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ι;꾀
1111:타【…
.l:ll
내l’|ιι111’‘WI

신제품 LED 다이브라이트 EOS 3
야이콘HD 펌웨어 2.0 벼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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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NEW MEGA FLEX SUITS
5mm 뉴-메가플렉스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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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애17볕렉스 원피스
·원단 : 5mm 뉴-메가플렉스
- 유연성과 신축성을 결정하는 겉감과 안감 각ζ뻐1 일반저지에 더해 300%신축성을 지닌 울트라 스핀 저지를 시용하여 뛰어닌 착용감

- 500%신축성을 지닌 메가을렉스보다 100%의 신축성을 더힘
- 밸크로와 같은 악세사리와의 마찰로 인한 보푸라기 발생을 억제
- 윤기와 발색을 더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힘
·후드

: 3mm

·무릎때드

뉴(머|가플렉스

: Flexible한 전방위 교차헝

NEW MEGA FLEX SYSTEM

BCJ-7000C

New Hybrid 3-D Bladder design
.. wrap-around
•

일반적인

스타일 BCJ 의 특성과 뛰어난 유선헝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back-inflation으로 구성

back-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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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 시스템 탑재 (Active Purge Assist)

‘

공기압축 퍼지 시스탱과 새로운 OPEV(Over Pressure Exhaust Valve: 초과 압력 배기밸브)기능은 신속한 퍼지
시스템 및 인플레이션의 반응으로 일반적인 인플레이터 시스템 보다 크게 항상된 흐름을 유지 .

.. A. P. A 는 드래그 와 부피를 감소시키며 놀라운 효율성을 갖춤.

,

간펀한 유지보수와 손쉬운 관리로 인플레이터의 에러 율을 줄이고 모든
액세서리로서 설계

TUSA BCJ 에 장착 가능한(옵션) 추가

ruSI\’
www .woojungsa .co.kr
www. oceanickr.com

CARBON 42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벼움을 모두 현실화시킨 진정한 호흘기의 지존.
마레스의 점단 기술력으로 꿈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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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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로 보내시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딘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만원 정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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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를 통하여 정식 수입 판매된 Q fO l콘 HD를 구입히신 분들도 구입한 다이빙숍을 통해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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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리퀴드 스킨 (ESSENCE MASK)
리퀴드 스킨 테크놀로지의 최고 걸작품.
액체 실리콘과 유리를 바로 접합시커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여행용 장비 (I DEAL FOR TRAVE니
1809의 가벼운 무게가 비행시 무게 제한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획기적으로 넓은 시야 (WIDE FIELD OF VISION)
시률레이선과 다gt효} 얼굴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찌
$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시야와 더욱 펀안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노랜즈 (MONOLENS)
시야가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진정한 모습을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milrl! l

엑스 스트림 (X-STREAM)
진정한 혁신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능이 항상된 신규 특허의 벌집형 발집은 더욱 편안하면서 가볍고， 파라슈트 현상
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가로축의 OPB는 최적의 오리발 각도를 제공합니다 양쪽 가
장자리에 소형 물글을 갖춘 슈퍼물골 블레이드는 오리발 킥동작시 발생하는 교란현
상을 감소시겁니다. 세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리발 입니다.
미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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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근육은 다이버에게 자신감을 준다

Jalme B Adams. Neaf W. Poffock

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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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입문^t들 을 위혐어l 빠뜨려는 저가 경쟁 교육
Dangerous Low Price Program
지난호 본란에서 다이빙과 죽음에 대히-여

말했다. 어떤 활동분야에서든 죽음이란 불행

글/ 발행인

반드시 교육믿에야 히는 이유를 건너 뛰어 다이빙에서 교육이 무지

무지하게중요한이유다.

은 일어날 수 있는데 다이빙에서는 이런 일이

그러나 교육이 다 일정 수준을 갖추어서 아무 교육이나 받으띤 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어서이: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다이빙 교육은 ·상품 이란 점에

되겠냐는 얘기였다

서 통념적인 교육과 디르다 교육단제라는 것도 시실은 ‘단체’ 가 아

버젓이 공개적으로 수준미달의 다이빙교육

니라 침퍼니 이다 컴퍼니는누구라도개업할수있는것이다. 목숭

이 광고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못본 체

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육을 아부나 할 수 있다. 이젓이 문제였다.

히는 것 근본을 알 수 없는 새 교육브랜드가

그러나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통제하는 니라는 없다.

갑자기 나타나 활동을 개시해도 여과없이 받。l들이거니 무관심한 태

왜일끼? 다이빙계의 선구적인 사람들이 일찍이 국가의 개업을 보

도 이런 것들도 다이빙의 위험성에 대해 다이빙계가 시치미를 떼고

이코트하고 자발적으로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기 때문이

있는 것이다.

다， 다이빙에 관한한 영국과프랑스도 일찍이 앞선 나라들이지만자

다이벼는 모두 다이빙 강사 라는 비아낭 소리가 돌아다닌지 오래
됐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고 경쟁이 심해지자 교육단체들은 강사 C
카드를 남빌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후유증으모 입문지들을 유혹

발적 시장경제주의적 다이빙 교육시스템의 성공은 미국에서 일어
난 것이다.
띠국의 예를 들띤 현재의 여러 교육브랜드는 한 개의 점(소수 전문

히는 저가 경쟁이 번지고 있디 문제는 도저히 교육을 미칠 수 없는

가 모임)에서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생기고 해서 나

짧은시간프로그램이다 체험다이빙 얘기가이-니다 싼가격이이:바

왔다 “그 사람이 새로 만들었다며? “그 사람들도 띠로 차릴만 하

람직한 것이겠지만 생명의 안위를 다루는 교육이 싼게 비지떡. 이면

지1" 이런 식으로 전문성은 의심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단체를 만들

큰일날일이다.

었던 것이디- 그 결과물들이

다이빙을 배우고 싶은 사람 입문의 문턱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빙 교육의 본질과 역시를 말해주고 싶디

불의의 죽음을 예방히는 방법 중에 교육만큼 중요힌 것이 없을 것
이다 국민의

NASOS , SS1. T01. IANTO

LA 카운티 YMCA. NAUI. PADI.
등등인 것이며 사라진 것들도 많다

영국의 BSAC는 그 과정이 좀 다르다

안전하게 다이빙히는 다이벼가 되려면 권위있는 다이빙 잡지를늘

90% 이상이 문뱅이었던 과거에는 교육을 시킬 수 없어

구독히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디 권위있는 집지의 웹사이트에 들어

서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 많았다 마신 물에 들어있는 기생충과

가도 좋다 다이빙 교육이 건전하게 발달해 오는데는 다이빙 잡지의

균이 사람을 벙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사실도 교육받아서 알게 되는

존재와 그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1년에 창간된

것이다.

스킨다이버 매거진 (S넙n

디이빙에서야 말로 교육은 디-른 어느 분이:에서 보다 더 중요히다 .

Oiver Magazine, 2002년 11월호로 마지막

을고함)이다

띔박질하다가 넘어지떤 무릎팍이 까지기도 하고 골절이 일어날 수

스킨다이벼지는 위험했던 미국의 다이빙 스포츠가 안전하게 발달

있다 모두 다 이는 시실이디 다이빙에서는 무잇에 충돌했다든가 뛰

힐 수 있도록 계몽하띤서 수많은 행사와 프로젝트들을 주최하고 후

디가 넘어진 것 같은 가시적. 물리적 사고가 없었는데도 중상을 입거

원하고 했다. 물론 스킨다이버지의 운영자나 기자들은 기라성같은

나 사망히는 일이 벌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교육을

다이벙 전문기들이었으며 잡지는 누가 뛰어난 전문가이며 누가 영터

받아야 알 수 있고 반드시 교육받고 다이빙해야 하는 이유다

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도 공급했다 소비지들은 매거진을 통

스미트폰이 유행이디 나는 스미-트폰을 이것저것 막 눌러보고 배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이나 강사를 선별할 수 있었다.

웠다. 일단 들어가보고 아니띤 도로 나오고 잘못 눌러 off되띤 다시

초기의 다이빙 교육은모두순수한비영리 단체들이 실시했다 세

시동을 걸고 그렇게 스마트폰을 알아갔다. 이무리 잘못 클릭해도‘

계최초로 생긴 다이빙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국제적 교육단체는

전화가 엉뚱힌데로 걸려가도. 손톱하나 다치지 않았다. 만약 다이빙

1960 년에 생긴 NAUI 이며 알 틸만 (Al

을 이런 식으로 배운디면 목숨이 100개리도 님이-나지 않을 것이디

Undelwa따'Unit 창설재 외 두 사람과 스킨디이버지의 기자 닐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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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man: LA

카운티

스(N때 Hess)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비영리 단체이다 스킨다

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하여 다이빙을 안전하게 만들어 갔고 이 정신

이버지가 초기의 재정 지원과 마켓팅을 책임졌다 초창기에 스킨다

은 DAN가 되어 전통에 깔려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그것을 고

이버지가 재정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NAU1가 성공

스란히 그대로 전수받았으므로 카오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만큼 잡지의 역할이 컸다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일반대중에게 스쿠비- 다이빙 교육프로그램이 최

그러나 이

DNA 지도를 뒤틀리게 할 수 있는 침입은 간간히 있었

초로 실시된 것은 1954년 LA차운티 수중빈에 의해서였으며 LA 카

디 그 침범을 막아내는 데는 다이빙 전문지나 권위있는 다이빙 전문

운티 수중반 책임지들은 스크립스 해잉:연구소 과학자들로부티 짐-수

사이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득권 보호리고 비난받을 수 있

과학을 배웠디 최초의 다이빙 리이선스 프로그램은 1959년 YMCA

겠지만 다이벼의 건강과 안위의 문제라면 비난이 있다고해서 섣불리

가 만들있는데 NAU1는 International이고 YMCA는 National 이라

물러날 수 없다

는 차이가 있다. 이 시기에는 모두 비영리 단체들이었다)
초창기의 다이빙은 어려운 과흐써었다 그리하여 다이빙 교과서

의 효시인 책 (1954년)의 제목도

본지의 움직이는 수중계 소식란에 보면 교육단체들 기사마다 ·교
육단체의 우열성 평가와 관계없음 이란 자막이 걸려있다 독자는 기

'The Science of Skin and Scuba

사가 많이 나온 브랜드가 우수한 것이겠거니 선입관을 갖기 때문에

Divin날 이었디 1979년에 필자기- 펴낸 교재도 ‘스킨스쿠바 다이빙

판단의 평형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문제가 있을 정도로 열

원리‘ 로 과학 냄새가 물씬 났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미국에서도 스

등한브랜드는 기사로 취급되지도 않지만 어디에선기- 취급되띤 과잉

크립스 해양연구소 박시들이 가르쳐야 할 정도로 과학적인 측면을

선전의 호재가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스쿠바 다이빙 밑

본지는 과거부터 의심스러운 교육을 죠에내 간접화법으로 정종을

에 인명과 관계있는 과학이 두껍게 깔려 있다는 뭇이며 교육단체의

울려왔다. 새로운 브랜드 또는 새로운 사람이 어느 정도 알려진 브

수장이나 디이빙 강사가 어느 수준까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랜드를들고나와 영업을 시직하면 먼저 리더로서의 역링뇨을 평가해보

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다.

고 의심이 가면 시간을 두고 지켜본 디음 기시를 취급하거니- 광고를

대중화된 지금은 다이벙 배우기가 매우 쉬워졌지만 그것은 괴학적
배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다이벙 인구의 증가가 살길이었던

받았다 미국의 스킨디이버지도 다이빙계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 위치에서의 콘트롤을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전문가들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개발하고 복

다이빙계를 전혀 모르는 입문지는 값이 싼 교육에 접근하기 전에

잡한 이론을 단순화시키거나 어려운 것은 나중에 알도록 순서를 뒤

정상적인 가격이 얼미인지 ‘ 최소한 몇시긴의 교육은 받아야 정상적

로 놓았기 때문이다

인 교육인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회사의 브

자동차 공학을 이해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운전

랜드가 최소한의 시장 활동 역사가 있어서 검증된 것인지 . 업계에서

을 가르치는 사람은 운전 중 감각으로 어디에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의 위상이 어떤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브랜드의 역시를 모르고 잘

안다 공학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빙에서는 운전자도 원리를

꾸며진 웹사이트에 현혹되야서는 안된다.

알고 있어야 목숨이 위험하지 않다 디이빙 교육에서 과학적 설맹이

신뢰할 수 있는 디이빙 교육지나 단체는 어느날 갑자기 세계적인

단순하게 설명된다 해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강사는 근본 과학을

과학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뜨는 사람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이빙

철저히 이해하고 또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고 교육 단계

교육지는수재나 천재일 필요가 없고 다이빙 전문성이 시간을 두고 알

에 따라어려운지식을분산시킬수있어야한다 단순한설명 이상

려져 있는 사람이면 된다 갑자기 나타나 배후를 알 수 없는 교육브랜

으로는 더 이상 뽑아낼 지식이 없는 강사는 위험한 선생이다 전체슬

드는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펼요한 검증을 받ο1야 한다

알아야 ·이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를 설정할 수

아무리 뛰어난 교육방식이라도 내용을 전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

있는 것이지 디음 단계에서 더 가르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강습은 불

요한 시긴이 있다 이 띤에 서 납득이 가지 않는 교육은 이-푸리 값이

안할수 밖에 없다.

싸도 아자하면 큰 뱃기를 치를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교육이 될 것

선진국들은 시작 단계에서 사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다이빙계 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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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보급형 호홉기

고성능컴팩트호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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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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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1
• 초|적의 밸런스 피스톤방식

· 균형식 피스톤방식

• 드라이챔버 장치로 동계 사용 가능

• 동계 사용이 가능한

· 슈퍼플렉스호스 장착

· 균형식 2 단계 시스템

• 초|적의 호흘효율 WOB 0.46 j/I 실현

• 나이트록스 4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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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 코리아

Tel. 02- 541-0118 / 070-7560-6611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4 한주빌 딩 2 층

Fax. 02-517- 5415

귀 사를 아폴아렁 파트너 센터로 모십니다.

Flex앓Irts Center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Flex스킨스쿠바

248-1

전화

: 010-5366-6188
홈페 이 지 : http://cafe.naver.com/flexgym
’ 양양동호다이브리조트 T.010-8441-736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마린파크

AQUAMARINE
(주)아 쿠 아마린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쿠아마린

SMS 빌딩 A동 2 증

197-7

전화

: 02) 808-0494
홈페 이 지 : http://www.scubain.co.kr
’킹스톤리조트 T. 054-783-8828

뿜
織

sOj훌I\~
l{OREA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수작코리아

r

이지다이빙

드걷를를。메드를를를
를를"T'"

AQUA 강 LUN~

L.::

ë를"T'"

2320

고양종합운동장 20호
전화

: 011 -212 -6725 j 070-4234-6725

홈페 이 지 :

(추) 수작코리역

=====-....

1790, 2 층
031) 746-6330
홈페이지 : http://www.mpscuba.com
전화 :

http://www.suzax.com/

주소 : 부산 중구 중앙동 2 가
전화 : 051-405-3737

홀페 이 지 :

http://www.ezdiving.co.kr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화 : 02-415 -6825

홈페이지:

49-43

195-10 3 증

http://www.diverblue.com

......

~====

아쿠아렁 코리아

Tel. 02-541-0118 / 070-7560-6611
서울 감남구 신사동 574 한주빌 딛 2 츠

Fa x. 02-5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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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다이버

7.. ~lY2? ， (gI

-7

스마트다이버는다이빙을안전하게하며해양생물을보호하며해산물을직접잡아먹지않는다이버입니
다. 지금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관행은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 입니다.

먹거리다이빙은다이빙스포츠의격을오랫동안추락시켜왔습니다.
스쿠바다이버가해산물을포획하는것은법으로금지되어있으나먹거리다이빙에중독된다이버들은유

혹을물리치지못하고있습니다. 금단현상을이겨내고다이빙문화를변화시켜야합니다.

스마트 다아버 운동에 동참합시다.
본지가추진하는스마트다이버운동에다 01 버들의동잠을호소합니다.많은분들이참여할수록빠른시

간에우리나라다이빙문화를바꾸어나갈수있습니다. 뭇을같이하여동참을원하는다이빙강사와다이
버들은본사홈페이지스마트운동게시판에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등록방법은게시판에설명되어
있습나다.
홈페이지 www.scubacJj ver.co.kr

조광현
홍익대 서앙화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텀힘 등 활동적이
고 모힘적인 다~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앙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앙전문

화가 해g악산부의 해g탤경교육고째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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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q이버 명얘l의 전당
축하합니다!

스마트대1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다어버 명예의 전당에 모십니다.
• 명단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 입니다
• 참가방법 : 본지 홈페이지 www. scubadiv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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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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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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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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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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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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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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TS미. CMAS

어드밴스드

최승혁

트레이너

류재욱

IANTD
BSAC
PADI
NAUI
PADI
PADI

오윤영

PA미

어드밴스드

최동섭

다이브마스터

허희선

KUDA
SSI. NAUI
SSI
PADI
CMAS
PADI

권기원

TS미

강사

서지영

NAUI

어드밴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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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ζ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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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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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충^~잔 콘터I~、 E
2011 년 5/6월호 입상작 불f표
본지가 개최해오던 효H국수중사진 호별 공모전이 2011 년부터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로 새롭게 변

신하였습니 다.
한국수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 5/6월 ， 7/8월 ， 9/ 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 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업체 에서 수상자

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 다. 이번 5/6월 콘테스트는 (주암정사/오션첼린저에서 협찬해 주었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흔F국수중사진공모전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

시/강 LH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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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선 작을 포합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된다 . 단 당선 자 자신의 비
상업 적 인 개인적 사용은 인정된다，

@ 응모 방볍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프뜯를 통해서만 발표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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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홍페이지 vwrw.scubadiver.co.kr 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본사 이메일로 접수 diver@scubadiver.co.kr (콘테스트 응모라고 기재요할)
- 본사 웹하드 등록 vwrw.webhard .co.kr 아이 디 pdeung 비밀번호 2468

@ 섬사후기
본 콘테 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칩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을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가 쉬 웠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인 현재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안리플렉 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수중사진가도 있지만 일명 “똑딱이 ” 라 불리는 콤팩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콤팩트 카메라는 어안렌즈처럼 초 광각이 아니며 전문 마크로 단렌즈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광각과 접사촬영 01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 시 피사체를 부각시키
고자 한 작품과 일안리플렉스 카메라에 광각렌즈를 사용한 경우라도 “광각접사” 촬영을 의도한 경우는 접사부분으로 구분
하기로하였습니다.

이번 콘테 스트접사부분의 금상과동상 작품이 적용 받은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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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정샤l오현첼린져

뽑찬 상품 )
금상 시상품

COMPUTER 10-650
• 지|조사 TUSA
• 가격 600，000원

• 원 버튼 손목형 부츠의 puck 스타일 모률
• 씨 r， Nitrox (21~50%) 모드
• 물 접촉 또는 버튼터치의 작동업
• Dee p Stop 기능과 일반적인 안전정지
• 원터치로그접속
• ISO 14,000 해앙등급의

• TUSA

자동 고도 설정

데이터 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한

PC

다운로드와 업로드

• 다이버가 과:jl 가능한 배터리(C R2430， 3V)
• Buhtmann ZHL-1 6c 베이스의 TUSA 알고리즘
• 가번식 상승 비율 인디케이터
• 최대 1 강l 다이브 로그 메모리

동상 시상풍

MASK Sub Frame

은상 시상품

• 제조사 ATOMIC

• 가격

•

BAG BP-5

200,000

튼튼한 내구성과 외부 충격에 강힘

•

• 왜곡에 자유로운 뛰어난 광학 울트라 클리어 렌즈

제조사

TUSA

• 가걱 260.000

•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하이드로 다이나믹 스타일링 프레임

• 를러 백 56c m(H) x 38c m(W) x 26c떼미
• 통합， 3300 세제곱 인치의 저장 공간

넓은시야와낮은몰륨

• 손쉬운 조절의 스퀴즈 버클
• 투영 및 블랙 실리콘스커트

• 길게 뻗는 내구성 강한 T지형 핸들과 통합된 어깨 스트램
. 4개의 압축 스트랭 /2개의 캐리 손잡이

• 효율적인 ARC lechnology 렌즈

• 매우 큰 중심부와 측면의 포켓

• 소재 1650/900 데니어 나일론
• 내구성 강한 YKK 지떠

Q괴 햄훨활휠찌't:SA (주)우웬

www.woojungsa.co.kr

원’ 덤E를덤많 (주)오션첼린져

www.ocean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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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혀 太 거웅신호의 우링우팅 크앵
OL--'

4 김은종

블루리본일

2

김 은종

능선갯민숭이류

3

김은종 해언에실고있는뻐거미

5

김은종

씬뱅이얼굴

6

서동호

Sc uba

Diver

저뚜도의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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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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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해따리

8

서정우

미그미해마

11

이운철 제주해송과올베김멍

14

흉찬정

천 재 법 올쩍미군소붙이 교미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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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치한쌍

거묵과빨판싱어

9

우종원

12

천재법

15 왕욱

잭미시무리

닌띠선에자라는엉
게외섬유세닐알미질

블루흩

16.

강연주

해파리에숨어A는동갈돔

18

김용선

20

22

17.

강연주

스네01크일

19

김윤회

김윤회

흰동가리돔

21

김 은종 배에일을붙이고있는험프백 A뻐류

김은종

식사중인 임메리얼 새우류

23

기으주

o

L,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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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따리생태모습

해미

롱노우즈호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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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정우

일을붙이고있는고둥류

25

손영배 유렁멍게를먹는갯민숭딜맹이

26

이흉석

열대바다신호초

27

이흉석

써에서비행핸다이버들

28

조명배

불가사리에은예한씀빙이

29

조명배

불가사리가더듬는모습

30.

조영배

O씹을맞은흰동기리

31

최지섭

개오지와곤쟁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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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SUIT SYSTEMS

NEW TEK 1000
코두라부틸드라이슈트
나이롱부틸드라이슈트
한국 체형에 맞는 테코니컬 다이빙 전용 드라이 슈트

인체 공학적 입체 패턴 설계

’

짧없l NTERCROSS

TEK - 2000
원단 : 쿄두라부밑

원딘

: 코두라 아쿠아렉스

윈단 : 3i두라+부될

蠻 Badagang Co
TEL , 본사 080 , 621 , 6003 지시 02 ,4 77 , 2952 / aqu값@aqu값， net / www，aqu랴， net

월단:코투라+지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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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샤리 큰 이 Ol기 작은 이야기

-1 . 알기쉽게 말하는 불1

-글/김풍등

삽호V조광현

‘’

한국문화 속의 불가사리 이름들
(※ 힌자어 로 발음되는 ‘불가살이‘ 보다 고유어로 통용되는 ‘불기사리’ 가
더 널리 쓰이므로 ‘불가사리’ 를 표준어로 삼는다/표준어 규정).
한국에는실효효울 불가사리 와 삿삿의 괴 뭉못뭉불가사리 두가지가존

재한다. 실존 동물 불가사리는 무척추동물류 중에서 극피동물류로 다시 세

분되는 소위 별모양으로 생긴 바다의 기어다니는 동물이며 상상의 동물인
불가사리는 바다외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조 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설활
의죄를먹느괴붐이다

영어에서는화a펴밟또는 S앓융펴￡라 하고 한자어로는 해서(游뭘: 바다
와별l이라 한다는데 영어

Sea Star와 같은 뭇이어서 중국말이 먼저인지

영어말이 먼저인지 궁금하다. 정약전은 지갓}ó1보에서 불가사리를 풀업으i

뼈꿇뾰라고 기록했는데단풍잎처럼 생겼다는돗이다. 불가사리 중벌불감
좌뢰를 일컬은 이름인 것 같다. 또한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이튿삼속명)은ZH.
보죄뾰앓關이라고 소개했다. 부전은 고운 색 헝검으로 만든 여재}이들의

왜뿔동뢰갱인데 옛날 사람들은 불가사리를 아름답게 본 것일 게다.
정약전은 불가사리의 팔들을 뿔이라 표기하고 뿔 밑에는 좁쌀 같은 국화
모양의 발굽(짧歸/국제)이 붙어 있어 문어의 빨판 같은데 이것을 시용해서
돌에 달라붙으며 어민들은 불가사리 의 몸 비틀기를 보고 비가 올지 안올지
점을쳤다고도썼다.
중국 한의학서 불촉깅폴에서는 별불가사리를 해여(南짧/바다 체비)이라

했다. 별불가사리를 제비에 비유한 것은 불가사리의 팔들이 제비 꼬리처럼
김게 패인모양을 가졌다는 공통점에서 나옹다. 서양남자들의 예복옆의효

독갱봐꽁란에 서 나온 이름이대※ 현t써보를 찾아서， 이태원 지음).
물고기들의 영 어 이름에서도 제비 (sW:::l ll ow)가 자주 나옹다. 꼬리지 느러

미가 깊 게 패 였거나 지느러미 상엽과 하엽 가장자리에 검은 띠무늬가 제비
꼬리처럼 보이는 경우들이다

바다 동물 이름으로서의 ‘불가사리’ 가 쇠를 먹는 괴수 이름에서 가져온
것 인지 반대로 실존 동물 이름이 먼 저 있었고 니중에 괴수가 이름을 빌려
쓴 것 인지 알 수가 없다. 괴수 붐가사리는 퍼셈강호업에 저술된 이야기표
재삭의 속낙잔석 /셰南찢觀) 속에 나온다 했는데 붕가상이 (不퍼졌蘭/또느

f뀐란 어휘가 처음 나타난 문헌 이다 이야기의 시 대 배 경은 고려 말이다. 고

려 말에 불가사리 란용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 면 글쓴이 가 처음 지어낸 이
름인지 알수 없으나 쇠를 먹는 괴 수 이 야기 는 곡보말부터 생겨 난 설확라고
한다.
두 종류가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동명 이종이 지 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
니 다. 극피못붐 붕가사리와 괴수 붕가사리느 죽이 키가 어련다느 적 에서 콧

효성와요봐 바다의 불71--사리는 몸을 여 러 토막으로 끊어버려 도 살아나서
‘축임 수 엄느 지{不리폈{꿈)’ 이며 괴수 역시 같은 돗의 不可殺伊이다. 또는

조꾀짧짧이다.
위에서 하자 이(伊)누 그이

처이 항 때의 이 자이며 하자 이隔)도 너

('VOll) 그이 이이의 뚜이다

괴수 불가사리 설화의 몇가지 버전 중 불가사리를 화공(불 공격)으로 죽
였다는 이야기 버전을 근거로 붐(씨+퍼왔+伊(붐로 축임 수 인늑 7.})로 풀

이된다는견해도있다.
바다 불가사리의 전형적인 형 태는 팔이 다섯 개인데 괴수 붕가사리에게

독표성들짚이 있다 그특정은 @곰의 몸 @무소의 눈 @코끼리의 묘 @소
의 꼬리 @범의 다리를 융합시킨 외형이다.
전설불가사리의또다른한자어 이름으로맥@페과성청(鍵훨)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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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이야기 작운 010111
Part1. Starfishes in Fairy Tales , Social Theories , and Cooking

- 작싫

첫번째이야기

엄마， 0뻐}가들려주는불가샤리 전설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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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 을려나와 말라 죽은 불가사리들은 어린이들의 관심 대상이다 아이들에게 여기에 소개된 불가사리 탄생 동호}를 들려준다면 매우 교육적일 것이다

아메리까 인디언 전설에는 큰 까마귀 신이 있는데 이 까마귀 신이

기를 쓰는 동물을 놀려댈 때는 더욱 시끄러웠지 그런 동물들 중에

세상의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고 한단다 사람도 까마귀가 민들었다

갈때기가 있었어 . 갈매기는 홍합을 깨어 먹어보려고 무척 노력했지

지， 그런데! 불가사리만은 까마귀가 아니라 갈매기가 만들었다는 거

만 홍합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부리로 아무리 찔러보아도 소용이 없

야. 거기엔 이런 사연이 있어 .

었단다 이때마다 홍합들은 깔깔대며 갈매기를 모욕했지.

옛날 옛적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
/

은 서로 말을 하며 살았어. 이때 홍합도 살고 있었단다 홍

*

합은 조개 종류야. 너도 먹어봤지? 홍합은 바닷물이 갔다
가 삐져나갔다가 δ!는 해변의 얄은 바위에 붙어서 실댔는

I
?〉

데， 튼튼한 맛줄로 몸을 바위에 묶어 놓아서 몽이 파도에

/거

、

휩쓸려 나기-지 않을 수 있었어 . 참 영리하지?

이렇게 바위에 붙어사는 홍합을 누구도 집L아먹을 수가
없었단다 물고기가 홍합을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면 바닷

fr

물이 뒤로 빠져나와 홍합은 물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 먹

Ì--t..

을 수가 없지 . 땅에 사는 동물이 홍합을 먹으려고 하면 파

”A

도가 밀려와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리니 먹을 수가 없었지 .

또 얄은 물쯤이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동물도 홍합이 너
무 단단하고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있어서 떼어낼 수가 없

었단다
홍합이 정말 영리했던 건 혼자 살지않고 미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야. 홍합은 맛줄을 사방으로 낄F아가띤서 단단
하게 바위 표면에 접착시키고는， 수많은 식구들이 한데 총

총히 모여 그 맛줄에 몸을 묶고 미을을 이루지 어른들이
중심부에서 미을을 만들면 새 식구들이 바닥에 깐 맛줄을
늘려가띤서 미을이 점점 커지는 거에 안전한 홍합마을 안

에는 갯지렁이와 어린 해삼- 어린 성게들도 함께 사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홍합의 진구들이었거든

옛날에 홍협 마을은 늘 시끄러웠어 . 하루 종일 떠들고
재잘대고 노래 부르고 그랬지. 특히 홍합을 잡아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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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는 불가사리의 부활 능력을 숭배하여 불가사리를 부족의 토멈으로
모신 사례들이 있다 그림/조굉현

합은운이 나쁘게도그만커디란바위위로곤두박질 쳤단다. 그바람

에 그렇게 자랑하던 단단한 껍질이 그만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만
거야. 그리하여‘ 갈매기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홍합을 먹을 수 있
었지.

한편‘ 동료의 운명을 지켜본 홍합들은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
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놀려대
지 뭇하게 되었단다 하루종일 시끄럽던 홍합마을이 조용해진 건 그
때부터지 또 그 이후부터 홍합들은 갈매기를 무서워하게 되었단다，

‘‘
i

홍합 이야기가 좀 길었지? 본격적인 불가사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
이란다. 이까 아메리카 인디언 전설에서 큰 까미귀가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 를 했지? 그런데 불가사리만 갈매기가 만들

었다던 얘기도 기억하니? 갈매기가 불가사리를 만든 것은 바로 홍합
들에 대한 원한 때문이란다!
홍합들이 좀 암전해지긴 했지만 갈매기는 여전히 홍합들로부터 받

았던 모욕을 잊을 수 없었어. 고민 묻에 갈매기는 홍합들에게 자기
대신 앙깊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로 했단다. 그

때 갈매기가 생각한 것은 작은 인간이었어 ，

r

、

‘‘

----、

I
l

홍힘은 늘 갈매기를 놀려댔다 홍합은 튼튼한 빗줄을 바위에 동여매고 살아서
떨어지지 않으며 겁질도 단8ï해서 갈매기가 잡아먹을 수 없었다 그림/조굉현

어느 날 한 갈매기가 이번에는 반드시 홍합 껍질을 깨벼리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옹 힘을 다하여 부리로 홍합을 때렸지 그러나 웬
걸? 부리에 상처만 입은 거야 I 갈매기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홍

\
、、

합 하나를 물고 정신없이 흔들어댔단다. 그랬더니 그 홍합이 바위에

\

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역시 홍합껍질을 깨고 속에 있는

살을먹을수는없었지

/

그래도 갈매기는 기분이 좋았어 얄미운 홍합을 바위에서 떼어낸

/

것만으로도 자기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되었거든 갈매기는 홍함을
문 채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갔어

、

그때 갈매기의 입속에 든 홍합이 갈매기의 기분에 찬물을 끼얹었

、

지. 처음으로 바디를 떠나 하늘 높이 나는 새의 부리 속에 갇혀 있으

l

’

면서도 홍합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던 거야， 홍합은 늘 그랬던 것처
럼 갈매기를 약 올렸어. “아무리 그래봤자 넌 날 못 먹어 홍합을 먹

은 동물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사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

갈매기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쳤지아~~ 분해! “ 그런데 ， 미처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겠니? 부리에 물고 있던 홍합이 그

만 저 아래로 묵 떨어져버린 거야，
갈매기는 어찌할 줄 몰라 멀어지는 홍합을 바라볼 뿐이었지. 홍합

은 어떻게 됐을7l}? 저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내린 홍

./

어렵게 떼어낸 흥합을 물고 날아가다가 홍합이 약을 올리는 바람에 흥분한 갈매

기가 욕지거리를 하려다가 그만 홍합을 떨어뜨렸다‘ 그림/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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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는 먼저 다리 2개‘ 팔 2개 그리고 머리 1개를 흙으로 빚어

된단다) 중심부에 머리가 있는 다섯 작은 인간이 바다에 살게 되었는

만들었지 그런데 아마도 갈매기들은 솜씨가 좋은 장인이 못되었던

데

가봐 만들어진 작은 인간은 어느 게 팔인지 다리인지 머리인지 구

Seas떠r(바다의 별) 또는 S떠rftsh(별 물고기)라고 하고， 우리말에선

별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몰골에， 그저 비슷하게 길쭉한 덩어리들을

불가사리라고 히는데 이 말은 한자의 ‘불가살이(죽일 수 없는 존재)‘

뭉쳐 논 물이었어 . 그래도 갈매기는 최선을 다했단다 이렇게 저렇게

에서 왔지 .

만진 끝에 나옹 모습은 디섯 개 길쭉한 덩어리들의 한쪽 끝이 중심부
에 이어진 별모양이었지 . 이것이 갈매기기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이

이들이 불가사리의 조상이란다 영어에선 별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탄생한 다섯 종류의 불가사리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단다.

었던 거야! 재있지? 우리 인간들이 자칫하띤 작은 별모양으로 살 수

그 중 한 녀석은 자기를 만들어준 갈매기가 홍합을 미워했다는 사

도 있었던 거란다! 하지만 갈매기는 완성된 작은 인간이 하나도 맘에

실을 잊지 않았지 . 오커 불7씨리 Ochre Seastar라고 불리는 이 녀

들지 않았어 . 갈매기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잖아1" 하며 첫 작

석들은 바닷물에 잠겼다 안잠겼다 하는 바위로 올라가 홍합을 잡아

품을 바다에 던져버혔단다. 갈매기가 그 디옴에 심혈을 기울여 다시

먹고 살아간단다. 홍합을 먹을 수 있도록 물 밖에서나 물속에서나 살

만든 것이 지금의 우리 인간이라고도 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강한 홍합의 껍질을 벌릴 수 있는 힘을 갈매기

설이 있으나 여기선 일단넘어가지꾸니.

가주었기 때문이지.

한편， 바다에 던져진 작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갈매기는 그
작은 인간을 아주 힘차게 파도를 향해 던졌는데， 파도는 작은 인간을

또 다른 불가사리 형제는 바위에 부서질 때 아주 깊은 바다 속 밑

다λ1 바위를 향해 내던졌단다 불쌍한 작은 인간은 바위와 충돌해 다

바닥으로 떨어졌지. 할 수 없이 홍합에 대한 원한은 잊어버리고， 소

섯 덩어리로 갈라지며 깨져버렸어.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인간은

라나 관갯지렁이 또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죽지 않았단다! 홍합들에 대한 복수십으로 가득했던 갈매기가 그 작

보통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 받는 불가사리들이 이 녀석들이란다.

은 인간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바위에 부딪쳐 다
섯 조각으로 찢겨진 작은 인간은， 다섯 생명체로 제각각 실F아나 다섯

세 번째 녀석은， 너무 심하게 패대기쳐진 바람에 옹 몸에 아주 많

형제가 되었단다. 이때부터 다섯 개의 다리가 있고(팔이라고 불러도

은 금이 갔단다 금이 간 부분들마저 찢어져 결국 다섯 개의 팔다리

갈매기는 영원히 홍합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홍합 즙빠먹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첫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때대기쳐서 버렸다 부서진 조각들은 제각각 살아나서
모앙이 다른 불가사리들로 탄생했다 그림/조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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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107H

또는 끄개의 팔다리를

갖게 되었지. 이 녀석들을 햇님불가사리
(Sunstar) 라고 부르는데 . 어씬 일인 지

이 녀석들은다른불가사리 형제마저잡

아먹는 악당이 되었단다 내 생각엔 창

조주 갈매기에게서 버려진 설움， 유난히
심하게 다쳐서 몸이 10개 U개로 찢겨진
고통... 이런것들이 햇님 불가사리의 성

격에 영%뇨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 어디
까지나나의 생각이지만. 소중한생명을
창조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

@Vlad3563

어린이와 불가사리의 소설넷트원스

로 대한 갈매기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

'c Budazhok

지 아닌지 분간이 안갈 정도거든 만약 우리 인간에게 불가사리 같은

인내심이 있다띤. 그래서 녀석들을 오랫동안 찬찬이 지켜볼 수만 있

네 번째 덩어리는 박쥐 불가사리 (Bat Star)라는 불가사리가 되었

다연 .. . 보기에 단순하고 진화가 멀된 것처럼 보이는 불가사리가 얼

는데 우리말로는 별불가사리라고 부르지 녹색 . 정보라색. 빨강색.

마나 정교한 생존의 기술을 갖춘 생물인지. 얼마나 멋진 존재들인지

오렌지색， 노랑， 김책에서 얼룩무늬까지 디%댄f 색깔을가진 녀석들

누구라도알수있을거라고생각해.

이 박쥐 불7r사린데. 영어에서 Seastar라고 불7r사리를 총칭할 때는

예를 들어 . 불가사리는 김은 틈이나 구멍 속에 있는 먹이를 잘 먹

바로 이 녀석들을 가리키는 말이란다. 그런데 별 불가사리는 다른 형

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걸로 아주 유명한데 말야- 물론 불가사리의

제들에 비해 힘도 약하고 용감하지도 못하단다 물이 들락거리는 해

몸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 ， 하지만 녀석들은 위장을 몸 밖

변 쪽 바다든 깊은 바다 속이든 바닥을 기어다니며 해초도 먹고 작은

으로 꺼낼 수 있단다. 물건을 감씨는 보자기처럼 부드러운 위장을 모

동물도 먹고 죽은 고기도 먹고 주로 찌꺼기를 먹으며 살지 . 하지만

래 속으로 집어넣어 숨어있는 조개나 먹이를 녹여서 딸에들이는 거

의h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돼. 요즘처럼 바다가 온갖 오물이며 더러

야. 관갯지렁이는 단단한 파이프 속에 숨어시는데 불가사리는 파이

운 유기물로 오염되었을 때 이 별불가사리들은 정말 필요한 존재거

프 속으로 위장을 집어넣어 속에 숨어있는 지렁이를 빨아먹는단다.

든. 별불가사리들은 옹갖 찌꺼기들을 먹고 바디를 다시 깨끗하게 만

어떻게 생각하띤 관갯지렁이가 콸장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댁고

들어주는 소중한 녀석들이지.

누군가는 먹히는 것 그것이 생명의 이치이자 자연의 이치인 걸 어쩌
겠니? 그렇게 강한 불가사리도 누군가에게는 잡아먹히고 바다 밖으

갈매기가 창조하고 버린 작은 인간의 마지막 덩어리는 수많은 팔

로 나가면 딱딱하게 굳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다리를 가진 해바라기 불가사리 (Sur퍼ower Star)가 되었단다 우리

또 , 몸을 잘라도 죽지 않고 새로운 개제를 탄생시키는 불가사리는

말로는 문어다리 불가사리라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긴 했지만 그 불가사리

고 부르는데， 팔다리가 16개에

가 바다를 더럽히는 유기물질을 다 먹어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서 24개까지 달렸대. 굉장하

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지? 그리고 해바라기 불가사

있지?

바다 물놀이 중 물 속에서 잡은 불가사리를

누나가 동생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리는 세싱벼|서 가장 큰 불가사

어때? 불가사리 전설. 재있었니? 홍합은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갈

리이며 . 가장 빠른 불가사리이

매기를 약 올혔고 갈매기는 화가 나서 홍합을 잡아먹는 불가사리를

기도 하지. 그러니 불가사리들

만들어냈으니 홍합은 회를 자초한 셈이라고 할까? 갈매기는 어때?

끼리 싸움을 하면 해비라기 불

자기가 만든 생명체를 함부로 버렸지만， 한 번 세%에 태어난 생명은

가사리가 단연 챔피언이란다.

결표 죽는 법이 없이 더 열심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애쓴다는 것

불가사려들이 싸우기도 하느

을깨달았겠지?

냐고? 그럼! 세상의 모든 생물

앞으로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만나게 되면. 이 전설을 기억하렴. 그

들처럼 그들도 역시 씨운단다.

리고 작은 소리로 응원해주자꾸나. “불가사리야! 더 힘내서 열심히

우리가 불가사리의 씨움을 보

살아줘. 그리고 우리 바디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줘 r. 하고 말

지 못한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

이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

※ 이 원고는 방송c~큐작가 고닫씨 7r C~듬어 주었습니다，

이지 ‘ 불가사리가 싸우는 시간

(※ the πlaine theme of this article is brought and modified

은 굉장히 길어서 싸우는 것인

from the .Seagull Makes The Starfish" by Jonathan D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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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밥얄 찌꺼기를 뭉쳐 괴물모양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쇠를

두번째이야가

먹는 불가사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중은 관가에 잡히지 않고 처남

쇠먹는불가사라설화

집을떠났다

A 시나리오에서는 신돈이 누이동생 집에 숨으러 잦아갔는데 누이

lron Eating Monster: B띠쩔S따i

동생이 오빠를 잘 숨겨주겠다고 하면서 광에 있는 궤짝 속에 중을 넣

고려 말송도에 신돈이라는중이 있었다 아버지가누구인지 모르

고 밖에서 자물쇠를잠궈 버렸다 누이동생은중을잡으러 돌아다나

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다 우연한 기회에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권

다가 귀가한 남편에게 나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중을 잡았소!’ 자랑

력을 쓸 수 있게 되자 권문세속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한 백성들

을 했다

의 토지를 되돌려주고 빚 때문에 노비가 된 사람들을 펑민으로 되돌
아가게 해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아내는 팔자를 고쳤다고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으나 부귀가 탐나
서 제 오라비를 축게 만드는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분노하여 아내

그러나 신돈은 왕의 편애를 믿고 점점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
다 부녀지를 꾀어 간통히는 문란한 짓도 다반사로 했다.

를 칼로 찔러 죽였다
신돈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매제의 집을 나갈 때 별처럼 생긴 작고

신돈이 주지로 있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애 못 낳는 여자가

애를낳는다는소문이 퍼졌다. 이-이를못낳는것은칠거지악이었다.

이상한 물건 하나를 매제에게 쥐어주며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

기면 ‘도승 도승 도승!’하고세번자기를부르라고했다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자식 못낳은 여자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작은 물건은 꿈틀거 리기도 해서 매제는 무척 궁금했다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절에 가서 불공드리는 것 쯤이야 얼마든지 시도

에 비늘구멍이 있어 바늘을 집어넣었더니 비늘이 딱! 끊어지며 속으

해볼수있다

로들어갔다 신기해서 바늘을더 넣었더니 계속바늘을잘라먹었으

한 정승 부인이 이어를 낳지 못해 시름에 젖어 살다가 '0)이 낳기

불공’ 소문을듣고 어렵게 남편의 허락을 얻어 신돈의 절에 들어갔다
정승 부인은 결국 신돈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러나 이 시실이 알려

며 크기가 커졌다 못을 넣어주었더니 이것도 끊어 먹으면서 주둥이

가 자라고 봄은 더 커졌다.
괴물은 호미 낫 쇠스랑 같은 것도 다 잘라먹으며 송아지만 하게

지면신돈만처벌을받는것이 아니라부인

의 인생도 끝장일 것이었다.

부인은 집에

/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펠수밖에없었다.

r-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절에 보낼 때 부터

\
/

1/(
r

의심을 하고 있었던 더라 아내의 속옷에서
남자의 흔적을 발견해 냈다

정승이 대노하여 추궁하니 부인이 이실
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승은 많은 아내

들이 신돈의 절에만 다녀오면 애를 낳는다
는 소문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
하게되었다

정승은 중놈의 만행을 고발하고 처벌해
달라는 상소문을 임금에 올렸다

신돈은 낌새를 채고 도주했고 임금은 중
들을 모두 집L이들이라고 명을 내렸다 모든
중들이 잡혀왔는데 신돈은 잡혀들지 않았
다. 그러나 “양반이든 상놈이든 신돈을 잡

는 사람에게 상금과 관직을 주겠다”는 나라
의 대자봐 방방곡독에 내걸렸다.
도망다니다 지친 신돈은 인척 집으로 피
신히는데 두 가지(A， B) 시나리..2J} 전해내

려 온다. B 시나리오에서는 신돈이 처남 집
다락방에 숨어지내떤서 심심할 때 먹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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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가 모든 쇠를 먹어치우자 백성들은 농기구가 없어 농사도 못짓고 솥이 없어 밥도 못지었다. 불가사
리를 불로 복여 없애려고 하였으나 불덩어리 불가사리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불바다를 만들었다 도승이
나타나

..

그림/조광현

인

μ

7f.사리이다.

싸진a 조선시대 작자 미상의 그림(소상

들

팔경도). 우측 상단에 불가사리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는 악귀를 물리치는 상

서로운동물이다，

에서는 안보이는 굴뚝 구조의 제일 아랫

싸진3) 경복궁 자경전 굴뚝의 조각 사진

부분 좌우에 상서로운 동물 불가사리가

조각되어 있다 굴뚝을 통해서 사된 것이

침입하는 것을 막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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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연구교수 조재현의 「고전서사에 나타난 ‘불가살이’ 연

1978년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

상옥 감독이 1985년에 만든 북

구」중에서 발춰D
불가사리 설화에는 불교에 관한 이중적 시선이 나타난다. 부패한

한 영화 ’불가사리’ 의 일본 포
스터 @Wikipedia

불교에 대한 혐오 시선이 담겨있는 반띤 죄없는 중을 집에들이는 조
정을 비판하는 시선이 병행한다. 동시에 왕조 교체로 나타나는 붕괴
와 칭조의 이중적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한 문지를 연구하여 힌글을

민족항일기인 1921년에 현영선이 쓴 고전소설 「숍도말년 불가살

창제하게 되었으며 이후 불가

이젠은 설회에 나타난 이중적 시선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사리의 소원대로 쇠종을 만들

불가사리는 단순한 괴물이 이나라 하늘의 돗을 받아 조선건국을 돕

어 모든 인간에게 시간을 알려

고한글창제에결정적인단서를제공히는신성한존재로나타난다

주는역할을한다

소설의 불가사리는 천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수백 년 지하에 갇혀

북한의 영화 ·불가살이(신상

있다가 고려말 최시량의 도움으로 석문을 쓰러뜨리고 인간세계에 나

옥 감독)’ 는 지배계급의 부조

옹다. 그러나 아직 하늘로 올라갈 기한이 되지 않아 때를 기다리던

리를 징치히는 것에 의미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을 척결한후

중 부패한 고려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이 될 이성계를 돕기 위

불가사리는 민중에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불가사리의

해 세계를돌며 모든 쇠를 먹어 치운다 설화속의 불가사리가공동

본원적특성 즉무효냉장과무힌탐식을제어할수없어 결국불가사리

체의 쇠를 먹어치워 백성 모두를 궁핍과 공포로 몰아 넣었다면 소설

를 제거히는 내용이 니-타난다 권력의 부조리를 뒤엎고 등장한 진보집

에 등J챔판 불가사리는 전쟁터에서 병장기를 삼켜 홍건적들을 물리

단 역시 또 다른 의미의 권력이 될 수 있슴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

치고이성계를승리로이끈다.

가생각된다

소설 마지믹에는 불가사리가 자신의 몸을 쇠종으로 변신시킨 후 한

불가사리는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적 흐름 속에서 더욱 풍부한 의미

글문지를 새겨 세종대왕에게 전한다 세종은 불가사리의 몸에 있는 기

를 담고 있는 서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탄생할수 있으리라생각된다.

법을가르쳐주고종이를절대로 변기에 버리지 말라고주의시켰다.

세번째이야가

그리스인들은 이폴로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여러 해가 지난 어

그라스 전셜의 불가사리 탄생

느날 뮤즈신이 살고 있는 에피글로티스 섬의 큰 궁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술

현대유머

도 마셨다. 밤 늦도록 파티를 즐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 잠을 청했으

,

TheB따h of the Starfish. Amodern Greek Mπh
J “

i

이 이야기는 J 모씨 (JeffDray)가 지어낸 현대판 그리스 전설이다.

나설사가일어나밤새도록회땅실을들락거리는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잡이 덜 챈 상태에서 회장실에 갔다가 종이

를 변기에 던져벼렸다. 이폴로의 경고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지은이는 그리스 여행을 해보았더니 변기에 휴지를 버리지 못하게

다음 날은 휴일이었다 사람들은 일터에 가지 않고 올리브 숲에서

되어 있어 불편했다고 하면서 왜 휴지를 변기에 버리떤 인되는 지 그

쉬고 있었다， 이 때 포세이돈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면서 바다에 흰거

유래에 대해 유머러스한 토막 글을 지어냈다.

품이 끓더니 큰 폭풍이 일어났다. 많은 고깃배들이 침몰하고 바위에
부딪쳐산신조각났다.

그리스 미노스 왕 시대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이폴로가 큰 말다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로 포세이돈이 나타났다 포세이돈의 삼

툼을 벌였다 그러나 무슨 일로 말디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말디툼을 끝내고 나타난 아폴로는 그리스 시민들에게 수세식 변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인분은 바다로 흘러 나가도록 했다.
그리스 남자들의 아내들은 거리가 먼 올리브 숲 구덩이에 인분을
갖다버리며 실었는데 이 일은 귀찮고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리스 사

람들은 수세식 변소를 선물로 준 아폴로 신에게 깊히 감사했다
이폴로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똥덩어리가

떠다니는 궁전에서 영문도 모르게 괴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하

면서 한가지 규칙을 지키도록 일렀다.
이폴로는 일정 크기의 사각형으로 잘라지는 종이를 만들어 뒤 닦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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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8세기의 예루살
렘 집터에서 발건된
돌변기
/ι Wikipedia

아폴뢰우측 위)는 그리스 사람탈11 게 수세식 변소를 발영해 주면서 호땅지는 변기에 버리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장지를 변기에 버리는 실수를 저질
렀다. 똥이 궁컬에 흘러들어 괴로웠던 포서|이돈이 나타나 호엠지와 항문의 ‘지문’을 대조해보고 범인을 잡아내고 있다 아폴로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림/조굉현

지%써l는 물에 젖은 회장지가 많이 꽂혀 있었다 이 종이에는 변을

‘지문’ 을 하나씩 대조해 나갔다 포세이돈은 범인을 골라낼 때 마다

본 사람의 항문 주름살이 찍혀 있었다. 지문처럼 항문 주름살도 사람

우렁찬 소리로 회를 냈다， 포세이돈은 ‘지문’ 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마다 다 달랐다

모두 쇠사슬로 묶어서 하수구 물이 바다로 나오는 곳의 물속 바위에

포세이돈은 이폴로에게 화를 냈다. 이폴로는 뭔 일이 벌어졌는 지

다시 묶었다 그리고 이들을 불가사리로 만들었다 불가사리가 처음

알게 되었다. 아폴로는 포세이돈이 바다 쪽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모

생긴 유래이다. 이 때 부터 불가사리는 그리스 사람들의 배설물을 먹

든 주민들이 해변 바위 지대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바다 쪽을

어 여과시켜야 하는 더러운 생을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

향해 엉덩이를 다 까보이라고 명했다.

은 이후로 그리스 사람들은 변기에 회장지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

포세 이돈은 파도 위에 서서 남지와 여지들의 항문과 종이에 찍힌

네번째이야가

고래를속였다가
녕마로태어난불가사라
St앙ftsh’

s ragged appe따â11ce produced by
betrayed whale

(출처 IUKAuthors International Writers'’ S뼈)

이 옛날에 사람은 없었고 동물들만 실았는데 동물들은 모두 사람

모습을 가졌었지요 어느날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사냥감
이 줄어들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으며 그 대책을 세우려면 커누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더 좋은 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여렷이 배를 타고 나가려면 큰 커누가 필요하겠지요? 고래가 가지
고 있는 커누가 이주 컸습니다‘ 쫓대가 3개나 있는 커누니까요. 그러
나 고래는 커누를 이무에게도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고래의 커누를 훔쳐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래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빨리 커누를 바다에 띄워 도망가기로 했는

먼먼 옛날에 오스트렐리아 대륙에는 어떤 동물도 살지 않았습니
다. 동물들은 오스트렐리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땅에서 살고
있었지요.

데 아무리 숨어서 보아도 고래는 커누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불가사리는 고래와 가까운 친구 사이었지요 불가사리는 “내가 고

래를 속여서 고래가 한눈을 팔게 할테니까 이 때 커누를 훔치시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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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러 동물들이 새로운 땅을 발견하러 가기 위해 큰 배가 팔요했으나 그 배는 고래의 소유였고 빌려주지 않았다. 불가사리가 이를 즙/O f준다고 고래를 꼬여 방심하게
만든 뒤 다른 동물들이 고래의 배를 훔쳐 달아났다 고래와 불가사리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불가사리는 고래를 만나 ‘당신 머리에 이가 엄청 많군， 내가 이를
집。 l줄께” 하고 말했습니다.

‘

.‘

그림/조굉현

겨폈습니다

고래는 물로 뛰어들어 커누를 쫓아 헤엄쳐 갔고 불가시리는 팔다

리가 끊어지고 옹몸이 찢어져 비-위에서 아래로 굴러 물속으로 빠졌

몸에 기생충이 많이 붙어 늘 가려웠던 고래는 불가사리의 친절한

지요 찢어진 불가사리 조각들은 물속 바닥으로 가라 앉았습니다. 오

도웅을 즉시 받이들였습니다. 고래는 커누를 바위 옆에 묶어놓았고

늘날 불가사리가 찢어진 녕마 조각 모양이 된 것과 바다 바닥에서 살

둘은바위 위로올라가앉았습니다.

게된 원인은고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불가사리는 고래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위에 뒤우고나서 동네 사

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고래는 분노하여 커누를 찾으로 급하게 헤엄쳐 갔습니다. 이 때 고

래의 머리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가사리는 고래에게 얻

불가사리는 고래의 머리에서 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경

어및기만 했던 것은 이-니지요. 불가사리도 고래를 때렸는데 그 때 고

계심을풀고불가사리의 무릎위에서 스르르눈을김았습니다. 이 때

래 머리에 갚은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상처 구멍으로 고래의 숨이

동네 사람들이 재빨리 커누를 꿀어내 바다로 빌고 나갔지요.

빠져나왔던 것이며 이후 영원히 구멍이 뚫려 버렸던 것입니다

고래는 ..내 커누가 제자리에 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불

고래는 힘차게 헤엄쳐 갔지만 커누의 노를 저었던 묘알라의 팔 힘

가사리는 옆에 있는 큰 나무껍질을 두드리면서 ·‘그래. 이상 없어” 하

이 매우 강해서 결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과 밤을 계속 노

고 대답했습니다. 커누에서 노를 젓는 물소리가 들려오자 불가사리

를 저어 간 끝에 탐험대는 육지를 발견하고 커누를 해변에 무사히 댔

는 내 가 나무껍질 두들기는 소리야1" 라고 속였습니다.

습니 다

노젓는 소리가 커지기 시 작히짜 불가사리는 고래의 귀를 심하게

그러나 그들의 친구였던 새가 조용히 내 려 앉지 못하고 오르락내

긁어주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지요. 불가사리는 커누가 멀리 가버

리락 발을 구르는 바람에 커누 비닥에 두개의 구멍이 뚫려버렸습니

려 보이지 않을 때 까지 고래를 속였습니다，

다 커누가쓸모없게 망가지자그들은커누를바다밖으로조금나간

갑자기 고래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벌먹 일어났습니다. 그의 커누

곳에 가라앉혔습니다 이 커누는 오스트렐라아 래이크 일라와라

가 이미 안보일 정도로 바다 멀리에 있었습니다 고래는 불가사리가

(벼ke Tllawar떼 바다 입구에 있는 간만강(Gan-man-gan링이란

배신한 것을 알고 너무 너무 화가 나서 무자비하게 불가사리를 두들

작은 섬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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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는 새벽 조용한 수면에 풍당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잔주름

다섯번째이야가

물결을일으켰다.

불가사려를던지는사람

현자가 물었다 .. 불가사리를 수집히는 취미를 가지셨나요? ‘아

니요，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질 뿐입니다 죽지 않은 것들을 던지지

불가샤리철학

요. 라고 말하면서 젊은이는 또 허리를 굽혔다가 불가사리를 집어 바
다에던졌다.

St따fish Thrower

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나

고래는 오랜 시간 헤엄으로 지쳐버려 해안을 따라 되돌아갔습니

요?，. 물었다.

다. 지금도 고래의 후손들은 머리에 뚫어진 구멍으로 분노에 찬 물보

젊은이는 ‘·태양이 떠오르고 조수가 빌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

라 숨을 뿜어내고 있지요.

다로 던져주지 않으면 이것들은 죽어요r- 하고 대답했다.

(※ 이 전설은 오스트렐리아 원주민 전설이며 지난호에 소개한 ‘무

현자가 젊은이에게 충고하듯 말했다 그러나‘ 여보 젊은이! 세상

지개 뱀 신화와 같은 시기인 Dream Time' 의 한 이야기 입니다).

에 얼마나 많은 해변이 있는지 모르는군요. 그 많은 해변에 모두 불
가사리들이 쓸려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준들 달라질게 돼 있겠소T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며 자연과학자인 로렌 에이슬리 (lρren

히고 말했다

Corey Eiseley. 1907 ~ 1979)는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글들

젊은이는 또 하나의 불가사리를 던지고나서 그 불가사리가 물에

중에는 사람들을 명상에 잠기게 히는 것들이 많고 이솜의 우화처럼

떨어졌을 때 현지를 향해 말했다 ·지 금 내가 던진 바로 이 불7}사리

교훈적 인 것들도 있다.

의 운영은 달라졌지요!" (※ It makes a 빠Jerence to this one). 여
기가 이야기의 끝이지만 이 우화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

그가 남낀 글 중에서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The Star
맏lrowerT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불가사리 이야기 (Stru쇠하1 Story)" 라

음속으로들어가느끼는것들을많게 했다

예를 들어 우리들 각자의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의 생을 비꾸어 놓

불리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대통령에서부터 유치원 선생님. 자

선단체 자원봉사자들 또는 부모들에 이르기
까지 많이 인용하는 격언이 되었다
근본 내용은 같지만 여러가지 버전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
화 Sara and the Stru'iish‘ 로 만들어지기
도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글을 쓸 때는 해변가에 묵는 한 현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날이 밝기 전 새벽에 걷
고 있을 때 저 멀리 아래쪽 물가에서 춤을

__,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현자는 새 날 맞이 춤을 추는 사람이 있구
나 재미있는 사람이네 . 생각하며 그 쪽으로
걸어갔다.
가끼이 가보았더니 젊은이는 해변에 쓸려

올라온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고 있었다.
물이 빠져나가기 직전의 한 낮게 패인 빨
바닥에 불가사리 한 마리가 팔들을 오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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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어서 몸체가 바닥에 닿지 않게 벼티고 있

었다. 빨에 묻혀 질식 당하지 않으려고 하

는것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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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실L아있는 것 같구료 하고 현자가
밀했다 젊은이는 예， 맞습니다. 하더니 그

것을 집어들고 힘있게 바다 멀리 던졌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자연과학자인 로렌 에이슬리는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 아주
작은 봉사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회운동에 자주 인용되는 격언이 되었다 그림/조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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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고 카피들이 많다 위 불가사리를 딘지는 사람 이야기에서는 작

은 선행 하나를 중시한 것으로 Make a clifference(하나의 운명이
달라지다Y 로비유된다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버전을 낳았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다음과같은이야기가있다.

위 오리지빌 버전에서 불가사리를 살려주는 젊은이의 말을 들은

현지는 해변을 걷다가 강하구를 만나 강 상류로 산보해 올라갔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고양이 새끼들을 건져 땅 위

Eiseley ,

오지 여행가로 출빌h해 긴급 구

1907"'197끼 인류학자， 교육학자，

호 휠동가로 유영해진 한비야

로렌 에이슬리 (Loren

철학:A f， 자연과학:A f. 수많은 저서

씨도 불가사리 한 마리 던져주

를 남겼다. 그의 짧은 글인 ’불가

는 철학으로 봉사활동에 뛰어

사리를 던지는 사람’ 은 사회학에

들었다고 했다 출처/인터넷

로 살려내고 있었다 그는 바다가 불가사리를 물으로 쓸어올리지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새끼 고양이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물론 건져내서 살린 새끼 고양이에게는 ‘A

Difference' 가

일어난

것이다 현자는 .，상류로찾아가서 사람들이 고양이 새끼를강에 버리

서 격언처럼 쓰여지고 있다，

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고 충고했다.

을수있다는철학이깔려 있다. 거의모든사람들은스스로외롭다

근본 원인을 제거히-면

‘A difference' 가 아닌 ‘ Bigger

고 생각하며 . 능력이 없다고 생ζL하며 ， 그래서 남을 위해 해줄 게 없

difference(집단의 운명이 달라지다Y 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고 생각한다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불가사리

경우에 따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니를 바다에 던져 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은

변한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교리는 스님이 길을 걸을 때 개미를 밟지 않도

록 한다 스님이 빗자루로 개미를 쓸면서 산길을 걸어 갈 때 동자승

영어의 “M없e

A Difference ’ 는

자별을 두다. 차이를 만들다. 변

화를 가져오다 등등의 돗이 있지만 직역하면 돗이 안통하는 문장들

이 이유를 물었다. 스님은 뭐라고 답했을까? 독자가 상%P해 보시라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속에 답이 있다

불가사리의 머리를 도려내면? 다섯 마리의 불가사리가 된다 다섯

여섯번째이야기

개의 팔이 각각 불가사리로 부활하기 때문이다.

불가샤리와거미이론

1500년대에 스페인 정복지들이 라틴 아메리차에 상륙했다. 스페

인은 가장중앙집권형인 봉건 왕초였다.

전쟁 이론에 등장한불가샤리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 사람을 만나 ‘너희들의 리더를 만나고 싶
다 고 말했다. 순진한 잉카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을 리더에게 데려

The Starfish and the Spider

갔다 스페인사람들은그 리더를죽여벼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

불가사리를 인용하여 베스트 셀러가 된 책이 있다 제목이 ‘불가사

의 왕이다!"고 선언했다 잉카는 5년 안에 정복되었고 아즈텍도 5년

& Rod

오벼| 정복되었으며 tJ}O Þ족도 5 년 오벼l 정복되었다. 스페인이 수백

저자들은 밀하자면 벤처사업가로 각자 성공한 사람들

년 왕국들을 정복하여 수퍼리더가 되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리와 거 미 ’ 이 며 2006 년에 출판됐다 (Ori

Beckstrom).

이다. 저자 로드 벡스트롬은 띠국

Brafman

NCSC(National

얘ber Securi 매

Ce nter) 총책임을 맡기도 했디 이들의 이론은 경영학. 정치학， 전쟁

스페인은 라틴의 중앙집중권력체 핵심만잘라내면 쉽게 라틴을 정복

시킬 수 있었다.

이론 등 다%댄r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론의 골자가 되는 태
미를 요약시키면 다음과 같다

거미의 다리 하나를 잘라내면
거미는 7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가
되고 잘린 다리는 죽은 것이 된다.

거미의 머리를 잘라내면? 거미는
죽는다.

불가사리의 다리 하니를 잘라내
면? 두 마리의 불가사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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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의 다리를 잘라내연 불구거미가 되고 떨어져나간 딸은 썩는다‘ 거미의 머리를 죽이먼 거미는 죽는다. 불가사리는
몸통을 죽여도 팔을 잘라도 모두 부활한다

제로니모의 영작 초상화，

Curtis,

‘

Edward S.

제로니모의 아내와 아들 @Wikipedla

1905년 작풍 @Wikipedia

아따치 전사 제로니모는 미국과 멕시코 군대가 죽이려 했으나 10년간 신출귀몰했다

그를 즙댔으나 리더 전사들은 계속 나타났다 @Wikipedia

그 후 여러 해 뒤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바하 캘리포니아에 도달했

아파치는 결국은 정복 당했다. 그러나 전쟁이나 폭력으로 정복된

다 여기서는 아파치 족과 만났다 스페인 정복자가 아파치 전사에게

것이 아니다. 초기 미국 정부의 부드러운 정책이 성공시킨 결과다

·너희 리더를 만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치 전사에게는 리

미 정부는 원주민 친화정책으로 모든 인디언들에게 소 한 마리를 선

더가없었다.
이-파치 전시는 。l무 때나 미음에만 들띤 다른 부족의 리더
‘、

를 따르기 위해 보따리를 쌀 수 있으며 스스로 자기 부족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의 관습이다.

/--//
-

/

1858년 멕시묘 군대의 공격으로 기족을 잃은 제로니모

(Ge ronlmo, 1829~ 1909)는 복수를 위하여 멕시코와 씨웠고
뒤에는 미국과 씨웠다. 제로니모는 수십년 간 잡히지 않고
신출귀몰하면서 멕시코와 미국을 괴롭혔다.

정복자들은 제로니모(Geronlmo) 라는 전사가 수많은 팔

.___

로어 (follower)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남아메리카

에서 처럼 이 리더를 잡아 죽이면 이파치가 정복될 것으로

생각했다.

정복자들은 제로니모를 계속 추적해서 끝내는 잡을 수 있
었다{※ 미군에 항복하고 잡혔다가 관리를 받으며 여생을 보

냈다. 1909년에 병새. 그러나 아파치 전사들은 무리를 가르
며 새로운 리더들을 내세웠다 새로운 리더들 중에 가장 강력
한 리더를 잡아 축였더니 20명이 넘는 리더 전사가 또 새로

생겼다. 이렇게 200년 동안 아파치는 정복 당하지 않았다
아파치는 불가사리에 비유된다. 불가사리는 지방분권형
조직에 비유시킬 수 있다. 거미는중앙의 통제를받는중앙
집중형 조직에 비유되며 라틴 아메리카 종족들이 여기에 속

한다

불가사리는인터넷‘ 벤처기업， 알카에다이런것들에 비유

된다. 대기업의 경영체계와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미국 대통
령은 거미형이라할수 있다 리더를 짓이겨버리면 그 조직이

제로니모나 빈라덴을 죽인다해도 새로운 리더는 불가사리처럼 다시 나타난다는 이론이 맞

사라진다는개념이다

전략이 맞을까? 그림/조굉현

을까? 아니면 리더 후세인을 죽였더니 후세인 정권이 무너친 것처럼 부시 대통령의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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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빈 라덴을 제거하는 일에

성공 했 다

작전 영 이

(Geronimo)’

’제 로니모

였다. 작전명을 제

로니모로 정 했 다는 것 은 분권형

조직의 두목을 제거해 봤자 불가
사리 팔 하나 자르기처럼 또 다른
리 더 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론
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뜻일 게

다 그렇 다면 불가사리와 거미 이

론이 주ε팅}는 그 반대 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믿는 그 반
대 논리 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Wikipedia

물로주기로했다.

수백만 마리의 소를 나누어주려 니 배급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아

알 카에다 조직원들에게 소 한마리의 효과가 있을 선물은 무엇일

파치가 필요했다. 이것은 금방 공식적인 조직과 힘을 가지게 되었고

까? 수많은 조직을 가진 기업 구룹 안에서 무엇이 소 한마리일까? 밀

아파치 나라의 정치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어붙일수록 저항이 강해지지는 않는가? 압박을 풀었더니 바랬던 결

소를 선물로 받은 아파치는 떠돌이 생활을 접고 소를 카우기 위해

과가 나오는 일은 없는가?

정착생활을 시작했다. 이 조치는 백인들의 참회였으며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선정이었다 아파치 나라가 정치적으로 미국 정부에 흡수
된것이다.

불가사리와 거미 이론은 지방분권형인 불가사리 방식이 경쟁에 유
리하다는 것이다 불가사리 방식의 분권형 조직은 스차이프않때pe) .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 : 일

종의 벼룩시장 같은 사이트) . 위

이야기하나 추가

키페디아. 유투브. 알 카에다 같

불가사라는성모마리아와사랑의 상징?

은 것들처럼 리더가 없으나 식

V팽in M ary , Stella Maris , Star of the

지 않는 파워 . 다시 말하면 불가

Sea

기독교에서 별은 성모마리아의 심볼일 때가 많다. 그런데 이 별은 불가사리라는 주장이 있다
성모마리아， Virgin Marγ의 Mary는 유대어로는 Miriam이며 이것은 스댈라 마리스(Stell a

Maris)로풀이 되는데 바다의 별 (Star of the Sea) 이란뭇이다. 바다의 별이라면불가사리 밖에 더

있나? 바다의 별 말고도 성모 마리이를 상정히는 심볼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Sea Star라는 뭇이
있다면 바닷 사람들은 불가사리와의 관계로 붙들어 밸 것이다. 물론 밤 바다 히늘에 떠있는 별이
기는 하지만

... 그래서인지 천상을 표현한

그림이 나 마리아 그림들에서 불가사리 모

양이 나타나 있는 일이 있다 따라서 불가
사리 마크는 성모 마리아의 별이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성스러운 사랑， 인도

자， 불침번. 광휘 ， 진리를 상징한다，

사리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
진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그
러 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빈라덴을 제거하는
일에 성공했다， 작전명이 ·제로
니모(Geronimo)’ 였다 그만큼

제로니모는 전설적인 진사였
다. 그러나 이제 빈라덴이 제 2
의 제로니모 전설을 남기는 것
이아닐까?
작전명을 제로니모로 정했다

는 것은 분권형 조직의 두목을

제거해 봤자 불가사리 팔 하나
자르기처럼 또 다른 리더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론을 미국
이알고있다는돗일게다
그렇다면 불가사리와 거 미

이론이 주장하는 그 반대의 논
리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믿는
그 반대 논리가 무엇일지 궁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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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별을
왜 해 모양으로그라나?
제우스 신은 해변을 사랑했다 거기에는 고운 모래가 있고 재미있
는 조가비들이 많아서였다. 제우스는 특히 바다별 (Sea Star: 불가사

리)을좋아했다.
어느날 제우스는 바다별 하나를 주워 집에 가져왔다. 그는 바다별

이 말라버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제우스는 바다별을 식탁에
놓아두었는데 몇일 후에 보니 별이 움직이지 않았다.
제우스는 옆집 사람에게 찾아가 이유를 알아보았다. 옆집 아줌마

는 ‘저런， 바다별이 죽었네요!’ 하고 밀했다

제우스는 급히 해변으로 뛰어가 바다별을 물에 놓아주었다. 그러
나 살아나지 못했다. 제우스는 그 사랑했던 바다별을 하늘에다 박아
놓았다 인간이 별을 양 의 모양으로 그리게 된 것은 제우스가 불가
사리(바다별，

Sea Star)를하늘에 박아놓았기 때문이다

별을공평하게 하늘과바다에 나눈 신
신은 땅에 사람을， 바닷 속에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비-라

볼 수 있는 이름다운 별들을 히늘에 배치했다. 신이 생각해보니 사람
들에게만 별을 주고 바닷속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으니 공평치 못

했다.
신은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중세계 비-닥에도 별들을 배치했다

불가사리는 이렇게 탄생되었다. 세상의 만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신

이만든것이다.

--

제우스는 그가 좋아했던 불가사리가 사~하자 그것을 하늘에다 심었다- 그래서

별은 불가사리의 오방사대칭형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그림/조굉현

여닮번째이야가

불가샤리수면자세

히는데 비-디 랭귀지는 의도적일 때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잠

지는 자세에서 나티나는 잠재의식 속의 바디 랭귀지는 그 사람의 성
격과 대인 관계 특정을 거짓없이 나타낸다는 것이 수면 과학자들의

잠잘때의포즈여섯가지

Sleep Position
수면을 연구히는 기관과 과학지들이 여러 니라에 있다. 수면과 뇌
의 비밀 수면과 건강 수면 습관 등을 연구하고 의료에 이용하여 환
자들도치료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과학자 중 한사람으로 영국의 크리스 이드지
묘브스키 (Cll1πS

Idzikowski)7} 있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수면센터

(Edinb w-gh Sleep Centre)를 창설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무의식 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나타내 커뮤니케이팅한다. 이것을 바디 랭귀지라고

수면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큰 大자로 잠자는 형태를 불가사리 수면자세라 이
름붙였다 사진/진신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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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자세의 여섯가지 기본명

13%

r‘，.‘、

애절형

15%

혀。
인

통나무형

41%

군

태아형

%’

낙하형

불가사리형

7%

5%
출처IBBC.com

주장이다

기를 싫어한다 어떤 바디 랭귀지 전문가에 의하면 어느날 갑자기 엎

수면센터가 발표한 것 중에 일반인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잠

드려 자는사람은무엇인가두려운상황이 생낀 사람이다，

자는 버릇 여섯 가지란 것이 있다 연구결과 영국인들의 잠지는 자세

• 불7가t사리형(떠.5%. st뻐
ar‘뼈h
비샤): 통계 대상자 중 5%가 등으로 누워 자

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분류군마다 혈액형처럼 성격이

되 유아들처럼 팔을 머리 쪽으로 올려 늄히고 잔다 이를 불가사리

다르디는 것이며 또한 티입에 따라 건강의 문제도 결부된다.

자세라 정했다， 불가사리형은 남의 말을 경청하며 남을 잘 도외주는

이 여섯가지 모델은 다른 과학지들에 의해 8가지 이상으로 더 세

분화되기도 한다.

형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싫어한다 누군가에게 하

소연하고 싶을 때는 불가사리형을 찾아가는 게 좋다 남의 말을 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순서로 여섯 가지 수면자세를 열거하면 @태

아형 (41%) ， @통나무형 (15%) ， @애 절형 (13%) ， @군인형 (8%) ， @낙하
형 (7%) ， @불가사리형 (5%)이다.

• 태아형 (41%， Foetus) 가장 많은 수면자세 (41%)이며 여성이 남

들어주고 도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통을 좋아하지만

수동적인 방법을 택한다
불가사리 자세는 코를 더 잘 골게 되어 수연장애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비만형일 때 그렇다.

성보다 두배 많다. 우리 식으로는 새우잠이다. 겉으로는 터프해보이

그러나 또다른 연구자들은 불가사리 자세를 세분하여 원 연구자

지만 내심은 센시티브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어색해 하지만 곧

(이드지묘브스키)의 불사사리 자세를 왕관자세 (Crown position)라

풀어진다.

하고 팔다리를 쭉뻗어 큰대(太) 자 모양으로 지는 것을 불가사리 자

• 통나무형 (15%. I때: %빨과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잔다. 미음이 태평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사람들을 잘 믿는다
단점은 잘 속는다

세라고 했다
후자의 太자 불가사리형 사람은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
보이며 타인과 잘 사권다 기끔 어린아이 같이 사람을 믿고 도와주기

• 애절헝 (13%， Yearner): OJ'팔을 잎으로 내밀고 옆으로 잔다， 외

잘한다. 그러나 잠 잘 때 넓은 큰 침대 또는 독방이 필요하다.

향적 성격이지만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다. 미음을 굳히는 시간이 느

리지만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위 6가지 자세들 중 몇가지를 왔다갔다하며 잔다고 스스

• 군인형 (8%. Sol이er) : 두팔을 몸에 붙이고 등으로 누워 잔다 성

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이-니하다고 연구팀은

격은 조용하고 자기 조절을 잘한다. 타인과 시비 붙기를 싫어하며 스

말한다 잠 자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는 깊이 잠들면 사람들

스로 자존감을 갖지만 타인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잠을 쩔 정도

마디 한가지 자세로 계속 잔다는 것이다 자세를 비꾸어 지는 경우는

는아니지만묘골이 때문에 숙변에 지장을받을수 있다.

이날은 이렇게 자고 저날은 저렇게 자고 하지 하루 밤 중에 자세를

• 맥}형 (7%， Freef，때) 팔로 베개를 감싸듯 하고 머 리는 옆으로
뉘이고 엎드려 잔다 사교적이고 가볍게 보이지만 신경이 예민해서
격하기 쉽다. 남이 비판하는것을못받아들이벼 어려운상황과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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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은 5% 였다.

몸 전체를 이불(담요) 밑에 넣고 자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었으며
대부분은팔다리중하나를또는두발을이불밖으로내놓고갔다

o}흡번째이야가

불가샤리를먹는갈매가
πle Sea Gull Would Eat the Starfìsh?
불가사리의 천적에 나팔고둥이 있다고는 하니 니팔고둥의 개체 수

는 희귀해서 사실상 천적 이 없는 것 이나 미-찬가지이다 그런데 의외
로 물 밖에 천적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갈매기이다.
동서 OJ=-을 막론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갈매기가 불가사리를
먹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희귀한 장면이어서 사람들 눈에 자

주목격되지 않기 때문에갈매 기가불가사리를먹을거란생각을못

했던 것 같다. 갈매기가불가사리를 입에 물고 있는사진들이 인터넷
에 보이지만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것이겠지 했다. 그 단단하고 거칠고
사방으로 팔이 갈라져 있는 불가사리가 갈매 기의 작은 입을 통과한

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현산어보를 찾아서 에서 갈매기가 ‘불가사리와 쥐

에 이 르기까지 먹지 못핸 것이 없다’ 는 내용이 잡혔다 아! 인터 넷
사진들이 그게 아니었나?
다시 인터넷 바다의 쓰레기 더미에서 정수를 증L아 정리해보니까

이렇다 바닷가에 사는 안네 마리 씨는 2007년 5월 어느날 조깅을
히는 도중 곁눈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갈매기 한마리가 불
가사리를 쪼아대고 있었다. 그녀는 ?갈매기가 불가사리를 먹으려고

그러는가? 의심이 들었다 조깅이 힘들던 터라 그녀는 갈매기 관찰
을 핑계{)-아 뛰기를 멈췄다
갈매기가 입에 물고 있는 불가사리는 갈매기 머리보다 네다섯 배

는 컸다. ‘저걸 삼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녀는 생각했다.
갈매기는 약 5분 동안 불가사리를 입에서 가지고 놀기만 했다
관찰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불가사리의 두 팔이 갈매 기 입 속으로

들어가더니 몸통까지 보이지 않았다 두 팔은 목구멍 속까지 들어가

있었다 불가사리는 더 이상 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3팔
이 사방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팔들이 빗장처럼 입을 가로막아

걸려있는상태였다.

갈매기는 그 상태로 계속 정지해 있었다 마리 씨는 10분을 더 지
켜보았지만 갈매기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 갈매기는 못먹을 것을
잘못 삼키다가 목이 막힌 듯 멍한 표정이었다.
마리 씨는 바보 멍청이 갈매기구먼| 그래 이제 어쩔거냐? 속으

로 생각했다- 갈매기의 생각이 들려왔다. ’‘뭐야 이거? 내가 어쩌다

불7 싸리가 돼히 갈매 기 입속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삼킬 수 있다고
한다. 불가사리를 돌려 가며 목구멍 속으로 집어 넣어 부분적으로 소화되 게 하면 딸

들이 부드러워진다‘ 그 후에는 삼킬 수 있다고 효H각 물론 시죠버| 많이 걸린다

불가사리를 먹었지 1" “으으으! 어쩌지? 불가사리 다리들이 꿈지럭거

그렇게 하여 불가사리 전체를 부드럽 게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삼킨

리네| 이걸 빨리 뱉어야 하는데 저기 구경문이 니를 지켜보고 있으니

다. 소화액에 부드러워진 불가사리의 팔은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다

미치겠네 . 나를 바보로 볼거 아내7 마리 씨는 갈매기가 불가사리를
실수로 삼킨 것이라 생각하고 조깅을 계속했다

불가사리가 너무 크면 갈매 기도 처리하지 못한다 갈매기가 불가
사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시 간이 오래 걸리 니 까 사람이 끝까지 관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사리는 음식으로서 독성을 갖

이 글에 대한 여러 대답들을 검토해 보았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는 일이 없으므로‘ 물고기보다 맛은 없겠지만， 갈매기 입장에서는 굶

‘갈매기는 불가사리를 먹는다’ 갈매기는 불가사리의 일부를 목구멍

주리는 것 보다는 먹는 것이 나을 게다， 또 누가 알겠나? 갈매기가 체

속으로 집어넣어 반쯤 소화시켰다가 꿀어 내 고 다시 나머지 부분을

했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약으로 먹는지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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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이야가

불가사리를먹는사람들
People Who Eat Starfishes
한L국 어촌에서는 불가사리가 전복을 집아먹는다고 해서 관청과 합
세해 불가사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스쿠바 다이버들도 몽사차
원에서 거들고 있다( ※ 그러나 모든 불가사리가 전복을 잡어먹는 것
은 아니라는 데서 문제기- 제기되고 있다) .

만약 불가사리가 약의 재료가 된다거나 사료나 비료로서 우수한
품질을 나타낸다거나 등등 사람에게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재료

가 된다면 세금을 써서 불가사리 구제 작업을 할 팔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사리를 잡거나 춧어가는 스쿠바 다이버들을 어민들이 고
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가사리 흉년이 들어 어촌계가 더욱 못살

게 되었으니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정치 포풀리즘도 일어
날수있다
불가사리에서 특수한 신물질을 죠L아내려고 연구 중에 있다거나 거

의 찾아냈다는 소식은 간간히 들려도 매듭지어진 것은 아직 하나도

일본의 한 어촌에서는 불가
사리를 삶아서 안의 정소를

먹는다

없는것같다
비료용 칼슐으로 탈바꿈된 상품 하나는 인터넷에서 검색된다. 한
국의 제조회시{FM Agtech)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세계에서 처음

위사진/불가사리의

딸을 뒤집어까고 안에든 내
용물을 먹는다 옆사진/삶은

불가사리를담은접시.

http://www.amakusa.lV

으로 성공시킨 불7싸리 유기농(org，없l미 칼숨 비료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지상파 T\I에소개되었다는홍보내용들도나열되어 있다 농
촌에서 얼미-나 많이 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불가사리 걱정은
안하게 되었다는 어민들 소리는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으므로 상품

으로서 히트를 쳤는지는 의문이다. 따로 알이볼 일이다 들리는 얘기
에 의하면 효능보다는 채집과 수집 비용이 커서 경제성에 애로가 있
다고한다.

우리들은 불7)-사리를 식품 가능성까지는 상%빼 오지 않았다. 절
대로 먹을 수는 없는 동물이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불가사리

를 먹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1 정력에 좋다고 소문
났는가? 그렇다떤 불가사리가 남이나지 않을텐데

...

인터넷을 통해 맨처 일본으로 가보자 amalωsaπ/를 클릭하면
바로 ·‘불가사리가 성게처럼 맛있다!(It

tastes 50 good like a 5ea

mchin!)" 가 몬다

시라누이 바다(Shiranui 5ea)에 임해 있는 어촌 사람들은 3월에
불가사리를 먹는다. 열은 보라빛에 하얀 가시들이 난 불가사리라고

히는데 아무르불가사리인지 일본불7싸리 (DistoJast，밍:ias nipon) 인
베이짐에서 먹거리로 유명한 왕푸징거리 입구 기상천외한 메뉴를 볼 수 있어서
항상 관광객으로 뭄빈다， 사진/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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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겠다. 일본불가사리는 우리나라 남 통해에서 간혹 발견되는
종이다

불가사리의 무엇을 먹는가? 알과 정자이

다 이 일본불가사라는 2월에서 5월 사이에
알을 배는데 아마 먹기로는 3~4월이 제절

인모양이다
어떻게 먹나? 불가사리의 팔을 뒤집어 까

띤 오렌지색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정
소이다. 불가사리를 소금친 물에 5분간 끓
여 삶으면 된다. 삶으띤 불가사리 표띤은

오렌지색이 되고 일은 회색이 된다. 일만
빼먹는다

맛은 어떤가? 일본 내국인 관광객이 호댈
직원이 건네 준 불가사리 알을 먹어보고 한
발은 “성게 알처럼 부드러운 맛인데 약간

쌍쌀한게 아주 맛있었다 맥주 안주로 딱
좋았다「’ 이다 그의 친구도 처음에는 감히
먹지 풋하다가 먹어보고는 갑탄했으며 이

들은 당장 해변으로 달려가 불가사리를 직

해마 전갈 불가사리를 전문으로 따는 가게 즉석에서 요리해 준다. 사젠이은주

접집이와먹었다고했다

현지 어민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매년 이맘때 불가사리를 먹게된

확실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옛날 언젠가 식량이 부족해서 기근이 들
었을 때 성게와 조개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불가사리까지 먹은 것
이 전통으로 내려온 것일 것이라고 한다 그 아주머니는 바다가 오염

되어 불가사리가 많이 줄었지만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매년 불가사
리 요리를 보내달라고 해서 채집한다고 말했다.

못먹는 것이 없다는 중국으로 가보자. 잠깐! 중국으로 가기 전에
불7\-사리를 먹어본 호댁인이 있다 해양연구소의 명정구 박사에게
불가사리 요리에 대해 문의했더니 자기 자신이 먹어봤다고 했다 중

국의 한 호댈 부페에서 먹었는데 삶은 불가사리의 팔을 뒤접어 까고
속의 알을 먹었으며 차려놓은 여러 음식 중에서 불가사리 요리가 가
장 먼저 비닥났다고 한다 호텔 손님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었다면
중국인들이 불가사리 요리를 먹을 줄 안다는 것이 되겠고 외국인들

이 많었다띤 신기한 요리여서 우선적으로 접시에 담았을 것이다. 명
박사는 맛있다고는 밀F하지 않고 좀 밟은 맛이었다고 했다.

요리하기 전 살아있는 전갈 죽은 해마， 불가사리가 꼬치에 꽂혀 있다 사진/이은주

베이정 중심부에 왕푸정(王J찌꺼이라는 먹거리길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있는 거리를 조성했디고 한다，
지난호 해마 특집에서 해마와 전갈을 튀긴 꼬치 음식 사진 (60쪽)

을 소개했는데 바로 그것을 파는 집에서 불가사리 꼬치도 팔고 있다

불가사리 요2.1 과정 불씨리를 기름을 바른 판에 구운 다음 소스를 랜고 고추가루를 뿌려 준다 사젠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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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다고 했다. 직접 먹어보지 못했

으니 더 이상말할것이 없다
패류는 연중 시기에 따라 독성을
품을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성게와 불가사리는 아무때나 먹어도
괜찮디는 정보가 있다 그러나 확인

된 정보는 이-니므로 이 글을 믿기만

해서는안될것이다.

본지 과월호(2001년 3/4월호

91

쪽)에 해양생물학자 박흥식 씨의 글
에 보면 “불가사리의 알을 먹어보는
시도는 절대로 하지 말것! 필자와 주
변 동료들이 연구목적으로 시식회를
먹음직스럽게 요리된 불가사리 비린내가 심해서 먹는 시늄만 하면서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모델/이은주

왕푸정 먹거리길에는 별 희한한 음직이 다 모여있다. 그렇다고 중

했는데 하루종일 고생한 경험이 있

다. 는 내용이 있다. 글써I? 먹기 전에 처치법이 있는 것이 아닐까?

국 사람들 모두가 비퀴벌레 전갈 불가사리 같은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종족과 인구가 많다보니 별것들
이다등장한것이다.
정약전의 현산어보를 연구한 이태원씨의 현산어보를 찾아서‘ 제
2권 170쪽에 이런 글이 나온다. “정약전은 불가사리의 쓰임새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튀겨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

.. . ’‘ 불가사

리를 먹는 사람(또는 종족)을 혐오식품을 먹는 괴물스러운 사람으로
본다면그런사람들은우리 민족에게도있었다는얘기다. 허기야， 기

근이 들었을 때 못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나?
왕푸징의 불가사리 꼬치는 알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튀겨서 전체

를 먹는 방식이다 어떤 설명에서 보면 맛이 비려서 비린 것 못먹는
사람은 시도해보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어떤 설명에서는 맛이

중국 한약재상의 물가사리 상품 진열박스. 중국 한의서 본초강목에 불가사리를
뜻하는 해언(바다의 제비이 있다 @Mtkang

r-----------------------------------

----’

불가사리 추출물에서 천석 관절염 치료제 개발가능성 보여
스코트랜드 해양과학 연구소(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가 천식이나 관절염 같은 염증 치료제를 불가사리에서

발견했다고 데일리 메일 (Daily Mail)이 최근 발표했다.

불가사리는 바닥에 살면서도 표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 물속의 빨 먼지나 잡다한 불순물들이 불가사리 피부에 없는
것은 피부에 발라져 있는 끈적한 점액질이 이물질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물질은 테프론
(Teflon : 음식이 들러붙지 않도록 프라이팬 등에 질히는 물질) 보다 더 우수하다고 연구소 과학지들은 말했다
염증은 인체의 염증저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염증과 싸우는 백혈구는 혈관에 누적되다가 혈관 벽에 들러붙어

조직을 쟁}게 만든다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찰리 바벙튼(Charlie Bavin맑0띠은 불7바리의 점액물질을 혈관벽에 발라서 백혈
구가 들러붙지 않고 혈관을 잘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염증을 빨리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가 먹어얘}는 약의 OJ-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약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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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3
• 고성능의 Mono LED
• 일정한조영 밝기
• 장시간사용

'EOS 3’ 는 고성능의 3와트 Mono LED를 갖춘 강력하고 컴팩트한 다이빙
라이트 입니다 30와트 할로겐 전구와 동일한 7000 룩스의 놀라운 밝기를
제공합니다. 색의 온도는 6400켈빈 입니다. LED의 전자식 전압 방법이 5
시간 동안 일정한 밝기를 기능하게 합니다. 일카라인 배터리 8개 또는 충
AA 배터리가 사용팅니다- 수심 100미터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전식

‘ EOS 3’ 와 함께 새로운 수중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민[~판텔 흘용

과핀ιf링톨

回 i뺀뭘말

marl! l

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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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샤리류개요
Starfish Imroduction
불가사리 (海星/해성)는 성게 (海麻/해담)↑ 해삼

(海鼠/해서) , 및 비-다나리 (海百合/해백 합)와 같
은 혈통이며 이들 모두를 극피동물찌皮폐物)이
라한다.
※ 괄호 안의 한자는 분류학 문헌에 사용된 한자어임.
해담의 臨은 쓸개 담자. 해샘海參/바다의 인삼)은 해서
(海휩/바다족제비)랴 한다.

※ 영어권에서는 불가사리를 설명할 때 ·불가

사라는 물고기가 이닙니다 부터 시작한다 당연
한 얘길 왜 할까? 불가사리를 스타피쉬 (Starfish :
별고기)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이름이다

극피동물의 극피 야찌호’)는 가시 돋친 피부를 뭇한

다. 성게는 물론 가시투성이 이며 불가사리 중에도
분명한 가시 모양의 돌기들이 무수히 난 것이 있

다. 대부분의 불가사리와 해삼은 가시라기 보다는
울퉁불퉁한 돌기피 부로 덮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기시따찌극)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스파
인녕pm밍이라 한다 말하자면 ‘뭉톡한 가시· 다

일반적으로 불가사리 (Starfish，

Sea Star) 라고

하면 거미불가사리를 제외시킨 의미이며 불가사리

중에서도 팔이 5 개인 별 닮은 모양들을 지칭할 때
가 많다. 그러나 아마츄어 개념을 조금만 벗어나면
거미불가사리류(삼천발이도 포함된다)까지 다 포

함된 개념 이 불가사리이다.
영어에서는 거미불가사리를 브릿틀 스타(8ηttle

불가사리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성체까지의 단계별 구조를 그린 핵켈의 세밀화 유생들은 5방사대칭형이
아니고 좌우대칭헝이다

S떠r) 라고 히는데 brittle은 깨지기 쉬운’ 뜻으로

에른스트 핵켈/Ernsl

도마뱀처럼 팔을 쉽게 끊어버 리고 도망갈 수 있는

독일 사람으로 샘물학자 자연과학자， 칠학자， 의사， 교수， 화가였다 수많은

거미불가사리의 생태에서 나온 이름이다 또 다른

Haeckel(1834^'"'1919)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인데 동식물 세밀화 그림을 원색으로 100작품을 그

려냈다 한 화폭에 수많은 종을 그렸으므로 전체 종 수는 매우 많다 특히 해

거미불가사리 영어명은 서펜트 스타 (Ser p ent

앙동물의 유생이나 플랑크톤들의 세밀화는 매우 환상적이다 공상적인 도안

star) , 즉

을 장ξ[O f는 화가나

‘뱀불7]-사리’ 의 뭇이다. 거미불7씨리를

한자어로는 혁사미(팔뾰尾) 라 하는데 가죽혁/판，

SF

영화의 기괴한 캐릭터들이 핵젤의 그림에서 아이디

어를 얻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많은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매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동시에 예술적이다

뱀사/뾰， 꼬리미/尾 이다. 거미불가사리의 팔이 뱀

꼬리를 닮었다는 뜻인 것 같다 삼천발이 는 닙f구니 불가사리’ 란 돗

물명집 기준으로 불가사리류가 47종. 거미불가사리류(삼천발이 포

인 바스켓 스타(8asket

함)가 59종 도합 106종이 기 록되어 있다. (※ 업데이트 시킨 공개 자

star) 2.} 부른다. 수많은 줄기로 가지가 뻗은

덩어리의 모%별새끼줄로 엮은망태기에 비유시컸다
불가사리 답게 생긴 불가사리류(거미불가사리류를 뺀 것)는 대략

200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500종이 발견되어 있고( ※ 확실치는

료가 너무오랫동안보이지 않는다)
크기가 보통 1O~24cm 인 것들이 많지만 2cm가 안되는 것도 있고

1m 짜리(권cnopoclia. 미국 서북해안)도 있다

않으나 2010년 경의 통계로는 약 1800종이 기록되었태 한편 징그

불가사리 일부 종들에서 몇가지 독성물질과 대시물질이 발견되었

럽기도 한 거미불가사리류는 삼천발이를 포함해서 약 20아종이 알

으며 이 물질을 약이나 산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려져 있다. 모두 합하면 약 3500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호댁동

진행되고있다.
Sc 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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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떼
밍r야nab않따
a
잉) 성분의 이주 작은 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골편들이
e

불가사라구조적특징

기본 골격을 만들고 가시나 돌기 들은 골편에서 연장된 것이다 이 골
면들의 결합과 배 열 패턴 에 따라 종이 달라진다

Body of Starfìshes
불가사리는 북극， 남극해를 포함해 전 해양에 살고 있으며 수심

불가사리의 등맨과 복연 구분법은 좌우대칭형 동물과 다르다 전문

6000미터 에서도 발견된다. 가장 많은 종이 분포히는 바다는 인도 ·

용어로는 입을 기준해서 입이 있는 쪽을 입쪽(oral

태 평양의 열 대해 역 이며 수온이 찬 북태평양에도많은종들이 신다.

입반대쪽(abor외 sid밍 이라고 부른다.

그 반대편을

side)

불가사리들은 동일 종의 색상과 색상의 무늬들이 같은 장소 같은

불가사리는 호댁에서는 전복 킬러 로 유명
하지만 서양에서는 홍합 킬러 로 유명하다
전복을 중히 여기느냐 홍합을 귀히 여기느냐

에따른차이이디

불가사리가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몸 재생
능력 때문이다. 불가사리들의 몸재생은종
에 따라차이가 있고 먹이 종류와 먹는방식

I

8

도종에따라다르다.

불가사리의몸구조

Body structure of the Starfishes
모든 극피동물들이 다 그렇듯이 불가사리
는 5방사대청 의 몽 구조를 가졌다. 장군 계

급장의 별 이 5방사대칭형이다. 멸불가사리
처럼 팔이 다섯인 불가사리들을 놓고 보면

5

방사대칭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햇

불가사리 해부도

님불가사리 . 문어다리불가사리 같은 다섯 개

@ 내위장

@ 소호}샘

@
@
@
@
@

@ 외위장

이상의 많은 팔을 가진 불가사라는 몸을 해
부해 보아야만 5방사대칭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항문과장^K직장)
직장맹낭
석회관수로
울구멍(천공판)
맹장

@ 정소
@ 빙사상수로관
@ 관족
@Wlkip ed la

그러나 알 속의 배아와 플랑크톤으로 떠돌
이 생활을 하는 유쟁들은 죄우대칭형 이다.
이는 불가사리의 조상이 좌우대칭형이었슴

을밀한다.
관족따이프의확장부

대부분 불가사리가 몸통(이sk) 에서 다섯

팔이 균등 방사된 형태이지만 일부 종들은

석회관수로

(stone canal)

6

관족

개 또는 그 이상의 팔을 가지고 있다. 햇님불

가사리과 (Family

반지수로관

Solasteridae) 종들은

1O ~ 1 5 개의 팔을， 불가사리과 (Fam i ly
Asterüdae) 의 문어다리불가사리 는 30개 전

ι

발육에 의해 4개 또는 6개 또는 그 이상의 팔

불가사리 의 몸은 탄산칼슐 (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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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의 물 순환 시스템
일러스트레이션/김풍등 Modified from 8rook/Cole Thomson/learmng

n

끼

n

다섯 팔을 가져야 정상인 종들도 비정상

을가지는경우가흔하다

η

.

은 50개 까지 의 팔을 가졌디

ρ

η

후， 남극해의 한 종(Labidiaster ann 띠atus)

시간에도 다변적이어서 색
상과무늬로종이나암수를
구분할수없다.
천공 판 ( 穿孔板:

madreporite, 穿/뚫을 천，
:rLl구멍 공): 대부분의 불가

사리들은 디스크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주변보
집게발

집게발은 종에 따라

드물거나많거나하다

다밝거나하얀작은점 하
나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

것은 천공판이라고 부르며 내부 물순환계에 추가적인
물공급을 해주거나 내부의 물을 신선하게 교체시키는

관족이 잘보이는 불가사리의 밑먼 @J ason Minter

통로 역할을한다 석회질 디공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불순물이 걸

는작살촉을의미하고극뺏은가시를돗호따 차극을쉬운말로 ‘집

러진다. 천공판을 쉬운말로 하면 ‘물구멍’ 이다.

게발 이라 알면 된다 어떤 종들은 집게발이 각 가시의 기반에 연발
고사포의 포신 다발처럼 모여있는 것이 있다. 또 어떤 종(예，

집게발(차극)

Hippasterj찌은 집게발 구조가 입쪽 면에만 있지 아니하고 몸 전체

팔 밑면에 가시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길죽한 돌기들을 자세히 들
여다보면 그 끝이 집게 모양인 것도 있고 빨판 모양인 것도 있다

표면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집게발의 역할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방어무기도 되고 먹이

집게 모양인 것은 전분용어로 차극(又練 P때icellru‘iae/페디셀라

를 잡는 무기도 되는 것 같다 몸 외부를 깨끗히 하는 데도 이용된다

리어)이라 부른다. 한자 차00는 집게처럼 갈라진 모양이나 고기잡

고 한다 어떤 불가사리는 손에 잡으면 장갑에 들러붙는데 이는 집게

-

-

발 때문이라고 한다.

남극해의 대형 불가사리 CLabicliaster aJ1nulat때는 집게발로 빠
르게 움직이는 크릴새우를 잡으며 북극해의 대형 불가사리

CStylasteria히는 작은 물고기 를 잡는다.

관족

Tube Foot
끝이 빨판 모양인 가시(부드럽지만 가시라 부른다)는 관처럼 생긴
발，관족이라한다.

불가사라는 물이 흐르는 수로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말
하자면 피 대신 물이 흐르는 혈관이다. 불가사리의 수로관 시스댐은
불가사리의 물구멍(천공판)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

수돗물이 큰파이프에서 작은파이프로갈라지면서 각가정에 연결

아무르불가사리(왼쪽사진)와 문어발불가사리(오른쪽 사진)의 물구멍(천공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채 구조로 되어 있다 사진/김장래

Scuba Diver 2이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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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 호}석， @Wiklpedia

되는 원리와 같다 물구멍 (천공판)을 통과한 물은
석회관 수로(stone canal) 라고 부르는 도관 수로를
지나 중심에 있는 반지 수로관(ring canal) 수로에

들어차고 반지 수로관은 각 팔마다 매설되어 있는

먹이이든 영역이든 서로 문제가 있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자이언트 레드 스타피쉬 불가사리 ， @그alnckbar깨

수로관과 연결 되어 있다- 이것을 방사 수로관

(radial can외s) 이라 부르며 물은 이 방사상 수로로 들어간
다 방사 수로관은 각 팔에 깔려있는 생식샘과 나란히 깔려
있다. 관족의 파이프는 초입이 둥그렇게 확장되어 있다. 방

사 수로관의 물은 관족 파이프 초입에 있는 파이 프 확장부
에 들어간다， 이 관족들은 팔에 배설되어 있는 수로관에서
내골격 벽을 뚫고 팔의 도랑(팔 안쪽 전체 길이에 패인 흠)
으로 노출되어 니와 있는 것이다.

관족 파이프의 확장부를 오무리면 물이 발로 밀려들어가
관족 파이프가 펴지면서 땅에 닿는다. 소방호스가 펴지는

원리와 같다. 발바닥은 부항(흡입 컵) 처럼 생겨서 흡착력을
일으키지만 잡는 능력은 발바닥의 끈끈이 물질이 더 강하
다는 설이 있다. 흡착력에 접착력이 플러스되어 있다는 얘
기다， 컵처럼 생낀 발을 오무리면 흡착력이나 접착력이 없

어져 발이 바닥이나 물체에서 떨어진다.
관족들은 물결치듯 움직이는데 관족들이 순서대로 바닥

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이며 이 방식으로 불가사리는 이
동한다.

거의 모든 불가사리는 빨리 웅직일 수 없으나 모래 바닥
을 따고 들어가 사는 일부 종(예

Astropecten 속과

Luidia 속)은 바닥을 기어가는 속도가 미끄럼

타는 듯 빠르

다. 이 종들의 속도가 빠른 것은 모래를 파기 좋도록 관족
이 뾰족하게 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가사라는 몸이 뒤집히변 팔한두 개의 끝관족으로 바

닥을 잡고 몸을 들어 바닥에 붙은 팔 위로 몸을 구부린 다
음 옆으로 구르면서 바른 자세를 잡는다.

불가사리의 소화기관 / 오|위장과 내위장
오각형의 공처럼 생겨서 성게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바늘방석 불가사2.1 (p i n-cushion

star, Culcita

novaeguineael이다 사진/김웅등， 촬영 장i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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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불가사리의 입은 몸 중심 밑변에 있다. 석도는 있는둥마
는둥 짧으며 그 뒤에 바로 특수한 위장 2개 가 연달아 있으

αpollct

며 입을 중심으로 분화구 같은 모OJ'을 띤다. 밖으로부터 첫번째 위장

을 Carcliac stomach(카디 엑 스토마크)라 하는데 여기서 carcliac(심
장)은 심장의 뭇이 아니고 분수나 분화구처럼 내뿜는다는 돗이다 이
위장은 밖으로 나와 펼쳐지면서 먹이를 감싸기 때문에 내뿜는 위
장’ 이라 부르는 것이다. 밀녕f자면 ‘보쌍위장’ 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외위장 으로 부르자
외위장 다음에 있는 위장은

Pyloric stomach(파일러릭 스토막) 이

라 하는데 쉬운말로 하면 ‘내위장 이 된다 pyloric(파일러릭)은 김
숙한 쪽에 있다는 뭇이다(띠/유) .

각 팔에도 내위장과 연결된 소화기관이 2 개씩 있다. 이것을

Pyloric

caeca(파일러릭 시캐라고 하며 의학 전문용어로는 유문맹

낭(뼈門릅짧이랴부르는데 맹장에 비유된다.

불가사리의 경우유문맹낭은말하자면 ‘창자 라할수있다. 긴튜
브형 이 며 튜브의 내벽 에 소화샘 (이gestive glands) 이 갈려있고 여기
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동시에 음식의 영양분을 뺑딸인다 이름
을 ‘창자’로정해두자
항문은 디스크의 중심 입반대쪽에 뚫려있으며 이 구멍은 그 아래

에 있는 내 위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짧k은 연결부는 말하자면 불7싸
리의 직장에해당된다.

많은 불가사리들은 외위장 속으로 먹이 전체를 집어넣고 그 순간

부터 소화를 시키면서 내위장으로 먹이를 보내지만 (예 :
Astropecten괴

Luiclia

속) 더 많은 불가사리들은 먹이를 외위장으

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외위장을 몸 밖으로 꺼내서 보자기로 감싸듯

먹이 를 잡아쥐고 소화를 시켜 밖으로 나오지 못히는 내위장으로 반
소화된 물질을 보낸다. 불가사리들은 소화시킨 진국만 안으로 꿀어

불가사리와 공샘하는 새우

@Teguh

들인다.
수 있는 것은 외위장만 들이밀면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팔이

불가사리들 중 여러 종들은 조개와 홍합의 패각을 강제로 열어 틈
을 벌린 다음 이 속으로 외위장을 집 어 넣어 그상태로 있으면서 속의

아주 짧은 불가사리들은 외위장을 밖으로 꺼내는 식시를 하지 못하
고 먹 이 를삼켜서 소화시킨다

살을 녹여서 빨L아먹는다 수많은 관족을 패각에 밀착시키고 잡아당

내위장은 소화된 물질을 다시 각팔에 있는 소화기관(창재으로 보

기는 힘을 오랫동안 가하고 있으면 패류가 견디지 못하고 패각의 틈

낸다 창자에서 마지막 소화를 끝내고 남은 찌꺼기는 몸의 윗띤 중심

을 벌리게 된다. 불가사리가 자기 몸보다 몇배나 큰 먹이를 잡아먹을

에 있는 항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액체이므로 똥은 없다.

해파리의 사체 조각을 덮 치고 있는 별불가사리 사젠EPC

때 각을 열기 위해 홍합을 움쳐쥐고 있는 아무르불가사라 사많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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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을 잡아먹고 있는 불가사리 @Wikipedia

불가사리의 팔 끝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안점이 있어서 먹이의 움직임이나 방항

을 인식할 수 있다. 사진/김덕맨2004년 9/10월호 공모전)

불가사리의 먹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포식하기 때문에 불가사리는 입

보다 훨씬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대부분 불가사리들

은 홍합， 조개， 굴. 고둥 같은 연체동물과 죽어가는 물고
기‘ 또는 다른 극피동물 등등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동
물이면거의다먹는다

그러나 모든 불가사리가 전적으로 육식만히는 것은
아니며 해조류나 유기물 잡동사니도 곁들여 먹는다. 어

떤 종들은 바닥의 유기물만 먹으며 또 어떤 종은 물에
떠있는 작은 플랑크톤이나 부유 유기물질을 잡아먹는

다. 팔의 흠을 따라 나있는 끈끈이 섬모의 운반작용으로

플랑크톤을 잡아 입에 보내는 종들도 있다.
왕관불가사리 (Crown-of-thorns s떠rfish)는 산호의

폴립 을 먹으며 또 어떤 종(Brisingida)은 해면을 먹는다，

불가사라는 먹이가 없는 수조에 잡어 넣어도 여러 주
일 실L아 있는 것들이 많다. 물(해수)에 녹아있는 유기물

질로 영양분을 섭취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사리의 신경계

Nervous System of the Starfishes
극피동물들이 다 그렇듯이 불가사리도 뇌는 없고 신
경계는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다. 신경망은 피부(s삐)
자체의 내부와 피부 밑에 겹으로 깔려있다.
식도 둘레에는 고리형 중심신경 이 있고 이 신경은 각

팔에 방시장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수관(도관)들과 나란

히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고리형 신경계와 방시장 신경
계는 불가사리의 자세와 방향을 조정한다.

불가사라는 감각을 받이들이는 뚜렷힌 장소(감각기괜
가 많지는 않지만 촉감이 민좌L하고 빛， 온도， 방향， 주변

의 물 상태를 잘 파악힌다 촉감은 관족， 가시(돌기). 집게

정불가사리.

@Teguhti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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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끼어 있는 감응세포에 전달된다 홍채는 없다

각 눈은 각막이 없으나 투명하고 두꺼운 각피로 보호
되어 있으며 이것 자체가 렌즈 역할을 한다
불가사리는 눈 외에도 빛 감지 세포가 몸 전체에 산
재 되어 있어서 눈을 막아도 빛에 반응을 보인다

(※ 원시적인 이런 눈은 전문적으로는 눈이라 하지

않고 안점 /Ocellus 이라고 한다)

불가사리의호흘
Respiration in Starfish
불가사리는 몸 등쪽 표면의 작은 돌기들을 통해서

호흡을 한다. 표면의 작은 돌기들은 근육질인 몸의 벽
을 뚫고 물에 닿도록 돌출되었으며 돌기의 벽은 앓다
여기서 산소가 흡수되며 말하자면 피부로 숨쉰다고 할
불가사리의 피부 작은 글펀들이 밀집해 융합되어 있다 (C'Wikipedia

발에서 예민하게 녕l 고 빛은각팔의 끝에 있는눈에서 감지한다

특히 각 팔의 말단부 쪽에 있는 관족들은 화학물질 감지 에도 뛰어
나먹이의 냄새가나는쪽을파악한다

수 있다 물 통로인 수관 시스템도 추가적인 산소공급
역할을한다.
신진대사 부산물인 개스도 피부 돌기와 관족을 통해 빠져나간다，

불가사리의 체액과 수관 시스뱀에는 포식세포(coelomocytes) 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폐기 개스를 삼켜서 표면의 돌기로 보내지며 돌

불가사리의 눈
불가사리의 눈은 각팔의 끝에 있다. 불기사리의 눈은표면이 색소

기에서물로버려진디 내장쪽에도폐기물의 일부를방출할수있는
샘 (pyloric glan이이 있다.

세포들로 구성된 훌눈들의 집합체 이띠 홀눈들에 도달한 빛은 흩눈들

모래밭에서 물을 찾아가는 불가사리의 궤적(실험사진) . (c' shi 川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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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은 물에서의 불가사리 움직임 @Haveseen

염도조절불가능
불가사리는 삼투조절을 하지 않아서 체액
의 염도는 항상 해수의 염도와 같다. 염도가

좀 낮은 물에도 불가사리가 없지는 않으나 담
수와 기 수에 불가사리가 없는 이유는 삼투조
절을못하기 때문이다

불가사리의 번식
Li fe cycle of the Starfishes
불가사리는 기본적으로 암컷과 수컷이 합
동하여 2세를 낳지만 절단된 팔이 독자적인

개체가 되는 무성생식도 한다
대부분의 불가사리들은 암컷과 수컷이 딴
몸이지민 일부 종들은 암수한몸이다. 예를 들
어

빨강불가사리의 산란 자세. 시젠빅근삐2005년 9/10월호 공모젠

별불가사리 (Asterina

gibbosa)는 태어날 때는 수컷
이었다가 나중에 암것으로 변

한다(protandric) .
불가사리를 겉으로 보아서
암수를 구별할수없다 알이나

정지를 확인해야만 가능하다
각 팔에는 두개 씩의 생식샘 이

있으며 생식세포(난자나 정재
를 방출할 때는 생식도관

멍onoduct)을 통해서 한다， 생

불가사리의 방점 장먼 사젠윤병로(2003년 3/4월호 공모전)

팔손이 불가사리， 세다리만 는댔다가 나머지가 다시 재생한 모습

식도관은 다리 사이 디 스크 부
분에있다.

수정은 암컷과 수컷이 정자

와 난자를 물속으로 방출하여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체외수

정)

거의 모든 불가사리들의

수정된 알은 플랑크톤 생활을
시작하지만 일부 종들은 알을
품는다. 알을 내위장 안에 서 품

는것도있고입반대쪽등에특
수한 둥지 바구니 (brooding

baske이가 있어 알을 보호하는
것도있다
알을 내위장에 품는 한종
(Lep떠sterias tenera)의 예를

보면 알이 크고 배아는 난황을
먹고 자리-며 좌우 대청형 배아

단계없이 곧바로 완성형이 된

불가사리 이미지를 이용한 그래픽 영상 @Adrianhill 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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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을 품는 불가사리들은 극지방 김은 바다에 사는 종들에서 흔히

발견되며 이는 극지방 바다가 유생들이 일L아남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생긴번식방법인것같다

정소를 방사시키는 대부분의 불가사리들은 이무 때나 각자 띠음대

로 정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 라 집단 결혼식을 한다.

암수 단 두 마리가 방사시킨 정자외 난자는 흐르는 허공의 불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불가사리들은 날짜와 시간을 정

해 여러마리가한장소에 모여 집단적으로한꺼번에 정소를뿌린다
이들은 화학적 신호를 통해 서로 준비 상태를 알리며 일년 중 어느

불가사리의 유생들은 좌우대정형이었다가 한쪽이 빨리 자라면서 반대쪽을 홉수
해 버 리면서 5방사대칭형으로 변한다 그림/Haeckel

날에 이벤트를 벌일 것인지 약속한다.

그리고 이벤트 시간은 저녁 때나 새벽
으로잡는다

불가사리들 중에는 무성생식 영照|켈生

植lasex:ual reproduction)을 하는 종
들이 많다 무성생식이란 암컷과 수컷

이 만나지 아니하고도 후손을 낳는 것
을 말한다 불가사리의 팔 하나가 절단
되었다면 떨어져나간 조각은 하나의

완전한 불가사리가 되고 팔이 질린 상
처에서는 새 팔이 돋아난다. 잘려나간
팔에 중심부띠스크) 조직이 조금이 라

도 붙어있으면 재생된다.
불가사리의 다섯 팔을 모두 떼어낸
다해도 각 팔에 디스크 조직이 조금이

라도 붙어 있다면 다섯 마리의 불가사

리가되는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부들에게는 불
가사리가 패류를잡아먹는도둑놈들이
었다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불가사리
들을 칼이나 도끼로 토막질해서 바다
에 버렸는데 불가사리는 오히려 급격
히 불어났다 불가사리의 특이한 재생
능력을 몰랐을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도 이 비밀을 모르는 어부들이 많다

어미와 전혀 다른 모습의 유생

Larval development
불가사리는 무척추동물이다. 그 반
대는 척삭통물(척추 비슷한 척삭을 가

진 동물과 척추를 가진 동물을 합해서)
이라 한다. 불가사리(다른 극피동물 포
함)는 태어날 때 척삭동물의 특징인 좌

우대칭형 모양을 가진다 이 현상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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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를 모티브로한 풍경

@Kwesl19

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은 2008년에 텀사선 당가로

애Tangaroa}를 타고 8주일 간 남극바다 생물조
사를 했다‘ 많은 신증을 발견한 것 중에 대형 불가

사리 신종도 잡혔다 드렛지 방식으로 해저를 훌
어서 채추| 했다 과학자 사디 밀스(Sadie Mi lls)와

니키 대이비(Niki Davey)가

60cm 크기인 자이언

트 불가사리 (Macroptychastet1를 들어보이고 있
다

Credi t/John Mitchel l!NZ IPY-CAM니

가사리(성게 1 해삼 바다나리 포함)의 조상이 척삭동물이었다는 것을

곧바로 수관땅에 들어간다.

의미한다.

유생은 자라면서 죄우대칭 중 힌쪽이 더 빨리 자라면서 반대편 쪽
을 흡수해벼리며 이 때부퍼 중심축이 생기고 그 둘러1 에 다섯 부분이

생긴다. 바로 오방사대칭형 이다

불가사리에 기생하는 기생고둥

Parasite snail of starfish
불가사리에는 여러가지 동물들이 기생하거나 공생하고 있는데 그

불가사리 샘은 난황을 먹거나 다른 플랑크톤을 잡이먹으며 부유

중에서 고퉁류가 잘 알려져 있다 기생고둥류인 기생고둥과{Fam ily

생활을 히는데 몸에 난 섬모를 이용하여 헤엄친다 유생은 완전히 탈

St비feridae)에는 여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빨강불가사리에

비꿈하여 불가사리 모양이 되면 바닥에 정착하여 성장한다

기생히는 빨강불가사리속살이고둥(St따따l ‘뻐앙Uωd잉 이 있다.

기생고퉁은 불가사리 표띤에 붙어살띤서 모기처럼 삐죽한 입으로

불가사리의 수명
불가사리의 수명은 종에 따라 크게 디르고 일반적으로 큰 종이 오

래 산다 디다-자자란 어미의 무게가 2 그램인 한 종(ι
Lept띠as
앞te
밍r띠S

불가사리의 혈액에 해당히는 헤모림프(hemo]ym ph)를 빨f먹는다
그러니나- 모기와 디다-른 것은 기생고둥이 나중에는 불7
가}μ
사}떼리의 몸을 파

고들어가고착생활을한다는것이다.

hexacti.의 는 2년 지나서 성적으로 성숙하며 수명은 약 m년 이마. 어

몸속에 들어간 고둥은 임플란트 치아처럼 불가사리의 조직과 융합

미의 무게가 80그램 나가는 한 종(pj않ster ochré1ceu의은 5년 지나

되어 만약 강제로 빼어낸다띤(불가사리 를 애왼동물로 키우는 경우)

야 성숙되고 수명은 약 34년 이다

불가사리가 입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
불가사리 몸속에 들어간 기생고둥은 불가사리 외부에 튀어나옹 혹

오염에 취약한 불가사리

을만들어모OJ-을보기싫게민들고그부분의 관족을상실시킨다 그

불가사리 같은 극피동물은 몸속의 순환계가 물을 사용하는 도관

러나 불가사리 건강에 당장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염된 물에 대해 방어대책이 없다. 오

다， 다만 불가사리의 몸동작에 불편을 일으킴으로서 생존경쟁력을

염된 물의 오염물질이나 독성을 걸러내는 능력이 없는데다 해수가

떨어뜨린다든지 고둥이 다른 병원체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다.

기생고둥이 빨강불가사리 몸속에 따고들어가 자리 잡은 모습 사진/고동범

불가사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기생고둥을 빼낸다면 숙주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 사진/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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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 10 요약
About Starfish

w

힌콰전섣에 등장핸 붉가사리는 u}디에 사는 불가사리외 한지 이픔(1~ II[쩌JfJ

끼지 동임하지 ll’l 서료 연핀성이 없디 잉어애샤 불가사 21 관 벨고기 (St<ll iïshJ 리

고히지만불가시리는물고지가이-니리 성게 ‘ 해심 비디니리와함께 극피동란
이리 불리는무척추동뀔이다 극피동쉰이란피부에 가시가많은동꽉의 뜻이며

껍데기는 딘산낌숨 란판블보 짜이셔 있다 가시와 가시짙은 돌기란은 적을 막는
망어무기 익힐윤 힌다 비닷새 해딘 (sm ollc l'). 고능 란그L 기판 중에도 희 i하

지만 불가사리의 적이 있고 시반노 적이다

Alexbannykh

a

극피동월은 모두 디 섯 부분→으보 니-뉘어진 부분이 중심제륜 헝:해 끌등 긴격으jι 붙어 있는 5방시패칭형이

~

선샤l 서l 적으쿄 불가사리는 거의 2 천 종이 얀려져 있고 쏘간대 알은 블에 사는 것 깊은 불에 사는 것 열대마

디 해띤에 관리기거든 넨리 nl 띤 불가사리나 성 사l플 집아 오l 상사대칭은 획인히! 퍼리

디에 시는 섯 이주진÷i에 사는 것판이 있다‘ 크기는 2cm에서부티 1m 까지 있고1O~2. l cm71. 가정 흔하디

냉

불가사리의 관은 다섯 개보 알닌:1 져 있지민 l 개 찌리에서부터 50개 짜리끼지 이러가지가 있디 붉가사리는
떨어저니칸 팔이 불가사피로 부활히고 띨어져나산 지-리에 새 팔이 생낀다 포식자의 공격을 받으띤 판 하

니플스스강잘라머리고도냉가는갓도있디 ^H 생시신은수 /11 월또는 1 넌 정노 낄띤디-

딩

불가시랴의 항운온등의 숭심진에 있고 벅이플늑이서 밴아먹기 띠H~~에 배섣불은액처l 싱태이!너 똥이 없디-

딩 불가시리 판에는피가없고피 대산불 uH핀 시스템이 있디 불은등쪽-에 있는뭔l잉(천공판)앞 l만이뜰
인다

a 뭘가사리는관족묘 짙고 벅이도집고힌디 관속끝은흡칙칩 과양으로 생겼다 핀속끝이 집게 보양으로
생긴 깃은집게발이랴한디 집 7.11 빌은드쉰7-11 섞여 있는 경우기 많다.

g

붙사사21 의 임은 괜 증잉에 있고 바로 뒤에 두 개의 위장이 연딜이 있디 불가사리는 관족얀 꽉 디란고
있는 조개의 틈을 벌여 입 o 로부터 위장윤 꺼내 조개 틈 o 로 밀어넣고 속심을 소회-시카띠 딴소회된 음식을

봄 안에 있는 두번 째 위장으포 보낸디- 이 가능 때문에 입보디- 휠씬 큰 동불을 죄아먹을 수 있다

a 블가사리에 눈이 없는 것 같지만 각 팔 끝에 눈 가능윤 판 인 접이 있다 빛의 밝고 아둠기륜 예민하게 잡
지힌다

때 불가사라는 원칙적으보 임수가 만나 제외수정을 힌디 불가사리는 임수의 기능이 힌판에 잠재도에 있으며
수컷에 서 잉컷으쿄 변한디 먹이기 충분히고 환경이 좋으띤 더 많은 후손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수컷플이

염 컷으로 변해 일을 산린한디 , 알과 유생은 부유생휠관 하디 가 조건이 빚는 환경을 만나띤 변태하이 비닥
에 정착한다. 어떤 불가시리는옴에 공기탄 채워 부유해서 서식지흰 이동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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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흘기:극한환경을뛰어넘는성능

훗희줄훗첼옆'e.J

• 비씨:개인별체형에 맞추는시스템
• 컴퓨터: 흔합기처|까지 가능한 프로그램

• 드라이수트， 방수백 ， 텍다이빙
스킨장비 등 각종 악세서리

깊 haxf
수입원 (주)책스톤 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장위 1 동 230-1882층

Te l. (02)3789-0906"'7 Fax. (02)3789- 0190

www.chaxton.com

The Bad 나쁜농

가시양관불가사리
Crown-of-thorns starfish
우리말 종 이름에 왕관불가사
리 (Coronas ter volselJata) 가 있

이들은 몸으로 산호 위를 덮어씌우고 전진하면서 폴립을 싹쓸이

으나 이것은 팔이 8~9개 정도인

식으로 먹어지운다 거미불가사리들도 집아먹는다 가시왕관불가사

보통 불가사리 모양이며 가시왕

리 한 마리가 1년에 산호초 6rrf를 먹어치울 수 있다， 먹이가 없어도

관불가사리 (A can thas ter

6개월이상버틴다.

p l anci , 연변목/V alvatida .

가시왕관불가사리 기본 도형

이 높다. 특히 오스트렐리아 대보초에서 피해가 크다.

흥미있는 사실은 어떤 큰 폴립을 갖고 있는 산호 (Ge nu s

Family Acanthasteridae)와는

Pseudocorynactæ)가 가시왕관불가사리를 오히려 소화시 켜 버 리는

전혀 다르다，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가시왕관불가사리의 진짜 천적은 트리톤

가시왕관불가사리는 세계적으

(Triton) 고둥이다(별도 기새

로 유명하여 우리 다이버들도 많

가시 왕표L불7바리 퇴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리들은 다이

이 알고 있지만 효택 바다에는 없는 종이다. 가시왕관불가사리는 홍

버들이 중황산염 (s여ium bæ버phate)를 주써l 켜 이 불가사리들을

해와 인도 · 태평양의 열대해역에만 분포하는 종이다. 세계에서 가장

죽인다 이 방식은 주변 다른 생명체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알

큰 해바라기불가사리 (Surúlower starfish) 디음으로 크기가 크다.

려져 있다.

팔들을 반쯤 오무리고 있을 때는 유럽식 왕관 모양으로 생겼고 수

많은 큰 가시들이 돋아나 있다.
가시왕관불가사리의 가시는 끝이 날카롭고 다이버의 잠수복을 뚫
을 수 있다. 가시에는 신경독이 분비되고 있어서 찔리면 심한 통증이

가시왕관불가사리는 생존에 위협을 받으띤 스스로 분열 하여 개체

수를 늘리며 팔을 절단 시켜도 부활하기 때문에 과학지들은 구제 방
법에 신경을 쓴다
세계에 분포히는 가시왕관불가사리가 모두 같은 종인 것으로 알려

여러 시간 가고 구토 증상이 일어난다. 상처는 검푸르게 부어오르고

져 있으나 2008년

여러 주일 가라 앉지 않는다

남인도양의 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모두 4종

가시는살속에서 부러져 박혀버릴 수 있으며 이는독성을증가시

DNA 검사를 해본 결과 홍해，

태평양， 북인도양，

이 된다

키 고 김염을 유발한다.

가시왕관불가사리 퇴지
방법으로가시왕관불가

사리의 위장에서 산을
빼내 이들의 팔에 주사
시켜 가시왕관불가사리
들을죽이는예가있다.
가시왕관불가사리는
산호초의 생태계를 파

가시왕관불가사리 의 방정 @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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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왕관불가사리의 밑먼에서 수많은 관족이 보인다 @진신

The Good

좋은놈

트리톤나팔고둥
Giant Triton

가시왕관불가사리를 공격하는 트리톤 나팔 고둥. @Richard Chesher

불가시리는 거의 천적이 없다
고하며 유일하게 나팔고둥이 있으
나 나팔고둥의 개체 수가 너무 적

어서 어민의 재산인 패류를 잡아
먹는 불가사리 퇴치에 도웅이 되

지못한다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고퉁은
수염고둥과(이rmatiidae) 중에서

차로니아 속(Genus Charonla)에

속하는 고둥류들인데 우리나라에
는 나팔고둥(α18rOnJa 8a띠ia하.

1종이알려져 있다.
본속(Genus Charonla)에는 크
고 작은 7종이 있는데 이들 전체

를 일반 영어명으로 트리톤

(Triton :그리스/로마신화의 포세

트리톤은 입의 줄처럼 갈 수 있는 치설(rad미a)로 불가사리의 껍질을 톱질해 뚫고 들어간다- 뚫리면 마비시키는 타액을

이돈 아들) 이 라 한다

넣어 불가사리를 기절시킨다.

(èRichard Che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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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를 포식한 나팔고둥 사젠강상철(2006년 5/6월호 공모전)

우리 다이버들이 열대바다에서 만나는 트리톤은 한국종 ·나팔고

풍 과는 다른 종일 수 있다. 인도

불가사리를 포식한 나팔고둥 @Laelilia

~

-

태평양 열대바다에서 왕관불가사

리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 나팔고둥은 ‘자이언트 트리톤

(Ch aronia triω，nis)’ 이란 이름을 가진 것으로 최대 50cm 까지 자란
디다-

그 다음으로 큰 종은 대서양 서부에 사는 종 (Cαharonia

vane
떻
탱
g
없
a
t없a
려떠)에이다다.

자이언트 트리톤은 거의 1m 크기의 왕관불가사리도 잡아먹는다.

왕관불가사리는 가시에 독을 품고 있다. 왕관불가사리는 산호 폴립
을 블도저처럼 먹어치워 산호초 생태계를 망치게 하는 대표적인 악

동이다.
트리톤은 불가사리의 냄새를 맡고 추적 한다 불가사리도 추적자가

오고 있는 것을 냄새로 감지하고 도망간다. 그러나 속도는 트리톤이

빠르다.

불가사리를 공격하고 있는 나팔고둥 에k뼈dia

트리톤은 불가사리를 근육발로 잡은 다음 단단한 물체를 줄처럼

갈 수 있는 치설 (rad버a)로 불가사리의 껍질을 톱질해 뚫고 들어간
다 뚫리면 마비시키는 타액을 넣어 불7싸리를 기절시킨 디음 편하

게 앉아서 맛있는 내장부터 빨아먹는다.
트리톤의 패각은 자고로 장식용으로 많이 거래되어 개체 수가 희
소해지게 되었다. 옛

날에 동서양을 막론
하고 트리톤 패각을
나팔로 이용하였다

뒷꼭지를 갈아버리고

구멍을내면된다. 그
리스/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넬륜과그의 아들 트
리톤 이 트리톤 고둥

나팔을 들고 있거나

불고 있는 조각이나
그림들은 많이 발견

된다
트리톤 나팔고둥을 불고 있는 태평앙 원주민 여인 @Buckski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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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톤 나팔고둥을 불고있는 트리톤 신 @)ave_zi때

The Simply Big 덩치만큰놈

세계애치 가장 큰 불가사리
The Largest Starfish in the World
선플라워 스타피쉬/해바라기 불가사리
Pycnopodia helianfhoides

서보라색까지나타난다

1분에 1m를 전진할 정도로 속

영명의 Sunflower가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말의 햇님불

도7} 빠르며 15， 000개에 달히는

가사리과(Family Solasteridae) 에 속할 것 같은데 별불가사리과

관족의 힘은 대단해서 큰 먹이

(F.없피y Asterinidae)에 속히는 것으로 정보가 찾아져 약간 의아하

와 다른 불가사리들도 닥치는대

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인 문어다리불가사리 (pJazaster b01따is)도

로 잡이먹는다. 주식은 성게이

팔이 30여개나 되면서 불7싸리괴에 속해 있으므로 틀린 것은 아닐

다. 해바라기 불7}사리를 집아

것이다.

먹는 천적 중에 킹 크랩(King

해바라기 불7μ}리 (8unflower 짧f!sh)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7싸
리여서 별도 기사로 끄집어냈다. 이 불가사리는 직경 1m까지 자란다.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이 남부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서식한다

crab/대게)이 있다.
대부분의 불가사리들은 츰츰
하게 붙은 골편들이 단단한 체

어렸을 때는 5~6개의 팔을 가졌다가 어 른이 되면서 팔이 분열하

벽을 이루어 내부를 보호하지

여 16개 내지 24개가 된다 오렌지색 노랑색 적색 갈색 때에 따라

만 해바라기 불7씨리는 몸이

해번에 좌초된 해바라71 불싸리. @Jal∞때1때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속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해
변 얄은 물에 나왔다가는 몸이 주저 앉아서 내장이
망가지게 된다. 조간대를 벗어난 깊은 물에 산다
포식자를 만나면 팔을 쉽게 끓어버리고 도망간다.
잘린 팔은 몇주 내에 소생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가사리인 해바라기불가사리 사진들

여러가지 색상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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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척추동물에 섞여 숨어 있는 여러마리의 거미불7 싸리 몸의 디테일이 선영하게 나타난 사진이다. ~armonlal0l

거며불가사라와불가사라의 차이
일반 대중들이 거미불가사리를 불가사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듯

이전문기들도거 미불가사리 를불가사리로취급은하되그분류군을

별개로 본다 전형적인 불가사리들과 다른 특징들이 많기 때문이다
거미불가사리류(강/class)는 다시 3집단(목/티)으로 분류되여 유일

하게 1종만 있는 구룹(Order Oegophimida)을 제외하면 혁사미 목
과 거미불가사리 목 두 집단(목/티)으로 대표된다. 거미불가사리와
전혀 모습이 다른 삼천발이도 거미불가사리류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
(※ 브르스카 분류표와한국동물명집분류표를 참고할 것) .

거미불가사리도 5방사대청형이 기본이며 팔은 가늘고 길며 유연
하다. 팔 길이가 최대 60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거미불7싸리는 일

거미불가사리 호백 @Ni klpedla

반불7μ}리와달리 팔01 ^}유자재로움직이며 이것을이용해 바닥에

서 빠르게 이동한다

서식 환경 차이

※ 거미불가사리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분포 범위가 넓은 종은

• 거미불가사리류는 전세계 해양에 분포하며 약 2천 종이 알려져

한국명 양비 늘 거 미 불가사리 (Long armed brittle star :

있다 사람들이 걸 어서 들어갈 수 있는 해변 얄은 수심에서는 잘 발

Amphipholis squamata

양편거 미불가사리과 /Family

견되지 않으며 4m 수심부터 발견되고 16 ~35m 수심에 많디

Amphiω'idae)이다 색깔이 회색이거나 푸른색 (blωsh)이며 형광빛

6000m 이상 대심연에도 분포한다 해변에 널려있는 불가사리들과

을 강하게 낸다.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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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불가사리 화석 @왜essandrozo

• 불가사리는 낮에도 잘 보이지만 거미불가사리는 낮 시간에 돌
밑이나 덤불， 바위틈， 복잡한 구조의 다른 동물 품 속에 숨어 있기 때

문에 다이벼들의 눈에 잘 띠지 않는다. 불가사리는 물론 다른 극피동
물들은 해수의 염도 속에서만 살 수 있지만 일부 거미불가사리는 기
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에도 산다.

몸구조차이
• 불가사리에 비해 거미불가사리의 체강(디스크)은 매우 작다.
• 거미불가사리의 다섯 개 팔이 중심판에 붙어있다는 점은 불가
사리와 같지만 불가사리는 몸통(디스크)과 팔의 경계가 불분명한

반면에 거미불가사리의 팔과 몽체는 그 구분이 뚜렷하고 분명하다.
또한 다섯 갈래의 5방사대칭형도 불가사리류 보다 더 확실하게 나
타낸다

• 불가사리는 소화기관， 생식샘 같은 내장기관이 각 팔에 연장되
어 있으나 거미불가사리는 내장기관이 디스크에만 있다.

• 거미불가사리의 입에는불가사리 입에는없는 이빨이 있다. 이
빨은 다섯 개의 턱 에 나 있다 이 턱은 골격판{skeletal plates)에서

거미물7 싸리 화석 @Ni klpedla

• 거미불가사리의 수로혈관은불가사리와마찬가지로관족이 종

연장된것이다.

• 불가사리는 물구멍(천공판) 이 등쪽(입반대쪽)에 있으나 대부분

착역이지만 불가사리 관족 파이프 상부에 있는 확장부와 끝의 빨판

의 거미불7 ]-.사리는 입에 있는 다섯 개의 턱 중 어느 하나에 있다. 예

구조가 없다. 거미불가사리의 관족은 가시처럼 보이며 불가사리처럼

외적으로 어떤 흰Eury뻐na)은 각 팔마다 한개씩의 물구멍 이 팔의

바닥을 향해 나있지 않고 팔 가장자리 에 방축을 형성하듯 수평방향

등쪽에있다 또어떤종은 물구멍이하나도없다.

으로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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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능차이
• 거미불가사리의 중심 신경계는 디스크에 원형으로 있으며 불가
사리 중심신경은 식도 둘레 에 원형으로 있다. 여기서 각 팔의 끝까지

방시상 형태로 신경망이 뻗어 있는 형식은 서로 비슷하다.

• 불가사리는 각 팔 물에 흩눈 구조의 눈이 있으나 거미불가사리
는 눈도 없고 여타 감각기관도 없다. 그러나 표피에 닿아있는 신경의
끝으로 화학물질을 감지 하고， 빛의 유무와 촉감을 느낀다. 관족으로
도 빛과 냄새를 감지한다. 빛 감지는 특히 팔 끝에서 잘 느끼기 때문
에 어두운 틈 속에서 팔 끝을 밖으로 내밀어보고 즉시 환경의 안전여
부를판단할수있다.

※ 최근 정보에 의하면 거미불가사리의 팔 끝에도 투명한 탄산칼
숨으로 만틀어진 초소형 렌즈(20만분의

1m

지름)가곤충의 홀눈처

럼 집합된 눈이 있다고 한다. 이 렌즈가 외부의 빛을 50배 이상 증폭
시켜 신경에 전달한다고 한다 이 렌즈가 광통신， 광컴퓨터， 광학 렌

즈 등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소화기관차이
• 불가사리는 항문이 등 정중심에 있지만 거미불가사리는 입이
항문의 역할을 겸한다. 항문이 따로 없는 것이다. 입의 턱 뒤로 짧은
식도가 있고 그 뒤에 출구가 없는 큰 방(blind

stomach cavity)이

있

는데 그 크기가 디스크 부피의 반을 차지한다 여기가 위장이며 위장
이랴 부르기엔 어색하니까 위방이라 하자. 여기에 10개의 따우치 가

있고 이 파우치에서 소회가 이루어진다 위방의 벽에는 샘 타입의 간
장세포가 있다(gland띠없

있다. 불7μ}리와 달리 소화

hepatic cell)

거 미불가사리 의 변 태와 성장 과정 그림 IHaeckel

계가팔로연장되어 있지 않고위방에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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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불싸2.1 뼈는 매끄러운 원형질 다핵덩어리(함돼 1)로 구성되어 있다

@<werry

산소순환(호흘) 방식 차이
• 산소의 흡수와 폐기 개스의 방출 시스템은 불7싸리와 전혀 다
르다 불가사리는 주로 피부를 통해 기체교환을 히지만 거미불가사

산호에 은펴1하고 있는 거미불싸2.1 때 ohna때er∞nph이0

• 골격 벽 외부에 피부가 있으며 피부는 매끄러운 합포체
(syneytium 세포로 분화되지 않는 원형질의 다핵덩어리)로 이루어
져 있다

리는 각 팔 사이 디스크 아랫변에 있는 포낭(bursae)의 구멍을 통해

• 불가사리는 팔을 죄우로 구부리지 못하지만 대부분 거미불가사

서 기체 교환을 한다 포낭은 10개가 있으며 위방에 있는 10개 파우

리들은 골편과 표층 판들 사이에 죠인트Goint) 구조가 있어서 팔을

치들과 짝에 맞추어져 있다.

좌우로 자유스럽게 구부릴 수 있다. 그러나 위로는 구부러지 못한다

• 포냥 구명으로 물이 흡수되어 산소가 공급된다 이 시스템은 수
로 도관 시스템과 별개인 점에서도 불가사리와 다르다.

삼천발이 는 팔을 좌우 상하 모든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

• 거미불가사리의 팔에는수많은가시와관족이 팔모서리에 방
축을 만들며 옆방향으로 나있다. 불가사리의 관족과 치극들은 아래

골격차이

방향으로 나있다. 심천발이는 밑으로 항한 곤봉모양 또는 갈고리로

다른 극피동물들과 같은 방식으로 석회암 성분의 골편들이 모여서

골격벽을이룬다.

변했다.

• 불가사리는 느리게 이동하지만 거미불가사리의 속도는 빠르다.
팔 하나는 앞으로 내
디디고 나머지 4팔을

2개조로 나누어 뒷쪽

을받치는지렛대 동
작을반복하면서빠르
게 전진한다 불가사

리들처럼 관족을 사
용해 이동하지 않는

다. 그러나아주어린
개체는 관족을 몸을
삼천발이는 팔을 ~하， 좌우 모든 방향으로 구부렬 수 있다 사진은 혹삼전발이

(Gorgonocephalus fuberosu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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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5/6월호

삼천발이 기본 모형 @-f igyou

떠받치거나 접착력으
로 들러붙는 용도에

거미불가사리 는 팔을 좌우 방항으로 자유스럽게 구부릴 수 있으나 위로는 구부리 지 못한다.

이용한다

불가사리로 태어나고 잘려진 디스크에서는 새로운 팔이 나오지만 거

미불가사리는 잘려나간 팔 부분이 재생되지만 떨어져나간 팔이 부

생식 방법 차이

활한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거미불가사리는 자기분열법에

• 거미불가사리는 대부분 암수딴몸이지만 암수한몸 또는 수컷에
서 암컷으로 변하는 종들도 있다. 불7}사리와 같다

• 불가사리는 정소가 팔에 있지만 거미불가사리는 디 스크에 있
다 거미불가사리의 정소 방출은 팔 사이에 있는 생식포낭멍eni떠1

의해서 무성생식도 한다
. 거미불가사리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 도주법 과 똑같은 목적으

로 팔을 스스로 잘라 버린다 이를 자절(自切， self-fission , 또는
autotomy) 이라한다

burs a e) 구멍으로 하며 불가사라는 필 사이에 있는 생식도관

멍onoduct)으로 한다. 생식포낭과 생식도관은 형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특이한 예외들이 있다 . 어떤 거미불가사리 부류
(Ophiocanopidae)는 정소를 생식포냥을 통해 밖으로 살포하7.1 아니
하고 팔 기부의 조인트 부분들에 부착시켜 간직한다

또한알을 포낭안에보호하여부화된새끼를내보내는종도많다.

사람들의 인식 차이
· 불가사라는 해산물을놓고 인간과경쟁한다는이유로나쁜이
미지를 갖고 있지만 거미불가사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과 무관하다
. 불가사리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예가 있으나 거미불가사리를 먹

는다는이야기는없다 거미불가사라는독성을품지않는다，

어떤 종어mphipholus squamata)은 어미가 포낭의 벽을 통해 배아

• 거미불7싸리는 해수 수족관에서 잘 산다. 수족관 관상용으로

에게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여 키우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태생 (난생

는 이주 작은 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수족관의 다른 동물이나 해초

의 반대)에 기깝다 불가사리류 중에도 알을 품는 것들이 있는데 알

에 재미있게 올라타는 습성이 있다

을 보호히는 장소가 다르며 완전히 태생

인경우는없다.

• 불가사리에서 볼 수 없는 예로， 거미
불가사리 몇 종은 암컷이 아주 작은 수컷

을 몽에 붙이고 산다. 신랑을 구하러 다닐
팔요가없다.
」、「님

Tci

• 거미 불가사리는 보통 2년 에 성숙되
고 3~4년에 다자라며 약 5년산다. 더 오

래 사는 종(GOJgon∞epIJa1않)이 있으나
불가사리들 보디는 수명이 훨씬 짧다. 불
가사리는 평균 10년， 최장 34년 산다.

재생능력 차이
• 불가사리의 잘려나간 팔은 하나의

거미불가사리를 징그러워 할 필요는 없다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도 많다 @녕wkeyefan99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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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Most Common Starfishes in Korea

한국에 가장흔한종두가지

별불가사라와 아무르불가사라
별불가사리
유극목 별불가사리과

/

Bat Star

Asterina pectinifera

한국동물명집에는 별불가사리와 작은별불가사리 (Asteána

miniata/r:nillor)가 있는데 서로 거의 유사해서 아마츄어는 구별하기

불가사리와 함께 가장 많이 발견되는 종이 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박흥식 박사가 본지 (2001년 5/6월호， 불가사리

어 떻 게 볼것인가? 제 2편)에 기고한 글에서 별불가사리 이야기를 간

추려 본다.

힘든 것으로 추측된다. 글을 만들다보니 어쩌면 두 종이 통일 종으로

훌P혀졌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대개 푸른색 바탕에 붉완뼈 불규칙 반점들이 산재한 색상이지만
녹색， 적색， 오렌지색 ， 갈색 . 노랑색 등 여러 색상이 있을 수 있고 무
늬 색상없이 단색인 경우도 있다

별불가사리는 우리나라 토속종으로 중국 북부 연안과 일본 연안에

팔이 짧고 움직임이 둔하다 역시 암수 딴몸이며 환경이 나쁘면 무
성생식도 한다. 5~6월 λ에에 산란한다. 알은 부화후 약 3주에 불가
사리 모OJ-을 갖추고 바닥생활에 들어간다

3cm

미 만의 새끼들은 틈속에 숨어지내기 때 문에 사람 눈에 뜨이

지 않는다. 아무르불가사리 새끼는 숨지 않고 액티브하게 나댄다.

만 분포한다고 하는데 작은별불7}사리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에

별불가사리는 환경이 나쁜 곳에서 호흡을 오랫동안 참는 능력이

도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속종이라고 우길만한 것인지 잠시 생

있어서 기름띠 가 항시 보이는 탁한 바다 속에 서도 별불가사리는 발

각해보게된다.

견된다

여하튼 별불가사리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르

별불가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도망갈 수 있는 연체동물(전복，

별불가사리의 표준 색상 아무르불가사리와 더불어 해적샘물로 취급되어 함께

별불가사리는 팔이 짧고 몸통과 연결된 부분이 커서 움직임이 둔하다 전복의

구제되고 있다 사진IEPC

속도보다 훨씬 느려서 전복이나 다른 빠른 먹이감은 읍씨먹지 못한다 사진/EPC

애 기불가사리를 잡아먹는 별불가사리 ‘ 사젠EPC

섬 게 먹 이를 놓고 밥 씨움을 하고 있는 별불가사리들 사젠EPC

Sc uba

Diver 201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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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이 떨어진 아무르물가사리를 잡아먹고 있는 별불가사리들 뒤집어 찍은

야간에 죽어있는 물고기를 덤쳐서 소화시키고 있는 별불가사리‘ 사진/강영관

사진. 사젠박홍식

소라등)을잡아먹기 힘들다 별불가사리가전복을전혀 못잡아먹는

것은 아닐터l 지만 양식장 도둑으로 몰아 무더기로 잡이- 죽이는 것은

공정치못히-다
별불가사리는 축어가는 것. 죽은 것. 펄이나 암반의 유기물을 먹
어치워 오염을 막이- 주는 청소부이다. 정지해 있는 모랫속 조개나
멍게를 먹기도 하지만 이들의 힘에는 부쳐서 앤만히 면 다른 것을 잡
식한다.

팔의 재생기능이 원활하지 않이- 팔이 질려나가떤 사망하거나 기형
이 된다. 팔이 6~7 인 것들은 재생이 잘못되었거나 처음부터 돌연변

이이다.
수옹이 잘 때는 이무르불가사리에게 먹이를 빼앗기거나 잡아먹히
기도 하지만 수옹이 상승하띤 반대로 별불가사리가 아무르불가사리

다이버들이 벌이는 불가사리 구제행사에서 수거되어 나온 불가사리들‘ 아무르
불가사리 보다 별불가사리들이 더 많다 사실 별불가사리는 앙식 샘물들에게 미

치는 영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사진/진신

를공격힌다.
별불가사리는 항암물질 등 신약개발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힌다 선박은 선체의 무게중심을 조절하기 위해 빈 배에는 바닷물을

채우고 햄을 실으면 항구에서 바닷물을 버린다 이것을 바닥짐

아무르불가사리
차극목 불가사리과

/ Northern Pacific Seastar

Asterias amurensis

우리니라에 가장 많이 분포히는 종이 아무르불7싸리와 별불가사

리이다 아무르불가사리는 태평양 북서부의 러시아 효F국 중국북부

(baJlast)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돌을 실었다.

위 과정에서 아무르불가사리의 유생들0] 이주한 바닷물에 떠돌다
가 조건이 맞는 환경과 만나띤 불가사리 모양으로 변태하여 비닥에
정착한다 불7}사리 모양이 된 후에도 적절한 환경을 만나지 못하띤

몸에 공기를 채워 해류나 조류를 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일본이 고향인 냉수종이다. 제주도 같은 띠풋한 바다에는 분포하지

못한다

영어권에서는 북태평양 불가사리 (Northern Pacific

seastar) 라부르며 전복. 홍합등의 패류는물론 멍게까지 닥치는대
로 먹어지워 ‘해적’ 이란 오명을 가졌는데 오스트렐리이{오스트렐라
아 남단 끝의 티스마니아 섬 일대) 등 여러 먼 나라들로 씨가 번져서

유엔이나 국제해양기구가 10대 해양 유해생물에 아무르불가사리를
등재할정도가되었다.
몸에 강하게 보이는 돌기들이 산재해 거칠게 보이며 보통 백색에
가까운 이이보리 색 바탕에 열은 정보라색 무늬나 반점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나 색체 변이가 심하다. 전체 직경(팔 포함)이 50cm에 달
하기도한다.

아무르불가사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선박의 왕래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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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완전히 꺾어서 홍합을 감싸고 있는 아무르불가사리 사진/EPC

아무르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의 색상은 여러가지이다- 사젠EPC

아무르불가사리 사젠EPC

아무르불가사리 사젠에k∞dia

아무르불가사리. 사젠박황l

먹이가 많은 앙식장 바닥을 완전히 뒤덤고 있는 아무르불가사리 사젠빅흥식

두다리가 잘린 뒤에 다시 재생이 시작되는 아무르불가사리. 사젠박황!

아부르불가사리는산소가부족해서 다른동물이 살지 못하는물속

에서도 잘 견딘다먹이가부족히면 서로 잡아먹으면서 종족을 보존한다
아무르불가사리는 섭씨 7~22도 사이의 비교적 찬물에서 산다. 수

아무르불가사리 제거 작업은 산란 전 알을 잉태하고 있을 때 해이:

효과적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3월과 4월이 그 적기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아무르불가사리는 3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를 갖고
대변성했다가 줄어든다

온이 높으면 깊은 수심의 초떨로 이동한다. 오스트렐라이-에서 관측

아무르불가사리 퇴치 운동은 오스트렐리아 타스매니아 섬에서도

된 바에 의하면 수온 섭씨 10~12도 때에 산란을 하고 90일간 플랑크

열심히 전개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아무르불가사리만 죽일 수 있는

톤유생기를거쳐 변태하여 정착했다

천적이나병원체를찾고자노력하고있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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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샤리가 아닌 것 같은불가사라
삼천발이 종류

Basket Star

거미불가사리류에 속하는 삼천발이
우리말 이름에 삼천발이 (GorgvnocephaJus eucnemis)란 이름의 종이 있다. 삼천발이

류는 거미불가사리류(거미불가사리강 혁사미목 삼천발이과)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100

여종이 있고 우리말 이름의 종도 삼천발이 외에 9종이 있다(한국동물맹집 참조).
팔의 기본은 다섯이지만 팔들이 나무가지 뻗듯 수많은 가지를 터서 불가사리가 아닌 다
른 동물처럼 보인다. 삼천발이류는 거미불가사리류에 포함되지만 또 다른 분류에서는 심
천발이를 강(class) 수준으로 높여 거미불가사리류와 분리시키고 4개의 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거미불가사리와 삼천발이가 디이버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은 낮에는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먹이를 먹지 않는 낮에는 삼천발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영킨 실타래처럼
보이지만 먹이를 섭취할 때는 바다나리나 히드라처럼 모든 가지들을 활짝 편다 이 모습

이 바구니 망처럼 보여서 영명으로 바스켓 불가

사리 (basket s떠퍼sh) 라고도 한다.
삼천발이류는 비교적 큰 부유동물(1~3c1퍼을

집아먹는다. 먹이가 팔의 그물OJ에 걸리면 빗구
조로 생긴 섬모들이 릴레이 식으로 먹이를 입으

로운반한다.
삼천발이들은 최장 35년 수명 이며 최대

5kg

나간다. 이들도 개스 교환은 수로 혈관을 이용
해서한다.

삼전발이의 진짜 모습 야간에 플랑크톤을 잡기 위해 가지를 활짝 펴고 있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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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가지거 미불가사리 (Aslrocladus
사젠EPC

coniferus coniferus)

한국의 불가사리 앨범

검은띠불가사리 (Luidia

quinaria)

가시불가사2.1(Astropecten

별불가사리 (Asterina

polyacanthus)

pectinifera)

볼록별불가사리 (Asterina

batheri)

사진출처/효택해앙샘물사진도감

가고시마가시불가사리 (Astropecten

빨강불가사리 (Certonardoa

kagoshimensis)

semiregularis)

긴말불가사리 (Ophidiaster

cribrarius)

미끈애기불가사리 (Henricia

leviuscula)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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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불가사리 (Henricia

nipponica)

콩맡애기불가사리 (Henricia

주름불가사리 (Crossaster

오오지마애기불가사리 (Henricia

reniossa)

네모애기불가사리 (Henricia

papposus)

왜주름불가사리 (Crossaster

도우슨햇님불가사리 (Solaster

dawsoni)

-96-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ohshimai)

regularis)

papposus japonicus)

우치다햇님불가사근 I(Solaster

uchidai)

이웰불가시리(Aphelasterias japonic하

O 멜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 (Asterias

아무르불가사리

amurensis)

팔손이불가사2.1(Coscinaslerias

검은불가사리 (Lelhaslerias

aculispina)

fusca)

일본불가사리 (Dislolaslerias

유언불가사리 (Lysaslrosoma

nipon)

anlhoslic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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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다리불가사리 (Plazaster

불가사리류(Choriaster

borealis)

monilis)

비늘거미불가사리림Amphψholis

-98-Scuba Diver

sp.)

치극불가사리류

sp.)

불가사리류 미기록종{Fromia

불가사리류(Nardoa

2011 년 5/6월호

sp.)

뿔거미물가시리띠phiopholis mirabili의

짧은가시거미불가사리 (Ophiolhrix

exigua)

가시거미불가사리류(Ophiolhr，α

범거미불가사리 (Ophiarachnella

sp.)

왜곱슬거미불가사리 (Ophioplocus

japonicus)

슬라덴지붕거미불가사리 (Slegophiura

혹가지거 미불가사리 (Aslrocladus

sladendi)

coniferus coniferus)

빗살거미불가사리 (Ophiura

gorgonia)

kinbergi)

빨간등거미불가사리 (Ophiomaslix

혹삼천발o I( Gorgonocephalus

mixla)

lubero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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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A /II phill /,(/ ‘ /11/ω /(/ (\Ialsumolo) 긴팔거 미불가사리

Fam ily Oph iactidae 뱀이 거 미불가사리 과

1. Ophia C! i

‘ “flì

l1 is

15 Ophioce l1 l lï1 S rertic
,

Duncan 유사밴이거미불가사리

2 ， 01시lI a(’li ‘ hracl1\ ‘~ em s l !. L. Clark 짧은뺨뱀이거미불가사리

3 Ophiacli
,

,\

씨 \'c rila I!. L. CI데-k 직은뱀이거미불가시리

‘ I Ophia Cl i 川ocrolepidllla \Iarlνanncr TUll1erc1schcr 예쁜뱀이거
,

,\

비붙기사리

5 Ophia Cl i“
,

1Il lldes /(l

‘

,

‘

Ophillfil /O li h/'{{chwcti H. L. Clark 완뿔거미불가사리
,\

L!111 aJ1 왜뿔거 u l 불가사리
11 , Ophiopholis lIl irabilis (Duncé\Il) 뿔거 미불가사리
Fami ly Amph iuridae 양편거미불가사리 과
1, A lIl phiodia cralerodlll ew H, L. ClaJ'k 둥근거미불가사리
씨lphiodia crclaspis 미없0110\ 양편거 미불가사리

,

3 A /II phioplll ‘ aI1 CIS/l'()/1I ‘ (H L. C1m').;:) 뿔가시거미불가시려
1. A /IIphi깨 IIIS jap !ll1 iCIIS ~ latsu ll1oto 순양거 미불가사리
5 A lIlphi이J/II ‘ Irichoidι \ latsullloto 덧니거 0 1 불가사리
6 i\/II phipl/O lis /.;ochii Lütkcn 코지양미늘가미불기사리
7 A lI1pllipllO li ψ11 ge1{I/ /(/ L) l11éUl 후개 티니양비 늘거미룹가사이
8 AII/IJhifil/O lis so /J ri l1 a Matsumoto 닌작양비늘거미불기사리
9 A/II fihipl /O lis 이1I(/ll/a/a (OCU Chiaje) 양비늘거 미불가사리
10 A lIlpl깨1/O Iis lelracw lI l/(/ \latsulll OlO 네가시양tll늘까이불가사닝|
11 AII/IJhi /l ra aesl lI(l rii \lalsu ll1ol0 아가팔거미불가사리
,

Fam ily Ophiodermatidae 가죽거미불가사리 과
1. Ophi(l/'(/c1川 e//a glll μI1l1 io (\lüUer et TroscheD 뱀 서 미불가사리
2, Ophia/'(/chl1 e//o i l1j'enwli (\lüUcr ct TroschcD 고사리뱀거미불가사리
3‘ Pecti l1l1 ra OI1 ('hisli / H L. Cl aJ"k 빗거미불기사리

‘

,

lO， Ophi끼Jh서is j (l fi ol1 ica

2

,

1 , Oplliolhrix /.;0 1'1'(///(/ Duncé\ll 고려가시거띠불가사리

Brock 잔잔뱀이거 u] 불기-시-리

6, 이JlliO C li f! rojil l1 di Lü 1kel1 et ~lol1ensen 깊은뱀 이 거 미불7μf리
I'CI rigmi (\ lüUerel Trosche l) 뱀이거미불가사리
8, 이Jlli끼illlilis aCll lr.:’ala (μI1n6) 뾰족거 미불가사리
,

2 Ophiolhe/a da l1 (/ e \'el끼II ul 단꼭지거미불가시 리
3 Ophilllhrix ι띠 /10 (L) 111an) 짧은가시거미불기사리
,

7 Ophi(/( ‘li ‘

9

Family Ophiotrichidae 가시거미불가사리 과
1. Ophiog \ll/ll w ji끼ge/시 l\öchJcr 큰뱀가시거미붉시시이

,

Family Ophionereididae 딱지거미불가사리 과
1. Ophionereis dul기(/ (~lüller et TroscheD 줄딱지 거 u ] 불가사리
2, Ophio l/ ereis el/rI' l7I ‘'a chipl (l, \, L)111311 둥근딱지거미불가시간l
Family Ophiuridae 빗살거미불가사리 과
1. O/Jhiopel1 ia di，\ aα/l/ llw H L. CI31'k 민가시거 u ] 불가사띠
2, OphillploclI s j opo l1 i (, l/ .\ H. L. Cl31"k 왜곱슬거미불가사리
,

Ophi l/ ra ki l1 bergi (LjungmaJl) 빗살거미불가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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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i /l/,(/ sa/'sii LüU<en 살시빗살거 \J ] 불가사리

,

Slegophill /,(/ 、 /a(/(，l1 i (Duncan) 슬라덴지붕거 미불기사라

5
6
7
8

1I. L. CI31-k 지붕거 미불가시리

,

Slegophi /l ra

,

Slegophi /l/,{/ riripara \Ialsullloto 아기 지봉거 0]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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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Ophiocomidae 뱀털거미불가사리 과
lIl iX /(l Lütken 빨간등거 띠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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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츠려운 불가사라 종의 분류
학문적으로 불가사리류를 분류하고 계통별로 묶는 체계는 국내
학계는 물론 세계의 학지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강(불가사리 쟁에 집합되어 있으나 브르스카 분류표에서는 거미
불가사리류가 별도의 강(class)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

어떤 해%탱물이든 아마츄어들이 빨리 공부할 수 있으려면 그
분류체계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주로 통용되는 체계가 있어야 하

지만 불가사리의 경우는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다

브르스카분류표
(1) Class As teroidea (불가사리 강) : 약 15아종

CD Order Platysterida(편평목/.rm平 13)

따라서 불가사리에 관심있는독자는국내의 어떤 한문헌(예 :한
국동물명집 또는 다른 국내 연구소의 문헌)에 고착되지 말고 ‘유

@ Order Paxillosida(소주목/IJ양텀)

통성이 있슴’ 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가사리 글을 읽어야 한다.

@ OrderValvatida(연변목/緣용目)

아마츄어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서적 을 기준할 수 밖

에

없어서

아마존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 Order SpinulosidaC유극목/有練目)

2003 년판

@ Order Forcip띠atida(차극목/又練目)

lnverlebrates(무척추동물) ， second edition(Richard C, Brusca

Gary J , Brusca) 이었다. 이 글에서는 위 책의 분류기준에 따르려

(2)

Class Ophiuroidea(거 미불가사리강): 약 2000종

고 노력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분류도 권위가 있는지

CD Order Oegophiurida(l종 만 존재 /Ophiocanops fugiens)

는 의문이나 조사한 것 중에서는 최신이다. 편의상 이 분류를 책

@ Order Phrynophimida(혁사미목/휠뾰尾日， 삼천발이 과

의 저자 이름을 빌려 ‘브르스카 분류’ 라 칭하자

※ 한국동물명집 (1997년) 분류에서는 불가사리류 전체가 1개의

가포함됨)

@ Order Ophiurida(거 미불가사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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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톰R블...
국배다이빙

오래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

상은 가을 단풍 시즌이 끝날 때끼지 계속되는 바람에 주말을 이용한

해안다이빙 지역은속초시 북쪽의 고성부터 남쪽으로강릉 삼척에

강원도다이빙 여행에 커다란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한번

이르는강원도 해안이 보편적이었다 거주히는 지역에 따라속초 방

도로에 들어서면우회도로를찾기 어려운고속도로에 비해 이리저리

향이 접근하기 좋거나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릉 방향으로 목적

지방도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국도를 이용핸 경우가 많아

지를 선정히는 것이 편한 경우가 있었다.

지면서 속초 지역을 선호히는 정서가 오랫동안 이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는 봄이

지금도 작년에 새롭게 개통된 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북홍천 톨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깅원도로 향히는 44번 국도와 영동고속

게이트까지 간 디음 시원히케 뚫린 44 번 국도와 46번 국도를 이용해

도로는 주치장이 되어 버랄 정도로 차량 정체가 심해졌으며 이런 현

서 속초 북쪽 지역인 고성군까지 가는 길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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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선 ε에공현진)
/. 승지호아이파크

간성 ν백도쯤(문뼈)
그린레포츠

(영긍정)

속초다이버스

f “ ‘ 교암 다이브리조트
;--“~ 아야진 다이브리조트
~--、

속초0
。‘。 I

、“ 봉포리조트
./ 동호다이브리조트

‘ ~ 38마린리조트( 71샌)
. 한스쿠바( 남애)
‘ /__ 선다이브리조트( 남애)

I/ 주문진리조트
____ ‘ßH원 다이브리조트(사천)

‘--- 보보스리조틴사전)

..... 환도상어 ( 대진)
‘ 행복효닝H적(전전깅)
fL，- 추암스쿠바리조트

r

스쿠바해앙캠프(상척)

Af~

평창 。

。 정선

“강릉， 사천， 양양까지 찌간대에 도착 가능”

“경포대 찌드림 리조트，

아쿠아캘러리마린 리조트，
허드리조트，

38마린 리 '!'E

접근성좋아”
근교를 벗어나 경기도를 통과히는 구간에서 곳곳에 짧은 정체가 발
생히곤 하지만 정체구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다 국도로 우회할 수 있
으며 이왕 국도를 이용히는 경우에도 강원도 문막째 지동차 전용
도로로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와 별반 시간 차이가 없이 도착 할 수

울을 벗어나는 길목에서 시작되는 차량정체는 극심한 편이어서 시원

하거1 달릴 수 있는 지역까^l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은상황이다.

있다

몇 해전 대관령을 터널로 뚫어 새롭게 개통한 영동고속도로 덕분

하지만 영동고속도로는 과거의 명성 높았던 차량정체로 인한 주

에 북강릉 톨게이트를 통해 경포씨드림 리조트가 있는 강문까지 예

차장 같은 이미지를 훌쩍 씻어 벼렸다 과거 행락절이면 방송사마다

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동해안의 7번 국도와 병행하여 개설

고속도로 정체를 보도하기 위해 항공촬영의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

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가 북쪽으로는 양양의 하조대까지 시원하게

던 영동고속도로였지만 지금은 4차선으로 확장 된지 오래이며 도로

개통되어 있어서 현남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이쿠아갤러리 다이브리

설계로 인한 정체지역의 도로 구조를 개선히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

조트가 있는 남애리， 월드리조트가 있는 동산리， 38마린 리조트가

되어 거의 전 구ι벼l 서 특별한 정체 없이 차량이 흐르고 있다 서울

있는 기시문까지 무척 편하게 다가갈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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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암반지역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잘피밭， 세세히 살펴보면 여러종류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창고다.

설악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속초지역과 양양， 강릉 지역의 다이빙 환경

된다

강원도 바디는 크게 양%뇨을 가운데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니눌 수

설악산 중심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양양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있다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누고 있는 태백산맥이 양양에 있는

속초를 지나 간성까지 이어지는 해안에 많은 포구가 있지만 양양에
서 속초시에 이르는 구간에는 특별한 다이빙 리조트가 없다. 속초시

북쪽의 영금정을 시작으로 고성군의 바닷가에 여러 개의 다이빙 리
조트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속초 지역으로 다이빙을 가려면 영동고

속도로보다는 홍천과 인제를 거쳐 미시령을 통과하는 국도를 이용하
는방법이수월하디

이 지역은 금강산과 가까워지는 이유 때문인지 수중에 기암괴석
과함께 대형 능선으로형성되어 있는다이빙 포인트들이 유명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강릉 지역보다는 수옹이 조금 낮으며 육상의 기온

도 t에서 내려오는바람의 영향을받아서인지 다른지역보다서늘
하게느껴진다.

북쪽의 바디에 비해 강릉에서 양양에 이르는 해안은 온화한 느낌
을 준다 바닷가 마을에서 서쪽으로 곧바로 산과 연결되는 고성지역
과 달리 산백과 제법 멀리 떨어져 지형상 굴곡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바닷가의 미을들 대부분이 해안도로를 따라 연결되어 있어

서 동쪽으로는 바디를 접하고 서쪽으로는 평옹한 평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수중에는 북쪽과 마찬가지로 다이빙 포인트로 개발되어 있는 곳
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반지역이(짱) 흘륭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
주홍토끼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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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으며 커다란 절벽을 이루고 있거나 큰 바위들이 맞물려 아치를

~들고 있어서 다이나믹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어느 리조트든 인공어초포인트를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서 수 십 년 지난 어초 지역에 빽빽하

게들어차있는고착생물들을관찰하는디이빙을즐

길수도있다.
특히 이 지역은육상에서 획인 할수 있듯이 거의

모든 해안이 동해안 특유의 광활한 백사장이 마을마
다 펼쳐져 있는데 수중에도 곳곳에 넓은 모래밭이
많으며 그 가운데 암반지역이 위치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중생물들은 바위지역에 서식히는 종류가 많

은데 이 지역의 다이벙 포인트들은 넓은 모래 지역

과 더불어 있는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생물들의 서식 밀도가 높으며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 연중 다%댄f 생물 군을 만날
수 있기도 하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많은 생

물이 모여드는 현상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까운 다이빙 포인트와 전용보트
이 지역 다이빙의 특성 중 하나가 다이빙 포인트
로 개발된 암반이나 인공어초들이 육지에서 그리 멀

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빙 리조
트가 있는 마을 항구에서 보트를 타고 불과 5분 이

내 거리에 있으며 멀어도 10분-15분이면 충분히 도
착한다 동해안의바다가연중고요한날이 며칠되
지 않고 대부분 파도가 조금은 울렁이는 곳이기 때
문에 보트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이도 된다는 사실
은 다이버들에게 매우 커다란 편리함을 부여한다.
또한 이 지역의 다이빙 리조트들은 대부분 다이

강릉， 앙앙지역은 모래 해안이 대부분이어서 해변에 가까운 포인트는 모래밭에 바위들이 있는 아늑
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젠최지섭

빙 전용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어선이 아닌

다이벼를 위해 디자인한 보트이기 때문에 공기통과 장비들을 수납

접근성이 편하고 시설도 좋으며 다이벼를 위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거나 입， 출수를 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 최근 이쿠아갤러리

생각하면서 다이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강릉， 양양 지역의 준비

미린 리조트에서는 출수용 리프트를 배 뒤편에 장착한 이이디어를

된곳들을일아보자

선보여 힘이 핵f 여성디-이버들과 수중사진기들에게 뜨거운 찬시를

받기도했다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동해오벼l서 다

이빙하기 위해서는 어선이나 고무보트를
이용했었다 어느 날 다이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거금을 투자하여 다이빙 전
용보트를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다이빙 문

회에 신선한 기쁨을 안겨준 곳이 바로 이
지역의 리조트들 이었다 이 후 다른 지역
으로 파급되어 지금은 많은 리조트가 전

용보트를 구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첨단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리조트
운영지들이 이 곳을 챙않다고 한다.

바위틈에는 베로치가 흔하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위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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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한강사

이훈선강사

38마린 리조트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크고 고급
스러운 곳으로 꼽는다 현재 이은하 실장과 더불어 임

근한 강사， 이훈선 강사가 협력하여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트를 이용히는 것과 별반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경우 38선이 표시된 커다란 표석이 있는

38마린리조트

38 휴게

소를 지나자미자 나타나므로 38휴게소를 이정표로 삼고 가면 지나
치지않을수있다.

강원도 양OC}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033-671-0380

국내 최대큐모의 다이빙 전문 려조트

팩스:

033-671-2253

38마린 리조트는 지난 2008년 6월에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

leh5874 @harun없l. net

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 꼽힌다 그 당시 총 35 억

홈페이지 : www.38mruine.com

원을 투자하여 대지 1. 500m(약450평)에 연면적 2， 000m(의면00평)

이메일:

규모의 3층 건물로 총 197H 의 객실을 보유히는 시설로 건축하여 우리

38마련라조트가는길

나리 다이빙 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영세한 다이빙 리조트를 벗어

영동고속도로를따라동쪽으로끝까지 달리띤강릉인터체인지에

나고급스러운숙소와부대시설을갖춘곳을선호히는다이벼들의호

서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이 곳에서 통해고속도로가 님쪽으로는

동해시까지 이어지며 북쪽으로는 양양 하조대까지 완공되어 있다.
공사가계속중이며 조만간속초까지 개통될예정이다.

응을 빔아 지금은 강원도 다이빙의 명소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건물 1층에는사무실과식당이 있으며 다이빙을위한공간과장비
실 샤워장과탈의실이 있다 2층에는넓은테라스와함께 다이빙 교

고속도로의 끝인 하조대 톨게이트를 나와 다시 남쪽으로 7번 국도

육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으며 분위기 좋은 카페가 위치하고 있

를 따라 내려오면 하조대 해수욕장을 지나 커브 길을 돌아서면 왼쪽

다 카페에는

으로 기사문헝이 나오는데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 자본이 투자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

38

마린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의 현남 톨게이트를 빠
져 나와 7 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하조대 톨게이

(왼쪽)현남 톨게이트를 지나

앙앙쪽으로 올라가다 38선
표시석이 나타나는 곳에 리
조트가있다

(오른쪽)리조트 2층의 넓은
테라스는 나무를 낄았으며
이콧에잠수풀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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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이 있는데 벽난로와 더불어 생음악을 연주

어 저녁에 간단한 여흥의 시간을 낭만적으로 즐기기에 적합하디
2층 도로 벙향으로는 널찍한 데라스에 인조잔디가 깔려있으며 휴

식을 위한 널찍한 테이블과 비치 파리솔들이 마련되어 있어 다이벙 중
간과 마친 후 일행들과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데 다이빙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이 있어서 여름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하는

경우 이어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비다이버들이 다이빙 교육에 참가할
수 도 있다. 실제로 겨우내 바다를 찾지 못한 다이버들이 봄을 맞아 오
랜만에 바디를 찾아온 경우 실전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잠시 장비를 착용
하고 몸을 푸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며 강시들이 교육생을 대동하고

오기도한다.

다이빙 풀은 4.5m x 7.5m 크기에 갚이는 3.8m 이며 1층에서 보이는
외벽은 투명 아크릴로 처리하여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만들

어져 있다. 널찍한 태라스에 자리를 잡고 초보자에게 다이빙 교육을 실
시하거나 연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자주 다이빙을 다니
지 못히는 다이버들과 시간이 없어 충분히 교육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

을 대동한 강사들에게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객실은 총 19개인데 고급스러운 침대를 갖추고 있는 2인실이 15개이
며 그중 2인용월풀욕조를갖춘스위트룸이 한개 있다 단체실은 8

인실， 12인실， 30인실이 있는데 8인실은 침대 방하나에 여러 명이 함
께 투숙할 수 있는 거실이 딸려 있으며 12인실은 침실 2개와 거실이 있
어서 방과 거실에서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30인실은 복층 구조로 되

* 고급 땐션 수준의 객실 1 9개
• 객실 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2인성 1 5개
• 륙멸한 손닝을 위한 스위트풍 운영

* 대학생 스킨스쿠바 해양실습을 위한 단쩨설 4 개
* 까때 ， 식당， 샌댄 빼드가 있는 넓은 휴게공간 보유
* 현장에셔 교육이 가능한 다이빙풀(수심 3.8m)
* 오푼워터 해양실습에 좋은 조도 포인트
* 태크니켈 다이멍을 위한 포인트 개발
* 오푼워터에셔 강사까지 천 과정 교육
* 강압절차， ERD , 트라이믹 스 교육
* 해양레포츠활동지원

• 쩨혐 다이밤 셔밍 ， 윈드셔딩 ， 셋트스키， 바나나보트， 낚시

어 있으며 아래층에 침대방과 거실이 있고 위층에 넓은 옹돌방이 마련
되어 있어서 단체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30인실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더 많은 단체도 숙박。 l 가능하다.

모든 객실은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창을 통해 기시운항과 조도의 경

콸헐첼촬활r휠꾀패
g
ii싫와講l
뎌

리조트 마당에는 휴식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쫓훌
38 마린리조트

“

38 ARJNE RESORT

강원도 앙$*군 현북면 기사문려 138-15
전확:
2층 카메는 칭을 통해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며 단출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다.

033-671-0380^"1,
홈페이지 :

팩스 :

033 - 671-2253

38marin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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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마린 리조트의 모든 객실에서 장을 통해 앞바다에 있는 조도가 보인다 일급호텔 수준의 침구를 제공하며 월풀욕조가 있는 스위트룸부터 트윈룸， 더블룸， 여러

명이 머물 수 있는 온돌방도 있다.

관을 비라다 볼 수 있다 비-디를 향했다는 말은 동쪽을 호t하고 있다

다이버가 동시에 사용해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넓고 많은

는 돗이 되므로 모든 방에서 일출을 볼 수 있디는 의미도 된다 동해

수량이 갖추어져 있으며 바로 곁에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이 남녀

안 바닷가미-디- 모델과 팬션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는데 비-닷가에

별도로 미련되어 있어서 구태여 객실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다이빙

있으며 일출을 볼 수 있디는 이유만으로 턱없이 비싼 가격을 받고 있

전. 후에 탈의와 샤워가 가능하다‘ 샤워실 에는 샤워 꼭지가 20개씩

는데 반해 38마린 리조트는 다이벼를 위한 전문리조트 이므로 성수

따련되어 있으며 공간도 넓어서 규모가 작은 대중 사우나와 비슷하

기에도 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펴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르거나 여성들이 화장을 할 수 있는 파우

더 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디

다이빙을위한공간
l층 사무실 옆에는 널찍한 공간이 시원하게 마련되어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수십 명의

다이벼들이 함께 있어도 복잡하거나 어수선한 느낌을 받지 않을 만

디이비를 위한 제반 편의 시설이 다이빙 공간에 마련되어 있기 때

문에 이 곳에서 숙박하지 않거나 당일 다이벙을 위해 찾는 경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다.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은 큰 회사의 구내식당처럼 만들어졌는데
투숙객들과 다이버들에게 깔끔하게 준비한 메뉴를 가지고 식사를 제

큼녁넉하디
디이벙 장비를세척히는곳과건조를위한시설도 50여명 이상의

공한다. 그때그때 계절별로 인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특별 요리를 만

들어 제공히는데 식사를 원하는 경우 미리 사무

실에 신청하딴 준비해 준다

다이빙하기
다이빙을 나가려면 공기통에 스쿠바 장비를
결합하여 팀끼리 모아 놓으면 트럭에 실어 선착

장까지 이동해서 보트에 실어준다. 다이버들은
개인 소지품과 카메라 등만 챙겨서 가면 된다.
선착장에서 배정된 보트에 승선하면 인원을 확

인한 후 출항히는데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 개인 소지품만 챙겨서 돌아오면 나머지 장비

는트럭에 실어 가져다준다.
규모가 큰 만큼 동시에 이용히는 다이버들이

많기 때문에 팀 별로 다이빙 보트를 배정하고 출
두대의 다이빙 전용선이 있어서 많은 다이버들이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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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시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팀과 세

부 일정을 알고 움직이며 도움이 된다. 숙달된 스랩들이 잘 알아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힘든 일은 정성껏 도외주기 때문에 장비가 많
거나 경험이 부족한 정우 미리 도움을 요청히변 해결된다.
다이빙은주로기사문앞비-다에 있는조도근처로가며 특별히 원

히는 경우 다른 포인트에도 안내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도 근처의 다

이빙 포인트가 매우 훌륭한데다 지역도 넓어서 이 곳을 지주 찾는 다
이버들은 조도 다이빙만을 고집하기도 한다고 힌다. 이 곳에서는 채
집과 사냥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리조트측에서는 채집을 하는

다이버들유치하지 않고 있다
다이벙 보트는 리조트의 규모답게 25 인승 다이빙 전용선을 2척 보
유하고 있다 한 척은 이층에 올라가 동해바다의 운치를 감상하기에

좋도록 데크를 마련해 놓아서 기상이 좋은 날이면 띠풋힌 햇살을 받

으며 바디 내음속에서 항해를즐길 수도 있다.

최고를 위해 개척하는 사람들
처음 38마린 리조트를 오픈 하면서 사무실을 지키며 다이벼들에

게 최대의 친절을 제공히는 걸로 널리 알려진 이은하 실장이 지금도
자리를 지커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그 동안 리조트 발

전을 위해 함께 호흡을 맞춰 오던 임근환 강새BSAC)와 이훈선강사
(TSDI)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은하 실장과 더불어 매우 의욕
적으로 신개념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모와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 다이벙 문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

한 튀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곳을 찾는 다이버는 물

기사문 근처의 다이빙 포인트 안내지도를 일목요언하게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론 교육을 벙행히는 강시들의 편리함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

디， 동해의 수중에서 먹을거리를 찾지 않고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이벙。l 가능하도록 3 명의 개척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중이다

이 외에도 이병대 1 김웅기， 이승훈. 정명현 등 여러 명의 스랩들이

상근하며 리조트를 관리하고 있다.

렌탈장비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다

축박객과 다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식당

다이빙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다

장비 세척을위한시설

잠비 건조대， 50 영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대중사우나 규모의 샤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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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갚은 월드리조트는 추억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금년에 다시 리조트로 돌
아온 최문식 대표가 더욱 진보된 서비
스와 시설로 다이버를 맞이하고 있다

월드다이브리조트
강원도 양%딴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033-671-1524

트가 나타난다. 이곳을 빠져나오면 7번 국도 고가도로와 수직으로
만니는 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좌회전하면 7번 국도로 접어든디.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기서부터 바닷가 옛길로 벗어난 다음 해인도

로를 따라 동해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홈페이지 : www.worldclive.kr/

은 빨리 바다에 도착하여 다이빙을 하고 싶다면 그냥 7 번 국도의 왕

대표:최문식

복 4차선 널찍한 도로를 따라 달려갈 수도 있다.

좌회전하며 7번 국도로 접어든 다음 북으로 향하다 보면 남애리를

월드 다이브리조트 찾아가기

지나 인구리가 나타난다. 인구리를 지나면서 도로가 우측으로 크게

영동고속도로를 지나 강릉 분기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해

회전하는데 회전을 미치면 우측으로 동산해수욕장 입구를 알리는 이

고속도로로 접어들어 북쪽으로 10분을 채 못간 거리에 현남 톨게이

정표가 나타난다 국도에 접어들어 이곳까지 불과

이 지역에서는 수온이 높아지먼 돌돔 유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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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km 에 불과하

다이빙은 콤비보트를 이용하는데 포인트까지 이동 거리가 짧아 커다란 전용선보다 기동성이 좋다‘ 이번에 새로 한척을 구입하였다

므로자칫 경치를감.^d-하며 달리다보면 지나칠 수도 있으므로유의

새롭게 꾸며지는 월드 다이브라초트

히는 것이 좋다.

월드 다이브 리조트는 우리나라 동해안 다이벙 역사에 남아있을

동산해수욕장 이정표를 따라 작은 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하얀

만람 유서 깊은 곳이다.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정식으로 숙식을 겸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광경이 들어오고 좌측으로는 자그마한

한 개념으로 리조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민과의 마칠로

모텔들과 민박들이 보인다 계속해서 300m 정도 길을 따라가면 동

인해 다이버들이 마음대로 입수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었으며

산항으로 진입히는 표식이 있는데 정면에 보이는 좁아 보이는 길을

어촌계와 계약에 의해 다이빙 숍이 있던 곳도 공기통과 웨이트 벨트

지나자마자 조F측에 다이버들을 위해 마련한 유서 깊은 동산 월드 디

만 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절이었다.

이브리조트가 보인다.

수중경관이 수려하기로 정운f에 소문이 무성했던 곳인데 그 당시

이 곳이 좋이 수년간 단골로 다니던 다이버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어

현 냥 톨게이트에셔 5 분 거리
자연쩡과 인공어초 포인트 다수

내항에셔 비치다이빙 가능
가족 휴 가를 즐 길 수 있는 동싼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 번지 대표:최문식
전화: 033-671-1524 / 016-33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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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리에는 간이해수욕장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오면 이이들이 좋아한다 바닷가에 크고 작은 숙박업소가 많은데 월드리조트에 요정하면 예악해 준다‘

촌계가 다이빙 리조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비닷가 항구 앞

오지 않고 선착장에 놔둔 상태에서 공기통만 갈아 끼우면 된다. 공기

에 있던 집을 매입하여 리조트를 꾸민 것이 지금의 월드 다이브리조

통은 100개를 보유하고 있다

트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이 여러 번

리조트 마당이 매우 넓어 수십 명의 다이버들이 동시에 찾아와도

바뀌었지만다이빙 포인트의 명성과다이빙 을실시하는데 편리한입

별반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으띠 부두의 공간이 넉넉해서 수십 대의

지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도 많은 다이버 들이 즐겨 찾는곳이다.

차량도 널찍하게 주차할 수 있다. 공간이 넓어서 장비를 세척하고

현재는 리조트 2층에 있는 객실 빙{2개에 거실이 딸린 형태이며 친
분이 있거나 특별히 원히는 손님에게만 제공하고 나머지 손님들은

건조시키는 시설도 충분하며 탈의실을 겸한 샤워장에는 온수가 공
급된다

동네의 모텔이나 민박을 소개해주고 있다. 특히 기촉과 함께 찾이-오

리조트 바로 우측에 미을 공동회장실이 있는데 항상 청결을 유지

는 다이버인 경우에는 지척에 있는 동산해수욕장에서 여기를 즐길

하고 있으며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기에도 무

수 있도록 해수욕장 앞에 있는 숙소를 알선해준다

리가 없고 편하다

과거 2 년 동안 운영하다가 손을 놓고 떠나있던 최문식 대표가 2년

마당에는 각 팀 별로 시물을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커다란

민에 다시 돌아와 상주하면서 리조
트를 다시 꾸미고 있다. 새롭게 보

트를 마련하여 흔다 90마력 엔진

을 장착하고 다이빙 편의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시즌

을 맞이- 방문할 다이벼들을 기다리
고있다

매우변려한다이벙공간
이 곳의 커다란 장점은 보트를
타고 다이빙을 나가기 위해 따로

눈송이하늘소갯민숭이
，.~~

우렁웰이‘

<

차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트를 정박하고 있는 선
착장 바로 앞에 리조트가 있으므로

리조트 마당에서 장비를 준비하고
10미터 앞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보트에 오르면 된다. 첫 번째 다이
빙을마친후두번째 다이빙을할
예정이라연 구태여 장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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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갯민숭달팽이

노랑테갯민숭달맹이

테이블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다. 테이블 마다 파리솔이
있어서 뜨거운 태 O}을 피해

그늘을 민들어 주고 있다 장
비 세척을 위한 물통은 수시
로 물을 갈아주기 때문에 항
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비를 건조하는 시
설도 종류별로 효율성 있게
수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 ‘ 공간도 충
분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장
비를 건조시킬수있다.
동네에 음식 잘하는 식당

들이 많은데 전화하면 리조

히늘소갯민숭이.

예쁜 주홍토끼고둥

트 마당으로 배달해 준다 각종 찌개백반부터 매운탕 중국요리까지

동안 리조트를 관리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근 이년 동안 떠나있다가

다%벤- 메뉴가 있으며 인심도 넉넉하여 푸짐한 O}을 가져다 준다.

다시 돌01왔다.
특「우의 붙임성괴- 성실함을 가지고 예전에 이 곳을 운영할 당시 마

지척에 위치한 다이뱅 포인트

을 주민들과 친분을 유지힘은 물론 손님들을 미을 띤박과 식당에 소

이 곳에서는 디이빙을 실시히는데 콤비 보트를 시용하고 있다. 포

개하여 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관계로 마을에서도 채

인트들이 불과 lkm 안에 분포하고 있어서 빠르고 쉽게 갔다 올 수

문식 대표가 돌이-온 것을 매우 빈-가워 하고 있다

있는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부분 자연 임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환경 보호를 질L하고 있어서 비위마다 멍게와 산호

류들이 빼곡하게 부착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월드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보트를 접안하

고 있는 내항을 비치다이빙 포인트로 시용할 수 있다. 어촌계에서
전복 종패를 뿌려놓은 양식장 구역이지만 특별히 입수를 허락해 주

었다

강사가 초보자 교육을 할 때 이론교육과 수영장 연습을 마친 후 바

다 실습을 하기 위해 동해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입， 출수
가 편안한 비치다이빙 포인트가 없어 보트를 타고 수성도 갚은 곳에
서 첫 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면 파도와 조류가 없고 수심도 갚지 않은 내호써l서 처음 바다
세계를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첫 다이빙을 편안하고 즐겁게 미
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심은

3-5m

이며 부두에 철제 사다리를

해외에서 다이빙사고시

설치하여 입， 출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응급이송 및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쌀니다.

금년 시즌을 대비하여 새롭게 콤비보트 한 척을 새로 구입하여 운
항한다.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한 척은 폐기하였으므로 두 척의 콤비
보트로 다이벼들을 포인트로 안내히는데 포인트가 가깝고 보트 속

도가 빨라 수십 명의 다이버들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낸다

DAN

’

,

멤버가 되어 미리 대비합시다.

전세계 응급이송 보장
다이빙 ε때(치료) 보힘 서비스

... 24시간 다이빙 응급 핫라인

,

잠수의학 상담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문석대표
최문식 대표는 해군 특수부대 (UDT 30채 출신으로 전역 후 곧비
로스포츠디이빙에 입문하였다. 강사자격을취득하고오랜기간교
육과 동호회 운영을 해온 경력이 있으며 4년 전 이 곳에 내려와 2년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113-

할리를 타고 레이싱을 즐기는 임칭근 커플이
색다른 감각으로 해변의 분위기 좋은 카페
모습을 가진 다이빙 리조트를 꾸였다 특유
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 지 궁금하다

하여 불과 1. 8km만 가다 보면 남애삼거리가 나타난다. 이 삼거리에

아쿠아첼러리 마련리조트

서 우측으로 들어서면 남애항으로 가는 자그마한 해안도로가 시작되

는데 시원하고 경치 좋은 바닷가를 우측에 놓고 약 800를 가면 항구
강원도 양양군 현남띤 남애리 48-11

가 시작되는 넓은 광장 오른쪽에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가 자리잡

전화:

033-672-5666

고있다.

팩스:

033-673-5666

이 곳을 처음 방문할 때 느끼는 기분은 ·다이벙 리조트가 이런 모

홉페이지 : www.aquagallery.co.kr

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구나r' 라는 것이다. 넓고 시원한 전망을 가지

이메일 : aquapoet@hanmaiJ .net

고 있는 리조트 건물 내부로 들어서연 또 다시 탄성이 나온다 다이

대표:임창근

빙 장비들과 엉켜 한만해 보이는 다른 리조트와 달리 깔끔하고 잘 정
돈되어 있어서 고급 레스토랑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

새롭게 탄생한아쿠아갤러리 마련려조트

분할정도이다.

동해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는 중에 현남 톨게이트를 만나

인쪽에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푸근한 느낌을 주는 테이블과

빠져 나오연 7번 국도와 만나는데 이 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좌회전

의자들이 가운데 난로를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우

측으로는 자그마한 편의점도
마련되어 있어서 음료 등 간식

거리를멀리 가지 않고구할수
있으며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

코너도 있어서 에스프레소 머

신을 이용한 신선하고 맛난 커
피를판매하고있다.

다이빙에 칙적의 조건을

갖춘곳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는
다이빙 리조트가 들어서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에 자리
를 잡았다. 부두 코앞에 있어서

보트에 승선하기 위해 차량으
분위기 좋은 카페 모습으로 내부를 꾸민 마린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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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비를 싣고 이동해야 하는

스크린까지 갖춘 교육을 위한 공간.

편의점이 내부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쉽다.

외부에도 휴식을 위한 테이블이 있다-

다른 곳과 달리 장비를 착용하고 바로 앞에 정박해 있는 보트에 오르

록 하였다. 내부에 5 인이 들어가 쉴 수 있는 내실을 마련하여 여름철

면 된다. 또한 부두의 널찍한 공간을 주치장 및 다이빙 준비를 위한

을 제외한 시기에도 포인트까지 오갈 때 추위를 느끼지 않고 다이빙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무척 여유롭게 다이벙 활동을 진행할 수 있

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도 돋보인다. 이 두 전용선의 또 다른 특정

다. 그 공간을 주치장으로 시용할 때 100여대를 주차하기에 충분한

은 선미 에 다이버의 출수를 도외주는 수중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띤적임을김안하면그크기를짐작할수있다.

것인데각각동시에 2사람 4사람씩태워서올릴수있는크기이다.

리조트 건물 우측에 남녀 분리되어 있는 샤워실과 탈의실이 있으

흔들리는 바다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올라오기 힘들고 때

며 성능 좋은 온수기가 설치되어있어서 여러 명이 동시 에 시용하여

로는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 임창근 대표가 다이버들이

도 따뜻한 물이 풍족하게 공급된다 샤워실 안에는 옷을 갈아입고 간

안전하고 쉽게 출수 할 수 있는 빙반을 고심한 끝에 개발한 것이라

단하게 치장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고 한다.

여성들을위한배려가돋보인다.

일반다이버와수중사진가는물론. 특히 여성다이벼들이 수면에

리조트 건물 내부에도 휴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서 보트에 올리갈 때 실제로 리프트를 이용한 결과 매우 만족해히는

있지만 야외에도 널찍한 테이블을 배치하여 따뜻한 계절에는 바닷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하며 리프트를 타고 보트

람을 직접 느끼며 야외 활동의 기분을 만끽 할 수 있도록 했다.

와 같은 높이로 올라온 다음 난간을 잡고 보트의 의자로 옮겨 앉으

근해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 또한 예시롭지 않다. 금강.~이랴 부

면 된다

르는 포인트에는 설악산의 흔들바위와 유사한 모습을 한 커다란 바

위가봉우리 위에 올려져 있으며 십여 미터 높이로솟아오른기암들

다이빙 시설

이 쭈L아지른 절개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운데로 유영하다 보면 그 경

새롭게 리조트를 오픈 하띤서 신형 콤푸레서와 공기통은 물론 렌

관에감탄을지아내기도한다.

틸 장 비까지 신제품으로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 콤푸레서는

오대산으로 이름 지은 포인트도 있는데 그 범위가 200m 폭에 길

14cfm 의 대용량이며 동시 에 공기통 4개씩 충전한다. 이중필터 시스

이는 400m에 달한다 수심은 12m부터 25m까지 다OJ하기 때문에

템을 장착하여 최상의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기통은 100

초급자부터 고급다이버까지 하루 종일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성수기에 다이버들이 동시에 찾아와도 다이빙

최고 수준의 다이빙 전용선
임창근 대표는 과거에도 근처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만들어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다이빙
전용선을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동해안 다이벙 보트
문화에 일대 전환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번에도 새롭

게 리조트를 오픈 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용선

을 설계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그 규모와 편의 시설이
국내 최고수준을자랑한다
현재 길이 13.5m 폭 3.5m 인 다이빙 전용선이 부
두에서 다이벼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길이 17m 폭
4m 크기의 전용선이 거의 제작완료된상태이다. 새

롭게 건조 중인 전용선은 1층은 물론 2층에도 조타실
을 설치하여 다이버가 입， 출수할 때 보트 근처를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여 불의의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

다이버를 태워 올리는 수중리프트가 장착된 다이빙 전용선 더 큰 배 한척이 조선소에서 90% 만

들어진 상태이며 곧 가져올 예정이다.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115-

’,. •• -. ................ -.

，μ

대여용 징비가 새제품으로 준비되어 있다

새롭게 도입한 콤푸레 서와 공기통 100개

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깨끗하게 마련 한 샤워실 온수가 펑펑 나온다.

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리조트 건물 이층 옥소벼l도 휴게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다이 벼 들이 알고 있는 비와 같이 그는 1996년부터 2005 년까

여름에 는 덴트를 여러 동 설치하여 아이 들과 함께 야영을 원히는 다

지 다른 곳에 서 리조트를 운영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디 먹거 리 다이

이벼들에게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추후 간이 풀장도 설치할 계

빙을 배 척하고 어 촌계와 협력히여 오징어 내 장을 이용하여 피딩을

획인데 모든 계획 이 마무리 되면 가족과 함께 휴기를 보내 기에 더할

개빌하는 등 샘 솟는 이이디어를 내놓으며 리조트 사업을 성공적으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로 이꿀었던 사람이다. 고무보트가 주를 이루던 시기에 최초로 다이

리조트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항구를 벗어난 백사장이 나
타나는데 여름에는 이 곳에 서 해수욕。 1 기능하므로 다이 버의 휴가를

위한목적지로서 최상의 조건 이 아닐까 싶다.

빙 전용선을 진수하여 다른 지역까지 보급되도록 공현한 기억도 남
아 있다.

예 전에 운영하던 리조트를 처분한 후 한동안 잠잠하던 임창근 대
표가 다시 리조트를 오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

스마트다이버 운동과 임창근 대표

지고 지켜보았다 특유의 기발한 아이 디 어와 추진력을 가지고 이 번

임창근 대 표는고등학교시절부터 디 이 빙에 입문했을정도로다이

엔어떤작품을만들기 기대가되었기 때문이다

빙 에 대한정열과애정이 뜨겁다. 모터사이클의 대부로꼽는할리 데

리조트를 오픈 하면서 많은 디이벼를 고객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이 비슨을 즐겨 할리족으로 분류되며 연예계와 등산 모험 스포츠에

불구하고 그는 본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다이벼 운동에 적극 동

도 관심이 많아 다채로운 경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난히 사교성이

참하면서 기존의 다이벼들과 선을 그어가고 있는 것도 임창근 대표

뛰 어 난 덕분에 음악. 신악계등 전국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매 우 많

다운 행보로 보인다 괴-거 에도 먹거리 다이 빙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

은데 마당발을 뛰 어 넘 어 거 의 운동장발 이 라고 불러 도 될 만큼 다양

히는 영업을 고수해 왔지만 이 번에 새롭게 리조트를 오픈 하떤서 매

추천하고 싶은 모텔 “융프라우”
아쿠아갤러리 마린 리 조트를 찾는 다이버에게 임 창근 대 표
가 추천해주는 모텔이 있는데 남애삼거 리에서 7번 국도를 따
라 조금 내려가면 입암삼거리가 나오는데 입암리 방향으로 보
이는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상큼하게 서있는 융프라우 모댈이
그곳이다.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모텔은 물론이고 팬션이라고 이름 붙
인 집이나 민박일지라도 바다 곁에 있다는 조건만으로 턱없이
가격이 비싸서 동해안 다이빙 을 떠나는 다이버들의 지갑을 불
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객실의 수준이나 설

비를따져 볼때 침구류 등을 만족할만한급수로 마련한 곳들
의 가격은서울의 어지간한호텔을 능가하기도한다.

융프라우 모텔은 바닷가를 벗어나 언덕 위에 있어서 바다가 멀리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조망이 좋을 뿐 아니라 내부 설 비를 특급
호텔에 버금갈 정도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꾸며 놓았다- 널찍한 마당에는 산책 후 휴식을 취하거나 저녁에 바비큐 파티 를 할 수 있

도록 태이블과 바비큐 그릴을 마련해 놓았으며 손님은 누구나 무료로 시용이 가능하다.
이인용 호텔식 객실과 더불어 취사 시설을 갖춘 콘도형 객실도 있어서 단체로 숙박하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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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근 대표 기족이 사용하던 할리용품들을 전시해 놓은 모습， 부부가 레이싱을
즐기는매니아이다

우 강력하게 먹거리 다이빙을 배척하고 있으며 스마트 다이벼 운동
에 동참하는 다이버에게는

500/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최 일선에서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하다.

말한다
리조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안실댐을 지키고 있는 부인도 드라이

빙 매니아이며 대부분의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정도로 활동적이다 하

대다수의 리조트 운영지들이 마음속으로는 공김하면서도 눈앞에

지만 새벽이띤 어선을 타고 나가 직접 어부 일을 하기도 하면서 신선

보이는 장사 때문에 선뭇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임창근

한 해물로 가족의 밥상을 마련하기도 하는 전형적인 호택형 현모양

대표는 실제 리조트의 영업에 작지 않은 타격을 감수하면서 스미트

처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디이벼 운동의 선봉에 서있는것이다 그렇게 하는이유에 대해 임창

다이빙 리조트를운영하면서 건전한다이빙 문회를끗끗하게 지켜

근 대표는 당장은 먹거리 다이벼를 유치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

나가는 길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는 길이며 크게는 인생도 행복할

지만 결국 긴 안목으로는 다이빙 시엽의 후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

수 있다고 믿는 임창근 대표 부부가 꾸며가는 리조트가 우리나라 다

에 지금부퍼라고 미래를 위해 다이빙 문회를 개선해 나기야 한디고

이빙 계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 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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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리조트는 이주일 대표가 꾸미고 있는
데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다

이버들에게 적합한 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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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씨드림 리조트는 하천에 있는 강문 포구 옆에 아늑하게 둥

지를 틀고 있다 강문 마을이 큰 동네가 아니어서 강문을 통과히는
어느 길로 접어 들어도 쉽게 눈에 띈다 경포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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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씨드럼 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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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강문이라는 마을은 조금 생소하지만 과거에는 강문이 향교 등
이 있는중심지였다고한다 실제 경포에서 유명한초당두부를 생산
하던 초당도 강문에 속해 있다.

리조트 앞에 주치장이 넓으며 차를 다이빙 준비를 위한 공간에 가
까이 붙일 수 있어서 장비를 내리기 편하다.

아늑한 씨드렴 리조트 찾아가기
씨드림 리조트는 경포대 해수욕장 남쪽 끝자락에 있는 호댈 현대

리조트와 다이빙

경포대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포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우

경포 씨드림 리조트는 일반적인 포구와 달리 바다로 나가는 하천

측에 널찍한 주차장과 함께 간판이 크게 보인다. 영동고속도로를 이

하구에 보트 정박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외해에 파도가 있

용해서 기는 경우 북강릉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경포대 이정표를 따

는 날에도 보트에 오르고 내리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이 편안하게 이

라 일단 경포대 입구까지 간 디음 경포호를 끼고 도는 도로를 따라

용이 기능하다

남쪽으로 가다가 강문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오면 좌회전해서 미을로

진입하면 된다.
강문과 경포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인 경포천을 사이에 두

다이빙을 위한 공간에는 커다란 천막을 설치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널찍한 테이블을 여러 개 배치하여 다이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시를 히는데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리조트 건물 안

다이빙메 이용하는 콤비보트， 한 척에 10명 이상이 승선하고도 여유롭게 공간이 남을 만큼 충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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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포대
Q 이브

에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으며 주방이 가까이 있어서 간단한 간식이 나
음식을할수도있다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개조한 방갈로를 두 동 보유하고 있는데 다

이버들이 사용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 (3만웬에 제공하고 있다 자체에

동해안 최고의 다이빙 명소

에어컨과 침구 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로 숙박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

경포대 앞바다의 다양 한 인공어 초 와 자연찜

근처의 모텔을 안내해 주는데 한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저렴한 가

*
*

난파선 다이빔을 비룻 한 160 여개의 포인 트
전전 후 전용 선 착장 완비
140 마력 콤비보트 2 척 으 로 포인 트 까지 10 분 이내 도착

대의 콤비 보트를 이용하여 다이빙을 진행한다. 포인트가 멀지 않고 하

*

20 여영 수용 가능한 단체방 / 4 -5 인용 방갈로 2 동

천의 수심이 낮아 콤비 보트를 운항히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보

*

격에알선해준다

*

리조트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다이빙 보트가 정박하고 있는데 두

- TV , 에어컨 ， 화장실 ， 부엌 시설 완비
다이버 휴 게실과 넓 은 주차장 등 각종 편의 시설 구비

트에는 다이버들이 출수하기 쉽도록 사다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엔진
성능이 좋아 거의 모든 다이빙 포인트까지 10분 이내면 도착한다. 보트

에 설치된 GPS 에는 총 1607H 좌표가 설정되어 있을 만큼 포인트가 다
양하다

강문 앞바다에는 여러 곳의 자연 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범위
가 넓고 웅장하여 같은 포인트를 여러 번 안내 해도 매 번 다른 분위기를
느낄 만큼 지역이 넓다. 또한 오래 전부터 투하되었던 인공어초들이 여

러 곳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곳이 많아 얼핏 보기에 자연암반으로 착

대표 : 이주일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전화 : 033 - 651 - 8082
휴대폰 : 011 - 365 - 1247
동해안에는 인공적으로 난따선과 수중구조물을 설치한 포인트들이 여러 콧에 있다

www.g뼈 S 흉나뼈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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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댐다이
각할 오L큼 고착 생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경우도 많다. 고래 뼈 가 어초 밑에 깔
려 있는 곳도 있다 어초미-다 부채뿔 산호

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섬유세닐 말미잘
과 비단멍게들이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태백산맥이라고 명명한 포

콘테이너를 개조한 방가로 내부.

다이버가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

휴식을 위한 공ξ뻐|는 테이블이 놓여 있다，

넓은 마당이 있어서 면하게 지낼 수 있다

인트가 있는데 사근진 어촌계와 경계지점
에 있어서 보트로 10분 걸린다. 수심이 가

장 얄은 곳은 4m에 불과하며 18m까지 깊
어진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암괴석
이 얽히고 설켜있으며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한 두 번 다이빙으로 포인트 전체
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또한 계절별로 해
조류의 서식 상태가 달라지면서 눈에 보이

는 생물군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연중
언제 찾이-가도 동해 다이빙의 진수를 보여
줄수 있다고 한다.

초급 다이벼가 편안하게 연습하면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는 보랴
풀레기라는 곳이 있다. 잘피류의 해초가 넓게 깔려 있는 모랫바닥인

주기도 하띤서 몇 년을 보냈었다 그러던 중 2004년 BSAC 강사가

되었으며 작년부터 지금의 씨드림 리조트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데 군데군데 암빈이 나타나면서 각종 어류와 갑각류들을 쉽게 만날

직접 만나보면 강원도 특유의 구수하고 럽립한 이미지를 쉽게 느

수 있으며 얄은 곳은 2m어l 불과하므로 강사가 해양실습을 실시하기

길 수 있다. 동네 옆집 형님 같은 진근함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찾았

에도무척편하다‘

던 고객들이 편안함을 못 잊어 다시 죠L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리조트에서 다이버들을 위한휴식 공간의 천막이나 테이블들

리조트지검이

도 외부의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손수 직접 망치와 공구를 들고 설치

경포 씨드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일 대표는 강릉 출신으

할 정도로 재간이 좋다. 또한 오랜 기간 리조트에서 스랩으로 일했던

로 본래 직엽은 광고업이었다고 한다 1996년 처음 다이빙을 입문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편안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배려

면서 바다에 심취하여 강릉 근처의 여러 다이빙 리조트를 단골로 찾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시끄럽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미리 준비

아 다니며 다이빙을 즐기다가 우연한 기회에 리조트에서 일을 도와

해 주는 타입이디

인공암반 지역들은 한침을 다녀도 다 돌아 볼 수 가 없을 만큼 면적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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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IXDS- 2700]

QU EEN CRU ISE
IXDS-9100]
얼온

MOBBY nICK

FORMULA
IXDS-1700]

INC. 와 가슐제휴료 생산

L;- . . .길

(쥬)하이파

| ‘!를르듯- |

경 기 도 광쥬시 설 촌읍 곤지 암리 506-11 TEL:(031)763-8272~5 / FAX:(031)763-8271

MOBBY ’S

홈페 이 지 :www.mobbys.net

쇼명 몰 :www.imobbys.com

세부공항에서 자동착로 2시간 30분 거리의 오알보알은 조용하고 한적한， 종래에는 유렵 다이버들이 주로 찾던 곳이다. 하지만 근래 대한항

공， 。μl 아나， 멸리핀항공 등에셔 매일 인천-세부 직항 변을 운항하으로 정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많은 뺀 다이버들이 찾고 있다. 다
이브 리초트 밀집지역인 따낙사마 tJ l 치 (Panagsama Beach)는 모알보알에셔 5분 거리로 바다를 셔쪽으로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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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1964년生， 대구출신으로 제주에 거주하면서
국， 내외의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프로 수중사진

가 현재 수중사진교육과 투어， 촬영장비판매 등 수
중사진에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황스마린

글/황윤태， 사진 /F32회원

포토서비스를 운영 중.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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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다이빙

따
:

jj 원다01브 모알보알

l

마 ~

*비

제임스다이브 리조트

「

‘ 뻐오션블루대띤2.1조트

· 모일보알

• 토모노이

띠스카도르싱

비디인

페스카도르 섬 남쪽 수

심 25미터에 자리한 대

형 씨팬 사젠김인회

섬

파낙사마 비치에는 디%벤 국적의 21개 다이빙 삼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 3곳은 한국인 오너가 운영 중이

· 바디인
선컨아일랜드

r 카와스폭포

고， 이번 투어에는 김용식 강사의 MB오션블루 리조트를
이용했다.
필자는개인적으로지난 10여 년간디%댄r 열대바디를
접했지만 거리 . 시간. 비용. 생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

정어리 떼르 촬여 Z 이

다이버 펴오01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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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시IðH앙공원

조용하며 이동시간과거리가짧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이번 투어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교

으로 고려할 때 필리핀 바디를 지인에게 추천하는 편이

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인

고. 그 중에서도 모알보일은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라 이

즉. 수중사진가들만의 투어이다 참가자 전원이 DSLR

야기한다. 이유인 즉， 수중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이 여타

또는 필름 카메라로 무장한지라 이번 투어에서 촬영한

의 곳에 비하여 빼지 않고， 주변 환경。 l 번잡하7-1 않고

그들의 수중시 진 위주로 자료사진을 구성하였다

2011 년 5/6월호

F32 멤버들로 구성된

아래는 펼자가 이곳에서 수년에 걸쳐 이백 회 이상 다
이빙하떤서 경험하였던 대표적 디이빙 사이트와조우했

던 생물들을 기술한 것이다
메스꺼도프 엠 (Pø.codor

1.lond)

모알보알에서 다이벼들이 가장 선호히는 다이벙 사이

트인 페스카도르 섬은 리조트에서 방카로는 약 20분 스
피드 보트로는 약 8분이 소요된다 예전부터 해%멍원으

로 지정되어 깨끗하고 건강한 산호 리이프(ReeD 생태계
를 간직하고 있다. 섬 주변의 수심은 3-7미 터 정도이고
사띤이 직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벽 이래의 수심은
30~50미터에 이른다

부에서 바깥을보면한폭의 근사한실루엣이 구성된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볼거리인 정어리 떼는 2009 년 4

직벽 곳곳에는 화려한 연산호와 대형 씨팬 블랙 코랄

월경부터 소그룹으로 부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더니 일 년

등이 무성하며‘ 직벽 곳곳에는 움푹 파인 작은 동굴들이

후에는 히늘을 덮을 정도로 커졌고， 현재는 일 년 전의

많이 분포하여 지형이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약 70~80% 정도의 규모이지만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

특히 서쪽의 케이번은수심 15미터부터 시작하여 35 미

다 디이빙을 하다보면 갑자기 껍껍해지는데! 고개를 들

터에 이르기 까지 4개의 큰 구멍이 뚫려있어 케이번의 내

어보연 엄청난 수의 정어리 떼가 히늘을 덮고 있는 것이

1

정어리 떼가 다이버

를피하는중특이한실
루엣을만들어낸다사진/송승길

2

머|스카도르 섬 서쪽

수심 25미터에 자리하

고있는케이번

@

사진/오이흰

3.

말미잘의 색상을 좌

우하는

주산델레

(Zooxanthellae)의 이
틸로 인해 하앓게 탈색
된 말미잘과 아네모네
띠시

4

사젠오이환

교E하게 위 ε한 채

연산호에서 살아가는

소프트코랄크랩，
사진/김인회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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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블랙 코랄과 쉬립프

피시 무리‘ 사진/오야한

2 일몰경 만다린 띠시
의교미순간
사진/오이흰

3

고스트파이프미시
사젠송승길

4. 고르고니안 산호에
거주하는스파이더크램
샌Y오이환

보이고， 이들을 포식하려는 잭피시의 움직임과 다이버의

접근에 의해 무리가 다%탤 형태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

월 (Well) 아이빙(달허시이여|새 마린 생휴야

리lIt찌)

실로 장관이다 꼭 한번 정어리 떼와의 다이빙을 추천 드

파낙사마 비치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바다와

린다! 필지는 어느 바다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접한 적이

접한 서쪽 띤은 수심 30~50미터 이상의 직벽으로 구성

없었다.

되어 있다 직벽 곳곳에는 심심치 않게 크랙이 있고 그

수중사진가들을 위해 한마디 립(마 p)을 드린다면‘ 만

사이에는 다햄f 쉬림프 고비류와 대형 씨팬. 블랙코랄，

약 아침에 햇빛이 난다면 스트로브를 제거한 하우정만

거북 등을 흔히 만날 수 있으며 .10미터 전후의 낮은 수

을 가지고 입수하라는 것이다. 어안렌즈라 할지라도 무

심에는 리이프(Reeû가 건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물론 다

리가 너무 커서 정어리 떼와의 거리는 5미터 이상이고

%댄f 채색과 디테일을 가진 물고기와 리이프 생물들도

스트로브를 발광시켜도 백스켓트만 발생할 뿐 도움이

활기잔움직임을보인다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냥 자연광만을 이용하여 실루엣

특히， 미 린 생츄아리 (Marine Sanctuarγ) 포인트의 수

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손 떨림. 피

심 25~40미터에서는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

사체 떨림의 우려가 있으므로 180겁도는 200정도를 추

3~4 미터의 대형 씨팬이 수도 없이 널려있는데! 화각

천 드린다

도의 어안렌즈로도 한 번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

180

위하게 분포한다. 그 중 가장 포토제닉 (Photogerric)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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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을 골라 잘 찍으면 멋진 씨팬을 내 책상의 컴퓨터 바탕
화띤으로가져올수있을것이다.

또한 이 월0N외1) 지역에는 가끔 고래상어가 출몰하므
로이래위를잘살피면서 다이빙 한다면뜻밖의 행운과

조우할수도있을것이다.

1

다이빙을즐길수있다.

말혜시에 (T메 Ilau) 표민트의 민다 i린 피씨
(삐 andarln

Fllh)

또한， 수심 20미터 정도의 고르고니안산호에는소프
트 코랄 크랩 (Soft

탈리사이는 펼리핀 말로 나무(木)라는 돗이며， 이 포인

지느러미에 위장 눈

동자를 가진

Goby.

Crab eye

사젠황윤태

coral crab)과 스파이더 크랩 (Spide

crab) , 고스트 피이프

피시 (Ghostpipefish) ， 세일펀 쉬림

트와 접한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의 대표적인 생

프 고비 (Sailfin shri.rn p Goby) 등괴- 폭 10미터 정도에

물은 일올 경에 입수하면 거의

100% 획률로 만나는 만다

걸친 블랙코랄 군집지에서는 주둥이를 아래쪽으로 한 채

린 피시의 교미장면이다 리이프 위 수심 5~7미터 정도

유영히는 코랄 쉬림프 피시(Co때 Shrimpfish) 의 떼거

에 위치하고 있는 지라 초심자도 부담 없이 선셋 (Sunset)

리를관칠할수도있다.

2.

버블산호위의오랑

우탄 크랩. 사진/오이환

테크니컬전문

@완댈낌
AQUATEK
장비
• 각종 스쿠버 다이빙 장비 도소매
•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판매원

. OMS, 미VERITE， 재호를기 수입 판매원
....， c그

4ι1휴

• 트라이믹스， 재호흘기 교육
• 강사교육，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 DAN 0 2, CPR, 응급처치 교육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127-

해외다이빙

1 조}로부터 빛르름 수

톨톨효톨 벼|이(삐。 alboal

중사진동호회 회장이

Bay)

김인호1. F32 멈버인 하

이곳은 모알보알 여타의 포인트와는 전혀 디른 지형을

현수， 송승길， 윤태근，

가진 곳으로 3~15미터 정도의 아주 완만한 슬로프로 이

이영호， 오이환 씨 .

MB

루어져 있는데. 수심 10미터 이내는 하얀 모래밭에 경산

오션의김용식강사

사진/황윤태

호가. 그 이후에는 경산호와 갯벌로 바닥이 이루어져 있

다 펀 다이버의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곳이지만 미크

2 해변에 인접한 리조
트 수영장， 노을이 하늘

로 생물을 좋아하는 포토파 다이버라면 상당히 재미있는

을 물들이면 풀장에 몸

곳이다

담구고 산미구엘 한 자

이연 세상맨 시름&

사지 6빼에는 다%댄 종류의 경산호와 함께딴 담

여 안녕| 사젠횡윤태

3.

으로 비다와 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가슴을

셀 피시 (Damsel

또하나의 명물인 파

낙사마 비치의 일몰

사진/황윤태

향이 그것이다 그래야 젊은 청춘들의 사랑이 무르익고.

와 밴디드 파이프피시 æanded Pipefish)가 갯벌에는 다

음료 등의 매출도 많이 오른다. 마침 운이 좋았던지 이번

%댄r 십각류가 관찰된다 또한， 수심이 얄으므로 마지믹

투어에 근자에 보기 드물었다는 화려한 일몰을 접할 수

다이빙을감양관리하띤서 즐기기에 적당하다.

있어 행운이라는생각이 들었다. 만

4 마린 생츄아리 대형

이외에도 다%댄f 포인트와 생물들이 있지만 방대한 수

씨팬 사진/횡윤태

중을 어찌 필설로 디- 형용하리? 직접 체험해 보시길 추
천 드린다. 백문불여일견(폐쇄不如-빙!

짧꿇

표 아니의 명률민 파낙서미 비씨의 일폴

回廳란깅

리조트 입지조건의 핵심 포인트는 건물의 위치와 방향

다이빙숍데이터
현황

보유장비

90개

공기통
나이트록스 전용

Tank

10개

다이빙보트

대형 농}카1 대. 10인용 스피드보트 1 대

트라이믹스， 테크니걸 다이빙

지원

무선인터넷

지원

식사

한식위주

객실및편의시설

트윈 룸 12개 ， 트리플 룸 2개， 수영장

A템

효댄인 강사 3영， 다이브 마스터 2명，
보트맨및주방등 11 명

렌탈장비

스쿠바 다이빙 풀세트

홈페이지

Www.moalboaldive.com

주변시설

인근에 다양한 메뉴를 구비한 레스토랑과
배Bar)가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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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꼬레하거l 만드는 찬란힌 노을을 관찰할 수 있는 방

fish) ‘ 각종 쉬림프 고비 (Shrimp G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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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u린꿇츠• www.marinehouse.info
•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064-738-7390
017-215-65π

대표허전범
· 공항픽업
-- 첼펜주총채|드 ---------

--챙폐동횟 지i척서다|츠--------끓폐서강자체쿄륙 -------

c/츄

0

• www.moalboaldive.com
. 필리핀세부모알보알

070-7518-0180
070-8229-5285
대표김용식

· 바당가수영장
· 테크니컬다이빙센터

' ITC 및 각증 교육환영

」靈끓릎11
繼騙홉

• www.haewondive.com

. 강원도강릉시사천연
사전진리 86-39

033-644-6207
011-685-1556
대표박상용
간

선

--

이

-

씨

용 소
서ι
전 숙 
게 궈:버。-시「

도

수“다‘￡」

”

•-

-

Diving Resort Club I 다이빙

리조트클럽

신간안내

월균 직프J4it콘 E:괜협l 혐 @
l

New Guide Book “ Cowries of Korea" Written by M.D. Koh , Dongbum.
l펴 ^Iλ|
~t:=t2:

우리나라 다이벼 중 전문 해양학자가 아니면서 해양생물학 전문가

고통범은 누구띤까?

를 뛰어 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쿄 고동법 원장을 말할 것이다.

고동범 원장은 1956년 광주생으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그는 제주에서 한빛 신경정신과를운영하는 의사이므로 흔히 고동범

고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다. 이후 본적지인 제주에 병원을 개업하면

원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1992년 제주도에 병원을 개원하면서 시작

서 다이빙에 입문한 후 고 이성환씨를 만나 수중사진의 묘미에 빠져

한다이빙에 빠져든후수중사진에 심취한뒤 해양생물에 지대한관

들기 시작하였다

심을 가지고 전문 학자보다 더 열성적으로 연구에 몰두해 왔다

1994 년 제 6회 한국수중사진촬영경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

아직 우리나라 해양생물흐써l서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던 연체동

후로 여러 촬영대회와 공모전에서 3번의 금상과 은‘ 동상을 수싱하

물 중 후새류를 여러 해에 걸쳐 자료를 모아 지난 2006년 효택후새

는 등， 2000년까지 총 12회 수상하였으며 배움의 목마름을 달래기

류 도감을 출판하였는데 이 후 4년 동안 개오지 관련 자료를 모아 시

위해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최고경영자 과정을 1년 동안 수료하기도

리즈의두번째인호F국개오지 도감을발간한것이다

하였다

1992년 다이빙에 입문한 이래 지금까지 19년에 걸쳐 국내바다에

2006년 한국후세류도감 발ζ뻐 1 01 어 고동
범 원장이 두번째로 한국개오지류도감을

며냈다， 전문해앙생물학자가 아닌 수중생
태사진가가 펴낸 두번째 저서이기에 다이
빙계에서 더욱 돗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13 O-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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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국내에서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
과 14속 28종， 흰구슬개오지과 2속4종이 원색으로 사진과 힘
께수록되어 있다

서 총 2000회 이상의 다이빙을 하면서 촬영한 수중생물 사진을 일만

범 원장은 주업인 의사보다는 해양생물 연구에 더 관심이 많으며 대

것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펼요로 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 년에는 “한F국패류도감” 에 공저로 동참히-여 나새류
(Nudibranchs)와 개오지붙이류φvlids) 부분을 집 필하였고 2006년

떻했

<Sea Mountain Scuba Dive Resort Corpo ration>

에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후새류의 사진에 DEPC의 사진 자료를 추

저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하여 집팔한 ‘한국후새류도감”을 출판히였다

최신시설의 새로운 리조트!!

다이빙을 시작한 이래 수중세%써l 살아가고 있는 생물에 관심을

리포트 바로앞필리핀꾀고의마크로 A맨!α빼 !

가지고 수중사진을 통해 수중생태사진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동
고동범

(Koh

αJng-BUr깨

정신과전운의

%얘1iatnst

제주대학교 정신과 입싱교수
수종생태시진기

UNI 와1OIograpi"er

O 삐 댐어 때류회자

αlI1d'oIogist

경Q.t핵

OB

S.M.SCUBA DIVE RESORT

바자율 산악회 정회원

저서 :

2002년 우리6 뻐해잉생물{공제

다흰，11상

20Cμ년 혼탁때류도감 (공제

도서훌핀효멸

2000년 효묵힐ß류도갑

풍등훌핀사

2009년 갑각류혐처뼈킬집OK공재

도서훌판한빌

•
•
•
•
•
•
•

숙빅 ， 식사 다이빙 골프 관광을 모두 해결합니다
숙소4인실2실， 2인실 20실 ， 페스토랑， %t주각테일마

신형람프레샤. 대여장비

20set, nitrox/trimix 시스텐

에야컨， 수남싱‘ 샤워실 . T테이블등 부대시설완미

체힘다이빙 ， 스노클링 마나나보트， 제트스커 윈드서핑
무인도 해변의 바베큐식시

오픈워티교육에서 레벨임교육， 깅사교육(I. T， C)

필리핀 아닐라외/ 대표: 최경호， 매니저: 국용관
대표전화:

경력‘

1956년 굉추굉역시 훌생
1001 년 조선대회교 의과대학 즐업

1얹l8년 정신과 전문의 휘득 후 1잃2년 제주에 입도a 여 스쿠바 디이농을 시작

63-917-530-1109 , 63- 927-302- 8921 ,
63- 919-302- 8979/8989 , 63-43-410-0304 (fax겸용)
홀페이지 : cafe.daum.neVsmscuba
E. mail :smscuba@hanmail .net. smric@ hanmail.net

1잃3년 故 이성환(19!XY'-1잊g꾀 김병일(195&v)을 E바 본격적인 수종사전 윌영에 입문히여 2000년

까지 국내 수충À~ 활영대회 및 수중Àf진 공모샌”서 3번의 금상과 은， 동상 등 총 1쟁 수싱히였다
국내바디에서 흥 1 ，500회 정도의 징수톨 하며 월영한 일민 컷 정도의 수흥시전 자료와 1,400 여종의
흔~ 때류， 다수의 외국신 때류톨 소장하고 있다

주소 저뚜시 심도 1동 앉ìO번지 (κlO-81 2)
효엘정신과의원 원장 고동엄

560 sam Do
Jeju. Korea

1키)()rg

벼nbit 동뼈갱tric

Cl 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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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밥간사

어리 알
깨요지

.i'KFamily Cyprneidac)

냐<1 이에션 생를총<l"~생 ‘잉톨 위에 우리나아톨 비룻잉 성앤 Z싹을용 많용 예산외 인에용 *잉하는 용 기에

껴요시붙이 파(Family Ovu lidael‘ 씬구슐깨요지 와<F'amily

*성 엉는 션톨11: 하고잉다

1'nviKI썩톨용핸}여 엉반적으호 깨오지 유'(Cownes)랴 l유프여 쭈효 인도 서에영양억 업대에억에 서

육내에싱 용닝 셔 11에 야잉에양생을자엄용융 2013앤 싼상용툴앙에 우고 있요 국에생§셔핑용 후용이애 국

시하기에 국내에성 구휴시오 난~.외 간검 영향훌얀는 제주도 셔귀포가 유입앤 산져이다
끼오지g이 피는 Wìlsoo(l993)의 'fiJL에서 에얘격으요 16용 lα껴양엔이 앙려었고

.:Lf..

기자갱생“용셔인 한국 n져가앵간송에잉는잉시검에서 맹육껴오지 κ도강 용헤영한시기에예률상냉
Fi잉 ix

후어§연띤것 g다

l..car'e1z

& IJirl< Fel용 αJOO밍| 써 1도강애논 $확 240햄이 기욕되어 잉다 국내에신 함국얘유도강 (2001)

"Romo ... ，α buil

§판 이천껴지 단지 5종tt_k> 1 양혀져 잉었으나. 서지에 외한 7년 U잊l8-ro:l4년)퉁안외 조사로 이영예외

‘

111 8

OOy ‘

서뺑쟁씨엉 툴도셔기 훌핑되기껴지 지남 10 여 녕 흩잉 저씨의 노고가 잊었

용용잊지압이야언것이다

싹혹 R지ξ에 용용셔뀌표에역에서 시얘용서l l>t}예셔 껴오지에41 과 1.1속용g깡;.0 1 양깅외었다

혹쳐셔 ’대g영펴 에잉， 요용갱리.여었2， 여러 익명!자률에께 자1i!-'! 흥갱， 갱용융 기I!.f.:me앤

세1 용융 잉예생인 \!'f용인

퉁갱이 에우 까다로용 끼오지 1141 퓨를 햄~I연서 당시 의문이 냐는 양용용 _No，e，，"orthy와

'n‘

'"\!!

Uv:ing Qv띠"""，'，에 안극홈훌다융킥고 닝후에 용도서 '1 흩씬 되었으여. 또

한홈용하고 신송힌 져사91 잉찌으5.. DI~\.(셔 흉갱이나 내용상외오유는 엉융 것으S 생각핑다

M ikeAn에게 얘각융보이며 상효효용훌 하여 용갱하게 하였으냐. 두 사생 외경이 다은 껑우는 이 분야

외 견용7f11 특입잉 αrk Fehae에게 자용훌 구여여 용명용 확정시었다， .'1 예￥용.0 1 국내 이기.'!'

고앤장의 에앙갱암씬연 ’셔셔인 1국후세싸호강.와얘혹1요져야도-l!'에이어그 다용하융이기예가원야

인 용예토 앙국냉을 짓는에 어혀용，01 잉았>1 에 인억기 쇼장닝'* 이양상 야시와 함깨 앙국멍을 tI갱시어
200-1 년 §용잉 한국얘유도갑에 싱고 그때 잉~l> 안극얘유"1>1지에 ~션} 찌오지에이 과의 용유 잊
끼'iI' 악는 논운융 영R하였다

20ll연 S잉

잉1 인깅잉영

2006냉 셔보 다혼 외정흩이 잉언 %맺 양흩온 저지외 딴션에 따라 용갱훌 확정짓"'- 셔석산호IB룰

여 오아진 자S톨 안앵온으로 ~'I려고 옛 문예 §연샤와 생싹 "1었으나1 견용셔혀이기에 륙셔가 앙
갱되어얘양생이엉다는이유로훌싼융거엄당'lI기에 ‘스쿠아다이애 싼지에 힘국의 1 오지휴’얀제용

으로8Jl 연째하고용흩놓고있었다
2006년 께오지퓨외 셰셰잭 씩학인

Felix tρmη기 IJirl< Fehs<씩 i’저..!lOvulid도강흩용싼한다고

자

i< 도용융 요갱 얘었다 영g외 기회호 생각하고 소장얻 얘각과 생에 사진자료. 셰용하여 2000년 률잉
서 영운으로 앙앵핀 1

‘I! U\'ingOvulidae' 당앵용애 국내산 X뼈환 l .lè힘되제 외어 한국 에양양 다양

성을 갱 세 1 에 양리는예 입"'. 하았고‘ 찌끽찍으쿄 13년의 노역 R에 소강하고 있언 국내산 깨오지.
이 휴용갱... 야생짓깨 되었다
201l년 여기에국내산깨오지과 9휴 18총 생구iI끼오지펴 2휴 4종용어얘셔흥잉송%용으jξ "tt국

껴오지휴도{y 연앵용을 훌~허게 되었다 이 핵훌 훈비때 71는대 도용융 추신 여에윈 확 '1 제쭈"1다에
셔 명드 애크하여 미시혹 얘휴톨 더얘 추신 얘죠유 tt사인 오흩씌 i수닝 아8마용수종사갱훌훌 세용

에 후신 용영쿄、 깅선수닝 풍 스구에 장호'1앤 여허용껴 갑사톨 드리며， 에양생을에 빠져 지내는 낭염훌
앗혀지않고 1I갱*상지쳐훈선확꽁추 g흩에이'l!~에엉는-I''!t:파사쩌를 얘액다니느라진어나
있는 엇견 이을훈성이 모두 고앙고 사댐에，

어려용 여갱 혹에서도 에양생를에 판씬흩 갖고 혼빼 'I~판에 용빼추인 용흥융연사 김인영 샤갱닝파 잉
직앤여러샌에게감사톨11.힘다

표할 당시만 해도 16속 100여종만이 알려져 있었다

그 후 고동범 원장이 1998년부터 2004 년까지 제주도에서 발견했
던 종들을 2004 년 힌국패류도감 발간에 공저로 참여하면서 소장하
고 있던 14속 28종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동안 개오지류를 공부하면서 호댁에서 발친히는 개오지 류의

201l'i! 3엄 22쩌
저지 고용냉암

동정은 세계적 전문가인 독일의 디르크 페세 (Dirk

Fehse) 박시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대부분의 종들이 우리나라 미기 록종인 관계로 한
국멍이 없어서 민덕기 소장(패류연구소)과 이준상 박사의 도웅을 받

부분의 시간도 우리나라 비-디에 서식하고 있으면서 아직 학계에 보

이- 멋진 호F국멍 을 확정지어 호F국패류도감에 수록한 후 그 해 12월에

고되지 않은 미기록종을 찾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2004 년 한

흔F국패류학회지에 ‘호F국산 개오지붙이과의 분류 및 기 재"라는 논문

국-후새류도감을 발간한 이후 서해바다에서 속속 다이버 들에 의해 발

으로 발표했던 것이디

견되고 있는 후새류 미기 록종들 자료를 획보히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수집되는 자료들을 추가하여 재판을 발행할 준비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는 지형적， 지질적 특성상 무수한 종류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이직까지 학자들의 연구가충분하지 못해

한국패류도감 발간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신종을 추기-하고

서식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려고 몇 군데

출핀사와 접촉을 하였으나 전문서적이어서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하지못하였다

학계에 보고되지 못한 미기록종이 매우 많은 해양생물의 보고라고

할수 없이 본지에 ‘호택의 개오지류” 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연

한다， 어부들이 소득에 도웅이 되는 생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기타

재한 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 개

생물에는 관심이 없으며 해양생물 학자 입장에서는 조류가 강히고

오지류의 세계적 석학인 페릭 스 로렌츠(Ferix Lorenz)와 디 르크 페

시이:도 탁한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기

세 (Dirk

때문이다 결국 서해바다의 해양생물 서식에 관한 자료는 우리나라

료요청을 해왔다 이 때를 기회로 소장하고 있던 패각과 생태 자료사

의 수 많은 다이버 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이벙 할 때마다 주의 깊게

진들을 제공하여 독일에서 영문으로 발행된

관찰하며 펼요한 경우 채집하여 학계에 일려주는 길 이 서해바다의

도감에 제주산 30여종이 포함되어 한국의 해%풍 다양성을 전세계

해양생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에 알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소장하고 있던

Fehse) 박사가 공지 로 개오지붙이류 도김을 출판히는데 자
'The Living ovlidae"

국내산 개오지붙이류의 동정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효F국

어협샤리 발만만 도감

에서 도감을 출판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통범 원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개오지류 도감 발간을 염두에 두

과거 여타 출핀사로부터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할 수 없었

고 준비해 왔었다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종

지만 다이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양생물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판

류의 개오지류들의 종명을 확인하려 해도 제대로 된 호댁 도감이 없

단에 따라 스쿠바다이벼를 발간하고 있는 본지에서 직접 출판하게

었기 때문에 갈증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개오지류는

되었다

연구가 미익댄- 상태여서 1993년 윌슨(WiJson)이 개오지붙이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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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으로도 이러한 서적은 상업적인 이유로 출판하기가 어려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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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따라서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많은 다이벼 들

이 구입하여 최소한의 인쇄비용이 충당 되어야 계속해서 다른 종류

계에 보고하였으며 확정된 명칭을도감에 수록하였다.

개오지류는 개오지과. 개오지붙이과 흰구슬개오지과로 나뒤어 있
으며 각 과별로 특정 을 서술하고 종마디 패각 사진과 더 불어 생태 환

의 도감들이 출판될 수 있을 것이다.

경 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중사진이 곁 들여져 있다.

도강 툴려를 '1

개오지과 9속 18종， 개오지붙이괴 14속 28종 흰구슬개오지과 2속

이번에 발간한 힌국개오지 류도감에 수록된 종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우리나리에 서식하고 있는 것들이다

4종. 총3과 50종이 수록되었으며 패각과 원본 생태사진은 저자가 운

개오지 류는 작은

영히는 제주시 소재 한빛정신과 의원 표본장에 보관되어 있다. 학문

패류이므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종을 분류하기가 끼 다롭기로 유

적 연구가 필요하여 실제 열람을 원히는 경우 저자에게 미리 연락하

명하다. 따라서 실제 샘플을 채집하여 패각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고방문히면볼수있다고한다

정확한동정 을 할수가없다.

총 114페이 지에 걸치 수록되었으며 학명과 국명으로 찾을 수 있는

저자인 고동범 원장은 동정이 까다로워 해양생물학자들 조차도 연

구를 꺼 려하는 개오지류에 관심 을 가지고 13년에 걸 쳐 모은 자료를

개오지류의 세계적인 권위자의 도웅을 받아 정확한 동정 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호댁에서는 미기록종이 많아 힌국명을 지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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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포표토에뼈세빠쩨이메
l)

수중촬영가들에깨 추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5 회)

Seadream Dive Resort at Eastcoast of Korea.

온 산하가 연두색의 새싹과 분총색의 진달래와 벚꽃이

단체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별 탈 없이 안전한 다이빙과

어우러져 황홀한장관을 연출히는봄이 드디어 찾아왔다.

회원 상호 갈등이 없기를 용왕님께 정성어린 제상을 차

이맘때쯤이면 다이버들은 지난 겨울동안 잠시 한 편에

려놓고 기원하는 개해제에잠식)라는 걸 준비하고 진행

밀어두었던 손때 어린 다이빙장비를 꺼내 먼지를 럴고

할 것이다 좀 발 빠르고 부지런한 동호회에서는 지금도

찬한 히 요모조모 챙겨보기 시작 할 것이며 각 동아리나

이곳저곳 리조트들에서 시잠식 행사를 하는 것이 자주

이성우

(KUAlC MAS강새

KBS

강릉방송국 춘천사업

지사， 1992년 수중사진을
시작， 한국수중사진 공모
전(뭉등출판새 대상 수상
2호| 등 다수 입상 한국수
중사진 촬영대회때한수중
협회) 종홀바위 등 다수 입

상， 세계 수중사진 촬영대

회(세계수중연맹) 은상， 동
상수상 세계수중사진공

모전(세계수중연맹) 동상
수상， 마린포토(일본) 푸른
지구 수중사진 공모진 입

선 2회， KBS자연다큐먼터
리 “열목어 돌아오다! " 등

수중촬영 160회 ， 개인전.
동해안 수중생태 사진전

(2002. 12. 04-10

강릉시

여성회관)

씨드림 리조트는 100개의 다이빙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곳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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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포인트에는 바위마다 산호류와 말미잘들이 가득차 있다

눈에띄곤한다
리조트에서 간혹 시잠식 팀을 만나띤 풍성한 음식에 덩달아 포식을
하기 일 수이니 강원도를 지키며 매 주말마다 다이빙을 다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시즌이 잔치 일색인 풍요의 계절이다. 인심 좋고. 사람

좋고， 날씨도 좋고， 한 해 사업도， 다이벙도， 모든 것이 잘되기를 기원하

는 자리를 만들어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우리 다이벼들의 오랜 전통이
며 인심인것이다.
금년 다이빙 시즌이 성큼 다가오면서 수중사진가들을 위해 다양한
포인트를 보유한 보석 같은 리조트 한 곳을 소개하고자한다. 강원도 강

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씨드림리조트인데 이 리조트를 소개히는 이유는
3가지가있다

cr 양한 포인트
씨드림리조트를 운영하는 이주일 강사는 본인이 관리히는 포인트가

100개소라고한다.
리조트 전용선에 장착된 GPS에는 100개의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다

는 것이다. 그 전체 포인트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그 중 대표적인
포인트에 관한 내용운 표에 있는 포인트 설명을 참고 하면 된다.
하지만 펼자의 경험으로는 태백산맥 포인트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
다 동해안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떤 포인트보다 광활한 지역

을 품고 있으며 능선과 협곡의 웅장함이 가히 거대한 태백산맥을 연상
시키는 곳이다. 다이버 출입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수중환경과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수중 시야가 좋은 날이면 협곡의 장대함을 산호들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7563 1730
www.paradise-dive.net
diver_ri cky@hotmail .com
Paradise Dive , Sabang Beach , Puerto Galera Orienlal Mindoro ,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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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포표토에쩨세배째이매
l)

1 보리풀레기 포인트는
잘피류가 넓게 뒤덮여

있는데 치어를 비롯하

과 함께 담아 광각사진을 촬영하기에 좋으며 시야가 흐

。|푸밍 강야의 안영역 Ol' 21 보트운영 능석

린 날에도 무수한 생냉체들을 마크로에 담을 수 있다.

이주일 강사가 씨드림리조트를 인수하여 랴조트분위
기를 쇄신하기 시작한 것이 2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이강

여 많은 종류의 샘물이
서식하고 있다， 수심이

낮아 초급자 교육에도

적~하다

포용한 21 쪼트 분우1 ì 1
요즘 리조트들 중에는 대규모 단체 손님을 위주로 영
업히고 있으며 큰 디이빙 전용선을운영하기 때문에 휴
일에 다이벼들이 몰리는 날이면 리조트 마당이 장터처럼

북적거리고다이빙 보트에도많게는 20여명까지 싣고함
께 나가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용하고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리조트도 있
다 이런 리조트는 대부분 다이버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
리지 않고소수의 다이버들이 꾸준하게 찾아와한적하고

안락하게 다이빙을즐긴다는특정이 있는데 리조트운영

면에서도 주말에만 손님이 있는 것 보다 적은 인원이지
만 주중에도 죠L아오무로 충분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리조트 수입도 주말형 리조트

와 비교해서 별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이 곳 씨드림리조트는 주말에만 확자지껄 단체로 모여

드는 다이벼들을 상대히는 리조트에 반해 개인미-다 원하
는다이빙 포인트를 인내해 줄수 있으며 상햄| 띠라세
심히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서비스7} 기능하7] 때문에 손

2

섬유세닐말미질이 다

이버와 멋진 조호|를 이

s."

，-~

님이나 운영자 모두 만족스러운 형태의 운영시스템을 추

구하는 리조트이디 .

1ι}
M ..... 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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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그간 동해안 여러 리조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스탬

1

자연 암반 포인트마

다 고착 생물들이 무성
하다

이주일대표

SEA DREAM DIVE RESORT
대표: 01주일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전화 0경-651-8082，

239-1

011-365-1247

으로 일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익히고 개선점을 찾아내었

현재 안내중인 100개의 포인트도 그 동안 이주일강사

으며 이젠 본인이 직영하는 리조트에서 맘껏 꿈을 펼쳐

가 직접 수중에서 찾아 낸 포인트 들이며 늘 원하는 피사

보이고 있는 중이다

체에 정확히 안내히는 포인트 인내 능력， 수중사진기들

따라서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리조트 운영시

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인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이빙

스템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중사진 촬영을 위한 다이빙

계획 및 운영 능력 . 다이벼들이 최대한 편히 휴식을 취할

을 원하는 독자들이 바라는 비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히는 능력과 세심한 마음을 리

있을것이디

조트에 머무르는 동안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ôc

포인 E 명

소요시간

수심

튿;극득X
〈그|

태백산맥

10"'15분

5"'18m

수중에서 보면 거대한 산맥을 연상케 하는 포인트로서 방어가

떼 지어 다니는것을종종볼수있음.
우럭， 쥐놀래미 등 다Sk한 어류들이 서식함
동글이

10분내외

8"'16m

포인트

레드존

서식하며， 멍게 군락지.

10"'15분

7"'12m

포인트

십자포인트

둥근형태의 거대한 암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gk한 어류가

낮은 암반형태로 동남쪽으로 이동하다보먼 직벽으로 이루어진

산호군락지가장관임.
20분

15"'20m

암반이 십자로 갈라져 있어 그 틈 속으로 우럭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이뤄 우럭과 검정열기들의 서식지로 60mcOl상의 우럭들이
종종발견되기도함.

씨드림정원

5분

3"'7m

작은 물고기 떼와 새우등 다gk한 어종을 볼 수 있음.
초보자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 포인트

인공어초 2번

10분

24"'29m

말미잘과 붉은 멍게가 군략지를 형성하고 있어 수중촬영가에게
최적의 포인트라 할 수 있음.
대단위 사ζ엔공어초 조성지로 웅장한 맛과 아기자기한 느낌을

동시에느길수있음.
덴우럭

10분

5-18m

초보자들에게 적적한 포인트 산호절벽과 홍합 군락， 멍게 군락지.

오물레기

5분

7-20m

암초의 봉우리를 기점으로 산호와 말미잘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한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절벽들은 스렬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러「gCI}

6분

15-21m

큰 암초들의 파노라마! 우럭이 항상 많이 서식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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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아이콘
소 I 트 워|어

캠퓨터

HD

2.0 한골

펌뭐|어

버천

Icon HD Dive Computer , Firmware 2.0 Up-date .
Ié

χI^ I

'--' '='

ε므

마례스자저l 개발다이브컴퓨터/독지적인알고리즘탑재
n페l스코리아에서 한글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능

컬러 컴퓨터 아이콘

10여 년 전 전세계 주요 스쿠바장비 회시들과 다이브 컴퓨터 회사

HD

가 새로운 동맹을 맺을 당시 마레스는 마이브 컴퓨터의 독자개발을
선언하고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후 마레스는 개발 초

기에 ‘Mî 을발표하였는데

M1

이라는이름은새로운다이브컴퓨

터의 개말을 자체기술로 완성한 첫 번째 마레스 다이브 컴퓨터임 4

의미한다.
총23 명의 연구인력과 6000만 유로 이상의 금액이 투입된 다이브
컴퓨터 개발부서는 하드웨어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이들이

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반복 다이빙이 가능한 알
고리즘의 개발을 병행해 왔다. 마레스가 지난 2002년 발표했던

RGBMII 알고리즘에는 왕키박사와 공동 개발한 답스톱이라는 새로
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성과를 엿볼 수 있다.
2010년 마침내 마레스가 세계 최초로 칼라화면과 그래픽 기능을

HD’ 를 출시하지- 전세계의

탑재한 ‘이 이콘

다이버들은 놀라웅과 함

께 그 탁월한 기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최고의 판

보다 편안하게 시용할 수 있으며 다이빙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소프

매실적이 뒤따랐지만 마레스 컴퓨터 개발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트웨어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l I톨겐톰를l

S뚱” 2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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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HD

컴퓨터는 컬러 모니터를

에 이해하기도 쉽다， 탱크 압력을 무

25.c

m

n

글로 중요한 용어를 표시해 주기때문

l암톨깥톨톨핸RE
낼원률톨
잉

~25.0 m

정보를 또렸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한

OEPTH

: 29:

OEPTH

16 m 2:

탑재하고 있어서 수중에서도 다이빙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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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선으로 연결하는 아이콘 에어는 금년

9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펌웨어

2.0

효밀 버전은 다음과 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 효달을 포함한 총22개의 언어를 사용 가능.
• 커다란 글씨체를 사용하여 정보 파악이 쉽다.
• 주요정보가 칼라로 표시되어 단순하고 본능적인 사용01 가능
• 다이빙 시간을 초단위로 표시하여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
• 특히 상승과 정지를 반복해야 하는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유용.

• 최대， 료업f정지， 안전정지 수심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시.
• 감압 다이빙시 프로파일 모드의 확ε뻐튼{+을 누르먼 자세한 상
승정보저|공

• 콤따스 모드에서 스톱워치 사용 가능.
• 콤파스 모드에서 복귀각 등을 쉽게 알 수 있음
• 바텀타임(단순게이지) 모드에서 최대수심， 평균수심， 스톱워치，
다이빙시간 등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음

• 머|뉴모드 S받뻐| 사용자의 01름， 헐액형， 현재 사용기체에 대한
정보를표시

• 분명하고 명확한 경보 및 주의표시를 원하는 언어로 확인가능.

• 현재 배터리의 잔량을 화먼상단에 그래픽으로 표시.
• 복색: OK 오렌지색: 충전권고， 1호| 다이빙 기능 적색: 충전요망，
다이빙 불가능， 버튼잠김

• 멀티가스 모드에서 탱크교체 수심이 되었을 때 교처|권고를 표시.
• 나이트록스시 02 농도와 pp02 설정시 지동으로 MOD를 표시.
• 답스톱의 운영으로 프로파일에 따라 2분 또는 1 분씩 두 번 표시.
(답스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준수할 경우
다음 다이빙의 무감압 시간이 늘어나며 더욱 안전한 다이빙이

가능해짐)

• 각 조직 별 질소 포화도를 표시하며 초기화 할 수 있음.
• 프로파일 로그북 모드에서 수심의 변화를 표시.
• 로그북 모드에서 총 다이빙 횟수， 총 다이빙 시간， 가장 긴 다이
빙 기록， 기잠 김은 다이빙 기록 등을 추가로 획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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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seom Diving Point at Seoguipo , Jeju.
글 ， 사진 /김건 석(파티마 3D 촬영 감독)

5월예 젖싸온 수중ι!야
4 월 한 달 동안

서귀포의수중시야
는 2~3m 정도에

불과하여 최근들어
가장좋지 않은상
황을 보였다 해마
다 4월이띤 서귀포
수중에는 초록물빛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금년엔상태가심각했다
시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
었지만 금년 4 월의 서귀포 수중은 가장 좋

지 않은 시야를 유지히는 바람에 필자는 한

범섬 본섬 우측으로 작은섬이 가까이 있으며 그 안쪽이 다이빙 포인트이다

달 동안 한숨을 쉬고 있어야만 했다 주말이

띤날씨는회칭하게 맑았지만잦은풍랑주의

미련이 님이-혹시라도누구에게 연락이 올끼-

전국에서 내려온많은디이버들이 섬으로들

보와 큰 너울 때분에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마옴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어가지 위해 몰려온다 4 월에 너무도 좋지

부두에서 발걸음을돌리기도하였다

는것처럼 가지 못하고뒤돌아온오늘의 수

잃뺏던 시야탓에봄을맞아제주를찾는다

중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라는

이벼들이실망하지 않을까란 우려도 들긴 했

궁금증에 온종일 미음이 어수선하다.

지만 다행스럽게도 5월에 들어서면서 서귀

바다로 나갈려다가 바다싱태가 좋지 않이

집으로 돌이-오는 길에 가슴에 서려오는 서운
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면 큰 한숨을 쉬며 뒤

날씨가 더워지고 길거리에 반팔을 입은 사

돌아 멈춰서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 아마도

람들이 늘어 갈수록 바다로 나가는 다이벼들

집에다핸드폰을두고나옹것을알아차렸을

의 슈트도 드라이슈트에서 세미

햇슈트로

4월의 기억을 뒤로하고 5월의 수중시야

때의 느낌이 아닐까? 집에 놔두고 옹 것에

한결 가벼워진다 주말이띤 서귀포 부두에도

속에서 다이빙을 즐길 준비를 하니 벌써부터

I톨윌 포21훌

포수중의 시야는 7~10m 정도로 맑아지면서
푸른 물색을 보여주고 있다

범염 톨엄.쩍톨염 포윈트톨 'f다. %
’!Ino
’!Ino

3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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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

범엄

미음이 설례는 것은 대체 어떤 현
상일까?

’염섭과 다이빙 포인르
제주도 서귀포에서 대표되는

3

곳이 문섬 . 섬섬 . 범섬이며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이 서귀포에 오면 목

들려 기는 곳이다 수중에는 연산
호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리돔

과 주걱치 ‘ 호박돔 등 크기는 작지
만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이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다이빙 준비
를 하거나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도 좋다. 서귀포를 찾아옹 다이벼
라면 꼭 가봐야 하기도 히는 다이

바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언산호

빙 포인트라고 말할수 있다.

범섬에는 통상 다이빙 포인트를 4곳으로

오늘은 그 세 곳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범

나눈다. 생L굴해식동굴 포인트와 작은항문 포

섬을 찾아간다 서귀포시 법환동에 소속되어

인트(홍합여 포인트라고 불리기도 한디-) ， 그

있으며 면적이 2만 7천 평에 딜하는 넓은 섬

리고 범섬 서쪽에 위치한 본섬 포인트와 작

인데 "ð}늘에서 내려다보변 호랑이가 누운 모

은섬 포인트가 있다. 그 중 본섬과 작은섬 포

습을 닮았다 하여 호랑이 호자를 따서 호도

인트가 위치상 가끼-우며 다이빙을 실시하기

또는 범섬이라고 불린다.

편한 곳인데 오늘 소개 해볼까 힌다‘

범섬에는 총 4개의 해식 동굴이 있으며 해

범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법환

식동굴 4곳 중 두 개가 붙어 있는 해식%낼

항에서 배를 타는 것이 좋다 문섬과 성섬으

앞 수중은 %낼 포인트로도 유명하디 ， 해식

로 향할 때는 서귀포항을 이용하지만 범섬

%낼 앞쪽으로 수심 25m에서 40m까지 이어

은 법환동 소재로 되어 있어 법환항의 유어

진 수중에는 대형 해송과 대형수지밴드라미

선을 이용하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경비도

산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저렴하다

아비스22

(ABYSS 22)
모든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뢰성의 이비스가 새롭게 태어났슴니다

전문가용
(FOR DEMAN미 NG DIVER)

g

어떠한 익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 딩솔로 다이빙 세계기록 : 313m
* 최다 다이버 동시 호홉 세계기록 : MR22 1
단계로 101 영의 다이버가 40분간 동시 호홉.
하나의 MR221 단계로 25영의 디이버가 40
미터에서 10분간동시 호홈.

100% 금속 재질 공법 잉
여LL METAL TECHNOLOGY)
금속 채질은 내동결성과 구강 건조증에
효괴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틱월한 내구성과 오랜 수명을 보ε엘니다

milrel
J3월d
V

본섬 포인트 수중은 바위들이 많은데 그 안에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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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바위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연산호들이 아름다운 색상을 뽑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법환동 포구에서 바라보면 손에 잡힐 듯

본섬 포인 E 는 수심이 김지 않아초보디이

문에 주의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조용한

15

벼들에게 적당하며 작은섬 포인트는 남쪽으

분정도 기야 한다 크기가 커서 더욱 가깝게

로 내려 갈수록 가파른 절벽을 따라 수심이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항구에서 장비와

갚어지므로 중급다이벼들이 즐기기에 적당

5m

탱크를 배에 싣고 범섬 서쪽으로 가까이 가

하다

들을교육하기 에 매우유리한곳이어서 여러

가끼어 있는 섬이기도 하지만 배를 티고

편이다.
본섬에서 다이빙 준비를 하고 입수를 하면

정도에 수중바닥이 나온다 초보 다이벼

다이빙 리조트들이 체험다이빙과 오픈워터

띤 본섬 서편으로 아담한 작은섬(치마섭)이

1염성 서쪽 뽕성 포인늠

실습장소로 지주 이용히는 곳이다 5m수심

50m 정도에 불

다른 섬에 비해 장비를 놓고 탱크를 많이

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심이

과하여 본섬과 작은섬 중 어느 곳에 상륙하

쌓L아 놓기에는 상륙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10m , 15m

든지 두곳을모두디이벙할수있는데. 섬과

뒤로는 쭈L아지른 높은 절벽이 있으며 앞쪽

에서 떨어지는 다이벙 보다 천천히 갚은 수

섬이 떨어져 있다 보니 본섬과 작은섬으로

비다에는 작은섭이 가로막고 있는 위치로 놓

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포인 E 가나누어져 있는것같다.

여있어서 너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

있다.

나티난다

두 개의 포인트간 거리는

바위 틈에는 끄떡새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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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가시동

정도로 서서히 깊어지므로 직벽

진흥나팔돌산호.

범섬 본섬에는 다이버들이 상륙할 수 있는 펑펑한 공간이 넓다

작은섬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도 모자반과 치어떼가 살고 있다.

입수를 하여 서남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온피시들과 바위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

섬의 상륙 지역에는 바닷물로 채워진 작은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수중에는 분홍밴드

는 아홉동가리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특

연못이 유명하디. 만조가 되면 연못에 물이

라미 산호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작은 바

히 수중을 처음 경험하는 초보 디이벼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섬 연못에는 모자반과

위 밑으로 주걱치들과 호박돔이 유영하는 모

는 수중에 대한 편안함을 느킬 수 있게 하는

작은 치어 떼들이 살아가기도 한다 수중카

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포인트이기도 하다

메라가 있다면 시간을 내어 그곳에서 사진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라 천천히 둘러보면

을 찍어 보아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서 작은섬 앞쪽의 깊은 곳까지 간 다음 다시

법성 학은섞 포인르

이다

유턴해서 돌아오는 코스를 잡으면 좋다. 유

본섬 포인트와 비-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작은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제주도 전체

영히는 동안 연산호 사이로 디 니는 작은 물

작은섬 포인트는 수심이 조금 깊은 중급 다

모습이 보인다. 섬에서 섬을 바라보는 느낌

고기들의 모습과 화려한 자대를 쁨내는 라이

이벼들이 이용하기 좋은 포인트 이다. 작은

이 새롭디. 작은섬 포인트는 서쪽에서 입수

~ ^I 률 탤t: t이삐↓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78번지
수지로알스포츠샌터 대표: 유종범

전화 070-4409-5611 / 011-346-3333
홈페이지 WWW . s미 iscuba.co.kr

|

넓다 • 저험하다 -랍다 • 따풋하다
• 규격 : 8m x 10m x 5m (얄은곳 1.2m)
• 입장료 8천원 / 공기통 7천원

• 장비대여

I
。

스킨장비 5천원， 수트 5천원， 비씨 5천원，

호홈기 5천원， 풀셋트 2만원
· 강사무료등록비없음

· 수온 27도

• 영업시간: 6시 -22시 (월 -토) ， 10시 - 18시 (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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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섬 절벽면에는 각종 산호들이 서식하고 있다

해송 근처에 살고 있는 라이온피시‘

벽을 타고 바닥으로 이동히는 동안 직벽에는

아직도 카메라에 담지 못해 항상 이곳에서는

대형수지맨드라미 산호와 범섬에서 많이 볼

숨을 죽이고 기다려 보기도 한다

수 있는 금빛나팔 돌산호를 볼 수 있다. 금빛

커다란 바위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

으로 생긴 촉수는 꼭 망사스타킹을 신은 것

대형 연산호 군락이 있으며 바위와 비위 사

처럼 하얀 점이 있어 작은 돌신호의 금빛 아

이로 물고기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직

름다움을볼수있다.

벽과적당한수심을즐길수있는남쪽포인

직벽에는 해송들도 있으며 이곳에는 항상

트를 지나 작은섬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

상주 하는 라이온피시가 있어서 갈 때마다

면

마주치기도 한다 직벽을 띠라 남쪽으로 내

지는 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 문섬의 직

를 시작하여 섬을 끼고 남쪽으로 돌이갔다

려가띤

벽처럼 화려하지 않으나 중대형의 바위들의

돌아오는 루트와 서쪽으로 직진했다가 돌이

대형 바위들이 많이 있다.

안경무닉혹갯민숭이

25m

수중비닥이 나오며 그 곳에는

바위 주변을 둘러보게 되띤 다른 섬에서 볼

오는방법이있다

25m

직벽을 지나 40m까지 수심이 이어

모습과 곳곳에 분홍색을 띄고 있는 연신호들

이 자리를잡고 있는모습을 만날수 있다

작은섬 포인트는 입수를 하게 되면 바로

수 없는 나비고기들이 많이 출몰하기도 한다

수면이 잔잔하여 기분좋게 편안한다이빙

직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8m에 수중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색의 나비고기

을 즐길 수 있는 범섬 본섬과 작은 포인트가

바닥이 나타난다. 수중바닥에서 남쪽으로 이

가 범섬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 항상 카메라에

잘 보존되어 앞으로도 많은 다이버들이 즐길

동을하면또하나의직벽이나오게된다 직

팀이-보려고하지만동작이빠른녀석들이라

수있는포인트가되었으면좋겠다. ([)C

한국개오지휴도감
저자 고동범

총 120쪽/양장본
가격: 1 만 5천원
한국후새류도감에 이어 고동범원장
이 두번째로 출간한 스쿠바 다이버

와 해앙학자를 위한 저서!
16년에 걸쳐 촬영한 한국 개오지류
의 수중사진과 채집해 온 매각을 전

체 원색으로 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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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Horizontal
MSW-1500/1600/1700/1900 E H Series
HIGH PRESSURE BREATHING AIR SYSTEM

M W-Econom Horizontal

시리즈는

및

Hour Meter

rcl,r,:.;ma."i.'l:E 용기 •

모두 충전가능하며 ξ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3중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

•

Working Pressure: 200BAR 300 BAR
Operation: Engine/Electric Motor 10HP^"'20HP
Delive Rate: 320Umin - 640Umin
Dr in: M n I
cope 01 Delive
각 단 안전밸브 [ Each Stage Salety Valve 1
지동 정지 기능 [Auto Sto 1
충전호스 [Filling Valve 1
사용압력/오일압력 게이지 Gau e - Oi l/Pressure
Air Quality: EN12021 유럽 기준 만족1
U.S CGA E GRADE [미국

삐

|

운용에 필수적인 기능 중심으로
l
호흘용 공기 압축을 위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fIIII:.;ma."i••a

덮갚및좋

기준 만족1

3.
4.

필터 수명 디지털 표시 장착

매

[ Di ital Filter Li le Monitonn 1

매

자동 드레인 장치

11

l.itlltiI~J6I1'i'1

1

응축물수집장치

Drain Collecting Device

ln

I

g
8.

예l

각 단 압력 게이지

매
매l

전원
파원 판|장치 및 비상정X|
[ Power La mp & Emergency Stop 1

l

Each Stage Pressure Gau e

11

I

빼

이동 편의 장치

11

[ Wheels And Handle For Easy Carryin 1

빼

제품 외장 케이스

11

명수리 저|깎 ~Iítít:lil::m!

(주)엠메스옐 콤표러|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번지 T빠541구DImI빠

스마트 다이버 운동

Sm311 Di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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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낀

초~l트 다OlHi 목초~
박세우: 지도 힌떼 작실괴 지|집망으로 무장히고 다이빙할때가 있었슴니

다 대부분 디이버들이 한번쯤 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

따트 다이 l 사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며 그러힌 과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입니다.

지만 치|집과 사냥을 히는 다이빙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

정연수: 눈으로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익에 님기는 진정한 레저의시작

고 작샅과 채집을 버리고 목돈들여 수중카메라 장만했습니다.

이 되었으띤 합니다 저는 수중 촬영 김독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

생각을 띠꾸고 다이빙히는 재미도 훨씬 좋이지고 의미도 부여되

습니다.

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채집과 사냥을 주로하는 다이벼들이 생

채용병: 미래의 아이들어|게 좀 더 밝고 밝은 바다를 넙겨주고 싶습니다.

각을 바꾸면 멋진 다이벼가 될 수 있다는 사싣을 알게 되었으연

우상봉: 다이빙 시에… 눈앞에 보이는 바다속 쓰레기 힌 개라도 틀고 나

합니다.

오도촉한께요

고영식: 언제부딘기- 전 늘 여러 다이빙 메거진을 사무실에서 받으띤 제

이상문: 지연을 아끼고 사랑히는 다이바로서 항상 바디를 보존하고 시켜

일 먼저 시절을 읽는 비릇이 생겼습니다‘ 다이빙리조트를 20대

야지만 나중에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줄떼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중반에 이곳에 리조트를 새우고 오랜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련

바다를보여줄수있지 않나생각됩니다.

(주민，고객들‘ 다이빙칠희)시띤이 사설을 기디 리게 합니 다.

이문한: 목적없는다이빙의 참된즐거웅1
박종섭: 오래전부터 다이빙계에서 채집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지

만‘ 아직도 건전 다이빙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
다. 좀더 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건전다이빙 캠페인이 진행되어
야 하겠습니다!

정재열: 이 제 막시작한 60넘은 디이버 입니다. 좋은 운동 좋은 결괴-가 맺

어지길 바란니다
김병호: 익히 바라딘 바입니다.

믿변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건 베아리뿐， 채집 다이빙 떼아리 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전인숙: 바다가 텅 비어버리면 우리도 갈곳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김재형: 다이빙의 배력에 빠져 시작을 하고 다이빙의 매력에 빗어날수

이혁준: 꼭 펼요한 일이라생각합니다.

없어 다이빙을널리 일리고자강사가되었습니디 아름다운바

전가수: 한순긴재미보단‘항상놀수있는놀이터를우리가보호해야지요.

다를 보려면 보존히고 아끼고 가꾸어이: 히는데 다이빙의 목적을

김용성: 바디를 사랑히는 사람으로써 꼭 필요한 일이기에 동참합니다‘

채집을 주목적으로 삼는것이 안타끼울 뿐입니다 지금의 회원분

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 받으시는 분틀에게도 올바른 다이벙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디쓰

이성호: 시대에 맞추어 변화히는 다이빙 문회를 환영합니다
이용재 우리 터의 격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며 높여 가는 운동에 적극

우리바다는우리다이버들이 지켜야힘니다.

설승진: 외국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는 항상 보존되어지고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힌국다이벼들도 이러
한 문화의식이 자리잡았으면 히는 바람입니다.
맹재우: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행동이었읍니다 비단 한국뿐아니라 해

참여하여 국민모두가 다이빙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합

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다이벙 후 문어

시다

를 짐았다벼 저녁에 벅지는 한국다이비를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배인환· 소중한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성오용 이런 행사및 단체들의 움직임이 많을때 우리 다이빙시장은 한층

더 발전할수 있고 좋아질것으로 생각합니디
김원정· 스쿠바다이빙이 진정한 례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김영훈: 고교에서 잠수기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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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어글리 코리안 다이내기- 되어야 히는가요.
김종표· 아름다운 바다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송혜욱. 아이스박스 들고다니고 피싱전문 강사님들 제빌요~~~
01호근: 바다를 시링낭}는 다이버로써 해앙보호에 다이버들이 솔선수범해

야한다고생각합니다

벅거리 다이빙을포함한산호를포함한해

양생태계른 피괴하는 행위는 근절되야한다고 봅니다

한창석: 사냥에 꼴두하는 다이벼(강사 포힘)를 볼때마다 우리나라에 아

심선보: 소중한 바다! 우리의 자원! 우리가 지겁시다!

직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서글푼 생각

한효영: 흐흐 ~ 사부님께 졸랐던 게 부끄러워 집니다

이듭니다

김육현: 번훗날니의 아들이 내가즐기고있는스쿠버 다이빙을못할까

봐아니 그나마살아있는바다를봇볼끼봐두렵습니다
양성근: 보다 좋은 국내 다이빙환경을 희망하면서 스마트다이벼운동에
동잔하겠습니다~~?

김대장 스마트 다이머 운동은 리조트에서 부터 적극 심천해야 한다고

룹니다.

이승택: 투냉하고 건진하게 자연을 지킬 줄 아는 다이버를 위하여!

강상규: 노든 다이벼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띤 좋겠
네요.
정연수: 눈으로 보고 가승으로 느끼벼 띠릿 속에 각인 시킬 수있는 다이
벼들이 많아 졌으띤 좋겠습니다，
이ε반: 자연의 순리대로 실F아야겠다고 되돌아 봅니다

김은종: 좋은 취지의 운동이며 목 팔요한 운동이 틀림없습니다-

박창근: 물고기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유영할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벼

김민욱: 다이벼란 무잇인가? 왜 다이벼가 되었는가? 바다란 무엇인까

구혜경: 비난을 받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정운동을 시

없어지띤난무엇인가?난다시묻는다 왜다이벼가되었는가?

작한다는것에박수를보냄니다

이희문: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위하여 다같이 힘써요~~~

전용일: 채집망 안보이는 그날까지 …

흥중기: 바뀌어야 할 다이벙 문화입니다. 하지마세요! 히-지바세요! 하면

조현준: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진정어린 운동이 되었으연 합니다

더 하고 싶어지고 하세요! 하세요! 하면 안하는 것이 인간의 속
성이 아닐까 합니다 수충세계의 아름디음을 눈에 넣어가지고

이득용: 다이버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다이빙 숍 또힌 많은 협조가 되
어야할듯합니다

나오는다이벼가많아질수록환경은보전되는것이고수중세계

배진하: 칩 배울때부터 먹거리 다이빙을하였지만 레벨업을할수록이

의 아름다음을 손에 들고 나오는 다이비는 파괴자가 아닐까 합

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시수업을 받으떤서부

니다.

터 수중카떼리를 준비하였고 사진을 찍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

정의욱·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비가 되는 그닐까지.

박노덕 . 스마트 다이벼 운동이 확산되어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되고
바다에 대한사랑과환경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니다

더군요.

공은숙. 직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띠 아름다운 다이빙 문화가 정
착되길바래봅니다

박재현· 힌팅은 이제 그만~

고상렬: 한번 사는거 품격있게 삽시다

정종섭.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변광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각자 속한 곳에서 이

김선호. 미래의 쾌적한 바다환경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 바디를 사랑하
는 진정한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동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혁. 수중 생물은 우리세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 우리
스스로지켜야합니다.

박ti배; 오래전에 시작했어야할 스마트운동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고 봐요 국내바다는 볼것 없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보

존하띤 훌륭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만 함
니다
장윤미 : 내가 진정한 스마트다이벼인지를 돌아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

로도 스마트 다이버 입니다
민복기 바다속의 진정한아름다움을알립시다.

오윤영. 보는 것 만으로도 행복한데， 뭐가 또 필요할까요
최동섭. 이제부터는 먹거리가아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는 펀다
이빙을 할 때인것 같아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졌으띤히는 바램입니다.
조익환: 운동으로 끝니지말고 생활화 하고 정착화되도록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하리라생각됩니다
정연찬: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주영: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하변 다른 매체에도 홍보를
하띤 어떨까요?

앙성로: 수중휠동 목적이 다르더라도 다이벼는 한가촉， 리조트에서 만나
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늄시다.
박진만: 물속자연환경과수중생물보호에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경민구: 스마트다이벼 힘든거 아닌데 . 생각만 하지말고 이젠 행동으로
옮길때 입니다

송진덕. 바다를 깨끗이 ... . 입수할땐 빈손으로 출수할땐 불가사리 10마
리씩주워옵시다.
임후순: 진작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일인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수산자

정범수 먹거리가 없어 다이빙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다이빙

원관리법이 시행되고 엄격해진 법적용에 다이벼들의 의식전환

업계의 리조트와 강사들이 앞장서서 좋은 다이빙 표로그램을 다

이 필요한때라생각합니다 고급스럽고품격있는디어버문화를

이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레져활동에 좋은

위하여

례져인구가모일 것이라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남흔: 꾸준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오F들때 우리가 존재
합니다

김정미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한 다이벙 문화가 정착되기가
그리 멀지않은듯보입니다.
서지영: 이런 좋은운동에 참여하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철: 지금이라도 늦지 않었습니다

구본민: 우리는 바닷속에 잠시 들리는 손님일 뿐 해양생태계를 보호하
는 스마트다이벼가 되겠슴니다
강동흔· 변화의 방법에 관히여 여러분들의 의견도 표영되었으면 합니다.

방대현: 후손에게 불려줄아름다운바다를아끼고사랑합시다11
이기석: 질 보존펀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염원이지요，
최문식: 무참히 개발되어 졌던 자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책임질 때 입

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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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Ready?
Practical díve training that makes sense for real people
by the leading innovators of diving educafion
from entry level to technical programs.
Contact us for a dive i nstructor near you

가까운사람과함께 다이빙하는즐거움

주변의 아끼는사람을스쿠바다이버로만들자!

정확하고제대로된정보를 알려주어야

존재하고 있는 산과 계곡을 내려다 보디-가 고도

멋진다이버동료가탄생한다

를 낮추어 저공비행을 히는가 하띤 새처럼 추락

해마디-4‘ 5월경에 따뜻한봄날이 시작되면 겨

하지 않고 절벽 옆에 떠 있을수도 있고 빙글빙

우내 움츠렸딘 몸과 미음의 기지개를 켜기 위해

글 회전도 해볼 수 있다. 슈퍼맨이 날아다니는

너나 할 것 없이 속이 시원하게 터지는 바디를

것과유사하다

찾기 시작한다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스킨스쿠

무협영화나 컴퓨터 그래픽 화면의 날아다니는

비 디이빙에 관한호기심이 커지딴서 ‘어떻게 배

사람， 영화 ·이바타’에서 보았던 경관들， 육상에

워서 바디를 구경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서 경험해 보지 못한 무중력의 재미 . 생전 처음

풀기 위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맛보는 특이한 수충세계의 경관， 육상에서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매력 있는 레저스포츠로

다른 현란한 색체， 당신과 함께 헤엄치는 이를디

상위에 링크되는 스킨스쿠바 다이빙에 대한 관

운 고기떼 ‘ 드라마틱한 거대한 수중동물들! 그러

심이 미음 한다석에 자리잡고 있다가 따스한 봄
날씨와 시원해 보이는 바다의 모습이 실현하고

스쿠바장비를 발명한 쿠스토

푼 욕망을 부추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디 이 때 평소 마음속으로

다가 알게 되는 생명의 신비 등을 X많하고 상세
하게 소개하여 그들이 주저 없이 다이빙 교육에

접수히-도록 민들어야 한다，

만 동경해오던 수중관광을 떠니기 위한 욕구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행여라도 여러분이 스쿠비 다이빙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거나 진

위해 스쿠바 다이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때 당신과 가끼운 지인

정한다이빙의 기쁨을오도하고있는다이벼라면여러분이 제공하는

들에게 다이빙의 매력과 어떻게 배워야 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올비-르지 않은 방향을 찾에-가게 할 수도 있다

딜해주어야지 멋진 다이벼로 변신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디이빙

그로 인해 그들이 제대로 된 디이벼가 되지 못한디띤 그들은 위험과

여행을다닐수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언은 그만

스쿠비- 다이빙을 하면 우주인처럼 물속 허공에 퉁퉁 떠서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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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중요한 기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히도

l

h'. '.:••

I.T.G.

••삐l톨

삐.'1'

교륙안내

스킨스유바 다 ù ( 빙은 교육이 초l 우선이어야 합니다

선정한 프로 ， 최고의 인스트럭터 1~
되어 보지 앞으시령니 11~ ?
수중을 유영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과 유사하다 'SJoggleb이 ma

록 원인을 제공힌- 여러분의 마음도 펀인할 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처음 스쿠비 다이빙에 입문하길 원히는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이띠 구태여 딸로 설명하기봐다 본지를 선물하
여 직전 읽어보게 히는 것이 바람직하디

스킨스쿠바다이벙은무슨돗일까?
스킨스쿠미- 디이빙은 영어로 SKJN SCUBA DMNG 인데 스킨디이
빙과스쿠바다이빙을합하여 부트는밀이다 그냥스쿠비-다이빙이리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디이빙은 그냥 ‘다이빙‘ 이리고 하거니 잠수‘

세계 최고수춘E.I 1. T. C. 릉 계획， 성시 하고자 합니다 .

• 펌1힘'11m펜뿜뺨힘R맨륨말줍힐R톰뭔l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일반인 대상)
직ε벤을 위한 주말 코스(토， 일요일 6주간도 실시함)
참가자격: A. 1(Assistant

Instructor)
D.M(Dive Master)
PREP( I.T. C. 사전 교육 수료재

IRn묶웨m':I'률해!룻.MS iíMi빼톰F힐fm힘
참가자격: 타 단체

Instructor

리-고 하면 일 수 있지만스킨. 스쿠바라는 말은 해설이 필요하다
스킨은 단어 그대로 멘돕을 뜻하므로 스낀디-이밍은 밴옴으로 디이빙

NAUI

코스디렉터 유지섭

BLUE SEA DIVING SCHOOL
www.skinscuba.net
경기도 남앙주시 가운동 558-1
Tel: 031-567-7857
Fax: 031-567-7858 H.P: 011-320-6294

BLUE SEA
DIVING SCHOOL
연세 이디에서든 숨l 고 얀선 finl!

스킨 스쿠바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콧!

!

NAUI 의 묘든 교육과잉을 후최압니다

스쿠바 다이버 쿄스， 어드밴스드 다이버 쿄스， 레스큐 다이버
코스， 스떼설티 코스， 마스터 스쿠바 다이버 코스，

A. I 쿄스，
: D.M 코스， I.T.C(강사 양성 교육)，I.C.C(강사 교환 교육)
우주인에게 필요한 우주유영은 수중에서 연습한다. (CVlcSpacewalk

i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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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입문
히는걸 의미한다 보통 물에서 밴몸으로 숨 참고 지백절히는 것부터

해녀들이 물질 하는 행위끼지 모두 포함한다
스쿠비 다이빙은 스킨다이빙과 상대적인 의미로 ‘스쿠비: 장비를
l 빙뱅송히1판는 것을 의미한다다. 스쿠맴바f냄는 영어로 SC
띠
UBA로 표기
가지고 다따때이얘
하며 ‘“S
‘'Se
마
11'‘ Con떠1I1e
어
dU
미
)n
때
1띠
de
밍rwat떠
잉r‘ Bre
e
않
at바
th니
1jng Ap
때
par따u
떠
lS 의 머

리글량
자}벌를 江따}서 만든 합성어이얘디다다-기.죄직역하자면 ‘독독립적으로 수중에서
x
호흡할 수 있는 기구구‘ 가 되며 ·휴대용 수중 호흡장비’ 라고 부를 수

있다
수띤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해주는 방식을 벗어나 독립적으
로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개발되띤서 스쿠비라는 이름이 붙여
진 것이다. 따라서 스쿠바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히는 것을 스쿠바
스쿠바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최소한의 수영능력을 요구하는 교육규정이 있다.

다이빙이라고한다
스쿠바 장비는 1943년에 프랑스해군장교 자끄 이브 꾸스또(영어

로는 잭 이브 쿠스토 리 읽는대와 공학자 에밀 까냥에 의해서 공동

발명되었다

경우를 제외히고 보통의 운동적성과 보통의 수영능력이 있으면 남녀

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서 배울 수 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다이버의 평균연령은 36세이며 남성이

스쿠비- 장비가 처음부터 레저나 스포츠로 쓰인 것은 아니며 군사

60%.

여성이 10%플 차지히는데 평균 연령은 변동이 없으나 여성비

적 희술적인 목적으로 시용되다가 2차 세계대전후인 1950 년 .60년

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 다이버의 비

대부터 민간인에게 서서히 보급되다기.70년대 이후에서야 본격적으

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로 레저스포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레저스포츠로 진행해온 역사는

스쿠비- 다이빙을 배우는데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체질이 요구되지

불과 tl O년 정도로 짧지만 기간에 비해 다이빙스포츠의 문호}는 다른

는 않지만 심폐기능과 축농증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는 다이빙

총복에 비해 매우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디

을하기에 이려운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아는의사의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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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교육을 이수하띤 다이버 자격증(다이벼 인정증 Diver

는 인정증이라고 해서 이것이 운전면허증처럼 국가기관이 발행하거

나 공인히는 자격증과 흔동하면 안 된다
마이벼 자격증은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
가 발행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뼈

M
빼

License 또는 Diver Cert띠cation)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격증 또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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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서신용을 얻고있는교육단체라하더라도한국에서는그 이름

밟關
찌낀

자격증C카드)의 의마와 교육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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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도 수영장을 다니면서 수영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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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체도 있을 수 있으나 스쿠바 다이빙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히는

띤u면。 CGrpgrQti‘”

것에서는 멸 치-이가 없다 그 들이 긴 세월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스쿠비 다이빙을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스포츠로 발전시

시작했던 대표자들은 다이빙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들이

키고다이빙 시장을확대해온주체들이다.

어서 신분과경력을쉽게 알수있었지만최근새로이 단체를시작하

흔히 교육단제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가장 많은 수가 있으며 유럽

는 인물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

에서 시작한 브랜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창설된 단체도 있다. 현재

른 한가지는 외국에서 신용을 얻고 있는 교육단체라 히더라도 호택

우리나리에서 활동하는 교육딘체들의 리스트와 활동에 관해서는 본

에서는 그 이름만 사용할 뿐이지 교육 프로그램과 품질을 통제 받지

지의 광고와 본지에 매 호마다 나오는 업계 뉴스란을 찾이 참고하띤

않는 경우도 있다 이름만 시용료를 내고 도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

된다

다. 이런 경우에는 세계적인 다이빙 교육의 흐름과 새로운 문회를 쉽

스쿠바 다이빙이 인간인에게 보급된 초창기 시절에는 스쿠비- 다이

빙을 하다가 사망히는 사례가 많았었다.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

게 전달받-지 옷해 구태연한 과거 형태를 벗어나지 못히는 결과를 만

들 수 있다

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국빈의 생명안

위를위해국가가통제하려고나서게 되어 있다 그러나일찍이유럽

어떤강사를 만나면 좋을까?

과 미국의 다이빙 계 엘리트들은 국가가 개입하면 디이빙 스포츠가

다이빙의 인전을 위해서는 초보자 때 최초에 어떤 강시를 만나느

발딜될 수 없을 뿐 아니리- 국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쿠바 다

니:가 매우 중요히다 최초에 질뭇 배우띤 잘못 배웠다는 사실을 깨우

이빙에 관해 전문적 지식도 없으무로 다이빙 계 엘리트들이 먼저 나

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처음에 우수강사를 만난 사람은 다음

서서 교육문제를 연구해야 한다는데 의진 일치를 보였다

단계(어드밴스드 디이벼)에서 무능강시를 만나도 금방 김지해 낼 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던 초창기 시절에 사람들이 맨저 교육을

받고 다이빙하도록 유도하기는 쉽지 않았다. 교육은 헝상 귀찮은 것
이기 때문이다.

있다

다이벼니- 강사의 실력은 의사나 변호시들처럼 경력이 쌓여지면서
발전한다

그러나 다이빙 계의 엘리트들과 다이빙업자들은 교육받은 사람에

교육단체에 관계없이 강사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일리가

게만장비를대여하거나판매하는양심을지킴으로써 디-이빙 교육은

있다 그러나 이 말만 가지고는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 형식이 파급되어
갔다.

이렇게 다이버 자격증은 법 제도와 전혀 관계없이 업계 자체적으

로 안전 관리를 수립해 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율 의
표본이 되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는 디이버 자격증(C-카드)이

있어야 D아J 과 같은 각종 디이빙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
로써 민간기구에 의한자격증의 위치는확고해져 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 활동히는 교육단체 수가 부쩍 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오던 단체들은 교육 품질과 강사들의 자

질에 대한 검증이 이 루어져서 어떤 단체가 수준이 높고 낮은지 추측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단체들은 정체가 불분명하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오래 전 우리나리에 교육단체를 도입하여 운영을

강사는 교육생을 어린아이 돌보듯 섬세하고 자상해야 한다 ε Mags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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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입문
이벼는 다이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

모한사람이다，
다이빙은 이론지식에 기초를 두고 실기

를 띤습히는 스포츠이며 강사는 다이빙을
재미있고 일기 쉽고 인전하게 가르치는

빙법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
람들이 인기 있는 강사라고 평가해서 모

든사람이 그강사를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띤안된다.
유능한 강사 중에는 웃기기 잘하는 강
사도 있고 진지한 강사도 있다 이런 다양

한 특성들은 교육생의 감성이나 기질과

맞이어 빛을발한다.
l

허풍이 없는강사

다이빙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우냐고 물
수영장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철저한 강사에게 믿음이 간다. PhOl oS ky 41 com

었을때 “어렵지는않아누구든원하면할

수 있지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라고 대답하는

강사가정상적이다
수영 봇해도 성관 없으며 아주 쉬운 것 이 라고 대 답하거나 매우 위
험한 스포츠이므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면서 무용담을 늘
어 놓는강사는조심해야힌다
l

다이빙 투어를 자주 실시하는 강사

다이빙은 물에 들어가는 회수가 많이야 숙달된다- 비닷가의 다이
브 리조트에서 디이빙을 배우맨 다이빙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내륙

의 디이브숍에서 배웠는데 강사가 디이빙 투어를 지주 실시하지 않

으면 배운 것이 상실된다. 또한 매주 다이빙투어를 실시히고 있지만
교육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추위를 느끼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

항상 같은 곳을 고집히고 있다띤 다잉한 환경에서 다이벙 경험을 쌓
기가힘들다

현실로 기준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교육단체마다 강사를 배출하
는 규정과 내용을 얼마나 질 교육하며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강사의 기본실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을 받은 후 필요할 때 다이벙 투어에 합류할 수 있는 다%댄
기회를 얼미-나 많이 제공하는지 알고 강사를 선택해야 한다.

• 다이빙은 즐거워야 한다

따라서 교육단체미다규모외는 별개로 질적인 서열이 눈에 보이지

해양실습 다이빙은 새미가 있어야 힌다 단순하게 안전과 기술습

않게 존재히고 있으며 그 단체 안에서 강사미-디 경력과 자질 에 따른

득만을 위해서 시야도 나쁘고 볼 것도 없는 비-디를 선택히는 강시는

서열이 있디고 보는 것이 획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기능성이 많다.

유능하지 않다 보든 고난도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아무데

• 강사는 경험이 많아야

서나 디이빙 할수 있다면서 교육을 마친 후 마이빙하게 될 바디-보다

좋은 선생은 도깨비 방밍이로 뚝딱 거리 듯이 하루아침에 쉽게 만

더 험닌한 바다에서 실습다이빙을 시키는 강사도 좋지 않디-

들어지지 않는다. 다이벼가 된 이후 다%댄- 환경에서 몇 년 동안 다

다이빙은 할 때미다 재미를 느낄 수 있으띤서 차근차근 단계적으

이빙을 하면서 업그레 이드 교육을 이수했으며 다이브마스터 어시스

로 난이도가 올라가야 한다

턴트 강사로서의 경력괴 강사로서의 경험을 포함히는 모든 단계가

• 강사의 교육스타일

충실해이: 한다 교원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자신의 경험 이 혼합되

강시는 찬을성이 좋고 학생 개 개인에 대 해 관심도가 높이어: 한디

었을때가정우수해진다

교육을받는학생의 수준과전공분야는천태만상이기 때문에 다이빙

• 유능한 다이버와 유능한 강사

이론지식을 학생이 못 알아 들었거나 물에서 실기 기술을 제대로 하

다이빙을 잘 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수한 강사리고 생각히는 것은

지 못할 때 교육생의 능력에 맞춰 차분히 수업을 진행히는 강사가 좋

금물이다 고기를 잘 잠는 다이버는 유능힌 어부이지 교육을 시킬 수

은 강사다 호F를 내거나 다른 사람괴 비교하면서 학생의 자존심을 건

있는다이벼가이-니다. 힘한환경에서 무러한디이빙을실시히는다

드리는 타입의 강사는 좋은 강시-가 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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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교육이야 띨로 싼 것이 비지펙이디 ， 무턱대고 교

육비가 싼 강시는 의심해야 한다. 교육비에는 강사
료 수영장입장료. 장비사용료. 자격증발급비 등이
구성요건이다

총 비용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결국은 지출해야
될 항목을 빼놓고 일단은 싼 가격을 제시 δ댄 경우에

는 조건들을 따져봐야 한다
전체 교육에 필요한 겸비를 포함하여 교육비를 책
정한 강사가 있는 만면에 싼 교육비를 책정하고 나머

지 수영장입장료. 장비사용료 등은 별도로 받는 강사
도있기 때문이다. 만약싼교육비 때문에 경비를절
익h하기 위해서 수영장교육 회수를 줄인디-면 부실 교
육이된다

스쿠바 다이 버 교육은 규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의 해앙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대로 된 강시는 절대 교육비를 다른 강시들 보다

싸게받지않는다-

주어진 총 교육시낀을 한번에 길게 계속되는 교육에 집중시키는

교육을 하는 클래스01다 교육생은 적을수록 좋다 6명 이상은 많

교육은 배운 것을 옴에 배이게 하지 뭇한다 같은 총 교육시간을 여

다. 강사가 학생에게 배려하는 관심랑과 개개인의 실제 교육시간이

러 날에 분할할수록 좋디 - 장비를 셋팅하고 착용하는 경험의 회수가

줄어든다.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보조깅사) 또는 다이브미스터를

증가하기 때문이다

참여시키는 강사가 좋디

• 여러 날에 걸쳐 교육하는 것이 좋다

•

보통 하루에 3-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효율 띤에서
바람직하다 날찌를 분산되게 잡으면 교육내용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상레저 및 어촌계 체험 어장: 해t펠 채취 가능

.농개섬상륙다이빙

• 효택의 100대 명~뻐l 포함된 사랑도 지리산 등반 가능
•

사랑도 수혐 해t별 직판， 자연산 전복， 해삼， 조개， 멍게

전국택배 발송 (문의: 사랑도해앙리조트)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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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입문
수 있는 중간 시간이 있어서 좋다.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 강사는 강습 시간표 진행에 숙달되어

• 실기시간이 많이야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교육이 일사천리 식으

다이빙은 실제로 해 보아야 배우게 되는 것이지 강의와 책으로만

로 진행된다， 수영장 영업시간. 장비준비. 이론강의에 필요한 교보재

배워지지 않는다.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이 섞여야 이상적

준비들이 예싱과는 다르게 시행착오를 거치띤서 멈칫거리거나 강의

이디 바디에 실습디이밍을 가기 전에 충분히 수영장 교육을 실시히

내용이 수시로 옆길로 빠지띤 안 된디 깅사는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려고노력하는강사가좋다

깅의를시작하고끝내이-하며 그러기 위해서는사전준비가치밀해야

수영장 교육은 하루 3-4시간씩 실시해도 최소 4 회는 기야만 힌

한다.

좋은 강사는 매끄럽게 준비한 계획대로 진도를 나아가면서 강습을

다. 동시 수강인원이 많거나 개인적인 실기적응 능력이 더디면 추가
로 더 7야 한다 일단 바다에 가서 부딪혀 보자고 말하는 강사는 위

재미있게 이꿀어 가는 사람이다

험하다
모든 교육단체가 비다에서 행히는 실습 디이빙은 최소 5회로 규정

교육과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수는 가장 좋은 여건에서 능력이 뛰어난 학

. 교육기간

생일 경우의 최저지이므로 그 이상의 실습다이빙 기회를 권히고 요

잠수교육과정은 보편적으로 이량의와 수영장실습의 권장교육

구히는깅사가좋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교육을 받느니: 아니면 주말에만 받느냐에

• 개인차이를 인정하는 강사

따라 그 기긴이 다르다 강사들은 대개 피교육자의 시간 형편에 따라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이론에 대한 이해가 빠른 사람이

강습 일정을 찌기 때문에 퇴근 후 시간 또는 주말 시간을 이용한다

있는 반면에 실기를 쉽게 소화해내는 학생도 있다. 이느 부분이든 부
족한 학생에게 _12_충수업을 시커는 강사라이 한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추어 강습을

히-기도 힌다 운제는 강시-가 한번에 몇 맹의 학생을 교육하느냐이다

어떤 강사는 교육생의 습득괴 숙달 능력에는 이랑곳 없이 계획한

학생의 입징에서는 수가 적을수록 유리히지만 강사는 수입 띤에서

일정 동인 교육을 미치지 못했다고 히띤 자기의 강습 능력이 무능히-

불리하다. 근간의 추세로 보면 강사의 강습시간은 피교육자의 능력

다고 의심을 받을끼 봐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시 옷히는데도 교육일

에 따라 치이를 보인다， 빨리 배우는 사람은 빨리 끝낼 수 있으며 더

정을 u] 치띤 그냥 통과시킨다.

딘 사람은 강습시간을 더 연정해 준다는 것이다

• 믿음을 주는 강사
좋은 강시는 학생이 겁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띤 자상한 관심과 차

보편적으로 매일 오후에 3시간 정도씩 실시되는 교육이라면 일주
일이 걸리며 여기에 5회 정도의 바다 실습이 추가된다.

분한 설명으로 미음을 인정시키려 노력한다 그런데 학생의 심리적
인 상태는 파악하지 않고 비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상홍L들

l

을 정횡하게 늘어놓거나 자기가 경험했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떠드

이론 강의는 대개 다이빙숍 인에서 실시히는데 규모가 큰 전문점

는 강사는 문제가 있다
좋은 강사는 전쟁터에서 실L아옹 것 같은 영웅탑으로 자신을 높이

려 하지 않고 푸근한 믿음으로 학생을 안심시켜야 힌다.

• 강습은 틀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은 별도의 강의실을 가지고 있디 교과서 교육과목의 시간표. 시험
지가 배부되어야 원칙이며 근래에는

2011 년 5/6월호

CD‘ DVD

로 교보재가 제공되

기도 한다 입시학원의 강좌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설명과 대화가 곁

들여져 자유스럽게 진행된다.

수중은 TV에서 몰 수 있듯이 환상을 담은 곳이지만 위힘싱을 가지고 있다. (:è:Goodo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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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강의

이론 강의 내용은 모두 신기하고 재미가 있

으며 매번수영장실습과연결된다. 골머리 아
푼 수학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l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커리률럼이 짜여

있다. 장비의 종류와 사용 목적 및 사용법을 배

우내 수중환경과 기초 불리학에 관해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이벙이 인체에 미
치는영향을일아가면서 인전한디이빙이 무엇

인지를이해하게된다.
최근에는 이론 교육을 자습이나 재택 학습으
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비디오나

DVD

등

멀티미디어 교재를 이용해서 학생이 집에서 미

리 예습하고 강시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꼭알아야할 내용을학습했는지 점검하는 방

스쿠바다이빙 전문울에서 충문히 숙달되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수지로알다이빙물 모습

식이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지만 가급적이띤 강λ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

• 수영장훈련
수영장 실기 강습은 스킨 다이빙과 스쿠바 다이빙의 2단계로 나누

어진다. 스킨 다이빙은무거운스쿠바장비 를제외하고물안정과스
노클， 오리발만 착용하고 수면에서 숨을 참고 다이빙하는 것이다 머

리를 수띤에 담그고도 스노클로 호흡하띤 얼마든지 수연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자맥질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스쿠바 장비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과정은 매우

수영장 교육시 공기통과 납빌트의 대여비를 절약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줄이먼

부실교육을초래한다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 공기통에 있는 압축공기를 호흡기로 호흡했
을 때의 느낌은 매우 신선하고 시원하디. 호흡기를 잡고 찾는 기술부

\'-7' 해영:실습비

터 물안경에 물이 들어 갔을 때 제거히는 방법 물 속에 내려가띤서

초보 강습비가 얼미냐고 할 때 7 항의 해양심습비는 포함되지 않

귀를 이-프지 않게 하는 법(이궐라이정)도 배우며 수심의 깊이에 관계

는다. 서울 같은 내륙 지방을 기준할 때 1 1강사 인건미

없이 아무데서나 우주인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는 기술도 배운다 이

용료

과정을 배울 때 교육생들은 뿌듯한 성취감을 맛보며 평생 다이빙을

경기도의 경우 수영장 임장료와 공기탱크 대여띠는 학생플이 직접

해도 이 당시의 쾌감과 신기한 맛을 잊지 못한다.

지불하게 하며 ” 장띠는 강사가 소유힌 것을 사용한다.

이런 수영장 실습을 며칠 동안 반복해서 하다 보떤 장비의 사용이
나 관리법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이벼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2 강의신 이

빙장비 대여료를 포함해서 대략 50만원이라고 밀한다 서붉.

위의 50띤원이란 요금은

1-2

멍을 교육히는 상우에 디이빙계가

적정하디고 모는 것이지딴 강시아| 따라 이젓이 1 0만원. 30빈원 또는

25만원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궐리티플 주장히는 강사는 50!?}원

교육비
초보자 강습비는 강사와 지역에 따라 치이가 있다. 강습비에는 무

~80만원끼지 요금을 높이기도 한다 그리고 단체료 그룹이 민-윤어
진 때는요금이 내려 갈수도 있다-

엇 무엇을 포함한 요금인가를 알고 나서 비싼지 싼지를 판단해야 한

교육비는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띤 적정 요금(또는 그

다. 강사가 초보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요소는 대략

이상)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 요금이 쌀 수 있는 특탤한 이유가 없는

디음과같다.

한 저렴한 교육은 내용이 충실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디- 교

φ 강사인건비

육이란 물건을 파는 것이 이나고 강사의 정성과 노동과 지식을 파는

@ 강의실시용료

것이다 강사도 일을 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 장비대여료

교육에 정성을 다할수 있는 것이디

@ 풀입장료， 공기통사용료
@ 교재비

@ c-카드발급비

적정 요금을 기준할 때 그 다음에 추가되는 u] 용은 수영장 임장료

와공기탱크 대여비， 교재비용， c-카드 발급 비용 해양실습비이디-‘
수영장과 공기냉크 요금은 장소에 따라 대략 2만~3만원 정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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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입문
다 4-5회 정도 수영장 실습을 하게 되띤 8만원에서 15만원끼지 소

다이브숍은 강습료가 씨든 비씨든 강습료만 가지고 영엽이 유지되

요된다. 교재비와 c-카드 발급 비용은 단체와 강사에 따라 8만원에

지 않는다， 다이브숍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장비

서 15만원 정도다-

판매에 있다 그리고 다이빙 여행 패키지를 운영해서 수입을 추가시

해양실습비는 수도권지역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경우를 예로 들면

켜야 힌다‘ 따라서 교육생이 예산이 넉넉하지 뭇해 장비구입을 뒤로

당일 또는 1박 1일 코스에 15만원-20민원 이상이 든다 교육 규정상

미루는 것은 몰라도 다른 업소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강사의 기

해양실습은 최소5회 다이빙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5회 디이벙이 불

분은 서운해 질 수 밖에 없다

가능하므로 보통 두 차례에 걸쳐 해양실습을 하면서 5회 다이빙을

마지고 초보 다이벼 c-카드를 발행해 주는 일이 많다
초보 다이벼 자격을 받았다고 해서 흔자서 무작정 다이빙 다니는
것보다 싱당 기간 동안은 강사의 보호 아래 다이빙 다니는 것이 인전
과숙달에 비람 직 히다

장비구입
• 장비
일반적으로 교육을 상담할 때 강사기 비축하고 있는 교육용 장비
를 쓰기로 하고 시작힐 수 있다， 그러나 스킨셋트리고 히는 물안경

이론 교육과 풀 교육을 받고 해양실습 여행을 한 번 디 녀오기 끼-지

스노클 오리발과 침수복만큼은 지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이: 교육

드는 비용은 교육비+교재 및 지격증 발급비+풀 사용료와 공기탱크

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는 되도록이띤 교육생에게

요금+실습여행비 2회 =80-100만원이 된다

이 장비 구입을권히는경우가많다

해안지방에 있는 전문점인 경우는 바다의 잔잔한 포구에서 수영장

좋은 의미로 권하는 것이지만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강사가 장비판

실습교육을 진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영장 입장료와공기탱크

매에 욕심을 낸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성 다이벼들은 다이

시용료기- 절약될 뿐만 이나라 해양실습을 가기 위힌 여행경비도 절

벼가 되길 원하는 지인에게 미리 설벙해주는 것이 도웅이 된다 스킨

감되므로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진다.
다이빙 풀을 소유하고 있는 디이브숍도 수영장‘ 공기탱크 비용이
절약할 수 있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 놓으므로 좋은 조건이 된
다. 또한 다이빙 풀을 가지고 있는 디이브숍에서는 교육생들이 교육

후에도 풀에서 무료로 자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 많아
서학생에게유리하다.

후드

모든 장비를 구입하
여 교육을 시 ξh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의치 않더라도 최

소한본인의 잠수복
과스킨장비는교육
전에 구비하는 것이

좋다

잠수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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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llJ년 국1빠격 잠수기능싸 씨혈안빼
셋트보다더 개인성이 강한장비는잠수복(햇수트)이다 잠수복은자기
몸에 착딜라붙게 맞이야함으로 대여용은불편하기 쉽다 최소한본인

@ 효택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0 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전
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의 잔수복을 띠래에 다이빙할환정에 맞춰 교육 전에 미리 구입하도록
드등;그

0'"

권유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잠수기능사

김정시행일정
저 12회

• 교육 전에 장비를 마련하자
햇수트(Wetsuit): 바다에서는 밀할 것도 없고 수영장의 물도 교육받

느라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보면 체옹이 떨어지므로 추워져서 교육을
받기힘들어진다.

1.

띨기원서접수

인터넷접수

2 띨기시험
3

필기시험합격(예정)자 발표

4.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띨기시험 합격자결정

잠수복(wetsuiL)은 몸 속(피부와 잠수복 사이)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

인터넷접수

저 15회

3.25-3.31

9.16-9.22

4.17

10 .9

4.29

10.28

5.2-5 .6

10.31-1 1.3

실기(연접)시험 원서접수

는 방식이 아니라 불이 들어오되 들어온 물이 체온에 의해 댐혀진 다음

5. 실기(면접)시험

5.28-6.10

12.3-12 .16

에 짐수복의 보옹효괴어| 의해 열이 식지 않는 원리이다. 하지민 대여용

6 합격자발표

7.1

12.30

점수복이 봄에 잘 맞지 않고 헐렁한 경우에는 물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보온 효괴가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짐수복은 패션보디- 먼저 몸에 꼭

맞。 1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목 맞을수록 스며든 물이 적고 따라
서 조L물과 순환되는 물도 적기 때문이다.

스킨셋트(Ski n

set): 먼저 구입해이 될 개인장비는 물인-경 (mask). 스

잠수-0업기사

잠수기능사

필기시험접수비

18 ,000

11 ,000

실기시험접수비

42,800

37 ,400

합격자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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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 접수 홈퍼|이지 : www.Q-net. or. kr
* 수검일자에 맞추어 잠수기능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아래

남진수중 잠수학교로 연락바랍니다.

노클(snorkel)‘ 오리발(fjn) 의 3가지 품옥이다. 이것은 스노클링과 스쿠

TDI;Sη| 남진수중 참수학교예서는 수ι! 로

sη! 강사과정과 캉사교환과정을 설 ι! 합니다.
S 미강사과정의 사전조건은?

Il> CPR OX or CPR 1st
• 다이빙 로그 100:회 이상

’

Diver Master

새로운 개념과 절학으로 다이빙 교육을 리드하는 T미/S미강

사가되어 다이빙 교육의 진보적인 방흥멸 제시하는 지 Ðf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본인의 잠수복과 스킨장비는 구입하여 교육을 시ξ팅}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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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입문
장비 중에서 디-이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상대히는 것은 호흡기 선

택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시
펀되고 있는 호흡기들은 초보자가 초보자 능력에 맞는 바다 환경에
서 디이빙할 때 부적격인 것은 없디
그러나 호흡기는 저성능의 것괴 고성능의 것으로 디-양하게 나와

있다 경력을쌓아서 중급이싱의 다이벼가되띤조류가강하거나갚
은 수심의 물에서 다이빙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고성능 호흡
기를사용해야안전하다
부력조절기(BC)는 각 떼이커 마다 특색이 있고 사이즈도 몇 가지

가 있다. BC는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인전
장비로도 시용된다‘ 짐수복을 착용한 후에 몸에 맞아야 하므로 빈드
시 잔수복을 입고 몸에 맞는지 확인해 봐이: 힌다 .

다이브 킴뮤터는 가장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다

공기 잔압계는 탱크에 남이- 있는 공기의 압력(공기의 양)을 나타내
며 수심계는 수심을 나티낸다. 이 계기들은 고부나 플라스틱의 콘솔

바 다이빙 모두에 쓰이는 공통장비이다.
불인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의 얼굴에 잘 밀착되는 것이

다 물안정의 얼굴 접촉떤 전체가 안띤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것이

어야 하따 코의 하부나 입술 윗부분에서 들뜨는 기분이 느껴지띤
안된다.

에 함께 끼워져 있다. 요즘 게이지들은 전자방식이 삽입되어 부수적

인 정보들을 제시하거나 기록시켜 준다.

근래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인 장비가 바로
디이브컴퓨터이다 디지털화띤으로수심과짐수시긴을알려주는것

불안경이 얼굴에 잘 맞는지 획인해 보는 방법은 물안경의 스트램을

머리에 끼우지 밀고 물안경만 얼굴에 댄 싱태에서 코로 살짝 숨을 들

이쉰 디음 손을놓았을 때 물안정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으띤 된디

은 기본이고 김힘벙을 예방히-기 위한 최대잠수시간과 상승속도 경고

기능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디-

스쿠바 장비를 구매한다띤 다이브겹퓨터를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

묘로 숨을 들이쉬는 힘이 강해야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의 유명한 다이빙지역에서는

것이다 물안경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브랜드와 디자인를 직접 실험

하루 5회까지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개인용 다이브컴퓨

해 보는 것이 좋다 어떤 모델은 서양인의 뾰쪽한 얼굴에 맞춰 디자

터가 없으면 다이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인 얼굴형태 에는 안 맞는 것들이 있디 시

력 이 나삐-인경을쓰는사람들을위해광학렌즈가따로나오는종류
도 있다

해양실습
수영장교육의 내용은 해양실습에서 반복되며 진행할수록 단계가

스노클은 과거에 단순했지만 요즘에는 편리성과 기능성이 높아져

높은 해양실습으로 발전한다. 해양실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해양

있다 이것도 물안경에 부착시낀 다옴 입에 물고 숨을 쉬어보면서 편

실습을 하는 중에 교육생이 앞으로 스쿠바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가

안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닌가가 결판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강의. 수영장 연습.

오리발은그종류와크기기 디양하다 효율이 좋으면서 본인의 다

그모든노력이 비 다에서 디이빙하기 위한준비였기에 첫 번째 바다

리 힘에 적당한 크기를 골라야 한다. 초보자가 너무

크고 깅힌 오리발을 구입하여 유영히는데 부리가 가
지않는것이좋디 .

•

스쿠바장비

스킨셋트 외에 다이빙에 필요한 필수장비에는 호
흡기(레률레 이 터)， 보조호흡기(옥토푸스)， 부력조절

기 (BC라고 부른다:

Buoyancy Compensator) , 잔압

제. 수심계 . 콤파스， 디 이브 검퓨티， 납벨트， 공기탱
크가있다.

납벨트와 공기탱크는 다이브숍이나 리조트에서 빌
려주는 것을 사용하면 되므로 개인 장비로 구입할 펼

요는 없지만 국내 리 조트로 다이빙을 다니는 경우 개
인용 넘벨트가 있으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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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서 유영하는 기분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c Goodolga

중성부력을 유지할 줄 알O 빠 한다 @Debyc이es

해앙실습 다이빙에서는 항상 안전관리 에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C ,G lna Smlth

록히는것이 좋다 물론이 문제는강λ까질 처리해주어야한다.

다이빙은 신중해야 한다.
해양실습은 그 장소와 환경 조건이 강사와 교운생 미음에 들어야
하며 사정이 그렇지 못한경우에는괴감히 취소할수있어이-한다. 바
디의 상태가 교육생이 겁을 낼 정도이띤 포기하고 디음 기회를 가지도

기초 교육과정에서 해앙실습 다이빙은 5회 이상 해야 하며 스킨다
이빙도 매 번마다섞어이: 힌다
비치다이빙(Beach

diving): 초보자의 첫 번째 다이빙은 해변에서

r-------------------------------------------------------------- ,
값싸게 제공하는 부설교육은 위힘하다
최근 들어 스쿠바 다이빙 교육의 새 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lO

것이 바로 해외 여행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주로 태국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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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해외 여행을 갔다가 스쿠비- 다이빙 히는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교육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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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 교육을 목적으로 태국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다
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띤 스쿠바 다이빙 교육을 홍보하고 있는 사

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이 운영

은 절약할 수 있디 그래도 수영장 연습과 해양실습을 마무리 하

히는 숍들인데 가격이 놀랄 만큼 싸다. 숙박과 식사를 포함하여

기 위해서는 여건이 뛰어난 장소에서 아침부터 저녁끼지 교육을

사오십 만원이면 교육을받을수 있다고홍보에 열심이다

실시해도 최소 3 일 이상이 소요된다 더구나 한국으로 돌아오기

문제는 그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교육을 충분히 진
행 할 수 있는 시 ι}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가격은 본인이 결정하

위해 비행기를 탑승해야 하므로 출발 전날의 해양실습은 제약을
받는다

는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교육 품질은 견제 받아

대다수의 다이빙 강사들은 규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

야 마땅한 것이다. 교육을 시행히는 사람은 모두 호E국에 본부가

고 있지만 소수 강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있는 교육단체 소속 강사들이므로 교육단체가 정해놓은 교육규

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을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교육단체들의 초급

전반적으로 초급 스쿠바 다이벼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시간의

스쿠바 다이 버 교육 기준 규정을 제공받아 디음 호에 기사로 다

이론교육과 10시간 정도의 수영장 연습 그리고 5회 이상의 해양

룰 예정 이 다 ‘빨리 빨리”를 외 치는 문화가 인터넷과 같은

실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단체에 따라 이론교육을

업 에서는 덕을 보았지만 안전을 담보 힐 수 있는 스쿠비- 다이빙

DVD 등을

통해 미리 예습을 할 수 있게 미 란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시간

IT 산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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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입문
간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와 있어 열대바디에

나가 해양실습을 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초L물 잠수도 그 나름의 특정과 재미가 있는 것인데 따뜻한 물과
투땅한 시야 속에서만 잠수하다 보면 ξ낼 잠수를 못하게 된다 현

재 동남아의 띠풋한 물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
수중촬영에 입문하여 다이빙
을 즐기먼 즐거움이 한층 증
가한다 @B gfreesfyfer

므로 초떨 잠수에 익숙해지다 보띤 더욱 쉽고 편하게 세제여행을
할수있다

열대비다의 전문적인다이빙관광지에서 첫다이빙을하면바다가
잔잔하고 물이 따뭇해서 다이빙하기가 쉽고 물이 맑고 화려한 색상

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불에 걸어 들어가는 거리가 짧고 편힌

의 볼거리가 많아서 성공적인 경험을 간직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

곳이어야하며 물속으로하강핸 위치도가까운곳이다.

라 바디는물。 l 차고파도가높은 편이라자칫하띤 첫 경험에 실패하

보트다이빙 · 인기 있는 멋진 다이빙장소는 대개 바다 바깥쪽에 있

여 다이빙 자체에 실망할수 있다.

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 배에서 물로 들어가는 것이 보트 다이벙이

이렇게 되면 강사도 한 사람의 동호인 만들기가 실패로 돌아간다，

다 보트 디이빙 기술은 수준이 좀 높은 단계이며 그에 띠른 인전 수

열대바다에서 좋은 기억을 먼저 남긴 다이버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칙이 필요하다.

실밍승}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다이빙 자체에 실망하지는 않는다 그

초보자가 이 단계까지 할수 있도록 히는 것은 강사와교육생의 합

의에 달려 있다. 그러니 초보자의 첫 다이빙을 보트 다이빙으로 하는

러다가우리나라 바디에서도 니름대로 디이벙할 가치를 발견하게 되

어 꾸준히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강사가 가끔 있는데 이는 무리한 교육이다

계속교육을받으며즐겨야한다
형편이된다면첫잠수를열대바다에서하라

다이빙 교육단체에 따라다이벼의 레벨 별 등급호칭은 다르지만

해양실습 잠수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이- 같은 따뜻한 바다로 나가

최초 등급은 보통 오픈워터 다이벼. 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오픈

서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할 수도 있다. 대다수 교육생들

워터 다이벼 자격증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나 특별한 경우를 빼곤

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첫 경힘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잠수는 여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름철일지라도 「찬불 집수」에 해당힌다 우리나라 비-디의 수옹은 계

그러나 다이빙 서적이나 다이빙 교육지들은 “다이빙은 지속적으

절에 따라 다르며 초보자는 가능하다면 바닷물 수온이 상승했을 때

로 배워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상급교육

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을 받。l야 한다고 종용한다.

초F물잠수의 특징은 보옹이 잘되는 잠쁨을 입어야 õr는 것과 수

오픈워터 다이비라 해도 디이빙 회수가 많아지면 오픈워터급 간에

중시야가 흐리다는 것이다. 띠풋힌 물이라 함은 수옹이 섭씨 24 도

도 실력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궤도에 오른 오픈워터 다이벼들은 대

~29도범위를뭇하기도하지만동시에수중시야거리가 20 미터 이

부분 상급교육을빔을이유가없다 나는고난도환경에서다이빙하

상 되는 밝은 불을 뭇하기도 한다. 우리가 TV 화띤에서 자주 보는 수

지도 않거니와 헝상 프로가이드와 함께 다이빙히-니까 걱정할 게 없

중 풍경은 거의 모두 띠풋한 물속이며 초보자는 이런 물속에서 해양

다. %L급교육은 프로가 되길 원하는 사림이나 받으면 되는 것이다 리-

실습 짐수를 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옛날에는 가끼운 열대바디에 나

고 생각한디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야 한다 다이빙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으며 이것들을 많이 알수록 다이빙은 안전해지

고 안전해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바로 이 때문에 프로페셔널이

되고자 히는 것괴는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0 바 된다
다이버들은 자신을 교육시킨 단체의 디이버 등급에 관해서 잘 알
게 된다 예컨대 디이브미스터(다이빙 수퍼바이저)， 어시스턴트 인스
트럭더 . 인스트럭터 같은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은 리더쉽 코스(지도

자 코스)이디- 리더쉽 코스 말고도 레크리에이션 디이벼의 지식과 기
술을 강화시켜 주는 커리쿨럼이 다OJ=하게 있디는 사실을 모르는 사

람이많다.
예컨대 레스큐(구조)， 각종 스페셜티 묘스. 다이빙 수준이 마스터
급임을 나타내는 미스터 다이비 (Mastel 이 ver) 같은 것들이 비지도
유능한 강사는 수중에서도 학생들을 잘 보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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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용 %ι급 묘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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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비-디이밍은 매 우훌륭한이웃도어 휠

피트니스(FiLness) 의 5 대 요소는 근육의

동이며 웰빙의 쾌김도 딴족시키는 레저이디-

힘. 근육의 지구력 ， 심혈관계의 지구력‘ 콤의

다이빙은 힌이 인 들고 편히게 힐 수 있다고

구성 ‘ 유띤성이며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근육의 힘과 그 지구력

대 요소기-균형을 집도록찌이:한다

은 일상 육싱활동에서의 그것보마 훨씬 더
우수해야한디
보트의 사디 리를 올라기 고 20-40kg의
장비를 젊어진 채 일어서고， 서있어이: 히고
또 백사징 모래밭을 걸어가는 데는 싱당한
힘이 소요된디 이률 이겨낼 힘과 지구력이
없으연 봄을 다칠 수 있다

디이빙은 배워두띤 니이기 먹어도 평생 즐
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더욱

5

이 글은 디이빙에 필요한 근육깅회에 초점

i![] C그

증가， 선낼적 근육운동. 및휴식이디 .

접진적 부하 증가: 현재의 근육이 정상적
으로 견디어 낼 수 있는 선을 초과히띤 과부

하 운동이라 한다 과부하 운동은 부히량이
나 또는 지속 시간을 조금씩 증기-시키는 빙

법으로 한다 신체는 이 댄회에 빠르게 이주

을두고쓴것이디

잘 적응해 준다 효과가 니타나띤 부히를 추

근력증강운동의기본
Strength Training Foundations

가시킨다

접진적 과부하 운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

근육의 힘이 좋으띤 어떤 일을 하드라도

다 처음부터 과욕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쉬우피 디이빙 역시 쉬워질 뿐 이나라 예상

그랬다가는 근육 통증은 물론 상하|끼지 받을

치 꽂한 비-다 사정을 만났을 때도 극복히l 내

수 있다 결과가 이렇게 되띤 운동을 포기하

고 나올 수 있다

거1 펀디-

가치가 있디- 그러니 나이가 먹어감에 띠리

근력이 좋으띤 저절로 디이빙 능력이 좋이-

리이프 스터일의 변회는 단계적이어이 하

쇠퇴해지는 근육은 분제가 된다 이 약점은

지고 따라서 지신감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고 지속적이어이 한다. 운동을 접진적 방식

운동 프로그램으로 방어할 수 있디- 익:점을

생긴 자신갑은 정당힌 것이디

으로 헤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상해도 받지

방어히는 정도가 이-니리 오히려 니아보다 더
깅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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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증강 운동은 3가지 요소를 김언해서
프로그램을 찌이 한디

그것은 점진적 부하

않게 된다

선별적 근육 운동{Specificity): 실제 활

미국 스포츠의과대학어merican College

동에 많이 동원되는 근육들에게 기정 큰 효

of Sports Medicin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

적정 부하량은 개인과 활동의 종류에 띠라

과가 01 치도록 히는 운동이다. 선택된 근육

띤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성인의 경우 팔.

디-르다. 랩 수를 완수할 수 있는 부하량을 결

에 효과가 모두 전달되는 것은 이니지만 필

어깨 ‘ 기슴 배‘ 디리. 영멍이 및 허리운동은

정히되 힘의 여분이 남아야 한다 원인 모르

요한 근육에 효과가 가게 된다 예를 들어 러

각각 8-10 랩씩 하루에 2회 내지 3회 하도록

게 랩 수를 다 채우기가 힘들어지띤 부하량

닝은 종합적인 피트나스를 향상시키지만 러

권한다 (랩/Rep : Repetition/전문용어)

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 중에

닝 선수가 러닝 능력을 높이려면 러닝 운동

이 가장효과적이디 ‘
다이버도 디 이빙에 펼요한 근육을 호댐시

켜야 할 것인데 그 근육들은 등 다리 . 팔. 그
리고 복부에 있다

휴식(Rest): 근력 운동에 있어 휴식은 매우

중요히다， 근육이 회복되고 리모델링되어 자

근육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자극시

키는 것이면 운동타임에 관계없이 부하증가

이프면다른근육으로돌리는것이좋디
매일 운동히는 사람은 하루는 상체운동을
하고 하루는 하체운동을 한다 근육에 휴식
을 주지 않으띤 운동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없으며 부→직용을 일으킨다

가이드라인
Guidelines

는 옴의 리듬을 알고 그것에 조회를 맞추어

야한다

운동이다 푸쉬업이나 풀업 (p버j -u이은 바디

웨이트 부하 운동의 한 예이다
각 운동에 따른 부하 회수(랩)는 무리를 느

다이빙에맞춘운동
Diving Specific Exercises

끼기 전 조건으로 최대 8-12회 한다 근육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에는 매우 많은 종

힘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하량을 증가시

류가 있다 디음에 소개하는 3가지 예가 아

키는 대신 랩은 6-8회로 줄인다.

떻게 다이빙 수행력을 향상시키는지 설명해

리 잡으려띤 휴식 시 ι}이 필요하다. 짙은 근

육운동을띤속된날로히지밀-고어떤근육이

한다

보자 근력이 좋으띤 우선 다이빙 장비를 다

근육의지구력증가를원히떤부히량을덜

루기기 쉬워진다 다이빙과관런히-여 어떤

어내고 랩을 증가시킨다(12-15랩) 처음 기

맞춤운동이 좋은 것인지 알이。F 운동할욕

반을 만드는 데는 12랩 또는 그 이상을 할 수

구도 생길 것이다

있는 부하량이 좋다.
운동 프로그램의 한 구획기간은 보통 랩의
빈복 수를 3가지 세트로 찌놓고 하띠 매 세

트 마다 해당 근육을 쉬게 히는 휴식기를 집

어 넣는다.

반복램수와부히량은운동이 익숙해지고

쪼그려 앉기/Body SQUATS
완전 장미를 메고 일어서는 일은 쉽지 않

다 흔들리는 보트나 해변 입수에서 특히 더

어렵다 의지에서 일어서기 또는 쪼그려 앉
았다가등을수직으로 편 채로 일어나기 운

근력운동에 관한 조언은 개인의 피트니스

쉬워지띤 변경힌다 처음의 부하량은 운동의

동을 한다 처음에

10 램씩 일주일에 두 번

정도와 운동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

동작을 올바르게 힐 때까지 보수적으로 결정

힌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느껴질 때까지 하

다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체

힌다 목표 랩 수와 각 세트의 진행은 힘이

다가 일주일에 세 번씩으로 늘리거나 웨이트

접사를 받。싸 한다

너무 든다고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를 들고 하거나 의지를 치우고 한다. 웨이트

ε Photomark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165-

DAN
다이빙 장비를 들 때는 어깨와 팔의 근육

이 시용된다. 어깨와 팔의 엘보는 과사용으
로 -^J-해를 잘 받는 부분이다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사람이 다이빙 여행 중 어
깨가 이프면 무거운 장비를 들었기 때문인지

예후를 조심해야 할 다른 잠수관련 질환인지
햇갈리게된다.

업라이트 로우 운동은 어깨 근육을 강화시
킨다， %빨을 몸 측면에 두고 두 발을 어깨보
다 약간 더 벌리고 선다， 웨이트 벨트를 든

두손이 어깨 높이의 몽앞에 오게 힌다. 이
때 손보디 엘보가 더 위에 있어야 한디 . 이

동작을서서히반복한디
켜로
t즈'-

Conclusion
는 아령도 좋고 디이빙 웨이트도 좋고 아부

러 방식이 있음)

것이라도좋다.

벤트오버 로우 운동IBent-Over Row

다이빙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고 장비의

양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크게 벌린

관리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당신의 봄은

다 부릎은약간구부리고허리를꺾어 상체

가장 중요한 장비이며. 투자가 필요하다. 안

가발위쪽으로오게한디

전한디이빙은적절한근력이 있어야담보될

다이빙 보트의 사다리를 오르거나 비닥

양손에 쥔 웨이트기- 정확히 기숨 이래에

수 있디 근력을 발딜시키는 벙법과 그 효과

에 놓인 여러 장비를 집어 들때는등과팔

있게 힌-디. 웨이트를 가슴끼지 들어올렸다가

성을 이해하띤 다이빙 신체 적성을 준비하는

의 근육이 가장 많은 부하를 당한다 벤트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천천히 한디

데 도움이 된다
피트니스 플래닝도 다이브 플래닝과 같은

오버 로우 운동은 이 부분 근육들을 키운
디. (* Bent-over row는 운동전문용어 . 여

업라이트 로우 운동IUpright Row

것이디 액션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것에 따르

면 좋은 결괴를 얻어낸다. 처음에는 아주 가

근육발달생라학

Physiology of Muscle Development
규칙적인 근육운동은 근육의 양. 뼈의 양. 연결조직을 유지시켜 주며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운동범위를 확대해 준다. 근력이 증강되면 다이빙의 질이 좋아져 즐거웅도 증

볍게 시작해서 능력이 히락히는 대로 단계를

높여야 한다. 괴잉 운동이나 싱F해를 피하려띤

몸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동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 근력

을 키워서 다이벙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 ff~

가된다.
인체에는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으며 체중의 40-50%를 차지한다. 골조근육의 기
본 기능은봄의 움직임， 자세 유지 및 호흡유지이다 ，
근육 수축은 여러 가지 복잡힌 절차에 의해 일어

저자소개 / About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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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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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월

•비

•비

용 : 590 만원
• 포함내역 : 2개월 숙식 다이빙(다이빙 100회 보장)
어드밴스드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2011 년도 IDC(lnstructor Development Course)

IDC 일자
20 11.01 .19 rv
20 11.03.08 rv
2011 .0 5.21 rv
2011 .07.12 rv
2011.08.22 rv
201 1.10.20 rv

IDC

01.28
03.17
05.30
07.2 1
08 .31
10 .29

장소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과정 (완전 초보에서 강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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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E(lnstructor Examination)
IE

일자

20 11 .01.29 rv
20 11.03.19 rv
2011.06 .01 rv
201 1.07.22 rv
201 1.09.02 rv
20 11 .10 .31 rv

일정

IE
이

30
03.19
06.02
07 .23
09.03
11.01

장소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보라카이

Statt'jl.]; r; .1] ，*lf.I(:mt~태 bu
A재훌훌훌릎 q01월4펠댐 Ay뽑 1폐점 훌훌룰

제훌밤 렐맴똘훌껄활어I 를웨봤I빨훌 훨웰 E￥01릭멜 i쿄흩룹 갤펠훌를 E홉。I병 쏟활
전화번호:

070-7594-0033
훌퍼l 이지: www.cebuseaworld.com 현지 휴대폰: 0939-449-9825
. PA 미 Openwater 에서 강사까지 PA 미 전 과정 교육 실시

• 막탄섬 해변가 숙식이 모두 가능한 고급 리조트 내 에 위치(공항에 서 15분 거리)
•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 보홀， 발리카삭 다이빙 투어 진행
• 저럼한 가격으로 1: 1 영어 언수 가능

DIVIÑG DOCTO~

카여처 바^}카러
OO L!

’

글/강영천(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긴급전화 코디네이터， SSI 강사 평가관 #34493)

학

제가 운영하는 다0 번웹 (diveweb ，co ， l피의 잠수의

의견과 다른 제 경 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

Q&A 코너에 올리온 질문과 답변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내

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그대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

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조금 편집

은 스쿠바다이버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하였습니다’

제기해주시연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감압영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수 있을 것겉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히는 사이트입니다

은경우그대로 개제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 식 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DJ씨 또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호K24시간) 운영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국내 다이빙 의

01 0-4닷빠-91 13

학 전문가에게 지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질문 : 감압병 치료

처럼 땅이 흔들리고 속이 좋지 않은 증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

고 있습니디 디이빙 5회 히변서 안전정지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정

초보다이버입니다 딴익:의 경우에 대해문의를드립니다.

상적으로실시를했고샘을깊이 탄것도아닙니다 수띤휴식시간

아주 미세하게 겁합병이나 폐 과팽창 등의 뱅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 충분했습니다

자연치유가 되는지요? 감랍병의 경우 질소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

초보자라서 뱃멀미로 고생을 히는 건지 아니면 디른 증상이 나타

으띤， 충분한 휴식 후에는 폼에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정상 회복 되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뱃낼미라띤 어떻게 치료를 해이: 하는지

는지요? 초보지-의 경우 숨 침고 갑자기 퍼올리- 과팽창이 되는 정우

다른 증상 이라띤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폐 포들이 파괴되어도 증상이니 징후기- 발생하는지요?
이 경우 자연 치유되는지요?

생l뚱및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궁L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확인필요
다이빙 후 괴도힌 어지럼증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기능힘니다

첫째 과민한 내이액의 웅직임에 의힌 어지럼증입니다 찬 물/배의 웅

답변 : 확실한치료
모든 질벙이 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디 아주 경미한 질벙은 대
부분자띤 치유가기능힘니디

직임 수중에서의 휠동 등이 내이액을 과도하게 지극하여 그 지극이
멈춘 후에도 내이 속에서 계속 조금씩 웅직임을 보이는 경우로 대부

분 시간이 지나딴서 가리얹습니다.

그러니 김합병의 경우 디른 빅데리아 감염과 달리 왼전히 치료하

둘째 걱정해이→할상황은 내 이 감압벙입니다 내이액 속에 어떤 경

지 않았디펀 디음 번 갑압벙 발생이 이전보다 훨씬 쉬운 것 겉다는

로로 질소 비블이 형성되띤 치료률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꽤

것이 경험이자 실제 싱황으로 긴주되고 있습니디

오랫동안 현기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김암병에서는 “이주” 라는 표현괴 “띠세한 이란 표현을 적용하기
기 쉽지 않은듯합니다. 주의하시길~

벨 특별하지 않은 다이빙 프로필에도 이런 증상을 ?Il속 나타낸다
띤 원형와개존증(PFO)를획인해보실 팔요기- 있습니다‘ 심정전문의

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민- 이마 이 답 글이 달리는 시

질문: 때|빙 후어지러움
주말에 이툴간 다이빙을 하고 난 후에 아직 까지 뱃멀미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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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즈음에는증상이 호전되어 있지 않을끼-예ÀJ해봅니다 안전히게

다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A케한꺼서 3" 1간 01 연 추부항니다

~~~.

질문:위암수술후다이빙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위암으로 개복수술(위 일부 절제) 한지 이
제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나이는 68年}딘 아직은 수술한자리가 좀 땅
기고 그러는데요 이제 조금 복부근육에 힘을 줄 정도는 됩니디(명치에

서 배꼽끼지 12cm 정도 개복수술). 체중도 5-6kg정도 빠지니 체력도
많이 떨어진상태구요.
올 여름 펼리핀 투어도 계획했다가 모두 포기하고 수술한 후 몸조리
하며 여름을보내고 있습니다.
10월초쯤에 지인들이 펼리핀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침어히고는 싶

고 마이빙이 가능할지 걱정도 되고 하여서 박사님께 여쯤게 되었습니다.
10월초띤 수술한지 두 달 하고도 열흘 정도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요. 박사님 밀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변:완쾌기원
10월정이라띤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단 위암 수술을 받있다면 두 가
지 걱정거리가생겁니다

복부에 생긴 싱처에 대힌 것은 사실 두 달 이상 지나면 조금 불편은

하지딴 다이빙을 힐 수 없을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

견l잔의 ~I 셋

다보면느끼고겪게 될문제이지만복부수술부위에서 근육이 경련을

그 II 효 서 -á/ff;l~다 켠l 효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자세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복근

다 "1 맹 포인트죠 @개 ~1 훈흉 !l. ~1 껏l

에 불가피하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만. 이것도 다이빙
을막을정도는못됩니다

• 어 정 도 - 서혜의 제주도로 투명한 시야와 수많은 대어들...
• 십이동파 - 열두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연중 다%헨 어류가 서식‘
크고 작은 난파선 다이빙 7냄.

보다큰걱정거리는위암을제거하면서 위장의 대부분혹은상당부

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위장의 위산 혹은 음식물 역류 억제 기
능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 위산역류에 의한위식

•흑
•직

도 - 5m - 30m까지의 다양한 수심과 아기자기한 암반으로 형 v.
도 - 공군 폭격섬으로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한 곳. (대어들이 많음)
• 인공어초 - 수십년된 200여개의 다양한 인공어초들0] 군산 앞바다에 산재.

도역류증싱f속 쓰림/식도 쓰림 등)이 잘 나타나고. 이것이 심한 경우 배
에서나물속에서 구토를하기가쉬워접니다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고 위산억제제도
잘 준비해서 나가십시오. 벙을 잘 이겨내시고 있는 듯한 모습이 참 갑

리조트전경

사무실 내부

사하고기뽑니다

• 연중 투어 가능하며 개해제 장소로도 최고입니다.

질문 다이빙과구강건조

·숙박및 식사가능

'1일 3 회 다이 빙 및 중식 제공
' 100 여개의 새 탱크와 렌탈장바 다량 보유

인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이빙도중 공기에 의한 목 건조로 인해

구역질과 어지럼증으로 급상승한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행히 얄은 수
심이라 다행이지 깊은 수심에서 구역질이 났으띤 어쩌나 히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이 건조해져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해결방법이니. 치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호흡은부드럽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디 다이빙횟
수는 15회 정도되었고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번지

답변:세월이야기

대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불편함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죽 심했으면

SCUDA

라고 하는 장치를 호흡기 2단계에 부착까지

이 상현

I

Tel: (063) 463-80(깅
Mobile: 010-9504-1994(01상현)

l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했었습니다
Sc uba

Diver 2이 1 년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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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DA(Seli’ Con Lai ned Undelwater Dri따ung Apparatus)라

는 상품이 나온 적 있었습니다만 물 주머니를 호흡기 호스에 부착하 질문 · 며| 수술
고 주머니를 쥐어짜면 호흡기 2단계 속으로 물이(혹은 주스나 콜라

병원에서 폐에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양제거 수

까지도) 흘러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도 이 정치가 호흡기 2단

술을 받이야 한디는데 . 폐 일부를 제거 한답니다 이후 스쿠비 다이

계 마우스피스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호흡기 속으로 바닷물이 유입

빙 활동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되는 등 문제침이 발생히띤서 최근에는 이런 장치를 시용히는 다이

물론 개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벼를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시간 다이빙을 해이: 히는 태크니컬 디이버의 경우 실제 물을 플

답변: 힘내세요

라스틱 물병에 담이서 가지고 들어가는 정우도 있습니디 병 물은 마

폐에 생기는 종양도 종류가 하도 많아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시기가 쉽지 않지만{막강한 흡인력이 필요합니다) . 플라스틱은 쥐어

어렵습니다만. 폐의 일부를 제거히는 경우 6개월 ~1 년 정도 지나면

짜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고 꿀먹 삼켜주시면 됩니다

그 빈 공간이 육아섬유조직으로 충만 됩니다. 이것은 폐 한 쪽을 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닷물로 입안을 적시는 다이버의 이야기를 들은

제거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 입니다

적도 있는데 ‘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정핵이 점믿써1 묻게 되띤
이미-점믹이 더욱건조해지면서 건조김이 악회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폐질완시폐포의변화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미-셔

폐염

건강한폐

폐기종

주는 것입니다. 수중에서 소변보는 감각이 싫어서 물 마시는 것을 등

한시히는 분들이 더욱 목이 마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탈수
는 감압병의 가장 중요한 발생 요인 중 하나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특히 드리이슈트로 오랫동안 다이빙하시는 데크니걸 디-이벼의 경

우 반드시 수중에서 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빙엔을 강구히고 다이빙
전 많은 양의 물을 01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5회 하셨디변조금더 죠L아보시띤됩니다 계속디이빙 하다보면

스쿠바탱크속의 건조힌 공기가전혀 역겹지 않고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히는 시접이 조만간 다기옵니다

기관지의 구조및폐

띠|표막파괴

부종으로 폐포벽이
두터원져있다

기관

폐동맥

폐정맥

등Z

-r"T'

폐기관지

펴|포‘관
2차기관지

3차기관지

기관세재들)

페포

심장에 밀린 위축부

(Cardiac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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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D 남은 폐가 정상인처럼 작동히는 경우 2) 수술 자리
에 일방통행 형 공기 주머니(기종)이 생기지 않은 경우 다이벙 활동
을재개할수있습니다.

Panic 에

질문:귀숨구멍며|색
병원에서 귀 검사 후 왼쪽 귀 숨구멍인가요? 이예 뚫려 있지가 않

빠지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병 을 이겨내시고

다시 물가에서 만나법기 를 기대합니다.

아서 이궐라이징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히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이관폐색

. Lm

;><:1 ~그
2~ ' ..L 니

아마， 숨구멍이라는 것이 이괜耳管)을 말하는 듯하고 선천적 혹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수심계)게이지가 잘 안보이고요 안과
방문 후 결과는 노안이라는데 그러면 수경은 어찌해야 하나요?

후천적으로 이관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 해 결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후천적인 경우 해부학적인 면밀한 조사와 적
절한 조치로 이관이 다시 열 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돋보71 수경

검진한 전문의와 디-시 상의하시고 이관이 열리지 않는다띤 디이빙

노안도 노안 나름입니다만 수경 수입업체에 따라 돋보기 를 수경
렌즈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종류도 있고 서 울 영동 어디 안경가게에서

은불기능합니다 그 러나영원히 열리지 않는 이관은또한아주드물

기 때문에확실한진단을받으신후 결 정하시면되겠습니다

거의 수경 렌즈만한 돋보기를 전체 렌즈에 덧붙여서 쓸 수 있게 해주

는곳도있습니다저는 M사의 인경을 쓰고 있는데 수경 렌즈 아래쪽에 돋보기 를 조
그마하게 붙여서 사용히는 렌즈가 상품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시력

교정 렌즈가 나와있습니다

질문 : 피부트러블
안녕하세요‘ 박사님 I kwk 입니다. 디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회
원이있어서문의 드 립니다

강사혹은 다이빙센터와상의해보십시오

시파단에서 3일 동안 매일 3~4 번씩 다이빙 하고 힌국에 오니 몸
과 얼굴에 수포 같은 게 생겼었고요. 평원에 가보니 모낭염 이라고

질문 : 시력교정수술후때|빙
시력 수술후 다이빙 질문드립니다 제가고도 근시‘ 난시 (-13)로
3년 전쯤 알티산 렌즈 삽입술을 받뱃습니다. 다음달에 다이빙 자격

증을 따러 갈 것 같은데 . 괜찮을까요?
수술 받은 병원 의사선생님께서는 3년이나 됐으니 괜찮을 것 같지
만 아직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 다이빙강사에게 물어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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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습니다- 수중 10m까지는 별문제 없을 댄데. 그 이하 몇 십 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어떤 영호L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 걱정
이되네요-

알티산 렌즈 삽입술 특성상 물길을 터주기 위해 . 홍채에 레이저로

구멍을 두 변인가 뚫었어요. 각막을 몇 군데 약간 찢고 렌즈를 넣었
고요. 정기적으로 안압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정상이고요.
다이빙 강사님에게 물어보기 전에 박사님께 먼저 여춰보아야 할
것 같F아서 질문 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잘보이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수심 10미터까지 괜찮다면

20. 30, 4 0미터

씨라이프는

N[i11J 강사양성

|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성산포(일출몽)주변의 수중세계는 원시적인 바닷속을 그대로
간직따고있습니다.
동굴 아지 초대영 다금바라와 랍스타를 매 다이빙마다 볼 수
있습니다.

* 성산포 유일의 디어빙 리조트
* 나이트록스 테크니컬 다이빙 시스탱 완비
* 모든 교육 다이빙 출발이 교육실 바로 앞 10m 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씨라이프 다어브 아카데미에서는 박창수 NA UI 코스디펙터가

디 괜찮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문제는 시력 교정 받고 렌즈 삽입 술을 할 때 그 공간에 공기

공간만생기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삽입하는 렌
즈의 특성은 수술하시는 의사 분께서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다이빙 즐기십시오

f

수시로 나우이 라더쉽 묘스를 개최합니다

NAUI ITC(강사 양성 고}정)， I CC(강사 교환과정)， STW(스탱 워크숍)，
NAUI Firsr Ai d 강사과정을 서울과제주에서 수시 개최 합니다.

주소: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전화:

164-17

064-782-1113

핸드폰: 010권283-8144{박창수)
홈페이지: www.sea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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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디 피곤히띤 생길 수 있다

- 등펀 통증이 거의

고해서 부리해서 생겼나보디 하

사리질 때쯤 오른쪽 손

고 넘어갔지요

목과 팔뚝에 가려움을

연고 바르고 약

먹고 얼마후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5 월쯤인가? 회사에서
야근을 무지 많이 했던 때가 있는
데. 이때도 또 얼굽과 옴에 수포

동반한 붉고 작은 물집
들 발생.

- 불집은 1~2 일 뒤
가리-앉음

가 생겨서 같은 병원에 갔더니 역

현재 불편한 데는 없

시 모낭염 이라고 하면서 스트레

습니다 통증을 느꼈을

스 많이 받냐고 불었었고요 일이 좀 많다고 했더니 또 연고 처방 해

때는 병원 진료라도 받

줘서 그거 비르고 조금 있다 나았습니다

아 보고 싶었으나 서울

이번에도 같은 병원에 갔는데 지난번과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일

에서 챔버 치료하는 곳

단 연고를 처빙해줘서 바르고 있는데 꼭요일쯤 다시 맹원 와보라고

은 찾기가 힘들더군요.

한상태고요 사진은왼쪽옆구리 쪽찍은사진입니다. 갑사합니디-

웹 서핑 중 박사님 거1 시
핀을 만나게 되어 상담

답변:모낭염

도받고싶고. 제 경험을

보이기에는 낼페 불린 자리 같기도 합니다만. 피부과에서 모냥염
이라고했디변 모낭염입니다. 어쩌면 모낭속에 박테러이보다조금

저 같은초보 다이버 들과공유하여 인전한다이빙을즐기기 위해 글
을올립니다

큰 보닝충이 기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셔

P.S. 어떤 전문 다이벼는 딜수증이었다고 하더군요. 벤즈에 걸리

서 진단믿으시고 익- 열심히 드세요 디이밍하고는 별 관련 없어 보입

떤 부조건 챔버로 가이 된다고 탈수증이라띤 땀을 지나치게 흘려서

니다

추워지는증세?춤지는않있습니다

:><:1 口

답변:탈수금지

젠 A 바。겨혀다

E i:!: '

끝...L... O= 。디다

디이빙 전후 술을 많이 마시긴 하셨네요. 다이빙 후 운동을 많이

최근 오푼워더 자격을 취득한 초보 다이벼입니다 쑥스럽지만 제

경험이 질소방울로 인한문제인가를 상담 받고 싶어 글을 올립 니다.
신상: 남지 만 37세. 만성 흡연자. 키

183‘ 몽무게 93 (비만 1단계)

하시긴 하셨고 무더운 여름에 틸수도 심하긴 했네요 모든 것이 잠수

병의 유발요인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적어주신 증상 중 잡
입병을 의심할 만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이빙 프로필이 워낙 단

정위:

순히고 부드러운 프로필이고 수면 휴식도 충분한 듯하고 해서 딱히

7/29 17: 00 김포발 제주행 항공여행 뒤 지녁 음주(소주 l병반. 맥

감입뱅 이었다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주 2. 000c미

부슨 일이건 무리하시띤 몽에 띤역체계가 파괴되기 십상이고 이렇

7/30 문섬에서 오전 디이빙 l회. 오후 다이빙 1회 후 저녁 음주(소

음주와 운동은 약보디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에서 얻

주 1 영 백주 1. 500cc)

- 수심 16m. 제류시간 각 30~50분 정도 출수시 잔압 50bar

-6111

안전정지 각각 시행

카:중에시 부리힌- 유영은 없었음

7/31 오후 3~1j 시낀

제주 올레길 트레킹 뒤 저녁 음주(소주 1 병 반.

- 무더운 날씨 빛 지속된 음주로 트레킹 시 땀을 많이 흘림

8/112:00 세주말 김포행

전언 . 탈수증이란 폼에서 물기가 많이 삐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

고(설사 혹은 땀을 심히까l 흘리는 경우) 추위지는 증세는 이닙니다‘
탈수는 갑암병의 요인 중 상부에 기록되는 것 중 하나임니다

2-

3000 ml /다이빙 하는 날은 4000ml 넘게 -

항공여행

- 김포 도착시부터 무기력증과 (배는 고프나 식욕이 없고 피곤함)
등판 및 시슴 부위 뻐근한 통증 및 찌르는 듯한 통증이 빌생(등핀은

작년 말 디치서 2딜 정도 뻐근힌 통증이 있었음).
2~3일 뒤 부기력증 및 기슴 통층은 사라전

- 등판 통증은 점차 완화되며 양쪽 겨드랑이 부위 경미한 근육통
으로진전 (2주정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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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다이벙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펑시에는 하루

백주 3.000cc)

-

게 되연 오딴 가지 질병이 다발성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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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짙h수병의심자
)

지는 다이빙을 시작한지 4 년 정도되는 39세의 초급 디-이버 입니
다. 익h~2년 전부터 아래의 증상이 있어 여 러 병원을 디 녀 보았으나
별다른 분제가 발견되지 않이- 아부래도 잠수병이 의심되어 문의 드
립니다

증상1) 왼쪽팔꿈치부분에 통증이 있습니 다

cr, MRl

까지 검사했는데도아무런 이상이 없다합니다 팔이 완
선히 펴지지도 않고요. 증상이 시작된 지는 약2년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뚜릎애도 간혹 통증이 느껴집
니다.

증썽) 작년 7월성부터 잠수 후 상승 시 히늘이 벙벙
도는 것 같은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수심에서도 심하게 발생되며 상승 후에는 메스꺼움과 두

통이 심합니다 이비인후과 및 어지럼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았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의 조언을 부닥 드리며 병원진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진료가 멸요한지 알려주시띤 갑사하겠습니다.

답변 : 김깝병 의심

빙을 재개히는 것이 나을까요?

집수벙(김랍병 ’ Docompression Sickness: DCS)은 방사선 촬영

다른 게 불편히-지는 않고 이렐리이징도 질 되는 깃 같은데 한 달

이나혈액 검사등으로확진을붙이는질환이 이-니고다이빙을한병

만에 시작해도될까요? 박사닙의 좋은의진 부탁드립니다. 플시운

펙(끼이 있고 갑안벙 증상이 있으떤 갑합병으로 간주하고 지료를 하

하루 되십시오. 갑사합니다.

는좀특이한질환에속합니다

1) 멘에 적어주신 팔꽁치 통층이란 것은조금 에배합니디- 김임냉퍼
다 소위 테니스 엘보(Tennis Elbow: La LCI 띠 EpichondyliLis) 라는
병이 의심됨니다- 그러고 그 증장과 다이빙 과의 연관성도 잘 기술되

답변 : 천공주의보
천공 부위와 크기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죠?l윤 드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고막친공에 관한 것인니다

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답변드러기가애매합니 다.

2) 번은 내 이 낌합병을 강력하게 시사히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이빙 프로필이 아닌데도 겁합명을 쉽게 겪는디-연 심상의 좌우 벽
에 통로가 나있는 ASD(ALriaJ SepLal Def'ect: 심 방 걸손) 혹은

PFO(PaLenL For뻐 en Ov머e 원형와 개존증)를 확인힐 필요가 있
습니다

대학병원 급 내과. 그 중에서도 심장내과 혹은 순환계내과로 사셔
서 위에 적은 질흔에 대해 조사받고 싶다고 하시면 컬러 초음파 등으

로 비교적 쉽게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질환으로 확~I
되어도 치료받고 나띤 다이빙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질문: 고막전공
저는 18살의 열혈 다이벼입니다. 지난 8월 2일 필리펀 다이빙 투

어 중 이궐라이징이 안 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귀 부분을 손가락으
로 누르며 고막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8일 귀국 후 이비인후과에시 1차 진료를 받은 후 고막 천공이

〈굿다이버서비스〉

1. 공항픽업 서비스

2.

라는 진단을 받었고 그 후 한 달간 다이빙을 자제하며 고막이 붙기를

3
4

기다렸습니다. 다행이 금일(9월 2일)재진을 해본 결과 고막은 잘 붙

5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절저한 수중 가이드 시스템
나이트록스 탱크 서비스
장비렌탈 시스템(서|미드라이수
트， 다이브컴퓨터， 돗수 마스크，
디지틸카메라보유)

었디고 합니디반.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고막이 자리플 잘 잡고 붙었

7

8
9
10
11.

다이빙중 쓰레기를 주원오시면
기념품을드립니다.
로그북용스티커 제공
방풍효버 f 무료렌탈
투어사진서비스
라이샌스 제시하면 다이빙 요금
10% 할인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g엘습새

으나 아직 앓은 상태여서 다이빙을 하기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6

다이빙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www.gooddiver.com
hnp:llcafe.naver.com/gooddiver
전화: 064-762-7677 I 휴때폰:011-721-7277

그렇다떤 박사넘! 이번 주 주말에도 다이빙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요? 아니면 조금 디 기다린 후 9월 17 일 예정의 밀리핀 투어 때 다이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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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V1NG DOCTO~
근데 잠수를 하는데 압력 평형 히는

데는 문제없이 잘 되고요. 통증도 없어
요. 처음에는 엄청 。l왔는데 그 후로는
통증은없어요

답변:천공이라니요?
아마 잠시 쉬는 동안 고막이 치유되

었지 않나 싶습니다. 압력평형이 잘 된

다는 말은 고박의 천공이 없다는 말과
우선 천공이 처음 왔다는 그 부분이 어색합니다. 귀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막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압력평형이 안되띤 그 자체로 터
질수있지만요.

같기 때분입니다

이비인후과 잦으셔서 진료 받으시고 현재 고막천공여부 확인하시
고외이도염의 병발여부도점검 받으십시오. 고막이 터진상태로다

현재 고막 천공된 지 1딜이 채 안되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이르게
보입니다， 이지간한천공은염증만없디띤 4 주이내 대충치유가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천공 크기가

이빙을히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드물지만 고막이 하나도 없으신 분 중에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mm들 넘는 경우 치유가 되

내이마저 그 기능을 완전히 잃으신 분이(청력도 없고 해당 귀의 평형

어도 앓게 치유되기 때문에 재천공의 소지가 항상 있고 외이도를 드

갑각 기능도 완전히 소멸펀 경우) 다이빙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

나드는 바닷물에 염증이 생기면 앓은 고막이 쉽게 염증성 천공으로

니다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공된 고막은 치유되고 나서 8주

정도 더 있다가 다이벙 하리고 권히는 편입니다， 물론 그 동안 재 감
염이 없다는 것을 간주해서 그러합니다.
9월 다이빙 하시려면 압력평형 일찍 일찍 미리 미리 잘 해주시고.

귀에 면봉 등 이물질 넣지 마시고 가급적이연 외이도 소독제를 잘 준
비하셔서 다이빙 전후예방적으로넣어주는등‘ 만반의 대비를하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다이빙 되십시오.

질문· 미세고막전공
제가 최근에 오른쪽 귀를 수술을 받었으며 이에 관해서 박사님의

좋은말씀을듣고싶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오른쪽 고딱에 비늘구멍(의사소견)의 천공이 있

다는 사실을 알고 다이빙 할 때 귀마개를 사용하면서 다이빙을 하였

으며 간혹 이뀔라이정이 인 되는 경우 발생하였지만 무리 없이 하였
숭니다.

질문: 우즉고막

최근(일주일전 8/떼) . 귀 볼살을 떼서 고막에 이식히는 수술을 시

저는 두 달 전에 고막이 나갔는데요 그때는 잠시 쉬었는데 잠수가

행 하였으며 현재 9월 7일인데 한달 후 잠수를 할 계획입나다(10월 8

직업인지리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고막이 나간 상태로 계속 잠수를

일). 의사 소견은 3개월 정도 지나떤 고막이 될 거라 했고요. 그전에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다이밍을 할 정우 무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술은 40분 정도
(전체시간) . 부분 마취 후 시술했습니다. 앞으

로다이빙을할때 주의 할점도알고싶습니
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고막성형술
바늘 구멍 정도의 천공을 수술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고막성형술을 받댔다면
수술하신분의 의견을존중하셔야합니다. 3

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압력 평형 적절하게
그리고 일찍 시행해주시고 외이도와 고막에

엠증이 생기지 않게 신경 쓰시고 다이빙 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면 바로 주치의
〈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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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으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인전하겠
습니다. 한달은너무삐릅니다.([1<

E휘탤훈펌뜯홉
부산 최고의 다이빙 센타! 때외 · 국내 투어 !
e:

이지다이빙 (EZ diving)
영어로 easy( 쉽다)를 발음안 이름입니 다!
이지에서는 쉽고 ! 펀암아고! 안전아계! 다이빔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죄고의 서비스! 죄고의 포인트! 죄고의 강사진! 이지다이빔으로 오세요!

www.ezdiving.co.kr

l

* 감사혹성 프로그럼

* 국내 · 때외

앙질의 전문 감사교육 육성 커리클럼!

보

* 감사지원 프로그램

포인트 : 고래퉁 ， 아카시아， 끝바워 (근거리 보팀 5 - 10 문)
나무심 ， 영제심， 외섬 (먼거리 보팅 15 - 30 분)

감사툴 꿈꾸는 여려운! 독럼적인 감사로 거듬나세요!

소속감사특멀 여l 택

트: 175 마력 12 인승 쾌속선 ， 고무보트 3 대

애

전문 스떼설티 교육 프로그램 진앵

외 : 얼리핀 세부 ， 모알보일 ， 인도네시아， 필라우 " .

(투어일정끈 훌페이지 및 정외뀐을 우선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리조트 및 삽 끊염을 위안 업무 프로그램

* 잠수

투어 진앵 전문가이드&투어 진담

감사진앵

풀장-오른워터에서 감사교육까지 연걸

」‘。예
t:::I

T

* 잠수

장비 전문매장-넓끔 장비매장， 장비획
보， 장비전문가 면떠획득

* 수중사진 · 촬영 · 이멘트

전문 수중사진휠영파정-전문강사 교육
휠염 이벤트로 및진 주억 만들기

※

2010/2011 넌 감사앙성표스 교육앨모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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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매입한 촬영

장비는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능숙한 사
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을무상제공합니다.
질리온

CX550V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수중사진교육!

|

수중사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꼭 찍어서 안뺑l 해결해 드립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와 비효율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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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름1롤 전부를 똑 떨어지게 촬영하고 싶은 분! 촬영 전에 이 그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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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및 디지털)

· 수중사진의 모든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고 싶은 분!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과 이미지면집 및 활용에 통랄하고 싶으신 분! 수중사진에
대한솔직 담백 토크

. 교육내용이 광고문안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경우 교육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대충 하려는 분은 사%t합니다.

· 수중사진의 노하우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알맹이도 없이 푼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강의냐 책들은 덮어두십시오. 엽고. 간단하게 원
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진실력은 세월이 흐른다고 절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한 계단 올라설 수 있을 뿐엽니다. 수중사진에 관한 모든 고
민과 해결은 저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마냥 즐기섭시오!
· 사진을 하노라면 자신의 실력향상과 더불어 의문점은 점점 많아지고 깊어집 니 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

십시오! 디지털이건 필름이건 사진에 관한 것이라면 한 번에 풀어드립니다.
· 상세히는 홈퍼l 이지를 참고바랍니다

활스마련포토서비스
Hwang ’ s lnarine photo service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이호

전화:064-713-0098 팩스:064-713-0099
휴대폰:이 1-694-0098
대표: 황윤태

l

낼훌톰|

“수밀론， 발리카삭， 아포， 스격!홀 섬까지 다이빙 까능， 리조트 지역에도 다양한 포민트까 산재하고 있어 조급

자는 물론 어드밴치를 즐기고 싱은 고잠 다이버틀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가면된다

필리핀은우리나라다이벼들이 연
중 가장 많이 드나드는 나라이다. 나

’ 유명안 다이빙 장소들

보훌없iOI.)

라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C그

전국 곳곳에 다이빙 포인트7} 개발
되어 있으며 다이빙 전문 리조트들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다이빙으로
많이 개발되어 이름이 알려져 있는

리3씌 。f싫라오

이자리잡고있다.

곳을 대표적으로 들자연 아닐라오와

필리핀까지는비행기를타는시간

푸에르토 갈레라 해역에서는 아닐라

도 4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오 해안， 솜브렐로. 말리카반， 보니

국적기는 물론 필리핀의 항공사들도

토， 사방비치 근해. 베르데 등이 있

대거 취항하고 있어서 인천과 부산
을 기점으로 마닐라나 세부를 목적

있는술루씨， 코론， 북팔라완의 리조

디우인

지로 하는 항공편이 여러 개 있다

트지역을꼽을수있고세부가포함

。

이포

따라서 본인 상뺑 맞춰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하루 일을 마친 후 저녁

으며 팔라완에는 투바타하 리프가

두마게티

된 비시야 지역에는 세부 본섬의 막

I

I

탄 연안， 말라파스쿠아， 모알보알，

늦게 출발하여 밤 시간을 활용하여 여행을

가로 국내 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

오슬롭 렬로안 일대와 보홀 핑글라오섬과

할 수도 있다

다， 투바타하 리프로 유명한 술뤄이 나 난파

발리7')삭， 두마게티 연안과 아포섭， 스키홀

선이 많은 코론 등 팔라완 지역과 남부의 민

섬 등이 있다. 또한 남부 레이태의 소고드 배

적으로저렴할뿐더러 저가항공사가여러 개

다나오 지역

고래상어 보호구역인 돈솔은

이도비사야지역에포함되며 마닐라에서 타

있어서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추진하면 놀랄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수

클로반까지 국내선을 이용한 디음 육로로 가

만한 가격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 항

월하며 레이태， 두마게티， 보홀도 마닐리를

는 것보다 세부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서 접근

공사는 여행사를 통하여 구입히는 것이 통상

경유해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수월하다.

항공요금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저렴해l 만저가항공사는호멍사흠

세부를경유해서 기는지역은세부본섬의

위 포인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비사야

페이지를 통해 특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

막탄과 모알보알 말라파스쿠아 오슬롭 릴

지역에 다이빙 지역이 여러 곳 개발되어 있

므로 사전에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로안이 육로로 이동 할 수 있으며 보흘과 레

음을 알 수 있는데 각 지역간의 거리가 멀고

얻으면항공료를절약히는데도움이된다

이태는여객선을타고가며두마게티는육로

교통편도좋지 않아한꺼번에 다돌아보기

를 따라 릴로안까지 간 디음 배를 타고 건너

가 어렵다 또한 각 지역마다 다이빙 범위가

필리핀을 다이빙으로 구역을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도착히는

•

마닐라와 세부를 경유하여 갈 수 있는 곳으

로구분할수있다.
필리핀은 칠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
진 나라인데 바다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우
리나라 남한 보다 약 6배 정도로 넓게 분포
하고있다.

필리핀 국가의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다이
빙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한다면 우선 국제
선이 도착하는 마닐라와세부를 기점으로 도
달할 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 그 중에서

다시 세분하여 구분 할 수 있다.

마닐리를 경유해서 가기에 편한 지역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아닐라오 지역과 푸에
르토 갈레라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들은 추

알은 암초지 대는 훼손되지 않아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보여준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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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스 섬과 해협을 가운데 두고 있어서 앞바다

에 조류의 흐름이 강할 때가 많다. 조류가 세

다는 의미는 생태계적으로 환경이 풍요롭다
는 뭇이 되고 더불어 다Od'한 생물이 많이 서

식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곧. 이 지역의 연
안을 따라 형성된 다이벙 포인트들이 볼거
리가풍부한좋은곳이라는뭇이다，
또한이곳은보홀. 두마케타 세부가이루

어내는 삼각점의 좌측 꼭지점에 해당히는

장소여서 보홀과 두마게티까지 거 리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다. 실제로 방카

보트를 이용하여 디이빙을 실시하는 경우
보홀의 발리카삭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며
이 지역에는 특히 예쁜 말미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다

두마게티의 아포까지도 비슷한 시간이면 도

넓어서 하루 이틀에 다구경 할수도 없을 만

하기 때문에 한번 여행에서 가능한 여러 다

착한다 두미게티 연안의 다우윈 지역과 오

큼 포인트가 다Od'하다 그러므로 한번 다이

이빙 포인트를 경험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슬롭의 수밀론까지는 30분 정도면 갈 수 있

빙 여행을 갈 때 마다 한 곳의 목적지를 결정

일년에 한번 정도 다이빙이 가능한 경우를

다. 모알보알까지는 같은 세부섬에 있으므로

히여 그 지역의 다이빙 포인트를 섭렵하고

넘어 수년 만에 어렵사리 기회를 만들었으며

육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차량으로 한 시간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디. 유럽인들과 달리 우

디음 기회가 언제 다시 만들어 질지도 모르

면충분히 도착할수있다

리나라 디이벼들이 10여일 이상씩 긴 일정

는 경우에는 그러한욕심을 가지는 것도 무

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

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며 대부분 4 ， 5 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가

기 때문이다.

’ 렬로안에서는 다양아게 접근 할

수 있다 .
하지만 어떤 다이버들은 어렵게 시간을 내
어 열대바다를 죠L아가는 여행을 계획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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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하면 릴로안지역 리조트에 있으

면서 발리7']작 수밀론 아포는 물론 두마게

만약 짧은 일정에 비시야 지역의 다%댄f

티 다우인 지역과 더불어 렬로안 근해까지

포인트를 경험하고 싶다면 릴로안 지역으로

한곳에 머무르면서 다이빙 포인트를경험할

목적지를 정하면 된다 랄로안은 세부의 남

수 있디는 것이다 물론 하루 만에 한 지역을

쪽끝자락에자리잡은작은마을이며두마게

다녀오는일정이므로그포인트의 다%탤상

티로 건너가는 연락선이 출항히는 작은 선착

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히는 약점은 감수해

장이 있다

야한다

이 곳은 두마게티가 있는 오리엔탈 네그로

세부에서 릴로안을 향해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릴로안 조금 못 미쳐 와측으로 아름다운 작은 섬이 해안 가까이 보이는데

이 섬이 필리핀 최초로 해%탱원으로 지정된 수밀론이다 수밀론이 있는 곳 지명은 오슬롭이며 이 곳에서 릴로안까지는 약

10km

거

리를두고 있는데 곳곳에 일본인과현지인이 운영히는 리조트가산재해있다.

세부 공햄l서 릴로안까지는 차량으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치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두마게티까
지 국내선을 이용하여 간 디음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릴로안으로 올 수도 있다.
호F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오슬롭에 진스다이브 리조트가 있으며 렬로안에 킹덤 리조트와 건우 리조트가 있다.

* 킹덤

리.초트

흠페이지 ’

www.Woank:ingdom.com
전화: 63-920-509-8833
070-8288-8188
원래 있던 킹덤
리조트 건물은 어

학원으로 바뀌었

으며 예전의

PG

다이버스 리조트

를 새롭게 재건축
하여 이전하였다
이시영대표

바닷가의 하얀 비

치를 가지고 있으며 리조트 바로 앞에서 보

트를 타고 내린다.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는

새롭게 신축한 킹덤리조트 전경

객실을 새로 꾸였는데 매우 깔끔하고 편안하

게 만들어 놓았다‘
건물 앞 가운데 수영장이 있어서 다이빙

보면 이국의 낭만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곳
이다

릴로안 선착장에서 약

50m 떨어져 있어

서 대중교통을이용하여 가는경우에는렬로

전， 후에 수영장에서 바디를 바라다 보면서

리조트 앞바디를 비롯하여 릴로안 해안 지

안 선착장에 내리면 된다 자체적으로 25 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리조트 해

역에서 다이빙을 실시하지만 대형 방카보트

승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은 단

변이 남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하루 다이빙

를 보유하고 있어서 손님이 원하는 경우 언제

체 손님도 이동에 걱정이 없다

을 마친 후 서쪽 바다에 번지는 노을을 바라

든^1 아포 발리1'1삭까지 다이빙。 1 가능하다

건물앞에수영장이있다

다이빙센터에는 렌탈용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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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다이빙l

* 건우 리죠트
홈패이지 : www.bluestars.co.kr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릴로안 선착장
가기 직전에 바닷
가로 빠지는셋길
을따라 나타나는
한가롭고 아늑한

하얀 비치에 면안
하게 자리잡고 있
박재성대표

다. 오래 전에 스

완 리조트리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곳이었는
데 현재는 박재성 대표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건우 리조트 전경， 바로 앞에 6반 비치가 있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있다

I

건물 일층에 있는 객실들은 넓고 쾌적하게
꾸며져 있으며 리조트 바로 앞에서 해수욕이

가능하기때문에 가촉과 동반하는 다이버들
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식시를 할 수 있는 레
스토랑에서는 요리솜씨 좋은 박재성 대표가

선보이는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 다이빙 여

새로 건조한 방카보트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객실 내부

행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일정으로 어디 포인트든 다이빙이 가능하다.

피곤하지 않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제작하

직은 보트로 근해 다이빙을 안내하며 최근

발리카삭과 아포를 가기 위해 특별히 보트의

였다고 한다. 발리키삭까지는 1시간 20분이

새롭게 건조한 대형 방카보트가 있어서 하루

속도가 빠르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다이버가

소요되며 수밀론까지는 20분이면 도착한다.

* 진스다이브 리.초 트
홈페이지 www.jinsdive.com
전화

63-920-953-1410

010-5351-9232
릴로안 가기 전 보이는 수밀론과 마주보
이는 바닷가에 있다 동네 이름은 타나완인
데 차를 타고 지나는 큰길에서는 리조트 건

물이 잘 보이지 않지만 리조트 안에 들어서
면 시원하게 뚫린 바다로 수밀론이 지척에
보인다.

2층으로 지어진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 각
층마다 5개씩 객실이 있으며 객실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다

진스다이브 리조트 전경 바로 앞에 선착장이 있어서 다이빙 나가기 펀하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스피드보트를 이용해

서 다이빙을 진행하는데 수밀론을 주로 가며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자그마한 선착장

루어져 있어서 초급자 교육에도 적합하다.

10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점심을 싸가지

앞으로 비치다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다이벼들이 원하는 경우 바리카삭， 아포까지

고 나가지 않고 다이빙을 마친 후 리조트에

이나 야간 다이빙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조

다이빙을 가기도 한다 ~!Ic

돌아와 휴식을 취하면서 식사를 한다.

류가 없고 수중 지형이 완만한 슬로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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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loan Resort Group Cebu , Philippines

...

비A빠 다이빙의 중심 랄로안으로 모십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세부 섬 남단 렬로안은 아포， 바리카삭， 스끼홀， 수밀론， 카시리스， 모알보알 등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킹텀 리조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램을
갖추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랄로안 다이빙， 킹텀 리조트가 함께합니다，

廳

킹덤리조트

필리핀

CP: 001-63-32-480-9017(이시영)， +63-920-509-8833 , 010-3282-5566
070-8288-8188
한국사무소 02-392-6829 , 010-3929-3221
www.liloankingdom.com
인터넷전화:

해외다이빙

다시 I혜 II를는 0
:1려ì
Stand Out Diving Destination of lndonesia for Korean Divers .
글/이민정， 사진/김은종， 이민정

18， 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
낀 다이빙의 보물 항고

부터 흙으로는 호주 북쪽， 파푸。}뉴기니와
섬을 반씩 나누어 함께하는 이리인 자야

부한 섬나라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얀 전체 인구의 약

JAYN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길게

88%가 무슬림이며 크게 수따트라 섬， 자바

네시아는 서쪽의 태국 푸켓의 시밀란 지역

흩어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섬 술라웨시 섬 말루쿠 섬 그리고 이리안

남쪽 웨스트 수마트라(WEST SUMAT뼈

많은 약 18. 0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명실상

X싸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전

인도양과 남태평양의 사이에 위치한 인도

(IRlAN

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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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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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때묻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의 바다가 다이 버들을 기다리고 있다

티스 구조선이 뻗어 나와 수마트라 섬 . 자바

체 섬 중 약 65%는 무인도 또는 작은 암초로
볼수있다

술라웨시 북쪽의 마나도(M따JADO) 와 말
루쿠(MALUKU) 북쪽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

인도네시아 바다를 찾는 한국다이배들이

섬을 비롯한 섬들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쩍 늘고 있다. 지역별로 환경과 생태가

동시에 격렬한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판이하께 다른 것도 특정이다

인도네시아의 회산은 130여 개로 활회산이

부분의 섬들이 적도 아래쪽에 위치하며 전

78개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국토가 북위 5도~ 남위 10도 사이에 있어서

수마트라의 크린치회산， 자바의 메라피회산.

완전한 열대성 기후의 특정을 보여준다. 특

브로모회산 수메르화산， 발리의 아궁회산등

히 적도 변의 지역에서는 연중 기후 변화가

이 알려져 있다 순다해협의 크리카타우핸，

거의 없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은 대체로 건

숨바와섬의 탐보라햄처럼 옛날에 세계적

기와우기의 특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규모의 폭발을 일으컸던 것도 있다 이러한

대륙이 아닌 섬나라의 특성상 연중 덤고

회산지 대 의 영향으로 지반도 대부분 불안정

습도가 높아 끄월부터 3월까지 우기， 4월부

하고 지진도 지주 일어나며 ， 해저지형도 복잡

터 10월까지 를 건기로 구분하나 섬에 따라

하고 여러 곳에 갚은 해구가 있다 그러나 이

강우량 및 태풍시즌 등은 다르게 나타난다.

런 화산들은 기름진 토%뇨을 생성하기도 하여

특히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인도네시아의 지

인간 생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리적 특성 상 서쪽의 수마트라와 호주 위쪽

크고 작은 섬들과 화산이 연속해 있는 인

의 파푸아뉴기니와 붙어있는 동쪽의 이리안

도네시아에는 일반적으로 대륙처럼 큰 강이

자야는 완전히 다른 생활습성， 환경 그리고

나 삼각주는 없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섬

기후특잭을 나타나게 된다.

나라가 갖는 각각의 독특한 색채에 지형적

인도네시아는 지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특색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국가로 볼 수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지역 중 하나이다. 거기

있는 자연환경 등이 하나이면서 또 다른 모

에 북서로부터는 히말리9얀f맥의 연장인 테

램베에서 만닐 수 있는 전기가리비.

습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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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된 고립의 결과로 역시 특징적인 생태환경을

보이고 있다. 이리안자야에는 캠거루， 주머
니쥐 (Marsupial

(Bandicoots) .

Mice) , 긴발톱 주머니쥐

둥근꼬리 주머니쥐， 악어， 주

름도마뱀(Fr피ed Li zards) 등이 사는데 이들

은 모두 호주 대륙에도 살고 있는 종들이다.

인도네샤아의 주요 마이빙'1.1 역
효벅다이버에게 친근한 마나도
인도네시아는 필리핀과는 다르게 호택인

이 운영하는 다이브센터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 다이버에게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 다이

빙지역은 발리， 마나도， 코모도 등의 대표적

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들어 개별 다
빌리의 만타포인트에서는 거의 만타와 조우할 수 있다

이버들이 증가하면서 이리안자야， 암본‘ 티

왈리스 라인으로 유명한 생떼계의 박물파 아1.1아와 호 71. 생떼지역으로 분리 뾰， 롬복 그리고 플로레스 등 새로운 지역
i:!,

~r ~ l~r~-"T

이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섬나라인 인

영국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왈리스

이 번성하게 되었다. 롬복의 동쪽에 있는 누

도네시아의 특성 상 접근 성이 낮아 아직까

어lfred?Russel Wallace 1823-1913)는 인

사멍가라의 섬들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건조

지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시실이다.

도네시아의 섬들을 서부의 아시아 생태지역

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형 아시아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마나도(M때때0)

과 동부의 호주 생태지역으로 나누어 최초

산 포유류는 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포유

의 다이빙은 그 건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

로 인도네시아의 자연지역 구분을 시도했다.

류의 크기도 작고 종류도 다Oc{하지 않다. 누

다 잘 발달된 산호와 풍부한 어류와 패류

이 두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왈리스라인

사멍가랴의 코모도와 그 주변의 몇몇 섬에는

그리고 맑은 시야를 가진 부나켄， 마나도투

(Wallace Line)은 깔리만딴과 술라웨시 사

묘모도 드래곤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아 지역은 국립 해%빙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이를 통과하며 남쪽에서는 발리와 롬복 사이

도미뱀이 살고 있다.

를 받고 있다. 거의 직벽으로 떨어지는 월 디

를 지나간다.

이라안자야와 아루 제도(Aru lslands)는

이빙 조류다이빙 그리고 산호로 덮인 경사

후에 과학자들은 술라웨시와 말루꾸. 말루

한 때 호주 대륙의 일부분이었으며 호주판

꾸와 이리안지야 사이에도 자연생태에 많은

과 태평양판의 충돌로 생긴 거대한 산맥이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하여 왈리스의 이분법

이리안자야의 중앙을 지난다 호주와 관련이

30C의 띠뜻한 수온을 유지하는 부나켄 지역

을 좀 더 세분화시켰디 왈리스라인 서쪽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오랜 세월 계속

은 하늘과 물 그리고 해양생물을 한번에 담

있는 수마트라， 자바， 깔리만딴， 발리는 원래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던 육지였었다
이런 이유로 묘끼리， 호랑이， 코뿔소， 표범

같은아시아원산의 대형동물들이 이 지역에
남아 있다. 그리고 열대 우림과 다%댄f 종류

의 아시아산 식물들도 같은 대륙에 붙어있었
다는분명한증거가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히는 동물 중 가장 유

명힌 것은 수띠트라와 깔리만딴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긴 털을 가진 오랑우탄(숲 속의
사람; 인도네시이어로 orang은 사람， u떠n

은숲을의미한디)일 것이다.
왈리스라인의 동쪽에 있는 술라웨시， 누사
멍가랴 밀루꾸는 오랜 기간 동안 대륙과 분
리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특이한 동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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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람벤 비치에 살고 있는 할로면 쉬림프

띤 다이빙이 주를 이룬다

연평균 20-30m의 맑은 시야와 연중

26-

인 코모도 도마뱀이 있는 곳， 코모도

밍디니오섭

....

g

(KOMODO)

a、‘\

-

째쇠훨뾰스

시간여의 보트 이동은 코모도 인근의 넓은

뻐몇흥

시따단

슐라웨시해

. IJ !!잉

7、

다이벙 지역을둘러보기엔 역부족이다

Mar)á'do

슬라웰시

i

.... 1

、

...‘a

--.c

A.림

부루 g얻 E떠

을 로 혜스해
묘모도

l

율로혜스
사우해

평균 20-30미터의 맑은 수중시야로 그 아름

’‘...,..,..‘h

다웅을 극대화 시켜준다 때때로 예측할 수

?

•

없는 변화무쌍한 조류， 28도에서 19도까지

유영하다. 마나도는 마나도시 앞의 부나켄섬을 비롯
한 해앙공원을 말하며 외해와 열려있는 곳이므로 열
대다이빙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빈다해

용록

원시의 모습을그대로간직한코모도섬은

a.‘

북술라웨시의 다이빙 지역중 마나돼 램베가 7 땅

슐라찌도

l_

섬은 리브어보드 여행지이다.

묘모도 인근에서 데이트립도 진행하나 3~4

C뻐오

0.

떨어지는 급격한 수온차는 묘모도 바다를 화

램베는 비퉁시 앞

을 길게 가로막고 있는 램베섬 사이의 해협을 밀「하

려한 색의 향연을 펼치는 산호와 열대어 무

는데 평소에 보기 어려운 각종 해앙샘물들이 서식하

리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불린다，

코모도는 시즌에 따라 고래상어， 만타， 이

티오르

글레이는 물론 수천， 수만 마리의 열대어 무

티 모 르해

리가 기둥을 이루어 하늘로 오르는 듯한 모
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여기에 마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큼 렘베 해협은 그

습 등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 베이를 중심으로 마나도 본 섬의 해변을

다양성과 개체의 풍부함으로 세계 수중사진

바다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오염되

따라 늘어선 다이빙 포인트는 다양한 마크로

가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지 않은 원시 산호의 화려한 모습은 험한 바

생물들을함께볼수있다

카메라의 붐을이꿀어 가는한국다이버들에

디를 만나더라도 꼭 한번 다시 보고픈 아름

게는 최근 1-3년 사이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

다운 전경이다.

본 섬의 한 귀퉁이가 잘려져 나온듯한 렘
벼l 섬은 검은 모래의 본 섬과 흰 모래의 렘베

하고 있다

섬이 좁게는 100여 미터에서 넓게는 500여

오래 전부터 유럽의 다이벼들이 많이 방문

미터의 거리를 두고 길다렇게 해협을 만들고

하던 곳이니 만큼 고급의 다이벙리조트와 합

있다. 렘베 섬 해안을따라작은마을들이 이

리적인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곳으로

호주북쪽의 파푸아뉴기니는종의 다양성

어지는데 급경사 지형으로 도로는 없다. 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다이빙 펼수 코

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베 섬 오택으로는 다이빙 λ}이닫} 많지 않

스이다

이 뉴기니 섬 서쪽 이리안 X얘IRlA JAY.씨

고 본 섬 해안을 따라 유명 다이빙사이트가

즐비하다.
모든 마크로 촬영감을 다 모아둔 것 같은

서서히 베일을 벗어가는 이리안 지야， 라
자암핏

는 육상에서는 성기에 대롱을 꽂고 사는 꼬

코모도 섬

떼까족과 야생 호랑이를 볼 수 있는 지구상

커다란 소를 잡아먹는 지상 최대의 도마뱀

에 몇 남아있지 않는 마지막 원시 지역이다

· 캐슬락
크리스탈락 ·

따따와 베쌀 서|비올 째칠

.

바뚜바롱

•

이르는 지역도 다이빙으로 유영하다 하지만 리조트

니살레네섬

· 인디히앙

람직하다. 롬복은 이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어서

•

신흔여행지로 각광받는 지역이며 다이빙 포인트도
로 유영한 곳이며 주변 섬들 사이의 해류로 인해 생
태계 다앙성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

•

있기때문에 가급적 리브어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

잘 개발되어 있다 또한 코모도는 코모도 도마범으

• 띠따와
• 께칠

까랑마까살

코모도

발리에서 동쪽으로 롬복， 코모도를 지나 플로레스에
에 머무르연 지역에 있는 다이빙 포인트만 접할 수

.

라부얀바조

투코세리카야

바투사로카

싸바롱께칠

.

랑코이락

-

파타르

.

률로레스섬

필라아레스틴

· 탄중로세라

린차

· 사우스탈라
· 토로시에
노).f 코데 ·
. 크리노링드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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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다이빙

성게 가시틈에 숨어 사는 게‘

연산호에살고 있는게‘

수중 환경 또한 인간의 오염을 최대한 받

려진 연산호의 반 이상 경산호의

회초리 신호에 숨어 사는 새우

7Wo

이상

지 않는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

이 이곳 이리안자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이

는. 아직까지 그 이름도 생소한 곳 이리안 자

직도 계속 세고 있음)

하다.

신들의 천국 발리

。!는 이미 유럽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인도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종이 발견되는

제주도의 약 3배 크기인 발라는자바 섬과

네시아 최고의 다이빙포인트였다. 호택1에서

이유는 라자임맛의 땅이 아주 오래 전에 만

롬복 섬의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다른 인도

최소 10일여의 일정이 필요한 이 곳으로의

들어진 단단한 땅으로 약 100억년 전 지반운

네시아 지역과 다르게 주민의

여행은 꿈꾸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볼

동에 의해 밀려진 합류지점이어서 대양 해류

힌두교를 믿는다. 다%댄 신이 존재하는 힌

수 있는 곳이라고 히-겠다

가 지도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으로 연결되

두교 특성이 발리 곳곳에 그 대 로 배어 있다

이미 수십여 개의 리조트와 리브어보드가

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도로 한가운데 들어선 신회를 상정하는 석

운항되고 있는 이 곳은 풍부한 영양분과 강

이 지역이 인큐베이터 또는 해양생물 종의

상 마을마다 다%댄f 신을 모시는 사원이 있

힌 조류가 만들어 내는 건강하고 다%벤 수중

공장이라고 믿는다， 거기에 최근 이 곳 이리

으며 매 일 아침 꽃과 과일 등의 음식을 이:자

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최근 학지들의 연구

안자야를 중심으로 육장. 수상 다큐멘터리들

수 잎으로 만든 접시에 담아 바치고， 향을 올

결과에 따르면 1， 320여 개의 리프 어류 알

이 줄지어 방송되고 있는 것을 눈 여겨 볼 만

리는 제사를 드리는 발리인들에게 종교는 단

90% 가량이

W
+E
‘
‘

‘

“

인도앙

세닝안섬

자바섬

알리브포인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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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리 안에서 살고 있는 새우

구멍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만티스 쉬림프

매우 작은 크기의 어린 갑오징어

순히 종교가 아닌 생활 그 자체로 승화되어

리이다 관광이나 다이빙 시 육상에서의 차

고 있으나 7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행시간과

그들의 신앙을 실싸나가고 있다 힌두주의에

량이동이 많은 발리에서 이러한 독특한 분위

필리핀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요

서 유래한 다%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 아

기가 긴 이동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금은 한국 다이벼들에게는 그다지 큰 매력을

름다운 산과 해변. 작지만 붐비는 도시. 독특

가보다.

주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거기에

한 전통을 자랑하는 특이한 볼거리들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던 발리는 최근 젊은

발리의 멋진 물속 환경이 제대로 알려지지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고향 같은

이들의 배낭여행과 해변에서의 서핑(파도타

않았으나 지난 몇 년간 몰리몰리{개복치)‘ 만

정겨운 시골 풍경을 볼 수 있는 매우 마음 편

기)으로 인기를 얻고 있디 대한항공‘ 가루다

티-포인트 그리고 툴림벤 난파선 등의 사진

한 곳. 무려 3 억 3천 개의 신이 있는 그곳 발

인도네시아 항공 두 편이 거의 매일 운항하

등이 속속 인터넷상에 올라오면서 급성장하

맨E씬~MENJ야~GAN)

툴링벤(TU내MBEN)

사부르(SANUR)

발리 지역에서 이름난 포인트 지

EDC..... pe미~

Semawang
‘!---- 이~ :' ‘ Balu Ag ungl

도 발리가 무척 큰 섬이기 때문

:

트를 섭럽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 .....

‘ Jer，없j 삐 lis

‘

: ~

/'

“

‘

에 한 콧에 머무르언서 모든 포인
멘ε반 툴람벤 사누르 지역으로
나누어 목적지를 정해야 바람직

'1 1

하다 몰라몰라로 유명한 크리스
탈베이 포인트와 만타 포인트는

011 鍵鋼D|

누사떼니다 섬에 있으므로 사누르

D| x11a

나 파당바이에서 접근하는 것이
편하다

아메드(AME미

따당바이(PADANG BA'η
ca때 i Da sa

: Pu ra

‘

Jepun

‘!
Cαal

‘

wall

_

~

-;:;

장끼 않ep Sl에X

ôéii-- ‘

뼈a때 Ba y

'Gili Biaha

( ßtue l횡∞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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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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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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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외다이빙

본 객실 건물 전경과 매우 고급스러운 침실 내부 규
모가 크고 시스멈이 잘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머
무르기에적합한곳이다

게 되었다. 사누르와 툴람벤 인근을 중심으
로 모여있는 다이브센터가 지난 몇 년간

2-

3배 넘게 증가했고 최근엔 한국인 강사가 활

발리의 다이빙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누사페니다의 하이라이 E 는 만타와 몰라

있다 누사페니다 섬 ， 툴람벤 드리고 멘조싼

몰라이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그 어느 유

이그것이다.

명한 다이벙포인 E 에서 보다 이곳 만타포인

트에서 만티를 볼수있는확률은크게높다.

동하고 있는 하나 아직은 우리에게 미 개척

지중하나이다

(NUSA PENIDA)

만타 클리닝人테이션이 그렇듯이 이곳도 시

발리의 다이빙시즌은 연중이라고 볼 수 있

발리섬 남동쪽， 롬복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야가 좋은 곳은 아니며 여기에 너울까지 더

다 발리 섭을둘러 있는가장대표적인사이

섬 누사페니다는 사누르 S따JUR 해변 또는

해져 만타를 기다리는 1분1초가 힘들게 느껴

누사페니다 섬， 툴람벤， 빠당바이， 그리고

빠당바이 PAD아JGBAI 에서 λ 피 E 며 E 무

진다 하지만 편대를 이루어 나타나는 만타

멘%벤의 환경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므

약 40분~1시간 반 거리에 있다. 약 5천 여명

를 만나는 순간 이런 지루함은 한번에 날아

로 시즌에 따라조정할수 있다. 주로 비치다

이 거주히는 이 섬은 리조트 같은 관광시설

간다. 대부분 2~5미터의 작은 크기의 만타

이빙으로 진행되 는 툴람벤 지역과 스피드보

은 거의 없으며 발리에서 운항히는 스노클링

가 주를 이루며 간간이 5미터 이상 되는 대

트로 한 시간 여 이동하는 누사페니다 섬 인

투어 회사인 력실버

근은 바다 환경과 수온도 완연히 다르게 나

항하는 곳이기도 하다.

E

누사페니다

(QUIK

SILVER)가 운

형 만타도볼수있으며 배와등이 모두검은

색인 블랙만타도 종종 나타난다. 다이빙을

타나기도 한다 12~2월 λ에 는 스콜이 지주

주로 물을 타고 흐르는 조류다이빙의 형태

끝냈다고 마음을 놓지 말자 웅푹 패여 있는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누사페니다 다이빙

로 진행되는 페니다 섬의 다이빙은 토야파케

듯한만타포인 E 의 지형은수심이 깊지 않

은 어려울 수 있다 유럽의 다이버들에게는

(TOYAP와않H) .

(PED)

아 만타가 수면에 가끼어 이동하기도 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던 꼭 가보O싸

등에서 때에 따라 렘봉안 (머MBONG때)

때때로 너울을 타고 바위에 날개를 부딪히며

하는 지역을 포함， 주요 다이빙지역에 대해

섬과 사이를 지나면서 강해지는 최고의 조류

놀고 있는 흥미로운 만타의 모습을 배에서

간단히알아보자

를만날수있다.

볼수있다.

텀

빌리의 임피 리조트는 멘ε엔과 툴람벤에 근사한 최

고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우측은 임피 툴람벤의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 전경이며 위는 품위있게 꾸며

놓은 객식 내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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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포인트.

페드

다이빙 전문 리조트인 코코티노스는 마나도외 롬복

에 위치해 있다 마나도에는 전문 다이버를 위해 리
조트 전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테크니킬 다이빙도 가
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롬복은 아름다운 백사장
을 끼고 저녁노을을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를 가지고 있어서 다이버는 물론 허니문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른다‘

이곳 누사페니다의 백미는 크리스탈베 이

해변에서 걸 어서 입수히는 비지디아빙으로

모르게 움츠려 들게 히는 약 2 미터 여의 대

월을 타고 흐르는 강한

진행된다 검은 화산모래를 비닥으로 하여

형 바라쿠다 힌- 마리‘ 난파선의 부서진 틈 사

조류와 힘겨운 싸웅을 벌일 때 유유히 지나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평균

이로 비쳐 드는 햇살은 마크로 렌즈를 가지

가듯 만나는 몰리몰라 (M아따~OLA. 개복

10~15 미터 시야를 보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고 다이빙히는 수중사진기들을 당황시키기

치)이다. 해저 깊은 곳에서 찬물을 타고 올리-

난파선의 전체모습을 한번에 볼 수는 없다.

에 충분하다.

오는 개복치는 7~10월 그 확률이 많이 높아

하지만 천정이 없는 난파선이기 때문에 내부

진다 하지만 이때는 수온이 20도까지도 떨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다이빙을

멘ε반

어지게 되므로 보옹에 유의해야 한다.

진행할 수 있다.

발리 북서쪽에 위치한 ‘사슴 이란 뭇을 가

(CYRISTAL BAy)의

(MENJANGAN)

몸에서 흐르는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진 섬 벤징씬}. 공헝에서 차로 약 3시간 반을

난파선 리버티호 (Ll VERTY WRECK)

오렌지 빛의 전기조개와 해연 속에 숨은 털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수십 년 전부

발리 섬 동북쪽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 어

게 등 다OJ=한 마크로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

터 최고의 λ에트로 꼽아왔다.

찌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평범한동

에 상주하는 잭피쉬 떼 . 눈이 마주치면 나도

발리 바핫국립공원 (Bali Barat National

북 해인도로는 빠당바이에서 시작하여 툴람

벤으로 연결되는 라인 전체가 마크로 다이빙
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툴람벤에

너무나도 유명한 난파선 리버티 렉이 있다.
리버티 난파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잠수함 공격으로 좌초된 미국의 무장화물선
이다 길이 120미터， 폭 16미터로 1918년에
건조된 이 대형 선박은 해안으로부터 겨우

30여 미터 떨어진 수심 5 미터 부근에서

30

미터에 거쳐 길에 누워있다 당시에는 배가

해안에 올려져 있었는데 1963년 아궁산 폭
발로 바다에 밀려들어가 지금의 모래사면에

위치하게된다
크기에 비해 가장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난파선이라고 볼 수 있는 리버티렉은

코코티노스 롭복 리조트의 아름다운 해변 모습 전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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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Park)의 한부분인 멘%싼섬은지형적 특성

감지 되지 않았다 이번

으로 조류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으로부터

일본 지진 해일 발생

보호를받는위치에 있다. 멘장안섬과본섬

당시 동남아시아와 남

인도네시아는 발리와 자카르타로 들어가는 직항비행기를

사이의 채널은 때에 따라 강한 조류를 동반

태평양 전 지역에도 쓰

이용하거나 마나도 등은 지형적 위치를 이용해 교통의 요충

하며 평균 25m의 시야를 나타내는데 때때로

나미 경보가 발생 되었

지인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여 이동한다. 동서로 길게 뻗은

시야는 50미터 이상 뺑 뚫리기도 한다 90 년

으나 다행히 아무런 영

인도네시아 지형적 특성상 목적지에 따라 경유지도 달라지

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엘니뇨의 영

향 없이 지나가고 말루

며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페리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

향으로 산호 등이 많이 죽었던 멘%싼은 최

쿠와 파푸아 등지에서

는데 아직은 국내선 연착， 취소 등의 변수가 많으므로 일정

근환경이 좋아지면서 다시금각광받기 시작

이후 간헐적인 지진이

에특히유의해야한다.

했다 새로운 다이빙리조트들이 생기고 새로

발생 하기도 했지만 다

운다이벙포인트개발도진행되고있다

행히 큰피해는없었다

최근 호댁 다이버 들의 발리 방문이 잦아지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

면서 잊혀졌던 벤장안에 대한관심도되실에

해는 끊임없이 계속 될

나고 있다.

것 같다. 하지만 인도네

20끄년 3월 전세계를 마음 아프게 했던 일

시아는 예전에도 그랬

본 지진， 해일로 회산섬들에 대한 그리고 쓰

인도네시아가는방법

가루다항공
인천←발리

월호f목금일

11:1 5 출발

발리-인전

월호}목금일

00:30

출발

17:00 도착
08:30

도착

대한항공 (월수금일 2호1 ， 호}목 1 호| 운항)
인천-발리

월-〈「그口이근

17: 00

출발

23:00 도착

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월화수목금

18:05 출발

00:05 도착

나미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이

앞으로도 묵묵히 자연

토일

09:05 출발

이 :05 도착

다 하지만지난 2007년 쓰나미 가푸켓을쓸

앞에 그들의 삶을 살아

월호}목금

고 지나가며 수마트라와 자바 섭의 크고 직

갈 것 이다 c(þc

00:25

출발

08:30 도착

화수목금토

01: 20

출발

09: 25 도착

월일

02:20

출발

10:25 도착

빌리-인천

은 회신활동이 보고 되던 때에도 술라웨시.
말루쿠. 이리안 자야 등지는 아무런 징후도

.- 「’Ii i
|‘ ..-:.-’“

-----rr' I
1J쓴 J
객‘

I

(쭈)빽션스쿠바투어
대표. 이민정

/ PA미 OWSI#470731

www. dive2world .∞m

대표전화: (02) 3785-3535 , 3536 , 팩스: (02) 6234-5100

톰l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짧鍵靈훌훌

E~--___.."..~날寶함했
말레이시아 라앙라앙， 랑카얀， 시파단

몰디브‘ 리브어보드

인도네시아 마나도 빌리 롬복

태국 시밀란리브어보드

코모도 라자암핏

팔라우， 씨월드， 네꼬마린， 리브어보드

필리핀. 모알보일， 보홀，
투바타하리브어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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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보초리브어보드

홍해 S옐세이크， 후루가다， 다합

11던l권느jJ/I~j디씩fLif딛 다디l설l ;찬뜸 ?己l또;르))

업채탐방

。

0

핫! o!훨 갖이 있었℃κ|

수자로얄 qol 뱅똘
The Most Quality Diving Training Pool , Suji-Royale!
문제 많이 발생하는 일반 수영장 물 대신 식염수 싼물 사용
취 재 /진신

서울애서뿜으로멀지않은경기도수지에다이빙전뚫이있다는^1-실을모르는강A뚫어많은것같다.생각보다무척.7}깝고웹
안환경을가전다이빙풀 。I면서 가격이매우저렴하고 이용알수 있는시간도넉넉안곳인데...
정상적 교육에 꼭 필요한다이빙풀

비용도 많이 드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강

위해 바디를 찾기 전에 수영장에서 오랜 시

디이빙풀은 스쿠바다이빙 교육을 제대로

사들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수영장 교육

간을 보낼수록 물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질

횟수를줄이는경우가많다

뿐아니라기본기술을여러 번반복해서 연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지

만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뿐더러 이용하는데

하지만 스쿠바다이빙 교육을 마무리하기

습하기 때문에자신도모르는사이에숙달되

수지로알다이빙풀은 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보유하고 있다 수온이 28도를 유지하며 인공식염수로 채워 져 있어 장비는 물론 몸에도 해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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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풀이 있는 수지로일 스포츠센터 전경 수지 한복판 사거리 코너메 있어서 윷h아가기 쉽다.

므로 해양실습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낼 수

북부지역에서도그리 멀지 않은곳이라고볼

있다. 그러므로 경비를 절약하여 불편과 위

수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험을 감수히는 것 보다는 안전하고 유익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물론 경기도 남부를 가

다이빙을즐기기 위해서 충분히 전문 다이빙

로지르는 43 번 국도와 가까우며 분당-내곡

풀에서 연습을 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 고속화 도로의 연장선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접근이 용이하다.

멀π| 않을곳
서울의 남쪽 경계선을 넘어 마주하고 있는
곳이 용인시 수지구인데 수지라는 지명이 생

자기차량을이용하는경우분당지역에서

마레스의 앙선 기술력이 응집된 이 핀은
모든 다이빙 환경에서도 뛰어난 파워를 제공합니다

는 10분이면 도착하며 서울 강남 근처에서도

꾀뜨로 엘셀의 독특한 디자인이 당신의 수중 적응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줄니다.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다.

소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처럼 느껴질 수

수지에서도 풍덕천로와 문정로가 만나는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있는 네비게이더에서

가장 변화한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지로얄 스포츠센터를 검색하여 보면 서울

서 자가 운전으로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으며

남부지역에서는 거 리가 20-30km에 불과한

강남역 잠실역 방면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앞에 정차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분당에서 수원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

엑셀은 가징 뛰어난 성능을 가진 마레스 핀입니다

하기도 편하다.

이므로수원은물론경기 남부지역이나충청

3가지재질 껄

(TRI- MATERIAL CONSTRUCTION)
3가지의 다른 재질을 결합하여 제작힘으로써
월등한 성능을 자료「하며 동급핀 중에서 최강의
따워를제공합니다

수퍼채 널

(SUPERCHANNEL)

R
-

탄력적인 중앙부의 커다란 물골이 물 유동랑을
크게 증가시커 더 큰 추진력과
효율적인 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성을 이용한 최적각도 이론 채택
(타Asnc

OPB)

상항 킥과 하항 킥 사이의 핀 블레이드의 각도를
최적화하여 킥의 효율성을 증가 시켰습니다.

marl! l
일반 수영장 전경， 천정이 높아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주며 실내 기온을 30도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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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장비가 약 30세트 준비되어 있으며 저렴하게

제공한다

훌륭한시설

펀리한주자공ZL‘

가 수영과 하이다이벙 경기를 위해 건설되었

수지로얄 다이빙풀은 수지에서 가장 규모

건물 서쪽은 2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이어

던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히는 곳인데 그

가큰종합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다. 실내수

서 언제든주치공ι에 넉넉하며 주차장에서

곳들은 국제규격에 따라 가로 세로가 각각

영장을 비롯하여 헬스， 스커시‘ 에어로빅 등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지하에

25m에 달한다.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초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우나

있는 수영장 매표소에 바로 갈 수 있다. 장비

보지들이 미음껏 수중에서 유영하고 다닐 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대중사우나와

를 가지고 다녀이: 히는 다이버들에게는 멀리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말이면 너무 많은 인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정돈된 락커룸과 목욕

걸어다녀야 히는 불편함이 없으며 힘들지 않

원이 동시에 입장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

시설이 미련되어 있어서 옷을 갈아입거나 교

고 다이빙풀까지 이동。 1 가능하다.

워서 교육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폐단이

육을 마치고 몽을 씻는데 매우 편리하다 수

주차요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4시

건， 헤어드라이어， 스킨로션 등 기초회장품

간무료이며 일요일과공휴일은하루종일 주

까지 준비되어 있다

차료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입차하면

데 힌쪽 띤에 1. 2m 수심의 수중 난간을 설치

서 발급받은 주차권을 수영장 매표소에 제시

하여 얄은 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하띤 도장을 찍어준다.

풀 양편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실

스포츠 센터 건물이 사거리 코너를 끼고

양방향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데 스포츠센

있을 수 있다.
이 곳은 8m

x 10m 구격에 수심은 5m 인

터는 물론이고 맥도널드를 비롯한 각종 편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 관리 요원이 종

시설이 입주해 있어서 교육 전 후 식사를 하

일 근무하면서 주차 상황을 도외주고 있는데

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매우 넓지는 않지만 초보다이버들이 기본

운전에 서툰 상황을 해결하고 주차 효율성을

교육을 마치면서 수중유영을 충분히 연습할

높이기 위한 배려라고 한다，

수 있는 공간이며 강사가 한 눈에 수중 전제

다이빙풀 주변에 앉아서 쉬거나 브리핑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였으며

방향 코너에는 편하게 출수 할 수 있는 계단
도 있다.

를 감독할 수 있기 때분에 교육생들이 시야

냉옹수기가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따뭇
힌 치를 마시거나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일 수

교육에적합한다이빙풀

를 벗어나지 않이 안전관리에 유리하다 알

있다

수지로알 다이벙풀은 크기가 작지 않다.

은수심 공간도충분히 5-6명을교육할수

강사들이 주로 이용히는 다이빙풀들은 원래

있는 면적이며 10명 이상 단체 교육을 하는
경우 미리 신청하띤 아래층 일반 수영장의
한쪽레인을시용할수있도록해준다.
수온도 매우 중요한데 다이빙 교육을 진

행하면 물에 몸을 담그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힘들여 많이 웅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지로얄은 수온이 연중 28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앓은 슈트를 착용하고 몇 시간씩 물

안에 머물러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수영
장 내부 기옹도 30도 이상을 유지하므로 물
밖에서 쉬는 동안 체온이 떨어져 추위를 느

끼는상황도 벌어지지 않는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다이빙풀 모습， 벽에 유리창이 있어 내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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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방지가 최우선적 전제 조건인데 수지로얄

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할수 있

분인데 이 곳은 자체 주차장 공간이 넉넉하

다 또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탈 장비

며 무료 주차가 기본 4시간이 제공된다.

를 30여 세트 확보하고 있으며 저렴하게 저1

어떤 곳은 수영장 입장료 외에 주차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곳이 있으므로 교육 기

공한다

간 전체 경비를 계산해 보띤 차이가 더욱 벌

저렴한 M용료

어질수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풀 이용료는 입장료와
공기통 시용료를 합한 금액이 최소 1인당

2

강사는 등록을 한 후 무료로 이용이 가능
하며 강사등록비도 받지 않는다.

만원 이%에며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다이
벙풀은 그보다 비싼 곳이 많다. 그에 반해 수

운영시만

지로얄 다이빙풀은 입장료가 7천원 공기통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특별히 휴

이 8천원이므로 합하여도 1만5천원에 이용

가를 받거나 평일 낮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이 가능하다.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주중 낮시간

초보자 교육을 위해 수영장을 최소 4회 이

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평일 새벽이나

용한다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

지 차이가 난다. 더불어 교육생의 장비를 대

다 또는 주말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해서 사용히는 경우라면 그 차이는 더욱

하지만 다이빙 전용풀 운영시간이 평일 오

벌어진다 통상 스쿠바장비 풀세트 하루 사

전에는 문을 열지 않거나 저녁에도 일찍 끝나

용료가 3만원 이상이지만 수지로얄 디아빙

는 경우가 많이서 할 수 없이 주말 시간을 이

풀은 2만원이기 때문이다

용히여 교육을실시히곤한다 그래서 주말에

강사는 불론 교육생들이 수영장에 가기 위

해 각자 자기 차링L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
공기통이 풀 안에 있어서 힘들

대부분의 입장객이 몰려 흔잡을 이루고 있는

데 어떤 다이빙풀은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나

페가수스
(PEGASUS)
열대전용 BC.(무게

2.9kgfL'’ 사이즈 기준)

다이빙이 더할나위 없이 심을해 집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백마운트 방식의
높은 부력을 갖춘 떼가구스 BC는 모든 조정이 기능하며
몸을 BC에 밀착시켜쯤니다

게 멀리 들고 다니지 않아서

하이리프트 I힘
(HIGH LlFT) -

편하다 아래층에 장비 보관실
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

을 하는 경우 매 일 장비를 가
지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이

기존 전통 방식의 부럭 주머니에 비하여
모든 사이즈가 보다 높은 부력을 제공합니다‘

곳에보관하면된다백마운트 R
(BACKMOUNTED) •.•
높은 부력의 백마운트 부력주머니는 행동의 제약이
없으며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합웨이트시스템 휩
(MRS PLUS)
딘숭한 한번의 동E받}으로 통합웨이트 시스템을

울르거나 장착할 수 있옴니다
미|가수스 BC는 열대 바다용으로 특별 개빌된
파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BC는 수연에서 부력올 잡기가
강사분과 상의하여 구매하

milrl! l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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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입장을 받으므로 원히는 시간에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고 하루 종일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두 번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잉 ;." 1 요 J:~ ~l 셰익 셰 찌 엄

o 6j~ 포

얀융 어

~I o~ 임소신’~t-

:ë

잉끼싹 에 !

이 상 찌잉 쇼 •

gg

이

소

나

쿄 엉니

도

써앤마

엉

융가가

까지는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

쐐
세
한

잉생시’I~ SYSTEκl ‘l 나 마

염해애

수지로얄 다이빙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 앙~.，:

.~.，ξ ’ | 유샤잉

.’“H~ 싱 it i!-힐잉 ，.2.흔

t

‘

기 때문에 새벽에 교육을 실시하고 출근하거
용앵이 안되며 ， 눈융 뜨고 수영훌
양 수 있슐니다

나퇴근후저녁시간을이용할수도있다 하

루 이용시간의 제호}이 없어서 필요한 경우

수영융 엄수륙 피￥톨 Jf드엠찌
1t 니 다 수영 후 세제를 샤용하지
앙고 샤예를 하연 피￥가 ￥드러
찌쟁나다

온종일 수영장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물

론추가요금을받지도않는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문을

수 엉 훌 .i. 예에도 어 리카싹 맺

수 영 톨 의 *씩훌 앙 져 앙니다 .

연다.
자윈확 인간톨 생각혀논 !’경연 .. 씩 수 'iU!t

t및 4 찌를엘호포츠엔학

식엄스로째운스영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하1 층 매표소와 대중사우나보다 정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남자 샤워장 내부

은 수질에 관한 것이다 수영장 수질 관리를

있어서 왼전하게 최상의 상태를 연중 유지하

천정이 매우 높은 일반 수영장 한 쪽에 다

위해 살균소독을 하고 있는데 살균에 사용되

고 있다고 한다 수온도 연중 28도를 유지하

이벙풀이 있으며 바로 곁에 다이빙풀 사무실

는 약품이 독성이 강해서 피부는 물론 장비

고 있다

이 있어서 펼요한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영장에 몸과 장비를 담근 다음에는 깨끗하

이용밍법

운영하는 M람음누그?

게씻어야한다

강사는 처음 방문하는 경우 강사자격증을

수지로알 디이벙풀 운영자가 최근 바뀌었

수지로얄 수영장은 인체 염도와 같은

제시하고 매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강시등흑

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 인어와마린” 이라

0.6% 농도를 유지하는 염수를 사용한다 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시등록증을 발급받으

는 숍을 운영하고 있는 유종범 대표가 새롭

리식염수와 같은 농도여서 인체에 자극이 없

면 한 명이라도 교육생을 대동하는 경우 입

게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으며 따로살균처리를하지 않아도된다 물

장료와 공기통 사용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론 역겨운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으며 장시

있다 따로강사등록비를받지 않는다.

인어와마린은 다이빙계 전체가 경기가 어
려워 불황을 겪는 중에도 매년 기대 이상의

간 이용해도 머리카락이나 장비가 탈색되지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 주차장에서 에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 다이빙

도 않는다. 샤워할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

레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l층에 내리면 바

세대에서 성공하고 있는 전문숍 중 가장 손

도 피부가 당기거나 꺼질해지는 느낌이 없이

로 앞에 수영장 매표소가 있다 이 곳에서 강

꼽히는 업체다 철저하고 섬세한 교육과 섬

부드러움을 유지시켜 준다.

사가 대동한 교*생 명단을 작성하고 다이빙

세한 회원 관리로 유명하여 온라인샘l 서 인

적정 염도를유지시키는기법은설비가좋

풀 이용료를 납부하면 탈의실 옷장 열쇠를

기 업체로명성이높다.

이야하고 관리가 엄격해야 유지될 수 있는데

주는데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사우

수지로얄 수영장은 긴 시간 경험을 가지고

니를 통해 수영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번 수지로얄 다이빙풀 인수를 계기로
OJ'재동에 있던 사무실도 스포츠센터 건물 2
층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이
빙풀 관리에 전념할 수 있으

며 강사를 비롯한 이용객들

의불편을즉시 해결해줄수
있다고한다.
알차고 꼼꼼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숍을 성공시키

고 있는 유종범 대표가 새롭
게 시작하는 수지로얄 다이

벙풀 운영에는 어떤 서비스
와 시스템으로 이용객에게
수지로일 다이빙풀 사무실과 5월부터 새롭고 참신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유종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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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을 줄지 기대된다. 만

m:ntl!lIiIlilill

신제품 소재

New Product , LED Di velight EOS 3.
묘V， Iλ1

2 t::::jê:므

스루바다이빙 징·비 전문 회사인 마레스(Mare히까 8년 또뻐| 찍접 앵만한 LED 다이브랴이트 EOS 3를 출^I 하업다. 몇

빼전부터 도D까 1빨되면서 '1 존의 에0， 할로젠 램표를 사용한 우중랴이트 쩨품이 순익1_t<꺼| 짜취를 감후고 해마다
인영 LED를 망힘벤 랴이트들이 ^I~뻐l 나오고 임업 X멘 Dt레스는 여l앙을 깨고 인쩌|품 출이를 하7'\ 1 않고 입어 궁곰증
을 7'\tot내고 입는 풍 이엽다.
마레스 장비를 무리나라어| 우입， 판매하고 입는 마레스코리 ot에서는 시중에 이미 여러 브랜드의

LED 우중라이트가 유

통되고 입어서 이 번에 출시한 헤품에 대해 콘 끼대를 하7'\ 1 않고 입업다고 한다. 하7'\ 1 만 뜻빅샘|도 출시한π| 보름 오벼|

I*t 입고된 EOS 3가 오투

판매되업으며 5월 중운에야 2*t로 쩨품이 입고 된다고 한다.

출 ^I 와 동시에 ^t용해본 다이버들의 입 소문을 통해 명 '1.로 인껑받고 입는 마레스 EOS 3의 특밍에 대해 짜에Itsl 빨r
보도록

tst 7'\t.

루벤과룩스
용어 설명을 참고하면 광속의 단위가 루벤
이고 조도의 단위가 룩스이다 (1룩스=1루멘

1m2)

또한 광속은 광원， 즉 램프가 발생하는

총 광선 출력을 특정 구 표면에서 적분한 값

이다.
일반적으로 측정은 지름 1미터인 원인에 빛

을 흡수히는(반시광을 없애기 위해) 검정색의
속이 빈 구형의 챔버를 설치하고 그 중심에 광

원을 고정시킨다 효율은 루벤/와트로 계산하

EOS

며， 값이 클수록 효율이 좋은 것이다.

따워

3의 특징

3W, 조도 7,000 룩스 이상， 배터리 8개의 AA배터리

사용시간:5시캔조도의 변화 없음) 이상， 전구‘ LED

일반적으로 조명의 구성은 램프와 등기구

스위치 마그네틴， 반사경 이중 반사경

(반사갓 등의 구조/구성물)로 되어 있는데 조
영기구는 특정 목표(면적)을 비추는 것이므로

광속{Luminous Flux) 광원에서 방출되어 눈에 감지되는 광선의 총 출력료띨 밀받다.

조도의 단위를 사용한다. 이를 쉽게 풀어서

루멘· 광원의 가시광선 출력량은 와트(Watt)로 표시하지 않고 루멘으로 표시하는데， 사람

설명하면 루벤은 다이브라이트가 낼 수 있는

의 눈이 따ε뻐l 따라 서로 다르게 감응하기 때문이다.

3차원적인 총 밝기이며 . 룩스는 해당 라이트

조도(1I Iuminance): 일정한 평면이 밝게 비춰지는 정도를 밀팅}며 조영되는 면적과 광속

가 실제로 일정한 물체를 비추는 2차원적인

의 비율로결정된다.

밝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루벤의

룩스: 1룩스는 1루멘의 광속이 평방미터의 면적에 균일하게 비출 때를 밀딴봐. 그러나 실

다이브라이트도 반사경과 렌즈 등의 효율성
에 따라 사물을 비추는 밝기 즉， 룩스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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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단위면적에 굉속이 균일하게 분배되어 ， 빛이 비춰진 면적의 모든 점에서 조도가

모두 같게 측정되지 않는다.

• • • ••

발리 최고급 리조트/스파

Inl 톨람번!

빼:띠멘항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색상별로 따장이 다르며 물을 통과하면 따뜻한 색을 가진 파장부터 흥수되어

사라진다-

가 날 수 있다. 이것이 같은 루벤의 다이브라이트라도 모델에 따라 수중에서 사용시 밝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그러한 이유로 마레스는 다이버가 실제로 사용히는 수중 환경을

기준으로 룩스의 수치를 표현하였다.

색온도의역할
우리가눈으로보는시물들은 가시광선이라고하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의 여러 파장

의 색이 모여서 비춰지는 것이다. 수중에서는 이러한 파장들이 각기 다른 특정을 갖게 되며 따
뭇한 색의 파장은 얄은 수심부터 쉽게 흡수되어 사라진다. 그래서 낮에 다이빙을 할 때에도 수

중의 물체들이 청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때 다이브E에트로 피사체를 비추면 본래의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용히는
다이브라이트에 따라 가지고 있는 색 옹도(파장)는 제각각 다르다， 푸른 제통의 차가운 색은

잘 뻗어나가지만 붉은 계열의 따뜻한 색은 멀리 뻗어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이브라이트
빛이 멀리 뻗어나가는 정도는 색 옹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도 비춰지
는 피사체의 본래의 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못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꽤표출르
13- 0

I

’

일반적으로 사용히는 전구는 총3가지가 있다. 할로겐과 같은 필라멘트 티-입，
러고

HID 타입이

LED

타입 그

그것이다

할로겐 전구는 값이 저렴하며 따뭇한 색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색을 잘 복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직진성이 떨어지고 전구의 수명이 짧으며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사용시간이

짧은단점을가지고있다

때 램프는 전력 소비에 비해 출력이 높지만 가격。매l싸고 스위치를 켰을 때 즉각적으로
빛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매우 차가운 색 옹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각광 받는 LED는

HID 램프에 비해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수명이 길고 배터리

소모량이 적어 오랜시간사용할수있다. 특히 따뭇한색과차가운색 온도를모두가지고 있
어서 수중에서 본래의 색을 잘 복원하며 직진성도 뛰어난 탁월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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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테스트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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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를 수중에서 비 쳤을때 색을 재현하는 비교 실험

톨훌1

톨i

수중에서 빛 이 비춰지는 범 위를 비교한 실험

E05 3 의자랑거리
EOS3는 투명 3WLED 전구를 시용하여 직진성과 본래의 색 복

원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실제로 수중에서

3m

거리를 비추었을 때

EOS3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의 모든 색을 다 볼 수 있다.

EOS 3의 가장 큰 특정은 이중 반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진성이 뛰어난 반사경은 잘 뻗어나가지만 비추는 면
적이 너무 좁은 반면 비디오 촬영에 사용하는 확산형 반사경은 넓은
면적을 비추지만 빛이 흐트러지며 부유물도 같이 비추게 된다 그래

서 마레스는 전제 출력의 80%는 직진성이 뛰어나도록 빛을 모이주

면서 200/0는 확산되도록 반사경을 설계하여 원하는 물체를 뚜렷이
보면서도 주위 사물을 분간하여 부유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산

호의 아름다운 고유잭을 즐기면서 바로 옆에는 라이온 피시가 있는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EOS3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시간 중에 일정한 밝기를 지속적으

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Ma마레스가 전자회로 설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배터 리의 세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조도를 유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마그네틱 스위치는 마그네틱(지적) 타입을 채택히어 내부로 물이

유입될 기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뿐 만 아니라 슬라이드 방식의
짐금 기능이 한손으로도 편하게 시용할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EOS 3 에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차라인 AA형 배터리
를 시용한다 특정 배터리 를 사용하여 생기는 불편을 없애려는 의도
이며 힌번 여행에 장시간(8시간) 사용이 기능하도록 한번에 8개를
넣도록 되어 있다. 물론 충전용 리륨이옹 배터리를 이용하면 사용시

간을 8시 간에서 1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다이벼들이
충전 배터리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통 가게에서 판매하는

알카라인 배티리 를사용하면 된다.

EOS3 는

자체개빌한 이중반사경을 사용하여 주제는 또렷하연서 주변도 빌댐준다.

여 연구 개발한 다이브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차피 방

보통 수중에서 사용하는 다이브라이트는 일반 육상에서 사용히는

수 기능이 있어 수중에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빛의 세기. 확산 각

라이트에 방수 기능만 추가하면 된디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도， 빛의 색상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마레스 자

하지만 수중이리는 특별한 환경에 따라 빛의 현상이 달리지기 때문

체 제작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장

에 수중에서 최고의 효율을가지기 위해서는수중의 특징을감안하

점이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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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띤도댐À(ot 다O(댐 전시획

Deep & Extreme INDONESIA 2011
Attened Deep&Extreme Indonesia 2011 Exbihition Invited
by Indonesia Culture and Torism Ministry.
취재/진신

관련 업쩌| 맴투어 끼:획

지난 3월 31부터 4월 3 일까지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

한국의초정자

서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주최로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는 인도네

2011"'

시아의 레저스포츠 관광을 진흥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주최측에서

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관

는 인도네시아 다이벙 관광 활성화

련 외국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를 위해 각국의 다이빙 관련 여행업

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별한 각

체를 초청히는 램 (FAM)투어를 진

국의 전문여행업체를 초청하는 팽

행하였는데 본지가 취재자 초청되

투어를기획하였다.

‘됩 앤 익스트림 인도네시아

어참가하였다
전시회는 다이빙을 포함한 익스
트림(모험) 레저스포츠를 홍보하기

본지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
서 추진하는 다이빙 홍보를 위한 전

예쁘게 단장한 전시장 입구 모습

시회와 팽 투어를 취재하기 위해 참

위해 개최되었는데 등산과 트레킹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소수 있

가를 신청하여 초청을 받았으며 다른 초청자들과 함께 자카르티를

었으며 대부분을 다이빙 관련 업체들이 차지히고 있었다.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지역이 새로운 다이빙 명소로 유명해지고

한국에서는 액션스쿠배대표: 이민정) 다이브투어(대표 이명덕)

있기 때문에 본지에서는 각 지역의 디이빙 전문 업체의 실태와 정보

두 업체가 다이빙 여행 전문가로 초청되었으며 일반 레저스포츠 투

를알이볼수있어서유익한기회가될수있었다，

어를 기획히는 여행업체인 트레블러스맴 레드팡투어 굿트레블 에
서도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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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k한 공연이 진행되는 개막행사를 구경하는 관람객들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고위층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일반 레저스포츠를 취급하는 여행업체와 스쿠바 다이빙을

24 명의 초청자 중 충국업체가 절반을 넘는 13명이었다. 하지만 그들

전문으로 히는 업체가 공존하지 못히는 것이 전세계의 오랜 경험에

과 잠시 대화를 나눈 결과 그 업체들 역시 다이벙 투어 프로그램을

서 나온 결론이라는 사실을 볼 때 주최측에서 과연 제대로 효율적인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직 만들 계획도 전무하다고 발했다 아마도 중

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실제로 일반 여행업체의 참

국의 관광객이 급증히는 현상을 계기로 중국 엽제를 초정히는데 노

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둘러보고서도 자기 업체와 업무를 제휴 할 만

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전시회와 별반 관련이 없는

한 상대를 찾지 못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다이빙 리조트들도 일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여행사와는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인도네시아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호기심은 많았다. 인도네시이에서 무엇을

문화관광부에서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사가 실제 현장 업무와는 동떨

상품화하면 좋을 것인지 계속 궁금해하고 찾이 디니는 열정을 보이

어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면서 우리나리- 참가자들에게는 한국의 관광 상품을 제휴하기 위한

만약 전세계의 스쿠바다이빙 전문지를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인도

시도를 하기도 하였디 팽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던 자카르타

네시아 다이빙에 관한 정보를 집약하여 보도자료로 제공힌다면 홍보

인근의 해%t공원과 리조트를 방문힌- 후 관심을 많이 보이띤서 발리

전략에는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힌 초청업체들도 전

와 다른 지역의 휴양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지를 통해 추천을 받는다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지 주최측인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직원들은 중국 여행업체들과

가를 뽑아 낼 수 있어서 같은 예소띨 투자하고도 최대의 효괴를 얻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현지의 여러 업체들을 소개해 주고 있었다

수있을것이라보인다

정부 주무 관청에서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해 작은 일일지라도 관심

있게 챙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많이 세렴되지 못했지만 노력하는 모
습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디

중국의출현

액션스쿠바의 이민정 대표와 다이브투어의 이명덕 대표는 작년에

하지만 이번 행시에 관히여 결론적으로 말한다띤 스쿠바-다이빙 관

도 초청을 받마 참가한 경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들이 금년에 놀란

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스쿠바다이빙 전문엽체를 초청하여 다

것은 중국 본토에서 대거 참가한 여행업체 직원들 때문이었다. 총

이빙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일정을 만들어이: 복적한 소득

마나도 타식리아 부스에서 다니엘 사장과 함께-

코코티노스 리조트의 앤드류 매니저와 함께

임피 리조트의부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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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획

액션스쿠바투어 이민정 대표가 상묘「하고 있느 모습

맴투어에 침가한 아시아지역 여행업 종사자들， 중국인이 많았다

을얻을수있는것이지 이번처럼 일반여행업체들과함께 어울려 식
사를 함께하고 휴양지를 잠시 들러보는 세부 일정으로 진행하는 행

사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일반 관광 상품과 스쿠바 다이벙 상품
은 전혀 다른 품목임을 담당자들이 빨리 이해하여 내년에는 다이빙
업계를 정확히 연결힐 수 있다떤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맴투어일정

팽 투어는 전시회가 개맥}는 전날인 3월 30일에 자카르티 공햄l

다이브투어 이명덕 대표가 상묘「하고 있다.

도착하여 시내의 호텔에 투숙한 다음 전시회 개막식을 참관히고 전

하는 계획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기자와 액션스쿠바

시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전

의 이민정 대표는 주최측의 양해를 얻어 관광 일정을 포기하고 전시

시장 아래층의 회의실에서 전시에 참가한 업체들과 잠깐씩 영업 홍

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를 위한 미팅시간이 있었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업체가 어느 곳인
지 파익하기에 유익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다수의 초청지들은 어차피 전시장의 업체들과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을 떠나는 데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행업체와 현지 려조트간의 업무 교류는 다시 만나 세부

하였지만 이번 행사의 본질이 인도네시아 다이빙과 모험스포츠를 관

적인 대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팽 투어를 주관한 업체

광상품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기자의 눈에는 행사의 효

는 어떤 이유인지 디음날에 전시장에 다시 오는 일정을 만들지 않고

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따름 이었다

자카르타앞바다의 유명한휴양지인 코톡 푸트리 아일랜드를관굉

추측하건데주무부처의공무원들은일반휴양지관광상품과다이
전시장 넓은 로비에 수중사진들
이 주제별로 전시되고 있었다. 흔
히 만나기 어려울정도의 수준높

은 작품들이어서 본지에 소개하
고 싶은 마음에 자료 요정을 하였
으나 미국의 상업적 단체에서 실

시한 공모전 수상작들이며 단순
히 전시하는 허락만 받았으므로

저작권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기회가 마련된다면 한국 수
중사진가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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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을 포함한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 상품이 본질
적으로 다른 것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을취급하는여행업체들도확연히 구분되어
있디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닐까 한다 행사

기간동안 동행하던 문화관광부 직원도 스쿠바 다
이빙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히는 전문적인 여행
업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추
후행사결과보고를할때 그사항을 명확히 하
여 내년부터는 행사 목적과 부함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아마도 업무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다수의 다이빙 관련 업체들이 행사에
초청되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다이빙의 영소로 떠오르고 있는 라자 암핏에서 여러 업체가 선보이고 있었다. 본지에서도 금년에

전시장광경

취재를 다녀올 계획이다‘

개막식은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와 스쿠바다
이빙협회 관계자 등 여러 명의 귀빈들이 참가한

기운데 실시 되었다. 개막식 후에는전시장내부
에 마련되어 있는 무대에서 전통공연을 비롯한
다Od=한 쇼가 공연되었다
전시회 규모는 매우 직있다， 넓고 광활한 인
도네시아다이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수많
은 다이벙 리조트와 리브어보드 회사들 중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 않고 있었디. 전시회 자체가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참관하지 않고 인도네

시아 현지인들이 주된 대상이라는 사실 때문인

듯하다
본지에 광고를 개제하고 있는 마나도의 타식리
아 리조트와 묘묘티노스 리조트가 부스를 열고

참가 하였으며 발리의 최고급 다이빙 리조트 멈

주최측에서 마련한 인도네시아 에코 투어리즘 홍보 전시관

피 툴람벤과 멈피 맨장간도 참여하여 한국 다이버를 유치하기 위한

작품성에 놀라워 본지에 개제할 생각으

홍보전략을 논의 하였다.

로 주최측에 문의하였더니 미국의 유수

새롭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라자암맛과 데라완 지역의 다이빙 업

한 수중사진 단체가 개최한 공모전의 수

체들이 여릿 참가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내수

싱작이며 그 들의 허락을 받아 전시만 하

시장에서도 이직은 개척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정확

는 중이며 작품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내

하게 가는 방법과 어느 리조트로 가야 할 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지 않다고 하였다. 추후 기회가

우선적으로 자국 다이버들을 유치하기 위한 빙싼으로 보인다

닿는다띤 한국의 수중사진가들에게 소개

전시장비깥의 로비에는전시회와연계하여 개최한여러 사진대회

히고싶다

,.(f)<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특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제로
사진과 포스터를 공모하여 입상작을 선발하였다 수중은 물론 자연

환경을 보호히는 캠페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쪽에 수중사진들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었는데 작품들이 매우

출중하였다. 일반적인 수중사진의 수준을 뛰어 넘는 수작들이어서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전세계의 작기들이 출품힌 작품들이었다 인도

네시이- 다이벙 전시회와 병행하여 개최된 수중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전시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 상품이
있었다 질기기로 유영한 낙하산 원단으로 제작

한 해먹(그물침대)인데 색상이 화려하고 부띠가
적어 여행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좋아
보였다. 이른시일내에 액션스쿠바 이민정대표가
소량 수입하여 고객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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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져~5 회 국져I 보트효

스쿠바다이빙 론청
The 5th Boat Show Join Hands with SCUBA DIVING Society.
취재/진신

저 15회 국제보트쇼가 개최된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정문에 거대한 아치가 세워져 있다.

국내 해%맥l 저산업 분야를 선도할 ‘저1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스쿠바다이빙 업체도 참가하였는데 실내 전

가 5월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리는 개

시장에 간이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체험다이빙을 경험할 수

박식을 시직으로 5월 8일까지 닷새에 걸쳐 개최되었다 개막식에는

있는 이벤트를 미련히-여 많은 관심을 빔았다.

경님도 임채호 행정부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 황태수 도의회 부의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히는 이번 보트쇼는 예년과 딜리

장 해군사관학교 원태호 교장 해군기지사령부 강희승 사령관 등이
참석하였다

모처럼 맞이히는 5월의 화창한 날씨에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야외
를 찾는 방문객들이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실내전시조F에는 요트. 보
트를 비롯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업체가 각종 장비를 선보였으며

해싱전시장인 진해루 선착장에는 호화 요트를 비롯하여 거대한 카
타마란 보트가 정박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꿀었다.

개막식에 잠가한 귀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연병 ε뻐| 세워진 전시장은 거대한 임시 구조물이었는데 대형 요트들을 전시 할 정도로 내부가 충분히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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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관련분야까지 확대

하여 개최하여 스쿠바다이빙 뿐 아
니라 낚시 등 해양에서 즐기는 종목
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더불어 속천
항 해상에서는 국제모터보트 그랑
프리와 대한요트협회 매치레이스도

펼쳐지면서 국내외 요트 팬들이 대

거 방문하는계기가되었다.

부산， 경남，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
해안을 중심으로 해양레져관광벨트
를 추진히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국제보
트쇼는 금년이 5 번째이며 작년에는
10월에 고성군에서 개최되었다.

간이물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현 ε뻐|서 체힘다이빙을 즐길 수

국제보트쇼라는 명칭에 걸맞게 요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어린

트산업 선진국인 유럽과 호주의 회

이날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나
들이 나온 관람객들이 많아 예상

시들이 한국 대리점을 통히-거나 직

보다 많은 인원이 체험 다이빙을

접 참가하였으며 경상남도에 밀집되

즐겼는데 무척 즐거워하면서 다
이빙 교육에 호감을 나타내었디

어 있는 중소 요트， 보트 제조회시들

이벤트는 슨경훈 강사가 운영하

에게 필요한 보트를 발주하기 위해

는 창원잠수학교가 주관하였다.

외국 비-이어들이 주최측의 협조를

받아 많이 방문하였다고 한다

작년 10월 개최 이후로 전시회 개

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찾던 중 5월 4일부터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연휴를 최적기로

높고 넓었다

보고 육장과 바다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장소인 진해를

첫 동에는 대형요트와 보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동에

선정하여 준비했다고 한다. 내년에는 4월말이나 5월초에 창원 컨벤

는 작은 요트와 보트들 보트관련 용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스쿠바

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이빙을 포함한 해양관련 업종은 마지막 세 번째 전시장에 배치되

어 있었는데 낚시용품 업체들과 례저관련 업체들이 함께 어울려졌

힌‘|채 붕녕

다. 특히 실내에 간이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꿀었으

전시장은 실내와 야외로 나뉘어졌는데 실내전시장은 넓은 연병장

며 원하는 사람은 즉석에서 체험다이빙을 실시해주고 있었다.

에 커다란간이 구조물을 3동 설치하였으며 동끼리 내부에서 터널로

야외에도 커다란 인공수조를 만들어 어린이가 탑승할 수 있는 작

연결되도록 동선을 만들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초대형

은 모형 요트를 띄워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도우미들이 손으로

으로크게 묘떨어 졌다고생각하면된다 그오에 크루즈급에 해당하

꿀고다니며 태워주는이벤트를벌였다

는 커다란 요트부터 길이가 20미터 내외의 보트들을 전시할 정도로

전시장 입구 바로 앞이 바다인데 그 곳에는 30여대가 넘는 초대형

보트쇼에는 콤비보트， 카약， 요트 등 다y한 종류의 보트가 전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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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야외에 마련된 넓은 수조에서 어린이들에게 딩기요트를 태워주고 있다

진해루 앞 계류장에는 요트와 보트들이 접빅r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파워보트， 수륙양용 보트， 쌍동형 요트 카타마란， 크루저 요트가 정

박힌채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요트 내부를 구경할 수 있
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카누， 카약 등 각
종 요트， 보트를 직접 승선해 보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특히 5월5 일은 어린이날이어서 공휴일인데다 금요일을 지나 주말
로 이어지는 횡금의 징검다리 연휴여서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단
위의 관람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전시회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하는 사생대회도 개최되어 흡사 서울 근교의 놀이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모여들었다.

요i; 렉션 111을?

하루종일 관람객이 몰려있는 요트땐션 업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달리 이 보트쇼는 경상남

도와창원시가주최하는행사이 다. 곧 지방자치단체가지역 활성화

분만에도착할수있었다

를위해 예소띨투입하여 개최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자체

부잔에서도그리 먼거리가이니고충청， 대구， 경북지역에서도고

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시장 부스 임대료도 무척

속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의 전시회를 관림하기 위해 시내

저렴하며 관람객들을 동원하기 위한홍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히려 방문하기 쉽다고 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한다는 약점이 있지만 창원이라는 지

수도 있다

리적 여건이 접근하기에 그리 불편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단지 보트쇼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해양레저 스포츠업계와 접촉하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어렵지도 않다. 기자가 이 번 전시장을 취

는 빙싼과 스쿠바다이빙 업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빙싼을 취할

재하기 위해 진해를 가는 루트는 헝꽁편을 이용했다 서울에서 창원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정한 예산

까지 고속버좌 있으며 진해까지는 고속철이 운행하고 있지만 연휴

을 참가 업체와 관람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서로 소정의

인지라 교통체증을 우려하여 항공편을 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만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부스 임대료를 매우 저렴하

족하는 방법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항공편을 이용하여 김해공항

게 제공하며 전시기간 동안 창원에 머무르는데 펼요한 경비를 최소

에 내린 다음 공햄l서 창원까지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였다. 공항

로 줄여주는 것 등이 가장 기본적인 빙싼이 될 것이다.

을 나오면서 곧바로 고속도로로 접어들기 때문에 창원까지 불과

30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계지들을 위해서도 혜택을 주는

빙싼을 마련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미리 전시회 관람 예으뽑 받
아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든지 교통편
이용에 할인을 해준다든지 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주최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업계의 상황과 펼요 사항을 알아
보고 이해하면서 긍정적으로 기획을 한다면 미래의 전망은 빌F아 보
인다 ~O)c

주최측에서 다이빙계 참가자 숙박을 위해 제공한 해군회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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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아01 뺑 엠껴|을
본래 보트쇼였던 행사에 해양레 저를 연계시키는 계획이 불과

컨벤션에서 개최할 디음 전시 회에 관심을 보이 고 있었다.

두 달 전 결정했기 때문에 스쿠바다이빙 업계가 참가하기 위해 준

실제로 장비업체 부스를 찾아온 관람책들 중에는 스쿠바 다이

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인지 대부분의 업체가 전시회 자체에

빙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장비 구입 방법을 질문하는 디 이

는 흥미를 보였지만 막상 참가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하였다.

버들도 많았다고 히는데 추후 그 지역의 다이빙 숍에 확인한 결과

장비업체로는 힘대웅슈트와 자이언트， 그리고 재호흡기를 취급

문의했던 사람중 여렷이 직접 찾이왔었다고 한다.

하는 률겐슨 디펜스 아시아가 참가하였고 교육단체에서는

관람객들을 대하띤서 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이볼 수 있는 기

가 전문점으로는 창원잠수학교가 체험다이빙을 위한 인

회가되기도하였다 인공수영장을설치하여 체험디이빙을실시

IANTD

공수영장을 설치하여 참가하였다.

했던 창원잠수학교에서는 체험다이빙을 신청히는 관람객들이 예

주최측에서는 참가업체 상주 인원들이 전시기간 동안 머무를

상을 뒤집을 만큼 많았다고 히면서 금년 여름 시즌에 칭원 지역

수 있도록 해군회관에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였는데 전시장 임대

에서 체험다이 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료도 무척 저렴하여 많지 않은 예산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한

했다.

다. 또한 예상보다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이 많아서 내년에 창원

마레스코리 OK 대웅슈트) 부스 전경-

마레스 신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IANTD 코리아

재호흡기 업체 줄겐슨 디펜스 아시 아 부스 모습

부스 모습

다이빙업계 참가를 주최한 창원잠수학교 부스

자이 언트 시스탱 부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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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저"호! 쩨주 1햄후어!

이호!밴 코스t ，렉터

%“ f 통푼호!
The 1st FAM Tour at J멈 u ， Korea.
글， 사진/정인선

코스디렉터 (PADI)이며 스쿠바민포를 꾼엄마고 있는 이호빈선생이 주관아고 제주 윈리조트의 이춘굉 본부장이
행사톨 주죄아는 일명 때디-이포민라민 감사동문의 저11 외 제주 쁨투어가 2010.11.26-28 ， 3일에 걸져 전앵되었다.

이호빈

코스디펙터

。그ÞADI) 동문 제추 맴투어
의 의미!
2009년 7월 패디 묘스디렉

터가 된 이호빈선생은 2010년
11 월 15차에 이르기까지 총

65 명의 강시를 배출하였으며

정인선

현재도 강사들의 리더로서 그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강사양

이번 행사을 주관한 이호먼

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CD

와

제주 윈리조트 이춘광 본부장. 그

이번제 1회 행사를통해한

동안 이호빈 CD의 강사교육을 통

시각 한자리에 모여 강사들간

력을 통한 발전적인 미래를 지항하

해 강사가 된 동문들의 단합과 협

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제주 맴

친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

투어에 총 43명의 대인원이 참가

로써 동문 모임 발대식을 갖게

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되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강시를 본업으로 현재 전문 프로의 길을 기는

자리를 한층 빛내주었고 참가한 강시들은 강사교육 과정을 거쳐 강

강사들 그러고 그 외의 다른 직업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다

사가 된 후에 달라진 현재의 다이빙에 관한 생각을 토대로 향후 목표

이빙을즐기며 다이버 양성교육에 일임하는강사들까지 다%댄분야

와 계획에 대하여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

에 몸 담고 있는 강사들과 회원들이 한데 뭉칠 수 있는 자리여서 어

하고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느 때 보다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저녁만찬과 함께 술잔도 기울이며
화기애애한 시죠띨을 가질 수 있었다

이호빈선생이 현재까지 배출한 전체 65 명의 강사들 중 이번 행사

에 참여한 강사들은

PADI

IDC스랩강사인 정백송 강시를 비롯하여

이는 다이빙 계에서 함께 활동하고 교육과 투어를 추진하는 강사

방도수. 이춘광， 박민호， 노도성， 이진협， 황성일 ， 황숭현， 오춘식， 오

들로서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운， 이현종， 고동우， 정영철， 김경식 . 김준형， 고제철， 김현철， 정인

친선교류와 친목도모의 장이 되었다

선강새필재등 17명이었으며 위의 강사들과 현재 다이빙을 함께 하

이번 행시에는 김부경 패디 아시아 힌국지역 담당관도 초청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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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들을 초대하여 전체 43명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매우 고급스럽고 평온해 보이는 제주 윈리조트 전경

이호빈선생은 앞으로도 이 연대식을 기회로 1년에 2회 정도 행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패디 강사간 결집과 교류를 통해 똘똘 뭉칠 수 있

는유대감의 장을모띨어 가기로약속하였다 더불어 패디 강사로의 자
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나날이 진보되어 가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
•
•
•
•

공항에서 1 0분거리 막탄 핫산 비치
트라이믹스까지 테크니컬 다이빙 가능

세부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 방카 보트
카빌라오， 보홀， 발리카삭 사파리 투어

깔끔한숙박시설보유

강사가 되기 위하여 매뉴얼과 시스댐리뉴얼 교육방침 업데이트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스쿠바인포의 사

이트를 좀 더 광범위하게 오푼 하여 다이빙 프로모션 방형까지도 이꿀
어 낼 수 있는 다%댄f 섹션으로 연계하고 강사들과 다이빙을 즐기는 모
든 회원들이 언제든지 좋은 정보를 발춰1할 수 있도록 사이트정보를 한
층 더 효율화시키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26일의 행사 첫날 저녁 ， 이호빈선생과 김부경 한국지역담당관. 윈리
조트의 총필을 맡고 있는 이춘광 본부장과 김미진 실장 이번 행시에

참여한 강사들과 함께 동행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겸
하여 첫 인사를 나누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11 월 27일(토) 첫날， 문섬 새끼섬 다이빙!
27일(토)은 문섬 새끼섬에서 섬 다이빙 2회와 보트다이빙 l회. 총 3
회의 다이빙을 기획하며 팀 별로 조를 나누어 서귀포항 선착장으로 향
하였다. 윈리조트에서 서귀포항까지는 차를 타고 약 30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오전 11시경 첫 입수가 되었디 본섬과 새끼섬 사이로 흐르는 조류가
제법 강하게 느껴졌으나 별반 힘들지는 않았다 늘 그렇듯이 제주바다

리조트전경

리조트레스토랑

리브어보드전망대

리조트객실

는 많은 해양생태계의 화려함으로 우릴 반겨준다. 화려하고 이뿐 자태

HTTP://SUjUNGSESANG.COM
Hadsan Beach , Agus, Lapu-Lapu Ci ty,
Cebu , Philippines
TEL: (032)495-2203
MOBILE: (0918)-254-1999
맨 앞줄 오른쪽이 PA미 한국지역담당관 김부경선생， 그옆에 필자와 이호빈선생，

인터넷먼와 ( 국내륭와료 ):

정백송스템강사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한

070-7571- 8197

PADI 강사들과 회원

070 - 7570 - 8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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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첫 날 문섬에서 다이빙

을하는 모습.

모인 멤버들과 한층 더 친근함으로 함께 다이빙을 할수 있을 것이다.

11 월 28일(일) 둘째 날， 범섬 다이빙!
를 뽕내는 화사한 산호들과 백송 자리돔떼 다양한 색깔의 각종 어

류들이 물속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카메리를 깜박 놓고

디음날 일요일은 범섬에서 다이빙을 하기로 하여 기차바위포인트

를간다고한다.

온 것이 너무 아쉬웠다. 팀 별로 조를 나누어 윈리조트의 스랩강사들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하루 다이빙을 포기하고 리조트에서 쉬

이 우렬 바닷속으로 안내해 주었다 l회 다이빙을 마치고 윈리조트에

기로 했다. 원리조트 근처에 탄산수옹천장이 있어서 옹천을 한 다음

서 배달해준 따뜻한 카레덮밥을 점심식사로 맛있게 먹었다

리조트 수영장 테이블에 누워 혼자만의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졌

남해의 따사로운 햇볕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제주의 바닷바람

다. 해질녘이 되자 기자바위포인트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나온 강사

이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시원함을 인겨주었다 막 배달된 따뜻한 점

님들과 다이버들은 흡족한 미소를 머금으며 그날 찍은 사진들을 구

심식사가 윈리조트의 정성을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식사

경시켜 주었다 화려한 연산호와 백송 그리고 물고기떼와 다이벼의

후 커피 한잔하며 잠시 티타임을가지고서 2회 다이빙을준비했다.

유영 모습들이 사진 속에서 아름답게 관찰되었다 첫날보다 다이빙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새끼섬의 넓고 펑펑한 광장위로 바닷물

이 더욱 좋았노라고 다들 만족해 했다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에 쌓아두었던 장비들과 방풍자

아쉽기도 했지만 디음을 기약하며 찍어온 사진들을 구경하는 것으로

켓등소품들을절벽 면에 있는작은공간을찾아꿀어 올려다놓았

마음을달래야했다.

다 다시 2회 다이빙을 준비히는 강사들과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

이번 워크숍에서 만난 많은 강사들은 각기 다른 인물과 개성， 그리
고 각각의 면모에서 보고 듣고 배울 것들이 참 많았다 필자가 강사

이고있다.
출수하여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오후 3시가 넘자 너울이 조금씩

가 펀지는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이미 프로의 길을 출발했으며 이제

높아졌다. 우리는 2회로 다이빙을 마치기로 하고 서둘러 짐들을 정

강사로서 하나의 일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본인도 본엽이 따로 있

리했다. 섬에서 보트로 다이벙장비를 옮겨 싣고 다이벼들은 선착장

는지라 많은 시간을 다이빙에 흥L애하기는 힘들지만， 여가시간과 휴

을 나와서 리조트로 향했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자니 다들 즐겁게

일에 틈틈이 짱을 내어 이제껏 배우고 또한 새롭게 배워가며 쌓은 지

웃는 표정들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어울리며 좋아

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력해 보려

히는다이빙을함께즐길수있다는것은참행운인것같다.

한다.

다이벙 후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다이빙 디브리핑과 에피소드를 나

다이빙도 세밀하게 나가면 많은 분야별로 흥미로운 과목들이 잠재

눌수있는저녁식사와가벼운반주한잔의여운도간과할수없는즐

하다 무리하지않고 내가잘할수있는범위내에서한걸음씩노력

거움들이 함께 한다.2박 3일간의 일정 중에 아직도 이틀이 남아있

해 보려는 생각이다

다 오늘 저녁에 오는 새로운 강사들과 일행들도 있다. 내일은 여기

문섬 새끼섬에서의 카레덤밥 런치타임， 가운데 사진이 정백송 강사와 필자

-214- Sc uba Diver

2011 년 5/6월호

다이빙산업의 비전과 나아갈 길 다이빙센터와 리조트의 운영방

회원들에게 경품을 선물하언서 환하게 웃고 있

친목을 위한 저녁 행사를 참가자들이 즐겁게 보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참가자

고있다

는이춘광본부장

법. 다이벼의 육성에 따른 지식훈련과 스킬 지도에 효과적인 강습법

쳐 보면서 이호빈사부에게도 경험적 측면으로 질의를 수없이 하였지

PADI시스템의 장점과 최대활용법 스쿠바교육의 실질적인 측면과

만， ID따정 중 알게 된 정백송 스랩강사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 못

제도적 측면의 범위， 국내외 투어기획과 진행에 따른 효율적인 요령

한 김상태 스랩강사님께도 무한한 고미움을 느낀다 수많은 질문에

과 방법， 수익창출을 위한 플랜과 체계화， 새로운 다이벙사이트의 개

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친절한 답변에 감사하거니와 사소한 궁금증으

척과 방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사와 회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안

로 정말 너무나 많은 질의를 던지며， 묻고 또 묻고 하였기 때문이다.

전다이빙수칙과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제도의 혜택과 활용 등 이 많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은 궁금증과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이제 이호빈사

부의 지도。뻐 하나씩 실현해 가며 많은 강사님들과 동문이 되었으
니 서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친목과 교제의 장으로써 이 자리가 정보
니눔과 연대감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만남을 기빡f며 ..

PADl

강사로서 프로의 길을 전

진하자!
2010년 U월 26일 ~28일의 2박 3일간의 제주팽투어는 이호빈사부

를 선두로 이틀간의 다이빙을 함께하며 각기 다른 시간에 교육에 참

남을 가르쳐보니 이제야 진정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가하여 서로 얼굴을 알지 못했던 강사들간의 인사를 나누고， 각기 다

강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다이빙을 하였다. 고작

른 지역에서 다이빙센터은 다이빙숍을 운영하거나 레크리에이션 다

해야 함께 다니는 버디만 챙기는 정도. 그러나 프로로서의 관문인

이 빙을 진행하고 다이벼를 교육하고 있는 강사들간의 정보교류와 친

D양}IE를 통과한 후에는 정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아마추어 다이

목도모를 겸한 행사로써 이번 1회를 처음으로 1년에 2회 정도 정기

빙의 마인드를 벼릴 수 밖에 없었다.

적인 투어를 겸한 모임형식의 워크숍으로 단합의 시간을 가지고 즐

정신력훈련에， 체력훈련， 강사정신고취에 지식개발， 스킬향상훈련

거운 모임의 장이 되었다

까지 ，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의 갖춰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수용

이번 행사에는 윈리조트 이춘광본부장의 협찬으로 참가자 전원에

하고 다듬어 7싸 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하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

게 P때I 후드 티 제작 증정과 각종 경품과 객실 별 단독 스파풀을 자

로 하자!’ 라는 일념 빼 PADI강λ}가 된 것을 잘한 일 중에 하나라

랑하는 윈리조트 무료이용권 등도 지원되었고， 이호빈 사부가 협찬

고 생각한다

하는 태국 히포다이버스 투어 이용권 등도 참여부상으로 지원되었다.

프로가 되고 얼마 후， 처음 학생을 가르쳐 보떤서 열과 성을 다해

많은 제재강새들을 배출하고도 코스디렉터가 되기 전이나 된 후

힘썼다. 다행히 학생이 교육을 잘 따라주었고 다이빙입문에 매우 즐

로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이호빈선생의 소탈한 모습과 그 열정적

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계속 레벨업을 하겠다고 흥미로운 눈빛으로

인 교육열과 강사들을 이끄는 리더쉽 에 서 인간적인 정과 끈끈한 연

반짝였다.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누구를 가르치든 다이빙의 첫걸

대감을 함께 느껴본다

음을 펠 때에 잘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게끔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다

우리가 패디라는단체 안에서 만났거나다이빙이란공감대안에 모

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잘 따라 준 학생이 고마워서 기쁜 미음으로

였거나， 어쨌든 우리가 취미와 동문이 하나라는 사실은 불변인 것 같

로그북도 한 권 선물했다. 누가 보아도 손색이 없고 귀감이 될 수 있

다 20kg가 넘는 육상에서의 장비 무게가 물속으로 윗 소리를 내면서

는 강사， 진정 강사다운 강사가 되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너무도 멀

들어가는 순간 바닷속 파라다이스와 신비힐에l 아무런 무게도 느껄

다. 그러나 한걸음씩 프로의 길을 천천히 내디뎌 보려 한다， 여성다

수 없는 것처럼 우주를 나는 듯한 무중력의 신세계로 빠져들어 가는

이벼이자 여자강사로서， 체력적인 한계까지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이 특별한 느낌은 다이 빙을 사랑하고 자연을 탐험하며 바닷속 여행

체력훈련도갈고닦아야할것같다.

을하는우리들말고는아무도모를것이다.

남을 가르쳐보니 이제야 진정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가르쳐야 δF는

이제 우리는 그러한 바닷속 환타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

입장이 되고 나니 책임감이 달라졌다 모범이 되야 할 것 같고 뭐든

꺼이 그들의 손을 잡고 환상의 물속세상으로 웃으며 함께 안내하여

잘하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자리매김 한다. 학생을 가르

니아갈 것이다. ,.(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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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훌샌훌훌 빠얀 한혹 "샤빨확 루릎 삐I바빼 댔는 빨현

훨닫옳 빠뿔탤훨 훨짧될
Paradise with White Sand Beach and Blue Water, Bonito Island Resort.
글 ， 사진 / 김은종

‘,/

. . .‘~

했훌

흥톨톨_，: ~-를ìlìl:

[ 보니또섬과리조트

]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4월의 부
활절 연휴를 맞이- 필자에게는 고향처럼 편

안한 보니또 아일랜드를 찾아보았다.

lτ 권톨빼
김은종

보 니 또 아일랜드는 행정구역상 필리핀

루존섬 최남단에 위치한 바탕가스주 팅로
이 문닌시팔(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군 단
위 행정구역 명칭) 바랑가이(편집자 주: 우

리나라의 리， 또는 동 단위 행정구역 명칭) 피새Pisa)에 속한 작은
섬이다 인근의 말라히보미녹(M려혀ibomanoc)섬과 함께 아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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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지보마녹섬

“보니또는 바탕가스 앞 마리카반 섬 동쪽에

있는 매우 작은 섬인데 김태훈 대표가 공을
들여 낙원으로꾸며 놓았다"

특히 건기인 10월-5월에는 계절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섬 서쪽으
로 하얀 백사장이 생성되며 말라히보마녹 섬을 마주보는 섬 북서쪽
해변에는 사계절 비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보니또 리
조트가자리잡고있다

보니또 섬은 일찍이 1980년부터 인근의 말라히보마녹 섬과 함께
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마리카반(Marica벼n)섬 의 부속 섬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왔기에 다른 곳들에 비해 건강

로 보면 된다.

한 수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섬 주변으로 10여개의 포인트들이

한국에 잘 알려진 아닐라오를 가다 보면 바탕가스의 바우안
(Bau없)시를 지나 좁은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눈에 익숙한 지그재

개발되어 있어 인근의 아닐라오는 물론 멀리 사방. 베르데에서도 다
이빙을 위해 찾아오는곳이라할수 있다.

그 언덕길이 나오고 그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있는 마비니 (Mabini)

물론사방이나베르데 섬만큼의 뛰어난환경이나아닐라오의 아기

시 삼거리에서 왼쪽으로(아닐라오는직진) 5분 정도 더 들어가면 있

자기함에는못미지겠지만그래도건강한수중생물들이 좋은환경에

는 딸라가(T려aga) 항구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더 들어가면 있는

서 보호받고 있기에 생각보다는 뛰어난 다이빙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곳이다

보면된다.

또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민도로 섬의 푸에르토 갈레라로 가는 여

보니또 섬의

SS1

College와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는 필리핀 다

객선을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눈부신 하얀 백사장의 작은 섬을

이빙 교육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김태훈 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이 보니또 섬이다.

있으며 현재 4 명의 보조 강사들과 15 명의 로컬 직원들이 함께 일하

현재 마닐라에서 바탕가스까지는 모든 고속도로 공사가 완공된
관계로 교통체증 없이 1시간 3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항구에서

방카뾰로도 3면 정도만 더 들어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므로，

고 있다.

c보니또 아일랜드 펌트의 시설

한국에서 오는 다이벼나 필리핀 교민들 역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

객실

하다.

김태훈 강사가 리조트를 시작할 무렵부터 있딘 기존의 시설을 개

보나또 섬은 총 면적 약 5.5헥타르로 섬 주위를 빙 둘러 야자나무

들이 자라고 있으며 섬 내부는 빽빽한 열대 밀림으로 수많은 열대생
물들이 자라고 있기도 하다. 파란 하늘과 더불어 비닥까지 투명하게
보이는맑은시야를자랑한다

보수하고 새로운 객실을 추가하여 현재 3-4인용 객실 17개를 보유

하고 있다
에전부터 있던 객실들은 다소 비좁긴 하지만， 새로 지어진 객실들
은 2 인용 트윈 베드 및 싱글 베드가 함께 있어도 넓은 공간이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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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바당가에 위치하고 있다. 위는 널찍한 객실 내
부모습

정도이며 욕실 또한 전혀 답답하지 않고 크게 만들어져 있다.

호리병 모양으로 디자인된 15미터의 길이의 수영장은 다이빙 교육

레스토랑 및 강의실용 메인 건물

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며 함께 동반한 가족들에게도 편안한 여가를

메인 흘은 60 명의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사용해도 비좁지 않을 정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도로 넓은 레스토랑과 비- 그리고 주방 및 사무실. 강의실 및 스랩용
숙소가 함께 있는 건물이다.

수영장 옆의 선탠 베드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풀 사이
드 바에 앉아 열대과일로 만들어진 음료수나 산 미구엘 맥주를 마시

리조트의 중앙에 배치되아 있으며 풀장이 비로 앞에 위치해 있으

며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다이빙 및 모든 활동을 마
친 저녁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곳이다.

며 야자수 사이로 지는 일몰을 감상하는 것은 보니또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이 아닐까한다.
다이브 센터

단체 손님들을 위해 노래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대형 TV가 설

체험 다이빙 및 펀다이빙 스노클링 및 해양레저 활동을 전담하

치되어 있어 함께 영화 감상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는 곳으로 넓은 장비실 및 락카 및 샤워실， 탱크 충진실로 이루어져

있다.

있다

수영장 및 풀 사이드 바

두 척의 다이빙 빛 승객운송용 방카보트와함께 한 대의 낚시 전용

필자가 수영ε때|서 교육하고 있는 모습

실습다이빙을 하기 위해 교육하는 모습

그늘을 만들어 주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자연을 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전경

바닷가에 자리한 다이빙센터

강의를할수있는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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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한 대의 모터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나나보트 또한 보유

하고 있어서 다이빙뿐 아니라 여러 해%벡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만
반의준비를갖춘곳이라할수있겠다.

[

보니또 리조트 김태훈 강사의 역사
‘필리핀에서 다이빙 리조트 사업으로 성공 신호털 만들기까지”

보니또 리조트가 있는 보니또 섬은 펼리핀 부동산 재벌인 레비스
테(Conrad C. Le띠ste)의 소유이며 매우 오래 전 개인소유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긴 세월동안사용째 않고 방치해 두었던 것을 김
태훈 강사가 인수하여 개발하였다. 개인 별장으로 쓰이다 버려진 곳
에서 지금 필리핀의 대표적인 효F국리조트로 거듭나기까지에는 수많
은 역경과 난관을 이기고 오뚝이처럼 일어 선 김태훈 강사의 눈물과
뚝심이 함께 어려 있다고 보면 된다.

열대 분위기를 자아내는 코코넷 나무들이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대학을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신세계 레저

김태훈강사는 1969년 서울태생으로 용산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

스포츠(주)에 기획팀에 입사하였다. 당시 신세계 레저스포츠는 토털

대학교 체육학과 89학번으로 입학했으며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레저와 기업연수 등의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는 회사로 1， 800여명의

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다

회원과 80여명의 직원을 둔 당시 최대 규모의 토털 레저이벤트 회사

대학생활 당시 틈틈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

였다.

데 당시 선배 강사 중 대학 다이빙 동호회의 회장이 있어 그 동호회

이 회사의 기획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히는 주말 레저 행사와 기

를 통해 처음으로 다이빙에 입문했으며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한

업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때했던 업무

후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대학 선배인 황보 철강사가 찾아와

들이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다. 김태훈 강사는

자신이 개업히는 다이빙 숍에 보조강사로 일 해 달라는 제인을 받았

입사를 하면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히는 스킨스쿠바 전문 클럽반인

고 대학생활 동안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마사지 래프

‘씨클럽’ 을 창단했는데 일 년 후 IMF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팅가이드， 패러글라이딩 등 이것저것 자격증 취득하는 걸 즐겼던 김

프로그램이 없어졌음에도 씨클럽모덤은 김태훈강사를 중심으로 계

태훈 강사는

속해서 다이빙 활동을 하였었다. 지금도 당시의 멤버들과 모임을 갖

NAUI 강사 라이선스 제오벼l

흔쾌히 수락하여 연희동에

‘아쿠아티카라는 이름의 다이빙 숍을 개업하고 그때 비로소 정식

고다이빙을즐기기도한다고한다.

교육을받기시작했다

지금은 작고핸 NAUI 윤석민씨의 교육 팀이었던 황보철 강λ}는 ( 수궁레저
철저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숍을 운영해 나갔으나 숍의 비

IMF로 회사가 없어졌지만 김태훈 강사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계기

즈니스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일 년이 못되어 문을 닫고 말았다.

가 되었다. IMF로 가장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레저스포츠

숍을 성공적으로 운영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탱 뿐 아니라 마

업체들인데 당시에 수많은 레저 업체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다. 이

케팅과 회원관리에도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비즈니스의 한계를 극

때 김태훈강사는 대학동기 두 명과 돗을 같이하여 수원에 있는 원천

복해야한다는걸직접적으로경험을한것이다

유원지호수의한수상스키업체를인수하였다.수캠l 저라는이름으
로 운영하였는데 레저기획팀에서 근무했던 경힘을 살려 각종 다양한

( 신세계레저스포츠 ‘SeaClub'

]

표그램을수상스키장운영 에 적극반영하였다
전단지나 현수막 제작 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수상
스키업체 모객에 기업연수 프
로그램을 적용시걱 중， 소규모
의 기업 M. T나 단체행사를 진

행하였고 대학교 수업을 유치
하는 등 IMF상횡11 서도 주변
김태훈 대표가 효댁에서 신세계레저스
포츠라는 회시에 근무하던 때에 결성된
씨크럽에서 활동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
이다 이 멈버들은 회사가 없어진 이후
에도 활동을 계속했으며 현재까지도 모
임을 가질만큼 절친한 관계이다

의 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호황을누리기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수상스키장을
찾는 고객이 너무 많아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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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다이빙

비치에서 야간다이빙이 가능하다-

비치다이빙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수상레저 장비들도 많아서 여가시간을 즐기기 좋다

투어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낮에는 일을 하

호댁 다이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라유니온은 다이빙 환경은

고 저년에는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아주 바쁜 시기여서 교육이나

별로 좋지 못하지만 많은 서양인들이 장기간으로 머물며 저렴한 가

투어는 생각 할 수도 없었다. 물이 차가워져 영업을 할 수 없는 겨울

격으로 휴Ocf을 즐기는 큰 규모의 리조트들이 많이 있으며 유흥 문화

시즌이 되고 대학원 학기가 꿀나자마자나 한 달의 펼리핀 투어를 계

도 발딜되어 있는 휴양지이다.

획하였다

김태훈 강사가 최초로 머문 사우스차이나씨 리조트(South

당시 펼리핀에 호댁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는 사방비치의 원다이브

와 블루워터. 보리카이의 씨월드 정도가 있었으나 새로운 모험을 좋

China

Sea Resort)는 호주의 PADI 코스디렉터인 암m Auction 씨가 운영
하는

아하는 김태훈강사는 루촌섬 북부의 라유니온(La wlion) 지역으로

Ocean Deep 다이브센터와 미국인 Boyle가 운영하는 South
China Sea 다이브센터가 자리하고 있었고 양쪽의 다이빙 숍을 보두

여행을떠났다.

이용히며 다이빙을즐겼다
라유니옹 지역은 펼리핀 제 2의 도시인 바기오 지역과 가까워 바기
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두 다이브 숍에 한인 다이
벼들이 오게 되면 도웅을 요청해와 직접 가이드를 하면서 필리핀 다

이브 숍의 시스뱀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덧 한

달이 되어 호댁으로 돌아 갈 때는 이미 필리핀에서 다이벙 비즈니스
를시작할꿈을갖게 되어버렸다. 결국한댁으로귀국하자마자운영
하던 수상스키장을 동업하던 친구들에게 모두 줘 버리고 다니펀 대

학원에는휴학계를제출하고삼일만에 다시 짐을꾸려 팔리핀으로
돌아갔는데 무작정 찾았던 곳이 아닐라오였다.

〔씬뷰리 ;표
김태훈 강사의 누나인 김규완 작개피아노 봄날. 신데렐라 언니

등 드리마 집펼)가 스쿠바 다이버지 2002년 34월호에 기고한 글에
보면 동생이 ‘덜렁 두 쪽’ 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떠
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김태훈 강사는 본인 통장의 400만원

을 찾아 사업을 시작 했었다고 한다
객실 4개있는 목조 건물을 임대하여 리노베이션을 하였고 비치파
리솔 두 개로 식당을 대신하였으며 중고 방카보트 한 대로 다이빙 오
떠레이션을 시작하였는데 교민들이 먼저 찾기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다

당시 씬뷰 리조트를 찾았던 디이벼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에어컨

없는 객실에 비가 오면 피할 수 없는 파리솔 밑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이빙을 했지만 열심히 일히는 젊은 김태훈 강사에게 모두 후한 평

가를 주었다. 특별한 홍보 활동이 없었지만 씬뷰 리조트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다이벼들이 찾아 주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오푼워터
맑은 시아를 자랑하는 보니또 근해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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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을 배출하게 되면서 수입이 늘어 객실도 늘리고 레스토랑도

했접 OODJ헨뼈
건축하는 등 기대이상의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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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라오에서 김태훈 강사의 리조트 비즈니좌 성공적인 결과가 나
오게 되면서 주변에 리조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데 삼년이 지

나 씬뷰 리조트를 매각히는 시점에서는 주변에 한인 리조트가 10개가
되었었디.

( 씬더블투어

)

아닐라오에 리조트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리조트간의
가격경쟁을피할수없게 되는상햄서 김태훈강사는경쟁력 있는상
품을기획하게된다

당시 필리핀에는 스쿠비월드에서 운영히는 세대의 리브어보드와 국
내 다이벼들에게도 잘 알려진 트라이스타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슬루

씨 투어를 진행하였는데 비시즌에는 바탕가스지역에 배를 정박 해 놓
고정비를갖는다

김태훈 강사는 일 년 중 3개월을 제외한 긴 정비기간 동안 리브어보
드와 리조트를 연계한 4박 5 일의 씬더블 투어를 기획하였는데 목요일
밀리핀 도착하여 금요일 리조트 다이빙을 즐기고 저녁 리브어보드에

맡웰딸펼혐鍵훌
靈蠻환펌顧털

승선. 사방비치로 이동하여 토요일 사방비치 다이빙， 일요일 베르데와

보니또 섬 다이빙을 한 후 리조트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다
낌태훈 강사는 리브어보드 회시들을 잦。}가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리브어보드 입장에서는 비시즌 동안 적지 않은 미이너
스 운영을 해오던 차에 김태훈 강사의 제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김태훈 강사의 입장에서도 규모가 작은 리조트에서 주말의 교

민 다이버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으띤서도 만족도 높은 리브어
보드 투어를 진행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의 성공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트라이스타와 답워터를 이용한 리브어보드는 8개월 동안 19회의 투
어를 진행하였는데 후에 보니또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답워터호를 직접
매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수벅 그란떼 of일랜트다이르젠터
씬뷰 리조트를 매각하고 마닐라에서 다이벙 숍을 잠시 운영하였는데

SSI 킬리지

SSI 전과정코스개최

어느 날 규모가 꽤 큰 여행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인스트럭터 및

수빅에 직항 비행기가 결정이 되어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 올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과정까지

예정이니 체험다이빙을 전문으로 한 다이빙 숍을 해보라는 제안이었다.

•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벼 과정 /

바다를 포함힌 여행상품에 반드시 해양스포츠가 있어야 했으므로 여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크로스오벼 과정

행사나 김태훈 강시에게 모두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

• 단기

수빅의 건축허가는 규제가 많고 사업절차가 까다로워 다이빙 숍을

건축하고 오픈을 하기까지 계획했던 것 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한국

SSI

평가관

김태혼

집중 강사 코스 :3 개월 - 6 깨웰 과정

• 워킹 스튜던트 수시 모집

에서 직항이 들어와 여행객들이 한번에 200명씩 매주 2회의 여행객들
이 들어오는데 그 때까지도 숍의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결국은 승합
차 인에 탱크와 장비를 싣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행사가이드에게서 연

Bonito Island Santuary Resort

락이 오띤 비치에서 만나 다이빙을 진행하는 황당한 체험다이빙 오퍼

Bonito Island Brg . Pisa Tingroy Batangas Philippines
Tel 63-919-539-5822 , 63-917-805-3324

레이션을 삼 개월 정도 진행하였다. 김태훈 강시는 이때가 필리핀 생활

E-Mail: tsonykim @paran.com
Web : www.bonitoresort.com

에서 가장힘들었던시기였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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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외다이빙
보니또 섬은 김태훈강사가 씬뷰리조

트를 운영하는 시기 에도 다이빙을 위해
자주 찾았던 곳으로 보니또 섬의 풍광
이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보니또 섬의 소유주인 레비스태그룹

은 펼리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
그룹으로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대부호
중 하나인데 특히， 바탕가스주에서는
대대로 주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지역의
영향력 또한 대단히 큰 가문이었다.

최종결재권자인 레비스테 회장을만
나서 보니또 섬 임대를 요청하기까지
만도 수개월이 걸렸고 계속해서 수정안
을 제출하고 김태훈강사가 원히는 조건

수영장이 레스토랑 앞에 있어 서 한가한 시간을 여유롭게 지 낼 수 있다

의 계약을 이루기까지 또 수개월이 걸

렸지만 계약 후에는 펼리핀 비즈니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영업외적
인 변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계약 후 리조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
업이었다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와 목재 등의 공사자재는 보트로 실어 외야
했으며 섬에 물이 없는 관계로 본섬에서 보트로 담수를 실어와 공사
를 진행했다 특히， 포크레 인 등의 건설 장비를 실어와 접안할 수 있
는 시설이 없어 수영장 굴착이나 평탄작업등을 모두 인부들에게 의
해 저무는 시간의 리조트 모습.

존하다 보니 그만큼 공사 기간도 길어 질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건축허가가 나와 올핸즈 비치에 숍을 건설하자마자
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3뻐3)가 터졌다.

6개월 동안 수영장과 레스토랑 객실4개만을 우선 완공하고

2005

년 7월 20일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데 이투어를 대상으로 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전염병 사스는 여행업에 치명타였고
수빅의 직항 노선도 바로 폐쇄되었다.

타깃 마켓이었기 때문에 객실과 부대시설은 큰 문제되지 않고 리조
트를 운영하면서 계속 공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김 태훈강시는 건설 중이던 120개의 객실 규모를 갖춘 그란

김태훈 강사는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감도와 상품기획

데 아일랜드 리조트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일 년 후 다이빙 숍을

안 하나만 가지고 롯데관광과의 단독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

그란데 아일랜드 리조트로 옮겨 새롭게 오푼하였다.

데 이 역시 업계에서는 유래 없는 결과였다.

비록 수빅에서의 다이빙 숍 비 즈니스는 성공적인 운영을 하지 못

여행사들 특히 롯데관광과 같은 메이저 여행시들은 검증되지 않

하였지만 김태훈강사는 여행사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많은걸 공부하

은 상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험과 같은 일이

게 되띤서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건설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

다. 상품이 실패하게 되면 여행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다른 상품까

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 등의 모든 면에서 검

( 보니또 아일랜드 라조트

] 증되어 안전한 상품만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니또 상품 역시

통계에 따르면 동남아의 여행상품 중 방콕 파티야 상품 다음으로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김태훈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담

많은 여행객물량이 마닐라상품인데 인기 있는 동남아 상품 중 유일

당자들을 보니 또로 직접 초청하여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상품 계약

하게 바디를 포함하지 않은 상품 또한 마닐라 상품이 기도 하다. 미닐

을 이루어 내 었다 그 후 롯데관광과는 계약 첫해인 2005년 6， 800명

라팍/샘-따가이따이를 기본으로 하여 히든밸리나 빌라에스쿠데

다음해인 2006년 5. 200명 관광객을 보니또로 송출하였다.

로 등의 육장관광이 추가가 될 뿐이지 바닷가 호핑 상품은 없다.

김태훈 강λ}는 마닐라 근교에 여행객들의 바닷가 호핑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꼭 성공 할 것이 라 확신을 갖고 보니또 섬의

소유주와 계약을 위한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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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영업의 확대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영업 방식이 다른 호택인 리조트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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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그 교육을 통한 판매와 고객관리 등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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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고 돌이왔지만 업계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것으로 기
트럭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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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01년 트레이너가 되었고 2002년 싱가포르에서 평가관 교

SSI 인스
김태훈 강시는 1997년 신세계레저스포츠(주) 근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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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선한충격으로 받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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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College라는 이름으로 딜러등록을 하고 강

트레이너가 된 후

NAUI 강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잘나가딘 NAUI 강사 대열

역시

}>

주변의 지인들이나 않aClub의 다이빙회원들 모두 김태훈 강사가

억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서른 살의 트레이너는 인정하지 않았던 분

SSI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않았었다 당시 김태훈

위기였고 호댁의 SSI가 미국본사와의 계약 종료로 일 년여의 공백기

강시는 NAUI의 AI레벨이었고 김태훈 강사의 스승인 황보칠 강사

가있었던시기여서 더 많은오해를사기도하였었다.

보니또앞바다는바다

가 잔잔하고 조류가

실시하기에 매우좋은

거의 없어서 교육을

조건을갖추고있다.

해외다이빙
만 김태훈 강사는 트레이너도 평가관도 다이빙

강사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오픈워터 다이벼든 어드밴스나 마스터 다이버
든 모두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인 것처럼 오픈

워터 인스트럭터는 오푼워터 례벨을 가르치고
트레이너는 인스트럭터를 가르칠 수 레벨의 인

스트럭일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김강사
라불리는것을좋아하고있다
오픈워터교육이 끝나면 강사와 학생이 아닌
고객과의 관계로 봐야만 되듯이 인스트럭터 역
시 강사교육이 끝나띤 스승과 제자가 아닌 비즈

니스 관계로 봐야딴 한다는 것도 김태훈 강사의

생각이다.
현재 아닐라오에서 리조트 강사의 상당수가

김태훈 강사의 I.T. C를 통해 강사가 되었으며 모

바닷가에 있는 객실， 앞으로 시원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두 김태훈 강사의 도움으로 리조트를 오푼하였

사 교육 또한 열심히 진행하여 현재까지 김태훈 강사의 I. T.C를 통하

고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협력하고 도외주며

여 배출된 강사가 100명이 넘었다. 필리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공적으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철학이 있어 기능하

SSl

의 인지도를 감안한다면 교육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지 않았니 생각한다.

평가하고있다.

(

보니또 아일랜드 럼트의 다이빙
김태훈 강사는 2011년 4월부터 다시 하나투어와의 상품 공급 계약

TJ

템
빼

삐빼
삐
꽤

쩨椰
나
뼈

김태훈 강사는 현재 SSI의 최고끓인 I. C(평가관)레벨이다 하지

을 맺어 여행객들이 다시 보니또를 찾게 만들었다. 다이벙 역시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제험다이빙 위주의 다이빙 시스탬이지만 펀다이빙
이나교육다이빙도소홀히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보니또의 펀다이빙 환경이 주변의 아닐라오나 사방비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펀다이
벼를모객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방비치 같은 유흥 문화도 없으며 아닐라오처럼 배를 타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지리적 장점도 없으며 화려한 다이빙 환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과장된 홍보로 무리한 모객을 하기 보다는 단 한명의
펀 다이벼라도 보니또를 즐길 줄 아는 다이벼와 즐겁게 다이빙하는
걸바라고있다
보니또 리조트에서는 연간 100여명의 교육생들0] 배출이 되지만

대부분이 바로 한국으로 귀국히는 어학연수생들이 때문에 계속적인
펀다이빙 활동또한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는 천혜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섬의
특성상 동쪽비치에서 입수히는 리프와 서쪽 비치에서 입수히는 리프

의 환경이 달라아무리 날씨가꽃은날도파도가심한반대편 리프는
항상 잔잔하며 밀물과 썰물 때의 조류의 흐름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비치로의 입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비
치와 비교해도 손색없。 1 아름다운 하우스 리프 포인트가 있다

리조트의 수영장은풀장교육에 적당하며 SS1 플래티넘 퍼실리티
로 완벽한 SS1의 교육시스탬을 보유하고 있다. 오픈워터부터 강사

교육까지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교육생들이 그걸 증명 해 주고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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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꿇國魚、 類細密畵總、圖￡藍

한국어류서l 밀화총도감
한국어 / 영어 병용

Miniature Guide to Whole Korean Fishes
Korean / Engli sh Edition

그림， 한글 영문 편성 / 김풍등
Illu str ated by Ki m Poong Deu ng

한국명을가진모든해수어와담수어가빠짐없이 수록되며 이해를돕기 위한국외 종도참고로추가됩니
다. 한가지 명시해 두는 점은 목(Fl . Order)은 정상적인 순서의 반대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정순서로 진
행되는 세계해수어원색도샘l도 당연히 한국명 어류가 포함됩니다만 세계시리즈는 대단히 방대하여 진

행 속도가 느림으로 한국어류도감을 조기에 펴낼 수기- 없습니다 한국명 어류만 따로 추려서 역순으로

거슬러오면 두시리감}빨리 만나게 될 것입 니 다. 호댁명 어류 정밀회-콘벤츠의 완성’ 이 먼저 시급하다
고판단합니다
W e, here in thi s magazine, rlln two k inds 0 1' illllstratecl fi sh seri es ‘ th e one is lhe seri es f，α worlcl marin e
fi shes(ofcollrse , Korean marine fi shcs inclllclecl) ancl thc olher is K orean marin e/freshwater fi sh scri es . Thi s
Korean fi sh seri es is rlln by reverse seqllence in taxonomic Orclers. Tllis is for earl y completi on o f ‘ K orean Fish
Book' . Th e worl cl seri es wOlllcl go a very long way. on lhe other hancl , if we go backwarcl 5eq llence , lhe K orean
seri es which contains far mllch less species wOlllcl converge 500n with worlcl seri es . A t lhe moment when lhe
worlcl fis h seri es that going on reglll ar orcler wOlllcl

ll1 eet

the reverse orcler K orean Seri es , for the first ti ll1 e, the

cO ll1 plete COIOllr illllSt.rated Korean Fish B ook would be bO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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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용국외종 (foπ Ign s야ClC，

“

‘

r compan ;ol1 & romprehen lon)

농어목자리톰과

Order Perclformes
Family Pomacenlnda허damselfishes)
흔스톤 아일랜드 담엘 (John
Island dam cl)
Plectrog lypbidodo l1 job II sl olliallll s
Fo Icr & BiJl l l 92A. 14cmTL
D/sone12 없lr야17' 19 Nsone2 엉1 rayl&--18
P, /1 9 LLp/2ι22

,

“‘”’

“

인도 태평앙 류구열도， 오스트렐리아 동부， 프렌
치 폴리네시Of. 하외이， 동아프리카에 분포 • 갈
색조기 보이는 노랑색 비팅이며 머리와 가슴에 정
색이 섞여 있다 뒷옴에 큰 흑섹 빈점이 있으며 이
흑색 반점이 혼적만 남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
다 황색이 그림보다 멸을 수 있다 2~1없1 수심
산호초 지대에 살며 대개 딘독이지만 흩어진 무리
률 이루기도

한다

주로

가지

뻗는 신호

여C~α)()(a. Slylophora. P，α;illopora)에 의지해

신다 바닥의 해조류와 신호올립을 먹는 것으로

Drawlng 1
Ref. Uve spec llTI en ph이。s

추정된다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Pomacenlridae(damselfishesl
Johnslon Island damsel
Plectoglyphidodon johnstonianus
Fo\'‘ Irr & BiJlI. 1924. 14cmTL
Distribution : Indo. Pacific: East Africa to
Hawaiian Islands. north to the Ryukyu and Bonin
Islands. south 10 Lord Howe and Rapa
General : Yellowish tan , head often wilh bluish
hue , broad black round bar across rear body ‘
but black sometlmes reduced to a trace or
absent. Generally sohta대， somellmes in loose
groups. Often associaled with Acropora.
Stylophora , or p，。이'/opora coral heads in 2- 18m
depth . Feeds on benthic algae and probably
coral polyps

。 rder

Drawing 2
Ref. Uve speclmen photos

, ,

‘

칩고용국외증 (foreign pecie for compm; on & comprehen、1011)

농어목 지리돔과

Order PerC1 formes
Family P，αnacentnda허damseij，shes)
암온 담셀 (Ambon d‘l ’ l1 \cl)
POlllacelllrus alllboil1 ell Sis BI얘:cr. l짧
9cmTL
D/spinet3 50ft ray14 16 Nspine2 s이1 rayt4 ' 16
P • 7 L p/17~18+7' .g

,

서태평양 요벼만 씨， 미지， 오스트댈리아， 미이크

로네시아， 류구얼도에 분포 • 색상은 해역에 따
라 변화가 있으나 대개는 노란색 계열이다 성어
는 전체적으로 희미한 횡색이며 비늘의 가장자리

가 흐린 회황색인데 측선 하부 몸에서는 비늘을
띠라 거의 수직선 또는 뒤로 악간 휘어진 수직선
무닉 형태로 나타난다 가슴지느러미 기부 S변
쪽에 흑색점이 있다 눈 0 배와 아가미 뚜껑에 희
미한 정색 접들이 몇개 있다 유어는 전체적으로
짙한 횡색이며 등지느러미 연조부 중심에 밝은 정

잭 테두리를 가진 흑색 반점이 있다‘ 분포는 면재

Drawlng 1
Ref. Uve spoomen photos

적으로 해역들이 분리펌 2~40m 수심 암초 지대

모래 바닥에 주로 살며 소수 구룹을 짓는다 해조
류를 주석하며 동물을링크톤도 먹는다
X

Ambon

인도네시아 반C 씨 Band

(앓g뼈있능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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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

세림섭

DraW1r멍 2
Jωenlle 유어

Ref. Uve speclmen photos

Order Perclformes(perch.llkes) ,
Family Pomacenlridae(damseffishesl
Ambon damsel

Pomacentrus amboinensis 81ækπ 1B68. 9cmTL
Dis ribution : Westem Pacific: Andaman Sea , Fiji , Australia. Micronesia. Rykyu Islands
General : Body c이or variable according to αality but most commonly yellow. Ad에t pale yellow overall , the scales edged in yellowish gray , below laleralline with vertical
or slightly backward curved vertical lines along scale edges. The pectoral with a small black sp이 at upper base. Juveniles yellow with a black sp이 edged in blue and
black in soft portion of dorsal in. Pale blue to pink bl이ches and markings on lower head. Ubiquitous species found in coastal reefs and outer reef slopes. sandy areas In
2-40m. In small groups , feeds primarily on al9ae , also lakes zooplankton

’

’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tridae

파랑줄돔
English. n. Speckled damselfish
(스펙클드담셀피쉬)

Pomaceutrlls bauka /l. eusis
81업<er.1853. 9cmTL
Nspine13 s이1 ray15~16 Nspine2
50<< ray15~16 p /17~18 LLp/16~2!어&v ll

,

서태평양: 효택의 님부， 일본 남부， 미지， 요fCf
만 씨 뉴칼레도니Of. 오스트렐리아 코랄 씨에

Drawing 1
Ref 내e specimen photos

분포 • 색상 변화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황색
이 우세한 황갈색 바탕이며 비늘 열을 따라 규
칙적인 작은 정색 점들이 있으며 이 접들은 머
리와 주둥이 부분에서 선 모앙으로 Lf타뇨엔

정색 점들은 희미하거나 등쪽에 번진 A펀로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색응에| 변해도 꼬리지느
러미는 항상 백색이다‘ 아가미뚜껑 위에 거무스

레한 점이 있고 가슴지느러미 기부 윗쪽에 작
은 흑색 접이 있다 등지느러미 연조부 후E뻐l
안점 무늬가 있다 12m 수심 이내의 암초 지대
돌밭에 을뼈 딘독 또는 소수 무리로 생활흔때
해조류를 주식하며 동물플랑크톤도 먹는다
:>;: s∞ck~ 직은 점들이 씩힌

Drawlng 2
어린개체

Your맹 S∞clmen

Ref. LlVe sp∞ men 야IOtOS

Order Perciformes(perch.likes) , Family Pomacentridae(damselflshes)
Speckled damselfish
Korean. n. pa.rang.j 비 .dom (미랑줄동)
Pomacentrus bankanensis Bleek~r. 1853. 9cmTL
Distribution: Western Paciflc: Southern Korea , southern Japan. Fiji , Andaman Sea , New Caledonia , Australia. and Coral Sea
General: Body color variable , common1y orange.brown , or yel10wish brown with blue lines from snout onlo back. Small blue dots along scale lines , sometimes
absent or remain as hue dorsally. AII variations have while lail , ocellated sp이 on rear dorsal fin. B1ackish ear sp이 and black spot on base of pectoral fin
Solitary or in small groups in lagoons , reef flats , and outer reef slopes. Usually amongst coarse rubble or rock. Depth rang 0- 12m . Feeds mainly on algae , but
also takes zooplankton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227-

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lformes Family Pomace미 ridae

따랑톰
English. n. Neon damselfïsh
(네온당생피쉬)

POlllacelllrus coeleslis
& Starks. 19이 9cmTL
D/splnel3 ∞H ray 13' 15 Nsplne2

jαùan

S이1

,

ray14 15 P 17' 18 L._PI17+7

인도 · 태영양: 효댁의 제주묘i 울릉도 독도
일본 남부， Eκt만 씨， 스리랑카， 프렌치 올리네

시O 뻐| 분포 • 긴 타원형이며 몸이 네온 블루
색이며 뒷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노렇거나
백색에 가끼우며 또는 투명하다 이 부분과 배

Ref. LNe speclmen photos

지느러미， 등지느러미 연조부 후단， 미병부와，
몸체의 아랫부분은 어랄수록 진한 노링색이다

암초지대 1"'20m 수심 바닥 쪽에 ~봐. 무리
를 지으며 유어는 연신호 밭 속에 무리를 지을

Order Perclformes(perch.llkes), Famlly Pomacentndae(damselfishes)
때가 많다 동물 플랑크톤을 주신하며 바닥의
Neon damsel ish
해조류도조금먹는다
Korean. n. Pa.rang.dom (띠링동)
Pomacentrus coelestis Jordan & S녕rks. 190 1. 9cmTL
Distribution: Jeju ISland , Ulleung Island. and Dokdo Island In Korea , southern Japan , Andaman Sea , Sri Lanka , and French Polynesia
General: Elongat뼈 。v외 body. Neon.blue wilh yellow to whilish(mosl ∞mmon) to clear anal and tail fins , poslenor part 이 dorsal and pe씨c lins Including lower margln
01 1he body pos1enorly. Th ese areas are deep yellow in juveniles. Inhabils seaward reels. 이。se 10 1he bottom among rubble 야ds . Ad비t In small or in large groups
over lavorable sections 이 reel. juveniles often school among soft corals. Depth range 1- 20m. Feeds on z∞plankton and to a lesser e씨enton 뾰 nthic algae

’

농어목 자리돔과

Order Percilormes Family Pomacen1ridae

나가사끼자리돔
English n. Nagasaki damsel
‘

(나가사키담셀)

POIT/ (/ celllru s

Il ag a sakiell sis

Tanaka 1917. 10cmTL
D/spinel3 s이1 rayl5' '16 Nsplne2
soH rayl5' 16 P,f17' 18 나p/17~19-7~8
인도 서태평양 흔택의 제주도 남부， 일본 남
부， 말라우， 바누이투， 뉴킬레도니Of， 오스트렐

리아 북서부， 몰디브에 분포 • 어두운 회갈색
또는 어두운 암정회색 바당이며 비늘의 가징자

Drawing 1
성어 Adult
Ref. Uve sp∞ men photos

리가 넓게 흑색에 기깝다 머리에 정색 점이나
선들이 않을 수 있다 가슴지느러미 기부 S딴
에 흑색점이 있고 그 옆에 Q{ì하게 노란색을 띤

비늘이 있다 등지느러미 극조들의 지느러미
막 가징지리가 흑색이다 유어는 진따랑색이며
등지느러미 후딘 하부에 검은 안점이 있다.

3"'35m 수심 범위의 산호 임초에 t센 동물
을링크톤을 주식효삐 일 둥지를 수킷이 보호

효센

Drawlng 2
3cm lL
Juvenile 3cm lL
Ref 니ve speclmen photos
유어

Order Perclformes(perch.hkes) ‘
Famlly Pomacentndae(damsellishes)
Nagasaki damsel
Korean . n. Na-ga-sa-ki-za-ri-dom

(나가사끼 자리돔)

Pomacentrus nagasakiensiS Tanaka. 1917. 10cmTL
Distribution: Indo-West Pacilic: south 이 Jeju Island in Korea , soulhern Japan , Palau , Vanuatu , New Caledonia , northwestern Auslralia , and Maldives
General: Body color dark gray brown or dark gray wilh a laint bluish hue , Ihe scale edges black , a large black spot at pectoral-lin base , 1ips 01 inter-spinous
membranes 01 dorsal lin black. Brigh1 marine blue body color in iuveniles with a blue edged black spot a1 rear base 01 dorsal lin. In sandy areas 이 bo1h lagoon
and seaward reels, 3-35m depth , leed primarily on zooplankton , male guard the 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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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고용국외종 (foreign specie forcomparison & comprehen ion)
농어목자리돔과

Percilormes

Orc용r

Family

Pomacenl때ae(dam잊Ihs뼈s)

필리핀 담셀 (philippine damsel)
Pomo celllms pililψ'pillllS

E‘'eJTll3J1n & Seale. 1007. 10cmTL
D/splne13 ∞I1 ray14~15 N $pI ne2

s이1 ray14~16

P， /17~18 나 p/l fYvl9+8~10

인도 · 서태평양 몰디브， 오스트웰리아 대보초 코

랄 씨， 띠지， 북으로 류구열도까지 분포‘ • 바탕
색은 정색이 섞인 김회색 또는 어두운 회길색이며

유어는 정색이 ζ팅}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의 언조부 후단과 꼬리지느러미가 노링색이다. 비
늘의 가장자리가 혹잭이다 그러나 서식 해역별로
색상 차이가 크다 오스트렐리아 GBR 개체들은

노링색 없이 전체적으로 흑색이다 가슴지느러미
기부에 흑색 접이 있다 1~12m 수심의 암초 절벽

이나 비위 그늘 밑에서 질 발견되며 단독 또는 무

Ref. Uve specimen photos

리를 ξ는다. 동물을링크톤을 주식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

Order Percl ormes(perch.hkes) , Family Pomacenlridae(damsellishes)
Philippine damsel
Pomacentrus philippinus E 'cnnann & sc외c. 1907. 10cmTL
Dislribution : Indo.Wesl Pacilic: Maldives 10 GBR , New Caledonia , Fiji , north 10 Ryukyu Islands
General : Body color dark gray or dark gray brown with pale bluish cast , juveniles with deep blue cast , scale margins black. Black spot on pectoral fin base. Posterior so<<
portions 01 dorsal and anals fins yellow , caudal fin yellow. 3 extremes in color variations 01 this species , GBR fish nearly black , lacking yellow entirely. In lagoons and
seaward reels Irom 2-12m , usually in shadows 01 cliffs and ledges. Solitary or lorm groups. Feed mainly on zooplank1on

‘

‘

잡고용 국외증 (foreign 、peCle、 forcompari、on & comprehen iO I1)

농어옥 자리돔과

Order Per띠 lormes
Family Pomacenlrid ae(damselfishes)
스파인취크 이네모네띠쉬

(Spinecheek ‘ memonefish)
Premllos bio Cll lealllS ISI띠11πJ)). 17cmTL
D/splnel0 ∞It ray’7~’8 Nsplne2 s이 ray13~15
p， η

LLpn

인도 서태영앙， 인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솔로몬， 바태투， 오스

트렐리아 대보초에 분포 • 유어와 수컷은 밝은
적색 내지 적갈색 바팅이며 암것은 검어진다 3개
의 즙은 백색 띠가 있다‘ 홈때| 두개의 긴 가시가
있다 수킷은 암킷보다 훨씬 ξ펙. 1~18m 수심
범위의 암초지대에서 일미질 벌브 텐티클뻐Jlb

tentacle: Enlacmaea quadricol，α)과 공생효떼
Ref. LNe speclmen

ph이os

동물플랑크톤과 바닥 해조류를 주식효삐.

Order Percl
디미
110
이
onnπme
앉
히(빼
s
야
p
erc
때
ch
씨
싸
.1l
Spin e-c
이heek anemonelish
Premnas biaculeatus Ibloch. 179이 17cmTL
Distribution: Indo.West Pacilic: Indo.Australian Archipelago including India , Burma , Thailand , Malaysia , Indonesia , Philippines , New Guinea , Solomon Islands, Vanuatu
and Great Barlier Ree
General: Has two preoperc비ar splnes , upper splne promlne미 and extends across Ihe head.bar. Juveniles and males blighl red 10 brownish red , emales become maroon
to nearly black , males are much smalfer than lemales, wilh 3 narrow white to gray bars ‘ Li ve in Bulb.lentacle Anemone( Entacmaea quadrico/or) to 18m. Feeds primarily
on zooplank1on and benthic alg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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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자리돔과

Order Perciformes Family Pomacentridae

살자리돔
English. n. Japanese gregory
(채패니스그레고리)

Stegastes alt /l s (Ok외a&lkOOa. l fß7)
15cmTL
D/spine12~13

soft

ray12~13

soft ray15~17 A/splne2
p /18~21 LLp/2CYν21+8"-'9

,

서북태평양 효택의 제주도 일본 남부， 타이완

에 분포 •

미병부와 꼬리지느러미를 포힘꽤

모든 후단부가 노랑색이고 나머지 부분이 어두

운 황갈색인 경우와 모든 지느러미를 포힘때

Drawing 1

전체적으로 흑길색인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성어 Adult

색상의 중간 단계들이 있다 비늘 가장자리의

Ref. LNe specmen photos

검은 색들은 위에서 이래로 그은 선무늬를 나
타낸다 입술은 정회색이며 그 위 주둥이 끝 부
분이 정색을 띤다 등지느러미 가정자리가 즙

게 정색이며 등지느러미의 저11 극조~저6 또는
저 16 극조의 가징 자리에 흑색 반점이 있다

5~20m 수심의 바위 지대에 t빠 단독 또는
소수무리를 ξ는다

Drawlng 2
3c m TL
JLNenile 3c m TL
Ref. LNe speclmen photos
유어

Order Perclformes(perch-likes),
Famlly Pomacenlndae(damselflshes)
Japanese gregory
Korean. n. Sal-ja-ri-dom {실자리동)
Stegastes altus (Okada & Ikcda. 1937). 15cmTL
Dislribution : Northwest Pacilic: Jeju Island in Korea , southern Japan and Taiwan
General : Sometimes brown body with yeliow peduncie and caudal fin including posterior paπs 이 the rest lins , sometimes blackish brown totally , variations
between the two color patterns. The dark margins 01 the scales express vertical lines. A promine미 black sp이 bordered with light blue is on the outer part 01
anterior dorsal spines running from 1st spine to distal tip 이 5th or 6th spine. The suborbitaf is blue and the lips are pale bluish gray. Solitary or form loose
groups. Among boulders 이 shoreline reels in 5- 20m

MiniJabrl1 s S띠atl1S

놀래기과

M.i nute

Fam ily Labridae

이며 15cm 이하의 크기들이 많다 일부 작은 종들은 청소

Wrasses

(레스)

wrasse :

of the Red Sea)

고기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돌연변이 놀래기 (Mutant

세계에 약 68속， 익， 453종이 있고 호택에 14속 20종 정

wrasse:

Connie1Ja apterygia)는 배지느러미가 없다. 놀

도가 알려져 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 분포하며 담

래기과는 해수어 중에서 두번 째로 종이 많은 과이며 담수

수에는 없다-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입을 가졌고 턱의

어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어목 안에서 세번 째로 종이

이빨들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뻐드렁니처럼 잎으

많은 과이다. 육식성 어류이며 저서 무척추동물과 플랑크

로 향해 있다 비늘은 둥근비늘이며 측선은 끊어져 있거니

톤을 잡아먹는디 대부분 성장하면서 수컷으로 태어났다

연속되어 있다. 대부분 종들이 야간에 모래 속으로 숨는

가 암것으로 또는 암컷으로 태어났다가 수컷으로 성전환

다. 체형. 색상， 크기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같은 종이

하면서 색상도 변한다.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

5 ~6 가지 다른 색상을 가지기도 한다. 기징 큰 종은

며 알은 수중 살포식으로 낳는다. 대부분 수족관 시육이

2 . 3m( 예‘ Humphh ea d wrasse_ Napoleon fish :

가능하며 특히 어린 묘리스 속(genus Coris) 놀래기는 관

CheiJi n l1 s

l1

nd111at l1 s) , 가장 작은 종은 4 .5 cm(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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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로 인기가 높다.

Family Labridae

shortest may be the 4.5clll (Minlltc wrasse: Millilabru s

Wrasses

.I' lrialUS

of the Red Sea),

Marine: Atlantic , Indian , ancl Pacific Ocean. 68 genera

species are lI nder 15c Ill
One labrid , MlI tant wrasse(Collniellι ap/elγgia) lacks the

with abollt 453 spec ies world wide ‘ 14 genera with abolll
20 speci es in Korea. Protrllsible Ill ollth. Most jaw teeth
Wilh gaps between lhelll , teeth uSlI ally jUlling olltwarcl.
Cycloid scales. Laleral line inlerrllpted or cOnlinuous. Size,

pelvic fin s and slI pporting skeleton . Second largesl 띠 mil y
이 marine fi shes and the third larges l perciforlll family
when including freshwater species. Most species change
color and sex with growth , frolll an initi al of both male ‘

shape , and co lor very

Most spec ies bury

and felllales. Mal es c1 0minate several females. AII Indo-

them se lves in sa nd at night. Some small speci es clean
1arger [Ï shes 이 their eCloparasites . Maximll l1l length abollt
2.3m(e .g. Humphead wrasse : Cheilill /.l s IIndu!arus) , the

Pacific speci es are pelagic spawners. Most spec ies do well
in aqllaria ‘ ancl yOllng Coris are particlllarly popul ar.
Carnivores on benlhic in vertebrates ancl also planktivores.

잠고용국외증 (foreign 、pecie‘

c1 iv ersified.

Ill any

for comparison & cOll1prehcn，i이，)

농어목놀래기괴

Order

Percif，απ18S

블루스훗티드 레스

Famìly 벼 bndae(wrasses)
(Bluesplltteu ‘vra~\c)

Allampses caemleofJ l‘IIclalllS
RüJllXli l 1829. 42cmTL
D/sαne9 5011 ray l1 ~13 .A/spine3

s이1 rayll~13

인도 · 태평양 일본 님부에서 오스트벨리 01에 이

르는 태영앙， 히와이에는 없슴‘ 흥해와 남아프리카

에 이르는 인도S뻐| 분포 • 녹색 내지 녹갈색 바
탕 수킷은 각 비늘 마다 수직 정색 선무닉들이 규
칙적으로 있다 앞 몸에 녹횡색 밝은 수직 띠무늬
1 개가 있다 임빚은 북색 내지 복갈색 바탕(적갈색

Drawing 1
임킷 female
Ref 니ve specimen pholos

을 띨 수도 있다)에 비늘마다 동그린 정색 점이
찍혀 있고 이것들은 수영으로 선을 이룬다‘ 머리

에 눈을 중심으로 빙사상의 푸른색 줄무닉가 있
다 수것은 눈 중심의 방시싱 선무늬가 희미하다
등지느러미 가시가 매우 유언하게 훤디‘ 꼬리지느
러미 가질자리는 절단형이거나 밖으로 조금 둥글
다 3~30m 수심의 암초에 살며 단독 또는 두 마

리로 다니거나 수컷 1 마리가 1 마리 이상의 암킷과
동행흔뻐 유어는 닉엽처럼 보이기 위해 바닥에서
거꾸로 서서 비틀거린다 갑각류， 언체류， 갯지렁
이를먹는다

Drawing 2
male
Ref 니 ve specirnen photos

수킷

Order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Labridae(wrasses)
Bluespotted wrasse
Anampses caeruleopunctatus Rüppell. 1829. 42cm TL
Distribution: Indo-Pacific: soulhern Japan 10 Auslralia, Red Sea and Soulh Africa 10 Easler Island
General.: Male: green 10 brownish green wilh blue vertical slreak on each scale , yellow 10 lime-green bar on forebody. Female: Green 10 brownish green(or brownish red) ,
with horizental rows 이 blue sp이s on s빼， blue 대dial streaks from the eye onlo the head. Caudal fin truncale 10 slightly rounded. Dorsal spine -flexible. Coral or rocky
reefs ,n 3-30m. Singly or in pairs. male wilh one or more females. Juveniles swim wilh head lowards Ihe bottom , looking like a 1I0aling lea Feeds on crustaceans,
m이 lusks and polychae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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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놀래기괴

집고용국외증 ( foreign 'peιie， lor compari씨n & comprehcn;ion)

-

Order Perclformes Family 벼bridae(wrasses)
라이어테일 호그미쉬 (Ly rctail hog r. ;h)
BodiallllS alllhioides (&'I1!1<'lt tm. 24cmSL
D/spinet2 ∞fI ra)'9' tON없ne3s이1 raylfr 12

- --- --

-

인도 태평양 일본 남밥I1서 오스트렐리O 뻐| 이
르는 태영앙， 프렌치 올리네시아1 남아프리카 흥

·.“
•

--

-

해에 분모 • 머리와 앞몸이 오렌지색 섞인 브라
운이거나 오렌지 레되Orar빙e rOO)OI며 성~하
면서 색S뻐l 다소 변화가 있다 뒷몽은 거의 갑자

-

‘

기 백색이다 백색 뒷옴에 크고 직은 접들이 물규

. .-... -

칙하게 쩍혀 있다 점들은 잎몽과 같은 색에서부

터 검정색끼지 번화가 있다 꼬리의 상하업 기잠

•

자리에 굵은 검은 선무늬가 있고 선무늬는 미병부
까지 언징되어 있다 머리의 아래 쪽이 김을 수도

Rel. Uve speclmen photos

있다 등지느러미 극조부 맨 앞에 큰 흑색 반점이
있다 암초지대 6~60m 수심에 신다 단독으로

Order Percilonnes(perch.llkes).
있을 때가 많다. " Iyre 고대 그리즈의 7헌으효 된
Family Labndae(wrasses)
익기 스금 라이어 "hog 돼지
Lyretail hog ish
80dianus anlhioides (Ilennrtl. 183잉 24cmSL
Distribution : Indo.Pacilic: southern Japan to Australia. French Polynesia. Red Sea and East Alnca to Line Islands and Tuamotu Island.
General : Brownish orange to orange red on head and about anterior one-third 이 body , white posteriorly with scatlered , irregular dark spots. the curved demarcatlon with
a dark bar that continues into dorsal lin. The lobes 01 caudal fin with a dark red to black band that continues onto caudal peduncle. A large black spot anteriorly In dorsal
lin. Lower part 이 head may be blacklsh. Seaward reefs 6-60m. Usually solitary or may exist in patrs

’

농어목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벼 bridae

사당놀래기
English. n. Saddle-back hogfish
애들백호그피쉬)

Bodiautls b illlllulalu s ~ 100 1)
55cmTL
D/s미ne12 ∞fI rayl0 Nspine3 50" ray12
Pt /16 나.p/28~32
인도

서태평양 효댁의 님해， 일본 남부， 서태

영앙， 오스트렐리아， 동아프리카 하와이， 프렌

Drawing 1
암것 lemale
Rel. Uve speclmen photos

치 폴리너|시0 때 분포 • 암컷 성어의 바탕색
은 등쪽에 얼은 물은 색이 낄리고 배쪽은 백색
이며 비늘열을 따라 좌우 방항으로 적색(또는
적갈색) 선무늬가 나타난다 등지느러미 언조부
아래 옴에 큰 흑색 반점이 있고 등지느러미 제

2 극조

믹때도 작은 흑색점이 있다 아래턱과

빨은 백색이며 01래 쪽에 좌우로 긴 검회색 줄
무늬가 있다 큰 수킷은 뒷몸의 흑색 반점이 없
거나 불분영하다 유어는 머리의 윗부분에서부

터 등쪽으로 노렇고 나머지 전체가 백색 바팅
에 열은 붉은색 줄무늬가 비늘열을 따라 좌우
로 놓여 있으며 뒷몸에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
미를 포훌녕|는 큰 흑색 바탕이 있다 성어의 꼬

리지느러미 뒷 가장자리는 위 01래 물이 약간

연장된 절딘형이며 유어는 절단형이다
8~160m 수심 암초에 실며 저서 무척추동물
을 주식효κt 단단한 때류도 먹는다 암것이 수

컷으로 변효빠. 보통 단독 생활을 한다

*hog 돼^I *5<최dle-야tCk 인상 무늬기 있는 등

@

Drawing 3
유어， 10cm TL

Young specimen IOc m TL
Order Per이ormesφerch.likes) ，
- i ‘
Rel υve s야Clmen photos
Family Labridae(wrasses)
Saddle-back hoglish
Korean . n. Sa-dang-nol-Ie-gi μi딩놀래기)
Bodianus bilunulaω5 IU!ccJ)è dc. 1801). 55cmTL
Di5tribution : Indo. We잉 Pacific: South Sea 01 Korea. 50uthern Japan , we5tern Pa디lic ， Australia , East Africa , Hawaii , and French Polynesia
General : Ad미애males light red dorsally, shading to white ve미rally， 께ith 때 horizont히 Iines foflowing scale rows. A very large black spot bene히h posterior part 이 dorsal
fin and on a이aæ미 야duncle， indistinct or absent in large males. Lower jaw and cheek white with a blackish 잉reak at below. A bfack sp이 on second dorsaf memb떠 ne In
female. Juvenile with yeflow upper head and foreb여y， w비 e befow with thin red stripes , a ve깨 broad black bar across posterior part of αldy and dorsaf and anaf fin5.
Occurs on deep reef5 ranging 8- 160m. Usually ∞Iitary. Feeds mainfy on be미hι ha띠 shelled , invertebrate5 5uch a5 moflu5ks and cru5tacean5. Pr이(갱ynou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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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벼00@ @
International Diving
Instructor Corporation

영왔
(I nternational Diving Instructor Corpor이 ion)e 2000 난 4 월 유럼 오스트리아 린즈에서 장립될 젊끔
열외로 민흉된 교육 시스델과 초직의 유연성을 갖춘 새로푼 프리 다이빙 (Apnoe Diving) 과 스루버 다이빙 (5cub。
Diving) 전문 단체다

|미 C

IDIC 프로 멈버(민스트럭터)는 IDIC 의 푼린큐정에 맞훌l 얻계 죄고의 훈련 수준과 잭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 시스댐을 저|계적으로 지원 맡고 있다. 또안 |미 C 는 2004 넌 친 서|계 다이밍 업계 죄조로 150 9001 : 2000
민륭울 획득아었고 TUV의 높끔 풍칠 기준 형가도 압걱아었다.

이석 코스디랙터

이민왼코스디랙터

Address . 서&시 서초구 염콕톰 106-121 흉 IDIC
1el. 070-7674-9998
Moblle. 010-7172-6056
Fax. 02-579-9997
Homepage. www .ldlc .kr
E-mai l. seagale21@hanmal l. nel

Address .

대전 륭구 가암 1 륭
대전질수교희

451-29

명신윌당

1e l. 042-625-65331 070-7554-6091
Moblle . 010 - 8259 - 6091
Fax. 042-633-1621
Homepage. www.escuba. l< r
E-mal l. ldlccd@nave r. com

죄지섭 코스디펙터

김문흉 코스디랙터

Address. 정룩 포앙시 낱구 구륭포읍 구톰포리 190-35
1e l. 054-284-2840
Mobile. 010-6626-2128
Homepage. www.scubadlve .co.kr
E-mall. Joelcjs@hanmai l. ne

Address . 선안시 두정톨 848 번지
1e l. 070-7553-1228
Mobile . 011 - 209 - 1223
Homepage. club.cyworld.com/feelscub。
E-mal l. dydwlsqhfka@nale.com

’

고연짙 코스디랙터
Address . 인힌시 부명구 킬산2 륭 안국 아따트 상가 105 호

이두호 코스디펙터
Address . 링닙 김애시 내륭 489-3 김애잡수씬터
1el.055-322-2840
Mobile. 011-557 -1901
Homepage. www.khscuba.co. l< r
E-mai l. khscuba@hanmal l. nel

씨게이트

1e l. 032-504-1555
Moblle . 011-9734-1555
Fax.032-504-1556
Homepage. www .goseagale .com
E-mall. goseag 이 e@holmal l. com

박병와코스디랙터

유지수코스디펙터

Address . 부산시 흉혜구 낙민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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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멸적인 스페설티 교육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등급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각 개별 스퍼|셜티 매뉴얼은 서버에서 무료 다운 가능하다
· 다이브 슈퍼바이저가 되면 증 9개의 스퍼|셜티 교육을 자동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
· 프로 레벨민 다이므 슈퍼바이저의 연회비가 없다
• 모든 교육 교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출판물은 유상)
. 보조 강사제도가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인스트럭터 레벨은 교육 세미나률 톰하며， 프로 레벨업에 따른 이론 시험을
본다
. 자격증 수령과 동시에 다이버 패스포트룰 수령한다

81

Address . 전라남도 순전시 풍되동 875-35
Moblle. 010-6682-7005
E-mal l. csan2005@nave r. com

훈련 교육 매뉴얼 (무상 다운로드 및 판매) . 훈련 교육 자재

· 마케팅 자료 지원 (로고， 전단 디자인 등)
· 고객 상담 Welcome Show 제공
·
·
·
,
·
·
’

다이빙 교육 훈련 지원
장비 세미나 지원

다이브 여행 절차 매뉴얼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기법 지원

다이빙 리조트 창업 프로그램 지원
인적 네트 워크 지원
기념움 제작 참여

|이C 후소 : ^1훌시 ^1쪼구 잉매홈 248-6민III^F홈빌딩 2흥

O[Q) O@@ 얻외 뾰 070 - 7674 - 9998 1팩스 02 - 579 - 9997

따1펴$$1￡:앓 앵멍 EMail : idichQ@gmai l.com/1미C 볍 흩피1 0 1 11 1 www.idic.kr

'IDC 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양식 (무상)
· 고객 상담 동의서 및 등록서 앙식
· 다양한 비즈니스 능력 개발 세미나 지원
· 다이빙 장비 판매 기업 세미나
· 다이빙 클럽 매뉴얼 지원
, 다이빙 스토아 장엉 프로그램 지원
· 마케팅 세미나 지원
’ 국내외 다이빔 리조트 네트워크 이용
. 1 미 C 발전 아이디어 참여

강사코너

훌륭한스쿠바 다이빙 강사가되는길 제2호|

배움외과챙
The Learning Process.
글/ 박종십 (BSAC Korea 본부장)

어떻께 배우는까

(How we learn)

있고 확신을 가진 다이벼가 될 것이다
교육생들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고. 절대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생들은 딴족하고

다 교육생들은 기술의 숙달을 위히여 개

자 하는 요구와 열망을 가진 고객이다. 인스트럭터는 교육생들이

인적인 정험이 필요하며 ‘ 그렇지 봇할 경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우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수준들에 한제르

선택할필요기-있디

가질 수밖에 없다. 띠-라서 인스트럭터는

경혐의 체계화는 통합(Synthesis) 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적절한 기준에 따른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키고 계발시켜주

즉 단순힌 사실들이 점차로 복잡한 관계로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

어야 하며， 왜 그 기술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어야 힌다 교육은

디. 또한 분석(매l aJ ysis)을 통해. 복잡화된 시스템들을 단순한 부분

단지 각 주제에 대해 어떻게 (how)뿐만 아니라. 무앗을(What) 왜

으로 쪼개보고 그에 따라 교육생들은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

(Wh y) 하는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다，

교육생들이 이론적 지식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통합(Synthesis) 의 과정은 한 교육생이 여러 낯선 경험으로부터

만， 이 경우 인스트럭터의 지도에 정확히 순응해야 한다， 그러니 이

부력에 대해 점차적으로 이해히는 과정을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우

렇게 인스트럭터의 말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교육생들은 왜 이런 것

선 교육생들이 물에 플 수 있고 웨이트를 추가하띤 가라앉는디는

이 필요한지를이해할수없을것이고 이러힌이해 없이는불완전

것을알고있다 여기에수변에서 교육생들이 숨을들여 마시떤 떠

한 다이벼인 것이다 안전하고 왼전한 교육이란 실질적인 기술의

있게 되고. 숨을 내쉬떤 가라앉게 되는 것을 이해시킨다. 또한. 수

발전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의 습득 그리고 왜 그

중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에 의한 영호t을 받는 것과 민물과

러한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을 포힘한

바다물의 부력의 차이나 갚이에 따른 공기 소모량의 차이 등이 차

다 ‘어떻게’ 에 대해서 이는 것은 다이빙의 절반일 뿐이다 교육생

후에 추가로 교육된다 이러한 경험은 전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

들에게 ·무앗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칠 때 그들은 성취갑

으며 결국 교육생들은 각각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떤결시켜 부력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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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스쿠바다이빙을 안
전하게 즐기기 위한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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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잘 교육하는지가 훌륭한 스쿠바 다이빙 강사
사 되는 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한 교육단체

의 강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강사에게 공
통적으로 해~하는 다이빙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234-Scuba Diver 20 1 1 년 5/6월호

췄~ ，VSCUBA

통합(Synthesis)

분석 (Analysis)

4 웰웰

분석 (Analysis)과 통합Synthesis)에 의한 배움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교육이란 각각의 독자

몇 가지 부분으로 정보를 니누고 확인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적인 부분을 제계화하고 통합과정을 거친 구조화된 지식으로 만들

공기가 례팔레이터로 들어가는가? 레률레이퍼의 다이어프램과 피

어주는것이다

스톤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기존의 지식

분석(Analysi s)은 이러한 과정의 역으로 볼 수 있다 교육생이 레

과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교육생들

률레이터와 처음 접했을 때 . 레률레이터가 몇 가지의 단순한 부분

은 지적 능력을 통해 기존의 연관성을 단순하게 만들 뿐 이나라 새

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사전 경험을 통해 추측하게 된다 교육

로운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이해는 오직 구조

생들은 례잘레이터의 각 부분을 관잘함으로써 그들이 다룰 수 있는

화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부리 잘 기억하고 있디고 해도 각

얘양소년단 경북연맹 해양수련관

B잃C 갱파육생모칩

|

*

‘
‘
‘

I

오푼워터~강사교육까지 BSAC 전과정 교육

영일만， 호미꽂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샤우|실， 탈의실， 휴게실 완비. 넓은 주차장.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원잠수해양리조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연 흥환리

314

대표: 초|경식 BSAC 트레이너
전화:

054-232-9669

휴대폰: 이 0-6823-42η

이메일: seaonee@hanmai 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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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관의 이용
시각과 행위(Seeing and doing)

정각

15%

시각과 행위는 특별히 가르치는 기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교
육방법이다

시각과행위

촉각(Touch)

75%

모든 단계의 실기 훈련에서 촉각은 포함된다 우리는 공기통의 색

깔과 모S떨 얘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만져봄으로써 얼마
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다，

정객 Hearing)
이론 교육시간 동안 강사들은 정각에 많은 할애를 한다. 그러나
강의의 효율을 위하여 이 감각에는 반드시 시각적인 보조 자료가

보충되어야한다，

미각과 후각(Tastes and smel l)
대부분의 배움은 보고 스스로 해 봄으로써 얻 게 된 다

각 별개인 정보로 얻을 수는 없다 올바른 기억을 위해 구조화된 지

이 두 가지는 다이빙 교육에 활용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식은 펼수적이며 오직 지식이 구조화되었을 때 미음속에 각인 될

수 있는 것 이 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지명도와 연구능력을 가진 다
이 빙 단체의 프로그램들은 교육생들이 조직화된 지식 구조를 획득

하는데 도웅을주도록계획되어 있다

를 가지게 된다
인스트럭터들은 이러한 초기의 흉미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고무

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생들은 무관심해지고 지
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을

감각(The Senses)

경우에 사실과 상황에 동화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능동적

배움과 지식의 습득은 우리의 감각을 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 흥미를 보이거나 또는 명백하게 우리의 감각들에 스며들어 도저

(촉각 시각. 청각. 미 각. 후각) . 배 움에 있어 앞의 3가지 감각(촉각.

히 무시할수 없을 경우에 그상황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교

시 각 청각)은 상당히 중요하다. 만일 강의의 경험이 있다딴 실제
로 보여 주는 프레 젠테이 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문불여일견(며問不 ~IJ-꾀‘ 또는 들은 것은 잊고， 본 것

은 기억하며， 해 본 것은 이 해한다 라는 금언들을 항상 기억하도
록하자.

프로그램된 교육의 흐름도
시범

•

강사가 학생의 참여 를 유도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많은 것을 기
억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 이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이 라 볼 수 있는 데 사실 이는 개인이나 일의 성격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보는 교육생들에 게 다양하게 제시되어

흉내

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감각에 호소할 수 있어야 더 욱 효과적일
수있다
교육생들이 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평가

일어 나는데 ， 이때 교육생들은 그들의 여러 감각들을 통해 습득되

는 정보를 선택하고 계획된 경험의 구조 속에 그 정보를 체계화시
킨다.

YES
동 'I(Motivation)
성공적인 배움을 이꿀어 내 기 위 해 서는 교육생들이 반드시 동기
를 유발해야 하고 가르칠 것 에 대 해 충분한 흥미 와 관심을 가지도
록 해야 한다 일단 동기 부여가 되고 나면 즐겁고 흉미료울 것 이 라
는 기 대 때문에 배 우고 싶어 질 것 이며. 궁극적으로 다이빙에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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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기술

새로운기술

....

NO

육은 흥미로워야 하고. 교육 자료들을 주의 깊게 이용해야 하며 가
능한 생동감 있는 경험을 주되 나중에 설명될 교육 태크닉을 효과
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함을 지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쉽게 주의를 집중시낄 수 있으
니. 이런 방법은흥미로운정보를 제공히는교육과비교한다띤， 그
얻 효율

디지 오래가지 않는 방법이다 반떤에 농담이나 여유가 역할을 한

다고 해서 지나치게 되띤. 교육생의 관심이 진행자에게 집중되게

되고 결국은 교육내용이 아닌 진행자의 농담이나 행동만 기억하게
된다. 목표가 꾸준히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연 어려

.훨의 정처i싸l

I
I

운 주제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배웠는지 기
억히는데는성취깜이 매우중요하다 섬리적인욕구와미찬가지로

I
I

성취김으로 인해 스스로의 행동방식에 더욱 확고하게 각인이 되기

때문이디-

낀 전 (Progression)
진전이란 시작지점과 방향을 나타내준다. 인스트럭터들은 성쥐

바보회스
~

가가능한복표를가진 프로그램을이용해야한다 발전적인교육

---,

-"

배움의 정체 곡선(Learning

이란 새로 배울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되 ， 교육생들이 지-신갑이나

’

Curve - Plateau)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히-는 것이다， 그

복표를 달성한 교육생에게는 복표를 위해서는 더 빌전히고 노력해

럼으로써 교육생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목표를 향해 발전해 가는

야 한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섣정하게 해야 힌다

자신의 모습을 느끼도록 히는 것이다

교육생의 능력과 경힘이 늘어나게 되띤 지루해 하지 않고 도전의

각각의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기술이나 지식과 연관된 부분에서

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큰 변위의 단계를 취할 수도 있다. 점진적

시작되어이: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론 교육과 실제 교육에서 모

인 지식이 배움에 있어 필수요소이므로 어떻게 히띤 단계를 달성하

두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또 교육생들의 발전을 점접하고 고쳐줄

는지 계속 밀해 주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해 발전에 대한 정보는 성

수있는기회도포힘되어야힌다

취목표를 달성힌 순긴에 주고. 기능한 삐-른 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기술부터 시작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알고 있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 교육생틀은 자신이 발

지식에서 알고 있지 못한 지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그

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다 인스트랙터들은 이 기간

림 ) . 교육은 조금씩 작은 한 걸음부터 차근치근 진행되어야지 . 만일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을 격려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칭찬은

복잡한 사항을 한꺼번에 습득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교

질책보디 훨씬 효과적이며 띠라서 특별한 교육생들의 행동에 대해

육성과에는 해가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은 교육생들에 실망을 가져다

목표를향한계단

목표를항한계단

줄 것이고 교육동기를 잃게 되는

GOOD

BAD

계기가될것이다

배움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교육생들 스스로 교육을 계속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하며 ‘ 그들이 배워왔던
교육들에 대해 일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을 줄여 주어야 한다. 자신이 발전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누구나 지니고 있으며‘ 또한 반드
시 지속되어야 하는 .잘 하고 싶은

욕망 을 만족하게 된다. 특정 훈련

작은 단계들은 쉽게 달성될 수 있으나 큰 단계들은 교육샘들이 도달하기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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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얘기할 어떤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어떤 경우 교육생들이 분명한 발전이 없거나 교육의 동기를 잃는

프로그램확된 교육(Programed teaching)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그림) 여러 수많은 이유로 교육생들의 배움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충분힌 정보와 기술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에 대한 정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교육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교육생들이 내가 전달한 내용을 충분히

것보다 너부 많은 양의 교육 지식이나 육체적 노력이 한꺼번에 이

이해하고 습득했는가? 라는 질문이디 만약 교육생들이 그렇지 않

루어졌다든지 혹은 상당히 어려운 교육을 달성한 뒤 그 경험에 의

디면 교육생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때끼지 교육을 잠시 중단

해 지식습득에 대한 열의가 감소했다든지 히는 경우이다. 또한 교

해야 할 시기가 있디 즉 교육의 과정에는 효과적인 배용이 이루어

육생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경우

지는지 혹은 그렇지 못힌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터가 확인

도 있을 수 있다. 훌륭한 인스트럭터는 교육생들에게 이러한 시기

해 볼수 있는 기회 또한포함하고 있어야한다

가 발생했을 때를 인식할 수 있어야하고 교육생들을 고무시키도록

프로그램화된 교육이란 교육생들의 실행을 점검하는 방법이며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목표가 없다고 느끼게 되띤 열의도 사리질

이전의 교육 부분이 성쥐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의 교육을 수행하는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점진적인 체계 하에서 교육생들의 배웅

벙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회된 교육은 기초지식과 기술이 빈약해

수준은 발전된다. 인간의 행동은 에너지 체계와 관련되어있고 시람

지는 것을 믹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프로그램화된 교육은

들은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당장에 처한 문제

실기교육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기술구사에 오류가

를 극복히는데 필요힌 그 만람만 활동하게 된다.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교육

정신적인 과정이 복잡하게 요구될수록 습관적인 반응에 의해 행

의 경우에는 학습 진도의 확인을 위한 간단한 질문이나 테스트를

했던 것 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화된 교육을 쉽게 적용하기 어

한 정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꺼려히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인스트

렵다

럭터기- 교육생들이 기억 . 상상 집중히-기를 원힌다띤‘ 추가로 펼요

프로그램화된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힘한다

힌 그들의 노력들이 가치가 있고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교육여건을

• 패키지회된 지식과 기술 훈련으로 교육생들에게 프레젠테이

조성해야힌다

션힌다.

교육생들이 성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현재 능력을 획인
하여 주고， 그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다시 설정해 줌으로써 다시

• 교육생들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고무시킬 수가 있다

• 교육생들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다음의 패키지화된 교

예를들어 흘륭한시범은그들스스로의 성쥐정도와새로운기준

육단계로니아간다

을 비교힐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 따라서 교육생들은 그들의 시도
에 대해 불민족을 느끼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 만일 교육생들이 제대로 습득히-지 못했다면， 그 기술을 비르
게 교정할 수 있도록 반복히게 하고 이 를 다시 평가한다

서 그들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만일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
면 교육생들은 너무 쉽게 만족할 것이고. 기술 빛 지식의 향상과 발

끼 억 (Retention)

전을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된다

교육생들이 교육받은 내용과 기술들을 정확히 기억히는 능력이

인스트럭터로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교육했었는지 점검해 볼
수있는중요한부분이다

마스크 물빼기으14 단계

Q

Q ε3

g깅1ε즘3 g킹

Q

ε3ε~ ζ〕

교육생의 기억능력은 인스트럭터와 교육 괴목

양자 모두에 대한 흥미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만일 인스트럭터가 덜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처|계성 없이 기술을 시범 보인다면 교육

생들은 곧바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인스트럭터가
교육생들의 흥미와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띤 교

육생들이 교육받은 기술과 지식을 기억해내기 어
렵디는 것을 멍섬해이: 힌다，
교육초기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알아야 할 멸요기- 있는지를 알려주면 교육생이 흥

미를 잃지 않고.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 참여 열성， 시각 자료 그리고 프레젠태이션

좋은 훈련 프로그램은 중요한 기술을 반복하게 하는 여러 기회들을 포흔h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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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집중력은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

는 효과적인 구성요소들이다.
l

i

반복은 기억에 도웅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훌

l

--

소개

륭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중요한 기술을 반복할 수 있도
록 되어있다(그림). 예를 들어 마스크 클리어링은 정기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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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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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질분을 히는 것 또한 기억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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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강의의 중요한 정보들은 요옆 통해 반복해야

--’

]{)
즈
지〕

적으로 연습해서 습관처럼 만들어야 한다. 이와 미찬가

전개

’
--

/

I

/

/

어떤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 원인과 과정을 알아내

/

/
/

려고 노력할 때 더욱 쉽게 기억 속에 각인된다 점진적

/

/
/

인 교육 방식에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서로 연관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을때‘ 그중하

/

/

l /
l /
L

v

시간

나를 떠올렬 수 있디면 그 외의 것들도 쉽게 기억해 낼
수있다

학습능률 과정은 세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집 중 (Attention)

이빙을 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흥미와 관심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흉띠를 유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교육 단원의 길

시청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스쿠바 다이빙을 즐기는 것 등에 의

이와 밀접히-게 관련되어 있다， 피로와 지루함은 교육생과 인스트럭

해서 생성될 수 있다. 이를통해 개개인들은 다이빙을 배우기 위한

티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인스트럭터의 교재는 주제와 정확하게

개인적 복표를 설정하게 된다.

관련이 있어이: 히고 인스트럭더의 프레젠테이션은 교육생들의 주
의를 전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배움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 만일 교육생들이
스스로 이를 경험하지 않는다띤 배움의 능률은 낮을 것이다. 인스

장시간의 집중을 요구하면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집중이

트럭터로서 당신의 역할은 교육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필요한 강의는 간략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공하고 안전하게 기술을 발전시키며 적절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

지나치지 않아야 교육생들은 육체적 정신적 흉미를 유지할 수 있

이다. 따

으며.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다 행위의 변회를 통해서도 교육생들
에게 신선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장시간의 교육 중간에 갖는 휴
식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주의 집중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Od"하지만 일정 기간의 배움의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도입의 단계는 인스트럭터가 새로운 기술의 복적과 정보를 전

달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흥미를 느끼는 단
계이다，

교육생들이 그들의 주의력을 최대로 이꿀어내는 단계가 전개 단

계이다. 이 단계는 교육생들이 주의를 집중시키는 인스트럭터의 능
력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t아질 수도 있다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은 지식에 대한 흉미가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요약 단계이다. 이때에 교육의 중요한 접들을 인스트럭터
가 요약해 주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을 연장하거 나 교육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교육시간이 교
육생들에겐 더 도움이 되며. 이 때 인스트럭터는 다양성과 흉미 거

리를 주입하게 된다 많은 %뇨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적은 내용이라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성인 평균으로 교육

시간은 4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생의 주의력은 주위의

환경 . 안락감. 통풍. 기온 빛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배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험을 통
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스쿠바 다

모든 교육샘들이 배움의 과정에 함께 동참힌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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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새롭게밀려오는트렌드

사òl드:o}운트다òl 병의

교육탑과가치Q회)
New diving system , Sidemount diving.
글/정상우
(마린마스터 대표，

PADI 싸이드마운트 스페살티 강사트레이너， 코스디렉터 #81698)

“싸0] 드마운트 다이빙 0] 다이벼에꺼l 주는 콘 까지는 스링을 크꺼l 엉그러1 0 ] 드 시격l 는 스떠l 성티라는 갯이다.”
MTB를 구입하고 좋아라 했던 선배가

디이빙은 따지 특별한 자전거와 같다. 그 장비의 사용법과 원리 장점

큰 수술을 2회했으며 약 6개월은 병원

을 살리기를 위한 트레이닝이 없다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

신세라는 소식을 들었디 우리는 누군가

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 도웅을 빔이 자전거를 배웠고 지금도

누군기카 묻는다 “동굴에 들어가기 싶지는 않은데 할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라고 MTB는 산악자전거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소에

전문가의 견해는 디르다 M매는 일반

오르지 않는다‘ 그 위험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레크레이션싸이드

시용자의 자전거외는 다르디는 것이다‘

미운트 다이빙은동꿀다이빙과정이 아니며， 다만동굴다이빙에서 유

이것을 일반자진거처럼 시용하기 때문

래된 싸이드마운트를 레크리에이션디이빙에 접목시켜 좀더 쉽고 흥

에 평지에서도 사고 사례가 많고 조작

마롭게즐기기 위한코스로이해하길바란다

장치들도 일반자전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전거라고 한다 싸이드미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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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에 의존해 어둡고 좁지만 맛진 동굴을 통과하는 것과 레크
리에이션 다이빙 한계수심을초과하는모험을즐기는 것은추가적인

“창의 · 감성의 수중문화”
교육이 펼요하고 선택일 뿐이다.

뉴 - 껴옳다01탱 풀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는싸이드마운트트레이닝의몇 가지 탑과가치
에 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www.scubapool.com

이 글이 싸이드마운트 강사들의 싸이드미운트 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음 히는 tI]램이다

짜이드따운르

다이빙 은

기온

71 술을

크게

엽그러|

이드 시키는 스페영터
다이버들은 히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수중세계의 웅장함
과 다%댄f 수중생물에 감탄한다 그리고 대자연의 다%댄f 환경에 맞는

특별한 고려사항과 즐거웅을 배가 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배운다. 이것

들을 위한 방법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유영자세와 다%t한 컨트롤 능력
이기본기술이된다
대부분의 다이버는 그 기본기술이 익h하여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디이

빙을 하여 익히거나 프로들에게 어깨 너머로 조금씩 배우는 것에 그치

‘ > 수중태마 중심의 초각품 투하설치

‘

*

놀이중섭의 기능성 장수풀(알까기외 2 종)
선명한 수중거울(최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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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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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O 가 L 자。

양쪽실린더를 컨트롤하고 편히 유영해따l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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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스 랩 (A/S) 지정점

마래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대표: 김영중， 이호땅
경기도 광명시 하요연동 {i업지역
6 1 -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
( 1호선 독쇼변 하안동 방향)
전화:

02-892- 4943, 893-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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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을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광경 뒤펀으로 스쿠바 다이빙 교육 중인 모습이 보인다

중요하다

의 킥을 킥의 크기외 킥의 폭. 지세플 상횡에 맞게 개조(?) 한 킥들은

웨이트의 위치부더 시작히여 성인기준 7~8kg인 머리의 위치와

%빨의 위치. 드라이슈트 안 곳곳의 공기를 컨트롤하여 부력을 조절

10종류기 넘는다. 이러한 킥들은 학생들이 선택한 핀의 종류에 띠라

서 적용시키는데 충분하다.

할 수 있는 능력 . 형태외 축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세 등이다. 이것들

기본적인 몇 가지만 언급한다띤 첫째 스댄다드킥은 수영의 자유

을 컨트롤 히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긴이 걸리지 않는디 초급수준에

형의 킥과 흡사한 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직진을 할 때 효율적

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웨이트를 알맞게 분산조절 시키는 요령부더

이디 둘째 플러그킥은 수영의 개구리 수영(평영)의 걱과 흡사하고

지도하랴. 그리고 두 개의 실린더가 부담스러운 학생다이벼들에게는

고관절과 대퇴근육을 크게 시용하지 않으면서 추진력을 만들 수 있

하나의 실린더민을 시용히는 등의 방법을 시작으로 적절히 적용시키

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킥이다 비교적 발

고. 학생다이벼가 가장 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전수하라

목을 효과적으로 싸용하는 킥이며 방향전환과 D] 세한 핀 테크닝을

위 의 기술들이 조금씩 진전된디띤 씨이드마운트 장비들을 개인에
맞고익숙하게조절할수있는능력을위한트레이닝을병행히랴.

익히는 기초가 되는 킥이다 세트째. 싸이드킥은 가위킥이라고도 하
는데 수영의 횡형킥괴 흡사히다이주크게 벌려 한번에 추진력을볼

이 사용히는 방법이띠 프로들이 양 옆으로 따리오는 다이버들을 획

앙황에 !잦는 추진력과 방향전환을 위한 떤 사용
능력은 1힐수

인하면서 많이 사용한다 넷째는플러더킥 깃벌처럼 펄럭거리는모
양의 이 킥은부릎이래의 다리와빌복을움직여 핀의 지연스러운웨

다이빙에서 추진력으로 시용하는 방법은 팔(손) . 다리 ‘ 바디를 사
용하는 방법이디 하지딴 실제 다이빙에서 팔(손)과 바디를 시용하는
추진력은 좋은 습관이 이니며 불편함을 줍 수 있다. 손으로 뭔가를
들거나 잡。l야 하는 상황이 쉽게올 수 있으띠， 바디웨이브를 히는 모

습도 여러 장비들은 미-디를 따라 웨이브를 못하기 때문에 부자연스

러움이 함께한다. 하지딴 핀(오리발)킥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하제근
육들을 번갈아 시용할 수 있어서 근육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다
양한 환경에서 유영할 때 용도에 맞는 추진장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시용할수있다
핀의 종류외 재질 모양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디를 수 있으

며” 핀 시용과 선택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디리 근육의 지구력과 파
워 그리고 빌목의 유연성과 피-워 ‘ 다리 길이에 맞는 핀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외야 한디

여기서 프로다운 조언을 해준다 띤 그들이 필요한

다른 장비 의 구매를 진정한 프로인 당신을 신뢰히고 조언을 얻을 것

이디
자 이제 핀을 선택하였다면 그 핀에 맞는 킥을 가르쳐야 한다 일
반적으로 다이벼들이 사용히는 킥은 약 여섯 종류이나 이 여섯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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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과 방항전환을 위해 핀 사용법을 연습해야 한다

사이드마운트는 여러 위치에 공기통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다gF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브를 만드는 킥이다 주로 협소한 공간을 천천히 통과하거나 근육

한다.

의 피로도를 회복시키며 천천히 이동할 때 효과적이다‘ 다섯째. 빽킥

공기고갈이나 호흡기 고장의 스킬은 실전에서의 문제를 최소한으

은 몸의 자세를 비꾸지 않고 후진 할 수 있는 킥으로 플러그킥을 반

로 줄여주는 정예화된 기술이지만 학생들과 토론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로 시용한다 라고 생각한다띤 이해가 쉽다. 여섯째， 헬리롭터 킥

방법들을 모색하라. 예를 들띤 공기고갈 된 다이벼를 위하여 보조호

헬리콤터처럼 턴을하기 위힌 핀킥으로유선형으로정지된상태에서

흡기를주고실린더끼지 건네주는빙법이나또는프리플로우호흡기

충분히 방향을 비꾸거나 원하는 형태의 봄의 자세를 만드는데 기초

를 물고 실린더의 죠k금 장치를 조절하띤서 호흡하는 방법. 또는 S드

가 되는 킥이다

랄이나 밸브 드랄을 하기에 좋은 장비 세팅 방법이나 번지코드의 사

위의 기본적인 기술들을습득하려면수영장이나이와흡사한환경
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힌 디지벌 카메
라나 캠코더로 촬영하여 즉석에서 피드백이 가능히게 하는 것이 효

용을효과적으로히는여러가지 방법 등이다
상황을 이끌어내는 교육방식이 문제발생시에 시용 가능한 기술로
유연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적이다. 자신의 킥이나 자세를 직접보고 비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갱험과 정보가 바항이 되어야 한다

것은생각보다크다
또한 거울이 설치된 잠수풀에서 개인이 스스로 또는 그룹으로 연

습할수있는시간을주는것도추천할딴하디.

학생다이머들은 이미 다이버들이며” 그들이 경험했던 환경들에 어
떻게 적용해야 할지 토론히는것이 중요 관심사일 것이다 그들의 의
견에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충분힌 경험과 정보가 비당이 되

71 숲은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 연습과 적용 홍하

여 얻울 수 있다

어야한다

싸이드미운트 디이빙은 동굴다이빙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지민 보

싸이드미운트를 이용한 다이빙은 일반디이빙에 비교하여 그 수가

다 더 디양한 환경에서 입수 할 것이며 ‘ 디이빙하게 될 것이다. 동해

많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술들을 완전히 습득 하기

안의 비치가 될 수 도 있으며 ‘ 제주도의 섬 다이빙이 될 수도 있다.

위하여 다%댄f 환경에서 반복 적용히눈 것이 중요하

다. 대부분의 경우대처한문제에 대응하는능력을키

우는 것이 목적임으로 다이빙 중 언제 어디서나 시용
가능한 스킬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짧냐H문이다
그 기술들은 입 출수 방법 ， 공기고갈 훈련 프리프
로우 호흡기 . 실린더관리 컨트롤 능력 등 인데. 언급

한 스킬들을 진행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묘스를 소개하고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면서 가치를
부여하여야효과적이디.

다%댄f 환경에서의 입 출수를습득하기 위하여 비
치나 다%댄f 보트에서의 벙 법들을 일려주어야 하며

특히 백롤입수법의 경우 실린더의 위치에 따라서 부
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실린더의 전후방 위치 조
칠능력과 실린더의 부력을 관리 컨트롤이 지유로워야

사이드마운트로 동굴을 통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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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트다이빙을 위하여 어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도있을 수 있고

개의 하충을 견디기 힘들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파손이나부상을 염

고부보트나 플랫폼이 있는 데이트립 보트를 또는 리브어 보드를 이

려해야 한다. 이 경우 물 밖에서 장비를 제결하고 이동하는 다이빙

용할수도있다

계획을 준비 하지 않는 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학생다이벼들이 쉽게 경험 할 수 있는 다이빙 환경에서부터
다양한 다이빙 환경에까지 싸이드마운트 다이빙을 적용할 수 있는

엽 · 좋수가 어협:r. I 않은지?

능력은 여러분의 경험과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실린더 두 개라는 것이 더블 백미운트 디이빙의 무거

학생다이벼들의 질문들을 보변， 장비에 대한 질분이 가장 많은데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BCD를 사용해이: 히는 지? 와 일반 다

웅을 연상할 수 있다 하지만 더블 백마운트와는 다르게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독립된 스쿠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빙 BCD는 사용할 수 없는 지? 그리고 입 출수가 어렵지 않은 지?

이는 하나 또는 두 개를 독립적으로 주고 받아 장착할 수 있으며.

등 이다. 스킨 스쿠바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장비는 많이 감

수면 부위나 히강 줄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계획 할 수 있다‘ 여러분
의 다%댄f 경험과 정보가 학생 다이벼들을 위해 쉽고 편한 다이벙 계

소된다

획을 기능하게 할 것이다 어떤 다이브리조트는 수중리프트를 설치

어떤 ~(.η 를 사용해야 하는:r. I?

한배를보트디이빙 에 사용하기도하기 때분에 여러분의 정험과정

BCD의 중요한 기능은 수중에서 부력을 조절히는 것 이상으로 수

보를 조금반 응용한다면 충분히 즐거운 디이빙을 계획할 수 있다

면에서 충분한 부력을 갖고 편하게 떠있어야 히는 것이다 이것은 추

프로들의 경험과 정보를 통히여 고객의 필요에 반응힐 때 우리의

상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이벙 환경이나 개인 능력에 띠라서

고객인 학생에게 가장 최선의 교육을 진행할수 있으며 즐거운 다이

어떤 이 에게는 충분한 부력이 어떤 이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줄 수

빙보험 써비스를 계속 발전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지카 생각하는 싸이드마운트 트레이닝 몇 가지 팀과

너무 부력이 적고 부력이 분산되지 않은 경우 중심을 잃고 편히 떠

가치에 관히여 언급하였다

있지 못할 수 있디- 또힌 그 능력과 상관없이 드리-이슈트를 입었을

디이빙계는 우리가 지금에 인주하고 운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것

때 수중에서 지퍼고장으로 인한 침수의 경우→는 수띤으로 싱승히-기

에서 끝나는 다이빙산업이 이니라 좀더 흉미롭고 실력향상을 위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힌 부랙이 있는 것을 선택히

데크닉을 매우고 즐기는 계속적인 모티브를 주는 싸이드따운트 다이

는 것이 권장되며 학생다이버에게 편리성보디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빙에 주복해야할 것이다‘

설명해야 할 것이다.

좀더 미세하고 다양한 기술과 환경에 적용히는 테크닉이 가미 되
어지는순간 지유옵게 휠강하는 독수리의 특별한 기분을 우리의 학생

얼 1안 다이빙 Bιη 는 사용할 수 없는:r. I?

다이벼들에게 만족과함께 줄수 있는 젓이다

일반 BDC의 경우 버트플레이트를 장착히커니-0링을 적절히 장착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다이빙 트렌드기- 이-니라 모든 다이밍 발전

한다면 충분히 싸이드1] 1 운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

의 활력소가 되고 다이빙 산업이 티 경쟁레저스포츠와의 경쟁에서

페빌라이징

이길 수 있는 디덤돌이 되었으띤 하는 비램과끝까지 글을 읽어준 여

BCD 보디는 백마운트 형태의 BCD 기- 사용하기 좋다

꼭 알이야 할 것은 일반 BCO의 경우 하네스가 물 밖에서 실린더 두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을 하기 위해 띨요한 추가 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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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에게 감λ}히는 마음으로 글을 마부리한다

ffl<

장비코너

Wh at is the Neoplene?
글/ 우 대 혁( 대 웅슈트 대 표)

이변 장비 상식 코너에서는 ‘네오프렌’ 에

추위에 대힌 적응력은 개인미다 차이가 있지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자 스쿠바디이빙을 하

만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잠수복의 선택이

기 위해 기본장비 중 첫 번째로 필요힌 짐수

매우 중요하디- 네오프렌의 보온력은 네오프

복(은 일반 옷과는 다른 원단으로 만들어져

렌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 양에 따라 결정되

있다 부드럽고 푹신푹신하여 바위에 오래

는데 원딘이 두꺼우면 그만큼 보온력이 높아

앉이있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다 두툼하고

진디고할수있다 하지만다이벼기 수중깊

신축성이 있으며 수중에서 제온을 유지시켜

은 곳으로 내려가변 수압에 의해 네오프렌

주는 장비리는 시질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

내부의 기포가 압축이 되므로 원딘의 두께가

만 지금까지 네오프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줄어들게 된다. 즉， 깊은 곳으로 갈수록 잠수

배운적은없었을것이다

복의 두께가 ~}아지며 보옹력도 낮아지는 것

시실 다이빙을 즐기는 동안 입고 벗기를

이디

반복히는 제 2의 피부’ 인 잠수복은 단순힌

어떤 네오프렌이 매우 부드럽고 신축성이

소재가 이닌 심도 있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

좋지만 내부에 기포가 너무 크고 많이서 조

험을 통해 탄생한 결괴물이다 이번 기회에

금만 수압을 받아도 쉽게 잃L아진다띤 수중에

편안히 띤서 보온성과 내구성이 좋은 네오프

서 적절한 보온력을 발휘 할 수 없을 것이디

렌 원딘에 대해 알아보도록 히겠디

그러므로 점수복을 만드는 네오프렌의 품질

다이빙을 시작한 초보지들뿐 이-니라 강시-

들도 잠수복을 입고 벗기가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리도 줄이기

은 압축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네오프렌은 잠수목을 만드는 원딘이다

위해 디 Ocf힌 요구시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이다. 네오프렌은 내부에 많은 구멍을 가

잠수복이 제속 개발되고 있는데 . 원딘이 부

지고 있는 고무를 통칭히는데 기포 구멍들이

드럽고 신축성이 뛰어나면서도 튼튼하고 보

균일하게 존재한다，

온력이 좋아이 히논 제품을 만드는 일이 쉽

_I_'"

어명껴| 예요프펜으효 당후욕을 민
들lIt7
일반적으로 생각히는 것과 달리 네오프렌
은 검정색이 이닌 이주 밝은 색상을 기-지고

네오프렌의 중요한 특징은 질림이나 훼손

있다. 네오프렌은 원히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에 강히고 틴력적이며 장시간의 대기 노출이

추가되는 성분들과 섞은 상태로 가열시켜서

나 열에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

각기 다른 종류를 만들어 낸다. 이 가열된 흔

셰요E 렌이란7

약품 기름 솔벤트에 비활성이어서 화학 자

합물을 대략

네오프렌이란 이름은 세계적 기업인 미국

동차. 해양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연결

흘려 보내 응고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

의 듀풍사에서 합성고무 소재에 붙인 싱품명

기， 접합부， 보호커벼를 만들 때에도 시용되

품은 대락

으로， 1930년에 듀풍의 과학자인 아놀드 콜

고 있디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원히는 두께에 따라 펑

지만 않을 것이디

1.50m x 2.10m 크기의 똘드로

12cm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

워터

린스 (Arnold Collins) 외- 월러스 키-로터

디-이빙에샤는 수중에서의 띨 손실이 가장

평한 시트 형태로 자른다 질린 면에서는 기

(WaJJ ace Carothers)가 개빌하였다‘ 처음 개

중요한 문제로 꼽힌디- 잔수복을 선택할 때

포 구멍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내구성을 강

발했을 때 이름은 듀프렌 (Duprene) 이라고

이 점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저체옹증. 스트레

화하는 안감을 본드로 붙인다， 펑펑한 원단

했으며 커다란 크기로 생산된 최초의 합성고

스 근육경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에 패턴 종이를 시용하여 디자인을 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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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하는모습.

절단기로절단하는장면

절단한 조각을 접리하고 있다.

접착먼에 접착제를 바르고 있다

접착한 면을 미싱으로 꿰멘다

완성된 잠수복

단과 특수기공을 한다
잔수꽉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분벨로 제딘

처1 형을 기준으로 만든 잠수복이 우리니 라 사

끼를 껴입는 정우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더

람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욱 잃:은 원단으로 튜닉을 만들어 안에 입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2mm 이히-두께 원

한원단을전용접착제를시용히여 붙인 디음

안김의 선택도 중요히다. 어떤 재질을 사

봉제 과정을거치는데 원단접착기술에 띠리-

용히는가에 따라편안함” 접촉감， 탄력성， 내

딘을 튜닝으로 접합히는 기술이 개빌되었기

제품 성능이 달라진다 접착기술이 좋지 않은

구성 ” 건조시간 등이 딜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능해졌다 조끼와 달리 튜닉은 엉

청우에는 오래 사용하지 않이 접착부위가 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무릎과 발꿈치 부

덩이부위끼-지 연결되어 있어서 몸통에 물이

어질 수 있으며 특히 드라이수트를 띤드는 경

분을 처리히는 기술이다

돌출되어 있어서

스며들 흔L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온

우에는치냉적인약점이 되기도한다

외부와 접촉이 기정 많은 부위이므로 쉽게

력을 극대화시키며 원딘이 앓아서 거북히-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은 각기 다른 두께

마묘되는 곳이면서 관절 부위기 때문에 부

도 않고 활동에 불편히지도 않다. 안쪽 띤이

의 원단을 접합히는 것인데 최근 신체 부위

드럽지 않으변 활동을 힘들게 한디- 그래서

글리이드 스킨(편집지주 ; 띤을 붙이지 않고

별로 팔요한 보온력에 띠라 두께가 다픈 원

부드러우면서 내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표띤을 배끈히케 처리힌 원단)으로 제작된

단을 시용한 잠수복이 출시되고 있다. 예를

특별한 폴리우례탄 재질을 패드로 붙이기도

제품이띤 밀착랙이 좋고 입고 빗기도 훨씬

들어 가슴과 등 부위는 가장 두꺼운 원단을

한다.

수월하다 야

팔과 다리에는 보통 두께를. 손목. 발목에는

보온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잠수복 안에 조

앓은 원단을 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잠수복은 몸통 부분은 최
싱의 보온력을 제공히며 팔괴- 다리는 보온력
이 충분히면서도활동히는데 힘이 들지 않도
록 도외주는 동시에 손목과 발목은 앓고 신

축성이 좋아 입고 벗는데 매우 편하게 만들

어준다.

맨연언 장후욕응?
편안한 잠수복을 만드는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힌 요소는사이즈와안감의 선택이리고

할 수 있다 각 인종마다， 그러고 연령층 마
다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층을 위한 정

확한 사이즈 통계가 매우 중요히다. 미국인

네오프렌을 이용한 여러가지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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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인사건의 증거물을 했f낸 수종 금속탐지기
Metal Detector finds Evidence and Murder weopon .
역 / 김나 현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놀아라 "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목숨 걸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적반하장으로
보따리를 내놓으라니 이 얼마나 쾌씹한 시추에이션이란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물은 이렇듯 두려움의 대상이요 인간을 참으로 난
깊서하게 하는 대상임에 틀림없다.

옛날 같으면 보따리를 내놀으라는 그 사람과 의절을 하든， 보따리를 찾기 위해 다시 물로 뛰어들던지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가 없을 것 같다. 물에 빠진 보따리를 찾기 위해 물에서 물로 뛰어들지 말지 고민하는 그대에게 수중 금속탐지기를 권하고 싶다. 그
보따리 안에 엽전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당신이 목숨 걸고 물에 다시 뛰어들 밀요 없이 그 보따리가 먼저 청아한 신호음으로 당신에

게 위치를 알려올 것이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회장품 백만장자 소시라와띠 (Sosi따wati)

몇몇이 이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 되었는데 경찰의 끈질

씨와 그녀의 동료 세 멍이 햄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는

긴 심문 끝에 그들 중 한 명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의

밀페이시아의 인기 화장품 브랜드 누벨리 비세지 스 (Nouv e ll보
e

진술에 따리 경잘은 농장의 주인형제가 소시라와띠 βosil
벼
awat디비
i) 씨

피IS
V
잃ag밍를 창립힌 4깎7세 사업가로 부동

|씨
Maril뼈
l

산 거래 를 위해 반팅 (Bar
없
11띠
ti11g
링)씨지역을

1.

_w .

방문힌- 뒤 실종된 것으로 처음 경찰에
보고 되었다 이후 세간의 관심 속에
여러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날

그녀와 만난 이 부지의 주인형제가 이
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되었다. 지역신문에 따르띤 이 두 사람

모두 상당힌 수의 부동산 사취로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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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좋지 않은 변호사들이었다. 그
들이 소유한 라당 가동 ( Ladang

Gadong)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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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탐지기로 살인사건 증거물을 잦은 사실을 보도한 말레이시아 현 지 신문 기사

와 그녀의 운전기사. 변호사 은행간부 이들 4 명을 실F해 했으며 시신
A

태운 뒤 강에 버린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의 진술만 있을 뿐 결

정적인 단서가 없던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 짐수 팀을 급
파했다 진흙투성이의 흔탁한 강바닥에서 핸드폰. 시계 . 목걸이 같은
희생지-의 소지품과 힘께 살인에 쓰여진 킬이 발견되딴서 그의 진술

은 사실로 획인되었고 주인형제는 체포되었다 이번 수사에 쓰인 수

중 금속탐지 기(찌l 뀐shers

Pulse 8X me떠] detector)가 사건의 가

장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 셈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모든FBI소속 잠수 팀들이 여러 개의 금속탐지기

장비를 갖추고 있다 거의 모든 주의 경찰 잠수 팀에서도 한 개 이상
씩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작은 부서에서 조차 이 장비를 새

로 들여오거나 이웃 도시나 미을과 공유해 시용하고 있다. 이것은 수
중 탐지기기- 무기를 찾는 등의 뱀죄수사 외에도 다른 유용한 쓰임새
중 금속을 탐지하

르지니기 때문이다.

웨스트 버지니 o]{WesL

는데 주로 사용하

Virginia) 에서 다이빙 숍을운영 151는 피터

고 있는 금속담지
기들

콜뱃 (Peter Corbett)씨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그는 최근 조금 황
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회를 건 사람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
친구와 함께 가누를 티고 오리사냥을 하디-가 실수로 강바닥에 떨어

트리고만 값비씬 엽총 두 자루를 칫고자 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배
가 얼미나 불안정하고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

납^~는 피터가 시야도 좋지 않고 자가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

속과 비철금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속을 감지해 낼 수 있다 때

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워 했다 하지딴 다행스럽게도 피퍼는 이번 작

문에 귀금속” 동전， 탄피 1 부기류. 금괴 . 맞， 군수품. 대포. 파이프와

업에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같이 다%탤종류의 타깃의 위치를 찾아줄 것이다.

Pulse 8X me taJ

detectol를 가지

고 있었다 의뢰인이 엽총을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적인 위

또한Fishers 탐지기는 금속성 물건괴 탐지코일 사이의 물질에 대

치를 일러주자 그는 모든 장비를 보트에 싣고 강으로 향했디- 그는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탐색범위는 검출물이 공기 중이

차고 야두운 물속에 곧비-로 들어기는 대신 30m의 케이블괴.8Xs

나 수중에 있을 때 모두 일정하게 나타니 며 진흙， 모래 . 산호， 바위

optionaJ 18 inch coiJ 을 가지고

배위에서 초기 수색을 하기로 했다.

등 그 어떤 환경에도 적용 기능하다 탐지기는 시각자료와 음향 출력

얼마 되지 않아 탐지기가 꽤 큼직한 타깃을 형t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

을 모두 가지고 있다. 수중에서의 음향은 함께 제공되는 수중 이어폰

했다 피티는 재빨리 그 위치를 표시한 후 탐지기를 다이브 모드로

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미스크 스트랩이나 후드 속에 밀어 넣어 사

전환하고물에들어갔다 그가표시한곳으로다가가나이프로비닥

용하면된다

을 짚자 그의 앞에서 기계가 앞 뒷면에 대한 강한 신호음을 내기 시

8X와 함께 제공되는 칩플리트 액세서리 패커지는 지상 200피트

작했다 피터는 그 장소를 샅샅이 훌기 시작했다 극심한 흙탕물 속

깊이의 수중 또는 극심한 파도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들을 포함하

에서 탐지기를 들여다 보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지만 곧 코일이 그가

고 있다 지상용 이어폰과 수중용 이어폰. 수중 PVC핸들 알루미늄

찾는 엽총을 감지해 낸 사실을 알리는 오디오 일냄이 울리기 시작했

핸들. 지상용

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피더가 부드러운 진흙 사이로 그의

충전기. hlp-mount kit, 튼튼한 cordura nylon 휴대용 가방이 제

팔을 밀어 넣고 주변을 더듬거리자 마침내 그것이 만져졌다. 틀림없

공된다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는 12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시용할

는 엽총의 총열 부분이었다 그는 그것을 일단 집어 들고 또 다시 그

수 있으며 수명이 디 된 배터리는 가까운 시계 수리점에서 손쉽게 구

주변을 수색했다. 또 다른 신호음이 울리고 다시 한번 흙 속을 살피

해 교체가 기능하다

telescoping coiJ shaf, AC 배더리 충전기. DC 배터리

자 두 벤째 총이 모습을 드러냈다 Peter가 찾이낸 두 자루의 엽총은

Fishers 탐지기의 또 한가지 중요한 징점은 쿄일 교체기- 완벽히-게

고스란히 주인에게 되돌이갔고 이후 완벽하게 수리되어 종전의 기능

기능한 라인이라는 점이디 선택 기능한 표일 중에는 5 인치 코일 .10

을회복할수있었다.

인치 코일 . 16 인치 묘일 . 보트에서 수색작업을 하기 위한100피트의

피 l걱가 사용한 Pulse 8X 는 지상과 수중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케이블을 포함한18 인치 코일 . 해변이나 얄은 물위를 꿀고 다닐 4개

금속탐지기로 state-of얘he-art Pulse lnduction (PI)라 불리는

의 작은 썰매가 탑재된8 x 48 코일이 있다. Pulse 8X에 관한 더 자

기술 덕분에 바닷물과 같이 무기질을 함유한 장멜이나 산호지， 흑사

세한 정보는WWW.J배lshers. com에서 얻을수 있다. 야

E센;沙)‘ 칠분 함량이 높은 비위지역을 불문한 어떤 환경에서도 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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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다이빙

태초의 자연이 알아 숨쉬는 바다
•

New Diving site at J런 u Island.
글/진신

힘뜰다고 쇼분난 서구ì.~ 체주도 다이벙

사진/김수한

이 문제에 있어서 종요한사실은서귀포만그러한것이며 성산포

제주도는우리나라-에서 가장손꼽히는디이빙 멍소라는사실은모

모슬포 지역은 일반적인 다이빙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

든 다이바들이 인정하고 있다 히지만 수중경관이 기장 아른답다는

제주도 남부 해인에 있는 수많은 어촌들이 자기 앞비다에서 다이빙

서귀포 지역으로 다이빙을 가는 다이벼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곳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냐l 샤귀포는 앞에 있는 섬에서만 다이빙이 가

진보히지 않는 디이빙 시스템에 대하여 불민을 토로히고 있디

능하기 때분이다 물론 선박을 임대히-여 보트디이빙을 실시히는 경

주로 서귀포 잎에 있는 문섬 싶섬 범섬으로 디이빙을 가는데 섬

우는 다르다 하지만 다이빙에 이용히는 낚시어선의 임대료가 만만

에상륙히여 다이빙을실시히는정우기 대부분이어서공기통과납벨

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전체 다이빙 경비기-비싸진다 여러 가지 상

트등장비를배에 싣고 섬에 내리는괴정이 어지긴한노동보다힘들

황이 원시적인시스댐을 30년간유지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기 때문이다. 바린하우스와굿디아버 등 펜선을소유힌 디이빙 리조

그래서 제주도의 작은어촌미을들이 다이빙 활동을관광산업으로

트둘은 일 잘하는 스탬들을 고용하여 모든 장비를 옮겨주는 서비스

인정하여 다이빙 숍을 개설하고 포인트를 개책히는 일에 문호를 열

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다이빙 숍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숍

기를오래전부터 많은다이배들이 염원하여 왔다.

에서부터 직접 장비를 날2.}o þ하는 과정을 김수해야 한다.

외국은물론우리나라동해안. 챔R 안. 서해안모든 지역이 보트

운호를 ，~방한 망장포

다이빙을위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수중의 명성을경험하고

서귀포시내에서성산포방향으로해안도로를따라주변경관을감

자 처음 서귀포를 잦는 다이메들은 그 발전하지 옷힌 시스템에 황당

상하며 천천히 치를 달리다 보띤 엠0분 정도 지나 우측으로 작지만

해 하곤 한다.

아름다운 포구가 나타난다.

망장포는 자그만 어촌인데 정믹돼있는 어선이 없어서

한적할 뿐 아니라 비치다이빙 포인트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콧이다 방파제에 막혀있어 어지간한 따도에

도 입， 출수가 가능하여 교육다이빙은 물론 야간다이빙
을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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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어항이 있지만 정박하는 배는 없고 동네 가
구 수도 많지 않아 부척 한가로웅을 느끼게 해주는 전형

적인 제주 어촌미을이다 제주의 명물 올레실 5코스가

통과하고 있는 곳이며 이름은 망장포라는 곳이다

버 ~1 나이뱅이 ，~놓한 곳
일반적으로 헝내에서는 다이빙을 실시 할 수 없지만

이곳은 기능하디- 작은 포구인데다 정박해 있는 어선이
없어서 언제나조용하기 때문이다 헝내수심은 3m~6m
를 이루고 있으며 항융 가로막고 있는 빙파제가 있어 제

주도의 어지간한 파도이1 도 잔잔한 수띤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입출수가 어볍지 않다
파도가 섬힌 날 매가 출항하지 뭇히는 경우 봄 풀기

디이빙을 하거나 초보자를 위한 해양실습에 매우 좋으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다이버가 통과할 만한 동굴이 여러개 있어서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민들어 준다

며 특히 이간디이빙이 가능한것이 커다린 장전이다 서귀포에서 야

간다이밍을 하기 위해서 낚시어선을 임대하는 경비는 물론 준비 과
정이 힘블어서 다이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야간다이빙은 접근히기

인트로최적의 조건을갖추고있디

포구 인에는 비바람을 피해 쉴 곳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도가 설치
되어 있어 간단한 샤워도 가능하다-

쉽지 않았었디 이곳에서는 진잔하고 얄은 바다에서 빔의 다%댄f 생

플싱을 안전힌 상태로 편히 즐길 수 있다 행11 서 실시히는 디이빙이

천뻐요I 보트다아벙 표인 E

라고 알ÿ딴 안 펀다. 신비한 형싱의 수중미우|들과 국내에서는 좀처

이곳의 진정한 이름디움은 괴」르플 타고 조금만 나가면 쉽게 느낄

펌 보기 드운 열대어종들이 샤식하고 있어서 천혜의 비치디이빙 포

수 있다 포구에서 3분-5분 거리에 태초의 자연이 실L아 숨 쉬고 있

수중의 바위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수지맨드라미 산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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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다이빙
아와그늘에서 음료를미시면서 편안한휴식을취하다가디-시 다이

빙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매 다이빙을 마치면 5분 안에 포구
로 돌아오기 때문에 흔들리는 배에서 어지럽고 멀미에 시달렬 필요

도 없다 다이빙하기 힘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한번 다이빙만
미치고쉬띤된디
다이빙을 미-친 후 선선한 저녁시간을 이용해 올레길 을 걸을 수 도
있고 낚시를 즐기기도 하며 수영도 할 수 있어 전체 여행 기간 동안
디%댄-경험을할수있다

망장.표에 퉁7\1 튼 검 수한 강사
이곳을 개척하여 다이빙이 기능하도록숍을오픈힌 사람은 김수한

깅치이다 김수한씨 깅시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다이빙 전문 숍을 운
는， 이직 이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순수한 수중의 이름마움이 김춰

영하다 제주의 바다가 좋아 몇 해 전 무좌정 제주로 내려기 미음에

져있다

드는장소를찾아다녔다고한다.그러던중우연히망장포를방문하

서귀포의 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촌 미을 앞에 산재해 있는 암

게 되었고 숨져져 있던 보석을 찾아내야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고 한

초지역이 포인트가 된다. 집채만 한 바위들이 어우러져 짱을 이루고

디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개척해준 김수한 강사의 노력에 감사하

있는데 얄은 곳은 10여 미더 내외이며 깊은 곳은 30미터 정도이다.

며 잎으로도 더 많은 포인트 개발에 애써주길 바래본디

이곳의 수줌을 유영히-다보면 2m 이상 되는 해송들괴- 대형 수지밴
드라미산호외 대형이종 등 각종의 볼거리기- 다이비를 사로잡는다

다이빙문으| ‘ 김수한

커디란 이위들이 어우러져 있는 사이로 다이벼가 통과할 수 있을 만

휴대폰‘ 010 -2987- 2280

큼 커다란 아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틈새에는 갖가지 연산호들이 빼

사무실 : 064-764-8459

곡히 들어차 있다

www . scu ba d rea m. co . kr

포인트끼지 이동거리가 짧L아 1회 디이빙을 미치면 다시 포구로 돌

바위 벌 역 사이로 각종 산호들이 들어차 있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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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ubadream@paran.com

여 러 색상의 커다란 해송이 좋은 수중 모댈이 되어 준다.

아

세부남촉오솔로에위치
막탄 공항에서 2시간 거리

전용선착장보유
잭설 10개/오픈워터 교육용

3m 풀 보유

리조트 앞에서 오픈워터 및 야간다이벙
10분 거리에 수밀론 섬 위치
발리카삭섬 데이트립 가능

전스다아브려조트
대표; 진신

효택:

010-5351-9232

필리핀: 63-920-953-141 이진신) . 63-923-594-7832(메디)

www.jinsdi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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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Diver지 조선닷컴과 콘텐츠 제휴 협약 처l결
chosun.cOlT1

뉴스

오피니언

스포호

연예

라이프

블로그

로그인

획원가밑

l웠*i켈e 트래블

,

?c ’.ut

헬로! 코리아
어느곳과견주어도
뒤쳐지지않는아를다움
국내 다이빙 역사의 고항. 제주도

우월을가리기힘든
멋진수중경관
째주도 스쿠버다이빙 포인트

바다속때서띠어난

꽃틀의향연
서귀포 보트디이빙 포인트

제주도성산포 모슬포
다이빙포인트
째주도다이빙포인트

다미밍포인트

繼蠻
설섬디이빙포민트

문섭 범김 디이빙 포인트

Leporls m Ih e World

최신인사이드

• 하늘을 나는 ll'f릿한흘운 열기구 체험

[라01 프] 어떤 무용미 ‘ l헤 미만표림불가’일까요?

거대한빌하우l 를걷다

[연예] 유진 기태영 “우리 결온해묘

사막을 질주승는 호베트 샌드 춰드바이크

[스포츠1 원~즐 던지며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7윌에“

• 엣 구념~으l 덩추l 를 만끽하는 낙타사퍼리

[오피니언] ~렉효f 힘의 상징 쇼댄(스판츰)

• 세계 각국의 추전 레포츠L 어디 가서 무엇들 도전응f까?

[리0 1 프] 차에어얻 잉새， 근본부터 해결해야효맥

사이트 찾아가는 법: 조선닷컴/라이프/트러블N/레저

본 지 의

콘 텐 츠 를

조 선 닷 점

업데이트히고 있다 첫 콘벤츠는 제주도 스

것들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www . chosun. com)과 제휴하기로 협약을

쿠비-다이벙 정보를 담은 내용(본지 2010년

서 콘벤츠로시용하기가어려웠다고한디 .

맺었다 조선닷침은 조선일보시에서 운용히-

910월호)이었으띠 두 번째는 인도네시이- 미-

현재 스쿠비 다이빙에 관한 새로운 콘멘츠

는 국내 최대 뉴스 포털 사이트인데 본지에

나도 타식리이 리조트 특집이 개제 되었다

가 매주마다 계속해서 개제되면서 다이버는

서 기사화 했던 스쿠바다이빙 여행‘ 해양생

조선닷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스쿠바 다이

물론 비다이버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

물. 수중사진 등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받이

빙과 관련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없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콘벤츠는 다이빙

웹사이트용으로 재편집하여 개제한다.

던 검증된 정보와 사진 자료들로 인하여 개

여행만 개제되는 것이 이니띠 해양생물에 관

제히는 날부터 호평을 받고 있디고 힌다

한 내용은 물론 고급 다이벙 지식에 이르기

조선닷컴 사이트는 뉴스를 비롯하여 경제

조선닷점에

사회 등에 관한 메인 메뉴가 있는데 그 중 라

통상적인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제공되는

끼치 폭 넓게 제공될 계획이다 이번 콘벤츠

이프메뉴로들어간디음트레블N 이라는하

스쿠바 디이빙 관련 정보는 개인 블로그나

제휴로 인해 본지가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부 메뉴로 들어가면 레저 부분에 들어있디

카페 등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자료가 우리나라 디이빙의 문화 발전에 지그

그동안의준비기간을거쳐지난 5월20일

그중에는스쿠비다이빙의이론적인내용이

미-한공헌이되길기 대한다

아침 9시부터 콘벤츠를 본격적으로 게재하

잘 못 전달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이빙

였는데 약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자료를

여행에 대한 내용도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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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첼린져 나카무라 사장 방문
새로운 여성용 스킨 장비의 출시를 앞두고

니강}무라 사장이 (주)우정사/오션첼린져늘
방문하았다
여성 다이버의 인구 증가로 인한 관련 장

비의 보급 확대에 노력해오던 πJSA는 일본

시장의 데이터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발맞
춰. 올 초 여성성을 강조한 프로젝트
'ColorI‘띠

ResorL Color' (CR;α을 계획하였

다 여기에는그동안볼수없었던혼합된
색상과 변칙적인 섹상의 조합을 가능케 히는

여러 가지 소픔이 포함되어 있으내 이것은
순수 여성딴을 위해 기획되어진 프로젝트이
기도 하다. USA와 함께 신뢰의 관계를 이어
옹 (주)우정사/오션첼린져는 일본 디 이빙 쇼

새로운 여성용 스킨 장비의 출시를 앞두고 (주)우정사/오선첼린져를 방문한 나카무라 사장일행

(Dive Biz Show 2011)에서 사전 논의를 거
쳐 니7' )-무리- 시-장의 방문을 추진히-게 되었다
고한다.

으료 마케팅에 힌 층 더 탄랙이 붙게 되었디
특히 이번 미팅은입고시기를앞딩김과함

다이벙 징-비의 디자인을 패션으로 승화 시
킨 TUSA의 이이덴티티는. CRC를 통해 더

지난 스포엑스 전시회 때 그 일부를 공개

꺼1. 향후 디%댄]- 색상의 상품 공급과 변화를

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던

줄 수 있는 액세서리의 출시에 대힌 부분까

오는 6월부터 부분적으로 상품이 공급 될

2011

COLOR

지 상호 티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

예정이며 향후 추가되는 라인임은 (주)우정

COORDINATION은 국내 여성 다이벼들에

성 다이벼를 대상으로 한 다%댄- 미케팅을

시/오선첼린져의 홉페이지와 잡지사의 지

게도큰반향을일으컸다. 당시 설문조사결

계획 중인 (주)우정사/오선첼린져는 이번 미

변을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여성 디이벼와

과 핑크 계열의 BP 색상과 블루 계열의 LB

팅에， 왕성한 휠동을 벌이고 있는 정보윤 강

다이빙 센터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

색상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2위를 차지히

시-와 김정미 CD의 의견을 피드백 히여 국내

인다.

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급 수량과 시기를

여성 다이빙 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까지

조율해 오던 차 이번 나카무라 사장의 방문

모색히였다.

TUSA

NEW

1.

욱부각시켜 니갈 계획이다

한국개오지휴도감
저자:고동범

총 120쪽/양장본
가격: 1 만 5천원
한국후새류도감에 이어 고동범원장
이 두번째로 출간한 스쿠바 다이버

와해양학자를위한저세

16년에 걸쳐 촬영한 한국 개오지류
의 수중사진과 채집해 온 매각을 전
체 원색으로 꾸였습니다.
풍등출판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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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수중동행 베이직
3월 30일 대전 수중동행에서 소속강사 두

L

문호(보령 해저세계) 등 총3 멍이 참석한 가

운데

Mares 랩세미나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

명이 참가한 가운데(안지운 김영규강사)

하였다 .2 년 전에도 이번에 참석한 세 명이

랩세미나 베이직 과정을 진행하였다

함께 교육을 받았었는데 엽데이트 교육도 같

Mares

원래는 세 명이 참가 할 계획이었으나 갑작

이 받게 되어 즐겁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스런 개인사정으로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서

수 있었다 참석자 모두 바쁜 일정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두 명과 진행하게 되었디- 두 명

교육이 다소 타이트히케 진행되었는데 새롭

만 참석힌 교육이서서 다른 세미나와 딜리

게 배우는 기분으로 열심히 참여히는 모습을

매우 집중력이 높이- 질 수 있었다.

보여주었다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 다소 지루할 수도

교육목표: 독립된 다이버로의 육성

대전수중동행 랩세미나

신제품 카본

42 , 프레스티지 12S. 에어콘

있는데，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어 지루할

트롤에 대한 교육도 좋았지만 아비스를 다시

틈이 없었고 장비 원리의 모르는 부분들에

한번 분해 조립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소강을 피력

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더욱 유익한

하였다.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였다. 세 사림이 같은

베이직 교육이 끝난 후 두 명 모두 엑스퍼

지역에서 숍을 운영하다 보니 서로 애로사항

트 과정까지 하고 싶은 뭇을 가지고 있어서

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

가까운 시일에 일정을 잡기로 하고 교육을

던것같다.

따쳤다.
대전 엑스포다이빙 랩세미나 업데이트.

·본사업데이트

• 대전 엑스포다이빙 업데이트
3월 31일 대전 엑스포디이빙에서 황승현

4월 13일 기존에

Mares 랩세미나 엑스퍼

트 과정을 합격한 사림들을 대상으로 새로

(대전 엑스포)， 박상헌(대전 수중동행)， 힌달

추가된 카본

헌(아산잡수)， 유병현(보령 마린레포츠)， 김

롤. 네모엑셀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다.

문홍(천안 펼스쿠바) 등 총 5 명이 참석한 가

이번 업데이트 과정은 숍이 아닌

운데

Mares 랩세미나 업데이트 괴정을 진행

하였다.
신제품 카본

42 , 프레스티지 12S, 에어

컨트

Mares

서초동 본사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
다 이원교(리룹). 주호민(서울 다이브 아카

42 , 프레스티지 12S‘ 에어 컨

트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신제품에

데미). 신기천(파이란비-디')， 이선우 강사. 김

부경 (PA야 지역담당괜이 참여히였다.

대한교육이었지만디들숙달된실력으로정

실제 다이벙 장비 A!S를 진행히는 동안

비 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엑스퍼트

참가지들이 궁금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많

과정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다소

이 알아 간다고 김사를 표하여 세미니를 주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업데이트 교육은 시종

최한 입장에서도 무척 기뻐하였다 계속적으

일관화기애애한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로 토론과 질문이 이어져서 다른 업데이트

엑스퍼트 과정을 교육받은 후 A!S를 하면

과정보다 l시간 이상 늦어질 정도로 심도있

서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보렁 대전스쿠바 랩세미나 업데이트

게 진행되었다

이야기 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도웅이
많이 되었다고소감을피력하였다*기존에 엑스퍼트과정을통과한사람중
이번 업데이트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 보렁 대천스쿠바 업데이트
4 월 1일 보령 대천 스쿠바에서 강원기(홍
성 평회수중)， 김진석(보령 대천 스쿠비-)_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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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만간 서울에서 업데이트 과정이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이다

본사랩세미나업데이트

웰 F、u

…ω
)
「떼

:삐
삐W
관

TECK융

(주)테코선제품출시

Technology of Korea

• 순토 New D녕enes 컴퓨터 출시
다이빙 캡퓨터의 대명사 S lJUf\π0에서

5

월 18일 새로운 컴퓨터 3종을 공식적으로 출

시하였다 새로운 컴퓨터는

D9tx. D6i. D4i

등 3종이며 . D9tx의 경우 외관 및 성능이 전
체적으로 변하였으띠

D6i. D4i 는 일부 기능

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추가 되었다

1. D9tx
-고급스러운 티타늄 소재는 그대로 사용.

외관이 날렵하게 디자인

D6i에도 탑재 이밖에 LCD의 콘트라스트 조

에 저장된 다이벙 로그파일을 침퓨더에 전

절 기능 빛 개선된 모률의 기본 기능은

송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틸피하여 누구든 사용

압이론을 적용힌 트리-이믹스 기능을 추가

D9tx. D6i. D4i 보두 동일하게 적용
3. D4i
-발전된 H.GBM 김업이론과 다양한 다이
빙 모드를 지원. Free diving 모드 및 부선

-LCD의 콘트리스트 조절 기능을 탑 재

잔압트랜스미터 기능까지 적용 타브랜드의

품시용자가아니라도디이빙 계획시 사용할

-녁티늄 밴드는 하빈기부터 출시될 예정

싱띨 기종에서 시용되는 기능을 이용 기능

수 있도록 부료로 저1 작되었디

-기존 기능은 노두 유지 .3D 나침반과

Tech RGBM 잡업이론이 추가적으로 적용
-나침반은 30도 각도로 기울여도 작동하
는

3D

디지털 나침반으로 개선 테크니걸 감

-LCD의 콘트라스트 조절 기능 빛 개선된

2 D6i
-나침반 기능과무선 잔압트랜스 0 ] 터 기
능에대한업그레이드

D- 시리즈모율의 기본기능이 적용

4. Movescount 와 DM4

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었다.

고가의 디이브플래너에서 지원히던 디이
빙 플랜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 순토 제

-무브스카운트(MovescouJì t)는 순토에서

런칭한온라인디이벙 커뷰니티이다 자세한
설영은 순토코리이- 페이스북 페이지

디지털 나

순토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새로운 다이

침반이 동일하게 적용 기존 D9에반 사용가

브매니져 프로그램 DM4와온리인 디이벙 커

할수 있다，

능했던 무선 잔압 트랜스미터 기능을 시용

유니 티 사이트 부브스 카운트를 오푼하였다

사이트 :

-나침반은 D9tx 에 적용된

3D

-기존 D4 에 있었던 F'ree 미 vmg 기능이

·드라이슈트출시

다이브매니 져 DM4는 순토 다이 빙 쉽퓨터

편하도록 대각선의 투웨이 앞지퍼를 사용하

부틸 드라이 슈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였으며 실용적인 포켓을 장착하여 편의성을

보완한 신개념 드라이슈트이벼 2011
Gadget에서

New technology

에

선정된 제품이디 .

높였다 하반기출시예정이다.

3

πS 태크 드라이

내구성괴 활동성을 높인 새로운 부틸원단

3중의 부틸원단과 스판텍스 멤브레인 패

TLS 테크 드라이를 베어에서 2011 년 새롭게

널 등 총 5개의 원단을 최적화시켜 내부의

출시히였다- 디이빙시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

습기는 배출하띤서 . 전. 후， 좌. 우로 늘어나

해 기존의 금속지퍼를 배제하고 플라스틱

는 최고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

소재의

디. 하반기 출시예정이다.

레스코핑 토르소 시스템 및 클로치 버클. 악

2. SB 폴라텍

모바일

www.movcscoun l. com
www.m.movescoun l. com

소화 시키고. 입착을 방지해준다. 입고 벗기

L SB 드라이 슈트

SCUBA

www . Cacebook.com/suunto.kr에서 획인

내피

세사리 포켓등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요구를

보온성이 우수한 폴라텍 원단. 스판펙스.

후L균 플리스 소재를 사용한 고급 내피이다
4방향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TlZIP 미스터 썰을 채택하였으며 ， 텔

4way

스

트레치 플리스 원단은수중에서의 부력을 최

100%

반영한 드라이슈트이다 블랙/블루.

블랙/레드 2가지 칼라로 출시된다.
가격 300만원 예정(악세사리 포켓 2개 기
‘

본포힘)

Scuba Diver 2011 년

5/6월호

-257-

수중 하우징

Blue 맴e 출"1

(캐논 PowerS95 전용)

New UIW Housing fα Ca non Power S9S.
F I R S T

D I V E
에서시용할수있다.

Aqua-Lung Korea News

• 캐논 Power 8hot 895 사양
유효화소수 약 1， 000딴 화소

이쿠이렁 코리아에서는 침접 변화히는 친

렌즈 :

35m/111 펼름환신 28-105m/m

환경 다이빙 문화 및 장비의 경량회에 발맞

촬영범위 5cm-무한대

추어 건전한 다이빙 문화 정착과 시장의 활

접사번위 ’

성호F를 위하여 선진화된 기술력을 비탕으로

측광빙-식 평가 중앙중점. 평균 스맛측광

전세계 28개국에 수중 영상 장비 시스템을

노출꾀-정 : 1/3 스룹 단위 :t 2스톱

공급δ}는 댐티마 엔지니어링과 협력하여

[80갑도: 자동

국내 시장에 처음 2011년 5월 초소형 . 고성

셔터스피드 :

능! 고사양 카메라인 캐논

조리개

Power 895 전용

수중 하우정을 출시한다.

통 알루띠늄

5cm-50cm

80 - 3200

15 ~1/1600초

[/2.0 -

해상도 : 정지영상

CNC 기계가공 방식 하우징

동영상 =

f'/

8.0

16:P = 36tJ 8 x 20tJ 8

1280 x 720

은 소형이며 . 매우 가볍고 튼튼하다 수중 탈

크기 :

99.8 x 58 .L1 x 29.5 m/m

착형 수중 100도 와이드 컨버천 렌즈와 2배

무게

170g

율 클로즈업 렌즈를 수중에서 교환하여 시용

액세서리

할수 있다 수중사진 및 비디오 과정의 초보

E8-230 수중 스트로브

하우징과악세서리들

에서 전운가까지 다Ocr하게 활용 할 수 있으

E8-150 수중 스트로브

상품에대한문의

띠. 경랑화와 편안한 그립 감으로 팔요한 사

광케이블세트

아쿠이 렁 코리아 :

양의 다%멘- 옵션 장착이 가능하디- 캐논

싱글트레이세트

카메라의 전 기능을 수종

프펙시블암세트

Power 8hot 895

일본대지진성금전달
Donate for Japan Victi l11 s.

02-541-0118/070-

7560-6611

려웅을 해결히-기 위하여. 피해기 심각한 지

이쿠이렁 코리이- 대표로 참석하여 각 제품별

역으로 경영지원팀을 투입하여 원활한 전기

타깃 시장을 살펴보고 아쿠아렁의 비전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다이빙 시장에서의 목표에 대하여 논의할 것

나섰다

이다， 또한 2011 년의 아쿠이렁의 차별적 마

케팅 캠페인인

"Go Beyond Your World' 에

Air Liqu ide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홍보 빛 휠

G rou p은 지난 3월 11일 발생힌 일본 시상 최

용 빙k긴-을 살펴볼 계획이며 ‘ 또한 이쿠이렁

Aqua

Lung의 모회사인

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피해를 입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돕기 위하여 백만 달러를

디즈트라뷰터 미팅

대하여 각 지역별로 진행현황 및 발전밍엔에

Dislribulor Meeling

일본 적십자사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에 닥친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초유의 지진피해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이끼지 않기로 하였디-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인 파트너센터 정책에

아쿠이렁 묘리아는이번 미팅을통하여 아

Aqua Lung 그룹은 6월 9 일부퍼 12일까

쿠아렁 제품의 최고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로

지 4 일간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전세계의 아

호뉴국 소비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한

팀이 일본의 심각한 상황을 띤밀하게 주시하

쿠아렁 대표의 모임에 참석힌다 .

"Aqua

국시장에서의 이쿠아렁의 입지를 굳건히 하

며 일본지시를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

Llmg & Apeks

DNA ‘ 라는 테미로 변화히는

며 . 이쿠이렁 파트너센터 프로그램 활성회를

생할 수 있는 위기상홍에l 대처할 수 있는 망

디이빙 산업에 대처하는 이쿠아령의 노력과

위히여 각 나리의 파트너 센터들과 유기적인

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진과 쓰나

기술 분야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대화의 장

협조체제를 규L축해 나갈 예정이다

미 후 겪고 있는 전기 공급과물류 공급의 어

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 이용준 지사장이

또한 Air Liquide는 그룹 본사의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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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부터 다이브마스터 과정까지의 전문교육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소식

빛 투어 위주의 센터이다. 신규 숍인 블루앤

Aqu‘aL ung Partner Center News

블루와의 파트너 센터 전문점을 유치히 띤서，
아쿠이령 묘리이에서는 장비에 대한 올비→른
시용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양한 마커l

•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5호점， 6호점 계약
이쿠아링 파트너 센터 5호점 이지디이빙

팅 서비스를 지원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히고자한디

은 하상훈 대표를 주축으로 1998년부터 부

이쿠아렁 묘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파트

산지역에서 휠발한 디이벙 활동과 노하우를

너 센터” 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 이를 통해

겸비하였으며 보트다이빙 및 각종 해양레포

디이빙 전문점 ‘ 리조트 수입업체가 적극적

지난 5월 4 일부터 9 일끼지 보홀에서 오픈워

츠는 물론， 전용잠수풀장 및 해양리조트를

으로 다이 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디 이빙

터 교육 빛 편다이빙 투어를 진행하였디 이

보유함으로써 다영하고 건전힌 스킨스쿠바

산업 휠성회를 다짐하띠 파트너 센터를 대

번 교육/투어는 국내에서 이론 교육과 수영

레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지다이빙이라

상으로 아쿠아렁 장비에 대한 무상

AlS 교

장 실습을 실시하였고 박진만 깅사의 진행으

는 이름에 걸맞게 회원들을 위하여 쉽고 편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가까운

로 펼리핀 현지에서 개방수역 및 펀다이빙이

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종대 근교

파트너 센터에서 언제든지 무상 인전 점검

이루어졌다. 미린파크는 정기적인 투어와 다

및 니무섬. 형제섬， 외섬 등에서 디이빙 전용

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전한 다이빙을 즐

%끝한모임을통하여 회원들간의 친목디지기

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중 촬영 서비스도

길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에 노력하고 있으며 잎으로도 6월 사이판 팽

제공히고 있다

나갈 것이다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투어와 관련한 지세

이쿠。1렁 파트너 센터 6호점 Bl ue
는

PADI Dive

&Blue

Center로 잉:영복 대표를 주

축으로 서울 짐실에 새롭게 오픈히여 오푼워

아쿠아렁 이원교에게 선물

세계에서 4번째
The Special Gift

한 시항은 미린파크포 문의하면 된디

• 마린파크

문의 :031-746-6330

아쿠이렁 파트너센터 2호점인 미린파크는

흥페이지

http://www.mpscuba.com

포함된 제품이며 어깨 스트랩에 대형버클이

다이아몬드는 최신의 4세대 제품이다 테크

장착되어 있다 웨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벨

니컬 디이빙의 보급으로 트림 자세의 중요성

크로타입 포켓이 포힘되어 있어 미해군의 특

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존의 블랙 다이이몬드

수진 정 비로 채택되어 지금끼치 보급되는 획

브래더는

기적인 BC였다

해 기제기 골고루 분산이 안될 경우이l 힌쪽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2003년에 2세
KUSPO 쇼에서 미국 수출 담당

마린파크보롤투어

n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

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는데‘ 현재 생산되는

Joff

대 블랙 다이아몬드를 개발하였고 기존 기술

저l품의 브래더는

Allsop , 일본 아쿠아령 사장 Koichi

에 추가적으로 특허 기술을 2개 추가하여 시

중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불편함이 없디

T밟eda ， 수출 담당

장에 공급하였다

Tosh Mega 오석민 사

O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수

새로운 도약을 진행히고 있는 이쿠이령 쿄

장 이용준 호F국지사장 모임에서 이원교 트

2007년에 생산된 3세대 블랙 다이아몬드

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이버가 세계에

레이너가 블랙 디이아몬드 비씨를 10년이 넘

는 기존의 특허 6개에 또1개가 추가되었으며

서 4 번째로 선물을 받었다는 것에 커다란 긍

은제품을포함， 현재끼지 총3개를시용힌다

이는 기존의 벨크로 포켓이 낡으띤 제대로

지와지-부심을기-지게 되었다，

는 이야기를 듣고

기능을 발휘히지 못히는 단점을 완전히 개선

10 년된 비씨를 본 Joff

머lsop가 0 ]-0 1 패드로 사진을 찍어 미국본사
로보냈다

했다

이원교 트레이너는 리룸 스쿠바 대표이지머NTD 어드밴스드 니이트록스 인스트럭티

이원교 트레이너의 이니셜이 새겨진 블랙

트레이너로활동을하고 있다

본시에서는 본인의 이니셜을 새겨 선물을

및~톨! 탠훌

하는 4번째 인물로 선정하여 5월 WONGYO

훌췄’센

LEE기- 새껴진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을 본인
에게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원교 트레이
너가 왜 블랙 디이이-몬드를 고집하여 10년간

g

3개나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장비가어떻

훨폐g

게 변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996 년에 생산된 제품은 특허 기술이 4 개

l.
"'"

10년전 모델

엄

遭웰

PJ

2001 년 모멀

1996년 모델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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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 출범
KDEC has Been Establi shecl.

호F국짐-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 (KDEC)는

지난 2011년 4월 25 일 오후 5시 (새힌국잠

진수협회의 성재훈 사무국장님이 합산히 였
다 그결괴는다음과같다

KDEG은 지난 2009년 KUSPO 쇼 기간
동안 교육단체 대표들이 첫 모임을 가진 이

수협회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실시했다 이

2010년 디 이머/강사 교육 현황

후부터 함께 친복 다이빙 투어도 다녀오고.

번 회의는 지난 4 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개

신규오픈워터 자격증 발급수 : 22A60 1굉

여러 차례의 회의를가지면서 모임의 필요성

최된 해양관광진흥 세미나에서 토의된 내용

신규강사: 574 명

과 난립되고 있는 다이빙 교육에 대힌 자정

에 대한 토론과 함께 각 교육단체 대표자들

갱신강사: 3. 734 명

기능을 강화하고， 다이빙 시장과 관련된 현

이 보여 다이빙계의 현안인 스쿠미- 교육 현

갱신 센퍼 빛 리조트 : 369 명

황자료집계의 필요성을공집해왔디

횡 통계를 ^..}출히는 자리였다.

오푼워터 다이벼를 제외한 다이벼 자격증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굉” 특히 해중관광

앞으로 KDI고C는 집수협회의 제안으로 오

는 6월이나 8월경에 한강수중정화행사를 공

발급 : 15 . 986 냉

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

참고로 이 통계에는 디-이브미스터 . 다이브

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10월 제주도에서

횡에서 스쿠바 다이빙 엽계에서는 기초적인

리 l고l 등은 l빠졌고. 아직 정식 회원단체가 이-

개최될 예정인 농림수산부상관배 바디목장

현횡 지료조차 없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년

수중사진촬영대회에 모두 함께 참가하기로

보고， 교육단체 대표자들이 먼저 의미 있는

그러고 해외에서 취득한 C-카드 자료 또한

자료를 만들자고 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빠졌다 이번 통계는 지금끼지의 추측된 시

이번모임의 참석지는다음과같다.

으로스쿠비 디이벼들과강시들에 대힌 실제

장자료가 이닌 신뢰성을 가진 자료로써 . 앞

BSAC KOREA 박종섭 본부장

적인 배출 현황 자료가 집계되었다.

으로 여러 분이:에서 실질적인 지료로 활용될

CMAS KOREA 정창호 사장

수있을것이다.

IANTOKOREA 홍장화 본부장

이번 모임에 부득이 불참했던

PSAI

교육단체의 통제자료 역시 제외되었디 ，

했다.

KUDA(한국잡수협회) 박영길 부회장

KOREA 성닥훈 본부장은 전호F통호F를 통해

또한 한국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 (Korea

자료 집계에 침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빌

Oiving Ecl ucational COlU1Ci l)는 이 번 모임

P뼈 아시아퍼시픽 김부경 한국 담당관

표된 국내 의 대표적인 9개의 교육단제 디-이

을통해 정식으로 명칭을확정하고. 초대 의

SOO 대리인 윤새정 강사

빙 교육현황 자료는 각 교육단체의 대표:;z}뜰

징으료 박종선

SSI KO I긴~A 이신우 담당관

이 무기명으로 수치를 적어 넣었으며 . 이를

출했다

BSAC KOREA 본부장을 선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교육단체 대표들이 모여 한국잠수교육단체 대표자협외회를 출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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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필리핀 내
힌국 리조트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응

팔리핀오피스개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입문단계
등급부더 강사 등급까지 전 등급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교재 및 매트리얼 구매가
가능하다- 오피스에는 현지 전담 직원이 배
지되어 현지1 서비스 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

5월 1일 ， 세부

로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의 한국인들이 편

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Philippine Office Open.

담당직원:

필 리 핀 세부 중심 에

Micronesia

세부 사부실이 개설되었다 5월

리조트극무 A? 버
ResOI1 Closeover

직급 Ass is t8.nt

April DoweU

근무부서

SSI Korea &

Cebu 8ranch

ssr

KO l' ea & Mic ronesia

해가는

SS1

SSI

본부에서는 나날이 성장

호박어 시장을 위히여

각 지역

홈페이지서버이전
Server Transfered.

manager

연락: 현지 전화 (63)
인터 넷

딜러 지원 부서

032-406-9715.
전화 070-8225-6882

오피스외 MOU 협정을통해. 힌국에서 직접

리조트가 예의뇨을 한 상태이디 . 6월 중에는

국외에 위치한 힌국어 언어권 리조트 및 센

태국과 인도네시아‘ 7월에는 마이크로네시

티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협

이- (광‘ 사이판‘ 팔리우 등) 방문 예정이며 ，

의하였다 협의 이후 밀리핀 7개 리죠트‘

참여나 문의는

IJ 1-

이크로네시이- 4 개 리조트에서 30여명의 한

2011 년 3월

세부에 있는사무실모습

SSI

한국 & 미이크로네시이-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띤 된다-

국인 미국인 . 유럽인 강사가 현재 크로스오
벼를 마친 상태이다1. 6~7월에도 5 개 이싱의

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14 개 언어

I뀔댄꽤9일“널_..-..，￥~2_"f철도할뀔빽핸J

......

로 된 통일된 온라인 교육 프쿄그램을 개발.
런칭 하였으며 2011 년 6월 1 일

SSl 효댁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E-Iearn i g)을 시작한

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시용
전세계 SSI에서는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

할 수 있으며. 부료 홉페이지 가입을 통해

램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별

다. 최초의 동영상 비디오 제작 온라인 네트

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 교육 이

워크 개발， 토탈 시스댐 개발 등 항상 최초의

수 후 본인이 원하는 전세계 2. 600 개 이상

수식어를 달고 40여 년을 걸어왔다. SSI에

의

SSI 센터/리조트에서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 보다 지세한 안내와

서는 25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히는 유일한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교육생과 강사， 센터

사용방법은 세미니 빛 이메일을 통해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 전세계 다이버

/리조트 모두에게 시긴과 비용을 절익F할 수

힐 예정이디

형 로그북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작

고 상품을 제작. 수입 한다. 현재 5월 중 모

되었다. 이번에 출시된 로그북은 단품으로도

자 티셔츠‘ 레쉬기드‘ 스트랩 커버 등이 제

판매 기능히 며 . 새로운 기격표는 6월 초 각

작. 수입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전체 회원에

딜러에게 배포할 예정이디 딜러 및 강사 여

게 공지힐 예정이디. 딜러 및 강사들의 많은

러분의 많은 호응 비란다.

호응이 기대된디-

선제품출시
New Product.

· 다이브리조트로그북

• Black La bel Se ries

•

모자 티셔츠

새로운 형태의 다이브 리조트 로그북이 출

5월 15 일부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한

시되며 . 이에 따라 오픈워터 다이버 리조트

모자와 티셔츠가 출시되었다 보디 활기차

키트라는 새로운 키트가 구성되었다. 새로운

고 김각적인 SSI가 되고자. 전에 없던 새로

로그북은 기존보다 한결 직에f진 부피로 휴대

운 디자인으로 느낌 있는 블랙 라벨 제품으

하기가 간편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애

로 선보이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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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며 디%댄- 선

신규딜려리조트
ew Dealer Resolt.

택의 폭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험

대표 : 최종찬 전화’ 070-4069-9198

과 교육 디이빙 빛 펀 다이빙이 가능한 리조

흠페이지 :

SONG OF JOY는 송윤호 SS1 인스트럭
터가운영하는다이빙 전문 리조트로수영장

cafe.daum.net/cebupda

트이며. 교육 과정은 SSI 오픈워터 다이벼

.더 블루웨이브

과정부터 다이브 프로 과정까지 다이버 전

더 블루 웨이브는 김민승 SSI 인스트럭터

과정을교육힌디.

'SONG OF JOY

벼 전 과정을 교육한다

대표 : 정성걸 전화:

가 운영히는 다이벼 전문 교육 리조트이디.

070-8269-2499

젊은 대표답게 젊은 다이벼를 주 고객으로

설정하여 .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해 숙박 비용

홈페이지 : www.sq c:li ve.com

과 다%댄f 객실 . 레스토랑 및 다양힌 부대시

• DIVE PARK BLUE STAR RESORT

의 부담을 줄여. 보다 저렴하게 제주도 다이

설을자랑한다 체험과교육다이빙 빛펀다

DNE PARK ßLUE STAR

RESORT는

빙을안내하는곳이다 또한서핑과종협 레

SSI

전태영 SSI 인스트럭터가 운영히는 마이빙

저 스포츠를 제공하여 제주의 다%댄f 즐거웅

오픈워터 다이벼 과정부더 디이브프로과정

전문 리조트이다. 또한 고래상어와 거북이

을 느낄 수 있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과

까지 마이버 전과정을교육힌다.

로 유냉한 모알보알에서 최고의 시설과 규모

정을교육힌다-

이빙이 71능한 리조트이며 . 교육 과정은

대표 송윤호 전회-: 070-7417-8271

를 자랑하며 . 대방동에 위치한 디-이브파크

대표: 김 민승 전화

흠페이지 :

다이브 센터와 연계하여 폭 넓은 여행 서비

• SEA WORLD PALAU

www.sqj.kr

스를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 CLUB J DIVING SCHOOL
CLUB J DTVING SCHOOL는 김 정 절
SSI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다이빙 전문 리조

064-792-0042

SSl 오픈워터

SEA WORLD P따.AU는 한주성 SSI 인

다이버 과정부터 마스터 다이버 과정까지 다

스트럭터가 운영히는 호댁인 최초. 대형 다

이비 전과정을교육한다

이빙 전문 리조트이다 또한맞춤형 제험 다

트인데 잘 갖추어진 수영장과 객실이 구비되

대표 ; 전태영 전화: 070-4065-7188

이빙과 교육 다이빙 펀 다이빙 등 다이빙의

어 있으며， 체험과교육다이빙 빚 펀 다이빙

홉페이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항공 티켓팅부

이 기능한 리조트이다 교육 과정은

SSI 오

픈워터 다이벼 과정부터 인스트럭더 과정까

지의 전 과정을 교육한다.
대표 ; 김정철 전화:
홈페이지 :

0917-861-9944

cafe.naver.com/clubjresort

• SEA QUEEN DIVE

www.c:li vepark.co.kr

• Pacific Diving Academy(PDA)
Pacifïc Diving Academy(PDA)는 최종찬

터 현지 공항 픽업과 샌딩 서비스 등 최상의
서비스를 자링F하는 곳이디 교육 과정은

SSI 인스트렉티가 운영히는 교육 다이빙 전

오픈워퍼 다이버 과정부퍼 다이브 프로까지

문 리조트이며 . 땀불리 리조트 내에 자리하

다이비 전 과정을 교육한다.

고 있어 편리성과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대표 한주성 전화

자랑힌다 펀 디이빙과 호핑투어 빛 체험 다

홉페이지 : www.seaworld-palau.co.kr

SEA QUEEN DNE는 정성걸 SSI 인스트

이빙이 가능하띠 . 교육 과정은 SSI 오픈워터

럭터가 운영하는 디이빙 전문 리조트로써 ，

다이벼 과정부터 다이브프로과정까지 다이

070-8624-8686

Pacific DivilI9
Academy

송오브조이 리조트

씨뀐다이브-

클럽 J 다이빙스쿨

다이브파크 불루스타 리조트

일이민 3 대
스쿠어 '1 0 1 빙 냉승"I!
ht당'I^ 01 블라오익| 짜리입온
포P아고 면?t한

블염

J

떠시픽 다이빙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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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J

리조트의 치땐입니다

더블루웨이브

씨월드말라우

강사평가
ew InstructOI μ .

' 3월 1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I

코리이에서는 2011 년 3월 19일 대치

동에 위치한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장(대표;

3월 19일 인스트럭터 평가

4월 2일"'3일 인스트럭터 평가

3월 21 일 크로스오버 교육， 씨랜 다이브

3월 21 일 크로스오버 교육， 송오브조이리조트

3월 23일 크로스오버 교육

4월 4일 크로스오버 교육

4월 24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신규 다이브 리 더 업그레이드

김동주)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
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오션블루(유병선 트레이너)에서 유

성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 4월

2일"'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1 년 4월 2 일 ~3 일 대구 성당동에 위치
한 두류 다이빙 풀(대표: 손완식)과 포항 월
포

C 레저

스쿠비- 다이빙 리조트(대표. 황흉

섭)에서 전윤식. 이신우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랜 평가에는 스쿠바- 월드(손완식 트레이

너)에서 박기석， 앙창빈， 박현욱‘ 박성룡 정
희달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 4월 23"'24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1 년 4 월 23~24 일 성내동에 위치한 레
저클럽(대표 오호송)과 심원 휴스포 다이빙

풀쟁대표. 김동주) . 속초 영금정 다이빙 리
조트(대표; 이호석)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

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평가관)에서 곽상엽 후보생이. 레저

클럽(오호송 트레이너)에서 이 혁. 김남칠 후
보생이 참가하였다

2011년 3월 23 일 대구 두류 디이빙 풀(대

.3월 21 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1 년 3 월 21 일 필리핀 사방

QUEEN DIVE(대표 :

표 : 손완식)에서 손왼-식 트레이너 주관으로

. 4월 24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1년 4 월 24 일 팔라우

SEA WORLD

SEA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P따A이대표 한주성)에서 이신우 담당관의

정성걸)에서 전윤식 평

코스에는 조정호 인스트럭 터가 참기하였다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벼 교육이 진

가관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벼 교

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정성걸. 김용태
낌동준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 4월 4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1 년 4 월 4 일 필리핀 세부 Paci fic

행되었다. 묘스에는 힌주상 오준석‘ 이병웅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Diving Academy(대표 최종찬)에서 이신우

•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담당관의 주관으로 인스트럭더 크로스오벼

* 신규 다이브콘트롤스페셜리스트

SONG OF

교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최종찬 인스트

3월 13 일 고성 스쿠바 이주언 인스트럭 터

JOY(대표: 송윤호)에서 이기훈 트레이너의

럭더가 참가하였다 4 월 U일 크로스오버 교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벼 교육이 진

육 실시

. 3월 21 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1년 3월 21일 멀리핀 사방

행되었다

코스에는 송윤호 . 서동혁

2011년 4 월 11일제주스쿠바리이프(대표 :

Seager, Acllian Gareth 인스트럭터가 참가

김원국)에서 김원국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

하였다.

스트럭더 크로스오벼 교육이 진행되었다 쿄

. 3월 23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주관 박절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3월 17일

SSI COLLEGE

김태훈 평가관

주관 서동갑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3월 31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주관
유병국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스에는 정범수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c 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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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강사교육/워크숍
111 차강사교육과정

112차강사교육과정

ITClWorkshop.

• 111차

강사교육과정

지난 2월부터 청주의 Aquanaut(대표 김

기운)에서 주말반으로 진행되었던 강사교육

이 주문진의 해원리조트에서 해양교육과 평
가과정을 거쳐 마부리되었다 찬가자는 홍인

권이며

Aquanaut의 이부성 강사가 스랩으

로 참가하여 진행을 도왔다.
' 112차 강사교육과정

지난 2 월부터 부산의 서동균 트레이너

수중사진 강사 워크슐을 정상근 트레이너가 진행하였다.

로스오벼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상호 김현석. 조형배 ， 배봉기 . 정문진. 최종

(BU S8.n Sub-Aqua Club)에 의해 주말반으

• 수중사진 강사 워크숍

인. 이진영. 이종도. 박종섭 등이 잔가했으띠

로 진행되었딘 강사교육이 필리펀 민도로 사

지난 2011년 4월 15 일에 용인시 수지에 있

진행에는 정상근 트레이너가 수고하였다 다

BSAC 본부 사무실에서 수중사진 강시- 워

음 수중사진 강사 워크숍은 부산 등 디른 지

방비치에 있는파라디이스 리조트에서 띠무

는

리되었디 참가지는 김현수 김상빈 박준희

크숍이개최되었다

τ 세 사람이다. 일정 동안 서월칠 강시-의 크

역에서 개최될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이성섭 권기훈. 홍준호. 이

BSAC 공고
• 새로운 홍보용 리플렛 제작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숍 과정에

BSACKorea 리

참가해야 하며 ，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지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

플렛이 새로이 제

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Approval course)을 거쳐 정

작되었습니다. 새

식 등록(Approved

로이 제작된 이 번

홍보용 리플렛은

BSAC의 특정 ‘ 연혁 ， 교육 프로그램 안내 ， 소속 다이브 센터의 리

Instructor tr.밍ner)을 하게

정식 등록 트레 이너는

됩니다.

BSAC 강사 트레 이 너는 강사기본과정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soc 과정의 강사 트레이너로써

도활동할수가있습니다

스트를 안내하고 있습니 다. 또한 다이벙 매뉴얼들과 각종 김양용

테이블들을 소개히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별지로 제작되어

• 대학생강사교육

속지로칩부할수있습니 다.

대학생 신분으로써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벼를

모집합니 다 이번 행사는 본부가 주관히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

트레이너원크숍개최

오는 6월 19일부터 BSAC 강사트레 이 너 워크숍이 펼리핀에서

히는 강사교육으로써 ， 앞으로 1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방학)에

걸쳐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최됩니다. 트레이너 워크숍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

일시 : 7월 6일 ~15일

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장소: 청주(Aquanaut) 및 양양떠8마린 리조트)

대한훈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문의 : BSAC 트레이너 및 본부ω31-272-012이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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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목 다이빙 및 수중사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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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교육 을실시하였다

앉IlI1 불휠경 깅;밟 꿇5r&음

이번 행사는 푸켓 히포다이버
스의 하마호를 이용하여 진행되
었으며 . 시밀란 군도와 코본， 코

애외친목다이빙

티-차이 ! 리첼리락 등을 향해하며
인디만 해의 아름다운 수증 세계

3월 16 일"'21일 ， 태국 시밀란

댐투어에 참가한 회원들

를경험할수있었다

육을실시하였다 이번행사에는김영수. 김

이번 투어기간 중에는 김동혁 본부장이 직

Fam TOUl

접 수중사진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주로 광각
SDD 인터내셔날은지난 3월 16일(수)부터
21 일(월)까지 태국 시밀린에서

‘

2011 SOD

호연. 엄기봉 이승훈. 윤영환 강사 등이 회

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촬영에 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 다이빙이
끝난 후에는 촬영한 시잔을 가지고 이론 교

정에 따라강사트레이너가독단적으로강사

트레이너워크숍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강사
양성을 위한 교수법 원리와 평가 방법에 대

4월 2 일"'7일

한 이론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에

ITW

는 이성복(부-^J

김창문(강원도

Deep blue) ,

영진 이쿠아존)， 이창호(광주

Deep blue)

트

SDD 인더내셔닐은 지난 4월 2일부터 7 일
까지 SDD 강사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워크

레이너 등이 참가하였다.

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새로 비뀐 규

으로 7 일간의 강사양성과정과 평가를 실시

이 괴정을 미친

SDD

트레이너 워크숍모습.

트레이너는 독지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SDD 공고
.6월 정규 해외 친목다이빙

SDD 인터내셔날에서는 2011년 6월

-유효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수료증소지자.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 일

-문의 : SDD 사무국

(031) 708-6967

일정으로 사이판 헤븐 2 리조트에서 친목 다이빙을 실시합니다.
기간: 20끄년 6월 15 일부터 19 일까지

• 제2호| 제주국저|스쿠바다이빙대회 공고

장소: 사이판 헤븐

SDD 인터내셔날에서는 제주도의

R리조트， 예약 선착순 30명
문의 :SDD 사무국 (031) 708-6967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국내 및

해외 다이버에게 홍보하고 다이벼의 저변확대를 비롯하여 스쿠
바 다이빙 활성회에 힘쓰고자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2

• SDD

6월 정규

ITC

개최

회 제주 국제스쿠비다이빙대회”를 개최합니다.

Intemational에서는 우리나라 스쿠바 다이빙계를 함께

이 행사는 스쿠바 다이빙 수입원 리조트 강사등의 성원 속에

이꿀어나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강사 양성 교육을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을 초청하여 제

개최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면서 국내 다이버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

SDD

SDD International은 최고의 안전과 다이빙 교육을 목표로 지

한축제를만들기 위한자리이오니 여러분의 많은참여바랍니다.

난 2000년 끄월에 설립된 최고의 교육 단체로 멤버들의 명예를 최

일시: 20끄년 m월 21일(금) ~ 23 일(일까지(본 행새

우선으로 지향히는 한국 대표 단체입니다.

장소 제주도， 주최/주핀<

SDD 인터내셔날

기간: 2011년 6월 25 일부터 7월 1일까지， 장소. 서울， 경기

협찬 각스쿠바다이빙 수입원， 리조트， 여행사등

참가자격

접수방법 :

-SDD 또는 SDD에서 인정히는 교육단체의 AI 또는 DM
-다이빙 경력 만 2년 이상， 100회 이상의 다이빙 로그

SDD 사무국으로 접수 031-708-6967 , Fax: 031706-6685 e-mail: sddihq@naver.com
참가인원의 제한: 2010년 9월 30일 까지 선착순으로 마감

-만 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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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강사지역세미나
4월 2 일 ， 9 일 ， 10 일
Member Seminar.

지역별강사세미나 본부

지역별 강사 세미나， 울산

이번 세미니에서는 강사 활동 현황을 비

롯하여 변경된 규정 및 정책 방향 등을 설명

SDI/TDI/ERDI

KOREA에서는 4 월 2 일

(본부) . 9 일(울산). 10일(창웬 각 시역 강사들

히고 새롭게 출시된 매뉴얼. 교육자료와 상

품 이러닝 (E-Iearning) 등이 소개되었다.
지역별 강사 세미나， 장원

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니를 실시하였다

사이E마운트츠페셜티
4월 9 일 10일
Sidemount Specialty.
사이드마운트 스페설티， 울산

사이드마운트 스메설티， 장원

(창원) 사이드미운트 스페셜티 강사 과정을

없이도 두 개의 탱크를 정착할 수 있기 때문

일반 스포츠 다이빙에서도 용도에 따라 다양

실시하였다.

에 데크니낄 다이빙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하게사용힐수있디는장점이 있다.

SDI

KOREA에서는 4 월 9일(울산) . 10일

사이드마운트 부력조절기는 더블 탱크를

일반 BC와 같이 후띤에 더블탱크 또는 싱글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밸브나 탱크조립 장비

탱크 등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묘다01빙제주
4월 9 일 ， 10일
Eco Diving.

행사에는 님F해수종의 이종술 트레이너 이

하 스랩들이 많은 도용을 주었다

접근 방법이 아닌. 인근 해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수중동/식불들을조금더 자세히 관잘
하며 즐기는 형태로 디-이버리-띤 누구든지 참
가할수있다

이번 Eco(해양 생태 관찰) 다이빙에서는

10여냉의 강시들이 해앙연구소 연구턴과 함

제주 에코 다이빙 침7 싸

KOREA 에서는 4월 23일(토)~24 일

께 서귀포 기차바위 ‘ 문섬 등에서 디이빙하

께서 맡아주었다.

(일) 제주 서귀포에서 에쿄(Eco) 디이빙 스페

며 연산호류와 각종 어류 등을 각각 디지럴

행시에는 제주다이브(강규호 트레이너) 스

셜티을실시하였다

카메라/비디오에 담이- 서로 감상하며 토의하

랩들과 해양연구소 띤구팀이 많은 도움을 주

는 시간을 기졌고 세미나는 박흥식 박사넘

었다

SDI

Eco(해양 생태 관찰) 다이빙은 ξL술적인

강사교육
JTc.

SDI /TDI

강사 과정 빚 크로스오벼 과정을

실시하였다
권진규. 겁순시. 김종한. 박길수 박재웅.
양종인 우싱빈， 유병준， 유형석. 이명식 . 이

정우， 이홍철‘ 정연태 . 최민석 ， 황의석 강사
KOREA에서는 2011 년 3~4 월

(크로스오벼를 포함하여) 등이 새롭게

필리핀과 국내 각 지역에서 국용관. 김봉호.

SDl끼1)1 강시-가 되었다- 좋은 활동이 기대

남용주‘ 소유경 . 이종술， 이주언， 임희수， 정

된다‘

SDI/TDI

준연 트레이너. 윤형준 강사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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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교육참가자들

반평규 트레이너. 하기

멕시코동굴다이빙

형 김민상 신희준강사.

4월 28 일'""5월 8일 ， 유키-탄 반도
Cave Di ving. Mexico.

정민수 회원이 참가하였

고. 사전에 국내에서 수

십 시간의 동굴 교육을
통해장비와기술을숙달

SDIπDI/ERDI KOREA에서는 4월 28일

하고 벡시묘에서는 현지

부터 5월 8일까지 멕시코 유카틴 반도 지역

동굴 환경에 적응한 후

에서 2011 년도 제 1차 동굽 다이빙 원정을 실

다%t한 동굴 시스템을 경험히고 즐기는 형태

로리다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사람

시하였다

로진행되었디

은본부로연락하띤된다

이번 원정에는 본부장을 비롯하여 오경칠

금년 동굴다이빙 잠가자들.

다음 동굴 다이빙 원정은 11월 초. 미국 플

SDI!1DI!ERDI 코리아 공고
• TDI Intro to Tech

.S미 IT미 E학생 강사과정 제주

강사 과정

TDIKOREA에서는 5월 28일(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TDI lntro to Tech(태크니컬 체험) 강사 과정을 실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
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할예정입니다.

lntro to Tech은 태크니컬 다이빙의 세계를 소개히는 과정으로
TDI

SDIπ'DIKO뾰A에서는 호택 다이빙계의 미래를 젊어질 젊은

이드밴스드 나이트록스와 김랍절차 과정을 체험하는 내용으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

KOREA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

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테크니컬 디이벙 장비의 구성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개빙수역 다이빙 기술(부력 ， 균형 ， 주위 관찰력)을 향상시키

하는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며 . 기체 운영에 관련된 높은 수준의 계획 기술을 소개할 수 있습

SDI

강사 과정과 CPRI뀐rst-Aid/산소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세

니다 활동성 강사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계 최고의 테크니걸 다이빙 프로그램인

바랍니다.

으로 구성되어 실시됩니다.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

TDIβDI KOREA에서는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

미래를 개척하고자 동}는 열정과 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미 감압절차과정제주

TDIKOREA에서는 2011년 7월 l일(금)부터 5 일(훼째 제주

도전하십시오!

에서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와 감압절차 다이버 및 강사 과정을

#SD1π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개최할예정입니다.

1. 스포츠다이빙 강사{SDI)교육비 (330만웬 전액 지원

TDI 김합절차 과정은 최대수심 45m (150ft)를 초과하지 않는
수심에서 스테이지 감압잠수(Stage

Decompression Di、ring) 의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새TDI) 교육비띤0만웬 전액 지원

3. 강사교재

이론과 절차. 계획수립， 그리고 안전하게 감합장수를 실행하는 것

#일정

을교육히는과정입니다

l

및 교육관련 패키지 지원

접수 : 5월 20일(금)까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기능

2. 참가자 발표 : 5월 27일(금)， 교육 장소: 제주도
• SDI
SDI

어|코( Eco) 다이빙-거문도

KOREA에서는 7월 8일(금)~1O일(일) 거문도에서 에코

(앉0) 다이빙 스페셜티를실시할예정입니다

Eco(해양 생태 관찰) 다이빙은 학술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인

3.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합) : 6월 21일(화) ~ 6월 30일(목)
#지원자격

1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만 1어l 이생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또

근 해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중 통/식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관

는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예정재

찰하며 즐기는 형태로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페l"st Ai에. 산소공급자 자직
-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환환경과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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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울t벼I

JANTD KOREA 노틸러

침철:끽 뿔&5

스팀이 구룡포에 위치한 펀 다이브 리조트에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를 실시하였으며 . 많은 회원님들이 리조트앞

서 힌해의 무사한 디-이빙을 기원하는 개해제

울산노틸러스개해제

항내의 정화 활동에 동참 하였다.

이날 정화 활동에 수거된 것들에는 불가시
리도 많았지만 유독 사람들이 버린 일반 생

3월 20일‘ 울산

활쓰레기 또힌 많이 수거되는것을보며. 바

Opening Cerelηony for Di ving Scoson.

다 정화활동에 앞장서이겠다는 생각에 많은

개해제 침가자들

회원틀이 동ιL해 주었다‘

부산 해양대학교 강사과정
3월 12일 ， 암 해뺑학교
lTC.

중. 운홍추. 이주헌. 예성진. 하우용 디-섯 명
이었으며 강습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에서 이
루어졌다

Adv

E따애x

Diver

교육과 스펴l 셜

티 강시 교육까지 수료하여 . 모두 l때TD

KOREA의 Adv EANx 강사로 인정되었다

/빼~훨t훨함$’$↓ 훨 혐 f

h

J

•

강사교육 잠가지들

-!

1야빠I

또한 CPRI응급처치 lAED 강사. 산소공급
3월 12 일부터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주말
반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김해

자 깅사.

EANx 브랜딩 디이버 강습이 같이

실시되었다 교육기간 동인 부산 태종대에

위치한 씨텍 디이브(대표 서재환 강새에서
해양실습을 히는데 많은 도웅 주었다

를실시하였다.

리페어세미나

총 13 명이 참석하여 레끌레이더 1단계부
터 2단계끼지 분해와 조립 수리하는 전 과정

4월 24 일， 성현 스쿠바

을 지켜보았으며. 호흡기 관리 또한 세밀하

Repare Sell1 inar.

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디이원교 깅사 트레이너는 폭넓은 장비 리페

4 월 24 일 심척 성현 스쿠비(대표 김신래
강시)의 요청으로 레끌레이터 리페어 세미니-

어 교육을 통히-여 누구나 개인장비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미나모습

IANTDKOREA 공고
.6월트라이믹스공지

·여름캠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에 샤크 다이브리조

7월 31부터 8월 7일 까지 제주도 한럼에 있는 마린게스트 하우

트(대표 강재철강새에서 테크니컬 및 노완l 트라이믹스.

100m

트라이믹스디이버과정 및강사과정을실시할예정입니다

참가 자격은

IANTD Advanced EANx 다이버 이상 및 동등한

타단체 레벨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해 참가 기능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본부 홈페이지 (www. iantd.. co.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스(대표 김창환 강사)에서 여름 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는 더블 탱크 세트와 스테이지 실린더가 많이 동원

될 예정이며， 태크니컬 세미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흠페이지 (www.iantd. . co.kr)를 참조하
면 됩니다 캠프 기간 중에는 수중 지형 탐사기를 시용하여 디이
빙 포인트 및 지형을 탐사 예정이며 침몰선 코스가 실시됩니다.

.7월 강사 트레이너 세미나 예정

7월중필리핀 수빅에서 강사트레이너 세미나를실시할예정입니다.

·신규강사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www.ian 띠. co. kr)에 공지할 예

김진성 (돼Nx) 김해중 (Adv 돼Nx). 문홍주 (Adv 돼Nx) 박덕

정이며， 강사트레이너자격 요건은

IANTD 강사 및 강사 트레이너

에관심이 있는타단체 강사이상이면참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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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패Nx)， 이주헌 (Adv E때처 예성진 (Adv E때X)， 천남식
(매N처 피성광 (없Nx) ， 하우용 (AdvE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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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선큐라더
ew Leadcrs
크로스 오버 세미내

실시

ICS)

SCDA(서올선엽잠수아카데미) 이주헌 쿄

개해축제한마당
4월 23 일~24일 . 제주도
Famillyday Even t.

스디렉터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세미나(ICS)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송윤

4월 10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섭， 최상혁” 김기흉 인스트럭티가 참가하였

부산 스킨스쿠버 박병복 코스디럭 터사 개

고

인스트럭터 (AOWI)로 최종 인증되

TL2

보자를 대상으로 4 월 10일 인스트럭터 평가

었다
또한

최한 ITS룰 수료힌 이종석 박성욱 강사 후

IDIC HQ주관으로 2011년 4월 16 일

가 실시 되었다. IDIC의 새로운 평가 방식에

인스트럭터 크로스오에 세미나가 진행되었

따라 디-이빙 평가헝목괴- 비 즈 니 스‘ 여행 파

다. 세미니에는 고종원 인스트럭터가 참여

트에 대한 다면 평가가 이루어 졌고 우수한

하였고

성적으로 이를 통과 하였다‘

IDIC T11

인스트럭터로 최종 인증되

었다

작하는 행사로 2011년 수중 및

바다에서의 무사 안녕을 기하
고 신R년 디채로운 IDIC 활동
의 시작을알리며 IDIC 프로멤
버와 디-이 버들의 참여로 진행

되었다.

lD IC 본부에서는 2011 년 4 월 23 일

특히 항공일정 관계로 개해

(토)~24 일(일) 제주도에서 lDIC 패밀리데이

제 본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

인투더씨(게해제)를 진행히았다

이벙 행시에민 참석하여 기념촬영에 참석하

본 행사는 2011년 쏘든 디이빙 휠동을 시

지 못한 찬가^l들이 많았다.

선상품출시

IDIC 프로멤배의

l

q

댄

a

「

띠

「」

C-CARD 패커지
c D“ ) “
q

·b n

K

이버 C-C따m 상품 개발이 완료되었다. 다

이버

New Product.

‘”

요청으로 진행되었던 다

제주도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

강사 백팩， 티셔츠， 모자， 매치 출시

lDI C에서는 프로멤버들의 요청으로 강사

패키지가 2011년 딜러 방분

가방을 4 월 출시 하였디- 프로멤버의 요청으

이후(2011년 5월 초)부터 사진과 같이 발송

로 기존 출시된 노트북 기방 형태의 강시 기

된다.

방을 기본으로 최근에 선호히는 백팩 형태

C-CARD

본 상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기존

의 가방을 출시 하였다 백팩 강사 가방은

17

강사. 코스디렉터 패치도 새롭게 출시히-였

인치 노트북끼지 수납 기능한 별도 포켓과

다. 위 상품의 구배를 원하는 사람은 ID I C본

상흙l성

방수 코일 지퍼 및

부로문의하면된다

1. 다이 버 C-CARD

수 있는 드라이 포켓 등 일반 백팩에 비해 높

모든 기념품 및 신상품은 IDIC 프로멤버

2. 축하 메시지와 계속교육 인내지

은 사호k을 가진 이웃도어 전문 브랜드의 백

게시판 신상품 출시로써l 소개되고 있고 프로

3. C-C매iD 봉투

팩이다 lDIC 흡페이지 프로게시 핀에 올려

엠비 게시핀을 통해 상품 개발에 대한 건의

져있다.

츠르 송}즈::.
근 '"

과동일한가격에공급된다

MP3 ,

PMP등을 수납할

또한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 -.... -、-

l .........

-,

ol rJ

-, M-'

IDIC POLOT

IDIC에서는 프로멤벼외 다이브 스토이와

셔츠를 출시할 예정이다.T셔츠는 금번에도

긴밀한 협조로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 개말을

사전주분을 통해 기본 칼라 외 다$댄l 색상

개발히는 것을 복표로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

및 원단을 선택하여 개개인의 취향대로 주문

고 프로뱀벼의 요청에 띠라 출시된 상품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념품 모자는 5월

새로운 상품 개발이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

중출시된다

과 건의 요청을 바라고 있다
Sc 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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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C 공고
현장감 있는 올바른

• 필리핀 세부 일페리얼 펠리스 리조트&호텔 다이빙 햄 투어

CPR/FA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IDIC에서는

앞으로 프로강사들에게 필요한 다방면의 세미나를 관련 업계의
전문기들을 섭외하여 프로강사들의 질적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

니다.

•

2011 년 저12차/3차 |미C 비즈니스 세미나

IDIC에서는 시장을 선도히는

IDIC 프로를 't}-들기

위해 IDIC강

사 후보생， 강사， 다이빙 스토어 대표를 대상으로2011년 5월과

6

월 2차 3차 비즈니스 세미니를 진행합니다

IDIC 본부에서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김원

금번 비즈니스 세미나는 2차 전략 회계 관리， 3차 리더십 트레

준， 박소현 커플의 신흔여행지로 더 유명해진 필리핀 세부의 6성

이닝을주제로진행되게 됩니다. 전략회계관리에서는매출분석

급 호댈 임페리얼 펠리스 호댈&리조트의 협조로 5월~8월 중

3

과 다이빙 스토어의 회계 관리의 개념 및 실제적용과 활용에 대해

다이벼를 대상으로 팽투어를 실시합

다루어 지게 되고 3차 리더십 트레이닝에서는 다이빙 스토어 직

번에 걸쳐

IDIC 프로뱀벼와

니다.

원 관리， 스탱 활용， 올바른 직원 교육， 리더로서의 자세 및 회사

이번 팽투어는 파격적인 조건과 가격으로 6성급 호텔과 연계하

의 비전 제시 및 다%끝힌- 사례를 통한 성공담 실패담 등을 다루게

여 진행되는 행사로 호댈 숙박과 전 일정 호텔식. 다이빙시 점심

됩니다. 보다 성숙한 다이빙 산업 발전과 우수한 다이빙 리더 육

도시락도 호댈에서 제공되며 호텔 내 모든 부대시설 (워터파크 포

성을 위해 201년부터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비즈니스

햄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 여행상품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40피

세미나 일정은

트 요트 크루즈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숙박시설 또한 일반객실이

습니다.

IDIC 본부 홈페이지 IDIC

일정에서 획인할 수 있

아닌 스위트 룸(빙l-2개)으로 제공되고 다이빙은 호댈내 마린센터에

서진행하게됩니다.

.1 미C 다이버 꽤 개정안내

일반 자유여행의 호댈 일반객실 숙박과 식사 가격으로 다이빙

IDIC에서는 5월 중 개정판

r=

매뉴얼 출시를 시작으로

과 요트 체험까지 “스위트 룸 풀 패키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사

OWD

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관심을 비라고

순차적으로 개정판 매뉴얼을

금번 행시를 위해 많은 협조를 제공하여준 클럽 잉-뜨 관계자 여러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로멤벼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5월 출발 1차 팀은 조기 마감 되었고 향후

와 다이브 스토아의 요청대로

일정은본부홈페이지 프로멤버 게시판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큰 활자체와 다단페이지에서

IDIC 가족 여러분의

‘v

한 띤으로 수정히는 작업을 진

행하고있습니다.

• IDIC CP R! FA 세미나
IDIC 본부에서는 5
월 23일(웰

IDIC

다이

빙 사이언스 커뮤티의

.OPJ다이빙 업데이트 세미나

응급처치부분을 담당

IDIC에서는 6월중 프로맴벼와 다이버를 대상으로 야간 다이빙

하는한강성심 병원최

업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변경되는 내

기훈 교수님의 주관으

용과 새롭게 소개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업데

로

세미나를

이트 세미나는 일반 세미나와는 다르게 프로멤버는 다이벼 교육

진행합니다. 본세미나

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세부 일정은

는 심장학회의 새롭게

IDIC 흠페이지를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CPR/FA

변경된 CPR/FA의 기

--....,‘"J .:a~‘ '11J:. If I ;t=-

준과절차의 안내와일

선에서 벌어지는 응급처지에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히는 점 등 단
순한 이론교육과 실습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생기는 사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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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다이벙 입문절차에 대한 자세한

혔 s驗 NEWS

안내와 소개 영상자료가 돋보인다. 또한 지
도자에게 펼요한 서류양식 및 정보매뉴얼 쿄

본란의 기사는 교육E쩌|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너가 있어 홉페이지 내에서 어디에서든 쉽게

홈페이지개정

자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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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침석한멤버들

Members Palty.
mu nu

멜總뺨뼈첸뺨띈쨌

http://www.seid.iving. org

New Web Site Open.

•

강사교육
ITC.

SEI Diving/YSCUBA KOREA에서는 지
난 2월 1일부터 4 월 30 일까지 광주교육원
최영일 트레이너 주관으로 광주‘ 전남지역

강사양성강습회(lTC)를 운영하였다 또한 4

광주교육원 강사교육

부산교육원강사교육

월 2 일부터 5월 7일끼지 부신교육원 배봉수

최고의 지도력이 탄생하였다 과정동안 겁먹

았다-

트레이너 주관으로 부산지역 ITC도 개최되

근 배봉수. 백인탁 트레이너의 괴목벨 특강

었다. 교육은 DM. 매 과정 연수 후 이론. 실

과 김성길 묘스디렉더의 정책운영 강의 등

신효철. 이영호‘ 낌덕봉‘ 부산교육원 -박상

기 지도법 등 8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디%벤 실부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

원 이상태

BLS 강습회
BLS Course.

심폐기능이 정지가 된 사람의 생명을 구하
고뇌손상을방지하기 위하여 다이버들을대

상으로 제 57 . 58 자

SupporL

SEI Diving &YSCUBA KOREA
강사
강습회

집중빈-

(I.T. C

주말반

강사평가

(I. E)

5 . 22(일)-5.29(일)
6 .12(일)-6 .19(일)
6. 24(금)-7.9(토)

7 . 10(일) . 칭원실내수영장

BLS(Basic Li fe

기본 인명구조술) 상설 무료교육

개최지역

광주，대구.부산‘ 창원.서울

법시행규칙 제 6조 제2항의 규정

교환

강습회

지역별수시접수

광주교육원

김윤신， 김재경 .

YMCA인명구조요원
광양η이CA

6 . 11~7 . 3

061)794 -2230

부산YMCA

6.20~6. 28

051)440-3332

서울YMCA

6.7~6.24

02)735-4612

수원YMCA

7.2~8.20

03 1) 293-6003

안산YMCA

7.2~7 . 31

017)375-4287

용인 YMCA

을실시한다，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

신규강시

인천꺼이CA

5 . 29~6.26

6. 26~7 . 3
6 .4 ~6 . 26
7 . 21~7 . 3 1

031)896-2791
032)431-8161

일정: 59차 2011년 5월 18일 .60차 6월 15일
내용 :2011 뉴가이드라인” 기본인명구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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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탄생한 코스디렉터틀

2011년

PADI CDTC가 밀레이시아， 코타

스 디렉터 후보생들이 잔가 하였으며 . 힌국

3. 송규진 대표 (때란 비다)

키나발루 틴중이루 상그랄리 리조트에서 3

인으로는 이하의 5 명이 참기 새로운 PADI

4 김용진 대표 (다이브 트리)

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성공적으

묘스 디 렉티로 탄생하였디

5. 배광혁 대표 (π<: Dive / 태국 꼬따오)

로개최되었다，

1. 믹금옥 대표 (넬륜 스쿠tl]-)

전 세계 26 개국에서 총 42 명의

PADJ 쿄

2011 멤버포럼/대구

2

김시광대표(블루존스쿠바)

빙 비즈니스 지

원을 위한 2011
년 P매)1 아시아

3월 12일， 대구

퍼시핀 미-케팅

Member Forulη

지원 망안들과
새롭게 업데이트

PADI

이시이 퍼시픽에서는

2011 PADI

된

PADI

트레이

!캠버 포럼을 3월 12 일 오후 6시부터 대구 수

닝 기준‘ 위험관

성 관광호텔. 루비 세미니 룸에서 김부경 한

리‘ 프모젝트 어

국 지역 매니저가 진행하였다

웨어 및 새롭게 출시 될 제품 그리고 프로그

를 니-누며 많은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는

램에 관하여 소개 하였디

자리였으며 새로운 멤버들의 참여가 돋보이

멤버 포럼에는 총 35 명의 멤버들이 참가
하였으며 토픽 L로는

PADJ

멤버들의 다이

김부경 한국담당관이 진행한 멈버포럼

엠버 포렴을마친후. 모두함께 저념 식사

는포럼이었다.

강사시힘
4월 23 일 ~24일， 피닉스 아일랜드

TE
PADl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1 강사 시
힘을 제주 성소내| 위치한 피닝스 이일랜드

에서 4 월 23~24 앙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이번 깅시- 시험에는 유은혜 . 장기용. 김용

덕. 김영규. 김은경. 운설기. 양재혁 박지훈

강사 시힘을 통과한 참가자들

장상훈. 김지훈， 양성환， 유형우 최찬호. 이

부정 씨가 담당하였다‘

성일 . 민영주， 박민호. 유지훈 총 17 명의 강

이번에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

시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

여 깅사 후보생들을 배출 한 코스디 렉터는

램을마쳤다.

이호빈， 박금옥. 송관영 . 송종윤， 정회승. 강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하니스 그러고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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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김광진등이었디

이번 프로그램 진행에는 피닉스 아일랜드

의 김선일 팀장. 그러고 제주 성산 씨-라이
프 스법 일동이 도움을 주었다.

비즈니스세미나
4월 26일 ， 법륜 스쿠바
Business Seminar.

팅 전략과 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아주
효과적인 자리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수정과
검토를 통하여 결괴를 측정 할 것이디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에 따르띤， 언제

든^l P때I 맴벼들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
는 맞춤형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 할 것이

PADI 효택 지역 매니저 김부경씨는 지난
4 월 26일 화요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댐륜 스쿠바에서 대전 지역 멤버를

위한

PADl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를 실시

하였으며 8댐의 엠벼가 찬석하였다.

라고 하였고. 자세한 문의는 이하의 연락처
비즈니스세미나참가자

로 직접 문의를 하면 된다.
이메일 ‘
핸드폰:

4. 고동수강사

bookyung. kim@padi.com .au

5 . 오중근강사

010-8561-0558

참석자

6. 김영규강사

1. 박상헌 대표/수중동행

7. 이천종강사

적이고 의욕이 강한 지역 엠벼틀과 머리늘

2 유병현 대표/대천마린스쿠바

8.

맞대고 의견과 나누며‘ 함께 현실적인 마케

3. 이 상학강사

지역에 특성에 맞는 마케팅 세미니를 활동

박금옥 묘스 디렉터 / 냉륜 스쿠비

E러닝세미나
3월 24 일 서울
E-Iearning Seminar

PADI
세미나

아시아 퍼시픽 에서는 PADle런닝

&

멤버 소셜 파티를 3월 24 일 (목요

일) 오후 6시 부터. 강남 미진 프리자 크리

스탈 라운지에서 국내 PADI 다이브 센터 및

e러닝세미나 모습， 마친 후 엠버 소설파티가 진행되었다-

리조트 대표와 매니저를 초대하여 마크 스파

과 신규 다이버 획득의 미케팅 툴로서의 활

세미나와 멤버 소셜 파티를 병행하여 진행

이어스 (Mark Spiers: Director of S머 es&

용 그러고 현재 실시 중인 일반 묘스와의 벙

한 이번 행사는 경직되지 않고 자유로운 분

않rvice)와 김부경 한국 지역 담당관

행 및 효과적인 결합 밍싼 등을 토픽으로 다

위기에서 진행되어 참가한 엠벼들로부터 많

루었으며 .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의

은 호평을 받었으며 . 새로운 멤버들도 많이

세미나에서는 출시를 앞 두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히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

참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호댁어 버전， 오픈 워터 e러닝에 대한

로서 다이빙 비지니스 증대를 기대 할 수 있

있는 돗있는 자리가 되었디

소개와 현재까지의

음에 공감 하였다

Field

이 함께 세미니를 진행 하였다

PADl e런닝

PADr

e러닝 서베이 결

아쿠아렉스다어브센터
5월 4일^'8일，창원
Aquarex.

운객들로부터 연락처 정보를 획득 지속적인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체험 다이빙: 132명， 오푼 워터 15명， 스
페셜티 2 명
P때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멤버 비즈니
스 지원의 일환으로

PADr

마케팅 자료 (브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PADI5스타 강

로셔” 베너 . 포스터 ‘ 랜야드 등) 및 참가 경비

사 개발 센터인 아쿠아 렉스는 2011년 지역

의 일부를 지원 하였으며， 지원책에 관한 자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 5회 대한민국 국제 보

세한 분의는 김부경 호택 지역 때나저에게

트 쇼에 5월 4일~8일째 참7봐여 . 이하의

연락하면 된다

성과를 거두었으며 ， 이와 더불어 스쿠바 다

이메일

bookyung.kim@padi.com.au

이빙 교육에 관한관심을갖고있는많은방

핸드폰

010-8561-0558

O 댐아렉스 부스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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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해제
3월 26일 . 윈 리조트
Opcning Ccremony for Di ving Scoson.

개해제에 잠가한 멤버와 회원들

이빙은 문섬에서 진행하였디'. 2011 년 한 해

동안 수고해 준 윈 리조트 관계자 및 스템들

PSA.l -KOREA는 2011년 3월 26일 2이 1

안전하고즐거운디이밍을기원히는제를미-

에게 갑시들 전히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다

년 개해제를 실시 히였다. 이번 개해제는 제

치고 모든 다이버들은 각 팀벨로 팀 원을 다

이버들이 2011년 한 해 안전하고 즐겁게 다

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PSA.l -KOREA 골

지는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PSA.l -KOREA

이빙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미음으로 행사

드 퍼실리티인 윈 리조트(본부장: 이춘광)에

는 멀리 제주도 까지 잔석해 준 모든 참가자

를 따무리 하였다

서 40여명의 다이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

들에게 감사의 인사촬 전하며 개해제 기간

2011ADEX 참가
4월 22 일 "'24 일， 싱가포르
Attend ADEX.

및 테크닉걸 분야의 보든 영역에서 양질의
매뉴얼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히였다， 이번

행시에는 영어. 중국어 . 힌국이 3개 얀어의
모든 매뉴얼이 전시되었디
특히 PSA.l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훈련 프

로그랩들은 참석지들의 관심을 끄는데 큰 역
PSA.l는 4 월 22일 부터 24 일까지 싱가포
르에서 개최된 2011 아시아 다이브 엑스포
어DEX)에 참가하였다.

PSA.l부스를 잦은 많은 사란들은 스포츠

퍼설리티소식
ew나 .

할을 하였다

2011 ADEX을 참관하기 위해 방분한 각
국의 PSA.l대표 왼쪽부터

Stcve Chan(중국

흉콩&마카오) ‘ Andrcs Ilsu(바이완). Hal

Watts(PSA.l CE이.

Gary Taylor(PS따 회

장) 성닥훈(대한민국) . Simon So(필리핀) .

띠즈클럽 강사를 비롯한 회원 30여냉이 참

여한 가운데 행사를 싱황리에 미쳤다
또한 5월 1일 낚시협회와 특전사 환경 전
우회가 주최하고. 해양환경 지김이 경기도

지부 및 PSA.l KOREA 가 후원힌- 한강수중

• SCUBAWAY COMMUNITY 개해제
SCUBAWAY COMMUNITγ(대표· 김용

정화활동에 참여 하였다 소속강사 및 회원

스쿠바웨이 개해제 침가자들

50여명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숙)는 개해제를 4 월 16일 . 17 일 울진 죽변 멀
보리조트에서 실시하였다， 여주 스쿠비팀 .

인양 스쿠바 성 낙철. 남재종 강사 팀 .Dum

· 수원 다이빙 개해제

수원 다이벙(대표; 김효섭)은 5월 15일 경

등 70여명이 참가하여 한해의

남고성에 위치한고성 스쿠바 다이벙콜럽(회

안전 다이빙을 기원 하였다 안전하고 환기

장 심융섭)과함께 20]] 년 개해제와 ..지역 사

찬 다이빙 활동을 다짐하며 화합을 다졌다

랑을 위한수중 정화환동을 실시하였다.

&Dumer 팀

비즈클럽 개해제 참가;'f틀.

40여명의 다이바들이 참가하여 안전과 번

• BIDS CLUB 개해저V한강 수중 정화 활동

영을 기원하였으며 바다의 아름다운 마음을

I3lDS CLUB(대표: 이호우)에서는 4 월 23

함께히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일 ~24 일 강원도 양%벼l 서 개해제를 실시하
였다. 올해도 안전한 디이빙을 기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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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다이빙 개해제 잠가자들

삐N ”

-

PSAIKOREA 공고
• 드라이슈트.( Dry Suit Diving) 교재출시
P8AIKOREA는 드라이 슈

트(Dry

• PSAI

드라이슈트， 레스큐 강사 및 트레이 너 세미나

PSAlKOREA에서는

8uit Diving) 한글판

PSAI 교육 프로그램 드라이슈트 레스큐

교재 가 출시 하였습니 다. 드라

다이벼 의 한국어 교재 출시와 기준 변경으로 강사 및 트레이너

이 슈트의 종류 및 악세사리 .

세미 너 을개최합니 다.

드리이 슈트 사용요령， 실제
적인 시용방법， 관리 및 보수

일시 ‘ 20끄년 5월 27일( 서울， 경기， 충청권. 강원)， 6월 1일(경
상도및제주랜

에 관하여 수록 되어 있습니

징-소’ 5월 27일(경기잠수풀) . 6월 1일(경북 구룡포)

다. 교재 구입 문의는각퍼실

교육종목: 드라이슈트” 레스큐

리 티 및 PSAI-KOREA본부

교육문의 : PS매m뾰A본부 (02.817. 419이

로연릭-바랍니다.

참가대상: PSAI 드라이슈트 레스큐 강사 및 트레 이 너 전원.

저자 :

Ha1 Watts , Mark
• PSAI 탱크 육안 검사 &산소 서비스 세미나

Andrews

PSAIKOREA에 서는

Visual 1nspecton(탱크 육안 검사) &

Ox:ygan ServiceC산소 서 비스)을 실시 합니 다
많은 참여 바랍나다.

Rescue
Diver

일시 : 20끄년 6월 10일(금) 10 : 00~18 : 00

RAPID (Rescue

Accident Pr evention &

장소: 강원도 양양 팀 스쿠비-

1nterve nt ion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lKOREA HQ로 문의 바랍니다.

Diver)

Program한글판 교재가 출시
하였습니다 다이 빙 사고와

• BIDS CLUB 7-주년

기 여 인자， 사고 예방 및 관리，

BIDS CLUB(대표:

기념 투어

이 호우)은 다가오는 06월 04일 ~ 06일에

7

스트레스 ， 공황 빛 응급처리

주년을 맞이히여 경남 통영 에서

관리 등이 많은 지식 및 관련

진행할 계획 입니다.

자료가 수록 되어 있는 2011판

동안의 추억을 강시- 및 회 원 간에 공유하고 7주년을 자축하는 자

이 호F글로 번 역 되 었습니 다.

리를 미련할 예정입 니다.

BIDS CLUB 7주년 기념투어를

BIDS CLUB의 지난 7년을 되 새 겨 보며 ， 그

교재 구입 문의는 각 퍼 실리 티 및 PSAl-KOREA본부로 연릭바랍
니다.
저자 :

· 신규강사

G8..1y L. Taylor , Dave

α’ock:ford.

1a11 Price. Andy

임승식

1-1004 -

성낙훈 1TE

강진남 1-1005 1QC- 이 호우 1T

Hayhurst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본지가 개최하던 호별 수중사진 공모전이 금년부터
SDM은

SCUBA DIVER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로 영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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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www.webhard.co.kr

에 접

속하여 이미지 마알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광각과 접사 부분으로 나뉘어 각 금， 은， 동상 한작품씩과 다수의 입선작품을 선발합니다.

매 호마다 스쿠바다이빙 장비 수입업체에서 상품을 협찬하며 이번 5/6월호 콘테스트는 (주)우정사/오션젤린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수중사진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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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해i환때헬톰톨
體뿔혔 NEWS
본란의 기사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제 l회 AFIA 프리다이빙 대회
4월 24일， 삼원휴스포
Freediving Competition
4월 24 일 삼원휴스포에서 한국 최초 인도

어 프리다이빙 대회가 개최 되었디
종목으로는

Static Apnea(STA 수띤

무호

처음 개최된 프리다이빙 대호| 침가지들 모습

흡) . Dynamic Apnea(DYN 핀잠영)‘
마mamic

Apnea no fm(DNF

잠영) 등 3종

목으로 국내 프리디이빙 동호인 선수 14 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기록을 수립하였다.

잣 대회라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힌국 프리디이벙 동호인 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으며 ，

Static

Apnea(무호흡)

부문에서 주상훈 선수가 5분20초로 비공식
호F국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각 종목
별 우승자로는

STA 주상훈 DYN 주상훈 .

DNF 이종민 선수가 입상하였다

입상한선수들시상모습

출발전대기중인모습

리다이벙 대회는 8월경 제주도에서 이웃도

확대에 많은발전을기대해본다

어 프리다이빙 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

제1회 대회 를 성공적으로 마치띠 다음 프

Apnea Aædemy 소개
School for The [nstruction and Research of
Subaquatic Apnea

다. 이런 대회를 통해 한국 프리다이빙 저변

다 현 블루흘 프리다이빙으로 유명세에 있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3-21층

는 기용네리 선수도

홈페이지 :

Apnea Academy

강사

이다 이 협회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협
회 홈페이지

카퍼1 :

www.2club.co.kr

2c1 ub/cafe.naver. com/2scuba

www.apnea-academY.com

에서확인이가능하다.
호택 최초 Apnea Academy 프리다이빙
애프니어 아카데미 (Apnea Academy) 의

깅 시.

(#IS10SK4379 , PADI Master

설립은 수중 무호흡 프라다이빙의 교육을 위

Jnstructor #47731잉 인 노명호씨가 한국에

한 국제적인 스텐다드와 연구를 위해

프리다이 빙을 보급하기 위해

1995

년 움베르토 펠리자리와 랜조 마라리에 의해

Academy

설립되었다

Academy

1996년 처음으로 인스트럭 더 묘스를 개최

Korea를 설립하였으며

프리다이빙

Apnea
Apnea

코스 전 레벨

(Level1. 2.3)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여 최초 45 명의 강사를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강사 배출 및 연구를

연락처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대표: 노명호

배출한인지도 있는프리다이빙 협회이다

이 메 일

움베르토는 프리다이빙 모든 종목에 걸쳐
17회의 세계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 랜조는

3

회에 걸친 스피어피싱 챔피언의 경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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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 b2clu b@live .co . kr.

club2club@naver.com
전화: 070-8285-2864(사무실) /

4105-2864(휴대폰)

010프리다이빙을 수영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광경

훨 scuba 삐1\1~r
깐사무료구독 안내
본지는 스쿠바 다어빙 강사들이 본지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이버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게 스쿠바 다어빙을 강습하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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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돼배비 때，(XX)원은 강사 본인이 부담해야 합너
다.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주시고， 택배비 때，뼈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온라인: 076-21-0408-266 예금주: 김인영
• 우리은행 온라인: 309-034953-12-101 예금주: 김인영
• 농협 온라인 : 1때016-52-0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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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땐 다음에 출판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금이 확언되는 즉시 책

을 발송해 드립니다. 배본 비용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전화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1년 정기구독료: 60，애o 2년 정기구독료: 108，애O

E-mail: diver@scubadiver.co.kr
Web site: www.scubadiver.co.kr
풍등출판사: Te 1. 568-2402

격월간 scubadlu~r
문공부등록: 1987년 11 월 27일

등록번호: 마1317

발행겸 편집인 : 김인영

인 쇄인: 송재호(조일문화사)

발행처 : 풍등출판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1 대종빌 딩 205호(우:135-841)

Tel: 568-2402 / Fax: 558-1207

제 133 호(20 09년 9/10월호)

지난호의 내용l

’
2

본지는 ’[:fj년 mliJ월호에 장m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여행정보1 다이빙 이론， 잠수의학， 수중사진교실， 해앙생물지식， 실수다큐멘터리 현상공모

l

작， 다이빙 징비 등의 정보들은 단a펴본으로 엮어 놓아도 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l

동식물 모획， 채휘 허용 여부

12 잠수의학 • 강영진빅시 킬럼 /O&A 징수
의혁 . D，얘 킬럼 / 무시해서 인되는 디이

국내 리조트 소개

• 잉/2 디이버스외 문싱 디

이빙 · 굿디이버리조트외 가린여

잉 후 중심들

13

디이빙 교실 수증시이외 그것에 대해 일

라이프리조트외 싱신모 디이빙

4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 l

해잉생움

아이힐것들

• 한국어류셰일회층도깅 (제 14회|

깅시코너 • 김혜진 깅시의 진국 리조트 깨

14

•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완성핀 18회)
5 테크니킬 디이빙 • KUE 팅시대의 대심도

며 여기서는 지연 관계상 최근 몇년간의 과월호 목차만 게재합니다. 본지 과월호는 통신판매되고 있 l

사이트 일굴 캠메인 T미 제주 테크니걸

으니 많은 애용바랍I!l대Tel:02-568-2402).

기쉰척 해잉캠프 • 디이잉 도중 스쿠비 탱
크기뻐엉을때의대책

독자코너 • 흰도S뻐훌 젖이 밀리띠스쿠이

15

' GUE DPV 교육

로 · 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S빙기 6 . 칭원

해외다이잉 • 불꽃여지 JV의 코모도 디이잉

공딘 기업체 동호회들의 힘동 수중정회 휠

괴정 징기기

6

여앵기 • 모일보일 디이밍 모인트 소개

제 130 호(2009년 3/4월호)
1 시설 • 동해인 백싱이리 훌올 소식괴 백 {!Ol
리 올바로 이해하기
2 특집 • 효택수중스모츠전시회외 2009 업체
열신징비징H

7 국내다이잉 • 기린여 쏠배깅멍 포인트즐 기디
출핀

1 사설 • 디이잉에서 다원의 의미
2 해외디어|빙 • 님극 스쿠비 다이빙 . SDD

효택어

3

류세일화총도깅 (지 11 회) . 세계 해수어 원색
도깅(완싱민 15회)

국내디이밍

4

이이스디이잉

5

수중에서의 스쿠비징비 틸칙

원색도김 (왼싱민 1 7.회)

4

12

진행된 띠NTD 어드밴스드 니이트록스 코스

해잉생을 • 일 못δ}는 수중동물 의미전딜 어

5

국내 리조트 소개 • 나곡수중 엉게킬국수 특

울 디이잉울 • 구리로 이전힌 무른바디

DI씨 묘너 • 다이잉 사앙시고 리포트. 당신

10

7
8

강사코너 • 김혜진 깅사의 전국 리조트 깨
기 님매리 힌스쿠비인 · 스쿠바디이빙 트

11
12.

CDTC

. O&A 장수의희

다이빙 비즈니스 . PA미

2009

비즈니스세

~~’~‘

혼나고 배우는 다이밍 지식 • 무모힌 보트

한국

수종세싱 리브어보드 디이빔 후기 • ε빼우

진 깅시의 전국 리조트 깨 71-해원디이 E리

디이버와 힘께한 세부디이빙투어 • 인생

조트인 · 보조호홉기의 사용

12

70에 배운 스쿠비 디이빙

업치l소개 • 일신디이빙울
징비소개

클럽 김정대 교수닝 회갑기녕 투어

• 미크엘리엇 민터뷰

기티 싱게에 일려 빌을 절딘했을 뻗 했던
위기 • 서귀포 새섬에 수종샘태 공원 건설
News ' 제18회 흔택수중

16. DMng Soclety

• 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빙링기 3
• 투바티허 리브어보드 다이빙 여행 • 입틀

공급 • 인터오선 보싱민빼 공

SDD

· 띠NTD: 여훌 샘프

SBN

흥지욱연호시 킬엉 • 스쿠버다이버의 수싱

긴 개잉 오픈워터 띠워포인트 번역， 이원
교 강시교육 깅징숙

IDp . BSAC:

1이치.

102치 πC ， 콤비인드 텍 과정， 사업연수생

단체 교육， 깅사용 티셔츠 출시， 제주 디이
브 신규센터 등록

13 강시E너 • 스쿠버다이빙 트레이닝 길집
01- 레스큐 디이버 E스

TDI/5OI/ERDI‘

트라이믹스 과정， 본부사무실 이전， 수중

종우돌 호주 S댐기 4 . 수용사진딘싱 · 해

깅시교육 및 시험， 지주 히계 세미니 문학

인과 친신교류 • 미린미스터 깅시교육 • 엔

허우징 . {주)우성시/오션앨

린저 타비티 초정 디이잉 에스티얼 집핀1

방문 • 제노니 신소 무호홉 문이 세계 기록

흥메이지 리뉴얼

2009

카탈로그 출시， 신

핀드맨털 과정

제 135 호(2010년 1/2월호)
l 사설 • 테크니컬 다이빙 사고흩

어떻게 올

것인가

2 수종시진 • 제19회 한국수종사ξ녕모전 입싱

비 다이버스 깅사교육

15 장비 소개 • 띠티미 스미트 11
16. DlVlng Soc,ety News ' 우정시/오선젤린

강시시혈

. PADI:

식， GUE D마11 괴성

EFR

IDC . 고다이빙‘

3

•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디지열

해잉생물 • 비이오 프로스맥팅이린 무엇인
기? . 도루묵 생태 조사 ， 효백~류시일화층

도김 (재6회) . 세계 6싸어 원색도김 (왼성
인 20회)
4 해외디이잉 • 욱극권의 인디언 심머 디이잉

' KUE: 팅시대 출엄
CMAS 강사교육괴

’ 시이핀 헤븐 11 리조트 디이잉 · 모일보일
의 고해S에 • 수중사진가의 빌리 여앵 • 초

신싱움 •

져 신제웅입고 흥메이지리뉴얼 • 미레스

정

지 인터넷민 보급 이이스디이잉 트

50VTDνER미 뉴스， 울메이스 미스크 스

%주년， 카몬 옥토미스 출고 • 띠티미신세

S티 효택온부로 새흥일. 매뉴얼 율시‘ 교원

메셜티 교육， 징학생 강사 업데이트 미팅

웅 S앉)()() 앉lOEX2 히우징 흥S뻐 실시

직무연수 Y짐수클럽 동해 나들이 야영지

과정 • 재호흉기 다이빙에서 일어닐 수 있는

테스트 효뼈 • 인터오선신싱움 . ss뉴스‘

도교시 연수

문제들 0야J 칼럼/스포츠 디이버톨 위한

혀 이너 워크숍， 어드밴스드 믹스드 가스 괴

rrc
SSJ

전

징비리메어

세미니

김입설치 과정， 감입영 현징 잉71 슬레

수중괴학회 하계 세미니

' DEPC

Y스쿠비

TDI

테크니걸 디이빙 세미니，

KUSPO

이트 출시. 어드밴스드 침몰선 매뉴얼‘ 구

2009

미스터 다이버 셀린지‘ 블루노선 조

앵 해띠리 모니터링 잉루슈어 제작 배요

쇼 징기 홉메이지 개인 깅굉휘 회장 끼메

조깅사 가이드 출시 • 앉)AC 뉴스 온부 이

직 개떤인내 트혜이너잉가관 엉대이트 몬

마PC 어류도김 서접배포 . 2꿇주 효택문

침

전1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워크융 • 띠NTD

무 이전 및 신규 직원， 깅동대 수엉지원‘

회관굉 서비스 대싱 수싱

가， 나이트록스 스페셜터 깅시 세미나1 띠

뉴스 어드밴스특 타Nx 강시 엉데이트， 개

신규 메트리얼 출시 • 띠NTD: 어드밴스특

이언스 커미티 훨동 계획 어린이 스쿠바

티마 비디오 히우짐 세미니 ’

해제 비디오 민집 서미니， 각종 매뉴얼 겉

타N/트리떼믹스 교육， 새호홈기 트레이너

이벤트， 므로 깅사 업데이트1 어드밴스드

g지 교체， 트레이너 워크읍 시스루나 입

업데이트 ' SDlπDI: 지역얼 김사 세미니1

매뉴얼

고

재호홈기 트라이믹스 과집‘ 잉회생 3 기 ~I

의학세미니

뉴스 효택

. NAUI

NAUI KUSPC

인스트럭트 트레이너 워크g，
리브어보드 디이잉

• 연싸

50D 뉴스
rrc, 시밀린

뉴스:rr 세미나

. NAUI

뉴스‘ 개해제 배나형 밍가빙과

KUSPC 침가 트리이믹스 교육 트레이너
워크응 . SSI 뉴스. 내셔널 딜러 킨띠런스
' S이n미/ER미 뉴스 501 깅시과정， 스쿠

바퀴가빙 출시 ' SDD뉴스; 개때~I‘ 강시 트

징， 강입설차-트리이믹스 괴징

레이너 워크올 정규 πC . GUE 뉴스 세

rrc ,

미니 개최‘ DPV 과정‘ 텍1‘ 텍2 과정 •

너 워크음 • 한국

SDD:

최경식 감시기초과성. 서인욱 트레이

NAUI

기기도 앵투어 •

아씨 뉴스 빼지 t 육인김시

스 교육 일신징수울， 비즈클럽1 백미러디

티 및 강씨썽 D때 신싱샘지 및 깅시

칩기 . PAD 뉴스 PADI 코스디렉터 코스
PA이 OIA때 미시믹 KUSPC 쇼 침기 • 고

이밍클럽 개 õH제

교육

디이잉 뉴스

고디미빙뉴스

글교재 출시 ' PA미 강사 시잉1 엠버 먼

수중정화월동 용인대 스쿠비 동이리 교육

IDC

및 깅샤시힐

EFR, 신소

P이〕 뉴스. 프로젝트 어

웨어 깅시시힘‘ 엠버포럼 대구 밀리민 •
IDC 및 깅사시힐 해영대 침

rrc

IOC,

• 징싱우 CD 깅사교육 ' CMAS 뉴스， 짐

디이빙‘ 위험 관리 및 DSAT 포렁 ' NB 디
이버스 강사개알과접 우수 깅시 개일센터

코리이뉴스， 깅시의 밤 행사 깅시 엉데이

비전문가 깅시 구조짐수 깅시 니이트록스

싱 수싱 • 고디이빙 강시교육 및 시힘，

트 세미니 깅사교육 개최 트레이너 워크

강시 ξ뭘 디이빙 5씨낼시징괴 한강수종

α)AT 텍 디이버 및 깅시교육 태N 강시

읍 • KUDA 뉴스 대의원 흥회， 울ε댄 리

성회， 김시 교육과정 • 효택짐수얻회 뉴스

교육， 추입비치 수홍징회 • 마린미스터 깅

조트 개일 사업 자문 지도지 잉성 교육

징기 이시회 한강수종정화휠동， 구조디이

사교육

' CMAS

강

깅시업데이트 세미나 . y 스쿠비 뉴스，

빙 자도지 과징 . y스쿠바 뉴스 디이빙교

시교육 김억수 세계쉴영대회 종~!3위

.y

및 강사 코스‘

KUSPC 쇼

KUSPC

쇼 칩기

칩가， PSI 실린더 김사관 괴엠，

' GUE

각증 코스 개최

신지뭉 PDCH경11 히우징 • 모

MK6

업체 소개 • 상원 휴스모 다이빙물 개업

8

국내디이빙 • 에덴의 서쪽 모인트톨 가디

9

잠수의희 • 길영전빅시 킬렁IO&A 집수의혁
흥지욱변호사 킬링

• 띠교육자의 고얼입

중상과 관련된 깅시의 책임에 핀힌 연결

11. 깅시 코너 • 초보 디에버릉 발전시키는 3딘계
혁슴 문이

12

• 비치디이빙에서의 배이스샘므

캡메인 • 스쿠비 깅시 힌지수 씨 구영운동
· 국지연인정회의닐

해잉성울 • 해띠리 흩어보기 흔택어류셰일

13 사고로부터의 교훈 • 음주 디이빙은 자살행위
14. DlVl ng Soc~ty News . 미레스 리떼어 영
세미나 실시， 진문징 세미니 개최， 즐트리

4 국내 리조트 소JH ' 제주C에브외 중뢰 울

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 미린앵크 신제웅

릉도 현모의 딩율루 다이브 리조트

세미나

디이잉 이티스트 • 바다외 신의 회가 조굉현

모전 기넘딜력 배부

테크니킬 디이잉

재호흉기

7

수중사진 • 띠티미배 효택수중시진/수중동영

화층도깅 (제 15회) ，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 엉싱 팅시 디이잉 . TDI

트리이믹스 101 촉세

7

HD ' 띠티미

제

(왼싱민 19회)

5
6

신제움 소개 • 칼리 다이브 킹유터 01이콘

· 수중새앙괴챔버 재입

오디시

3

• 시이드미운트 스떼셜티

세이돈 디스키버리

10

상 호열공모전 • 횡윤태의 마린에세이 - 가

힌

' CMAS

프로8 에더 강사 교육 O않T 텍딩 다이버

리조트 길앵전 빅시 징수

테크니킬 디이빙

태크니킬다이빙소개

6

다이빙 시

。i힘

2

개최 • 얀씨， 미취관리 띠l스티

얼 환경의닐 수중정화 애훌린티

' IDIC:

제 134 호(2009년 11112월회
1 사셜 • 괴학자와 회기의 만님 SACO블

~벼의닐 수종정회 수종시진스퍼|셜

터 깅사 과정， 트라이믹스 괴짚 리더정 매

뉴얼 률시‘ 테크니킬 디이잉 축제 K밍PO

’

& 신소서비

' BSAC:

. 38 미린

보 다이버의 해외 다이빙 투어 즐기기

5

수중사진 디이잉 여

개최， 때이m 뉴스， 01이스 디써 1

개설

GUE

지}울 레끌레이터 . (주)인터오션 서울지A쩌 1

월영대회 한국선수

빙，

팅시，

CMAS 세계 수중
지원 • BSAC 뉴스

. (주)띠티마엔지니어링

성，

디이

KUE

작웅 일묘

잉실슴을디녀외서

PDCH-500D

NB

버스 깅사과정 미린미스터 깅시과짚

유갱 • 죠똥전씨 흰경시E딩모전 대싱 수싱

환영모임 씨월드 리조트

2009

딩디이버 스떼셜티 깅시 워크올

스 과정， 나이트록스 매뉴얼 개성민， 에코

독지코너 • 두번째 저주 다이빙 • 로이의 죄

동 • 써모밸브 리치드 i떠 사징 대웅슈트

뉴

김혜진 강시의 전국 리조트 깨가-제

다이잉 스떼셜티

14

. PADI

지념

스쿠터 스메셜티 과정， 재호용기 니이트록

트레이너 코스1 레스큐 워크음， 코스디랙터

레굴혜이터 • 띠티미

& 슈트

• 보트전목사고의

가기 · 비상싱숭의요링

42

' CMAS 뉴스

ι 깅시 시험 타R 깅시 트레이너 코스

태D

주디이브리조트 면 • 징학생 강사 과정 칩

Soctety 얘ws . (주)미레스코리이

어， 암버 레쉬가드

적용 교채 올

레저기구 사용시 구영조끼 칙용문제

인증 때밀리 데이 므로깅

잉 깅시 과정 . y스쿠비 Y징수클링 연힘투

개최 . 5SI: ~영천‘ 이신우 이영십 고대흥1
고영식 류채정1 유영선， 정준싱 깅시교륙

ss 코리이 새로운 도익 준비

CD

강사교육， ε삐전문가 깅사과정， 구조집수

ITC

투어 깅덤리조트

13. DMng

스; 이인흰

81. 5m 다이빙， 효띨교

대힌인국의 비디 수중사진진，

경험

신제웅 카본

DlVe

CD

블루드림 개해제 후기 • 인스클렁 의료용시

사죠밍모전 시싱석 . (주)우정씨/오선첼린져
다이빙 띠!스티얼 칩관예정. 7 f'끽 연

대구지역 디이빙용들의

분석과대책

. 2009

. BSAC 뉴스
' IDIC 뉴

정규 강사과정 트라이믹스 교육

재 출시 · 롯데크리스틸 여름 빅 투어 ·

디 01빙 비지니스

11 강영천빅시 칼럼 ' O&A 집수의학
12. DAN 킬럼 • 디이버 실중 요류 시고들의

독자코너

잉71， 영덕 깅시 밍가 과성

씨월노비 입고 ε베 리메어 세미

『 서1미나， 동일염원

• 수입업처툴의 징비보증

선괴

10

버 교육‘ 강사 잉가 및 트레이너 과정‘
αR 트레이너 크로스오버 • 박재석 rrc 및

깅시 과정， 나이트룩스 깅사 과성， 수색인

스쿠바징비 시징

신이지다이빙 효택해앙대 울 운영 • 블루노

비디이잉 트레이닝 길집이웅급자 레엘코

험에 치힌다이버를
스쿠

' SSI 뉴스‘ 김동주 트러|

시 업데이트 세미나 신지품

이밍

스 • 다이빙 사패 질소미쥐의 경엄 • 김혜

이너 πC 및 잉가 이신우 깅시 크로스 오

니 홍보

깅시코너 • 깨끗힌 공기를 마실 권리 • 스쿠

독지코너 • 우주의 물융 비디에서 이루다 •

미쇼 칩핀 신싱움

사고로부터의 교혼 • 깅시의 자격미달로 위

고 • 띠티미 PL-2700, PL→)()()~I트 •
NAUI 군신 무녀도 수종정화휠동 • PSAI

11

디이빙으로혼닌이이기

뉴스 트티에믹스 강습， 깅시교육 잉)1， 데

장비 소개 αlO 띠티미 히우정 사용기

해외다이빙 • 모일보일 디이빙 포인트 소개

현횡괴 도전 ’ 디이E 자이언트외 G택 • 부

개해제외 속초디

뉴스 제주 스쿠비 다이빙 축제 ' 1，에TD

5

국내디이빙 • 외틀개 대형 임빈 포인트를

행사 ‘

NAUI

독자코너 • 로이의 좌충우올 호주 잉링기

A700,

10

2009

PSI이 뉴스; π， 강시 세미니. 트라이믹스

러일 1, 11 교육 t닦 죠재 3종 율시 . SDD

비 다이잉 휠싱회 g엔 일묘 • 스쿠비므로

NS 실태 현횡

9

• 멀리띤 TDI 트라이믹스 과성 침기 71 .

15. DMng Soclety News ' 기획새정부

가디

8

미니

침기기 • 인전히게 민 칙용히

6
7

흥지욱변호사 일럼 • 어흔계 어징 디이버의
임의훌입문제

9

레이닝 길집이 • 작은 미국 굉 여행기

PA미

길맹전빅시 킬럼

13
14

101

깅시 트레이너 과성， 동굴 디이빙 사이드

• 용일염원 81 ,5m 투어 후기

테크니걸 디이밍 • 다이밍띠크 리조트에서

조트 · 돌핀스쿠비리조트

은 인전한 호흥기，jf톨 미시고 있는가?

13
14
15

국어류세밀화층도김 (제1갱1) ， 세게 해수어

수종시진 • 띠티마배 한국수중시진/수종동

기업 티비티의 투시 대인 공장 투어 • 뉴서

8.~영진빅시

축제

스떼셜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개정인

엉서|팅잉 • 우정시 오션쩔린져 주최 다국적

9.

앵 • 잉띠띠l 뉴스 트리써|믹스

먼

• 문희수징수교실 깅포리조트 • 동엉오션을
루 • 베스트 스쿠비 리조트 • 사링도해앙리

6

이 드리떼슈트 세미Lf . 마PC 수종AI진여

해잉생물 · 고래에 관해 증 일101 온다연 • 한

3

허 · 이쿠이엘리조트 · 구룡포스쿠바리조트

• 영행수입징비에 대한

의수신엉업위인여부

. 2009

쇼 (주}우정AII오션첼린지 침관 • 듀

미운트 과정， D태A 쇼 칩관‘ 에코 디이밍

16회 I . ~~어류세일회층도감 (제 1 2회)

NS 의무
킬링 ' O&A 잠수의회

DEMA

디스트리뮤터 미딩

의 전국 리조트 깨기-킹스포츠 문암리조트

떻게 하 17 . 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왼싱잉

흥지욱연호시 킬럼

미레스 %주년

흥지욱변호시 킬렁 • 수신동신툴 채취 행위

2009

버의 마음끼지 그리는 강사 · 김해진 깅시

2009

독접수입권자의

뼈ws

기넘 및

일왈영대회

CMAS

트 • 모일보알 디이잉 포인트 소개 • 딸리우
터크니설 디이빙 축제

9

타난 S버|핀리소흩

17. DMng Soctety

이전 • 서해수종 사옥 신축

수중사진쉴영대회침가기 • 포프리자 수중모

시친의딘계

해외다이밍 • 일리민 비사이 지역 한인리조

6

용웅 E핸드 유 런칭 • 걸스포츠 매징 힐징

국내다이빙 • 강원토 지역 다이잉 인내 , 비

징수중사진쉴영대회 • 제 12회

• 밀리민 투비티히

영싱 호열공모전 • 또PC 베스트 12 초성
오솔룡 투어 • 횡윤태의 마린에서 이 - 수종

몸을 훈비하는 추임스쿠버리

2009

매일어 • 제1 회 국링수신과희원ε}배 비디목

밀의 포인트 문성 닌띠선을 가디

조트 • 검은여 동굴괴 버블목포훌 기디 •
않AC 코리아

싱 호열공모전 횡윤태의 미린어 세이 - 오

업체 팀빙 • 우정시 오선찔린져 티비티 수영

투어기 • 좌충우돌 팔리우 여행기

보일 다이밍 모인트 소개

진기의색낄

엠

, 모일

8

세계

수중쉴영원정기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시
트리 얼레

제 132 호( 2009년 7/8월호)
1 사설 • 테크니걸 다이잉의 가치외 미래
2 수중사진 띠티미배 효댁수중시젠쯤동영

동
시고로부터의 교훈 • 실제 안전 사고로 니

16

10 ζ영천빅시 킬럼 ' O&A 징수의학
11 깅시코너 • 에코 디이밍을 디녀외서 • 디이

버들의 태국 시밀린 리브어보드 투어

4. 해잉샘물 • 크리스마스

7

어류도김 출핀 기넘회

수중사진 • 효택수중사진 호열공모전 • 니의

3

5

' DEPC

제 131 호(2009년 5/6월호)

수종 및 고압의혁의 시직

역시

기치비위

다이빙 • 미린히우스외 엄섬 디에빙 스쿠비

용을 오픈하는 등 다이빙계의 프로찌|셔널이 되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O빠 할 내용들 l

www scuba-diver.net에서

10 징비 특집 • 때9-'-2010 드뻐|슈트 시징
11 흥지욱언호사 킬렁 ’ 스쿠버다이버의 수신

V이Ihln 빌긴

3

함께 소개되는 다이빙계의 뉴스는 다이빙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거나 l

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내용은 저희 홀피|이지

스므로올필리우투어기

사설 • 지구온난화 그 즐거운 공싱
수중시진 • 띠티미배 효택수중사젠수중동영
싱 호열공모전 • 횡윤태의 마료때|셰이 - 미
크로 예진 • 장힌익시 수중시진집 The Sea

SDD

rrc . SSI 뉴스; 숭년
ITC‘ 이영섭
밍가관 rrc , 깅륭 올리텍 rrc 미스터 다이
버 셀린.>:1. 트레이너 세미니 50l fTD l 뉴
의 빔 앵시， 강동주 트레이너

육 기술위원회 개최， 비디오히우징세미니，

스쿠바， 수{)엔영구조원 크로스오를 인영

슬레이당”공 인영구조원

õH잉소

구조원 잉성 수상수중인전포스터 보급‘ 해

축제 • 율ε댄괴 함께 하는 PIα 다이빙 축

스， 송년의 임 트레이너 진릭 미팅 매뉴얼

군에 수종기슐학괴 개설 • 서울 다이브 아
카데미 01이스 다이잉 깅시 코스 • 제주 스

녀소년딘 입딘식 굉주 Y 디이빙을 개징 •

잉소녀소년딘 õH군잉문 • 심원훌스포 디이

제

출시，

지|주 디이브 리조트 씨월드 맨션 I[J~수 • 징

빙울 오픈 • 장힌 더 씨 위딘 출핀기념회，

8

국내디이잉 ’ 싶섬 에덴의 동쪽 포인트를

뉴스， 송년의잉， 미스터 디이던 및 응읍치

기디

치 교재 전주대 교육

9

해외디이빙 • 밀리민 시빙비치의 미린 스쿠

믹스 레엘 111 교육 신년회‘ 트레이너 세미
니‘ 워크읍 . IDIC 뉴스; 승년회 감증절 대

. 38 미린

준연 트레이너 깅시교음 • 씨맥스 공징 이

갑각류 체험학습 길집이 출핀， 힌썽대 디이

트록스 염브레인 특허훌원 • 굿 다이버 소

전

빙클럽 40주년 기녕행시 빌대식

식

집힌대헝가오리

쿠비 017 써l 미 이전

. F32

그톰 직웅집

리조트 나이

Manne Ody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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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IC

국내 도입 • 서귀포 임비디에서

지|주스쿠버다이빙

뉴스 승던힐 수종시ξ공

띠티미 히우징 서미니 · 효택해잉대혁교 해

.>:15õA 1.

디이빙 축제 • 저6 회

. BSAC

바 끼떼 • DEPC 일리 수중사진 여행 • 미혜

SDI

강시과정， 홉메이지 개펀

' NAUI

• PSAI 뉴스 트라이

Contents of SDM’ 5 all past issues

11', CMAS KOREA 깅시잉읍회， 트E뻐|믹스

포인트훌 기다 • 수중사진가들에게 추진하

기， 묵극곰 수영대회 협찬， 아쿠이렁 띠트녀

트 i음티보기

디이빙교육， 깅시친목디이빙

Y SCUBA

는 동해인 다이밍 포인트 2회 잊율 수 없

샌터 소식， 효택 마이크로네시이 인시 개인

수중사진전 • 징싱근 수중 이미지진

S1X엔진 싱싱 ~I크원 스쿠바팀 연힘투어， 굉

는 10월의 제주도 비디 . 01를다운 포인트

40주년 앵시‘ 프리디이잉 세미니 칩기.SSI

국회 생태

양YMCA 인영구조요원 크로스오버‘ 부신지

톨 긴직힌 $미린에서의 다이빙

마케팅상 수상， 스윌스쿨 런칭‘ 승년의 빙， 신

사진전 • 깅생수 개인전 • 우잉시 장비전시실

잉경질정 수S엔진 및 응급처치 교육 서울

버스 승년회 미린미스터 강시 교육 •

및 세미나실 개설 · 마레스 너보 테스트 다이

따m미〕 뉴스; 승년의 잉

언

버싱 · 아쿠이렁 띠트너센터 1 효정 여앵용

구회 ε딴식 . y스쿠비 뉴스 디이버 인엠/

시신강 연구 침여， 수상인영구조원 강습회1

요 몬부 방문， 신큐리더， 블레티넘

ITS 센

13 리E어보드 디이잉 여앵 • 크루집 다이잉 보

터 · 깅억수 강시 시밍 . SSI 뉴스 송년의
빔1 트레이너 원크읍， 깅사교륙 과정 • 님진
수종 징수71능시 대비 과정 ' PA며 뉴스

14
15.

News . 권주혼

해외디이빙 • 밀리민의 인디이버톨 위힌 리

규 다이브 리더， 앉ìAC 제3회수종사ξ당모

YMCA-I339 응급처치&심메소생슐 전문지

조트 • 인도네시아 미나도 터식리이 리조트

진 시상식 새로운

01이스 디이잉， 샤크 디이브 리조트 g은 엑

ZUMA BC 5월시띤 · 제주스쿠바이키대미

도지과징‘ 제1 앉| 서울어린이 힌깅 헤엄쳐
건너기뱅시 수S엔진요원 지언 위급싱횡 대

• 해외여행을 도외주는 팀
징비소개 , 드라이수트 그 기초직 O 때 • 드러

시E 동굴 디이잎 감사 미일리지 프로그램，

리조트 신축이전 자이언트 시스템 싱웅설엉

치업 교육 수상수중인진， 생훨응급처치 캠뼈

이수트미켓

깅시 트레이너 진럭 미당 기체 혼앙지 과정‘

강시교육 • 서울대 수종팀시대 즐업생 모임

회

인 포스터 무료보급， 디이버톨 위힌 잉훨 응

9

때코디이잉 . 2010년 10월의 태증대 비치 수

A메드마운트 스뻐실티 과성‘ $00 깅시 업

ε멍층회

중시진 쉴영대회

깅쐐기， 크로스오버.

급치째십며~상슐 무료 깅습회， 여름시즌

데이트 다01브리더 깅시과성， 이석 몬부짐

어드밴 AC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엉그레이

YMCA SCα% 깅시 깅슴회 2010년 지g회

종생울
10 업체소개 • 스워멘 트렐레보리 구를괴 비

취임， 프레티넘

ITS 션터1 삐스트 므로뼈셔딜

드‘ 신규딜러 둥혹 인스트럭터 잉가관 트레

국컴섣!괴한원징배 6에목징 수중사진쉴영

이킹 드라이수트 • 토틸레저톨 추구하는

어워드

체결

이너 채잉영 서미니 ' NA미 시{부 믹딴 동굴

대회

모형원집수해잉리조트

맹j 신규 트메이너 신년회 X뼈기 인영구

깅새|협， 매 때|브 융년모임.

NB

다이

• 제주수중사진

제 136 호(2이 0년 3/4월호)
1 시설 • 바디에서 흥쳐긴 O뻐삐
2 수중사진 • 띠티마배한국수중사진호열공모

• ÃII2회 국링수신괴혁원징배 ~I디옥징 수

. SSI

팀잉‘ 시이드마운트 세미니 시{}I드미운트 코

3. 해앙샘물 • 잉초지대의 보석‘ 클라운미쉬와

g‘

개해지L 깅시트레이너 깅음 . 8SAC 올디

.ro ^팩열 깅시 업데

,.

7

8

시설 • 스미트 디이버 운동

|미C 로그묵 재률시，

역 깅시 모잉1 고김억매 깅시 추모 깅장모

진을 위한 중요한 규칙올해 규칙율 지켜야

트레이너 표칭.

힐끼? • 어린 큰이엘부리고래톨 구조하래 •

이빙 비즈니스 세미나 깅징미

ADS

칭립 조인식‘ P뼈 디

O 써모네 · 흔묵어류서일회층도갑 (지 17회) .

브 힘똥어 개a빼

세계 하다어 원색도김 {완성펀 21회)

이트 세미나 국내서비스 센터개셜， 때코디이

진 • 횡완뻐 01린에AIIOI

툴루리온일 • 수

다이빙일고 시따딘섬에 얼힌 0101기 • 드러

수원여대 신희영략

특집

빙， 깅시과장 카디로그 출시. 디01브미스터
애뉴얼과 깅사가이드 흩시 ' $00 개해에 올

중시진7에11 게 추천하는 동해안 디이잉 모인

이수트 착웰l 일요힌 71올 · 레컬레이터 구

동 전사관 및 세미나‘ 수증세싱 리조트 개업

트 1회

분히기

5주년 앵시， 효택 수종과핵회 세미니 개최

디브 친목디이잎 사무국 주소이전， 정잭서 미

3 특집 • 제1 부 틴샘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13 독자코너 • 마엽의 소금 빙잉이 바닷물은 왜

2011

. 2010

효택수중스포츠전시회 칩기업

체소개

해외다이밍

5

. SDD

시밀린 수중사진 투어 •

인도네시이 리지 앙핏 다이빙

• 해외디이빙

2 수중사진 띠티미배 뺀수중사진호열공모

MOU

매뉴얼 출시 잉 11

SDC

조요원 잉기1 정영일 쿄수 요징‘ 강원 영동지

11 징수의학 . O&A 징수의회
12 깅시코너 • 로그묵을 그러는 깅시 • 다이농민

씌설 빼m 신소끓지 C태 AED 워크 제 139 호(2이 0년 9/10월호)

전 • 횡윤태의 미린어셰이흥은 시진의 비걸

d

DIVl~ Soc~ly

PADI

CD 깅사교육1

이AIOI 띠시믹 공

인내， 히싱혼 대표 김사징 수싱 액션 스쿠바

쿠스토 • 제2부 쿠스토 후슴율의 가즉분엉과

쌀1시? • 채일리 E야중협회 성기디이빙 번개

회 회징 이，취임식 장비전문가 과정개최 미

선집 경생 • 제1부 세계의 고래 전설들 • 지 12

디이잉

터.01쿠이 갤러리 마린 리조트 오은， 서해비

6 테크니걸 디이빙 • MK6 채호홉기 해S엘습
7 국내디이빙 • 서귀포 헝 새성 이치 포인트

레스 리떼어 램세미니.82기

부 다이버기 부러워하는 고래의 잠수능력

다이빙 축제 채 1회 재주국제스쿠비디이잉

디훌E기훌간

실 이전 ' PAα 코스디핵터 스댐인스트력터

물옥을 들여다링| 옷했던 시대의 바닷옥

8

업체 팀빙 • 티비티 이바라키 공징 팀빙

업에이특 깅사시헝， 노마다{}I브 응급처치 지

연구

9 디이빙드E뻐 . SBS드러미 인생은 01를디워
10 강사 코너 • 수언 스길 기강 171 ' 니섬빈

원 ' CMAS 전반기 니이트혹스 깅슴회.1기

나

여앵을도와주는딩

네비게이션

11 , 징수울리 • 디이빙에서 신소기 니쁜 역힐을
12.
13
14.

대회

15

디이빙클렁 소개 • 때잉 동호인 클럽 을루
미린의 수중사진전 Blue & 않e’

16. Dlvl~ so<미e1y News ' 세노니 세계신기
록 수립 마레스 디자인싱 수싱， 최대수중결

미트 디이버 영예의 전딩 · 스마트 다이버

컬 디이빙 세미나 . ps씨 트라이믹스 러l엘3

블루오선쉴영투어

혼식， 세주국지l스쿠，~때이잉대회영친， 대미쇼

운동에 서영하연서 님긴 스미트 디이버 목

석， 뼈이 스띠어 앤텅 수트 출시 일링 크

인생 출발 알리는 100회 다이빙

닌띠신 때|빙팅시 신규깅시 Y스쿠버 O냉

외여행을 도외주는 딩 • 셰이셀 공화국 디이

로01증 영국해엉횡딘， 테미스쿠바아카데미

FW. CAVE

집수의희 . 0없 징수의희 · 며확징 싱해 한

ε멸렁개해지[ 님해 두미도 리조트 개징 사

차원더높은이해

회치육문괴회의 응급처치운동본부 개소식

D，야q 킬럼 ' BC가 일으키는 문지털의 분석

및 기념세미니

138

호(2이0년 7/8월호)

6

7

8

1. AI설 • 디이빙 시징 물횡괴 디이빙 스포츠

드 스쿠비 이선

라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재 에코디

이 기저온 열증 위기 · 저 4부 해미의 특징

이빙 세미니 없 강써정 때띠D 강사교

괴 성태적 의문들 • 제5부 해미의 긴추린

육， 언긴앵시계획요배 TM다이E 강사교육，

어류학 • 딩신 두뇌 속어도 해미기 있디 • 세

' O&A 징수의학

스터 박사 인터뷰 • 채멀리민 수중형회

PADI 깅시시힘 정싱우 CD‘ 고디이빙 뉴스
TUEV. ISO. EN 웅질인중 갱신， IDIC 로그묵

' TDI/SDI 징희샘 깅시

출시 나이트디이빙교재 왼성‘ 제주 때밀리데

11 때l빙클렁 소개 • 대구디 01버스클럽 %주년

고급중성부럭 교채출시 무어해저.8SAC 깅

2010년 의료봉시
교육을수료하연서

매 • 우정사/오션앨린저 일온 디이빙 테스

4 해잉생물 • 시 게해수어 원색도김 (왼성펀 22
회) . 효택어류시1일회층도김 (제19회)

MK6

재호홉기

SDD

해외 디이빙 및 수중쉴영 교육

스쿠

. SSI

사진진 클링 블루미린 수중 사진전~우정

빙대화 코스디렉터 워크용， 익스므흘러 이선

님쪽포인트툴가디

사/오선쩔린지 오셔닉

깅시과성‘ 수중시진전. $00 엠버엉과성 개면

해외디이잉 • 생생허게 실이있는 비디 - 이

정민 영움 이벤트， 미례스 디스트리유터 미팅

닐러오 • 해외 여행을 도와주는 팅 • 멀리핀
레이테 다이빙기 • 축’ 닌띠선 디이빙

6

7 징비소개 • 우리회사 대 g 선수 메인쟁 1 .

액 출시 • 롯데크리스틸

NAUI

강시교육 •

연씨 떠실리티 회의L 동굴 디이빙 교재 출

성희교개최

노클사용테크늬

시 • 한국수싱안전협회 혹한기 힘동혼련，
구미지구대 빌대식

' CMAS 코리이

깅시교

육 얼음밑 집수 강사깅습회， 강사업데이트
시 미니， 다이버의 빔 . y스쿠비 드라이슈트

지돼 괴엠‘ 수싱인영 따지 토론회， 수
~엔전 지.Ð I 특별교육， 시민응급처치인
전본부 개설 준비. STX 엔진 클렁 CPR

강습회 . PA미 공동진시， 깅시시혈 ERR
깅사 트레이너 코스. 김현준

CD

강사교육‘

승관엉 CD 강시교륙

제 137 호(2010년 5/6월호)
1 사설 • 다이버의 시각에서 온 천안힘 시긴
2 수종사진 띠티마배 힌국수중사진호열공모

오은워터 다이

’

ITC. SS

엉기， 크로스오버 교육1 신규디이브 리더‘

1 시설 • 스미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빙 • 부신 이지디이빙 수종정회 휠동 이니
이런일이생기디네

인내‘ 8SAC ÃII2회 사업언수원생 교육

3

제20회 효택수종사ξ딩모전 입

14. DlVl n9 Soc,ely News ' 우성사 디이브
비즈쇼 칩핀， 잉POEX 침기， 마레스 HD
2.0 밍워 어 훌시， 램세미나 마레스 몬시잉

치 깅시교육 수중사진 공모전‘ T때 재호흉기

상작움 일묘 • 김웅둥의 흔택수종사ξ녕모진

문 및 EU미 쇼 침핀， 테스트 디이버싱， 이

이올루선과정 이l코다이잉 오은워터 매뉴얼

20년 심사 회고 • 효택수중시ξ녕모전 20년

쿠이렁 신ÃI움.K냉PO 침기 띠트너센터

수싱직움얼엄

소식， SSI 코리이 마이크로네시이 서비스

109

다이버영예의전딩

출시 울머이스 미스크 스떼셜터1 트라이믹스

7. DIVI때 Soc lely 뼈ws ' 무징세오션쩔린져
오셔닝 OC-1 한정띤 이벤특 S.M.S 100 잉

수중사진

1이 촉Ãll Sα 깅시트레이너 모집 2치 엑시

4 특집 • 뻐기빌 원지 알고 즐쩨 • 제1부 씨

코 동굴디에잉 .1대C 밀리띤태국 지역 센터

계의 거욱신회외 전살돌 • 제2부 거묵이린 동

툴의 기초적 이해 ' ÃIß부 비디가묵 일곱증

기재시양 연경1 효별핀 브로서 충시‘ 흩삐

본부 이시 흥마‘ 율레티넘 엉무 재개 전주대
학교 해잉실습 코스디렉터 워크용1 연씨 수

5‘ 해잉생물 • 효댄어류세일호훌도김 (지122회)
6 국내디이빙 . 2010년 미지믹 디이빙 신호정

이지 업데이트 인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

X엔루커 지l노니 영회재 칩가 미레네 0101스

중시진교육 띠실리티 소식‘ 강시트레이너 워

원올 개디 • 수중시진가들에게 추천하는 동

디이잉， 트레이너 워크용. 수중사진 세미

디이빙-이비스22. 8SAC 신호보호국제회의

크용.P때| 인터넷 공동 오버츄어 O뻐|팅‘

트레이너 워크g 깅시재등록.

국세징회의 날. CMI잉 6기강사교육결과 깅

인 연경

IANTD

C-G8 rd

디자

트라이믹스깅시 교을，

시i 입대회‘

y SCU8A

해인디이빙포인트 3회

씨킹 스쿠비 개징，

특집 • 인어의 전설괴 요때 이미지의 언전시

띠실리티소식 $00 비디의닐 수종정화즈영‘

이， 정싱우

9

해잉생물 • 해잉무척추동물‘ 01홈 카테고리

친목CIOI빙 t냉움， 트레이너워크옴 수종시

수교육， 지때 국림수신과희원젤 K ~에목징

진전시회‘

ITC, 셰주스쿠뻐{)1'6'낯제 공고

수중윌영대회

SSl ISO

않‘ 트레이너 2치업뎌이트 리조

내-티식리이 리조트

• 해외디이빙여앵을 도

소식， 부신 오스모츠 교사 연

트 대따 강사 ξ떡 모임/엉디101트. Te<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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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걸 강사트레이닝， 이시이지역 이팅 티

1 사설 한국수중시ε녕모전 20년에 붙여
2 공고 • 스미트 다이버 운동
3 수중사진 • 띠티미배 효택수중사진호열공모

외주는 팀 • 미요떼해역 다이빙 투어

이완센터 방문.t!띤 다이브리조트‘ 센터 둥

디이잉 인전 , 모든 디이버기 레스큐 교육올

록 SOVT대 멕시코 동굴 디이빙‘ 응급대응디

\!!얘 101승는이유

이잉‘ 에코IEco)다이밍

강시 코너 · 미스크 울‘기 교육 · 부표 시

C마<OX1덩-AEO‘ 김잉질치과정‘ 울메이스미

용밍엄

스크 교육 트라이믹스

9 독자코너 . GUE ITC훌 미치고
10 집수의혁 • 비행사도 벤즈에 걸린다 . Q&A

CD

징혁생강사d 기

101 축재 지격증등록
비용 인싱 IDIC Hoolenlauchen 2010

전설로서의 앵징어 • ÃII2부 억거리로서의 앵

짐수의학

집 코스디렉터교륙， 잉기기긴 E때.ITS/깅시
크로스오버 모집， 흘러액 훌시 을로T셔츠 훌

징비소개 • 미국 흩리스의 터크니컬 신싱비

시 PA대

• 마레스 킬라검유터 HD엠암트링 민

깅시시험 INV네비게이터스메설티 강사원크

NOMA

E뻐 • 저ß부 사이언스 숙의 영징어

5 해잉생물 • 물고기는 색을 보는개 사용힐
줄 01는1η · 한국어류셰일회흥도김 IÃII21

동굴 디이빙， 장학생 강사괴정 모집，

IANTD 트리이익스 디이버 1 장비전시회
SOD 깅시트레이너 워크용， 지역얼 업데이

10 짐수의혁 ' O&A 잠수의희
11 깅시코너 • 스일의 장 • 디이잉안전을 위한 중

트 및 디렉터 건띠런스.IDCI 신규리더， 디

요한 규ξ들2-'뿔 알수록 띤하고 인진때

PS씨 신규깅사 및 트혜이너 트뻐|믹스

6

국내다이빙

리조트소개
의리조트

' SS40주년 앵사훌 칩관허:;} . 흥해톨 이시

12

이브 검뮤터 세미니

혜엘

비즈니스 세미나

1-3 코스 개해제， YSCU 8A 홉때이

니요 • 고 김억수깅씨주기 추왜 • 흔한 실

지 통힘 재개징， CPC RlAED 뉴7메드라

수외 응급처치 오정철의 테크니걸 디이잉

인. PA미 이시이미시믹 공동진시핀， 비즈

인생 · 호흉을보디쉽게

니스 슬루션 서미니， 엠버포럼， 강시시힘，

독자코너 • 이싱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 을!이

수원여대신학협력체결

보는 NO뼈 뭇있는 해맞이 디이빙

13

디이빙클렁 소개 • 수종시진기 모임 빛흐룡
서[1회 수중사진 전시회

14. 01Vl~ Soclely News ' 마레스 코리이 렘
세미니 o 버스 인터넷 연매경영 정색 %우
정AI/오션얼린지 임직원 대미쇼 칩관， 아쿠이

회)

마ve-타R코스. 엽버모럼1

국최초 이러닝 일묘， 어l코 디이밍 액시코

• 민디이잉이 기능힌 세부 믹틴심

d 특집 • 미스터리 여앵지 인울 앵S뻐 • 제1무

Cav뼈Vlng 교육 밀리민/태국지역센터 모

01씨 갈럼 . O l{l떼이잉의 위험성 문석

lmage Pa 메~

SDC 매뉴얼 출시， 대혁생 깅시교육

'l.1jj떠 수중정회 g동

전 횡윤태의 미린에서이 - 멋진 민님 · 김
생수의

BSAC 이이스

S미 사이드 마운트 스머 실티 깅시과정 힌

롬복쿄코티노스리조트

8. 어코다이잉 • 귀신

터 틴생1 인스트럭터 잉가
나.

7 해외디이빙 • 서l부 믹틴섭의 영웅 디이빙 •

긴사회 여름수련회， 100주년 기녕 흥키밍디1

인

리저

등록비용 조정 응글처치자격 허용 지격증

고 미레스코리이 이이콘HD 흔띨버진출시‘

또MA쇼 칩가 PSAlt!띤， 업대이트 깅사

• 흔댔{류셰일회용도김 (빼 8회)

센터 등록， 이시이지역 서비스인내

모집‘ 제주 때일리 대이‘ NA미 김우헝 미국

전 • 횡윤태의 미린어씨 101- 노꿇의 결징

5 국내다이빙 • 강원지역 디이밍 리조트
6 해외디이잉 • 인도네시이 미니도 디이빙

13 독지 코너 • 매혹의 섬 에콰도르， 길랴띠고
스군도톨젖이서

2 공고 • 스미트 디이버 운동 포스터 • 스미트

리민수중영회소개

특수 징비 • 울에 뻐진 인영 수색에 훨용되
고 g는소니 징비들

요구효삐

어드밴스드 나이트혹스 띠운디l이션 인

깅사가 되

는 길 제1 회 • 새를게 밀려오는 트렌드 시
이드미운트 디이빙 • 스쿠비 틸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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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럭터， 경탕”희교 계설희가 홍메이지 진
세계 통엉， 프리다이잉 코스런상.SS 승년회

13 집수의학 . Q&A 집수의학
14. DI씨 칼럼 ‘ 재호홉기 사밍시고
15 수중사진진 • 잉넘원 수종사진전 t훌
16 때|빙클럽 쇄 · 딩을루 포토 클렁 • 재일

2이 1 년 설을 잊이 찾이기 본

10 징수의학 ' O&A 징수의혁
11 강사코너 훌룡힌 스쿠바다이잉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잉

블루노선의 업인회외 운영연경‘ 인스트럭터

TXR

12. 독자E너 • 칙소쪽포에서의

해외디이빙

종휠영 여행 • 두마게테 투어기 • 고래싱어
의싱치，돈슐을가디

스쿠비 디이잉 대회 공고，8월 성규

10 디이빙 입운 • 초보지 입문 인내
11 강사E너 • 므로길은 디이버기 되는 빙엽 • 스

전하는 동해인 디이빙 포인트 4회

9

및 비디오 깅시교육 성휠체륙 지도지 검정실

집. $00 대효엔국의 비디 시진전시회， 국제

부제

개잉 포인트톨 가디 • 수중사진가들에게 추

시， 친목다이빙개작 강사체육」대회개최， 정싱

SEI KOREA 2011

효택의어류연구사

국내다이잉 • 김건석의 포토리포트 싱싱 한

섭기 용택영 드랴이슈트 코리인 0매|스 을루

후원， 데미쇼 침관 및 본시 투어 침기자 모

신긴인내 • 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저모 · 서l미니순례

8.

훌시， 아쿠~I렁 01이스랜드 서미드라이외 디

뉴얼 출핀，~업현징관리지 안전교육 시행

9

계해마도김

5 발행인 칼럼 • 조굉현 화백괴 니
6 해잉생물 • 한국어류셰일회훌도김 (지123회)
7 전시회 . 2011 한국수종스포츠 전시회 이모

빌리카식 • 인도네시이 묵슐러웨시 지역 수

혼 트레이너 대통령 묘상. YSC뻐A 흔띨 매

시 g개크로스오버

• ÃII3부 동서앙의 인영동치익 해미， 그것

CMAS KOREA 깅시교육 수중사진

인내‘

영， 띠트너센티 3호집， 지{주국제설ξ!3중경기

싱식 • 이리아드네의 실

터크니걸 디이잉

띠이오 LI어 한

수 입고 아쿠이스띠어 O멘디 비어드 스떤서

8

. TDI

OC-1

띠티마 Rχ H-550D 허우징

바레인져 시언회， 트러 이너 최종 인중 깅
축제 사이드마운트 과짚 CPR 강시 과정‘
sα 강사피잉 ' IDIC 마케팅 세미니‘ 코스
디펙터 전럭회의 프로 이크로올리스， 융러

시교육 콩비인 나이트룩스 깅시 워크흘 기

기 · 정싱도 해안 다이잉 리조트 · 문성 동

• BSAC 01이스 다이잉 행사， 깅사교

육 개최.~닦 디이밍 0배얼 출시

입크승.

숫김셉 절차과정， 제1 회 세주국지샘바디이

깅습 t닦 매뉴얼 출시 유근목 깅시 본부
근무

PSAI 트레이너

12. Dlvl~ Socle1y News ' 제13회 울빛 수증

프레스 민 스포츠디이버지 스개， 일몬 다이

밍 떼스티얼 칩관 • 띠NTD

이， 앨런지 삐스티빌.

생일 ξt치

5 국내디이밍 • 구룡포 징길리 펀디이버 투어

엑스

해미 유물이 일으킨 세기의 미스터리 사건

집수의회

어외 인간의 핀계 역사 • 쥐치를과의 전쟁

BC

o 떼크

들

3 특집 • 얼응바다 묵극해 ~ I닷숫 대팅시 • 싱

리이슈트 업체 호}이트인수， 주미

SS KOREA 송년회

로네시이지역 한택 둥록가능 어드밴스드 트

10 독지코너 • 미국 최초 민간인 강시 액 갤러

전 횡윤태의 미린메셰이 - 염원2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싱직

일묘

포츠신지1웅

마나 엇진 다이버인가 • 쇄띠1

2 수중사진 • 띠티미배 효택수중사진호열공모

' SOM

대 억시숙의 해마 이야기를 · 지 2부보울급

헝 드라이슈트

9 깅시코너 • 스킨디이빙쟁 10&A ' 딩신은 얼

웅격의문제

수중사진

SSI

도어스 01트떼어 출웅 모비스 래쉬기도

KOREA

• 걸스

소리

3

매일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전， 스미

빙인내
코리인 이이스블루

1 사설 · 쭉음에 대히여
2 스미트다이버 · 스미트 다이버가 되지 · 스

• ÃI120 회 흔택수중시진 공모진 시싱식
4 특집 • 해미 스페설 • 제 1 부 해미 신회외 고

징비소개 • 잠수목 베스트 셀러 모음 • 효택

(주)해|마모비스 스노부드 장비 수입민

스쿠비므로 테크니형 워크올 . 01쿠이렁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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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다 · 싱섬 동묵 포인트톨 가디 · 포항

칩관 및 온사 투어‘ 01쿠~I형 띠트너샌티 소

티벌 침관 • 팅스쿠바 징비 리머 어 세미나，

샌

깅음회， 친목다이빙.3 기 깅시깅습화 테크니

인 다이잉 • 인도네시아 코모도 여행기 • 해

100m 신기록 SO뼈 오선 어원드 수싱

COC

징비전문가 강사교육‘ 싱반기 구조잠수강사

해외디이빙 • 일리핀 서던 레이테 - 소고드

네모 입이드 2차 업그레이 ξ 얼음밑 짐수

투어 일징1 보리뻐| μ 월드

4 해잉생물 · 효택어류시일휠흩도김(지120회)
5 국내디이잉 · 우리나라 디이밍의 고항 지주

교용. 효택 몰리텍 3대학 • 디01브존 개해져1.

• 마레스 타우젠 일미노 상 3개 부문 수싱.

11.
12

14

어드밴스드 가스 브랜딩 교육

시ε념모전 시싱식 • 수중사진 4인전 개최

8

ITC 개작 사무

독지코너 • 엘기에 NEMO영에 기다 • 지Q

16. DM~ sc얹W 얘ws . 제19회 한국수종

7

2010년 코스디렉터 코스 • 잠수업

힐때

15 빙디이엉빙 안전 • 디이빙인전시퍼 유영열 대치 제

3
4

' IDIC

신혼여행과 새섬 서묵딘코지

렁 신세율.01쿠이렁 몬시 잉문 및 디 마쇼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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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주) 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TUSA/Oceanic/Hollis/ Atomic 장비수입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전화:

g낄 째b힐파jssA

팩스:

“‘ -α"'"얘~m"

140-15

3층

02-4300-678
02-4300-838

홈페이지 : www.woojungsa .co.kr
대표:신영절

서울시 서초구 서초1 동

mar
l! l @
.........

전화:

팩스:

j us.!

ädd

홀페이지 :

watër

www.mares.co.kr

대표:우대혁

오선첼린져

아쿠아렁 코리아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전화:

원9 맑뜸릉컴I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40-14

02- 478-7273
02- 478-6174

팩스: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1614-15

02-588-0970
02-587-0392

AQUA 강 L UNG

전화:
팩스:

574

한주빌딩 2층

02-541-0118
02-517-5415

홈페이지 www.firstdive .co .kr
대표: 오석민 ， 지사장 이용준

(주) 테코

해왕잠수

셔우드/순토/바우어/터|크니서브 장비수입

Bism/ Beuchat/ Omer-sub 장비수입

TECK융
0'
Technology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서울시 중구 만리동

노파크 메 가센터 201호

전화:
팩스

전화: 031-π6-2442 ， 팩스: η6-2444

홈페이지 : www.tecko .co.kr
대표: 오성숙

Korea

힘젝스톤코리 아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등 고급다이빙 장비 수입

Chaxtctn

홀페 이 지:

에스엔씨코리아
미국 에어리스 장비 수입 판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30-1 882증

건앙빌딩 3 이호

전화:

02-3789-0906
02-3789- 0190

홈페이지 :

~EnIS

아쿠아텍
미 VE

RITE

싫憲‘ t 풍’*%*
~( rn 텀\ i
ò\ 에빠헤 I al k

~ .과

|aiX

￡

%에'""챔*’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전화:

팩스:

550- 5

02-3143-0594
02-3143- 0599

홈페이지:

www.chaxton.com

www.chaxton .com

대표: 유성주

대표:유영제

OMS.

www.kings ports.co.kr

대표:장준득

서울시 성북구 장우1 1 동

팩스:

( 주) 젝스톤 코리아

廳廳뺑렐흩

1가 35- 4
02-362-8251
02-364-9665

바다강/아쿠O~，스포츠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ivers 수입

본사전화:

뿔뽑뿔쫓첸

지사전화:

051-621-6003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BSAC 코리아

블루노션 (SSI 코리아)

BSAC 교육단체

SSI/Reacf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땅變

κ찌

쩨

“R

전화: 031-272-이 20

팩스:

전화:

홈페이지 : www.bsac.co.kr

홈페이지: www.divessi .com
대표: 이신우

대표 박종섭

IANTD
I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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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S 교육단체
서울 중구 만리동1 가

전화:

전화:

02-486-2792
02-486-2793

팩스:

홈페이지: www.iantd.co.kr
본부장: 홍Er화

~ "-/~

코리아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 17201호
팩스:

z

”

.. /’ (')
...
"" ..“’I/'..._"

.니.“

NASDS

코리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싼*Qj;‘.iTR“
、~~ ~-，..
.',‘ν..+’}、~
’,
I

446-32 1 층
02-408-6418 , 팩스: 408-6419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031-272-0858

35-4 2F
02-392-6829
02-393-3602

대표장준득

Ql)

SDD

S미π미/ER미
레저 다이빙/테크 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sα 'TDI 톨;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245-20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 www.tdisdi.com
대표 정의욱

인터내셔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월드비터 408호

燮까훌섯

SDD

전화:
팩스:

155-2

031-708-6967
031-706-6685

E-mail: hq@sddi.org
대표:김동혁

IDIC

PSAI

다이빙 교육 훈련/다이빙 비즈니스 지원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햄홉@
Interna tional Oiving
Instructo r Corpor atio n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06-12 1층
전화: 070-7674- 9998
팩스: 02-579-9997
홈페이지 : www. idic.kr
본부장 01석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주)하이파/모비스

호흘용 콤프레서 제조， 판매

모 비스잠수복제조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3
031-541-7000
팩스: 031-542-2999

홈페이지 :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동남빌

전화: 02-817-4190 , 팩스: 824-0389
흩페이지 :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MSL 콤프레서

전화:

393-64

딩 3 이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전화:

506-11

031-763-8272
031-763-8271

팩스:
홈페이지 :

www.mobbys.net

대표:박태환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키옵니다

사단법인 효팩잠수협 회
다이빙교육단체

總헐짧
훨靈랬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션샌터 2층
전화
팩스

88-2

올림픽컨벤

02-425-5800"'2
02-425-5803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전화:

수지로얄다이빙풀
다이빙전용 풀

1143-13

010-4440-133 9(김성길 본부장)
홈페이지: www.ymcascu ba.or.kr

051-440-3332 ,

뉴서울다이빙풀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대표.박종섭

경기도 굉영시 하요!3동 S엠지역 6 1-1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078번지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스}역 õf인동 빙항)

수지로알 스포츠센타 내 스킨스쿠바풀장

전화

전화: 031-265-5611 (교환14이
031-264-07π(직통)

www.scubapoo l. com
ma il: pooI11 4@s cubapool.com

02-892-4943 , 893-4943

대표 김영중

액션스쿠바투어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슈트의 수리 가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전화: 02-3785- 3535 , 3536
팩스: 02-6234-5100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678-3
0505-262-0114 , 02-393-4301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대표전화:
휴대폰: 이 1-287-3 119
홈페이지: www.d iver114.co.kr

대표. 이민정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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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1년 /10권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 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본지에서는 엽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엽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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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업체냐 1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PA미

성남해마스킨스쿠바

TDI/ SDI 강사교육，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테크니컬 · 재호릅기 교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굉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011-314-5422
홈페이지 : www.scuba24.com
휴대폰

대표:김진규

전화:

02-420-6171 , 홈페이지: www.scubaQ.net

씨-게이트

롯데 크리스탈 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다이빙투어

다이빙교육/투어/강사교육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69 효택A
전화 032-504-1555
팩스 032-504-1556
휴대폰: 011-9734-1555
인천 부펑구 갈~f2동

상가 103호

411-4539
010- 3256-7878(최완중) ，
011-9943-5925(이기백)

홈페이지:

푸른바다

www.crystald iving.co.kr

GREEN CLEAN UP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경기도 늠앙주시 가운동

갤러리아 펠리

전화: 02-3431-5554(직통) ，

휴대폰

대표 고성진

NAUI 강사교육，

40

스 펠리스아케이트 B21 호

558-1

스쿠바 실린더 육안 검사 및 세척 전문 업체

Green Clean

103호

Up은 스쿠바 실린더의 칭소와

전화:

031-567-7857
031-567-7858
홈페이지: www.skinscuba.net

육안 검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기로 호흩하고 안

팩스

전 사고를 예 S텀}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업체입

대표.유지섭

전화:

니다(인증서 발급)

010-4617-4987 , 01 0-9386- 7004

당신은 깨끗한 실 린 더로 다이 빙을 하고 있습니까?

테마스쿠바아카데미
다이빙교육 · 다이빙투어 · 장비판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0-2번지 미성 B/D 201호
전화 :

031-485-3600

대표 : 문승범 이 7-604-3244， 필리핀

011-290-8906 , 필리핀
www.tmscuba.co. kr

강사 : 이갑상

홈페이지 :

63-926-714-6844
63-927- 676-5566

본지에서 는 엽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 의 업 체안내 디 렉토리 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 함광고 디렉 토리 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 /10권
이 상 정 기구독하는 유수한 엽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본지 에서는 업 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 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 는 엽 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 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 의 엽 체안내 디렉토리 를 운영

될 수 있도록 명 함광고 형식 의 엽 체 안내 디렉 토리 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영 함광고 디 렉토리 는 본지 의 광고업 체 나 1 년 /10권

본지 명 함광고 디렉토리 는 본지 의 광고업체 나 1 년 /10권

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엽 체들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 - 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38마린 리조트
국내최대규모， 호델급객실， 조도다이빙， 잠수풀보유
강원도 앙S면 현남면 남애리

48-11
033-672-5666
팩스: 033-673-5666
홀페이지 : www.aquagallery .co. kr
이메일: aquapoel@hanma il. nel

강원도 앙S받 현북면 기사문리

전화: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 l. nel
홈페이지: www.38marine.com

대표: 임창근

월드다이브리조트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천혜의 자연찜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 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앙S받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033-671-1524
홈페이지: www.worlddive.kr/
대표·최문식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033-651-8082
휴대폰 011-3306-9446
전화:

대표 이주일

해원다이브리조트

해운대스킨스쿠바

숙식일체형， 비치다이빙/보트다이빙안내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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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1 동 1405-10
전화: 051-743-1821 /747-7471

μ”

팩스

: 051-743-1822
010-3882-1821
이메일: hudam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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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표.김영식

킴스마린스킨-스쿠바

이지다이빙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수중촬영， 공기탱크 대여

강사육성·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부산시 해운대구 우1 동 831 번지

전호H팩스) : 051 -747-7705
휴대폰: 011-884-2989
홈페이지: www.kimsmarine.co.kr
이메일: kims3104@hanmai l. nel

부산 중구 중앙동2가

49-43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홀페이지: www.ezdiving .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전화:

대표:하싱훈

대표. 김학로

잠수함다이브센터

해양스포츠교실

수중비디오 촬영 전문 업체， 스쿠바 FM교육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부산시 언제구 언산동 각단5로
전화:

25

051 -865-8148
휴대폰 010-5659-8148
홈페이지: www.busanscuba.co.kr
대표: 조현준 강사: 이나영

부산시 동쉰!2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051-405-4111
051-405-8335
휴대폰: 017-573-2212
홈페이지 : www.busanscu ba.com
팩스:

대표: 조미진

스킨스쿠바하우스

이응구스쿠바

폴건， 채집망 전국도매， 태종대 다이빙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전화:
팩스:

514
051-758-0511
051-758-0510

부산시 영도구 동슴엉동 산
전화: 051-403-1526

휴대폰: 이 1-558-1534

휴대폰

홈페이지:

대표: 주영규

legscuba.co.kr

19-1

011-586-1526

대표: 이응구

백스쿠바

인트로스쿠바

다이빙전용풀，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대구 PA 미 다이브 센터

‘’“‘

ι~-“

1029-1
전화: 052-294-7372
휴대폰: 011-388-7372

울산시 중구 남외동

'\G_~.

I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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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대표:백성기

?åDI

대구시 남구 옹덕 2동 1020-5 번지

전화:

053-475-3090
010-9387-3090

http://cafe.daum.net/introscuba
대표: 강동흔

옥토푸스다이빙리조트

프로다이브묘리아

보트다이빙전문

택꾀컬 때빙 교원PADI DS따 편그램~， 징비 답빼: [/0/빙 교육， 때l빙 울， 뼈가로돈 CCR 때l빙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앙포리
전화:

대구 남구 봉덕 2동

2-1

전화:
팩스:

054-276-9374
011-502-7035

휴대폰:

홈페이지:

1071-6
053-471-9707
053-471-9708

효성 코아 1 층

홈페이지 : www.prodive.co.kr

www.yangpo.co.kr

대표:이규식

대표: 도국조

아쿠아벨리조트

SEAWARD
바다목장의 난파선 다이빙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 리 97번지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전화

전화

054-251-6189

휴대폴· 이 0-6372-0037
홈페이지: aquabel.co.kr

83-15

054-787-7391

휴대폰: 이 0-3870-6867

E-mail : seaward2@hanmai l. net

대표.황득식

대표 김용칠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1년 /10권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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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85AC강사교육， 호미꽂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경남 통영시 사랑면 돈지마을

전화:
팩스:

660

대표: 초|경식

055-641-1278
055-755-3224

BSAC

트레이너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054-232-9669
휴대폰: 010-6823-4277

휴대폰: 이 1-552-7212
홈페이지: www.donji .net

이메일 seaonee@hanmail.net

대표.박출이

돌핀스쿠바리조트

문희수잠수교실

흑도 •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주 감포 / 제주 고산 리조트 운영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8번지

전화 063-463-80(꼬

전화:

다음카페 : 톨핀스쿠바리조트

054-775-4286
휴대폰: 010-4800-4246

대표. 이상현

대표:문희수

휴대폰:

010-9504-1994

나치^~ 차A 하꾀
L.!T흔; 디 T~ .IJ.!.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시 연동

271 -1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킬

다이빙 전과정 교육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아카데미하우스

201 호
전화: 064- 713-0098 팩스:
홈페이지:

314

전화:

전화:

063-855-4637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팩스:

713-0099

www.marine4to.com

대표:노남진

대표:황윤태

홈페이지: www.nonamjln .com

굿다이버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강사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전화:

748

전화 064-762-7677
휴대폰 이 1-721 -7277

휴대폰: 이 7-215-6577

홈페이지 : www.gooddiver.com

흥페이지 marinehouse . info

대표 김상길

대표: 허천범

064-738-7390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엽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엽체안내 디렉토리 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 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 다.

다이브스테이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제주시 건입동 657
전화: 064-755-9934
팩스:

064-755-9938
011-691-9934

휴대폰:

대표: 이영덕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0065
홈페이지. WWW떼 udoscuba.com
대표·문수은

돌핀스쿠바

태평양다이빙스쿨

서귀포다이빙안내/처|험다이빙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584-7

전화:

587-38

064-762-5133
011-693-5135

휴대폰:

대표: 허창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064- 762-0528
휴대폰 : 011-696-1224
전화:

이메일 :

moonsom21@hanmail. net
www .pacific21.com

홈페이지:

대표:김병일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

진스다이브리조트

나우이 강사교육/성산포 해양 리조트

세부 남부 오슬롭에 위치 한 다이브 리조트

뜸를를들를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응 성산리 164-17
전화 02-487-8144 , 064- 782-

l"'. 1.:• •1.'

1.1

, '• •

1113
휴대폰

010-5283-8144

홈페이지: www.sealife.or.kr

전화:

010-5351-9232 ,
63-920-953-1410

홈페이지: www.jinsdive.com
대표: 진신

대표. 박창수

MB오션블루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전화:

001-63-32-474-0046
인터넷 전화 070-7518-0180
홈페이지: www.moalboaldive.com
대표: 김용식

Ll LOAN BEACH SANTANDER CEBU
PHI Ll PPINES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 070-8241-6125
홈페이지: www.bluestars.co.kr
이메일 :

udtseaI25@naver.com

대표:박재성

킹덤리조트

보니또아일랜드 리조트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고요하고 아늑한 환상적인 다이빙 전문 리조트

효택사무소:

앓혈靈

010-3929-3221 , 010-

3282-5566(이시영) ’

070- 8288-8818 , +63-32-4809118 , +63-908-572-7030(정광범)
홈페이지:

liloankingdom.com

전화: 63-919-539-5822/
63-917-805-3323

이메일: tsonykim@paran .com
홈페이지: www .bonitoresor t. com

씨월드세부

Sea World Dive Center , Balabag ,
Boracay Is. Malay Aklan Philippines
전화: 63-36-288-3033
인터넷 전화: 070-7897-8151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Palm Beach Resort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전화:

대표:김순식

대표:김순식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OI/SOI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Hadsan Beach , Agus , Lapu-Lapu
City , Cebu , Ph ilippines
전화: 032-495-2203
핸드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7570-8197,
070-7571-8197

Paradise Dive , Sabang Beach ,
Orienta l
Galera
Puerto
Mindoro ,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임희수

대표: 01중현

돌고래 다이빙

SM 리조트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빙~ TOI/S미강사교육

임페리얼 필라스 호델 내 해앙스포

전화:

63-917-530-1109
63-927-302-8921
홈페이지: cafe.daum.net/smscuba

츠센터
전화: 070-8814-7860

대표; 초|경호

www .cafe .naver.com/dolgorae
diving
담당:윤태희

MIMPI RESORT

TASIKRIA RESORT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ιlJ.lk K! a κnort

_;pa &. i,i"
f-,.

Jalan Gunung Agung NO.105D
Denpasar 80118 , Bali , Indonesia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 Manado ,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444
이메일

전화: 62-362-94497(벤장간)/

62-363-21642(틀림벤)
맥스: 62-362-94498(멘장간)/
62-36 3-21939(툴림벤)
이메일:

info@tasikria.com

COCOTINOS RESORT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마나도/세코휠롬복)/오닷시 다이버스
전화 62-812-430-8800(마나도)
62-819-3313-6089(롬복)

sales@mimpi.com
www.mimp i. com

홈피|이지 :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 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 /10권

이메일·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nfo.desk@cocotinos.com
홈페이지 : WWW.cocotinos.com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수중사진술

수중ll] 디오촬영

한국후새류도감

오푼워터다이버 매뉴얼

뛰는물고기가는물고기

수중시 신의 일 인석인 원리에시부디 섣

수중u l 니오한영의 일반적인 원리외실

l부이|서는갯인숭달맹이윤중심으로 1%

교육 딘"'11의구분없이꿇}적으로시

새 01있고싱식을얻을수 있는울고기

신사~II와원잉시전화쏘를포힘힌수중

전시~II단소개힌수중이디오싣잉가의

종의후세류들을 αn장의 생생한수중시

용쉴수있는스후JI디이엉 잉문서

이이지 E은실깅LJ는수중시진들과

시선기의 원옥세이용안정의욱공지‘

맹독AV 이용엽，우대혁.진신공지.

진으로소개했으01 ， 2배|서는후새1혐l

16.~쪽 올 견러 가걱 2인 5선윈

일러스트로소개힌책 저지1엑윤

'1 각 3만윈

지끽 3만윈

생[빠앵옹에대해자료사진과힘께실

깅 l쪽옹킬리 가격 l 만 3진원

잉하고있다 지재고동임，사진I DÐ'C21
기끽 3'11'원

l
일몇뚫및l
.혈빼빽

)、액l

I!fI!II!:íiI I
바위해변에사는해양생물

실수로 배우는스쿠바다이뱅

상어의인간사낭

다이버의 수화법

더싸일런트월드

일인인과칭소닌，해앙생물을공부" 1는

수많은 나이어들 이겪있딘 싣진깅힘과 실

싱이에관힌쏘든지식이당겨지

농아지들0 1 시용ôl는수화입 01용 이띤 의

인류가수중시l께}에 대해거의 01‘우깃도올랐

대학생 .0많쥔 시노응}는교사등응 위’l

수들의 술직힌고백 다인의깅헝블농」히이

있다 새마있는 다큐밴디리 앙식

시 표시도힐수있는 때 ul 전 용의수화밍

딘 1910년애어l 쿠스토와그의동료들이바닷

생대관섣인내서 ' 1 걱 l 인 8선윈

효과적이고노손쉽게다이잉 션력을 항상

으로 서술되이 흥미진진허다

밍응그핍으로표씬포갖멀으로폭 9. X:n~

속을당힘히언서겪었던내용융마룬마큐멘

시진수있다 있)쪽 시걱 |엔 2신원

$쪽 7 1끽 8진윈

높이 16.5an，두께 1. 5an‘ 107쪽.7 1 끽 2인원

티리소설，올낀이 깅용등.가걱 |만 S천원

韓댐홈패生뺑훨톨휩짧

ADVANCED DIVING MANUAl
OI~ 'I!스 so이 w.눠‘

GUIDE SOOK TO HAR1NE UFE OF ‘。 REA

...‘

h

,;

ζi

2ö

한국해양생물사진도감

어드밴스드 다이빙 매뉴얼

다이브마스터매뉴얼

다이멍이론과실제

다이에의 일수소징시 /휴대시，학생，히자，일

초보다이ul에서싱급디이어가되기위한교온.

경힘있는다이이의수준을 녕이다이밍 교육과다이

디이잉 입문자와이드안i투다이비들까지공동적

인국민모두의소성서.윈색시선 I JXXl징수

3짧쪽'.7 1격 2인원

빙 입계에서 중요하고폭녕은입무흘수앵하는다이

으로사용될수있는종힘교과서 $쪽 기격 2인원

록‘포켓북시이즈느 앙정온 가격 3만원

바마스터의익할과임무에대해재개적으로정러한
지칭세지자 정의원 l굉쪽， 7 1격 2안원

풍륭졸판사

1 987

주소: 서울시 a밤구 대치동 911 번지 대종빌딩 205호
전화

02-568-2402 , 팩스: 02-558-1207
diver@scubadiver.co.kr, 홈페이지 : www.scubadiver.co.kr

이메일 :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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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미 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 열전도율이 닥월한
불소 중홀}체로 코팅한 2단계와 마레스 고유의 바이패스 시스템을 갖추

고 있습니다- ’아비스22 네이비’ 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도 완벽
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칩단 기술의 강력한 호흥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힘이라 하더라도 ‘아비스22 네이비’ 가 임무를
수행할것 입니다

메lilrl!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