 두 사람 모두 보상금 받을 권리는 인정받지 못

술에 만취해 비틀거 리는 모습이며 염소 다리를 가진 신 판(pan)과 여

했다. 영국 박물관은 붓처와 포드에게 각각 1천 파운드를 위로금조

러 반인반수의 사티로스(saLyr) 마이나데스(Maenad 바쿠스의 시

로 주었다. 1 천 파운드는 로알드 달이 원고료로 신문사에서 받은 액

녀)들이 북적거린다.

수외 같L았다. 로알드 달은 흥미있는 기시를 써주게 해준 붓

처에게 고료의 반인 5백 파운드를 건냈다.
형사재판은 1946 년에 끝났지만 전문학계의 의심은 세계
적으로 증폭되어 갔다. 캠브리지 대학의 고고학지들은 붓처
와포드가빌굴장소라고 지정한땅을샅샅히 피해쳤다 그러
나 더 이싱의 유물도 나오지 않있을 뿐 이-니리 구덩이를 왔

던 흔적도 땅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지

름이 60.5cm 인 은쟁반이 트랙터 쟁기에 부딪쳤디 떤 찌그러
지거나 긁힌 상처가 님이어: 히는데 그레이트 디쉬는 부결점

의 왼벽한상태로보존되었디 밀이 되는가?
다른 고고학지들은 유물이 북아프리카에 있었딘 것인데

전쟁 중에 은밀히 군용기에 실려 반입된 것일 수 있다고 의
심힌다. 붓처와 포드가 이 은밀한 반입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것이다‘
이런 반론들은 로알드 딜의 글도 허구로 의심받게 했다
그러나 현징조시를 한 또 다른 고고학지는 로알드 달의 글에

과장표현은 있으나 허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며 영국
에서도 로마의 유물이 발견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으므

로 아프리카 설로 비익빨 필요는 없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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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쪽 전체사진에서 해마가 있는 부분만 따로 확대한 사진 、cWlkl∞dlaαg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한 농가 밭길이에서 발굴되었다는 로마시대의 은쟁빈(지름 60.5cm). 신들과 신화적 동물들로 가득하다 ‘빅카스의 대접시 (Greal
Bacchus)라고도 부른다 아래사진은 윗쪽 그림들이 바로 보이게 접시를 180도 돌려 놓아본 것이다 영국박물관 소장 ι Wlkl때la.org

Plal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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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부

톨서양의 만병톨Ã1 약해Dl

그것이 'l져폴별졸워 '1
Part 3. Cure-all Seahorse-therapy, Endangering the Species
한의학(漢醫學)에서의 해마
중국 신회에 서 히늘과 땅을 만든

갔디 드디어 찾아낸 산은 안개 에 덮인 높은 산이었다 신농과 일단

신은 반고씨 (盤古民)이며 여기에 인

의 신히들은 괴물을 물리쳐가며 어렵게 절벽을 올라 산 정%에l 올라

간을 만들어 살게 한 신은 여왜女t

갔다

옵)였다(※ Scuba Diver 지 2011 년

정상에는 광할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처음보는 나무와 잎사귀 . 꽃

1/2 월호 세계의 거북신화와 전설

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신농은 49 일 그곳에 살면서 수많은 식물과

들’ 참조) 칭조신은 다음 차례 로

이끼류와 버섯과 동물 그리고 광물들을 씹어보고 먹어보고 하면서

인간의 삶을 도와주고 문회를 발달

식용이 가능한 것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해 냈다 그는

설의 인물이 지 실제한 것은 아니

시키기 위하여 세 신들을 치폐 대 로

하루에 70기-지 나 되는 독초를 직접 씹거 나 먹어보는 식으로 스스로

다 @에ki않dia αg

내 려보냈다. 장황오제 (三모i帝)

실험쥐가되었다

중국 한의학의 잠시자‘ 신농은 전

의 삼황이 이들이다. 3신 중 하나가 신농(피111農 또는 페農.!f)이다.

거기서 그는 다섯 가지 콕식 씨를 기-져왔는데 밀， 썰-‘ 조， 콩 수수

신농0::1:;)은 인간에 게 농사 짓는 법과 약초 사용법을 가르쳤다 쟁

였다 이것을 오곡(five gr없15)이라 한다. 그는 약초와 독초를 발견

기 . 도끼 . 팽이 . 호미 등 농기구를 발명했으며 황무지를 농토로 개간

하여 옹갖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신

히는 방법을 백성 에 게 가르쳤다.

농본초경(新農本草經) 이란 중국 최초의 의학서를 만들어 백성들이

우리나라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에 있는 제사터 선농단洗앓탬은
」ε 써

중국의 신농(씨)와 후직씨 O닮웹:.\::)를 주신으로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

4:f ;

이다 제사 때 모인 사람들에게 쇠고기 국밥을 제공해 준 것이 선농

ι.p. ~J

제를 지 내 고 있으며 이 터는 2001년 국가 지정 사적 제 436호로 지 정

되었다.
신농이 농사의 신으로 일려져 있지만 더 드라마되한 이야기는 약

*iSL

、F

f￥

1I..

후

각캄

초에 관한 것이다. 신농이 처음 백성을 다스렸을 때 사람들은 동물을

、k

사냥해서 먹고 살았다 동물이 희소해지자 백성들은 굶주렸고 병에

령한 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49일 동안 수많은 강과 산을 넘어 찾아

i 까.
1593년 에 간행된 중국의 한의서 본초강목， 이시 진( 1 5 1 8"'1593)이 저술했다
@Wikl∞dia.org

한으|핸漢醫學) , 한으|轉鍵學) , 중으|핸中醫學) , 한방의핸漢方醫學)
중국 한나라 시대에 생 겼다해서 팽의학이라 불렀다. 1986년 대한한의사협 회에서 韓의학으로 고쳤으며 중국의 한의학은 中 의학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漢方의학. 북한에서 는 고려의학이랴 부른다 글로벌 시대에 영 어 로 옮길 경우 매의학은 Chinese m어icine， 일본
한의학은 Kampom뼈cine이 란 단어 를 찾을 수 있지만 렘의학은 옮겨지질 않고 Orien 떠1m때cme이 란 단어가 푼다. 동의보감의 동

의(핏짧0" 를 영 역한 것일 것 이다. Oriental m뼈cine을 다시 호택어로 옮기 면 ‘동양의 학 이 된다 동양의학이면 중국. 일본 등 동양 전
체의 전통의학을 모두 포함히는 뭇이 되며 Korea는 사라진다 모순이 느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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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품 ‘

탕이었고 이 것이 설령탕이 됐다고 한디 . 1979년부터 이곳에서 선농

시달렸다 이를 가슴아파한 신농은 3일 밤낮을 명상에 잠겼다가 신

썩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전설을 남겼다
신농황제시대에 쓰여진 신농본초경은
그 원본이 있지는 않다. 5천년 전 전설 시

대의 책이 전해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다.

신농본초경은

중국

후한

시대

어D25~22이 에 선비들이 전통의학 자료

를 모아 정리한 것이며 책에서 한의학의
창시지를 신농으로 설정힌 젓이다. 한나
라의 신농본초경은 그 이후 내용이 수정
되고 보강되면서 개정포L들이 이어져 왔고
동의보감도 그 뿌리가 여기에 있다
신농본초경에는 처음에 365가지 약재

;

가 있었는데 하루에 한가지 꼴이다 약초
외에 지렁이. 지네 . 뱀껍질， 사마귀의 알

같은 징그러운 동물도 들어있었으나 해마
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재의 수가
~“、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중국 뿐 이-니라

호택. 일본 인도 중동지방괴도 서로 의

’
-、

혁 비밀을 교환하여 익:재들을 수입했다.
중국에서 가장 방대 히고 내용이 충실힌
한의서는 52권에 달하는 본초강목(本草
鋼텀) 이디 명니리 시대 이시진(쇄;평)이
1578년에 완성한 것으로 출판은 1596(또

‘、

는 1593?) 년에 되었다(침고로 허준의 동
의보감은 1610년에 나왔다)

본초강목에는 1892종의 약재가 해설되

~I""

어 있는데 여기에 해마가들어있다. 내용
에 ·‘해마는 맛이 달고 옴을 띠풋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하의학의 아버지 신농씨 독초를 지접 먹어보며 약초를 연구하여 백성들이 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림/조굉현

양기를 돋운다 여인들의 아랫배 통증을 없애준다. 종기와 부스럼을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믿음은 지금끼지 실에-있으며 중국과 주변 나라

치료할 수 있다 난소띨 예방한다 피의 기능이 망가졌거나 기가 약

들에서 값이 비싼 약재로 거래된디 묶아 말린 해마를 곱게 떻L아서

해서 생기는통층을치료한다”라는해설이 있다

차에 타먹기도 하고 통채로 술에 담그기도 하고 고약이나 환약으로

이 해설을 현대의 한의학자가 동의보감을 인용해 설명한 문장으로

만들기도한다‘

옮겨 적으떤 : ‘해미는 신장의 원기를 보강하고 남자의 양기를 강하

중남미에서 도 천식에 해마를 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발기부전，

게 해주며 정액이 냉하고 음경이 위축되는 것을 다스린다. 신경을 안

기억력 상실. 류머티즘에 해마가쓰인다. 인도 남부지방에서는해마

정시키며 부기를 없애주고 기와 혈을 조절하여 혈관을 풀어주고 기

분말을꿀에 티-서 백일해에 걸린 어린이에게 먹인다

침과숨이 찬증상을 없애준다. 지궁과난소의 중량을증가시키며 전

해마 말고도 해마의 사촌들인 파이프피쉬(실고기류)들도 한약재로

립선， 정낭， 항문의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요슬동통(허리와 무릎의

쓰인다 해미보디 약효가 2배라고 선전히는 익:재상도 있다 해미를

통증)을 다스린다. 실험쥐를 통해서 보면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가지

말릴 때는 꼬리를 곧게 펴서 말린다 꼬리가 휘어지지 않고 곧바르며

효능을나타낸다"

부러지지 않았으면값이 최고가가된다 해마와인척관계에 있는 씨

..부러진 뼈를 고치고， 천식을 가라앉히며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모스(Seamoth 비다나망)도 드물게는 기관지염에 쓰인다.

조금 조금 나오는 증상(요실금)을 치료하며 부스럼， 고름집， 궤양을

실고기류 중에서 약재상 사냥 목표물 리스트에서 빗어난 행운아는

치료한다. 인후염， 고콜레스테롤， 간장병도 치료한다. 남자의 성기

해룡(Seaclragon) 뿐이다. 이 종은 아시아 힌약재 시장으로부터 먼

능을 크게 촉진시킨다(비아그라 효과) . "

거리인 오스트벨리아 남부에만 서식 하며 고유종이기 때문에 존재를

해마가 본초강목에 등재된 것은 약 400년 전이지만 해마가 질병

들키지않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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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전통지식 때문에 해마의 친척들인 실고기와 씨모스(바다나방)들까지도 한약재로 쓰이는 수난을 '6f:하고 있다 사진/진신(왼쪽) 이강쉰오른쪽)

힌국인도그렇지만중국인괴-많은이시이-인들은몸에좋디띤 별것

이 좋있는데 해마술을 댁었기 때분이라는전설이 있다 해미-술은해

틀을 디 먹는디- 해미-가 식당 메뉴에도 있는 경우기- 있고 식료품 시

띠- 한 생에 고량주 400cc 비율로 담이- 딴들띠 1개월 후에 하루 3회‘

장에도 있다. 샘써 죽에 넣어 먹기도하고 꼬치구이 식으로도 먹는

3잔씩 공복에 마신디고 한다 말레이시아 어부들은 커피에 해마 가

다. 베트남 어부들은 빔새도록 바다에 나가 일할 때 피로회복제로 해

루를 타서 먹는다，

미를 딩근 술을 홀짝홀짝 oJ신디 당 고종황제는 만년에도 청춘활력

아시이의 어떤 지빙에서는 임신한 여자들이 말린 해미를 끈에 매
달아 목걸이로 착용한다 진통이 시직되면 재빨리 그 지니고 있던 해

미를 물에 끓여 띠-신다 난신이 예빙된디는 믿음에서디- 물을 끓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띤 해마를 손에 쥐고 아기를 낳는다 그래
야 순산할 수 있고 이기에게도 행운이 옹다는 것이다
격식을 갖춘 힌방에서는 대황. 정피. 옥향 등 디-른 약재들과 함께

해마 당약을 민들어 출신이 임박한 임신부에게 댁인다 해마 탕약을
먹으띤 통증도 거의 없이 이이가 빨리 나오므로 엄마와 아기에도 모
두 좋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해띠를 쓸 때는 대개 두 마리씩 써서 음

%뇨을맞춘다.
말레이시아와 펼리핀의 어촌에는 말린 해미를 집 문에 달이놓거나
이이들의 목에 걸어 주는데 악귀를 쫓이-버리는 부적이디- 인도네시
아와 멕시묘에서는 해마가 재복의 상징 이기도 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섬(없nzibar) 어부들은 해마와 여러가지 풀을 태
운 혼합 갯가루를 만들어 그불과 어구들 위에 뿌린다 악귀 가 들러붙
지 못하게 히여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비는 의식이다

서양의약초학과해마
중국인들이 해마를 약재로 공식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이

지만 해미의 이용은 이-시아óJJ 서 보다는 유럽에서 훨씬 전에 먼저 시
직되었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초자연적 상상의 동물 히포캄푸스
(Hippocampus)가 대중문화 속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은 해마가 벙
으 치료히는 막강힌 효력이 있고 동시에 살생능력도 있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약초학 자체는 중국과 바슷하게 서양에서

도 오래 전에 존재했었디는 사실이다 중국보다 유럽이 먼저 일 것이
라는 주장도 있디- 아주 옛날부터 유럽에도 자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중국에서 너무 먼 바다에 살기 때문에 한약재로서 연잭 특혜를 누리고 있는

,

해룡 c Randy Mlram이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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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연구가 있었고 중국의 신농본초경 같은 표준적인 텍스트북이 있
었디 이 텍스트북에는 자띤에서 약재를 수확히는 방법 써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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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코리데스가 1 세기에 쓴 약초학 저서 마테리아 메디카는 유럽과 이슬랍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16세기까지 중요한 의학서로 이용되었다. 위 사진들은 아랍
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로 번역된 12~15세기 사이의 번역본들이다 :SWiklped l8 .org

쓰띤 인되는것 약재로전환시키는방법들이 설맹되어 있다.

중국과 다른 것은 신농본초경은 원본이 없고 후대의 학자들이 전
해내려온 조각 정보들을 모아 책을 만들었지만 유럽의 ‘본초경’은
그 원본의 복사본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책의 제목은 약
재에 관한 전집 5 권‘ 이 란 뭇인

'De Materia Madica libri

cinque(Co ncerning m뼈cinal matters in five volumes' 이다 쪽
(page) 수는 l천 쪽에 달힌다 간단히 마테 리아 메디카(De Materia
Medica) 라고 부른디
IJ 1

데리이

메디카의 저자는 디오 스코 리데 스 (Pandianus

Dioscorides) 라는 시람으로 지금의 터키인 로마제국에서 태어나
AD때~AD90 시아를 실었디

디오스코리데스가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 :?!매kl∞dlaα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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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세계를 여행했다. 디오스코리데스가 본초경을 만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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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과의사로서 네 로 황제의 군대

디오스코리데스의 영향을 받은 다른 로마의 저

술가들도 해마의 약효를 소개했다 디오스코리데
스와 동시대를 샅냈던 플리니 더 엘더 (Pliny

the

Elder/ AD23~79)는 태선과 나병성 피부점막 치

로마군대의 종군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약초를 연구하고 있는 디오스코리데스
@Robert 까10m， 까1e History 이 Pharmacy in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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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히 기를 여러번 했더니 아들들의 광견뱅이 나았다 여기서 이이:

일리아누스는 동물의 세계’ 말

A ,. -t AIo'r

고도

AIAIA N OY

‘ 여러가지 역사(Varia

기의 요제는 광견병이 공수병 (Hydrophobia)이란 이 름으로도 불리

n"닝，..! ;‘、ι‘·

Historia !Various History)’ 라

CLA VDII

는 14권의 유명한 책을 남겼다

운다는 데 있다 공수병 (恐水病)에 걸 리면 물을 너무 무서워하여 물

Æ LIANI

1668년 동식울， 인간， 풍습， 예

을 미-시지 못한다 갈증을 해 결할수 없다 해마는물에 사는 동물이

술 등 다방면의 우호k 전설， 실

라물을갈구한다 즉물을갈구히는 해미 가물을무서워히는공수병

V;Hi :t Hi fl: oria.
1A:< AQ\'ILLVS f A llεR

제 사실들을 수집한 책으로 오

귀 신을 물리 쳤다는 우회 이다

늘날 잡지의 원조격이다-

cmtnJIf“”’

(~ìWlkl야dia.org

해마 술 마시면 죽는다: 일 리아누스가 기 록한 해마 이야기 들
중에 이 런 것들도 있다. 어부한태 들은 이야기인데 해따의 위장을 삶

A ,‘ J 10

S J'I !.JJI/ /l..1I,
J, K
L "'1

)I,“

Ty l'’ uphu tD

아서 술에 넣으 띤 술이 독성을 갖 게 된다는 것 이다 이 술을 조금만
t 11.

:.,:.

마시띤 격심한구토와 기칩을하게 되고 위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뜨

&. Dlh Îl npo l.mt.

’‘ "C. ‘ XY 111.
r;.' ，It 강 "1 “' t. ZCIV

거운 물이 머리 로 올리갔다가 코를 통해서 가래로 쏟아지 는데 냄새

JtF.‘’.,

가생선 비린내이다 눈은 충혈 되 고 퉁퉁부어오른디 그러나 토해내
했다. 군소는 무해한 동물이지만 당시에는 독성물질(보핫빛 먹 물)을

분비히는 위험 한 동물로 일려 져 있었던 것 이다.

지 않으면 축는다.

이 설 화 뒤에는 진실 하니카 숨어 있다 계 절 에 따라 일부 수산동

물들 내장 속에는 독성 이 생 긴 다 이 독성 은 그 동물이 먹은 음식물
해미의 약효 이야기는 약 100년 뒤의 로미의 저술가 일리아누스

에서 나온 것 이며 그 동물에게는 해 가 없다. 해마도 철에 따라 독성

(Cla uclius Aelianu s/175~235)가 쓴 동물의 세계 (On t h e Natm e

o[ Animal밍리는 17권 시리 즈 책 에도 나온다， 진짜 이야기 ， 만들어
낸 이야기， 설화. 우화‘ 기 담들을 콜렉션한 책 인데 유명하다‘ 디음 두
가지 이야기는 이 책에 니옹 이 야기들이다.

광건병을 고친 해마: 한 늙은 어 부의 자식들이 미 친 개에게 불
려 광견 병에 걸렸디 모든 사람들이 무서 운 병에 전염 될까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버 지는 아침 에 그물에 걸렸던 해마들을 가져왔다 그

는 위장을 빼버린 해미를 불에 태워서 이들들의 상처에 뿌혔다 나머
지 해미 는 식 초와 꿀에 섞 어 혼합물을 만들어 이 액체를 상처에 스며

마띠올리의 민속약품 사전에 실린 해마 그림

www.missou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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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식물학자 마띠올리가 1565년에 저술한 민속약품 사진.
죄측사진/표지， 우측사진/ 내용 펄짐연 ζwww.m.ssou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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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플랑크톤을 먹을

시작한 균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유럽은 약학의 발달로 신속하고 빠

수 있고 이 해미를 약으

르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합성약물 시대 로 돌입했다 그러나 현대의

로든 음식으로든 잡아먹

발달된 과학은 여전히 시용되고 있는 일부 나뭇잎이나 꽃같은 민속

었던 사람이 화를 입은

약초에서 매우 뛰어난 약재를 발견하여 약초학을 재조명하기 시작했

일이 설화로 설명된 것일

다 그러나 해미가 대머리를 고진다거나 광견병을 닛게 한다는 효능

수 있다.

설은 자리를 잃었다. 유럽에서는 이제 말린 해마를 가정집에서 찾아
보 A 어 r).
2TM 녁

유럽에선 해마 약

효 19세기깨 1: 모든
병이 귀신(악령) 때문에

서양에서사라진약초와해마，
한의학에선 현재 진행형

생긴다고 믿었던 옛날이
있었고효능에근거가없

거나미신적인것들도많
이포함한자연약재들을
마띠올리 (Pet ri
(징Wiklpedia.org

Andreae Matthioli).

신봉한 과거도 있었디
그러나이과거는의외로

장기간이었디

유럽에서 실제 해마의 모습이 출판물에 나타난 것은 1565년에 출
판된 유럽의 고대민속약품사전이디- 말하자띤 동의보감 같은 것이
다 고대부터 전래되어 온 자료에다 이탈리아의 식물학자이며 약초

앤구가인 마띠올리 (Petri Andr않e Matt비oli)가 많은 %t을 추가해서
증보포딸 낸 것인데 이 책에 해미-가 약재로 소개되어 있다， 딩시에

이 해미는 너무 기이하게 생겨서 물고기 종류라고 상상하지는 못했

중국의 약재상 @에ki않diaαg

을것이다.

유럽에서는 18세기 까지도 마띠올리와 디오스코리데스의 처방전

유럽은 합성약 시대로 전환되면서 약초의존이 19세기에 사라졌지

이 생활속에 은밀하게 통용되고 있었다. 1753년의 이탈리아의 한 잡

만 중국 중심의 약초학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또한 해마의 효능도

지에는 산모들이 젖이 많이 나오게하기 위해서 해마로 음료를 만들

살이있다 힌의흐써l서 발기부전 치료는 신장의 양기를 돋아주어서

어 먹는디고 했다 말린 해마는 여전히 상비약으로 가정마다 간직되

달성되는데 그 핵심 약재가 해마이다. 성교시에 여성은 음기를 남성

어 있었다.

에게 주고 남성은 양기를 여성에게 주는데 양기가 부족하여 음과 양

유럽에서 약초 의존이 사라진 것은 19세기에 들어가면서 발견되기

의 균형 이 깨지면 남자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이 된다

고전 한의서는 해미를 처방할 때 암수 쌍으
로 사용할 것을 권장힌다

‘사랑‘ 의 상징이

다 약재상들도암수짝을맞추지는못하지만

큰 것과작은 것 두 마리를세트로 판다.

동양에서 약초(한의학)가 건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서구인들은 의심이 많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
이 한의학을 인정하거나 혜택을 받고 있다

한 약초가 수백년 ， 수천년 같은 병에 사용되
어 옹 역사가 있다. 효험이 없었다띤 이런 역

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가 한의학이
전근대적 봉건사회의 쓰레기 미신이라 규정
홍콩 약재상에 진열된 말린 해마와 실고기들 @sara loune

하고 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모택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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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 동충하초， 기타 재료를 삶아서 수프만 마신 다음에 님은 재료들
중국 음식 문화 è， Wlkl∞dla.org

왼쪽사진 중국 길거리에서 파는 꼬치 음식 해마와 전갈들이다
Cé'Wlkl∞dla.org

권을 접。f보니 중국사회는 서구의 의약품을 갖다 쓰기 어려운 가난

처맹-없이 개인이 인의로 시먹을 수 있는 기성 포장 약재니 건강 보조

한니리였다 그 넓은중국땅에서 가난한민초들이 의지할것은약

제의 범람이디 해마분발을주성분으로하여 다른성분과혼합한 환

초 밖에 없었고 양의학이 못 고치는 벙을 한의학이 고치는 시폐도 없

약이나 캡슐약 또는 드링크제 가 건강식품이나 강장제로 대량 유통되

는 게 이-니었디 그리하여 모택동은 정책을 U턴하여 한의학 발달 추

고 있다 어떤 히포캄푸스 정력환 의 구성 성분표에는 해마‘ 호랑이

진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힌의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러가지

뼈 . 물개생식기 도미뱀붙이 등 떨종 위기종 동물들로 꽉 갔다 효능

익별을 약초에서 개발해 내는 데 엽적을 쌓기 시작힌다.

표시에는 ‘정액의 정자 수를 증가시키고 정자의 힘을 강하게 합 발
기부전 해결 조루증 해결 . 사지 허약증과 땀이 많이 나는 병을 치료

임상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해마의 약효: 한의학의 해바

함이리 써 있다

를 현대 과학으로 파고든 결과는 어댔을까? 해마는 힌편 생각해보띤

한의사 처방없이 일반 시장과 인터넷 시장에서도 해마 약재와 건

식물을 닮은 데가 많다. 웅직이지 못하는 일부 식물들이 독성으로 침

강보조제를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미들의 개체 수는 급갑할 수 밖

해자들을 물리치듯이 해마도 수영능력이 없으므로 특수힌 회학물질

에 없다 이 01 6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목되어 있다

을 기졌올 것이라고 싱-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해미에서 적
퇴치용 독성 물질을 발견하지 핏히고 있디-

해마의 구성성분을과학적으로분석해보변 인체에 좋은물질들이

있기는 있다. 그러니 이것이 해마에게만 있지는 않고 다른 식물이나

한약재로 사용되는 해미들 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흔히 있는 켈
토그스 해따(Kellogg‘ s scahorse/H kelloggi) , 가시해마(thorny

seaborse/ H. kuda) , 로우 크라운드 해마 Oow-crowned
se.따101'Se/H.

trimac uJatUS) 등이다

동불에게도 있는 것이디 또한 예를 들어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

인체는 자연의 하나이다1 띠라서 자연의 영호t을 받는다는 한의학

해 해비를 먹는다떤 해미의 크기가 직아서 매우 많은 수를 먹어이하

의 철학은 약재를 지연으로부터 직접 구해 먹어야 좋디는 고정관념

므로 다른 음식에서 그 영양소를 섭취히는 것이 유리하다 도대체 해

을 갖게 함으로서 희귀 동물들의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마의 어떤 성분이 해미를 수백년 . 수천년 동안 만병통치 약재로 자리

왔다 이프리카 코뿔소의 심각한 멸종 위기도 원인이 한의학이었다

를 군혀주었을끼? 서양의학 인정에서는 임상학적으쿄 증땅되지 않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일수록 약재 값이 비씨다. 그러고 딩장 죽을

는한 인정하기 어렵다 여러 현대 과학자들이 임상학적으로 한방을

병이 아닌 몸을 보 하는 약재로 부자들이 애용한다. 만약 해마 약재

연구하고 있지만 해마의 미 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기- 없어진디고해도 이 때문에 급한 멍을 못고쳐 죽을 사람은 없는

많다.

것이다
비아그라가 나오면서 해바나 물개같은 정력제용 동물의 수요가 줄

정력제 해마， 해마 남획 초래: 해미카 중요한 거래 상품으로

어들 것이린 예측이 있었지만 빗나갔디 . 힌약재 나 민간요법에 쓰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해마가 양기부족증에 유효하다는 소문

기 위해서 공급되는 해마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1년어12천만 마리였

이 획대되띤서부터디. 힌의학이 이시이를 떠나 세계로 획신되띤서

으나 최근에는 2천5 백만 띠리로 증가했다는 정보들이 있다 무게로

해미의 남획이 골치덩어리로 등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의시의

7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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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Hnt 남획의 문제와 프로저I

찌s!:스 Pr이ect Seah

중국인 소득증가로 해마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
해마 수출국은 70개국이 넘으며 이중 4 대 수출국은 필리핀. 인도，

베트남.타일랜드이다
해마는 어떻게 잡혀서 한약제상 가게애 진열되는 것일까? 어망(주

로 새우잔이 지인망)에 잡어로 잠힌 것을 어민이 부수입으로 내다 피
는 해미기 대부분이고 해미 전문 어엄형패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

한되고 영세어업이다， 외에 스노클링괴 스쿠바 다이빙 수단으로 채
심히는 방식이 있다. 대규모 어업이 이닌 것 같이도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요 부분으로 부각되어 있다.
1980년 대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들이 해마를 집L아오띤 중국인

수집상이 사당을주고바꿨다 남아메리카 열대 섬들에서는 다이버
들이 해마를 채집해 해삼 수집상에게 필었디(중국은 해삼을 전세계

에서 끌어 모으고 있다) . 역시 중국계 아시아인이다. 아프리차에서도

그랬다.

전운적인 해마어업은 펼리핀의 한두몬{Handumo비이 라는 어촌에
서 시직되었다 한두온은 보홀섬 북쪽 끝에 있는 부속 섬 잔다얀
(Jandayan)에 있는 인구 800 명의 직은 어촌이다. 이 지역은 다나존
뱅크(0삐에on 없nk) 라는 산호초가 잘 말달된 이중 대보초(double

barricr rcef)의 한구석이다.

필리핀에서는 1966년에 조개껍질 수집상이 아이들에게서 해마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한두몬 마을의 해미- 어엽이 시작된 계기였다
아이들 용돈벌이가 어른들의 직엄으로 확대됐던 것이다. 해미잡이
어부틀은 이:깃앤1 작은 방카보트들 티고 나가는데 등유 랜턴을 뱃전
에 매달이- 콸속을 밝히고 자벽질로 헤비플 잠는다 이들을 랜턴 어부

OanLcrn

fïsh er)라 부른다- 해마는 헤엄을 잘 옷치기 때문에 밴손이

청산가리를 암초에 뿌려 고기를 잡는 동남아시아 어촌사람들. 암초의 생태계가
심 ζ녕때| 따괴된다 .c~ PD

나 작은 그물로 떠내듯
쉽게잡을수있다

한두몬의 랜턴어부들
은 1985 년 까지만 해도
하룻반에 최하 50 마리
의 해미를집았다 펼리

핀에서 보흘‘ 세부， 잠보
앙가 빛 팔라왼- 이들 4

개 지역이 해마 거래 중
심지인데보흘섬의한두

몬 어부틀이 가장 활동
적이었다 . 마을 인구

800명 중 거의 반이 해

마잡이 로 생계를 해결했

위사진/ 야간에 해마잡이를 나가기 전 준비 중인 필리핀의 랜턴 어부들
우측사진/ 스킨다이빙으로 해마를 잡은 랜턴어부가 보트의 랜턴 불빛에

해마를 확핸뾰고 있다. Cou rtesy 01 Pr<이에 Seahαse

을뿐아니라돈을 저축
하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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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 리 핀 한두몬 마을의 해마잡이 어부들

Courtesy 이 Proiect Seahorse

해마보호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두몬 주민들

Courtesy 이 Proiect Seahorse
이 시기에 랜턴어부들은 해마 1마리 당 6페소를 받았는데 히룻밤

빈센트 박사는 필리

에 잡은 해마를 팔면 다른 노동 품았의 3배 이상을 벌었다. 그러나

핀 한두몬 어촌의 해

이 해마가 마닐라의 힌약재상이나 관상어 가게로 가띤 마리 당

마 개체 수 극감현상

35~80페소로소매되었다. 필리핀의 해마는대부분해외로수출되며

을 전해 듣고 필리핀

종이 희귀하거나 품질이 좋은 말련 해마는 한약재 시장에서 키로그

으로 날아갔다 생태

램 당 250-、ι450 달러가 니갔다 필리핀에서 거래되고 있는 말린 해

계의 파괴와 그 부활

마는 lkg에 300~450마리 가 담긴다 살아있는 해마는 키로그램 당

에 관해 연구할 수 있

1500 달러 가나갔다

는 좋은 실험장으로
생각되었다 빈센트는

프로젝트 씨호스(Project Seahorse): 해미- 연구단체로
유명한 프로젝트 씨호스(Project 않ahorse) 라는 것이 있다. 세계 여

우선 어민들을 계몽시
켰다

러나리의 과학자들과 후원단체들이 1996년에 만든 NGO로서 세계

어민들은 해마의 배

연구챔을 연결핸 사무실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서 새끼들이 나온다

어업연구소(Fisheries Cen tre) 안에 있고 이 연구소의 소장은 아만

는 시실을 믿지 않았

다 빈센트 박시{Dr. Arnanda Vincent. 여성)이다.

다. 어 민들은 해마의

씨호스 프로젝트는해마만보호하려는환경운동이 아니다 수심이

수컷이 임신한다는 사

홍콩 시ε뻐|서 말린 해마의 종을 확인하는 프로젝
트 씨호스 연구원들

Courtesy 이 Pr이ect Seahorse

깊지 않은 연안 해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으므로 해양 생태계 파괴 상

실도 물론 몰랐다 빈센트는 해마의 새끼 낳는 장띤을 실힘실 장비

황은 이런 연안 해역 관찰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아내고 해결방법을

로 보여주어 어민들을 놀라게 했디 - 박사의 교육 목적은 새 끼 밴 해

찾아낼수있다. 그런데

마는 바닷물웅덩이 에보관해두었다가 출소딸한다음에어미만판

이들 해역에서 생태계

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알을 밴 채로 잡히는 해마의 생태 특징

파괴 가 어느 정도인지

은 개체 감소의 큰 원인이 된다 해마와 같은 크기의 물고기 는 20만

협e싸혔Seaho(se.
ADUM(IM6 MAl IM( (0

’‘’‘ IV ATl O’‘

를잘나타내는 지표는
해마의 번식 과개체 수

를통해서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 프로젝트
씨호스의 주장이다 해
미-가가장오염에 취약

하다고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프로
아만다빈샌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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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젊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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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씨호스에는 해마
를 전문적으로 연구하
는 여러나라의 학자들
이합류하고있다

홍콩 중국 약재 협회 임원과 해마보호운동을 논의하는 아만대죄로부터 세번째)
와 사무엘리(오른쪽 끝). Courtesy 01 Pr이때 Sea horse

개 이상의 알을 산란시키지만 가장 큰 해마는 2 천개， 대부분은

100~300개， 작은 해마는 단 5개의 알만 품는데다가 알을 몸에 지닌
채로 잡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일

처제 인 해마는 짝이 죽으면 짝이 없는 상대를 만날 때끼지 재생소L을
하지못한다
프로젝트 씨호스와 빈센트 박사는 필리핀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
범위 비-다를 지정하여 어로 행위를 자제하도록하고 바닷물 웅덩이 를

만들어 잡혀옹 어 1]1 들이 그곳에 새끼를 낳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갔
다 해마의 개체 수가 증7}히는 것을 보여주고 선택적으로 채취하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나갔다
홍콩의 한악재상에서 말린 해마를 실며보는 아만다. Courtesy 이 Project Seahorse

빈센트 박사는 그의 연구에서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사이에 세계의 해마 자원이

50% 감소했다고 주장

했다 세우잡이 저인망， 다이너 마이트 어엽， 청산가리 실포 어획 및
관상어 수요증가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로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자 한약재로서의 해
마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

2011 3. 10 조선일보

기사: 13 억 중국인 회맛 알았다 국 내 수산물 가

격 들썩. 中 소득늘자 식료풍 블랙홀 돼. 국 내 공급량 줄 면서 물가 자극. 중
국인 갈치. 고등어. 오징 어도 먹기 시작:)

필리핀의 해마 어획량은 30%로 감소 되었지만 필리핀은 세계 해
마 어획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1990년대 기준으로 일년에 약

2000만 마리 가 세계시장에 나오는데 필리핀은 말린 해마 470만 마

홍콩 한약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말린 해마 Courtesy 이 ProJect Seahαse

리. 관상용산 해마 50만 마리를 수출한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여 해미의 수요는 2천년 대에 더욱

붐을 일으컸고 값이 상승하면서 해마 채집 해역은 다른 나라들로 확
대되어 갔다. 이를 걱정한 빈센트는 프로젝트 씨호스를 이끌며 벌인
캠페인 끝에 2002년 제m차 시태스(CITES) 회의에서 해마를 국제거

래금지품목으로 지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고래상어와 돌묵상어

(Ba sking shark)도 추가해서 채택되었다 CI돼S는 육상동식물과
바다 포유동물들만 멸종위기 금지품목에 올리다가 해마를 금지품목
에 올리게 되었는데 어류가 금지품목에 올라간 것은 해마가 최초이
다 빈센트 박사와 프로젝트 씨호스의 노력으로 이 루어진 성과였다-‘
(※ CITES : Co nvent i on on International Trade i n

Endangered Species of WiJd Fauna and Fl ora/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EU+175개국 가입)
그러나 ClTES의 포경금지와 마찬가지로 해마의 국제거래금지가

필리핀의 해마보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필리핀 해g학자와 원주민들

Courtesy 이 ProJect Sea 않

자리를 집아가는 데는 난관이 많다. 어떤 종은 잡아도 되고 또는 인

서 시장 공급도 해결하

되고， 같은종이라도 어떤해역은개제수가풍부히니까잡이-도되고

자는 춰지이다 그러나

히는 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힌다 예를 들어 세관원이 해마의 종을

10cm 크기 이상 도달하

어떻게 식별하며 ， 또 그것의 산지가 어느 바다인지 어떻게 가려낼 것

띤서부터 재생산할 수

인가? 그러나 여하튼 어떤 나라가 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든 아니든

있는 몇종들은 종의 보

CITES 협약을준수하고있는 나라라면 해마거래는일단불법이다.

호가 안된다는 결점이

빈센트의 제안에 따라 CITES는

10cm 제한 조건을 만들었디

lOcm 이상 크기만 거래를 허용히-기로 한 것이다 번식을 유지시키면

있다

1998년 띨리핀 해마보호 운동 워크삽
Courtesy 이 Pr이ecl Sea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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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임선출산하는유일한동물，
수태의비밀

다. 정지를 생산하면 수컷이 고
난자를 생산하면 암컷 이디 .

이 세ι벼l 서 수컷이 임신을 하고 출산고통까지 젊어지는 동물은

그런데 . 해마의 알과 정자는

해마가 유일하며 이 것은 동물계의 대원칙을 파괴 히는 이해힐 수 없

어느 순간에 서로 결합히는기?

는 미 스터리로 일려져 있다- 수컷이 이미 수정된 알이나새끼를 껴인

새끼 를 낳는 태생 물고기들은

고 보호히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해마는 임신까지 한디는 점에서 다

그들의 교접 장면을 인간에게

르다’

들킨다. 난생 물고기들도 물에

해마의 배주머니가 캉가루의 육아낭과도 디-른 것은 해마의 배주머

정액을 쏟이내는 데이 트 장연

니는 말하자면 자궁의 기능까지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계

이 사람들에게 발각된다. 그러

의 수킷과 암것의 기준이 무엇이 Lj:?는 질문이 나온다 그건 간단히

나해미는위의 이떤장면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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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로 쟁 }쥐고 있으면 강한 조류도 문제가 안되는 해마 노탤뻐 } ε Joe Bela매er

포세이돈의 승마(Poseidon’ s8않ed)에 쓴 디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과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배주머니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
라고 추정 (asswne)해 왔지만 근래에 해마를 자세히 해부해보았더 니

수컷의 정액 도관이 배주머니 밖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액을 일반 물고기들처럼 물속으로 분사시키게 되어 있다는 의미
이다’ ‘그렇다면 물속으로 쏟은 정액은 물살에 쉽게 쓸려가버릴텐데
배주머니 속의 알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

나 해마의 배주머니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하면서 완성된 것이므
로 그런 초보적 약점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하튼 해마의 배주

머니는 실존히는 것이띠 새끼를 부화시키고 기르기에 논리적으로 가
장 적합한 장소에 있다. 그런데 왜 수컷에게 있는가가 의운이다
위 헬렌 스케일스 박시-의 글이 최종적인 정보였다. 그러다가 …... 1
수컷의 배주머 니 에서 알이 수정되어 성숙되 먼 완전한 어미 모앙의 새끼가

나온다. Courtesy 01 Rudle H Kuiler

킨 적이 없다. 다만 암컷이 알을 수컷의 배주머나 구

멍 속으로 넣어주는 장연만 공개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해마의 알이 수컷의 배주머니 속에
들어간 후에 수컷의 배주머니 안에서 정지들과 수

정 과정을 거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
이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었던
것이지 그 사실을 증명시킨 과학자가 없었다 그리
하여 이 사햄l 의문을 가진 골수 과학지들 λ에에
서는 오랜 세월 동안 퍼 즐’ 로 취급되어 왔다. 해마

는 사육되고 있으며 어항 속의 해미들은 과학자나
관상어 애호가들 눈 바로 앞에서 사생활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도 침실의 퍼즐이 풀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또 하니의 퍼즐이다
필자는 이 글을 만들면서 ·해마 알의 수정 순간

이 어떤 자료에서든 나오겠지하고 기다렸으나 수많

은 수집 데이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발
견한 것은 해마 전문 어류학자 헬렌 스케일스 박사

(Helen 8cales.

PH.D. )가 최근에 간행한 그의 저서

다이버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해마는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뒷이야기들을 갖고 있다. 사진/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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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킷(왼쪽)이 배주머 니 입구를 크게 확장시켜 암컷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자가 쓴 과학기사였다. 제목은 “과학자들. 가장 난감했던 해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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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해마 퍼즐풀렸다!

Co nnor)
지 2007년 1월 19일자 스티브 콘노르(Steve

lndependent}

염물질 감염에 유리하다고 믿어져 왔
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그 믿음도
깨졌다 정액을 배주머니로 흡수할 때
오염된 물도 함께 안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없다.
이 실험은 영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노령해 ul{Yellow 않빼orse)를 실험한

것이며 다른 종에서도 두 가지 타입의
정자가 발견될 것인지 더 연구해 봐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해마의섹스행위장면
해마는 일부일처형 이지만 첫 상대

를 선택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린
다. 여러시간 또는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프로포즈하기 전 너무 긴

뜸을들인다
대충 눈이 맞은 커플은 같은 해초

줄기에 꼬리를 김아 자리를 집고는 다

모래 바닥에 앉아 있는 해마 :c:Danlel wlhelm Nlisson

시 뜸을 들이다가 폼을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이름답게 춤을 추기 시

어올리며 위로 푼다 이것을 보고 수젓이 흥분하여 꼬리를 위아래로

직한다 그러 다가 해초를 집았던 꼬리를 풀고 일어니 서로의 꼬리를

강하게 휘저으며 뒤따른디

김은 다음 머리 를 맞대고 헤엄치기 를 시작힌다

암수는 히공에 정지히여 비행기 들이 공중급유히듯 배를 서로 갖디-

둘은 이때부터가 위험하다. 욕정에 티올라 은폐 해초에 숨는 본능

대는데 단 한번의 동직으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몇 차례 떨어졌다가

을 잊고 떠오르기 때문이디 암컷이 먼저 꼬리를 쭉 뻗고 고개를 들

다시 몸을 들이댄다， 암컷의 배가 수컷 배의 약간 위에 와이: 옳은 자

솟헤드 씨호스의 교접 연속사진

Shorthead seahorse
Hippocampus breviceps
@ 암컷이 산란관을 수컷의 배주머니 구멍에 각
도를 맞추고 있다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

@산란관접속성공

@ 더확실하게디밀기
@ 알전수

@ 일이 끝나자 암컷(웨이 수컷으로부터 떨어
져 나가려고 힘을 쓰다가 투명한 알 2개를

물에 흘렸는데 수컷은 흘린 알을 안으로 꿀

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이 관잘되었다
부화기간은 약 3주일， 암수의 구분은 약 3개월
후에 배주머 니 의 샘성 여부로 가능하며 6개월
후에성적으로 성숙된다

Cou rtesy 01 Rudle H KU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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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의 미팅 해마는 대 개 보름달 밤에 짝짓기를 하며 데 이트 중 리듬있게 소리를 낸다- 밤새도록 시간

이 걸 린다 종영‘

Shorthead seahorse, Hippocampus breviceps. Courtesy 이 Rudle H K띠er

일반 물고기와 달리 해 마의 증을 알아내기는 매우 힘들
다 사진으로는 특히 더 하다 사진/진신

또하나의퍼즐，

펴그마 해마는 암컷이 임신한다?
피그미 (pygmy)는 난장이 즉 작디는 뭇이다.
피그미 해띠들은 거의 모두 길이가

2cm

미만이

며 가장 작은 것은 13.8mm(Hippocampus

sa tomjae).

가 장

큰

것 은

약

4.5cm(Hjppocampus minotawJ 이 다 피그미

해미는 작은 해마이지만 작은 해띠란 뭇 보다는
배주머 니에서 갓 나온 새 끼 두마리가 안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기 다리 며 서로 잡고 있다

Courtesy 이 Rudle H KUller

유전자가 다른 해 u]들과 다른 구룹이라는 의미
가먼저이다
뉴칼래도니이- 비-다에서 가져옹 고르고니언

신호를 조정용으로 수족관에 넣었는데 여기에 작은 해마가 붙어 있

세가된다

공중급유각도기-완성되띤둘의 옴에 이상한현상이 벌어진다 불

었다 우연히 발견된 이것이 최초의 피그미 해마(Hippocampus

룩하기만 했던 임젓의 배 힌가운데에서 꼭지 같은 것이 불거져 니오

bargiban 띠이며 이름도 피그미 씨호스로 정해졌디 크기는 2mm 이

더니 가운데가뚫어진튜브가된다 수컷은힌껏 벌려놓은그의 배주

며 1970년에 학명이 정해졌다 그 이후 1997년부터 다른종들이 발

머니 구멍을 들이대주고 임컷은 그 속으로 튜브를 쑤셔넣는다 그리

견되기 시작하였으며 피그미 씨호스 라고 하띤 정확히는 최초로 발

고나서는 서로 허리를 제치고 미주보는 자세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견된 종을 의미하고 이후에 발견된 것들은 피그미 씨호스 앞에 다른

모양이 미치 하트 마크 같다 이제 암킷은 튜브(배란관)를 통해 알이

어휘를 하나 더 붙이거니- 또는 ·피그미 씨호스 를 뺀 다른 이름으로

든 액체를 수컷의 배주머니 속으로 짜 넣는다 그러나 이 섹스 장면

부른디- 현재 쿠이터(때뼈r) 의 최신 저서를 기준하면 약 H종의 피그

의 클라이맥스는 6~7초에 끝나고 만다

미 해마류가 분류되어 있고 이중에서 학명이 확정된 것은 약 9종이

아전수식이 끝난수컷은암컷과헤어져 내려오며 그순간부터
수컷의 화려한 흔인색은 퇴색된다 알들은 약 3주일 동안 아버지

다.숫자에 약을붙이는이 F「는해마의종분류가어려워서들쭉날
쭉하기 때문이다.

의 안전한 요람 속에서 성숙해 간다. 임무를 꿀낸 임-킷은 현장에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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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구;'1굉

사젠김은증

사진/구지굉

환경과 구별할 수 없게 색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띠그미 해마

머니기 있는 해마와 다른 종류로 속(genus)를 분리해야 한디고 주장

살지 않는다. 집단거주히-기에는 그들의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다 일반 해마와 형태학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새끼 를 수

수영능력이 형편없으므로 짝을 찾기 위해 멀리 돌아다닐 수도 없다，

컷이 낳지 아니하고 암컷이 임신해서 낳는다고 주장한다.

따리서 인연을 맺은 암수는 서로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야 반복해서

그는 피그미 해마가 데이 트히는 장띤을 여러번 관칠했는데 암수기

후손을 만들어내기가 유리히다 또한 자신의 후손 번식 기회를 이-부

서로 마주보고 배를 갖디대어 알을 전해주는 배주머니 해미들괴는

때나 잡을 수 없디는 불안김을 가진 수킷은 자신이 직접 임신하는 것

달리 암수가 몸의 옆구리를 서로 댄 디음 수컷이 성기기 있는 부분을

이 상책이다 이 방식은 새끼들이 백퍼센트 자신의 자식임을 보장하

암컷의 국부 쪽으로 디빌면서 위로 민다고 했디(사진 참조). 이 행위

는 장점이 있다. 사람도

는 짧은 시간에 끝나며 이 행위는 수것이 암컷의 몸에 정액을 주입시

보장하지 못히는데 수컷 해마는 씨에 대해서는 의심할 펼요가 없다

키는것이라했다.

DNA

낌시를 하지 않는한 친자식을 백퍼센트

수컷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암컷은 거의 매일 아침에 수컷을 찾아

쿠이터는 그가 관찰한 피그미 해마
암컷을 X선 촬영했다. 사진에 보띤 몽

} / lfL짧앓i

의 아랫부분 6개의 제륜 범위 속에 여
러 개의 어두운 동그라미들이 보인다

이것은 배이-(embry이라고 그는 주장
한다.
해마 연구에 띠친 그는 피그미 해미

가 알을 주고받는 장면을 한번도 못

12th trunk-ring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교 행위 장띤은 여러

차례 보았디고 밀한다. 그러나 그의

믿음(암컷이 임 신하는 것)이 확실한
것 이 되려면 이 정도의 관찰만 가지고

는 안되며 다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말했다

일부일처제
다 자란 해미들은 원칙적으로 몰려

피그미 해마 두 마리가 교접 중인 장면(내용 설명은 본문
에) 은펴|색이 워낙 뛰어나서 두 마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임신한 피그미 해마 암컷의 X레이 사진(내용 설명
은 본문에). Courtesy 이 Rudle H KUlter

Courtesy 01 Rudle H KU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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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처음 데이트할 때처럼 춤을 추디가 사라진다 수것은 그 시간 외

에는 혼자 있으며 만삭이 되어갈수록 수컷은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 새끼들이 배주머니 구멍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불렀

던 배는 금방 흘쭉해진다 새끼는 몸이 투명하지만 완전한 해마의 모
습을 갖추고 나온다 분만은 몇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3~4일 산고

를 치 를 수도 있다 분만이 끝니면 바로 재임신을 한다 매일 방문하
는 조강지처가 있어서 바로 다음날 알을 인계받을 수 있다 수컷은

늘 임신해 있고， 매년 적어도 열다섯 차례 산고를 치르며 평생을 보
낸다.

해마아내의가막힌정절
빈센트 박시는 오스트펠리아에서 연구한 호}이트스 씨호스(whj따

s s않horse)에 관한 흥미있는 일회를 소개한 적이 있다 어느날 밤
연체동물로 추정되는 포식자가 임신한 해마 수컷의 파우지에 거머리
같이 들러붙어 구멍을 뚫고 새끼들을 모두 빨아 먹었다 수컷의 상처
가 심해서 빈센트 박사는 곧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니 암것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장가 못간 수컷들이
임컷을 유혹했으나 유촉을 물리치고 매일 아침 님편에게 찾아와 해
미들의 전형적인 짝짓기 댄싱을 했다. 이러기를 여러 달， 드디어 수

컷의 상처는 이물었고 다시 임신을 했으며 새끼를 낳아 아버지가 되
사랑의 상짐 마크로 쓰이는 해마 하트 @denls

었다. 빈센트는 ·‘세상에! 동물세계에 이런 정절이 있다니!“ 감탄하지

화장한 어느날 아늑하게 느껴지는 나무그늘 밑에서 졸고 있는 듯한 해마들 (c:Mlfa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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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3/4월호

해마 부부가 있는 화려한 산호초 풍경 야ÆlcsplX

않을수없었다고한다

해마가내는소리
모든 동물이 동족간에 의사소통 수단을 갖고 있다. 해미도 어떤 방

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미소니 언 연구소의 어류학자 데오도어 질 (Theodore

Nicholas

G버. 1837~ 1914)은 1905 년의 ‘해마의 생활사 라는 논문에서 10여 년

전에 다른과희자한테서 들은디음과같은 이야기 를썼다，
‘두 개의 유리 헝아리에 들어있는 해마를 스케치하고 있는데 갑자
기 찌르룩하는 소리와 손가락 관절 꺾을 때 나는 딱. 소리 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두 유리 그릇에서 해마가 내는
소리였고 소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았다”

이보다 훨씬 전인 1874년 문헌에는 “해마의 턱을 만져보았더니 진
동이 느껴졌다. 진동은 너무 빨라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이한 소
리기- 나고 있었다’ 는 내용이 있다.
과학지들은 이 소리에 대해 줄곧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얼미전

에 의문이 풀렸다. 고속 비디오와 녹음기를 이용한 실험에서 해미-의
머리 뒤에 있는 골질 돌출부가 머리관{coronet: 머리의 왕관같은 장

식 돌기) 구조와 충돌하여 니는 소리였다.

,

해변가의 해마 동상 Cc Ferenz

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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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부 해Dt의 칸추린 어류학
Part 5. Short Ichthyology of the Hippocampus
.

해마의조상은?

r
,‘

‘.

전통적 연구 방식의 학자와 현대의 유전자 검 사법 을 이용하는 학
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히는 것은 해마의 조상이 파이 프피쉬 중

어 느하나라는것 이다.
회적은 연대별로 발견되 어야 그 진화과정을 알이낼 수 있으나 해
마의 회적은 드물고 이탈리아에서 5백만년 전 돌에서 발견된 것 밖

에 없디가 최근에 1천3백만년 전 화석이 슬로베니이에서 발견되었
다 최초 해미의 탄생시기를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해마의 탄생을 적

어도 1천6백 5십만년 전으로 본다

위 회적들은 학술적인 설명들을 받은 것들이 다 남부 오스트 렐리
아의 웨이크펼드 (w.밟éleld) 띠을에서 발견된 해마 회적이 있는데

해마 직전의 조상은 띠그미 nf이프호스(Pygmy

슬로베니아에서 빌건된 화석들 왼쪽 해마의 모g떨 갖추기 전에 해마 조상，
우측 해마의 모습을 갖춘 해마 조상

Courtesy ofJure Za tohar & To때z Hitij

Pipehorse / Idiotropiscis sp ，)일 것이라고 학계는 추측한다. 위 그림은 MBC lV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윌리스 라

인(이정준 감독)에 소개된 매우 작은 피그미 따이프호스의 동영상(인도네시아 렘베에서 촬영)을 잠고로 조굉헌 화백이 그려서 다큐맨터리 내용에 소개한 것이다 그
림과 가장 유사한 피그미 따이프호스를 도감에서 찾아보면 니들 미그미 파이프호스(Needle pygmy pipehorse: Kyonemichthys rumenga미 40mm)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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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자세형의 진화

해마

감는 꼬리의 진화，
알받이따우치가밀

펴|형으로진화시작

해마쪽을닮은미
그미 파이프호스

l
표피의 골질화，
앙턱의 유합， 수

I

I 1

(파이프해매
실고기쪽을닮은
피그미 마이묘호스
(따이프해마)

조상/실고기를 닮은 피그미 파이프호스

컷의몽에일부착

알보호마우치
있는실고기

튜브

타입의

일보호마우치

주둥이가 이미

없는실고기

존재했는가?

제371 시신세(織世)

접신세(흙新世)

EOCENE

OUGOCENE

4

4

4

爛빠一

알수없는어떤조상

실고기와가장

가끼운인척

현재

오스트럴리아의

해초지대로확산

가장 오래된 해매seahorse)

가장 오래된 실고기 (pipefish)

화석 (Monle

화석 (Tunjice)

Bolca)

해 마의 진화과정 . Courtesy 이 PrOJect Seahorse
이 화석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헤석되었다는 이야끼는 없고 화석과
관계된표E주회샤이야기만질알려처있다

포도주 회사인 웨이크필드 와인스 (w삶e!ÏeJd Wines)의 포도주병

해마가 파이 프피쉬로부터 분가해 나왔디떤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것 이디

대부분의 학지들은 해마와따이 프피 쉬 사이의 중간형태가

피그미 파이 프호스(Fγgmy pipehorse) 라고 믿는다 피그미 파이프

에는 3마리 해마 그림 이 라벨로 붙어 있다. 회사의 상표이다. 옛날

호스는 3부류가 있다@대서양‘ @안도

태평양. @오스트렐라애 .

이 포토주 공장의 칭업주(BiJJ Taylo셔 가족들이 표도농장에 탬을 만

이 중에서 오스트렐리이의 피그미 피이프호스가 가장 해미와 가깝게

들기 외해 땅을 파다가 해마 화석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정

닮았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완성체 해마는 큰 해미-가 이-니라 피그미

사로 여겼다 과거에 이 내륙 땅은 바다였던 것이다. 가족들은 번영

파이프호스가 진확한 피그미 해마 라는 것이다‘

을 약속해 주는 길조 라고 확신

하여 상표로 해마를 사용했는

I웰짧훌훌흩l
。F

C LARE VALlEY AU5TRA Lt A

포도주 회사 웨이크밀드 와인스의 상표

해초 멧목 다고 분산 이주

데 그 덕을 봤는지 오늘날 왜이

위 이야기에서 도출된 추론은 해띠는 오스트렐리이에서 처음 생겨

크필드 와인스는 유명한 포도

났다는 것 이다 해마의 출생지 가 오스트렐리 아인지 다른 곳인지 획

주 회λ까 되었다

답은 불기능하지만 그게 맞다띤 헤엄도 못치는 해마가 어떻게 세계
의 해양으로 진출했나? 이 것이 의문이다. 불 중층에 일-을 낳으띤 조

암수가 수평으로 헤엄치며 교접하는 실고기들은 알이 수컷의 항문 앞쪽으로 붙는다 사젠이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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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백 따이프 띠쉬(Ring-back pipefish:

Stripecampus

cristatus)의 구애와 교접 장연

구애의 애무 과정이 끝나면서 수컷(첫 사진의 왼쪽)이 복부 개폐식 따우치를 열어 풀고 있다 따우치의 부드러운 속 띠부에서는 정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해마의 배
주머니 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알을 받는 파우치이다 암수는 위로 상승하면서 몸을 합친다 암컷의 배가 윗쪽으로 수컷의 따우치를 밀어대면서 알을 부착시킨다
CαJrtesy 이

Rudle H Kuiter

류와해류에 흘러 확산될수 있
지만 해마는 알을 외부로 흘리
지도 않는다. 새끼들은 완전힌
모%t을 깃추고 나와서 출생지

근처애 마문디‘
해답은 멧목 밖에 없다 해마

는 꼬리로 낌아쥐는 특기가 있
으므로 해초가 비픽에서 떠올리

표류를 시직해도 해미는 헤엄치
지 않고 무임승차할 수 있다. 그

해초가 덤불형태이연 그 인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수많은
작은 동물들이 표류체에 모여들

어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양

고스트 따01프 피쉬는 암것이 뒷지느러미를 마우치처럼 이용하여 여기에 자신의 알

고스트 파이프 띠쉬 암컷의 알 따우

을 담아 부착시킨다. 사젠김은증

치 내부를 촬영한 사진 시젠김은종

을 떠돌다가 해초 덤불이 어떤 해안가 얄은 물에 표ξL하면 거기서 새

삶을시작힐수있다 그이주거리는수천 키로미터 이상가능히다

알을 몸에 붙이게 된 것은 점착성이 강해진 알이 교접 중에 우연히
수컷의 몸에 들러붙었는데 이 알이 포식자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성
공적으로 부화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배주머니 어떻게 전화했나?

둥지에 부착시킨 알보다 어미의 몸에 붙은 알은 생존율이 높았다.

실고기류들은 각자 서식환경 특성에 따라 알을 배에 붙이는 방식

일은 더욱 접착성이 강해졌고 암수가 교접할 때 암컷의 어느 방향에

을 진화시켜 왔디- 번 조상들은 알을 바닥 둥지에 붙였거나 물에 살

수컷이 위치하느냐에 따라 알이 뜨거나 내려가도록 알의 부력이 결

포시키는방식을사용했을것이다

정되어갔다 .

-74-Scuba Diver 2011 년 3/4월호

알 가진 수컷 잎사귀 해룡{ Leafy seadrago미，
01 Rudie H Kuiler

알 전수식을 끝낸 실고기 ， 밴디드 따01프끄| 수I ( Ba nded

Pipefish) 시진/구자굉

Courtesy

알의 부화 성공률이 함에자 알의 개수는 적어지고 크기는 커졌으 구조적 특정
해마는 왜 그렇게 기이하게 생겼을까? 우연히 그런 모양이 된 것

며 새끼 출소}이 성공적이자 더욱 개수를 줄이고 알을 크게 만F들었다.

인가? 자연에 우연한 동물 모양은 있을 수 없다. 기이하게 생긴 특정

처음에는 헤엄쳐 다니는 실고기류들에서 보듯이 수컷의 복부에 알

드이 다 이유가 있고 실L아가는데 목 필요한 것이다

을 덮어주는 덮개가 없었다 복부 피부를 부드럽게 하여 알이 잘 들

해미-의 몸 구조에서 가장 별스러운 모양은 코일 모양의 꼬리부분

러붙게 하고 암컷은 수컷의 배에 붙은 알을 몸으로 밀 어서 수컷의 그

이다 디른 물고기 들은 꼬리를 좌우로 휘저어 헤엄치는 데 사용하지

자리가 점점 우묵하게 들어가도록 했다.

헤엄쳐 다니 는 종들과는 달리 비닥이나 해초에 붙어서 사는 종들

만 해미는 꼬리를 물체를 잡고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은 알 보호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수컷의 알받이

해초나 산호 줄기 에 꼬리를 휘감아 힘을 주고 있으면 조류나 물살이

피부 가장자리에서부터 여분의 피부 폭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분적으

아무리 깅해도 해마는 그네 타듯 리듬있게 흔들리기만 한다

흥미 로운 것은 꼬리 를 어느 방향으로나 구부릴 수 있고 직선으로

로 알을 보자기에 싸듯히는 반개폐식으로 진화했다.

펼 수도 있으며 목도리처럼 목에 감을 수도 있고 자신의 머리 를 긁을

해마는 해초같은 물체에 고착해 사는 형태이므로 해마 어미를 공

수도 있다.

격하지는 않아도 해마의 몸에 올라타는 작은 적들이 알을 먹 어 버림
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개폐식 카버에서 더 발전하여 완전한 밀

폐식 주머 니 로 진화한 것이다

코로넷 coronel

I

해마의 사촌들인 다른 실고기류들은 수컷의 몸 어디에 알을 붙이

꼬리 lail

는가가 여러가지로 다르다 이것은 암수가 교접할 때의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 암수가 수직으로 서서 몸을 합치는 종들은 알이 항문 뒷쪽
에 붙고 수평으로 헤엄치며 교접하는 종들은 알이 항문의 앞쪽에 부

아가0 1

뚜껑

착되는데 교접시의 자세 때문에 달라지는 젓이다，
재미있는 것은 고스트 파이프피쉬의 알받기이다. 고스트 파이프피

쉬는 바닥의 포식자가 큰 지느러미들을 쉽게 물지 못하도록 머 리를
아래로하고거꾸로서서 바닥의 먹이를찾아다닌다 이러한특성 때

문에 고스트 파이프피쉬는 수것에게 알을 건 네주지 않고 교접 할 때
암컷이 뒷지느러미를파우치 모양으로오무려 자신의 알을자기 몸

에간직한다.

배지느러미

pelvic fin

※ 그림훌치 COl띠es'{ 이

Rosana SlIvelra. Prorecl Sea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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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에는 지느러미가 없지만 4개의 지느

러미 가 다른 곳에 있다 작고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지느러미는 꼬리의
기부에 있다 양쪽 뺨 후방에 있는 2개는 정

면에서 보띤 귀처럼 보인다 나머지 하나는
복부 이-래에 있다. 지느러미들은 1초에 40번
모g토。녁「C그大

휘젓기 를 한다 진동이 너무 빨라서 사람의
눈에 투명한 지느러미가 더욱 안보인다

해마는 수영 속도가 없는 대신에 위로 아

터처럼 호버링 할수 있는재주가 있다

잭 쿠스토는 해마가 30cm를 헤엄치는데
1분 30초가걸렸다고썼다. 호벼링 이 든느린

가슴지느러미

Ei
~ Jaws

pectoral fin

저」자。
工 m-P그

래로 앞으로 뒤로 어느 방향으료니 헬리롭

주둥이 sn。미

배지느러미

anallin

헤엄이든 해마에게는 벅차서 가까운 물체르

잡는것이우선이디

적이 접근해오면 도멍가서 없어지

녁m

것이디

꼬리

해마는 수영 속도 대신 위장술을 선택한

는 것이 아니라그지리에서 위장술로증발

해버린다. 눈깜빡할사이면 된다

배주머니(수컷) bnαJd pouch
등면(뒷연)

dorsal(back)

해마는 비 늘 대신에 골질판들이 연결된
갑옷을 입고 그 표면에 색상이 변히는 피부
를 발랐다 문어 처럼 지-신의 둘레 환경색괴
부늬로 깜쪽같이 변한다. 맹그로브 숲에 살

때는 노란 낙엠인 척히고 산호초에서는 밝
은 오렌지색 산호로 위징-한다.

해마의 갑옷 자체도 방어수단이 된다 단단하고 거칠은 피부 때문
에 포식자가삼키는데 어려웅을당힌다 불고기들의 조상은회진시
대에 든든힌 갑옷을 입었있는데 해띠는 진호}를 거꾸로히-여 되돌이칸

것이다. 과거에 해마를 오랫동안 갑각류나 곤충인 것으로 오판했던
이유는 비로 이 겁옷 구조 때문이었다. 비-디-가재 나 많은 갑각류들이

hrst trunk
nng

성장 도중에 주기적으로 탈비꿈을 해야 히-지만 해마는 갑옷이 함께

저11 치|륜

성장하여 위험한탈피를하지 않는다.
〈 머리의 후면도〉

〈 머리의측먼도〉

해마는 물고기들에서 볼수 없는 밀의 머리 모%뇨을 가졌다 긴 주둥

이 부푼 뺨 그러고 두 눈은 따로 웅직이는 카벨레온 눈이다- 늘 서

X 그림출처 courtesy 01 Hα;ana &Ivelra. Pr이ect Seahorse

있는자세에서 머리는 90도각도이래로꺾여있다

다 가까이 오고있는 목표가 정해지면 자리에서 일어나 먹이감과의

물고기 세계에서 목이 있는 종류는 해마가 유일히-디 이 머리 구조

높이 레 벨을 맞춘다. 먹이감이 주둥이 바로 위 높이로 오도록 위치를

는 그들의 주식인 플랑크톤 새우를 죠L아내고 꿀쩍 삼켜버리기에 최

잡는다. 드디어 결정 순간이 오띤 주둥이를 위로 치켜든다 물론 순

적 디자인이다

간적이다 먹이는 급불살에 꿀려 해미-의 이빨 없는 좁은 입 속으로
사리진다

척추 동물중에서 가장 빠른 해마의 포삭 속도，
6천분의 1초

고속 카메리로 촬영해본 결과 해마가 먹이를 삼키는 동작 시간은

6

천분의 1초였으며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작으로 일려졌

해미는 조용히 앉이서 벅이가 가까이 떠내려 올 때를 기다린디 각

다， 수중환경에서 빨리 움직이는 벅이를 집아먹기에 가장 효괴적인

자 움직이는 두 눈은 주변에 있는 작은 점들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

구조는 긴 튜브형 주퉁이 라고 힌다 실고기과의 파이프피쉬들이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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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모두 긴 주둥이를 가졌
다. 이 종에서 해마는 피봇피딩

(Pivot n않ω팽 테크닉을 시용
한디-(※ 별도 침고 기사 전부) .

해미-의 피봇피딩은 목을 회전
축으로 하여 머리와 주둥이를

위로 회전시키듯 치켜드는 것

/

이다. 긴 튜브 주둥이와 피봇피
딩 태크닉은 해마와 해룡의 포
식속도를 챔피옹 기록에 올려

블리커 (Pieter

Bleeker) ζ Wlkl∞dlaαg

놓았다.
어류학자 사라 로우리 (Sara Lourie)가 가장 작은 해마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

사라 로우리 (Sara Lour i e)와 루디 쿠이터 (Rudie Kuiter)는 인도네시아에서
2cm가 안되는 신종 띠그미 해마 3증을 발견했다

Hippocampus severnsi,
Hippocampus pontohi, Hippocampus satomiae. c.: Rla Mlshaal

거품많은해마의종수

,

린네(J 707~1778)가 새로운 분류학적 냉 C성 체계들 만들이낸 이후
처음으로 해미-를 기-장 많이 채집한 학지는 네댈란드의 블리커

도 있었다 . 그러나 실상은 1종인데 학자마다 쁘는 견해에 따라 각자

(Pi eter Blækcr. 1819~ 1878) 였디 그는 어류흐L에 미친 의사로서 22

이름을 멍멍한 탓에 종 수의 거품이 발생 한 것이다.

세 때 인도네시이에 주둔했딘 동인도 군데의 군의판으로 18년을 근

이 름의 중복이 많은 이유는 첫째 종을 구별히-기가 배우 어려운 어

무했다 군 복무를 하띤서 어류를 연구했으며 1만 2 천 개의 어류 견

종이 해미이기 때문이다 해마는 색상과 무늬를 얼미-든지 비꿈으로

본을 수집하였고 1.500장 도해가 들어간 36권의 동아시아의 물고

색상에 의존한 종의 구분은 무효가 되는 일이 많디 . 판의 구조 차이

기. 를 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약 2천 종의 신종을 밝혀내어 학맹을

로 종을 구분히는 형태학이 매우 합리적일 것 같지만 예를 들어 꼬리

붙였으며 속의 수는 5 백 개에 달했다.

의 채륜(따I ring) 수가 A해마는 36~39 개 . B해마는 34~38개라는

그후 30여맹의 학지들이 세계 도처의 해미들을 발견히여 학맹을
붙였는데 그 중 힌 사람이 땅땅한 해마의 종 수가 100 개가 넘는 일

포식 테크닉의 종류

식으로 중복되아 경계선이 없디두번 째 문제는 세계의 해미-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비교해 볼 수

육장에서와는 달 ël 수중에서는

불을 밀어내 :::<1 않고 단순히 지나7 판 것이다 상어의 경우는 물。 l 아가

먹이감의 밀도외불의 빌도가 깥기

띠로 통과해버리는 정우이며 청어도 다량의 동물플랑크톤을 만나띤 램

때문에 -2í^J뽕물 방식으로 포식공격을 하띤 벅이잡이 울에 밀려나가 임

피딩을 한다 수앙고래의 경우는 많은 물을 구강 안에 수용했다가 내보

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발견한 영국 허친슨대학교의

내는 빙식의 램 피딩이다，

R. N. 알렉

산더 Wexander) 교수는 1967년 논문 'Funclion a1 design in fishes(물
고기들의 기능적 설계r 에서 수중동올들의 포식기술에 관해 언급했다.

피봇 피딩 (Pivot feeding/회전축 포식)
콤이 전진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위로 올려 먹이를 삼키는 빙식이다 머

특히 경골어류들은여러가지 포식기술중에서 필더 피당 램 피당 썩

리의 회전축온 목에 있다. 피봇 피딩의 뛰어난 선수가 해마와 해룡이다 해

션 피딩 프로투루션 피딩 피봇 피딩을 진화시켜 왔디- 수중 포석자들은

마의 퍼붓 피딩은목 어딘7 써l 빵f쇠 메커니즘이 있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위 망법 증 하나를 사용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기술을 혼합 사용한다

믿어지는데 그 비밀이 밝혀지지는않았다，

여|플 들어 구루퍼는 주테 크닉인 씩선피딩에 추가하이 프로투루션과 피

프로트루션(Protrusion/입 돌출 포식)

봇 방식을 조금 혼용한다，

포식 순간 입술이 튀어니간다 입술과 두개골 사이에는 보이지 않았던

썩션 피딩 (Suction feeding/흘입 포식)

하얀 피 칠 딱이 자루처럼 나타난다 임이 튀어나기는 경골어류는 많으며

입이나 꼭구멍을 갑자기 크게 벌려 구%에l 진공효과가 일어나면 물이

슬 링 죠

끌려들어오고 그 불에 포함되어 있덴 먹이도 함께 빨려온다，

놀 래 기 (S lingj aw

wrasse/Epibulus insidialor) 의

램 피딩 ( Ram feeding/돌진 포식)

인이 가장 벌리 튀어나가는 것으로

포식자가 입을 열고 돌진해도 빌리는 불이 없어서 먹이김에 그 자리에

알려져있다

있다 물도 제자리에 있다. 다만 포식자의 임만이 통과할 뿐이다 밀F하자

띤 칼로 불 자르기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붙이 아가미로 다 빠져니가거나 선진한 거리의 물의
양안람 목구멍을 크게 확대하여 흡입력없이 단순히 불을 수용한다 입은

필터 피딩 (Filter feeding/여과 포식)
여과성식이라고도 한다 펼터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에 불을 통과시켜

불에 떠있는 먹이 입지를 길 러먹는 방식 . 고래상어와수염고래가 대표적
인 필터 피더 (fïJ 않r f，않d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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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로우리 가 규명해 낸

신종 미그미해마

있는 센터가 없었다는

이 여성 학자는 2003년 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해마를 인도네시아

것이다 그러다가 해

에서 발견하여 학회에 보고한 것으로 이름 나 있었다 종명은

마 보호 환경단체 프

Hippocampus denise, 최대 크기는 16mm 이다. 이전에 알려져 있던

로 젝 트

가장 작은 종 피그미 해마(Hippo않mpus bargibanti)는 24mm였디-

씨 호 스

(Project 8없horse)에

그러나 로우리의 기록은 2009년 루디 쿠이터 (Rudie Kuiter)가 인

참여하고 있던 캐니다

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촬영해 낸 신종 피그미 해마(Hippocampus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

sít뼈ae)에 의해 깨졌다. 이 해마는 13mm이다 참고로， 세계에서

학교의 박사 과정 학

가장 작은 경골어류는 망둑어(goby) 종류인 Trimmaton nanus 이

생 사라 로우리 (8ara

며

10mm 이다 열대종이다

Lourie) 가 세계의 해

형태학보다 더 확실한 종 구분법은 현대과학의 총아인 DNA 검사

마 종을 종합 정리하

법 일 것이다 사라로우리 는 해마 연구에 DNA검사법을 적용시켜 해

겠다고 나섰다.

마의 종 구분에 획기적인 성괴를 냈다 몇년 뒤 그의 동료 과학자들
은 로우리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 놓았다 같은 종으로 알려진 것들이

(Hippocampus denisel. @Teguh TIrtapulra

큰가시고기목과 실고기 아목 해설
19세기끼지도 자연과학지들은 해미-가 곤충이다‘ 갑각류다 하

속 중 하나인 히포캄푸스 속(genus Hi ppocampus)의 약 36종을

며 냉하다가 해부해본 결과로 볼때 한쌍의 아가미로 숨을 쉬

해마라고 한다. 해마(s얹horse)를 뺀 나머지 약 196종들은 파이

며 부레가 있으며 단단한 가시가 있으므로 경골어류라고 결론지

프피쉬 (pipefï sh) 리고 불려지는 종류이며 우리말로는 실고기 라

었다

고히는경우가많다

최 근 분류체 계 에 서

해 마 는 큰 가 시 고 기 목 (Order

※ 우외{의 분루는 2006
캔년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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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한 것이다. 넬슨의 Fishes of the World 제3판(1994) 에서는

가시고기아목 Suborder SygnatlJOidei/실고기아목) 중 살고기아목

실고기아목이 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2009 년에 발행된

의 실고기과에분류된다

Seahorses and their relatives/ Rudie H Kuiter 에는

4

HiP따때JpUS속(해매에 약 80종이 집계되어 있으며 최근에 정

과 14종‘ 실고기이목 7과 264 종) 이 안에 포함된 실고기과

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인터넷 뀐ishbase 에는 54종이 기록되어

(Family Sygnathidae)는 52속 약 232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있다 해마의 종 수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다.

큰가시고기목 전체에는 끄과 278종이 있다(큰가시고기아목

• 큰가시고기목{Order Gasterosteiformes)

@ 큰가시고기 이목{Suborder Gasterosteioidei)
1. Family Hypoptychidae(sand eel) 양u] 리과
호F국분포종: %t미리 (Hypoptychus dybowskil)

52

한택분포종: 유령실고기 (Solenostomus cyanopteru의

3. F'a miJ y Syngnathidae(pipefishes and S8빼orses) 실고기과
힌국분포종: 부채꼬리실고기 (Doryrhamph us japonicus)
띠거물가시치(Hc려iC8.mpus bootha에

2. Family Aulorhynchidae(tubesnouts) 실 비 늘치과

해마(Hippocampus coronaíus)

3. Family Gasterosteidae(sticklebacks) 큰가시고기과

가시해미 (Hl따Jcampus histrα)

한국분포종 큰가시고기 (Gasterosteus acuJeatu의

복해마(Hippocampus kuda)

잔가시고기 (PwJgitius kaibara갱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J)

청가시고기 (PLmgitius pungitiu의

점해마(Hippocampus trimac uJatus)

가시고기 (Pungitius sinensis)

실고기 (Syngnathus sch1egell)

두만가시고기 (PwJgitius tymensis)

거물가시 치 C7ì-achyrhamphus selTatus)

4. FamiJy Indostomidae(a.rmored sticklebacks)

풀해마(미'oca.mpus nanus)

4. Family AuJostomidae(trumpe tIïshes)
@ 실고기 아목{Suborder Sygnalhoidei)

5 F.밍1버y Fistulariidae(cornetfishes) 대치과

1. Family Pegasidae(seamoths)

6. FamiJy Macroramphosidae(snipefishes) 대주둥치과

2. FamiJ y Solenostomidae(g host pipefis h) 유령실고기과

7. Family Centriscidae(shrimpfishes)

-78-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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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캄푸스 속 54종

(Fishbase

가준)

※ 크기 표시는 다른 데이터들과 차이들이 많음 참고사항으로만 볼 것 단위 cm
※ 종 수는 소스들마다 차이가 많음

1. Hippocampus abdominalis

Big-belly seahorse

Southwest Pacific

350T

2. Hippocampus alalus

Winged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13.6 OT

3. Hippocampus algiricus

West African seahorse

Eastern Central Atlantic

19.2 OT

4. Hippocampus anguslus

Narrow-bellied seahorse

Eastern Indian Ocean

22 TL

5. Hip∞campus barbouri

Barbour s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15 OT

6. Hippocampus bargibanli

Pygmy seahorse

Western Central Atlantic 2. 4 OT

7. Hippocampus biocellalus
8. Hippocampus borboniensis

False--eyed seahorse

Eastern Indian Ocean
Western Indian Ocean

10.80T

Reunion seahorse

9. Hippocampus breviceps

Short-head seahorse

Indo-Pacific

15 TL

10. Hippocampus camelopardalis

Girafle seahorse

Western Indian Ocean

10 TL

11. Hippocampus capensis

Knysna seahorse

Southeast Atlantic

12.10T

Southwestern Pacific

2. 65 SL

12.

Hipp∞ampus

colemani

13. Hippocampus comes

Tiger tail seahorse

14. Hippocampus coronatus

140T

Western Central Pacific

18.7 OT

Norlhwest Pacific

10.8 SL

15. Hippocampus curvicuspis

New Caledonian thorny seahorse Western Pacific

9.76 SL

16. Hippocampus debelius

Softcoral seahorse

2.37 SL

17‘ Hippocampus denise

Denise’ s pygmy seahorse Western Pacific

2.4 SL

18. Hippocampus ereclus

Lined seahorse

Western Atlantic

190T

19. Hippocampus lisheri

Fisher’ s seahorse

Western Pacific

80T

20. Hippocampus luscus

Sea pony

Indian Ocean

14.4 OT

Red Sea

21. Hippocampus grandiceps

Big-head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10.5 OT

22. Hippocampus gullulalus

Long-snouted seahorse

Eastern Atlantic

21.5 SL

23. Hippocampus hendriki

Eastern spiny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10.4 OT

24. Hippocampus hippocampus

Short snouted seahorse

Eastern Atlantic

15 TL

25. Hippocampus hislrix

Thorny seahorse

Ind o--Pacific

17 TL

26. Hippocampus ingens

Pacific seahorse

Eastern Pacific

30 TL

27. Hippocampus jayakari

Jayakar’ s seahorse

Western Indian Ocean

140T

28. Hippocampus jugumus

Collared seahorse

Southwest Pacific

4.4 OT

29. Hippocampus kelloggi

Great seahorse

Indo-West Pacific

280T

30. Hippocampus kuda

Spotted seahorse

Indo-Pacific

30 TL

33. Hippocampus mohnikei

Japanese seahorse

Western Pacific

80T

High--c rown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40. Hippocampus pusillus

Pygmy thorny seahorse

Western Pacific

41. Hippocampus queenslandicus

Queensland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11. 6 OT

42. Hippocampus reidi

Longsnout seahorse

Western Atlantic

17.50T

South East Asia

1.38 SL

43. Hippocampus satomiae
44.

Hipp<χampus

semlspmosus

Half-spined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18 OT

Pacific Ocean

1.66 SL

Dhiho' s seahorse

Northwest Pacific

80T

Hedgehog seahorse

Ind o--Pacific

17.20T
200T

45. Hippocampus severnsi
46. Hippocampus

si，때onis

47. Hippocampus spinosissimus
48.

Hippα-:ampus

subelongalus

West Australian seahorse

Eastern Indian Ocean

49. Hippocampus

trirr녕'Culalus

Longnose seahorse

Ind o--Pacific

22 TL

50. Hippocampus

tyn。

Western Indian Ocean

6.1 TL

Asia

1.78 SL

51. Hippocampus waleananus

Walea pygmy seahorse

52. Hippocampus whilei

White’ s seahorse

Southwest Pacific

130T

53. Hippocampus zebra

Zebra seahorse

Western Central Pacific

8 OT

54. Hippocampus zoslerae

Dwarf seahorse

Western Atlantic

5TL

다

11 OT

39. Hippocampus procerus

의 있

1. 69 SL

[
m

묻A
。γ

South East Asia

랙假

38. Hippocampus pontohi

{ U·

(

쇄찮

Southwest Atlantic

진

6.46 SL

37. Hippocampus palagonicus

트

Eastern Indian Ocean

。.」

Paradoxical seahorse

-r

。-

36. Hippocampus paradoxus

’

빡

14 OT

없

Western Central Pacific

。-τ

7.80T

Northern spiny seahorse

디

Eastern Indian Ocean

35. Hippocampus mullispinus

옮

34. Hippocampus montebelloensis Monte Bello seahorse

모든 시이즈가 보다 높은 부력을 제공합니디

R깨

50T

(HIGH UFT) 기존 전통 방식의 부력 주머니에 비하여

트꾀 에

40T

Southwest Pacific

하이리프트 룹1

운 따뼈해
싸

Western Indian Ocean

높은 부력을 갖춘 메가구스 BC는 모든 조정이 가능하며
몸을 BC에 밀착시려줍니다

배「
뻐

Lichtenstein’ s Seahorse
Bullneck seahorse

열대전용 BC.(무게
다이빙이 더할나위 없이 심을해 집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백마운트 방식의

ι
냉
페』

31. Hippocampus lichlensleinii
32. Hippocampus minolaur

페가수스
(PEGASUS)
2.9kgl‘L’ 사이즈 기준)

통합웨이트시스템 핍
(MRS PLUS)
딘순한 한번의 동직안으로 통홀법|이트 시스템을
울르거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페가수스 BC는 열대 바다용으로 특별 개발된
JOl l lr

‘

피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BC는 수연에서 부력을 잡기가
강사분과 상의하여 구매하

m i1 r l! l
1F

J鐵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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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드씨드래곤{Ribboned Se adragon/Haliichlhys laeniophorus)
Photograph/courtesy Underwater Wortd , Pubtic Aquarium , Perth, Western Austraha

서로 다른 종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다른 종들이 서로 통일종으로 바

위디 씨드래곤{Weedy

Seadragon/Phy!lopleryx laeniolalus) , •ξ 88rt Jellema

뀌기도 했다. 예를 들어 쓰리스맛 해마(fhree-spot se삶10rse)는 필
리핀 것과 다른 나라 것 긴에 유전자가 다르고 또 멀리 떨어진 두 바

다에 각각 시는 어떤 2종은 동일한 종이었다.

실고가과 히포캄푸스 속 해마
실고기과의 학명 시그나시디(Sygnathidae)는 그리스어 신 (syn/
유합/fuse)과 그나토스(gnathos/jaw/턱) 의 합성어이디. 실고기과
어류들은 대부분 파이프피쉬 (pipeftsh)들이띠 파이프피쉬들은 창조
의 신이 최종적으로 해마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샘플들을 미리 준

비해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머리들은 모두 해마 머리로 해놓고 몸

과꼬리에 대해 여러가지 빌상이 니타나 있다

리띠 씨드래관 Leafy

Seadragon/Phycodurus eques) cc1Tony wear
,

진화 단계상 해미의 모습이 되기 직전에 파이프호스(Pi pehors빙와

피그미 파이프 호스(Pygmy pipehorse)가 중간에 있다고 알려져 있

한국 동해안에서 촬영된 해매한국땅 해마， 국제영
해저 모래바닥에 있는 해마들 사젠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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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campus coronatus) 사진/정굉교
,

Sea of Japan Seahorse,

다. 이들도 이름에 말(horse)의 뜻이 담겨 있다 머리는 해마이되 봄
은 기늘고 길며 해바와 달리 수평으로 헤엄을 지되 꼬리를 감는 기능

을습득했다‘
해바는 담수에는 살지 않는다. 세계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분포
하며 일부는 호댁의 남부 같은 온대 에 분포해 있다 신호초， 해초숲
에 살띠 웅푹들어간 모래 바닥에도 있고 철조망이나 그물깥은 인공
구조물을 꼬리로 김아쥐고 있다. 예외적으로 개방된 비디에서 표류

하며 사는 해마도 하와이에 있다

해미는 경골어류이지민 비늘이 없고 반지 모생체륜)의 여러 골판표
면에 않은 피부가 발라져있는구조이디 체륜수는종에 띠리 디르다.

어류 중에서 해미만 갖고 있는 특이한 기관들 중 하나는 머리의 관
(Coronet)이다. 해마의 머리관은 골질인데 같은 종들 끼리도 그 크기
와 모양이 모두 디르디 사람의 지문괴- 같다. 어류 학자들은 머리관의

용도를 이직 규영히-지 못하고 있다. 추측으로는 찍에l게 크게 보여서
찍-짓기 상대로 선택받기 위한 장식물일 수도 있고 소리플 크게 확대시

커는 공냉장치일 수도 있디; 해마는 먹이를 시닝펠 때 소리를 내는데

주벤에 있는 다른 해미들에게 영토권을 주장히는 소리리고 해석된다
등지느러미를 극도로 JßI] 르게 휘저어 선 자세로 느리게 전진하고

눈 뒤에 있는 기슴지느러미로 방형을 튼다. 꼬리지느러미는 없다
해미의 크기는 다 자란 것이 lcm7~ 조금 넘는 것에서부터 30cm

정도까지 있다. 해미의 수명은 5~10년 이다 군집생활을 하지 않으띠

정상적인색상때턴

주변 환경에 맞춘 여러 색상 때턴 중 한가지

가시해매Spiny seahorse ,

Hipocampus hisfrix)

그림/김웅등

데 ‘·해미와 해룡은 어떻게 다릅니끼?’라는 Q&A들의 소재가 된다.
실고기과 어류 중에서 가장 별나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 해룡 3종

은 각각 독자적인 속영을 가진 각 속의 유일 종들이다.

@ 리본드 씨 드 래 곤 (Ri bboned Seadragonl Haliich thys

taemophollls) .
@위 디

씨 드 래 곤 (Weedy Seadragonl Phyllopteryx

taenJola tus).
@ 리피 씨드래곤 (벼afj SeadragonlPhycodurus eques)
이상 3종이다(※ r ibbonedl 리본 장식을 힌 . weedyl잡초가 난.

lea1yl잎사귀가 많은).

홀로 산다 아주 작은 새우류를 주식하는데 이것들은 바람에 떠디-니

해룡 중 위디 씨드래곤과 리피 씨드래곤은 몸에 돋아난 장식물들

는 식물의 씨앗처럼 물에 떠다니는 동물플링크톤이디 ， 하루에 브라

을 빼고 몸체만 본다띤 해마에 매우 가깝다 해따가 패션쇼에 나가기

인 새우(brine shrimp) 를 3천 마리까지 잡이먹는다. 새우 외에 이주

위해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 장식물들은 피부가 외부로

작은 불고기 다른 갑각류. 플랑크톤도 먹는다 하루종일 먹이잡기에

돌출해 자란 피질돌기이거나 피판들이다

시간을 보내다가 야간에는 수떤히는 것 같은 상태애 들어긴다
실고기과 어류 중에서 해룡(Sea dragon) 이라 부르는 3종이 있는

본 까애처 많이 참고된 셔적 소개

리피 씨드래곤의 녹색 잎사귀와 줄기들은 해초숲에 숨는데는 최고
의 위장술이다

Many literaLUres and the IIVO good books below are referred for thi s sp따I1 anicle

TEE D

Rudie HKuiter
Seahorses and Th eir Relatives
(해마와그인척들)
해마사진도감， 하드커버， 영3쪽，

Helen Scales. PH. D

,

，졌，

I Poseidon' s Steed

STo n ‘lF ~E .'‘lI on 의 l선‘ I
. ' 1“ HI )1 、 TIJ T(I IW.\ J. ITY •

(포세이톤의 승마)
하드커버， 261쪽， 해마에 관한 흥미있는

현재출판물증가장많은

이야기들과 해마의 멸종 위힘을 심층있

실고기과어종수록

게 다룬서술형 에세이

1943년 네델란드 출생 1964년 호주로 이민. 어부생활 전자 앤지니어 수족

영국 캠프리지 대학교 해앙샘물학자， 저술가， 방송인 1 6세 때 다이빙 맛을 경

관 전문가로 일하연서 수중사진을 찍었고 어류학을 공부했다. 오스트럴리아

험했고 대흐뻐| 들어가기 전 1 년 동안 본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웠으며 호

박물관， 빅토리아 박물관의 어류 어소시에이트 어류문류학， 어류샘물학， 특

주 그레이트배리어 리이프에서 다이브 마스터 샘활까지 했다‘ 어류 연구로 박

히 해마에 관하여 많은 사진과 연구를 발표해 왔다. 여러 해역의 물고기 사

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해양환경과 증의 보호 운동에 적극 침여하고 있으며 대

진도감도 여러권 출판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사람이다

중에게 알리기 위한 저술 매체활동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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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가시고기목의 어종들은 모두 해마의 친척들이다 지면상
제한이 있어 대표종을 모두 사진으로 싣지는 못했다 다음은

@해마의사존들

누락된 과들이다

‘큰가시고기목과 실고기 아목 해설’ 란 잠조

• cH 치괴{Fi stulariidae) • 대주둥치고KMacroramphos idae)
• 앙미리고KHypoptychidae) • 실비늘치끄KAulorhynchidae)
• 큰가시고기패Gasteroste idae) • Indostomidae(armored
sticklebacks)

코랄 쉬림프미수I(Coral

Shrimpfish ,
Aeoliscus strigatu육 쉬림프띠쉬과
/Centriscidae), 사젠구자굉

마이프피쉬류(Thorn-tailed

따이프호스류(Pipehorse， 실고기과

/Syngnathidae, Acentronura 속)，

Pipefish , Micrognathus brevirostris,

파이프피쉬류{ Blue-speckled

Pipefish , Hippichthys cyanospilos,

실고기과/Syngnathidae) 사진/진신

실고기과/Syngnathidae)， 사E 빅태우

오네이트 고스트파이프미쉬 (Ornate

씨모스류(Seamoth ， 실고기아목 씨모스고f/Pegasidae) 사젠이강순
사젠진신

Ghostpipefish , 유렁실고기과/

로부스트 고스트따이프피수I(Robust

Ghostpipefish , 유렁실고기과/

Solenostomidae) 사젠진신

SOlenostomidae) 사진/김성한

혼슈 파이프묘|수I(Honshu Pipefish , Ooryrhamphus japonicus,
실고기과/Syngnathidae) 사진/구자굉

트럼멧 피수I(Trumpetfish ， 트럼멧띠쉬과/ Aulostomidae) , 사젠권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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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두뇌 속애l도 ‘해Dl’ 가 있다
Hippocampus in 8rain
해마가 병들면 치매가 일어난다

뇌의 해마에 이상이 있으띤 치매가 발생한다 치매(알츠하이머)

인간의 두뇌와 포유동물의 두뇌에도 해미가 들어있다 해마

의 젓 증상은 기억력 상실과 방향감각상실로 나타나는데 해마

는 뇌의 변연계에 속하며 벤연계는 뇌의 중심부에서 원처럼 도

의 기능이 그 부분이다 해마는 산소부족. 뇌염‘ 측두엽 간질 같

는 회로를 총칭한다- 해마가 있는 위치는 측두엽 내부이다(측내

은 원인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시하각의 바닥에서 볼 수 있는 만곡상승부/의학사전). 해미-는

뇌의 중심선에서 반은 왼쪽에 반은 오른쪽에 걸쳐 거울 이띠지
처럼 마주보는 식으로 놓여있다

두뇌의 이 소기표떨 따로 떼어 놓으면 해미를 매우 닮았다
베니스의 해부학자 줄리우스 시저 아란지 (ωlius Caesar
Aranzi)가 1587년에 처음 히포캄푸스(해미)리고 불렀다.
1729 년에 독일의 해부학자 두베르노이 (Duvernoy)는 처음으

로 해미를 그림으로 그렸으며 해마 또는 ·누에 (silkwom)' 리
고 불렀다 그후 다른 해부학자들이 ·숫양의 뿔’ , 또는 다른 이
름들로 불렀지만 최종적으로 해마(Hi ppocarn pus)로 정착하게

Híppocampus

되었다

해마는 장기적인 기억과 공간인식 (spatial navi.gation)을 담

당한다. 치매가 발생하면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을 입으며 두

두뇌 속의 해마 해마는 측두엽 안쪽에 있다‘ 해마가 보이도록 그 주
변 조직(측두엽)을 덜어낸 그림이다 그림의 왼쪽이 전두엽， 오른쪽이
후두엽이다 (디Wíkípedla.org

인간 두뇌의 해마와 울고기 해마를 비교시킨 사진 1980년 헝가리 신경과학자 라스즐로 세레스가 만들었다.
。V씨 kl멍이a.org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 ~ ___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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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0메[]~도감
AGuide to the Identification of Seahorses
Sara A. Lourie , Sara h J. Foster, Ernest W. T. Coope r , and Amanda C. J. Vincent

다음 세계 해 마 도감은 프로젝트 ).J.I호스(Project Seahorse)가 제공한 것입니다

H ippocampus abdomillalis
Big-belly seahorse

Hippocampus algiriclls
Wesl African seahorse

HippocalllpllSangllstus
Narrow-bellied seahorse

Hippocamplls barbouri
Barbou r’ s seahorse

Hippocamplls bw:융ibanti
Py gmy seahorse

Hippocamplls borbOlliel1 sis
Reunion seahorse

P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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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calllpllS brelliceps

H ippocampus camelopardalis

Hippocalllpus capensis

Short-head seahorse

GiraHe seahorse

Knysna seahorse

한국영 .해 마

Korean. N : He- Ma

H ippoca ll/pus comes

Hippoca ll/plls coronatus

Hippoca ll/pllS dellÎse

Tiger tail seahorse

Northwest Pacific

Denise’ s pygmy seahorse

i

HippOCGlllpUS erectus

H ippocalllpus jisheri

flippocampll s jiμ:us

Lined seahorse

Fisher s seahorse

Sea pony

Plate 214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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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calllpllSgultlll，따IIS
Long-snouted seahorse

Hippocamplls hippoca /1lpus
Short snouted seahorse

HippocalllpllS h 잉tri.x
Thorny seahorse

Hippocamplls illgells
Pacific seahorse

Hippocalllplls jayakari
Jayaka r" s seahorse

HippocampllS kelloggi
Great seahorse

Korean. N ‘ Boc-He-Ma

‘

*
HippoCG/llpllS kllda
Spotted seahorse

HippocalllpllS liclztellsleillii
Lichtenstein’ s Se ahorse

Plat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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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camplls lIlinolaur
Bullneck seahorse

효택영 . 산호해마

Korean . N ’
San- Ho-He-Ma

’

Hippocamplls lIloh Iikei

Hippocampus reidi

HippocampllSsindonis

Japanese seahorse

Longsnout seahorse

Dhiho’ s seahorse

…S

HippocampllSsllbelongatlls

Hippocampus trilllaclllatlls

Hedgehog seahorse

West Australian seahorse

Longnose seahorse

Hippocampus whitei

HippocalllpllSzebra

Hippoca ll1pus zosterae

White' s seahorse

Zebra seahorse

Dwarf seahorse

Hippocamplls spinosissi

lI

Plat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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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회

죄송합니다. 본지는 수중스포츠장비전시회에 부스를 열고 참가아여 업체의 전시 모습과 세
미나를 쥐재야였습니다. 아지만 검뮤터 전문가도 도저이 이뼈할 수 없는 원인불명의 문제가 발
생아역 최고의 전문가를 통원야어 데이터를 복구야기 위애 노력학였으나 결국 소중한 취재 사진

들이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힐 수 없이 각 업체에 사진 자료를 엽조 요청아였습니다. 따라
서 전시회 가사에 사용된 사진들은 각 업체가 본지에 사용야도록 보내준 것들 입니다. 데이터 유

실로 인아여 독자 여러분께 더욱 생생안 정보를 전달애드리지 못힘을 사과 드립니다.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는 서울국제스포츠레져산업전시회인 SPOEX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수중스포츠는 약45개사에서 140 여 부스를 차지하였으며 등산， 이웃도
어 열웅에 힘입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2011

안국수중스포츠전시효|

지난 2월 24 일부터 27일 끼지 나흘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에 위치
한 코엑스 l층

A, B 홀에서

쪽 끝끼지 3개의 통로를 공유하면서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전시회를

참관하기 위해 방운한 스쿠비다이빙 관계자들은 각 업체마다 따로

2011년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KUSPO)

찾아 다녀야 히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띠 추가로 이웃도어나

가 개최되었다 금년 전시회도 예전과 마찬가지 로 국민체육진흉공단

헬스 관련 업체의 부스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

과 힌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1 서울국제스포츠레져산업전

히 등산과 올레길 걷기 ‘ 자전거 타기 등의 열풍과 맞물려 부쩍 급증

(SPOEX)의 일환으로 진행되있는데 “SPOEX201f 에는 수중스포츠

한 이웃도아 레져 용품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새로운 소재의 신제

를 비롯하여 헬스/피트니스. 이웃도어 운동장체육시설. 기타스포츠

푼과트랜드를구정할수 있었으며 인공암벽에서 콜라이밍 페스티벌

레져용품 관련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체 규모는 320개사에서 910

이 개최 되는 등 디%댄f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부스를 전시하였다 그 중 수중스포츠는 약~5 개사에서 140여 부스

르 전시하였는데 여러 엽제가 함께 공동으로 부스를 임대힌 정우가

정 '1 효|복의 '1 대감

있으므로 실제 찬가 업체는 그 보다 많디고 할 수 있디

지난 2010년은 스쿠바다이빙엽계에 종사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중스포츠 부스들은 전시회가 개최된 표엑스 1층의 A홀 4 번 출

모아 경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밀녕}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시회 기긴

입구를 들어서띤서부터 조}측의 서쪽 벽떤 끝끼지 이르는 공간을 북

동인에 부스를 열고 진가한 업체뿐 이-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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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힌 관계지들의 대회를 들어보띤
금년 경기 회복에 많은기대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과 특별한 기획 판매 프로그램

을 선보이는 내용에 특별히 많은 관심
이쏠리고있었디
과거에도 다이빙 업계의 경기가 둔

화되었다고 여겨졌던 때에는 적극적
인 마케팅을 추구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 업체수가 증가하였고 장비나 프

전시회 개막식 모습.

로그램 등 취급 품목을 전시하고 홍

보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금년

에도 예외기- 아니어서 리비아 사태로
인한 유가인상 등 국내 경제를 어렵

게 만들 수 있는 좋지 않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전시회장은 환하
고밝은모습으로유지되고있었다

과거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모습
중의 한가지를 꼽는디면 예전에는 주
최측에서 만들어 제공히는 조립 형

아웃도어 용품 업 체가 대거 침가하여 볼거리가 많았다 국산 등산호}를 생~하는

부스를 이용히-0:1 전시하는 업체기 대

캠프라인부스-

부분이었는데 특유의 디자인으로 전

트. 띔우정사/오션첼린치 . ~쥐해왕. 댄태코. 이쿠。 l렁 코리아‘ 젝스톤

시공간의 효율을 살리고 눈길을 사로

(쥐비다강‘ 모비스등 장비를 수입. 판매하고 있거나 잠수복을 제조하

잡는 독립 형 부스가 늘어나고 있는

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참가하였는데 금년부더 아이리스(Aeri허를 수

추세였디 아마도 전시회 참가 정력

입하는에스엔씨 (SNα가새롭게등장하였다.

이 늘어나고 외국 전시회 참관을 많

교육단체 중

SSI , 엄DI，

PADI는 소속 강사나 숍들이 연합하는 방

이 하떤서 점차 세련되어 지고 있는

식으로 6-8개 부스를 얻어 참기하였으며

것 같다 칸막이가설치된 조립 형 부

PSAl도걱 2-3개씩의 부스를운영하띤서 단체 소개를히는데 노력

스보다 자기가 원히는 디자인으로 공

하였으며 소속강사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BSAC.

버NTD ，

SDD.

간을 채우는 독립 형 부스는 최소 4부

작년에 SSI기- 매우 학신적인 모습으로 전시회를 운영히면서 다이

스공간을임대해야효율성이 생기며

빙 엽계의 관심을끌었었는데 그이미지 때문인지 모두가힘들어 하

투자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

는 한 해를 보냈지만 SSI는 매출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올해

로 규모가 큰 회사들이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다이벙 업계

도 많은 사람들이 SSI 가 전시장을 운영할 아이디어를 궁금해 했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을 김안히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전시

작년의 경험을 살려 더욱 낄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였디는 평가

회 참가에 따른 홍보와 영업이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를 받있다.

세대를 이·끌어가는 경영자들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제주도의 유명한 굿다이버 리조트도 참가히여 가족이 전시회 기간

전시회에 부스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숍을 운영하거나 다이빙업

내내 부스를 지키띤서 고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제주도의 따린하

계에 종사히는 사람들. 일반 강사들도 전시장을 챙} 새로운 장비를

우스 사천의 해원디이빙과 필리핀 모알보알의 뼈 오션블루는 서로

구경하띤서 금년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심하게

연합하여 함께 부스를 운영하여 시너지 효괴를 발휘하였는데 이 세

부스들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겨울을 지나띤서 지주 만나지 못하던

곳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라는 특이점을 살려 서로

지인들을 전시회 관람을 겸해 만니- 반가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시종

회원들을공유히띤서 영업을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일관 업계 상황을 예측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곤 했다.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위축되어 있는 경기침체

를 벗어나 새롭게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때고 노력하

참까엽저|틀

고 있는 다이빙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년에는 모두가 행복한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댐대웅슈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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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회

(주)대웅슈트fDt쾌스 코리악

펌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한 아이콘

HD

컬러 컴퓨터 . 하반기에 잔압계 기

미해군의 의뢰를 받아 영하25도의 혹한에서도 사용01 가능하도록새롭게 제작한
아비스22 네이비가 출시되었다

능을 포흔면}는 아이콘 에어가 출시된다

대표우대혁

다 다이브 검퓨터 기능은 애 l 콘 HD와 아이콘 에어가 강지만 공기

전화 02-588-0970

입에 관련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어 있는 모델이디 . 이미 아이콘

홉페이지

HD 를 구매하여

www.marcs.co.kr

이태리의 바페스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히고 있는 팀대웅슈트

는 이번 전시회에 3개의 부스만을 마련히였디 시업자등록증과 강사

사용하고 있는 디이버들에게 손쉽게 새로운 제품으

로 비|꿀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프로그램이 따련된다딴 많은 호응을 받
을듯하다.

자격증이 있는 소매업체에게만 물푼을 공급하며 100퍼센트 세금7-11

호흉기도 신제품이 출시 되었디 오랜 기간 다이빙의 명품 호흡기

산서를 빌행하고 일반 강사나 다이바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영업방침

로 정평이 나있는 ”아비 스22" 7~ 미 해군의 의뢰를 받아 개량된 모댈

을 고수하고 있는 허대웅슈트는 봄에 전국을 순회히면서 거래하고

로 출시한 제품이어서 이름도 ‘·아비 스22 네이비“ 로 정해졌다고 힌

있는 소배상들에게 새로운 장비를 소개하고 영업정책을 소개히는 프

다.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영하25도의 혹한속에서 사용이 가능하도

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운에 상대적으로 전시회에 의지히는 비율이

록 개량되었는데 1단계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αND Oil 커트가 기본

낮아 회사 규모에 비해 적은 수의 부스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장착되었으며 열전도율을 떨어뜨리는 모든 플라스틱 보호기구가 제

몇 해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마레스 랩프로그램은 다이빙 숍 운

거되었디

영지들이 장비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직접 리페어를 할 수 있도록 지

2단제 금속부분에는 열진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니젤크롬도

원히까 위한 교육인데 호응도가 좋고 영업에도 성괴가 있어서 금년

금 대신 형광중합체인 일종의 테프론 코팅으로 처리하였다‘ 저압호

에는 더욱 프로그램을 알차게 엠그레이드해서 거래처들에게 제공힐

스도 혹힌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신형 고부호스를 적용하였으며

계획이다

가격은 140만원이다

작년에 첫 선을 보였던 마레스의 칼라 디이브검퓨터인 이이콘

HD

가 예상보다 호응이 좋은데디 최근 더욱 진보된 펌웨어로 업그레이

드 되띤서 금년에도 영업의 주 떼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펌

웨어는 답스톱을 실행히는 정보가 더욱 세분화 되었으며 화띤에 보
이는 정보가 더욱 눈에 잘 보이도록 식연성을 증가시켰다. 업그레이
드 펌웨어는 미레스 본사 홉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지만 영아
버진만 제공하고 있으며 한뉴글 버전은 힌국 대리점인 (쥐대웅슈트에서
만 기능히다 버전 업그레이드를 원히는 사용자는 뛰대웅슈트로 검
퓨티를 보내띤 된디고 힌다. 금년 7월에는 무선으로 컴퓨터에 공기

잔압을 알려주는 아이콘 에아가 출시될 예정이며 호흡기 1단계에 장
착히는 트랜스미넥끼지 포함해서 275만원으로 판매가격이 정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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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슈트를 방문하여 신모델 잠수복을 구경하는 신현구 강사

(주)우정사/오션첼린저

대표신명칠

전화 02-430-0678
홈페이지

(주g정사/오션첼린저는 다이빙장비 구역 입구인 4번게이트 앞에 시원하게 꾸며진 부스를 마련하였다.

www.woojungsa.co.kl

‘

전시장 A홀 4번 게이트를들어서면서 첫 번째로미-주하는곳이 일

본의 투사(πJSA) ， 미국의 오셔닉 (Oceanic). 아토믹(Atomic)과 데크
니컬 장비로 유명한 흘리스(Hollis)‘ 드라이슈트를 생산히는 비이킹
(Viking)을 비롯하여 산업잠수 정-비를 취급하고 있는 댐우정사/오션
첼린저부스였다
(쥐우정사/오션첼린치는 위 디이빙 장비 외에도 일본 타바티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영고글인 뷰(View)도 수입하여 수영용품 시장에 공
급하고 있으며 몇 년째 거래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일본 본사를 방
문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현지 공장과 본사를 방문한
후로 투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전폭적으로 증가하여 거래업체들이

투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이졌다

흘리스와 아토믹 장비 코너 모습 브랜드별로 공간을 달리 만들었다

고한다
색상과 디자인이 고와서 오랫동안 여성다이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투사 장비는 새로운 색싱의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최근 남성

다이버들이 검정색을 선호하는 유행에 따라 전 장비를 검정색으로
만든 남성용 투사장비도 따로 출시하였다.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우
리나라 디이벼들의 색상 선호도를 조사히-기 위해 모든 색상의 제품

을 진열한 가운데 선호히는 색상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히는 이벤트
가 진행 되었다. 이 자료는 금년도 물링띨 수입히는데 색상에 따른
비율을정하는데 매우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한다.
전시장에 널찍하게 마련된 부스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장비

투사 전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 넓고 밝은 이 미 지를 보여준다

가 전시되었으며 작년에 파이오니어 한정판 명품 이벤트를 진행하기

도 했던 미국의 오셔닉 장비도 전체 모델이 짜임새 있게 진열되어 오

셔닉이 가지고 있는 중후한 느낌의 디자인을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다이빙숍에서 교육과 렌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사 렌탈세트를 만들어 선보였는데 호흡기. 보조호흡기， 게이지‘ 부

부스에는듀}우정사신영철 대표와오션첼린저의 박은준대표를비

력조절기를한세트로히여 제공힌다. 개인용장비보다튼튼해야하

롯하여 정영윤 부장과 고강 대리가 상주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자상하

므로 투사 장비 중에서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만 세트를 만들었으

게 제품을 설명하였는데 매우 화사한 장비들의 컨셉들이 젊은 층과

며 가격도 파격적으로 제공하므로 어려운 시기에 다이빙숍이 교육과

여성다이벼들에게 호응이 좋아 보였다.

렌탈 장비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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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코리아

i
아쿠아렁코리 아의 부스에서 오석민 대표 미국 본사의 도미니크씨와 함께한 직원들

열재바다 여행용 장비로 주목을 끌고 있는 쥬마 비씨

대표오석민

부티 다이빙 계에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모두 아쿠。 l렁 그룹에 속해

전화 02-541-0118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기 때문이다.

흠페이지 www .1i l"stclive.co.kJ

아쿠。 l렁 그룹은 오랜 역시플 가지고 있는 만큼 미 해군이 주로 사

작년에 처음 전시장에 선보인 이쿠이렁 코리아는 미국 아쿠아링

그룹에서 생산히는 장비를 흔댁에 독점으로 수입하고 있는 회사이

용히는 장비로 알려져 있으띠 자체에 군사장비 전문 부서가 따로 설

치되어 있디고한다‘

다. 이쿠이렁 그룹은 스쿠바다이빙을 발명한 쿠스토가 처음 설립한

이멘에 방힌하여 군사장비 세미니를 개최한 도미니크씨는 쿠스토

이쿠아렁이 모태이며 현재는 스쿠비- 다이빙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의 제자이며 쿠스토 소시이어티에서 킬립소호를 타고 다이비 로 오랫

이쿠이렁 스포츠. 유에스다이버스(US

씨퀘스트 테크니

동안쿠스토와함께 일한정력을가지고있는디이빙 역사의 산증인

서브와 드리 이슈트를 생산하는 호에트. 수영용품을 생산하는 이쿠아

에 속한다 직접 재호흡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문가여서 특수부

스피 어 를 보유하고 있다.

대 장비관계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을 세미나 시간에 쉽게

DMRS)

이벤 전시회에는 이쿠아링 코리 ot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 제품을

설명해 주었다고도 한다

폭넓게 전시하띤서 한국시장에 이쿠이렁 그룹의 실 체를 알리는데 주

최근 해외로 디이빙 여행을 떠니는 인구가 많아지띤서 수하물 무

력하였다. 또힌 이쿠이렁 그룹에서 군사장비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게로고민히는 다이벼 들을위해 개발한초경량부력조절기인쥬미와

도미니크 매니지가 방한하여 우리나라 특수부대 장비관계지를 초청

함께 여행용 장비 세트를 비 롯히여 우리니라 환경에 적합한 내구성

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과 성능이 높은 호흡기와 드러이슈트들이 대거 선보였디‘

아쿠이렁 묘리아는 실제 우리나라 다이벙 장비시장에 판매를 시작

전체 품목을 보면 매우 고가의 제품부터 저렴하여 교육용이나 렌

한지 이년 째 접어들띤서 아쿠아렁 그룹이라는 회사 홍보에 주력하

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끼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구매

고 있는데 이쿠01렁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브랜드는 오래 전

자의 상햄l 따라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 보였다

아쿠아렁에서 선보이는 고무재질의 오리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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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람객들이 아쿠아렁 제움을 살펴보고 있다

(주)해왕잠수

해왕잠수는 장준들 대표의 딸과 아들이 힘께 부스
를 지키며 손님을 안내하였다. 딸인 장윤희씨는
2009년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받았다

또한 신세대가 말히는 꽃 미남에 속한다- 딸과 아들이 함께 전시장의

전화 02-362-8251

부스에서 일히는 모습이 매우 맛저 보였는데 장준득 대표기- 기족에

흠페이지 www.kingsporis.co.kl ’

게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한 가장인지를 짐작하게 히는 모습이었다

일본 브리지스톤사에서 생신하는 비즘(Bism)과 프링스의 부시:

(Be uchat) 장비를 비롯하여 다이빙을 즐겁고 안전하게 도외주는 각
종 액세서리들을 수입히고 있으며 지체 짐수복 공장도 운영히고 있

는 단}해왕잠수는 전시회 기간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부스로
꼽힌다 아마도 해왕잔수가 가지고 있는 경륜 때문에 우리나라 디이

폐椰
나
職

대표장준득

빙 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랜 친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업체와 유난히 달라 보이는 보습이 있었는데 해왕의 직원들

이 부스를 지키띤서 고객을 응대히는 가운데 눈에 띠게 맛지고 여|쁜
젊은 이가씨와 정년이 보였다. 힘해왕잠수 장준득 대표와 매우 닮아
보이는 두 사람은 이들괴- 딸이었는데 2세들이 부친의 시업을 도와
행사%에 4 일간 빠짐없이 나와 일하고 있었다 그 중 딸인 장윤희씨

는 2009 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되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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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코
템 드라이슈트가 유난히 돋보였는데

(주) 터l코 TECKO.CO LlD

SB(SLretch and Breathable) 시스템이

‘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축성이

매우 좋으면서 내부의 수분을 방출시켜

주는원단을사용하여 만든신개념의 드
라이슈트라고 힌다. 기존의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던 주
원인은 원단이 뺏뺏하여 입고 빗기가 어

려울 뿐 아니라 수중에서 유영할 때도
힘이 드는 것이었다 또한 내부에서 체
온에 의해 생기는 수분이 방출되지 않아
내피가 축축하게 젖기도 했는데 이번

SB 시스탬 드라이슈트 도입으로 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리고 한다.
실제 원단은 안트론 나일론(뻐 tron

Nylon) ,
드라마틱하게 디자인한 (주)테코의 부스 모습 배어 슈트가 전면에 보인다

Nylon)
원단 외부를

‘

태나시 티 나일론 (Tenacity
스판펙스 (Spandex) 의 3 겹층

SB 폴리우레탄 멤브레인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부는 나

일론 라이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5겹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력으로 앓게 집착하였으므로 전체 무게는

3.5kg 밖에 되

지않는다

SB 드라이 슈트와 더불어 SB 폴라텍 내피도 전시되었는데 일반
폴라텍과 딜리 신축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또힌 영국에서

생산한 위즐 내피도 있는데 거위털과 보옹 원리와 느낌은 비슷하지
만 거위털의 보온력을 능가하는 효능을 자랑히는 신개념의 신슐레이
트소재를사용하여 가벼울뿐이니라밀아서 주머니에 넣을수있을
정도로부피가작다
부스 안쪽의 널찍한 공간에 취급하는 제품들을 전시하였다

대표오성숙

전화

031-776-2442

흠페이지

www.tecko.co.kr

우리나라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스쿠바장비를 수입하는 업체 중

힌곳인 댐태코는 독일의 비우어 콤푸례서와 순토 디이브 검퓨터를
비롯하여 셔우드. 포세이돈 장비와 배어 (Bar마 슈트를 취급하고 있

다 이번 전시회에는 예년과 딜리 독립부스를 예쁘게 설치하여 세간
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국산 김
압챔버를 개발한 대산엔지리어링과 연결되는 공간을 부스로 확보하
여 함께 부스를 꾸였다 부스가 위치히고 있는 지역이 스쿠바다이빙

장비 구역의 정 가운데 있었으며 일반 다이버 들이 직접 보기 힘든 챔

버를 전시한 때문인지 전시기간 내내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

었다
이벤 전시회 기간 중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 중 배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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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시스

신제품인 배어사으I

SB 드라이슈택 몰라텍 내띠

행칩 roDJ혐뤘
“

!.W.

,.’""

s ." C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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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ø rt

젝스톤/SNC
대표유영제

책스톤 전화 02-3789-0906. 대표 유영제

SNC 전화 02-3143-0594 , 대표 유성주
경력이 오래된 다이바라면 과거 남대문 시장 입구에 있던 코디스포
츠플 기억히고 있을 것이다. 처음 반도스끄츠리는 상호의 등신-장비 엽

처l 로 출발하여 수중장비를 취급하다가 코다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바꾸

면서 본격적으로 스쿠비- 다이빙 장비 엽을 시작한 오래된 회사이며 현
재의이름이책스톤이디

일본의 이폴로 지글등을 수인하고 있었는데 긍년부터 미국의 아이

리스(Aeris) 장비를 취급하띤서 친동생인 유성주씨가

SNC 라는 회사

르 새롭게 설립하였다. 책스톤과 SNC는 별개 회사이지만 업무는 긴밀
하게 공유하고 있으띠 이 이리스 장 tlJ 는 SNC에서 전운적으로 취급하고
재호흡기를 비롯한 기타 기존의 제품들은 책스톤에서 관리힌다.

이어리스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스쿠비-다이빙 장비 전문업체이며 마

맡월탤購轉鍵를훌

靈蠻뿜휩顯뀔

스크부터 호흡기 . 게이지. 비씨끼치 전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
라 다이 버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브랜드이므로 그 성능과 디자인은
이 u] 잘 알려져 있기 때분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렴지는 않을 것이라
고한다，

이맨 전시회 기간 중에 특히 많은 사람의 발길을 멤추게 한 장비는
젝스톤에서 수입하고 있는 재호흡기였는데 기존의 재호흡기둘이 육중
하고 특수한 장비처럼 보이던 이미지와 딜리 진근한 디자인으로 설계

되어 스포츠 디이빙과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SSI 컬리지

SSI 전과정표츠깨최
•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인스트럭터 및
인스트 럭터 트레이너 과정까지

•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과정 /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크로 스 오벼 과정

• 단기 집중 강사 코스 : 3 개월 - 6개월 과정
881 영기관
김태흔

• 워킹 스튜던트 수시 모집

Bonito Island Santuary Resort
Bonito Island Brg . Pisa Tingroy Batangas Philippines
Tel 63-919-539-5822 , 63-917-805-3324
E-Mai l: tsonykim @paran.com
Web : www .bonito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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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바다강
대표황치효

전화 051-621-6003

홈페이지 www.badagang.com

..이쿠아Z .

브랜드로 오랜 기간 업계에 잘

일려져 있는 띔비다강은 다이빙용 장수복괴
드리이슈트， 디이벙 기방， 정갑 부츠는 물론

낚시용， 수상레져용 신발. 의류 등을 자체 생
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부산에 본사와 공장
이 있으며 대단위 생소떨 할 수 있는 공장이

중국에도 있어서 해외의 유수한 해양기업들
에게

OEM 납품을 하기도 하지만 자체

브랜

드인 이쿠아제트(AQUAZ)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히고있다.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
성복의 종류와 사이즈도 무척 디.OJ할 뿐 아
니라 힌국인의 체형에 질 맞도록 디자인 되
어 있어서 많은 디이벼들이 선호하고 있다.

물론 맞춤복도 가능하며 기성복보다 신체에
매우 편안하게 맞도록 제작하여 공급하고
。 1 ，-1λλ- ，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히 개발한 새로운
종류의 원단으로 짐수복을 제작하여 선보였

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황토는 건강에 좋
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바다강에서 황토

를 이용한 잠수복 원단을 개발하여 잠수복을

(주빠다강의 신제품들이 많은 다이버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만든것이다.
황토에는 다%댄)- 성분이 힘유되어 항균작용 및 지혈작용을 히는
응고제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바다강에서는 황토를 원단 내부에 코팅
히는 아이디어 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것이다. 1미터 이상의 심층에

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 횡토를 채취히여 자영염색을 한 것인데 황토
의 효과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헝균 항취 효과는 물론
보옹력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힌 황토애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
이옹으로 인하여 입고 있는 다이버의 생체리듬을 원활하게 도외주는

효능도기대할수있다고한다
기발한 아이디어 를 접목시킨 황토 원단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힌
잠수복 외부는 호피 무늬와 블루진 티입 두 기지로 디자인 히였는데
지금끼지 잠수복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민-람 감각적인 모습이

바다강의부스전경

어서 전시장을 찾는 모든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기능 독립기포고무를 안쪽. 중간 바깥쪽에 복합적으로 배분하여 부

황토 원단으로는 침수복 외에도 후드 자켓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게를 경링댁 시키띤서 보온력을 극대화 시킨 신소재로 평가하고 있

또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짐수복 원딘도 소개 하고 있었다
기본의 원단 보디 내부에 기포층을 두럽게 만드는 방식인데

3M3 에

어로돔(Aerodom아원단이라고 한다. 이 원단은 2-4종류의 다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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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포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원단자체에 뽀글뽀글 보조개 같은
모양이 드러나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부력이 증가하였으며 철인 3종
경기 선수를 위한 제품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힌다‘

(주)하이파/모비스
대표박태환
전화 031-763-8272

흠페이지 www.mobbys.net

아름답고 산뭇힌 디자인의 잠수복으로 다
이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듀}하이파는 모비
스(Mobbys)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더울 잘

알려져 있다. 모비스는 일본에서 오래 전부
터 잠수복을 포함한 해양레져스포츠 의류，
액세서리를 생산히는 회사이며 닫}하이파는

한국의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잠수복이 검정 일색이던 시절에
화시한 파스톤 섹싱을 도입한 디지인으로 환

영을 받기 시작한 모비스 잠수복은 사용히는
윈단과 봉제 기술에서도 혁신적이어서 품질

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디 . 일반 햇슈트를 비롯하여 드라이슈트와
해양레져 관련 다%댄f 악세서리도 생산하고

(주봐이파에서 생산하는 잠수복 모덜이 전 품목 전시되어 있다.

있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는 금년 시즌을 겨냥한 참신한 디자인의 짐

수복들을 대량으로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꿀있는데 예
년보다 더욱 부드렵고 신축성이 좋아진 원단을 사용하여 모비스 잠

수복을 입는 다이벼들이 수중에서 유영할 때 훨씬 편안해 질것이라
고한다
~f1하이파에서는 네오프렌 원단을 이용하여 디-양한 액세서리들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본 모비스에서 생산

한 제품들도 수입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이빙을 즐기는 연
령층이 젊어질수록 예쁘고 귀여운 액세서리를 선호히는 경향이 있으

므로 현재 우리나라 신규 다이빙 세대들의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일본 모비스에서 생산한 네

오프렌으로 만든 악세사리
들. 구|엽고 깜찍한 제뭄이 많
아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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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동진종합기계
대표유인철

전화:

031-969-7286

홉페이지 www. don잉ineng. or. k.J
그 동인 이태리 콜트리서브 컴푸레서의 내수 레지 시장을 담당하

딘 동진종합기계가 금년부퍼 공식 힌국 수입 총판이 되었다 지금끼

지는댐대웅슈트가한국 대리전이면서 군괴- 소방서등 닙품처는엠대
웅슈트가직접 영업을해왔으며 례져부분은동진종합기계에서 담당
하고 있었다. 작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데마쇼에 댄대웅슈

트와 함께 방문하여 콜트리서브사와 협의를 통해 공식 수입원으로
새롭게 출발히-게 되었다고 한다

동진종합기계는 이미 오랜 세월 다이빙계에 콤푸레서 전문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유인철 대표가 콜트리서브를 취급하기 훨씬

이전부터 각종 브랜드의 점푸레서를 수리해 왔으며 중고 컴푸레서

제품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
특히 유인절 대표의 옆집 이-저씨 같은 멈립한 인상과 고객 응대로
인해 많은 다이빙 숍 운영자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컴푸레서를 설치
힌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할 때 배우 세밀하고 섬세하게 작
업을 해주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현재 동진종합기계는 경기도 고양시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

만간 공장 인에 콜트리서브 컴푸레서 전시장을 만들어 고객들이 다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Od'한 모델을 직접 보고 성능을 경험해 본 디음 구매를 결정할 수 있

콜트리서브 컴푸레서는 디이벼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사이

도록 할 계획이다. 컴푸레서는 고가의 장비이며 한번 설치하면 움직

즈부터 중형 대형까지 다%탤 모델이 공급되고 있는데 나이트록스

이거나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구매할 때

블랜딩을 할 수 있는 옥시트로닉

신중을기히는것이좋으므로소비자기 직접확인해볼수있도록전

서도생산히고있다.

600. 나이트록스

멤버레인 검푸레

파NTDKOREA
스포츠 다이빙은 물론 테크니칠 다이빙을 보급히는데 앞장서옹

스포츠 다이빙도 당연히-

머NTD 코리아는 홍장화 본부장을 비롯하여 명성 있는 여러 트레이

지만 특히 텍다이빙은 안전

너들이 함께 참여하여 머NTD를 홍보하였다 특히 텍다이빙 초장기

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

부터 심쥐하여 매니아 증의 매니아로 알려진 속초의 안승철 트레이

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면

너는 전시기간 내내 서울로 올라와 머물띤서 부스를 지키고 있었다

서 서로의 교육 수준이 높이-

인승철 트레이너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호흡기들을 속초에서 직

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모습

접 가지고올라와이번전시회 기간동안진열하여 놓기도했디

이 아닐수없다 한사람이

lANTD 코리아 홍장회- 본부장은 텍다이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트라이 믹스로 깊이 다이 빙

서는수준높은스포츠디이벼가많이어:히-기 때문에스포츠다이빙

하는경험을쉽게자주할수

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히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고 한다. 또한 다른 교육단체들과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서로 교류한다면 간

협력해 나가는 것이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빙엔이라고 생각하기

접적인 경험을 통해 수준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lANTD 코리아

때문에 타 단체 강사와 트레이너들과 문호를 개방하여 교류히는데

의 홍장화 본부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이상적

노력하고있다고힌다.

인구상을현실화시키는것이 어렵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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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블루노션
작년에 이어 올해 전시회는 어떤 모습으로

SSI 부

스를 꾸밀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작년
전시회에서 보여준 부스 활용 모습에 대다수 사람들
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SSI

코리아를

새롭게 이꿀고 있는 이신우 대표는 그러한 기대를 저
버리지 않았다 작년과는 또 다른 이미지 를 가지고

매우 효율적 인 디자인으로 부스를 선보이띤서 올해
전시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꿀고 있었다
부스에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트레 이너 들을 비롯하
여 여러 명의 강시들이 각각 위치를 지정하여 전시기

간 동안 언제나 활기 왕성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관람
객들을 맞이- 친절히케 응대하고 있었으며 이신우 대

표는틈나는 대로다른부스를방문하며 여러 업체와

유대를 곤고히 하느라 부지런히 웅직이고 있었다.
얼미 전 이집트에서 개최되었던 SSI 40주년 행사
에 참가히여 최우수미케팅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전세계가 불횡에 허덕이는 중에도 불구하고 전년대

웅장하면서 산뜻한 이미지를 풍기는 881의 부스 디자인이 또 한번 다이빙계를 놀라게 했다‘
k

비 80%의 성장을 기록한 공로로 주어진 상이라고
한다

I 코리이를 운영하고 있는 회시는 블루노선인데
지난 해부터 호댁뿐 아니라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총괄하기로 계약을 완료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점점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제는 필리핀 에서
호댁어를 사용히는

SSI

멤버들 관리도 시직하게 되

어 조만간 펼리핀 지역을 방문하여 업데이트 세미나

를순회 개최할예정이라고힌다.
금년의 새로운 영업 목표는 최근 동남아 지역 리조
트에서 양산하고 있는 체험다이빙 고객에 대한 마케

전시기간동안 881 홍보를 위해 함께한 881 이신우 대표와 멈버들

팅이라고 한다 수중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다이빙에 참가한 이

오래 남길 수 있으며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

후 정식 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인데

SSl 코리아 본부에서 체

주띤서 자랑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힐 것이라 예싱F하며 니중에

험다이빙 c-카드를 5만장 제작하여 체험다이빙을 많이 실시하는

정식으로 다이빙 교육에 입문히는 경우 다시 SSI를 찾기 위한 동기

SS1 리조트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체험다이빙을 마친

로서 많은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

SS1

로고가 찍힌 자격증을 받으면 SSI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에
SSI는 다앙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
으며 학생들에게 즐

거움과 보람을 느끼
게 해주는 상품들도

많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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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회

TSDI

T8미의 부스 모습

텍다이빙 전문답게 매우

다앙한 텍다이빙 교재와 함께 장비가 함께 전

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테크니칠 다이빙의 선두 그룹으로 평가 받고 있는

운도전과모험을위해각종행사기획을수립해놓았다고한다

TSDI는올해전시회에도데크니컬다이벙장비와그동인탐사기록

TSDI 에서는오래 전부터 수중환경 보호와다이버들의 해양생물

을 편집한 동영상을 커다란 화면으로 상영하며 전시장을 찾은 다이

지식 향상을 휘해 에코(Eco)다이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었다

최근 분제가 되고 있는 먹거리 다이빙 문회를 개선하고 본지가 추진

국내 에서 활동중인 트레이너 대부분이 전시기간 내내 상주하띤서

히고 있는 즈미트 다이벼 운동”에 동참히는 치원에서 올해에는 한

데크니컬 디이빙에 대하여 궁금해히는 일반 다이버와 강시들에게 자

층 에코디이빙 세미나 개최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사이드

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모힘심이 많고 기존의 스포츠 스쿠바

마운트 다이빙을 보급하기 위한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며 4월에 실

디-이빙 만으로 욕구를 만족하지 못히는 다이벼들이 많은 관심을 보

시한 강사 업데이트는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와 창원에서 각기 개최

였다

하며 업데이트 세미니에서 새로운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자세하

공기통 한 개를 가지고 40미터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히는 스쿠

게 소개할 계획이다

바 디이빙과 달리 더 갚이 들어가고 싶거나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

국내에서 가장 동굴 다이빙 경험이 많은 TSDI는 올해에도 멕시코

은 욕망을 채우고 싶어히는 디이빙 매나이들을 위해 트리-이믹스 디

유카탄 반도를 방문하여 새로운 동꿀다이벼 교육을 실시히며 기존의

이벙과재호흡기 디이빙 ‘ 일반적인비-다를벗어나모험심기득차있

디이버들은추가적으로경력을향상시켜나갈예정으로관심있는많

는 동굴다이빙을 위한 매뉴얼들을 모두 한댁어로 제작하여 교육의

은 다이버들을 찾고 있디

질적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 TSDI 에서는 올해도 새로

SDDI
국내 고유 브랜드로 설립되어 10년이 지나는 동안 매우 엄격한 교

이 자리를 지키며 SDDI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특유의 가

육을 통해 강시를 양성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수중사진 실력을 갖춘

족적인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히고 있는

강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있는 SDDI가 금년에 처음

회 기간 동안 수시로 부스를 찾이와

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는 본부장과 멤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간식을 준비해주는 등

이번 전시회에 3개 부스를 임대하여 처녀 참가한 SDDI는 김동혁
본부장을 중심으로 소훈 트레이너 성기영 트레이너와 여러 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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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I 소속 강사들은 전시

SDDI 홍보를

위해 봉사하고 있

특유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SDDI는 스포츠 다이빙 분야뿐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에서

도 이미 수준 높은 실력들을 가지
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어서 금년에는 더욱 진보된
내용과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여

멤버들에게

SDDI 만의 질적인 다

이빙 시스템으로 다가갈 계획이라

고한다또한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

쳐 수준 높은 수중사진 교육을 실

시해 왔으며 자체적으로 수중사진
대회도 개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수중사진촬영대회와 공모전에서

상위 입상하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텍다이빙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공하

부스에서 SD미 홍보를 위해 뛰어준 맹버들

는공기통

앞으로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만
들어 더욱폭넓게수중사진인구를획대해니길계획을밝혔다본지

니가겠다는것이다 그러기 위해 디이버 들이 쉽게 만나는해양생물

가 벌이고 있는 1 스미트 다이버 운동”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에 관한 생태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히는 준비

먹거리 다이빙을청산하고수중사진을 즐기는 다이빙 문호1를전개해

도진행중이라고힌다

BSACKOREA
매우 보수적인 교육단체로 이미지를 형성한

BSAC

코리이에서는

효뉴글화한 각종 매뉴얼을 소개하며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박종섭 본
부장을 비롯하여 여러 트레이너들이 자리를 지키며 전국에서 죠L아오
는

BSAC 회원들을 맞이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유익한 자리를 이어가

고있었다
교육단체로는 유일하게 전시회 기간 중에 수중촬영을 위한 세미

니를 개최하였는데 영국

BSAC 본부에서 제작한 매뉴얼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진행한 것이라고 힌다. 이 번에 새롭게 출간힌 수중
촬영 교재는 처음 수중사진에 입문히는 다이벼를 대상으로 소형 디
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기초부터 다루

고 있어서 디지털 세대가 다이빙에 입문하여 즐거움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줄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디지털 수중촬영을교육하기 위한

교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고민하던 강사들에게 해답을 마련해주

BSAC 코리아 박종섭 본부장과 엠버들이 부스에서 관람객을 맞이하였디

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원들에게 수중에서 촬영을 하면서 디이빙을

강사와 회원들이 서로 인사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매

고 교류힐 수 있는 계기 를 만들기

우 높다고 한다. 이번에 개최한 수중사진 세미나에도 예상을 뛰어

위해 본부에서 연중 3-4회 친목

넘는 인원이 모여 수중사진에 관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다이빙 투어를 다이빙 명소를 찾

있었다고 한다.

아 개최하여 즐거움을 공유하고

BSAC는 계속적인 기술향상과정 (Skill Development Course)를

BSAC 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더

운영하고 있는데 수중사진과정도 그 중 하나이며 아이스 다이빙 배

욱 확립해 나갈 계획도 수립하였

뉴얼도 발간한 바 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작해 오딘

으므로 BSAC 코리이- 강사와 회

매뉴얼 중 아직 발간하지 않은 ADP AED 매뉴얼을 추가로 제작하

원들에게 유익한 기회기 될 것으

여 강사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다o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할

로 보인다

계획이라고한다.

~

BSAC

"c;:.룹_，..._

일본 호소가와 대표가 부스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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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회

리조트연합/마린하우스， 해원다이브리조트， MB오션블루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서로
업무협력 차원에서 조인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큰

해원다이브리조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마감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 같다 하지민
리조트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다이빙 리조트 세 곳의
행보를 보띤 역시 서로 미음을 열고 큰 목표를 가지고 협력히면 흔자

보다 큰 시장을 기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에서 자체 팬션을 보유하고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마린하우스의 허천범 대표와 강릉 사천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찾는
다는 해원다이브리조트의 박상용 대표.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펼리핀 모알보알의 뼈오션블루의 김용식 대표가그주인공이다
각 리조트기- 단골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리조트의 회

원들이 해외에 갈 때나 동해안 제주도에 갈갈 때 서로 협력하고 있
는 리조트를 추천해주변 일단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증에-기-기 쉬울

뿐 아니라 처음 젖어가서 만나는 관계에서도 자기 단골 리조트의 대
표와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를 공유할 수 있어서 서먹서

먹한 관계를 해소하기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전년도부터 함께 부스를 열고 공동영업을 시작했는데 세
명의 대표가 한자리에 머물면서 각자 자기 리조트를 죠맺던 회원들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에 기능했을 것이다 일본

이 부스를 찾아오띤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서 영업에 많

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 연계하여 업무를 협력히는 영업형태

은도움이 되고있다고한다

기- 많은데 리조트 얀합의 성공적인 시례를 계기로 우리니리에서도

리조트 연합이 영업 전략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데 아미도 각자
운영하는 리조트의 서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갖

더 많은 리조트들이 기준을 갖추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힌다면 더
욱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고 있기 때문이며 대표자들이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제주굿다이버리조트
제주도를 찾는 다이벼들이 히나같이 볼벤 하소연을 하는 내용 중
의 한가지가 무척 힘들다는 것인데 매우 오래 전에 제주도 다이빙에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던 곳이 김상길 대표

가운영하는굿디이벼 리조트이다 무척 깔끔하고 널찍하여 대형 콘

도보다 머무르기에 편안한 자체 팬션을 깃추고 있으며 마딩에는 수
영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동반한 기촉여행을 겸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곳이다.
새로운 세대 디이벙 패턴을 도입하여 이제는 자리를 굳힌 굿다이

버 리조트의 김상길 대표는 리조트를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시회 부스를 지키는모습이 매우감동적 이었다

이번 전시회에도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함께 참가하였다. 리조트를

굿다이버는 금년에는 예년보다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개빌F하여 제

찾는 손님들은 펜션에 머물면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히-기 때문에

주도를 찾는 다이벼들이 더욱 기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준비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다이빙을 함께 히는 김상길 대표는 물론 부

하고 있다고 힌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을 대비하여 관광을 할 수 있

인괴도친분이두텀디 .

도록하거나부부디이벼를위한특별한이벤트는물론이이들괴 함

그래서인지 전시회 기간 중에 부스를 찾는 회원들이 김상길 대표

보다 부인과 더욱 절친하게 반가워했는데 아이까지 함께 가족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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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여행을 오는 경우 아이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

님 빚을 준비를 하고 있디고 힌다 야

• www.marinehouse.inlo
• 제주도 서귀포시 히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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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alboaldive.com
. 밀리핀세부모일보알

070-7518-0180
070-8229-5285
대표김용식

· 바닷가수영장
· 테크니컬다이빙샌터

' ITC 및 각종 교육환영

~
繼輪훌

• www.haewondive.com
. 강원도강릉시사전연
사전진리 g←39

033-644-6207
011-685-1556
대표박상용
· 수도권에서 3시간

;다O 뭔 전용선

-

;온돌식 숙소

Diving Resort Club

I 다이빙 리프 클럽

K~SPO

SHOW

Seminars during KUSPO SHOW.

전시회 기간 중에 여퍼 세미나가 개최된다 전시회를 계기로 전국

가자가 그리 많지 않았었다.

에서 스쿠비디이빙 관제자와 디이빙 강시들이 같은 기간에 방문하기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전보다 다%댄f 종류의 세미나가 열랬는데 세

때문에 힌치 리에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디 외국

미나미다 흡족할 만큼 참가자들이 자리를 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잠관했던 정험을 보띤 전시장 부스뿐 이-니

있었다 우리나라 다이빙 문회카 점점 세련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라 각 업체에서 새로운 장비를 홍보히기 위해 개최히눈 세미니- 장미-

닐끼-한다.

다 많은 다이빙 강시들이 침가하여 귀를 기우러 정보를 얻고자 송l는

이번에 열렸던 세미나들 중에는 단연 재호흡기를 소개히는 프로그

열성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단체에서 개최히는 여러 스페

램에 많은 사람이 모었으며 재호흡기 를 취급하는 업체미다 각자 세

샤티 프로그램 에는 세계애서 모o:j 든 참기자들로 붐벼서 미리 접수늘

미니를 개최히았디 특히 직년의 천안함 사태와 소말리이- 해적을 소

받는경우도히다히다‘

탕한 작전으로 인해 해군 특수부대의 모습과 위상이 높아지띤서 새

지금끼-지 우리니리에서 개최되어 옹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세미나

롭고 진보된 특수장비를 시용하기 위한 여러 특수부대의 장비관련자

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민 디이빙 강사들도 전시장에 진열

들이 대거 세미나 장을 찾고 있었다. 책%에 앉아 이해할 수 없는 장

된 장비들민 가볍게 둘러보는 정우가 많으며 세미니를 개최해도 참

비를 다루기 보다- 직접 헌정을 찾이 보고 느끼띤 서 세세힌 정보까지

아쿠아렁 코리아가 개최한 장비세미나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미국 본사에서 방한 한 도미니크 군사장비담당 매니저가 장비를 설명하고 오석민 대표가 통역하
고있다.

-104-Scuba Diver 2011 년 3/4월호

주제에 관한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음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디이버

-의 분제 상황과 문제해 결을 위한 심층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
대 히였으니- 실제 주제 발표에서는 당띤힌 과제와 조금은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특별히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기 는 쉽지 않았다‘
히지만 모든 주제 발표마다 벅거리를 ξL아 다니는 현재의 다이빙

문호F는 운제가 있으며 미래적으로 해%댁!술적인 다이빙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 포하고 있으므로 점차 현실적인 당띤 문제를 실체
적으로 거론하며 논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미나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되었다고본다.
PA미 멈버 업데이트도 전시회 일정 중에 진행 되었다

W3Aι 수중사진 쿄설

BSAC

묘리아에서는

SDC(Skil1 Development Co urse)

과정 증

하나인 수중사진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수중사
진교실을개최하였다

새롭게 출시한 수중사진 매뉴얼은

BSAC 영국본부에서

출판한 것

으 힌글핀으로 번역 출판한 것으로 처음 수중사진을 접히는 초보자

늘 위한 수중사진 입문 과정 을 담고 있디- 매 뉴얼 안에는 수중사진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광학과 카메라의 촬영 원리를 설명하고 있
으며 콤팩트 디지멀 카메 라로수중촬영에 입분할수있는세세한정

보를알려주고있다

PADI

멈버를위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한 때디 멈버 들

세 01 나는

BSAC

강사이다1 서울시립산업대학원 디자인과 교수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군부대 관계자들을 보띤서 우리나라 군에 대한

정상근 씨가 진행하였으며 교육단체를 불문히고 수종사진의 기본처

믿음이 더욱 확고해 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인 이 론이 궁금한 다이벼 들과 학생들에게 수중사진 교육을 진행하고

힌국수중과학회에서는 최근 다이빙 계에 대두되고 있는 다이빙 휠

동과 관련하여 ..건전다이빙 문화 육성을 위한 삼포지음’을 개최하기

싶은 여러 명의 강시들이 자리 를 매웠디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디지멀 짜11 리를 가지고 촬영하고 말

도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장비업체가 금년 신제품들을 소개히는 설
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단체에서는 업데이트를 비롯하여 수중사
진교실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세미니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 열렸던 세미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국수중과학회의 건천다이빙 문화 정착을 위한 심
포7- 1 음
스쿠비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동식물을 채취를 금지하는

수산언범 개정령이 발효된 이후에 다이빙 계에서는 그러한 개정안
이 딴들어진 연유와 이후 다이빙 문화의 변화를 놓고 많은 논란들이
계속되고있다
본지에서는작년부터 다이버들의 먹거리 행위를근절하고선진화
한 디아빙 문화를 지향하는 ·스마트 다이나1 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
데 한국수종과학회(회장 명정구)에서도 현재의 디이빙 실태의 심각

성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다이빙 문화 칭달을 위해 세미나 장을 마

BSAC 코리아는 수중
사진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교재를 발간하였

으며 전시회중 수중사
진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호응을받았다.

련하였다고한다
세미니는 이선영 (수중세계발행인) 냉정구(해양연구원). 제종길 (전
국회의원) 세 사람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각 발표가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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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PO SHOW
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특히 다이빙

에 입문하는 젊은 세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그마한 콤팩트 디지털 카

메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중에서도
사진으로 남기는 걸 즐기고 있디 하

지딴 아직까지 수중에서 콤팩트 디지

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히-기 위한
교육 매뉴얼이 디 OJ'하게 보급되지 않

아 강사들이 디지털 수중사진 교육을
진행히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교

재로 인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한다
아쿠아령 쿄리아 써 Inl 나

유에스 다이버 스(US DIVERS)와

시퀘스트(Seaquest)등 여러 가지 브

아쿠아렁이 개발하여 생~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군사용 다이빙 장비들 특수부대 장비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랜드로 잘 일려져 있는이쿠이령 그

룹의 한국 대리점인 이쿠아렁 코리 아에서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깅사와 일반 다이벼 를 대싱으로 신제품들을 소개히는 세띠니를 진
행히였는네 이와는 낼도로 특별히 군시장비를 소게히는 설맹회를

개최하였다‘
이쿠아렁 그룹 본사에는 군시용 특수장비를 전담으로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재호흡기 같은 특수 장비도 여러 가지 모델을 생
산하고 있으며 비롯하여 물안경은 점수복과 비씨까지도 군사목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빌봐여 제작하고 있다.

이번 군사장비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각 특수부대를 비롯하여 관
련 기관의 담당자를 초청하여 대외비로 개최하였는데 특벨히 미국
본사에서 군사장비를 전담하고 있는 도미니크 수띠인 (Dominique
S띠nian)씨가 방한하여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

하고 참7}-.자들의 질문에 답변히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적인
특수장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가지들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궁금했던 의문점들을 마음껏 풀어놓았는데
전문가의 섬세한 설명을 듣고 매우 만족해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방한한 도미니크씨는 프랑스 출신으로 쿠스토 소사이어티
에서 쿠스토와함께 디이빙을했던 다이빙의 원로중한사람으로서

세계 최고의 재호흡기 전문기-로 꼽히는 인물이다- 쿠스토의 네 번째

제자라고본인을소개하였는데 기자와만나서 대회를나누는중에도

아쿠아렁 코리아는 이번 전시회 기간중 특별히 미국 본사의 도미니크씨를 초청
하여 군사용 특수장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아쿠아렁 본사에서 재호흥기
를 비롯한 다앙한 군사장비를 개발하는 전문가인 도미니크씨가 강의실 세미나를
마친 후 수영장에서 실시한 장비 체험히는 과정을 직접 물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다 도미니크씨는 쿠스토의 제자 중 한사람이며 쿠스토 소사이어티에서 쿠스

토와 함께 해앙탐험을 오래했다고 한다 지금도 쿠스토의 손자， 손녀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있었다

쿠스토의 손자. 손녀인 필립과 알렉산드래쿠스토의 둘째 이들 펼립
의 이들과 딸. 본지 2010년 9/10월호 쿠스토 특집 참조) 와 수시로 문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최신 장비로 대치하려는 때에 전문가가 직

자 메시지 를 주고 받고 있었다 본지가 작년 쿠스토 탄생 백 주년을

접 벙한히여 세미나를 진행한 것이 정보를 얻고 장비를 이해히는데

기념하여 특집 기시를준비하는동안지료를확보히는데 어려움이

많은도웅이 되었다고힌다 만

많았었는데 도미니크씨를 미리 알았더리면 무척 도움이 되었을 것이

리는이쉬움이남았디
침-가지들은 특수부대 장비 담당자와 실제 사용지들이었는데 천인
함 사태와 소말리이 해적 소탕 작전을 껴| 기로 우리나라 특수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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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전시회와 세미나를 춰째만 사진 데이터가 바이러스로 인
얘 유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q어l 사용된 사진들은 각 업체에서
자료로 보내준 것들입니다. 독자 어려분께 사과 드컵니다.

「썼~ ] ~썼.0 ]겨J'>斗

觀홉뿔뿔

뿜輔를훨
71 으조
Cl '-O

눈부신 백사장과에 메랄드빛 바다 그리

시간후에나있을거라고한다

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열대어들

그럼 애딩초 왜 줄을 서라고 했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창구직

의 군무... 발리키삭은 우리가 흔히 일봐

원과싸워봤지만이미 상황은종료 .... 어쩔수 없이 리부킹 차지 물고

는 열대바다의 모든 조건， 아니 그 이상의

공항에서 하릴없이 4시간을 기다리다가 보흘행 비행기에 탑승할수

것들을 함께 가진 곳이다-

있었디 . 하낀 고속버스도 아니고 각종 디이빙정비외 카메라 장비등

필라우， 시파단 등과 함께 세계 5대 다
이빙 포인트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보홀의

발리카삭섬을 구정연휴를 맞아 다녀왔다

제없을거라 너무 게으르고 순진하게 생각했던게 잘못이었으리라.

I 보홀까지 7}는길

I 코론이발라깎으로
사실 이번 여행은 미리 7-11 획되었다기 보다 재필리핀 수중협회의

으로 산더미 같은 짐도 들고 가면서 한시간전에만 도착하면 아무 문

마닐라에서 비사。F제도의 보흘섬으로 가는 방법은 국내선 항공기

1

월 정기다이빙중에 갑자기 제의된 것으로 목적지도 빌리카식이 이-닌

파라왼의 코론으로 예정되었다가 묘론의 현지상황을 체크한 결과 파

를 티고 보흘의 주도인 탁빌라란으로 가는 방법과， 세부에서 출발하

는 페리편으로 탁빌라린 항구로 가는 방법이 있다.

국내선 항공편은(마닐라에서 1시간 20분 소요) 필리핀에어라인.

도가 높이- 보트가 다이빙포인트들로 출항하기도 힘들고 제속되는 바

세부퍼시픽이 각각 매일 3편씩

렘과 파도로 인해 수중시이:도 5 1J 1 터 전후밖에 되지 않는디는 소식을

고 선박편은(세부에서 약 ]시간 30분 소요)

전해듣고 대티로 갑자기 결정된 것이었다

Weemsam Express Pier4)

코론행이 취소됨에 따라 급히 보흘의 다이빙리조트들에 분의한 결
과 미침 그때가 구정이라 한곽에서 오는 다이버들과 중회권 국기들

3편.

Zest 항공이 매일 l편 운항되고 있
OceaJ1 Jet(Pierl)

Supercat(pier4)

5면

3편등 3곳의 회사

가 운항을 하고 있다. 탁빌라란에서 핑띨라오섬까지는 랜터카나 트
라이시클. 모더사이클등을 이용해 이통힐바 있다 (약 30분 소요)

에서 몰러드는관광객들로 인해 모든숙소들이 초만원이었고， 이리

저리 아는 인백을 총동원한 결과 굉μ글라오섬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에서 마침 예약을 취소한손님들이 계셔서 숙소와 디이빙이 기능하
디는연락을받았디
필자 개인적으로 보홀은 업무자. 휴가차 이미 여러변 빙-문힌 전력
이 있었지만. 펼자를 제외힌 7 냉의 일행들은 모두가 보흘이 초행길
이리-모두들설렘괴 기대감에 잠을설치며 많은기대를하며 다기올

여행을 기다렸고 마침내 1월 30일 口l닐리를 떠나 보홀로 기는 4 박

5

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일요일이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마
닐라 공항에 비행기 출발 50분전에야 도착한데다 길게 줍을 선 보안

검색때문에 시간을 지제했고. 또 친절한(η 안내요원때문에 길게 늘
어선 줄에서 기다린 덕분에 수속창구에 도착하여 직원에게 들은 얘

기는 이미 보흘행 비행기는 수속이 끝났고 다음 비행기는 앞으로

이번 다이빙 투어를 함께한 재필리핀수중협회 회원들-

4

운이 좋게도 바라쿠다 무리를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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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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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토드포인트

5

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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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테드랄

8.

피쉬샘츄리

다이버스헤븐

9 더락

10 블랙코랄포레스트

11
12

킬리마얀

일로나리이프

13. 0 년코포인트

14 스네이크아일랜드
15 파밀라칸 A
16 따랄라칸 B
17 까빌라오 띠쉬 샘츄리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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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14 ~

경g
파밀라칸섬

빌리카삭섬

한국인이운영딴다퍼이브숍

라이트하우스
바라쿠다 포인트

보흘은 일찍부티 어류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어온 이유로 필리

|

우리 일행이 묵었고 다이빙을 했던 디퍼다이브삽은 유명한 알로나

18.
19

핀 여타 지역들보다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수중환경을 가지고 있

비치에서 4-5Km정도 떨어진 곳으로 한적하고 이늑한 환경을 가지

디

건강한 산호초와 대형 씨팬들 그리고 리프에 상주히는 수많은

고 있는 곳이다 삼을 운영히는 징태힌강사는 해벙대출신으로 6년전

종류의 어류들과 거대한 무리의 비리쿠다. 잭피쉬 무리를 늘 볼수 있

필리핀으로 이 주해 조용한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여러 어려운 여건

으며 거북이와 나폴레옹피쉬. 가오리류‘ 그레이트 바라쿠디등의 대

속에서도 남자다운 묵심으로 디퍼다이브삽을 보흘을 대표히는 호택

물들과 화이트탑 상어 그리고 기끔씩 고래싱어를 보는 행운을 반날

디-이브삽으로발전시켜왔다.

수도있다‘

자고니면 새로운 삽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곳 펼리핀에서 한결같

또한 보흘은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디른 지

은 친절함과 성실한 모습으로 지난 6 년을 벼려왔을 뿐더러 현재 주

역들보다 오히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이 1년 내내 다이빙이

변 땅을 구해 새로운 숙소와 다이벙삽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에서

10

가능하지딴 몬순의 영향으로 7-9 월은 날씨가 흐리고 시야가 좋지

여년 이상을 펼리핀에 거주하는 필자 개인에게도 귀죠에 되 고 도전

않을 수도 있다 그러고 1-2월은 분쪽에서 불어 오는 계절풍의 영향

이 되는 자랑스런 한국인의 긍지를 느낄수 있었다

으로 파도가 거칠어지는 날이 많아 발리카츠i에서의 다이빙이 힘이
들수도있다.

|

보홀의다이뱅

|

실제로 필자가 빙문했던 1/30-2/3일끼지 4박 5일 동안의 기간에

보홀애서의 다이빙은주로 까빌라오섬 ‘ 핑글라오섬 파밀리칸섬 .

도파도가높아발리키켜L에서의 다이빙은둘째날 2 번의 다이빙과셋

발리키작섬등 주로 보홀섬의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다이빙 리조

째날 1 벤의 다이빙만으로 만족해야 했으며 필자보다 하루 더 많은

트들은 최고의 다이빙사이트로 꼼히는 발리카츠Ml 가까운 핑글라오

일정의 일행들은 운이 좋아 다음날 발리카식에서 하루 더 다이빙을

섬내에 주로 몰려있으나 공항과 항구가 위치한 탁빌라란 시내에도

할수 있었디

몇개의 다이빙숍과 리조트들이 있어 발리카삭뿐 아니라 북쪽에 위

치한 까빌라오 섬까지의 다이빙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여행에서 발리커식에서의 3 번의 다이빙과 팡글라오섬 주변

에서 8 번의 다이빙을 했지만 핑을랴오섬 주변은 우리가 갔을때 시
보홀의 디떠 다이빙 리조트는 한
국인 장태한 강사가 운영하고 있
는데 일로나 비치에서

4-5km

떨어진 한적하고 아늑한 곳에 위
치하고 있다. 리조트 전경과 근

무하는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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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카삭에서는 거북이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모래밭을 잘살띠언 귀한 사진 촬영 감을 찾을 수도 있다.

야가 워낙에 좋지 않아 별 인상적인 느낌을 받지 옷했기에 너무 주관

부속된 면적 25혁타르의 작은 필리핀 정부 소유의 섬이다 파도의 유

적인느낌을배제하고자

뮤에 따라 차이가 있긴하지만 보통 방카로 핑딸라오섬에서 30-40분

이번 글에서는 주로 발리커츠벼l 관한 이야기 들로만 채우고자 한다

정도， 탁빌리란에서는 50-60분 가까이 걸린다. 섬내에 필리펀 관광

발리카삭섬은 필리펀 중부 비시아제도에 위치한 보흘(Bohol)섬에

청 소유의 발리카삭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B뻐casac island dive

테크니컬전문

@완탤뿔
AQUATEK
장비
• 각종 스쿠버 다이빙 장비 도소매

;‘

•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판매원

' OMS, 미VERITE 재호를기 수입 판매원

...., 0

.ll!. '%:Ji
• 트라이믹스， 재호릅기 교육
• 강사교육， 터|크니걸 다이빙 교육

• DAN 02, CPR , 응급처치 교육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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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산호 안에 숨어있는 작은 게

연산호 안에 숨어있는 작은 게

resort)가 있으며 100여가구의 주민들이 어엽과 수공업 또는 관광
업(?)에 종λ봐며 살고 있다.

앞서 말한 발리7'1삭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는 필리핀 관광청이
직접 운영히는 리조트로서 에어컨이 달린 107H 의 룸을 가진 1. 5헥타

발리키츠뻐|서 다이빙을 미친후 보트에서 쉬고 있으면 현지 주민들

르 규모이다- 핑골라오섬에서 보띤 발리카삭섬의 반대편에 위치해

이 작은 망카에 직접 잡은 고동으로 만든 목걸이와 장식품， 기념 티

있으며 ， 산호로 만들어진 눈부신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자체

셔츠등을 싣고 여러 보트를 돌아다니며 팔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수영장괴 디이브삽도 운영하고 있다.

있으며， 다이빙 배들과 약간 떨어진 비다에선 한가롭게 낚시줄을 드
리운 어부들의 모습 또한 눈에 익숙한 발리카삭섭의 풍경이다

필자가 예전에 섬에 상륙했을때 리조트에서 장기간 숙박하며 다이
빙을 즐기는 한 유럽인부부를 만니-서 들은 얘기는 시설은 상당히 좋
지 않고. 종엉원들도 섬주민이 대부분이라 서비스마인드라는 개념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애서 웬
지 사람시는 동네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손님 종업원 할것 없이 모두들 친구처럼 지내고 있으며 몇발짝만

나가띤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가 펼쳐지마 지난 밥에는 거북이가 알
을 낳으러 올라옹 모습도 보았고 밤마다 세는 하늘의 별이 너무 아
름답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여주었는데， 비-쁜 도시생활과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나같은 한국사람들이 TV도 기티- 유흥거리도 없는
이곳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히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
었다

l

다이맹 포인트
발리가삭섬의 다이빙포인트는거의 대부분이 섬을둘러싼월다이

빙이라 볼 수 있다 섬으로부터 수심 5-8 미터의 리이프가 20-40미

터 가량 계속되다가 끝부분에서 절벽이 시작되며 조류를 따라 월을
따라 흘러가며 디이빙을 즐기다가 다시 리프로 올라와 마크로 생물

들을관찰히며 안전정지를미치고출수하는형태이다.

월부근에는 대형 씨팬들과 해송들 헝어리해변들이 있으며 절벽

가운데 파인 작은 은신처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거북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깊은 수심에는 간혹 지나다니는 상어류들과 가오리
들을 볼 수도 있다. 그러고 엄청난 떼를 지어 다니는 씨알 굵은 잭피

쉬 무리와 발리카삭의 명물이라 할수 있는 비라쿠다떼들도 그러 어

렵지 않게 볼수 있는 곳이디 .
발리카삭섬 자체가 거대한 다이빙 포인트라 불릴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콧에서는 말미잘마다 유렁새우가 많이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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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폴립속에 위 ε「하고 살아가는 새우

고스트 파이프 띠시가 일을 품고 있다-

들을 보띠 안전정지를 힐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블랙쿄랄포레스트

이번 발리커작에서의 디이빙은 때마침 닥친 이상기후탓으로 매일

발리키삭의 대표적인 포인트리 할수 있는 곳으로 수심 30미터 지

쟁에 블랙코랄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핑을라오섬을 마주하고 있어 두 섬 사이를 지나는 조류가 빨라지

는 곳이므로 풍부한 먹이를 찾아 디-니는 대어들을 쉽게 볼수 있는 곳

날씨가 흐라고 바람이 세자게 불었으며 시야도 좋지 않이- 데리고 간

일행들에게 조차도 미안하게 느껴질 정또의 악조건 속에서의 다이빙

이었다‘
발리?싹을 다녀올때 마다 거친 파도때문에 고생을 했으며 3일의

이다. 유명한 비-라쿠다무리를 가장 만니-기 쉬운 포인트이기도 하며
거북이들또한가장많이 모아있는곳이라될수있다
이번 여행에서의 총 3 번의 발리키삭에서의 디아빙중 2 번을 이곳

다이빙종 히루는 띨리 보이는 빌리키식을 바라만 보았을 뿐이었으
니

그간 침이 바르게 자랑힌 빌리카삭의 정엄하고 환상적인 비다

에서 했으며 사람크기만한 대형 거북이를 비롯해 비리쿠디-부리 나

를 기대했던 일행들에게는 실망과 이쉬움만 남겨줬다고나 할까? 하

포레옹피쉬를만나본곳이기도하다

지만어찌겠는가? 내가비다한데 어떻게 한것도이-닌데

아쉬움이

있어이 그리워 히케 되고. 또 다시 가보고 싶은 미음이 생기는 것이

2. 마린 생츄어 리 (Marine Sanctuary)

아닐까?

발리카삭 리조트와 가까운 콧으로 약간 북쪽의 카테드렬

(Cathedr머) 포인트와 연결되는 곳이디
섬에서 출빌해 코랄이 뒤덮힌 리이프를 지나 월에 접어 들띤 울퉁

「국강희 볼거리
발리카삭과 똥띨리-오섣 주변에서의 사흘간의 디.01 빙을 마치고 일

불퉁하게 돌출된 바위들 틈
으로 작은 캐번들을 많이 볼

수있다. 캐번속으로들어가
보띤 간혹 씨알 굵은 스위트

립과 그루퍼들. 그리고 자이
언트 바라쿠디들을 볼수도
있으띠 제법 큰 트레발리들

과 바다를 기득 채우며 유영
하는 트리거피쉬 유어들과
벼터플라이 피쉬들의 군무

를볼수있는곳이디예전에 방문했을때 자주
큰 잭피쉬 무리들을 보았딘

곳이었는데 이번에 는 작은
무리의 잭피쉬 무리들만 볼

수 있었다 출수를 위해 올
라오띤 리이프 끝부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비슬렛무리

산호초 정원에는 작은 고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생동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Scuba Diver

20 1 1 년 3/4월호

-113-

해외 다이빙

로복강 투어에서 만난 원주민들의 민속공연 모습.

로복강 투어는 선상에서 점심을 해결 할 수 있다.

행들과 보흘섬 육상투어를 떠났다. 보흘은 필리핀내에서도 보라카이

와 더불어 꼭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2

로복강 투어 (Lo boc River Tow')

필리핀 관펌f내책자에 빠지지 않는 초컬릿 힐과 가장 작은 영장

로복강 투어는 사실 그다지 볼것 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류인 타르셔 (Tarsier)를 볼수 있는 곳으로 가족 친지들과의 단란한

관광객들이 초콜렛힐을 보고 내려 오는 길 에 들러 유람선 같은 시원

여행을즐길수있는관광지가많이 있디

한배위에서 점심식사플해결히논곳이리고보띤될 것이디

보통 연속 다이빙후에는 비 행기를 타기까지 휴식기간이 펼요하므

로 이때에 남는 시긴을 이용해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필리
펀 디이빙포인트들이 디이빙 을 제외하띤 그디지 흥미 롭거 나- 즐길 꺼

리기 없는것에 비교하면 이곳 보홀은 이주 좋은 장접을 가지고 있다

배위에서 전통음식들로 차려진 부페음식을 먹으며 그럴싸한 밴드

기 불러주는 팝송및 각 나라의 음악을 즐길수 있다
운행 중간즘 강위에 띄워둔 바지선에서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무

용단의 민속공연도 볼만한 구경거 리이디

고 보면 되겠다 보통 반나절이떤 유명한 곳을 거의 다 둘러 볼수 있
기에 보흘야행을 계획하시 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어 경힘해 보시길

3. 안경원숭이 (Tarsicr)

비린다.

보흘의 티-르셔는 필리펀 보흘섬에만 서식히는 동불로 세상에서 제

보홀에서 꼭 가돼야 할곳 몇군데를 추천한다

일 작은 영장류로 알려져 있다 보흘섬에는 상당히 많은 개체들이 있

다고 하는데 . 야행성이고 예민한 동물이라 주간에는 보기 힌들고 보

1. 초컬릿 힐 (Chocolate HiU)

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홀섬 외부로의 유출 또한 금지되 어 있

초콜렛 힐은 보흘섬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약 1.260여개의 높이

다 크기가 10-15센 티 정도로 아주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이-이 들과

40-120미터의 작은 언덕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곳이다 보흘의 중

심도시인 탁빌라린에서 차량으로 약 한시간 정도 걸리며 한국의 제
주 오름이나 경주 왕릉 같은 봉우리들이 산 정상에 펼치져 있는 모습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로복강 투어가 시작되는 곳 부근에 두어군데 안정원숭이를 볼수
있는 장소를 띤들어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곳들이 있다

이장관이다，

회산활동에 의한융기， 풍

보홀에만 서식하는 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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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로나비치

화 활동에 의해 생겨진 것으

알로나비치 를 관광코스로 넣기에는 좀 부리가 있긴 하지만 보홀을

로 추측되며， 우기 에는 푸른

대표히는 아름다운 비치이기에 소개한다. 알로나 비치 는 평골리오섬

잡목으로 인해 푸른색 이 지만

에 위치하며 빌리카삭을 미주한 산호로 만들어진 백사장을 가진 곳

건기시 에는 잡목들이 말라버

이다.

려 모든 봉우리들이 갈색으로

탤런트 김지호씨가 신혼여행을 디녀간 곳으로도 유명하며 다이빙

변한모습이초콜릿처럼생겼

뿐아니라휴식을위해서도찾는이가많은곳이다 바닷가뿐이-니라

디 해서 만들어진 이 름이라

내륙쪽끼지 수많은 리조트기- 산재해 있으며 샤롯데 리조트와 원더라

한다

군 리조트등 한국 리조트들도 입주해 있는 곳이다

산 정상에서 214개의 계단

알로니 비 치의 장점은 낮동안의 디이빙과 수영 등의 수상활동과

을 걸어 올라가면 사방이 넓

더불어 야조f에도즐길 거리가있다는것이다. 해변을따리 밤미다식

게 트인 전망대가 있어 좋은

당 및 카페 ， 비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며 손님들을 맞으며 라이브 음

전망을구경할수있다.

악을들으며휴식을취할수있는곳이다

W

에어트림 (D뻐GON AT)
최적의 부력조절， 최고의 펀안함， 초|상의 디자인.
그리고 스타일까지 원하는 다이버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스타일의 BC들과 같이 걸리적거리거나 부피가 커서 다루기 거북한

느낌이 없이 포근히 감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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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부력 주머 니 (DRAN BLADDER)
더욱 많은 부력을 제공하는 드래곤 BC의 부력주머니는 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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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끽팅f고 채워주기만 하면 될니다.

엄청난내구성을보

알루텍스와 플래쉬 안감 (ALUTEX & INTERNAL PLUS Ll NE)
| 함유된 알루텍스를 외부의 주요 마찰 부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는 플러쉬로 마길서하여 다이버를 포근히 감싸 줍니다

milr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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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선썩꽉텃관를I포프

뽑씌

Aþt!

켈챔"t!캐빵훌옐흩흩 7~C~.
Hangaechang point, Seopseom. Seguipo , JEJU.
글 ， 사진/김건석(파티 마 3D 촬영 감독)

--견훌프린포폴의시작
아휴 ... 줍다. 바
람이 얼굴을 때리면
서 세차게 부는 겨

울바다를바라보띤
서 입에서 튀어 나
오는밀이다 아휴
무지줍다.

서귀포에 살고 있으면서도 추운 겨울이오
띤 바다를 바라만 보아도 춤다는 느낌이 들
어서인지 바다에 갈 생각은 한F리씌f 너바로
사라지고 하루 일상생활을 히는데 스스로 게
을러진다 직업 다이벼가 아니기에 다이빙

장미 는 한 달 내내 집밖에 놔두었던 탓인지
하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타 지역 디이

모래밭에 커다란 대형 수비맨드라미 산호가 자라고 있다.

벼들은 다이빙을 하지 못해 인달인데 비-로

바다 옆에 사는 필자는 무슨 배짱인지 겨울

활하고 있다가 오랜딴에 따당으로 나오니 새

서귀포의 봄은 육상에서 새싹이 돋고 바

이딴 바디를 외면히곤 힌다. 단지 춤다는 이

싹들과 함께 쑥과 나불들이 여기저기 솟아나

닥이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수중에서

유에서다.

먼서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얼른 바구니를

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아무것도 없던 수중

며칠 전 집 앞에 앉아 띠풋한 햇살을 받으

가져와 쑥을 뜯으며 와! 이제 봄이 왔구나l

의 민둥 마위에서 감태와 미역이 자라기 시

띠 마당을 둘러보니 봄나물들이 지면을 뚫고

라는 생각이 스치는 것과 동시에 수중의 봄

작한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봄에만 볼 수 있

가득 올리-와 었다. 겨울 내내 집안에서만 생

을 떠올리게 된다，

는 모자반이 수띤을 향해 키를 키우기 시작

‘...
‘ ...

옆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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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오자만은 하루에
20crn 나 자리난다고 하니
수중에시도 봄의 해초들이

급격히 빨리 자란다고 보여
되듯하다

모자반이 자라기 시작하

는 3월 말부터 녹아 없어지
는 6월까지는 수 미터씩 길

게 자란 모자반이 밀림처럼
숲을 이루고 있어 수중촬영
으 히는 다이버들에게는 다

른곳에서 만날수 없는좋
은 피사체가 되어 주기도 한
다. 서귀포 봄의 수중은 여

름， 가을‘ 겨울에볼수없는
해초들이 무성해 봄의 아늑
한숲속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받을수있다.
서귀포의 봄인 3월에 서

6

월끼-지의 수온은 평균 15도

맨드라미 산호 근처에 라이온띠시가 함께 있어서 근사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

르 유지 히고 있으며 7월이 되떤서 수온이

다이버들과함깨한수중촬영다이빙

상승하여 20도 이상을 유지히는데 힌어름부

서귀포를 핫는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위해

티 가을까지는 28도까지 올라가기도 힌다.

드나드는 길목인 부두에서 그들을 비리보고

15도의 수온에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없는

있으면 많은 사람이 수중차메리를 가지고 내

날이딴 다이빙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유

려옹디- 전운성 차메라는 많이 보이지 않지

지 한다 아직끼지 서귀포의 봄을 보지 봇한

만 일반적으로 쉽게 들고 디-니는 콤팩트 디

다이벼라변 꽃샘추위가 지나긴 봄날 서귀포

카를 플라스탁하우정에 넣어 들고 오는 경우

를젖어 물에몽을딘지띤다른세상속애 있

가많다

는 것처럼 아름다운 수중 풍경을 볼 수 있을

짓이다.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디까를 육상뿐

아비스22
(ABYSS 22)
모든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뢰성의 아비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문가용 딩
(FOR DEMANDING DIVER)
어떠한 익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 답솔로 다이빙 세계기록 313m
* 최다 다이버 동시 호홈 세계기록 : MR22 1
단계로 101 명의 다이버가 40분간 동시 호홉‘

하나의 MR221 단계로 25영의 다이버가
미터에서 10분간 동시 호홈

40

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간단한 하우정 하나로
쉽게 들고 다니는 것을 보떤 많은 다이벼들

100% 금속재질공법
(ALL METAL TECHNOLOGY)
금속 재질은 내동결성과 구깅 건조증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탁월한 내구성과 오랜 수영을 보장합니다

’nilr

l! l

수중사진 동호인들과 함께 다이빙을 하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다이빙 내내 즐겁게 지낼 수 있다

Sc uba Diver

2011 년 3/4월호 -1 17-

lOCAl D1VE
진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에 대한 토론의 자

리가 시작되면 사진에 대한 열정이 뿜어 나
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침을 맞이하는 경

우기 비일비재할 정도이디

짚섬 한개창포인트를가다
싶섬은 서귀포 항에서 동쪽에 위치한 섬으

로 배를 타고 20분가량 기야 한디 . 싶섬에는
많은 포인트가 있다. 괴월호에 소개 되었던

성섬 북단포인트와보트 디이빙을하는에
덴의 동쪽. 남서쪽 묘지 포인트 등 성섬과 섬

주위 에 많은 포인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인트는 한개창일
것 이다.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긴 라이온 띠시들이 다이버를 반기듯 기지개를 켜면서 유영을 하고 있다.

한개창 포인트는 싶섬의 북서 면에 위치해
있으며 섬의 해인을 따라 직벽으로 이루어져

이 씁사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준다는 생

리고 어떤 것이 디른지 고민을 하고 나만이

있는 곳에 뾰쪽하게 용푹 들어기 있어 멸리

각에 흐뭇하기도 하디.

가질 수 있는 구도의 사진도 만들어 보려고

서 빌려오는 큰 파도를 믿F아 주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기도 한다 역시 깊이 들어가띤 갈

지간히 파도가 높은 날에도 안쪽은 잔잔함을

수록 어려운 공부인 것 같다

유지하고 있는 천연적인 디-이빙 포인트이기

펼자도 수중사진을 찍고 있지만 미음에 드
는 수준 높은 작품을 찍고 싶어 사진 구도와

카메라의 기능에 관해 얀구하띤서 촬영을 거

이번 섬섬 투어는 다음카페 수중사진이야

도 하디 서귀포의 대표 선수로 알려진 문섬 .

듭하고 책과 씨름히면서 공부를 해도 띠음대

기 회원들괴 디-이빙을 진행하기로 히였디- 모

범섬괴- 더불이 설섬 포인트도 대형 수지밴드

로 되지 않는다 끝이 없는 게 수중사진이라

든 회원들이 수중사진에 관심이 있어 각자의

라미 산호와 분홍 연산호 군릭이 유명한 곳

는 생각이 든다.

카메라 장비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수중사진

이기도 하다.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외국작가들이 찍

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기도

이른 아침 서귀포 홍에 모인 다이버들은

어 놓은 사진과 구도를 보기도 하고 국내에

하다. 20대 초반의 여지강사부터 50대 이-저

어떤 좋은 곳으로 다이벙 갈 건지 질문이 쏟

서 올려놓은 수중사진을 보며 어떤 점 이 틀

씨끼지 다양힌 회원들은 니이 를 떠나 수중사

이진디 잠시 브리핑을 한 후 수중촬영을 히-

한개장 포인트에는 큰 수지맨드라미 산호를 비롯하여 바위마다 연산호가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바위 틈새마다 고기들도 많아 사진 촬영에 안성맞춤인 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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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싶섬으로 향히-기 위해

배 를 기다리는 디이벼들의 눈
에서는 레이저가 니올 정도로

기대에 찬 눈빛이다. 실망을

하지 않게 멋진 광경을 보여줘
야 한다는 부담감에 필자의 어

깨는 웨이트를 여러 덩어리 올
려놓은 듯 무거워졌다 목 맛

진 사진을 담이- 와야 힌다는
부담을 덜어 버리게 하기위해

무조건 안전이 최고라고 능글

맞게 이야기를 하고 배에 승선
해성섬으로향한다
섬섬 한개창 포인트에 도착

하니 우랴기 쉽게 상륙할 수
있도록적당한장소를찾아선
장이 능숙한솜씨로 가볍게 배

늘 섬에 붙였다 한개창 포인
트는 평평한 지역이 넓고 길게

펼쳐져 있어서 탱크와장비를

꼬}뜨로 엑셀
(QUATIRO EXCE L)

밤돔들이연산호폴립을뜯어먹고있다

수월하게놓아-둘수있디

매는 걱정은하지 않지만혹시라도 사라 때

엑셀은 가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마레스 핀입니다

서귀포 모든 포인트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

만조 시긴과 빚닥트리띤 디이버들이 머무르

모든 다이빙 환경에서도 뛰어난 파워툴 제공합니다

이 섬다이빙으로 진행히곤 힌다 섬 곳곳에

는 곳끼-지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넓은 바닥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장소가

물때를 잘 알아보고 섬에 들어기야 힌다.

많아 특별히 장비를 내려놓을 곳을 찾아 헤

장비를 세팅하고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히-

였다 한개창을 중심으로 북
으로 이동하면 성섬 북단 포

마레스의 앞선 기솔력이 응집된 이 핀은

꾀뜨로 엘셀의 독특한 디자인이 당신의 수중 적응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줍니다

3가지재질 껍
(TRI-MATERIAL CONSTRUCTION)
3가지의 다른 재질을 결합하여 제직함으로써
월등한 성능을 자료h하며 동급핀 중에서 최강의
파워를제공합니다

인트가 나오기에 포인트를

수퍼채널 껴
(SUPERCHANNE L) -

중심으로 서쪽으로 일직선으

로 나가는 디이빙과 남쪽으
로 이동하는 다이빙을 하기

로결정하였다
첫 입수를 알리는 ‘풍덩

’

소리와 함께 서로의 수중카

탄력적인 중앙부의 커다란 물골이 물 유동료띨
크게 증가시켜 더 큰 추진력과

효율적인 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성을 이용한 최적 각도 이론 채택 (타ASTIC OPB)
상항 킥과 하항 킥 사이의 띤 블레이드의 각도를

킥의 효율성을 증가 시컸습니다

메라를 전해 주고 다이빙을
시작하였디

한 개창 포인트

는 입수를 하면 2단계로 형성
되어 있는 바닥이 보인디 첫

번째 바닥은 7m 수심에 있으

빼
뤘

며 서쪽으로 더 나가면

10m

수심에서 평지가 나오게 된
다 펑지에서 서쪽으로 더 가

게 되띤 큰 정사 없이 수심
35m 의 바닥까지 연결되어
차가운 수온에 폴립을 오므린 연한호 주변을 달고기가 노닐고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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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D1VE
비닥에서 모인 후 천천히 서쪽으로

어떤 다이버들은 초보다이버들에게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평평한 바닥에는 다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 돌로 작은

이비들이 지주 찾는 곳이라 물고기들에게

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좋

10m

조개들을 빨아서 물고기에게 밥으로
고 나쁨을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

피딩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이- 있었다. 커다

으로 자연의 생태계에서 인위적인

란 비위에 돌로 찍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하

미딩은 삼가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
습을 즐겼으면 좋겠다 바위 표면에

얀색으로 남이있어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

돌로 찍힌 하안 자국들이 보인다

다 감태와 미역들이 바위에 가득 붙어있는

제주도 특유의 평범한 수중 모습은 수심
10m를 지나 점점 갚어갈수록 커다란 대형
바위와 함께 연산호 군락과 부채 산호가 줄
지어보이기시작했다.

수심

20m 대형 바위에 붙어 있는 부채 산

호를 촬영하는 다이버들에게 그 곳에 있으
라는 신호를 보내고

35m

수심으로 이동하

였다. 20m를 지나 35m까지 내려가는 동안
에는 대형수지밴드라미 산호들이 한 그루 두

있다 인간이 자연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그루 보이기 시직하였다 북단 포인트처럼

입장인가를보여 주는끔찍한화재였다.

낌을 주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서귀포의 봄을 맞아 함께 하루를 지낸 다

대형 연신호가군락을이루는모습은보이지

휴식을묻내고두번째다이빙을준비하여

이버들과함께 즐거운섬섬힌 개창다이빙 을

않았지만 1m 이상 크기의 대형 수지밴드라

포인트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입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서는 서로의 다이빙 에

미가건강히자라고있었다

하고남쪽으로이동을하며 직벽에가득한연

피소드를쏟이내며 바다위에서 신나게 웃어

모래 바닥에 도착 하여 주변을 둘러

산호 군락을 지나 수심이 35m에 이 르는 지점

보기도하였다. 수중촬영을 즐기고 싶어 하는

보니 샤쪽으로는 모래바닥 너머로 계속 깊어

끼지 이동을 하았다. 한개창 남쪽 포인트는

동질의 취미를 가진 다이버 들과 함께 피사체

지는 직벽이 보이고 주벤의 모래 비닥에는

수심이 45m에 이르는 깊은 지역이리- 바닥까

를 찾이- 촬영을 하면서 만족김과 기쁨을 얻

대형 수지밴드라미들이 자리고 있었다 직벽

지 가지 못하고중간의 적당한수심에서 돌아

을수 있었기에 행복한하루를 보냈다

으로 이동을 하고 싶었으나 입수지점에서 서

외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직벽으로 이루

이제 올해 다이벙이 시작되었다 작년 같

쪽으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서 뒤돌아 가기

어진 남쪽 직벽에는 연산호 군락과 함께 부채

은 때의 모습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

로 하고 서서히 봄의 변화를 갑상하띤서 출

산호와 해송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첫 번째

는지 치곡차곡 카메라에 담으띠 또 한빼를

수하였다

다이빙과는 다르게 부드러움 보디는 강한 느

보람 있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푼다.ff)c

35m

첫 다이빙을 마치고 서로의 카메리를 확
인해보며 ‘이건 어떠냐 1" “저건 어떠냐 r' 하

띤서 한동인 시끄려워졌다 수중에서 만족
할 민큼 피사체를 봤다는 다이버들의 발에
어깨를 누르고 있던 부담감이 한시름 놓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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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고래상어의 성지， 폰솔을 7} 다
Paradise of Whaleshark , Donsol , Philippine.
글， 사진/이보경

이보경

호댁괴- 비교하띤 늘 여름 날씨인 필리핀

..고래상어 보러 가자r' 아. 고래상어? 다이벼라면 한번쯤 바다에

이지만. 이곳에도 여름이 있다. 필리핀에

서 만니-기를 꿈 꾼디는 어류 중에서 가장 크다는 그 고래상어란 밀

서는 계절을 건기와 우기로 계절을 나누는

인가

데， 건기의 끝자락인 3월부터 5월까지는

‘고래싱아님이 지 같은 초보 다이내에게 모습을 드러내주실까요?’

더위가 절정에 딜F하고. 그때 학교들은 방

..스쿠비-다이빙을해서보는건아니고스킨다이벙으로보는거야 ..

학을 한다 여름나리의 여름인 셈이다 거

고래상어를 보러 간다는 것도 그렇고. 미침 따닐리를 벗어나고 싶

리를 걸으띤 살인적인 태양빛이 금방이라

은 마음이 간절했던 지라 새벽 4 시에 어린 이들을 깨워 무거운 장비

도 살찢을 구워삶을 듯이 내리찍는 날씨

를 껑낌 들고 택시를 잡아 공헝에 가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

이런 날씨에는 도심을 벗어나 불속에 풍덩 틀어가고 싶은 마음딴 간

절해진디

졌다.

사실 돈솔은 루손(Luzon) 선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핀계로 루손

피리핀 거주 2 년이 다 되도록 u]닐라기- 위치한 루손 섬을 벗어나

섭을 넷어나고자 했던 소망을 이루지는 풋했다 자동차로도 돈솔끼-

보지 옷했다고투덜거리는참에. 다이빙 투어 겸 가족관광을갈민한

지 갈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우리는 레가스피

건수가 생겼다‘

(냥gaspl 혹은 Legazpi)까지 비행기를 티고 간 다음 다시 페가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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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불 인t~핵
현~II 톨A 헨l 원 룰|홉툴
레가스피공항 뒤로 마온 화산이 보인다

에서 치를 타고 돈솔까지 가는 방법을 택했다 차로 이동하는 데는 약 1

시간 30분이 걸렸다

|

•
•
•
•

공항에서 10분거리 ， 막탄 핫산 비치

트라이믹스까지 터|크니컬 다이빙 가능
세부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 방카 보트
카빌라오 보홀 발리카삭 사파리 투어

• 깔끔한숙박시설보유

“마칭내 레까스메 돈솔에 도짝하다
레가스피는 마용(Mayon) 화신으로 유명한데 ， 완벽힌 원뿔모O}을 한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현재도 활발히 활동õ\는 활화산으로 유명하

다. 례가스피 공호L에 내리자 여객터미널 빈대편으로 웅장한 마온화산
이 보였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쾌청한 날씨여서

마용 화산의 이름다운 모습 전체를 온전히 볼 수 있었다.
돈솔에 예익벤 숙소에서 레가스피 공항까지 마중나와 주었다. 돈솔
까지의 도로 상태나 주변 경관은 매우 아름다워서 시간이 허락한다띤

디음기회에는미닐라에서 차로오고싶다는생각도들었다
우리가 묵은 숙소는 돈솔 중심가에 위치한 기디스 플레이스(Gi ddy‘

s

place)란 곳이었다
고래상어 투어를 시작하는 관광안내소에서 좀 떨어져 있어 불편할거
라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돈솔에서 크레덧 카드를 받고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일한 숙소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저녁시간 레스토랑

에는 랩 탑(Lap top , 노트북) 컴퓨더 를 든서양인들이 바글비-글했다.
첫날은 숙소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 있게 시작하기로 했다 이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이후에 차를 타고 온 여정이 힘들었던지 모두들 대낮부
터 녹초가 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숙소에서 가까운 해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해안가에는 수상가

리조트전경

리조트레스토랑

리브어보드전망대

리조트객실

옥(끼이라 할 수 있는 집들이 모여있었다- 뜨거운 태 %t아래， 공간 구획

이라고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원두막 같은 곳에서 대부분의 필리핀
가족이 그러히듯 다%댄f 연령의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는 듯 했다，
주거지를 지나 돈솔 해안기를 걸어 맹그로브 숲에 기봤다. 이 나무는
바닷물에서 자라는 열대 나무로 유명하다 물속으로 뻗은 뿌리들 속에

수많은 수중생물들이 은신하고 있다고 한다 맹그로브 숲을 통과하고
나자 해변이 나왔다 바닷물은 그다지 깨끗하지 잃댔고 모래도 화산 지
역이라 그런지 화산재 같은 것들이 섞여 거뭇거뭇해 보였다.
해인을 돌고 나니 발들이 모래 천지가 됐다. 마을 입구에 서울에서

70년대에 보딘 펌프가 있었다. 펌프로 발을 씻었는데 . 발을 다 씻고 니
서도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펌프질이 재미있는지 한참을 맹볕에서 펌
프질하면서놀았다

HTTP://5UJUNG5E5ANG. COM
Hadsan Beach , Agus , Lapu-Lapu Ci ty,
Cebu , Philippines
TE L: (032)495-2203
MOBILE: (0918)-254-1999
인 터 넷먼 와 ( 국 내통와료 ) : 070-7570-8 1 97 ,
070-757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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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멍
먼지가 나기도 했지만 막힘 없이 달려 순식간에 선

착%배l 도착했다.
반덧불 관광을 위해 간 선착장에는 단순히 쉬
러 나온 미을 사람들인지 일을 히-러 나온 보트맨
들인지 일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녁 바람
을즐기고있었다

강 하구에는 수많은 배들이 정빅해 있었는데 .

그 배를 타고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반덧불을

보는 것이다 비다와 달리 강은 무척 잔잔하고 주
변엔 숲들만이 있어 해질녘 배를 타고 하늘을 바
라보니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기 보다는 어떤 동

화속으로들어기는느낌이었다
일광이 채 기시기 전， 히늘에 별 하나기 반짝거
반덧불 관광객을 기다리며 lfof구에 정믿「하고 있는 보트들

렸다 그러더니 어느새 히늘은 별로 가득 갔고 강
변은 반덧불이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강변 전

.뿔뀔↓~I됩:tJ ι흩훨필홈펄렐캘

체가 반덧불로 반짝거리는 것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컴컴한

그렇게 맹볕에서 미을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시원한 호댈방이 너무

강에서 보트맨들이 반덧불이 살고 있는 나무로 안내해 준다 그렇게

너무 그리웠다. 다른 일정은 포기하고 저녁이 되떤 반닷불 표냉을 가

잦이간 나부들은 수많은 빈덧불이 덕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

기로 했다.

은 느낌이었다 반닷불을 처음 보는 아이들은 불꽃 같은 것이 날아서

늦은 오후에 반닷불 관광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트라이시클

다가오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불빛이 변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마

힌 대에 6명이 타고 신나게 선착장으로 달렸다. 비포장길을 달리니 흙

냥 신기해하고 좋아했다 한참 동인 반덧불 나부를 보고 있자니 목이
너무 이플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관광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힌

참이나 빈닷불에 대한 이이:기를 했다

“만타닝이 다녀 m섯네
둘째 날에는 아이들은 숙소에서 놀도록 하고 선배 부부와 반티볼

(manta bowl)에서 디이빙을 하기로 했다 만티볼은 돈솔과 티카오
섬 (ticao islan d) 사이에 있는 포인트인데 . 필리핀에서 가장 만티를
볼 획률이 많은 곳이며 시속 5노트의 조류가 흐른다고 한다 개인적
으로 조류를 만나면 힘들디는 생각뿐 시속 5노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첫 디이빙은 근처 조류가 없는 곳에서 체크 다
이빙을 히고. 두 번째 다이빙부더 만티볼에서 하기로 했다.

다이빙을 나가기 위해 배에 오르니 . 우리 배에는 재미니케도 한 중.

해외에서 다이빙사고시

응급이송 및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씹니다.

,,

DAN 멈버가 되어 미리 대비합시다.
전세계 응급이송 보장

다이빙 S때(치료) 보험 서비스

~ 24시간 다이빙 응급 핫라인

’

잠수의학 상담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을 해안가에 모여있는 원주민들의 수상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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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5노트나 되는 만타볼에서 조류걸이를 걸고 기다린 끝에 결국 만타를 보고
야말았다.

일이 모여있었다. 다이브 가이드는 미모의 영국 여성이었고 우리 외에

일본인 3명 . 종국인 2명이 한 팀이었다 그 중 선배부인과 나만 초보였기
에 살짝 긴장도 되고 괜히 국가 밍신 시커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됐다
해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했던 첫 번째 다이빙은 부난하게 끝났다
아닐리-오 커비스 락(Kirrby" s rock)에서 흔히 보는 노란 해삼과 누디브

런치 등이 월 (wall)에서 눈에 띄기는 했지딴 불고기들은 그리 많지 않
았디 ， 그리고 두 번째 다이빙부티 반티-볼에서 했는데， 시야는 좋지 않

고 조류가 심해서 정딸 힘이 들었다 원래 반타가 많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는 하지만 세 번째 다이빙 때 만티를 볼 수 있었으니 망정이

지 만타도 보지 못했다면 고생만 죽도록 한 디-이빙으로 기억되었을 것
이다.
만타를 보기 위해 조류걸이를 길고 기디려보다가 만티-가 나타나지

않으띤 디시 장소를 이동하곤 히는 식으로 다이빙이 진행됐다. 두 번째
다이빙에서는 이무것도 보지 못하고 세 번째 디이벙에 도전 첫 번째

장소에서 좀 기디리다가 다시 장소를 옮겼는데. 갑자기 일행 중 한 명

의 핀 킥이 빨라졌다‘ 순간적으로 ‘나타났구나!’ 히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 모두 첫 번째 다이벼가향한곳으로 열심히 따많다 나도 열심
히 따라가는 찰나. 어느 순간 흘연히 나타난 거대한 물체에 정신을 온

통뺏기고말았다.
만티를 보기 전까지는 시야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을ηh 또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무척 궁금했고， 한편으론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 어느 순간 암흑 같
은 콧에서 홀연히 니타났다 사라진 만티를 보고나니 . 어떤 유령을 본

느낌이랄까 무엇에 흘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신비스러워 멍하니
만타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오니 다이빙 숍에서는 오늘의 다이빙이 어댔는

지를불었다

3차례의 다이빙에서 만타를한번， 그것도아주잠깐봤

음에도 우리 가이드는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만타님 만나기가 쉽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다

둘째 날은 그렇게 다이빙하고 나니(아침 7시에 가서 4시 반에 끝님")，
너부 힘이 들어서 이후로는 줄창 숙소에서 휴식을 하며 지냈다 저녁을

먹기 진돈솔시장을한번둘러봤는데 특색 있는물건을파는것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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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다고 히는데‘ 지역주띤들은 이 상어가 위험한 것으로 일고 있었다가

1990년대 후반. 한다이버에 의해 알려지면서 이 지역은고래상어 관
광으로 유명해졌다. 현재 많은 BIO(Butanding Llteration Officer)
라는 사람들이 생겨， 관광객들을 Butanding(부탄딩. 그 지역말로 고
래상어)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고래상어가 나타나는 시기는
끄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하는데 특히 2월-5월 경이 고래상어 관광으
로 유명한 시기가 된다 일부 리조트는 시즌에만 오푼하기도 한다고
하니 고래상어 관광을 계획한다띤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이빙숍에서 6시까지 오라고해서 5시부터 부랴부랴 준비해 갔더
니 우리가 가장 일찍 도착한 팀이 되었디 히들에는 달도 아직도 떠
있는상태에서도착했다
돈솔 마을 어귀에 있는 고래상어 조형물

하지딴 7시가 다 되어가자(다이빙숍은 7시에 연다) 사람들이 모이

니었지만， 그 분위기가 재미있었다 물건 파는 곳 한 켠에서 니를 오

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북적북적한상황이 되었다.시즌이 시즌인지라

락이라고 모여 히는데， 빙고게임 비슷한 것， 탁구공 던져서 몇 번 칸

서양 사람들도 많았고. 필리핀 중국. 일본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눈

에 들아가나 맞추기， 풍선 터뜨리기 등 그런 류의 것들을 즐기고 있

에 많이 띄었다. 우리는 중국계 필리피노 부자(父子)와 함께 한 배에

었다. 옹갖 전자오락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떤 과거로의 시간여행

탔다 오후에 디시 01 닐라로 돌아간다는 이 부지는 미리 배편을 예약

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 않아 고래상어 투어가 힘들 뻔 했는데 . 우리 배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두 명 정도 더 탑승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배에 합류하

|

"5 변의 셉표lR4마민의 고래상어

게 됐다 그런데 이 필리피노 부지는 어제 다이 빙에서 만타도 10분

셋째 날에는 아이 들을 모두 데리고 고래상어를 보러 가는 날이다.

이상 보고‘ 고래상어도 함께 보는 행운을 가졌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돈솔은고래상어 Cwhale shark)로 유명해진 곳이다

고래싱어 투어는 배 (빙녕”를 타고 다니면서 고래상어가 많이 지나

큰 영치에 비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온순한 종이리-서 사람들이 가

다니는 지역에서 한 명의

BIO(Butanding lnteract OfIïcer)와 두 명

까이서 볼 수가 있다 고래상어가 이 지역에 출현한 지는 꽤 오래되었

의 스포터 CSpotter) . 그렇 게 3인 한 조가 되어 방카의 높은 곳에 올라

돈솔에서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서는 스킨다이빙만 가능하다. 고래상어가 수먼 알은콧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다이버와 부딪힐 듯이 가까이 접근한다 사진은 고래상
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흥답히 도망치는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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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래상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래상
어를 찾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신기하기만 하다

고래상어가 나타나띤 BIO가 ‘go- go- go!” 하고 외지고. 그러띤 우리는

二l

쟁싸게 핀을 신고 스노쿨을 착용하고 비다로 뛰어 들어 고래상어 근처

로 가서 고래상어를 구경히는 것이디- 스킨다이빙이 익숙힌 사란들은
장비도 물속에서 일아서 착용하고 들어간다. 고래상어 보는 것도 멋지

지만. 그 바쁜 과정도 재미 있었다.
2월 -5월이 고래상아가 가장 많이 출현히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꼭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디- 우리를 인내한 BIO는 전날 3시간이 넘도
록한바리도못찾이서 고생했다고한디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아침에 부지런 떤 보상이었는지 .
배티고 나가자마지 5분도 안 걸려 고래싱어를 만나는 행운을 가졌던 것
이다 배를 티고 고래상어기- 지주 나타니는 지침으로 가지-마자 스포터
늘이 소리치기 시작했고. 이이들을 우선시해서 바다에 들어갔다 스포

터 를 띠라기-다보니 어느순간거대한몸죄이 눈잎에 나타났다

고래상어는 일단 그 크기에 압도당하게 된다 처음에 본 게 힌 8미터 ‘
그 디음에 본 것은

10

미티쯤 된다고 히는데 ， 그런 녀석을 따라서 수영

으 히는 기분은 정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날
우리는 5 띤 바디에 뛰어 들어갔는데 .7미리의 고래상어가 나타났고 나
는그중 6미리의 고래상어를보있다

고래상이가 다니는 곳은 조류가 센 편이라 오래 디아빙하기가 쉽지

뚫혔

S.M.SCUBA DIVE RESORT

저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최신시설의 새로운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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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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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않았는데 . 세 번째 다이빙에서는 고래상어와 한참을 함께 수영할

앉아 쉴 만한 곳은 없었다. 옆에는 조그만 수영장도 있었으나 계획에

수 있었다 다른 사람도 없이 그렇게 고래상어와 수영하고 있자니

없던 일이라 수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 파란 하늘에 내리찍는 햇살이

고래상어와 어떤 교감도 막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너

원망스럽기만했디 폐허가된 각사와루인과웅정한마용회산의 모

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고래상이와 부딪힐 뻔도 했고. 일부는

습을 함께 담아보고자 사진기를 들고 한잠을 기다렸음에도 구름 한

부딪히기도 했다 사실 돈솔 지역에는 WWF-Phili ppines 차원의

조각이 화산 분화구 근처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온전한 모습의 화

고래상어 보호 규정이 있다. 스쿠바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고， 투어

산을 담는 것은 포기하고 다음 목적지로 호단했다，

를 위한 보트에는 6 명 이하로 탑승해야 하며(한 번에 고래상어 주변

각사와 루인에서 너무 햇볕을 많이 씌어 다들 기진백진한 상태가

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 명) 고래상어 주변으로 3 미터 이하

됐기 때문에. 시내 성당들을 구경히는 것은 포기하고 리논힐로 갔다.

(특히 머리와 꼬리 주변으로는 4m) 접근히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리논힐에 오르니 례가스피 시가 띤한 비-디도 보이고， 마용화산의

고래상이의 진로를 방해 하면 안되고. 또 고래상어를 만져서도 안

위용도 좀더 잘 느낄 수 있었다. 리논힐 주변에는 서바이벌게임장

된다는것등이디 .

(paint b머1 play al'ea)도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는 전혀 즐기고 싶은

이렇듯 고래상어를 보호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
까이 고래상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탓으로 그런 규정은 유명무

미음이 들지 않있다‘ 음료수와 얼음과자만 들이키고 숙소를 찾기로
했다

실 한 듯 보였다 하지만 고래상어를 위협히는 것은 이런 관광객의

마지막을 묵을 숙소를 정하고 아이들을 수영%써1 풀어놓으나 기

열성이 아니라 상업적인 어부들이라고 한다. 사실 고래상어가 관광

력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았다 저녁은 비사야(띠saya . 필리핀 중부 지

객에게는 물론이지만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의미이자 축복

역을 가리킴) 음식을 먹겠다고 유명한 식당을 젖이 시내를 뱅뱅 돌아

일 텐데 간혹 어획 당했다는소식을들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녔지만. 일요일이라고 문을 딛아 결국은 숙소 근처 바닷가에서 먹

그런 데 스노클을 끼고 바다에 들어가기엔 너무 어렸던 우리 아들
은 그냥 배에서 놀고 핑굴 거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너무나 즐

게 되었다 시원한 바디 바람을 맞으며 돌이켜보니 꿈 같은 3박 4일
의 일정이 순식조벼l 흘러간 느낌이었다.

거워하는데 ， 혼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인타까웠지만， 억지로 바

사실 돈솔에는 고급스러운 리조트도 없고. 국제선이 드니들지도

다에 꿀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하

않으니 방문이 편리하지는 않다 또 레가스피에서 가는 것도 에어컨

도 고래상어 고래상어 히니끼 저도 미치 고래상어를 본 것처럼 이야

이 있는 차링t을 예협↑지 않고는 정말 헌들고(지프니를 타고 례가스

기하게 되 었다

피에서 돈솔까지 깐 시람들도 있다고는 히지만)， 돈솔 읍내에서는 오

이날 고래상어 관광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비람에 돈솔에서 짐을

로지 트라이시클을 티고 디녀이: 하니 지역 교통도 편하지 않다 유선

정리하고 비 행기가 출발할 레 가스피로 가서 관광을 하기로 했다 레

전화도 없고‘ 몇 년 전까지는 인터넷도 되지 않았다고 힌다 하지만

가스피에서의 관광포인트는 각사와 루인 (cagsawa ruins)이라고 마

그런 것이 돈솔의 매력인 것 같다.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자연과 때

용 회산 폭발로 인해 폐허가 된 미을과 성당， 그리고 리논힐 (Rig on

묻지 않은 사람들. 반덧붙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청정지역이라는 의

H피). 그리고 시가지 내 대성당 등이 있다

미일것이다

각사와 루인의 입장료는 모두 합해

50-60 페소정도로 기억힌다

현재는 반닷불 관광 외에도 새우잡이 체험 등 고래상어 관광 외의

아름다운(그러나 무서운!) 마용회산을 배경으로 돌들과 집 터들이 님

상품들이 있는데 ‘ 앞으로 얼미-나 많은 관광객들이 돈솔을 찾게 될 지

아있고. 현재는 공원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는 의문이다. 다만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이와 고래상어가 도망가

폐허가 된 마을에는 십자가와 무너진 종탑만이 홀로 서 있었다 각

지는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더 커서 스노클링을 힐

사와 루인 입구에는 관광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으나 여유있게

수 있게 되면 꼭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이다 rr)C

레가스띠 시내에서 만난 어린 이들이 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

호}산 폭발로 떼허가 된 각사와루인에 있는 무너진 종탑 뒤로 마용 호κ)-0 1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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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Horizontal

덮다및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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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W-Econom Horizontal 시리즈는
운용에 필수적인 기능 중심으로

|

l

호흘용 공기 압축을 위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m

:R:.'Jæ 및 rcI.I.~~ 용기 l
~'I
모두 충전가능하며 ξ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
3중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Working Pressure: 200BAR 300 BAR
Qperation: Engine Electric Motor 10HP""20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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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운동

Sm aJt Diver
Honor House

즈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초~l트 다OlH-1 목초21
박세우· 저도 힌때 작살과 채집망으로 무징하고 디-이빙할때가 있었

습니다. 대부분 디이바릎이 힌벤쯤 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채집과 사냥을 히는 다이빙은 한계가 있디는 사

배인환: 소중한뭇에 동참하고자합니다

성오용: 이런 행시-및 단체들의 움직임이 많을때 우리 디이빙시정은
힌층더 발전할수 있고 좋이-절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을 깨딛고 작샅과 채집을 버리고 꼭돈들여 수중카메라 장

김원정: 스쿠비-다이빙이 진정힌 례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만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디-이빙히는 재띠도 휠씬 좋이지

김영훈: 고교에서 산수기술 수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듭애세

고 의미도 부여되었슴니다 이제부터리도 채집괴- 시냥을 주

비스nj트 디이벼의 갚을 가르 지지 않으며 그러힌 ]묘슴괄 보

로히는 다이비들이 생각을 비꾸띤 빗진 디이벼가 될 수 있다

여주지않을것입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띤 합니다

고영식: 언제부딘가 전 늘 여러 디이빙 떼거전을 사무실에서 빔으면
제일 먼저 사설을 읽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이빙리조트를

정연수: 눈으균보고 기슴으로 느끼며 기억에 남기는 진정한 레저의

시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중 촬영 깜독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디

20대 중반에 이곳에 리조트를 새우고 오랜시간을 보내면서

채용병: 미래의 。l어들에게 좀 더 밝고 밝은 바다를 념겨주고 싶슴니다.

이런저련 (주민‘고객들.다이빙절학)시연이 사설을 기다리게

우상봉: 다이밍 시에“‘ 눈앞에 보이는 마다속 쓰레기 한 개리도 들고

합니다‘

나오도록 할꺼1요

이문한: 목적없는 다이빙의 참된 즐거움!
박종섭 . 오래전부더 다이빙계에서 채집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직
했지만 이직도 건전 디이빙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익한 것

같숨니디- 좀더 직전적이고 실효성있는 건전다이빙 캠페인
이 진행되어야하겠습니다!
김재형· 디이빙의 매력에 삐-져 시직을 하고 다이빙의 매력에 벗어날

수 없어 다이빙을 널리 알리고자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름다
운 바디를 보려딴 보존히고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데 다이빙

이상문: 자연을 이끼고 사랑하는 디-이내로서 형상 마디를 보존하고
지켜이:지만 니중에 이이에게 바디를 보여줄때에는 정 l갚로
이름다운비다를보여줄수있지 않니 생각됩니다

정재열: 이제 막시작한 60넘은 다이버 입니다 좋은 운동 좋은 결과
가맺어지길비-랍니다

김병호: 익히 비라던 바입니다
박현철: 아무리 소리치도돌아오는건 메아리뿐. 채집 다이빙 메아리

로 돌아오지 ?업t으면 하네요.

의 복적을채집을주복적으로삼는것이 안타끼울뿐입니다

전인숙: 비-다기-텅 I Ij어버리면우리도갈곳을잃어버리지 않을끼-요?

지금의 회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혁준: 꼭 필요한 일이리- 생각합니다.

도 올비른 다이빙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히겠슴니다‘

전가수: 한순간 재 IJj 보단 헝상 놀수 있는 놀이터륜 우리가 캔호 해

이성호: 시대에 맞추어 맨회히는 다이빙 문회플 환영합니다.
이용재: 우리 터의 격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며 높여 가는 운동에 적
극 참여하여 국민모두가 다이빙 활동에 잔여 할 수 있도록

김용성: 바디를 사랑히는 사림으로써 목 팔요한 일이기에 동침합니

다 우리비다는 우리다이버들이 지켜이: 합니다.
설승진: 외국사람들은 당연히 바디는 항상 보존되어지고 해치지 말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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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힌국디이벼들
도이러한문화의식이 지리잡았으딴하는비-람임니다.
맹재우: 오래전에 없어졌어이: 할 행동이었읍니다. 비딘 호댁뿐아니

장윤미: 내기 진정한 스마트디이비인지를 돌이- 볼 수 있세 되었고 앞

으균도스마트디이버 임니다.
민복기: 비-디속의 진정한 이름다움을 알립시다，

라해외에서도마찬가지 입니디 얼미전필리핀에서 다이빙

오윤영: 보는것민으로도행복한데.뭐가또필요할까요

후 문어를 잡있다띠 저녁에 먹지는 호F국다이비를 보았습니

최동섭: 이제부터는 먹거리가이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는

다 해외에서끼지 어글리 코리안 다이벼가 되어야 히는가요.
김종표: 아름다운 비다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펀다이빙을할 때인것 같아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범수: 먹거리가 없어 다이빙을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디이

송혜욱: 아이스박스 들고다니고 피싱전운 강사님들 제발요~~-

빙업계의 리조트와 강시들이 앞장서서 좋은 다이빙 프로그램

이호근: 미디를 사E협}는 다이벼로써 해앙보호에 다이벼들이 솔선수냉

을 다이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디-‘ 좋은 레져활동

해이한디고생각합니다... 먹거리 디어빙을포함한산호를포함

한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근절되야한디고 봄니다.
심선보: 소중한바다! 우리의 자원! 우리가 지겁시디-1

한ε뱅: 흐흐

~ 사부님께 졸랐던

게 부끄러워 집니다

김육현: 맨 훗날 나의 이들이 내가 즐기고 있는 스쿠벼 다이빙을 못

할까봐 아니 그나마 실에있는 바다를 못볼까봐 두렵습니다.
앙성근: 보다 좋은 국내 디이빙환경을 희망하면서 스마트다이벼운동
에 동참하겠습니디-~~?

김대장 스바트 다이벼 운동은 리조트에서 부더 적극 실천해이: 한다

고봅니다

에 좋은 레져인구가모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디，
김남훈: 꾸준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깨끗한 비디를 딴뜰때 우리가 존
재합니다

김정미: 이대로라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한 다이빙 분회가 정착되기
가그러 멀지않은듯보입니다.
서지영: 이런 좋은 운동에 참여하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칠: 지금이라도늦지 앓습니다

한창석: 사냥에 몰두히는 디이버(강사 포함)를 볼때미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듭니다-

김은종· 좋은 취지의 운동이며 목 팔요한 운동이 틀림없습니다

01승택· 투맹히고 건전히게 자띤을 지킬 줄 아는 다이벼를 위히여|

김민욱· 다이버란 무엇인가? 외| 다이비가 되었는가? 비다란 부엇인

강상규: 모든 다이비가 스마트 다이비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

가? 없어지면 난 부엇인가? 난 다시 묻는다. 왜 마이벼가 되
었는가?
이희문. 이름다운바다환정을위히여 다같이 힘써요---

홍중기: 비뀌어야 할 다이빙 문회입니디. 히-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하세요! 히-세요! 하띤 안히는 것이 인
간의 속성이 아닐까합니다 수중세계의 아름디음을눈에 넣
어가지고 나오는 다이벼가 많아질수록 환경은 보전되는 것

이고 수중세계의 아른다음을 손에 들고 나오는 다이벼는 파
괴자가아닐까합니다.

겠네요
정연수· 눈으로 보고 기슴으로 느끼며 머릿 속에 각인 시킬 수있는

다이벼들이 많이-졌으띤좋겠습니다

01ε반: 자연의 순리대로 실。l야겠다고 되돌이-봅니다.

박창근: 물고기외 한 기족이 되어 함께 유영할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
며 ..
구혜경: 비난을 받거니 어찌할 수 없는 상횡이 되기 전에 자정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냄니다.
전용일: 채집망안보이는그날끼지 ...

정의욱: 모든다이버가스마트다이버가되는그날끼지....

조현준: 일회성 홍보가이닌 진정어린운동이 되었으면합니다.

박노덕· 스미트 다이버 운동이 확산되어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

01득용· 다이배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다이벙 숍 또힌 많은 협조기-

되고 비다에 대한 사랑과 환경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
다

되어이:힐듯힘니다

배진하: 첨 배울 때부터 백거리 다이빙을 하였지만 레벨업을 할 수

박재현: 한딩은 이제 그만~

록 이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수업을 받

정종섭: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쓰

으면서부터 수중카메리를 준비하였고 사진을 찍디보니 생각

김선호: 미래의 쾌적한 바다환경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바다를 사

이 많이 비뀌더군요

링Yol는 진정한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최승혁: 수중 생물은 우리세대의 것만은 이닙니다 아름다운 비다 우

리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박eb빼: 오래전에 시작했어야할 스마트운동인데 . 지금이리-도 늦지 않

았고 봐요. 국내바다는 볼것 없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잘 기꾸
고 보존하면 흘륭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줘야만합니다

공은숙·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름다운 디-이빙 문화가
정착되길 비래 봅니다
고상렬: 한번 사는거 품격있게 삽시디

변광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각자 속한 곳에서
이어졌으띤하는 비램임니다.

조익환: 운동으로 끝나시밀고 생활화 하고 정착화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히리라생각됩니다
정연찬: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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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Ready?
Pracfical dive training that makes sense for real people
by the leading innovators of diving education
from entry level to technical programs.
Contact us for a dive instrucfor near you

%맴
글 ， 사진/김기태

필리핀은 전샘적으로 수중 생태계가 좋아서 스쿠바 다이빙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영성이 높은 나라다.
그 중 두마게테 지역은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우는 곳 중 한 지역에 꼽힌다-

피 리펀 네료스 섬 남동부에 있는 네료스 오리엔탈 주의 수도인 두마게테는 E똥 해협 남쪽

E프 시작점에서 민다나오 해와 접히는 자치시이며， 비사야 제도 중부에서 세부시 다음으로 큰 항
구도시로 섬 사이를 항해하는 배와 외국으로 드나드는 대형 선박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과 상업적인 면에서도 필리펀 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도시로도 유명한 두마게테 시

에는 1901 년에 설립된 실리만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필리펀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든다. 도기， 돗
자리， 바구니 제품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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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플리조트 비치에서 바라보면 멀리 아포섬이 보인다.

택시플이용했다
마닐라에서 두마게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항공이 l일 2회

운항히는 스케줄이 있으프로 국제선 도착 시간과 맞춰 적당한 일정

을정하띤된다. 미닐라출발시간은이침 07 시외 오후 l시 40분이 있
다. 흔낙에시 출발할 때부터 필리핀 힘능l을 이용하게 되면 최종 옥직
지까지 수하볼을 부칠 수 있기 때운에 따닐 E에 도착하αl 짐을 찾아
서 이동해이:히는불편함이 없으묘S~ 약신의 휴식시긴이 보정되는 징

점이있다
두11]-세터l 행 국내선 이용 시 수하불은 한 사람당 최대 부게가

20kg

이 아닌 15kg이다. 장비부게가 많을 경우 미리 필리펀 항공에서 스

포츠밴 카드를 발급 받으띤 일인당 35kg까지 추가요금 없이 부칠 수
있다 필리핀항공 한국 사무소에서도 신칭이 가능하다 가끔 팔리핀
국내선 이용 시 수히불 부게로 인해 곤란을 겪는 한국 디아벼들을 공

헝에서 본적이 있는데 필리펀은 대총 헤걸되는 곳이 이니므로 미네
준u] 히는것이좋다

세부플 통해서 들어가는 망법도 있다. 세부 공호써l 도착해서 인원

에 따리- 렌더키를 이용하여 세부 성 남쪽 끝자럭에 있는 릴로인까지
약 3시간 이동 후 랄로안 선착^d'에서 여객선을 타고 30분이띤 시불

란 후써l 도착한다. 시불란은 두마게테시의 변방이므로 차량을 이용

하면 30분 이내에 리조트에 도착 할 수 있다.
또는세부호써l 서 여객선을티-고보흙을거쳐 두마게태 항까지 가
는 코스가 있지만 필자는 비행기들 이용하여 인천-미닐라-두마게데
에 도직히는 코스를 깅팩히 추친한디- 시간 절약도 그렇시만 폼의 피
곤함이 이부래도 덜히-디

두 o}-깨돼를 향해
순수하게 다이빙으로 친분을 도모하는 카페의 회원 1분과 함께 두
마게태를 방문-o}는 게 벌써 세 번째이다

우리는 l 시 10분 마닐라발 두미게데행 비행기에 폼을 싣고 10여
분을 닫아 두미게테 공호에l 도착히였다. 두마게테 공항은 우리니라

시골의 시그마한 버스 터미널처럼 생겼는데 활주로가 바닷가에 있어

두마게태는 지역식인 특성상 마닐랴에서 국내선으로 흔냥」을 해

서 비행기가 바디를 향해 착륙하고 이륙히는 곳으로 스릴 만점의 공

야 히-/]에 2월 13 일 아침 일찍 마닐라행 08 시 10분 띠행기에 꼼을

헝이다. 이러한 맛진 광정을 만끽히는 7.H 미 또한두따게태를 찾는 이

실고 떠났다. 낮12시경 마닐라에 도착한 다음 두u]-게태를 가시 위

유 종의 하니-인거 같다 예전에는 미행시에서 수하물을 더미덜로 가

해 국내선 정사로 이동했다 우리는 국적기를 바고 갔기 때문에 띠

져올 때도 집을 수레로 끌고 와 맨u] 닥에 쏟이- 놓이서 짐을 찾으러는

닐라 공항 터미널 1에 도착하였으므로 국내선 칭사로 이동해야 했

승객틀로 북새통을 이루었있는데 시급은 기제식 콘베어 벨트를 설지

다. 이동수단은 밴 택시와 셔틀버스가 있으나 진이 많은 관계로 밴

해서 짐이 벨트를 타고 벙벙 돌기 때분에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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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게테 공항은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버스터미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수하물을 운~해주는 콘베어

벨트를 설치하여 한결 짐찾기가 편해졌다.

일행이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니 피플 리조트에서 보내온 밴

피플 리조트는 두마게터l 에 있는 수많은 다이빙 리조트 중에 호댁

이 우리촬 맞이힌다. 차에 집플 싣고 랴조트 가기 전에 필리핀의 사

인이 운영히는 리조트로 다이밍 . 산자리. 맥을거리 등을 큰 볼편한

장유땅한페스트푸드전인졸리미에서 닭고기 몇 전을먹고허기진

없이 이용힐수있는곳이다.

배를 채운 후 30여분을 이동히-야 피플 리조트에 도착하였다 시간은

약1000평의 대지에 방은 딜랑 8새뿐이디 이유를 묻자 더 이상의

오후 4 시 피플 리조트뜰 새로이 인수히이 꾸려니가는 전은헝 강시-

망을 만들띤 손님에게 만족할만힌 서 u] 스 제공이 힘들다고 한다 그

사 우리블 만감게 맞이해 준다. 낸 낌 오셨디고 따뜻한 커피 한잔을

런 부분에서 더욱더 신뢰가 기는 곳이기도 하다

내오는데 정싱어린 꺼피 한진에 피곤함이 흑 난이간듯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내일부터 시삭될 디이빙을 위해 슈트와 점퓨티
등 각사 상비들 정 u]히여 스템에게 신딜히-였다 원래는 인솔 강사가

두 마 ~E~ 어! 서 다아 .영

띠플리조트 메인 빌딩 전경， 뒤로 방가로 타입의 객실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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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출발하기로 하였으나 출발 몇 일진 인솔강사의 자녀가 신송플루

l，111_'.~_ _

I.T.C.

I.III• •I.1

교륙안내

스뀐스쿠바 다。|맹은 교육。| 초|우선이어야 합니다

진성한 프로， 최고의 인스트랙터 lr
되어 보 λl 양으시렵니 llr ?

셰껴| 최고수춘E.( ’ . T . C . 를 껴|획， 성시 화교사 합니다
IR힘빼혐g률함함힘m聊톨륜힐맙함.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일반인 대상)
아포섬에서는 잭피시 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

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틀늦게 합류하기로 하였다.
아침이 되니 장비들을 방카보트에 싣느라고 리조트 스랩들이 분주하

다 이침식 λ}를 마친 후 방카보트를 티고 10여분을 전속력으로 내달렸
다. 히늘과 비다의 경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맑은 날씨에 바디를 보니

쌓였던 피곤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미 두마게 태 비다에 도취되어 있

직E벤을 위한 주말 코스(토， 일요일 6주간도 실시함)
참가자격

A. 1(Assistant Instructor)
D.M(Dive Master)
PREP( I.T. C. 사전 교육 수료재

I빼깨tii h1!itiit:패~매. .빼페廳fJE핍
참가자격: 타 단체

Instructor

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사플로드 이디 이곳은 다우인 지역의 해양보호

구역으로 바다 밑 에 서 온찬수가 니오는 곳으로 디이 빙을 하띤서 옹천

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최대 수심은 22m로 조류를 티 딴서 힘들이

지 않고 다이빙 할 수 있는 포인트았다 소류가 센 날도 있지민 우리가
간 날은 파도는 높게 쳤으니 바다 속은 굉장히 편안했디바다 밑 모래에서 기포가 올라. 2_i-::!. 수온 또한 굉장히 띠풋한 곳으로
모래바닥에 손을 넣으띤 오래 두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곳도 있다 조
류가 센 날일 때는 큰 물고기들을 지추 볼 수 있고 큰 산호들은 없으니

자그마한아기자기한산호들은볼수있디‘ 또한이곳의 가장큰특징
은 바리쿠다 무리를 볼 수 있디는 것이다.

과거 초보 다이버 시절에 바라쿠디는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리고 알
고 있어서 아래쪽에 숨어서 구경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아쉽게 이
날 첫 다이빙에서는 조류가 없어서 바리쿠디를 만나지 못했디

NAUI

코스디렉터 유지섭

BLUE SEA DIVING SCHOOL
www.skinscub a. net
경기도 남앙주시 가운동

558-1
Tel: 031-567-7857
Fax: 031-567-7858 H.P: 011-320-6294

BLUE SEA
DIVING SCHOOL
연치l 어디에서든 쉽 고 얀선하꺼l

스킨 스유바 타이빙응 배울 수 있 는 곳 !

!

NAUI 의 요든 파육과생을 후잭영니다
스쿠바 다이버 코스， 어드밴스드 다이버 코스， 레스큐 다이버

코스， 스페설티 코스， 마스터 스쿠바 다이버 코스，

A. I 코스，
D.M 코스， I .T. C(강사 양성 교육)， I. C. C(강사 교환 교육)

리조트의 수영장 모습 다이빙 후 여가를 즐기기에 좋다.

__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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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게테 지역에서는 말미잘과 흰동가리 돔이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고 있어서 다이버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수중사진의 모덜이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마사플로드에서 10여분 떨어져 있는 세레스

이다-

기이히고신기한녀석뜰이 많은곳이디 임수하고 15m 정도이동하니

심이

60cm

정도크기의 가오리 힌 마라가눈에 들어옹디 눈에 잘과

세레스는 최대 수심 32m로 지프니가 빠저 있는 곳이디 입수하띤

이지도 않는 손톱만 한 크기의 에쁘게 생긴 작은 복이도 브이고 프로

보이는 건 R 직 허허벌판의 모래빌뿐이지만 이곳은 자세히 살펴보띤

그피시‘ 스콜피온피시 . 갯빈숭딛팽이. 고스트피이프피시 등 수많은
어종윤 관침히는 재 ul 에 시간지는 뜰 괴르는
곳이디. 또한 지프니에 가보맨 판치와 대형
어종걸윤볼수있는곳이기도히디

다음난 신곳은 두마게태에서 배쿄 :30여분
가야하논이표선이다.

다이비라띤 꼭 한번 가보아이: 할 곳인 이’
곳은 세셰 10디{ 디 이빙 포인트 증 하나라고
히는데(편집지- 주 :10대 포인트 종의 히니 라

는 것은 아마 그 지역의 리조트 운영지들이
지랑하시 위해 지어낸 말로 0:1 겨진다， 지금
까지 이느 시록에서도 필리핀 이포 섬이 세

계 10대 디이빙 포인트라는 흔적을 발견하
지 못했다 ) 섬에는 약 400여 기구에 1. 000
여맹이 살고 있으띠 원주민들은 주로 어업

괴 기념품을 팔어서 생계를 유지한디- 불과
옐로우스내머무리

-138- Scuba Diver 2011 년 3/4월호

전시 /1- 상당히 부속하여 이포 섬에 있는 리

“창의 · 감성의 수중문화”
조트는 빔 8시 이 후 전기기 끊기고 불도 20 리 티 컨테이너 한통을 가지

뉴 · 껴울다01탱 풀
www.scubapool.com

고 하루를 시용히여이: 한다고 한디
아포 선의 포인트는 섭의 풀페 곳곳에 여러 곳이 있다 열거하지면

맘새Mamsa) . 쿄곤(Cogon). 표코넷(Coconu L) . 보호구역 (SancLuary).

락 포인트(Rock Point). 채플(Chapel) . 올로 포인트(010 Pt). 라르가한

(Largaha !1)‘ 블루아르메Bol uarte). 킨우란(Kanω‘an) 있다
일 년 중 모든 시 기 에 모든 포인트틀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고 올
로 포인트의 경우 6월부터 11 월까지는 。 l포 섬의 어 부들의 조업플 빙해
하지 않기 위해 디이빙이 금지된다 또힌 이포 섬의 모든 포인트는 장갑
작용이 금지되어 있다. 산호보호지원에서 정갑 착용이 금지되어 있으따

바디 속에서는해외 ζ댁의 다이벼들을인닐 수있는곳이기도하디
우리는 맘사， 묘코넷 . 채플 포인트를 들어가기로 하였디

들어간 곳은 채플 포인트이다. 이곳은 수심이 알고

처음으로

5m 정도의 경산호

가 많은 지역으로 입수히여 서쪽으로 이동히면 수심이 15m정도 되띤
서 젤벽 이 형성되어 있다 절벽을 따리 이동하띤 크고 작은 동팔틀도

*

*

*

수중태마 중성의 조각풍 투하설치
놀이중심의 기능성 장수풀(알까기외 2 종)

션명한 수중거울(최초시도)

‘ > 면리한 부대시설(반경 5m 이내)

‘
‘

왜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수연/수중 면리한 안전바(바탠)설치

눈에 띈다. 이 곳에 서는 절벽 윗부분은 양배추 산호외 경산호들이 군락

구

매

시꺾 빼

리

와

... ‘cuÞoDool.com

-

....

기동을一 교체히-고 이쁘 게 음직이고 있다.

μ

위지와 커피힌잔을 마시며 전시 휴식을 취할 사이 리조트 스템들은 공

며L 비

아포 심의 첫 디이빙을 미-치고 배로 올리와 리조트에서 준비한 샌드

짧행 쇄
‘‘
쐐뼈빼

r

시

할수있는곳이다

사O 가L 자O

‘
‘,
‘,

을 이루고 있으며 동굴들 사이에는 여러 종의 갯민숭달팽이틀도 관찰

Mares의 신뢰와 명성

웬a!뿔톰@ 마래스서폴
www.maresseoul.com

스쿠바다이빙 서버스젠타

트， 다이브검퓨터 ， 돗수 마스크，

6.

디지탈카메라보유)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새

*

*

〈굿다이버서비스〉

1. 공항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철저한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나이트록스 탱크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멈(서|미드라이수

‘*

7

다이빙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먼
기념풍을 드립니다.

8
9.

로그북용스티커 제공
방풍잠바무료렌탈

10 . 투어사진서비스

11.

라이센스 제시하면 다이빙 요금

10% 할인

www.gooddiver.com
hnp:llcafe.naver.com/gooddiver
전화: 064-762-7677 I 휴때폴: 011-721-7277

수도권 마래스 전문점 (Pro Shop)
마래스 랩 (AjS) 지정점

마래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i

’ !’•

l

대표: 김영중， 01호땅

경기도 광명시 하요연동 S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

(1호선 독산역 하안동 방향)

전호~

02-892-4943 , 89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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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마이프미시.

와스프피시.

띠그미해마

곰치

바다나리에 살고있는게

갯민숭달맹이

두 번째 포인트는 묘쿄넷 포인트이다. 코코덧 포인트는 가장 재미

있는 경험을 한 포인트이기도 하디 완만한 경사의 슬로프틀 따라 대
형 잭피시 부리늪 항상 볼 수 있는 곳이다. 매가 알 01나 고왔는지 족
히 100~120cm는 되 보이는 기북이 한

0] 랴가 우리가 가끼어 디가기

는지도 모르고 신-호를 입으로 깨 부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
중에서도산호가부서지는소리는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다이빙을 lJ]칠 때쯤 얄은 수심으로 상승하띤 아름다운 경산호 군
락이 징관이고 산호초 속에서 이기지-기 4늪에-가는 αl 러 동식불들을

만날수있다.
두 번째 디-이멍을 끝내고 이포 섬에 싱륙하띤 이포성 부녀회에서
운영히는 원두막을 빌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다 리조트에서 준비
한 비빔밥과 라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간 와인이다 점심 메뉴와

와인이 조급은 어울리지 않는 것 깜기는 하였으니 운치 있게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고 있으면 아포섬 부녀회 아주머니들이 이포선 티셔츠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박으로 모여은다 호전적인 부녀회원들이라 가이
드가한맹의 이주퍼니에게만사지 l감고여러 장살가띤 나누어서 사

리고한다 우리는 띤티 서너 장씩을구입히고부녀회징에게 이포섬
교회를 짓기 위한 기부금도 약간 내고 왔디 디음에 갔을 때 교회가

지어 져 있을지는 의문이디
마지막 포인트는 맘사 포인트이디 맘사 포인트는 처음에는 경사
띤을 따라 회러한 경산호들을 지나게 되는데 남개쥐치. 트럼멧 피시

등 수많은 엔젠 피시들을 민날 수 있는 곳이기도 히디- 또한 선명한
빛깔의 미디뱀도 볼 수 있었디 김강사가 비디뱀을 집으려 히였으나
역시 불속에서는 사랍보디 더욱 빠르게 이동히는 것이다 10m 정도

상승하여 조류가 비뀌는 곳에서는 잭피시 떼가부리지어 돌고 있다.
산호에 서식하는 개오지붙이류 색상이 매우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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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많은개체수때문에 미-디 속정벽으료느끼질 정도이디.

외식하기 좋은 레스토랑들

미지막 다이빙을 마치고 방카보토는 전속력으로 리조트를향한다
리조트에 도착하여 우리는 장띠를 정리하고 샤워를 한 후 모。 1 앉이

오늘 다이빙에 대한 리뷰도 해보고 로그북도 같이 작성 하였다. 어느
덧 내 로그북도잔많은페이지를작성하게 되었다.
이벤 투어에서는 지녁식시들 부조건 두띠게데 시내에 니가서 댁기
로 하였다 물론 피플리조트의 음식이 맛좋고 푸짐하게 차려 주기로

정평 이 니- 있지만 3 끼 중에 한 끼 식사정도는 시내에서 현지 식으로
히키로민을먹고온더라서둘러 시내로나갔디

두마게태 시내에는 로빈슨몰 이리는 대형 미트가 있다， 이곳에서

는환전 쇼핑 ‘ 식사등모든김 원스톱으로해결할수있다 위치는
두마게테 실리딴 대학교에서 그러 멀지 않는 거 리에 있으면 실리만
대학교에서 도요로도 가능한 거 리이디

첫날 저녁식사는 후가든 이리는 차이니- 페스토랑에서 히였다 화

교기- 운영하는 중국식 식당으로 저렴한 가격과 맛 또힌 우리 임맛에
맞이-멋있게 먹을수있는곳이디.

디른 날 하루는 와이낫이리는 스위스 사람이 운영하는 스테 이 크
하우스에서 저념을 먹었다. 이곳은 스테이크 맛도 빗이지딴 피자 또

한 일품인 곳으로 항시 외국인들이 북적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중에
서 제 일 맛있디는 히-와이인- 피자를 시켰다.
와이낫 스터|이 크 하우스 앞에는 와이낫이리는 두u ]케데 유일한 우

절벽에는 대형 부채산호가 많이 있어서 굉각 촬영에 주제가 되어준다.

태크너궐 다이벼/만샤 천분 교육 칭시
반명규 TDI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반스 테
크니컬 다이벙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테크니컬 다이벼들을 배출해낸 국
내에서 가장 활동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센터입니다. 교육을 받고 함께 활동

할 테크니컬 다이벼들을 환영합니다.
잉상 테크니컬 다이빙 강습 및 강사 교육 과정

앙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

*감압절차과정
~'( ERD 과정

ft 트라이믹스과정
필러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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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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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다이빙

좌， 이번 투어를 함께 지낸 일행들 우1. 일행 중 어드밴스드
과정 교육생이 두사람 있었는데 모두 즐겁게 교육을 마무리하
고자격증을받았다

도회장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

곳에 들어가싼미구엘 한 벙과당구를 치기도 하였다.
입구 쪽에는 하이미리는 딴물 백회짐 주인이 있디- 이 사란은 구해
달라는 것을 다 구해주는 시반으로 유멍하다. 우리 인솔강시를 과자
마지- 거수정례를 힌다， 인솔강사외 오랜 친분이 있는 듯하다

은 관광 도시외쓴 또 다른 매력이 이딜 수 없디

요맨 투야에서는 이드밴스 교육생이 2 멍이 있었다.2 냉 모두 줍겁
고 부시-히 교육을 잡 이수해주었다.
두마게태에서 북었던 피플 리초트는 효F국인이 운영히는 리조트어
시 현지식이 인에 맞지 않는 시-딴한도 맙 식싱안하고 줍기운 디이밍

식시를마치고피곤함을좀풀기 위히여 미사지플받으러 갔다. 발

을 할 수 있는 끗이고 디이빙 표인트 또한 선호 리프가 넓게 이루어

미-사지와 전신미-사지를 니눠서 맏았다. 시원힘에도 기분이 좋았^]만

져 있으띠 수많은 어종의 란고 7 ] 뜯플 불 수 있는 곳이어서 시간 가는

1시간 동안 극진한 서미스둡 받고 계신히띤서 싼 가격에 한 번 더 놀

줍노2 고 디-이빙 한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 이-닌가 싶다‘

라게 된디- 우리니라 돈으로 1 인당 5 천원이 안 되는 것 같디 세부 같

t

“

. .
._, f"'".'-'
. ‘.

, .
-’

þ.

i

‘

훼손되지 않은 아포심의 산호초 정원에서 거북이가 유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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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씨 부E-] 디음 디-이빙이 시디 려진다..

(1")(

꿇~í뿜탤훈멈뜯평꿇털결 盧R매
부산 최고의 다이빙 센타l 빼외

•

국 L.JI 투어 l

이지다이빙 (EZ divin g ) 끔 영어로 easy( 쉽다)를 발을안 이름입니다 !
이지에서는 쉽고 ! 펀 안아 고 ! 안전아게 ! 다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죄고의 서비스! 죄고의 포민트 ! 죄 고의 강사친! 이지다이빙으로 오세요!

www.ezdiving.co.kr

I

* 감사육성 프로그램

* 국내 · 때외

앙질의 전문 강사교육 육성 커리쿨럼!

보 트: 175 마력 12 인융 쾌속선 ， 고무보트 3 대
포인트 : 고래륭 ， 아카시아 ， 끝바위 (근거리 보팀 5-10 문)

* 강사지원 프로그램

나무섬 ， 영제섬 ， 외심 (먼거리 보팀 15-30 분)

소속강사특얼 여|택

때

전문 스떼쉴티 교육 프로그렴 짙엉
리조트 및 삽 꾼영을 워안 업무 프로그램

외 : 멀리핀 세부， 모일보알， 인도네시아， 윌라우 ‘

(투어일정끔 훌페이지 및 정외원을 우신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k 잡수 풀장-오픈워터에서 감사교육까지 언걸
」‘。에
l::l

* 수중사진 · 촬영 · 이벤트

전문 수중사진촬영과정-전문감사 교육

휠영 이벤트로 멋진 주억 만들기

ï

* 잡수

투어 진앵 전문가이드&투어 전담

감사진행

감사를 꿈꾸는 여러문! 독립적인 감사로 거듬나세요 !

상비 전문매장-넓끔 장비매당，장비획

※

2010/2011 난 감사앙성표스 교육앨모짙

보， 장비전문가 면어획특

이지다이빙 *EZ 미 VING
대표: 마상훈
이상훈( 트 레이너)

안중굉(트레이너)

정여|원(쉴장)

정언규(수중시진)

이연의(러|스큐감사)

TEL: 05 1. 405.3737
FAX: 051.797.8540
부산 중구 중앙톨 2 가

49-43

이지다

이범(리조트)

E-mail: ezdiving@ezdiving.co.kr
훌떼이지: www.ezdiving.co.kr
L
익점식(스메설티강시)

이민정(액션투어대표)

이인정(국내외투어담당)

이진의(보조강사)

김경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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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SDDlntema겐onal

INTERNATIONAL

개해저l

아이스다이빙

바다의날수중정호운동

제주스쿠바다이빙축제

강사앙성교육

테크니 컬 다이빙

나이트록스다이빙

DAN교육

수중사진/비디오교육

사진훌명대회

해외친목다이빙

송년회

*저 12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 공고

주초1/주관:

SDD 인터내셔날에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국내

협찬. 각 스쿠바다이빙 수입원， 리조트， 여행사 등

및 해외 다이버에게 홍보하고， 다이빙 축제를 통하여 다이버

접수방법:

의 저변확대를 비롯하여 스쿠바 다이빙 활성화에 힘쓰고자

Fax: 031-706-6685 , sddihq@naver.com

오는 10 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저12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

참가 인원의 제한: 2011 년 9월 30 일 까지 선착순으로 마감

SDD
SDD

인터내셔날

사무국으로 접수

'Q'

031-708-6967,

대호1 " 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스쿠바 다이빙 수입원， 리조트， 강사 등의 뜨거운

*SDD 강사양성교육 (Instructor Training

성원 속에 국내 다이버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

Course)안내

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을 초정하여 제주의 아름다움

SDD

을 전 세계에 홍보하면서， 국내 다이버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

최합니다.

International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사 양성 교육을 개

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자리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

1. 기간 : 2011 년 3월 23일부터 7일간

니다

2

장소: 울산광역시 문희수잠수교실

일시 : 2011 년 10월 21 일(금) ""23일(일)까지(본 행사)

3.

교육비: 120만원(교재비별도)

장소 제주도

4 문의’ HP 010-9299-4246 , heesoo44@hanmai l. net

SDD 강사교육 파생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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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_D_Q는 죄 i 룰 찌양히는 씬문민들칭 스후반당핀|법 교육딘셰 입_y_g *

강사양성센터

핸드폰

지역

이름

서울·경기

H Q

SDD International

031-708-6967

sddihq@nate.com

?C그|드L.!.프- 7C그j

Kupva

011-9730-4070

moonkyum@nate.com

홍우일

Diveholic

010-2600-2727

jazzhong@naver.com

이성복

Deep Blue

이 0-4543-0724

Isbz3@hanmai l. net

소훈

Dongseo University

011-834-1982

sohoon72@hanmai l. net

한동순

Hee Bok Sa Academy

011-561-6324

ds5auu@unite l. co.kr

인천광역시

김영기

119 Rescue

010-2698-9948

k119yk@hanmai l. net

광주광역시

이장호

광주

010-9412-9433

changhom6@Yahoo.co.kr

강원도

?C그l~~므」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01190589933@hanmai l. net

성기영

동해

011-371-7988

sky79881112@hanmai l. net

부산광역시

Deep Blue

Deep Blue

E-mail

경상북도

τ:C"=i，

口희 A

문희수잠수교실

010-9299-4246

heesoo44@hanmail.net

전라북도

오기현

고창

011-656-7988

scuba112@hanmail.net

Deep Blue

촬똘W SDD International 빼:싸ww. SDD l. org
Tel: (031)708-6967

E-mail: hq@Sdd i. org

DIVING DOCTO~

강영천 박사칼럼

딱 !갚깐l 」헬섣딛j 효;?
글/강영천(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운영히눈 다이브웹 (dive、.veb ， co ， kr)의 잠수의

학 @‘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

DAN 긴급전화 코디네이터， SSI 강사 평가관 #34493)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

있는경우가있습니다.

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당변을그대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

로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조금편집

은 스쿠바다이버지나 저에게 메 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하였습니다.

제기해주시 면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 비 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수있을것같L습니 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
은경우그대로 개제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D예 또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핸24시간)운영

다이빙 의학전문사이트도기웃거리고국내 다이빙 의

01 0-45(빠-91 13

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이 일어남니디 팔 쪽에 심한데 팔에 붙은 근

질문 가압판절염

육이 쉰 없이 웅직이는 느낀입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스킨스쿠비- 다이빙 얘기 하기도 뭐하고 박사난의

수고하심니다

여러 망띤으로 알아보던 중 박사님의 Q&A 게시판을 알게 되어 오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l 되었습니다，

답변:물리치료권유

l 디이빙 내용

한 달 전 울진이라떤 수온이 30도가 이 니고 13도 정도였을 듯힘 니

일시 : 2010 년 06월 19 일

장소울진

디 수신 20-27 미터 에서 30분 정도 다이빙하고올라왔다면 안전

수온: 30도

정지를 하고 올라오는 것이 비람직하지만. 하지 ?업깐|고 해서 큰 분

수심 20-27 미더

~l] 가 될 정도의 다이빙 프로필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가압 관절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 감압병에 의한 관절염을 의

짐수시간: 30분
한달 전 다이버 교육(어드밴스드 오픈워더 디이버 묘스)을 마치고

u] 히는 것인시 압력 상태에 저해진 적이 있는 관절염에 압벽에 의해

일싱생활을 히고 있는데 교육 후 오른쪽 어깨 결럼 현싱이 있어서 하

관젤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이 경우는

루 종일 침퓨터를 히-고 있는 직업인지라 정형외괴에 가서 물리치료

둘디- 이-니리고보입니다

받고약도타왔습니다.

정형외괴-나재휠의학과쪽에서 불리치료를받아보실 것을권유합

일상생활의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띠 힌- 달이 지난 지금도 이 증세

니디

가가라앉지 않아문득다이버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디:
교육중수섬 27미터까지 내려가는코스가있었는데 올라올때

5

미터에서 안전정지를 인하고 올라 옹 짓 같습니다， 강사도 있었지만
깅사의 선호를알지 뭇해 내가댄저 올리-옹 것 임니디 그것 때문에
가압관절엠이 걸린 건지 아주고띤이 됩니다
요즘 증상은 오른쪽 어깨(팔을 위로 들기 힘둡)와 팔이 저림 헌상
(피 안 통히는 것처럼). 또는 마세한 경련(예를 들어 흥분하면 입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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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전적고막결쉰?J
지인이 평소 워터파크나 파도 풀 등에서도 알게 잠수하고 물놀이
잘함니다 제가봐서는디이빙 을해도펼 것 같은데본인은선천적으
쿄 힌쪽이 농이리에비넘 유전) 고막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JL요.
고막이 없다띤 그긴의 물놀이 시에 맨저 염증이라든지 운저l 가 있

전정

〈귀의 구조〉

었을 것 같은데 고박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그떻디-띤 다-이빙을 꽂히는 신지?

답변: 고막 검진
선천적인 농(폐 : OEAF)상태라고 해서 고막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

조만긴 이 u] 인후과어|시 압력평형 집시플 해 볼 생각이신 합니다

셀프 데스프로 코 막고 tl]냄- 불어봐시 한쪽으로 샌디-변 고빅이 없는
게 빚는 건지요 답댄 부탁드립니다. 빅시넌

니다

이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이경?호 들이디보기딴 히띤 판정이 가
능힐 듯히고 셀프 데스트(발살미 빙범?)에서 공기가 샌다면 반드시
김진을 받。l올 필요기- 있습니다. 진료 빔이보시고 디-시 끌 올려주시

,.

~1!3융 ~"!~ τ!표돈는

• 수상레저 및 어촌계 체험 어장: 해t멸 채춰 가능
.농개섬상륙다이빙

• 효택의 100대 명t!뻐| 포함된 사랑도 지리산 등반 가능

• 사랑도 수협 해t뭘 직판， 자연산 전복， 해삼， 조개， 멍게
전국택배 발송 (문의: 사랑도해앙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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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림니다-

함니다

재답딴: Deeps

관꾼지수숲문제는흡터 각징은안하셔도됩니다 란분수술사

오눈 진료믿고 왔는데 여자 의시- 분이리 스쿠미-에 관심이 많지는

국/흡터사 혈액 순흔때 문제가 있어 겁암벙에 노출된 기능성이 높은

않으선 듯 합니디만‘ 고막에 구멍이나 손싱은 없디고 하시네요 해도

젓이 일반적인 집수 의학의 소견이끼는 하지만 실제 그런 운제로 다

괜잖을 것 같디는 생각임니다.

이빙은하지 못힐 정도끼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셀프 데스트에서도 새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

니다.

혈압은 반드시 조절하셔이 합니다. 아미 제 자료실에 보시띤 고혈

암관련지료가올려져 있을것임니다
잔 소절하시고 수술 살 받으시고 꾸시고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
시시 시원히겠습니다

질딛 고혈압밀꿈치수술
안녕하세요 저는 커머설 다이벼를 목표로 하고 있는 25살 청년입
니다

국내에서 디이빙 자격증취득후미국으로유학을갈계획인데 . 서

허리환자가 있는데 다이빙도줌에 허리뼈가 빠진다고 하는데 수압
에 의해서 허리뼈가부러지거나삐질수도 있는 건가요?

에게 2기지 고민이 있숨니다

아직 고혈압 핀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혈압을 재띤

짐S 수압으로 때리뼈가 빠지거나 골절

xx/160

이 렇게

나오는데 이점이 다이빙을하는데 운저1 가있을까요?
또 이맨 년도에 팔꿈치 탈골로 인해서 겁스들 했는데 팔이 다 펴지

텍 디이바이디 보니 목을 뒤로 넘기고 다이빙하게 되어 아무래도
허네에 부리가 많이 가서 그런 깃 깥은데 수압이 뼈를 빠지게 힐 정
도」로 압력을 가할 수기 있을까요_?

지기- 않이-서 이번 8월에 팔꿈치 수술을 할 셰획에 있습니다

수술 후 정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넨 팔꾼치 수술을 해서 남게

답변^-^

된 수술 자국 흡더가 다이빙히는데 부리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

허리가빠진다는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긍금합니다

드립니다.

고개를 든다고 해서 허리에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어찌띤 텍
디이나!로서 트윈세트 등 너무 무거운 점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간 것

답변:다이빙신검

XX1 160 이 어떤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입을 기재할
때 120/80 이렇게 적고 앞쪽에 수축기 혈압(정상 120까지) 뒤쪽에 이
완기 혈압(정상 8이을적습니디

일단 적아주신 XX1160이란 수치 중 160이 수축기 혈암으로 보이고
(만일 160이 이완기 혈압이리띤 지금쯤 돌아가셨을 테니끼-) 120이 념
는수축기 혈압은고혈압으로간주하고적극적으로대처해야합니디

약을 막까나‘ 운동을 히-거니‘ 식이플 하가니- 이 모든 것을 디하거

이아닐까싶습니디수압으로 허리뼈나 척추관칠이 어떻세 될 수는 없습니다

，;: U1- 이고낀마
L.: O ..u. ï

른i:!:..

인녕히세요 한쪽이 인공 고막인데 디아빙을 시도했다가 한쪽이
임력평형이 안돼서 고통때문에 포기 했습니다 디이빙을할수없는

건가요?할수 있는방법이 있으떤 일-러주세요，

나 해서 정상 혈임인 120/80으로 만들지 옷하띤 스쿠비- 디 이 빙 활동

자체를못히커l 박을것입니다 커머셜 디이빙의 경우더욱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커머설 다이빙에 종사하기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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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막성형술
질분 내용중두 가지사분명하시 않습니다

인공 고막이란 부분인데. 고박성형술을 받은 것인지
고막 렛치숨을 받은 것인지 알이야 할 것 같고
압넥 평형이 안 된 쪽이 수술 맏원인공 고막) 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심니다

또 벨달리 당글달기 싫으실수있을것같아유추해
서 미리 답떤드리자면고막성형술을받아k) 현재 고박

이 선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리띤 짖은 임수 띠1 질 발생히
는 외이도염을 주의하시띤서 디이벙윤 할 수 있습니 다

(사실 일반적으로 권하는 사항은 이닙니다만).

암벽평형이 안 되는 쪽이 수숨 받은 쪽이라면 어쩌면
압력평형이 되지 않는 그 시실 때문에 중이염이 왔고 그

래서 고박이 천공 되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술을 받있을
수도있슴니다.
이 정우 디이빙을 절대 불기함니다 수술 받지 않은 쪽의 압력 평

이프기 시작해서 지급끼지 달리 진 건 간헐적으로 오딘 두동이 전침

형이 잘 되지 않는상태리띤 이비인후괴에 기셔서 코와북구냉 위쪽

사라지는 정도이고 가려움증과 관절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끔

등을 검진 받고 이관 기능 겁사도 믿이-북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육이 백박 뛰듯이 둑둑 하는 가벼운 경련이 있는데. 이것도 그전애

무디위에 쏘심스럽게 물놀이 하새요.

없던 젓이 갑자기 이번에 생긴 간지 아닌지도 /)억조차 안 납니다.
기슴통증이 있낀 히-시만 몇 년 전부터 있던 것이라 벙원에 가서

질:

r.

엑스레이도 찍고. C

길웹병[~J

MHI 심장 뭐 몽땅 세트로 겁시해도 인- 나와

시 갤론적 P후 스트레스싱(?) 이란 진단을 받었고요. (아 역류성 식

낌입냉의 증싱인가해서 질문뜨립니다.

도암이 있아 시슴통증으」료 오인할 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벌써 승세가 나티난 지는 3주도 념은 것 같습니다 하지반 그때만

넨씀하셨슴니디.) 그래서 이거1 이번 일로 아픈 건지 이닌지도 보르

해도 ιk갑병 이라고는 상상도 옷했기 때분에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
친 게 벌써 3주나 되고 나서야 불편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겠습니다.
박상 바쁘게 일하고 공부히다 보띤 잊어나|릴 만치의 약한 통응이

일단 지금까지 옴살이 걸렸을 매량 이주 증상이 비슷합니다. 관절
(어깨와 팔끔지)이 욱신거리거나 두통이 오는 정도 임니다 조금 다
른 건 등(허리?) 주변에 약간의 가러움 중장이 있고요

난). 어렵고 힘든 건 아닌데 일려오는 걱정과 스트레스 때분에 너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플고는 합니다
어찌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일끼요? 박사님의 고낀 여쯤습니 디-

디이빙 프로파일은 최디) ltJ미터였지민 대부분 11 미더 JOu 떠 시아
에서 제류했고 총 잠수시간윤 함해도 ， 10분 조금 넘었습니다. 비지

다이빙이었기 때문에 출수 시에도 서서히 수심을 올려갔고 5미터 지

집 즈음에서는 5분 정도 놀다가 나왔습니디.

답변:글쩨요!
디이빙을 한 병펙(?)이 있고 증상이 좌l양냉 비슷히-기도 해서 ..예

감압병입니다 라고 해버리띤 저 쪽으로서는 쉬운 일이 될 듯 하나

다이빙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0)구요 주기적이 아니라 몇 주씩 쉴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날 디이벙 이후 한 두 시간 휴식 뒤에 테니

10

미터 평균 수심에서 40분 다이빙 하고 잠수병이 온디- 치띤 어떻게
다이벙 휠동을 권하고 니 지신도 그 활동을 플깊 수 있겠습니끼?

스들 한 시간 정도 쳤고. 그 이후에 익:간의 오한과 두통이 있어시 심

불론 디이밍 후 격렬한 운동(데니스)을 히고 또 넨에 군불 l대고 띠

에 와서 따뜻한 불로 샤워하고 전기장판 을어놓고 갔습니디(제가 지

뜻한 빙에서 짐을 갔디고 히는 연관성을 제시히-시기도 하셨습니디

내는 곳은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 봐야 낮 옹도 22도 넘고 수온도

18

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정힘은 그 정도 운동이나 띠꽂힌 환경에

도 이상이지만요) 그래서 전시장판으로 인한 지온화상이나 봄살 싱

노출되는 것 역시 그 성도의 다이냉 프로파일 이후에는 운세를 일으

도로 치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니스를 쳤으니 어깨외

ν1 시 어렵디고 봅니다

팔꿈치가아픈건당연한게아닌가히고있기도했고요.
그번데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지도 않고 피로함은 그대로 인 것 같

아서 붙인-한 빔에 여줍습니다.
힌국이라띤 휴가 차 챔벼 경험 한번 헤 R겠다 싶지민 가장 가까운

챔벼도 자로는 감히 엄두 못 낼 거리에다가 병원 가서 감기약 i
처l 벙방맏는 것도 십 수 만원 승하}냥는 동네 d
랴1- 미
u l댄친 척하고 그닝낭- 챔벼 방문δ
하}냥는
섯도쉽지가않네요

다이벙 후봄상이 겹치셨고이번에는좀오래 지속되는봄살감기
에 걸혔다고 보임니디 불을 많이 n ] 셔서 귀찮을 정도로 자~으 소맨을

볼 정도로 마시셔서 란 속에 있는 피로물질이니- 노폐람을 얼른 얼른
씻어내시고 쉬실 때는 싱 l감이시 아」부듀 것도 히-ι
자지l 말고 주l빌말길갈- 이티리라].1띤
l진 2

일 정도를 집에서 먹고 U띠따씨
.)-λ
시시)J:고
μ l 배섣만 하시띤서 쉬어브십시사-오
R
그리고는 얀저제1 벙원 갚 시회가 있으시면 P
맘
FO
이(Patc
띠
tcn

Foramcn

Ovalc: 원형와 개존증)에 대한 집시{심장 칠러 초음파 겁사혹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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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검새를 받이보셨으떤 합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맹되

힌- 중이염으료 고막 복원수술과 염승세가 수술을 했습니다. (뼈를 갈

띤 지금의 불편함이 낌합병일 혹L률이 소금 더 높이지기는합니다만

아냈습니다)

그래도 。1 전히 지는 김입벙이 이닌 것으로 판단힘니디 건강하세요.

수술 날찌는 2009 년 12월 2. 1 일 임니다.
최근 5월애 검진결과는 정괴기 좋있습니다.
지금 현재 득이 증상은 없습니디-

질무 기흉과체|험때|빙

8월 13일에 낌 진이 있습니디-

인녕하세요 기흉에 관한 게시판 글들 읽어보있는데 E-j 질문 있어

서이렇게글을씁니다

제가궁균한 것은앞으로 디이밍을할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언

제쯤이띤 디-이빙이 가능할지요?

제 현재 니-이는 30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8세) 왼쪽에 기흡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원은 했으나 공기주머니(?)가 발견

답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지 않아 수술도 인하고 삽판도 안 했습니다 그 후로는 크게 분제

뼈를 길이내는 수술을 했더리도 중이강(공기 공간)이 완전하게 복

없이 지낸 것 같습니디 ‘ 힌변 등쪽이 뻐근해서 혹시니- 하고 냉원 가

원되고 고박이 완선히커1 재생되었다변 그래서 압벽평형이 원휠하게

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다고 히 미

이루어지시만 한다띤 다이밍윤 디시 하셔도 무망하겠습니다

그러나 8월 13 일 낌진 가셔서 수술하선주치의에게 다이멍 이야기

라고요.

십 몇 년 전에 의사선생님이 격한 운동은 자제하라고 했었시만 축

를하시고이관가능검사/고박운동성 검사등정밀한낌시플받으시

구니- 농구 같은 격한 운동 좋이해서 사주 하고 있고요. 바라돈도 종

고 입녁 평형이 이루어 지는가에 대해샤도 확인을 받으선 후 OK 수

종히곤합니다.

신호기 떤어진 후 수영징에서 맨지 비스트를 한 두 밴 거친 다음 개

스쿠미- 디이빙은 지금끼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수영징

에서 혼자 2~3 미더 잔수해본 거 밖에요 이부튼 이번에 여행 일정에

체헌 다이빙이 있는데 이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체험이리-그러 깊이 짐수하지는않을 거 짙은데. 그래도 걱정이 띈
니다. 크게 위힘할끼요?

수영장 같은 데서

방 수역 P쿄 나가시기를 권유합니디-

중이염 수숭 이후 다이빙l 을 다시 히는 경우는 대개가 고박 성형숨

이후입니다 유양동 삭개솔(뼈판 감이내는 수술)을 싣시한 경우 중이
깅이 변형되띤서 압력평형에 끈란을 겪는 경우가 워닉 많아서 디이
빙을 디-시 시직히기가 쉽지 않은 깃이 일반적입니다.

5uj 티

깊이 제험히는 그번 5i도 있던데 그런

거 해서 관잖으띤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고 벙원에서 저l 봄 상태가
다이밍이 기능한지 처l크해 볼 수 있는 밍냄이 있을싸요?

질원· 안면부종
중복절운이 있는지 획인하니 없어서 집문 드띤니다

답변: 재미있게 즐기시길
기흉은 흉곽 내 폐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박 사이에 공기가 뜰어
차서 폐들 밀게 되고 그포 인해 호흡 곤란이 와l 생휠이 불편해지는

그래서 수술로 흉곽에 십관을 하여 공기들 빼주-는 그런 질환입니디

/1끔 지빌-성 기흉도 있는더l 혹 폐포 속에 릎이간 압축 공기가 기관
지 등 기도로 빠져 니오지 끗해서 기흉이 온 것이라고 가정해보띤 다
이빙은 잔재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환동이 맞겠습니다.

현재 싱태가 아부런 증상이 없고 호흡기 내괴에서 방사선 촬영 등
집진을 해보이서 휠동성인 기흉이 없다면 특히 제험 스쿠비- 디이빙 정

도의 스쿠바 활동에 침여히는 것은 별 분제가 안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 기흉이 외상에 의해 옹 경우였다띤 외상과 시흡이 디- 치유펀 이
후에는 별 문제를 일으끼지 않습니디
흑디-너오시띤 아댔는지 달올려 주시띤 쇠사히겠습니다

질[ 중이염 수술 후 다이빙
안녕하십니끼

저는 10후민 이구요. 이제 다이빙을 믹 시작해서

오픈워녁에서 한번 디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 후 귀에 이상이 있어 이비인후과 겁진을 받으니 균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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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신란 채추l 디이 l:t]판과 동행힐 일이 있어 진수 증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디- 재래식괴 셰량 식을 동시에 관찰했는데 상승
후 수띤에 도작히변 얼필이 씬빵저럼 부어 있는 겁니다.

1.2채대박: 30~10분 가량 잠수) 집수 후엔 뚜덧한 깃이 없으니

3.'1지후엔 l‘’t드시 풍(풍 부어 있었습니다
짐수의학 전운의도 이-니고 그냥 이 )..J하게만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최근에 스포츠 디이내의 한 지인이 그 내용을 재치 불어 온 것입니디.

수심은 10m이내에서 잠수했고 오픈워터 다이 l.tj 이며 현재끼지 로

기관지의구조및폐
기관

폐동맥

폐정맥

흙

폐기관지

-

2차기관지

3차기관지

기관서|지(들)

폐포
심장에 밀린 위축부

(Cardiac notch)

그 15회째했답니다

역시 1. 2자 장수에서는 얼균이 붓시는 e%t고 3차 다이벙 후 퉁퉁

부어 있다 함니다 잠수 후 두 세시간 시니띤 보통의 얼굳로 똘아오

폐질환시폐포의변화
폐염

건강한폐

폐기종

고통증「은없다합니다
.!ol_
Äl
U-t!._

1) 얼달이 퉁퉁 붓는 이유

2)현새 신행중인 작업을 냄출 수 없다 히는데 강사로서의 조언이
있다l딘은요?

3) 심해 디이버와 낮은 수심(스포츠 다이벼)의 붓는 얼굴이 같은 현
상인시요?

답변:슈트압박(?)
이런분을더러 만났고통화한기익이 있습니다

부종으로 떼포벽이
두터원져있다

미|표 막파괴

우선 의심해야 할 것이 슈트 복 썰에 의한 암박이 두정부의 임파액

이 성싱맥윤 통해 내려가지 뭇해사 생시는 임파부종01 고 (이갓은 득

강사로서의 조언은 이번 강우에 히|당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히 드라이슈트의 경우 심각하게 나티난 수 있습니디). 또 한가지는

히는 상황도 이 니고 자신의 생제플 위해 자신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잔)바닷불에 대한 냉 알레르기플 의신한 수 있습니다

행동을 강사리고 해서 뭐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의사로서 말씀 드

얼딜만붓는 것처럼 보여도 싶은딴 선제에 어느 정도의 부종이 나
타나시딴 봄 부위는 슈트로 눌러있는 섯이고 얼굴은 노출되기 때운

.:1 지띤 정빌한 검진을 받이본 후에 계속할 것인지 그만뜰 것인지륜
섣생해이- 할 것인니디-

에 그낼 ι11 보일 수도 있지 않플끼-요?선해다이밍과 알은 윌 디-이밍에시 붓~는 현싱이 같은 현싱인지

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갑상선기능검사나 신장기능 검사

요?‘ 라는 질운의 정확한 요시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얄은 수

등플 맏이-보아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

심에 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깊은 수심에서도 부을 것이고， 그 반대

도 좋플 듯 합니다

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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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포 파열이 일어난수 있다 기관지 결석. 천석 폐 %L해의 상처 자국.

네답변감사드립니다

폐병경력등

나l 구리(해소L물 채취다이비)의 경우엔 진샘. 수심 잠수시간 등

아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전-수가 진행되디-보니 그럴 수 있디고 생각
되니 ?낮은 수심의 디이비인 경우는 초보 디이머고

고 수띤휴식시간을 l시간 이상 했으며 수심

5mm 투피스이
또한 7-8m 이상 탈어사

지 않있는데 얼굴이 많이 부었디 합니다，

답변: 결핵성 폐공동
폐결핵을 g업t고 폐에 공동-이 하니- 있다고 하시는데 그 공동이라

는 젓이 누구의 소견인지요?

방사선 낌사에서 결절이 보인디고 해서 그갓이 공동(빈 공간)이라

침고’ 디-이벼는 (야 . 17서D 비쥐에서 천천히 입 출수(시씬의 강사
각이 적음)했다합니다

고단정지을수는없고빈공간이 있디고해도그것이 제크밸브처럼

공기기 들이기기만 히고 나윷 수 없는 공간이라l견 운제가 되겠지만

죄송히-지딴 아래 참고외 함께 답변이 되겠는지요?

항상열려있는동공이라면분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간혹 지발성 기흡이니 폐쇄성 폐기동 등의 경우 하강할 때 그 속

추가담변 :

악조건이라고 적어주신 조건이 목 얼굴을 붓게 만드는 원인이 될

에 들어간 농축 공기가 상승 시 삐-져 나오지 못해 폐 팽칭-사고를 유

수는 없습니다 압력이 높디-고 얼굴이 부어 오룰 수는 없기 때운임니

말힐 수있기 때문에 다이빙이 금기시항이 됩니디만. 그변 경우가이

다. 잎에 적은 원인을 침고하시띤 되겠습니다

니라띤 특히 다 지유된 폐결핵이라면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헌씨 상황을 정확히-게 파악하신 후 다이밍 여부를 결정
하시는 젓이 좋을 듯 합니다.

짐딛 며패맹장쟁H

행운융빌겠습니다

제험 디이빙을히러고하는데 걱정이 되이서 여줘봉니디

세기 결핵으로 9개월동인 지료받았고현재는다나았습니다 (폐
에공동이 하나있었습니디)

실운: 고막의이물질

현재는 x- 레이 칠영히면 석회화 된 부분이 보입니다. 근대 약 끊

몇 달 전부터 오픈쪽 귀가 아주 기끔 식 약간 뻐근힌 것 같기도 히

고 치료 종결한지는 1 개 월 밖에 인됩니디‘ 박시님의 결핵관련 긍을

고 해서(디이냉 할 때는 아부 분저| 없었습니다) 3달 전에 이비인후괴

겁색해 보았지민 과거 결핵은 큰?문제 없으시디고 하시네요 그패도

가서 검시 믿었는데 전혀 운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비인

걱성이 됩니디

후과 갔는데 고막에 뭐 붙어있고 충혈도 되어 있다는군 요. 충혈은

폐활량늘리려고달리기. 줍넘기 등을매일 하는데 이싱이 없고요.

왜 되있는지 j모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고박에 붙

그리고 종합검진에서 폐지능검사 (임으로 마딴 부는.)에시는 정싱으

어 있는 이펀집괴- 고막주위에 이렐집플 저l 거했슈니디- 부척 아프더

로 니왔습니디

군요 이저] 2/3 UlJ ]셨고 이틀 후 니-마 시 다시 빼자고 히-너군요

그런데 폐의 과팽칭에 관-한글을읽었는데 너무무섭네요 혹시 디

질문) 디음주 일요일 (22일)부터 해외에서 약 일주일정도 다이빙을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외이도염이 말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이도

이빙 했다가 안 좋은 상홍L이 올까봐요.
이래에 보떤 과거 폐벙 정력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폐 죠

염의 예방빔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직이 약해서) 제기- 다음 주에 후르기다애 가거든요 체험다이빙(히루

2회 다이빙)하는데 심하게 부리일까요? 이테와 같은 과팽창이 일어
날혹L륨은평균적으로어느정도인가요?

답변: 외이도 이물질
고박과 외이도에는 피부찌꺼기외- 귀지 (Ear Wax) 가 주기적으로

제가 치료는 다 받았지딴 아직 완치 펀시 얼미- 인돼서 폐 조직의
젤L분이 약히 거나 해서 과팽창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지금 예약

도봇하고 엄청 고띤됩니다.

자틀어 외서 이붉질처럼 적용할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제거하다가
는 외이도와 고막에 인위적인 상처를 줍 수 있어 주의플 요합니다.

지금 치료 받고 있는 의원에서 일콘 회사제품으로 Cyprobay 점이

퍼옹 글?

액을 처방 믿으셔서 다이빙 전 l 시간 정도에 귀에 가득 채우시고

1 폐의 과팽조KLung over expansionl : 만약 수중에서 공기릎 호

여분 누워있다가 다이빙 하시고 다이빙 마치시띤 다시 같은 방법을

흡히고 상승할 때 인체내의 폐 속의 공기 압력과 외부의 압펙격자가

10

반복하십시오

심히→고 폐 인의 공기/]- 그대 로 감혀있는 두 가시 조건이 충속펴낸 폐

1000/0 에방펠 수 있는 냉냄은 없습니다. (적이도 디이밍을 계속 하

는 피-도하게 부풀까l 된디 팽상되는 폐는 과도한 입 력끼지 도딘하여

신디딴) 그비니 임수 전 입수 후 귀에 약을 넣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띠세하고 수많은 폐 포의 피열을 일으킨디-

방편이 된 수는 있습니다.

2

원인 숨을 내쉬지 않고 곧바로 수띤 o 로 싱승할 때 . 호흡/] 질

환이 있음에도 불구히고 디아빙 했을

[11] ‘

정싱적으로 호흡 시에도 폐

안에 약힌 부분(싱흔. 불집)이 있을 경우그부분에 공기기 김히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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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약은 넣플 때 절대쿄 띤봉 질을 하시띤 안핍니다 그냥 넣고
그냥 흙러내심시오 귀속에 약붉이 죠긍 문어 있게 하기 위한 것입

니디. 야

()ive in Parad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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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cay

전확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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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590 만원
• 포함내역 :2개월 숙식 다이빙(다이빙 100회 보장)

•비
용 : 640 만원
• 포함내역 :2개월 숙식 다이빙(다이빙 200 .2.1 보장)

어드밴스드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오픈워터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영어 연수 가능

(Q) 2011 년도 IDC (l nstructor Development Course) & I. E(l nstructor Examination) 일정
IDC

일자

IDC

장소

IE

일자

IE

장소

2011.01.19

rv

01.28

보라카이

2011.01.29

rv

01.30

보라카이

2011 .03.08

rv

03.17

보라카이

20110319

rv

0319

보라카이

2011.05.21

rv

05.30

보라카이

2011.06.01

rv

06.02

보라카이

2011.07.12

rv

07.21

보라카이

2011.07.22

rv

07 .23

보라카이

2011 .08.22

rv

08.31

보라카이

2011.09.02

rv

09.03

보라카이

2011.10.20

rv

10.29

보라카이

2011.10.31

rv

11.01

보라카이

Seaworld Dive Center Cebu
씨월드 다이브센터 세부 지점 오픈

세부 막탄섬어l 위치한 펀 다이빙， 교육 젠문 다이빙 삽
전화번호:

070-7594-0033
훌페이지: www.cebuseaworld.com 현지 휴대폰: 0939-449-9825
.PA 미 Openwater 에서 강사까지 PA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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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영어 연수 가능

EA
=ï T

장비

훨R 뻐랜 인영 수색애 활解l고 있는
뀔빼빼뿔&

‘;J SID I:. SCAN SONAR

l

갤:나 량lJ)들

Sonar assists in search for missing persons.
二:!- /II~ ^ I -'J
2 / L I::::f 드크

잔진히 움직이고 있었디 . 힌 장소에 이르자 보트플 l검추고 가시고 간

어린0/-01를 태운채 수싣 10m, 폭 23m 운하에 추락한 납치범

스개닝 소나(Scanning son111')플 불속으로 내려놓은 디음 진흙탕 불

의차를찾기우l해무인잠수로봇과소나를포함한최첨단장

속에 kl _1까앗이 보이는시 보니터판유신히 싣펴!，='..았다

비를 투압하여 10일간정밀 수잭한 올에차료틴를 발견하였다.

그한은 최근에 발생힌 납치사신의 용의자인 호세 에스터1 반 로드리
l-ll즈(Josc Estcbun lìod1'igue:t.)가 사건 당시 운전했덴 200:3년식 토

햇빛이 띠사로운 야느 날 스타니스리우스 카운티 (Stanis l aus

요13.1- 코쏟리{Toyola Corolla) 차$탤 잦고 있었다. 젤리포니이에 서

Co unLy) 경찰국(Sheri f1’ s J)cpnrLmcnl) 디이빙 팀은 드러안에이지

주하고 있는 용의지는 할머니기- 폼에 인고 있던 줄리아니 카레나스

운하{Drainage canal)의 콘크낭비트 라인을 따라 모터보트한 배우

(.Juliani Carenas) 랴는 이름의 1 살 먹은 사내아이플 납치히이 차에

미국의 FBI를 비롯한 여 러 경찰 조직에서는 수중에 빠진 인영을 찾는데 소나장비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모 경잘국 직원들이 소나회사를 빙문하여 여 러종류의 장비

를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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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사진， 특수구조대 텀이 허드슨 강에서 익사한 사체를
찾기위해 수색하고 있는 모습 위사진 드라인에이지 운

하에서 소나로 찾은 차랑을 크레인으로 꿀어 내는 모습

아쉽게도 차량안에 납치된 어린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태우고 도밍갔었다- 당시 복격자의 증언에 의하띤 용의자가 멤행에

소나의 작동원리는공기 중에서 레이더가작동히는방법과유사

사용한 차량과 흡사해 보이는 치를 보았는데 남자가 운전하고 인에

한데 수중에서 음파를 발사시켜 물제에 부딪혀 반사되는 음향을 측

는 어런이이가 티고 있었으며 운하로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정히여 직경 76띠티 원형 안에 있는 물체들 김-지해 낼 수 있다 바닥

이 사건에 법적으로 띤관되어 있는 기관은 미연방수시대 (FB Il. 캘
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칠대 (Calii’'ornia

Highway Patro l)을 비롯히어

그 지역의 여러 경찰서 들이었으며 각기 수색에 침여 하였디 수색에

에 있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파장을 소나의 수신기가 갑지하여
분석히는 것인데 수신된 정보는 수중에 있는 물체의 이미지를 배우
자세하게 감퓨터 모니 더로 보여준다

는 부인심수로붓(ROV)와 소나(Sonar)플 포함히이 직종 최침단 장비

뜰이 투입되었으띠 수심

15 fJ ] 터에

폭이 23 미터에 달하는 운히플

그렇기 때운에 그는 수중에서 제한적인 시낀민 디아빙할 수 있는

10

-‘ -----•

일에 걸친 정띨 수색 끝에 픽엄 트럭과 모터 사이클을 포함하여 총

-------

16 개의 자링k을 발견하고 인양하였다 그 중에는 로드리게스가 운전
했던 낸행 차량도 있있는데 이쉽게도 차량의 칭문이 열려있었고 안

에는 이부도 없었다. 하지만 정잘은 길이가 187 김로미터에 딜하는
운하의 어딘가애 희생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색을 계속하

|W 0 R L 0 W 10 f

기보하였다.

톨감클R한룰엔안암￡잉잉 딛힘j 잉암 띤임 I묘딩.:o l t.:원임‘’a 넘 F만~...l:'.I 늘힐잉 잉 등훌갖를킥읍굉꾀 덤 념 넘 I

정칠」국 다이빙 팀의 디이비인 마크 카도재Mark Cardoza)가 보

고힌 시 록에 따르면 여러 대의 차링k을 찾아내는 데 공헌힌 장비는

JW Pishcrs 사에서 딴든 SCAN- 650 스개닝 소니 였다고 밝혔디

짧j

M?젠떨11펀

|

Nrill]]

씨라이프는

강사양성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성산포(일출봉)주변의 수중세계는 원시적인 바닷속을 그대로
간직하고있습니다.
동굴 아지 초대영 다금바라와 랍스타를 매 다이빙마다 볼 수
있습니다.

* 성산보 유일의 다이빙 리조트

* 나이트록스 테크니컬 다이빙 시스템 완비

* 모든 교육 다이빙 휠빌이 교육실 바로 알 10m ，;>1에서 이루어집니다.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에서는 박창수

NAUI 코스디렉터가

수시로 나우이 리더쉽 쿄스를 개최합니다
NALI ITC( 강사 앙성 과정). [CC( 강사 교환과정 ) . STW(스댐 워크숍)
NA L'[ First Aid 강사 ]~정을 서울과 제주에서 수시 개최 합니다.

"

11

주소: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전화:

064-782- 1113

핸드폰: 010 -5283-8144(박창수)
소나로 보여지는 이미지 난파선이 보이고 그 우측위에 고기떼가 나다난다

홈페이지: www.sea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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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장비

픽업 트럭이 보인다

차량의 이미지

수영장에 빠진 익사자의 이미지.

캐닝 소나(Scanning Son밍-)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

드 스캔 소나 시스템은 매우 넓은 지역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디고
한다 팀원 중 힌 사림인 집 앤다슨(Jim Anderson)은 시이드 스캔
소니플 사용히띤 둡 속에 삐전 파트는 불론 차량과 의사자를 젖는[:11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시아드 스캔 소나기- 수신한 이미지는 정확
한 위치뜰 표함히어 침퓨터에 시장할 수 있으띠 사._!.，!...싣에시 천잔히
정밀히커1 분석힌 수도 있고 사료가 필요한 다른 연관 /]핀에 이 메일

로 잔송한 수도 있어서 업무 협쏘애 IlH우 효괴적이닝|고 한디.

스개닝 소나뜰 장착한 부인 잔수 로봇mov)도 있는데 수중에서
디이바보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육싱에서 조송하기 때문에 다

이비가직선 진수히여수색히는수고플덜어줍뿐이니라 사이드스
얼음 아래에 빠진 사고에서도 무인 로봇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탐색을 수행하

캔소니보획인한 위지에 정확히 섭근할수있어시 효율적이리고힌

먼효과적이다

디 또한 다이벼사 직 접 진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수줌의 상대플

현재 상홍써l 서 수색에 가장 큰 도웅을 줍 수 있는 장미가 소니- 리고

11] 리 일이보시 위해 시용히-/] 도힌다

하였다

특히 수종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아

EOV 에 장척된 카메리 만으로

캘리포니아경칠에서만수중수색을위해소나플시용하고있는것

사물을펀꼭하기 어려올때 사이드스캔소나기 유용한자료를찾아

은 이-나니 디디- 뉴저 지 주 람낭
바l땐랜드 ?카l운E
티H데Cαumπm
띠
lbe
밍r‘띠1까d
띠 Cou
네
un
따
lt띠
yψ)페으의l 응

줄 수 있디. 셔윤칠에 수띤이 얻어 붙은 호수에서 물속에 11111진 시고

급관E
리l 청 (E，πmer‘양ncy Manage
밍ment Ag
양
밍nc이
e
c끼
y1). 펜실배니이- 주 E
티타1-2프E

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먼저 소니란 이용하여 복표플 잦은 디-응 I-ìOV

톤 소방서 (Taftol1

를투임하띤시간닝비 없이꼭비쿄꼭표에도딜할수있으냐| 필요한

Fire

Company)와 미네소타 주 와싱돈 카운티

(Washington County) 정찰청 등이 소나를 적극적으로 시용하는 여

결과적으i，~ 소나는 시간윤 설약해순 뿐 이-니리 다이버들의 안진도

러단제중에속한다，
외-싱톤 수로관리 덤은 사이드 스캔 소나(Side

경우 디-이벼는 ROV 연결 리안을 띠 라가띤 된디

Scan

Sonar)와 스

까지 렛시세 승샤시켜주는 갓이디-.

ff)c

새인트 크록스 강 바닥에 잇는 50갤론 드럼통을 스캐닝소
나로 확인한 이미지. 위 사진에서 드럼통 위로 짐몰해있는

목선이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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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떠실리티

IANTD KOREA (서울 02-486-27921
MB 오선 블루 (밀리민 070-7518-018이
NSDM 다이버스 (속초 011-265-183 1)
강촌스쿠버 (강촌 010-2256-μ341
굉영 잠수울 (굉영 011-732-4942)
굿 다이버 (제주 011-72 1-7277)
그린 스쿠버 (여수 061-684-5656)
다이빙 딱(일리민 사빙 070-8625-487이
두류수영장-노도스쿠버
때구 053-621-04691
리쿨스쿠버 (서울 , 011-542-5288)
베트님 스쿠버 (베트님 010-389 1-1 39 1)
블루이이 스킨스쿠버 아카데미

(경주 054-620-8253)
블루 훌 다이버스 (인잉

010-8633-07521

샤크디이브리조트

(밀리핀 이닐라오

070-8248-70981

씨 텍 (부신 010-2860-8091)
일미 잠수 (인전 010-8856-1088)
테코 (성님 031-π6-2442)
태밍잉수종 (부산 : 051-414-9302)
따워스쿠버 (서울 010-3718-8807)
므로다이버 (대구 : 053-471-9707)

해잉캠프 (심적
해원 (깅룡

‘

‘

011-9969-088이

033-644-6207)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트레이너
김굉휘 (Adv , ITT)

홍징회

(Trlmlx ITT)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강신영 (Adv , EANx IT)
고석태 (Adv , EANx IT)
권오윤

김정숙
빅근칭

서일민
안승칠
오현식

유

현

이민호

(Adv , EANx IT)
(Technlcal IT)
(Adv , EANx 1τ AED IT)
(Adv , EANx IT)
(Triml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Adv , EANx IT)

이우영
이원교

(Adv
(Adv.
이증인 (Adv ,
정영호 (Adv ,
정칠희 (Adv ,
최승혁 (Adv ,
횡영민 (Adv ,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인스트럭터

CrlS (EANx)
강길영 (EANxl
강덕권 (EANx)
강신영 (Adv , EANx)
강재설 (Adv , EANx)
고증연 (Adv ,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Adv , EANx)
김기증 (EANx)
김동균 (Adv , EANx)
김동원 (Adv , EANx)
김동헌 (EANx)
김민석 (EANx)
김영섭 (EANx)
김싱길 (Adv , EANx)
김석주 (Adv , EANx)
김석중 (Adv , EANx)
김성묵 (EANx)
김성욱 (EANx)
김성진 (Adv EANx)
김영삼 (Technlcal)
김영중 (Adv , EANx)
김용석 (Adv , EANx)
김용환 (EANx)
김원일 (EANx)
김정영 (EANx)
김정수 (Adv , EANx)
김종학 (Adv EANx)
김칭제 (Technica lJ
김장환 (Adv , EANx)
김효실 (EANx)
문대천 (Adv , EANx)

IANTD KOREA

IT)
IT)
IT)
IT)
IT)
IT)
IT)

문석래

(EANx)
(EANx)
박대원 (Adv , EANx)
박상용 (Adv , EANx)
박선경 (Adv , EANx)
박우진 (Adv , EANx)
박인성 (EANx)
박진수 (Adv , EANx , Poseldon Mk6)

문성원

박장호 (EANx)
백상현 (Adv , EANx)
백인탁

서계원
서승훈
서윤석
서재환
슨경훈
손현절
송근석
송우용
송윤상
송태민
신영철
신종띨
앙성호

앙인모
오영석
오석용

오승칠
오정석

오춘수
유근목

유기정
유대수

윤덕규
윤성환

윤진상
윤장수
이병강
이영오
이상욱

이상준
이영권

(Adv , EANx)
(EANx)
(Adv , EANx)
(EANx)
(EANx)
(Adv , EANx)
(EANx)
(Adv , EANx)
(Adv , EANx)
(Adv ,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TRIMIX , 산소공급자‘ LSSSTI
(EANx)
(Adv , EANx)
(EANx)
(Adv , EANx)
(Adv , EANx)
(EANx , 02 Admlnlsler , CPR)
(Adv , EANx)
(EANx)
(EANx)
(Adv , EANx)
(EANx)
(EANx)
(Adv , EANx)
(EANx)
(Technlcal)
(EANx)

~료뚫Z3합펠뚫C7i짧훤싫:짧786-2792

이영노
이우식

(Adv , EANx)
(EANx)
이장구 (Adv , EANx)
이칠무 (EANx)
이띨규 (Adv , EANx)
이호석 (EANx)
이화항 (EANx)
이효친 (Adv ,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 EANx)
임응순 (EANx)
장갑석 (Adv , EANx)
장동균 (Technlcal)
징세환 (EANx)
전우칠 (T echnlcal)
정국헌 (EANx)
정근닝 (Technlca l)
정석환 (EANx)
정싱윤 (EANx)
접승규 (EANx)
정승욱 (EANx)
정영수 (EANx)
정영환 (EANx , 02 Adminlsler , CPR)
정재욱 (EANx)
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 EANx)
조선구 (Adv , EANx)
조성호 (Adv , EANx)
지혜자 (Adv , EANx)
최경호 (Adv , EANx)
최규목 (EANx)
최임호 (EANx)
최윤석 (Adv , EANx)
최종인 (Adv , EANx)
한우연 (EANx)
한윤수 (Adv , EANx)
허 현 (EANX)
헌승준 (EANx)
횡영석 IAd v. EANx. 02 Ad mlnlster. Gas Btenderl
신규강사
최태현 (EANx)

FAX: 02-486-27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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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파짜

아쿠아따짜

아쿠아마짜

NEX5

DP2

HX5V

당사에서 매입한 촬영

’

장비는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능숙한 사

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을무상제공합니다.

M
질리온

CX550V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수중괜교육 I

1

수중사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꼭 찍어서 한뻗R 해결해 드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간과 청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 이런분들에계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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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에 정통하고 싶은 분! 고수가 되고 싶은 분!
· 광각， 마크로 불문! 피사체， 상황 불문! 필름1를 전부를 똑 떨어지게 촬영하고 싶은 분! 촬영 전에 이 그럼 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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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름 및 디지털)
· 수중사진의 모든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고 싶은 분!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과 이미지편집 및 활용에 통달하고 싶으신 분! 수중사진에

대한솔직 담백 토크

. 교육내용이 광고문안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경우 교육비 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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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
십시오! 디지털이건 멸름이건 사진에 관한 것이라면 한 번에 풀어드립니다.

· 상세히는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 ’ s marine photo service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 호

전화:064-713-0098 팩스: 064-713-0099
휴대폰:011-694-0098
대표:황 윤태

@

O[S00

International Diving
Instructor Corporation

야뒀
|미 C

(l nternational Diving Instructor Corporation) 2000 난 4 월 유럽 오스트리아 린즈에셔 장립된 젊끔
엽외로 민증된 교육 시스턴과 조직의 유연성을 갖춘 새로끌 프리 다이밍 (Apnoe Diving) 과 스쿠버 다이밍 (5cuba

E:

Diving) 전문 단제다
IDIC 프로 앨버(인스트럭터)는 |미 C 의 훈련규정에 맞줘 얼계 죄고의 푼련 수준과 잭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버틀을
워안 안전 시스템을 제계적으로 지원 밭고 있다. 또한 l 미 C 는 2004 닌 헌 세계 다이빙 업계 죄조로 150 9001 : 2000

인륭율 획득아았고 TUV의 높끔 품질 기준 형가도 압걱아였다.

R싼、〈
이석 코스디랙터
Address . 셔&시 서초구 입곡동 106-121 흉 IDIC
Te l. 070-7674-9998
Moblle ‘ 010-7172-6056
Fax. 02-579-9997
Homepage. www .l dlc.kr
E-mal l. seagale21@hanmal l. nel

이민흰코스디랙터
Address .

81

김문흉코스디랙터
Address . 헌안시 두정동 848 번지
Te l. 070-7553-1228
Moblle. 011 - 209 - 1223
Homepage . c ub.cyworld .com/feelscuba
E-mal l. dydwlsqhfka@n이 e.com

’

고협짙 코스디펙터

이투호코스디랙터

인전시 부영구 림산2 용 만국 이따트 상가 105 호
씨게이트

Address . 경날 김애시 내륭 489-3 킬때잠수센터
Te l. 055-322-2840
Mobile. 011 -557 -1901
Homepage . www.khscuba .co.kr
E-mail.khscuba@hanmal l. ne

Te l. 032-504-1555
Mobile.011-9734-1555
Fax. 032-504-1556
Homepage. www.goseagate.com
E-mal l. goseag 이e@hotm 미I. com

’

박명확코스디랙터

유지수 표스디랙터

Address. 부산시 흉해구 낙민륭 1-6 부산 스킨스쿠버
Te l. 051 -555-5603
Moblle. 017 -851 -4646
Fax. 051-555 - 5605
Homepage. www.busansklnscuba .co .kr
E-mall. hwg0213@naver.com

Address . 전라남도 슨전시 흥덕륭 875-35
Moblle.Ol0-6682-7005
E-mail. csan2005@nave r. com

R싫\

· 개별적인 스퍼|셜티 교육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존재히지 않고 등급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각 개멸 스페셜티 매뉴얼은 서버에서 무료 다운 가능하다
다이브 슈퍼바이저가 되연 충 9개의 스페셜티 교육을 자동적으로 이수하게 된디

.
, 프로 레벨인 다이브 유퍼바이저의 연회비가 없디

혼련 교육 매뉴얼 (무상 다운로드 및 판매) . 훈련 교육 자재
· 마케팅 자료 지원 (로고， 전단 디자인 등) . 10 C에서 사용하는 다앙한 앙식 (무상)
· 고객 상당 Welcome Show 저|곰
· 고객 상담 동의서 및 등록서 양식

• 다이빙 교육 훈련 지원

’

’

잠비 세미나 지원

모든 인스트럭터 레벨은 교육 세미나를 통하며 1 프로 레벨업에 따른 이론 시험을
온다
· 자격증 수령과 동시에 다이버 패스포트를 수령한다

·
·
·
,

다이브 여행 절차 매뉴얼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기법 지원
다이빔 리조트 상업 프로그램 지원
인적 네트 워크 지원

’

기념웅 제작 참여

모든 교육 교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출판물은 유상)
. 보조 강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명신윌당

Tel . 042-625-6533 I 070-7554-6091
Moblle. 010 - 8259 - 6091
Fax.042-633-1621
Homepage. www.escuba.kr
E-mal l. ldlccd@nave r. com

죄지섭 코스디랙터

얀꿨

451-29

대징잠수교허

Address . 경룩 포땅시 남구 구톰포읍 구톰포리 190-35
Te l. 054-284-2840
Mobile. 010-6626-2128
Homepage. www .scubadlve.co .kr
E-mal l. joelcis@hanmal l. net

Address .

대전 륭구 가암 1 륭

띠 IC 쭈소 : ^1훌시 ^1호구 잉깨홈 248-6번~I ^f흉빌딩 2흥

O[φD 으@ 얻의 민호 070 - 7674 - 9998 1맥스 02 - 579 - 9997
inltructof따앓칭& 앵멍 EMail : idichq@gmal l.com/l미C~극 휠!I이πI www.idic.kr

, 다양한
· 다이빙
• 다이빙
· 다이빙
· 마케팅
’

비즈니스 능력 개발 세미나 지원
장비 판매 기법 세미나

클럽 매뉴얼 지원
스토아 창업 프로그램 지원
세 미 나 지윈
국내외 다이빙 리조트 네트워크 이용

. 1 미 C 발전 아이디어 참여

뚱홉톰|

수중사진공모전

A
The 20th Korea Underwater Photo Contest Winner ’s Awarding Ceremony.

죄송합니다 본지가 춰째한 제20회 햄수중사진공모전 시상식의 사진 데이
터가 바이러스로 에상되는 문제로 인애 파괴되었습니다. 취재한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갚은 의미를 알기에 데이터 복구를 위해 어려 경로로 노력야였으나 결국 실
때야였습니다.
흠떼이지어l 올렀던 단체사진 한%반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참가자 중 정
상근님이 개인적으로 촬영안 데이터를 협조 흔싸 기사를 작성야였습니다.

시상식에 참가해주신 다이빙 원로분틀과 관련업체 대표님 ， 외빈과 수상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밀별을 드립니다.
또한 의미 갚은 시상식의 생생한 모습을 독자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함

을사과드렵니다.

금형을 떠서 독자적으로 제작했던 저 11 회 공모전 대

상 금 도금 트로피(전길봉씨 수상).

지난 2월 26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청담동
에 있는 프리바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본지가

과거부터 현재끼-지의 기억을 되새겨 보는 시

를 부여히는 날에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간을 가진 것이다

에 내심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주최히는 한댁 수중사진 공보전의 제 20 회

지11 회 공보전을 1991 년에 공고히-여 시상

시상식이 가1 최되었다 본지가 지난 1991 년부

식은 1992년 2월 26 일에 개최되었으니 공교

20년 션에|

터 개최를 시작한 한국수중사진 공모전(이히-

롭게도 제 1회와 제 20회의 시상식 날찌-기

2

처음 공모전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수중사

공모전)이 성인이 되는 돗 갚은 자리였는데

월 26일로 똑같디- 기지는 제 1회 시상식에서

진 인구가 손가락으로 꼼을 정도였으며 수중

이를 기념하여 초창기 공모전이 시직힐 수

사회를 보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20회 시싱식

사진을 즐기기에는 장비가격이 부척 비썼기

있도록 불심양면으로 도오듀었던 다이빙 계

도 사회를 맡게 되었다. 역사가 시작되었던

때문에 어지간한디이빙 매니아가아니면 접

의 원로들을 초청하여 김사의 뭇을 전하고

날에도 침가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되는 의미

근하기 어려운 불보지 구역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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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찬상품

(쥐대웅슈트j마레스

(주)테코

(주빼왕잠수

아이콘HD 컴퓨터 198만원 1 개

셔우드 호홉기 100만원 1 개

비즘 티타늄 호흘기 135만원 1 개

(주암정사/오선셀린 저

파워스쿠바씨앤씨

아쿠아렁코리아

오셔닉 GEO 컴퓨터 85만원 1 개

스트로브 110알파 80만원 1 개

아쿠아렁 크로노스

(주)테코 페리칸하드케이스 27만원 1 개

(주빠다강

(주g정사/오선셀린저

(주)대웅슈트/마레스 카메라 하드케이스 32만

바디글러브51027mm 원미스 55만원 1 개

아토믹마스크 20만원 6개

ACD 호흘기

115만원 1 개

원 3개
(주g정사/오션첼린저 카메라하드케이스 대 1

개 32만원 중1 개 27만원

건우리조트

다삭라라리조트

3 박 4 일이용권

4박 5 일이용권

5 박 6 일이용권

오 이P」

뼈째깐

권

외 E요。

드

ζJ

베 아

그/

μ”
l이근

보

、리박

4

빡씨
렌젠

카팔라이라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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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흥모천
수중사진을 즐기는 다이벼들이 많이져야 우

가능한 일이 이-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는데 전길봉씨의 작품들은 서정적인 수채화

리니라 디아빙 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의 사엽과는 무관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

같은 이미지를 탐고 있는 반면 고 이성환씨

예측한 본지 발행인의 생각에 그 당시 발행

반의 나이였던 잠수동호회 회원들이 거급을

의 작품들은 선이 분명하고 힘이 있어 강렬

인과 함께 오랫동인 디이빙을 즐겨오딘 잠수

선뜻 희시하여 행시를 개최힐 수 있게 해주

해 보이는 느낌을 담고 있었다 이 후 힌동안

동호회(당시 회장 장석은) 회원들의 후원을

었디는 시실에 그 분들의 다이빙에 대힌 애

두 시람의 작품을 흉내 내 는 앵글이 수들 이

받아 최초의 한국수중사진 공모전이 시작할

정을 가늠할수 있겠다.

루디가해외다이빙 여행이 붐을이루떤서 시

수 있었다

제 1 회 공모전에서는 전길봉씨가 대상을

이:가 밝은 띨대바다의 사진들이 대거 등장히-

괴-거 기록을 돌이보띤 제 1회 시상식은 신

수상하였으며 ;t，]) 2회 공모전의 대상은 고 이

라호댈에서 개최하였으며 수상지-에 대한 부

성환씨가 차지히였는데 그 두 사람의 명성은

상으로는 상별에 따라 카메리 하우정을 비롯

우리나리- 수중사진 역사의 획을 그은 대명사

때‘.~. 01웅을

한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와 함께 100민원부

로 남아있다 전길봉씨는 경북 강구에서 다

위에 거명했던 고 이성환씨는 이날로그 세

더 20만원끼지 상금이 수여되었었다. 신라

이빙 리조트를운영히띤서 수중시진교육을

대로서 필름카메라를가지고촬영하던시대

호벨은 지금도 최고급 호댈이지만 그 당시에

전문적으로 실시하였고 고 이성환씨는 서귀

의 사람이었다. 1 년에 300일 정도플 히-루

도우리니리에서 가장고급호댈로꼽혔으니

포 잠수함 다이벼 팀장으로서 물에 들어 갈

3회씩 디이빙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40대의

시상식을 개최히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때미-디- 카0]) 리를 놓지 않았던 사람으쿄도 유

젊은 나이에 지벙으로 세성을 떠났디- 하지

었을지는 집직이 가고도 남는다. 잡지를 발

명하다‘

만수중사진인구가많이지고디지멀 7' ].0]) 리-

행히는 입장에서 든든힌 후원자기- 없었으띤

그 두 사람은 작풍의 분위기가 서로 딜랐

기 시작했디.

로 인해 부수한 작품들이 쏟이지는 현재끼지

저12회 대 • 금상 수상자 김광택， 고 이성환， 이선영， 전길봉.

저13호| 대상 고 이성환씨가 부상품을 받는 모습.

저 14회 대상 수상자 전길봉씨

제5회 대상 수상자 이성우씨와 본지 발행인

저 16회 대상 장한 박사와 김호상 수사협회장.

제7회 대상 bf'영천 박사와 장남원씨

제8회 공모전 수상자들

저 19회 공모전 수상지를

제 10회 공모전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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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의 작품들은누구도흉내 낼수없는 명

생존하고 있는 제 1회 공모전의 대상작가인

나는 법이라고 한다 디지벌 카메라의 출현

작들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제주도 출신으

전길봉씨는 그 당시에 수중사진 교육 매뉴얼

으로 수많은 수중사진 작품들이 쏟아지고는

로제주도에서 다이빙을직업으로했기 때문

을만들어 전문적으로수중사진교육을실시

있지만 그 들이 남긴 작품들과 애정 어린 정

이기도 하지만 제주 바다에 심취해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경북 강구까지 배우

열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빌F하고 있는 것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은 몇 점 되지 않

러 찾이오는 다이벼들이 적지 않았었다. 지

같다

는다. 과거 오염되기 전의 제주 비-다의 신비

금은 고인이 된 두 사림도 본인만 수중사진

〈러운 모습들이 그의 카메라에 고이 담겨

을 즐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디이벼에

윈혹을과 」Lg}4L:| 융·들에 jL응

아름다운직품이 되어 지금은제주도의 박물

게 수중사진을 권히고 교육을 하였다는 시실

이번 행사는 20주년을기념히는지-리의 의

표에l 보관되어있다

에서 공통점을 잦을 수 있다 우리나라 다이

미를 더하고자 초기에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간 또 한 사람의 수중사진

버들이 모두 수중카메리를 들고 다이빙히는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원로들을 초청하

영웅은 고 김억수씨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디

모습을 꿈꾸며 디이벼들에게 수중사진에 관

였다- 잠수동호회 회원들과 그 당시의 협찬

지털 차메라의 출현에 맞춰 떠오른 디지털

심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의 직품들을 기회가

업체 대표들을 비롯하여 저11회부터 19회까지

수중사진의 선구자로 꼽힌다 대구에 살띤서

닿는 대로 전시회 등을 통해 보여주곤 했다.

대상， 금상 수상지들도 함께 참가히여 우리

수시로 경상도 비-디를 찾아 수중의 신비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수중

카메리에 팀이내던 그의 직품들은 지금도 어

사진 실력지들 중에는 위 세 시람으로 인해

지간힌 인내력과 끈기가 없으띤 흉내내지 못

수중사진에 입문하였거나 교육을 받은 이가

잠수동호회 회원 중에는 이미 작고한 분도

할 만큼 진귀한 장면들을 담고 있다

많다 세월이 지날수록 명작은 진가가 나타

계셨지만 정석은 회장을 비롯하여 이건 . 현

나라수중사진 계의 역시적인 현장에서 지축
히는 의띠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 111 회 대상 이흔열씨와 본지 발행인

제 12회 공모전 수상자들

제 13회 공모전 수상자들

제 14회 공모전 수상자들

제 15회 공모전 수상자들

제16회 공모전 수상지들

제 17회 공모전 수상자들

제 18회 공모전 수상지들

제19회 공모전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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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공모천
용부(현스쿠바 대표) ， 오윤배 씨가 참석하았

다 칠순을 념어선 원로 선배들이 이-직도 수
중시진 계에 대한 열정으로 시상식장의 자리
를 잡은 모습에 참가한 수상자들과 관계자들
이감탄을쏟아내었다

저11회 공모전부터 20년간 한해도 삐지지

않고 개근 심사위원을 맡았던 권주훈씨도 어
느덧 20년이 흘렀는지 지난 세월에 감회가
갚디펴 수중사진가기 늘어나고 수중사진의
작품이 날로 향상되어 매우 기쁘다고 느낌을
토로하였다
이 행시에서는 오늘의 공모전이 있게 초석

을 만들아준 짐수동호회 장석은 회장과

20

년간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준 권주훈 심사위
원장에게 본지 발행인이 공로패를 증정히는
자리를미련히았다

원로들이 기념케익절단 후 건배 제εh하고 있다 좌로부터 오윤배， 권주흔， 현용부， 김풍등， 장석은， 01 건

우리니라 스쿠바 디이벙 역시에서 빼놓지

히여 힌국 수중사진

못히는곳이 비로우정사라고할수있다 최

계의 모습을 보여주

근 π 방송을 통해 국민적인 신드롬까지 형

기 도 하였다

성하고있는세시몽에 비할수있을만람과

이번 행사에서는

거의 우정사는 디이벼들의 사랑방 이었디

제 20주년을 기념히-

그 우정시를 창업하고 낀 세월 다이빙 역사

여 그 동인 공모전이

의 증인이었던 임성기 씨도 멀리 심척에서 딜

성공리에 개최될 수

려와 돗 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었다.

있도록 많은 도용을

해왕잠수를 운영하고 있는 장준득 대표는

주고 있는 협찬 업체

오래 전에 사단법인 잠수협회 회장을 역임했

대표들에게도 본지

을 만큼 디이빙에 각별힌 애정을 가지고 있

발행인이 감사패르

으며 다이빙 역사의 또 다른 증인이리고 할

증정하였다

수 있다. 떼미침 코엑스에서 장비전시회가

우리나라 디-이벙

열리는 기긴 중이어서 외국 손님들도 방한힌

의 현주소를 이꿀어

상태이지만 시싱식에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

가고 있는 교육단체

려해주었다

를 운영하는 정의욱

통장적으로 다이빙 업계에서는 {쥐태코를

(TSD I).

잠수동호회 회원인 현용부 현스쿠바 대표가 감회어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 섭

말할때 3인방이라는용어를쓰는데예전대

(B SAC) , 김동혁

표인 이경렬 현재 대표인 오성숙， 김형준 이
사가 25 년 전 챙엽을 함께했던 대학 친구이

(SDD I) . 이 신 우
(SS l) 본부장도 참기-

기 때문이다 디이빙 계 행사에 좀처럼 직접

히여 원로 선배님들

참가하지 않기로 소문이 나있지만 이번 시상

에게 김시를 표하며

식에는 김형준 이사가 참석하여 기쁜 감회를

수상자들과 친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함께 나누었다 ，

하였다

다이빙계의 써시봉이 라 할 수 있는 우정사 ε업주 임성개현재 보고엔지니어링
대표)가 축하 인사하고 있다

더 많은 원로들에게 초청정을 보냈지만
건강상의 운제나 일정이 허락하지 않이 부

대웅슈트의 우대혁 대표와 현재 우정시를

이외에도 본지에 칼럼을 연재하였던 홍지

운영히는 신명철 대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욱 변호사를 비롯하여 수중사진이 널리 보급

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이쿠이 렁 쿄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오이환

의 오석민 대표는 미국 본사에서 방문한 도

DEPC 회장과 고침 수중사진기- 신풍우 회장

‘|‘'l"~ ~ I.!.껴요

미니크(군사장비담당) 원로 디아버와 동반

이 참석히였다

토요일이고 행사가 지녁 7시에 시작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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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아쉬웅
이 넘는다.

한국수톨

대상 수상자 이운철씨와 장석은 잠수동호회장

금상수상자와 함께， 화로부터 장준득{해왕잠수 대표l ， 권주훈(심사위원)， 김은종{수상자)， 김건석(수상자)， 도미

니크(아쿠아렁)， 김풍등 발행인

~.;，.: 0 -

은싱수상자와 현용부 원로(좌)， 고갱우정사， 우) .

과 함께 원탁에 들러

시상식은 대상부터 진행하였다 대상 수상

앉아 저 녁 식사가 시

자인 이운절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시상

작 되었다. 약 80냉의

식을 위해 부인과 함께 상경하여 기쁨을 나

참가자가 있었 지 만

누었다， 수상은 본지 김풍등 발행인을 비롯

다른 행사장의 보습

히여 장석은 짐수동호회 회장과 원로 다이버

괴 달리 젊은 세디}는

들이 교대로 하였으며 수상자들도 원로 선배

원로 선배님들이 음

님들에게 상을받게 되어 또다른김동이 많

식을 가져가기를 기

이 생겼다고한다‘

다렸다가 천천히 줍

부상품도 많이 제공 되었다. 수상자들을

을 서서 음식을 담는

위해준비한부상품은수상자들이본인이 필

예의 바른 광경이 전

요로 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상

개 되었디. 수중사진

수상자가 선택하고 나서 금상 은상. 동상‘

촬영이 서두르띤 실

입선수상자들은각수상자별고가위바위보

패하기 쉬운 것을잘

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 디응 상품을 선

알고 있는 수중시진

택하는 방법을 택했다， 일방적으로 주최측에

가들의 모임이기 때

서 상품을 결정해서 증정하면 본인에게 필요

문이리리-

하지 않은 싱품이 돌이올 수도 있지만 스스

간딘-한주류와음

로 상품을 선택히게 되어 원히는 상품을 가

료를 곁들인 풍요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싱자 모두가 민족한디-

운 식시를 마치고 제 1

고 즐거워했다. 야

회부터 지119 회까지
동상수상자와 오윤배 원로(좌)， 김형준 01새테코， 우).

시상식을되새겨보는

관계로 참가자들의 도착과 함께 뷔페로 마련

의띠로 추렴한 기록 사진들을 모아 슬라이

된 저녁 식시를 우선 시작하였다 시상식을

드 쇼가 진행 되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먼저 진행하게 되면 허기가 질것이며 교통문

때운인지 사진에 나오는 예전의 모습들을

제로 인해 시간에 늦게 도착히는 참가자플을

지켜보며 서로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참가지중 본

잔진한 실내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길게 놓
인 뷔페 테이블을 기득 채운 디Ocr한 음식들

인이 니와있는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요정하

수상자가 상품을 고르기 위해 가위! 바위， 보를 하고

는 경우도 있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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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조굉현

Aquatic VIP

Diving Artist Jo Kwang Hyeon & 1
발행인 칼럼
..세밀화로 그린 우리 바닷물고기. 총 5권

그려서 중간에 책을 냈다는 것은 아미- 출판사의 상푼 순환에 다소나

시리즈 중 첫 권 ..서해바다 불고기” 가 3월에 나왔고 나머지들도 곧

미- 활력소를 보태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터이고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한꺼번에 니올 예정이디 (보리출판새.

히는 화가는 결실불을 여행 중간에 받이-보고 확인함으로서 혹시 매

조광헌 화백의 이동도서

이동용이라고 하지만 글을 이동용으로 쓴 것이지 그림이 이동용으
로 그려진 것은 아니며 전형적인 세일화이다.

그림 작엽은 본격적인 우리나라 바닷물고기 세밀화 도감을 복표로

시직된 것이디 아동들에게 어필할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들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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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리즘에 삐질 수도 있는 작업 의욕을 견지하게 되고 에너지도 다 보
충맏는 효과가 있을 것이디

화가 조광현은 이미 여러 권의 동물 도감에 관계해 왔고 지금은 수

중동불쪽으로확대 심오하게 빠져들고 있는중이다.

서해안갯벌풍경

필자는 조 화백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2009 년 그의 개인전이

어 들어가 자신의 몸을 퇴비와 뒤섞이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있았던 인사동 갤러리에서 만났다. 이띠 기자를 보내 취재케 했으므

다. 예술과 종교 • 철학과. 농사와 제조와 학문들. 그리고 인생까지

로디-른경우같으면펼자가인사동끼지 나갈필요가없었다.

고뇌를거치지 않고는매듭지어지는것이 하나도없다고볼때 의미

내가 조광현 회백을 콕 만나이:했던 것은 그가 물고기를 그리는 화

있는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다 조광현 같은 수순을 밤으려고

가었기 때분이다‘ 나도 물고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고 화가가 이닌

힐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니에게 렐고기까지 그리는 전문화가 는 늘 부러운 저쪽 문화가 발

싱-황적으로 스스로 그

달한 동네 사펌이며 그 동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궁금했

벽과 부딪처본다는 것은

었던 것이다.

용기가필요한일이다.

갤러리에서 그의 안내를 받아작품 설땅을들었다. 그는 이미 중견

그가 산과 갯벌과 심

화가이므로 비 전문가가 그의 작품 세계를 논하려 들 수 없다. 그 때

해를 10 년 가끼이 헤매

들은 발 중에 지금도 가끔 생각니는 그의 빌은 하나 밖에 없다고 해

고 디 닌 결과는 당연히

도과언이아니다，

비료가 되어 그의 창직

약 8년간직품활동을거의중단하고산과들괴-바다로 ‘고단을찾

물에 니-티날수밖에 없

아다니다가 다시 전시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조 화백은 에베레스트

다 그의 작품을 다 구경

등정급의 알피니스트였고 갯벌을 질먹이며 생명을 찾이다녔고 김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풍등의 바다 세계. 에 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

작품 속에 도시는 보이

10 년 전에 그는 작가로서의 토양에 영양부족증을 느끼고 시달렸던

지 않는다 도시가 보이

것 같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붓을 일단 접고 익스트림 환경으로 뛰

지 않으므로 인간도 별

다이버조굉현 ，

일띠니스트조광현

알띠 니스트 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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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 않는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봐면 그는 이 부분에서 부정적
-

셰밑ti.. 그런 푸리 '1잊흩2기 1

시각을 갖고 있슴을 느낄 수 있다 ·산은 높고 위대하며 바다는 깊고
광활한데 산이니 바다나 그것을 중심으로 보인 사람들의 커뮤니 티는
왜 그렇게 속좁은지 모르겠디; 이것이 그의 작품을도시탈출시키는

붙~c~
풀고，71

내면적 원인일 지도 모른다

조 화백은 5월 중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2009년 개인전에서도
작품들은 산과 비다와 또 두 세계의 하이브리드들로 구성되어 있었

다. 필자의 예김으로는 5월 개인전은 좀 더 낮은 고도(바태에 맞추어

l

’...

’.,

지지 않을까생각된다 말히-지-딴히이브리드쪽이다.
필자가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은 수띤 위와 아래 중 아래 쪽에
서 발상되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고 사명깜이나 보람같은 느낌에
서도 수면 이래가 보다 더 파워풀하게 느껴진다는 그의 생각을 알이냈기 때문이다

바디를 그리는 화기는 해%댄1계는 불론 스쿠비 디이빙계에 이용

•

n 보 ël

최근에 발행된 우리바다물고기 시리즈의 제1 권 서해바다 물고기 묘지

가치 가매우높은존재이지만오랫동안엄계는이 쓸모높은 인간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들인 나라에서도 정리된 사이트가

구를 발견하지 못했고 도구로 시용할 줄 올랐디- 조 화백이 수띤 아

검색되는데 우리나라 마당에 들이가보면 사이트가 아예 뜨지 않거나

래 쪽에 더 매료되어 있다는 것은 해양 커뮤니티 사람들은 행운으로

십수년 전에 만들어 놓기민- 했을 뿐인 공공 기관의 텅 빈 흠페이지만

빔이 들여야한다.

있을 뿐이디 ， 이게 전문가(학재들 만의 닷이 이니리 정치기들의 탓

필지는 조 화백을 딴난 이후 2009 년 11/12월호 사설에서 과학자

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한탄스러운 일이다.

와 화가의 만남， SACO를 제안함 을 썼다( ' i' SACO/Scien Li sts and

지금 스IJ 1 트 디이벼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 운동에 기장 우선적

Artists Coo peraLivc Organ izaLion) 디이바들은 물론 모든 분이:에

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일본이나 영어권 나라에서 발딜L해 있는 풍부

서 과학적인 그림들이 필요히고 그중에서 특히 도김 그림들은 국기-

한 도김서적들과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 책들이다 서적이 디지멀화

의 기초과학 콘댄츠의 기초 중 기초라고 필지는 주장한다 해양동식

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것이 이쉬워졌다.

불 분야로만 예를 든다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흔히 밀녕}는

OECD

이런 기초작업은 많은 수중촬영 디이벼들이 쏟아내는 사진들을 염

국가 중 최하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류의 종들을 인터넷에서

주알 꿰주는 과학자가 있어야 건축물이 될 수 있고 미술가가 색을 입
혀 주어야 빛을 발하는 콘댄츠가 될 수 있다

조광현은 다이빙계에 굴러들어온 펙이다. 허나 떡을 질못 먹어 처l
하게 되띤 그런 후회스러운 낭패가 있을 수 없을 껏이다 조광현의

뒤를 이어 후진 회가들이 좀더 진입할 수 있도록 해양 커뮤니티가 매
력을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유인으로는 화기들을 콘댄츠 작업에 끌어들이기 어렵다，
이는 다른 분이:에서도 그렇고 파이가 작은 다이빙계는 더욱 그렇다
펼자는 작년부터 해양생물지식을 특집으로 써대고 있다 지삭 을
열심히 읽는 독자도 있지딴 지식 이란 생각만 들어도 많은 독지들

이 그냥 페이지를 넘긴다. 도입부에서 전설이나 재미있는 일회들부
더 시작히띤 그 낚시에 걸려 뒤에 니오는 지식‘ 으로끼지 끌려들어

갈 획율이 높아진다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필지는 알고
있다 비로 여기에서 조광현 화백의 삽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필자

는 조 화백을 경제적으로 예우해 주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
그래도 그기- 열심히 반응해 주는 것은 그기- 신과 비디에 미칠 수 있

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것 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그에게 보
답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띤 그가 그린 삽회들이 시장성있는 서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다 펼자가 쓴 어른용 이야기들을
이동작가기- 조건없이 가져가 삽화와 결합시키띤 해리포터의 모험끼
다이빙하는 날의 서페이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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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니아도 소박이 더질지 누가 알겠나고 꼬득이는 것 밖에 해줍

짧

버근

갯

l

초광현 화백의 해양 도셔들

녹게의

-

i

J

r1 ~~

z_,

P

rL

젓이없디

어떤 독자는 필자도 물고기를 그러고 조 화백도 물고기를 그리고
있다는 말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 지도 모른디 필자가 그리고 있는
불고기 작업은 타킷을 세계 해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해낼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도중에 중단되면 해놓은 작업의 가
치가 수포로 돌아간다 한국어류도감도 필자가 그리는 종은 인접 국
기들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 지 기늠도 못한다 설사

호택도감이 나왔다해도 그것은 꾸준히 개선되고 보충되는 례벨 업
관리를 받。바 효택의 콘댄츠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고령인 필지는 포기해이 할 미래인 것이며 기능을 가진 누군기에게

부탁해놓아야할일인것이다

다시 돌아와 삽화 이야기를 해보자. 사람들은 중견 화가라면 조광

조광현 화백의 아동도서용 육상동물 도감 중에서

현 정도의 삽회는 다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

조굉현 화백은 비다로부터 일감을 선물 받아 행복하다고 한디 . 화

나 아무리 약식으로 속속 그린 그림이라 해도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

기들의 세계도 생존경쟁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OJ-을 툴리게 그리거나 비늘의 선 또는 눈의 크기 등등 하나라도 틀

때 그는 다른 경쟁지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그 만의 블루오션

리게 그리면 전문가의 눈에 금방 지적을 당한다 죽은 생선을 그려서

을 발견했디는 것이다 그에게 다행스러운 것인지 우리 물세계 사람

물속 풍경 속에 집어 넣으면 더욱 코미디가 된다 다이벼의 장비 모

들에게 디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다 곧 오는 5월의 그의 개인전에

습. 바닥의해초모습끼지 또는바다의 괴물상상도까지 아쿠이-틱하

서 다이벼들의 이쿠이월드가 어떤 철학으로 화학적 분해와융힘을

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화가라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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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홈페이지

www.

lumenjo.com Ol I 서 퍼온 조광현 소개
조광현은 1959 년 대구애서

라보기만 할 뿐인 관찰과 제작의 작업방식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서 %F화

습니디- 그의 해결책은. 우선 옴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동시에 자연과

를 공부히였으며 ， 지금끼치

6

대회할 수 있는 실전적 수단으로서 전문가 수준의 산악 및 해앙 교육

회의 개인전 과 100여회의 단

과정들을 수료하여. 지떤이라는 거칠고 위험하띤서 신비로운 생맹현

체전. 그리고 여 러 건의 출판

장 속에 뛰어들어 직접 온몸으로 겪고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업들을 통해 꾸준히 생명현

이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과 강들， 히말라야를 비롯한 설산 고봉

상과 그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들. 사막에서 열대정글에 이르는 야생탐사와 오지여행 . 그러고 습지

탐구를 해왔습니다. 작가로서의 활동을 80년대 초반 격동의 시대에

및 해양탐사 여정들을 통하여 신비롭고 아름다운 대자연 순례를 이

시작한 그는 혼란의 시기를 실L아가는 인간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을

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전적인 작업들을

여러 동인전 및 그룹 기획전에 출품하디가 이를 정리한 첫 개인전을

작 - 하띤서 제반 분야들을 전문기들의 도움으로 공부하며 새롭고

‘불안한 세계‘ 라는 주제로 1995 년에 열게 펀 바 있습니다， 인간괴-

심도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림/조광현

- 생태/환경관련 책 제

역사의 부조리를 다루던 작업들은 이후 점차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

그렇게 지내온 다년간의 경험과 느낌들을 모이.2009년 9월 제 6회

심으로 옮겨기게 되었는데 . 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 ‘생명헌

개인전을 치르면서 의미깊은 중간결산을 마치게 되었고. 현재 한반

상 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디 하겠습니다

도주변 전 해역의 어종들을 망라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밀화 바다

‘생명 은 이제 그의

생애를건화두가되어 있습니다

어류도감을제작하고있습니다. 생명의 자궁인바다 그러고산과

생명탐구시리즈 개인전을 매년 개최해 오디카. 2001 년 Eco-

강에서 ， 대자연의 뭇 생명들과 어울려 다니띤서 . 알면 알수록 더욱

Eroticism잔을끝으로모든형태의 전시발표를무기힌중단히기로결

커지는 생명의 신비와수수께끼 앞에 끝없는 경외감을느끼고 있습

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생멍을 나와 단절된 띠찌로서. ‘대상 으로 비

니디

아동도서 ‘갯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의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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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시 / Exhibition

2006 : 개미귀신의 꿈 / 창조문화

개~~ Solo Show

2005 해양환경홍보 교육교재시리즈 4

2009 : 생 병 세 계 / 인사.0]-트센터
2001 : 미술의 힘

EcoEroLic Fores( / 겔리리 다임

- 깊은바다속 여행 (심해와 극지) / 해양안부

2005 : 웅진 동물시 리 즈

1999 : "갯벌-영원의 주름'/ 갤러리 사u l 나
1998 : ’‘생명-그 영크러짐과 되돌린 .. / 낀러리 사비나

2004 : 해%낀환경홍보교육교재시리즈 3

1997 : '‘분열에서 생명으로" / 갤러리 사미나

2004 : 갯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7/ 사계절

1995 : "불안한 세계" / 공평아트센터

2004 우포늪의 생태 / 한솔교육

-아름다운 바다 (해%믿환경 보전) / 해양수산부

2003 : 해 O~환경홍보교육교지l 시리즈 2
단체전

- 연안습지를 잦아서‘ (갯벌생태) / 해양안부

Group Show

2003 : 동물사전 / 사계칠

2002 : "NUDE" / 갤러리 사ul 나
"비스테리"

2002 :

/

갤러리 사미니-

2001 : '상처와 치유“ / 예술의 전당 .

역사 Hlstory

2001 : 국제환경미술전-무당개구리의 울은 /예술의 전당

2005 : 타임캡슐 세계사 시리즈 r~1

2001 :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꿈" / 부산 시립미술관
2001 : "NO CU1.' / 갤러리 사비나
2000 :

'바법의 시각

/ 대안공간 루프

2000 : "불임"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2000 :

'그림으로보는세시풍속“

1999

“회회의 회복-21서171 효바 u l술의 주역" /성곡띠술핀

1998 :

"인맞츰’‘

1997 :

호댁의 현대미술 5 인 ，

/ 갤퍼리 시 미니-

/ 갤러리 시 비니/ Drava Muzeum ,HungaJ Y

〈북방유목민족> ， <중세유런의 변화)!웅진썽크빅

2005 : 테마한국사 시리즈 11 1
〈입L국통일> ， <임진왜란〉 ‘ 〈광해시대>/ 한솔교육

2002 : 고대문명 교류사 / 징수일 지 /조광현 그림 /사계절
2001 : 한국 생활사 박물관 / 사계절 편
창작동화 Tales

2002 : 니-는 둘 /

최요안 글

/

소굉현 그림 /내인생의 책

1997: "태평 C않 건 Lf / Sun CaUery , LJ\ USA

2002 : 누리야 누리야 / 앙귀자 글 /조광현 그림 / 문공사

1997 : ‘침묵-죽음 그 너머의 세계''/ 갤러리 사비나

2002 : 자연아 놀자 / 제영갑 글 / 조광현 그램 / 문공사

1997 : “ARTSYN까{E"

2001 손도끼 / 게리 폴슨 / 조광현 그림 / 사계절

/ 대구문회예술회관

1996 : '국제환경 ul 숨진“ /팍림청주박블관
1996 :

영화의 명장띤 1정배우..

2001 : 야생동불 구조대 /조호상 글/ 조광현 그림 / 사계절

/2lc 화랑

1996

현장활동 / Field Activities

1996 ‘“.열열린미숨 대성리전전" / 북한강변

2010 : 따사단법인힌국산악회 정회원

1988 : 존재와상황 / 갤러리 한
1986 :

' 무리”전

/ 중앙미술관

1986 : '풍자와 해학“ / 그린마당 민 싸 다수

청백산악회 정회원
스킨스쿠버〈익스트린〉정회원

2009 : 팔라우 Master Diving Chnllenge 참가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탐사

기타활동 Other Actlvltes

2006-07 : 평택 웃다리문화촌 대표작가
2005 대형벽화 제작 HimaJ ayn , Lhe myslic Dream'’/ 대힌산악연맹
1991-93 : 샅림‘. 동인
1985-90 :

"사람공부‘· 동인

펼리핀피나투보화산탐사

2008 : 독도탐시대(국토해양부 주관)칩가
히말라야 안니푸르니'BC
히말라야 낭가피르빗

BC

몽골 고비사막 횡단탄사{3차)

2007 ’ 한국산악회 에벼베스트 원정지원대 참가
주요출판물 / Pubilication
생태. 환경

2010 ‘ 호택의

바다어류 세밀화도갑 제작 작업중

독도해역 수중지형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등정

2006 : 정승권 등산학교 암벽반 수료

Ecology
/ 생불서식도 제작중

2008 설악 산%뇨을 찾아서 / 웅진
2008 : 크래비의 모험 / 창조문화

2005 흔F국등산학교 동계반 수료(균강산)
20011 호댁등산학교 정규만 수료
2004 : 스킨스쿠버 License(PADI)
- 이후 국내외 스쿠버다이빙 300여회 로그기록

2006 : 갯벌도감 / 보리

2003 : 태국-캄보디아-베트남 3개국일주 배낭여행

2006 농게의 보험 / 창조분화

2000-2001 몽골 고비사박 1. 2차 탐사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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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이번 여행에서 가장큰 행운은
마나도 베이αIIanado Bay)에서

세계적으로희귀종인

Burnblebee 앉lrirnp를

만난것이다

1.1l.A.l 싹

라

여행
Scuba Diving in North Sulawes i of Indones ia.
글 ， 사진/구자광

지난 2 월 에 인

’

도네시아 북술라

-

웨시 (North

Sulawesi) 지 역 의
렘

베

해

‘~

•

민다나g섭
!1 7f t!!
\

。

채네힐산토스

디버오

Aln도!

“‘I!Ij

율라웨시해

협

(Le mbeh Strait)
구자광

"'.nad。

..‘i써‘、

캔섬 (Bunaken

”“’‘.~

북술라웨시의 다이빙 지역중 마나도와 램베가 가장

Is.)과 마나도만(Manado Bay)에서 3 일간

부루

디-이빙을 하띤서 시-진촬영을 하였다 방문

유명하다 마나도는 마나도시 앞의 부나켄섬을 비롯

AlI링
잉본

시기가 비수기인 관제로 날씨는 이주 좋지

한 해앙공원을 말하며 외해와 열려있는 콧이므로 열

빈디

대다이빙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램베는 비퉁시 앞

빈다해

는 않았지만 다이빙하기에는 그런대로 괜찮

을로레스해
용톡

았다 해양생물은 벼수기에 사라지는 몇 종

E모도

l

‘

을 제외히곤 많은 종을 만날 수 있었고 무

|

엇보다도 비수기이기에 손님이 적어 거의

I

대부분을 가이드 힌명을 대동하고 흔자서

11 1:11.1:

·ω，‘

에서 6일간 부나

l

..,..

을 길게 가로막고 있는 램베섬 사이의 해협을 말하
는데 평소에 보기 어려운 각종 해앙샘물들이 서식하

•

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불린다

폴로빼스

사 우 해

티 모 르 해

.

I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북슬랴워I^I 업에 대

한 깨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진촬영에는 그

이 지역의 다이빙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인도네시이는 수마트라 섬을 시작으로 동

지없이 좋았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행운

다이벙 잡지를 통해 이미 여러 번 소개된 것

쪽으로 5.200km 떨어진 파푸이뉴기니 섭의

은 미나도 베이 (Manado Bay) 에서 세계적

같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번 투어에서 만

서부끼-지 걸쳐 있으며 . 남북으로는 1. 900km

으로 희귀종인 Bumblebee Shrimp를 민난

난피사체를중심으로소개하고자힌다

에 걸쳐 인도양과 태평양 시아의 적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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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100.000루피。 H약 US$14)이다.
，~느 바배
• L..

0 t:I

북슬라웨시로 가는 방냄은 인친에시 싱가

폴이나 자카르타로 가시 다시 마나도 공항으

료 들어간다 자카르티플 통하여 플어사는
것보다 싱가폴을 통하여 들어가는 편이 여러
모로편하다.

싱가폴 %씨공항의 시설이 잘되어 있어 종

Imperial Shrimp,

간에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도 그렇게 시 루하

임페리얼 쉬림프

게느써지지않았다넓고 길게 펼쳐져 있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

민족 언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바하사 인도

가이다

네시애BAHASA INDONESW 라는 인도네

〈박시 l설과 다이빙 용

시이- 공량어를 시용힌다.

이 지역 다이빙 사이트는 크게 4군데로 나

국토 면적은 192만kn에며. 동쪽 끝에서 서
쪽 끝까지 시차가 3시간 있을 정도로 방대하

술리웨시섬은 인도네시아 정 중앙 부분에

둬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며 두루

다. 크고 작은 17.508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리핀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다.

돌아보기는 거의 불기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며 인구는 2007년 12월 기준으로 약 2

술리-웨시섬은 북 중앙 남 동남술라웨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리브어보드를 이용히는 망

억 3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

4 개 자치구로 나뒤이 있다 북슬라웨시에는

법이고 다른 방법은 리조트를 이동하며 다이

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중심도시 역힐을 하는 마나도(Manado)와

빙을 히는 방법이다 리조트를 이용히는 방

비퉁(Bitung)이 있다

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디 의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힌두교. 불교， 기독교와 토착

필지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리조트

민간신앙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도보하고 있

입국 버짜껑보

가 저렴한 곳부더 고급 리조트까지 두루 갖

다. 인종은 말례이 계통의 폴리네시아인이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만 있고. US$25을

추어져 있고 이동히는교통수단도불편함이

가장 많으며 ! 중국계와 480여 종족에 이르는

지불하띤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공항 도

없었다 그리고 힌국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나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다.583개의 소수

착U] 지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나도 공항

다이밍 숍은 없는 것 같디 .

우연히 발건한 문어 두마리가 주변 다이버들의 시
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매
우 격렬한 움직임으로 보아 아마도 싸우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혹시 교미 행동이 아닐까 생ζ념H 보
았는데 상황의 분위기가 사랑싸움으로 보기는 어
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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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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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비슷하다. 다만 화산재에 의한 모래

(Manado Bay). 부나캔섬 (Bw1aken 18.) , 렘

비닥에서 하는 다이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베해협(벼mbeh Strait) , 방카섬 (Banka 18.)

접시촬영이다. 그래서 시이:에 그렇게 구애받

으로 나누어진다 미나도만은 화산재에 의한

지 않는다-

모래바닥으로 벅 다이빙을 주로 할 수 있는

북슬라웨시 지역의 다이빙 베스트 시즌은

지역이고 부나캔섬은산호와물고기가어우

나도/부나캔 지역의 다이빙은 6-8월을 베스

6-8월이지만 이때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몰

러진 월 디이빙을 할수 있는 지역이다 렘베

트 시즌으로 분류한디 이 시기에 물이 가장

려 예약하기 힘들고 복잡하다. 그래서 사진

해협은 화산재에 의한 모래바닥으로 벅 다이

맑으며，

이상 뚫리는 경우도 있지

촬영을 주로 히는 사진기들은 6-8월을 조금

빙을 할 수 있고， 방카섬은 월 디-이빙과 댁

만평균 18-25m이디 수온은연중 26-29도

피해서 날씨가좋고 시-람들이 덜붐비는 9-

디이빙으로흔재된다이벙사이트이디

를 유지하며. 조류는 특정힌 몇 사이트를 제

10월이 가장 적기가 이닌가 생각된다

E

30-40m

외하고는대제로완딴한편이어서 초급디이

이 지역의 사이트별 설명은 별 의미가 없
는 것 같다 각 사이트별 특정이 크게 있는

벼부터 잉띨 다이벼까지 누구나 디이빙을 즐

다이빙 1t1 역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 수 있다 렘베해협 지역도 마나도/부나캔

북슬라웨시 지역의 다이빙은 마나도만

사이트별특정적인 설명은생략하겠다

Shrimps, 유령새우

Box Crab ,

Whip Cor，히 Goby 빼 h Da뼈el Fi때1 Eggs, 담셀띠시의 일과 코랄고비Sea Snail , 고둥류

Sea Horse

해마

Amphipod ,

단각류

Nudibranch , 누디브랜치.

Imperial Shrimp, 임페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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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Shrimp,

임메리얼 쉬립프

박스 크랩

W

Winged Pipe Fish, 따이프

띠시‘

Mimic Octopus,

미믹 옥토푸스

Li on Fish (Juvenile)

라이온 띠시 유어

Whip Coral Goby with Parasite, 회초리 신호와 코랄고비

Eggs inside Fish’ s Mouse, 입안에 일을 품고 있는 모습

Banggai Cardinal Fish , 카디널 띠시

Coconut Octopus, 조개에

Yeliow

The Face of Frog Fish, 프로그

Leafy File Fish, 쥐치

살고 있는 코코덧 문어

Se a Horse, 노링 해마

The Baby Squid inside Egg, 부화되기

직전의 오징어 일

피시의 얼굴

Nudibranch wilh Imperial Shrimp, 누디브랜치와 임메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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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 겸의 미국 이 O} 기
글/ 정혜경/NAUI

Nilrox Certified

Diver/10년 경력

미 플로리다주 경찰국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http‘/ /usadiveclub.com

o}쟁톨식물과의만남

매혹의셉

콰도르， 렬}파고스 푼도

찾아서 .••

Looking for Wildlife , Galapagos Island.

드디어 갈라파고스를찾았다. 약 LO여 년간내가가고싶은 여행 희망 옥록이l서 굳건히 l위를 지컸던 갈라파고스| 이 여형띈내가다이멍을 시작하
면서부터 커웠 던 환상이다.다이벙광들과얘기하다보면나도 언젠가는갈라파고스에서 갈라파고스 행권， 햄머히|드 상어 ， 그리고고래싱어를 아낭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까.

매혹의 섬 갈리피고스는 에콰도르 서
해안에서 약

1000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에 있다 화산섬이며 섬 전체의 97퍼센

트가 에콰도르 국립공원이다 13개의 주

<:

갈라따고스 제도는 크게 난류인
|

따나마 해류와 한류인 페루 해

북적도해류

북적도반류

류 또는 힘볼트 해류의 영흥떨

:>

받는다.6월부터 11 월까지는 한
류의 영항으로 수온이 차고， 대
기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고

요 섬과 6개의 작은 섬， 107개 등의 바위

도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북적도 조

300m

이상의 하이랜드에는

안개비인 가루애Garua)가 발생

류， 적도 조류. 그러고 페루 해안선 조π

한다 12월부터 5월까지는 반대

등의 차고 뜨거운 비-닷물이 교차되는 지

로 따돗한 파나마 난류의 영항

역에 있디

이 조류들。 l 서로 교차하므

魔펄 왕Fr 남적도해류

으로 수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사벨라섬 서쪽 지역은 연중

로 갈라피고스에서는 다%멘 헤양생물

내내 적도반류의 일종인 크롬웰

들을 볼 수 있디 아울러 센 해류와 바람

심층해류의 영효떨 받는데 수온
이 차고 영앙염이 풍부한 해수

으로 오랜 세월동안 뱃사람들의 발길을

의 용승으로 인해 해앙샘물들의

멀게 했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 한가운

활동이 매우웅부하다

데서 그 지태를 지띤그대로 보존하고 있

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식물 연구소라
고할수있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진화론 과학자 다

윈으로 더욱 유멍하다 다윈은 1835년 영국

시에 만들었던 차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출긴했는데 이 책은 발간 히-루 만에 품절이

피츠로이 선장이 운항히는 비글호를 타고 약

사용할 정도로 정획-했디 이때 5주동인의 방

되었다.

5주간 갈라파고스를 벙문했다‘ 디윈이 그 당

분을 토대로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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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파고스의 계절은 두 종류이다. 1월부

AQUA 강 L UNC$
AN AQUA LUNG COMPANY

lo lJ.S. 1)I\fI:ll~J
since 1957

잃l t l! [hnis 빼i l
since 1962

sealJuest
•

AQUA lUNG

since 1990
산타 크루즈섬 토투가 베이에서 백사장을 걸어가는 이구아나

월부터 12월끼지는 선선하고 건조한 계절이

책이다. 깜깜힌 밤 8시반경에 도착하기 때문

다. 8월괴-9월의 바다는 파도가 높다. 보통

에 약간 걱정은 되었지만 에콰도르에서는 미

기온은 섭씨 15도에서 섭씨 29도 정도이다

국달리를 사용하므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서

디 이빙은 약 1년 전부터 예 약을 해이:만 원히

안전한 택시민- 티낸 된디고 생각했다-

-”-

m

는시기에할수있다

에콰도르의

O~햇

발 전 간71 쏠깔 윷?f

수도 ，

:…

--‘
%

강

땅에 도착하는 짓은 피히는 게 나의 여행상

얘

7

줄

터 6월까지는 업고 습도가 높은 계절이며

η! 또(G. uito)

도착

래는약 2-3일정도 디이빙을할생각이었는

기다리고 있었다 유일한동앙인인 내게 공

데 어쨌든 구체적 예약을 안했기 때분에 건

항 안내자가 접근히-여 택시가 펼요하냐고 묻

강상태에 따라 일정을 정하기로 했디 콜록

는다 시내 호텔까지 미 국달러 5불! 호텔에

콜록 기침에 머리가 멍해지는 두통증상이 있

도착하여 짐을 푼 후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었지만 일상생활에서 탈출히는 자체가 내겐

호텔 문을 나서니 호텔경비원이 이 시간에

여행의 즐거움이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그

신이 나기 시작했다

냥호텔에서 저녁식시를했다

금요일 오전만 근무한 후 직장동료가 태워

오늘은 토요일! 나는 아직끼지 여행방식이

주는 차로 마이애미 공항으로 향했디 마이

스파르타식 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잠잘

애미에서 오후 4시 15분 출국하여 에콰도르

때끼-지 흥미진진한 자세로 티국의 문화와 자

의 수도인 끼또 (Q비 to)에 오후 8시 30분 도

연들을 만끽히는게 내 여행스타일이다 갈라

착하였으니 비행기 여행시간은 약 4 시간 정

파고스를 가기 전에 끼또에서 이틀간의 여행

도이다. 중남미는 내가 사는 마이애미에서

을 하기로 했다. 끼또에 있는 옛 수도 이었딘

가깝기 때문에 나는 틈나는 대로 중남미 여

올드 타운(Old To삐)을 가기위 해 새벽 7시

행을 지주 다닌다. 그래서 약 2년 전부터 취

호텔 문을 나서니 호텔경비원이 또 접근한

미로 스페인 말도 배우기 시작했다 이번여

다 너무 이 른 시간에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

행은스페인말을연습할수있는좋은기회

까호댈전용택시를권한다 할수없지 안전

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능한 밤 시간에 이국

우선이 최고이니까..... .

/ι Aqua !iphere ‘
A‘ ~/ve 51 “’
rw ellt

since 1998

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히는 사람들을

.

더 앓기 시작한 감기몸살로 시큰둥했다- 원

빼

끼또공항출국장밖에는발디딜틈이 없4

빼

오랫동안 키웠던 꿈이 여행출발심일 전부

m

m

si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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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 미국 이야기
내 여행 목록 상위권에 있는데도 아직 못했

병이 두려워서 걸어서 하산하기로 했다 미

던 것은 고산병 때문이다 2005년 페루의 잉
카트레일(Inca T떠l) 등반 여행때 해발 약

국인 켄은 혼자서 등반하기로 했다 그의 등
반이 끝난 후 가이드는 켄과 내려오는 길에

미터에서 지독한 두통과 구토증에 시

니~를 픽업하기로 약속했다 눈을 밟으며 내

고는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

달렸던 경험이 있다 아무것도 벅지 못하고

려오는 길은 알라상}의 델라니 국립공원을

역여행사가 문을 닫는 오후 4 시 이전에 다시

산소통을 달고 있어야만 했다. 간신히 한 발

연상시컸다 문명에서 동떨어진 자연 그대로

시내로 들어왔다. 몇 군데 여행시를 들러 서

짝 한 발짝 산을 넘었기 때운에 여행 동료들

의 세계! 이런 길을 걸을 때 나는 영원한 자

대충의 금액을 알이-본 후 멈에 드는 여행사

에게 미인하기도 했다

유인이 된 착각에 빠진다 여행의 진미를 톡

미포에서 일봉인 여뺑사끽원을 홍
해 암으로 q일간의 여뺑 얼정 여|약
마이애미에서 떠나기 전에 비행기 예약 빼

3500

를 골라 그곳에서 앞으로 9일간의 여행일정

활화산 묘토팍시 정싱은 해발 5897미터이

톡히 맛보는 것이다. 흐뭇했던 것은 고신병

을 잡있디. 이 회사소속 일본인 야행사 직원

다 새벽에 여행사소속 가이드가 니를 픽업

증상이 나티-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 두 시

요수케cYosuke)는 일본에서 에콰도르에 온

했다. 차인에는 흔자서 여행을 다니는 캘리

간 걸으니 가이드와 켄이 함께 탄 차가 뒤에

지 7년이 되었단다 일히는 방식이 야무지고

포니。에서 온 미국인 켄이 있었다-

서 빵빵거린다.

정확해서 맘에 들었다 나외는 영어로 얘기

지동차는 팬 이-메리키 고속도로 (알라스카

새벽 일찍 출빌하여 아침식사도 대충했기

하고 다른 직원들과는 스페인 말을 힌다 그

에서 아르젠티나 끝가지 연결된 고속도로)를

때문에 시장했다 코토팍시 공원근처에 있는

와 싱의하여 여행일정을 결정하니 빨리 갈리-

통과하여 드디어 묘토팍시국립공원 입구에

식당에서 ‘송어구이와 튀김감자 점심을 시

파고스로 가고 싶었디

도착했다 끼또는 적도선과 가까운 곳에 있

켰다 연어처럼 연분홍빛깔이 도는 송어조각

여행사가 호댈근처에 있어서 여행예익뇨을

어서 무척 더웠는데 코토팍시공원입구에서

을 먹으려니 갑자기 구토증상이 생긴다 고

마친 후 호텔끼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부터 나는 가져간 앓은 옷을 5겹까지 하나씩

산병 증상이 나타난 것이디 주문한 음식을

이럴 수가! 내가묵었던 호텔 바로 옆이 관광

껴입기 시작했다 저 멀리 보이는 코토팍시

한 점도 먹지 못하고 벽난로 옆에서 그냥 뜨

객들이 모이는 전용 식당과 술집 그리고 상

정상은 마치 일본의 후지 신처럼 하얀 눈이

거운 물과 국화차만 마셨다

점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이닌가! 위험히-다는

덮여있었다

호텔경비원의 말만 듣고 호텔에서민 식시하
고 호텔전용택시만 타다니

인전을 핑계

차는 계속 오름길 정상으로 향했다 어느

저녁에 호델애 도착하니 머리가 깨질 것만
같있다 앞으로 9 일간의 여행을 위해 몸을

정도 올라가니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적도

충전해이 히는데 저녁도 먹을 수가 없었다

상에 있는 소에서 눈을 본디는 것은 상싱을

디음날 새벽 갈라파고스행 비행기를 녁기 。

초월했다 치는 미끄러운 길을 간신히 올라

해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하므로 그냥 짐을

고산지 활화산 코호덴!

해발 4800미터 랜 밑에 주차했다 아직 고

자기로 했다 감기몸잘에 고산병이 겹치니

내가 살고 있는 마이애미는 해발이 고작

산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행복했다 그

내일 떠날 갈라파고스여행에 대한 기대감보

3-4미터정도이디 그래서 나는 고산지방문

곳부터는 등ÀJ-을 해야 히는데 나는 신발과

다는 고통이 더 컸다

여행을 두려워한다 . 킬리만자로 등반여행이

옷차림이 적합하지 않이-서 무엇보다도 고산

로 한 상술이 이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콰도로 수도 끼또의 올드 타운에 있는 교회와 활

화산 코토팍시 등산 입구 끼또는 적도지역에 있지
만 해발

2800m

고지대에 있으며 근처가 해발

4000 미터가 넘는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쿄토팍시를 비롯하여 여 러 산봉우리에 만년설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눈을 직접 맞는 영광을 체험
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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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마고스 발트라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약 2-3시간 후 아침 9시경에 갈라파고스 발

란 하늘을 벗 삼은 바다 냄새가 다가옹다. 바

트라 공항에 도착. 갈라파고스 국립공항입장

닷바람이 내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는다. 잠

료 미화 10멸을 내니 영수증을 준다 이 영

시 후 요트직원이 안내하는 작은 수송선인

수증은 갈라파고스에 있는 동안 잘 보관해야

조디액 (Zodiac) 고무보트를 타고 산타크루

된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앞으로 5 일간 타

즈 배에 도착했다. 환영 럼펀치를 마시고 배

고 다닐 갈라파고스 관광요트직원이 나를 반

위에서 바디를 보니 감기몸살과 두통이 모두

겼다. 갈리파고스를 제대로 보기위해서는 갈

사리져 간 느낌이다. 점심 식사 후 배인에서

라파고스 관광요트를 이용히는 것이 효과적

긴급사태준비와 앞으로 5 일간일정에 대한

이다.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고급요트는 보

안내를 받았다 56 명의 관광객을 4개의 팀으

통 4박 5 일 숙식제공으로 미화 2500불에서

로 나눴는데 나는 ‘갈매기팀. 이 되었다 내

3500불， 1급은 1900불에서 2500불. 그러고

팀은 덴마크인 부부， 영국인 부부， 독일인 부

싼선박은 900불에서 1100불정도이다. 갈라

부. 호주인 부부， 미국인 부부‘ 바하마에서

파고스 익스플로러

CExplorer) , 익스페디션

혼지- 여행옹 캐나디출신 잉그리드를 포힘 총

(Ex뼈dition) ， 레션드 (Legend) , 산티 쿠르

12 명이었다. 이들은 내가 이들 전에 갈라파

즈

선은 고급요트에 속한다.

고스 관광선표를 구입했다고 하니 놀란다

약 3년간 계속된 미국 불경기 여파로 아직도

대부분이 보통 약 1년 전에 갈라파고스 여행

중남미의 관광사업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

예 gt을 했단디-

(San ta Cruz)

이다. 덕분에 나는 끼또에서 저렴힌 가격으

오늘의 일정은 산타 쿠르즈 섬에 있는 세

로 고급관광요트인 산티쿠르즈에 객실을 예

로 드래곤

약할 수 있었다 이 요트는 관광객 90을 수용

문이다

할 수 있다. 이번여행에는 총 여객이 56 명뿐

호자 (Natur혀1St) 자격이 있는 가이드 인솔

이어서 나는 운 좋게 침대가 두 개있는 객실

하에만 할 수 있다 세로 드래곤은 갈라파고

을추가부담없이예의탤수가있었다‘

스 이구아나가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갈

· 탱크와 분리시 스프링의 힐으로 안쪽

,

크리운이 위로 항함
탱크와 연결시 크라운이 뒤로 밀리며
중앙밸브로 공기 유입

(Cerro Dragon-Dragon l퍼m 방

갈라파고스국립공원 관광은 지연보

라파고스 이구아나는 커디란 도마뱀처럼 생

l알르c.~성과

산타

쿠르즈섭

겼는데 드래곤(용)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

(안!tra Fnd Sαntc. ιrU2 rslα끼디s.).

다 직역하띤 용의 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갈라파고스 발트라 공항 밖으로 니오니 파

세로 드래곤에 있는 소금물 호수에는 여러

갈라따고스 관광요트 산타 크루즈 객실

육지수송용 조디액에서 내리는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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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로메섬에서 바라보는 술리반 베이와 띠나클 바위

+

채 자띤스럽게 걸어 다닌디 아름다운 분흉

르띤 청명한 옥색의 바디와 어우러진 갈라파

바다사자(Sea Lions) , 물개 (Fur S뻐s)등을

색 플라밍고 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새나 동

고스의 장관에 감격의 환호성을 멈출 수가

볼 수 있었다

물들이 사람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니 신

없다 트레일을 오르는 길에는 화산이 폭발

기하기만하디 통뚫。 | 편하고지뿜거l 지

하며흘러내린용암。 l 즐비하디

라 Id l 다성과

북

세이무어성

내는 섬! 방문객들은 그 이름다뚫 조용히

골든 비치싸 드디어 삭클링 불 온도

지켜보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가져간다! 이것

가 약 섭씨 15도 정도여서 섭씨 26도 정도에

(~.C4.?!~.?: .... ?:.~ .~..... t'!.?반 했 mour
IS!Qn c1 s)

이 바로 갈라파고스이다

서 다이빙을 즐기는 내게는 과격한 맨화이

라비다 섬은 직은 나무들과 복덜미 선인장

다 다행이 어제 빌린 햇수트가 도웅이 되었

(Scru[fy Cactus)사이로 걸어 다니는 하늘

다 감기증상이 이직 남이있지만 소금물이

색

(ï'.?:칸。!om? FV1F! 유.c..~~. i?:9.?(!:α 꺼연

칼길한 복을 씻어줄 것 같기도 하였다

욱

Boobi않)로 유명하다‘ 부비라는 이름은 스페

Is!αnc1 s)

욱. . . ...

물개들이 내뿜는 대화를 들어가며

인어의 보보 (Bob이에서 생긴 이름으로 비

오늘은 자연견학을 한 후 스노콜링을 히는

물개들과 어울려 수영을 했다 바다- 밑을 보

보라는 의미이다， 육지에서 서투른 걸음걸이

나이다 벌써부터 미음이 설렌다. 아직 김기

니 골프장 그런의 초록빛잔디처럼 많은 앨지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부비 새의 구애정

증상이 있지만 이곳끼지 와서 스노플링도 풋

가 물속에 깔려있었다 거북이들이 그 앨지

면은 인상적이다 수킷이 날개를 활짝 펼치

한다면 정말 후회할 것이니까 어제저녁 햇

를 자연스럽게 뜯어벅고 있었다

고 땅위에서 발을 구르며 커다란 원형으로

Id~ 호 로 떠| 성 과

산 터 아 고 성

수트와 스노클링 장비를 렌트했다.

발을 가진 부비새

(BI ue-footed

신티아고 섬은 검은색 바위와 모래사장으

춤을 추띤서 휘파람을 부른다 암컷은 무관

비토로메섬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

로 유맹하디 ， 짙은 빨강색을 띤 게들이 검은

심한척 지켜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사랑에

히는 섬으로 사진촬영으로 이주 인기가 높

비-위 에 붙어있는 모습을 촬영히자 게들이 살

접근 힌다 히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바토로메섬에서 본 라바 선인장

어미물개의 사랑

산티아고섬 근처 검은 바위에 붙어 있는 게들과 바

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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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 포취를 불어 암컷을 유혹하는 프리게이트(군
함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더 커다란 수컷 부비
새가 다가와서 유촉을 하면 임-컷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첫 번째의 수
컷은 날개를 더 넓게 펼치서 자기 생에서 기

장 아름다운 환상의 춤으로 암컷을 유혹한

태어나지 얼마되지 않은 아기 부비새와 어미 부비새.

암킷은 혼린어| 빠져 첫 번째 수컷과 두

하디가피곤할때 조디액 선징

번째 수컷을 번길아 비라보다가 그냥 다른곳

에게 손짓만하띤 픽업해주는

으로 가 버린다‘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시진

귀족식스노클렁이다.

디

찍느라 비쨌-는데 이젠 시진촬영보다는 구경
만 힌다 북 세이무어섬에 도착히-니 물개들

산타크루즈 성예서 다

이 E]j 잉:빛을 찍띤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윈 연구소 그리고 다이

기 물개들이 엄마 옆에서 잠지는 모습은 평

1애 쇼 'd~표
’

ld

0-:"

길라파고스하면 가장 맨저

온이라고힐끼-1

Birds 군함죄

떠오르는 게 커다란 육지거북

의 구애도 정관이다. 임컷을 유혹하기 위해

이다 오늘은 에콰도르 국립자

수컷은 둥지를 딴들고 짙은 주홍색의 (부리

연보호구역인하이랜드로육

바로 밑의) 풍선모양의 포치를 (pouch)룰 점

지거북을 보러 가는 날이다.

점 더 크게 분디-‘ 그 포치는 몸의 약 40%정

육지거북은 약

도로 크게 불어난다. 둥지에서 암킷을 비라

정도로 보통 100년 이상을 산

보면서 포치를 크게 불지만 암킷은 가끼-운

다. 옛날에 선원들은 이곳을 지날 때 육지거

다 산티쿠르즈섭의 하이랜드 정상에는 로스

곳에서 유연자익t하게 비-라만 보고 있다

북을 {j-아서 배에 싫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헤멜로스 (Los Gemelos)라는 커다란 분화지

오늘은조디액을타고가서 해변근처가이

식량으로사용히였다 그래서 지금은띨종위

역이 있는데 그 둘레를 산책하며 산림을 감

닌 깊은 물속에서 스노클링을 히는 날이다

기동물에 속하며 갈라파고스에서는 육지거

상하는것도일품이었다

스노클링에 자신이 없는사람들은바닥이 유

북의 보존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이곳저

리로 되어 있어 앉아서 수중을 구경할 수 있

곳에 널려진 육지거북을 보띤서 어떻게 저

번잡힌 푸에르또 아요라

도록 만들어진 글라스 바텀 보트를 타고 비

무거운 등을 끌고 디닐까 히는 생각이 들었

는 타운이 있다. 푸에르또 야요랴에서 도보

닷속 구경 물이 차가워서 입술이 파렇게 되

다 육지거북이 부회장에서는 거북이알에서

약 10분에 있는 칠스 다윈 연구소에는 아주

지 않도록 수영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물

부화되어 성장하는 아기 거북이들을 볼 수

유명한 160세의 거북이 조지 (Georg허가 살

밑세싱이 너무아름다워서 천천히 스노클링

있는데 저 커다란 거북이도 계란 일처럼 작

고 있다 디윈 연구소를 살펴본 후 푸에르또

을 했다 파렇고 맑은 물속을 보니 다이빙을

은 알에서 부화되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

아요라 시내로 다시 들어왔다 길 양쪽에는

못한 게 아쉬웠다. 그래서 다이빙 여행을 위

고 갓 부화된 거북이는 이이들 손바닥처럼

수공예 여l술 상품점이 즐비하다.

해 갈라파고스를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

아주 작았다 육지거북을 구경한 후 용암이

쁘에르또 아요라 중심가에는 다이벼 숍들

바디에 흘러서 생껴진 용암 터널을 방문했

이 많다， 이번 여행 중 다이빙히는 것은 포기

프리케 이트 새들 (뀐땅ate

다 . 이 스노클링은 그냥 조류만 따라 가면서

300

킬로그램

하이랜드에서 육지거북과 포즈를 취한 팔자

산티 쿠르즈 섬에는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Puerto Ayora)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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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 미국 이아기
LUNES - VIERNES
IIOHDAY - FR.lDAY

$a nC ristóbal

산타크루즈 배를 타고 4빅5일간 다녔던 섬들

산타 크루즈 배안에서 환송회 공연을 하는 댄서들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혹시 당일치기

다이빙 기능성을 알고 싶었디 안내책자에

소개된 스쿠바 이구아나 숍이 보였다 그곳

이다 서로들 물게들이 대화히는 소리인 욱

산 크리스호1양성

(Sc. n

ιhristobα!

Isl c. nd)

욱

을 외치며 굿비-이 포옹을 하였다
나는 끼또에서 만난 일본인 여행사 직원의

에서 만난다이빙 전문인클라디아몰리나는

오늘은 배안에서 지내는 마지막 빔이다.

강력한 추천 하어l 산 크리스토발 섬에서 하

(Claudia Molina) 갈라파고스 다이빙에 대

배안에서 화러한 송별회가 있었다. 저녁식사

룻밤 묵는 예약을 해 놓았다， 호텔에서 제크

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당일치기 다이빙은

를 마친후 모두는 연주자들과 댄서들이 펼치

인을 한 후 제니퍼 가족과 점심을 같이 하기

두탱크와 장비포함 미화 200불정도이다- 갈

는 관람에 브라보를 외쳤다. 춤과 음악이 끝

로 했다 그들의 10대 자녀들은 그냥 호댈에

리파고스에서 운영하는 리브어보드 다이벙

난 허전한 부대 ， 연주지와 댄서 들이 조디액

서 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니퍼 부부와 나.

보드는 디섯 종류이다 답 블루

(Deep BJue).

을 티고 육지로 떠난 후 배는 빈새 신 크리스

우리 세 냉은 자전거뜰 빌려 섭을 구경하기

옴볼트

토발섬으로 호h했다 오늘은 배에서 떠나는

로 했다. 미운틴 자전거 광인 제니퍼 남편은

(Hombolt Explorer). 스카이 댄

날. 새벽에 일어나 짐을 객실 잎에디 두고 식

닐렵하게 우리 앞을 질주하고 있었으나 제니

플 릿

사를 마친 후 조디액을 티고 산 크리스토발

퍼와 나는 둘이서 천천히 자전거를 티고 여

(Aggressor Fleet) 이디 이중 어그레서는

섬으로 호뇨했다 그곳에는 갈리파고스섬 교육

행책자에서 권하는 비치로 향했다 이곳에

약 20년의 역사로 명성이 높지만 오래된 보

안내소 (l nterpretation Center)를 방문할

도착하니 서핑 자들이 많았다 물개들이 즐

트이고옴볼트익스플로러는새로생긴보트

버스가기다리고있었디 갈라파고스인터프

비한 비치에서 스노클링을 할 엄두가 나지

여서 첫해에는 문제가 많았으나 지금은 강력

리테이션 센터에서는 갈라파고스 역시를 그

않아 그낭 비닷가만 걷디-가 다시 지전거를

히 추천한다고 했다 벌써 7월의 다이빙 여

림과 사진 그리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타고 돌아왔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길

행은 모두 예약이 끝났다고 했다 클라디아

멋있게 관람힐 수 있다 관람이 끝난 후 니와

에 빌린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

와 얘기 를 히다 보니 이곳에 디-이빙여행을

샌프란시스묘에서 온 제니퍼 가족 내명딴 빼

어서 나는 차에 치일 뻔했는데 간신히 붕변

꼭 외야겠다는 결심 이 섰디-

고 모두들 이곳에서 에콰도르로 출발히는 날

을 면하고 제니퍼를 보니 그녀는 너무 놀라

에스댈라 댈 마

익스플로러
서

(Estella del Mar)

(Sky Dance l'), 어 그 레 서

산 크리스토발섬 호델에서 바라보는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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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벌린 보습으로 온몸이 마비되어있었다

기일 뿐이다 이무도 접에서 나오지 못하는

산 크리스토발섬은 지녁이 되자 무척 추웠

날이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있다니 이해가

다 제니퍼 기촉과 이:외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되지 않았다. 관광객들도 호댈 내에서만 지

한 후 산책을 하니 물개들이 길가 이부대서

내야 되는 날이디 . 나는 내일 아침 9시 갈라

나집을잔다 욱욱·

파고스 출발 괴야킬행 비행기예약이 되어있

어서 공헝어17시 전에만 도착하면 되기 때문

10년따다 실시하는 에콰도르 인구

에 택시운전사와새벽 5시 반호댈픽업예약

조사

을히였다

새벽에 산 크리스토발 섬에서 푸에르또 아

호댈 빙에 짐을푼후산타쿠르즈섬에서

요라가 있는 섬으로 떠나는 배를 탔다. 이배

도보로 구경할 수 있는 토투가 베이 를 가

는 초고속으로 질주히는 배인데 푸에르또 아

기로 했다 덩 빈 백사장에는 해양 이구이-나

요랴 끼치는 약 3시간 걸린디 도착하여 배

가 영금엄금 기고 있었다 비다 속에서 수영

에서 내리니 택시기사가 호객을 한다‘ 내가

하고 나와서 걸어가는 이구아나의 등에는 소

길라파고스에서 마지막 묵을 호댈은 걸어서

금물이 히쌓게 말라 있었다 에메랄드 빛 바

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히-지만 들은 바에

다에 어우러진 백시장을 음미하는데 젊은 일

의하띤 내일은 에콰도르에서 십년마디 실시

본인 정년이 이 더운 날 낌은 색 긴팔 긴비-지

히는 인구조사로 새벽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옷을 입고 조깅을 한다. 니의 서툰 스페인 발

파견된 직원이다. JICA는 일본에서 2003 년

전 국민에게 통금제한이 있다고 한다 국경

과 그의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일본

국제협력증진 목적으로 창립된 기관으로 개

선도차단히고모든공장과사업체들도문을

인 청년 시비타 (Shibata)는 일본정부 소속

발도상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의 건전한 경

딛으띠 오직 운영이 허릭된 것은갈라파고스

국제협력단체에서

제발전. 경제인전‘ 경제회복 도모히고 있다

에서 에페도르로 기는 비행기와국제선 비행

Cooperation Agel1cy: J1CA) 갈라파고스로

(Japan International

오푼티아선인장

2009년 통계에 의하떤 약 1664 염의

야「
띠· 에보

E-

빼께암뼈티

인도네시아 마나도， 발리， 롬복，

리.

몰디브‘리브어보드

뼈

말레이시아 라앙라앙， 랑카얀， 시따닫

저”』

OWSI#470731
대표전화 (02) 3785- 3535, 3536, 팩스’ (02) 6234-51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때 씨E페.

M

PA미

항조

I

새 고。

대표· 이 민정

d·권」미·*

(쭈)웰션스쿠봐훌어

JICA

m

E-

태국 시밀린리브어보드

코모도， 라자암맛

팔라우. 씨월드， 네꼬마린， 리브어보드

필리핀: 모알보일， 보흘，

호주: 대보초 리브어보드

흥해 삼엘세이크， 후루가다， 다합

투바타하리브어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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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 미국 이아가
에콰도르 출국세는 미화 25붙이디

이민

국과 보안 관리대를 통과하고 비행기를 기
디리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
렸다. 영어절지-로 내 이름은 ‘Hye Kyung

Ch 山19 인데 스페인말 발음으로는 예 풍
충. 이 된다 그래서 안내 방송의 내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니를 부르는 게 확실
히-다. 고랄라처럼 커디란 에콰도르 여자경
인구조사 통금시간동안 고빠길에 있는 특급호델 음식점에서 주문한 에콰도르의 고유음식 깔도 (Caldo) 한국
의 순대국과 비슷하며 따란색 바나나인 을렌틴이 들어있다‘ 텅빈 과야낄 시내 중심가 도로 모습이 이채롭다

찰이 자기를 띠 리오리고 한다 작은 사무실

직원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디 이 기관

갈라파고스 출발 비행기는 이침 9시발이

서 낸새까지 밑이본다. 비행기 안으로 들고

은 지구문제， 가난해결， 동등힌 성장. 인간안

지만 인구조사 통금에 걸리지 않기 위해 택

갈수 있는 캐리옹 가방 하나만 들고 디니는

전 도모. 지식과 기술연구 전파 등을 꼭적으

시 운전사는 니를 새벽 5 시에 픽업하여 공항

여행이어서 짐을 잘 꾸려 씨야만 되는데 짜

로 삼고 있다. 일본인 시바타와 함께 걸어서

으로 호뱃디 택시기사는 통금시간에 걸리지

증이 났다 수증카메라 케이스가 궁금해서인

돌이오는 동안 갈라파고스의 많은 부모들과

않기 위해 니를 내려준 후 이침 7시전에 집

지 계속 냄새 를 맡아보고 자세히 들어다 보

청소년들이 그들의 스승인 일본인 시 비타와

으로 도착해이:만 했기 때문이다‘ 발트라 공

는 여자경찰이 미웠다 이런 경우에는 조용

내게 인시를 한다. 우연찮게 일게 된 것은 끼

향에서 약 세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비행기

히 있는 거| 상책이어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

또에서 내 여행 일정을 찌준 일본인 여행사

가 떠났다.

니 드디어 니를 보내 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에 도착히니 내 짐을 하나하나씩 잔부 풀어

직원이 그와 친구라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에콰도르의 제 2의 도시 과야킬은 끼또 공

약 ]주일 전에 동양인 여성이 미국 뉴욕으로

일게 된 것은 일본인 여행사 직원 요수케는

항보디 현대식이며 깔끔했다. 공항에 도착하

가는 비행기에 미익t을 실고 가서 문제가 되

일본외무부 직원으로 에콰도르로 파견되었

니 인구조사관계로 모든 게 분을 닫은 상태

었던 일이 있어서 보인이 강화된 것이었다‘

었는데 에콰도르의 자연과 여행에 반해 일본

야서 쥐죽은 듯 조용히다 새벽 12시 15분에

이런 일이 있고 나니 갈라파고스 다이빙여행

외무부직을 포기히고 에콰도르에서 여행시-

이곳에서 미이애미행 비행기 를 타니 약 12시

이 꿀떡겉더리도 더 이싱 에콰도르를 찾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요수케의 일히는

간의 여유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냥 공항에

싶지 않었다

모습이 쑥 맘에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서 지낼 수는 없어서 공항 밖으로 나왔다. 인

드디 어 새벽 5시에 마이애미 도착. 나는

는 생각이 들었다 시바타는 갈라파고스에

구조사로 온 세상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지

요즘 미국 입국시 자동입국허가증을 (G lob머

힌국의 태권도장이 있다고 했다- 태권도는

만 특별 허락 하에 운영하는 택시 힌대가 보

Entry) 시용하므로 미국 입국시에는 컴퓨터

힌국의 국위선양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

여서 시내에 있는 일류 호댈로 향했다 공항

를 통해 질문 4 개만 답변 하면 그냥 통과한

을 새산 느꼈다.

에서 호텔까지 가는 도로에는 차 힌 대도 없

다. 그래서 미국 입국은 간편히-디 미-이애 미

시바타가 권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히고 호

었고 사람의 그림지조차도 없었으며 미치 폐

공헝 밖으로 나오니 습한 열대바람이 스치간

댈로 돌아왔다 관광객들은 내 일이 이닌 오

허 도시에서 거리신호등만 반짝거리는 영화

다 내 삶의 터로 돌이왔구나1 갈라파고스에

늘 미리 인구 조사를 해야 한다고 호텔 종업

장면을 연상시켰다 오후 5시에 통금 해제가

서 경험했던 모든 동물과 자연에게 굿바이를

원이 내게 신상 질문을 시작한다 나는 에콰

된 후 냐는 과야낄에서 유명한 예술인 언덕

한 후 현실의 세계로 호t했다. 회사 출근! 다

도르사람이 아니리고했지딴관광객을포함

을구경하고마이애미행 비행기를타기 위해

음여행을위해

에콰도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 로 하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인구조사이니끼- 답변을 히란다. 나의 연령，
직업 . 교육. 언어 실력 . 연소득. 그러고 힌국
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신상끼지 질문을

했다. 질문서가 한 20페이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디 물을 것인가 묻자 내게는 해당 인

되는 사뺑 많아서 금방 끝날 것 이 라고 해
서다행이었다.

강라따고스 출1말 고~~껑갱유， 따

이애nl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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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빼뿔團 體들픔~푼캘틈뀔

• 대표 : 하문수 (PA 미코스디랙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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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1-894-0853
• 메신저 : hippodivers @hotmai l. com 홈페이지 : www.hippod ivers .com
• 히포서울사무소(담당 : 김정화)
• 휴대폴 : 011-9090-0759 I 팩스 : 02-761-0943
• 메일 : hi ppodivers @naver .com I 메신저 : quf23 @hotmai l. com

〔 이성우포토애세이)

I삐형 빨 Øl 할， 딴JI~년 J tlI 판명껴11~ O~추~훌은 곰

명핀 야후야졸를l 훌트
Diving point flα UjW Photographers at East coas t.
올해는 유난히 동해안의 수중시야기- 뺨l서 디들 해외에 나갈 필
요가없디는즐거운탄성들을토해 낸다.

는 홍L금의 계절이다.
어떤 다이벼들이 동해안에서 다이빙을 했던 경험 중 매우 청명한

사실 다이벙 매니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지만 동해인은 겨울

시야를 만났던 기억이 남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틀림없이 겨울절이

철에 가장 시야가 좋고 해양 생물도 몇 종류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

었을 것이디 간혹 기을칠에도 시이:가 좋은 날을 만날 수 있지만 오

말미잘들이 크기가 장대하고 작은 암반들에 수북이 모여 있어서 구도 잡기가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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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레임에 적당한 개체를 집어 넣고 크기와 길이를 조절하여 표현 할 수 있다

래 계속되지 않고 잠시 유지되는 현상이라서 어지간한 행운이 이니띤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디
만약 비다에 입수하여 물속을 들여다볼 때 바닥이 시원히게 보이고
또 바닥에 닿이서 좌우를 들러보았을떼 맹 뚫린 시야에 가슴이 탁 트이

는 기분을 맞보려면 겨울절 동해안 다이빙을 권하고 싶다.
단 출수 후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 중 겨울의 차가운 바람에 손. 어

굴 귀 같은 부위가 시 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수 후에도 후드나 장
갑을 가능한 벗지 않는 것이 요령일 것이다. 바람막이 자켓을 가지고
다니띤서 보트로 이동히는 동안에 입고 있으면 많은 도용이 된디

통애안의밀벼 l잘촬영
이번 호에 소개할 수중사진가를 위한 동해안의 다이빙 포인트는 강

원도 강릉시 띤곡면 영진리에 위치한 ·영진이쿠아존” 의 말미잘 붉은벙
게 . 난파선 포인트이다‘
통상적으로 ..수중사진을 잘 찍는디-’는 것은 아찌다 특별한 소재를 찾

아서 찍는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소재를 비범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힌다 누가 봐도 아~ 이런 소재를 이렇게도 표현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사진을 찍는 사람을 ..수중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라고 할

+63 (0)928 719 1730
인터 넷전화 0707563 1730
www.paradise-dive.net
diver_ricky@hotmail.com
Paradise Dive, Sabang Beach , Puerto Galera Orienlal Mindoro ,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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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성챔우포표토에빼세세쩨이메
〔
l]
수있는것이다，

동해오에 서식하는 말미잘들은 아
디를 기나 만나기 쉽고 군락도 많이

서 비교적 흔하디고할수있는동해
인의 수중사진 소재애 속힌다 히-지
민 찍어보띤 늘 딱 꼬집어 밀하기 어

렵게도 뭔기-2% 부족힌 듯하여 헝상

결괴물에 만족히-지 못한다. 그러나
요 2%를만들어 내는능력이 본인능
력이며실력일젓이다.
영진아쿠아존 리조트의 포인트에

산재해 있는 말미잘들은 크기가 장대
히고 구도 잡기가 좋게 작은 암반들

에 수북이 모여 있어서 사진을 촬영
해 보띤 한 프레임에 적당한 개체가

들어와 적절한 크기와 길이를 표현
할수 있야 다른 지역 리조트의 인공

붉은 색의 비단명게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색감을 살려준다

이 가끔 찾이 가긴 했으나 GPS장비가 귀한 때여서 제대로 위치를 찾

어초에 빼곡한 말띠잘 포인트와 차별화 된다

또한 난파선 포인트 주벤에도 말미잘들이 듬성듬성 산재해 있어서

난파선 촬영을 하다 잠시 옆으로 이동하여 및 컷 촬영힐 수 있는 장

지 뭇하고 늘 허탕 지기 일쑤였는데 영진이쿠이존 리조트가 이곳에
개업하띤서 정확한 지점을 젖。} 관리히-게 된 포인트이다

대형어선 전체 띤에 빼곡히 자란 비단멍게(붉은 멍게)는 화려한 색

점도있다

을 가지고 있지 않이- 자칫 직칙해지기 쉬운 난파선 촬영에 붉은 색을

의문의난따선

실려 주며 엄청난 개제 수는 전체를 뷰 파인더에 담지 못한 채 필름

영진의 난파선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위치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띤적을꽉채워줄것이다.

없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됐는데 발견되었을 당시에도

모댈이 있다 면 멍게 군락과 다이버를 함께 담은 사진도 좋을 것이

침몰한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닌파선의 표면과 내부마다 각종 부

고 난파선 전체의 모습에 디이벼기- 등장히는 시진 또한 스케일이 큰

착생물이 빼곡하였디고 한다. 발견한 후로 그 지역의 열성 다이바드

사진이될것이디

리조트 운영 포인트

난파선은 전체를 담기 어려울 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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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명

수심(M)

트::<:1

Of기찜

2.5 - 6

자연암반으로초보자용

러|드락

17 - 28

자연암반 봉우리로 적산호가 잘 발달된 포인트

울산바위

11-18

자연암반이 잘 발달된 포인트

캐년

13 - 20

자연 암반과 계곡의 파노라마가 장관

주공 1 단지

17 - 244

각 형태의 인공어초 포인트

낙타봉

18 - 32

닉타 봉우리 같이 생긴 자연암반 봉우리

레고1.2.3

22 -30

원통형 어초로 이루어진 포인트

문어찜

9 - 30

유난히 문어가 많이 출몰하는 포인트

부영아파트

17 - 23

인공어초포인트

난파선

28 - 30

어선이 침몰돼 있는 포인트， 붉은 멍게 말미잘 등 장관

대정봉

21 -35

수중의 대정봉이라 생각 하면 틀림없음， 상급자 코스

인수봉

17 - 23

암반이잘발달된포인트

초원아파트

17 - 23

4각인공어초포인트

~C그

깔끔한 리조트

영진아쿠아존 리조트

필자가 이쿠아존 리조트를 처음 방운한 때는 2005년이었다. 그 후

*대표; 김장문

리죠트는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옳갔는데 그동안 가볼 기회를 찾지

* 스템‘ 신규리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그곳을 방문 하게 되었다 리조트에 도착하여

* 주소: 강원도 강릉시 연

인사를 건네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첫눈에도 다른 지역의 리

콕먼 영진리

조트들괴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리조트 내부 곳곳에 다이버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전화

218-5

033-662-8300 ,
김장문 대표와 신규리 스댐-

010-9058- 9933

인테리어와여러 가지 디%댄f 편의 시설은한변찾은다이버들을단

골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자-^J하고 깔끔한 시설과 디자인

은김창문사장의 덩치답지 않는감성적이띠 섬세한성격을엿볼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도 틀림없이 잔잔한 느낌이 올 것이며 다시 찾고

이성우 (KUAICMAS강사)

싶은 리조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직 이곳을 경험하지 못했다

KBS 강릉방송국 속초사업지사， 1992년 수중사진을 시작，
한국수중사진 공모전(풍등출판사) 대상 수상 2회 등 다수 입

상 호댁수중사진 촬영대회때한수중협회) 종합1위 등 다수
입상， 세계 수중사진 촬영대회에계수중연맹) 은상. 동상 수

상. 세계 수중사진 공모전(세계수중연맹) 통상 수상， 마린포

토(일본) 푸른지구 수중사진 공모전 입선 2회 ， KBS자연다큐
멘터 리 “열목어 돌아오다1" 등 수중촬영 160회， 개인전 동
해안 수중생태 사진전 (2002， 12 ， 04-10 강릉시 여성회관)
리조트 내부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서울 Cf/:kf동

강남 스쿠바 다이빙 강습의 메카

짧원l 츄듀걷느픈활((웰r렐첼b
걷ζ류FHRF}tqlj 법j풀」
영업시간
- 동절기 평일 09:00- 22:00 ,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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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장비 대여료
입장료 : 10 ，000원(오전 · 오후 · 주말 구분없음)

. 탱크사용료 :

10 ， 000원

호흘기 ， 부력조절기 . 각 7 ，000원
‘

수트: 5 ，000원

, 마스크， 오리발·

각 3 ， 000원

대표: 김동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 해암빌딩 81
전화:

02-561-4200 휴대폰: 010-3306-9446
www.scubadivng.co.kr

홈페이지:

www ，gnscu
마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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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회

별꿇國 魚、類細密畵總、圖￡藍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한국어 / 영어 병용

Miniature Guide to Wholε Korean Fishes
Korean / English Edition

그림. 한글 영문 편성 / 김풍등
Ill ustrated by K i m Poong Deung

한국명을가진모든해수어와담수어가빠집없이 수록되며 이해를둡기 위한국외 종도참고로추기됩니
다 한가지 명시해 두는 점은 목(터 Order)은 정상적인 순서의 반대로 진행되는 점입니디 정순서로 진

행되는 세계해수어원색도감에도 당연히 한F국벙 어류기- 포함됩니다만 세계시리즈는 대단히 벙대히어 진
행 속도가 느림으로 한국어류도감을 조기에 펴낼 수가 없습니디 한국명 어류만 따로 추려서 역순으로
거슬러오면두시리즈가빨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명 어류정밀회-콘텐츠의 완성’ 이 먼저 시급하다
고판단합니다.

W e. here in thi s magazine, run two kincls 0 1' i llu stratecl fish seri es: the one is th e seri es for worlcl marin e
fi shes(ofcourse. Korcan marine fï shes inclucled) and the other is Korean marine/freshwater fi sh seri es . This
Korean fïsh seri es is run by reverse seq uence in laxono l1l ic Orclers. Thi s is for earl y cO l1l pletion 0 1' ‘K orean Fish
Book' . The worlcl series wou lcl go a very long way. on the other hancl . if we go backwarcl seq uence , the Korean
series which contain~ far

l1l uch

less species wou ld cOll verge soon with world seri es. Al lhe

11l 0ment

when the

world fïsh seri cs Ihm going on reg띠 ar orcler woulclmcet the reverse order Korean Series , for the fïrst tillle. thc
cOlllplete colour illuslrated Korean Fish Book woulcl be bo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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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lormes Family Pomacenlridae

자리돔
Engfish. n. Pcarl-spot c!uumis
(멸스훗트크로띠스)

’

CltrOlllis 10/(//(/
(Tcmminck & SchkWI. 1&• 3). 16cmTL
D/s미nel3 14 s이1 rayl2' 14 A!spine2
sofl rayl0' 12 p /18~20 LLp/16' 19

,

서북태펑앙: 효택의 동해， 는f해， 제주도 일본

중부 이남， 타이완， 동중국해에 문포 • 처|색
은 암갈색， 담갈색， 황토색 등 여러 가지로 나
타나며 가슴지느러미 기부에 흑색 반점이 있고
살아있을 때 등지느러미 후딘 끝 아래 등에 백
색 반접이 있다 2~30m 수심의 바위 암초나
산호초 지대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살며 6~7월
에 돌 표면에 산른f하고 어미가 일을 지킨다
동물플랑크톤을 주식효!Cf 제주도에서 젓갈로
유영하다

※일본 동경대학교가 발행한 Fishes 01

Japan(1때ed by Tels내i Nakabo ,

@2002)

에는 Chromis n이ata notata:와 Chromis

nolata miyakeensis 두 Of증으로 분류되어
있다 후자는 일본의 Miyake 섬에만 분포하는
것으로설명되어 있다

Drawing 2
혼인색 Nuplial color

Ref

니 ve

speclmen phot。

Order Perlαlormes(perch - likes)
Famlly Pomacentndae( damsel ishes)
Pearl-spot chromis
Korean. n. Ja-ri-dom (자리동)
Chromis notata (Temminιk & Sc hlegcl ‘ 1843). 16cmTL
Distribution: Northwest Pacilic ‘ eastern , southern waters and Je• u Island 01 Korea, south 01 cenlral Japan, Taiwan and East China Sea
General: Body color varianl belween pale gray brown , blackish brown and raw umber. Nuptial color golden yellow with brown scale margins. Prominenl black
spot at Ihe base of pectoral fin. A white spot just below the posterior base 01 soft dorsal lin. Inhabits inshore and offshore coral or rocky reefs , 2-30m depth ,
in large groups. Atlach eggs on rocks in summer and the eggs served by parental pr.이 ection. Feed mainly on zooplankton. Famous salted lishlood in Je-ju
Island 01 Korea. ※ Fishes 이 Japan(edited by Tetsuji Nakabo, Tokai University Press, φ 2002) describes two subspecies, Chromis notata nota떠 and Chromis
notata miyakeensis

’

집고용국외종 (foI'C lgn 、pcCIC、 for (ompan . . on & ιomprchcn、1(11)
농어목 자리동과

Order Percllormes
Famlly Pomacentnd ae(damselhshes)
매일테일 크로미스 (PalClail dlromi ,)
Chro lI is .1'01111/11 o (lll" ‘'ker.l뼈). 15cmTL
D/Sf)lre 13 sch rayl Û'" 11 A/Sf)lre2 뼈 ray9 10
p 18~20 LLp 16- 19

’

,

’

,

태영앙 일본 넘부， 터이왼， 서태영앙， 오스트멀리
아 서묵부， 프렌치 올리네시아 동부에 분포 • 성
장 딘계에 따라， 분포 해역에 띠리 색상 치이가 있
다 전체적으로 검정색이며 미병부 포함 꼬리지느

러미가 백샌이다 일본 남부 개체들은 꼬리가 완
전한 백색이 아니고 비늘의 선과 꼬리지느러미 기
조들의 선이 검게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

Drawing 1
Ref 니ve speclmen

러미 연조부 후딘이 투영할 수도 있고 검을 수도
ph이 os

있다 3~40m 수심의 암초 지대에 실며 무리를
짓는다 바닥 우13~4m에 떠서 동물 플랑크톤을

먹는다 암초지대의 모래 바닥에 둥지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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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lng 2
유어 /4c mTL

Juvenlle / 4c mTL
Re f. Live speclmen photo
Order Percilormes(perch.llkes).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Palelail chromis
Chromis xanthura IBIl'ekl' r. 18.';<1). 15cmTL
Dislribulion: Soulhern Japan, Talwan. weslern Pacific, northwest Australia, and French Polynesia
General : Exhibit c이or variation with size and location. Adult dark gray to black , in most areas have a while tail includlng peduncle. Juveniles are slate gray to a brilliant
blue with a brighl orange.yellow tai l. Outer reef slopes and shallow reel lI ats In 3-40m deplh , usually form groups. Feeding on zooplankton several meters above the
bol1 om. Nests In small patches 01 loose sand under ledges or at Ihe base 이 sl이)es

잡고용국외증 (1'0π Ign 、!JCl:1C、 !l)r compari'oll

& comprchc씨(11 )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llormes
Fa띠 Iy Pomacenlndae(damselhshes)
블루라인 데무어젤 (8lueline demoi'clle)
CIII}끼jJtera ca emleolill eata 0\11Cfll 9T.11
6cmTL
D/sptnel4 었t rayl1~13Nsαne2 ∞It ray13~ 14
p 15' 16 LLp/12' 15

,

인도 서태평양 일본의 오키나와 섬l 굉， 사모이，
띠지， 슬로몬 제도， 뉴기니， 인도앙 동부(Rowely

Shoa녕)에 분포 • 주둥이 끝에서부터 등지느러
미 언조부 중심까지 몸의 등쪽에 넓고 밝은 정색
띠가 있고 띠의 가장자리는 검푸른 정색이다 나

머지 부분은 흐린 노링색 내지 오렌지 색이며 등
쪽으로 가까운 비늘들의 가장자리기 정색이거나
보라색이다 가슴지느러미 기부 S받뻐| 작은 흑색

Rel. Live specimen photos
접이 있다 암초 경시연 2O~65m 수심 바위지역
Order Percllormes(perch.hkes).
에 실며 소수 무리를 뿐다 요각뤄cope때s)
Family Pomacentridae(damselfishes)
를주식효H괴
Blueline demoiselle
Chrysiptera caeruleolineata l:\lIen. 197:11. 6cmTL
Dislribulion : Okinawa , Guam , Samoa . Fiji. Solomon. New Guinea and eastern Indian Ocean(Rowely Shoals)
General : Yellow with a broad dark blue.edged bright blue band Irom Iront 이 sno비 through upper part of eye along back to end below middle of soft portion 이 dorsallln ,
scales on yellow part 이 head and upper side 이 body below blue band with a vertical blue or viotet spot , a small black sp이 at upper base of pectoral lin. Outer reel slopes
al 20-65m. usually in small group. leed pnmarily on copepods

잡고용국외증 (rorcign 、pccw、 lor cnmpari、011

& cOl1l prt!hcn~ion)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llormes
Faml1y Pomacentridae(damselfishes)
블루 데빌 (B luc devil)
Cllry’siptera cyallea (Quoy & G띠marrl.I 82;'i)
8.5cmTL
D/spnel3 잉I rayl2~ 13 Nsptne2 었tr빼13~ 14
P';18~t9 LLp/t6' 19
인도 ‘ 서태잉앙 류구열도， 타이완， 멀리핀， 마리
아나 제도， 인도네시아 뉴기니， 솔로몬 저묘1 및
오스트럴리아 서부{인도앙 동부)에 분포 • 몸색

이 현란한 밝은 정색이다‘ 암수의 색이 다르다 유
어와 암킷은 등지느러미 후딘 기부에 흑색점이 있

고 노랑색은 없다 수컷은 등지느러미에 흑색점이
없고 주둥이와 배지느러미. 그리고 꼬리지느러미
가 노링색이다 주둥이에서 눈을 관통하는 흑색띠

Rel. Live specJmen photos

는 암수 모두 있다 O~IOm 수심 암초지대 읽은

Order Percilormes(perch.likes).
울에 t센. 수컷 효삐리와 대여섯 마리의 암컷이
Famlly Pomacenlndae(damselflshes)
무리를 이룬다 해조류， 동물플랑크톤을 먹는디
Blue devil
Chrysiptera cyanea (Quo}' & Gaimard , 18ι5). 8.5cm TL
미 slribulion: Ryukyu Islands, Taiwan. Philippines, Micronesla, Indonesia, New Guinea, Solomon Islands, easlern edge 01 Indian Ocean and Weslern Australia
General: Brilliant blue color. with black band Irom snout to eye. Exhibits a marked sexual dichromatism. juveniles and lemales usually have a small black sp 이 at rear
base 01 dorsal lin and lack yellow. Males have bright yellow snout and tail(sometimes including pelvic lin). lack black sp이 . Among rubbles and coral reels‘ occurs in
groups 이 a male and several lemales or juveniles. Feed on algae. pelagic tunicate and cope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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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 자리동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lndae

저고리돔
English. n. Goldμ1i 1 demoiselle(.골드태일 데무어젤)

CllI ysiplera parase l1l a (Fo\\'때'.1918). 7cmTL
D/splnel3 잉fI ray10' 12 아;pine2

,

soll rayl γ 12 p 14 '15

Pl14 16~ l' -8

서태잉양 효택의 제주도， 류구열도， 띨리민， 인도
네시아의 술라웨시， 슬로몬 제도， 따푸아 뉴기니 북

부 • 머리와 몸은 진하고 밝은 정색， 미병부는 노
랑색 등지느러미외 뒷지느러미 배지느러미의 연조

부 전체가 노링색일 수도 있고 전체가 정색일 수도
있다 꼬리지느러미 전체가 노링색일 수 있다 죽은

개체의 정색부분은 검은색， 노린색 부분은 흰색으

Order Perclfonnes(pe rd1 .hkes).
로 번한다 1~16m 수심의 신호지대， 가지 많은 경
Ref. Uve speclmen photos.
Famlly Pomacentr얘ae(damsetflshes)
산호 틈 속에 숨어 신디 소수 무리를 짓는다
speclmen In 메 ukyu Is녀nds
Goldtail demoiselle
~어01며 ;。 이기씨 쩍어 α'>'11sl 내 길'"
^C;,rT1 '"
Korean. n. Jeo-go-ri-dom (저고리동)
Chrysiptera parasema (F',‘’“ Icr. HI1 8). 7cmTL
Distribution: Weslern Pacific’ Jeju Island in Korea , Ryukyu Islands , Philippines , Sulawesi Indonesia , Solomon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General: Brillianl blue head 10 rear body lhen yellow peduncle. Somellmes yellow sott portions of pelvic , dorsal and anal fins Includ1ng lall fin. Somel1mes anal , dorsal
and pelvic fins lolally blue. Blue part lurns 10 dark , yellow portions lums 10 pale in spirits. Sheller wilhin branching corals 이 prolecled reefs 10 16m. In small groups

집고용국외종 Ifoæign 、IJl.:CIC、 |‘ )rCOJ1l p‘ In ...on & (Ol1l pκhen、10111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lformes
Famlly Pomacentndae{damselllshesl
스타크스 데무어젤 (St‘m.:~' ， dCllloi 、이 I c)

Cltrysi{J lera slarcki 0\11<<t t‘Tr.ll. 9cmTL
DI$αne13 ∞11 ray14 15 Ai:;pπ:Q ∞ft rayl 5' 17
p 15' 17 11 pi1 5' 16

,

서태영앙 일본의 특구얼도， 타이왼 오스트렐리이

뀐스랜드， 뉴칼레도니 O f. 미지에 분포 • 뒷지느
러미외 배지느러미 포훌빙뼈 옴색은 진한 정색이

며 주둥이에서부터 등지느러미 연조부 기짐까지
의 둥과 둥지느러미가 노렇다 꼬리지느러미는 투

영한 노링색이다 가슴지느러미는 투영한 노링색
이다 암초 경사연 모래 바닥의 비위 또는 틈속에
PerCl lo m1es(perch-hkes) ,
산디 20~60m 수심 범위
Famlly Pomacenlndae(damselfishe히
Slarck ’ s demoiselle
Chrysiptera starcki 이1Il'11. 1H7:l). 9cm TL
Distribulion: Ryukyu Islands. Taiwan , Oueensland Auslralia 10 New Caledoma and Fiji
General: Deep blue wlth broad band 이 yellow from snout to upper foreback and most 이 dorsal fln lall pale yellow. blue ventral flns. Rocky outcrops and crevlces In sand
channels on outer reef slopes , 20 to 60m depth .

。 rder

집고용국외증 (fOfclgn 、(1Ct.:IC、 fOf L'Omp<lri、‘111

& comprchen、1(11)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lformes
Famlly Pornacentndae{damselhshes)
화이트테일 다스실루스 (Whitetatl 따、Cy lJ l씨
Dascyll l/ s arua l/I/ s It Jl u" , \ ‘ t7:>8 1. 10cmTL
DI ;pone12 <dl ray11 13 AI ;o<ne2 때 ray l1 13
p t ,. t9 1 _p/15' 19

,

인도 서태평앙 류구열도，인도네시아，오스트렐

리아 시드니， 프렌치 올리네시이， 흥해 동아프리

카에 분포 • 몸은 백색이며 3개의 흑색띠가 있
다. 혹색은 등지느러미까지 연장되어 있다.3개의
흑색띠는 등지느러미 가장자리에서 연결되어 있
다. 눈과 눈 시이에 큰 백색 반점이 있다 배지느
러미와 뒷지느러미가 김디 가슴지느러미는 투명
히디 신호초 지대 O~20m 수심， 사슴뿔신호 이

크로모라 위에 구름으로 모여 실며 물묘f하연 신호

Ref. 니ve speclffien pholOS

가지 틈 속으로 숨는다 동물을링크톤， 저서무척추
동물 해조류를먹는다

。 rder Pen이orrnesφerch.llkes)‘

Family Pomacen1ndae(damselllshes)
Whitetail dascyllus
Dascyllus aruanus IUlllla('u,. 17,>8). 10cmTL
Distribution: Indo-West Paciflc: Ryukyu Islands , Indonesia , Australia 5ydney , Tuamoto Islands , French Polynesia , Red 5ea and East Africa
General : Color in life white with 3 black bars. all black bands connected on dorsal fin ‘ a large white sp이 on dorsal part of snout and interorbita l. lips dusky or white.
caudal fln pale. pelvic fms black. pectoral flns transparen t. Form groups. shelter among branchlng corals when threatened. Inshore and lagoon reefs to 20m. Feedlng on
zooplanklon , benlhic invertebrales and 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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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lridae

셋줄돔
English. n. Blackt.ail 따scyUus
(블랙테일 다스실루스)

Dascyllus
8c mTL

lI/

elallu /"II s

81때.er.I 8.54

D/spinel2 sofl ray12~13 Nspine2
soH ray12~13 Pl /18~ 19 냐p/15~17+8
서태평앙. 효택의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류

구열도 마이크로네시아， 밀리핀， 인도네시아，

뉴칼례도니 Of， 오스트멀리아의 대보초에 분포

• 처|색은 백색이지만 희미한 노랑색이 나타난
다 머리와 몸에 3개의 넓은 흑색 수직띠가 있
으며 3개의 흑색띠가 등지느러미에서 연결되
어 있지 않은 점이 화이트테일 다스실루스(D

Ref

니 vespeαmen ph이 os

aruanus)와 다르다 꼬리지느러미 후딘 반 부
분이 흑색이며 뒤 가장자리는 열은 정색을 띤

다 두눈사이주둥이등에황백색의큰반점
이 있다 무리를 짓는다

12m 수심 내외의 산

호지대에 산다 가지 많은 경산호(Acropora
corals) 틈에 숨는다 각종 플랑크톤을 먹는다

Order Perciformes(perch.I ,kes).
Famlly Pomacentndae(damselflshes)
-.......
Blacktai l dascyllus
Korean. n. Set-jul-dom (셋줄돔)
Dascyllus melanurus ßleekr r. 18.54. 8cmTL
Distribution: Western Pac비c: Jeju Island in Korea , Okinawa Japan , Ryukyu Islands , Ph씨 ppines， Micronesia , Indonesia, New Caledonia , and GBR
General : White body with pale yellow shade , with 3 black bars , black bars not connected on dorsal fin , large white sp이 between eyes extends to Ii ps. Black bars on
body extend to dorsal and ventral fins. Posterior half 이 caudal fin black except for a narrow pale blue margin. Pectoral fins transparen t. Form groups, shelter within
branching corals when Ihreatened. Inshore and lag∞ n reefs 10 12m. Feed on variety 이 plankton

잡고용국외종 (forcign 、pccic\ ror COIll끼tn씨11

& comprehcll、lonl

농어목자리돔과
αder Percllornnes

Fa띠ly Ponnacentndae<damse뼈f、es)

레티큐레이트 디스실루스 (R ct i c비‘II c d‘lιy ll uι)

Dascyllus reliculalus (Rι벼띠S01t 1816)
9cmTL
D/sαre12 었1 ray14~16 Nsαre2

SOIl

r매12'

14

P ， /19~21 lLp/18~19

인도 태평앙 일본 남부1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
시Of， 사모아， 오스트렐리아 동부， 인도앙 동부의

코코스 킬링 섬에 분포 • 섹싱은 상황에 따라 차
이가 있다 바팅색은 아주 열은 횡길색일 수도 있
고 정빽이 약간 보이는 백회색일 수도 있다 머리

바로 뒤 체측에 검거나 어두운 수직 띠가 있고 위
로 등지느러미 극조부로 연결된다 극조부 가장자
리 전체가 넓게 흑색이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
미 후딘이 투영할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다 연조

부 후단이 투명할 수도 있고 흑색일 수도 있다 입
술과 그 주변이 검다 꼬리지느러미가 흰색에 가까

운 회색일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다 가슴지느러
미의 기조들이 회색이다. 수심 50m 이내의 신호

Rel. Uve speclmen photos

암초에 무리지어 실며 경씬호 가지 시이에 숨는다

Order Percllormes(perch.likes).
Famity Pomacentndae(damsetf ,shes)
Reticulate dascyflus
Dascyllus reticulatus IRichaf'l son‘ 18461. 9cmTL
Distribution : Indo.Pacific: soulhern Japan , Mlcronesia , Indonesia , Samoa. Llne Islands‘ easlern Auslralia and Cocos-Keellng Islands In Ihe easlern Indian Ocean
General : Color variable. While 10 la이 somelimes bluish grayish while) wilh diHuse black bar behind head. 이 en rear body dusky , caudal fin blackish or somelimes pale ,
broad outer border on spinous portion 01 dorsal f1 n black ‘ sott portions 01 dorsal and anal lins blackish or pale , pelvlc lin black , pectoral fin rays gray. Li ps blackish or pale
Inhabils branching coral heads 10 50m , Form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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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fy Pomacentndae

셋별돔
English. n. 'l1u'eespot dascyilus
(쓰리스풋트 다스실루스)

Ðascyllll s !r;I/IC/ CII!a!IIS (R[매:ell. 18'll).
l 1c mSL
D/splnel2 50ft ray14 -16 Nsαne2
50ft ray14 15 P,, 18' 낀 LLp/17~20+8 .9
인도

태펑앙: 효랙의 제주도 남부， 일본 남부，

류구열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젤리 Of，
라인섬， 프렌치 폴리네시아， 홍해， 동아프리카

에 분포 • 유어는 등지느러미 연조부 후단과
가슴지느러미가 투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검정색이다 비늘의 중심부에 정색이 섞여있
다 이마와 체측 중심 윗쪽에 큰 백색 반점이

있다 성어는 해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색S뻐1
차이가 있다 성어는 보통 정회색 바팅에 비늘
가장자리가 흑색이다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는 검정색이지만 앞 부분에 어두
운 횡색이 나타날 수도 있다 머리에도 황색이
섞일 수 있다 이마외 체측의 백색점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체측의 접만 측선 비늘 11 ， 12번 째

위치에 희미하게 남는다

산호초， 바위암초

1 ~55m 수심에 살며 유어는 말미잘， 성게와
공생한다 무리를 짓는다 해조류와 동물플링
크톤을먹는다

Ref. LNe spec π1en photos

DrawJng 4
Juvenile
Ref. LNe speclmen photos
유어

。 rder Pe rclfo rmes( perch 내 kes) ‘

Famlly Pomacentndae(damselllshes)
Threespot dascyllus
Korean . n. Set-byeof-dom (셋얼돔)
Dascyllus trimaculatus (Rüpα11.18갱). llcm SL
Distribution: Indo-Pacilic: south coast 01 Jeju Island in Korea , southern Japan , Ryukyu Islands. Philippines. Indonesia. Australia , Li ne Island , French Polynesia.
Red Sea , and East Africa
General: Juveniles overall black with scale centers bluish , large white blotch on forehead and upper sides , all fins black except the transparent and outer
po에 on 이 dorsal soft rays. Adults with variable colors depending on geographic and behavioraf situations , no white sp이 。 r reduced white spot on eleventh
and twelfth scales of lateralline and the scale above each , head and lins normally black , scales with black margins , sometimes dark orangish brown hue on
head , and anterior parts of pelvic , anal and caudal fins. Inhabits coral and rocky reefs. juveniles often commensal with sea anemones or sea urchins . In
groups , feeds on algae and zooplank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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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 ,lormes
Family Pomacenlnd ae(damsell shes)
하니헤드 담셀 (H0I1C) -hcad d‘1111、이 )
Dischi lodlls prusoputa el/ ia 11 α kl'r, 18521
17cmTL
D/spnel3 ∞<< r떼4 16 Nspne2 SOII rayl~ , 15
p '1&--18 U p/ l& 17+6

,

’

‘,

,

인도 서태평양 바누이투， 오스트럴리아 북서부
와 대보초， 묵으로 일본 님부의 류구열도까지 분

포

• 바탕색은 황갈색이며 몸 기운데 너비가 큰

백색 수직띠가 있고 미병부도 희다 어렬수록 백

색과 어두운 부분이 뚜렷하며 등지느러미 연조부
와 등에 걸쳐 큰 혹색 점이 있다 1~1 2m 수심의

연안 암촉 리군의 모래나 옐 바닥 쪽에 신디 딘
독 또는 소수 흩어진 무리로 다닌다

,

。 rder Perc lormes(perch.hkes) ,
、“하
2
----Full grown ad비!
Family Pomacen띠dae(damsel!1Shes)냥
Ref 미e spec'때n pholo
Honey-head damsel
Dischistodus prosopotaenia IHlrt>krr, 1 8S낀 17cmTL
Distribution: Indo-Wesl Paciflc: Vanuatu , north to the Ryukyu Islands , south to northwest Australia and Great Barrier Reef
General : Golden brown with wide white bar on m,d.body and while lai l. While and dark parts with slrong conlrast in young specimens , a large black
dorsal f n and extended to dorsal body n young , Inhab ts lagoons and coastal reefs , usually n s lty areas , Solita 깨 or form loose groups

,

,

,

, ,

sp이

on soft portion of

잡고용국외종 {fort!ign 、pCι ic、 for (.:ompari ...on & (01111

농어목 자리동괴

Order Perc ,lormes
Fam ,ly Pomacenlnd ae<damself ,shes)
라군 담셀피쉬 (Lagooll uam，clli 、 h)

’”

f-1 emig ly hidodo l/ plagiometopc
써<t'kcr， 1 8.')깅

18cmTL

D/spne13 ∞<<ray13- 15 이spne2 ∞11 my13 .15
P /16' 17 LLp/14 '17+ 7'-8

,

서태영양 류구열도， 중국， 밀리핀， 타일랜드 인도
네시이， 오스트렐리아 서부와 대보초 및 솔로몬

제도에 문모 • 횡갈색 바당에 머리를 벗어나면
서부터 접진적으로 매우 어두원진다 기슴지느러

미 기부의 흑색점 외의 다른 무늬는 없다 초호와
연안 암초지대 '~20m 수심의 조용힌 울에 신다

흐린 물에 있을 때도 많다. 해조류를 먹는다

,

Order Perc l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lndae(damselflshes)
Lagoon damselfish
Hemiglyhidodon plagiometopon (BIπkcr. 18.')2) , 18cm TL
미 stribution :

Western Paciflc ‘ Ryukyu Islands, China , P비 lippines ， Thailand , Indonesia , Western Australia and Great Barner Reef , and Solomon Islands
General: Brown anleriorly , gradat ng to dark rear body , No distinct mark ngs except the black sp이 on pectoral fln base , Sheltered shoreline reefs and lagoons often in
areas 01 silling and lurbid water to 20m deplh

,

,

잡고용국외증 lfordgn 、pcdö fOl ωmpan、on & (omp띠lcn . . IOI1)

농어목 지리동과

Order Perciformes
Fam'ly Pomacenlndae<damselhshes)
푸질러어 담셀피쉬 (Fu ilicr u‘ 1111 clli h)

‘ ,

,

L epidozyglls tapei l/ o ,w ma æα，kf'f， I없j)

10cmTL
D/5αne1 2 soll ray14 '15 Nspine2 sofl rayl& 16
P /21 .23 1Lp/ 19' .20+15

,

인도

태평양

일본 님부의 이리오모떼 섬

(l riomole 151a때)， 류구열도， 오스트렐리아 대보
초 동아프리카 프렌치 폴리네시Of，까지 포필히는

인도 태평g때 문모

• 몸이 길쭉하다 등쪽은

노링색 내지 녹황색을 띠고 배쪽은 정색 내지 정

Ref , [jve speclmen photo

지색(blui5h pink)을 띠지만 상흥뻐| 따라 빼르게
0]<. 1ι;er 영국의 옛 보영 연며 원래 세승까

Q아" Pero!ormes뼈때폐(95) ，
Far얘yPtmaæntrx않(며n용!fishes)

늦패 limlyC‘￥'SlonlClae)에 어류륜 무질리어，' 1

IL 프실리어。'PU헝응 녕이서 능’여깐j 이를

색조 변경을 나타낸다 암초 위 허공에 있을 때는

밝Of지고 구석에 은신해 있을 때는 색이 어두워진

Fusilier damselfish

다 5~30m 수심의 암초앤에서 무리지어 을링

Lepidozygus tapeinosoma fBk...‘ kl'r, I !J[,.;). 10cmTL

크톤을먹고 ~q

Distribution ‘ Indo-Pacific: Ryukyu Islands , Auslralia GBR , French Polynesia , and East Afnca
General : Body ve 깨 elongate , color variable , 이len greenish yellow dorsally , bluish pink ventrally , When feeding on plankton above reefs it is
when sheltering on the reefs. Curre미-swept seaward reefs in 5-30m depth , Forms aggregations

silve깨

green , and dar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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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용국외증 (Iorcign IJl'C ic for ωmpan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lforπ1eS
Family Pomacentndae<damselhshesl
옐로우테일 딩셀 (Vcllowta il dtllmcll

Neoglyphidodoll lI igroris (Cu\icr.1뼈)
13cmTL
D/spne13 엉tr，때A ‘ 16 N'i'I;lne2 ∞tlr，에ß'15
P 1& 17 나 P/16- 17+7~8

,

인도 · 서태영앙 류구열도， 타이완， 필리핀， 인도
네시아， 필리우， 뉴기니，솔로몬제도， 오스트웰리

아 북부에 분포 • 몸의 대부분이 길색이며 뒤로
가연서 접진적으로 노렇게 변하며 꼬리지느러미，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연조부가 노링색이다

갈색부분은 검은 갈색으로 진할 수 있다 아가미
뚜껑 가장자리가 흑색이며 눈 아래와 전세개골 경

계선에 수직띠기 있으며 색은 어두운 갈색이거나
흑색이다 가슴지느러미 기부에 흑색점이 있다 꼬
리지느러미의 ~하엽，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물이 뾰족하다 유어는 전체가 노랑색이며 두 줄
의 수영 흑색띠가 옴 진체에 걸쳐 있다. 신호초에

Ref. LJve specmen photos

신다 주로 훌로 있다 해조류와 동물을링크톤을
먹는다

Order Perclformes(perch-hkesl ‘
Family Pomacentndae(damselflshes)
Yellowtail damsel
Neoglyphidodon nigroris (Cu\il'r. l S:lOl_ 13cmTL
Distri bution : Indo-West Pacific: Ryukyu Islands , Taiwan , Philippines , Indonesia , Palau , New Guinea , Solomon , and northern Australia
General : Brown(or blackish) gradating to yellow on rear body , tail and adjacent fins. Operc 비 ar margin blackish , two blackish bars on face , black sp이 on upper part of
pectoral fin base. Posterior tips of caudal , dorsal and anal fins pointed. Juvenile yeliow with 2 broad black lateral bands. Coral-rich reefs in 2-23m depth , Solitary. Feed
on algae , and zooplankton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lridae

점자돔
English. n. Violct demoiselle
(바이오렛데무어웰

NeopO /ll aCenlrus

v io /，띠 ceJl s

(81어<er， I없8)， 7. 5cmTL

D/s미 nel3 50ft rayll
S이1

rayl0- 11 p

,

12 A/splne2
LLp116- 17

i7~19

서태평앙 효택의 제주도， 일본 님부， 인도네시
아，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오스트럴리아 북부
에분포 · 어두운갈색또는거의검은색이
며 보리빛 색조가 비친다 미병부와 꼬리지느
러미

Ref. LJve speclmen photos

등지느러미 연조부 후딘이 노랑색이다

아가미뚜껑 가장자리 S도뻐| 흑색 반점이 있
다. 가슴지느러미 기부에도 어두운 반점이 있
다 뺨 아가미 뚜껑 가슴 뒷지느러미 기부 쪽

’

에 정보라색 점들이 있다 5~25m 수심， 연안
Order Perci ormes(perch-likes),
의 비교적 조용한 물 바위 모래 지역에 ~f!각
Family Pomacenlridae(damselhshes)
Vi 미 el demoiselle
보통무리지어다닌다
Korean , n. Jeom-za-dom (접자돔)
Neopomacentrus violascens (ll lcckcr, 1848). 7.5cmTL
Dislribulion: Western Paci fic: Jeju Island in Korea , soulhern Japan , Indonesia , Solomon ‘ Vanuatu , northern Australia
General : Dark brown with pale violet hue , wilh brighl yeliow tail and rear dorsal fin. A black blotch larger than pu미 at upper end 01 gill opening and another at
base 01 pectoral fin. Cheek , operculum , chest and upper base 01 anal lin with a lew bluish vi이 et spots , Sheltered waters around isolated reels or wreckage on
silty or mud or rock bo t1oms in 5-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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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남쪽오슬로에위치
막탄 공황에서 2시간 거리
전용선착장보유

잭설 10개/오픈워터 교육용

3m 풀 보유

리조트 앞에서 오픈워터 및 야간다이빙
10분 거리에 수밀론 섬 위치

발리카삭섬 데이트립 가능

진스다이브라조트
대표; 진신

효택:

010-5351-9232

필리핀 : 63-920-953-1410(진신) . 63-923-594-7832(메디)

www.jinsdiue.com

강시쿄너

훌륭한스쿠바 다이빙 강사가되는길 제1 회

교육의 기본적연 구성올잘펴보^l
How to be a best diving instructor?
글/ 박종섭 (BSAC

다이빙 교수법

Diving InstrucLor 's Manuaf

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두 lIH뉴얼

은 누군기의 이론. 기술. 경힘을 전달받있-

은 디-이빙 교수뱀플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야러 쿄육단제를 불문

..

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가 경험이 좀 더 축

히고 강시들에게 얽혀질 수 있는 내용이디 어떤 글이라도 실지|적인

를.，_.

적되띤. 다른 이에게 그의 다이빙 가술을

경헌을 대신 할 수는 없지만 디-이빙 교수번에 관랜한 이 논문이 좀

진딜히는 기회플 갖게 펀다 이런 기회에

Gj 지적이고 능슷한 강사의 보슴플 갖추게 히는 기초를 이루게 히-띠

더하여 열정 . 책임낌 ‘ 성취감괴 보상 등을

이미 자격을 갖훈 강사에게는 귀중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 . ξ휠￥룹
~

본부장)

오래전 서적인 깨aching Scuba Diving' 과 최근에 발행된 The

다이매가 디이빙을 안전하게 한디는 것

_l

Korea

..

，펴

·삐

얻고자 히는 디이빙 강사가 된다띤. 누군가를 물 속 세계로 인도히는

다이버에게 필요한 핵심기술은 세계 공통이고 다른 단체의 강사리
도 다른 종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니기 때문에 다이빙 잔수플 위한

것이 가능할것이디스포츠 다이빙이 시직된 이래로 여러 교육단체들이 교육 프로그램

을 만들어 수많은 디이버를 훈련시켜 왔다. 디픈 레저 스표츠와 달리

교수법은 결국 유사한 결론을 갖는다. 만약 당선이 강사기- 되기를 원
하거나 이미 되었더리-도 이 글이 도웅이 되기플 비란디

스쿠바 다이빙 교육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꼼히는 것은 주로 교육，
발전. 평가 인증의 절치를 거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섬은 세심한 교

스쿠바다이빙 강사

육 프로그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디 오늘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인간과 같이 공기호흡을 하는 피조물들은 수중유영을 할 때 환경

근본적인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목의 스포츠에서도 시행되면

적인 제약을 갖게 된디 . 다이빙을 히는 동오에 생명을 유지하띤서도

서 존중빔고 있으며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일정

그교육프로그램의 훌륭한 내용중에서 다이빙 교수법은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능력을 겸미힌- 축적이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다이

정도의 기술과 지식을 반드시 일아이 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힌 최
선의 선택은자격 있는스쿠바디이빙 강사를만니는길뿐이다

빙을 가르치는 동안의 모든 경험이 증류된 갤과이며 과학이다， 이 글

스쿠비 디이빙 강시란 스쿠비- 디이빙을 가르치고 정보를 알려주

은 팔자가 읽으띤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을 뿐 이-니라 잡복을 받았던

며 . 수중세계를안내히는사람이다. 디이빙을히게 되는싱황을이렇

4굿롬fq!r讓
SDI. n삐 톨;~삐
교육단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스쿠바다이빙을 안
전하게 즐기기 위한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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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잘 교육히는지가 훌륭한 스쿠바 다이빙 강사

사 되는 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한 교육단체

의 강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강사에게 공
동적으로 해 ãof는 다이빙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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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 다이빙 강A 반 스쿠바 다이빙을 가락|고 정보를 알려주며 수중세계를 안내 of는 ，\.[람이다 강사의 교수법과 열성에 따라 교육생의 대 |빙 수준이 달2.f질 수 있다

게 정의한다띤 우리는 디이벙 깅사가 갖추어이: 할 조건과 자질들을

변을 포함힌 교육기숨 훈련의 방법 . 커뷰니케이선 능력과 리더십 등

쉽게 이해할 수 있음 것이다

이 능력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휘께 만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우선 다이빙 강사는 그들이 시르지려고 히눈 주제에 다l 해 높은 수

다， 그리고 대부분 단처l 뜰이 강사의 디-이빙 경력을 증요한 조건으로

준의 기술과 광번위한 지식을 갖추어야 힌다. 이를 위해서는 디이빙

내세우띤서 최소 연렁을 18-20세쿄 한정히는 이유는 시-회적 정헌의

의 싣제 경험이 수반된 다이빙 기술들이 필요하띠 . 여기에 더하여 시

기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야 A 녀다 켜님여매 해얀 A 련과
11 0 .:L. "L.! 1:!
i..! (j ‘ 110

-0'

l

~'1lrfj 강파육생 모칩

|

*
*
*

‘

오푼워터~강사교육까지

BSAC 전과정 교육

영일만， 호미공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샤우|실， 탈의실， 휴게실 완비 . 넓은 주차장.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원잠수혜양리조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14

BSAC 트레이너
054-232-9669

대표· 최경식

전화:

휴대폰: 이 0-6823-4277
이메일:

seaone e@ hanmai 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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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쿄너

강사가되기 위한동기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이를 즐겨이: 하
고 이것을 교육생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히는데 이점

이 이마도 스쿠미- 강시-기- 되려는 최고의 가지이자 이유가 될 것이다.
여가시간의 증가쿄 인하여 모든 스포츠 활동의 참이도가 늘어날 젓

이리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런 미래를 감안힌다띤 그 증가세는 계속
될것이다.
스쿠비- 디이빙은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즐겨왔
으며 대중적인 모혐 스포츠로서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스
쿠비 디이빙의 대중성. 특벨히 늘이난 여가시간 등은 디이빙 강시로

히-야금 센터나 리조트에서 또는 교육을 위한 기능릎을 갖춘 시설에서
스쿠바 다이빙은 많은 인구가 선호하는 매력있는 스포츠로 꼽힌다

직업적인 다이빙 강사로서 활동할수 있는 기회틀 제공하기도 한다
‘직업적인 다이빙 강사 라는 말은 스쿠바 교육을 통하여 삶을 앙

시-림들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좋은 강사에게 교육을 받었디띤 7<1]대

위히는 것을 얀싱히까l 힌디→ 그러나 디른 보상 없이 스쿠비- 다이빙을

쿄 된 다이빙기숨을 습득하게 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초기 디이빙

즐김 수 있도록 기-므치고 단지 딴족감만을 얻는 전문적인 이바추어

교육에서부터 잘못 배운 다이빙 슴관은 니종에 이를 교정하려고 해

(싱엄적이지 않은) 강사가우리 주댄에 많다는사실을알。}야힌디

도 쉰지기- 않디 대부분의 디이빙 사고를 보띤 이러한 잘핏된 슴관이

대기플 지불히든 그떻지 않든 간에 스쿠비- 교육은 전문적인 수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되었거나 부적절

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교육은 디-른 어떤 직언에서 이루어시는

한 교육의 결괴-인 것이다

직부수행과 미친가지로 왼성도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활동이다

훌륭한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다이버는 다이빙을 통해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신규 다이버를 창출하는데 큰 몫을 담'ão f는 메신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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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지l 대르 진행되려띤 기술은 정확하게 숙탄하고 지식을 왼전하게

이해히는 것이 핀수적이다어떤 것윤 매우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

법은 그것판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밀은 아주 잘 일려진 횡금법칙이다.

획실한 것은 디아빙 강사가 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다이빙 기술이
나 경험을 더 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랴 교육생에게도 도움이 된
다는것이다

강사의자질과기술
가르치는사땀특히 다이빙 강시에게는그들이 반드시 지녀야할여

양양

다이뱅의

명소

싫획뿔뿔훌蠻

러 가시 종요힌 자접과 개인직 시술플이 있디 디이냉 기술들은 습득된

수 있는 영역 9쿄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만해 자질은 갈고 닦으띠 시

• 나이 트록스다이벙 지원

속책으또 7.1] 발되어야하는 영역 P호 분류한디-

• 인공어초， 자연짱보트 다이빙 안내

디이밍 강사븐수중-에서 이루어지는또든 기본적인 기술틀을완전히
사신의 섯P펴 만관어야 한다‘ 장비 섣함. 11]'즈코 갈리어링. 펀걱 그리
고 부럭 소집 등과 같은 기본 기숨에 있어시 강사는 스스로 최고의 시

• 열기리，벨간짱，형제바위，대포여，
숫바위포인트

준을 적용해이: 한다. 다이빙 지식이나 다이밍 이흔 또한 교육생들보다

• ζL종편의시설완바

훨씬 폭넓고 심도 있게 알고 있어야 한다 디아빙 강사로서 그 지위듭

• 연회원모집-

인성받으려고 힌다띤. 교육생뜰에게 딴속김을 줍 수 있는 이러한 보든
필요힌 시-각 요신윤 갖추어야I간 한디시싣 상시-의 굉든 사격요진은 이닝 l 상이한 디이빙 헬동 여넌 l 디-든

나이 트록스상시제공혜택

• 수중사진 촬영 및 가이드 제공

소신괴 혼1-성 능에시 일싱기간 동인 제힘힌 다잉:한 상힘이 뒷믿침펀 깃
이어야 한다. 이리힌 경험을 적싣히시1 교육에 직용시간디년 교육생의

배운-이 효과직 P펴 이루어질 뿐 이니리- 존상선윤 갖도록 만플 수 있다

스쿠비 디이내는 다른 일반인틀이 성휘한 수 없는 새로운 세서1 플 성

험할수 있는 행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 환경에 있어 알려지지 않
은부분을탑험한으로써 매우특별한흥u] 사 생끼게 된다 다이빙 강시

에게 이러한마다속의 보든 것은 열성블불러일으끼며. 이러힌 열정들
은 교육생듣에게도 전수되기 쉰다. 현명한 강사리띤 교육생뜰이 가절
이러한 열싱플 주의 깊게 살피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디- 이는 교육생
뜰이 시술식 눈저l닫 극복하거나 이온직 새노l 블 습득할 때 그리고 두쉬
움은 극복한 때 도움이 된디- 흙륭한 강사사 되시 위해시는 미지의 세
셰듭 동성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열성은 배양시 :1] 기 위한 현냉한 노

력이 있어이 한다.

대표:강동원
주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전화 .

033-671-0158

팩스 :

033-671-0159
011 - 71 7 - 2982

1-27

휴대폰:
강사는 수중에서 다이버를 안내하는 역할도 잘할줄 알아야 한다.

홈패이지 :

www.dive- 1.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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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강사가 수영장과 바다에서 초보자를 교육하고 있다 물에서는 자칫 빙심하면 위힘에 삐질 수 있으므로 훌륭한 강사는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강사와 교육생의 관계

라 존경심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교육생들은 강사가 F「능한 디아버이

교육의 또 다른 측띤으로씨 강사는 교육생뜰의 배우는 과싱을 안
내히고 김독해이: 히는 책인이디 수중 유영이 포힘된 휠동에 있어 안

진은힘싱 최우선의

괴지1 è 1는

갓은두띨할니위 없디. 띠리서 상시는

빈드시 교육생을 통제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가 시고 있

고 신뢰할 수 있디-고 믿기 때운에 동세륜 수용하고 강사는 그에 디|
한 호의들 보이 Jl 필요에 따라 교육생뜰을 쏟줌히는 깃이다 인내

호의 . 전운적인 대인 접근망식뜰은퍼수같울받는흑은 ':L 낼시 않던 간
에 보든 깅사가 깃추어이 할 지질이다.

어야한다

스쿠비가 례저 휠동으쿄 강습되는 곳에시는 대개 교육생이 보수릎
지불히고 있을지라도 교육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보수가 이니

커뮤니케이션
폭넓은 일련의 기술. 지식과 경험윤 가진디는 것은 디븐 많은 디이
버늘도 지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와 디이벼를 구분 짓는 젓은 교육
생들에게 이런 시술.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다 따라서 커뷰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기술은 디이빙 강사에게 매
우필요한시술이다

커뷰니케이선은 폭 넓고 다잉:힌 싱횡과 。l 러 민 7011 에서 발생힌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여러 사횡딸은이러 교육단제에서 심혈을기울

이면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단제에서 저1공히는 마%헨 강사 훈
련과목에도포함되어 있다. 디이빙 기술을익히고발전시키고다듬
을 수 있듯이. 이와 u1 찬가지쿄 현냉한 강시리맨 그플의 νl 뷰니케이

션 능렉을 익히고 발전시켜야 힌디스쿠u1-는 누구에게니 열려있는 훤-동이요로. 디이빙 강사의 교육생
은 다%댄- 부류의 시람들이디- 그들은 직업. 나이. 싱격 학력 수영

능력 ‘ 개인적인관심 등에서 매우디%벤-모습을 R 인디. 강시는폭
넓고 디 OJi한 여러 교육 환경에서도 분땅히고 적극식이 l다 요전을 멍
확히 표현히는 의시소통을 할 밀요가 있다 다이빙 강사는 공식적인 .

혹은 비공식적인 강의실의 상횡과 수영장. 바다 그러고 수띤과 수줌
에서 모든 필요한 지식을 잘 전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강사의 디이밍 능력에 상응하는 깊이와 폭 넓은 의사소통 능
력이 필요히다.

수행평가
교육생의 수행에 대한 평기와 바판은 교육생들이 자신감과 확신을
초급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 얄은 바다에서 실습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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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도록1I1떠히는겁성괴 기시기-필요하다 깅사는자신이 교육

I[ìill년 국1짜격 잠수~능싸 씨혈안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0 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전
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등급

검정시행일정

잠수기능사
저 12회

1. 띨기원서접수
2 띨기시힘
3 필기시험합격(예정)자

인터넷접수

발표

제5회

3.25-3.31
4.17
4.29

9.16-9.22
10.9
10.28

5.2-5 .6

10.31-11 .3

5.28-6.10
7.1

12.3-12.16
12.30

4 응시자격서류제출및
필기시힘 합격자결정

인터넷접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5.
6

실기(면접)시험
합격자발표

필기시힘접수비
실기시험접수비

합격자등록비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8 ,000
42 ,800

11 ,000
37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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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강사는 칠저한 교육을 통해 교육생에 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생이었을때 경험했던 어려움을상기할수있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강사는 원하는 결괴들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나 조급함을 절제하

게 되면서 신중해칠 수 있다 교육생들을 시나치게 몰이붙여서는 안 된
다. 자칫하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칠히게 만든다 반대 의 정우
로. 학습능력 이 싱 대 적으로 빠른 교육생들의 속도를 늦춰이: 되는 경우
도 있으나L 또한 지루해진 교육진행 속도들 빨리 이꿀고 갈 수도 있어

이: 힌다. 이번 판단들은 교육생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띤밀히 핀잘힘으

TDI/Sη! 남진수중 참수학교예서는 수ι! 로
sη! 간사과천과
까사교화과전옥
ι!ι! 한니다.
u
‘
‘
’‘’
‘ι

~

로써얻어낼수가있다

교육생의 발전괴 새로운 경힘을 한꺼1 공유히는데 강사가 확실한 관
심을 보이면 교육생들은 그들의 꼭표 싱쥐를 위해 열중하게 될 것이다.

、t

J

J

_

_

S 미강사과정의 사전조건은?

’

CPR OX or CPR 1st

~

Diver Master

다이빙 로그 100회 이상

새로운 개념과 철학으로 다이빙 교육을 리드하는 T미/S미강

사가되어 다이빙 교육의 진보적인 방효단를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태도
스쿠마- 다이밍에 대하여 적극적인 디이바로서의 열정을 갖기는 쉽지

만 싱공죄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가르치는 바른 대도 또한 갖

춰야 힌다 태도 또는 사물을 보는 사고방식은 오랜 동안 인성발달 과
정에 의한 개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이며 바꾸기가 어렵다
강사가 되려띤 그들이 만나게 될 디.06받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비-른 전

남잔수중쫓좋찮뒀꿇뚫
TDI/SDI Instructor Trainer

노l

진l

근법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성공적일 수가 없다.

사무실 - TEL : (063)855-4637 FAX: (063)853-4637
전북 익산시 신동 ~번지 명570-976

성공적인 강사는 교육생의 기술 습득에 대해서 교육생의 입징 에서 만큼

교윤장

만속김과 성취갑을 갖게 된디

강사의 성격은 교육생을 대히는 그들의

태도에시 분냉히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솔직함. 사교성 . 인 내. 유머 갑

- TEL: (0 63)832-0717 H.P: 019-654-0717
전묵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산 76-1 ~570-944

www.nonaml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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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각 등의 특성들이 교육생들로 하여금 고맙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다.

계획된 교육 일정에 의해 그 배움의 현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강사는 교육생의 수중활동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다는 것이다.

중요한책임이 있다 디이멍을교육히는것뿐이-니리 안전을우선하

수영장에서의교육은종종다른수영장이용자들이나경비 때문에

고. 수중환경의 보호. 책임겁 있는 다이비의 꼬습을 보여주는 것 또

이용시간을 제한받기도 힌다 어딴 경우에는 수영 강좌 같은 다른 활

한 교육해야 한다，

동으로 수영징 이용시간을 나눠야힐 경우도 있다 공공 수영장은 일

반적으로 스쿠바 훈련시설을 갖추고 지어지지 않는다 공공 수영장

강사의 활동 반경

은형대 . 크기. 온도등이 다플수있으며 . 또한수떤의 기본교육이나

다이빙을 연습히는 데는 다양힌 교육 환갱들이 있다. 일반대중에

수중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 장소를 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니

게 개빙펀 클럽들‘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된 시럼만이 회원으로 제한되

다. 그러므로 강사는 먼저 수영장 교육 전에 이용 계획을 세우고 브

어지는 특별한 클럽(회사의 동호회 등) . 대학생을 위한 대학 동이라

리핑을 짧고 간략하게 해서 이용 가능한 교육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을위한학교동이리. 인터넷동호회. 디이벙 센터에서 운영하

이 힌다 이론교육의 발표는 실제로 집중하여 참여할수 있는 시설

는 동호회 등이 있다.

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어떤 강사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

클럽은 보통 인근의 수영장에서 저녁 시낀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다 비록 예외도 있지민 . 교육생들이 산만하지 않은 환경에서 매울

실기훈련을 행하고 콜법사부실 등에서 이론을 위한 시간을 깃는다.

수 있도록 강의실을 제공히는 수영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 보통 이

스쿠바 센터에서의 교육은 보통 더 조직적이고 제계적으로 이루어지

런 시설은 다른 그룹들과 나눠 써야 히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어떤

는데. 예들 들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의 낮에 과정을 밟고 싶은 사

시설들을 찾을 수 있어이: 히는데 흔히 조용한 카페니 식당 등이 시

람을 위해 특벨한 교육시간을 편성히는 등 교육생의 편의에 빚춘 시

용되기도 히 지만， 권장되는 장소는 이-니디

건에 교육-이 이뤄진다

수영정에서의 강의와 실습 이후에 진행되는 오푼워터교육은 대개

리조트 시설을갖춘곳이니-그런 곳의 주변에 있는센터에서는휴

주말에 계획되고. 동호회 디이빙과함께 하기도한다. 시설의 부족과

가를 떠나 곧비로 디이빙을 배우고자 히는 사람을 위한 짐중과정으

교육의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호회에서의

로 신규 다이벼들을 모집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은 보통 수영징에

활동은 강사가 되고자 히는 사람이나 배우고자 히는 사람들에게 쉽

서 이루어지거나 수심이 얄은 해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난 후에

게 선택되는 영역이다. 재능 있는 강시- 중의 상당수가 클럽 내에서의

오픈워터 훈련은 주로 비다의 얄은 지역에서 진행된다.

교육과 휠동을 통해 배출되었고 그들은 교육이 갑자기 즉흉적으로

이루어지더리도 그에 대응할수 있는 순발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디

다이빙 클럽에서

강사에게 필요한 다이벙 지도 기쉴교수법)음 배웠다-띤 이후에

다이빙 센터에서

도 그 기술들을 발휘히아 시용하는 것이 그들의 교수법들을 벌진시

다이빙 센터에서의 스쿠바- 디이빙 교육은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방

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난디는 것이

식보디는 대중적이면서 훨씬 상엽적인 방식이다 이러 곳에 속해 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분에 권장되는 교수법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는 일부 디이버들은 휴가나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다이빙 센터를 이

계획의 신중힘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좋은 강사일수록 사전에

용하여 디이빙 여행을 간다， 수년간의 다이빙 경력에도 불구하고 일
부 관광형 다이벼들은 센터나 리조트
의 가이드외 함께 다이빙을 함으로써
다이빙 계획 인솔. 조직 . 내비게이션

등과 깥은 다이빙의 다른 부가적인 기
4

“

’

-

술의 수준이 낮다. 이렌 형태의 다이버

i

들은 상위 등급으로의 스쿠비- 훈련 프
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채로 수중관
광의 정험만을 찾게 된다 사실 어떤
랴조트의 깅사는 주로 가이드로서 활
동히-게 되는 경우기- 흔히내. 기술 수준

이 낮은 관광형 다이비들의 디%댁f 행
다이빙 강사는 리조트의 다이빔 읍에서
교육을 하거나 다이버들을 바다에서 안내하는
일을할수있다

태에 대하여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일부 다이빙 센터는 수영장과 강의
심에 대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디이빙 센터는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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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거나 초보 훈련을 하기에는 수온이 너무 차가

운 해안가에 위치히고 있으며， 대부분의 센티들은

공공의 수영장을 방문하여 사용한다. 열대비다에
인접한 지역의 다이빙 센터는 물이 띠뜻한 이점이
있어서 교육하기에 적합한 얄은 곳을 이용한다 또
이론교육을 실외에서 수행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쾌
적한상태에서 교육받을수있는이점이 있다 센터
의 강사는 이러한 교육 외에 다른 책임이 더 기중되
기도 한디 강사는 디음 다이빙 전끼지 고객의 탱크
를충전시켜야하고‘ 그들의 탱크를회수해야하며.

그장비를정리해야한다 센터는종종잠수장비의
핀매니- 대여를 함께 히는 소매점의 기능을 함께 기

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비를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
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디 다이
빙 센터에서 전문적으로교육을히는것이 매력 있고. 쉬운생활이라

전 경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센터의 강사는 매우 개방된 접근 방

는 생각은 잘뭇된 갓이다 센터의 강사는 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이:

식과타딘체의 기본적인교육제계에 대한지식이 있어야함은물론

하며 . 하루에도수치례 이상다이빙을해이:한디 또한쉴수있을거

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들은 자제하고. 다이빙 센터에서 강사로

리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고객틀을 위한 일정이 /1 디리고 있거나. 이→

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다. 특히 사신의 디이빙에 대

간디이밍을하고지-히는고객이 십자기 나티날수도있다

힌 경힘괴- 기술을 향상시꺼띤서. 폭넓은 대인관계의 형성괴- 자부심

리조트와디이빙 센버에는다잉:한고객이 잦이오기 때문에 외국어

틀 구시힐 수 있는 강사가 필요힐 수도 있다 또한 고객이 특띔한 시-

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의 혜택으로써. 이러한 상엽적인 휠동을 이해한
다띤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수중 환정을 가진 곳 성산포로 모십니다l

* 일출봉을 닮아 스케일이 큰 수중 경관 * 감태와 연산호 ， 애송이 어우려진 건강한 수중 생태계
* 바닷가재 ， 애마를 볼 수 있는 곳 * 55! 강사 교육 실시 * 주말반 과정/정규과정

스쿠바라이프리조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음 성산리

전와:

064 - 782-1150
www.scubalife.net

164-17 대표 . 김원국
017-344-2095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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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표너

‘새롭게밀려오는트렌드

λ}φl드J11 훈트 q.φl 뱅
New diving system , Sidemount diving.
글/정상우
(마린마스터 대 표，

사이드마운트의 시작

PADI 싸이드마운트

스페살티 강사트레이너 1 코스디렉터

#81698)

하고 。l울러 공시의 불 밀요한 삼모 줄어 수 있ï' j 매분이다

히능을 날아다니는 보든 기

또힌 스가의 강우괄 봐도 일민스키의 시대에서 카빙스카 시대로

계정치는 연료효율과 속도의

바뀌면서 스키장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고 스커 초보자틀은 더 쉽

지항을 줄이기 위하여 끊임없

게 uH울 수 있었으며 매니아들의 스커에 대한 몰입을 더 크게 이꿀

이 진과히고 탈비꿈히는 시도

었디-

를 두려워히지 않었고 되분에

디이밍의 기술과 과학화기 이루어지떤서 레크리에이션 디아벼들

좀더 l싸르고 긴 시간 띠행을

의 유영자세와 장비는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진회되고 있으띠 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히불띠 물

낀 동굴디이빙과 같은 특밸한 목적의 테크니칠 디이빙에서 힌트를

속은 공기에 비해 익'800배 높

얻시도 한다

은밀도를가지고있기 띠!분에

이렇게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된 것

히늘에서 보다 훨씬 오래 전부

중 대표적인 예가 사이드口1운트(Sidemount) 다이빙이 아닌가 생각

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

한다-

려는 연구기 있어 왔음은두말하맨 잔소리리고할 정도로당연한이

시이드띠운트 디이밍 교육을 통하여 디이버뜰에세 좀너 진보힌

야기가 될 젓이디 수중에서 활동은 역학적으표 uj 세한 저헝력을 줄

유선형의 자서1 와 효과적인 디이빙 계획이 지금까지의 디이빙형태

이는 것이 관건이 JJ;]. 이것이 다이버들에세 좀디 쉽고 편안하세 유영

와 고성 틀에시 벗어난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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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마운트는 실 린더를 앙옆에 위 치하거 나 아래부분을 찰ξ「하여 전방으로 항
하게 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좁은 동굴이 나 구멍을 통과에 효과적이다

고생각힌다

첫째 ‘다이버의 수평자세가 쉽다’

따리서 시아드미운트 다이빙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한

등뒤에서의 중압갑은 임 수전에서 줄수 후 실린더를 내려놓을 l111

간략한 소개와 세펀고 특별한 레크리에 이 션으로서의 징-전 괴- 딘침 .

끼지 계속된디 . 디만 너부 익숙해져서 그 섯의 불펀힘을봇느낌 수

그러고 이 다이밍을 위한 개인장미둡과 이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수

도 있 :.<.1 민 일딘 사이드따운트 다이빙을 경험한다먼 그 부담이 걸코

영장과 짙은 안전힌 수역에서의 트레이닝괴 개방수역에서의 디-이빙

직은 깃이 이나었다는 것을 비-로 느낄 수 있디. 그리고 우리가 오픈

진행에 대히여 간단히 언급히고자한디 ，

워티 디아내 교육 때 수영정에서 훌라후프플 통과 히-띤서 매운 스트

알미 인 되는 시-신과 글블보 이해히-/1 는 저l한적이니- 아리분 주변

냄라인 (SLreamline) 이리는유선형 지세 /1- . 쉰의 서힘을줄이고 에니

의 사이드11 1운브 강시플 젖이- 교육「블 시작히고 싶디는 생각이 들었

지듭 실익히-IJc] 쉽게 유영힌 수 있다‘ 리는 장심이싱으로 이 지세기

으띤히는미댐이냐.

되시 않을때 디이빙종단스프레스로발전될수있어서 더욱줌요
한 것이디- 사이드1J ]운트는 새가 날게플 펼지고 활강 할 때의 느낌

사01드마운트란?
스쿠바디아빙에서 사이드마운틴S i de Moun L)는 옆에. 또는 앙 옆

이띈끼? ?l성된 유선형 시세와 부력조질은 강사의 가르침에 짚 따픈

디 띤 그러 어렵 지 않음음 얀가l 될 것이디-

에 실린디플상착시건다는의미로해석된다， 풀어서 애가 한디맨 기
손에 싱달 또는 더블 실린더들 등쪽에 고성시7' 1 는 형태(백마운틴에

둘째 ‘안전을 흔벤하기 쉽다’

서 실린더의 위지둡 양 옆으로 위지함으띄 흡사 날개 형태블 갖는다

일반 스쿠벼 장비시스템은 등뒤에 실린더와 호흡끼 일딘겨]/]- 있시

탈 부착이 기능하시 때문에 복적에 따랴 위지와 수량을 비권 수 있으

떼운애 등 뒤에 운저1칠플 종송 획인하지 핏 할 때가 있다 히-시민 사

띠 특히 실런더의 이래 부분을 탈 부직히어 전방으로 호t히-고 좁은 공

이드11]-운르는 모든 밴브. 레균레이터 1.2 딘 "11 ‘ 7-11 이지 호스 등의 종

간 통과나 독립된 형태의 스듀L내시스템으로 실린너들 활용 할 수 있
는등 입 출수나 디이빙 중 적절하세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디 이 시

스템의 원조는 동굴디-이빙에서 좁은 공산을 삐-져니가는 형태로 그
기능성이 검증되었다 그러고 。 ]u] 더블실린더 백미운트룹 시용히는
텍 디이빙에시도 추가적인 내딘 실린더나 데코실린다들을 사이드마

운트 형태로 사용 해옹 것이 사실이지만 사이드띠운트 만으로 다이
빙을 하는 것의 시치는 스스로 경험하고 평가하기를 바란디 .

왜!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이 좋은가?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의 생각에 따랴 그 장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장점들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한다띤 다음
과같디 .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하면 수평자세를 유지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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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넷째， ‘내 몸에 맞게 조절 가능 하다’

부엇이든 내 봄에 잘 맞는 것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수
중에서 익숙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
다. 시이드미운트 장비는 독립된 두 개의 실린더를 착용함으로 조절

장치(내클 실린더 랩번지. 죄l 벤드 볼트스댐 . 클립들. 웨이르포켓
등)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내 몸에 빚추어야 한다. 이 내용은 아주 중

요한데 유영시의 수평자세와 실펀더 틸 부착시 또 핀 사용시 편안함
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경험 많은 사이드미운트 강
사가 친절히 여러분에게 맞는 장비로 조절히고 편히케 사용할 수 있
도록도울것이디

다섯 째， ‘텍다이버에게 펀할 수 있다

더블 실린더를 사용하는 텍다이벼들은 더블실린더 백마운드 세팅

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띤 기본 세팅된 더블실
린더를 대여해이 하는데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디 또
세딩 후에도 부세 때문에 운만히는데 부담이 되지만 사이트미운르률
울에서도 본인이 실린더를 틸 부ξh하기 용이하다.

이용한다면 독립펀 하나씩의 싣린더를 좀더 쉽게 운반할 수 있으벼
보트 안에서 실린더쓸 거쥐 시낄 때도 일반실린티와 같이 보관디1 사

요장치들이 눈앞에 있기 때분에 공기진압을 쉽게 획인히는 것뿐 이-

용이 기능힘으로 편리하다. 그리고 또 히나는 사이드바운트 다이빙

니라 벼블이 세거나 벼클이 풀어지거나 하는 분제들을 쉽게 확인할

교육을 통하여 추가적인 다양한 텍다이빙 교육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수 있다 또한 독립된 두 개의 스쿠바 시스덴이 공기소과에 대한 불

것이디- 이외에도 디양한 장전이 있지만 여러분이 배우띤서 느끼길

인낌을 줄여주따. 보다 편한 2m 길이의 uj 상시 보조 호흡징치는 벼

바란디-

디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사이드마운트의 단점
셋째 ‘입출 수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입 출수는 불론이고 언제 어디서니 기장 집이 되지만

부잇이든지 빛니는 부분이 있디낸 그굉자 드닝|워진 단침륜이 있기
11j련이다

없어서는 인 될 것이 실린더다 히 지만 이플 쉰게 탈 부칙 기능 하기

스쿠바다이빙에도 수중에서의 이름다움을 감상하는 큰 장접이 있

때문에 수중. 수띤에서 건네주거나 받는 등의 방법이 무거|에 대한

논 반띤에 잘 준비하고 관리해야 히는 단점이 있는 것처럼 기존 스쿠

부담을 덜어 주띠‘ 또한 이 징접을 활용히펴 다이빙 흰정에 맞는 다

내 시스템과 비교힐 때 우리가얀이어 히는 단점들이 있다

%댄- 다이빙계획을 준비함으로서 좀더 흉미 있는 다이빙 계획이 기첫째 ‘무 길멍 한계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능히다

특히아부계획 없이 깊은수심을티거나공기를쪽쪽~I 소리 니게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영장에서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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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싱글탱크 다이 빙보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이 조금더 장비 가 많이 필요하다.

디틀이 [1 1셔이: 직성이 풀리는 디아버리띤 매우지 않을 것을 권유한다，

두 가l 의 설렌더는 충분힌- 공지플 지원함P걷 잔수수섬과 집수시간의
한껴|븐 엠격히 지키고 계획히-지 않는디띤 편안함을주는 디 이 빙일지라

스쿠바人을위한

도 치맹직일 수 있음을 간과히-지 딸이야 한다.
여러분의 사이드마운트 강시와 안전을 위한 충분한 토콘을 히케 될
것이다.

·IR!!!I엔넨틀톨!l멜딛퍼 I P.Sι뜯월i!넘-

둘째 ‘장비가 좀더 필요하다’

일반적인 스포츠스쿠비- 시스템과 비교할 때 사이드 IJ 1 운프 디-이빙

을 위한 추/]적인 상비틀이 필요하띠 이 장비들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힌다 하시딴 전혀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하기 보디는 시존의 정

포프라자 수중촬영장&다어빙플은

미플 사용하띤서 용도에 맞는 추기적인 장비를 구임하띤서 미용을
줄일수있다.

1. 스킨&스쿠바 다이버를 위한 교육징으로 뛰어난 조건을
자랑합니다.

셋째 ‘장비가 복즙텀t다고 느낄 수 있다’

독립된 시스템 두 개가 양 옆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
한 장미시스템이 좀더 생소하고 복잡하디고 느낄 수 있다. 실제 사이드

2

다이빙 물 내부에 SET구성을 할 수 있어

CF

드라마

영화 등의 수중씬 출뱅이 가능합니다.

3 스쿠바 A을 위한 다이빙 물 내외부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합니다

따운트를 진행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스쿠버플 배우는 듯이
새롭고 신선 하지딴 복잡힌 느낌이 든다. 라고 한다.

넷째 ‘환경에 따라 입 출수 방법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사이드마운트 디-이빙은 다이빙 계획안에 획실한 입 출수 계획이 필

(주)포프라자
수중촬영장& 다이닙

요하디 왜냐하띤 실린더가 두 개이고 실런더 탈 부착이 기능한 특성

•위

활용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실린더를 하나씩 주고 받는 써포더의 역

• 대표전화 (031)533-7111
• www.fourplaza.com

할을 서로 하거나 또는 제 심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 7 ]능해야 하기 때분

치 . 경기 포천시 어룡동

이다. 흡사 부피가 비교적 큰 DSLR카내| 랴 하우징을 가지고 다이밍을
히는 것을 얀상한다띤 이해히는데 도움이 될 듯 히-다
위의 단점들은 추가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식인 부분을 제외한 안전

하고 효과적인 다이빙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히게 될 것
이띠. 교육을 통히-여 분제들을 효과직이고시헤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사이드마운트 강사플이 전분기다운 교육진행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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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쿄너
릭힌다띤 별도의 자세한 소새플 힐 수 있는 기회를 민들어 보겠디‘

사이드마운트장비

이 빈호에서 이 장비들에 대힌 지세한 설명은 여 리분의 사이드n}

모든 스쿠비- 시스템의 공통점은 ·장비의 풍요성‘ 이다 현손히는
사이드따운트 전용 비씨들은 옥시제크 판리스. 심족오 노매이드 등

운트 깅시들의 몫으로 띠루고 개인에 맺게 선택하거나 조절해이: 하
는 포인트릎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이디-‘ 。 1.갈모두제각기 장점이 많고사용하시 편하도록심사숙고하
여 딴든제품일 젓이디.

첫째， 실린더의 사이즈를 개인과 다이빙 계획에 맞추어 조절하고

위에 언급한 장미들을 실제 사용해 본 결과 각기 다른 장침과 단진

을 가지고 있다‘ 이러분의 시이드n1 운트 강사가 교육과 더불어 α1 리
분에게 빚는 최선의 장비를 선택히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또선택하라

사이드미운트 다이빙은 10큐믹피트의 직은 실린더로도 가능하다
당선이 여성이가니 무김고 큰 실린더 때운에 부담이 띈다떤 작은 !J O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장비로는 마스크와 오2.1 빌 .2개의 독립된 실
린더들(10큐빅피트 이상)‘ 필요한 정우 후드와 부츠. 장갑 등을 포휘

큐픽피트의 가볍고 깜팩트한 실린더룹 사용히-기를 권힌다
그러고 실린더는

BCD

하너1 스에 틸 부착을 하기 위해 볼트스댐과

한 지역다이빙 환경의 수심에 맞는 적당힌 집수복. 필요한 경우 순간

캠밴드. 번지를 사용해야 히는데 사용자의 키와 BCD의 형태. 손의

탈 부착이 가능힌 웨이트 시스템 호흡기 이단계들(공기를 나누어 쓰

크시에 띠 랴서 개인에 맞게 EE 선해이: 힌디

기 위해 히-니는 7피트 실이의 호스가 필요함)괴 잔압계.

BCD 와 연

결히-기 위힌 인플레이터 호스가 딸린 2개의 호흡시 일단계. 저압인
플레이티가 있는 사이드미운트 디이빙윤 위한 석절한 형태의

BCD

둘째， BCO의 윌， 하네스， 버클， 클립， 포켓， 번지， 0링들의 선택과

조절이 필요하다.

와 클린. 표켓. 번지 D링틀. 수섞과 시간 방향플 확인할 수 있는 징

ßCD의 여러 가지븐 죠절하논 것은 여러분이 처음 시이드IJ 1.운트

치들， 레크리에이션다이브플레너 또는 cIWP. 라인을자를수있는

상비플구입히띤서 시작히거| 된다. 왜냐히변 개인 맞춤형태료 조절

도구 또는 감. 연필과 슬러1 이트. 호루리시 또는 수띤 신호장치 로그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렌트장비로는 불가 할

북등이다.

수있다- 이는여려분이 유선형 사세륜유지하는데 크게 도유이 되며

장 u1 에판련된정보는그사용설맹괴-내용의 양이 많이-본지가히

사이드 마운드 다이빙을 할 수 있도
록 고안된 비씨들 대부분 기존의 싱
글 백마운트 차입으로도 사용01 가

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싱글 탱
크 백마운트나 사이드 마운트 어느
방식으로도 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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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스킬을효과삭이고섭게 내 섯으로인뜰수있는시본이

A케한꺼서 31.. 11}0 I 면 추부항니다

rv rv rv

기 때눈이디-

영은 그 부피와 크시애 따랴 선택힐 수 있시민 우리나라와 같은 흰경
이라변 꼭수l꾀에시 충분힌 부랙인시 획인해이:힌다.

셋째， 호흘기는 여전히 최고로 중요하다.

호흠기는 비교적 호흡저항이 적은 밴런스타입의 호흡기가 권정되띠，

1 단져l 의 위치와 각도는 랜지를 시용했을 l대끼지 계산에 넣어 조절해이
한디 . 그리고 이로부티 시작되는 저입호스뜰과 게이지 위치는 다이빙

시 복잔한과 불편함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스들
이 삐져 나오는 각도나 길이를 본인에 맞게 선택하여 복잡하지 않고 깔
끔히게 징리 하여이:한다.

충분히 배워야한다
이떻게 침저히 개인화된 장비플 가지고 수영상 또는 안전한 수액에
서 충분힌 연습을할것을권정-힌다그이유는비-디에 가7] 전 개인회된

장비가 혹 집- 맞는지 확인하고 수영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IJ] 흡한 점
이 있다띤조절히는기회틀활용할수있기 때문이다

얀습은 실전에서 장이한 능숙히게 시~용히는 갓과 일어날 수 있는 운
지|를 해결히는 것에 초심이 맞추어져야한다. 0:] 리분의 사이드따운트

견l싼의 ~I

강시-기 흉 u] 돕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확 준비할 갓이디 이론교육

그 1I 쿄 서 i/ff;lf타 2힌

과 더불이 수영정 또는 안전한 수익에서의 트레이닝은 여러분이 미디

다 c>I 맹 포인트조 셔흥1 분좋 보~，.겠

에 기-기에 충분한 실랙을 갖게 했을 것이다| 이젠 운진띤허플 믿/] 위

한 주행을 한디는 기분으로 중요한 스낄을 복습함과 동시에 안젠힌- 디

이빙을 계획히고 즐기는 시간이 휠 것이디
보통의 경우 실수 있는 얄은 물의 수중에서 실린더플 체결하고 임수

• 어 칭 도 - 서해의 저l주도로 투명한 시야와 수많은 대어들 ...
• 십이동iif - 열두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연중 다양한 어류7r 서식.
크고 작은 난파선 다이빙 가능
도 - 5m - 30m까지의 다양한 수심과 아기자기한 암반으로 형성、
도 - 공군 폭격섬으로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한 곳. (대어들이 많음)
• 인공어초 - 수십년된 200여개의 다양한 인공어초들이 군산 앞바다에 산재.

•흑
•직

l
리조트 전경

사무실 내부

비우어 용프에서외 셰생3

사워실 |닙녀명도l ‘

회징실 (닝녀 벌도)

• 연중 투어 가능하며 개해제 장소로도 최고입 니 다.
'1 일 3 회 다이 벙 빛 중식 제공
'100 여개의 새 탱크와 렌달장바 다량 보유
.숙박빛 식사가능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번지

￠‘

사이드 마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흩기 한개는 길이가 기본적으로 7띠트 이상

|

대표

이 상현

Tel:

(063) 463-8002

I빠
M obi
씨l니l매e : 이뻐
0110-띤950따 1애994(ω에0이l상현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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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사이드 마운트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충분한 경힘을 가진 강사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힘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첫 디이빙이 될 것이며 이 때 수중생물을

다이빙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히-였다.

헤치지 않도록 충분힌 주위를 기울여이: 힌디

개망수역 트레이닝은 여러분야 실제 다이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자의 견해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디%벤- 환경에서의 입 출수를 시직으로 팀워크

시-이드u] 운트 디이빙은 그 재미와 흉마가 장비활용괴- 수중 기술대

를중시힌 여러 기-지 비상시 대처할수있는트레이닝을포힘하이 다

한 효괴적인 트레이닝의 이부에 따리 고통스럽고 힘든 디이빙이 된

잉펜 방법의 다이빙제획으로제띠와즐거움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수 도 있으며 . 정말 편히고 즐거운 디이멍이 될 수 도 있다. 위 의 내

지- 이제부터 사이드미운트 다이빙을 배우고 빗지게 유영히는 이리

용-으쿄 시이드띠운트 디이밍의 1111 력을 조균이리-도 느낀다떤 시이드

분을 상싱해보라 당신이 오래되고 경험 있는 다이버리펀 신선한 재

IJ]운트 강시-에게 연락히라 그러딴 여러분은 강사의 세심힌 관심으로

미를 줄 것이 l껴 당신이 이제 박 시직힌 디-이메라띤 좀더 흥분된 재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냐L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매

미를 얻게 될 것이다.

랙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끼지 사이드미운트 다이빙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

사이드마운트 디이빙에 대한 작은 내용을 적어 넣었지만 필지-가

힌 간략힌 소개외 새롭고 특별한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장점과 단

정힘한 시이드IJ]운트 다이빙은 큰 기대를 히-게 힌다 스포츠 스쿠비-

침. 그리고 이 디이빙을 위한 개인장비들괴- 이를 조절하는 것 그리

마이빙 시스템은오랫동안직은딴호에만의존했디

고. 수앙정괴- 깥은 안전한 수역에서의 트레이닝괴- 개빙수역에서의

스키 시장에서처럼 고효율 회전력을 지링히는 카빙 스카가 대중화
되어 오래된 흉미를 잃은 스키어들을 슬로
프로 캠백시키고 스키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 넣은 것처럼 시이드미운트 디아빙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디이빙 산업

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띤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마운트 강시-들
의 책임과 노력이 띠르는 교육이 보급 되
이 히-띠 또 그릎에 의해 시-이드미운트 다
이버를 위한 좀더 많은 좋은 이이디어가
다이빙 장비와 리조트 산업에 반영되어이:
한디고생각한다
그리하여 좀더 쉽고 편안한 다이빙을

위해띤구하고 7-1]속 발전시킨다띤 그래서
초보자외- 매 니이들 모두다 편하고 쉽게
즐긴다띤 특정소수의 레저스포츠가 이-니
라 불특정디-수기- 즐기는 다이빙의 대풍
화가 올 것이리 기대히띤서 이 글을 미푸
비씨 하네스에 탈， 부ξ텅비 위해 실린더메 볼트스입과 캘밴드， 먼지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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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힌다 야

훌뚝떼 O)X) 신규 오푼 안l헤

풍등출판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신규 오픈 하였습니다.

본지에 실린 수 많은 종류의 다%헨 칼럼과 기사가 메뉴 별로 게시판에 나누어 파
일로 올려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정보를 얻으설 수 있습
니다. 장비업체 ， 교육단체 ， 일반 다이빙계 소식을 설시간으로 보여 프라는 뉴스 가
능을갖추고있습니다.

수중사진 공모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며 업계 전반적인 기사를제보할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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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다이버

’‘ •
스마트다이버는다이빙을안전하게하며해양생물을보호하며해산물을직접잡아먹지않는다이버입니

다. 지금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관행은해산물을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 입니다.
먹거리다이빙은다이빙스포츠의격을오랫동안추락시켜왔습니다.
스쿠바다이버가해산물을포획하는것은법으로금지되어 있으나먹거리다이빙에중독된다이버들은유

혹을물리치지못하고있습니다.금단현장을이겨내고다이빙문화를변화시켜야합니다.

스마트 다아버 운동에 동참합시다.
본지가추진하는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다이버들의 동참을호소합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할수록빠른시

간에 우리나라다이빙 문화를바꾸어 나갈수 있습니다. 뭇을같이하여 동참을 원하는다이빙 강사와다이
버들은본사홈페이지스마트운동게시판에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등록방법은게시판에설명되어
있습나다.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조광현
홍익대 서앙호}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험 등 활동적이
고 모험적인 다'2:1'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앙샘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앙전문

화가 해양수산부의 해앙환경교육교재시 리즈에 일러스터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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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초rJl트 q이H1 명얘l으l 전당
축하합니다 l

스마트다이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
름을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다어버 명예의 전당에 모십니다.
• 명단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 입니다
• 참가방법 : 본지 홈페이지 www. scubadive r. co.kr 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다이버 운동 동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
원 가입을 하지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의 진실성과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실명과 정확한 연락처
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 다이브웹 (www. diveweb.co.kr)
또는 본지 2010년 ν8월호 사설 “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 ” 와 9/10월호 사설 “스마트 다이버 운동” 및
2011 년 112월호 사설 즈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를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 2010. 년 9월 24일

"'2011 년 3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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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첼린져

SPOEX2011 참가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스포츠 산업진

SPOEX 쇼기COEX A홀에서

지난 2 월 24~28 일끼지

개최되었디‘ 이번

SPOEX

쇼에서 기-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참가 업체외 관림객이었다

이것은

분명 올 한해 다이빙 시장의 전밍을 긍정적
으로 가능할수 있는중요한 척도라할수
이어rJ_

MM-'

전시회징 입구에 자리 잡은 (주)우정사와

오션첼런져는 주요 콘셉트를 체제적 심플함
으로 기획하여 전시 물품의 관람에 있어 편
안힘과 함께 보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부
스를 구성히-였다. 특히 남녀 상품과 브랜드.

신상품을 다%댄f 섹터로 명확히 구분지어 취
향에 맞는 관람을 가능케 히였디 , 이렇듯 부

(주무정새오선첼린저의 상큼하고 시원하게 꾸며진 부스 전경

스를 망문히는 모든 시람들에게 정확힌 임펙

트라이트륜 받은 신싱푼 증 하나였다

트와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E벼| 그 포커스가

조사는 새롭게 출시되는 여성 전용 색상 5가

TUSA의 여행용 BC인 ßGJ-1800과 여성

지 (SC(녹색). DP(보라). SY(노랑). BP( 핑

전용 BCJ-940은 최근의 다이빙 트렌드라

크)LB(블루))에 대한 핀람객들의 반응을 살

주요 화두는 신상품의 공개

할 수 있는 장비의 경량회와 여성 다이벼의

피고자 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되어졌다 가

라 할 수 있다 (주)우정사/오션첼린져는 그

증가에 기인히여 출시된 실용적이며 패셔너

장 선호 히는 색상은 보라색과 핑크 계통이

어느 해보다도 화려하고 뛰어난 고 성능의

블한 아이템이다. BCJ-1800은 중량이

2kg

었으띠 전통적인 인기 색싱인 아쿠이펄 블루

신 장비를 새 로이 공개하였다， 그 중 가장 주

이 채 안 되띠 겉낌은 심플한 ull 쉬 소재에 피

역시 많은 호응을 믿었다 반띤. 노린색의 변

목할 만한 상품은 아토믹 (ATOMIC) 의 칠러

팅 부위는 부드러운 쿠선이 삽입되어 있다.

형 색상인 펄 옐로우는 그디-지 큰 관심을 요

다이빙 컴퓨터 코빌트(COBAL끼였다- 묘빌

BCJ-910 9.1 정우.

동잉:인 어싱 신처|에 맞는

으지 못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설문조시의

BC

결과는 잎으로의 취급 색상과 수량에 상당

맞추어졌다，

SPOEX 쇼의

트는

OLED

소재의 액정으료 배우 뛰어난

시인성과 효율적인 전력 유지기- 기능히-다.
이것은딘순히 수치상으로의 성능이 이닌 눈

구조로 디지-인과 착용겁에 주인점을 둔

부분민영될겨l 획이다

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순자적 배기 시스템) 호

TUSA

렌탈 패키지는 렌탈 및 교육용 장

의 피로도. 가시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흡기 HS-680과 메탈 프레임 마스크

M-

비 시장획대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

치는 기능으로 디이빙 컴퓨터의 시장의 새로

트이다 최근 국내 장비 시장의 두드러진 호

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영

19SQB. 새로운 MAHK 시리즈가 이번
SPOEX 쇼촬 통해 최초로 공개되어 관람객

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리륨이온 배터

들의 많은 관심을 꿀었다.

적으로 연제될 것 에싱되어 향후 말전적인

리나 유선 잔암 및 디 지멀 콤피스 등 스미트

컴퓨터로서의 모든 기능을 정착하고 있다.

COBALT는 전시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스포

신상품 공개와 G-I 불어 색디른 이벤트를 진

행히-기도히-였다.

TUSA

신제품의 새로운 색생| 대한 설문

부스는 아토믹， 오셔닉， 투사 등 취급하는 브랜드 별로 분리하여 장비를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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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는 교육 시장의 활말한 웅직임이 직점

방향을 보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우

정사/오션첼린져는이벤 전시회를통해 디-이

브 센더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히는 한편 장

있었다 패키지 품목과 가격 . 공급 시기 등에

운 레저 이이콘으로 자리 집을 수 있을 것으

대 한 최종 결정 시-안은 홈페이지와 다이빙

포 예상되기에 충분히였다.

잡지를통해 공개될 예정이디 ，

테크니걸 브랜드 HOLLIS와 커머설 브랜

디이빙 시장의 관계자뿐만 이나라 일반 관
람객들에끼지 인기를모은이이템은스노콜

일본 투사 본사에서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비의 성능을 테스트 해보는 기회로 심을 수

드 KMDSI의 헬멧은 군관에 소속된 관람객
들의많은발길을이꿀었디

링 브랜드 REEF TOURER 이었다. 아기자

많은 관람객들의 방운과 호응으로 전시회

기한 디자인에 화려한 색상의 제품은 국내

를 부사히 미칠 수 있었으띠 이러한 관신이

스노클링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

국내 다이빙 시장의 재도약의 발판으로 이어

며 실제 그 규모가 접차 늘어니고 있어 새로

질 수 있을 것이라 기 대 해 마지않는다

(주)우정사/오션첼린져 일본 다이브 비즈 쇼 참관
일본 다이빙 계의 최대 축제인 DNE BIZ

빙 시장의 침체외는

SHOW 2011(DBS)이 지난 l월 27~28일까

반대로 일본 내수의

지 베리사리 (BellesalJe) 신주쿠 이벤트 홀에

스노클링 시징은 때

서 개최되었다 전문적인 측띤을 강화하기

우 가파른 상승곡선

위해 이번 DBS는 일반관람객의 출입을 제

을 그리고 있디. 시

한히고 딜러 빛 엄계 관계지들을 위한 비즈

정- 전멍을 긍정적으

나스 전시회로 진행되었다. 그러니 협회의

로 볼 수 있는 주요

이러한취지가부색할정도로해미-다줄어드

요인으로는 섬니리

는 찬가 업체와 방문객은 결국 일본 다이빙

의 특성을 살린 스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빙증하고

노콜링 포인트증대

있었으며 실제 외형적인 띤을 봤을 때에도

와자체적인 캠페인

전시회장의 위치 ‘ 띤적. 참가업체 수 등에서

을 통해 스노클링

상당부분 축소된 규모의 소형 전시회를 표방

인구가 비약적으로

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디는 점. 친환경주의의 일환으로

11찌

일본 다이브 비 즈쇼를 참관하고 투사 부스를 방문하였다

었다

당사는 이러힌 현 상황과는 벨개로 투사브

가족단위의 자연 관찰(계곡. 마다) 여행이 늘

당사는 지난 몇 년간 RT의 지속적인 공급

랜드 장비를 생산하는 타바타(TABA1껴) 사

어니고 있디는 것 등이었다 RT의 고위 관계

으로 점진적인 국내 스노콜링 시장의 확대플

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오며

지는 이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 하띠 옹리인

꾀 지왔으며 ‘ 이번 DBS를 계기로 보다 유연

DBS에 출품된 주요 신상품에 관한 01 팅을

시장 등의 유통 채널 증가로 잠재적 요소틀

히고 확대된 유통 라인을 규L축하기 위해 면

기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보다 화려해

더욱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디보

밀한 시징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진 스진 장비들이었다. 투사(기lJSA)는 경쟁

았다

이어나갈 계획이다-

업제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에

RT만의 매력적이며 희소성이리 할 수 있

그 외에 수영 브랜드 뷰(VlEW)와 2011 년

없던 다채로운 색상의 장비들로 화려함이 더

는 장점은 소재(실리콘. 엘라스토머)와 디자

도의 전체적인 영업 정책에 관한 양사의 합

하여졌다 일본 스쿠미- 시장의 흐름을 디자

인에 지이를 둔 기격 . 띤령대 . 취향띨로 디잉:

의 시헝을 긍정적인 결괴물로 도출 할 수 있

인의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분냉 투사

힌-상품군을형성 시켜 소비자의 입맛에 맞

었다

(TUSA)의 상품 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

는 맞춤형 구입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다이빙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변함없

었다 또한 2011 년도 신상품들이 일부 공개

일반적인 타사의 스노클링 세트는 획일화된

는 모습을 보여 준 TUSA와 스노클링 시장

되어 국내 공급 시기를 조율 하였으며 2월

디자인에 한정된 종류로 구매가치가 높지 않

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RT에서. 발전적

빌 SPOEX에서 우선적으로 공개 하였다

았지만 RT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이젓이 비단 일

여기에 더해 스노클링 브랜드 EEEF

하여 현재 시상 진유율 1위를 침히고 있다.

본뿐 만이니리-국내 다이빙 시장의 새로운

TOURER(RT)가 별도의 독립부스로 홍보 되

특히 업계에서는 TABATA사의 뛰어난 실리

전환점으로 심을 수 있는 중요 포인트로 자

고 있었다 다이빙 전시회에서 RT의 독립 부

콘 제조 기술이 스노클링 시장에서도 편인한

리 장을 수 있을 젓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스출전은눈여겨보}야할대목이었다 다이

피팅을구현했다는점을높이 평가하고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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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진보된 정보를 제공한다 마레스 코리아에서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새로 출시된 펌웨어 2 . 0 벼전을 통해서 이

또한 아이콘 HD의 다이브. 이이콘을 클

혼합 기제 디이빙 시 익스벤디드‘ 모드에

이콘 田를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게 되었

력하면 새로운 펌웨어의 주요 댄회를 확인할

서는 초록색의 가스교체 예정 알림 기능을

다. 펌웨어 2. 0버전은 전세계 다이브 컴퓨터

〈이디
TAλ l

보~이디2-

’ }.). ’

중 유일하게 고화질의 다기능을 자함l는 이-

미레스는 다이벼들의 반복적인 요청을 적

펌웨어 2.0버전의 핵심은 간압정보를 제

이콘 田에 최적화 된 디스플레이와 뚜릿하

극 반영하여 숫자 정보의 익스덴디드 화띤

공핸 부분이디- 한 벤의 답스룹이 펼요하

게 커진 숫지로 아이콘 HD에 더욱 많은 정

과 그래픽 정보외 ‘프로파일. 화띤 위 . 이 래

다고 판단되띤 1분이 이-니 리.2분이 지속되

보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부분의 숫자를 확대하였다 하위 메뉴들에서

며. 두 번의 답스톱이 필요할 때에는 1분씩

도 커진 숫자 크기와 추가된 정보틀을 확인

총 2분 지속된다

우선 새로운 두 가지 기능을 획인할 수 있

디

시용자정보(ICE) 메뉴에 사용지- 이름을

할수있다

2.0 버전에서는 경고 기능도 업그

만의 스톱워치 기능부터 로그북의 수옹 프로

이름을 획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 부분

레이드 되었디 통제불능 상승과 최대수심한

파일 기능끼지 더욱 편리해진 기능들을 만니

에서는 현재의 다이브 모드(나이트록스인 경

계 (MOD) 초과 시 빨간색의 경고들 확인할

볼 수 있다 (비용이 일만 원 청구된다)

우 산소농도와 최대수심한겨] (MOD))를 획인

수 있다 겁암정지를 위반히거나 배더리가

힐수있다

부→족할 경우에도 정고 기능이 추기되었다

입력한 경우， 메인 메뉴의 왼쪽 상단에서 그

펌웨어

이이콘 I-!D의 업그레이드플 통해서 나침

마러l스랩세미나
• 흔택잠수렵호1 ， 1 월 4일""6일
1월 4 일부터 6일끼지 신묘년 새해를 맞이
하여 한국잠수협회에서 교육관을 포함한 5 명

이 참가힌 가운데 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찬석히는 열정을 보여주
어서 후배들에게 귀김이 되기도 하였다
참가지 중 두 사람은 엑스퍼트， 세 사람은

베이직 자격증을 받았디 교육 중 마레스 장

참가지들 모두 3일 동안 이침 일찍부터 지

비를 타시-의 제품과 비교히는 것은 매우 민

효팩잠수협회 랩세미나 참가자들

녁 늦게까지 진행된 세미나에 무리 없이 잘

죠낼f 부분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궁금해 하

등으로 간단히 해결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해 주었는데 날씨기- 갑자기 추워졌음에

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없어

실시했던 세미나와 다른 점이었지만 재미있

도 불구하고 인천 충남 당진 등지에서 오는

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기도 했다. 본사의 실제 A/S 과정 참관을 원

데도 시죠딸 엄수히여 늦지 않을 만큼 열성

이번세미나는대부분젊은세대가주축을

적이었다 심지어 교육위원징은 공장에 불이

이 루었는데 그래서인지 식시를 피지 햄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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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침가지들이 있었는데 마레스에서는추
후 정식 프로그댐을 검토할 계획이다

들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유용한 시간이 되었

다 가능하디 면 매년 대구지역 업데이트를
개최하여 경험을 니-누고 정보를 공유히며 친
목끼지 다지는 제기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너무 즐겁게 세미나를 마치다 보니 미-지막에
단제사진을 촬영하지 웃하여 이쉬웠지만 다
음 기회를 기익t하기로 했다

• 다이브트리 업데이트， 1 월 14일
다이브트리에서 1월 14 일 마레스 업데이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 전 장비를 이해함은 물론 단수하 분해 결합 기술을 벗어나 크고 작은 고장으

인을 잦고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트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디이브트리 김용진
대표 황인겸 강시. 리콤 이원교 대표 안양

• 대구 더|코스탑， 2월 15일"'17일
2월 15 일부티 17 일까지 3일 동인 디1 구 데

쿄스탑에서 마레스 랩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성오(네코스탑) 서정우(불루쿨)

육에 열의를보이며 엑스퍼트과정에 기쁘게

블루흘 박우진 대표 데안 인면디이브 정앵

합격하여 축하를 받았다

헌 강사. 스쿠비플러스 빅태진 대표 등 쏘두

교육을 마치고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할

6땅이 참석하였다‘

낌성문

때참가자중한사림인박철우강사는 교육

이번세미나는기존에랩세띠나엑스퍼트

강사， 빅칠우 강시- 등 네 명이 램교육 전체

과정이 타이트하고 시험에 융통성이 없었지

과정을 통과힌 시땀을 대상으로 히였는데.

과정을이수히였다.

만오히려 열의가생겨 장비에 대한이해도

직년에 에코스쿠비(헌 다이브트리)와

첫 날부터 흉미를 가지고 교육에 입하여서

가 높았다. 고 교육에 참가했던 소잡을 밀하

버NTD 본부에서 개최하였던 엑스퍼트 과정

그랬던지 분위기가 매우 진지하여 잔가자 들

기도 했디 이처럼 램교육은 내가 쓰고자 하

을 통과한 참가자들 이어서인지 이번 세 01 나

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간혹 장비 분해조

는 정 비에 대힌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

는 부드럽고 편안히케 토론히는 분위기에서

립 과정이 손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용한교육프로그램이라고공감하기도했다 ‘

진행되었다

부족히-기도 했디

둘째 날은 전날의 일과로 인해 약간 피곤

이번 세미나는 새로 추가된 카본 호흡기와

• 대구TK 업데이트 2월 18일

MR12S. 에어컨트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한 얼굴로 교육장에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2월 18일 대구TK에서 2년 전 랩교육을 이

시작입니다/ 리는 말에 표정이 진지하게 바

수했던 참가지들에게 업데이트 교육을 실시

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밀려오는 시험에

하였다 대구TK 나순옥 대표 대구짐수 김종

업 데 이트 과정에 진-석힌 6 명은 모두 만족

대한 입박김과 함께 숙지하지 뭇한 부분의

인 대표 명스다이빙 허명 대표. 아쿠이캠프

할 만한 성괴를 얻었으며 새로운 업데이트

보충을위해서 늦은시각까지 남이-서 열의를

예병순 대표 저스틴즈 장병대 대표

기회가 있을 때 띠다 가급적 참가하고 싶다

보이는 등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김수칭 대표등총6영이 참석하였다

감동적인 교육과정 이었다.

KDC

같은 대구 지역에 있으띤서도 한 지리에

김성문 강사는 셋째 날 갑자기 집안에 급

모이는 것이 쉽지 않있는데 이맨 업데이트

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교육을 계기로 한자리에 묘여 교육을 통하여

되는 바람에 미지막 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친목을 도모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기존 아비스 호흡기의 분해. 조립 등을 복습

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는 의호탤 밝혔다 세미나가 유익한 시간이
리는 이유에서일 젓이디 . 이번 세미니들 위
해 디이브트리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었디
업데이트 과정은 엑스퍼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띠 지역 담당자에게

되었디 하지만 이틀 동안의 과정을 이수하

2년 전 교육을 수료한 이후 다시 참가히는

문의하띤 업데이트 세미나를 받으실 수 있

였으므로 추후 이수하지 못힌 과정에 침가할

업데이트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실제로

다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며 장비수리 매뉴

수있다 나머지 세 사람은마지막날까지 교

겪었딘 디%댄f 경힘들을토론히-며 서로정보

얼을구매할수있다 .

데스코탑 세미 나 참가자들.

TK업데이트침가자들

다이브트리 업데 이트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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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빼스 NEVO 테스트 때버상 >

(MARES NEW EVOLUTION TEST DIVER AWARD)
‘마레스

NEVO

테스트 다이버상 ‘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발표가 늦어

진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공모전에서 수~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하신 분들께 2월 10일 시상품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마레스 코리아는 다이버 분들께 최상의 장비와 서비스로 보듭「하겠습니다. 항상 다이버 분들과 함께할 수 있
는 마레스 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침단장비 시용후기 공모전 대상 모델 (5기-지 품목)

기술채택)

-호흡기 : 카톤~2(세계 최초의 유일한카본 재질의 호흡기)

-컴퓨터 : 아이콘HD(세계 최초로 갤러 보니더 탑재 . 그래픽 기능

싸수상자

채택)

-최우수상(1 냉): 아이콘HD 컴퓨터(소비자가 195만원)- 박용빈님

-부력조절기 - 드래곤 에어트림 (세계 유일한 에어트림 시스템 탑

l등(1명) : 카본42 호흡개소비자7~ 155만웬

재 . 드래곤부력주머니 설계)

2등(1 명) 드래곤 에어트림 BC(소비자가 140만원)- 이수호님

박영부님

-오리빌 엑스스트림 (전세계의 오리발 특허가술 12가지의 집합체)

-3등(4 땅): 엑스스트림 핀(소 u l 자기.38만원)- 유성용님 ， 정현수

-수경 에센스 리퀴드스킨 (세계 유일한 리퀴드스킨. 이중 스커트

님 . 이칠호님. 김진식님

[제품후기 공모전 최우수상 박용민님 글] 마레스 아이콘HD 다이빙 컴퓨터 사용후기

1.

마레스 다이빙 컴퓨터 아이콘HD와의 만남

좋은 개살구 일 뿐이겠죠.

마레스에서 새로운 표델의 컴퓨터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

제 가준에서 보떤 아이콘티D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애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www . mares. com?에서 제품의 정보를

있습니다 이이콘HD는 컬러 Tl끼 '-LCD를 시용히여 매우 선명한 화

확인힐 수 있었습니다. 웹시이트에서 제품을 시율레이션 해볼 수 있

떤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디이벼에게 진딜합니다 큰 화띤

는 기능이 있어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시율

과 커다딴 글씨체 ‘ 어느 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컬러 LCD화면의

레이션 결과는 정말 신선힌 충격이었습니다，

뛰어난 화면 판독력은 다른 다이빙 캠퓨터와 아이곤 HD의 가장 큰

’와~ 점점 장비가 좋이지는구나l 난 정말 좋은 세싱써l 살고 있
어

차이점이라고볼수있습니다

. 이런 생걱이 들었죠 디-이 빙 컴퓨터에 풀 컬러 LCD 디스플

시계형 디이빙 검퓨터도 여러 종류 사용해보았고 큰 화띤의 굵직

레이는 본 적도 없었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력이 좋지 않

한 글씨제의 네보와이드 컴퓨더도 시용해보았고. 데크 LJ 걸 다이벼용

아서 렌즈가 들어긴 미스크를 쓰고 있고. 물속에서의 답답힌 시야 갑

VR3컬러버전 컴퓨터도 사용해j았지만 컬러 LCD화면과 람직한

때문에 시계형 컴퓨터를 쓰다가 화띤이 크고 시인성이 좋은 네모와

글씨체 . 보기 편힌 화띤배열 . 판독성 등을 따진디띤 단연 아이콘HD

이드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 아이콘HD가 하루 빨리 출시되기만을

만한 칩퓨터기 없는 것 같습니다‘ 또힌 직관적인 이이콘 방식의 화띤

기다렸습니다

과 4 개의 칸트롤 비튼은 이이콘I퍼를 더욱 사용히가 쉽도록 힘니다.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되었고 기디리고 기다리던 제풍을 받아보

았습니디- 충전기， 매뉴얼 CD 등의 액세서리와힘께 소프트케이스에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2

내가 생ζ년반 좋은 다이빙 컴퓨터란?

좋은 다이빙 컴퓨터린 부엇일끼-요? 기능이 많은 컴퓨터? 비싼 컴

퓨터? 시용이 편리한 컴퓨터? 시인성이 좋은 칩퓨터? 수없이 많은

3

아이콘HD의 스펙과 실저| 사용후기

일단 이어콘HD의 제조사인 미페스에서 밝힌 하드웨어적 . 소프트

웨어적 사양을 보띤.

컬러 LCD화띤-

QVGA 320x240 픽셀” 아이

콘 HD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자 지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디이빙

중 수중에서 디-른 컴퓨터와 길이 데스트를 해보면 그 획연한 자이점

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에 충실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데이더 판

..조작이 편리힌 4개의 벼튼 두꺼운 장갑을 낀 채로 쉽게 벼튼조

독이 쉬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리 비싸고 기능이 많은 컴퓨

작이 가능 벼튼이 큼직큼직 해서 두꺼운 동계용 장갑을 사용해도 쉽

더라도 시용이 어렵다거나 시용자기 정보를 판독하기 어렵다띤 및

게 조직이 기능힘니디. 회띤의 nll 뉴에 비튼기능이 직관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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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중 수중에서 다른 컴퓨터와 비교해 보면 컬러

LCD 화면에 큼직한 글씨체로 인하여 정보를 읽기가 매우 떤했다
-데크니컬다이빙을위힌 멀티가스스위칭 기능이 핀요한디이벼

되어 있습니다.

..긁힘 억제 효과가 큰 0 1 네 랄 글리스사용” ’‘ RGBM알고리즘

1J

1

- 디지털회된 다-이빙 로그북을 원하는 다이벼

이크로 버블 형성을 억지1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알고리즘 · 개인

* 비추천하는다이매

교정 프로그램 세텅 가능. 멀티페멜 다이빙 빛 반복 디이빙 계획 시

- 저l품의 크기가 커서 부담스러운 다이버

사용자의 필요에 따리 보수적 티입 프보파일로 세팅이 기능함니다

-깔끔한시계형 다이빙 컴퓨더를좋이승1는다이버

다이머 몸의 피로도나 디-이빙 형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세팅을 달리

하여 다이빙을할수있으므로 더욱안전한다이빙이 기능함니다‘

* 아이콘HD를시용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부분도보였습니다-

、.가스교체 시용기능.. 데크니걸 디-이냉 시 필요로히는가스스위

첫째로. 스트렘의 개선이 필요할것낌습니다

칭 기능 3가지의 서로 다른 기체를 디이빙 중 수중에서 간단히케 진

이이콘HD는 일빈 고부 스트랩으로 팔목에 고정할 수 있게 민들어

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써 본 다이빙 컴퓨터 중에서 가장 쉽게 가스

졌는데. 스트랩의 길이기 길어서 엣수트를 입고 다이밍을 할 때에는

스위칭이 기능한 검퓨더 입니다 미리 세팅된 가스를 비든으로 선택

스트램의 남는 부분이 검퓨더 회맨을 가리거나 거치적거러서 신경이

만 히띤 됩니다

쓰였습니다 천으로 된 스트램을 사용하거나 번지 (bungee)줄을 사

..프리다이빙.

바텀타임 디이빙 기능.，

.. 인더넷과컴퓨터를통힌

깐

용할수있도록나온다변좋을것같습니다

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이브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을 컴퓨

둘째로. 배버리 관리 문제입니다

터에 힌 번 낄어놓으띤 업데이트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엽데이트

이-이콘이 넓은 화띤에 풀 걸리 LCD회떤이라 배터리의 소모가 디

됩니디
‘’모든 내|뉴의 힌글화..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 중 힌달

른 깜퓨티에 비하여 삐흡니다 왼충전시 히루 3~~ 회의 다이밍은 문
제가 없지만. 저의 경우 디이빙을 Ur친 후 낌빡 잊고 충전을 안 히는

언어를 지원히는 컴퓨터는 1~2가지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

경우가더러 있었습니다. 디음날디이빙시 충진할시간이 없디떤 컴

풀 껄러 LCD화띤에 완벽하게 효띨을 지원히는 컴퓨터는 이이콘HD

퓨터 사용을 꽂히는 경우기 생기더군요 일반적인 다이빙 컴퓨터 사

뿐이고요 앞에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제기- 생각히는 좋은 침퓨터

용시에는 배더라를 신경 안 쓰는데 아이콘HD는 항상 배터리의 잔량

의 기준은 시용하기 쉽고 시인성이 좋은 낌퓨더이기 때분에 이런 점

을 염두하고 디아빙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에서 이-이콘HD는 시용자에게 많은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점퓨더
라고생각합니다.

히지만 밝은 컬러화띤을 시용히는 이점을 생각히면 넘어갈 수 있
는 부분 같습니디- 그리고 다이빙을 미-친 후 컴퓨티와 얀결히-이 다이

4 결론

빙 로그북을 작성하며 로그기록을 보는 습관을 들인디띤 배터리 충

때|콘田를 추천하고 싶은 마이벼와 비 추천히는 다이버 . 그러고

전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리-고 생각됩니다

이이콘HD의 장.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제품의 사용후기를 마

치도록하겠습니다.
*추천히는다이벼

- 선맹한 회띤과 즉각적인 판독이 가능한 큰 화떤의 검퓨더름 워

디이빙 장비 중에서 디이빙 컴퓨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
며 장비구매 시 다이빙 컴퓨티는기본으로구매해야-ot는장비가되
고있습니다，

미페스의 이이콘 I lD는 다이빙 검퓨티 시정에서 싱향 평준화를 이

히는디이버

끄는 제품이리고 볼 수 있으며. 초보 다이버는 불론 종. 싱급 디이바

-한글메뉴의 다이빙 깜퓨퍼를원히는디이벼

그리고 테크니걸 다이벼에게도 어팔할수 있는 제품으로 여겨집니다

-사용히-기 쉽고작동이 편리한컴퓨터를원히는다이벼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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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Korea , 마랙l스 본사 방문 및 EUDIShow 참관
· 마레스 본사미 팅

마레스 코리아 임직원들이 2월 8일부터
12끼지 이태리 라팔로 (Rapallo) 에 위치한

Mares 본사와 EUDI(European Dive)
Show가 열리고 있는 볼로냐(Bo! ogna)에 다

녀왔다 Mares Korea 우대혁 시장‘ 박우철
부사장. 최종절 과장 그리고 클리퍼 오리발

등 수영관련 제품을 국내 에 총판하고 있는
한은무역의 황정호 사장이 동행하였다.
당초

저1 럴 드

Mares

(M r Ge ra ld
,

Skrobanek)

사장괴- 출장계획에 대하여 의

논할 때에는

EUDI

Show어| 참석할 계획은

없었으며 구매담당 중역 미르묘(Mr，

Micro

Costal 와 품질담당 매니저 바바라 (Ms

Bé1 rbal'8 Buganzal와 함꺼| 오리발 품질관련

유럽의 다이브쇼(EU미)의 마레스 부스에 매우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구겸하고 있는 모습

회의를 주복적으로 하띤서 디른 내용에 대해

하여 교대로 운을 열고 있었다 해물요리 레

스리웠던 티였다. 또한 이미 제노아)로미'_

서는 각 담당 중역 및 매니저들과 개별 미텅

스토랑에서 식시플 하는 도중 제렬드 사장이

인천 정로의 항공티켓이 확정되어 있어 교통

을 히카로 했었다

2월 11일 볼로냐에서 열리는

Show어|

편을 맺추기기- 어려워서 Mé1J'cs에 도움을 요

리필로 도착 다음날 이점 (9 일) 본시 에서

우리가원한디펀통행힐 인원괴 :Ä]플준비히-

청히려던 죠써| 제럴드 시장이 그런 제안을

이태 리 출장의 주목적 대 로 오리발에 관한 회

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E미)1

한 것이니 기쁘고 ^J쾌하게 받이들일 수 밖

의를 시작했다 점심식사 시간 외에는 그야

전시장 방운은

에없었다.

밀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탁자의

있고. 이태리 각 브랜드의 신상품도 전해볼

다음난 이침 (10일) 서둡러 체크아웃 한 뒤.

위. 이래에 토론의 대싱이었던 수많은 오리

수 있는데다 Mares의 아이템 별로 주요 담

Marcs 본사에서 제럴드 사장과 어제 회의

발이 가득히 쌓일 즈음 되근 시 긴 이 되었고.

당지를 만니 준비했던 이젠디를 개낼적으로

내용을 정리히고 이틀 긴의 회의를 통한 미

그제서이: 내 일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 가기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디

부리 의견과 몇 가지 새로운 이슈에 대힌 건

할 만큼 세밀하고 열정적인 미팅이었다.
제럴드 시장이 라스페치이에서 식사를 함

EUDI

EUDl

Show의 규모도 볼 수

그렇지 않이-도 서울에서 출발하기 직전

EUDJ Show에 대힌 일정을 일뱃고 대부분

힌의견을나누었다，

께 히길 권했다 리팔로 보다 약간 큰 이데리

의

특유의 소도시 로. 관깅 객이 나 외지 방분객이

는 날이 니- 그 디음날 전시장 춘비 때분에 볼

볼로냐에 도착해서 호텔에 침을 풀고 곧비

가장 적은 시기여서 레스토랑들이 상호 협의

로냐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무척 실망

로 둘러본 전시장 l층은 스피어 피싱 (Spear

마레스 본사를 방문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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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간부들이 우리기- 리펠쿄에 도착히

의사헝 전달한 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진지

' EU미쇼참관

EUDI 쇼장을 잠관한 우대혁 대표를 비롯하여 박우절 부사장， 최종철 과장 그리고 클리떠 오리발 등 수영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황정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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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부스는 종류 별로 각기 다르게 널찍한 부스를 할애 하여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참여업체 중 가장 컸다

Pishing)과 프리디-이빙 업체들의 공간이었

경쟁적으로 침가하기 때분에 규모뿐만 이니

으며 2층은 스쿠마 다이빙 업체들의 공간이

라 전시내용 부스에 동원되는 인력규모와

었디.

구성원 자체의 차이기- 확연히-게 느껴졌다.

Mares는 ]층에는 퓨어 인스텅트(PURE

lNST1NC끼 라인을 2층에는 디이브존(Dive
Zonc)과 이쿠아존(Aqua

가 제노니 (Ginaluca Genoni)도 Mares를 지
원하기 위해 참석하여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

Mares 부스의 띤적은 경쟁 브랜드에 비해

고 시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Mares가 망운객들에게 부한정으

랜턴 등의 신제품을 선보이띠 신제푼 출시에

로 지1공히는 소시지 . 케이크‘ 빵‘ 비스깃. 음

SLe l"an

관한 내용띤에서도 우월했다. 더불어 Marcs

료수 등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벨도로 식

Mich l) 진무와 진시징으로 갔디 . DEMA

의 주요 기술 간부들이 기술적인 내용을 설땅

딩을 잦아 다니는 불편을 느끼지 핏하였는데

Show는 수 자례 참가했었지만 EUDI Show

하고 있었기 때눈에 경쟁 브랜드보다훨씬 많

디른 전시회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기- 고객들

는 처음이라 궁금했었는데 들어서자미-자 느

은 방문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에가1 많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치

했다，

이튿날 (11 일) 아침 스데판(Mr .

낌이 많이 딜댔다 각 브랜드의 부스가 미국

압도적이었으며 이이콘HD 에어 및

프리디이벙 세l-II 신기록 보유자인 지안루

EOS 3

Zone)

라인을 전시

• 마레스 부스

있었다.

우리는 전시장 전체를 돌이- 보띤서 별로

않았던 전시회 참관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

DEMAShow 보다 훨씬 크게 자리잡고 경쟁

주목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 다

오히 려

고 오후 1시 30분정에는 스데판 전부의 차로

히고 있었는데 DEMA Show는 보통 유럽

Mares부스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전시징을 떠나 볼로니: 역에서 열치를 티고

회사의 띠국 현지탬인이나 디스트리뷰더

인 질의 응답을 지켜보는 것 이 상당한 도움

로\]1공헝애 도착하여 예약된 형공편으로 부

(Distribu Lor) 가 부스를 빌려 참가하는데 비

이 되었으며 우리도 이뱀 끔했던 사항을

사히 귀국하띤서 이태리 출정을 마무리 힐

해 EUDl Show는 유럽 제조업체 본시에서

질문함으로써 알차고 유익한 시 간을 보낼 수

수 있었다

옆DM 추좋iλF헨 똘를햄스를 얻훌l램
본지가 개최하던 호별 수중사진 공모전이 금년부터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SDM은 SCUBA 미VER MAGAZINE의 약자입니다.

금년 3/4월호를 시작으로 11/12월호까지 5회 진행되며 1/2월호는 한국수중사진공모전으로 대치됩니다.

응모방법은 매 짝수달 말일까지 본사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응모게시판에 올리거나 본사 웰하드

www.webhard.co.kr 에 접속하여 이미지 파알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광각과 접사 부분으로 나뉘어 각 금， 은， 동상
한작품씩과 다수의 입선작품을 선발합니다.

매 호마다 스쿠바다이빙 장비 수입업체에서 상품을 협찬하며 이번 3/4월호 콘테스트는 (주)테코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수중사진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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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la- Lung Korea News

아쿠Ol렁선제품
ew Product
초경량 여행용 비씨로 인기를 꿀고 있는 쥬마가 여성을 위한 핑크 색상이 출시 되었다

. 20끼 New Zuma BC 여성용 Pink 출시

자신의 가|성을 표현히는 여성 디이머플의 니

리빌 핑크 색상 및 C비 ry On 뻐l1 el 캐리어

Aqua Lung의 초성량 여행용 ZUMA BC

즈를 충축시낄 것으로 기대되매 이 u] 지난

백 역시 핑크 색상이 추가되었마‘ 여성용

가 여성 디-이벼를 위한 핑크색성이 출시되었

2011 KUSPO Show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Zumn BC 및 여행세트 구매는 이쿠이펑 코

다 가존의 님성플을 위한 그런. 블루 색상에

여성 디이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줬다2.]이로 분의히띤 된다. 문의) 02-511-0118

이어 펑크 색상이 출시되어 감각적 색상으료

Zuma Pink외 구색을 갖춘 lloL ShoL 오

/ 070-7560-6611

• 2011 New Ex press ADJ 제품 출시
핀수영 및 열대 디이빙용 오리발인

Express FP(풀풋형)에 이어 조절 스트램이
장칙된 Express ADJ 스티일이 추가출시되
었다 . ESBS(Ergonomic Strap Buck le

Systcm. 인처1 공학적 스트랩 바클 시스덴) 의
장착으로 오리발을 신고 빗는 것이 아주 편
리하띠

Sli ngs hot 핀의 파워밴드기
인체공학적 스트랩 버클 시스템이 장착되고 고탄력 고무

‘ArmacliUo" 로 형태로 변형되어 설7:1] 되었다

재질고 제작된 뉴익스프레스

ADJ 제품이 풀시되었다，

Annad i l1 0는 특허 기술로. 고탄력 고부 재
질로 제작되어 우수한 탄력을 지랑하며 펀킥

시 힘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Armadi llo는

분을 연결히는 역할을 한다

핀킥시에 킥의 틴성력을 축적시켜줄 뿐만 이

풋포켓은 신저|구조학적으로 제직되어 착

니라‘ 수중에서의 힘을 빙해히는 요소를 제

용겁이 좋을 뿐만 이니라 공학적인 떤끼-지

거하기 위히-여 블레이드 끝부분과 풋포켓부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직하였기 때눈에 스트

2011KUSPO 참가
관에人

~I-

Paticipated in K USPO.

로크시에 다리에서부터 핀끼지 힘의 전달랙

이 이주 우수히다 색상은 레드‘ 블루. 오렌
지 ， 블랙， 핑크가 있다

디 이 빙 시장의 발전을 위해 방문객들과 소통

백)는 총 부게 함제가 8. 71Kg으로 여행시에

한수있는기회가되었다

기내에 실을수있는lOKg 이내로패킹이 되

2011 년 신제품으로는 Whites Fus ion

Bullet 드러이 슈트와 각종 악세서 리 . i3 시

야 다이빙 여행자들을위한필수이이덴으로

많은 관람객플의 눈길을 꿀었디

스템 적용 백마운트형 BC 인 Dimension

또한 평소에 쉽게 볼 수 없었딘 이쿠아렁

i3(남성용)외- 1ρLus i3(여성용) 및 Exprcss

특수 정 비가 함께 잔시 되었으띠‘ Aqua

아쿠이링 코리이는 2011 KUSPO Show

ADJ 기-전시되어많은잔관객들의관심을불

Lung Group 의 군수장 u]

에 참기-히여 2011 년 신제푼 빛 이쿠이렁 우

러 일으켰다- 특히 초정랑 여행용 Zuma BC

Dominiquc Sum ian 씨가 이번 전시회에 직

수한 제품들을 전시히여 0]쿠아링의 우수성

세트(Zumn BC. Mikron 호흡기. IIot Shot

전 찬여히-여 25 일에는 특4-부대 및 공공기

과 브랜드 홍보를 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오리발 Bali 슈트. Carry On Hollcr 캐리어

관 관계지플 대상으로 특수정 미 관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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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인

AOUA

I[) LUNG J

아쿠아렁 부스에서 오석민 대표와 임직원들이 모여 포즈를 취했다

가 진행되었디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1호점

Flex

스킨스

직 접 수영장에서 징비 세미나를 진행하는 도미니크씨

통하0:1 이쿠아렁 파트너센터 및 각 업체를

T밟eda(대표). 1'osh Mega(상부이새가 함

홍보히는 자리가 되었다

께 참석하여 이번 전시회에 격려와 협력을

쿠비-.2호침 따린파크. 3호점 이쿠이바린.4

이쿠이렁에서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아끼지 e없l 으띠 한국 디이빙 시장의 최일선

호접 수직코리아가 이쿠이렁 표리이 부스와

이쿠이렁 본λ}에서 Dominique Sumian(아

에 있는 일부 숍 및 이쿠。l령 파트너센터를

함께 자리를 미련하여 각 업체의 홍보자료를

쿠이렁 군수장비 매니저) ， Jeff AHsop(아시

방문하여 적극적인 비즈니 스 지원을 위한 많

선보이고 빙운객들의 장비 및 루이 상팀을

아 지역 매니 저)와 일본 이쿠아링의 Koicbi

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로 히-고 있디- 일만인틀이 가지고 있는 다이

2011 Aqua Lung 캠페인
20 11

빙에 대힌 두려웅괴-입문하기 어려운스표츠

라는 개념을 E1-파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A디 ua lu I1g Campa i웬

있는 레포츠라는 이마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테니스‘ 사이큼. 스케이트 보드 등의 다%댄1-

다이빙업7-1] 최초로 일반 대중을 티깃으로

리더로서 현재 디소 침체되어있는 다이빙 시

레포츠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스쿠비 다이

Beyond Yoω. World“ 캠

장 전체의 부흥」을 위한 이쿠이령의 의지를

빙을알리고참여를유도함으로써 다이빙 시

페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Aqua Lung의

반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의 티갓 층은 기존

장 확장을 향한 Aqua Lung의 비전을 표현

새로운 광고 컨셉은 전세계 다이빙 시장의

의 다이벼를 포함하여 일반인까지도 티깃으

히였다.

하는 광고인 "Go

YOtlfW，)I'삐

새로은 캘페 인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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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쿠O냄 코라아 파트너센터 소식

획장에 관한 문의는
된다 문의)

Flex 스킨스쿠바료 하띤

010-5366-6188

Aqualung PaJtner Center News
· 마린파크
이쿠이렁 파트너센터 2호점 ·‘u l린파크” 는

4월 23일과 24 일 양일간 개해제를 진행하띠

~1I

2011년 디아빙 활동의 안녕을 기원힌다. 이
개해제를 시직으로 국. 내외의 다%댄1. 다이

빙 교육 빛 투어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5월
4 일부티 11일끼지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하

여 호F국 다이빙의 떼카인 제주도에서 디이빙
투어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 6일까지 사이
판. 티니안 투어가 제획 중에 있다 이맨 다
이빙 투어플통하여 회원블간의 친목과화합
을 위한 자리이니 많은 참여 바란디- 투어와
관련한 자세한 사헝은 띠 린파크로 분의하띤

된다 문의)

031-746-6330

· 아쿠아마린
아쿠아렁 그룹의 지역담당 메니저와 일본 아쿠아렁의 대표， 상무와 함께 파트너 샌터를 방문한 오석민 대표
와이용준지사장.

이쿠이렁 파트너 센터 3호점 ”아쿠이마린..

은 디이밍 강시를꾼꾸고 있는분들을 위한

• 아쿠아렁 본사 아쿠아렁 코리아 파트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진하였다-

·‘Go Pro NighC 행사를 기-졌다‘ 이번 활동

또한 2011 년 스쿠비- 다이빙 시장 변회에

은 다이브 프로를 꿈꾸는 디이벼 를 대상으로

아쿠아렁 그룹의 아시이- 지역 담당 매니

발 삐르게 적응하고 다이버의 욕구에 부합된

지난 2월 22 일 진행되었으며 프로 디이빙 과

저인 Jeff AlI sop와 일본 이쿠아렁의 대표

P「통 정책괴- 홍보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정 소개 및

Koichi Takeda와 상무이사 Tosh Mega

않을 것을 약속하였디

었으며 기존프로디-이버 선배들과의 간담회

너센터 2곳 방문

늘 통하여 프로 디이버에 양성을 위한 시간

는 아쿠아펑 코리이- 오석 민 대표 이용갚지사장이 이쿠이렁 코리아 파트너센터 3호

침 이-쿠이따린과 4 호침 수직코리이를 방문

PADI 스템들과의 띠팅도 진행되

• Flex 스킨스쿠바

이 되었다

강원도 춘천시 퇴껴|동에 위치한 이쿠이렁

4 월 14 일부더 18일까지 팔라우 다이빙 투

파트너센더 1호점 “Fl ex 스킨스쿠바가매장

어를 진행한다 남태평양의 이릉다운 섬 팔

이번 방문은 힌국 디이빙 시장에 대한 이

을 확정한다. 기존에 1층딴 사용하던 숍을 2

리우에서의 즐겁고 재미 있는 추억을 함께

해와발전의 일환으로이쿠아렁 그룹치원에

층끼지 확장 공사하여 보다 니은 환경에서

만들고 니 누실 이쿠아마린 회원들의 많은참

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 이쿠

스쿠미- 교육이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마

여를 비란다 문의 및 접수는 아쿠이미린 본

이렁 본사는 이쿠이렁 코리이- 파트너 센티 들

보다 넓은 공간에서 다%t한 이쿠아링 제품을

전 (02-539-0 l1 45) 및 각 지 점으로 문의하띤

과의 긴밀한 협조 이래 . 2011 년 더 효율적인

전시하여 회원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된디-

따케딩 툴로 파트너 센터의 발전을 기하기

공히게 되었다 이번 획장은 4 월에 완료되며

하였다

Gell :'ðl

Go렛많{i%
을렉스스킨스쿠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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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마린은 고묘로 행사를 가졌다.

-

BLUE NOTION , INC.
SSl l!'!.1l_~ 짧

SSI 코리아&IJtol크로너l시아 서비즈 센터 등록 갱선 완료

NEWS

Korea&Micronesia Service Centel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SSI 지역본부는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

운영히는

Servicc Center 로 나뒤어 진다，

국. 유랍 남01 ‘ 오세아니이 . 한박

& 마이크

다. 한 개의 지역을 운영하는 Area O(’Ílcc와

SSI Korea & Micronesia 는 2011년 1월

로네시아) 뿐인 최상위 지역 센티이며 . 이로

한 개 시역을 운영하띠 자국 언어로 된 교재

1 일부로 서비스 센터로 승격되띤서 절차에

인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생산 및 판권을 가지고 있는

Hegiona l

필요한모든 계약이 왼료 되었다. 서비스센

만족을기대하고보다넓은이시이 시장으로

개 이상의 Area O Uïcc들

터는 세계적으로 힌국을 포함한 디섯 곳(미

의 진출의 발핀이 될 깃으루 기 대한다

CenLer. 그러고 두

3
곤L

-μ-

이

녀니

다

Paticipated in KUSPO.

소

2011SPOEX 전시회 참가

m c
비。

κ

χ 유

UBA

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펴‘오션

블루( 대 표 . 유벙선)‘
2011년스쿠비-디이빙의 시작을알리는국

제스포츠러|저산엽전 (SPOEX)에

다이브파크(대표: 정

SSl 코리이

영수)‘ 필리핀 모알보

와 딜러들이 함께 참가히였디- 국제스포츠레

알 블루스타 리조트

저산엄전(SPOEX)은 국내 스푼츠 례서 산업

(대표: 전태영) . GJ네

을 대표히는 국내 최대 스포츠 레저 산엄전

모선장(대표 : 고대

시회이 1]:1 이맨 전시회를똥해 스쿠데 디이빙

훈) ‘ 레저클럽(대표 .

윤 일만인에 7-11 제7-11 적이고‘ 적극적으로 홍과

오→호송). 수풍탐험 ιH (대표 김동주) 총 6곳의

5=_도

하기 위히-여 넓은 부스 공간을 준이히여 딜

딜러가 진기하。 l 리죠트. 센터 및 교육 홍브

발전과 흉보를 위히여 적극적으쿄 나설 예정

러들괴함께참가하였다

를 실시히였디- 또한 기간 중에는

이며 많은 딜러와 다이벼플의 관심과 동침을

SSI (레크리에이션 스쿠비 다이빙 프군-그
램) .

Tec hXR (테크니컬 다이빙 프로그램) .

oμl아 지역 t팩인 서비스
Scrvice to Korean in Asia zone.

다이

SSI

벼 자격증을 지참한 1. 000명에게 기념품을

SSI 코리이에서는

스쿠u] 디이빙 산엽

기대힌다

증정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앞으

메일 빛 유선전호F를 통히-여 실시 하며 그 외
매트리얼(교재 빛

DVD 등)‘

교육 및 평가. 2-1

더. 딜러 등록은 직접 힌국에서 운영을한디 .
또한 모든

서미스에 보다 더 높은 민족을 기대한다

보 디 더 효율적인 업부를 위하여

Korea & Microncsia에서는 각국에

SSI

전딩 직

관련 엄부는 한국으로 연릭

원과 불푼 수령처를 설치 . 시비스 할 예정이

할 경우 2， 1 시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는

다. 이틀통해 보다 신속한 질의 응답이 기능

2011 년 2월부로 필리핀 및 아시아 지역(태

보다 제계적이고 규보 있는 운영과 활동을

해질 것이며-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할 것을

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거주히는

위하여 내린 결정이띠 . 이를 통해 한 단계 도

약속한다，

SSl 힌국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히였다 디-이

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지금까지 제

나| 자격증의 경우는 대 행 및 지원업 4규플 이

공되어왔던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교육 빛

1

、이

이사

운 을

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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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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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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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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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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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ice lis t.

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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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트

어 스
-미「

회

변

가격표변경안내

SSI

또한 액세서리. 스트랩 커버 등의 새로운

SSI 가격 정책 이 2011년 3월 15일부로 개

마케팅 용품 구성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된다 이는 계속적으로 변화히는 시장에
발 맞추고자 오푼워터 다이버 커트의 구성품

새로운 상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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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등록비용조정안내

응굽처지자격허용안내
F/A 、

Charge for new leader resistration.

•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리더 등록

• AOWI

Cel1ifìer nall1 e print to c-cards

CPR cC I1 ifìcate rule.

이상 등급의 리엑트 라이트 이오1

비용조정

인정된 모든 단체의 응급 처치 자격 허용

많은트레이너뜰의 요청을 적극적 수렴히

현재 어드밴스드 오픈워티 인스트럭터 이

야 기존

C-ærd 가재뺨 변경 안내

•

인스트럭 터

C-ca rd

기재사항 변 경

기존 오푼워터 인스트럭티 인증 시

card

c-

인증지-난에 트레이너냉만기재되었지

다이브콘트롤 스페셜 리스트기

싱 등급은 SSI의 리엑트 라이트 인스트럭더

만

오픈워터 인스트펙터로등록시 기쓴에는다

코스가 필수로 요구되었으나 리엑트 리-이트

결괴

이브콘트롤 스페셜 리스트 연회비와 오픈워

이외에 인정된 티 단체의 응급 저지 강시- 지

평 71를 진행힌 주 평가관 이픔이 동시에 기

터 인스트럭터 연회비를 반복 납부하딘 방법

격이 허용된디-

재된다 보디 자세한 문의는 본부쿄 연락 비

SSl

에서 앞으로는 다이브콘트롤 스페설 리스트

유효기간 이내의 타 단제 응급처치 강시

연회비와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연회비 차액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자격증 사본을

을 닝부히는 빙법으로 변화되었다. 더욱 자

본부 팩스 (02-408-6419) 또는 이 메일

세한 문의는 본부로 연럭하띤 도웅을 빔을

(HQ@ssikorea.coll1)-~후 침부헤이- 하띠 그

수 있다

정보가

SSI 오딘

SSI

헤드쿼터에서도 많은 논의틀 거진

앞으로는 교육을 딘당한 트레이너와

란다

시스템에 기록될 예정이다

1[발판 브로셔 6종 출시

이veSSI. com 홈페이^1 엽데이E

필리핀 딜러 및 때l밸로 업데이트

Ncw korean brochure.

Web site update.

Up date se ll1 inar.

SSI의 각 과성 교육 코스에 대힌 힌글판
브로셔기 제직되었디

매 순간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추어

2011 년 2월 18~19일 필리핀 아난랴오에

트리이 스쿠바. 스노

diveSSI. com는 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편

서 이신우

콜링. 오푼워터 다이벼 . 스페셜티 프로그랜 .

리하게 사용힐 수 있도폭. 늘 띤호l'하고 빌전

담당관의 주핀으로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디-

디이브 프로페셔널 .

하고자노력하고 있디- divcSSLcom을통해

이맨 엽네이트에는 SSI 칼리지. 보니또이일

교육 코스에 대히아 출시되었디- 이는 달표

사진 공유와 데이티 ‘

랜드 리조트.

벌 한 시장맨회에 발맞추어 세계 ζ댁 주요

기록 장비 관리. 벼디 관리 등 다이빙에 관

몬데칸료 리조트. 이쿠이- 가든 비치 리또트

언어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이 ul 지는

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기록히고 관리할 수

등 아닐라오 지역에 위치한 총 5개 딜러 대

diveSSI. 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영분)‘

있도록 하였으며. 각 교육 묘스에 대한 설명

표. 총 10명의 활동성 다이브프토가 침여하

2011 년 3월 중 신규 가격표와 함께 각 딜러

과 스낄 엽데이트 동영상을 통해 많은 정보

였디.

로 발송될 예정이다.

르 제고하고자 하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와

그 동안 팔리핀에서 원활하게 제공받기 어

연동하여 공유와 침이 및 소통에 편리히케

려웠던 힌달판 기준집과 호띨화 매트리얼 등

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아벼는 회원

이 제공되었으며 .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입을통해흠페이지플이용할수있고 디

교육의 질적 강화외 변화된 내용-인내 앞으

이브 프로의 경우 별도 회원 시임은 필요하

쿄의 서비스플 안내히며 원휠하고 전폭직인

지 않으며 . 패스워드는 본부로 문의히-기 바

서비스플 약속하였다 또힌 원활힌 거뷰니케

란디

이션을 위해 전팀직원을 둠으로써 보디- 선속

Why SSI

등 총 6가지

~ --톨

-，( -

-

갓황한 .~'-=

근

C-card 관리 로그북

。LC.

SSI Korea & Micronesia 지역

MOS 디이브 콜럼 & 랴죠{트

SSI

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디.
향후 지속적으로 필리핀 지역을 포함한
"

0

아시아 지역에서 순자적으로 임데이트플 실
끽!‘

시할예정이다

업데이트에 잠가한 한국인 딜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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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

’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민증

SSI 선큐딜러안내

Celti Fi ed as IT.

New dealel

m

o

。‘
)

n‘

때

D

빼

0

뼈떼

빠

때

A

빠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탄생
rll

SSI 힌국에서는 2011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대 구 두류 다이빙 풀정(대 표: 손완

TECl1

식)에서 교육매니저 깅영천， 호주지역 교육

하였다. 이동호인스트럭티가운영하는디이

매니저

내 전문 교육 센퍼로 오픈워터 디-이내부터

Mark Mccrum 7 1 교수진으로

찬가

하여 트레이너 세 11] 니-기 진행되었디

스쿠바-스쿨이

SSl

신규 딜러로등록

u] 스터 디이 I ~] 끼-지 전괴정플교육한디-

이번 코스에는 김진헌(제주대학교 체육학

부 교쉬 손완식(대구 스쿠바월드 대 표) 인
최상위 등급인 인터네셔빌 트레이닝 디랙터로 인증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힌- MK

주소 . 천인시 서북구백석동 782띤지 102호

대 표: 이동호. 전화:

070-8963-206 1

스트럭더가 참가히였다.

되었다

2011 년 1월 16일 강영천 평가관과 이신우
지역 담당관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로 인증되었다. 인터 내 셔널 트레이닝 디펙터
는

SSI 내에

전세계 15 명민이 인증 받은

SSl

최상위 등급으로 트레이너 빛 평가관 교육이

기능힌레밴이다-

강사평가/업그레이E
New IE / Upgrade.

새로운트레이너들

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SSI 킬리지

보

* 신규 디이브콘트롤 스페살리스톤 인스

고띤수. 김은종. 조영헌. 서보싱 . 전창식. 이

트럭터

~ 1 월 29일"'30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 신규 다이브 리더/스페설티 인스트럭터

* 신규 디이브콘트폴스퍼|셜리스트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디 이변 펑사에는 수종

• 스쿠마윌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박성

용. 신현각. 김전원. 인석중 황규산， 이형곤
후보생이 바다의 꾼(이기훈 트레이너)에서
김선희 김진구후보생이 참가히였디 ，

• 다이브걸리지 이신우 담당관 주관 이우
빈 . 디이빙존국봉기 인스트럭더

영천 평기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탄험대(김동주 트레이너)에서 김정호. 암인

최성학인스트럭터

니또 이-일랜드 리 조트에서 이지 연 . 김성규‘
승헌， 우승정 후보생 이 찬가히댔디

수원 월드컵 다이빙 풀징에서 이 I정섭 . 강

•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운선 평가핀 주관

룡.박현욱 정희딜

• 레저콜럽 이영주강사주관서정식
• 바디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이진

수원월드컵 펑가 침가자

헌 ， 박진수
* 신규스iï-11 설티 인스트럭터

~ 2월 19일"'20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삼원 휴스포 디이빙 풀(대표. 김동추)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티 평가

• 백운선 디이밍 스쿨백운선 평가관주관
양칭맨. 최성학 인스트럭터

· 블루노선이명섭 평가관주관수직 코리

가 진행되었다 이밴 평가에는 다이브 칼리

아 소속 이후영 인스트럭터

지에서 이영주 후보생이 . 제주대학교(김진현

* 선규어드밴스드오푼워터 인스트럭티

트레이너)에서 조냄진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 수중팀험대 김동주트레이너 주관조딴

삼원휴스포 평가 잠가자.

기 인스트럭티

’3월 2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 수중탐험대 김동주 트레이너 주관 김학

필리핀 이닐리오에 위치한 보니또 이일랜

필 . 빅영신. 배싱준 이승석， 윤대식 인스

드 리조트(대표: 김태훈)에서 김태훈 펑가관

트랙터

보니또 리조트 평가 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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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ol스 다이빙 진뱅
1월 15일 "'16 일， 영월
lce Diving.

지난 1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강원도

영월의 서강지류에서(당따루 휴게소) 2011 년
첫 행사인 이-이스 다이빙을 개최하였다
교육이 진행된 영월지역은 지난 2004 년

해이만했다

정에서도 BSAC 회원들과 강사들의 단합된

l

강력한 추위로 인해 예년과 달리 호흡기는

보슴으로 인하여 올 한해의 추위와 어려움

월부터 매년 이어스 다이빙을 진행해 왔던 곳

블론 공기통의 밸브. 히네스. 웨이트 벨트끼

을 이겨낼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

으로 서울을 미롯힌 전국에서 회원들이 젖아

지 물에 젖으띤 순식간에 동결되어 버리는

었디

오기에 멀지 않고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히는

람에 극지방과 유사한 이어스 디이빙 현장이

장소 바로 잎에 숙소와 식당이 있으며 차량

되었다.

접근이용이한정소이다

u]

행시-에는 전국에서 25 냉의 강사 및 회원
들이 침여하였고 특별히 이번 이이스 다이밍

그러나그추위가참가자들의 열의를식힐

은 행사 주곡떨 했던 청주 이쿠아넷(대표 김

그러니 10년만에 불어 닥친 최고 한파의

순 없었으며 결국 많은 어려용에도 불구하고

기운)의 강시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영향으로 실을 기플 듯이 자갑고 1J1I 샤운 마

모든 다이벼들이 이이스 다이빙의 진수를 경

펙분에 훌륭힌 결괴를 가질 수 있었다-

림이 불띤서 기온이 떨어져 예상을 뛰어 넌

현하였다.

는 추위 속에서 이번 이이스 다이빙을 실시

트레이너워크숍개최
1월 18일 "'23 일， 세부 모알보알
Trainer workshop .

이번 이이스 디이빙은 특별히 어려운 환

대한훈련이 함께 이루아잔디-‘
BSAC의 인스트펙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

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강시플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숍 과정에 참

가해야 히며 ‘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지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히-는 최종

지난 1월 18일부터 23 일까지 인스트럭터

승인과정 (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

트레이너 워크숍이 세부 모알보일에서 진행

록(Approved InsLrucLor Lrainer)을 하게

되었다

된다

트레이너워크숍참가자

트레이너 워크숍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

본 워크숍에는 서동균 강시가 잔가했으며 .

빈에 걸친 진행 내용에 대힌 전달괴 검토기

박종섭 본부장 김옥주 트레이너 김용식 트

이 루어지는 과정이며

레 이너기- 함께 진행을 도왔디-

진행과 평가 능력 에

SPOEX어~BSAC참가
2월 24일 "'27 일， 코엑스
Paticipated in KUSPO.

스포츠레져신업젠시회에 BSAC KOREA는
3칸의 조립부스에 코너를 미 련해 참가했다

박종섭 본부장을 비롯히아 여러냉의 트레
이너와 강사들이 BSAC코리아를 홍보히기
위해 부스에 상주하았다. 또힌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는 ·수중사진 세미나 기- 정상근 트
지난 2011년 2월 24 일부더 2월 27일끼지

서울 심성동 코엑스 부역전시장에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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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너에 의해 진행되었다.

BSAC

부스 전경

자기 트레이너 워크숍 과정은 6월 빌경에
시행될예정이다

수중사진세미나개최
Seminar flα U/W photo.

KUSPO 전시회 기간 중 BSAC의 새로운
SDC(Skill Development Cow-s) 과정인 콤
팩트 디지털 카메리를이용한수중사진의 교
육과정과 교재를 소개히는 세미나가 정상근

수중사진 세미 나는 bsac의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트레이너에 의해 진행이 되었다(2월 26 일 오

된 교재는 잎으로 스쿠바다이빙이 지향해야

지털 카메리를 이용하여 손쉽게 수중사진에

후 2시 ~tl 시).

히는수중사진의 비중을 반영하여 풀컬러로

임문할수있는길을안내하고있다

영국에서 개발되어 이번에 국내에 소게된

인쇄되있다

수중사진촬영숨을 위한 강사 괴정은 1 월

수중시진과정은 수중사진입문 괴-정으로 처

광학‘ 카메리 기초. 히우징 까메라 기능 촬

음 수중사진을 전하고자 하는 다이비를 위한

영 데크닉 . 수중사진술. 디운쿄드 빚 후보정으

내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티 수중사

로 구성되어 수중사진가에게 필요한 기술들

진기술과 촬영탑 등을 소개하고 있디

을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15 일과 16일 중 히루플 택일하여 찬기-하띤
취득할 수 있다.
소속 강시들에게 수중사진 스페살티 과정

을 보급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디이벼들이 수

특히 수중사진가들이 가져。다l는 행동규

기존의 수중사진 교재들이 주로 일안리플

중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

범을 담고 있어 에쿄디아버로서의 마음가짐

렉스카메리들 이용한 전문기를 위한 내용이

다. 교재도 초급지플 중심으로 간편한 디지

을강조히고있다

었디띤. 이번교재는좀더 많은다이벼들이

럴까떼리를기순으로작성되어많은디이버

손쉰게 선택하고 촬영할 수 있는 콤팩트 디

뜰에게 관심을불러 일으키고 있디.

총 52쪽으로 미교적 쉬운 내용으로 편집

BSAC 공고
• 새로운 SDC 매뉴얼 출시

.트레이너 워크숍개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매뉴얼들의 리뉴얼 작업을

6월 25 일부터 않:AC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속함으로써， 앞서가는 프로그햄과 정보들을 제공해 왔던

BSAC

Korea가 4월에도 새로운 SDC 학습서들을 출시한다.
이미 1월과 2월에 출시되었던 아이스다이빙과 디지털수중사진

트레이너 워크숍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한 내용 전
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힌 훈련
이 함께 이루어진다.

교재에 이어 이번에 출시되는 새로운 교재는 테크니컬 베이직 과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정이며 교재의 출시와 함께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강사 워크숍

강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숍 과정에

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참가해이 하며‘ 이 괴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

5월에는

Accelerated Decompression Procedw'e 학습서가 새

로이출시될예정이다.

• SDC

인 교육을 진행히는 최종 승인괴을 거쳐 정식 등혹을 하게 된다.

정식 등흑 트레이너는

BSAC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이너로써

강사 워크숍 개최 안내

도 활동할수가 있다.

2월에 출시되어 소개되었던 수중사진촬영술 강사 과정이 4월

15 일과 16일에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15 일(본부)이나 16일(양

• 대학생 강사교육

양. 아쿠아갤러리) 중 택일하여 참석할 수 있다

대학생 신분으로써

또한 4 월 14 일부터 17 일까지

Twinset Familiariza tion

Comse(더블탱크 숙달 과정) 강사 워크숍이 진행펀다. 장소는 본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벼를 모

집한디- 이번 행시는 본부 주관의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육으로써‘

앞으로 l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방학)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부의 수지 수영장과 38마린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트

일시 : 7월 6일~15일

윈셋(더블탱크)을 사용하기 위한 태크니컬 다이빙의 새로운 과정

장소. 본부및동해안

으로본격적인 테크니컬 다이빙을위한기초과정이다

문의 :BSAC 트레이너 및 본부(031-272-0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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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마운트 즈페셜티 강사
1월 15 일 ， 서울 종합운동장
Sidel1l ount specialty inSlructOl

일반스포츠다이 빙 에

서도용도에 따라 다
양하게 사용할 수 있
다는장점이 있다
이변 행사에는 총
40여명의 깅사 및 회
원들이 참가한 가운
데

(교육 비 없이) 본

부주관 하에 세미나

SDl

KOHEA에서는 1월 15 일 서울 종합운

와 수영장 실슴의 순

서울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 개최한 세미나 참가자들

동장수영정에서 . 그리고 l월 30일에는 대구

서로 진행되었으며 . 특히

두류수영장에서

구에서의 일정은 지역 강시들

SD1

사이드u]운트 스페설티

깅사과정을실시하였다

대

의 교육요청으로 실시되었디 .

사이드마운트 부력조칠기는 더블 탱크를

SDI KOEEA에서는 디 %헨

구성히-기 위해 별도의 밸브니 탱크조립 정-u]

스페설티 프로그렘의 보급을

없이도 두 개의 탱크를 장착할 수 있기 때운

위해 주기적으로 강사들을 위

에 데크니걸 다이빙에서의 휠용도가 높고

한 스페설턱 과정을 개최하고

일반 BC와 같이 후띤에 더블탱크 또는 싱글

있으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

탱크 등을 결합히-여 사용할 수 있기 때분에

은찬아플 u]-란다.

혐수중표츠전시회참가
2월 24 일"'27 일 ， 코엑 스
Paticipated in KUS PO .

대구 세 미나잠가자들

옹라인 스쿠비

(E-Iearning)

등

을선보이고미래
지향적인사엽 정
책을 대 내 외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KOHEA는 2월 24 일(목)

2011 년 한 해 한

부터 27 일(일)끼지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

발 더 잎서 니 이

서

갈 수 있는 계기

SD l/TD I/EHDl

개최되는 한국 수중스포츠전시회

(KUSPO)에 참가하였다

를 마련히였다-

전시회 부스를 방문한 트레이너들-

해마다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골드피쉬레포츠클럽(김

SDflTDl/ERDr는 이번 전시회를 통히-여 디-

종환 트레이네와 이-쿠이텍(성재일 깅사)이

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힌글화된 60여 종의

함께 참가히-였고.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후

교재 빛 교안. 편리힌 자격증 발급 시스템

원으로 지난 해보다 더욱더 성횡리어l 행사플

한국최초이러닝발표
세계 최 초로 이 러닝 시 스템을 개 발
E-Iearning systel1l .

SDIITDl l8RDT

KO I-ìEA에서는 2011년

2

월 한국 최초로 효발 이라닝 (E-l않ming) 시

스템을 개빌히이 홉페이지에서 부상으로 시

용할수있도록히였다

마쳤다

도웅을수신분들과비쁘신와줌에 망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십사 드린디.

지-세힌- 휠용벙벙을 소개할 예정이디

짧짧鍵廳짧
^I 사 01

이 시스템을통하여 새로디이빙을배우는

11

~I 이 l

학생은물론 강습을 실시히는 다이빙 강시에
SDIITDl/EEDI는 세계 최초로 이러닝 (E-

거| 시간과 미용을 혁신적으토 절갑해줍으로

learning) 시스덴을 개발히여 온라인에서 시

써 다이밍 인구 확신에 시여할 것이라고 생

간과 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스쿠비 교육윤

각한다

믿을수있도록하였다

238-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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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강시 시 료실과 지역 세미니를 통하여

’ ‘’… "

-..，.，익Il"~“

S미 온라인 스쿠바 과정

E-Iearning

SDI/TDI/ERDI 묘리아 공고
• SOI/TOI/ER미 지역별 강사 세미나

동굴 다이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광주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서울/수도권 지역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

•

나를실시할예정입니다.

SDI/TDI KOREA에서는 호택 다이빙계의 미래를 젊어질 젊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안과 변경된 규정 및 정책 방향 등을 설명
하고 새로 출시되는 매뉴얼과 교육자료， 이러닝 (E-leat‘nin링 등
이소개됩니다.

801/T미 ￡학생 강사과정 5 기 모집 공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8 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
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일정

KOREA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4월 9일(토) 대구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강시-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

-4월 10일(일) 칭원

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일정과 세미나 내용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
정입니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깅사 과정과 CPR/First-Aid/신-소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세
계 최고의 태크니걸 다이빙 프로그램인

• 에코(Eco) 다이빙-제주

SDI KOREA에서는 4월 23일(토)~24일(일) 1박 2일간. 제주에
서 에코(Ec이 다이빙 스페셜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co(해양 생태 관찰-) 다이빙은 흑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인
근 해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중 동/식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관
찰히며 즐기는 형태로 다이버리떤 누구든지 침-7r할 수 있습니디

@일정

’

4월 23일(토)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실시됩니다

TDI/SDI KOREA에서는 스포츠 다이빙과 데크니컬 다이빙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히는 열정과 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 빙 강시{SDI) 교육비 (330딴원)

전액 지원

2. 테크니 칠 다이 빙 강λ\{TDI) 교육비 (90띤원〕 전엑 지원

3. 강사교재 및교육관련 패키지 지원

- 오전 10시에 제주 다이브(씨월드팬션)로 집결

#일정

-2회다이빙

1. 신청자 접수 : 5월 20일(금)까지 이메일 (hq@ 띠j영i.co.kr)을

-저녁 식사후세미나및수중사진시청

통해서만접수기능

’ 4월 24일(일)

2. 참가자 발표 : 5월 27일(금)

-오전 l회 디이빙

3.

-점심식사후해산

. .교육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장준비물

4 교육징소·제주도

-스쿠바다이빙장비

#지원자격

-수중랜턴 수중카메라또는비디오

1. 20끄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로그북，슬레이트등

이상)

교육 일정(개망수역 포힘"):6월 21일(화)~6월 30일(목)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퍼 자격 소지지{또
.2011 년 1 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재

SDIπDI/ERDI KOREA에서는 4월 28일(목)부터 5월 8일(일)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퍼"St Aiφ 산소공급자 자격

끼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2011년도 제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원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정 중 교육/취득 기능

4. 다양환환경과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벙 경력

멕시묘 유카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
재하여 해마다 수 많은 동굴 다이버들이 찾는 동굴 다이빙의 메카
와도같은곳입니다.

SDlfIDI/ERDI에서는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사전에 국내에
서 동굴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벡시쿄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
수를즐길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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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였으며‘ 다이벼로는 일렉스가 찬가

침철젠 橫L￡

하였다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괴 테크니낄 트레이너 및 강사 업그레이드

이번 과정에서는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

교육을실시하였디

트라이믹스다어버과정

김정숙 트레이너는 데크니걸 트레이니 . 유

근옥강사는 테크니컬강사로 업그레이드 되

1월 13 일"'21일! 아닐라오

었으띠‘ 이행식 강사는 GAS브랜딩 강사괴

Trimi x diver course.

밀리핀에서 트라이믹스 과정이 개최되었다

정을인증믿었다전반 적인 교육은 김정숙 트레이너가 진행

이번 트리 이믹스 과정에서는 소나장비룹

히였으띠. GAS브랜딩은 유근목강시-기- 진행

이용하이 노복식 트리이믹스 수심부터 트라

힌- 샤크 디이브 리조트에서 김정숙 트레이

히였디

이믹스수심 때끼지 새로운포인트를개척하

너 . 유근복강사. 이호석강사. 이행식강시가

포인트로 유명하다，

지난 l 월 13 일 -2 1끼지 이-널리오에 위치

이년리오는 여러 수심 때와 디이빙

여교육이이루어졌다

한 두께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디

2월 0]<>1스다이빙

이론 교육 전에 자이언트 사정넘께서 호흡

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미나플 신행해 주었으

2월 12 일~13 일， 동강

며

Ice diving.

지이언트의 새로운 드랴이슈트에 대한

세미나도맹행해주었디
이번 교육에는 SSU대원릎도 참가 히였으

2월 12-13일 1박 2일로 영월에 있는 동깅

에서 실시되었다
아직까지 이이스 다이빙 지역으로 알려지
지 않은 포인트로 수온 1도에 수심 대는

10m

아이스 다이빙 참가자들.

며 장비 업체 테코에서는풀페이스미스크

원에게 무싱 지급하였으며. 교육비 없이 별

와 부선 통신 상비를 지원해 기존 유선 똥신

도의 등혹비용으로 이이스디이빙 스페설티

장비와는 다른 통신 장비플 성험하는 좋은

강사 및 다이비를 등록 할 수 있게 하였다

기회를 가졌디

정도였다 띠풋해진 날씨로 35cm 정도 적당

금변 교육에서는 힌글 IJII 뉴얼을 잔가자 전

블루OJ01 스킨스쿠바 O]7t데미 센터 개업

2월 0]<>1스다어빙

Blue Eye SKIN SCUBA Academy Opcn

2월 24일 ~27일! 코엑스
Paticipated in KUS PO.

김성복깅사는 지난해 이우

IAn lO ~DMA

많월김검

영 트레이너님에게 강시-교육

이번 전시회에서는교육단체들뿐만이-니

을 받았으띠‘ 센더의 교육내

라 장비업체뜰도 새로운 장비를 많이 선과였

용은 스킨스쿠비- 자격증. 해

다 내NTD KOREA에서는안승철부회징과

양경찰특공대 실기시험 교육”

함께 이러 종류의 재호흡기를 전시하였다

잠수기능사 교육 응급처치

관람히는많은분들이 데크니걸 다이빙괴-재

원

전반 적

호흡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문의를 하였으띠

으로 믿을 수 있으며 센티는

금번 전시회의 성과로는 강사 크로스오내 신

포항과 울진에 근접하여. 해

청 트리이믹스 과정 신청‘ 재호흡기교육 신

양 실습에도 이로운 침을 가

칭을접수받았다

C.P.R 교육 등을

지고있다
지난 1월 경상북도 경주시에 우리 버NTD

KO l-ìEA

김성목 강사님이 새쿄운 퍼실리 El

플등록하였다.

-240-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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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는 사무실
폰

트려이믹스와 재호흡기 교육일정은 시기플

051\ -620-8253

010-8787- <1 118 로 운의

하면 된다

핸드

맞추어 본부 홉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디

IANTDKOREA 공고
.4월트레이너 워크숍

• 울산 노틸러스 개해제 알럼
팀이 구룡포에 위

펼리핀에서 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치한 펀 다이브 리조트에서 한해의 무사한 다이빙을 기원하는 개

및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참가 희망자는 버NTDKOREA

해제를실시한다.

본부로신청바란다.

3월 20일 울t써I

IANTD KOREA 노틸러스

이번 개해제는 펀 디이브 리조트앞 항내 의 정화 활동을 병행하

·본부합동개해제
5월 14일~15일 l박 2일로 강원도에서 개해제를 실시할 예 정이다

여진행할계획이다
개해제 및 정화 활동에 참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 :

010-

4586-5218 (김동원강새로 문의 하면 된다.

이번 개해제에서는 산소공급자와 응급처치/

AED 교육도 병행

할 예정이며 . 별도의 등록비만 지불하면， 강시등혹 및 디-이버등록
을할예정이다.

일끼지 SDD 스탬 인스트럭터를 대상으로

NEWS

옐IlI1 뚫앓밟爾짧음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새로 비뀐 규정에 따리 강시- 트레이

너가 독단적으로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강사양성을 위한 교수법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개최

원리와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 등을 실

시하였다 이번 괴-정에는 김영기(인천

119

1월 21일 "'26일

Rescue). 김칭문(강원도 영진 이쿠이존) . 성

lnstructor Trainer Workshop

기 영(동해 Deep blue) ‘ 이창호(광주) 강사 등
이잔기히었다

SDD 인터내셔날은 지난 1월 21 일부터 26

김영기 트레이너 강'''fJ성교육 실시
2월 14일 "'20일 ， 경기지역
ITC.

으로 7일간의 강시양성괴정괴- 평가를 실시

이 과정을 마친 SDD 트레이너는 독자적

119

Rcscue의 김영기 트레이너는 지

난 2011년 2 월 14 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경

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기지역에서 활동히는 다이버와 강시를 대상

으로 SDD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김영기 트레이너의 첫 강사양
성교육으로

119

구조대에서 휠동히는 대원

들과 정기도 복부지역에서 활동히는 이영환

강사를 대상으로 강사 교육과 강사교환과정
인천

강사트레이너 교육 참가자.

을 실시하였고， 강원도

삼척에서 2 일간의

해양실습과 힘꺼l 평가를 진행히였다

강사교육 참가자와 트레이너.

이번 강사과정에는 김광화 김태연 정용
흰 등이 참가하였다

업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

컨퍼런스에서는 인근 지역의 Master

장소. 내전 리베라호텔 연회장

Instructor외 Traincr를 대상으로 2011 년

- 일시 2011년 4 월 2 일 16:00부더

Dorector conference

SDD 중점 추진 사업계획 및 새로 비-뀌는 규
범 및 정책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

’ 광주지역 엽데이트 및 디렉티 컨퍼런스

이다

-장소.광주라띠다플리-지 호텔세미니-실

SDD 인터내셔날은 오는 1 월 1 일부터 지

- 일시 2011 년 4 월 3일 16:00부터

역벨 엄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플 개최한

’ 서울지역 엉데이트 빛 디펙터 컨퍼런스

다 지역별 업데이트는 서울. 대전. 부신. 광

-장소 SDD 시부국

주에서 인근의 강빨을 대상으로 멤버와 회

일시 : 2011년 4 월 l일 16 : 00부터

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2011년 비즈니스 전
략 회의 등을 심중 논의 할 예정이며. 디펙터

， 부산지역 업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

-

장소- 부꺼f 롯데호텔 세미니-실

- 일시: 2011 년 4월 9일 16:00부터
， 대전지역 업데이트 빛 디렉터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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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공고
• 저12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 공고

협찬· 각스쿠비디이빙 수입원， 리조트， 여행사등

SDD 인터내셔날에서는 제주도의 이를디운 수중환경을 국내 및

접수방법 : SDD 사무국으로 접수 ïï

031-708-6967 ,

해외 다이버에게 홍보하고， 다이벙 축제를 통하여 다이벼의 저변확

Fax : 031-706-6685 , sdclihq@naver.com

대를 비롯하여 스쿠바 다이빙 활성회에 힘쓰고자오는 10월 21일부

참가 인원의 제한: 20끄년 9월 30일 까지 선착순으로 마감

터 23일까지 “제 2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를 개최합니디-

이 행사는스쿠바디이빙 수입원， 리조트， 강사등의 뜨거운성

• SDD 강사양성교육{Instructor Training Course)안내

원 속에 국내 다이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전역

SDD

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을 초청하여 제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합니다.

Intemational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사 양성 교육을 개최

에 홍보하면서 국내 다이버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축제를 만들

1. 기간: 2011년 3월 23일부터 7일간

기 위힌 자리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비랍니다

2. 장소 ’

울산광역시 문희수짐수교실

일시 : 20끄년 10월 21일(금)~23일(일)까지(본 행새

3. 교육비 : 120만원(교재비별도)

장소· 제주도

4

문의

HP 010-9299-4246. hees0044@hanm밍l. net

주최/주관 SDD 인터내셔날

”

cr”。，:S껍 짧 ” 짧껍:;0.

lDTC 본부에서는 니이트록스 매뉴얼이 변

NEWS

본란의 기사는 교육E쩌|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rmc 본부에서

IDIC

IDIC

역 출간됨에 따리- 구룡포 영일 스쿠바와 서

와

울 산업잠수아카데미에서

로 매년 싱 . 하반기 2회가 개최된디

1. 2차에 걸쳐 나

JDIC

본부

묘스디펙비가 함께 진행히는 회의

트록스 매뉴얼은 lDlC 흠페이지에서 부상으
로 다운로드 믿이 활용할 수 있디

ew Leaders.

월

코스디렉터 전략회의는

이트록스 세미니를 진행하였다. lDIC 나이

선큐라더

수원 스쿠비.M의 낌종국 강사는 2010년

되었디

2

실시한 ICS 를 수료하고

TL2로 최종 인증되었디 활발송}게 활

동하고 있는 유망한 강시로 IDIC에서는 많

다이브컴퓨터세미나
3월 26일‘ 울진

코스디렉터전략회의
1월 18 일， 경남고성
CD meeting.

은 기대를 하고 있다 스쿠비- 다이빙을 선도

Di ve computer scminar.
lD JC 본부에서는 인잔한 다이빙을 위한
쿄육의 일환으로 다이브 컴퓨터 세미나를

히고 안전을 책임지는 P「능한 IDIC 깅-λ에

2011 년 3월 26 일 13시부터 17시끼지 울진에

게축히를전한디

서 세미니들 개최한다， 다이J:l-I 부더 깅시까시
전체 등급을 대상으로 세띠나를 진행힌다
이번 다이브 집퓨더 세미나는 지존에 다이브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보디- 심도 깊게

NITROX 세미나

진행될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인 점퓨
터 내용 외에 디이브 침퓨터 감엽 일고리즘

ltrox se 1l111l ar

에 대힌 자세한 내용들이 디루어 질 것이다

l

lDIC 본부에서는 2011년 l월 18일 경넘 고

세미나전석 비용은부상으로 진행되니 다이

성에서 2011 년 제 1차 코스디렉터 전략회의

브 컴퓨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를진행히였다. 코스디펙더 전략회의는 2011

침야플바란다.

년 IDlC의 사업 활동 계획 인내와 2011 년 가
격표 발표 변경되는 행정업부 발표가 있었으
며 2부에서는

IDIC 발전

망향에 대한 건의와

rDIC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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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장소 및 참기 신정은 lD lC 본부로 운
의 히띤 된다.

때 FJ

다
뼈때

M”
ι뻐

-

-

-

미에 대히여 고용 보힘을 납부히는 자 혹은

MOU 체결

그에 상응히는 자격을 갓추띤 쿄육비에 대한

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흔F급 받는디.

M.O.U

인기 과정은 3기-지로 잠수 기능사， 짐수
신엽 기사의 자격증 빈과 잠수 기능 추l 업만
2011넌 3월 4 일자로 서울 산엄 집-수 O]7~

데미외.

IDIC

(다이빙투데이)는 상호 엽부 협

약 제결서 MOU를 ;;'1] 결하았다

으로 구성된다 현재 취업만으로 구성된 교
육 과정은 기능시- 취업의 얀장선으로 강사

서울 산업

교육이 추가되어 2011년 3월 과정부더 이에

잠수 이까네미는 국가 공인 인증 전문 잔수

대한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 산업 짐수 이카

사를 양성히는 학원으로 시작하여 조만간 전

데 u] 와

문 직엽 학교로 발돋용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맞춤형 교재 키트를 구성하여 제공 및 공유

있고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최초로 정부 인

히는 것으로 합의히였디-

IDIC 는 품집

높은 교육 괴정을 위해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

증 학원 인가를 받은 곳으로 현재 국가 자격

지금끼지 서울 신엠 진수 아카데미는 모

시험인 짐수 기능사 시험과 잔수 신업 기사

교육 단체 프로그램을 시용히-었으니 .10년의

시힘에서 가장 높은 시힘 합격률을 자랑하고

정힘을 갖춘 강사 훈련관과 교육 과정 전담

더 잘 찌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숭이0:1. 3월

。 1 ，-J.

강시들 위해 이 주힌 코스디렉터가

이내에 모든 과정을 종결하고 서울 지액의

M-'

또한 서울 산업 짐수 이카데미에서는 국가

자적의 짐수 기능사와 진수 산업 시사 교육

스디펙더의 옷으보 길이 입는다.

였다

ID1C 코
본부

IDIC

IDIC 새로운 표스디펙더로 임냉된다.

에서는 이플의 인증 괴 정을 위해 2월 8일부

IDIC 공고
.2011 년 1 차 IDIC Family Day Event “ In to The Sea" (2011
년 개해축제효빠당)

IDIC

본부에서는 20끄년 4월 중 제주도에서

IDIC

패밀리데이

인투더씨(개해제)를 진행한다 2011년 모든 다이빙 활동을 시직하
는 중요한 행사로. 2011년 수중 및 바다에서의 무시 안녕을 기하
고 신묘년 다채로운

IDIC

활동의 시작을 알려는 행사로 많은

IDIC 가족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써l 대한 세부
은 IDIC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일정 및 내용

하근화「

。 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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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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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비

재

IDIC 일정에서

맨

흠페이지

용

연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비즈니스 세미나 일정은 IDIC 본부

프 있

다이벙 산업 발전과 우수힌 다이빙 리더 육성을 위해 201년부터

mmj

-강
다

신 관리 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본 세미나는 보다 성숙한

이
안

금번 세미나에서는 다이빙 산업 전망. 장비 판매 워크숍. 매장 혁

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프로 강사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할

진행히는 판매 기법과 다이빙을 접목시킨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및

방법에 대한 세미니로 일반 마켓 영업소* 대리점 . 백화점 등에서

은

세미나에서는 다이빙 현장에 일반기업의 마케팅 벙-법을 적용히는

7

}

사

천또에서 20끄년 제 1회 비즈니스 세미나를 진행힌다. 비즈니스

정

사 후보생. 강사， 다이빙 스토어 대표를 대상으로2011년 4월 8일

U

예

IDIC 프로를 만들기 위해 IDIC강

는따
뻐 4「J
얘[
에꽁
써
개
였 바。 납 사。있 빡
처。하 가 수 천 수 달

IDIC에서는 시장을 선도히는

프 팬 존
사 는 쿄 가
강 」q 프

ι

mU
m”

.2011 년 제 1 차 |미C 비즈니스 세미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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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스포츠려l저산업전 참여
2월 24일 '""27 일， 묘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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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cipated in KUSPO

신큐트레이너/강사
PSAIKOREA는 2011 넌 2월

월 27일까지 서울 COEX 전시장에서 개최된

신규 트레 이 너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 산언전에 참가하

한생호 1T-~ 65

(Nitrox

김동윤 1'1'-698

(Advanc ec! Ni(, rox rT)

조순천

2,1일부터 2

1까

였다 4 일간 개최된 이

맨 행사 에 서

PSAI KOREA는 각종 교육 지제 빛 교육 프

IT-914 (Nitl ox IT)
’

이 신학 lT-937 (Nitrox IT)

도그램을 전시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PSAIKOI~EA 부스에 망운해 주었다 이번
행사로 인해 PSA lKOlìEA 소속 회원들의

신규강사
조이 호

1-99/[ IQC-

겁학선

J-995 1QC - 성닥훈 lT8

오명석

김영섭 ]-996 IQC

성닥훈 lTE

정윤석

성낙훈 1'1'8

1-997 1QC -

만남의 장으로 휠용되었으띠 . 많은 관란객들

lT

PSAI 부스전경

이 PSAIKOREA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

SAPETY DNER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내 많

는계기가되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소개된

PSAI Tr뼈ix 례벨 l

lV

PUBLIC

은 사반플이 관섬과 호응을 보였다.

3 코스

2월 17일'""18일， 구룡포 / 3월 3일'""8일， 필리핀 세부
Trimix course

트라이믹스 다이 빙 모습

수중세상 리조트에서 실시한 트라이믹스 과정에 잠가한 강사들.

PSAI-KOREA는 3월 3 일부터 8일까지 6
일간 ERN ,TRJMIX 과정 에 대 한 다이 비 및
강사 교육을 펼리핀 세 부 에

위치한

하였다

브랜 딩교육중인 모습

2월 17 일 ~18일 ，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구룡포 ·펀 다이브 리조트.

모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PSAl KOREA 플래티 늄 퍼실리티 ·수종세

김동윤)에서 1차이론 교육 및 실습 과정을 진

참여힌-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이 부사히 교

상 ' (대 표 : 이중현)에 서 실시 하였다

행하여 3월 3일 ~8일까지 이루어진 이번 교

육을 u씨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이 끝난

육에

후모든 디이 벼 둔이

PSAJ Trimix 강시- 과정으로 이 중현 ， 김

ERN ‘ Trimix 페 l셉 3, Ni(, I'OX Gas

Trimix 100m 디-이밍에

동윤， 김용선 트레이너가 참가하였고， E l~N

Blcnde l

Advn nccd Gas Blending

도전하어 싱공적으로 디 이빙을 u l-쳤다 이번

및

Tcchnician 강사 과정과 디-이내 과정에 참

교육에는 수증세싱의 이중현 대 표와 스템플

석한모든사람이 평가에 합격 하였다.

이 많은도움을주었다.

Tri mix 레 벨 3 다이버 과정에 조칭용. 이

신학. 안은영 . 정연석 . 정희철 강사가 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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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공고
• PSAI-KOREA

2011 년 개해제

PSAI-KOREA는 2011년 3월 26일

장소 ; 경북 포항시 ·‘구룡포 펀 다이딛 리조트”

2011

개해제를 실시합니 다

이번 개해제는제주도서귀포시에 위치한 PSAI-KOREA 골드퍼
실리티 윈리조트(대표 이춘광)에서 진행됨니다. PSAI-KOREA는

' DNEWAY
PSAIKOREA 플래티늄퍼실리티인 mVE

WAY (대표

조순젠

에서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2011년 한 해 모든 다이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 할 수 있

일시 :2011년 5월 14일

시를기원합니다.

장소: 강원도 동해시

·‘ 행복한 해적”

. 스쿠바웨이

·퍼실리티소식

PSAIKOREA

숙)에서는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 BIDSCLUB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BIDS CLUB(대표:

이호우)

에서는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 털보 리조트”

PSAIKOREA 골드

• 울산 스쿠바 다이빙센터

퍼실리티인 수원 스쿠바 다이빙(대표. 김효

섭)에서는 2011년 개해제를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 스쿠바와 합동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울산 스쿠비- 다이빙 센터

(대표 최성진)에서는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일시 : 2011년 3월 5 일

으로합니다.

일시 : 2011년 5월 14일
장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띤 화당리 “고성 스쿠바’

장소’ 경북 포항시 ‘호성 잠수”

. 경기잠수풀

· 아산잠수

PS매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평택 경기잠수풀(대표; 김

PS빠잉H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아산 잠수(대표: 한딜현)에

서는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광섭)에서는 20끄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일시 : 2011년 4월 10일

일시 :2011년 4월 24일

장소: 경기잠수풀장

장소:경상북도울진

· 무어해저

• SUNDNE

PS따KOREA 골드 퍼실리티인 울진 무어해지 (대표 : 흥정일)

SUN DNE(대표: 정동순)

에서는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일시 : 2011 년 4월 30일
장소: 강원도 양양 ‘동호 다이브 리조트.，

. TOWSCUBA
PSAIKOH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TOWSCUBA(대표 : 이신
학)에서는 2011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09:30

. 수원스쿠바다이벙

장소 . 강원도 양양 "38마린 리조트，.

PSAIKOl표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일시 : 2011년 4월 16일 (토)
장소 경북울진군

일시 : 20끄년 4 월 23일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SCUBAWAY(대표: 김용

에서는 20ll년 개해제를 실시합니다. 일시 : 2011년 4월 3일
장소: 무어려조트

무어해저는 20끄년 다이버를 위한 보다 폭 넓은 다이브 사이트

제공을 위해 새로운 보트를 진수하였습니다.

9.5m x 2.8m

의 크

기에 115마력 2기떠5노트)를 장착한 보트를 이용해 근해는 물론

왕돌초 투어까지 기능하게 되었습니다.3월부터 무어를 찾는 다
이버 들은 보다 다oð한 다이 브 시-이트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 : 2011년 4월 30일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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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스트럭터탄생

홈페이지통함재개정

디'. DM. AI 과정 이수 후 이온 싣기 지도뱀
등 8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최고의 지

1월 8일"'3월 2일

본란의 기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외 관계가 없음

싱닌지역 상사앙싱강습회(ITC)륜 운영하였

또력이턴생하았다.

cw lns!ruc!or‘

과싱동안 상선영 JïL육위원장의 특강과 십

성신 5앙:디벡더의 상책운영 강의 등다%헨

Home page.
S8l Diving/YSCUBA KOREA 에서는
2011 년 1월 8일부터 3월 2 인끼지 경남교육

...

원 겁닥근. 정한우 트레이나 주관으로 칭원.

실무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딜하였다‘
신규강사. 배산네. 조철제， 김명규. 최 EH

준.이주형

응급의료지원단임햄
3월 5 일 ， 부산 1339
CPCRJAED Guideline.
임용신참가자들

부산 1339에서는 3월 5 인. 응급의료지원
YMCA에서는 YMCA스쿠마 프로그랜인

단 임원잔을 대상?펴 부신-대학교 l청원 응급

류와 시 1l’l 의 안전과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의

SEI Diving/Y SCUBA Korea. 언냉구죠요

센넥에서 CPCH/AED 2011 년 사이드리-인

노력블 다침히-는 자리가 되았다. ull 식주

원. 응금처치운동본부 사업을 보디-나은 수

변경판 특깅 및 지원단 인용장 수여식을 시

YMCA안선위원은 1339 홍보팀장으쿄시 새

싱수중안전분화에 이바지하고 시민뜰에게

행하였디-

로운 교수번의 상의플 통하여 임원신플에세

보다 많은 정보와 교육을 확대 보급히-기 위

서울YMCA 류지힌 신시플 비롯하여 김희

히어 포틸 사이트 형식의 홉페이지플 개정

봉‘ 매봉수. 오영식 강사사주요활동 임원진

하었디 .

으로 임용되어 1339와 YMCA의 원활한 교

새로운 깅의 전행에 대한 많은 정과쉰 제공

하였다.

SEI DIVING KOREA 공고
• 다이버 안전을 위한 2011 뉴가이드라

.YMCA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

인 BLS 과정 57， 58차 강습회 개최

지역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가정

。「Z고。J"Od'. 과

이나 길거리에서의 갑작스런 사고 또는 수

상 및 잠수활동중 발생할수 있는용급질

부잔. 경남

환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정지가 된 사람
의 생명을 구하고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이벼들을 대상으로 제 57 ， 58 차

-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초 및
동법시행규칙 제 6조 저1 2항의 규정

- 일정 : 57차 2011년 3월 16일， 4 월 20일

-24 6-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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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7.03
09. 17-10. 16
03. 20-07. 03
06. 20-06. 28
09.04-12.04
12. 20-12. 30

광양청소년문화센터
광주염주체육관

061)794-2230

부산YMCA
창원실내수영장

051)440-3332

서울YMCA

02)735-4612

수원

07.

안산

07. 02-07. 31
09. 03-09. 25

용인

05.
06.

인천

04. 02~04 . 30
06.04-06. 26
07. 21-07. 31
10. 01-10. 30
12. 03-12. 31

n.l ï ""7끼、

- 후원: 1339 응곱의료정보센티

연락처

04. 30-05. 29
06.07-06.24
10. 15-11. 13

- 내용: 2011 뉴가이드라인 BLS. 기본인
경 -rx걷i

장소

서울

BLS(Basic L뻐 Support: 기본 인명구조
술) 상설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자

02~08.

29~06.
26~07.

20

26
03

서수원주민편익시설
표오롱스포츠센터

안산YMCA
안산올림픽수영장

031)293-6003
017)375-4287

용인YMCA

03 1)896-2791

YMCA교육원
인천시립수영장
계산국민제육센터

032)431-8161

위한 데이터를 딴들

NEWS

어 전시회 참여 업체

의 매출및새로운비

본란의기사는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iÞå i)1

즈니스 창출에 ull 우

Ol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좋은 결괴 및 추기적
인 매출 기대를 얻을

수 있었고‘ PADI 이

Paticipated in KUSPO.

시이 퍼시픽에서는
고객들의 운의에 대

PADI 이시이 퍼시픽에서는 2011 KUSPO
Show 젠시 부스를 PADl 디이빙 센터 및 리

한 효과적 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미케팅 지원을 약속 하였다

조트와협력히여 공동운영 하였다. 이번 전시
회 참가의 최대 목적은 2011년

PADJ 멤버의

다이빙 비 즈니스창출과홍보의극내화였디 ，

공동전시에 참가한 때디 멈버들

전시회 기간 중 공동의 목표와 각 센터의
목표를정획히 설정하여 . 모두웃으며 열심히

묘운 장비에 대한 정보 획득은 불론 장 u] 엽
제 스랩들과의 서토 명함을 교환하며 인사를
니-놓수있는시간을가졌디

침여히는 전시회가 되었으며. 커다란 상품은

2011 KUSPO Show 기간 중 대니 드와이

지난해에 이어 국내 다이빙 교육단체 기-운

이-니었지만. 전시회 기간 중 묘스 판n싸수

어 {O anny DwyGr PADl 이-시이 퍼시픽 미

데 최대 규모로 전시관을 확보. 실용적이며

센터 그리고 우수 개인 스랩 상을 미련 모두

케팅 & 비 즈니스 개발부. 디렉더)‘ 미야시타

효과적인 바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총

10711

정확하고 현실적인 옥표를 갖고 본인들의 비

티카유키 (Miyas비 ta l'akayuki PADJ 월드

P때I 디-이브 센터 / 리조트 업체들과 공동

즈니스 증대에 전력 투구 할 수 있었고 재미

와이드. 동북이 고문)‘ 영희 하니스 (한국 멤

으로 전시표딸운영 하며 신규 고객 다이벼

있고보람된전시회운영을할수있었다

벼 얀락핀) 그리고 김부경 (힌국 지역 매니

획득 및 엔속 교육 그러고 강사 레벨 코스 흉

전시회 둘째 날은 침가 센퍼 / 리조트 스랩

저)이 원휠한 공동 전시관 운영과 l셈내뜰의

보를 동히여 힘껴] 352 묘스 신정 등록을 맏

들과 PADl 직원들이 함께 전시회에 참가한

비 즈니스 향상을 위한 컨설텅 그리고 디%핸f

았으l 다 .P따)1 코스에 관한문의에 대응히-기

모든 정비 업체룹 딘냉히는 기회를 미련‘ 새

세 u j 니플힘께 진행 히였다-

•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효뼈 업체

PA미 센터 및 리조트 이름

대표

우|치

고나이빙

빅성수

용인시수지구죽전동

2
3

디이머스에듀

시종열

강동l 성내동

7

스쿠바시스템

초|진수

서초구망배동

마린띠스터

^dλ。}-O「

송피구잠실본동

8

아쿠아마린

한민주

동작구대빙동

벼lÁE 다이브 통영 리조트

김현잔

경상남도통영

정회승

송피구잠실본동

블루디이버스

。ul 피
。 λ니l

성기도고양시

9
10

엔비 다이버스

5

피이란비디

송규진

강남구신시동

다{)l빙 비즈니스 솔루전 세미나

PADI 샌터
6

및 리조트 이름

서울다이브아카데미

대표

위치

주호민

강흥;L 싱내동

진행히-였다

세계적 다이빙 산

업 및한국 지역 현

2월 26 일， 코엑스 세미나룸

황 (마켓 트렌드와

Seminar.

통제)

-2011 PADI 이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Show 기간 중. 2011 P때l 다이빙 비즈니스
솔루션

세 미 나를

COEX

2월

26 일

오후

캠페인

2011 PADI

프로

통합배상책임 보헌 소개 윌리스코리아

(Will is Korea)에서 직접 진행하여. 다이빙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대표와 매니 저

-디-이빙 비즈니스 향상을 위한 띠케팅

비즈니스에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및 또한

를 초대하여 대니 드와이어 (Danny Dwyel

지원

이를 마케팅의 일환으로 휠용 보디- 니-은 고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 비즈니스 개

특히 이번 세미니 중 이시아 퍼시픽 멤벼

객 서비스를 제공을 강조 함으로서 고객 서

발. 디렉더) . 김윤기 (Wi 비s Korea) 그러고

들을 위한 PADl 프로 통합 배상 책임 보힘

김부성 (힌국 지역 담당관)이 함께 세미나를

에 관한 자세한 소개를 윌리스 코테아

1 1: 00-16:00

세미나 룹에서 국내

아 퍼시픽 마케팅

비스를증대 할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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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 영희 하니스 (힌국 멘내 연릭괜씨와 김부

멤버포럼

경 (힌국 지역 매니지)씨가 약 2 시간에 걸쳐

2월 27일， 코엑스 세미나룸
Mcmber forull1

공동으로 포런을 진행하였으며 포럼에 참석
한 175 명의 엠버들께 P매)1 멤벼들의 다이빙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2011년 P때l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지원 냉싼들과 새롭게 업데이

PADI 이-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Show

기간 중， 2011

27일 오후 1시부퍼

PADI

멤바 포럼을 2월

COEX 3층 세 0] 나 룸에

수원여대선펙협력체결

트된

PADI 트레이닝 기준， 위험관리 ， 프로

멈버포럼에 많은 멈버가 잠가하였다

젝트어웨어 및새롭게출시 될제푼빚프로
그램에 관하여 소개 하았다.

여대는 취업 후 현정싣무촬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을 위해 처|계적인 인턴
십제도와 산업체연계교육이 중요하디고 판

M.O.U

단하고 국내 · 외 해양싣王츠 업체들과 상호
빌전적인 협력처1 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여대는 2012년 개설될 해잉페지스포

츠학과 홍보를 위해

또한 산학협력업체외- 주기적인 세미니 활동

'"2011 서울국제 러|저스

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스쿠바 다이빙

포츠 전시전.. 에 참가 히였으며 전시회 기간

산업 발전에 관한 산학합동연구를 진행할 것

마지막 날인 2월 26일

이다

PADI

이 시아 피시픽

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또한 수원야대는
국내 최초 P때1 Co llege

& UniversiLy 펴

지금끼지 수원여대와 산학협력을 맺은 엄
체는

PADI 이시아 퍼시픽윤 포함해서 해외

실리티르 등록하여 디%댄l PADI 교육프로

13엽체‘ 국내 22엽체이디-‘ 앞으로도 호주. 말

그램을 본교학생들은 물론 수원지역 주민뜰

레이시이-‘ 인도네시아- 태국. 흉해 ‘ 몰디브 등

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 프로
그램 공급에 있어서 P때1 아시아 퍼시픽의

수원여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였다.
스쿠바디이빙 활동이 왕성한 지역의 엄제와

연 1.]] 하여 산학협력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디.

P띠10μ|아퍼시픽， 마레아 크매|트， 오세캉， 수중세상， 답블루리조트， 디퍼

해오| 산학협력업체

| 다이브， 표빠일랜드리조트， 킹덤 리조트， 건우다이브리조트， 슈퍼피쉬 다이브，

지원을받기로했다.

MB 오션블루， 준다이브 리조트， D.P.l.Saipan

수원여대는 2012학년도부터 해양레저스

(주)지오레저개발-고다이빙， 잠실 스쿠바 다이빙 풀， 마린 마스터， 엔비 다이버

포츠학괴를 개설하여 2 년간 해양스포추전문
교괴괴정을 통하]p매)1 강사 생휠7-]]~하지도

스， 노마 다이브， 따아란 바다， 아쿠아 마린， 블루 다이버스， 해원 리조트， 38

국내 산학협력업체

| 마린 리조트， 킹 스톤 리조트， 고인돌 리조트， 굿 다이버， 그랑블루 리조트， 베
스트 스쿠바 리조트(통영， 거문도 다이브 리조트， 마린 하우스， 윈 리조트， 추

자. 청소년지도자‘ 요트 및 선박 조종 및 관

암다이브리조트， 삼척해앙관광레저스포츠센터， 문암리조트， Y 깅N스튜디오

리면허 등을 취득하여 졸업하게 된다. 수원

PADI 강사 시힘 2이0년 2월
æ

관으로는 영희 하니

스씨가평가를담당
하였다

PADI 이시이 퍼
시픽에서는 힌국 디아시이- 피시픽에서는 2011년 첫 번

이빙 업계의 발전과

째 PADI강사 시험을 제주 성산에 위치한

안전 다이버 교육에

피닉스 아일랜드에서 2월 19~21 일에 걸쳐

큰 역할을 담당 할

성공적으로 진행 하았다.

새로운

PADI

PADl 강사들에게 많은 축하의 박수

PADI 코스 디렉터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자

이번 강시 시헌에는 양현모， 김정섭， 김규

보내 l까 다시 한맨 P매) 1 강시 개발 프로그

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협조와도웅을준

호. 최재영. 최재학 김희정 . 이성진. 조성균

램을 통히-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시-

피닝스 이-일랜드의 정혜영 . 김선일 턴장， 그

김성수 총 9 냉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히여

후보생들을 배출한 윤지}준. 박성수 김철현.

리고 제주 성산 씨-리이프 스랩 일동에게 감

성공적으로프로그램을마쳤으며， 강사시험

겁진관. 김현찬. 김정1]]. 이호빈 . 서종열

사의 밀을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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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푸른바다이전

NAUI 최고참 코스디렉터 /

강사교육 과정을 원리 원칙에 임각하여

서 조건이 유리하기 때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로 전국에 소문

문에 이전하였다고 한

이 자자한 유지섭 묘스디렉터기- 운영하는

다. 거의 매주 다이빙

푸른바다 디 이 빙숍이 주차기- 편히고 접근

을 깅원도 방띤으로 가

성이 유리한 장소로 이전히-였다

는데 에도 교통의 소통

새롭게 이전 한 곳은 골프연습장이 있는

과 회원들의 주차 문제

커다란 건물의 일층에 있으띠 20여대의 차

를 쉽게 해결 할 수 있

량을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주

어서 앞으로 회원들이

변 공간이 넉넉하며 찾아가기도 쉽다 숍

매우편하게투어에동

의 바로 앞이 시원하게 트여있어서 전망도

참할수있을것같다

좋은데 유지섭 대표의 꼼꼼함으로 내부를

새로운주소는 남양

꾸며서 한 눈에도 깔끔히고 잘 정돈되어

주시 가운동 558-1 이

있다는느낌을받게한디

며 전화번호는 예전과

연중 강시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동일하다，

유지섭 대표는 시내의 답하고 번잡한 곳보

보수적 강사교육의 잔설

새로 이전한 푸른
바다 다이빙숍 전
경 l 전면과 우측에

넓은 주차장이 있
으며

내부는 강사

교육을 위해 깔끔
하게꾸였다.

다 조용히고 이늑한 곳이 교육적인 치원에

스마트 다이버

아쿠O캡러리소식

50% 할인 혜택

강원도 양%딴 남애리에 새로운 개념의 다
이빙 리조트로 오픈했던 임창근 대표의 아쿠

아 갤러리 마린 리조트가 본지에서 펼치고
있는 스따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히는 다이버
들에게 향후 1 년간 다이빙 요금을 50% 할인
해주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오래 전 영진 이쿠아존 리조트를 운영했던

임창근 대표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새롭
게 리조트를 오픈하고 보니 과거 보다 다이

벼들의 디이빙 목적과 즐기는 방식이 너무
채칩과 사냥에 치우쳐 있음을 느꼈다면서

0]

래적인 다이빙 문화 발전을 위해 스마트 다
이벼 운동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고 밀했

다 결국 스미트 다이벼 운동의 성공이 리조
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람직한 길이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편의접과 커피 전문점까지 동시에 갖추고
할레이 데이비슨 숍 ‘스터l 판 할리‘’ 를 곁들여

디이벼는 물론 할리 라이더 를 위한 공간으로

도이용되는리조트이다
차량을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디이비가휴식할수 있는 2층 테리스

있마
새롭게 진수한 다이빙 전용선은 다이바의

입. 출수를 편하게 해주는 수중 자동 리프트
를 설치하여 힘이 없는 여성다이버와 수중사
진가에게 편안함을 안겨주고 있다
스미트 디이벼 운동에 동침한디이버는본

새로이 진수한 다이빙 전용선.

지에 멍단이 실려 있으므로 따로 서류를 준

홉페이지 :

비힐 필요없이 자격증 만 지참하고 가면 확

Tel: (033)672-5666. H.P: 010-3372-1401

www.aquagallery.co.kr

인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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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고 번화가 중앙동 매장 오픈

부산이지다이빙소식

중앙동에 오픈한 매장 전경， 시내에 있어서 회원들이 칩게 방문 할 수 있다

부산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

다이빙 전문 매장으로 꾸민 2층 내부

기 때문이라고 힌다.

히고 있는 스쿠바 디이빙 전문숍 이지디이빙

이로서 태종대의 해양실습장과 해%꽤학

이 지난 1월 22일 부신에서 가장 변화가이지

교내 스포츠센터 디이빙풀 입점 등으로 스쿠

요지로 꼽히는 중잉동에도 매장을 오픈했디

비- 다이빙 교육과 투어 플 진행해온 이지디아

그간 패종대와 대신동 등에서 리조트외 다
이빙 숍을 운영해오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

빙은 한걸음 더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민들
었디-고 힌다 .

해 부산 중심지인 증앙동어11층과 2층을 임

예전에 커피 전문점이었던 곳을 다이빙

대하여 다이빙 전문 때장으로 새로이 꾸민

전문점으로 변신시켰기 때분에 내부 인테리

것이다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매우 비싼 중

어가 매우 깔끔하고 포근힌 인상을 주고 있

심 동네에 다이빙 숍을 오픈히는 경우는 드

는데 1층은 수영복과 래쉬가드 등 일반인들

문 일인데 이미 부신에서 많은 양질의 회원

도 접근하기 쉬운 품복을 진열하였으며 2층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2기. !19-43 번지

을 확보하고 있는 이지다이빙 입장에서는 회

에는 전문 다이빙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전화:

원들이 쉽게 모이고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숍이 있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했

위치는 부산지하칠 l호선 중잉동 역 5 변

출구에서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이며

50m

결스포츠 즈킨장비 오리엔테이션

~ ~ 감f::캡f’”‘!띠

&"- (!).

~

~@)~덤잉앵

SDM 수중사진

장소 올림필파크댈

이 금년부터

2

걸스포츠 미케팅 판배기술 소개

킨장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3. 2011 년신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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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지가 개최하던 호별 수중사진 공모전

하고 있는 걸스포츠에서 20끄년 걸스포츠 스

-250-Scuba Diver

흠페이지 www.ezdiving.co.kr

일시 : 2011년 4 월 15 일 오후 5시 30분

걸스포츠 스킨정 미 특징 소개

하며 오리엔데이션 후 힌정식으로 저녁식사

051-405-3737

콘테스트 안내

1.

들은 힌-정된 좌석인 관계로 미리 예약해이:

층과 2층을 함께 시용하고 있디.

를 제공한다.

일본 걸스포츠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

관심있는 디이빙 강사나 디이빙 숍 운영지

회원을 위한 장비 사물함도 있다‘

문의 및 예약:

011-277-8855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SDM은

SCUBA 미 VER MAGAZINE

의 약자입니다

금년 3/4월호를 시작으로 11/12월호까
지 5호| 진행되며 1/2월호는 한국수중
사진공모전으로 대치됩니다.

훨 scuba 삐Iv~r
강사무료구독 안내
본지는 스쿠바 다이벙 강사틀이 본지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 다이버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게 스쿠바 디어빙을 강습하고， 장til 구입을 권장하며 ， 투어를 다닐 수 있도록 본지를
무료로 구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지 홈페이지 강사 무료 구독란을 통해 신청하시면 1

년간 무료 정기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판 택배비 20，뼈원은 강사 본인이 부담해야 합너

다.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주시고， 택배비 때，聊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온라인 : 076-21-0408-266 예금주: 김인영
• 우리은행 온라인 : 309-034953-12-101 예금주: 김인영
• 농협 온라인: 100016-52-001좌3 예금주: 김인영

정기구독 안내
본지는 연 6회 격월간 (1/2， 3/4， 5/6，

7/8 , 9/10, 11/12) 으로 발행됩니다. 전화나 팩스 및 이

메일을 이용해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독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국민은행， 우리
은행 ， 농협으로 입금하신 E띔에 출판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금이 확언되는 즉시 책
을 발송해 드립니다. 배본 비용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전화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1년 정기구독료:

60, 000

2년 정기구독료: 108，애O

E-ma i1: diver@scubadiver.co.kr
Web site: www.scubadiver.co.kr
풍등출판사: Te 1. 568-2402

격월간 scubadlv~r
문공부등록: 1987년 11 월 27일

등록번호: 마1317

빌뱅겸 편집인 : 김 인영

인쇄인: 송재호(조일문호싸)

발행처: 풍등출판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1 대종빌딩 2 05호(우:135-841)

TeI: 568-2402 / Fax: 558-1207

Contents of SDM’ 5 all pas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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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 모일보일 다이빙 모인트 소개

7

국내디이잉 • 외돌개 대헝 잉빈 포인트룹

채 출시 · 롯데크리스틸 여름 빅 투어 ’

숍을 오픈히는 등 다이빙계의 프로페|셔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먼 필수적으로 알O 빠 할 내용틀 l

8

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M'l'I.1ijiim=;~에서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 l

9

조트 · 돌민스쿠바리조트

며 여기서는 지연 관계상 최근 몇년간의 과월호 목치만 게재합니다. 본지 과월호는 통신판매되고 있 l

10

제 129 호(2009년 1/2월호)
1 사설 • 경제위기에 디소 도움이 도는

수중쉴영원정기 ‘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시
일이러

수중사진 • x1118회 효F국수중시진공모진 입

진기의샌낄
해잉성물 • 크리스미스 트리 얼레 • 효택어
류세일화흥도김 (제11회l ' 세계 해수어 원색

싱직 일요 • 포토에셰이 렬로인의 O씹 • 횡

도김(왼싱펀 15회)

언

4

윤태의 미린에세이 흥은 시죠윌 얻으려언
해잉생물 • 물고기 옐긴색의 비밀 • 세계 해

5

수어 원색도김 (왼싱면 1생n 효택어류세일

화층도김 (저110회)

4 국내디이잉 • 울진 숙영정 닌미선 디이잉 •

테크니걸디이빙 • 여성디이버들의

100m

도전 • 여성 테크니걸 디이잉 트해이너 깅징
숙 • 테크니걸 디이농때|서 CO 의 영횡 김
압영괴 등잉역획신 . DIR은 디이빙계의 새

2009

경험 • 김혀1진 깅시의 전국 리조트 깨가-제
주디이브리조트 떤 • 징혁샘 깅시 과집 칩

흰영모임， 씨월드 리조트 IOC ' 고디이빙
깅사교육 및 시힘 지I? ;;1계 세미니， 문학

기기 · 비싱싱승의요렁

인과 친선교류 . 0년l 마스터 강시교육 • 엔

독자코너 • 두번째 제주 디이잉 로이의 죄

비 디이버스 강사교육 ' KUE 텅A 대 충엄
식. GUE DPV 1괴정 ' CMAS 깅사교육과

14

흥우를 호주 잉링기

기업 터비터의 투시 대민 공징 투어 • 뉴서

9

디이빙 비흔니스

’

미니

10 깅사코너 • 김혜진 강사의 전국 리조트 깨

훌지욱연호시 킬렁 • 어존계 어징 디이버의

' PAD

4 . 수중사진딘싱 • 해

잉설습융디녀외서

7 ζH경전빅사 킬럼 ' O&A 집수의혁

정

저 신세웅입고， 흩메이지리뉴얼 · 미레스

도교사 연수 ' DEPC; 수중시진 때|앙 여
행 해띠리 모니터링 브루슈어 제직 배포

PADI CDTC 침가71 . 인전히게 띤 칙용하

비다이빙 트레이닝 길집이충급지 레엘코

독지코너 • DEPC 2 때8년 미지믹 바디 모

.!:::.t:I )t에
'::-0 。

스 • 디이빙 시고외 질소미취의 경험 • 김혜

진 깅시의 전국 리조트 깨기 해원디이브리

타N/트라이믹스 교육 재호흉기 트레이너

조트민 • 보조호흥기의 사용
독자E너 • 로이의 죄홈우돌 호주 빙링기

12 독자코너 • 우주의 꿀을 비디에서 이루디 •

이잉

12.

수중새싱 리브어보드 디이빙 후기 • ε빼우

디이버외 힘께힌 세부디이잉투어 • 인생

징비소개 • 캐논 G10 전용 하우징 • 띠티마
직티히우징사용후기

13

7뻐배운스쿠바디이빙
업 ;1납개 • 일신디이잉울

13. :g앵전익시 길링 . O&A 짐수의학
14 흥지욱연호시 킬럼 • 디이빙 깅시 등의 위

워기 • 서귀포 새섭에 수종생태 공원 건설
16. Dlvlrç SocIElIy News ' 제18회 효택수종
사ξ딩모전 시싱식 . (주}우징시/오션셀린져

15 시고보고 • 음주외 징비사용 미숙 디이빙
사고
깅시코너 . g빼우 디이버의 테크니형 디이

빙 강시 도진 • 응급구닌 디이잉 시대가 열
린다 • 공기훌 이m서 디이빙 시긴을 늘리

2

SOD;

글고때 출시 . p뼈l‘ 깅시 시험， 영버 인

[101빙 위험 관리 및 ∞AT 포럼 . NB 디
이버스 깅사개일과정 우수 깅시 개일센터

동 • 써모앨브 리치드 히더 사장 대용슈트

전. 짐비리떼어

싱 수싱 • 고디 01 밍 강시교육 및 시엉，

잉문 • 제노니 신소 무호홈 문이 세계 기록
. (주)띠티0 엔지니어링 대AS 세계 수중
월영대회 한국선수 지원 • BSAC 뉴스

S이n띠IÆRDI 뉴스 울메01스 마스크 스

α3AT 텍 디이버 및 깅시교욱

메설티 교육 징혁생 강시 엉테이트 미당

교육 추암비치 수중정회 • 미린미스터 깅

띠 감암설치 과정 감잉영 현징 잉기 슬레
이트 출시 어드밴스도 칩몰선 매뉴얼 구

2009

세미나

신상용 •

EAN

본부 이

잔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원크을 • 띠NTD

구조원 잉싱 수상수종인전모스터 보급 해

극 디이잉 테스트. 네모어 어 일드 테스특

빙

뉴스 어드밴스드

잉소녀소년딘 해군잉문 심윈훌스포 디이

미레스 장비 초경링으로 우승 • 우정시/오
선앨런저얻찬 마련보이 개몽. 송년워크슐 ‘
띠M띠 뉴스 승년의 암， ξ띤l히우징 세미
니 울진 칩몰신 텀시.OPV 세미 q . NAUI
뉴스 업데이트 세미나 및 승년모잎 응급
처치 교육 최왼중 CD 강사 업테이트 롯
데 크리스틸 사이민 투어 ' SOO 뉴스 송
년의 빔 DI씨 응급처치 및 g이R 교육 •

쇼 칭기， 홍머이지 개펀 깅굉휘 회징 끼떼

해재 비디오 면집 세미나. 각종 매뉴얼 겉

빙울 오은 . ~연} 더 씨 위딘 즐핀기업회.

개설

g지 과11 트레이너 워크올‘ 시스루나 입

갑각류 셰헝학슴 길잡이 술핀， 힌영대 디이

%μ 뉴스‘ 2009 신년회， 트라이믹스 교
육 나이트룩스 떼스티얼 , 집수영회 승년회

테크니킬 디이잉 세미니 KωPO

' NAUI 뉴스 효택 NAUI KUSPO 상

' BSAC 뉴스

EANx

깅시 업데이특 개

가 나이트록스 스메설티 깅시 세미니 띠

고

티미 비디오 히우짐 세미니

비퀴가잉 출시 . SDD뉴스 개해지t 깅시 트

' SOD

뉴스，

. NAUI

뉴스 개해제 배나영 잉7 빙과

인스트럭트 트레이너 워크용， πC. 시일련

레이너 워크용， 짐규

리브어보드 디이잉 • 연이 뉴스 π 세미니1

KUSPO 장기‘ 트리이믹스 교육 트레이너

미니 개최 DPV 과정 텍" 텍2 과정 ,
%씨 뉴스 개해제 1 육안검사 & 신소서비

워크용

스 교육， 일신잠수울， 비즈클럽， 액미리디

. SSI

뉴스 내셔딜 딜러 킨떠런스

ITC ' GUE 뉴스 세

밍클럽 40주년 기념행사 일대식

제

수중시진 • 띠티미배 뻗수종사젠쯤동영
상 호열공모전 •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기

133 호(2009년

오다시

해잉생물 , 해띠리 흩어보기 • 한국어류세밀
호}층도김 (제 15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3

(왼성떤 19회)
4 국내 리조트 소개 지|주다이브외 중뢰 • 을

릉도 현포의 딩블루 디이브 리조트
디이빙 이티스트 , 비디외 신의 회기 조경헌
6 테크니컬 디이잉 • 엄냄 팀시 다이잉 . TDI

5

강시

조김시 7 에드 울시

트라이믹스 101 축제

7

다이잉 죽지 1 . 지￡회

SDD

지뚜스쿠버다이빙

축제 • 울ξ문괴 힘께 01는 PA디 다이빔 축

8

제
국내디이빔 • 십섭 에덴의 동쪽 포인트훌

9

해외디<l l 잉 • 일리민 사잉비치의 미린 스쿠

기디

바 끼메 ' DEPC 빌리 수중사진 여행 • 마레
스므로용밀리우투어기

10
11

9/10월호)

11 /12월호)

인힘

마쉬관리 메스티

벌 환경의닐 수종정회， 애틀린티 IOC‘ 힌

린져 티비터 초성 디이빙 떼스티얼 칩핀，

홍머이지 리뉴얼

134 호(2009년

비디의닐 수중징회， 수증시진스메설

티 및 깅시과정 D재 신소지녕자 밍 강시
교육 πC 개최 . ps씨

제웅 레롤레이터 . (주)인터오션 서울지사이

ssu

리조트 깅영전 빅시 집수

징‘ 김입설;'1-트리이믹스 괴성 • BSAC;
πc‘ 최영석 깅시기초과성 서민욱 트레이
너 워크용 • 한국 NAUI 기거도 앵투어

정 πC 개최 띠m띠 뉴스 01이스 디이

키몬42 묵

. 38 미린

의학세미나

• 투비터히 리브어보드 디이빙 여행 • 냉틀
글렁 깅성대 교수넘 회겁기넘 투어 . 2009

D"e 지 인터넷딴 보급 이이스디이빙 트
레이너 워크g 어드밴스드 믹스드 가스 피

17. D"'rç SoclElly News . 미레스

매뉴얼

1 사실 괴혁지외 화기의 만넘 SACO를 제

시교육 ' GUE 각종 코스 개최 . CMAS 강
사교육 김억수 세계윌영대회 종힘n위 . y
스쿠바， 수S엔영구조원 크로스오브， 인영

는잉업

이벤트 프로 강시 업테이트 어드밴스드

제

13. DMrç SocIElIy News • (주}마레스 코리이
신제뭉 키온 42 레굴레이터 띠티미
POCH-5000 히우징 (주)우징시/오선첼

다이빙 페스티벌 칩관예징‘ 가격 연

이언스 커미티 핑동 게획 어린이 스쿠비

재호홉기 트라이믹스 과정， 앙획썽 3기 괴

"띔로그 출시， 신

2009

어류도김 서집배포 • 강동주 한국문

업데이트 ' SDIfT미， 지역열 깅시 세미니，

투어 킹덤리조트

15 기티 • 싱게에 썰려 발을 설딘했를 뻔 했던

DEPC

화관굉 서비스 대싱 수싱 . 1미c; 디이빙 시

3

블루드링 개해제 흥기 • 인스클염 의료몽시

14~삐소개 • 마크엘리엇 인터뷰

엉관리

웅

11 깅시코너 • 깨끗힌 공기를 마실 권리 • 스쿠

디이빔으로혼닌이이기

직무연수‘ Y짐수클렁 동해 나들이， 야영지

%주넌， 키몬 욕토미스 출고 • 띠티미신제

2α)9 비즈니스 세

의견 • 조태호의 취중 ξ딩 이건 이니&에}요|

하늘에서 본 비디‘ 바디에서 몬 하늘
업지엔!내 • 테크니걸 다이잉 징비 전문접 스

Y스쿠비

S티 흔택온부로 새출발 매뉴얼 출시 교원

0 행시 . 2009 한국 NAUI 개해지 외 옥초디

흔니고 배우는 디이빙 )0 1식 • 무모한 보트

수중과혁회 히계 세미나

15 징비 소개 • 띠티미 스미트 11
16. DIVI때 Sooely News 루징사/오선젤린

임의출입문제

연회에의

징비 특집 . 2αJ9-v2010 드러이슈트 시징
흥지욱연호시 킬럼 • 스쿠바디이버의 수신

동식을 포획， 채취 허용 여부

1 시설 • 지구온닌회 그 즐거운 공싱
2 수중사진 • 띠티미배 효택수종사진/수충동영
싱 호얼공모전 • 횡윤태의 0년때|서 이 - 미

sea

12.

잠수의희 . ~영천빅시 킬럼

/O&A

짐수

의학 • D，얘 킬럼 / 무시해서 인되는 다이

밍 후 종싱들 · 수종 및 고압의학의 시직

깅시괴접 스쿠

이잉블칩 개빼I . PADI 뉴스， 므로섹트 어

크로 예진 . ~헨엑시 수중시진집

터 강시 과정， 트라이믹스 파싱， 리더입 매

웨어 깅시시힘， 엠버포럼 대구， 밀리띤 •

Wilhln 일긴

13 디이빙 교실 • 수중시이외 그것에 대해 일

뉴얼 출시 터크니걸 디이잉 축세

KUSPO
PADI 코스디렉터 코스
PAD 이시이 미시믹 KUSPO 쇼 칩기 • 고
다이빙 뉴스; IOC 및 깅사시힘 EFR 신소

고디이빙뉴소 1∞ 및 깅시시힐 해영대 침
수종정회휠동 용인대 스쿠비 동이리 교륙

국내 리조트 소개 • 빙2 다01버스외 문싱 디
이잉 긋디이버리조트외 기린여， 기치비위

14 강사코너 • 김혜진 깅시의 진국 리조트 깨

• 징싱우 CD 깅시교육 . CMAS 뉴스 징
비전운기 깅시 구조징수 강시 나이트혹스

대1 잉 • 미린하우스외 법십 때|빙 • 스쿠비

이믹스 깅잉질치 과성‘ SOI 깅시과징‘ 일
리민 트레이너 진럭회의 • BSAC 뉴스 깅

므로바이더 깅사 교육 α3AT 텍딩 디이버

강시 친목 디이잉 오세훈시징괴 한강수중
성화 강시 교육과정 • 한국잠수험회 뉴스

4 해잉잉울 • 한국어류세일회흥도깅 (X1114회)

시 모임1 콤비인드 텍 괴딩 . p뼈l 깅시 시

코리이뉴ι 깅시의 빔 앵시 깅사 업데이
트 세미니. 깅시교육 개최‘ 트레이너 원크
융 • KUDA 뉴스 대의원 승힐 gξ댄 리

SSI 뉴스‘

' SOπDVERDI 뉴스

n 킬리지 수료식， 블루미린 짐

실 깅시 세미니， 블루미린 전인접

’

진략 회의 비디오쉴영 및 민집교육 트라

및 강시 코스

험 ' Y.스쿠비 뉴스， 승년의 빔， 인영구조원

및 강시 교육 • 인터오션 신제웅 소개 1

KUE

뉴스

GUE

SOI

침기 ' PA미 뉴스

ITC

SOIfTα/ER대 뉴스. 승년의 암 트레이너

KUSPO 쇼 칩기 - 대AS

조트 개알 사업 자문 지도지 앙싱 교육
깅사업데이트 세미니 Y스쿠바 뉴스

민드멘덜 괴엠 승년회 및

세미니 • 긋 다이버 리조트 이전 ' DEPC
송년회 • 힌국수중사진인의 잉 • 밀리민 포
틸 온일 개면 오은 • 국71;q격 징수생기
트 크리스마스 회원 초정 밀리민 원정 강

카데미 01이스 디이잉 깅시 코스 • 지뚜 스
38 마린 리조트 나이

잉 지도지 과성 . Y스쿠바 뉴스 디이잉교

시이트 일굴 캡메인 ' T미 지뚜 터크니킬

육 기송위원회 개죄 비디오히우징세미나

과정 침기기

시 교육1 크로스오버 교육 좌동진‘ 빅영웅
부부 기획 초대전 개최 ' CMAS 코리01 뉴

쿠비 아카데미 이전

트록스 엠브러 인 특허출원 • 굿 다이버 소

제

스; εf비전문가 깅시 괴엽‘ 허인기 진목 디

식 ‘ F32 그릉 직융집 Manne Od yssey
출민 ' DEPC 어류도김 출핀 기녕회

2 수중시진 • 띠티마배

이빙， 나이트록스 강사 과징 깅시교육 괴
정 구조징수 깅시교육 과정

130 호(2009년 3/4월호)

1 사설 • 디이빙애서 디원의 의미

1 사실 • 동해인 액상이리 출몰 소식괴 백싱이

리올바로이해하기
특집 • 효택수중스포츠전시회외

2009

2 해외디이빙 • 님극 스쿠바 다이잉 ' SDD 멍

엉셰

일신짐비소개

3 수중사진 • 힌국수중사진 호열공모진 • 나의

-252-Scuba Diver 2011 년 3/4월호

3

버들의 태국 시일린 리브어보드 투어 • 모일
보일 디에빙 포인트 소개 • 밀리민 투비터히
투어기 • 죄중우돌 일리우 여앵기
국내디이빙 • 깅원도 지역 디이빙 인내 • 비

132 호(2009년

7/8월호)

1 사설 • 테크니컬 디이빙의 가치외 미래

저 1131 호(2009년 5/6월호)

3.

리이프리조트와 싱신포 디에밍

징기 이사회， 힌깅수중정화휠동‘ 구조디이

준언 트레이너 깅시쿄륙 • 씨맥스 공장 이
진 IDIC 국내 도입 • 서귀포 암비디에서
장힌대형기오리

띠티마 히우징 세미니 • 효택해잉대학교 해
군에 수종기술희괴 개설 • 서울 디이브 이

3

The

’ 세계 &싸어 원색도감 (왼싱연 18회)
5 테크니킬 디이빙 • KUE 팅시대의 대심도

슬레이당녕 인영구조원 지BI， 해잉소
녀소년딘 입딘식， 굉주 Y 디이밍울 개징 •
제주 디이브 리조트 씨월드 맨션 요야 • 징

KUSPO 쇼 칩기 PSI 실린더 감사핀 과성‘

시 및 집수 가능시 시험일정 . 38이린 리조

2

해잉썽물 • 일 못하는 수중동물 의미진딜 어
잉게 하니? •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왼싱민

기 닝애리 한스쿠비민 • 스쿠버다이빙 트
레이닝 길집이 • 작은 미국 잉 여앵기

적응

제

디이밍 스떼설 EI ' P.뼈1‘ 깅시시힘 EFR

딩신

11

트òlO l믹스 과정 본부시무실 이진 수종
스쿠터 스메셜티 괴징， 재호흩기 나이트록
스 과정. LIOI트록스 매뉴얼 개정띤 에코

일보일 다이빙 포인트 소개

11 징수의회 • 미부벤즈외 PFO
12. DAN 코너 • 미래 교육을 위한

16

브 신규샌터 등록 ' T대I/SD~따l 따}

트레이너 코스‘ 러스큐 워크용 코스디렉터

8. ~영전빅시 킬럼 ' O&A 짐수의학
9. DI씨 코너 • 다이잉 사잉시고 리포트

쿠비텍 · 집실스킨스쿠바다이빙스쿨

10

딘체 교육， 강사용 티셔츠 울시 세주 다이

레저기구 사용시 구영조끼 착용문제

문석괴대잭

울 디이빙울 • 구리로 이전힌 무른바디

임 • 디이빙은 니의 삶을 앵복하고 즐겁게
하는 연믿 • 지싱의 닝윈‘ 두미게티 여앵

101지

IDp . BSAC;

음비인드 텍 괴상 사업연수성

01-해스큐 디이버 코스 • 보트진목사고의

8

해외디이잉 • 갤리포니이 전목 디이빙 • 모

102;'1 rTC.

사진의딘계

7 흥지욱변호시 킬링 • 영앵수입징비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ÞJS 의무

은 인전힌 호홉기치}릉 미시고 있는기?

교 깅사교음 김정숙

13 깅사코너 스쿠바디이잉 트레이닝 길집

엉체팀잉 • 우성시 오션셜린져 주최 다국적

터크니결 디이밍 축지|

개최 • SSI; 강영진 이신우 이영섭， 고[H흘

흥지욱연호사 길멍 스쿠바디이버의 수싱

S69OO. 580EX2 히우징 홍생 실시
테스트 효얘 • 인터오선신싱웅 ‘ SSI뉴스
2009 미스터 디이버 쩔린지 블루노선 조
직 개떤인내 트레이너잉가관 업테이트， 본
부 이전 및 신규 직원 경동대 수업지원
신규 메트리얼 울시 • 띠NTD 어드밴스드

로운 흐름이 될 수 있을끼?

9

6

고영삭 류재정‘ 유영신， 정준싱 강사교육
• 때'/Tl); 여름 생므， 없N 적용 쿄채 출
간 개정 오븐워터 띠워포인트 번역 이원

1 1.~영전빅시 킬럼 ' O&A 징수의학
킬럼 • 디이버 실증 g류 시고들의

16회) 한국어류세일회종도김 (X11 1 2회)

해외디이잉 • 일리민 비시이 지역 한인리조
트 • 모일보일 다이빙 모잉트 소개 • 멀리우

엄성

해식썽굴포인트를가디

5

SDO 대한민국의 비디 수중사진전 ITC

스쿠바짐비 시징 • 수입업세톨의 징비보종
ÞJS 실태 현횡
디이빙 비지니스 • 대구지역 디이잉올들의
현횡괴 도전 , 디이E 지이언트외 G'펙 • 부

12. DAN

' DEPC 버스트 12 초정

오슬롭 투어 •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수중

2009 0 애 l스디이빙

코리이

BSAC

6

포헝 01쿠이엘리조트의 일출디이잉

국내다이밍 • 몸을 준비하는 추임스쿠바리
조트 • 검은여 동굴괴 버을쪽모훌 가디

일의 포인트 문싱 닌띠선울 가디

4 수중사진 • 띠티미배 한국수중시진/수중동
영상 호열공모전

기디

신이지디이빙 효택해잉대 울 운엉 • 응루노
선과 SSI 코리이 새로운 도익 준비

으니 많은 애용바랍니대Tel:02-568-2402 •

7
8

바 디이잉 잉성회 g엔 일묘 • 스쿠비므로

허 • 이며i엘리조트 • 구룡포스쿠바리조트
문희수징수교실 김포리조트 • 통영오션을

l

함께 소개되는 다이빙계의 뉴스는 다이빙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거나

6

국내 리조트 소개 • 나곡수충 엉게길국수 특

루 • 빠트 스쿠~I 싹트 ‘ A엠도해앙리

l

작， 다이빙 장비 등의 정보들은 딘행본으로 엮어 놓아도 될 정도로 흥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l

5

15. D"'rç Sooely News ' 기획재징부 스쿠

6

각종 해외여행정보， 다이빙 이론， 잠수의학， 수중사친교실， 해앙생물지식， 실수디큐멘터리 현상공모

3

힘에치한디이버툴

디이잉띠크 리조트에서

A7oo. 씨윌노비 입고， 장비 리떼어 써미
나 홍보 CD 공급 • 인터오선 보싱판매 응
고 • 띠티마 P!_-낀00. P!_-OOO 리에|트 •
NAUI 군신 무녀도 수중성화휠동 . ps이
n 세미니‘ 동일염원 81.5m 디이빙 효띨교

온지는 ’[;~년 9/10월호에 장ζ~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테크니킬 디이빙

진앵된 때이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코스

한국수중시젠수중동영

상 호별공모진 • 횡윤태의 마린에세이 - 오
매일여 지11 회 국립수신과학원E빼 바다목
징수중사진쉴영대회 • 지112회 C~뻐S 세계
수중사진칠영대회싱가기 • 포프리지 수종모
일촬영대회
;;W잉생툴 • 고래에 관해 증 일에 본디연 한
국어류서일화증도김 α1113회1 .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왼싱면 17회)

. GUE DPV

역시

01이힐것툴
기쉰척 õK잉앙므 • 디이빙 도중 스쿠에 탱
크기삐졌올 때의대색

15 독자코너 • 흰도S때훌 찾이 알리띠스쿠이
로 · 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g링기 6 ’ 칭원

공딘 기업체 동호획털의 힘동 수종정회 영
동

16 시고로부터의 교훈 • 실제 안전 사고로 니

교육

6 해외다이밍 물윷여지 JY의 코모도 다이빙
여행기 • 모일보알 디이잉 포인트 소개

티닌장비관리소흩

17 ÜMrç SocIElIy News ' • 미레스

60주년

국내디이잉 • 기린여 월뼈잉 포인트를 7κ|

기녕 및 2α)9 디스트리뷰터 미텅 . 2α)9

업셰 딩잉 • 우정샤 오선첼린지 티비터 수영
용웅 브랜드 뮤 런칭 • 길스모흐 매짐 획짐
이전 • 서해아중 시옥 신축
흥지욱연호시 걸럼 • 수신동식뭉 채쥐 행위
의수{!엉엉 위빈여부

마MA 쇼 (주!우장시/오선열린져 칩핀 • 듀
이 드리이슈트 세미니 마:PC 수중시ε뼈

10 ζH영천빅샤 킬렁 . O&A 징수의학
11 강사코너 • 에코 디이잉을 디녀외서 • 디이

스메셜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개정띤 •
%씨 뉴ι IT. 깅사 세미나 트라이믹스

버의 마음끼지 그리는 깅시 • 깅혜진 깅사
의 전국 리조트 깨기-킹스모측 문잉리조트

뉴스， 지}주 스쿠비 디이잉 축제 • 띠 NTD

민 • 밀리민 T미 트라이믹스 과정 칩기기 •

뉴스 트리이믹스 강슴 깅시교육 잉기 데

7
8
9

수중에서의 스쿠바징비 틸칙

12

독자코너 • 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빙링기

행 ’ 잉DI/l띠| 뉴스; 트라이믹스

마운트 과정，

• 동일염원 81. 5m 투어 후기
13 장비 소개 ' 090 띠티미 히우징 사용기
14 사고로부터의 교훈 • 깅사의 지격미딜로 위

축재

레빌 1.

DEMA 쇼 침핀， 머l코 다이밍

11 교육， 신규 죠재 3증 출시 ' SDD

미쇼 칩관， 신싱용

5

101

깅시 트러이너 과징‘ 동굴 디이빙 사이드

이너

ITC

. SSI

뉴스; 김동주 트레

및 잉기， 이신우 강사 크로스 오

버 교육 깅시 잉기 잊 트레이너 과정，

lXR 트레이너

크로스오버

영기 영덕 깅시 잉기 과정

박재석 πC 및

. BSAC

뉴스，

Contents of SDM’ s a11 past issue

정규 깅시과정， 트라이믹스 교육

스; 이인힘

5

• 미레스 티우젠 댈미노 싱 3개 부분 수싱

잉 강사 괴엠 . y스쿠비 엠수클럽 연힘투

(주)빼|마모비스 스노부드 징비 수입민

& 슈트
EFR 깅시

매 • 우정사/오션첼린져 일본 디이잉 테ι

100m

Ãi녕 . p，때 뉴

스. 깅시 시험.

트레이너 코스

티얼 칭관 • 딩스쿠비 장비 리머 어 세미니，

NB

디이

스쿠비프로 터크니킬 워크용 • 아쿠이링 드

버스 깅사과짚 미린마스터 강사과성，

KUE

라이슈트 업체 회이트인수， 주미
빙 때스티얼 칩관

BC

5

근무

어영게 를

' BSAC

01이스 디{)I 빙 뺑시‘ 깅시교

것인기

육 개최， t닦 디이잉 매뉴얼 출시

수중사진 • 제19회 효택수중사ε딩모전 입싱
직웅 일요 • 횡윤태의 미린어 셰이
디지털

해외 디이빙 및 수충월영

유갱 • 죄옴진씨 환정사진공모전 대냉 수싱
해잉생용 • 비이오 묘로스맥팅이린 무엇인

시 밍가/크로스오버 ' ID! 테크니컬 다이빙
축제， 사이드미운트 과정‘ CPR 깅시 과정，

기7 . 도루묵 생태 조사 • 효댁어류세일회층

SOI

도깅 (제 16회) . 세계 하냐어 원색도김 (왼싱

디랙터 전략회의1 프로 이크로올리스， 흘러

' SOD
교육 . SSI 스쿠

비레인지 시연회‘ 트레이너 최종 요용. 강

깅시과정

' IDIC

미케팅 세미나， 코스

잉 20회)

액 출시 • 롯데크리스틸 NA비 깅시교육 •

해외다이잉 • 묵극권의 인디언 십머 디이잉
· 사이민 해은 11 리조트 〔에잉 · 모일보일

연써l 미실리티 회의， 동굴 디띠|빙 교재 출
시 • 한국수신얀전협회 혹한기 힘동혼란

의 고래 S에tO{ . 수중사진기의 알리 여행 ‘ 초

구미재대 일대석 ' CM잉 코리이 강시교

보 디이버의 해외 디이빙 투어 즐기기

음， 얼응밀 징수 강사강습회‘ 강사업테이트

테크니얼 디이잉

씨미나l 디이버의 입 . y스쿠비 드라이슈트

• 사이드마운트 스떼설티

다이빙클럽 소개 • 대구디이버스클럽 잉주년

빙대회 코스디랙터 워크g 익스므흘레이선

생일 εt치
D이 때 Soclety News ' 세혜 물빛 수종
시진전 클럽 올루0 년 수종 사진전，~~정

인내

회) . 효백어류세일회훌도김 (째9회)

사/오션썰!져 오셔닉

띠이오니어 한

시，친목디이잉개최，강사세육대회개최‘징싱

국내C메빙 • 구룡포 징길리 떤디이버 투어

정핀 영웅 이엔투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

기 · 깅싱도해인디이잉 리조트 · 문섬동

칩기 힌국형 드라이슈트 코리인 0)이스 블루

혼 트레이너 대동렁 표칭‘ YSCUBA 효띨 매
뉴얼 출연，~엠헌징핀리지 인전교육 시앵

22

S티

성희교개최

레이테 디이빙기 • ‘혹‘ 닌띠션 디이빙

후원 디|마쇼 ε딴 및 몬시 투어 침가지 모

7

S버|소개

짙.

닐라오 • 해외 여행올 도와주는 딩 • 밀리민

8
9

• 우리회사

스쿠비 다이빙 대회 공고8월 정규 πC.

싱석

풍루노션의 업인회외 운영언정， 인스트럭터

• 이리이드네의 실

영기‘ 크로스오버 교육， 신규디이브 리더，

효댁의어류연구시

TXR

독자코너 • 칙소쪽포에서의 오은워터 디이

치 깅시교육 수중사진 공모진.T대 재호흥기

빙 • 부신 01지디이빙 수중정회 훨동 이니

이올루션괴징 에코디01빙‘ g은워터 매뉴얼

이런일이생기디니!

올시 울머이스 마스크 스페셜터1 트라이믹스
코 동굴다이빙‘

깅시트레이너 모십 2차 멕시

IDlC 밀리띤태국

지역 센터

DIVI때

국제정회의 닐 C~μS6기강사교육결과 깅

.1 1인루키 지|노니 영회제 심기‘ 미레네 0)이스

새J댐대회.

디이잉-0삐스22.

긴사회 여름수린회.100주년 기녕 흥커밍대

승핀영 CD 깅시교육

트레이너 워크용‘ 깅싸뚫록.

업체 소개 • 심원 휴스포 디이빙울 개업
국내디이잉

• 에덴의 서쪽 모인트를 기디

집수의학 . ~영친빅시 킬럼IO&A 징수의학

깅시코너 ， 초보디이버톨발전시치는 3딘계

인 연경

제 137 호(2010년 5/6월호)
1 사설 • 디이버의 시각에서 본 전인힘 시건
2 수중사진 • 띠티마배 한국수중시진호열공모
3
4

BSAC

IANTD

신호보호국제회의1

C-card

디지

트라이믹스깅시 교육

미실리티소식

SOD

비디의닐 수중정화작업

8

모전‘ 기넘딜럭 배부， πC ' SSI 뉴스 승년
의 빔 앵시1 감동주 트레이너 πc‘ 이영섭
잉기관 πc‘ 강릉 올리텍 πC 미스터 다이
버 셀린지 트레이너 세미니

인증‘ 트레이너 2찌업데이트， 리조

트 대 g 깅시 친목 모임j엉데이트

TechXR

출시

SOI

강시과정1 흥떼이지 개띤 ' NA비

믹스 레엘

111

빔， 트레이너 워크g 강사교육 과정

• 미인미해억 디이빙 투어

13

멕시코 동굴 다이잉 응급대응디

스크 교육 트라이믹스

받01이하는이유

비용 인싱
CaVedlVlr멍 교육 밀리멘태국지역센터 모
집 코스디렉티쿄육 잉기기간 인내 rrSI깅시

101 축세 자격증등록
IDIC Hoelentauchen 2010

정비소개 • 미국 용리스의 테크니얼 신장비

디이빙교육

• 마레스 킬리검뮤터 HDI연암트림 민

STX앤진 싱싱터크윈 스쿠비팅 언잉투어‘ 굉

리브어보드 다이빙 여앵 ’ 크루징 디이잉 보

~'YMCA 인영구조요원 크로스오버. 부신지

트처음티보기

앙경실정 수싱인진 및 응급처치 교육 서울

YMCA-I339

강사친목디이빙

트뻐|믹스

Y SCUBA

때ψm 뉴스 승년의 임 • 지|주수중시진 언
구회 효변식 . y스쿠비 뉴스 다이버 인잉/

종사진 쉴영대회

대회

시신경 연구 십여， 수S엔영구조원 강습회，

어드밴스드 오은워터 인스트럭터 업그레이

. SSI

국링수신과학원징배 비디목징 수중사진쉴영

깅시영기 크로스오버

드 신규딜러 둥록 인스트럭터 밍께 트레

제 139 호(2010년 9/10월회

이너 재임영 시미니 . NAUI 세부 믿딴 동굴

l 사설 · 스미트 디이버 운동
2 수중사진 • 띠티미배 한국수중시진호열공모

팅혈 사이드미운트 세미니. 사이드미운트 코

제 136 호(2010년 3/4월호)
1 사설 • 비디에서 홍쳐긴 01버티
2 수종시진 • 띠티미배힌국수중시진호열공모

스개설 • 띠N1D 신소공급지

CPR AED 워크
. BSAC 올디

진 • 생윤태의 마련어시 1이 - 블루리온일 수

용‘ 개해 Ãtl 깅시트레이너 깅습
브 힘동투어 개해씨

전 • 횡윤태의 미린어[셰이흥은 사진의 비걸
해잉생툴 • 잉초지대의 보석， 클라운미쉬외
이네모네 • 효택어류세일화흥도깅 (제17회) .

SCU없 깅시 깅습회 2이0년 지Q회

SOI

쩌열 깅사 업에

이트 세미나‘ 국내배|스 샌터개설， 에코디이
빙1 깅시과성， 카디로그 훌시 디이브미스터

13

• 토틸레저훌 추구히는

14

식 O뼈| 스미어 앤텀 수트 출시 일립 크
로0)종 영국해엉횡딘. ~I미스쿠비아카데미，

6 해외디이빙 • 멀리민 서던 혜이태 - 소고드

KO앞A 때밀리 투어， 엑스스쿠비 이진， 스띠

어드밴스드 기스 브랜딩 교육

잉안내

드 스쿠비 이전， SSI KOREA 송년회 o에크
로네시이지역 힌국 등록기능‘ 어드밴스드 트

7 ε벼|소개 • 잠수목 베스트 셀러 모응 • 한국

라이믹스 과상 트라이믹스 101축세 에코디

- 코리인 이이스을루 • 걸스

이잉 세미니 SDI 강싸잉1 때'ITD 깅시교
육 연긴행사계획인내 매디이브 깅시교욱

8 집수의혁 ' O&A 짐수의혁
9 깅시크너 • 스킨디이잉E써 IO&A ' 딩신은 얼
DfLj 멋진 디이버인가 • 쇄띠1
10 독자코너 , 미국 최초 민긴벤 깅시 맥 갤러

PADI 깅시시형1 정싱우 CD, 고디이빙 뉴스
TUEV ISO 당J 웅질인증 짧!.IDIC 로그묵

움격의문제

스터 빅시 인터뮤 • 재밀리민 수종영회
2010년 의료몽사 ' TDlISOI 징학생 강사

고급증싱부릭 교재흩사 무어해저 BSAC 깅
시교음 응비인 L!O I트혹스 깅샤 워크습 가

수중사진 • 띠티미배 용택수중사진호열공모

교육을수료하연서

옥김법 설치과정 씨 1 회 재주국재스쿠8떠이

징.\)수원액
더 농· 은@이A해징수의학 . m 획징 챔 응~ 제 138 호(2010년 7/8월호)
1 사설 • 디이빙
2

도어스아트퍼어 올웅，모비스래심기도 SSI

• 인도네시이 코모도 여앵기 • 해
외여행을 도외주는 딩 • 세이셀 공화국 다이

및기녕세미니

6。’버
g

세계신기
록 수링 이레스 디지인싱 수싱1 최대수중걸
혼식 세주국지스쿠비디이빙대회영진‘ 디미쇼
칩핀 및 온사 투어， 아쿠01렁 띠트너센티 소

민 디이빙

회치 육문과회의， 응급처치운동본부 개소식

14. DI씨 킬링 BC가 일으키는 문세들의 운석
15 디이빙 인진 • 다이빙안전사고의 유헝열 대처

디이빙클링 소개 , 디이빙 동호인 클럽 을루

걸 디이잉 시미Lj . psμ 트라이믹스 혜빌3

인잉 훌일 알리는 100회 디이잉

시장 물횡괴 디이밍 스포츠

역 깅시 모임‘ 고김억수 깅시 추모 김칭모

대회

올루오션쉴영투어

톡지코너 • 엘기에 NEM03.3에 가다 • 제2

조요원 밍가， 정영일 교수 묘칩‘ 깅월 영동지

디이빙 축제 ’ 제1 회 제주국Ãtl6쿠비디이잉

도 비다 · 성성 동묵모인트를 가디 · 포형

포츠신세울

샌터 베스트 므로떼셔일

디물고기출긴

원 . CM잉 진인기 나이트혹스 깅습회 끼

ε멸렁개해지L 냥해 두미도 리조트 개짐 시

MOU

연씨j 신규 트레이너， 신년회 세26기 인영구

독지코너 • 미엽의 소금 S멍이 비닷물은 왜

엉데이트‘ 깅시시힘 노마다{)I브 응급처치 지

힐때

깅시 엉

2이 l 투어 일징‘ 보리뻐1 씨월드 COC 샌
터.0)쿠이 갤러리 0년 리조트 오픈， 서i뻐|

여앵을도와주는딩

해잉생울 • 효랙어류j 밀회훌도김 (지 20회)
국내대|빙 • 우리나라 다이빔의 고항 제주

영 드라이슈트

SOD

데이트. 다이브리더 깅시과정‘ 이석 온부징

인내 하싱혼 대g 깅사징 수싱， 액신 스쿠바

실 이전 . PADI E스디헥터 스댐인스트럭터

닌띠선 디이밍당시 신규깅시 . y스해 미성

깅시 트레이너 진릭 미팅 기치| 혼힘지 과정
사이드미운트 스메살티 과상

문허기

해외다이잉 • SOID 시밀린 수중사진 투어 •
인도네시이 라지 잉핏 디이빙 • 해외디이잉

교육 효댁 올리택 3대혁 • 다이브존 개해^~

시코 동굴 디미빙 깅시 미일리지 므로그엉，

5주년 행시 힌국 수중과학회 세미니 개최

연구

• 디이잉빼서 신소기 니쁜 역힐을

매뉴얼 훌시.2011

동 진시관 및 세미니 수중세싱 리조트 개엉

회 회징 이，취임석， ε삐전뭔가 과징개최1 미

네비게이선

SDIC

디이밍

특집 • 제1부 틴생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쿠스토 • 지Q부 쿠스토 후슨들의 가족분쟁과

징수울리

전 시싱석 새로운

아이스 디 01잉 시크 디이브 리조트 오은 멕

디이빙일고， 시띠딘섭에 업힌 이이기 • 드라
01수드 착얽j 밀요한 7 얻 · 혜롤러이터 구

채소개

FLtl CAVE

미써1팅싱 수싱， 스윌스굴 런칩， 송년의 입‘ 신
BSAC 재3회수중시ε밍모

규 디이브 리더

힐끼? . 어린 큰이영부리고래를 구조하라1 .

미린의 수중시진전 B1ue & 않e
16, Dlvlng Soclety News ' 세노니

강습회， 진목디이잉 3기 강사깅습회 ~l크니

뼈ws . DI레스 코리이 영

세미나 미레스 인터넷 R빼경영 정책 g우

전을 위한 중요힌 규츠l 을왜 규츠멸 지쳐이

울욕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대의 비닷속

징비전문기 강시교육 S번기 구조짐수깅시

지 17회 수중시징 진시회

14. DIVI때 Sooety

강사코너 • 로그묵을 그러는 깅시 • 디이잉인

. O&A 집수의혁

나 ' 1미C 2010년 코스디렉터 코스 • 집수영

6 태크니컬 디이빙 . MK6 채호홉기 해S엘슴
7 국내디이빙 • 서귀g 항 새섭 이xl 포인트
8 엉치l 팀빙 • 타비티 이바라키 공장 팀빙
9 다이빙드라미 . s않드라미 인썽은 01릉디워
10 깅시 코너 • 수연 스일 가르치기 • 나칩인

디이잉

트레이너 묘정‘ 뼈S 상링 조인식 P뼈 디
이잉 비즈니스 세미나 깅징미 CD 깅시교육
수원여대 신학엉럭 P띠| 이새 1 n씨믹 공

징수의혁

특집

4
5

NOM ' 뜻있던 8빠이|

디이빙클럽 소개 • 수종사진기 모임 빛효를-

체결.IDIC 로그묵 재출시，

15

개최 사무

독지코너 • 이상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 일이
보는

13

rrs

선접 경쟁 • 지11부 세계의 고래 전설들 • 지12

rrc

인생 · 호홈을보다엉게

12

취임 프레티넘

부 디이버기 부러워하는 고래의 집수능력 •

레스 리떼어 엉서 미니.82기

.ss

어워드‘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왼싱면 21회)
효택수종스포츠전시회 칩가엉

요힌 규칙을2-일연 일수혹 민히고 인전õ iCI
때주년 앵사톨 징견히고 • 흥해룰 이시

이수트미갯

매뉴얼괴 깅시가이드 훌시 ‘ SOD 개해 Ãtl 올
디브 친목디이빙 시무국 주소이진 정책시 미

. 2010

징수의혁

일끼? • 재밀리민수중엉회 정기디이빙 번개

트 1회

3

' O&A

에코디이빙 . 2이 0 년 10월의 태증대 비치 수

포항원징수해잉리조트

중사진가에게 주진하는 동해인 디이밍 포인

징수의학

강시코너 • 스일의 칭 • 디이빙인전을 위힌 중

4()주년 행시. 므리디미잉 시미나 칭기.SS1

이잉 드리이수트

11
12

리조트소개 • 인디이잉이 가능힌 세부 믹틴성
의러조트

10
11

가 묵극곰 수영대회 협진. 0)쿠이형 띠트너

중성울
10 업지l소개 • 스웨덴 트셀레보리 구룰괴 비

YMCA

때코디이빙 • 귀신 앨떼 수종정회 뿔

센터 소석， 효택 마이크로비시이 인시 개핀，

9

급처치&심며소생슐 무료 깅습회， 여름시촌

롱목코코티노스리조트

8
9

국내디이잉 , 신혼여앵괴 새성 서룩딘코지

를 간직힌 %미린에서의 다이빙
7. 해외디이잉 • 일리민의 떤디이버톨 위힌 리
조트 • 인도네시이 미나도 티식리이 리조트
• 해외여행을 도외주는 팀
8 징비소개 • 드라이수트 그 기초적 이해 • 드라

응급처치&심메소썽술 전문지

5월시민 • 제주스쿠비이키테미
리조트 신축이전 • 자01언트 시스템 싱웅설엉
회 • 지12회 국립수신과학원징배 바다목징 수

깅시교육 • 서울대 수증팀시대 즐업생 모임
상립흥회

6

해외디이잉 • 새부 믹틴섭의 영뭉 디이밍 •

렁 신세웅.01쿠이렁 몬시 빙문 및 데미쇼 칩

• 효댁어류세일회용도깅 (지 21

건너기‘앵시 수싱안전요원 지원 위급싱횡 대
지엉 교육 수싱수종인전， 생잉응급처치 엠메
인 모스터 무료보급 디이버톨 위힌 생휠 응

너l보 테스트 다이

해인 디이빙포민트 3회

7

회)

도지과짚 ‘지 1 없l 서울어린이 한깅 헤엄쳐

ZUMA BC

버스 승년화 미린미스터 깅시 교육 •

줄 이는기?

잉태

, 미레스

원올 가디 • 수종시진가들에게 추전하는 동

정세오션앨런지 임직윈 디 마쇼 칭관.0)쿠이

시진전 · 김생수 개인전 · 우정시 장비전시실
및 세미나실 개설

디이

• Ãi l3부 시이언스 옥의 뱀ε뻐

해잉성울 • 묻고기는 색을 보는가? 사용힐

는 동해인 디이빙 포인트 2회 잊을 수 없
는 10월의 제주도 비디 • 아를디운 포인트

깅시시힘 IJW네비거이터스메설터 강시워크

강사시힐

NB

ε뻐

5

시 P뼈| 뻐 MA 마ve-E맥코스， 멈버모럼

ø. CMAS KOREA 깅사깅습회1

버싱 • 이쿠이렁 띠트너센터 1호접， 여행용

디이브 송년모임，

진 •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엇진 E섬 · 김
생수의 1π\8ge Palnllng
특집 • 미스터리 여엉지 민물 영 S쩌 · 지 11부
전설로서의 영S에 • Ãil2부 먹거리로서의 엄

모잉트톨 가디 • 수종시진가들에게 추전히

잠수의회

수중 징수기능시 대비 과정 . p，때 뉴스

TM

4.

국내디이잉 . 2010년 미지믹 디이잉 신호징

수외 응급처치 , 오경설의 테크니컬 디이빙

크로스오버 모집 홍러액 출시 올로T셔츠 출

DI씨 킬럼 . 0κ떼이잉의 위힘싱 문석

14 수중사진진 • 징싱근 수중 이미지진
15. DlVlng Soc,ely News ' 권주흥 국회

• 님신

SOVID

디이빙 인전 • 모든 다이버가 레스큐 쿄육을

9 독자코너 . GUE ITC톨 미치고
10 징수의혁 , 비행사도 벤즈에 걸린다 ' O&A

교육， 신년회， 트례이너 세미

나， 워크용 . IDlC 뉴스 승던회， 감종설 대
묘 본부 앙문， 신규리더 율레티넘 rrs 샌
터 · 김억수 강시 A엠 . SSI 뉴스 슴년의

이왼센터 잉문. 신규 디이브리조트‘ 센터 둥
록.

용빙엉

뉴스 승년의암， 미스터 다01브 및 응급치

치 교재， 진주대 교육 . ~씨 뉴스 트라이

테크니걸 깅시트레이닝‘ 이시이지역 미팅 티

해앙생물 • 한국어류세밀회흥도김 (지122회)

니요 · 고 김억수깅시 1주기 추모세 · 혼힌 실

SSl ISO

재주스쿠aκ|이빙축제 공고

물의 기초적 이해 • 지 13부 비디|거묵 일곱중

수교음 Ãil2회 국림수신괴회원징tl~ 비다평

1 사설 • ξ택수증시진공모전 20년때 붙여
2 공고 • 스미트 디이버 운동
3. 수종시징 • 띠티미배 효택수종사진호얼공모

rrc‘

계의 거룩신화와 전설률 • 제2부 거묵이린 동

5
6

수종쉴영대회

제 140 호(2010년 11112월호)

깅시 코너 • 미스크 물빼기 교육 • 부묘 시

11.
12

소삭 부신 오스모츠 교시 연

진진μ1회

해잉생울 · 해잉무석주동물 이흥 카테고리

• SOlfTDl 뉴

스; 승년의 빙 트레이너 진릭 미팅， 매뉴얼

CD

친목디이잉 신싱웅， 트레이너워크용 수중시

• 인어의 진실과 요때 이미지의 언전시

수싱직물앨엉

씨킹 스쿠비 개징，

진 • 횡윤태의 미린어세 01- 노꿇의 결정

CPROXl잉-AED. 깅잉설치과성1 울퍼 01스미

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 • 미린앵크 신제웅
세미니 • 앉3AC 뉴스， 승년회 수중시ε딩

징싱우

Y SCU없

특집

외주는 딩

7

01.

DE~씨쇼 심기 연써 신규， 업대이트 깅시‘

이앙 에 E(Eco)디이잉. 장학생깅시d 기‘

서미니 실시 전문접 세미니 개최‘ 를트리

크ø， PA머 인터넷 공동 왜츄어 0베팅

김웅등의 힌국수종사ε공모전

4 특집 • 바다기묵 뭔지 알고 즐기자 • 지 1 부 세

모집‘ 제주 때밀리 데이.NAα 김우영 미국
온부 01시 흩미‘ 을렉터넘 업무 채개. 전주대
학교 S빠실습， 코스디렉터 워크음 %껴 수

내-티식리이 리조트 해외디이잉여행을 도

13

SOI

리민수중엉회소개

13 시고로부터의 교혼 • 음주 디이빙은 자실행위
14. Dlvlng Soclety News ' 미레스 리머 어 랩

12

축재

101

고 뻐스코리01 0에|랜D ';1벌빠횡|‘

MK6 재호용기

수중사진 • 제20회 한국수종사ξ밀모전 입

노클 사용테크닝

전몬부 개설 준비. STX 엔진 클럽 CPR
깅슴회 • PADI 공동전시， 깅시시힐‘ ERR
깅시 트러이너 코스， 김현준 CD 깅사교육

신제웅 POCH경 11하우징 ’ 포

다이버엉예의진딩

3

20년 심사 회고 • 효택수종사ε딩모전 20년

중시진교육 띠실리티 소식， 깅시트떼이너 워

HD ' 띠티미

공고 • 스미트 디이버 운동 포스티 • 스미트

싱직웅 일요

Sooety News • 우정시/오신설린저
OC-l 한성핀 이벤트. S.M.S 100 잉

• 갈라 디이E 검유터 이이콘

2

세계 통힘， 므리디이빙 코스런칭， SSI 슴년회
인내 BSAC 지12회 사엄연수원생 교육.109

오시닝

신제융 소개

운동 뼈아은 구조조정

요구효삐

방업 • 스

13 징수의획 않A 징수의학
14. DI씨 킬렁 • 채호홈기 사밍시고
15. 수중사진진 , 징님원 수종시진전 ‘S
16 디이빙클링 소개 • 딩룰루 모토 클링 • 재일
17

L 시설 • 스미트디이벼

스트럭터‘ 김동대획교 계설획기 홉퍼이지 진

• 효택어류셰일화흥도김 (제18회)
5 국내디이잉 • 강원지역 디이빙 리조트
6 해외디이빙 • 인도네시아 미니도 디이빙 인

11

어드밴스드 니 01트록스， 띠완뻐|션 인

인스트릭터 트러이너 잉

제 141 호(20 1 1 년 1/2월호)

SSI

신긴엔내 • 위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부제

혁습 문이 • 비치디이잉에서의 베이스캠프
12. 캠메인 • 스쿠비 깅시 힌지수 씨 구영운동
· 국제연인정회의닐

5

대힌엔l국의 비디 사진전시회 국제

지도지 과정， :F싱멘영 };l!r.지 토론회， 수

증상괴 관련된 깅시의 책임에 관한 딴길

4

SOD

띠티마 PDCH경50D 하우징

10 디이잉 입문 • 초보지 입문 안내
11 깅사코너 , 므로짙은 디이버기 되는
12

영 띠트너센티 3호~. ^II주국채설인3종경기

대묘 선수 메인S버 l

않’진 지ÐI 특열교육 시민응급처치인

킬럼/스모츠 다이버훌 위한

KOREA 2011

출시 0)쿠이렁 0 )0 1스랜드 세미드라이외 디

수 입고 아쿠이스미어 O 멘디 비어드 스민서

문제툴

• D，얘

SOD 엠버엉과정 개연
CMAS KOREA 깅시교육， 수종시진

및 비디오 깅시교육， 생활체육 지도지 김정실

님쪽포인트톨 가다

과정 • 재호홈기 다이빔에서 일어닐 수 있는

· 수종재압과!뼈재입

3

OC-l

강사과정， 수중사진전

해외디이빙 생생히게 실이있는 바다 - 이

엑스

채호홈기

11
12.

6

깅습， 신규 매뉴얼 출사 유근목 강시 본부

10 흥지욱연호시 칼럼 • 피교육자의 고혈입
11

• 얘NTD MK6

전 • 왕윤태의 미린에서 이 - 염원2
특집 • 얼응비디 북극해 바닷옥 대당시 • 싱
어외 인긴의 관계 역사 , 쥐치를괴의 전엉
해잉생물 • 서|겨 히싸어 원색도감 (왼성면

4

므혜스 민 스포츠디이버지 소개 일본 다이

GUE 떤드멘털 과정

세이돈 디스키버리

7
8
9

3

신기록‘ SO 뼈 오션 어워드 수싱 •

어 멍버 레쉬기드

테크니컬디이빙소개

6

αV1ng soc땐y 뼈ws . 제19회 효택수종

네모 외01드 2차 업그레이드， 얼응밑 집수

제 135 호(2010년 1/2월호)
l 시설 • 테크니영 디이빙 시고톨

4

16

사 업데이트 세미니， 신제움 ' CM잉 뉴스;
깅사교육‘ ε어|전문가 깅시과정， 구조징수
강사 과정 니이트록스 깅사 과징 수잭인

팅사‘

3

뉴

사죠밍모전 시싱식 • 수중사진 4인전 개최

딩다이버 스메설티 깅시 워크용

2

IDIC

인증， 때밀리 데이， 므로깅

CD

출시 LIOI트CIOI밍쿄재 완성， 지{주 때밀리데

이， 첼린지 메스티빌 %씨 트레이너 워크g

Sc uba Diver

2011 년 3/4월호 -253-

(주)우정사

(주)대웅슈트/口테|스코리 O~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53층

g괴 했뚫햄i때.C5A

전화:
팩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1 동

milr l! J@

전화:

02-4300-678
02-4300-838

팩스:

홈페이 지: www.wo이 ungsa.co . kr
대표 신명철

홀페이지 :

www. mares.co.kr

대표:우대혁

오션첼린져

O~쿠아렁 코리아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휠9 탐E를컴E3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40- 14

02-478-7273
02-478-6174

1614- 15

02-588-0970
02-587-0392

AOUA 강 L UNG.

전화:
팩스:

574

한주빌딩2층

02-541-0118
02-517-5415

홀페이지: www.firstdive .co.kr
대표. 오석민 ， 지사장 0 1용준

www.oceanickr.com

대표:박은준

(주)테코

해왕잠수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TECK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서울시 중구 만리동

노파크 메 가센터 201 호

전화:

전화:

031-776-2442 , 팩스 776-2444

홈페이 지:

www.tecko.co.kr

廳靈뺑렐흩

대표:오성숙

팩스:

1가 35-4
02-362-8251
02-364-9665

홈페이지:

www.kingsports .co.kr

대표장준득

바다강IO~쿠아스포츠

아쿠아텍

OMS, O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성 재 일

바다강 잠수복 제죄Body

Glove, Northern Divers 수입

본사전화

뿔魔뿔쫓줬

지사전화

051-621-6003
02-477-2952

홈페 이 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주)하이파/모비스

MSL 콤프레서

모비스잠수복제조

호흘용 콤프레서 제조， 판매

경기도 광주시 실측읍 곤지암리

전화:
팩스:

506-11

031-763-8272
031-763-8271

홈페이지: www.mobbys.net
대표:박태환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전화:

팩스:

553
031-541-7000
031-542-2999

홈페이지 :

www.mslcomp.com

대표:성세제

BSAC 코리아

블루노션 (SSI 코리아)

BSAC 교육단체

SSI/React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땅影

‘‘

-v
rI

전화:

팩스:

031-272-0120
031-272-0858

전화:

홈페이지: www.bsac.co.kr

홈페이지: www.divessi.com
대표:이신우

대표:박종섭

IAN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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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DS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NASDS 교육단체

γ，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201 호

.

’.,‘.. ‘6"δ‘
、

~‘ ” 기。.

전화

γ

z

••‘

팩스

”

‘~
ν
.1‘
~ -"0
'1‘ ‘ tECH“’0'- ’、

ι

‘

02-486-2792
02-486-2793

홈페이지 :

.>.",Ç" : :

걷L 팔훈7

@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sα TDI 톨;여

전화:
팩스:

대표:장준득

인터내셔널

SDD

SDI/TD I/ ERDI

35-4 2F
02-392-6829
02-393-3602

서울 중구 만리동1 가

;풋

www.iantd.co.kr

본부장 홍Eh화

f

• /)I; E I> þ..、，\'-

코리아

IANTD 코리아

...."-"';_ -,-

~

7.

,

_.

~

446-32 1층
02-408-6418 , 팩스: 408-6419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료될

245-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월드비터 408호

오선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 www.tdisdi .com

전화:
팩스:

155-2

031-708-6967
031-706-6685

E-mail: hq@sddi.org

대표:정의욱

대표:김동혁

IDIC

PSAI

다이빙 교육 훈련/다이빙 비즈니스 지원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奭홉@
Internotionol Diving

’nstructor Corporation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06-121층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전화

딩 3이호

팩스:

070-7674-9998
02-579-9997

동남빌

전화: 02-817-4190 ,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홈페이지 : www.idic.kr
본부{，I: 0 I 석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393-64

대표: 성늬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키옵니다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1 년/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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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효팩잠수협회

뉴서울다이빙풀

다이빙교육단체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경기도 굉영시 하요13동 S엠지역 6 1-1호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스억 히안동 빙항)

올림픽컨벤

02-892-4943 , 893-4943
www.scubapoo l. com
mail ’ pool114@Scubap∞I. com

전화

션센터 2층
전화:
팩스:

02-425-5800"'2
02-425-5803

대표 김영중

삼원휴스포 스쿠바다이빙풀

포프라자

강남 스쿠바 다이빙 강습의 메카

수중촬영스튜디오

대표: 김동주

& 다이빙 풀

대표.김병국

983-1 해암빌딩 81
전화: 02-569-944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경기 포천시 어룡동

688-7

전화 031-533-7111

휴대폰: 이 0-3306-9446

011-337-0345
www.fourplaza.com

홀페이지: www.scubadivng.co.kr

www.gnscuba.com

PA미

대전엑스포다이빙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최고의 교육시설， 다이빙 풀 보유
대진농팩시 유성구 원촌동

77-4

전호f: 042-863-0120
팩스: 042-863-0129
홈페이지: www.expodive.com
대표:황승현

수지로얄다이빙풀
다이빙 전용 풀

전화:

02- 420-6171 , 홈페이지 : www.scubaQ.net

롯데 크리스탈 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투어/강사교육

대표:박종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078번지

스 펠리스아케이트 821 호

수지로알 스포츠센타 내 스킨스쿠바풀장

전화 02-3431-5554(직통) ， 411-4539
휴대폰 010- 3256-7878(최완중)，

전화: 031-265-561 1(교환1 4이

031-264-0m(직통)

40 갤러리아 펠리

011-9943-5925(이기백)
홈페이지: www.crystaldiving .co.kr

본지에서는 엽체들의 주소록이 향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제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 나 1년 /10권

본지 명함광고 디 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 /10권

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 니다. 자세한 내 용은

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 니 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액션스쿠바투어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굉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휴대폰: 011-314-5422
홈페이지:

615

전화 02-3785-3535 , 3536
팩스: 02-6234-5100
홈페이지 : www.dive2world.com

www.scuba24.com

대표:이민정

대표 김진규

씨-게이트

씨맥스

다이빙교육，장비판매，다이빙투어

잠수복 • 드라이수트 • 세미드라이수트 맞춤/수리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슈트의 수리 가능

인천 부평구 갈~f2동

369

효팩A 상가 103호

678-3
0505-262-0114 , 02-393-4301
휴대폰: 011-287-3119
홈페이지: www.diver114.co.kr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전화: 032-504-1555
팩스: 032-504-1556
휴대폰: 011-9734-1555

대표전화:

대표:고성진

반스 테크니컬 다이빙 아카데미

푸른바다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교육

옳혔뼈

경기도 고앙시 일산 동구 장흔@동

NAUI

강사교육，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558-1 103호
031-567-7857
팩스: 031-567-7858
홈페이지: www.skinscuba.net
경기도 남앙주시 가운동

730

전화:

번지 우인이크리움빌 1 차 323호
전화:

031-929-5800

팩스: 031-929-5802
휴대폰: 이 0-3105-0556

대표:유지섭

테마스쿠바아카데미

GREEN CLEAN UP

다이빙교육·다이빙투어·장비판매

스쿠바 실린더 육안 검사 및 세척 전문 업체

Green Clean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0-2번지 미성 B/D 201호

Up은 스쿠바 실린더의 청소와

육안 검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기로 호홀하고 인

전화 :

031-485-3600
017-604-3244, 필리핀 63-926-714-6844
강사 : 이갑상 이 1-290-8906 ， 밀리핀 63-927-676-5566
홈페이지 : www.tmscuba.co.kr

전 사고를 예~~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업체입

대표 : 문승범

니다. (인증서 발급)

전화: 이 0-4617-4987，

010-9386-7004

딩신은 깨끗한 실린더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까?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숙식일체형， 비치다이빙/보트다이빙안내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S빙리
전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033-633-6716

전화:

휴대폰: 이 1 -265-3228

홈페이지 :

www.scubaez.com

대표:조옥준

86-39

033-644-6207

휴대폰: 이 1-685-1556
대표 박상용

인구리조트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보트， 다이빙안내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 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강원도 앙Sk군 현남면 인구리
전화:

1-29

033-671-0158
010-3717-2982

전화:

239-1
033-651-8082

휴대폰: 이 1-3306-9446
대표: 이주일

휴대폰:

대표: 강동원

38마린 리조트

해운대스킨스쿠바

국내 최대 스쿠바 다이빙 전문 리조트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강원도 앙S받 현북면 71사문리

138-15

전화: 033-671 -0380 ~ 1

팩스:
38 마린리조트

033-671-2265

홀페이지: www.38marine.com
대표: 허영도

부산 해운대구 중1 동

1405-10
051-743-18211747-7471
팩스 051-743-1822
전화:

휴대몰 이 0-3882-1821
이메일 : hudamo@naver.com
대표: 김영식

킴스마린스킨-스쿠바

이지다이빙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수중촬영， 공기탱크 대여

강빼성·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프

부산시 해운대구 우1 동 831 번지

부산 중구 중앙동2 가

전호H 팩스) :

전화:

홀페이지 :

49-43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이메일:

대표하상흔

051-747-7705

휴대폰: 이 1-884-2989

www.kimsmarine .co.kr
kims3104@hanmai l. net

대표 김학로

잠수함다이브센터

해양스포츠교시

수중비디오 촬영 전문 업체， 스쿠바 FM교육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각단5로

전화:

25

051-865-8148
휴대폰: 010-5659- 8148
홈페이지 : www.busanscuba.co.kr
대표: 조현준 강사· 이나영

부산시 동응/2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051-405-4111
팩스:

051-405-8335
017-573-2212
홈페이지 : www.busanscuba.com

휴대폰

대표:조미진

이응구스쿠바

스킨스쿠바하우스

다이빙교육，장비판매，부산체험잠수

폴건， 채집망 전국도매， 태종대 다이빙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전화:

팩스:

514
051-758-0511
051-758-0510

부산시 영도구 동응엉동 산

19-1

전화:

휴대폰: 이 1-558-1534

051-403-1526
휴대폰: 011-586-1526

홈페이지

대표: 주영규

legscuba.co.kr

대표: 01응구

백스쿠바

인트로스쿠바

다이빙전용풀，다이빙교육，장비판매

대구 PA 미 다이브 센터

A.“‘
“

울산시 중구 남외동

전화:

1029-1
052-294-7372

대구시 남구 봉덕 2동 1020-5번지

Ø6_

'\~_8 •

• \iì흠Jd’
“i를i;-;

휴대폰: 이 1-388-7372

、‘!ι，

대표:백성기

i>>åDI

전화:

053-475-3090
010-9387- 3090

http://cafe.daum .ne t/ introscuba
대표:강동흔

구룡포스쿠바리조트

프로다이브코리아

포항 구룡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떤볍 때빙 교읽'PAOI OS.따 편그램~J 행l 도소매， 때l빙 교육， [에빙 울， 때가로돈 CCR 때l빙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 리

대구 남구 봉덕 2동

전화

전화:

054-276-6798

휴대폰: 이 1-527-6798

1071-6
053-471-9707
053-471-9708

팩스:
홈페이지 :

대표;김상희

효성 코아 1 층

www.prodive.co.kr

대표:이규식

나곡수중

SEAWARD

난파선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울진군 북면 나콕1 리

바다목장의 난파선 다이빙

80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전화:

054-783-1070
팩스: 054-783- 1059
휴대폰: 011-534-1070

83-15

전화:

054-787-7391
휴대폰: 010-3870-6867

다음카퍼1 : cafe.daum.net/nagok60
대표:전병섭

E-mail : seaward2@hanmai l. net
대표:김용칠

옥토푸스다이빙리조트

아쿠아벨리조트

보트다이빙전문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먼 앙포리

전화:

054-276-9374
휴대폰 011-502-7035
홀페이지 :

www.yangpo.co.kr

대표. 도국조

2-1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 리 97번지
전화:

054-251-6189
010-6372-0037

휴대폰:

홈페이지 :

aquabe l. co.kr

대표:황득식

사량도해양리조트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체험스쿠바

B5AC강사교육， 호미꽂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경남 통영시 사랑면 돈지마을

660

전화:

055-641-1278
팩스: 055-755-3224
휴대폰: 011-552-7212
홈페이지:

대표: 최경식 BSAC 트레이너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전화

314

054-232-9669

휴대폰 이 0-6823-4277

www.donji.net

이메일:

대표 박출이

seaonee@hanmail.net

口등 I^ 자^7:l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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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스쿠바리조트

경주 감포 / 제주 고산 리조트 운영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8번지
전화

054-775-4286
010-4800-4246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휴대폰:

대표:이상현

대표:문희수

L.J ÃI^ 흐 차 A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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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스마린포토서비스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 니 컬 · 다이빙전과정교육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 호

전화:

064-713-0098

홈페이지:

팩스:

713-0099

www.marine4to .com

대표: 황윤태

굿다이버리조트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전화:

063-855-4637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팩스:

대표:노남진
홈페이지:

www.nonamjin.com

스쿠바라이프리조트
성산포 다이빙 안내'1551강사 교육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1-721-7277
홀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김상길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 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써한 내용은
풍등출판사 (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전화: 064-782-1 150
휴대폰: 017-344-2095
홈페이지: www.scu balife.net
대표:김원국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551강사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064- 738-7390
휴대폰 017-215-6577
전화:

홈페이지 marinehouse.info
대표:허천범

스쿠바아카데미 투어

다이브스테이션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제주시 건입동 657
전화: 064-755-9934
팩스:

064-755-9938
휴대폰 011-691-9934

전화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584-7

휴대폰: 이 0-4356-0065

홈페이지: www.jejudoscuba.com

대표. 이영덕

대표: 문수은

돌핀스쿠바

태평양다이빙스쿨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064-762-0528

587-38

064-762-5133

휴대폰:

휴대폰: 이 1-693-5135

784-1

011-696-1224

이메일 moonsoπl21 @hanmai 1. net
홈페이지: www.pacitic21 .com
대표:김병일

대표:허칭학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

진스다이브리조트

나우이 강사교육/성산포 해양 리조트

세부 남부 오슬롭에 위치한 다이브 리조트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뜸를를흩를
l,','. ' .:• •'.'' • •1.

전화

02-487-8144 ，

164-17
064-782-

전화· 이 0-5351-9232 ，

63-920-953-1410

1113
1

홈페이지 www.jinsdive.com

휴대폰 010-5283-8144
홈페이지 : www.sealite.or.kr

대표:진신

대표·박창수

MB오션블루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건우다이브리조트(GUNWOO DIVE RESORT)
세부 릴로안다이빙 요뼈， 숙믿일저|영 리조트
Ll LOAN BEACH SANTANDER CEBU
PHI Ll PPINES

전화:

001-63-32-474-0046
인터넷 전화: 070-7518-0180
홈피|이지: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 070-8241-6125

www.moalboaldive.com

대표: 김용식

홈페이지: www.bluestars.co.kr
이메일: udtseaI25@naver.com
대표;박재성

71 C.~

0

1:1

리조트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효택사무소:

않혈靈

010-3929-3221 , 010-

본지에서는 엽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체안내 디렉토리 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3282-5566(01시영) ’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070-8288-8818 , +63-32-4809118 , +63-908-572-703이정광범)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liloankingdom.com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씨월드세부
세부 막탄 지역 펀다이빙J!PA 미 강사교육
Sea World Dive Center , Balabag ,
Boracay Is. Malay Aklan Philippines
전화: 63-36-288-3033
인터넷 전호f: 070-7897-8151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070-7594-0033

인터넷 전화:

대표; 김순식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대표: 김순식

마린스쿠바카페

수중세상다이브 리조트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Sabang Beach , Puerto Galera ,
OR.Mindoro , 5203 , Philippines
인터넷꿀

휴대폰

070-8624-2589
++63-919-878-7321

홈페이지: www.marinescubacafe.com
대표: 정종칠

Hadsan Beach , Agus , Lapu-Lapu
City , Cebu , Philippines
전화

032-495-2203

핸드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7570-8197 ,

070-7571-8197
대표:이중현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SM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T.미/S미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빙~ TDI/SDI강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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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 Manado ,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팩스:

62-431-824445
62-431-823444

이메일:

인터넷전화

070-7676-0853

홈페이지: www.hippodivers.co.kr
대표: 하문수{PA 미 코스디랙터)

info@tasikria.com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돌고래 다이빙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임페리얼 팔라스 호텔 내 해앙스포
츠센터

전화:

070-8814-7860

www.cafe.naver.com/dolgorae
diving
담당· 윤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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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스쿠바장'H I 를벗고다AI 입71
·수중스쿠바유닛탈착Scuba Unit put off/on at Underwater
글， 사진/김동혁 (SDD 대표)

여러분은 다이빙도중 수중에서 스쿠바- 장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떤 버디의 신호로 공기기- 샌디는 것을

비를 벗어야만 했딘 경험이 있었습니끼? 만일

일댔을 때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의 공기가 새는지 누구나 모두 궁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당시 어떠한 문제가

금해 할 것이다 그래서 버디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신호를 나누겠

있었습니까?

지만. 벼디가니를도울수없는상햄다가그나마제대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띤 여퍼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어디서

이글을 쓰는 본인은 지금까지 스쿠바다이
빙을 해오는 동안 수중에서 스쿠바 장비를 벗

열미-만큼의 공기가 새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 들 것이다.
위 두 가지 상횡어외에도 다이빙도중 스쿠바 실린더가 BC에서 빠

고 다시 입어야 할 상황 1 여러 번 있었다 그 중 어떤 경우도 극단

진다던지 . 서둘러 입수하다 례률레이터에 부착된 호스들이 몸과

적인 비상상황은 이-니었지만 우리가 다이빙하띤서 흔히 겪을 수 있

사이에 꼬이는 경우에도 미-찬가지로 수중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

는 문제였고， 펑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처 벙법을 꾸준히 연습하

이야 할 것인가? 물론 니는 위의 모든 상횡을 경험하였고. 평소 이런

였기에 별 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디

상횡에 대비히이 수중에서 장비를 빗었다기- 다시 입는 스쿠비- 장비 딜

BC

착연습을띠리 해두었기에 이 문제를쉽게 해결할수가있었다.

언제，어디서그리고왜

멈춰서 생각한후행동하라

보트다이빙을 할 때에는 매우 드문 경우이겠지딴 국내에서 비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는 낚시를 즐기는 시람들과 다이벼의 디이벙

처음 다이빙을 시작할 때부터 다이벼들은 어떤 상홍L에 직면하거l

포인트가 겹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섬 비치 또는 항 인근의 방

되면 . 일단 멈춰서 생각한 후 행동하라고 교육을 받는디 마찬가지로

파제에서 이런광경을볼수있는데 . 우리가아부리 조심한다하더리

수중에서 스쿠비 탈착을시도할때도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히 수

도 수심이 낮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낚시 줍에 걸리어 곤란을 겸을 수

중에서 실시되는 기술은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것과는 달리 실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벼디의 도웅으로 문제를 낀단히 해결할

생기면. 큰 위험으로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실시하기 전에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버디의 자르는도구가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

항상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히고 기술을 실시해야 한다. 스쿠바

나 아직 사태 파익을 하지 못힌 초보자라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

탈척이 진행되는 동인에 가장 중요힌 점은 공기를 전달하는 호흡기

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인가?

와의 지속적인 연결이다 이 기술이 실시되는 동인 공기기 끊기떤 인

또 한 예로 다이빙 도중 여라분의 머리 뒤에서 비블이 새는 것을

사진

1‘ 웨이트 일체형 BC가 어깨에서 벗어나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려면 벗는

과정을 실시하기 전에 음성부력조절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되기 때문에 장미를 벗고 입는 동안 발생한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점

사진

2 액세서리 장비와 호스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장비들과 호스들이 벗고

다시 입는 동안 S}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연결을 풀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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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스쿠바 장비는 슈트 재킷을 벗는 것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항상 왼

말부터 먼저 시 ξ봐여 레굴레이터 호스가 엉키는 것을 막는다

사진

5

BC를 벗은 후에는 몸에 밀착시커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막는다 다시

사진

4.

BC를 뒤에서 오른팔 아래로 휘두른 다음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고， 앙

슨으로 고정한다

사진

6

스쿠바 유닛을 다시 착용하는 과정은 벗는 과정의 역순과 동일하다， 항

상 오른펀부터 먼저 입는 것으로 시작한다

입기 전에는 호홈을 가다듬는다

겁하고 제대로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후 싣시해야 한다.

장비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디띤. 이제 운제점을 찾아 해결해이: 할

것이다. 꼬인부분을잦아마르게 정돈한디-딘지. 이니띤공기가새는

쁜관윤 잦이 해결。] 7]능한지 등윤 판단한 후 상비를 다시 착용히도

재컷처럼 벗고 입기
레끌레이터는 스킬을 실행히는 내내 디이벼의 입에 물려져 있어

꼭한다-

야하펴 디이버는 정상적으로 호홉윤 계속힌다 그러고 기술을 심시

장미판 다시 착용히는 과정은 멧는 과정의 역순이다- 사진 6에서

히는 동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을 조절한 다음 호스

보는 갓과 같이 항상 오른판을 BC에 넣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디음

와액세서리들을정리한다. 맨저 BC에부착되어 있는게이지를풀고

오른손으로 탱크를 밀어 BC블 등 뒤로 보내고 다시 왼팔을 8C에 넣

BC의 기슴과 허리에 고정되어 있는 벨크로 밴드와. 조절 스트랜을

은후당겨서 정확하게 어깨에 위치시낀다. 이는오른팔부터 먼지 시

풀어서 BC릎 맛도록 한다.

직하여 슈트 재킷을 입는 것괴 같은 테크닉이다.

BC플빗는것은슈트재킷을넷고임는것과상당히 비슷하디. 시

장미뜰 다시 작용히-았으 l건‘ 복부의 밸크로 밴드를 비풋하여 어깨

진 3에서 보듯이 재킷을 어끼l 에서 뒤로 띨 듯 왼필을 BC로부퍼 빼낸

조절 스트댐등을 놈에 맞게 조정한 후 게이지플 비롯한 액세서리들

다. 이띠! 풍요한것은항상왼쪽부터 딴지 벗고 디이버의 등뒤에서

을다시 BC에 부착시킨다. 그리고중성부력을유지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넘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변 호흡기 호스가 목

플 컨트콜한 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접겁한다.

BC

뒤에서 갑기며 결국에는 입에서 마우스피스가 빠절 젓이마 왼팔이
BC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띤 오른손은 BC가 오른쪽 어깨에 걸칠 때

까지 계속 잡고 있는다. (사진

4)

이제 여러분들은 수중에서 운제가 생겼을 경우 스쿠바 장비릎 지

제 없이 탈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평상시에 지주 사용되서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BC로부터 빼낼 때에도 왼손은 BC의 어깨

는 안 되지만 비상시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띤 바로 실시할 수 있어야

부분을 잡고 있어이화며 오른손이 빠진 후 BC를 잡아 앞쪽으로 오

힌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수영장에서 귀l준히 연습하여 숙달을 유

게 한다 그러띤 스쿠바- 장비는 자신괴 따주 보게 되며， 호흡기는 이

지히는 갓이 중요하며 1 그래이:만 유사시 적시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을 싣시히는 동안 입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공기를 공급할 수 있

그리고 이러한 능력틀은 자신의 자신감음 증가시킬 뿐만 이나라 보

게 된 갓이다. (사진 5)

인윤 디 안진하고유능한 디이미로 안릎 것이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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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한국후새류도감

오픈워터다이 벼매뉴얼

뛰는물고기가는물꾀

수중시신의 인민직인 윈 <:1에서부다 싱

수종 "1 디오싼잉의 인인석인 윈2.1외 신

냄에사는 갯인숭연뱅이단충싱으호 19;

교육단지|의 구운있이 공능식으로 시

선시 cll외쉰잉시신회보; 포힘힌 수중

진시ill':; 소개힌수중이디오 싣잉기의

종의 후새류 E응 ω)생의 생생힌수증시

용전수있는스뤼JI나이잉임문서

재띠있고 싱삭블 얻블수있는설27 1
이이지듣은 실김 LI는수중시진틀과

시진시의 ~ I독 새이 용입 ， 성의육공지 ‘

연옥AV이 g 인 ‘우대혁 ，진신 공지 ，

선으호소개했으띠 .2-워11서는 양새류의

1&팩‘ g 란리 시 석 3인 5신윈

일리스E호소개힌책 *1{최윤

시시엔윈

시 끽 3인원

생t뻐 a꿇에대애자료 시선괴 힘 에 선

깅‘쪽옹걸리 기걱 l 민 i신윈

잉õ f고있디， 시지/고용’심. 시 샌 DH'C21.
71 석 3인씬

바위해변에 시는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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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

어드밴스드 다이뱅매뉴얼

다이브마스다매뉴얼

다이멍이론과실제

나이 " 1의 인수소싱시 /휴대시 학생 ， 학시， 일

초보다이띠에서상긍 디이 "1가되기위힌교온.

깅힘있는다이이의 수준을녕이다이잉 교육과다이

여이잉잉문자와이드앤스드 다이 "1들까지 공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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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사용필수있는종힘교과서 짧쪽.가격 2만원

석 .""'~내시이즈.앙싱온 시격 3인원

"1 0 1스티의익한과임무에대해채셰적으로정러~I
지집^V ^께 정의원 136쪽， 가격:2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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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 IZED DIVE MAGAZINE IN KOREA

아비스

22

너|이비 (ABYSS

22 NAVY)

’아비스22 네이비’ 는 전세계 해군들이 극도로 어려운 작전도 문제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특수한 찬물다이빙 (CW이 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탁월한
물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와 마레스 고유의 바이때스 시스멈을 갖추
고 있습니다. ‘아비스22 네이비 ’ 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도 완벽
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출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강력한 호흘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힘이라 하더라도 ‘아비스22 네이비’ 가 임무를
수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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