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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尊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벼움을 모두 현실화시킨 진정한 호흡기의 지존.
마레스의 첨단 기술력으로 꿈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the future has arrived
최고의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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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마십시오.

www.mares.co.kr

벌집형 발집 디자인이 부츠와 발집 사이에
고이는 물로 생기는 파라슈트 현상을 억제

고강도 재질의 X자형 디자인으로 강화된
발집이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오리발 킥동작 중 최적의
오리발 각도를 제공

엑스 스트림 (X-stream)
진정한 혁신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신규 특허의 벌집형 발집은 더욱 편안하면서 가볍고, 파라슈트 현상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가로축의 OPB는 최적의 오리발 각도를 제공합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소형
물골을 갖춘 슈퍼물골 블레이드는 오리발 킥동작시 발생하는 교란현상을 감소시킵니다.
세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리발 입니다.
미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www.mares.co.kr

표지사진 : Sea Angel
ⓒ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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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다이빙 4.0,
그리고 스마트 다이버 운동

우화/ 바닷속 사회의 자본주의 성토대회
바닷속 한 마을 회관에 물고기, 소라, 게, 물개, 고래 등 각 종족의 대표들이 모였다. 땅 위에 사는
자나 물속에 사는 자나 하나의 지구 국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인데 윗마을과 아랫마을 간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성토대회를 열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은 인간을 ‘기업’이라고 불렀다. 목사, 스
님, 정치꾼, 서민,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인간은 모두 기업이라 불렀다.
글 / 발행인
(김인영)

아랫마을 부락민이 절망에 이르도록 인구가 줄고 못살게 된 것은 윗마을 야생동물들 때문이 아
니라 오로지 기업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전갱이가 말했다. “참치가 우리를 잡아먹어도 우린 불만이 없는 거야, 우리도 작은 참치나 멸치를
잡아먹으니까 서로 비기는 것이지! 그러나 ‘기업’들은 뺏어가기만 한단 말이야! ”
고래는 “우리는 많이 먹는 대신 새끼를 적게 낳아 균형을 맞춰주지, 수가 적다보니 기업들 탐욕에
우리 고래들이 먼저 멸문하는 가문이 많았지!”
바다거북이 거들었다. “전설이 증명하듯이 우리 거북들은 기업(인간)을 얼마나 많이 살려주고 인
생 지침 철학까지 가르쳐 주었는지 아냐? 기업들은 우릴 숭배한다고 하면서 멸종위기에 몰아넣었
으니 기가 막히지!”
상어가 말했다. “우리가 기업들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우릴 이길자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너희들
중 병들었거나 상처받아서 오래 살지 못할 친구들을 골라 먹지 않느냐, 또 죽은 것들을 먹어서 청
소부 역할도 하지, 우리의 지느러미 만 베어내고 던져버리는 저 못된 기업놈들을!! ”
마을 회관의 분노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자 문어 박사가 나섰다.
“우리 아랫마을 식구들은 17~18세기 “자본주의 1.0” 전에는 기업에게 가족을 공출 당해도 자식
을 불려나갈 정도는 되었으므로 그런대로 살만했었지요.
자본주의 1.0이 산업혁명을 통해 기관식 어선과 효과적인 어구들을 발명하여 대량으로 우리 피
붙이들을 공출해가기 시작할 때부터 위험을 감지했어야 했는데 우리의 오래된 상생 정신은 기업들
도 우리에게 뭘 되돌려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뉴딜 정책이네,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네, 복지 국가네 하면서 자본주의 2.0이 출현하자 그
네들은 생활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남획하고 우리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급기야 기후변
화 재앙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를 초토화시켜 놓고 더 이상 착취해 갈 것이 없자 자본주의 3.0을 고안하여 한정
된 재화를 저희들끼리 뺐어먹는 경쟁 게임을 한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 폰이 쌀을 만듭니까 고
기를 만듭니까? 게임에 날고 기는 자가 승자독식하여 루저가 너무 많아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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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는 혁명이 일어나 단두대가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

놀러만 다니는가? 그리고 얄밉게도 있는 놈들이 회를 사먹지

승자들이 겁이 나서 따뜻한 자본주의 4.0을 들고나와 루저들

않고 물속에서 훔쳐가는가? 세상 더러워 살맛 안 나네 이거

을 달래고 있는 중 입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살자는 것인데 그

뭐 사회가 잘못된 것 아냐?”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IMF나 금융위기 따위는 돈을 모르는 우리와 관계될 이유

따뜻한 자본주의가 우리 다이버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어도 한발 짝 더 나가보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가 없고 더군다나 금융위기는 IT 재주를 자랑하다가 일어났

다이빙하는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많다.

는데 IT 기기는 물속에 들어오면 무용지물이므로 거기 까지

그러나 위 우화를 예로 든다면 바닷속 동물이 볼 때 인간이 모

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됨니다.

두 대기업이듯이 배를 직접 운전하는 어민 시각에서는 다이버

“보세요, 이상 기후, 가믐, 자원고갈, 기근 이런 게 다 상생

들 전체가 대기업이며 어민은 자본주의 3.0의 그늘 아래 사람

정신 없이 우리 바닷속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약탈했기 때문

이다. 개별적으로는 그 어부보다 못사는 다이버가 상당히 존재

이지요.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저들만의 개량 자본주의

함에도 불구하고 그룹 분류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는 버젼 넘버 100이 나와도 성공 못합니다”

자본주의 숫자 버전들은 수학공식 같이 다이빙에도 그대

“우리는 지구에서 영겁을 살아오는 동안 윗마을의 멸족 동

로 들어맞는다. ‘다이빙 1.0(자본주의 1.0)’에 스포츠 다이빙은

물을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도 곧 멸족할 것입니다.

없었고 머구리 잠수(산업 잠수)만 있었다. 머구리 장비는 이

1천 년이 기업들에겐 길어도 수 억년을 살아온 우리에겐 잠깐

시대에 표준규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1.0을 고전자

입니다. 기업이 멸종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읍시다, 여러분! ”

본주의라고 한다면 머구리 잠수도 고전잠수이다.
스쿠바 다이빙은 자본주의 2.0 시기(1930년대~1960년대)에
등장해 자본주의와 함께 발달하면서 대중화의 틀을 준비했

자본주의 4.0이란?

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스쿠바 다이빙이란 스포츠가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다이빙은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아나톨 칼레츠키가 저

이 시기가 ‘다이빙 2.0’이다.

서 ‘자본주의 4.0’ 에서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소프트웨어

다이빙 2.0과 자본주의 2.0은 다이버의 잣대로 보면 “영웅

버전처럼 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였다. 나폴레옹 전쟁과 영국

시대” 였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전쟁 영웅들이 나왔지만

산업혁명 시기의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대

이들 중에는 다이버들도 많았고 잭 이브 쿠스토나 한스 하쓰

공황 이후 케인스가 내세운 수정자본주의(2.0), 경제위기가 있

(Hans Hass, 오스트리아 사람) 같은 목숨을 걸고 미지의 수

었던 1970년대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레이건 시대의 신자유

중세계를 개척한 해저영웅들이 출현했다. 세계 정치 지도에도

주의(자유시장자본주의)가 자본주의 3.0이며 현재에 이르고

많은 영웅들이 데뷰하거나 독재자로 몰락하는 일이 빈발했다.

있다. 저자는 2008년의 금융위기와 양극화가 자본주의 4.0 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3.0은 “다이빙 3.0”과 일치

대를 열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본주의 3.0은 사상 최대의 풍요

한다. 1970년 전후에 등장한 본격적 쿠스토의 해저 다큐멘터

를 가져왔지만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였으므로 시장

리 시리즈 영화들은(본지 2010년 9/10월호 쿠스토 특집 참

의 기능을 존중하되 기업 등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

조) 수십억 세계인들이 해저에 환상을 갖게 했다. 해저 다큐

조되고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자

가 거의 전무했던 시절 쿠스토의 해저 다큐는 사람들을 감동

본주의 4.0이다.

시켰다기보다 경악시킨 것에 가까웠다. 국내의 몇 안 되는 스
쿠바 다이버들도 부러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이빙 4.0

다이빙 2.0(자본주의 2,0)이 “영웅 시대” 였다면 다이빙
3.0(자본주의 3,0)은 “자랑 시대” 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

따뜻한 자본주의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간단히 말해 다음
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리나라에서 만은 “자랑”이 “수치”로 추락하는 시기였다.
3.0 초기에 다이빙은 돈 보다는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는 뼈빠지게 노력한 결과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이 옛날

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다이빙은 용감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

보다 나아졌고 고물이 됐지만 꿈도 꿀 수 없었던 승용차도 가

이 하는 스포츠였다. 그 다음에는 돈만 많아서는 안되고 모험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어촌에 다이빙하러 오는 놈들은 뭐 해

심과 시간여유 이 3박자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스

서 돈 번 놈들이기에 나는 엄두도 못내는 신차만 타고 다니고

포츠였다. 전망이 좋다고 평가되자 다이빙 교육 시스템이 발

비싼 다이빙 장비를 자랑하며 얼마나 팔자가 좋기에 저렇게

달하고 다이빙 강사들이 시장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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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은 시작하기 쉬운 다이빙 방식을 진화시켰고 과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장비는 중산층 다이빙을 가
능하게 했다.

게 된다. 국가 통제가 틀린 것은 아닌데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을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이 크다.
만약 일직이 어촌 사회와 상생하는 정신(다이빙 4.0)으로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이곳 다이빙 사회는 시대의 흐름

수중사냥과 해산물 욕심을 접었더라면 다이버들은 사냥 맛

을 감지하지 못하고 수중사냥이라는 적자 재정을 마구 늘려

에 중독되지 않아서 아무리 강력한 법이 나와도 신경 쓸 일

갔다. 선진국에서는 수중사냥이 훗날 부도 위기를 만들 수 있

조차 없었을 것이며 갑자기 고객이 사라져 썰렁한 다이빙 센

는 적자 예산이라 해서 삭제해 버렸는데 우리 잠수 정부는

터가 생기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만한 사람들인 다이버들에게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남발했
다. 그러자 수에서 다이버와 상대가 안 되는 많은 어촌의 루

“스마트 다이버 운동”과 참여자들

저(loser)들이 들고 일어나 다이버는 도둑들이니 잡아가라고
더 큰 정부에 호소하게 된 것이다.

경제연구소들이 말하는 존경 받아야 할 기업은 다이빙 시

그러나 이미 마약에 빠진 사냥꾼 다이버들은 “수중사냥이

장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에 해당할까? 다이빙 시장은

뭐 어때서?” 하며 반항했고 먹고 살기 빡빡한 다이빙 센터나

사실 다른 분야에 말하기도 뭣할 정도로 매우 영세하지만 그

강사들은 사냥꾼들을 은근히 불법 게임장에 불러들였다. 이

래도 우리 안에서 규모와 위상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긴다면

로 인해 “자랑 다이빙 3.0”은 “수치 3.0”으로 추락하여 사법의

장비 수입업체, 다이빙 언론사, 교육단체, 리조트 업체. 다이

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그리스 사태와 비슷해진 것이다.

브 센터, 다이빙 강사, 클럽 리더 대충 이런 순서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다이빙 불황은 전적으로 금융위기가 초래한

본지는 1년 전 9/10월호부터 “스마트 다이버 운동”을 펼쳐

세계적 경기침체 때문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비존경 이미지라

인터넷 서명을 받아 매 호 잡지에 발표하고 있다. 9월 20일

는 재정 적자가 덮어씌워져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 경기가 나

기준으로 5명 모자라는 400명이 등록했는데 다른 사회운동

아진다고 해도 어려움이 쉽게 가실지 의문이다.

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단체로 다이빙 갔다가 어민이나 해경과의 마찰에 휩쓸려

그러나 25년간 다이빙계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들어가본 스마트한 다이버는 정나미가 떨어져 다이빙을 포기

다이빙 사회에서 비단체적 비조직적 켐페인이 이 정도의 호

하게 되고 친한 사람들에게 다이빙을 권하지 않게 된다.

응을 받은 일이 없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스마트 다이버

가장 하고 싶은 레저가 무엇인가 묻는 여론 조사에서 스쿠
바 다이빙이 선두에 있다며 좋아했지만 다이빙계는 안타깝게
도 들어오는 복을 발길로 걷어차 왔던 것이다.

운동은 진행형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본주의 4.0은 시장과 기업의 힘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다이빙 4.0에 대입한다면 다이버 모두가 시장을

삼성경제문제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들이 앞으로는 존경 받

구성하는 주체이며 기업은 위에 열거한 업체와 단체들이다.

지 못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는 동일한 연구 결과들을

일반 경제사회에서도 대기업이 존경 받고자 나설 것인가가

내놓고 있다. 기업들은 원래 존경 받는 속성을 가지지 않았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는데 다이빙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만 이제는 존경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직 자세히 서명자들을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일반 다이

것인데 비하여 다이빙은 원래 존경을 받았던 것인데 그것을

버들의 참여도에 비해 대기업들의 호응도는 높아보이지 않는

잃었다는 것이 다르다.

다. 아니면 이런 켐페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도 있을 것이

스쿠바 다이빙이 일찍이 존경을 잃지 않았더라면 골프를

다. 바라건대 대기업들이 거래선들에게 스마트 다이버 운동

칠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이빙에 입문했을 것이

동참을 권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은폐된 게임장이라

며 그들의 색깔이 명품 족 같이 보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

도 있어야 장비가 판매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두운 앞날을

와 다이빙 침체를 방어해 주었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고 심각한 부채증가를 방치하는 것이어서 디폴트

이론가들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 2.0과 3.0은 정부 주도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의 시장경제였으나 버전 4.0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도해 나가

끝으로, 이번 글은 수치스러운 다이버들 보다 수가 훨씬 많

는 시장경제라고 말한다. 이 뜻은 다이빙 4.0에 중요한 시사

은 스마트 다이버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

점을 제시한다.

낸다는 말처럼 일부 다이버들의 비존경 행위가 전체에 미치

예를 들어 수중사냥을 법으로 막아보니 효과는 있는데 다
이빙 경기는 주저앉았다.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
이 늘고 이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불만 군중 수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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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것이므로 확대 해석
은 피해주기 바란다.

스마트 다이버

어글리 다이버

스마트 다이버는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며 해양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는
다이버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관행은 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 다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다이빙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시다.
본지가 추진하는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다이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 다이빙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동참을 원하는 다이빙 강사와
다이버들은 본사 홈페이지 스마트 운동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조광현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험 등 활동적이
고 모험적인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양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양전문
화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교육교재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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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5주년(2012년) 기념

제 21 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연말 공모전
내년(2012년)은 SCUBA DIVER 지가 창간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를 총상금
500만 원과 많은 상품을 준비하고 조금은 성대하게 치르고자 합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공모전은 2011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
과 2011년 11월과 12월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서 명실 공히 한해를 결
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응모부분

• 광각사진부문
• 접사사진부문(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마감일자

• 2011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제출된 사진
작품 제출처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응모란
• DEPC 홈페이지(www.depc.co.kr)의 수중사진 갤러리
• 웹하드(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아이디: pdeung, 비번: 2468)
• 올해부터 이메일로는 받지 않습니다.
작품의 저작권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단 당선자 자신의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권은 인정됩니다.
응모조건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작품의 잡티 제거, 색상 보정, 크롭핑, 기울기 조정 등의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은 허용합니다.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 당선작은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기간내 고화질 파일을 제
출하지 않은 당선작은 수상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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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 다이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장비를 바닥에 끌거나 핀킥으로 모래를 일으킬 때)
• 수중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몸을 부풀리는 복어, 먹물을 쏘는 문어나 오징어 등)
• 수중생물을 변칙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 수중생물에게 인공적인 음식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 수중생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의 꼬리, 산호의 폴립 등)
심사위원과 심사방법

• 본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다이빙과 수중사진에 조예가 깊고 다이빙 계에 저명한 분들을
초빙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입상자 발표

• 입상작은 본지 2012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시상내역
대상

1

상금 10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금상

2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은상

2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동상

2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장려상

10

상패 및 상품

광각5명, 접사5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2011년 본지에 기고한 수중사진이 포함
된 국내외 여행기나 수기 중에 우수한 기

특별상

2

상금 50만원과 상패

고(글). 단, 다이빙 리조트나 샵을 홍보한
내용이 포함된 기고는 심사에서 제외합
니다.

- 대상 수상자는 본지의 수중사진 작가초대석에 수상자의 포토폴리오를 게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합니다.
- 모든 상금에 대한 세금은 본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선작이 없어 시상하지 못한 상금은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시상일자와 장소

• 시상일자와 장소는 추후 발표합니다.
주 최

• 풍등출판사
협찬사

• 협찬사들의 많은 후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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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1년 9/10월호 입상작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강현주

금상 황 익

강현주, 김건석, 김기준, 김일도,

은상 천재법

은상 윤이용

김형수, 서동석, 우종원, 윤이용,

동상 전용수

동상 황 욱

이홍석, 전용수, 천재법

SDM수중사진 콘테스트 요강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이번
9/10월 콘테스트는 (주)첵스톤/SNC코리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공모전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시상 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하며,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됩니다. 단 당선자 자신의 비
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은 인정됩니다.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
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DEPC의 홈페이지(www.depc.co.kr)의 수중사진갤러리
- 본사 웹하드 등록 www.webhard.co.kr 아이디 pdeung 비밀번호 2468
- 이메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기타┃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을 광각
과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가 쉬웠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인 현재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안리플렉스 카메라를 사용하
는 수중사진가도 있지만 일명 “똑딱이”라 불리는 콤팩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콤팩트 카메
라는 어안렌즈처럼 초광각이 아니며 전문 마크로 단렌즈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광각과 접사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 시 피사체를 부각시키고자 한 작품과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 광각렌즈를 사용한 경우라도 “광각접사” 촬영을 의도한 경우는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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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10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첵스톤/SNC코리아 협찬
금상

Manta Watch
• 에어, Nitrox, 게이지 및 프리 다이브 모드
• 4가지 컬러 조합 선택
• 고급 사용자 설정 및 옵션
• 옵션 ACI PC의 인터페이스로 PC 다운로드 가능
• 점멸 LED 경고 표시등 및 경보 통보 기능의 경보장치
• 시뮬레이터 및 고급 다이브플랜기능
• 백라이트
• 안전 정지 시간 및 심도 조정 가능
• 새로이 설계된 배터리 절전 회로
• 가격: 75만 원

X1 Analog Instrument
• 최신의 판독 용이한 문자판
• 최대 심도 표시기
• 온도계
• 대형 발광 게이지 외관
• 콘솔형 아나로그 3게이지
(수심계, 압력계, 콤파스)
• 400Bar, 60M

은상

• 가격: 40만 원

Velocity X3
동상

• 파워 강화 통풍구(PEV'S)가 다리 압박은 감소시키고 속도는 증가시킴
• 특허 받은 Nature's Wing 프로펠러 핀 기술
• 대형 사이드 레일이 대형 블레이드에 강도를 부가하여 부양 및 효율성을 증가시킴
• 이상적인 신축성 및 복원력을 위한 고급 복합 재료
• 대부분의 발 사이즈와 부츠 스타일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발 포켓
• 탈부착 편리한 스프링 스트랩
• SIZE : - SM/MD (230~250mm)
- REG (250~270mm)
- XL/XXL (270mm 이상)
• 가격: 25만 원

2011 September•October 33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강현주
수중동굴과 다이버
OLYMPUS XZ-1, 550D, f 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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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천재법
섬유세닐말미잘의 풍경
NIKON D90, f 22.0, 1/200

동상 Bronze Prize
전용수
해파리
NIKON D90, f 13.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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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황익
알을 지키는 고비 한쌍
LEICA D-LUX5, f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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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윤이용
해파리
CANON 5D MarkⅡ, f 5.7, 1/60

동상 Bronze Prize
황욱
불루링 옥토퍼스
CANON 5D MarkⅡ, f 6.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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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강현주

베도라치

김건석

김기준

연산호속의 새우

연산호와 전갱이무리

김기준

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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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계곡

윤이용

해파리1

김일도

전용수

김일도

불루스폿 스팅레이와 다이버

연산호 군락의 풍경

해파리와 스킨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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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윤이용

해파리2

우종원

김형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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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법

불꽃성게

수중동굴의 멍게

천재법

우종원

이홍석

다이버와 보름달해파리

윤이용

해파리3

이홍석

아귀

섬유세닐말미잘과 다이버

고스트파이프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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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초대석

1

42

Scuba Diver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RESERVED SEAT

좌동진 작가

작가이력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청년작가 10인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생태분과 운영위원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섭외간사 역임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초대작가 및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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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신비한 수중세계를 사진에 담는 촬영기법

수중사진
Underwater Photography

글·사진 : 구자광
ISBN 978-89-92082-07-5
정가 : 45,000원 / 46변형판 / 680쪽
풍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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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풍등)의 바다 이야기
Sea Facts by Kim inYoung

특집

해파리 ANYSTORY
Any Story about Jellyfishes

제1부

해파리 전설
1.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2. 베르사체 로고 메두사
3. 해파리와 원숭이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제4부 해파리 개별 이야기들 (다음호에 소개)
제2부

ⓒImage Focus

글/김인영(김풍등)

삽화/조광현

제1부

해파리 전설
Part1. Myths of Jellyfishes

첫번 째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메두사와 싸우고 있는 페르세우스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Medusa)는 흉칙한 여자 신이지만
생물학에서 메두사(Medusa)는 해파리를 뜻한다
그림/조광현

첫번 째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사이버 인간 시대가 열리면서 예술에서는‘사이버 메두사’
도 등장했다. ⓒSlava Gerj

무섭게 표현된 메두사 일러스트
레이션(우측 그림).
메두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
섭게 생긴 여자 신이지만 아테
나에게 벌을 받기 전에는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기
준이었다(아래 사진과 그림).
ⓒJAZIRLINA

다이버라면 고르곤 산호(gorgonian coral)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부채산호류를 뜻하는데 고르곤
(gorgon)은 그리스어 고르고스(gorgos)가 어원이며
무시무시하다는 뜻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고르곤은 기
본적으로 흉측하게 생긴 3자매 신을 뜻하지만 이야기
버전에 따라 다른 형태의 괴물을 일컬을 때도 있다. 야
생 돼지 모양도 있고 송곳니가 난 거대한 뱀 모양도 있
다. 그리스 신화에서 동물로 표현된 것은 신이 아니다.

ⓒJaimie Duplass

ⓒYorkBerlin

가장 흔한 고르곤 모습은 신으로서의 괴물인 3자매이며 복수로 고
르곤스(gorgons) 또는 고르고나스( gorgonas)라 한다. 이들은 바다
의 신 포르시스(Phorcys 또는 Forcis)와 그의 괴물 아내 케토(Ceto)
가 낳은 딸들이다. 각각의 이름은 메두사(Medusa), 스테노(Stheno),
에우리알레(Euryale)이다. 이중에서 메두사가 가장 유명하며 고르곤
이라 하면 메두사만 의미할 때가 많다. 그러나 3자매 중에서 유일하
게 메두사만 죽을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메두사(Medusa)는 그리스어로 보호자(guardian, protectress)란
뜻이지만 해파리 또는 해파리처럼 생긴 괴물을 뜻하는 의미로 더 자
주 사용된다. 특히 해양생물학계에서 그렇다. 따라서 이 글도 생물학
메두사의 목을 베어 영웅이 된 세르세우스. ⓒMalchev

에 관한 것이므로 메두사를 해파리와 동의어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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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 그림: 루벤스의 메두사.

메두사(해파리)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났다.
포세이돈(로마신화에서는 넵튠)은 메두사의 미모에 반
했고 둘은 눈이 맞아 아테나 신전에서 동침을 했다. 신
전에서의 동침은 신성모독이다. 화가 치밀은 아테나(제
우스의 딸, 로마신화에서는 미네르바/minerva)는 메두
사(해파리)의 금발 머리를 수많은 독사뱀으로 만들어 흉
측한 모습이 되게 하였다.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
는지 메두사(해파리)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돌

ⓒTimur Kulgarin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세르세우스. 1554년에 세워진 동상.
이탈리아에는 이런 페르세우스 동상이 여러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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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페르세우스 동상. ⓒSimfalex

이 되었다.
메두사(해파리)는 페르세우스(Perseus)에게
목이 잘린다. 세리푸스(Seriphus)의 왕 폴뤼
덱테스(Polydectes)는 그를 싫어하는 다나에
(Danae; Argos의 왕 Acrisius의 딸)와 강제
결혼을 원하고 있었는데 다나에에게는 페르세
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폴뤼덱테스 왕은 다
나에를 유혹하는데 방해가 되는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해파
리)를 죽이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페르세우
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글도 있다).
아테나 여신과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날개 달린 신발과 투명한 모자(Hades’
s cap),
칼 한 자루, 그리고 거울 방패를 무기로 주었

그리스 군대는 방패에 메두사 조각상을 그려 넣었다. 적군이 메두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몸이 굳어진다
는 믿음이 있었다. 동상의 한 부분. ⓒcanebisca

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해파리)를 직접 바라
보지 않고 거울 방패에 비친 모습을 이용해 메
두사의 목을 베는데 성공하고 영웅이 된다.
메두사(해파리)의 목이 베어졌을 때 목의 좌
와 우에서 나온 피는 그녀의 아들이자 포세이
돈의 아들인 페가수수(Pegasus; 날개 돋친 천

괴물로 표현한 메두사 여인. ⓒLinda Bucklin

이탈리아의 페르세우스 동상. ⓒVladimir korostyshevskiy

고르곤은 3자매 여신이며 그 중에서 메두사가 가장 유명하다. ⓒDavor Pukl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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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paw

ⓒIva Villi

ⓒClara

ⓒAnassagora

ⓒOez

ⓒClara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떤 군복 군장에 메두사
가 그려져 있다. ⓒUnknown

건축물이나 묘석에 메두사 조각상을 붙이면 악귀를 쫓는 것이 된다.

마)와 크리사오르(Chrysaor; 황금칼을 가진 괴물)가 되어 바닷물 속

어도 파워가 남아있다고 믿어서 방패에 메두사(해파리) 얼굴을 그려

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넣었다. 적군이 방패의 메두사(해파리) 얼굴만 보아도 겁에 질려 몸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해파리)의 머리를 들

이 굳어버리면 백전백승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때 한 방울 씩 떨어진 피가 독사뱀으로 변하

또 다른 이야기에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해파리)의 머리를 아테

여 아프리카에 독사가 많이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어

나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아르고스 광장에 파묻었다고 했다.

떤 버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홍해 위로 날아올 때 바다로 떨어진 메

또 어떤 버전에서는 아테나가 메두사(해파리)의 머리를 이용해 아틀

두사의 피가 홍해의 아름다운 산호가 되었다.

라스를 돌로 만들어 지구와 하늘을 등에 지는 아틀라스 산이 되게 했
다는 설이 있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아프리카에서

페르세우스는 어머니가 강제 결혼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
폴뤼덱테스 왕을 죽여야 했다. 페르세우스가 왕 앞에 나타나자 왕이

하늘로 날아 귀환할 때 아틀라스 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아틀라스가
산이 되었다고도 한다.

“메두사를 죽였는가?”물었다. 페르세우스가“예!”하며 메두사(해파

메두사(해파리)의 얼굴 그림이나 조각상(부조)을 고르고네이온

리)의 머리를 치켜들자 왕이 돌로 변했다. 어머니를 구하는 일을 성

(gorgoneion)이라 한다. 머리에 혀를 내민 뱀이 가득한 메두사의 얼

공시킨 것이다.

굴은 그리스 사람들의 부적으로 널리 쓰였다. 건축이나 묘석에 사용

원수를 갚은 페르세우스는 메두사(해파리)의 목을 아테나에게 바

되면 악귀를 쫓는 것이 된다. 오리지널 그리스 신화에서 고르곤은 오

쳤다. 아테나는 메두사(해파리)의 머리를 거울방패에 부착시켜 제우

직 메두사이며 다른 고르곤 자매들은 훗날 누군가가 지어낸 속편이

스에게 바쳤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메두사(해파리)의 머리는 잘렸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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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체 로고 메두사
메두사(해파리)의 신화는 오랜 시간 속에서 신화 연구가, 종교 지

무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작을 멈추고 넋 나가듯 서있

도자들에 의해 내용이 조금씩 변하거나 영향력 있는 저술가의 서사

게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이 베르사체였다. 아테나 여신이 메

시나 고전 소설에 의해 버전이 바뀌어 온 측면이 있다. 20세기에는

두사에게 벌을 내린 것도 미모에 대한 질투였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성의 분노나 증오를 상징했으며 남녀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

여성의 절대적 기준, 그것이 메두사란 것이다. 패션 회사 로고로서는

의 심볼로 사용되었다. 메두사(해파리)의 얼굴은 흉측의 대명사이지

더 이상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었다.

만 아테나 여신이 벌을 주기 전에는 원래 기 막힐
정도의 미인이었다. 이런 추와 미의 이중적 배경
에 더하여 메두사(해파리)의 초월적 파워는 예술
가나 작가들은 물론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들에
게 까지 다양하고 특이한 감성을 자극해 왔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패션 회사 베르사체
(Versace)의 로고는 여자 얼굴인데 이것이 메두
사(해파리)일 것이라고 아는 명품 족 여성은 매우
드물 것이다. 베르사체는 이탈리아의 의상 디자
이너 지안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1946년
생)가 1978년 그의 패션 쇼를 성공시키면서 등장
한 상호이자 회사명이다. 그는 한창 유명세를 날
리던1997년 미국에서 묻지마 연쇄 살인범 앤드류
쿠나난(Andrew Cunanan)의 총격으로 50세에
살해 당했다.
베르사체는 평소에 예술과 문학을 좋아했으며
특히 그리스 신화에 조예가 깊었다. 메두사의 얼
굴을 보는 사람이 돌이 된다는 말은 메두사가 너

뱀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여인. 현대 화가들의 상상.
ⓒYorkBerlin

베르사체 회사 로고의 여인은 메두사이다. 디자이너 베르사체는 메두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질투가 난
아테나 여신이 흉칙한 얼굴로 만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림/조광현
2011 September·October 63

세번 째 이야기

해파리와 원숭이
The Jellyfish and The Monky

해파리에 뼈가 없는 이유
옛날 옛적 바닷속 나라의 궁전인 용궁에 권력이 막강한 용왕이 살

한 아름다운 용 공주를 찾아 데려오도록 명하였다. 드디어 신하들이

고 있었다. 용왕은 크든 작든 모든 바다 동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며

어여쁜 용 공주를 데려왔다. 그녀의 비늘은 여름철 딱정벌레 날개처

2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밀물 구슬과 썰물 구슬이었다.

럼 광택이 났고 눈은 불꽃처럼 빛났다. 공주가 걸친 예복은 바다의

밀물 구슬을 바다에 던지면 바닷물이 산으로 올라가고 썰물 구슬을

모든 보석이 수를 놓아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던지면 바닷물이 해변으로 내려왔다.

용왕은 한눈에 반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고래에서 작은 새우까지

용궁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인 해저 계곡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바다의 모든 동물이 화려한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모든 동물이 왕과

벽은 산호보석이요 지붕은 옥이며 바닥은 진주로 발라져 있었다. 상

왕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었다. 물고기 세상에 이런 화

상이 불가능한 초호화판 건축물이었다. 영토는 무한하게 넓었고 그

려한 축제는 처음이었다. 공주가 살 집으로 짐을 나르는 짐꾼들은 끝

의 지배에 대해 불복하는 세력도 없었다. 그러나 용왕은 행복을 느끼

이 안보일 정도로 열을 지었다. 물고기들은 모두 형광 램프를 들었으

지 못했다. 혼자서 통치하기 때문에 심심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며 그들이 입은 예복들의 파란색 핑크색 은색들은 물고기들이 올라

그는 결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갔다 내려왔다 할 때 마다 형광 램프의 빛에 반사되어 현란한 빛의

용왕은 물고기 신하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그 중에서 몇 명을 뽑
아 특사로 임명한 다음 바다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왕비가 될만

군무를 보여주고 있었다.
왕과 왕비는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다.

용궁의 왕비가 난치병에 걸려 약으로 원숭이 간이 필요했다. 해파리가 용궁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원숭이를 속여서 등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속내를 털어 놓고
말았다. 그림/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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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매일 왕비를 데리고 궁전
을 안내하며 산호궁전의 아름

옛날에 해파리는 뼈대와 4다리가 있었는
데 너무 많은 매를 맞아 흐물흐물한 몸
이 되었다. ⓒGorban

승지가 말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힘이나 당신의 머
리 재주로는 물론 실패할 것이오. 내가 꾀를 알려 주리다”

다움과 각종 보석, 보물들을

해파리가 물었다.“나는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꾀가 있나요?”

자랑해 보였다. 신부도 한없이

승지가 의기양양하게 전략을 설명했다.“원숭이 섬에 올라가 원숭

넓은 궁전과 정원을 구경하는

이를 만나면 무조건 친절히 대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 지치지 않았다. 이들의 행

그리고 나서 나는 용왕의 비서라고 말하고 용궁이 얼마나 웅장하고

복은 영원할 것 같았다.

화려한지, 그리고 보배가 많아서 구경할만한 가치가 대단하다고 자

그러나 두 달이 지났을 때

랑을 하는 거요. 그리고 용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비서

여왕이 병이 나더니 병상에 눕

관이므로 구경시켜 줄 수 있다고 뻐기는 거요. 그러면 친구가 된 원

고 말았다. 깜짝 놀란 용왕은

숭이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하게 될 겁니다.”

급히 물고기 의사를 불렀다.

해파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원숭이가 헤엄을 못 친다고 말

물고기 의사는 약을 지어 먹였

고 여러 시종들이 밤잠을 설치며 왕비 간호에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왕비의 병은 낫기는커녕 날로 더 악화되었다.
용왕이 물고기 의사에게 화를 냈다. 의사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씀하셨는데 어찌 여기까지 데려옵니까?”
승지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등 껍데기는 뒀다 뭐
하는 거요? 등에 태워서 데려오면 될 것 아니오!”
해파리가 또 물었다.“원숭이가 너무 무거우면 어쩌지요?”

하면서 사실은 치료약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약을

“아따 이 사람아, 용왕님 심부름인데 무겁다니!”승지가 나무랬다.

처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용왕이 물었다.“그 약이 어디에 있

해파리는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한 다음 용궁을 나와 원숭이 섬으

는가?” 의사는 바다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 약이 무엇이냐고 왕이

로 헤엄쳐갔다. 해파리는 해변 백사장으로 올라가는 파도를 타고 가

물었다.“원숭이의 간입니다.”물고기 의사가 아뢰었다.

볍게 상륙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가지들이 무성한 큰

원숭이는 육지 동물이라고 의사가 말했다.“육지 어디에 있는가?” 소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에 원숭이일 것으로 생각되는 동
왕이 물었다.“남쪽에 원숭이 섬이 있으며 거기에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나이다. 원숭이 한 마리만 잡아오면 왕비마마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할 수있습니다!”물고기 의사가 간곡히 말했다.
용왕이 한숨을 쉬었다.“원숭이는 땅에 사는데 어찌 잡아올 수 있

물 하나가 앉아 있었다.
“원숭이가 맞네,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 이제 저 녀석에게 알
랑방귀를 뀌어 용궁으로 데려가면 내 임무는 끝나는 것이렸다!”해파
리는 소나무를 향해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소나무 밑에

는가? 나의 백성들은 물 밖으로 나가면 맥을 못쓰거나 죽어버릴 텐

도착한 해파리는“안녕하십니까? 원숭이 씨, 날씨가 아주 좋네요!”

데 누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

큰 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다.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예! 안녕하세요,

물고기 의사가 말했다.“저의 고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
지만 수많은 백성 중에 그 일을 해낼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릅

어서 오십시오!”하고 화답하고는 또 말했다.“처음 보는 분인데 어
디에서 온 분인가요,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니다”
용왕은 승지를 불러“좋은 생각이 없
느냐고 물었다. 승지는 한동안 고민하다
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생각이 떠올
랐습니다 마마! 해파리에게 시키면 됩니
다. 해파리는 아주 못 생겼지만 4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 올라가 육지 거북처럼 걸
으면서 으스대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
다. 해파리를 원숭이 섬에 보내보지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해파리가 육지 거북
처럼 등껍데기와 4 다리를 갖고 있었다.
해파리가 영문도 모르고 용왕 앞에 불
려왔다. 설명을 듣고 난 해파리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저는 원숭이 섬이 어디
에 있는지도 모르고 원숭이를 어떻게 잡
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죽을 죄를 짓
는 것이니 두렵기만 합니다!”

ⓒshutter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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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줄 것이요!”
원숭이가 좋아하며 말했다.“구경시켜 주시오, 그런데
어떻게 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나는 헤엄도 못 치는
데!”
해파리가 말했다.“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의 등에 올
라타기만 하면 되오”“당신이 힘들지 않겠습니까?”원숭
이가 말했다. 해파리는“나는 보기보다 힘이 셉니다. 마
음 푹 놓고 어서 내 등에 앉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원숭
이를 물 옆으로 데려갔다.
원숭이가 해파리 등에 올라타자 해파리는 부드럽게 물
로 들어가 떴다.“자! 이제 갑니다.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등에서 떨어지면 바다 속으로 추락합니다. 당신의 안전은
내 책임입니다.”원숭이가 겁먹은 소리로 말했다.“천천
히 갑시다. 떨어질 것 같아요!”
해파리와 원숭이는 파도를 타고 바다 밖으로 항해를 시
작했다. 생물학 지식이 전혀 없는 해파리는 원숭이가 간
을 어디에 넣어두고 있는지, 지금 간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했다. 해파리는“원숭이 씨, 당신은 간이란
것을 갖고 있습니까?”물었다.
원숭이는 해파리의 황당한 질문에 놀랐다.“그건 왜 물
으시오?”원숭이가 되물었다. 미련한 해파리가“간이 무
엇보다도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 갑자기 기억나서 확인하
려고 당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간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다.

ⓒFaerydae

“나의 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원숭이가 물었다.
“나는 해파리라고 합니다. 용왕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해파리 답했다. 원숭이는 궁금증이 심해지
이 섬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구경해 보려고 왔습니다”원숭

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간이 왜 필요한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친구

이는“잘 오셨습니다, 환영해요”
라고 말했다.

로서 매우 기분 나뿐 것 아니냐고 다그치며 화를 냈다.

해파리가 작전을 시작했다.“말이 난 김에 하는 말인데, 내가 살고

원숭이의 화난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 해파리는 모든 사

있는 용궁에 대해 가 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원숭이가 말

실을 털어놓았다. 용궁의 왕비가 병이 났고 의사는 원숭이 간이 필요

했다.“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가보지는 못했지요”

하다고 했으며 해파리가 그 간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

해파리가 말했다.“용궁을 못보고 죽으면 인생을 반 밖에 못 산 것이
지요, 용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입니다.
“용궁이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까?”원숭이가 거의 놀라면서

했다.
“용궁에 도착하면 궁의 의사가 당신의 간을 달라고 할 것이요. 미
안하지만 왕비의 병을 고치려는 것이니 내 주시오!”

물었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해파리는 용궁의 아름다움에 대해 늘

원숭이는 공포에 질렸다. 자기의 배를 가르고 간을 빼낸다는 것 아

어놓을 수 있는 한 많은 설명을 해 나갔다. 산호 정원에는 하얀 나무,

닌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원숭이는 사기 당한 사실에 분노가

핑크 나무, 빨간 나무, 노랑 나무, 파란 나무 등 가지각색의 산호 나무

치밀었다. 그러나 원숭이는 영리한 동물이 아니던가? 원숭이는 감정

가 가득 자라고 있으며 그 가지 끝에는 수많은 값진 보석들이 주렁주

을 들키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며 위기 탈출 방법을 생각하기 시

렁 달려있다고 말했다. 원숭이는 호기심이 커져 해파리의 말을 하나

작했다.

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한팔 두팔 나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해파리는 원숭이가 작전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으로 기뻤다. 그는
“나는 지금 바로 용궁으로 돌아가야 해, 궁전 이야기를 다 말해줄 시
간이 없어 아쉽군요!”잠시 후 해파리가 또 말했다.“아 참! 이러면 어
떻겠소? 내친 김에 나하고 같이 용궁으로 갑시다. 당신에겐 절호의
기회가 아니오? 내가 안내해서 용궁은 물론 바다 나라를 다 구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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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가 생각난 원숭이가 유쾌한 어조로 그러나 안타까운 듯 말했
다.“아따 이 친구야,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나? 섬을 떠나기 전
에 말했어야지”
“그 얘기를 먼저 했다면 간을 주기 싫어서 당신이 내 등에 타지 않
았을 수도 있지 않소?”해파리가 말했다.
원숭이가 그럴 듯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당신 큰 실수를 한 거

요, 모든 원숭이는 여러 개의 간을 가지고 있소, 당신 자신이 내 간이

로 물로 들어갔다. 물속으로 잠수하기 직전 원숭이의 큰 웃음소리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말하지 않았어도 간 한 개쯤은 주었을 것이요,

귀에 따갑게 들려왔다.

하물며 용왕을 위한 것이라면 두 개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를 어쩌오! 간을 모두 소나무 가지 위에 걸어 두었으니!”

다른 한편 용궁에서는 용왕과 승지와 여러 신하들이 해파리가 돌
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해파리가 보이기 시

“지금은 간이 없다는 뜻입니까?”

작하자 용궁은 기쁨에 넘쳐 환영 준비를 서둘렀다. 해파리가 궁에 도

“원숭이는 낮에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 뛰어다니기 때문에

착하자“원숭이 섬에 다녀오느라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는가?

간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낮에는 간을 나무 가지에 매

고생이 많았노라!”하며 용왕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원숭이는 어디

달아 둡니다. 당신이 처음 내 나무 아래 왔을 때 당신의 용궁 이야기

있는고?”용왕이 물었다.

가 하도 신기해서 자세히 들으려고 아래로 내려왔던 것 아니오, 나무

드디어 해파리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였다. 해파리는 겁에 질려 몸

위로 올라갈 새도 없이 당신을 따라왔으니 간은 그대로 나무 위에 있

을 떨면서 이실직고 했다. 성공적으로 원숭이를 등에 태워 바다 멀리

는 것이요! 떠나기 전에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ㆍㆍㆍㆍ!”

까지 나왔으나 임무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바람에 원숭이에게 속아서

해파리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간 없이 용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맥이 빠진 해파리는 저절로 걸음을 멈추었다. 이 때 기

섬으로 되돌아 간 이야기와 나무에 걸어 두는 간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회를 놓칠 새라 원숭이가 말했다.“해결 책이 없는 게 아니오, 고민만

용왕은 진노하였다. 용왕은 즉시 해파리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

하고 있을 순 없잖소? 우리가 떠났던 해변으로 다시 갑시다. 내가 나

다. 그 형벌은 해파리에게 수천 번 곤장을 때리되 등 껍데기 위로 곤장

무에 올라가 간을 가져오면 될 것 아니오?”

을 치면 소용이 없으므로 등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곤장을 치도록 한

해파리는 먼 길을 되돌아가기가 싫었다. 원숭이를 바다에 버리고

것이었다. 등 껍데기를 벗기면 몸의 뼈대까지 함께 빠지게 되어 있다.

떠나버릴까? 그럼 용궁 아닌 어디로 가야 하나?”원숭이는 해파리가

등 껍데기가 강제로 벗겨진 해파리를 곤장을 든 여러 명의 신하들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꼬드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섬으로 다시 간다

이 둘러싸고 떡 치듯 매질을 시작했다. 해파리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면 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져올 것이며 다음 기회를 만들

질렀으나 신하들은 왕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해파리는 몸이 납

어 해파리에게도 하나 주겠다고 설득했다. 이리하여 해파리는 왔던

작하고 흐물흐물 해 질 때까지 매를 맞고 그대로 용궁 밖 물 속으로

길을 되돌려 헤엄치기 시작했다.

내 던져졌다. 이 때부터 해파리는 뼈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미련

섬에 도착하여 육지 상륙에 성공한 원숭이는 해파리를 데리고 나

한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다.

무 아래까지 간 다음 해파리를 밑에 놔두고 나무 위로 올라가 이 가

해파리는 원래 거북처럼 든든한 껍데기를 갖고 있었으나 용왕의

지 저 가지 건너 뛰며 신나게 춤을 추었다. 구사일생 살아나왔으니

가혹한 벌을 받아 뼈대를 잃었고 그 생활에 적응되어 후손들이 오늘

춤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원숭이가 나무 아래로 말했다.

날의 흐물흐물한 모양이 된 것이다. 끝

“해파리 씨 수고 많이 하셨소, 나를 다시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고 용
왕님께 대신 전해 주시요!”해파리가 듣고 보니 조롱하는 말투였다.

● 원작 Japanese Fairy Tales ,compiled by Yei Theodora
Ozaki

“여보시오 여기 데려다 주면 바로 간을 갖고
다시 떠나기로 했잖소?”해파리가 소리치자 원
숭이는 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줄 수 없다고 말했다.“그렇지만 나하고 약속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
오!”해파리는 절망한 어조로 말했다.
원숭이는 약을 올리며 말했다.“약속은 무슨
약속이요, 다 깨진 거요, 간은 내 몸 속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꺼낸다는 것은 내가 죽
어야 한다는 것이요, 만약 당신을 속이지 못하
고 그대로 용궁으로 갔더라면 난 황천 길로 갈
뻔한 거요! 내 간을 가져가려면 이 나무 위로
올라와 보시오, 올라오면 간을 빼 주리다!”
해파리는 우둔한 자신을 탓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 이제 바다로 들어가 용왕과 승
지에게 실패한 사실을 보고하는 길 밖에 없었
다. 그는 슬픔과 근심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

해변에 표착된 해파리. ⓒvakl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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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풍등)의 바다 이야기
Sea Facts by Kim inYoung

제2부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Part2. Drawings of Jellyfishes by Ernst Haeckel

에른스트 헥켈

3
1

Ernst Haeckel

에른스트 헥켈의 노년기와 청년기

에른스트 헥켈(1834~1919)은 독일의
천재 학자로 생물학자, 자연사학자, 철학
자, 생리학자, 의사, 화가, 교수였다. 신
종 생물 수천 종을 발견하여 학명을 붙이
고 기술하였으며 생물 진화 계통수
(genealogical tree)를 그려냈으며 수많
은 생물학 분류학 용어들을 만들어냈으
며 독일에서 촬스 다윈의 업적이 각광을
받는 일에 앞장섰으며 진화반복설
(Recapitulation Theory)을 주창하였다.
수많은 동식물 도감을 뛰어난 그림
솜씨로 그려 출판했으며 철학서를 비롯
해 다수의 저작물을 남겼다. 미국의 마
운트 헥켈(Mount Haeckel), 뉴질랜드
의 마운트 헥켈(Mount Haeckel) 등의
산 이름은 이 학자를 추모한 이름이며
독일에 있는 에른스트 헥켈의 집“해파

2

4

리 빌라(Villa Medusa)”
는 유서 깊은
도서관이다.

※ 그림 밑에 설명된 학명들은
옛날 것이며 현재의 학명과 일
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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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디스코메두사목(Discomedusae)
1. 종명 Desmonema Annasethe (Haeckel)의 전체모습
2. Desmonema Annasethe (Haeckel), 부속지들을 모두 생략한 해부도. 왼쪽 상단은 생식샘과 입가리
개(mouth veils)를 표현, 우측 상단은 한꺼풀 더 벗겨내서 위장을 표현했다.

3. 종명 Floscula Promethea (Haeckel)
4. 종명 Chrysaora mediterranea (peron), Chrysaora hysoscella (Linnaeus, 1767),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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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꽃해파리목(Anthomedusae)
1. 종명 Gemmaria sagittaria (Haeckel), 어린 개체의 측면도
2. 종명 Rathkea fasciculata (Haeckel), 상면도
3. 종명 Tiara pileata (Haeckel), 저면도
4. 종명 Tiara pileata (Haeckel), 내장 기관 측면도
5. 종명 Stomotoca pterophylla (Haeckel), 내장 기관 측면도
6. 종명 Thamnostylus dinema (Haeckel), 1879,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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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입방해파리목(Cubomedusae)
1. 종명 Chirodropus palmatus (Haeckel), 측면도
2. 종명 Chiropsalmus quadrigatus (Haeckel), 측면도
3. 종명 Charybdea obeliscus (Haeckel), 측면도
4. 종명 Charybdea obeliscus (Haeckel), 소화기관
5. 종명 Charybdea murrayana (Haeckel), 저면도
6. 종명 Charybdea murrayana (Haeckel), 상면도
7. 종명 Procharybdis tetraptera (Haeckel), 측면도
8. 종명 Tamoya prismatica (Haeckel),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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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 그림에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겠지만 복사 사진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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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디스코메두사목(Discomedusae)
1. (중앙): 종명 Linantha lunulata (Haeckel), Linantha lunulata Haeckel, 1880, 어미의 상면도
2. (우측): 종명 Linantha lunulata (Haeckel), Linantha lunulata Haeckel, 1880, 어미의 측면도
3. (좌상): 종명 Palephyra primigenia (Haeckel), Palephyra antiqua Haeckel, 1880, 중간 성장 개체의 측면도, 수영 중.
4. (좌측): 종명: Palephyra primigenia (Haeckel), Palephyra antiqua Haeckel, 1880, 중간 성장 개체의 측면도, 하강 중.
5. (바닥중앙): 종명 Palephyra primigenia (Haeckel), Palephyra antiqua Haeckel, 1880, 중간 성장 개체가 바닥에서 쉬고 있는 모습.
6. (우상): 종명 Zonephyra zonaria (Haeckel), Palephyra pelagica (Haeckel, 1880), 어린 개체 측면도.
7. (중상): 종명 Strobila monodisca (Haeckel), Coronatae, 싹을 티우고 있는 폴립
8. (하좌): 종명 Nauphanta Challengeri (Haeckel), Nausithoe challengeri (Haeckel, 1880), 어미의 상면도
9. (하우): 종명 Atolla Wyvillei (Haeckel), Atolla wyvillei Haeckel, 1880, 어미의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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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디스코메두사목(Discomedusae)
1. (상중앙): 종명 Toreuma bellagemma (Haeckel), Kolpohorae sp., 측면도
2. (중앙): 종명 Toreuma bellagemma (Haeckel), Kolpohorae sp., 상면도
3. (우하): 종명 Toreuma bellagemma (Haeckel), Kolpohorae sp., 입의 저면도
4. (좌하): 종명 Toreuma bellagemma (Haeckel), Kolpohorae sp., 생식샘의 상면도
5. (상좌): 종명 Toreuma thamnostoma (Haeckel), Kolpohorae sp., 우산의 상면도
6. (상우): 종명 Cassiopeja cyclobalia (Leo Schultze), Cassiopea andromeda (Forsskal, 1775), 우산의 상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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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디스코메두사목(Discomedusae)
1. (상중앙): 종명 Pilema Giltschii (Haeckel), 측면도
2. (좌상): 종명 Pilema Giltschii (Haeckel), 상면도
3. (우상): 종명 Pilema Giltschii (Haeckel), 저면도
4. (중앙): 종명 Rhopilema Frida (Haeckel), 측면도
5. (우하): 종명 Brachiolophus collaris (Haeckel), 어린 개체 측면도
6. (좌하): 종명 Cannorrhiza connexa (Haeckel), 어린 개체 측면도
7. (하중앙): 종명 Cannorrhiza connexa (Haeckel), 어린 개체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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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디스코메두사목(Discomedusae)
1. (상중앙): 종명 Aurelia insulinda (Haeckel)
2. (우하): 종명 Aurelia aurita (Lamarck), Aurelia aurita(Linnaeus, 1758), 싹 티우는 폴립
3. (우): 종명 Undosa undulata (Haeckel), 내장 기관 저면도
4. (우상): 종명 Floresca parthenia (Haeckel), 측면도
5. (좌상): 종명 Pelagia perla (Haeckel), 측면도
6. (좌): 종명 Pelagia perla (Haeckel), 우산 절단면의 상면도
7. (좌하): 종명 Pelagia perla (Haeckel)
8. (중앙): 종명 Drymonema victoria (Haeckel), 우산 중심부의 상면도
9. (하중앙): 종명 Procyanea protosema (Haeckel), 어린 개체 우산의 저면도(아랫 부분)와 상면도(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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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연해파리목(Leptomedusae)
1. (좌상): 종명 Aequorea discus (Haeckel), 저면도
2. (우상): 종명 Zygocanna diploconus (Haeckel), 측면도
3. (좌하): 종명 Zygocanna diploconus (Haeckel), 저면도
4. (우중): 종명 Polycanna germanica (Haeckel), 측면도
5. (좌중): 종명 Zygocannula diploconus (Haeckel), 측면도
6. (우하): 종명 Orchistoma elegans (Haeckel), Orchistoma sp.,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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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나르코메두사목(Narcomedusae)
1. (중앙): 종명 Pegantha pantheon (Haeckel), Pegantha pantheon Haeckel, 1879, 측면도
2. (하중앙): 종명 Pegantha pantheon (Haeckel), Pegantha pantheon Haeckel, 1879, 우산 엽의 낱개 확대도
3. (좌상): 종명 Aeginura myosura (Haeckel), Aeginura grimaldii Maas, 1904, 저면도
4. (우상): 종명 Solmaris Godeffroyi (Haeckel), Pegantha godeffroyi (Haeckel, 1879), 저면도
5. (좌중앙): 종명 Cunarcha aeginoides (Haeckel), Aegina citrea Eschscholtz, 1829, 측면도
6. (좌하): 종명 Cunarcha aeginoides (Haeckel), Aegina citrea Eschscholtz, 1829, 상면도
7. (중상): 종명 Cunarcha aeginoides (Haeckel), Aegina citrea Eschscholtz, 1829, 소리 감지 촉수
8. (우중앙): 종명 Cunantha primigenia (Haeckel), Aegina sp., 어린 개체 측면도
9. (우하): 종명 Cunoctantha discoidalis (Haeckel), Cunina octonaria McCrady, 1857, 상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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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페로메두사목(Peromedusae)
1. (중앙): 종명 Periphylla mirabilis (Haeckel), 저면도
2. (좌하): 종명 Periphylla mirabilis (Haeckel), 측면도
3. (우하): 종명 Periphylla Peronii (Haeckel), 측면도
4. (좌상): 종명 Periphylla hyacinthina (Steentrupp), 입튜브
5. (우상): 종명 Periphylla mirabilis (Haeckel), 구분 요약도
6. (상중앙): 종명 Periphylla mirabilis (Haeckel), 감각 벌브
7. (하중앙): 종명 Periphylla mirabilis (Haeckel), 뿌리 부분 촉수의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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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십문자해파리목(Stauromedusae)
1. (우상): 종명 Tesserantha connecteus (Haeckel), 측면도
2. (우): 종명 Tesserantha connecteus (Hacker), 저면도
3. (중앙): 종명 Haliclystus auricula (Clark), 측면도
4. (좌상): 종명 Haliclystus auricula (Clark), 우산을 뒤로 접었을 때 측면도
5. (좌하): 종명 Haliclystus auricula (Clark), 저면도
6. (좌): 종명 Lucernaria bathyphila (Haeckel), 자루의 절단면
7. (우하): 종명 Lucernaria pyramidalis (Haeckel),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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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ckel 트라코메두사목(Trachomedusae)
1. (중앙): 종명 Carmaris Giltschi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어미 저면도
2. (좌상): 종명 Carmaris Giltschi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어미 측면도
3. (하중): 종명 Carmaris Giltschi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생식샘과 입의 저면도
4. (우상): 종명 Carmarina hastata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어미 측면도
5. (중상): 종명 Carmarina hastata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어린 개체 측면도
6. (좌하): 종명 Carmarina hastata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반자란 개체의 측면도
7. (우하): 종명 Geryones elephas (Haeckel), Geryonia proboscidalis (Huxley, 1859), 어미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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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풍등)의 바다 이야기
Sea Facts by Kim inYoung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Part3. What’s The Jellyfishes?

ⓒVlad61

위험하기 때문에라도
자세히 알아 두어야 할 해파리 지식
※ 이 글은 학자의 견지에서 쓴 것이 아님으로 정설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현재
한국학계에 정리된 데이터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파리의정의
뉴스를 통해서만 해파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해파리에 대한 선입

있게 하였다.
한자로는 수모(水母)가
표준말이며 해차(

,해

관이 곱지 않을 것이다. 해파리는 쐐기 세포로 사람을 공격해 심하면

파리 차), 해타(海駝,모래무

사망 사고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해파리

지 타), 해철(

떼가 나타나 해수욕장이 폐쇄되어 상인들이 장사를 망치고, 어부의

철), 해월수모(海月水母),

어망에 너무 많은 해파리가 걸려 1천만 원 짜리 그물을 못쓰게 만들

저포어(樗蒲漁), 석경(石鏡)

고, 발전소나 선박 엔진의 냉각수 취수구 파이프를 막아 정전 사고와

등의 이름이 있다.

,해파리

선박의 기관실 정지 사고를 일으킨다는 등등 해파리에 불리한 뉴스

영명으로는 젤리(jelly)와

만 범람한다. 2009년 국립수산원은 해파리 피해 금액이 3천 억원으

메두사(medusa) 두단어가

해파리는 무섭게 생긴 메두사를 상징한다.

로 추정했다.

흔히 쓰이는데 젤리의 예는

ⓒpatrimonio

그러나 바다 속에 직접 들어가는 스쿠바 다이버(SCUBA Diver)에
게는 해파리가 보고 싶어도 쉽게 만나지는 동물이 아니다.

젤리피쉬(Jellyfish), 씨젤리(Sea jelly)이며 학명체계에서는 젤리
(jelly)란 말은 안 쓰고 메두사(medusa)를 쓴다. 영문(또는 유럽어)으
로 된 해파리의 소개나 해설에서 젤리피쉬 대신 전적으로‘medusa’

옛 우리말에 해팔어(海八魚; 현산어보)라는 것이 있는데 해파리의
어원인듯하다. 해파리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자의 팔(八) 자로 본 데
서 유래했을 것 같은데 발상이 재미있는 작명이다. 해파리를‘물알’
이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를 사용한 글들도 자주 발견된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 여신
이름이다.
해파리는 물고기가 아님으로 영명 젤리피쉬(jellyfish)는 잘못 지어
진 이름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미국의 아쿠아리움들에서는

우연이겠지만 우리 선조들도 물고기가 아닌 해파리를 해팔 어

jellyfish 대신 씨젤리(sea jelly) 또는 젤리스(jellies; jelly의 복수)를

(魚: fish)라 했고 영명에서도 jelly fish라 하여 물고기로 오해할 수

사용하여 fish를 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은 여전히 젤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뜯어 먹는 쥐치들. 사진/김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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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쉬이다.

자포가 발사되는 과정

해파리는 자포동물문(刺胞動物門; Phylum Cnidaria)의 여러 동
물 그룹(Class;강/綱)들 중에서 부유해 다니는 몇 그룹을 묶어서 부
르는 이름이다. 자포동물이란 몸에 쏘는 세포(자포)를 가지고 있는

뚜껑

발사되기 전의 자포

밖으로 튀어나오는
핑거(Finger)

동물을 말하며 산호와 말미잘도 자포동물이지만 이들은 바닥에 정착

/ / / 미늘

해 사는 점에서 부유생활을 하는 해파리와 구분된다. 해파리류로 묶

독물

어지는 그룹은 전통적으로 다음 3 그룹이었다.

피해자의 피부
피해자의 근육 조직

3강으로 분류한 경우
ⓒPhilcha

1.해파리강(약250종),
2.입방해파리강(약20종),
3.히드라충강(약 1000~1500종). (도표 참조)

3. 입방해파리강: Class Cubozoa(동의어: Class Cubomedusae
/box jellyfish)
4. 히드라충강: Class Hydrozoa(동의어: Class Hydromedusae)

4강으로 분류한 경우
※ 업데이트 된 자료들에서는 해파리강에 속해있는 십문자해파리

넓은 의미의 해파리 : 따지고보면 해파리는 아니지만 몸이 반

목을 강(Cass)으로 승격시켜 4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투명하면서 부유해 다니기 때문에 해파리처럼 보이는 것들도 넓은 의

1. 해파리강: Class Scyphozoan(동의어: Class Scyphomedusae

미에서 모두 해파리류라고 한다. 빗해파리(유즐동물문/phylum

/true jellyfish)
2. 십 문 자 해 파 리 강 : Class Staurozoa(동 의 어 : Class
Stauromedusae /stalked jellyfish)

Ctenophora), 살파와 바다술통(미색동물문/phylum Chordata)이
그 예이며. 고둥류 중에도 껍질 없이 투명하며 부유생활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광의의 해파리류가 된다. 어떤 과학자들은 해파리라는

구근해파리목(?)의 한 종. 사진/이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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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冠) 해파리목(Coronatae)의 왕관 해파리(Crown Jellyfishes) 종류 중 하나. ⓒLevent Konuk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는 모든 젤라틴성 동물을 젤라틴성

해파리(true jellyfish)라 한다. 진성 해파리의 학명 스키포조아

동물풀랑크톤(gelatinous zooplankton)이란 용어 하나로 묶는다.

(Scyphozoa)의 어원은 그리스어 스키포스(skyphos)이며 잔(cup)의
한 종류이다. 해파리는 얕은 수심 깊은 수심을 불문하고 전세계 해양

여러 특징의 해파리들 중에서 해파리강(Class Scyphozoa /동의어

에 서식하며 히드라충강(hydrozoan)에 예외적으로 담수에 사는 민물

Scyphomedusae)에 속하는 것들을 해파리의 기준형으로 보며 진성

해파리(소워비꽃모자 해파리)가 있다. 크기가 25mm(지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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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Mesenchyme)
외우산 표피(Umbrellar epidermis)
위장

해양동물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구들이 많
은 집단이 자포동물(문;門)이다. 예를 들어 아름답

외우산 표면
(Exumbrellar surface)

생식소(Gonads)
Subgenital pit

기로 유명한 산호류도 자포동물이다. 모두 쐐기세
포(가시세포)를 가지고 먹이를 잡거나 물리치는데

입

아름다운 장미가 가시를 가진 것에 비유된다. 해
파리가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논외로 하고 일단 해
파리는 미인 가문(자포동물문)에 속해 있다.

내우산 표면
(Subumbrellar surface)

촉수
내우산 표피
(Subumbrellar epidermis)

어부를 괴롭히고 해수욕장을 습격하는 해파리
를 백사장이나 배 위에 올려놓았을 때 모습을 보

Subgenital pit

면 그리스인들이 메두사(medusa)라고 불렀던 이

Rhopalium

단면(Mesenchyme)

유가 납득이 간다(※제1부 해파리 전설 쪽 참조).

입다리(Oral arms)

메두사 여신은 괴물이기 이전에 추함의 상징이다.
그러나 스쿠바 다이버들의 생각은 좀 다를 것
이다. 물속에서 해파리를 보면 예뿐 것들이 많고

전형적인 해파리류의 단면도
전형적인 해파리류(해파리강)에는 약 2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크고 괴물스러운 것들도 추하게 보인다기 보다는
환상적인 괴기스러움으로 보인다. 그리스 시대에
는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의 진 면모를 관찰할 수
입쪽 표면

있는 다이버가 없었으므로 육지에 난파된 해파리
모습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보았을 것이다.
해파리는 색을 가진 것도 있으나 대부분 무색이

입 반대쪽 표면

며 투명(또는 반투명)하다고 말해지지만 물속에서
는 무색 투명의 의미가 다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심축

빛을 발할 때가 많다. 수족관을 통해 보는 것하고
다이버가 물속에서 보는 것하고도 느낌에 큰 차이
중심축의 시작점

가 있다. 투명체가 물속의 부드러운 햇살과 어두
운 백그라운드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다이버들
만이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이다.

후미 끝

해파리도 먹어야 산다. 동물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가 촉수에 닿으면 수많은 독침이 발사되어

입쪽과 입반대쪽 구분

먹이가 기절하며 촉수와 입다리가 먹이를 입으로
가져간다.

다른 방식의 명칭 붙이기. ⓒUS NOAA

쐐기세포가 밀집해 있는 촉수는 우산의 가장자리에 늘어져있고 그
수와 길이 색 독침의 강도는 종에 따라 다르다. 입은 우산의 중심부

해파리의구조

하부에 있는 섭식 통로 끝에 있다. 입은 항문 역할을 겸한다. 전형적

Anatomy of the jellyfish

인 해파리들의 입은 그 밑으로 여러 개의 입다리(oral arms;구완)가
길게 연장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촉수가 잡은 먹이를 입으로 가져

해파리의 몸은 96%가 물이며 염분 3% 유기물질 1%로 구성되어

가거나 가두는 역할을 한다.

있다. 몸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산(umbrella), 종(bell), 갓, 또는

해파리는 분명한 소화 시스템이 없고, 삼투조절능력이 없고, 중추

부유기(float)라 부르는데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우산 모양인 것, 종

신경계와 호흡/혈관 순환계도 없다. 해파리는 위수관(渭水管;

모양인 것이 있어서 한쪽 단어로 고착시킬 경우 실제와 차이가 있어

gastrovascullar cavity)의 벽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영

어색할 때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산으로 통일하되 필요에 따라 종,

양섭취가 끝난다. 해파리가 호흡순환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삼

갓을 병행 사용하겠다.

투조절이 안 되는 얇은 피부를 통해 해수의 산소가 저절로 몸에 확산

우산은 젤리 성분(한천질/寒天質)이다. 우산의 표면은 외우산 표
면과 내우산 표면으로 구분하며 우산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면이 내
우산 표면(subumbrella surface)이다.

되기 때문이다.
해파리의 몸은 해수의 밀도와 비슷해서 가라앉지 않으며 가라앉지
않으려고 헤엄쳐야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해파리는 스스로
2011 September·October 89

자포동물문중에서해파리류로소개되는분류군들과기타해파리
아래 표는 2003년판 Invertebrates(Richard C. Brusca/ Gray J. Brusca)에서 정리해 낸 것이며 한국명들은 동물분류학(한국동물분류학회 편저 2003)
에서 인용한 것이다. 두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명의 직접 대입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2008년 5/6월호 57쪽‘단순화 산호 분류표’
에서 소개된 자포동물문 분류계통도는 본 도표만큼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임
해파리류에 속하는 분류군

① Sub Anthomedusae (꽃해파리 아목)
= Gymnoblastea or Athecata
종전에는 히드라산호(Hydrocorals)인 화이어 코랄
(Fire corals)과 레이스 코랄(Lace corals)이 각각 독립
적인 목(Order Mileporina/다공산호히드라충목,
Order Stylasterina/별기둥산호히드라충목)이었으나
신분류에서는 2개의 과로 본 아목에 흡수 되었다.

① Order Hydroida (히드라충목)
1. Class Hydrozoa
(히드라충강)

② Sub Leptomedusae (연해파리 아목)
= Calyptoblastea or Thecata

② Order Trachylina (경해파리목)
③ Order Siphonophora (관 管 해파리목): Portuguese-Man-of-War
④ Order Chondrophora (반해파리목)
⑤ Order Actinulida (악티눌라목)

(A) Subclass Alcyonaria
(= Octocorallia)
(팔방산호아강)

Phylum Cnidaria
(자포동물문)

2. Class Anthozoa
(산호충강)

(B) Subclass Zoantharia
(= Hexacorallia)
(육방산호아강)

(C) Subclass Ceriantipatharia
3. Class Cubozoa

① Order Alcyonacea (바다맨드라미목)
② Order Gastraxonacea
③ Order Gorgonacea (해양목)
④ Order Helioporacea
⑤ Order Pennatulacea (바다조름목)
⑥ Order Protoalcyonaria
⑦ Order Stolonifera (근생목)
⑧ Order Telestacea
① Order Actiniaria (해변말미잘목)
② Order Scleractinia (돌산호목)
(= Madreporaria)
③ Order Zoanthidea (말미잘목)
④ Order Corallimorpharia
① Order Antipaharia (뿔산호목)
② Order Ceriantharia (꽃말미잘목)
① Order Cubomedusae (입방해파리목): Sea wasp(바다말벌)

(입방해파리강)

4. Class Scyphozoa
(해파리강)
진짜 해파리 종류

① Order Stauromedusae (십문자/十文字 해파리목)
② Order Coronatae(관 冠 해파리목)
③ Order Semaeostomeae (기구 旗口 해파리목)
④ Order Rhizostomae (근구 根口 해파리목)

기타해파리
Phylum Ctenophora
(유즐동물문)
빗해파리류

※ 곧바로 7개목으로 나눈다
※ 유즐동물문을 2개의 강으로
나누는 경우(한국동물분류학회)
① Class Nuda (무촉수강)
오이빗해파리목 1개가 해당
② Class Tentaculata (유촉수강)
오이빗해파리목을 제외한 나머지

Phylum Chordata

subphylum Urochordata(Tunicata)

(척색동물문)

(미색동물아문) 예: 살파, 바다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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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rder Beroida (오이빗해파리목)
② Order Cestida (띠빗해파리목)
③ Order Cydippida (풍선해파리목, 거품빗해파리목)
④ Order Ganeshida
⑤ Order Lobata (투구빗해파리목)
⑥ Order Platyctenida (넓적빗해파리목)
⑦ Order Thalassocalycida

한국명해파리리스트(37종)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Species

Korean Name

Cnidaria

Hydrozoa

Anthomedusae

Corynidae

↑

↑

Sarsia

tubulosa

관사르스해파리

↑
자포동물문

히드라충강

꽃해파리목

Clavidae

Turritopsis

nutricula

작은보호탑해파리

Cladonematidae

Cladonema

radiatum

방사분지해파리

Rathkeidae

Rathkea

octopunctata

팔방라드케해파리

Spirocodon

saltator

무희나선꼬리해파리

Aequoreidae

Aequorea

coerulescens

평면해파리

Eirenidae

Eirene

menoni

메논평화해파리

Campanulariidae

Phialidium

folleatum

얕은컵해파리

Dipleurosomatidae

Dipleurosoma

typicum

양면체형해파리

Proboscidactylidae

Proboscidactyla

flavicirrata

노란무늬지상해파리

stellata

별무늬지상해파리

Olinidias

formosa

꽃모자해파리

Craspedacusta

sowerbii

소워비꽃모자해파리

Gonionemus

vertens

꽃모자갈퀴손해파리

Rhopalonema

velatum

연막곤봉해파리

Aglantha

digitale

골무해파리

Geryoniidae

Liriope

tetraphylla

네잎백합해파리

Aeginidae

Solmundella

bitentaculata

쌍촉수태양해파리

Aegina

citrea

레몬방패해파리

Muggiaea

bargmannae

바르그만머그해파리

Diphyes

chamissonis

카미소두겹관해파리

bojani

보야누스두겹관해파리

Abylopsis

eschscholtzi

에시솔츠심해컵해파리

Physaliidae

Physalia

physlais

작은부레관해파리

Porpitidae

Porpita

umbella

푸른우산관해파리

Leptomedusae

↑
연해파리목

Limnomedusae

↑
민물해파리목?

Olindiidae

Trachymedusae

Rhopalonematidae

↑
경해파리목

Narcomedusae

Siphonophora

Diphyidae

↑
관해파리목

입방해파리목

↑

십문자해파리목

↑ ↑

입방해파리강
해파리강

Cubozoa

Cubomedusae

Carybdeidae

Carybdea

rastonii

라스톤입방해파리

Scyphozoa

Stauromedusae

Eleutherocarpidae

Stenoscyphus

inabai

좁은컵해파리

Semaeostomeae

Pelagiidae

Dactylometra

quinquecirrha 커튼원양해파리

Pelagia

noctiluca

야광원양해파리

Cyaneidae

Cyanea

nozakii

유령해파리

Ulmaridae

Aurelia

aurita

보름달물해파리

Rhizostomeae

Rhizostomatidae

Nemopilema

nomurai

노무라입깃해파리

Lobata

Bolinopsidae

Bolinopsis

rubripunctata

투구빗해파리

Leucotheidae

Leucothea

japonica

백해여신해파리

Cydippida

Lampeidae

Lampea

pancerina

큰입빗해파리

Beroida

Beroidae

Beroe

cucumis

오이빗해파리

Cestida

Cestidae

Cestum

amphitrites

띠빗해파리

↑

기구해파리목

근구해파리목

↑

유촉수강

Ctenophora

↑

Tentaculata
오이빗해파리목

↑

무촉수강

↑ ↑

거품빗해파리목

유즐동물문

↑

Nuda

↑

피빗해파리목

투구빗해파리목

왼쪽 도표 상단 ①Order Hydroida(히드라충목)은 위 도표에서 Anthomedusae(꽃해파리목)과
Leptomedusae(연해파리목)로 분류되어 있슴.

제공/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

이 칸의 한국명은 필자가 임의로 추가해 넣은 것으로 검증이 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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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몸의 진로 방향
은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다. 단순한 신경망이 우산
바닥에 있는 근육섬유를 리듬있게 축소 확장시키는
데 수축시에 물을 우산 밖으로 밀어내면 전진하게
되는 식이다. 해류를 거슬러 헤엄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는 열심히 거의 모든 시
간을 헤엄친다.
해파리는 뇌나 중추신경계가 없지만 표피에 엉
성한 신경망(nerve net)이 깔려있다. 이 신경망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감지한다. 일부 해파리들은 안
점(眼點; ocelli)을 갖고 있으며 이것으로 빛을 감
지한다. 햇빛을 감지하여 위와 아래를 구별한다.
안점은 색소세포로 이루어져있으나 모두가 색소세
포는 아니며 색 없는 세포도 포함되어 있다.

해파리의번식방법
Reproduction of The Jellyfishes
해파리는 암수가 따로 있는 자웅이체이다. 해파리
는 대부분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겹쳐서 하며 유성
생식만 하는 것도 있다. 해파리의 유성생식은 수컷과
암컷이 정자와 알을 수중으로 방출하여 수정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성생식과 다를 바가 없
다. 진성 해파리(해파리강)들은 거의 모두 유성생식
과 무성생식을 겹쳐서 한다.
유성생식만 하는 종은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변태
하여 에피라(ephyra)라고 부르는 플랑크톤이 되어
떠돌다가 해파리 모습으로 변한다. 바닥에 부착하는
과정이 없다. 이런 일부 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

해파리강 해파리의 재생산 순환도. ⓒMatthias Jacob Schleiden
•1~8: 애벌레(planula)가 바닥에 정착하여 폴립으로 변태하는 과정
•9~10: 폴립이 분열을 준비하는 스트로빌라 과정(무성생식)
•11: 에피라의 방출
•12~14: 어미로 성장하는 과정

파리의 일생은 변태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2단계로
나뉘어진다.
첫 단계는 폴립 단계(polypoid stage)이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스트로빌라(strobila)라 한다. 접시 유생들은 각자 분리되어 떠돌이
플랑크톤 생활로 들어가며 스트로빌라는 해체된다.

을 겸하는 종은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바닥에 부착한 다음 변태하

두번째 무성생식 방법은 하나의 생명체였던 최초의 폴립(밑둥 포

여 폴립 모양이 된다. 산호의 폴립이나 말미잘의 모습과 같으며 바

함)에서 싹(bud)이 나와 제2의 폴립으로 자랐다가 분리되고 제2 폴립

닥에 붙어 살면서 촉수로 먹이를 잡아먹는다. 해파리 폴립은 크기
가 아주 작으며 몇 mm 이내이다. 해파리 폴립은 바닥에 정착하지
만 선박에도 붙고 물고기나 다른 무척추동물 또는 부유하는 다른
플랑크톤에도 부착한다. 알이 수정되어 애벌레가 나오고 이것이 바
닥에 정착하여 폴립으로 변태하기 직전까지가 유성생식이다. 그 다
음 폴립 단계에서는 무성생식으로 개체 수가 늘어난다.
무성생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무성생식 방식은 폴립의 밑
둥이 위로 기둥처럼 키가 커지는 동시에 그 구조가 수많은 접시를 쌓
아놓은 것과 같이 균열된 외관을 보인다. 각 접시의 둘레는 8개의 꽃
잎이 위로 오므려져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접시를 쌓아놓은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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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폴립 그림의 또 다른 예. ⓒMorphart

❶ 성체

알
성체

❷알

애벌레

❸

애벌레

❼

에피라(ephyra)
로 발달중

에피라(ephyra)

❹

❻
에피라(ephyra)

스트로빌라(Strobila)
❺

폴립(Scyphistoma)
바닥에 부착 생활

유성생식만 하는 해파리의 경우, 바닥에 부착생활하는 단계가 없다

전형적인 해파리의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복합과정
Modified from Invertebrate Zoology by Ruppert/Barnes

그림/김풍등

에서 또 다시 싹이 터서 제3 폴립이 발생하는 식으로 과정을 반복하는

다.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몸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수정을 수행하

것이다. 하나의 폴립에서 여러 개의 싹이 나와 제2세대 폴립이 여러

며 알은 어느 정도 발육된 다음에 밖으로 나온다. 달님해파리(moon

개가 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증식된 폴립들이 위에 설명한 스트로

jellyfish)를 예로 들면 입다리(oral arms) 틈에 알을 보호한다.

빌라 과정을 다시 시작하여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곧 바로 2개체 어미로 분열; 메두사 단계에서 알을 낳지도 않고

폴립에 싹이 터서 폴립 수를 늘리는 폴립을 군집형(colonial) 폴립

곧바로 싹을 틔워 메두사를 만들어 내는 해파리 종류도 있다. 싹이

이라 하고 폴립을 증식시키지 않고 위 첫째 방식처럼 스트로빌라 단

나오는 장소는 촉수나 입 주변 등 종에 따라 제각각이다. 히드로메두

계로만 번식하는 것을 단독형(solitary) 폴립이라 한다.

시(hydromedusae) 종류 중에는 싹이 나오는 과정도 없이 몸을 바로

스트로빌라에서 해체된 접시는 메두사 단계(medusa stage,해파

쪼개서 두 마리가 되는 식으로 번식하는 것도 있다.

리 단계)를 시작한다. 폴립에서 포개진
접시 모양으로 있던 개체는 떨어져나오
면 오므렸던 꽃잎을 활짝 펴서 자유스럽
게 방랑생활을 하는 예쁜 플랑크톤이 된
다. 이것을 에피라(ephyra; 바다 요정의
이름, 라틴어)라고 부른다. 에피라가 자
라서 변태를 하면 메두사(해파리)가 된
다. 메두사는 암수가 정소를 뿌려 알을
수정시킬 것이며 여기 까지를 메두사
단계라고 한다.

예외적재생산방식
Exceptional Reproduction
Method
어미가 알을 보호; 일부 해파리 종
들은 수정된 알을 어미 몸 속에 보호한

해파리 떼. ⓒVictoria Ever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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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파리
빗해파리(유즐동물)
Comb Jellies
머리를 빗는 긴 빗 모양의 구조가 몸 속에 8개 있다.
촉수는 2개이며 촉수에 쐐기세포가 없으며 대신에 끈끈
이 세포(교포: 膠胞: 아교 교 자와 세포의 포 자 :
colloblast)가 있다. 촉수가 없는 종류도 있다. 빗해파
리류는 분류계통상으로 상위 단계인 문(門: phylum)에
서부터 일반 해파리와 가문을 달리한다. 옛날에는 해파
리류 가문에 속했었다고 하는데 쐐기세포(자포)가 없어
서 몸 속에 빗 구조를 가진 것들끼리 구룹으로 분가했
다. 이 구룹을 유즐동물문(有櫛動物門: phylum
Ctenophora)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유즐이란 말이 아
마츄어들에게 너무 난해한 용어라는 점이다.
즐(櫛)은 머리를 빗는 빗(comb)이다. 유(有)는‘가지고
있다(bear)’뜻이다. 학명(Ctenophora: C는 묵음이며 티
노포라로 발음한다)도그리스어의같은뜻에서유래했다.
한글로 직역하면‘빗가진동물들’
이다.‘유즐’
은 아무
리 생각해봐도 어려우니 그냥‘빗해파리류’
로 하는게
편하겠다(기억력이 좋은 사람은‘유즐’
도 한번 더 되새
김해 두자).
빗해파리는 세계적으로 약 100종 내외가 알려져 있고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많다. 크기(길이)는 2.5cm에서
1.5m까지 존재한다. 해파리와 빗해파리의 차이를 전문
적으로 말하면 10여 가지가 되겠으나 비전문가는 빗 구
조만 이해하면 된다. 몸 안에 8개의 빗 구조가 배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 빗은 빗의 대(띠)와 촘촘히 붙은 짧은
빗살로 이루어지며 빗살은 털(cilia) 같은 것이다. 빗해파
리는 빗살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드는 점에서 종을 펄럭

종명 Bathocyroe fosteri, 흔하게 발견되는 종이며 깊은
수심에 산다. 입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 있다.
ⓒMarsh Youngbl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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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Aulacoctena sp. ⓒKevin Raskoff

Bolinopsis sp. 크기는 몇 mm밖에 안된다. ⓒUS NOAA

Beroe sp. 크기 3~6cm. 입(왼쪽)을 벌리고 헤엄치는 중.
ⓒUS NOAA

이며 이동하는 해파리와 다르다. 빗해파리의 털(섬모, cilia) 길이는 최

이 여러 개의 빗대를 따라 아래 위로 왔다갔다하는 현상을 볼 때가

대 2cm로 긴데 이는 동물계에서 가장 긴 섬모(cilia)이며 빗해파리는

있다. 영화의 특수 촬영 장면 같다. 이것은 섬모가 율동적으로 움직

섬모를 흔들어 추진하는 동물류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일 때 태양광이나 다이버의 전지불을 머금기 때문이다. 빗해파리는

빗해파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 힘이 제한적이어서 해파

다양한 플랑크톤 생물을 잡아먹으며 동시에 해파리들의 중요한 먹이

리의 경우처럼 물의 흐름에 따라 밀려다닐 수 밖에 없다. 한 마리가 목

감이 되기도 한다. 바다거북, 개복치도 빗해파리를 먹이감으로 선호

격되었다면 주변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해파리와 같다. 어떤

한다.

때는 빗해파리의 거대한 떼가 수면층 전체를 젤라
틴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 에른스트 헥켈의 빗 해파리 그림 >

스쿠바 다이버들은 빗해파리의 몸에서 형광빛
1

2

4
3

ⓒR.Griswold/NOAA

토루투가스 레드(Tortugas red)란 이름을 가진 심해종.

5

6

유즐동물문 빗해파리(Ctenophorae)

ⓒKevin Raskoff

Mertensia ovum, 빗의 줄에서 빛이 반사되고 있다.
우측 하단에서 끊어져나간 촉수가 재생되고 있는 중.

1. 종명 Haeckelia rubra (Victor Carus, 1862), Haeckelia rubra (Gegenbaur, Kolliker
& Muller, 1853), 상면도
2. 종명 Haeckelia rubra (Victor Carus, 1862), Haeckelia rubra (Gegenbaur, Kolliker
& Muller, 1853), 측면도
3. 종명 Hormiphora foliosa (Haeckel), Hormiphora sp., 측면도
4. 종명 Callianira bialata (Delle Chiaje), Callianira bialata Delle Chiaje, 1841, 측면도
5. 종명 Tinerfe cyanea (Chun), Tinerfe cyanea (Chun, 1889), 측면도
6. 종명 Lampetia pancerina (Chun), Lampea pancerina (Chun, 1879),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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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감각기관

평형감각기관

돌기
내촉수와 빗살구조

빗살구조

평형감각기관

빗대와 빗살
입

입

입다리(Oral lobe)

입둘레

오이빗해파리류

투구빗해파리류

입
빗과 내촉수 구조

평형감각기관

촉수

빗해파리류 Order Cydippida
넓적빗해파리류

촉수벌브
입

살파

은 의미에서 해파리류에

Salpa

넣어준다.

촉수

인간이 포함된 척추동
척삭동물문(Phylum Chordata) 미삭동물아문(Subphylum
Urochordata) 탈리아강(Class Thaliacea) 살파목(Order Salpida)
살파과(Family Salpidae)

물의 기원은 척삭동물이
며 살파(바다술통 포함)
와 멍게(우렁쉥이)는 척

스쿠바 다이버는 다이빙 도중 젤라틴 덩어리들이 옆으로 5~10m

삭동물이다. 인간의 먼

길게 체인 밧줄처럼 연결된 채로 둥둥 떠가는 장면과 만날 수 있다.

뿌리가 멍게나 살파에 있

이것은 살파라고 부르는 동물이다. 다이버가 막아서면 줄이 끊어지

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연

며 이 덩어리들은 종국에 모두 분리되게 되어있다. 만져보면 보기보

관계는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살파와 우렁쉥이는 배아 발

다 단단하다.

달 시기에 등 쪽에 끈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척삭이라하며 척추

살파는 더운 바다 찬바다에 다 있으며 남극해 부근에서는 크릴 새
우보다 더 많은 떼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살파 우표

의 원조로 보는 것이다.
살파는 실린더 형이며 거의 색이 없다. 외피는 거의 투명하지만 두

살파는 해파리처럼 반투명하게 보이지만 해파리(자포동물류에 속

껍고 속에 근육 띠(체벽근)가 들어있다. 이 체벽근이 위에 있는 입수

하는)도 아니고 빗해파리(유즐동물류에 속하는)도 아니다. 그러나 넓

구와 아래에 있는 출수구의 근육들과 보조를 맞추어 수축운동을 하

홍해의 살파 체인 사진. ⓒLars Plougmann

한 마리의 살파 개체. ⓒstephan kerkh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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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파 체인. ⓒElisei Shafer

살파(Salpa)

살파 체인. ⓒElisei Shafer

바다술통류(Doliolids)

긴 테이프처럼 자가복제 되는 살파.

면 물이 몸 속을 관통하면서 식물성플랑크톤 먹이를 제공함과 동시
에 젯트 추진력이 생겨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력이 미약해서
물에 떠밀려 다니게 된다.
살파는 단독생활 시기와 군체생활 시기를 거친다. 단독 시기에 무
성생식으로 번식하여 체인이 되며 체인이 된 살파들은 유성생식으로
수정된 2세들을 체벽에 붙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놓아 주며 이들 2세
가 단독생활기에 무성생식을 시작한다.

체인에서 흐트러진 살파들. ⓒstephan kerkhofs

해파리고둥
연체동물문(phylum Mollusca) 복족류(class Gastropoda) 중에
패각이 없거나 퇴화된 고둥류가 있는데 해파리처럼 투명해보이며 헤

지느러미

위장
식도

엄쳐 다닌다. 다리가 헤엄치는 지느러미로 변형되었다. 몸은 아래위
로 납작하다(그림은 긴 원통형으로 보이지만 측면도라 그렇다). 다리
는 배지느러미로 변했는데 그림에서 배지느러미가 위에 있는 이유는
몸이 뒤집힌 상태로 헤엄치기 때문이다.

타액선

눈

복강
창자

해파리처럼 투명한 젤리 모양으로 헤엄쳐다니는 고둥류. 패각이 사라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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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역에서 동시에 다량으로 발생한 해파리들은 조밀하게 모이면서 해파리 만개 현상을 일으킨다. ⓒAnton Kovalenko

해파리는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다른 경쟁자들 보다 강해서 플랑

해파리만개(滿開)

크톤을 독식하게 되며 그 결과로 왕성한 번식을 누린다. 또한 염도가

Jellyfish Bloom

상대적으로 높은 물도 해파리 번식을 유리하게 한다. 해파리의 폴립
이 해파리로 변태할 때 이오다인(요오드)을 필요로 하는데 염도가 높

해파리의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은 수온과

은 물에 이오다인이 많기 때문이다. 해파리는 따뜻한 물에서 생존력

일조량의 증가, 그에 따른 플랑크톤 먹이의 증가와 관계가 있으며 계

이 강하여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해파리

절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 해역에서 동시에 다량으로 발생한 해파

번식을 돕는다.

리는 해류의 여파로 조밀하게 모이면서 표류하게 되는데 이것을 젤

해파리 만개는 최대 10만 마리까지 될 수 있다. 세계 해양에 해파

리피쉬 불룸(Jellyfish Bloom), 직역하면 해파리 만개(滿開)라 하며

리의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증감 현황에 대하여 과학적

그냥 해파리 떼(swarm)라고도 한다.

으로 조사된 적은 한번도 없다. 해파리가 세계적으로 과잉번식하고

해파리 만개는 여러 원인이 관계되어 있다. 해류, 영양염류, 수온,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과거 데이터에 비교한 것이

포식자들의 과다 여부, 산소 농도, 염도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해파리

아니고 경험적으로 과거에 비해 해파리 만개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

떼가 가끔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커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그 원인

현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 물의 오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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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해파리 만개는 인간의 자연파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망에 가득찬 해파리떼는 어업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어선을 전복시키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견해가 많다. 과거에 물고기

는 일도 있으니 심각한 것이다. 그 다음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해

가 많았으나 남획으로 어종이

안지방의 경기를 망쳐 놓는다는 것이다. 어망을 파손시키며 어망에

고갈된 바다에 해파리 개화가

잡힌 물고기를 못쓰게 만든다. 해파리는 물고기 알과 작은 물고기를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해파

잡아먹음으로 어부가 수확할 자원을 뺏어가는 경쟁자가 된다.

리의 먹이와 물고기의 먹이는

취수구를 막아 원자력발전소와 해수의 담수화 공장을 멈추게 하고

동일하며 물고기가 없어진 바

같은 이유로 선박 엔진도 멈추게 한다. 1999년에 필리핀에서, 2010

다에 해파리가 먹을 것이 많

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정전 사고를 일으켰다. 아주 큰 노무라 해파리

아진 것은 당연함으로 해파리

는 달리는 보트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가 번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연 파괴
와 관계가 없는 특이한 해파
리 떼의 출몰도 화제가 되어
있다. 과거에 해파리가 없었
던 바다에 수십 년 전부터 해
파리 만개가 발생하는 곳으로
흑해, 카스피해, 발틱해, 이집
트와 이스라엘의 지중해, 멕
시코만이 알려져 있다. 이 경
우들은 환경오염이나 과잉어획과 관계가 없으며 해파리가 없던 바다
에 해파리가 침입한 것으로 이를 침입종(Invasive species)이라 한
다. 침입종이 들어간 바다에는 원래 침입종을 견제할 생물이 없었으
므로 해파리 만개가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농업이나 양식업이 바다로 흘려보내는 영양물질은 물을 부영양화
시키고 여기에 해파리가 좋아하는 작은 생물이 과잉 번식하기 때문
에 해파리 떼도 왕성해진다.
해파리 떼는 동시적 번식 외에 해파리들이 함께 모이는 능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필요에 의해 서로
모일 수 있는 능력은 달해파리(Aurelia, Moon jellyfish)에서 관찰된
다고 한다.

해파리 만개로 인한 피해
가장 심각한 피해는 사람이 해파리에게 쏘이는 것이다. 사람이 죽

해파리 만개 시기에 해변에 난파된 해파리들. ⓒMichael F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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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를 포식하고 있는 그린 터틀. 사진/강현주

해파리의천적들
Predators of jellies
해파리를 포식하는 동물 중 가장 중요한 포식자는 다른 종 해파리
를 잡아먹는 해파리이다. 어떤 해파리는 해파리만 먹고 산다. 바다거
북, 개복치, 쥐치, 다랑어, 상어, 새치(swordfish) 등 여러 동물이 해
파리를 먹는다. 바닷새는 해파리와 공생하는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을
뽑아먹는데 이때 해파리도 함께 먹게 된다. 보자기 문어(blanket
octopus; Genus Tremoctopus )는 해파리 독에 면역되어 있으며 독
성이 매우 강한 맨오브워(Man of War)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촉
수를 끊어서 자기방어에 사용하기도 한다.
독성이 강한 해파리류로는 맨오브워(관해파리류)와 입방해파리
류(box jellyfishes)를 꼽으며 해파리 포식자들도 이 종들을 먹지

해파리를 주식하는 개복치의 측면도와 입면도. 그림/김인영(김풍등)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바다거북들은 모든 해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

해파리의수명
크기가 아주 작은 어떤 종은 몇 시간 밖에 못 살고 일반적으로는 2
개월에서 6개월 산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0년 수명의 해파리도 보
고된 일이 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수명이 무한한 해파리
(Turritopsis nutricula)도 있다.

※ 제4부 해파리의 개별이야기들은 다음호에 소개합니다
장수거북은 해파리를 주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msk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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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우정사의 신제품

TUSA RS-680

가격 1,280,000원

1st stage
■ Ultra-compact 밸런스 다이아프램 1단계
■ 가벼운 R-600 : 630g
■ 2개의 고압포트와 4개의 저압포트
■ EK-600 환경 키트 장착 / 옵션

2nd stage
■ 타원형의 low-profile case 디자인
■ 벤투리 레벨 조절 기능
■ 최고의 편안함을 위한 Universal Swivel Joint
■ S. E. A(Sequential Exhaust Assist System(특허)
S. E. A는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듀얼 배기 시스템이다. S. E.
A 시스템은 기본 및 보조 배기의 기능이 확대되어졌다. 보조 배
기는 S-80 타원형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기저항
을 큰 폭으로 줄인 기본 기능과 함께 조합되어 작동된다. 배기저
항은 다이버의 자연스러운 호흡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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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항이 줄어들거나 배기 성능이 증가하면 다이버는 공기소모
와 줄어든 호흡률로 편안하고 한결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해진
다. R-600 1단계와 조합된 S-80은 외관상으로도 작동량과 상
관없는 수월한 수중 경험을 제안한다.
■ 내장되어 있는 습기 전환 플레이트
S-80 2단계에는 흡기와 배기를 통해 발생되는 물방울을 포착하
는 습기 전환 플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방울은 다이빙을
하는 동안 종종 겪게 되는“드라이 마우스”현상을 줄여주고 호흡
시 습도를 증가시킨다.
■ 조절 가능한 호흡 저항 조절 놉
S-80은 다이버의 필요에 따라 공급 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있으며 이상적으로 간편 사용이 가능한 측면 공기 흐름 조절
이 부착되어 있다. 이 여러 줄 나사는 다이버가 저항을 거의
끼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배기 저항을 빠르고 쉽게 조절하여
용할 수 있다.

수
놉
느
사

TUSA BCJ-940

가격 880,000원

■ 아시아 여성 전용으로 설계된 사이즈와 여성성을 강조한 디자인
■ 피팅감이 좋아지고, 보다 가벼워진 독립 하네스 시스템
■	고성능 쿠션인 3D 메쉬를 덧댄 패드는 짊어졌을 때의 무게와 허리
의 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
■	BCJ의 하이커트라인으로 허리에 웨이트를 장착할 수 있으며, BCJ
의 간섭을 극도로 줄이고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실현
■	팔 주위의 피팅감을 슈트에 맞추어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허리
서포트 패널
■	인플레이터를 전방으로 댕기는 것만으로 배기되는 O. P. E. V 배기
시스템
■ 보다 쉽고 단단하게 탱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	크고 작은 2개의 포켓이 더해진, 작은 소품을 챙길 수 있는 허리벨
트 포켓
■ 닌자 포켓 제공
■ 색상: W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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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해왕잠수의 신제품

포세아 컴퍼트 3 (카다로그 P63)
모델번호

Ref 505 60-(5mm)
Ref 505 60-(5mm 레이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능성 수트
■ 4계절용
■ 울트라 소프트 엘라스킨 네오프렌은 안정성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증가시켰다.
■ 안감을 모두 “파이어 스킨“ 사용으로 되어 있다.
■ 어깨 팔꿈치와 무릎부분에 엠보싱 처리
■ 팔꿈치, 무릎 뒤편에 플렉스 시스템이 새겨짐
■ 허리보호: 특별한 허리 보호제를 사용하였고 물이 감싸는 것을 줄여주었다.
■ 닳기 쉬운 부분은 “수프라텍스” 패드로 더욱 강화 하였다.
■ 손목과 발목 부분에 “엘라스킨” 탄력있는 더블 씰 처리하였다.
■ 워터 댐 시스템 특허로 만든”G LOCK“ 등 지퍼 사용
■ 보편적인 컴퓨터 홀더 : 슈트에 다이브 컴퓨터를 지닐 수 있다.
■ 후드 별매

104

Scuba Diver

엘라스킨 4mm 장갑 (카다로그 P74)
모델번호

212-40*

■ 손바닥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 처리
■ 유연한 네오프랜 엘라스킨 사용
■ 5 손가락 모두 울트라 소프트 네오프랜으로 이루어짐

탑트로픽 2.5mm 장갑
모델번호

(카다로그 P74)

212-75*

■ 가죽 삽입 합성 아마라
■ 네오프랜 장갑 회색/검정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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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캠스케어의 신제품

노티캠 NEX-5n 하우징 출시임박
■ 렌즈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 Full HD 동영상
■ 화소수 : 1670만 화소
■ 11가지 촬영모드
■ 283도 파노라마 촬영
■ ISO 100-25600, 자동 (ISO 100-3200)
■ LCD 모니터 : 921.600도트 / 3.0인치
■ 셔터 : 1/160초
■	규격 : 110.8 x 58.8 x 38.2mm (돌출부 제외) / 210g(배터리, 메모리 포함시 269g)

노티캠 45˚뷰파인더
■ 방수수심 100m
■ 무게 477.8g
■ 크기 124 x 86 x 85mm
■	특징 : 근시, 난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뷰파인더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
■ 옵션 : Ikelite, Aquatica, 씨앤씨, 넥서스 하우징에 호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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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씨 600D 하우징
■ 방수수심 60m
■ 무게 2kg
■ 크기 200 x 190 x 139.5mm
■ 간단한 세팅 시스템
■ 광케이블 커넥터 2개 탑재
■ 옵션 YS컨버터/C를 사용하면 TTL 자동 조광 가능
■ 탈착이 쉬워진 포트 잠금 시스템

씨앤씨 LCD 모니터 후드
■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하우징용 모니터 후드
■ LCD모니터에 장착하여 LCD영상을 렌즈를 통해 확대된 이미지로 보며 촬영함
■ 사이즈 62x47mm / 무게 123g

라이트앤모션 Sola Video 4000
■ 광량 125-4000루멘
■ 내장형 배터리와 콤팩트한 바디가 특징
■ 충전시간 150분
■ 무게 750g
■ 크기 57 x 1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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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➊

SCUBA DIVING IN THE ARCTIC
북극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By Kevin Lee
글/사진 케빈 리 번역 편집부

“Diving in Arctic waters will be warmer than when

“북극 바다에서의 다이빙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남극 바

we dived in the Antarctic”, my buddy said, “because

다에서의 다이빙보다 더 따뜻할 거야”라고 버디가 말을 했

the warm Atlantic Gulf Stream current travels far north

다. “대서양의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멀리 북쪽으로 흘러들

and warms the polar region.”prospect sounded inviting

어 북극 바다의 수온을 높이기 때문이지.” 그의 말에 귀가

so I signed up for the adventure. enough, it was

솔깃하여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듣던 대로 북극에서의

warmer diving in the Arctic, but only by a mere 1

다이빙은 남극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듯하였다. 하지만 스

degree, as my dive computer registered -1C in the

발바드 군도(Svalbard)의 바다에서 나의 다이브 컴퓨터에

waters of Svalbard, an archipelago of islands far above

기록된 수온은 영하 1도로 남극의 수온과는 겨우 1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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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albard scenery 스발바드 경치
▼ Tour Route 여행 경로

Kevin taking photos of echinoderm
specimens, collected for scientific
research.
과학연구를 위해 수집한 극피동물 표본의 사진을
찍고 있는 필자(캐빈 리)

the Arctic Circle, about 965km from the geographic

이였던 것이다. 이 스발바드 군도는 북극권보다 훨씬 위쪽

North Pole, not to be confused with the magnetic

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 북극(geographic North Pole)에

north pole, which is hundreds of kilometers away and

서 96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 북극권 개념은 자북극

moving daily.

(magnetic North Pole)과는 수백 ㎞나 떨어져 있고, 하지
만 매일 이동되는 자북극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Using connecting flights through London and Oslo, I

나는 런던과 오슬로를 경유하여 스발바드 군도에서 가장

reached Svalbard’s largest, and at 78 degrees latitude,

큰 도시이자 북위 78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our planet’s northernmost town, Longyearbyen, home

도시인 롱이어비엔(Longyearbyen)에 도착했다. 롱이어비

to about 2500 inhabitants. Longyearbyen is located on

엔은 스발바드 군도의 주도인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

Spitsbergen, the major island of the archipelago. The

에 위치하고 약 2,5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도시는 미

town is named after an American, John Longyear

국인 존 롱이어(John Longyear)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byen" means "town" in Norwegian), who was the

한다(‘비엔’은 노르웨이어로 ‘도시’를 의미한다.). 존 롱이어

main shareholder of a company that mined coal from

는 1905년부터 석탄을 채굴한 한 회사의 주요 주주였다. 아

1905. coal is still being mined, reserves are dwindling

직도 석탄은 채굴되고 있으나 옛날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

and tourism now contributes much to the town’s

다. 현재는 여행객이 도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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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lbard scenery
스발바드 경치

Ny Alesund is the northernmost inhabited settlement on Earth. It
has a Korean Research Center.
니알슨(Ny Alesund)은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국의
다산과학기지가 있다.

By the way, high on a hill, near the Longyearbyen

그런데 롱이어비엔 공항 근처의 언덕 높은 곳에서 일종의

Airport, one can see a drab concrete structure which

출입문 같아 보이는 칙칙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볼 수 있다.

appears to be some sort of an entrance. Indeed, this is

사실 이곳은 스발바드 국제종자저장소(Svalbard Global

the site of the Svalbard Global Seed Vault, where

Seed Vault)이며, 이곳에는 향후에 발생할 자연 재해나 인

millions of the world’s seeds are stored in permanent

재에 대비하여 세계적으로 수백만 종의 종자가 냉동 상태

deep freeze as protection against natural and human

로 영구히 보존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스발바드에서는 사람

disasters. Interestingly, burials are not allowed in

이 죽으면 매장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북극의 영구

Svalbard because it was discovered, in the 1930s, that

동토층에서는 시체가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1930년대

corpses were not decomposing in the Arctic

에 알았기 때문이다.

permafrost.

Two dive buddies from California joined me, a few

배가 출발하기 며칠 전, 캘리포니아에 사는 다이버인 친

days before our ship’s departure, and we decided to

구 2명이 합류하였으며, 우리는 하지를 기념해서 높은 바

commemorate the summer solstice by hiking up to an

위 산비탈에 위치한 옛 폐광 콜 마인 #2B(Coal Mine #2B)

old defunct mine, Coal Mine #2B, perched high on a

에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다. 저녁식사를 한 후 밤 11시쯤에

rugged mountainside. After dinner, we commenced

우리는 힘겨운 여정을 하기 시작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기

our arduous hike at 23:00 and, crawling up a steep

어서 오르고 거대한 바위를 넘고, 눈 덮인 벌판과 졸졸 흐

incline over huge boulders, snow fields and gurgling

르는 작은 시내를 지나서 자정 무렵에나 목적지에 도착하

streamlets, reached our destination at midnight, with

였는데, 머리 위 파란 하늘 사이로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

the sun shining brightly overhead in an azure sky. this

었다. 북극권 위에서 이맘때는 연중 태양이 지지 않기 때문

time of year, above the Arctic Circle, the sun doesn’t

에 ‘자정의 태양’인 셈이다. 물론 겨울에는 밤이 계속되므

set, hence the "midnight sun". Of course, the opposite

로 이와 반대다.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여 달빛이 흰 눈

is true during the winter where the night is perpetual.

에 아주 환하게 반사되어 겨울철에도 정말로 어두워지는

local townspeople told me that the lunar light reflects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 도시에서는 사람보다 스노모빌이

so brightly off the white winter snow that it rarely gets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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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s disembarking after a one
week adventure in the Arctic
일주일간의 북극 모험 후 배에서 내리는 승객들

truly dark in the winter months. town counts more
snowmobiles than people.

We boarded the modernized ship, MV Plancius,

우리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스발바드 군도의 많은 섬을

operated by Oceanwide Expeditions, along with a

탐험하기 위해 100여명의 승객과 함께 오션와이드 엑스퍼

hundred other passengers for one week of exploration

디션스(Ocean wide Expeditions)가 운영하는 현대식 배

among the many Svalbard islands. of us paid extra to

(MV Plancius)에 승선을 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별

scuba dive. the 6m swells we experienced crossing

도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예전에 아르헨티나

the Drake Passage, from the tip of Argentina to the

남단에서 남극반도에 이르는 드레이크 해협(Dra ke

Antarctic Peninsula, our Arctic foray was like plying

passage)을 건너면서 경험한 6m의 험난한 파도에 비하면

the waters of a placid lake.

북극 여행은 잔잔한 호수같은 바다를 미끄러져 가는 느낌
이었다.

Wildlife was plentiful with frequent sightings of
polar bears, walruses, foxes, seals, whales, and

이곳에는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북극곰, 바다

thousands of breeding birds fluttering among craggy

코끼리, 여우, 바다표범, 고래와 바위 절벽에서 서식하며 번

cliffs. Oddly there, are no penguins in the Arctic and

식하는 수천마리의 새들을 자주 목격하였다. 하지만 이상

no polar bears in the Antarctic. zodiac is armed with

하게도 북극에는 펭귄을 찾을 수 없고, 남극에는 북극곰이

flares and a rifle to warn, ward off and, if needed,

존재하지 않는다. 스발바드 군도는 세계 최대의 북극곰 집

subdue any menace from polar bears as Svalbard is

단 서식지이기 때문에 가끔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조디악

home to the world’s largest population of these

(Zodiac) 고무보트에서 조명탄과 소총으로 무장하여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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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cent animals. an incident some years ago, a

름다운 동물을 경고하거나 쫓아버릴 때 위협을 주는 도구

scuba diver was pursued by a polar bear, forcing the

로 사용한다. 몇 년 전 어떤 스쿠버 다이버가 북극곰에 쫓

anxious diver to descend to 18 meters, at which time

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겁에 질린 다이버는 수심 18미터

the hungry bear reluctantly gave up the chase.

나 내려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 당시 곰이 굶주리고 힘이 없

Thankfully, we had no such traumatic encounter with

어서 추격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우리

the wild beasts.

에게는 거친 야생동물들과 끔찍하게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In six days, I completed 8 dives. Water temps varied

나는 이곳에서 6일 동안에 8회의 다이빙을 했다. 수온

from -1 to 5C and visibility ranged anywhere from 2

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를 오르내렸고 시야는 2m에서

to 15m. to high salinity, ocean water can remain liquid

15m 사이였다. 염도가 높은 바닷물은 ‘빙점’인 0도 이하에

below the 0C "freezing point". Thus all divers were

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다이버는 하나의

required to have two primary regulators, each

호흡기가 프리 플로우에 대비해 2개의 주 호흡기를 각각의

mounted on (dual) independent tank valves, in case

탱크 밸브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남극 다이빙과 마찬가

one regulator free-flowed uncontrollably. As in the

지로, 다이빙 시간은 80cf 스틸 탱크에 채워져 있는 공기량

Antarctic, dive duration was limited not by the amount

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매섭도록 차가운 바닷물

of air in our 80cf steel tanks, but by our capacity to

로 인해 발생하는 추위의 고통을 얼마나 견뎌 내느냐에 달

endure increasing pain from the frigid waters, which

려있다. 12mm 네오프렌 후드와 드라이 슈트속에 보온 내

first accost the hands and then the feet. Even clad in

의를 착용하여 단열 공기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차가운

12mm neoprene hood and a dry suit, with thermal

물은 어김없이 나의 소중한 체온을 빼앗아간다. 나의 최장

underwear and a layer of air for insulation, the cold

다이빙 시간은 61분이었다. 몇몇 대담한 사람은 웨트 글러

water takes away precious body heat. My longest dive

브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오래 견디지 못하고 먼저 출수

Plancius passengers on the lookout for Whales and Polar Bears
고래와 북극곰을 지켜보는 플랜시우스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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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Polar Bear roaming the ice floes for seals

Mother polar bear leading her two cubs

바다표범을 찾아 부빙을 배회하는 큰 북극곰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가는 어미 북극곰

was 61 minutes. A few brave souls utilized wet gloves

를 한다. 드라이 글러브를 사용해도 물이 새어 들어와 수

and were usually the first out of the water. using dry

분 만에 다이빙을 끝내야 했다. 남극과 북극, 양극에서 다

gloves, experienced leaks and had to terminate their

이빙을 해본 나는 다이브 컨셉(Dive Concepts) 또는 이와

dive within minutes. Having dived in both polar

유사한 드라이 글러브 시스템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운

regions, I must applaud the Dive Concepts and similar

도 좋았지만, 이들 드라이 글러브는 수백 회의 다이빙에서

dry glove systems. Knock on wood, but these dry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착용하거나 벗기도

gloves have not failed me a single time in hundreds of

아주 쉬운데, 사람들은 기능이 미약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dives. are so easy to snap on and off, I wonder why

여타 글러브 장비를 왜 사용하며 고생하는지 이해할 수가

others struggle with other less functional glove

없었다.

systems that continually fail and produce great
frustration.

Most dive sites were overgrown with thickets of

대부분의 다이빙 사이트는 수초 더미로 무성하였으며, 그

kelp, among which flourished amphipods, stars, snails,

사이로 단각류(端脚類, amphipod), 불가사리류, 달팽이류,

tunicates, anemones, crabs and other crustaceans, and

멍게류, 말미잘류, 게와 기타 갑각류가 많았고 몇몇 물고기

a few fish, the largest a dark sculpin-like fish at 20cm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둑중개(sculpin)처럼 생긴 검은 물고기

long. did one bottomless, open-water dive at the edge

로 길이가 20cm나 되었다. 한 얼음판의 가장자리에서 바닥

of an ice sheet, where buoyancy control was difficult

이 안 보이는 오픈 워터 다이빙을 하였는데, 서로 다른 밀도

due to the constant mixing of fresh and salt waters

의 민물과 바닷물이 끊임없이 섞이는 관계로 부력 조절이

with differing densities. Here, ctenophores, pteropods

아주 힘이 들었다. 여기서는 빗해파리류(ctenophore), 익족

and heteropods were plentiful, many like the Beroe

류(翼足類, pteropod)와 헤테로포드(heteropod)가 풍부하

which resemble inverts back home in California.

였는데, 해파리(Beroe)와 비슷한 것이 많았다. 특히 관심을

particular interest was the pelagic opisthobranch, yes,

끄는 것은 표영성 후새류(漂泳性 後 鰓 類, pelagic

a sea slug, Clione limacine, that lives in the water

opisthobranch), 즉 바다 민달팽이류(sea slugs)에 속하는

column. Its common name, Sea Angel, is apt as it

클리오네(Clione limacine)로, 이 생물은 수중 바닥이 아니

flaps two wing-like appendages and "flies" through

라 바다 중층(water column)에서 산다. 이 클리오네는 흔

the water.

히 씨엔젤(바다의 천사)로 불리는데, 날개 같은 2개의 부속
물을 펄럭거려 바다 속을 ‘날아가므로’ 적절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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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one limacina, aka Sea Angel, approximately 1.5

이들 연체동물은 무각익족목(Gymnosomata)의 아목에

inch. These molluscs are small pelagic gastropods

속하는 작은 표영성 복족류(pelagic gastropod, 또는 표

(pteropods), of the suborder Gymnosomata. The foot

영성 익족류[pelagic pteropod])이다. 발은 ‘날개’로 진화

has evolved into "wings" that are used for locomotion.

되어 이동에 사용된다. 이 동물은 늘 수중에서 떠다니고

It always stays adrift in the water column and never

바닥에 닿은 일이 없다. 클리오네는 주로 바다 나비로도

touches the bottom. Clione feed mainly on Limacina

알려진 헤엄치는 바다 달팽이(Limacina helicina)와 기타

helicina aka Sea Butterfly and other planktonic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구강 부속기는 3쌍의 구강 촉수로

organisms. The buccal apparatus is comprised of

이루어져 있고 이들 촉수는 바다 달팽이의 껍질을 붙잡는

three pairs of buccal tentacles that grasp the shell of

다. 먹잇감이 적절한 위치에서 껍질이 클리오네의 치설(齒

the Limacina. When the prey is in a proper position,

舌, radula)을 향해 열려 있으면 클리오네는 기틴질 촉수를

with the shell opening facing the radula of Clione, it

펼쳐 먹잇감을 붙잡고 껍질에서 몸 전체를 빼내 통째로 삼

deploys the chitinous hooks and grasps the prey,

킨다.

extracting the entire body out of the shell and then
swallows it whole.

1

3

2

4

1 Amphipod 단각류
2 Amphipod 단각류
3 Sea Angel 씨엔젤(바다의 천사)
4 Anemone 말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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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cina helicina, which the Sea Angel preys on
L
바다의 천사가 먹고 사는 바다 달팽이(Limacina heli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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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ive is most memorable as it was potentially

한 번의 다이빙이 특히 기억에 남는것이 있는데 가장 위

the most dangerous. My buddy, Jeff Bozanic, and I were

험한 다이빙이었기 때문이다. 버디인 제프 보자닉(Jeff

the last two blowing bubbles, as others had already

Bozanic)과 둘만이 수중에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

surfaced. We were both engrossed in collecting

두 출수한 상태였다. 우리 둘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

echinoderms for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사박물관에 가져가기 위해 극피동물(echinoderm)을 모으

Natural History (we had the requisite Norwegian

는 일에 열중하였는데(우리는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이

permits) and we were covered with a dense canopy of

일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 끊임없이 강하게 흐르는 조류

kelp which lay horizontal from a constant, pesky current.

때문에 수평으로 누워있었던 무성하고 조밀한 해초가 우

I would look up to see only Jeff’s long legs sticking out

리를 덮은 것이다. 올려다보니 해초사이에서 삐죽 나온 제

of the kelp, as his head was immersed underneath,

프의 긴 다리만 보였고, 그의 머리는 밑에 파묻혀 11m 수

poking around for critters at a depth of 11m. we’d

심에서 생물들을 뒤지고 있었다. 우리는 핀으로 서로의 머

unintentionally whack the other on the head with our

리를 뚝뚝치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였

fins, assuring each other that we were "together". my air

다. 잔압이 35bar로 떨어지자, 나는 보다 낮은 수심으로 상

supply hit 35 bar, I decided to head for more shallow

승하자고 제프에게 신호를 보냈다. 둘은 오케이 사인을 교

water and communicated my intention to Jeff we both

환하고 헤어졌다. 경사진 바위의 가파른 윤곽을 따라가면

exchanged the okay sign and parted. followed the steep

서 극피동물과 후새류를 찾았고, 수심 5m까지 이동하였다.

contour of the rocky slope up to 5m, all the while
searching for echinoderms and opisthobranchs.

With my safety stop completed, I looked up,

나는 안전 정지가 끝나고 나서 수면으로 올라갈 적절한

thenaround to find a suitable place to surface and was

장소를 찾기 위해 수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위에는 거대

stunned to see a massive sheet of ice, 7.5m deep and

한 얼음 덩어리가 보여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얼음 덩어리

extending as far as I could see in both directions,

는 상하로 7.5m 쯤 되는 데다 양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

moving inexorably toward me. heart thudded against

고 빠른 속도로 내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my rib cage. to do? An initial thought flashed across

쾅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제일 먼저 머리를

my mind: get down under the ice immediately. But,

스쳐가는 생각은 즉시 얼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

looking at my air pressure gauge, I quickly abandoned

지만 잔압계를 확인해 보고는 재빨리 이 생각을 바꾸었다.

that idea. With my air reserve depleted to 13 bar, that

공기가 고갈된 상태나 다름없는 13bar였기 때문에 그러한

ill-advised course of action could well end with me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그 거대한 유빙 아래서 유영

running out of air and drowning, if I could not swim

해 나올 수가 없어 공기가 고갈되어 익사할지도 모를 일이

out from under the enormous ice floe. Not an inviting

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아울러 버디도 걱정이

prospect. Also, concerned about my buddy,I

되어 내려가서 제프에게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려고도 생각

1 Beroe (species unknown)
해파리(Beroe, 미확인종)

2 Arctic nudibranch
북극 갯민숭 달팽이

3 Ctenophore
유즐동물(ctenophore, 빗해파리)

4 A snail with hitchhiking bryozoan
달팽이와 이에 편승하는 이끼벌레류(bryoz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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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ails mating and laying eggs
짝짓고 알을 낳는 달팽이들

6 Sea Angel 씨엔젤(바다의 천사)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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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5

3

6

1 Arctic Sea Star
북극 불가사리

2 Tunicates 멍게
3 Christmas Tree Worm
크리스마스트리 웜

4 Unknown animal, perhaps a tunicate
미확인 동물로 아마도 멍게인 듯

5 Unknown fish 물고기(미확인종)
6 Unknown fish, probably a sculpin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로 아마도 둑중개(sculpin)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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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7	A type of benthic jelly, family Lucernariidae
자루 해파리과(Lucernariidae)에 속하는 저서성 해파리의 일종

8 Chiton 딱지조개(chiton)
9 Dendronotus frondosus, sea slug
	바다 민달팽이류인 털등갯민달팽이(Dendronotus frondosus)
10 Hermit crab 소라게

2011 September•October 119

One inch caprellid 약 2.5cm 크기의 카프렐리드(caprellid)

considered going down, finding Jeff and warning him

해 보았으나, 강한 물살을 거슬러 그가 있는 곳까지 유영

of the approaching threat but I could not swim against

해 가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이미 공기량도 넉넉하지 않아

the strong current to his position and risk using up my

위험을 무릅쓰며 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제프는 다가오는

already low air supply. At least Jeff was well below the

얼음판 밑에 있었고 호흡할 공기가 충분한 만큼 안전한 상

oncoming ice sheet and in a safe zone as long as he

태였다.

had sufficient air to breathe.

It would be perilous for me to stay in place as the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나를 수직 암벽으로 개

monstrous ice would crush me like an ant against the

미처럼 짓눌러 뭉갤 것 같아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무는 것

vertical rocky wall. this time, I decided to surface and

은 아주 위험했다. 이번에는 수면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saw Henrik, alone in our Zodiac, about 90 meters

하고, 물살에 밀려 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조디악 보

down current, frantically trying to push the ice away

트에 홀로 있는 헨릭(Henrik)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도

with the tiny craft, though it made no impact

작은 보트로 얼음을 밀어젖히려 안간힘을 다 썼지만, 축구

whatsoever against the inertia of the immense ice

장만큼이나 거대한 얼음판의 관성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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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ice formation, resembling a bird 독특한 결빙으로 새를 닮음

sheet, large as a football field. needed, I mentally

다. 다급해진 나는 다이빙 장비나 카메라 장비를 모두 버리

prepared to ditch all my dive and camera gear and

고 다가오는 얼음 위로 재빨리 기어오를 마음의 준비를 하

scramble on top of the oncoming ice, though this

였지만, 이것도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다. 빨리 판단을

maneuver would be fraught with its own dangers.

해야 하였기 때문에 나는 다시한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Pressed for a decision, I peered down into the watery

마지막으로 물속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니 유빙의 맨 아래

depthsa final time to assess the situation and noticed

가 바닥에서 6미터 높이로 솟아 있는 바위에 부딪치기 직

that the base of the ice floe would soon contact an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아니나 다를까 유빙

outcropping of rocks twenty feet at the bottom. did

이 엄청난 힘으로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큰 얼

with explosive force and sent large chunks of ice

음 조각들이 위로 솟아올랐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음의 움

showering upward. momentarily arrested the

직임을 따라 짧은 순간에 필사적으로 핀을 저어 조디악 보

movement of the ice and gave me a tiny window of

트에 도달하자 마자 재빨리 배에 기어올랐다. 그리고 난 후

time to fin like hell, reach the Zodiac and scramble

쏜살같이 배를 돌려 얼음에 깔리지 않았다. 제프는 유빙이

aboard. We zipped away just in time to avoid the

있는 반대쪽의 안전한 곳에서 출수를 하였고, 우리는 차가

crushing ice. Jeff appeared on the opposite, safe side

운 물속으로부터 그를 픽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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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Breakfast aboard the Plancius

2

5

3

6

플랜시우스(Plancius)호 선상에서 아침식사

2	Plancius cabin, with Belgian roommate
플랜시우스호 선실에서 벨기에 룸메이트와 함께

3	Dinner aboard the Plancius
플랜시우스 선상에서 저녁식사

4	On the bridge of the Plancius with the
Captain and First Officer
플랜시우스 선상에서 선장 및 일등 항해사와 함께

5	Divers, including Kevin Lee, standing
small iceberg

4

케빈 리를 포함해 작은 빙산에 서 있는 다이버들

6	Kevin with Plancius passengers from
the Philippines
케빈과 필리핀에서 온 플랜시우스 승객들

of the ice floe and we plucked him out of the icy
water.

This was certainly a dive and trip to remember!

이번은 잊지 못할 다이빙이고 여행이었음이 분명하다.

Post Script:

후기:

After departing Svalbard, I connected back through

스발바드를 출발한 후 나는 다시 오슬로를 경유하여 노

Oslo and stayed 3 days in Drobak, Norway, diving six

르웨이 드로박(Drobak)에서 3일간 머물면서 오슬로 효르

times, along the eastern shore of the Oslo Fjord. One

드(Oslo Fjord)의 동쪽 해안을 따라 6회의 다이빙을 했다.

dive site was historic as it marked the place where, in

이곳의 다이빙 사이트 중 한군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

1945, the German transport ship SS Donau was

이었다. 이곳은 1945년 독일 수송선 도나우(SS Donau)가

beached, after Norwegian resistance fighters

노르웨이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이 선체에 지뢰를 부착해

sabotaged the craft by placing limpet bombs on her

파괴 공작을 벌인 후 출수한 장소다. 도나우는 한때 노르

hull. The SS Donau once carried over 500 Norwegian

웨이 유태인 500명을 독일로 수송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수

Jews to Germany, where they were forcefully herded

송된 유태인들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집단 수용됐

to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Tragically, of those,

고, 비극적이지만 그들 중 겨우 8명만이 생존했다고 한다.

only eight survived.

Diving in the Oslo Fjord was very interesting.

오슬로 효르드에서 다이빙은 아주 흥미로웠다. 수중시야

Visibility was generally very low and less than a few

가 좋지 않아 시계가 몇 미터가 되지 않았다. 수심에 따라

meters. I most remember the extreme temperature

수온의 극심한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수면에서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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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10

7	Zodiacs take passengers on coast tours
조디악 보트를 타고 해안 관광에 나선 승객들

9

8	Side view of the Plancius, which
transported 100 tourists, including 15
divers

11

다이버 15명 등 여행객 100명을 수송한
플랜시우스의 옆모습

9	Stern of Plancius 플랜시우스의 선미
10	Plancius lifeboat, in case the boat sinks!
플랜시우스 구명보트, 보트가 가라앉으면 어쩌나!

11	Tourists from many countries enjoy a
Zodiac ride, along the Svalbard coast
많은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조디악 보트를 타고
스발바드 해안 관광을 즐기고 있다.

variationthe water column i.e. a balmy 15C at the

상 15도로 따뜻하였지만 20미터만 내려가도 영상 5도로

surface, plummeting to 5C at a depth of 20 meters.

곤두박질쳤다. 수온약층(水溫躍層, thermocline)이라도 이

Talk about a frisky thermocline!

정도일 줄이야!

The cold waters are home to giant lobsters that

차가운 바다는 커다란 집게발을 자랑하는 대형 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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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f the Plancius and zodiacs, which ferry passengers and divers 플랜시우스와 승객과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는 조디악 고무보트

sport huge pinchers. I tried to get a close up photo,

재의 서식지이다. 접사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one lunged at my camera rig and snagged a strobe

재 한 마리가 카메라 장치에 덤벼들어 스트로브 케이블을

cable which, thankfully, was not sliced in two.

낚아챘지만 다행히도 잘리지는 않았다. 수많은 소라게들은

Thousands of hermit crabs, when approached would

다가가면 재빨리 껍질 속으로 움츠렸고 도피하듯 가파른

quickly retract into their shells and roll down the steep

모래 경사면을 굴러내려 갔다. 자루 말미잘(stalked

sandy slopes, in escape mode. It was interesting to see

anemone)의 군락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들은 아주 섬

fields of stalked anemones, which look like delicate

세한 꽃처럼 보였고 캘리포니아 현지 바다에서 관찰되는

flowers, much like the metridiums in our local

말미잘류 메트리듐(metridium)과 흡사했다. 나는 운 좋게

California waters. I did manage to find three sea slugs,

도 바다 민달팽이를 3마리나 발견해 이번 여행을 통해 총

bringing the total for the entire trip to six. Rather slim

6마리를 보게 됐다. 한두 마리를 보게 될 거라 생각했지 그

pickings, but then I wasn’t expecting to find that many

리도 혹독한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수를 발견하리라고는

in such harsh environs.

기대하지 않았다.

[The recent tragedies in Oslo are very sad and my
thoughts are with the Norwegians who are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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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에서 벌어진 근대의 비극은 아주 애석한 일이며,
슬픔을 이겨내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해외다이빙 ➋

갈라파고스 다이빙!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다
제1편 에콰도르의 만년설과 만나다

제1편 에
 콰도르의 만년설과 만나다
(2011년 9/10월호)
제2편 다
 큐멘터리에서나 보았던 다윈의
섬과 마주하다
(2011년 11/12월호)

글/사진 이민정(액션스쿠바투어대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갈라파고스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일정은 전체 22
일간의 여정으로 17회 비행기 탑승, 탑승시간 약 50여 시간의 이동이 포함된다. 쉽
지 않은 여정으로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 너무 무리한 일정이 아닌가 걱정도 되었
지만 아무쪼록 여행 마지막까지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하기를 기원했다. 투어 인원
은 전체 4명이다. 이 중 리버보드 일정에 합류하는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에콰도
르, 갈라파고스 그리고 페루까지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꿈에만 그리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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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인천을 출발한 비행기는 나리타를 거쳐 미국 휴스
턴에 도착했다. 미국은 처음이라 입국심사가 걱정이 되었는
데 환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ESTA)를 미리 신청하
면 신고서 한 장만 작성하면 쉽게 입국이 가능하다. 물론, 외
부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걱정했던 입국심사가 쉽게 끝나고 에콰도르 퀴토
로 출발하기 위해 게이트로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 탑승하기 위해 게이트를 통과하여 통
로로 접어드니 보안요원이 아주 커다랗고 시커먼 개를 데리
고 검색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마약이 문제가 되는 남미로
가는 비행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 보안요원이 승객 한 명씩 다시 체크를 하고 있었다. 뭐지?
하는 사이에 내 차례가 되었다. 갑자기“현금을 얼마나 가지
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 약
간 당황스러웠다. 현금? 이번 투어에서 관광에 사용할 경비
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기억을 더듬어 대략적인 금액
을 이야기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멤버 중 한 분
이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간은 농담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 일행전체가 짐 수색을 받게 된 것이
다. 다행히 일행들이 대충 이야기 했던 금액과 비슷한 현금
들을 가지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면에
깔린 다른 의도가 느껴져 찜찜함을 버릴 수가 없었다.

다시 5시간 15분을 달려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미 대륙
의 에콰도르 퀴토에 도착했다. 퀴토 공항은 생각보다 정갈하
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남미의 첫 느낌이 나쁘지 않다. 순조
롭게 입국 심사를 하고 나와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택시 회사로 갔다. 호텔이름을 말하고 좀 큰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 택시비가 $8이라고 한다. 엥?? 한 명당 아니면? 후후 다

6월26일 인천출발:
갈라파고스를 향한 첫발을 디디다.

행히 세 명 다 합쳐서 $8이란다. 야호~~!!

예약한 호텔은 뉴타운 쪽에 위치한 곳으로 택시로 약 15
컨티넨탈 항공을 이용해 6월26일 12시40분 인천을 출발

분정도 걸렸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다고는

해 일본 나리타, 미국 휴스턴을 경유하여 에콰도르 퀴토에

하나 도시가 너무나 조용하니 이상했다. 하지만 출발 전에 지

당일 23시 도착 예정이다. 장장 19시간 30분의 이동을 하는

인들이 에콰도르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났지만

여행이지만 날짜 경계선을 넘어, 시간을 거꾸로 넘어가게 되

너무나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 다른 생각은 없이 얼른 쉬고픈

는 여행이다 보니 26일에 도착하는 일정이 되었다.

마음뿐이었다. 이렇게 길고도 긴 첫날이 저물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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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시티투어: 에쿠아도루의 시내를 접수하다
이곳 에콰도르는 해발 3,000미터, 즉 고산병을 느낄 수 있는 높이에 도시가 세워
져 있다. 고산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경험해 본적이 없었다. 어젯밤에
좀 어지럽고 숨이 차기는 하였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 너무 피곤하여
약을 사먹을 정신도 없이 그냥 자버렸는데 자면서 조금은 고도에 익숙해졌는지 곤
하게 잠을 잤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하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앞으로의 일정을 예약하고 간단히 시티투어를 할 예정이다. 마침 숙소 바
로 옆에 여행사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투어를 예약할 수 있었다. 먼저 간단한
영어 가이드가 가능한 기사아저씨와 시티투어를 하기로 했다. 소요시간은 약 3시
간 정도의 일정으로 광장과 성당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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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높이에 위치한 에콰도르의 도시전경과 바실리카 대성당의 우아함이
기억에 남았다. 시내를 구경하다 너무도 반가웠던 한국식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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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종탑까지
가볼 수가 있었다. 화려한 성당의 외관에 비해 내부는 많이
부서져 곳곳이 흉하게 보이는 곳도 있었고 성당구석구석에
서 내부 복원공사를 하고 있었다. 특히 건물 외벽을 장식하
는 조각들이 굉장히 독특하였고 갈라파고스에서 볼 수 있는
거북이, 이구아나, 독수리 등도 조각되어 있었다.

성당을 떠나 산 위에서 키토를 지키는 성모상으로 이동을
했다. 리우의 예수상처럼 도시를 수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3000미터 도시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
오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는걸 느낄 수 있었다. 다시 광
장으로 내려와 대통령궁, 성당(Cathedral) 등을 구경했는데
이 중에서 예수회 성당은 별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르네상스양식과 바로크양식이 혼합되어 지어
진 이 성당은 외벽은 돌로 장식되어 있으나 내부는 천정까지
황금으로 뒤덮인 황금성당이다.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눈으로만 보고 나와서 아쉬웠다. 남미는 가톨릭이라는 종교
를 빼면 유적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곳곳에 종교가 일상
화 되어 있었다. 스페인 점령으로 받아들이게 된 가톨릭 신
앙은 순수한 그들의 영혼에 뿌리깊게 자리를 잡아 금은보화
키토를 지키는 성모상

를 아낌없이 내어 놓았고 스페인인들은 그것으로 더 크고 더
화려한 성당을 지었다. 화려한 성당을 뒤로 하고 나오는 길이

퀴토는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 협곡이 길게 늘어서 있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는 형태를 하고 있는 도시이다. 도시의 길이가 약 35km, 폭
3~5km정도 되었다. 그래서 화산을 따라 높은 곳까지 건물
들이 빼곡히 들어 차 있고 외곽을 잇는 도로는 탈출할 수 없
는 외통수 길이 대부분이다. 남미의 언어는 스페인의 영향을

6월 28일 오타발로 투어

받아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았고 광장 문
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광장을 중심으로 궁전, 성당, 재판소

오늘 인디오마을 오타발로 여행 가이드를 해줄 Eustavo는

등이 모여 있어 자연스럽게 이정표 역할도 하게 된다. 도시는

작은 체구에 동그란 얼굴을 가졌다. 출발하면서 고산지대인

크게 올드타운과 뉴타운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볼거리는

만큼 오늘 이동경로를 이야기 해주었다. 퀴토 2800 à 약

올드타운에 모여 있다고 하였다.

2km 2000 à 다시 3,000 고산지대로 이동 à 2800 오타발로

시티투어는 사람 좋게 생기신 마르코(Marco) 아저씨와 같

도착하고 약 2시간소요 예정이란다. 이동거리가 중요한 게 아

이 우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도시 전체를 보기로 했다. 미로

니라 오늘 일정은 약 1000미터의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처럼 생긴 좁은 길을 지나다 보니 건물들이 정말 특이하여

때문에 괜찮겠냐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괜찮을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다. 특히 형광색으로 칠해진 별과 유럽

의심???

의 성 분위기를 내는 건물들은 내 눈을 즐겁게 해 주었고 새

가는 도중에 화산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해 주었다. 처

로운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실감나게 해 주었다. 첫 번째

음 듣는 지명과 산의 이름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았다.

도착한 곳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바실리카 대성당! 한눈에 보

에콰도르 전역에 걸쳐 65개의 화산이 있다고 한다. 미리 공

기에도 웅장한 이 성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까지 올라가

부 좀 하고 왔으면 조금 더 흥미 있었을 것인데 조금 아쉬움

130

Scuba Diver

이 밀려왔다. 어제 가이드해준 마르코가 퀴토를 둘러싸고 있

Cotacach, 가운데는 아주 커다란 SAN Pablo 호수, 그리고

는 것도 7개의 화산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많기는 많다.

오른쪽에는 이미 3000년 전에 화산활동을 끝낸 Imbabura

저기 멀리 만년설이 보인다. 내일 가게 될 Gotopaxi와 오

사화산이 자리 잡은 명당에 위치한 휴게소였다. 이 휴게소

늘 가는 길에 보이는 Gayambes 화산에 만년설이 있다.

마당에는 알파카 3마리가 있다. 한 마리는 어미인 듯한데 아

날씨는 아주 맑고 깨끗하여 파란 하늘이 가득이다.

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있었고 흰색의

가이드인 구스타보가 더 흥분했다. 오늘처럼 구름한 점 없

새끼와 검정색의 새끼는 풀 뜯어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는 맑은 하늘에 만년설이 있는 산꼭대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여기에는 우리 민속촌에서 볼 수 있는 전통복장 그림이 있어

거의 없는데 아주 lucky하다고 연신 감탄한다. 이번 여행에

얼굴을 내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돈을 내야 한다. 우리

신의 보살핌이 있어 날씨도 좀 협조를 해주려나 보다 라고

민속촌이 생각난다. ㅎㅎ

생각하니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다.

차로 돌아오니 구스타보가 전통 인디오 복장을 한 여인들
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뭐라 얘기하더니 자기 사진을 찍어

오타발로 가는 길에 가얌베스 화산과 코타카치 Cotacach
화산이 번갈아 보인다. 산꼭대기가 조금 뾰족하기는 하지만
눈이 쌓여 있지는 않다. 코타카치 아래쪽에 우리의 목적지인
오타발로가 있다고 했다.

달란다.
오타발로 가는 길에 가이드가 오타발로 인디언에 관한 이
야기를 해준다.
오타발로 인디언들은 페루 잉카인들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페루에서 세력을 키운 잉카

중간에 한 휴게소에 멈췄는데 왼쪽에는 오타발로가 있는

인들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 영토를 확장해 갔지만 오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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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했다. 잉카인들이 지나가고 스페인이 들
어와 이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부리다 보니 손
재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장
처럼 작업장을 만들었다. 하루 종일 스웨터, 가
방 등 손으로 짜고 만드는 작업을 시켰고 그들
이 만든 제품들은 모두 스페인으로 실려 갔으며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노예의 시절이 지
나고 이후 에콰도르가 스페인치하에서 독립한
후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살려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오타발로 마을이 되
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지역과 헷갈린 건가? 내가
생각했던 동네 분위기와 아주 다른 인디오 시장
이었다. 물론, 오늘은 주중이라서 광장 한 켠에
장이 서 있고 주말이 되면 온 동네가 전부 시장
이 된다고는 하였지만 내가 본 시장은 너무 획
일화되었고 상업화가 되어있는 듯 하였다. 주로
판매하는 물품들로는 손으로 만든 털모자, 가
방, 담요, 옷, 인형 등과 나무를 깍아 만든 장신
구 그리고 그림 등이 있었다. 모두 색이 예쁘긴
하지만 사서 집에 가져오기에는 1%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알파카 제품이 좋다고 해
서 넘 부드러운 담요를 하나 사고 싶었지만 오늘
이 첫 일정의 시작이라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닐
생각을 하여 포기…흑흑… 냉장고 자석만 2개
샀다. 잘생긴 안데스 총각을 본 것으로 만족을
하고…ㅎㅎ
이곳에 오면 정말 많은 인디오들을 볼 수 있
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색
색의 화려한 전통복장을 한 인디오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타발로 인디오들은 여자들
은 아직까지 전통복장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으
며 남자들의 경우 어른들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머리도 땋지 않
고 그냥 조금 길러서 묶는 정도라고 하였다. 실
제로 남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주로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132

Scuba Diver

여성들의 전통 복장은 파란색 슬리퍼에 진한 파랑 또는 검
정 긴치마, 흰색 블라우스,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내려오는 진한 파란색의 띠. 그리고 리본을 둘러 내린 머리이
며 남자들은 흰 샌달, 흰 바지, 흰 셔츠, 모자, 그리고 촘촘히
땋은 전형적인 인디언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한 시간 이상 시장을 둘러보고 가죽마을로 이동하려는데
가이드가 물어본다, 산위에 호수 보러가겠냐고… 좋지! 출발
하고 나서야 그런데 입장료가 $2 되는데 괜찮겠느냐고… 그
럼 지금 돌아가리라고 살짝 눈을 흘겼다.
그런데 올라가보니 오길 잘했다 싶었는데 혹시 원래 포함
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아무튼 공원 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온다. 호수 전
체를 돌아 볼 수 있는 트레킹 길인데 4~5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된다면 한 바퀴 돌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차로 좀 더 올라가니 전망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굽어
볼 수 있는 곳이 나온다.
2000년 전에 마지막 화산활동이 있었지만 지금도 살아 움
직이는 화산이라고 한다. 분화구 호수 가운데 작은 섬이 있
는데 이 섬을 도는 유람선이 보인다. 이것도 타고 싶은 마음
이 가득했지만… 유람선을 타고 섬 뒤쪽으로 돌아가면 아직
도 물속에서 뿅뿅뿅 올라오고 있는 물방울 들을 볼 수 있는
데 화산활동의 증거라고 했다. 바람에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이는 너무나 멋진 경치를 눈에 콕콕 담아본다.

오타발로 인디언마을은 수공예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다. 손으로 만들어서 인지 그 정성과 화려함에서
인디언들의 손재주가 느껴졌다. 하지만 마을에는
실제로 인디언들은 많지 않았다. 쇼핑을 하고 주변의
피자집 등 상점들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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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공예마을로 내려갔다.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오타발로 인디오들
이 살고 있는 곳인데 전체 인구의 약 65%가 인디오이고 나머지가 메스
티조(MESTIZO, 인디오 백인 혼열)이다. 인디오들은 손재주가 좋아 손으
로 만드는 수공예품(모자, 가방, 등)을 만들고 메스티조들은 가죽공예를
주로 한다고 했다. 이 마을은 모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도 없고
굶는 사람도 없는 부자 마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지 가게나 오타발
로 재래시장에서도 모두 자기 물건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려고는 하지만
억척스럽게 달려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간
의 여유마저 느껴지기도 했다. 주말이 아니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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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폭발이 있었던 분화구에 호수가 생겨있어 주변을
둘러보니 호수 가운데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뽕뽕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이곳이 화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인디언들의 또다른 손재주를
뽐내는 가죽공예마을도 방문하였다.

6월29일 고토팍시, 만년설 :
드디어 만년설을 마주하다

변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토팍시가 활화산이
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폭발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십여 차례의 화산 폭발로 고토팍시 주변은 검은 모래로 되어

드디어 만년설이 있는 산, 고토팍시에 간다. 개별투어가 아

있고 중간 중간 풀숲들이 존재한다. 사유지와 국립공원지역

닌 팀에 조인해서 가게 되었는데 차량 2대에 사람들이 나눠

이 혼재되어 있고 사유지에서는 특이작물 등의 농사를 짓기

져 함께 이동했다. 대부분이 배낭여행하는 청년들이고 인근

도 한다.

의 콜롬비아 등지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고도가 높아 춥다
고 하여 접어 넣어 다니는 바람막이와 얇은 오리털 점퍼를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진, 아니 내 발아
래 놓인 멋진 세상에 새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입고 출발했다.
일행은 다시 검은 화산모래로 뒤 덮인 길을 따라 4,800미
산 정상이 만년설로 덮여 있는 고토팍시는 해발 5,893미터

터 높이에 있는 대피소를 향해 천천히 한발씩 올라가기 시작

의 활화산이다. 아마 가장 높은 활화산이 아닐까 싶다. 이 꼭

했다. 본능적으로 절대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걸 느껴서 일

대기까지는 시간당 가지 못하고 대피소까지 가는 것이 오늘

까?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아주 천천히 이동했다. 한 200미

의 일정이다. 다행히 퀴토 도착 후 조금씩 숨이 가쁘기는 했

터쯤 갔을까? 몸이 이상한 건 아닌데 왠지 돌아가야 할 것

지만 고산병 증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고도는 하루에 1000

같았다. 어차피 대피소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 않

미터씩 이동하면서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해발

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만족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우

5000미터가 되는 산도 하루에 1000미터 이내로 이동하면

리 일행 중 킬리만자로까지 다녀오셨던 김광천씨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매표소를 지나면서 중간중

올라가고 김창호씨는 나와 함께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

간 사진도 찍고 길 자체가 구불구불 이어지기도 했지만 차량

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표지판과 기념사진도 찍고 물도 마시

으로 갈 수 있는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 해발 4,500미터라고

고는 차에 올라타 편히 앉았는데 이때부터 머리가 띵하고 속

쓰여 있었다. 단숨에 1,500미터를 올라온 것이다. 음~ 생각

이 울렁거리면서 온몸의 모든 피가 발가락 끝으로 빠져나가

보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다.

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 안되는데…. 아무리 몸을 바로
하려고 해도 땅으로 꺼져버리기만 할 것 같고 머리는 깨질

날씨도 너무나 화창하였다. 주차장까지 오는 길에 파아란

듯이 아파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도저히

하늘에 선명히 대비되는 검은 산과 그 경계를 나누는 하얀

여기서 더 버틸 수가 없어서 3,600미터에 있던 산장으로 내

눈의 절경이 만년설을 처음 보는 나로서는 눈을 뗄 수가 없

려왔다. 이곳에서 고산병에 좋다는 코카차(Coca 잎을 넣은

게 하였고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 가이드 안내에 의하며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한 시간 여 지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만년설은 수백 미터 아래까지 덮

나 일행들이 내려왔다. 조금은 나아졌으나 아직까지 고산병

여있었는데 이곳 남미에서도 다시 한 번 지구 온난화의 기후

증세가 없어진 건 아니었다. 고산병 증세는 잠을 자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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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카렌더 사진속에서만 보았던 해발 5,893의
활화산이 있는 고토팍시의 만년설과 그 주변에
피어있는 붉은색 꽃이 상징적이었다. 또한 검은
화산모래로 뒤덮인 길을 걸을 때는 마치 과거를
산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고산병으로 고생은 하였지만…….

겨우 없어졌다. 고산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조심을 하여 무
조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직도 머리가 찌끈찌끈한 것 같다.

영국에 있는 자제분을 만나고 오시느라 유럽으로 빙 돌아
먼 길을 달려오신 오상준씨가 드디어 도착했다. 이로서 갈라
파고스 원정 멤버 4인이 모두 모였다. 내일이면 드디어 다윈
의 섬 갈라파고스에 입성이다. 아~~ 오늘밤 잠이 들 수 있을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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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조트 소개

수중사진가가 좋아하는

아닐라오의 다이빙 사이트와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
글/사진 김은종

우리나라의 다이빙 환경은 열대보다는 차가운 수온과 거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다이
버들이 해외를 찾기 시작한 지 벌써 20여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
에서부터 멀리 아프리카, 남미의 갈라파고스까지 우리나라의 다이버들이 여행하는 지역
이 다양해지고 90년대 중반부터 유행처럼 해외다이빙을 즐겼다. 이 여행지 중에서 우리
나라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필리핀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비행
기로 3시간 3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일 년 내내 따뜻한 수온과 화려한 열
대생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물가가 싸다. 또한 따뜻하고 순수
한 심성을 가진 필리핀 사람들의 환대도 받을 수 있어 다이빙하기에는 최적화된 시스템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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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필리핀의 아닐라오 지역의 다이빙은 국내에서
도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소개가 되었었다. 이번에는 국내 다

는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버들이 편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아닐라오의 많은 포인
트들 중 수중사진 작가들을 유혹하는 몇 개의 중요 포인트를
소개하고, 다이빙 리조트들 중에서도 쾌적하기로 유명한 아카

수중사진의 소재가 풍부한 아닐라오의 다이빙 포인트

시아 리조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아닐라오의 다이빙 포인트는 일반적
아닐라오 지역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쯤으로
알려져 있다. 민도로와 비사야지방으로 가는 배들이 출발하는

인 포인트가 아닌 수중사진 작가가 좋아할 만한 몇 개의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항구가 있는 바탕가스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이 마크로 다이
빙의 메카처럼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

•씨크릿 베이

는 필리핀의 수중작가인 스콧(Scott Gutsy Tuason)이 아닐라

수중사진 작가들 중에는 예전부터 아닐라오하면 바수라

오에 찍은 사진들로 출간한 “Anilao”란 사진책이 2000년 27회

포인트를 기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렘베와 견줄정도로

세계 수중사진 페스티발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으면서 관심을

많은 마크로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바수라 포인트가 계속

받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을 찾

되는 폐수의 유입과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황폐해 간 후

기는 하였지만 그 사진집을 통해 더 많은 다이버들이 방문하

수중작가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포인트가 바로 씨크릿

게 되었다고 한다.

베이이다.

필자가 91년 아닐라오에서 처음 다이빙을 시작했을 당시, 아

필자도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이름을 다 열거하기 힘들

닐라오에서 다이빙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던 리조트는 단 두 곳

정도의 마크로 생물들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곤 했었으며

뿐이었고, 지금처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항구에서 리조트

완만히 흐르는 모래지형을 따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중생

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

물들은 이곳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크로 포인트로 만들

지기 시작하자 20년 사이 에 수없이 많은 리조트와 다이빙샵

수 있었다.

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샵들
도 김태훈 강사의 썬뷰리조트를 필두로 하나 둘씩 들어서기

하지만 이곳도 얼마 전 바로 앞에 들어선 대형 리조트가

시작하여 한때는 십여 개 정도가 활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하

쏟아내는 생활폐수와 계속 이어지는 현지주민들의 쌍끌이

지만 IMF와 외환위기, 또 다른 이유 등으로 다이빙을 즐기는

씩 그물 조업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이미 사라져 갔고, 바

인구가 점점 줄어 들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인 샵들도 그 수가

수라 포인트처럼 황폐화 될지 걱정이 앞서는 곳이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바뀌어
서 이제는 열손가락 안에 들었던 샵들 조차 근근이 명맥을 유
지하고 있다.

최근에 발견한 생물들은 각종 말미잘 공생새우, 미믹 옥
토푸스, 원더푸스, 고스트파이프 피시, 톱날새우 및 암본
스콜피온 피시, 그리고 희귀한 작은 누디브랜치 등이 있다.

필자는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아닐라
오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현재 아닐라오에 있는 다이빙샵

•씨크릿 가든

들은 힘들게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한

씨크릿 베이에서 마이닛 포인트를 도는 곳에 위치한 곳

국인 샵들이 아닌 로컬샵을 소개하는 것은 십여 년 이상 한국

이다 씨크릿 베이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모래지형이지만 좀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진 아닐라오의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더 많은 해초류와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다. 씨크릿 베이와

생각과 리조트 사업에 또 다른 대안 제시를 해드리자는 생각

달리 타이어를 이용하여 인공어초를 심어 보호하고 있으며

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물론 한국인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최근에는 이곳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이 씨크릿 베이보다 더

게는 조심스럽고 미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닐라오를 알린다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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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많은 공생 새우와 게의 종류들과 불꽃 성게에 공생

•베들레햄 포인트

하는 콜맨새우와 제브라 크랩, 군소와 해삼, 누디브랜치에 공

이곳은 아닐라오에서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카반섬과 마

생하는 임페리얼 새우, 그리고 진귀한 종류의 누디브랜치, 고

리카반 섬 입구에 있는 곳이다. 좁은 바다를 두고 두 개의 섬

스트파이프 피시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마주 보고 있는 지형으로 해류의 흐름이 빠를 때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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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y Scorpionfish

납작벌레

넙치류의 눈

멍게위의 고비

멍게위의 납작벌레

가재류

콜멘새우

회초리산호위의 게

갯민숭달팽이

새우류

톱날새우

연산호위의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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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수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많은 수중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얕은 수심으로는 산호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15미터 이상 수심은 완만한 모
래지형으로 죠피쉬와 씬뱅이류, 리본 일 및 곰치류와 공생 게 등의 수중생물이 살고 있다.

•레드 락 포인트
레드 락 포인트는 지금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찾지 않던 곳이었
다. 아닐라오의 끝인 마이닛 포인트를 한참 지나 거의 딸라가 항구까지 가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그다지 많은 다이버가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최근 한 달 사
이 아닐라오를 찾는 수중작가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성지처럼 알려지게 된 포인트이다.

바로 인도네시아 렘베나 호주 일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Lacy Scorpionfish
(Rhinopias Frondosa) 한 마리가 한 달 넘게 상주하며 손님(?)들을 맞고 있으며 가끔씩
다른 색깔의 녀석이 나타나 찾는 이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그 소식을 듣
고 로컬 수중작가 일행들과 함께 두 번씩이나 방문하였는데 그 녀석은 갈 때마다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의연히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마크로 생물들이 널브러
져 있어 사진을 찍기에는 소재가 다양하였다. 손톱만한 새끼 씬뱅이와 오랑우탄 크랩 및
여러 공생새우들이 살고 있고 아주 작지만 화려한 갯민숭달팽이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캔디크랩

씬뱅이

씬뱅이

해마

바다나리위의 제브라크랩

퍼플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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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라오의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

(Oliver Ang)씨는 현재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지만 자신의
리조트를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는 패기 넘기는 친구이다. 다

필자가 아카시아 리조트를 찾은 건 필리핀 3곳에서 번갈

이빙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절친한 다이빙 버디와 함께 다이

아 가며 개최된 제1회 SNUPS 수중사진 촬영대회 기간이었

빙 리조트를 운영할 꿈을 꾸었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이

다. SNUPS는 평소에 참석하는 로컬수중사진 클럽인

곳을 찾아 헐값에 인수한 후 리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리조

NUDI(Network of Underwater Digital Imagers)와 필리핀

트로 변신을 시켰다. 중간에 동업을 하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로컬 수중영상장비 판매업소인 Splash가 공동 주최한 대회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예산 확보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로 연인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3주 동안 필리핀 아닐라오와

했지만, 어려움을 기회 삼아 자신만의 힘으로 꿋꿋이 리조트

두마게티의 다윈지역, 그리고 세부지역에서 찍은 사진들로

를 건설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다이버이자 수중작가이기에

열띤 경합을 벌였다. 필자는 몇 명의 NUDI클럽의 멤버들과

누구보다 다이버들의 기호를 잘 파악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함께 아카시아 리조트에 머물며 대회에 참가하였다. 아카시

다이버들과 함께 온 모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아리조트는 예전 Coral Bay라는 로컬 리조트가 있던 곳을

배려를 하여 손님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완전히 새로 리노베이션을 하여 오픈한 곳이다.
넓고 깨끗한 객실과 화장실은 특급호텔과 비교해도 결코
리조트 중앙에는 백년이 훨씬 넘은 키 큰 아카시아 나무

뒤떨어지지 않으며, 매회 제공되는 뷔페 식단은 세계 어느 나

가 자라고 있어 리조트 이름을 아카시아 리조트라 지었다고

라 사람들이 오더라도 결코 불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항

한다. 이 나무는 리조트 앞바다를 지나는 배들에게 이정표

상 정갈하고 맛이 있다. 그리고 하루 한번 이상 필터링하여

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열대의 뜨거운 태양을 하루 종일 막

관리되는 넓고 깨끗한 수영장은 특히 가족을 동반한 다이버

아주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주인인 올리버 앙

들에겐 더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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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
더욱 즐겁게 열대의 휴가를 즐길 수가 있다.
다이빙이나 수영장에서의 물놀이가 끝나면 바다를 마
주한 선데크에서 열대과일로 만든 시원한 과일주스나 맥
주를 마시며 휴식이나 선탠을 즐기는 것 또한 아카시아
리조트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다. 필리핀의 자랑거리인
저렴하고 안락한 마사지를 함께 즐길 수도 있다.

•객실
아카시아 리조트의 객실은 풀과 바다를 마주 보며 지
어진 두 개의 객실 동(씨뷰, 풀사이드 뷰)에 각각 3개씩의
디럭스룸(2개의 퀸사이즈 침대)과 2개씩의 스텐다드 룸(1
개의 킹사이즈 침대)이 있으며, 6월에 완공한 객실 동(포
레스트 뷰)에 6개의 스텐다드룸을 더 만들어 총 6개의 디
럭스룸과 10개의 스텐다드룸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룸에는 여유 있는 수납공간과 함께 케이블이 설
치된 LCD TV가 있으며 미니 바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
고, 넓고 깨끗한 화장실 겸 욕실은 24시간 온수가 제공된
다. 모든 룸들이 최고의 마감자재들과 고급 소품 및 가구
들로 채워져 있어 아늑하고 푸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
어 먼 여행과 다이빙에 지친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
하도록 배려하였다. 2층에 설치된 룸에는 널찍한 발코니
에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 남는 시간 휴식과 독서를 즐기
기에도 적합한 장소이다.

•레스토랑
수영장과 바다를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은 약 50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쾌적하다.
하루 세끼가 모두 뷔페식으로 제공되며 손님의 양에 상관
없이 항상 풍부하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
도이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특별 식단까지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 리조트의 서비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의 전경과 다이빙센터의
모습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편안한 휴식처인지를
말해준다.

스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후식으로 제공할 과일과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도 넉넉
히 준비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유명 호텔 주방장
을 지낸 요리사에게 따로 주문하여 일행들과 나눠 먹도록 배려하였다. 뜨거운 물과
커피는 24시간 무료로 제공되므로 가지고 간 컵라면 등을 끓여 먹을 수도 있다. 그
리고 식당 한편에는 Bar가 있어 각종 열대음료와 칵테일 등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마
실 수도 있다.

필자도 외국의 다이빙 리조트를 다녀봤지만 여기서 지낸 3박4일 동안 음식 걱정
없이 지내보기도 처음인 듯 싶었다. 나중에 이 리조트의 주인인 올리버씨가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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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 및 식당운영 교육기관인 엔드런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것
을 알고 난 후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다이빙 센터
아카시아 리조트는 PADI 스텐더드를 만족하는 다이빙 샵을 운영
하고 있다. 다이빙시 사용할 공기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Coltri 컴프
레셔로 충진하고 있으며, Nitrox, Tri-Mix까지 즐길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보다 더 비싸고 관리와 부품 조달에 힘이 드는
Bauer 컴프레셔보다 일반 부품가게에서도 간단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Coltri(필리핀에서는 Aquamundo 브랜드로 공급됨) 제품
이 로컬 샵들이 훨씬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아닐라오에서 30년 경
력의 다이빙 가이드들이 늘 상주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중작가들을 이 원하면 유명한 전문가이드들을 섭외해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하므로 한번 이용해보기 바란다. 사실 아카시아 리
조트의 공기탱크의 상태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장비나 서비스 관리
에 철저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수중사진 작가들의 장비를 보관, 충전, 세팅할 수 있는 테이
블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 개인 장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캐
비닛까지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다. 다이빙 보트는 자갈이
많은 아닐라오 해변의 특성 때문에 필리핀의 전통 방카를 이용하
며, 리조트 바로 앞바다에서 방카에 탑승하여 각각의 포인트로 이
동하여 진행된다. 다이빙을 끝내고 돌아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화
장실과 샤워실에도 온수가 준비되어 있고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
어 감동스러웠다.

필자와 함께 NUDI 클럽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Stephan Tan씨가
설계와 시공을 한 아카시아 리조트는 건축을 업으로 하며 다이빙
을 즐기는 필자에게도 이러한 리조트를 만들고 싶은 아담하고 멋진
깔끔하고 편안한 주방의 모습과 식성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는 뷔폐음식이 입맛을 돋우어 준다.
다이빙 장비관리가 철저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또한 감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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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라 할 수 있다.

국내리조트 소개

전망 좋은 최고급 별장에서 귀족 다이빙의 진수를 즐겨보자!

영덕 대진리조트
글/사진 이성우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올 여름의 끝자락에 서있다. 더위는 막바지에 한번 더 심
술을 부리고 있고 해변의 상인들은 서둘러서 여름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북적
거리던 해변에는 사람도 차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한적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여
름내내 인파에 시달리던 어촌마을 사람들은 말로는 조용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얼
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하고 마음속으로는 허전해 하는 모습이 보인다.
늘 그랬듯이 가을에도 태풍이 몇 차례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지도 모른다. 태풍
이 지나가면 오히려 바다는 시야가 맑아지고 수온도 상승하며 어종도 다양해져 다
이버들은 볼거리가 풍부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음해 1~2월까지는 이렇게 맑은 시야
가 유지되는 것이 동해바다의 특징이다. 그래서 다이빙 마니아들도 필자와 마찬가
지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다이빙을 하기에는 적기로 생각한다. 물론 수온은 내
려가서 춥기는 하지만 시야가 확보되어 눈앞에 펼쳐진 풍광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겨울 다이빙의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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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곳은 경상북도 영덕군 대진리에 위치한 대진

해양레포츠

리조트이다. 필자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 때가 약 10여 년 전
대진리조트가 오픈한 시기였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깊게 느꼈

영덕군은 2008년 5월 대진1리 대진리조트 옆에 16억4천

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게짬이라는 포인트에 쫙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건평240평 규모의 해

펼쳐진 노란색 부채불산호였다. 일반적으로 부채불산호는 적색

양레포츠센터를 완공하였다. 해양레포츠센터는 스킨스쿠버

이 많은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노란색을 본 것이다. 너무도 신

교육장으로 사용될 6ｍ다이빙 풀장과 강사대기실, 관리사

기하여 열심히 필름을 감은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남해에

무실, 대강의실, 소강의실, 샤워장, 화장실, 휴게실, 장비보관

위치한 거문도나 백도 다이빙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두

실,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국의 스킨스쿠버 교육을 하

번째는 리조트가 대기업 오너의 별장이고, 그 별장의 위치가

고 있는 스킨스쿠버샵이나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교육장

도저히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할 위치인 절경에 지어져 있어

으로서 누구나 해양실습이 가능하도록 사용이 가능하다.

어떻게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날 정도였다.
또 너무도 깔끔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수영장을 보고 한 번 더
놀라서 그곳에서 지낸 하룻밤은 내가 마치 귀족이 된 듯한 기

숙박시설

분이 들었었다.

해양레포츠센터 숙소
지금도 별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바다속의 노란

대진리조트의 숙박시설은 별관, 별장, 레포츠센터 등 여

색 부채불산호가 많았던 포인트는 백화현상으로 자취를 감추

러 시설이 있다. 10여명 정도는 별관건물 또는 해양레포츠

어 버렸다. 이젠 노란 산호를 보기 위해서는 남해안 거문도나

센터 숙소를 이용한다. 100명 정도는 별장과 별관건물 그리

백도로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진리조트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대진항 최일
선에 수영장을 겸비한 대형 스포츠센터와 리조트 건물 등 2동
의 건물을 갖추었다. 이곳에서는 스쿠버교육, 해양스포츠, 숙
박 등의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을 진행하
며 바다속 적당한 수심에 100여 톤 정도의 어선을 수장시켜
난파선 다이빙에 활용하고 있다. 대게의 고장인 영덕의 상징물
인 대게 조형물 2개를 수중에 설치하여 볼거리도 제공한다. 수
중사진가들이나 일반 다이버들이 만족할만한 시설과 수중환
경을 갖추고 있어 흥미로운 다이빙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진리조트의 전경

대진리조트의 소개
경상북도 영덕의 한 어촌마을에 자리한 대진리조트는 빼어
난 경치와 청정해역이 있는 곳이다. 오래전부터 소문난 명사20
리가 있는 대진해수욕장 근처에서 1991년에 처음으로 오픈을
하였고, 그 동안 다이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안하고
야무지게 리조트를 운영해 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동 단결하
여 어촌 체험관광 마을을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하면서도 재미

해양레포츠센터의 전경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좀 더 즐거운 다이
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리조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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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무난히 수용할 수 있다.

들에게 개방되는 코스로서 영덕군은 오래 전 대진리조트
앞에는 120톤급 어선을 바다에 수장하여 인공어초의 역할

잔디밭과 전망 좋은 별장

도 하고 수중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난파

상대봉 중턱의 리조트 숙소는 넓은 잔디밭과 전망 좋은

선에는 산호와 각종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다이버들에게

베란다가 있고, 넓은 거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 큰 방 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에 작은 방 3개가 있다. 주로 대학생들의 MT나 단체(10
명이상) 다이버들에게 빌려주는데 학생들은 30명 정도까지

게짬 포인트

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높이 솟은 커다란 암반과 양쪽으로 솟은 자연암반이 협
곡같이 길게 (약 30m) 드리워져 있다. 6m 하강하는 끝에

대진리조트의 다이빙 포인트 소개

서 시작되는 암반능선을 타고 진행하면(다이빙) 협곡 같은
포인트가 나타난다. 게짬 포인트는 피싱, 채집을 금지하며

난파선 포인트

수중사진과 어류관찰을 목적으로 하며 초보 교육장소로

난파선은 수심 28~38m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상급자

추천된다.

레포츠센터의 숙소 모습

대진리조트앞의 다이빙 포인트 위치도

별장의 외부와 내부 모습

148

Scuba Diver

난파선 포인트의 웅장한 모습

푸데기짬 포인트
수중아치와 동굴 그리고 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지형으
로 다양한 어종과 볼거리가 있다. 수중 촬영가들의 재미를
한층 더 높인다. 수심은 24~27m이다.

대게 조형물 및 인공어초 포인트
초대형 조형물 대게 2마리와 100톤급 어선이 수장되어
있어 1회 다이빙으로 2가지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
다. 섬유세닐말미잘을 비롯한 산류 등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다양한 어종이 출현한다. 수심은 18~24m로서
초. 중급자 코스이다.

게짬 포인트에 종종 출현하는 혹돔

산호와 다이버

난파선 포인트의 출입문

대게 조형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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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잠 포인트의 진총산호

가잠 포인트

하기 좋은 지형 탓에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포인트, 동

여기저기 흩어진 바위에 대형우럭이 서식하며 수중사냥

쪽방향으로 다이빙하면 남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절벽이

의 재미를 한층 더 높인다. 대형문어도 출현한다. 수심은

나타난다.

28-30m이다.

비치 다이빙
부짬 포인트

리조트 바로 앞이 비치다이빙 포인트로서 리조트에서

넓은 암반위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과 바닥에서 암반

장비를 세팅하고 15ｍ만 걸어가면 비치다이빙 입수가 가능

위로 3단으로 나눠진 암반층이 있고 암반층에 물고기가

하다. 완만하게 형성된 지형 탓에 입수하여 자연스럽게 깊

서식하기 좋은 고기줄이 있다. 겨울철에는 문어가 많이 나

은 수심으로 하강이 가능하여 초보자들도 별 어려움 없이

타나 문어 포인트로도 불리어진다. 수심은 14-18m이다.

입수가 가능하다. 볼거리도 다양하여 대진리조트에서는 이
곳을 보물창고라 한다.

어초 포인트
시멘트구조물 인공어초가 여러 형태로 광범위 하게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말미잘 산호 등 다양한 수중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수심은 20-35m이다.

야간 다이빙
동해안에서 야간 다이빙이 가능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가능하다 해도 늘 군경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연
유로 리조트에서도 야간 다이빙을 자신있게 추천하지 못하

깜북짬 포인트

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곳 대진리조트는 자유롭게 야간 다

넓은 자연암반과 여기저기 솟은 바위들, 어류들이 서식

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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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포인트에서 야간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
비치 포인트에서 입수하는 모습

보트 다이빙의 모습
비치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모습

풀장 교육
풀장 교육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풀장시설과 센터 바로
앞 비치 포인트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6ｍ 다이빙풀장
과 강사대기실, 관리사무실, 대강의실, 소강의실, 샤워장,
화장실, 휴게실, 장비보관실,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풀장

풀장 교육 모습

교육과 해양실습을 한곳에서 병행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전국의 스킨스쿠버샵 및 스킨스쿠버 동호인들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보트 다이빙

최억강사

20인승 250마력 콤비보트와 12인승 90마력 콤비보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1리 415번지
대진리조트
054-732-7800, 010-3539-7800

등으로 안내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대부분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다이빙 포인트는 초보자들이 쉽게 다이빙할
수 있는 수심 10m 내외의 자연암초와 상급자용의 깊은 수
심까지 다양하다.

※ 위의 글과 사진들은 필자의 현장 취재와 대진리조트 홈페이지의 사진과 글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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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한국어 / 영어 병용

참고용 국외종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뮤튼트 래스 (Mutant wrasse)

Conniella apterygia Allen, 1983. 10cmTL
D/? A/?

Ref. Dead specimen photo.
Order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Labridae(wrasses)

동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 서북의 로울리 숄
(Rowley Shoal)과 스코트 및 세린가파탐(Scott
and Seringapatam) 암초에서만 발견된다. ● 배
지느러미가 없다. 배지느러미의 특징을 제외하면
Cirrhilabrus 속(genus)의 종들과 같다. 25~50m
수심의 산호가 흩어져 있고 잔돌이 깔린 바닥에 산
다. ※코니스 래스(Connie’ wrasse)라고도 부른다.
※mutant: 돌연변이

Mutant wrasse

Conniella apterygia Allen, 1983. 10cmTL
Distribution: Eastern Indian Ocean: known only from Rowley Shoals and Scott and Seringapatam reefs off northwest Australia.
General: A mutant wrasse that lacks pelvic fins, otherwise identical to the genus Cirrhilabrus. Inhabits rubble bottom with scattered coral outcrops on outer reefs in
25~50m depth.

참고용 국외종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클라운 코리스 (Clown coris)

Coris aygula Lacepède, 1801. 120cmTL
D/spine9 soft ray12~13 A/spine3 soft ray12
P₁/14 LLp/59~67

Drawing 1
성어 40cmTL
Adult 40cmTL
Ref. Live specimen photos.

인도·태평양 : 홍해, 동아프리카, 라인 섬까지,
북으로 일본 남부까지, 남으로 로드하우 섬과 라파
섬까지 분포. ● 암컷은 등지느러미 제7~8 극조 아래
몸에 백색 수직 띠가 있고 띠 앞 머리 쪽은 옅은
회녹색 바탕에 검거나 검적색 점들이 있다. 띠 뒤쪽은
검회색이며 비늘들의 선들이 뚜렷하다. 큰 수컷은
전체적으로 검녹색이며 등지느러미 연조부 앞 위치
몸에 옅은 녹색 또는 푸른 기가 있는 수직 띠가 있다.
수컷은 등지느러미 제1극조가 길게 연장되며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튀어나온다. 유어는 백색바탕에
등지느러미에 2개의 검은 안점이 있고 그 아래 등에
오랜지 색의 큰 반원형 반점이 있다. 2~30m 수심
암초 주변 모래지역에서 혼자 생활한다. 갑각류, 조개,
성게를 주식 한다.

Drawing 2
어린성어 10cmTL
Young adult 10cmTL
Ref. Live specimen photos.

Drawing 3
유어 5cmTL
Juvenile 5cmTL
Ref. Live specimen photos.
Order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Labridae(wrasses)

Clown coris

Coris aygula Lacepède, 1801. 120cmTL
Distribution: Indo-Pacific; E. Africa to Micronesia, Line Island, French Polynesia, east to Ducie Island, S.E Australia, Lord Howe Island to southern Japan.
General: Females with a whitish bar below seventh and eighth dorsal spines, head and body before bar pale greenish with small black to dark red spots, body posterior to bar
greenish gray with distinct scale lines. Large male dark green with a broad, pale green to blue green bar below anterior soft portion of dorsal fin. Develop a gibbous forehead
and an elongate first dorsal spine. Juveniles whitish with small black spots on head, anterior body, and dorsal fin, 2 large ocellated black spots on dorsal fin, under which 2
large semicircle orange spots. Sand or rubble patches in reefs of 2~30m depth. Solitary, feed on hard-shelled invertebrates including crustaceans, mollusks, and sea urc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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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국외종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더블헤더 (Double header)

Coris bulbifrons Randall & Kuiter, 1982.
140cmTL

D/spine? soft ray? A/spine3 soft ray?
P₁/? LLp/?

서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로드하우 섬, 미들톤
리프, 노르폴크 섬. ● 수심 20m 이내의 암초 바위
지대에서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리고
무리지어 산다. 복족류, 게, 조개류를 주식한다.
노성어 Old adult
Ref. Live specimen photos.
Order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Labridae(wrasses)

Double header

Coris bulbifrons Randall & Kuiter, 1982. 140cmTL

Distribution: Australia, Lord Howe Island, Midleton Reef, and Nortfolk Island.
General: Inhabits shallow rocky and coral reefs, in shallow waters, less than 20m. Usually in small groups with a large male dominating, with the young being collected in
tide pools. Feeds mainly on gastropods and pelecypods, also on crabs.

참고용 국외종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옐로우테일 코리스 (Yellowtail coris)

Coris gaimard (Quoy & Gaimard, 1824). 40cmTL
D/spine9 soft ray12~13 A/spine3 soft ray12
P₁/13 LLp/68~77

Drawing 1
중간 성어 20cmTL
Subadult 20cmTL
Ref. Live specimen photos.

태평양: 일본 남부,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렐리아 대보초, 하와이,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분포. ● 성장과정에서 유어, 중간 성어, 성어의 색상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중간 단계는 머리 부분은 적색,
몸 중간은 녹색, 몸 후반은 어두운 청색 바탕에 밝은
청색점들이 다수 산재하며 꼬리는 노랑색이다. 완전
성어는 뒷지느러미 기부 앞 몸체에 수직으로 경계선이
불분명한 노란 띠 무늬가 있다. 유어는 밝은 오렌지
적색에 검은 테두리를 가진 5개의 백색 반점이
머리에서부터 미병부 사이 등쪽에 균등 거리로
배분되어 있다. 3~50m 수심 산호초 주변 모래 자갈
바닥에 주로 홀로 산다. 연체동물, 게, 집게를 주식하며
가끔 멍게류와 원생동물도 먹는다.

Drawing 2
유어 5cmTL
Juvenile 5cmTL
Ref. Live specimen photos.

Order Perciformes(perch-likes), Family Labridae(wrasses)

Yellowtail coris

Coris gaimard (Quoy & Gaimard, 1824). 40cmTL

Distribution: Pacific Ocean: southern Japan, Micronesia, Indonesia, Australia GBR, Hawaii, French Polynesia.
General: Adult female orangish brown to dark greenish gray with blue rear body and peduncle, brilliant blue spots rear body and peduncle progressively more numerous
posteriorly, yellow tail, red dorsal and anal fins with a blue margin and longitudinal lines of blue spots. Head orange with red edged green bands. Adult male variable from
shades of blue to green and red with yellow tail, bright yellow to green mid body bar, brilliant blue spots rear body and tail base. Juvenile bright red orange, 5 black edged
white saddles across head and back. The first 2 dorsal spines especially the first elongate in adults. Solitary, sand and rubble bottoms adjacent to coral reefs in 3~50m.
Feed on mollusks, crabs, occasionally on tunicates and fo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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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펭귄, 위대한 모험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무려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치관의 혼란, 가족이나 연인과의 갈
등……. 그러나 삶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가야 할 길고도
복잡한 여정이기에 우리에게는 삶을 견뎌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연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이
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도전정신과 생명에 대한 경외를 일깨워주며 따
라서 자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주는 감동은 클 수
밖에 없다.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역시 눈물
과 찬탄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벅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뤽 자케 감독이 무려 4년간 황
제 펭귄의 궤적을 쫓아 만든 것이다. 프랑스에서 개봉되었
을 때,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렸으며, 미국에서 개봉
되었을 때도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관객 동원에 성
공하였다고 한다. 미국 영화연구소(AFI:The American
감독: 뤽 자케
나레이터: 샤를르 베를링(아빠 펭귄 역),
로만느 보랭제(엄마 펭귄 역),
쥘 시트뤼 (아기 펭귄 역)
장르: 다큐멘터리
등급: 전체 관람가
시간: 85 분
개봉: 2005-08-11
국가: 미국 / 프랑스
한국: 이금희 (나레이션 (한국어) 역),
배한성 (아빠 펭귄 (한국어) 역)  

Film Institute)는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공동체의 일
부가 되자는 전 인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 영화를
2005년 '올해의 사건'(Moments of Significance)으로 선
정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영화 ‘펭귄, 위대한 모
험’은 황제펭귄들의 260일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교
묘하고 인위적인 연출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관찰자적 시
각으로 펭귄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영화는 완성
도 높은 한 편의 작품이 되며, 그 감동은 깊고, 여운은 지
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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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알 수 없는 얼음과 암벽,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얼음 사막과도 같
은 남극에서 영하 40도의 날선 추위와 싸우는 황제 펭귄. 이들은 펭귄 가
운데서도 가장 체격이 크며, 가슴주위와 귀부위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외형적으로 황제의 면모를 풍기고 있다. 인간들이 ‘오모크’라 부르는
성스러운 장소는 황제 펭귄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이다.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 그들은
후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깨어나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기를
원하기에 때가 되면 오모크를 향해 기나긴 여행을 시작한다. 한 마리
도 빠짐없이 얼음 위를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뒤뚱거리는 걸음걸
이에도 불구하고 장엄한 한 편의 서사를 이룬다.
행진을 끝내고 마침내 오모크에 도달한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펭귄들은 제각기 자신의 음성과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짝을
찾는다. 짝이 맺어지면 그 때부터 암컷과 수컷의 사랑이 시작되는
데, 안타깝게도 짝을 이루지 못한 펭귄은 외롭게 얼음 사막에서
잊혀 간다.

펭귄의 사랑법을 아는가?
그들은 부리로 서로를 쓰다듬으며 몸을 부비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랑을 일
구어낸다. 그러기를 석 달, 암컷은 어느새 엄마가 되어 있다. 그녀는 사랑의 결실
로 얻은 단 하나의 알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건네주고, 저 먼 바다로 먹이와 물
을 찾아 떠난다. 긴긴 여행, 걷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바다의 냄새를 찾아 떠
나는 것이다.
암컷들은 가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 얼어버리기도 한
다. 모진 고난을 이기고 바다에 도달한 엄마 펭귄들은 날쌔게 물고기를 사냥하
고 의기양양해진 모습으로 금의환향을 꿈꾸지만, 오모크로 돌아가는 길에 도사
리고 있는 바다표범 같은 천적들은 호시탐탐 그녀들의 목숨을 노린다.
수컷은 이 알을 발등에 얹어놓고 암컷이 먹이를 구해올 동안 약 1개월 정도를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새끼를 품는다. 새끼가 태어나면 아빠펭귄은 약 4개월
간 위 속에 간직해 두었던 먹이를 먹인다. 저장한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은 교대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향하고, 아기 펭귄은 엄마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다. 암컷과 수컷은 다음 여름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임무를 교대하면서 추위를 이겨낸다.

먹이를 구하러 간 암컷을 기다리는 수컷의 애타는 마음과 알에서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의 숨소리. 그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마침내 보금자리에 도달하는 어
미 펭귄의 모진 생명력 앞에 우리는 저절로 눈물 흘리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
‘펭귄, 위대한 모험’은 이처럼 황제 펭귄의 행진과 짝짓기, 가족애를 통해 모든
생명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 주는 ‘위대한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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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 이야기

크리닝 스테이션

Cleaning Station

신뢰와 믿음이 있는 최상의 청소 서비스가 여기 있다

글/사진 편집부

애니메이션 영화 ‘상어 이야기(Shark Tale)’를 보면 고래들이 고래 세
차장에 들어와 비눗물 세척을 받는 장면이 있다. 물론 고객의 얼굴에
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흐르고 있다. 실제로 수중 세계에는 크리닝
스테이션(cleaning station)이란 곳이 많이 존재한다. 이곳의 청소 서비
스는 아주 만족스러워 단골고객인 물고기들이 점점 늘어나 항상 손님
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우리네 눈에는 이러한 청소가 정말로 해양생물
들에게 유익한지, 만일 유익하다면 크리닝 스테이션을 찾는 고객들은
누구이고, 어떤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물은
과연 누구인지가 몹시 궁금하기도 하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의 몸을 청소하는 일이 공생이라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공생(symbiosis)이란 서로 다른 생물종들 사이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오랫동안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생관
계는 기본적으로 상리적인 것(mutualistic), 편리적인 것(commensal)
과 기생적인 것(parasitic)으로 분류한다. 상리공생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쪽 생물은 청소를 받는 반면에 다른 쪽은
청소를 하며 공짜로 먹이를 제공받는다. 편리공생은 한 쪽은 이익을 보
며 다른 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이다. 기생은 한쪽은 이익을 보며
다른 쪽에 손해를 보게 하는 관계이다. 다이버라면 수중에서 이러한 광
경들을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해양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물 지식도 얻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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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도 같은 크리닝 스테이션의 서비스
암초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은 외부의 여러 종류의 기생체(parasite)들이 달라
붙어 있어 이것을 떼어내야 한다. 왜나하면 물고기들은 자기 몸이 가려워도 스
스로 긁을 팔과 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도움이 절실하
게 필요하다. 크리닝 스테이션은 기생하는 생물들을 제거해 주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
또한 상처를 입은 물고기도 크리닝 스테이션을 찾는다. 청소 물고기는 헤쳐진
근육 가닥이나 상처의 가장자리, 때로는 상처 자체의 표면을 뜯어 먹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부패한 살점을 제거함으로써 상처 입은 물고기를 치유하는데 도
움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양 연구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생체의 종류에는 등각류(等脚類, isopod)와 요각류(橈脚類,
copepod)가 있다. 등각류는 갑각류에 속하는 아주 다양한 종이 존재하는 그룹
으로 육상과 해상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등각류가 먹이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
만, 일부는 기생체로 생활하면서 물고기의 아가미, 피부, 입에 붙어서 살기도 한

청소 새우(cleaner shrimp)는 상리공생을 제공해 숙주 물고기에서 외부 기생체(ectoparasite)와 죽은 피부의
제거를 도울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의 치유를 빠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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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등각류는 일정한 시기에만 기생체로 생활하기도

기가 고객의 점막층을 뜯어 먹기도 한다. 서비스 받던 물고

한다. 이러한 등각류 중 산란하는 암컷은 청소받는 물고기

기는 고통을 참지 못해 청소 놀래기를 쫓아버리고 헤엄쳐

에 붙어 일시적으로 청소받는 물고기의 피를 빨아먹고 살

달아난다. 그러면 수컷은 암컷을 쫓아 같이 도망가고 결국

다가 바닥이나 저서 해면, 퇴적물 및 조류로 되돌아가서 번

그들은 저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식한다.
주로 서대서양의 암초에서 서식하는 고비오소마
약 1만3000종으로 추산되는 요각류의 절반 정도는 기생

(Gobiosoma)와 엘라카티누스(Elacatinus) 속의 네온 고비

체다. 이들은 물고기, 상어, 해양 포유동물 그리고 연체동

(neon goby)도 청소 놀래기와 비슷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

물, 멍게 또는 산호와 같은 많은 종류의 무척추동물에 붙

하고 있다. 청소 놀래기와 달리, 이들은 크리닝 스테이션에

어서 산다. 내부 기생체(endoparasite)는 청소를 받는 물고

서 다양한 작은 동물들로 먹이를 보충한다. 카리브해의 청

기의 몸안에 사는 반면 외부 기생체(ectoparasite)는 청소

소 고비는 기생체를 청소하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받는 물고기의 몸 바깥에 붙어산다. 두 종류 모두 바닷물

하지만 기생체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청소 받는 물고기의

에서는 물론 민물 환경에서 사는 물고기나 무척추동물에

비늘과 점액도 먹어치운다. 이 친구들은 상리공생적인 관계

서 발견된다.

는 아닌 것이다.

수중에서 한 무리의 어린 노란색 블루헤드 놀래기(blue

크리닝 스테이션에 오는 방문객들은 누구인가?

head wrasse)가 여기저기 부채산호(gorgonian)를 찾아 재
빨리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기생체를 먹는 이

크리닝 스테이션에서는 고객을 유인하기도 한다. 산호의

들은 카리브해 암초지역에서 모든 청소 서비스의 10% 정

머리 부분이나 항아리 해면(barrel sponge)이 고비(goby,

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수중에 떠 있는 고객들에게 신

망둑어과)로 덮여 있기도 하고, 암초에 박혀 있는 나선촉

속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수 말미잘(corkscrew anemone) 앞에서 새우 한 마리가
춤을 추고 있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청소 새우와 고비, 놀

기타 여러 종의 카리브해 물고기들이 청소부로 활동한

래기(wrasse), 시클리드(cichlid), 메기 등 여러 종의 물고기

다. 어린 스패니시 호그피시(Spanish hog fish, 놀래기의

들이 청소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를 하는 생물

일종)는 대부분 높은 산호 근처에서 수중에 떠 있는 물고

들은 서로 상리공생을 하는 관계로서 청소받는 물고기에

기를 청소하는 것을 즐겨한다. 어린 그레이 엔젤피시(gray

서 외부 기생체와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것을 도울 뿐만

angelfish)와 프렌치 엔젤피시(French angelfish)는 먹이의

아니라 상처 부위를 치유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포식

대부분을 청소 활동에서 얻는다.

동물처럼 칼 모양의 이빨을 한(sabre-toothed) 베도라치
(blenny)도 한 종류가 있는데 이 교활한 물고기는 청소 서

페더슨 청소 새우(Pederson cleaner shrimp)는 다리가

비스를 하는 척 하다가 청소받는 물고기가 청소를 받기 위

적다. 이들 새우는 나선촉수 말미잘과 자이언트 말미잘의

해 머물게 되면 멀쩡한 비늘과 점액을 먹어치운다.

촉수들 사이에서 생활한다. 이들은 고객이 찾는 것 같으면
말미잘의 촉수 끝에서 춤을 추며 자신의 긴 더듬이를 흔든

가장 잘 알려진 청소 물고기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산호

다. 또한 말미잘 앞에 손가락을 가볍게 두면 뛰어 올라 손

초에서 서식하는 라브로이드(Labroide)속의 청소 놀래기

톱 껍질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청소부로 활동하는 기타 새

다. 이 작은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이 모이는 크리닝 스테

우들로는 주홍색 줄무늬 청소 새우(scarlet-striped

이션에 생활을 한다. 청소 놀래기는 청소 서비스를 하면서

cleaning shrimp), 얼룩 산호 새우(banded coral shrimp)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고 산다. 한 해양연구팀

와 점박이 청소 새우(spotted cleaner shrimp)가 있다.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청소 놀래기는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암컷 청소 놀래

그렇다면 어떤 생물들이 크리닝 스테이션의 고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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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청소 새우
2	곰치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짝 벌리고 새우의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새우는 곰치의
이에 낀 찌꺼기를 청소해 주고 새우는 먹이감을 얻는 것으로 공생한다.

1
아마도 암초에 사는 어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자주 찾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
골 고객으로는 그루퍼(grouper, 농어과), 패롯피시(parrot fish, 돌돔과), 서전피
시(surgeonfish, 양쥐돔과), 브라운 크로미스(brown chromis, 자리돔류)와 크레
올 놀래기(creole wrasse) 등이고, 호그피시(hogfish, 놀래기과)와 넙치류
(flounder)도 비슷할 것이다. 동그란 눈을 가진 곰치는 귀엽기도 하지만, 날카로
운 이빨을 보일 때는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도 온화한 표정으로 이빨을 드
러내며 작은 새우 여러 마리가 휙휙 움직여 청소할 수 있도록 입을 벌리고 얌전
하게 서비스를 받는다.

물고기는 어떻게 크리닝 스테이션을 발견할까?
물고기가 청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고기는 머리를 위나 아래로 향한 자세에서 몸을 고
정시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느러미가 펼쳐져 있고 아가미와 입은 열려 있
다. 청소 받고 싶어 하는 물고기는 청소 서비스를 하는 청소부가 해를 입히지 않
을 것이라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작은 청소 물고기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포식성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신
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청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청소하는 물
고기가 떨면서 헤엄치고, 배가 고픈 경우에는 한층 더 그러한 행동을 보임으로
써 청소 받는 물고기를 전략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접촉 방
법은 양쪽 다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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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놀래기는 청소 받을 물고기에서 기생체를 제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짜로 식사를 한다. 이는 상리공생(mutualistic symbiosis)의 예이다.

그렇다면 청소 받을 물고기가 크리닝 스테이션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일까? 청
소 물고기는 대개 비슷한 색깔의 무늬를 보인다. 한 연구팀에 의하면 청소 물고
기가 산호초에서 눈에 잘 띄고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유니폼’ 같은 색깔 무늬
를 띠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몸에 푸른 색깔과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가
고객을 유인하는데 유리하며 크리닝 스테이션에 훨씬 많은 손님을 끌어 들인다
고 밝혔다.

대부분의 크리닝 스테이션들은 약 20m 정도의 얕은 암초지역에 있다. 가끔 물
속을 유영하다 보면 물고기들이 자신의 청소 서비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지역(staging area)을 보게 된다. 이렇게 줄을 서 대기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쫓아내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곳에서도 주먹이 먼저
인가 보다. 또한 침입자로부터 청소 지역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 놀래기
는 암초 주변의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는데 주로 고객이 많이 들
르는 지역과 청소 지역을 방어한다.

수중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유지된다
크리닝 스테이션은 물고기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다. 하와이에서는 녹색 바다
거북(green sea turtle)이가 찾는 크리닝 스테이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크리닝 스테이션에서 옐로우탱(yellow tang, 양쥐돔과)과 골든아이 서전피시
(goldeneye surgeonfish, 양쥐돔과)의 서비스를 받는 녹색 바다거북은 뒷지느
러미와 목을 뻗은 상태에서 가슴지느러미로 천천히 헤엄을 친다. 이 거북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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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바닥에 자리를 잡고 지느러미 끝으로 ‘서서’ 목을 뻗은 채
휴식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 물고기가 등딱지의 조류와 피부
의 기생체를 찾아 먹는다.

만타레이(manta ray)와 상어(thresher shark)도 크리닝 스
테이션을 자주 찾는다. 청소 물고기가 청소를 할 때 이 거대
한 가오리는 날개를 펼치고 아가미를 펼친 채 수중에 떠 있
다. 상어는 머리를 위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거의 수직 자세
를 취한다.

크리닝 스테이션은 바다속에서 가장 분주한 장소 중의 하
만타레이와 환도상어도 청소를 받기 위해 크리닝 스테이션을 방문한다.

나이다. 물고기들이 줄을 서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온순한 양처럼 입을 벌리고 청소 물고기들에게 몸을 맡기기
도 한다. 상처가 난 곳을 치유하기도 하며, 서로 간의 공생을
이루며 삶을 살아간다. 이렇듯 생물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
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각자의 맡은바 역할을 다해가며 자
연의 섭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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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RAW 파일
제2회
RAW 형식의 파일은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서 원하는 색온도, 계조, 선예도 등 각각 다른
설정을 적용하여 다르게 연출할 수 있고, 파일은 최초의 이미지 데이터가 계속 보존된
다. 그리고 RAW 파일은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출력 품질을 제공한다. 고품질
의 이미지를 요구하는 프로사진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본 칼럼에서 RAW 파일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소개한다.

글/사진 구자광

RAW 파일과 프로세싱 프로그램
RAW 파일의 개념
RAW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다. 이미지에 대한 정보값만 디지털 방식으로 저
장해 둔 파일이다. 필름 사진으로 표현하자면 찍기는 하였지만 현상되지 않은 필
름이라고 보면 된다. 필름으로 찍은 사진은 반드시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사진을 볼 수 있듯이 이 데이터는 RAW 파일 전용 프로그램에서 JPG나 TIF 파
일로 변환이 가능하다. RAW 파일의 변환을 프로세싱(Processing)이라 한다.
RAW 파일은 카메라의 이미지 화소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지가 차지하는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큰 것이 특징이다.

RAW 파일의 장단점
사진을 촬영할 때 RAW 파일로 저장하면 변환 과정에서 장점이 많다.

•사진을 대형으로 확대할 때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다.
•색감 조정이 가능하다. 색온도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미지 조정을 거쳐도 데이터가 깨질 염려가 적다.
•노출 보정이 유리하다. 단 노출부족으로 찍었을 때는 노이즈에 조심해야 한다.

TIFF 파일 형식과 비교해 볼 때 RAW 이미지 파일은 압축되지 않은 TIFF 파일보
다 용량이 작으며 카메라를 통한 어떠한 처리도 거치지 않은, 즉 이미지 센서를
통해 직접 읽어 들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TIFF의 경우 카메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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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정된 선예도, 채도, 색상대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JPG 파
일보다 RAW 파일 형식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촬영된 이미지를 사용자
가 최대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필름을 사용하던 때의 암실작업과 비슷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RAW 파일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데이터 용량이 커서 관리가 어렵다.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정보 확인과 최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RAW 파일의 프로세싱 프로그램
RAW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RAW 파일을 지원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패키지에 프로세싱 프로그램
이 포함되어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며 기능이 제한되어 있
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RAW 파일을 전문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과 상용 프로
그램이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은 Faststone Image Viewer, IRFANVIEW,
Stepok's RAW Converter, Raw Therapee 등이 있고, RAW 파일을 변환하는 상
용 프로그램으로 Adobe의 Photoshop Camera RAW plug-in, Breeze Systems
의 BreezeBrowser, Phase One의 Capture One DSLR Limited Edition과
Professional Edition, ACDSee 등이 있다. 이들 상용 프로그램은 번들(Bundle)로
제공된 프로그램들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며 좀 더 기능이 우수하다.

DNG(Digital Negative) 파일
디지털카메라에서 높은 화질의 사진을 저장하려면 RAW 파일로 사진을 저장해
야 한다. RAW 파일의 종류로는 캐논의 CR2, 니콘의 NEF, 소니의 ARW 등이 있
다. 사실 RAW 파일은 용량이 커서 보관하기엔 많은 부담이 된다. 제조회사마다
RAW 파일의 이름도 버전도 각각 달라 새로운 카메라의 RAW 파일은 낮은 버전
의 포토샵에서 불러오지를 못한다. 현재 많은 범용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이 각
제조회사의 RAW 파일을 지원한다. 그러나 새로운 카메라의 RAW 파일은 업데이
트를 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구입해야만 된다. 그래서 표준화된 RAW 파일 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RAW
파일 형식의 표준으로 DNG 형식을 제

<팁> 카메라의 RAW 파일 확장자와 프로세싱 프로그램

안한 것이다.

RAW 파일을 DNG 형식으로 변환시키
면 파일의 용량이 약 절반으로 줄어든
다. 예를 들면 캐논 카메라의 RAW 파
일은 보통 37MB 정도인데 DNG 형식

확장자
NEF, NRW
CR2, CRW
ORF
RAF
SRF, ARW, SR2

카메라 제조화사
니콘 RAW 사진 파일
캐논 RAW 사진 파일
올림푸스 RAW 사진 파일
후지필름 RAW 사진 파일
소니 RAW 사진 파일

번들 프로세싱 프로그램
니콘 View NX (캡처 NX 2)
캐논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올림푸스 스튜디오
Hyper-Utility
Image Data Converter

번들(Bundle)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구입할 때 카메라를 구성하는 바디와 렌즈 등을 모두 하나로 묶어 구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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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시키면 약 17MB 이하로 되어 약 20MB 정도가 줄어든다. 파일의 사이
즈는 작아지는데 이미지 품질과 정보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카메라 회사에서 카
메라나 번들로 제공하는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은 아직 DNG 형식을 지원하지 않
고 있으며, 현재는 어도비사의 Camera Raw나 라이트룸에서만 지원한다.

사진관련 편집도구로 아도비사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메라와 같
은 다른 도구에서도 DNG 형식이 지원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DNG 파일은 어
도비에서 끝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연
스럽게 DNG 형식이 RAW 파일의 표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Adobe사의 Camera Raw로 하는
RAW 파일 프로세싱
Camera Raw의 소개
필름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의 상이 필름에 감각되고, 이 필
름을 현상한 다음 인화지에 인화를 하면 사진이 된다. 즉 현상(Development)은
필름 또는 인화지에 약품처리를 하여 사진의 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이다. 필
름으로 촬영을 하거나, 인화지를 노광하더라도 바로 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잠상
이라는 형태로 필름, 인화지의 유제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상액이라는
약품에 담그면 잠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되는 형태인 실상으로 변하게 된다.
인화(Photographic Print)는 네거티브(음화)를 통해서 인화지에 이미지를 포지
티브(양화)화 하여 인쇄하는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가 CCD에 상이 맺히고, 이
상을 메모리카드에 RAW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이 RAW 파일을 Camera Raw
를 이용하여 JPG 파일로 변환(Converting)하여 사용한다.

Raw 프로세싱과 Photoshop 리터칭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은 RAW 파일을 화질과는 상관없이 Camera Raw를 이용
하여 명도나 색감을 조정하여 TIFF 파일이나 JPG 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세
싱(Processing)이라 한다. 이 변환된 파일들을 어느 정도 화질저하를 감수하더
라도 포토샵을 통하여 명도나 색감을 세밀하게 보정하는 것을 리터칭
(Retouching)이라 한다.
Camera Raw 프로세싱은 픽셀을 수정하지 않고 정보를 수정하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세밀하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Photoshop
리터칭은 이미지의 픽셀을 수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질저하가 일어나지만
반면에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Camera Raw 프로세싱과 Photoshop 리터칭
은 서로 상반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진의 사용 목적에 따라
Camera Raw 프로세싱과 Photoshop 리터칭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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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CS5에서 RAW 파일의 변환
일반적으로 선명한 화질이 필요한 사진은 카메라에서 RAW 파일로 저장한다.
RAW 파일로 저장된 사진은 Camera Raw 프로그램으로 TIFF 파일로 변환하여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하여 JPG 파일로 저장한다.

포토샵 CS5에는 Camera Raw 6.0이 설치되어 있어 RAW 파일을 읽어 들일 수
있다. 만약 최신 기종의 카메라라면 Adobe Photoshop Camera RAW plug-in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기종이 CANON EOS 7D 카메라라면 플러그인 5.6 버전 이상
이 필요하다. 해당 Camera Raw를 지원하는 포토샵 버전은 각각 CS4, CS5이다.
포토샵 CS4 + Camera Raw 5.6 혹은 포토샵 CS5 + Camera Raw 6.3 을 사용
해야 한다. 반대로 하위 호환성은 없기 때문에 최근의 카메라 기종은 최신 버전
의 포토샵을 설치해야만 RAW 파일을 직접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CANON EOS 7D 카메라의 RAW 파일은
CS3, CS2와 같은 버전에서는 불러올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RAW 파일 변
환 프로그램으로 JPG 파일로 변환한 후 포토샵으로

<팁> Adobe Photoshop Camera RAW plug-in 다운로드 링크 주소
http://www.adobe.com/support/downloads/product.jsp?product=106&platform=Windows

불러와야 한다. 다운로드할 플러그인 버전 선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 확인
② 사용할 포토샵 버전 확인

<팁> 포토샵 버전별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버전
• 포토샵 CS5
• 포토샵 CS4
• 포토샵 CS3
• 포토샵 CS2
• 포토샵 CS

- Camera Raw 6.x 이상
- Camera Raw 5.x 이상
- Camera Raw 4.x 이상
- Camera Raw 3.x 이상
- Camera Raw 2.x 이상

③ 지원이 가능한 Camera Raw Update 설치

RAW 파일의 프로세싱
요즈음은 RAW 파일 변환 프로그램에서도 리터칭 기
능이 들어있어 변환 프로그램 자체에서 리터칭을 하
기도 하지만 포토샵이 더욱 세밀한 기능들이 많기 때
문에 변환 프로그램은 변환만 하거나 간단한 리터칭
만 하고 세밀한 리터칭은 포토샵에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터칭으로는
전체 노출 보정, 명부와 암부 밝기 조정, 콘트라스트
조정, 채도 조절, 샤프링 조절 등이다.

본고에서는 포토샵 CS5와 Camera Raw 6에서 RAW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 상세한 설

<팁> 카메라 모델별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버전
• Canon PowerShot G12
• Nikon D7000
• Canon EOS 550D
• Canon EOS 1D MarkⅣ
• Canon EOS 7D
• Canon PowerShot G11
• Nikon D3s
• Nikon D300s
• Canon EOS 500D
• Nikon D3x
• Canon EOS 5D MarkⅡ
• Canon PowerShot G10
• Nikon D700
• Nikon D90
• Canon EOS 1Ds MarkⅢ
• Canon PowerShot G9
• Nikon D3
• Nikon D300
• Canon EOS-1D MarkⅢ
• Fuji FinePix S5 Pro
• Canon EOS 5D
• Olympus C-7070 Wide Zoom

- Camera Raw 6.3 이상
- Camera Raw 6.3 이상
- Camera Raw 5.7 이상
- Camera Raw 5.6 이상
- Camera Raw 5.6 이상
- Camera Raw 5.6 이상
- Camera Raw 5.6 이상
- Camera Raw 5.5 이상
- Camera Raw 5.4 이상
- Camera Raw 5.3 이상
- Camera Raw 5.2 이상
- Camera Raw 5.2 이상
- Camera Raw 4.6 이상
- Camera Raw 4.6 이상
- Camera Raw 4.3.1 이상
- Camera Raw 4.3.1 이상
- Camera Raw 4.3.1 이상
- Camera Raw 4.3.1 이상
- Camera Raw 4.1 이상
- Camera Raw 4.1 이상
- Camera Raw 3.3 이상
- Camera Raw 3.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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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Camera Raw에 관한 전문적인 서적을 참고하라.

➊

➊ 포토샵 CS5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➋	포토샵의 [파일]-[열기]를 선택하여 RAW 파일을 불러온다. 포토샵에
서 RAW 파일을 읽어 들이면 RAW 파일을 프로세싱할 대화상자가 나
타난다.

➌	색상 조정은 흰색 균형, 톤 및 채도 보정으로 할 수 있다. [기본] 탭에서
대부분 조정이 가능하고, Camera Raw에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대략적

포토샵 CS5의 초기화면

➋

인 색조 조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기본] 탭의 [자
동]을 클릭한다. 좀 더 세밀한 색조조정이 필요하면 세부적인 조정의
바를 움직여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주로 많이 하는 조정은 부유물
에 의한 백스케터 제거, 화이트 밸런스 조정, 색상 및 채도 조절, 밝기나
콘트라스트 조정, 기울기 조정이나 자르기, 이미지 회전 등이다.
Camera Raw 6.3 대화상자

➍	그 외 다른 탭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톤 곡선, 선명 효과, 노이즈 감
소, 렌즈 조정 및 토닝 분할과 같은 작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➌

수 있다.

➎	프로세싱이 끝난 다음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저
장 옵션] 창이 나타난다. 이창에서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파일 확
장자]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➏	이 Camera Raw 대화상자에서 전체적인 보정을 하고, 원한다면 포토

포토샵 CS5의 초기화면

➎

샵을 이용하여 좀 더 세밀한 보정을 할 수 있다. 이미지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포토샵 모드로 전환된다.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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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Adobe사의 사진에 관련된 제품군
(1) Adobe PhotoShop CS5
디지털 사진을 보정하는 소프트웨어

(2) Adobe Bridge CS5
디지털 사진의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3) Adobe Camera Raw 6
RAW 파일로 된 사진을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이며, 포토샵에서 플러그인 형식으로
동작한다.
(4) Adobe Lightroom 3
다음과 같이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RAW 파일의 프로세싱을 비롯하여 여러 형식의 사진을 동시에 여러 장의 사진을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사진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 사진의 인화나 인쇄, 웹
갤러리를 만들어주는 종합적인 사진 보정 및 관리를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라이브러리(Library) 모듈 : 사진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Bridge의 기능과 같다.
•현상(Develop) 모듈 : RAW 파일을 보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Camera Raw의
기능과 같다.
•슬라이드쇼(Slideshow) 모듈 : 사진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인쇄(Print) 모듈 : 사진을 인화 또는 인쇄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웹(Web) 모듈 : 인터넷에 웹 갤러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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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영 칼럼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환상의 스케이터 김연아
오른손 장애를 극복하고 투수에 도전한 짐

애보트

글 홍숙영(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근래 들어 부쩍 여기저기서 “스토리텔링”해야 한다는 말이 들린다. 스토
리, 텔링, 도대체 무슨 뜻일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낳자”라
는 표어를 내걸기보다는 열두 명의 아이들이 얽혀 사는 행복한 가정의 모
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족의 가치, 형제의 소중함을 깨
닫게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묘미이다. 그렇다면 스포츠와 스토리텔
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스포츠 스타는 영웅이 없는 시대에 영웅을 대
신하는 힘을 가졌다. 스포츠 스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정 종목의 가치
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스포츠 스
타가 만인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김연아와 짐 애보트
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울려 퍼진 우리 민요 ‘아리랑’
‘오마주 투 코리아(Hommage to Korea, 대한민국에 바치는 찬사)’라는
제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정서를 알리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 준 이 음악은 2011세계피겨선수권대회 프리스케
이팅 부문의 연기를 위해 김연아가 고른 것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는 낯선 한국 민요로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낸 김연아의
선곡에 대해 언론은 ‘P세대(애국심을 뜻하는 영어 patriot의 약칭)의 유전
자’를 봤다며 찬사를 보냈다. 어떻게 해서 스포츠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애국자가 되고, 그의 모든 선택이 애국심의 발로로 보이는 것일까?
(사진: David W. Car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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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원을 따져 보면, 스포
츠란 경쟁을 통해 승자를 가려내고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의 일부이다. 따라서
스포츠에는 무대에 서는 선수와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중, 그리고 관중으로부
터 감동을 끌어내고 환성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라이벌과 싸우고 자
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의 진실한 삶의 모습은 곧 한
편의 절절한 이야기가 된다.
기술만 앞세운다면 뛰어난 기량과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에 갈채를 보내
겠지만, 반복되는 연습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나 기분, 경기장 분위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예측하기 힘들
고 변화무쌍한 스포츠에 열광한다.
이러한 기호에 가장 충실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피겨 스케이팅이다. 그 매력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성공신화와 닮아있는, 불가능에
서 가능을 이끌어내고 세계 최정상에 오른 피겨 퀸 김연아의 성장을 지켜보면
서 서서히 그녀와 피겨 스케이팅에 중독되어 갔다.
한밤중에 묘지에서 벌어지는 유령들의 무도회를 그린 ‘죽음의 무도’. 검은 색
코스튬을 입은 김연아는 매섭고 강렬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죽음
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아라비아의 왕비 ‘세헤라
자데’에서는 붉은 색 코스튬으로 고혹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김연아의 7분 드라
마는 곧 온 국민의 드라마가 되어 그녀가 연기를 위해 선택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 제품을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 광고모델로 선정된 김연아. 그녀가 완성하는
피겨스케이팅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 한 편의 드라마였으며, ‘애국심’
을 다루는 거대한 스토리텔링이기도 하였다.
김연아의 행보를 보면 그녀가 ‘국가주의’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라는 국민은행의 캠페인이나 ‘세계
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현대자동차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강조
하는 국가주의적 색채가 짙게 느껴진다.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와의 경쟁을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대결로 보았다. 그 결과 김연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
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김연아의 안티팬들은 곧 ‘친일파’와 동일어가 되어 버렸
다. 김연아 선수와 오서 코치 사이의 갈등 역시 과도한 ‘국가주의’의 테두리 안
에서 해석되었는데, 국민들은 선수와 코치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과 외국
인 사이의 일로 보았고, 따라서 김연아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을 때 국가주의적인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믿습니다.”,
“언니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이니까요.”와 같은 댓글들은
“김연아=대한민국”이라는 공식을 강화하였다.
김연아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민족성이 강한 이미지를 지닌 ‘고려대학교’
를 선택하였으며,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인들이 심리적으로 몹시 가
깝게 느끼는 LA를 연습장소로 선택하였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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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 선정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되었고,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이며, LA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수상한 김연아
는 이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영웅적 셀리브리티로서의 입지를 확
고히 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역경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 도시바, 푸르덴셜 등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My talks center around the
idea that adversity can be

짐 애보트.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동안 87승 방어율 4.25의 기록을 남긴

used in a positive way.

활동하고 있으니 그의 삶은 누가 뭐래도 성공적이고 순탄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Jim Abbott

전설적인 투수다. 야구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은퇴한 뒤에는 유명 강사로

자세히 그를 들여다본다면, 그가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967년
미시간주의 사우스필드에서 태어난 짐 애보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뭉쳐 있
어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버
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뭉개진 오른손을 쳐다보며 동정
의 눈길을 보낼 때, 그는 정상적인 왼손을 사용하여 145Km의 강
속구를 올렸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야구가 시범종목으로 채
택되었을 때 짐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미국에 금메달을 안
겼으며, 대학 졸업 후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 입단하여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약점을 남
에게 내보이기 싫어한다. 이렇게 하여 부족한 면이나 단점은 결국
열등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짐 애보트는 달랐다.
그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의 장애,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은 오른손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왼손으로 썼다.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는
오른손 대신 정상적인 왼손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던지고 또
던진 결과 그는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다.
애보트가 처음부터 장애를 지닌 오른손을 강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장애를 지닌 선수가 그 정도면 잘 하는 편이

한계를 극복한 영웅, 조막손 투수 짐 애보트

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오른손의 장애를 접어 둔 채, 왼손 투수로 성공하는 길을 택
하였고, 마침내 그의 왼손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강속구를 던지는 병기로써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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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글/강영천 (진주 고려병원 이비인후과장,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긴급전화 코디네이터, SSI 평가관 #34493)

Q&A 잠수의학
질문: 감압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나이가
51세이며, 다이빙을 시작한 지가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동해안
과 남해안 또는 제주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고 정상적으로 감압도 잘하고 있습니
다. 3-4년 전부터 서해안의 새로운 다이빙에 매료되어 자주 가곤 했습니다. 서해
는 시야가 어둡고 조류가 있어서 감압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
니다. 보통 1회 투어에 2-3통에 공기통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이브웹(diveweb. co.kr)
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
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
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
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
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
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
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
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
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개제합니다.

제 몸 상태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손가락 관절에 통증을 느끼며 그 부
위도 옮겨 다니는 것 같습니다. 취침 중에도 비몽사몽 팔목아래 손바닥이나 손가
락이 저려서 잠이 깨곤 합니다.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무리한 다이빙이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빙은 1년에 약10회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빙 때문
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관절염 인 듯!
15년 다이빙하신 베테랑분이 마침내 서해로 진출하셨군요. 1년에 10회 이상 다니신다
면 활동적인 다이버이신 것 같고 한번 가셔서 2-3회 다이빙하는 것도 일반적인 국내 다
이빙활동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해에서 다이빙을 하신다면 보통 수심이나 시간
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감압병은 축적된 다이빙에 의해 나
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1회 혹은 당일 두어 차례의 다이빙 프로필이 좋지 못해서 나타나
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불편한 증상(손가락 관절의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통증)은 감압병에서도 나
타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관절염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정형
외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압병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감압병으

DAN SE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화

로 보이지가 않아서 감압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을 달지 않겠습

(24시간) 운영

니다.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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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질문: 다이빙 후 속 쓰림

질문: 다이빙 중 가슴 통증

박사님 질문 그대로 다이빙 후에 속이 많이 쓰립니다. 다

다이빙 경력은 5년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빙을 한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언

다이빙을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가슴통증이 있어서 문의를

제부터인가. 다이빙을 하고 나면 많이 쓰립니다. 다이빙과 속

드립니다. 명치위로 5센티 정도 위 부분(심폐소생술을 할 때

쓰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 현탁액이라도 먹고

누르는 부위)이 깊은 수심일수록 더 아팠습니다. 참을 만은

다이빙을 해야 하나요?

했습니다만, 다이빙 후에도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물론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ㅠㅠ

답변 : 위식도 역류 질환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 종합 검진 권유

다이빙과 속 쓰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미
를 경미하게 겪는 경우 위장 내용물이 역류하여 위산에 의한 식도·

가슴의 통증이 최근 시작되었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종합병원
에서

위 연결부위의 위식도 역류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위장 속의 공기가

1) 위 내시경

압착되었다가 상승 시 다시 팽창하는 과정에서 역시 위의 내용물을

2) 심장 EKG/ 초음파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염약(위 산 분비 억제제)을 미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이빙할 때

복용해두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

명치 위쪽이 아플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니지만 란스톤·파리에트 등 하루 한번 복용으로 조절이 가능한 약

(1) 위식도 (위산)역류 질환

도 있고 유명한 암포젤 M 등 물약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

(2) 협심증(?)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군요.

다.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나이도 성별도 옛 병력도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로 덜컥 물으시
니 답변 내용이 제한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검사 잘 받으시고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 드립니다.

질문: 고막 천공
제가 어릴 때 중이염으로 고막이 천공이 되었는데 청력이

질문: 심폐소생술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저하되어도 큰 불편이 없어서 수술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현
재도 천공이 된 상태입니다. 금번 동남아 여행시 체험다이빙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박사님 게시판에 글을

을 하게 되는데(수중 4~5m) 고막천공이 우려되어 시중에

올리는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

나와 있는 다이버 용 귀마개(미국산)를 하고 체험다이빙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 심폐소생술 새 가이드라인이 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는지요?

표되었다고 하네요. 요지는 심폐소생술 할 때 입으로 공기

답변 : 고막천공 시 잠수 절대 불가

를 불어넣지 말고 흉부압박만 하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

다이빙용으로 나와 있는 귀마개는 고

면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도 제법 많은 변화

막이 있는 분을 위해 외이도염의 감염

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레스큐 다이버 코스의 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고막이 천

면에서 의식 없는 다이버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도 바뀔까

공된 분에게 고막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

요? 현재는 인공호흡을 하면서 장비를 벗기고 데리고 나와

한 것이 아닙니다. 고막 천공이 확실하다
면 다이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경

정상 고막 소견

야 되는데 이번 새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동될
지 궁금합니다.

우에는 본인이 고막 천공 중이라고 알고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직접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고막이 건

박사님은 어딜 가셨기에 답변도 안해 주시고.... 잠수(?)중

강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전

이십니까?? ^^

문의 진단을 받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답변 : CAB vs ABC

바랍니다.
천공된 고막 소견

예 정말 잠수 중이었습니다. 제주 다이빙 축제에 참가 중에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월 19일 미국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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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의 드립니다.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다이빙하

라인을 제시했는데 핵심은(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십시오.

1. ABC(기도 유지–호흡 확인–순환 확인)를 CAB(순환 확인–기
도 유지–호흡 확인)으로 바뀌었고
2.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구조호흡(대부분의 경우 구강대
구강 호흡방법)을 꺼려해서 심폐소생술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답변 : 고통 그 자체인 역압착
백도지기가 역압착에 걸리면 백도는 누가 지키지요?
쭈욱 괜찮으시든 분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역압착은 대부
분의 경우 감기나 비염 등 원인 문제가 물러나면 함께 해결되는 것

사실은 이미 5년 전부터 토의가 되어 온 내용은 구강대구강 호흡

이 일반적입니다. 이비인후과도 다니시고 하신다면 조만간 문제가

이 꺼려지는 경우 호흡은 하지 않더라도 심장 압박이라도 1분에 100

해결되리라 믿습니다만 역압착은 하강 중 사이너스 쪽으로 밀려들

회의 속도로 계속 해주라고 하는 권장 사항을 이번에 아예 비의료인

어간 고압의 농축 공기가 상승 중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는 법인데

은 구강대구강 구조호흡은 하지 말고 심장 압박만 하는 것으로 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드라인을 고정 변화시켰습니다. 한번 들이마셨든 공기를 내쉬는

가장 흔한 이유가 비염으로 콧속의 점막이 부어올라 팽창하는 공

구조 호흡을 해주는 것이나 심장 압박 시 흉부가 눌렸다 팽창할 때

기가 빠져나가는 자연 개구부가 막혀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기 비염

드나드는 일반 공기나 공기 교환에 미치는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는

잘 다스리시고 계속 백도를 지켜주시면 조만간 백도 구경을 해볼 수

것이 변화의 이유입니다.

있는 기회를 꾸며보고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 세상에 수도 없
이 많은 응급처치 교육 기관이 모두 이 지침을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2005년 변경된 가이드라인이든 순환확인 생략에 대한

질문: 비염과 압력 평형

부분도 저는 인정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는 바뀐 지침을 소
개는 하지만 반드시 순환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다름이 아니라 현재 비염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고막이

번에 제시된 구조호흡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저는 반대

압착되는 느낌이 납니다. 비염이 있어도 이퀄라이징은 항상

하는 입장입니다.

잘 되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부터는 이퀄라이징이 잘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구조호흡을 해왔으며 제 개인적으로 구조호
흡 두 번만으로 현장에서 소생시킨 다이버가 두 분이고 일반인이 한
분입니다. 이건 의료인으로서가 아니고 응급처치사로 그랬었기 때문
에 적어도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순환확인
도 구조호흡도 배우시고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지침은 지침이지 법
률은 아닙니다.

안될 때가 있네요. 병원에 찾아가려 했는데 문을 닫으셨더라
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 달 뒤에 해외투어를 가야 하는데 동네 이비인후과는
아무리 다녀도 호전 되지가 않네요.
혹시 서울에 다이버들이 찾는 이비인후과 없을까요? 꼭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레스큐 상황에 대한 지침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수중 레
스큐에서는 흉부 압박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조 호흡과 데리고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은 계속 유사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 비염 통제 방법
비염이 심해지면 콧속 점막이 부어올라 부비동(정확한 의학 용어는
코옆굴) 혹은 중이 입구가 막혀 부비동 혹은 중이강속에 있는 공기가
흡수되면서 안면이 답답하거나 고막이 압착되는 소위 귀가 먹먹해지
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비염이 만성화되면 하루 이틀에 치료가 되지

질문: 역압착

않고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12월부터 서울 가까운 곳에서 다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할 듯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백도지기 **호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지난주부터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을 시작하는 시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라 약속을 드릴 수가 없네요. 결정
되면 게시글로 올리겠습니다만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으셔서

점부터 부비동 쪽에 역압착이 생겨 아주 고통스러운 상승을

1) 나조넥스 코 스프레이를 처방받으셔서 하루 2회 정도 한번 뿌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당사자가 되

릴 때 두 번씩 코 속에 뿌리시고 뒤로 훅하고 들이마시는 시늉을 해

어보니 상승이 걱정되어 다이빙이 꺼려질 정도로..... 몇 일 쉬

서 약물이 뒤쪽까지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고 있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한 약도 먹고 있지만 왠지 걱

2) 약물로는 "리노 에바스텔" 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아보십시오.

정이 되며 왼쪽 부비동에(상악동) 이물감도 있습니다. 귀튀우

항히스타민제제에 비충혈제거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막히는 코에

기는 정상적으로 잘 되지만 상승중 역압착이 계속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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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밤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빙 전에 드신다면 첫 입수 전 적어도 두 세 시간 이전에 드시

질문: 다이빙 후 귀의 염증

고 약물 복용 후 8시간이 경과하면 입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 복용 후 다이빙 권하는 의사는 세상 천지에 저 밖에 없을 것 같
습니다. - 그 참 -_-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있는 학생입니다. 삼주 전에 다이빙
을 했는데 이퀄라이징이 잘 안됐었고 물에 올라오고 보니 오
른쪽 코에서 약간의 피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약간의
먹먹함이 있어서 물이 빠지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고 그 뒤로

질문: 다이빙과 약물 복용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주일 후에 또 다이빙을 했구요. 그
후에도 약간의 물이 들어가 있는 느낌만 들다가 감기에 걸렸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직 다이빙 강사입니다. 요즘 들어

는데 감기 때문에 열이 오르고 코가 막히고 하니까 귀가 많

다이빙 중에 자꾸 이마부위에 심한 통증이 와서 선생님께

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염증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매일 다이빙할 때 통증이 오는 것은

인 것 같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Anti-histamaine(Anti-

아니고 가끔씩 오는데 한번 오면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다이

leukotrine)을 처방해줬습니다. 귀 내부가 붉게 변하고 부어

빙 중에 약2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

있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 일주일째 약을 계속 먹고 있는

리고 수면휴식을 하고 난 후 다시 다이빙을 하면 더 심한 통

데 귀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으나 오른쪽귀의 먹먹함이 심해

증이 오는데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져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첫날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니 귀

혹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필

에 약간 붉은 색의 물이 흘러 나왔고요. 그 뒤로 지금은 내

리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 강사들이 이

벽의 붉은 기도 없어지고 했는데도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고

약을 추천해주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금은 한국에서는

있어요. 물이 차 있는 느낌도 들고 공기가 가득 차있는 느낌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 들구요. 가끔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공부하는

약명은 phenylpropanolamine HCI chlorphenamie

중이라서 한쪽귀가 안 들리니 너무 불편한데 계속 지속되어

paracetamol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이약을 복용을 해도 되

청력을 상실하면 어쩌나 너무나 걱정이 되요. 혹시나 해서

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지금 들어갈 상황

검색하다가 이런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네요. 현지 병원을

이 안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필리핀에서

또 가본다 하더라도 이렇다 할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더 기다리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혹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net 수고하시구요. 즐거운

시 낫게 된 후에 다이빙은 언제 다시 할 수 있나요?)

주말 되세요.

답변 : 외이도염/중이염
답변: 약물의 바다를 허우적대는 다이버(?)

다이빙 후 흔히 오는 외이도염과 고막염 그리고 병발한 감기로 인

다이빙 중에 이마에 통증이 온다면 부비동 중에서 전두동에 압력

한 급성 중이염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통증이

평형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전두동은 눈 위 이마 쪽으로

호전되었다는 것은 좋은 징후입니다. 문제는 중이염이 호전은 되었

공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귀의 압력 평형을 하는 행

으나 중이 내에 삼출액이 잔존하는 것이 귀가 먹먹하고 난청을 호소

위(발살바씨 방법 등)를 할 때 모든 부비동이 함께 압력평형이 되는

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순음 청력검사

것이 일반적인데 전두동 쪽으로 열려있는 개구부가 막혀 압력평형

및 임피던스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청력저하가 일시적인 것

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강 혹은 반대로 상승 시 통증을 유

인지 어쩌면 영구적인 것인지도 판단 받을 수 있고 고막 안쪽에 물

발하게 됩니다.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하강·상승과 무관한 통증이라

이 얼마나 고여 있는 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 그 쪽에 염증이 이미 와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되기도 합

만약 고막 안쪽에 물이 고여 있다면 가정하면 통증이 없으면 진

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 CT를 찍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삼출액이고 통증이 있으면 고름입니다. 고름이라면 고막 절개술

일반 X-ray 검사에서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 배농하고 약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만 삼출액이라면 시간이 조금

적어주신 약물은 저로서는 처음 접해 보는 약물입니다만 항히스

더 걸리더라도 그냥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막절개는 그

타민이라고 감기약의 주성분으로 보입니다. 약물 내용이 무엇이건

자체로서 고막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깨끗하게 호

간에 다이빙 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전되지 않으면 추후 다이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더욱더 그러합니다. 약을

차있다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농을 꺼내주는 것이 좋겠

권해달라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을

습니다.

권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얼른 호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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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의학코너
고압챔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다이버 (사진출처: Wikipedia)

감압병(잠수병)의 진단과 치료
글 편집부

감압병과 질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질소의 흡수와 배출
다이버가 하강하여 어떤 수심에서 압축공기로 호흡하게 되면 그 수심에 해당
하는 증가된 분압의 질소를 마시게 된다. 기체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
로 확산된다. 높은 분압의 질소는 폐로부터 흡입되어 혈관을 타고 신체의 각 부
위로 전달되어 인체의 여러 조직으로 이동된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질소의 분압
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인체의 조직은 더 많은 양의 질소가 흡수된다.

다이버가 상승하면 체내에 흡수된 질소는 흡수의 반대과정으로 배출이 된다.
호흡하고 있는 기체의 질소분압이 감소하여 혈액에 녹아 있던 질소가 폐를 통하
여 방출된다. 혈액에 녹아있는 질소의 감소로 조직에 녹아 있던 질소는 혈액으
로 확산되어 나오는 것이다. 농도의 차가 높은 상태에서는 빠져나오는 질소의 배
출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농도의 차가 점점 작아지면 빠져나오는 속도도 점점 느
려진다. 따라서 몸안에 있는 질소가 거의 다 빠져나오는 시간은 약 24시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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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압병에 잘 걸린다.

다이빙을 한 후 상승하게 되면 다이버 주위의 압력이 떨

•추위(Cold): 추운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 특히

어지기 때문에 체액에 녹아있는 기포가 빠져나온다. 하지만

다이버의 보온이 부족할 때 감압병에 더 잘 걸린다. 더 정

인체의 조직에서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질소는 주위 환

확하게 표현하면 추운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기체의 용해

경압보다 높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과포

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기체가 체액으로 녹아 상승시 기포

화(Super saturated)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태의 질소에서

발생이 증가하여 감압병에 더 잘 걸리는 것이다. 또한 같은

는 기포가 만들어진다. 인체의 조직은 과포화 상태에 어느

이유로 다이빙 후의 따뜻한 샤워를 하게 되면 기체의 용해

정도는 견딜 수가 있지만 따라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기

도가 더욱 감소하여 기포 형성이 증가되므로 감압병 발병

포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기는 병을 감압병

이 증가하게 된다.

(Decompression Sickness) 또는 잠수병이라 한다.

•운동(Exercise): 다이빙 중에 수중에서 격렬하게 운동
하면 근육으로 가는 피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질소의 흡

감압병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어떤 부

수가 많아지고 감압병에 잘 걸린다. 그러나 감압하는 동안

분으로 혈액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질소의 량도 많이 증가

에 적당한 운동은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고 질소의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혈류를 방해하는 요소

배출이 잘 되게끔 한다. 수면으로 급하게 올라가기 위해 다

가 발생되면 신체의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

이버가 심하게 운동하면 감압병이 근골격계에 생길 가능성

기에 축적된 질소가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

이 많다. 격렬하게 운동한다는 것은 사이다병의 뚜껑을 따

지 요인으로 인하여 신체에 기포형성이 촉진되는 것이다.

기 전에 흔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이빙 후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질소 흡수가 많이 되어 있는 때이므로 질소 배출은

•수심(depth): 10M 이상의 수심이면 감압병이 생길 가
능성이 있고, 깊으면 깊을수록 감압병의 위험은 더 커진다.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쉬는 것이 좋다.
•성별(Gender): 같은 다이빙 프로파일 대로 다이빙을

•개인 간의 차이(individuals):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했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감압병에 잘 걸린다고 한다. 이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압병에 더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은 여성의 생리와 몸의 구성이 남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의 차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감압표는 젊은 남자를 이용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의 다이빙이 과거

하여 실험한 결과를 근거로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에는 안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감압병을 일으킬 수도

한다.

있는 것이다.
•적응(Adaptation): 일정한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비슷한
수심의 깊이를 다이빙하면 감압병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

•다이빙 프로파일(Dive profile): 18M 이상의 깊은 수심,
장시간의 다이빙, 감압 다이빙 그리고 감압표에 표시된 제
한선을 넘어서는 다이빙은 감압병에 잘 걸린다.

다. 이것은 아마도 인체가 기포에 적응되었기 때문일 것으

•급상승(Rapid ascents): 상승은 빠른 조직으로부터 질

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인 적응상태도 오랫동안

소 기체가 배출되는데 급상승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기포가 잘 만들어진다.

•나이(Age):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감압병
에 걸릴 확률이 높다.
•비만(Obesity): 질소는 물에 비해 지방에 4배 정도로
잘 녹기 때문에 비만도 하나의 작은 원인이 된다.

•다중 상승(Multiple ascents): 다이빙 과정에서 여러 차
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감압과 잦은
급상승을 의미한다. 빠른 조직은 이러한 여러 차례의 상승
으로 인해 기포를 형성한다. 이 기포는 폐에서 여과되지 않

•허약한 신체(Debilitation): 몸의 상태가 좋지 않는 상

고 조직으로 전달되거나 연이은 다이빙으로 인해 기포가

태, 즉 탈수상태, 숙취상태, 또는 몹시 피곤한 경우에는 감

작아진 채로 조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압병에 걸리기 쉽다.

의 상승은 감압병을 보다 잘 일으킬 수 있다.

•신체적 상해(Injury): 근골격계나 관절에 최근에 타박

•반복 다이빙(Repetitive dives): 일반적인 다이빙 후에

상을 입었거나, 삐었거나, 혹은 만성적인 상해가 있을 때 감

도 기포가 흔히 생기며, 반복적으로 다이빙을 할 때마다 이

2011 September•October 185

전에 축적되어 있던 질소가 계속 축적된다. 이러한 기포는

다이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연속적인 다이빙 과정 중에 다른 기포와 붙어서 크기가 커

또 다른 이유는 다이빙을 한 후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도

지고 결국 감압병이 잘 생긴다.

증상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감압병에 걸린 다

또한 반복해서 다이빙을 하면 이전의 다이빙으로 인한

이버들 대부분이 예에서 본다면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요

생리적인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압병의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감압병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알

가능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생리적인 영향이란 저체온, 집

수 있다.

중과 운동에 의한 탈수증(Dehydration)을 말한다.
•다이빙 후의 비행(Flying after Diving): 비행기를 잘
이용하는 요즘 세대들은 휴일을 이용해서 마지막 다이빙을

감압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하고 몇 시간 내에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보통 여객기는 2,000미터 고도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여객

인체의 장기나 기관에 따라 감압병의 임상적 증상을 분

기 내부의 압력을 맞춘다. 이것은 1기압보다 25% 정도 감

류하는 것은 쉽다. 이전에는 전통적인 분류인 1형(경미한

압한다는 의미이고, 다이버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작은 크

증상·근골격계나 관절부위) 감압병과 2형(위중한 증상·심

기의 기포라도 그 크기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질소를 더

폐기관과 신경계) 감압병으로 나누었다.

욱 과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수면에서는 증상을 유발
하지 않던 기포가 점점 커져 임상적인 감압병의 증상을 유
발할 수 있다.

감압병의 임상적 증상은 상승 중이나 상승하고 난 뒤에
나타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6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다이브 컴퓨터(Dive Computer): 잘못된 이론을 근거

고, 때로는 다이빙 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로 만들어진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다이버가 수중

가 약 50% 정도가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24시간 이후에

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감압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이버들은 그 증상을 무시

진다.

하거나 그 증상을 다른 원인이라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복합적 요인에 의한 영향(Multi-factorial Effect): 감압

있다. 많은 연구 논문을 조사해보면, 절반가량의 다이버들

병에 잘 걸리게 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지만 절

만이 증상이 나타난 뒤 12시간 이내에 그 증상에 대해 전

반정도는 심해 다이빙, 반복 다이빙, 술 먹고 8시간 이내에

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

감압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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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pedia)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다이빙의 형태에 따라 어느 정

간이 지나면 통증과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통

도 달라질 수 있다. 감압을 필요로 하는 심해다이빙(30M

증은 일반적으로 치통과 비슷하게 계속되는 양상으로 시

이상), 무감압 한계에 육박하는 수심 또는 감압을 생략한

작되지만, 가끔 고동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도 있다. 다이

경우에는 증상이 빨리 나타난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상증

버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관절을 구부리는 자세

중이나 감압을 위해 정지해 있는 순간에 나타나기도 한다.

를 취하며, 이 자세는 원래 수중 토목공사(Caisson)의 작업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위중

인부들이 고관절 부위의 감압병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

한 감압병일 가능성이 많다.

여 취한 굽은 자세에서 유래되어 벤즈(Bends)로 발전하게

이와 같은 증상은 높은 산을 넘어 운전을 하거나 터널을

되었다.

통과한 것과 같이 고도에 노출된 경우, 또는 운동을 하거
나 다른 기체로 호흡한 뒤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악화될

일반적으로 이 관절통은 만져서 통증이 더하지는 않지

수 있다.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한 후 비행기를 타면 증상이

만 움직이면 더 아프다. 혈압기의 커프(Cuff)와 같은 것으

악화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로 압박하면 통증이 덜해진다. 만약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다 천천히 없어진다. 경미한 경

감압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경우 흔히 관찰되는 증상

우에는 몇 시간 정도 불쾌감이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으로는 사람이 무덤덤하게 보이고, 피곤해 보이며, 불안하고

흔히 니글(Niggles)이라고 표현하는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전신에 힘이 없어진다. 몹시 심한 중증

이 니글도 감압병의 일종이다.

인 경우에는 전신에 내출혈, 쇼크 그리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은 흔히 다이빙 중이나 다이빙 후에 조금
한참 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신경, 인체 조직이나 뼈의

힘든 활동을 하였거나 근육이나 인대에 과도한 긴장을 준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증상들은 지속되

경우에, 최근에 또는 만성적으로 관절 주위에 손상을 입었

거나 재발되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정신과적 문제들도 감

을 경우에 쉽게 생길 수 있다.

압병 환자들에서 볼 수 있다. 발병의 원인과 치료과정에 생
기는 스트레스, 그리고 동료들의 반감으로 인해 다이버들간
의 정서적인 문제가 정신과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관절통이 있을 때와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 즉 삐었다거
나(염좌), 외상 또는 관절염에 의한 통증과 감압병을 구분
하기 어려울 때가 흔히 있다. 다른 원인에 의한 관절통도
일반적으로 만지면 더 아프다고 하며 관절부위가 빨개지거

신체부위별 나타나는 감압병의 증상

나 부어있고, 양쪽성이거나 대칭으로 나타나며 작은 관절
에도 나타난다. 움직이면 더 아프고 국소적으로 아픈 부위

근골격계 감압병(관절통)

를 누르더라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증

근골격계 감압병을 흔히 벤즈(bends)라고도 하며, 얕은

상들은 감압병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수심의 다이빙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관절
주위의 근육이나 골격 중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어깨 관절

일반적으로 10M 이상(또는 그 보다도 얕은 수심에서, 반

(견관절)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팔꿈치 관절, 손목,

복 다이빙을 하였거나 오래 다이빙한 경우)에서 다이빙 중

손, 고관절, 무릎, 발목관절 빈도로 발생한다. 2개 이상의

이나 후에 이러한 통증이 나타났다면 다른 원인이 밝혀지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흔히 같은 쪽의

기 전에는감압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대칭적으
로 여러 관절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신경계 감압병
감압병은 뇌와 척수 같은 신경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보통 증상은 관절 내 또는 관절 주위에 불편감이나 비정

다.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신경계 활성에 장애를 주

상적인 느낌으로 시작된다.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한두 시

기 때문에 다음에 기술할 신경계의 다섯 가지 중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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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영향을 준다.

내이 감압병
내이의 달팽이관(Coch lea:청력기관)과 전정기관

•감각 기능: 감각 기능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통각,

(Vestibular:평형기관)이 침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이의

그리고 촉각이 있다. 이런 감각기능이 이상해지거나 소실

감압병은 심해 다이빙, 헬륨-산소의 혼합기체로 호흡하는

되는 경우이다.

다이빙 할 때 더 위험하다. 흔히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으

•운동 기능: 어떤 근육을 움직이거나 상호 협동하는 능
력, 움직임의 강도 등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뇌의 고위기능: 뇌는 의식, 식별력, 생각하고, 말하고 기

로는 청력 감소, 귀에서 잡소리가 나는 이명(귀울림증), 그
리고 현기증(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다. 이 내이
의 감압병은 내이의 압력 손상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에 발작과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폐 감압병

•자율신경계 기능: 호흡과 심장 기능 조절에 방해를 받

깊은 수심에 다이빙하고 상승하는 다이버의 정맥에서 질

아 쇼크가 올 수 있다. 방광과 위, 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소의 기포가 흔히 발견되는데, 임상적으로 감압병의 증상

회복될 때까지 장애가 있어 점차적으로 복부의 불쾌감으로

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기포가

발전하여 압통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뇌 감압병(Cerebral

많으면, 폐의 작은 혈관 안에서 혈류를 방해한다. 만약 많

DCS)은 뇌로 가는 혈관 안이나 근처에 감압병의 기포가 생

은 양의 기포가 생긴다면 폐 기능에 장애를 주고 숨이 가

겨, 혈액순환을 막고 신경조직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뇌

쁘다고 느끼는 데, 이것을 쵸우크(Chokes)라고 한다. 임상

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손상을 받게 되면 뇌 조

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 흉통과 헐떡거

직이 붓는다. 그러나 뇌는 딱딱한 두개골에 둘러싸여져 있

리는 빠른 호흡이 나타난다.

기 때문에 뇌의 기저부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고 뇌로 들
어가는 혈액의 공급이 더욱 장애를 받게 된다. 질소 기포가

심장 감압병

점점 팽창될 뿐 아니라 뇌부종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

다이빙 후 정맥에 생겼던 질소의 기포는 폐의 혈관에서

행하게 된다.

흔히 대부분이 걸러진다. 매우 흔한 심장 질환인 난원공 개

뇌감압병은 흔히 두통으로 시작되며, 이 두통은 아마 뇌

존증(Patent Foramen Ovals)의 경우에는 좌심방의 높은

조직이 붓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저리거나 따끔따끔

압력에 의해 정상적으로는 닫혀있다. 많은 양의 질소 기포

한 느낌(감각이상), 허약감 또는 마비는 한쪽 팔다리 혹은

가 폐혈관을 막으면 우심방의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좌심

인체의 한 쪽에 나타나고, 말하기가 어렵고, 시야 장애, 혼

방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닫

돈, 의식상실, 발작 등이 모두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

혀 있던, 양측 심방 사이에 있는 난원공의 밸브가 열리게

뇌의 작용 중 소뇌의 협응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 감압

되어 기포가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현기(Staggers)가 유발될 수 있다. 위치감각과 평형감각도

에 좌심실로 이동한 혈액을 통해 우리 신체 모든 곳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척수 감압병(Spinal DCS)은 혈액과

이 기포를 확산시킨다. 이 기전은 폐가 파열되어 동맥 공기

폐에서 생긴 기포와 연관되며, 흔히 쵸우크(Chokes)라고

색전증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전신으로 피와 같

알려져 있다. 가슴이나 배 주위가 아픈 띠 통증(Girdle

이 확산되어 나간 기포는 가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

Pain)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허약감이나 마비 또는 저리

상동맥에 걸리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된

거나 따끔거리는 느낌과 같은 감각이상 현상도 흔히 온다.

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치명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방광과 장으로 가는 신경이 장애를 받아서 배뇨 곤란이나

데(심근경색), 이것은 다이버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장내의 가스제거가 잘 안 된다.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도

있는 심근경색과 같다. 덜 심한 경우에서도 심장의 박출 능

생길 수 있다.

력과 리듬에 장애를 일으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반사 기능(예를 들면, 무릎반사, 기침반사): 반사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반사기능은 일반인들이 쉽게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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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타나는 증상은 흉통과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
지는 것이다.

난원공 개존증이나 다른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생긴 기
포는 부력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다. 뇌혈관으

우는 임상적인 쇼크 증세를 보이고 출혈로 인해 사망할 수
도 있다.

로 쉽게 기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뇌는 심장보
다 위에 자리하고 많은 혈액공급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압병의 피부 증상

비교적 안전한 다이빙을 한 후에 뇌 감압병이 생기는 원인

웨트 슈트를 입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에게는 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뇌동맥 공기

치 않다. 드라이 슈트를 사용하였을 때 가끔 발진을 동반한

색전증(Cerebral Arterial Gas Embolism, CAGE)이라고도

팔과 다리의 가려움증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체가

하지만 이는 감압병 때문에 생긴 것이지 폐의 압력손상 때

고압환경에서 피부로 들어가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으

문 에 생긴 것은 아니다. 급성 감 압병( A c u t e

며, 보통 그렇게 심하지 않으며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Decompression Illness)이라는 용어는 위의 두 가지 원인

심한 감압병에서는 혈관 안에 있던 질소의 기포가 피부로

을 다 포함한다.

가는 혈관을 막아 마치 주위가 희끗희끗하고, 청색과 분홍
빛을 발하면서 대리석 같은 느낌(Marbling)을 보인다. 조직

위장관 감압병

액의 흐름을 관장하는 림프계가 막혀서 피부가 국소적으

장이나 위로 가는 혈관이 기포에 의해 막히고 그로 인해

로 부어오르기도 한다.

위장관의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구
토나 설사, 심한 복통과 위장관 출혈이 있다. 아주 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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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병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
감압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
을 수면에 상승한 시간과 연관하여 보아야 한다. 임상적으
로 나타나는 증상과 전개 양상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증상은 더 진행되
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대로이거나 혹은 좋아질 수도 재발
할 수도 있다. 촉발 인자들은 감압병이 쉽게 걸리도록 할뿐
만 아니라 병의 진행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감압병 진단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관찰점은 주위
(사진출처: Wikipedia)

환경압을 높이는 행위인 물속에 다시 들어가거나 재압 챔
버에서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지며, 100% 산소를 주면 천
천히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에 다시 들

정도 주면 폐에 독성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고압 챔

어가는 경우는 권하진 않는다.

버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이빙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산소를 공

급성 감압병은 처음 다이버들과 다이빙 전문의들 사이에

급하는 것이 좋고, 다이빙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서 감압병과 공기색전증(급부상에 따른 폐 압력 손상의 이

처지라면 감압병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그 시작에서부터

차적인 결과로 생긴 것)을 감별 진단할 수 없어서 그냥 급

고압 산소실(RCC)까지 100% 산소를 공급하도록 한다.

성 감압병으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 가끔은 진단

만약 본인의 의지로 호흡하기 어려운 의식을 잃은 다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동반해서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

버들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의식이 있는

로 이 두 질환은 발병한 인체 기관(예를 들면 신경계, 근골

환자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거나 요구형 형태의 마

격계 등)과 증상의 진행 양상을 구분한다.

스크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호흡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
에 산소공급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호흡하는데 저항이 너
무 크지 않은지 등을 환자 본인이 항상 확인해야 한다.

감압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세 유지와 휴식: 의식을 잃은 다이버는 혼수상태일
때 취하는 자세(Coma Position), 즉 옆으로 엎드리게 하여

감압병의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 순서인 A-B-C ; 즉

혀나 구토물로 인하여 호흡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Airway( 기도확보), Breathing( 호흡유지), Circulation(순

해야 한다. 만약 공기색전증일 가능성이 보이면 편편하게

환계 유지)이다.

눕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좌측으로 눕히는 것이 좋다.

•산소 치료: 다이버에게 100% 산소를 사용하면 폐안에

어떤 의사들은 뇌 감압병 환자들을 눕힐 때 베개를 사

있는 질소를 몸밖으로 배출시킨다. 가능하면 100%에 가까

용하지 않고 측면으로 눕힐 것을 권하는데 기포가 부력으

운 산소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흡장치를 얼굴에 밀착

로 인해 뇌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전에

시킨다. 즉 단순한 산소마스크처럼 마스크의 착용이 헐거워

권하였던 머리를 낮게 하는 트렌델런버그(Trendelenburg)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밀착 착용하는 마취

자세(머리를 30도 정도 낮게 하는 자세)는 이론적으로 머

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0%의 산소가 폐

리 쪽으로 기포가 가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생각되나 머리

에 들어가면 혈액과 폐사이의 질소의 압력차이로 인하여 혈

를 낮춤으로써 생길 수 있는 뇌부종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액과 조직 속에 있던 질소를 포함한 기포를 제거한다.

많아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자세는 권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0% 산소도 해수면에서 18-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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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가 갖는 부력 때문에 앉거나 서는 자세는 혈관을 통

환자가 소변을 보는 데 문제가 없다면 매 2-4시간마다 1
리터 정도가 적당하나 환자가 갈증을 호소한다든지 물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 환
자가 괴혈병(비타민-C 결핍증)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오렌
지 주스보다는 물이나 이온음료가 좋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뇌나 척수 감압병으로 인해 소변을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한다면 소변 카테터를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가 꼽아 소변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한다. 만약 그
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가 너무 많은 물을 섭취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잘 훈련된 의료 인력이 있
어 정맥주사로 수액을 주고 관찰할 수 있으며, 충분히 공급
고압챔버(Recompression Chamber: RCC)

(사진출처: Wikipedia)

되었는지, 더 필요한지 그리고 들어간 수액량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해 기포가 뇌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공기색전증이나 뇌

•약물: 아스피린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응급약으

감압병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로 권고되고 있으나 감압병에서 그 효능 여부에 대해 연구

말하자면, 100% 산소는 환자를 앉히거나 세우기 전에 적

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 아스피린은 혈액응고 작용을 방지

어도 1시간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 산소를 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출혈(특히 위장에서)이 있을 수도 있다. 척수 감압병

이 안되면 어떤 자세이든 환자가 편안해 하는 자세를 취하

이나 내이 감압병의 합병증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출혈이다.

도록 하되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해야 한다.
쵸우크가 있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앉은 자세가 더 편할 것

•전문가 의견: 가능하다면 다이빙 전문의의 견해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다.
•수액 공급: 중증의 감압병은 결과적으로 조직 안으로

고압챔버에서의 감압병 치료와 위험성

혈액의 상당량을 소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실

고압챔버에서 치료하는 것이 감압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

된 양만큼 물을 공급하거나 정맥주사로 필요한 수액을 공

료법이다. 늦게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지 않다. 환자를 고압

급해 주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환자들을 고압 챔버로 이

챔버(Recompression Chamber: RCC)에 넣고 적절한 치료

동시키는 중에 소실된 액체를 보상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표에 따라 가압한다.

물을 먹이는 것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로는

이렇게 압력을 증가시키면 보일의 법칙에 따로 기포의

물을 너무 많이 먹임으로써 이동 중에 소변이 너무 많아 환
자가 불편해 하고, 환자가 치료시설에 도착했을 때 위와 방
광이 물로 가득 차 있는 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척수 감압
병 환자들은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광이 가
득 차는 것이 하나의 고통거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이 안의 포도당 성분
이 위로부터 배출을 지연시킨다. 또한 산 성분(Acidic
Drink) 때문에 메스껍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고압챔버가 있는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그 환자는 고압산
소 치료표에 따라 치료받으면 된다. 이러한 고압 산소치료는
흔히 오심, 구토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 특
히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위장에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폐로 들어가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사진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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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줄어들고 임상적인 증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증가된

일으킬 수 있는 뇌 산소독성의 위험을 완전히 해결한다고

기포 내의 압력은 확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하고 질소가 기

는 볼 수 없다.

포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

그 외 사용되는 다른 치료표는 공기, 헬륨-산소 혼합기

고압챔버에서 산소 치료의 프로파일로서 수심과 시간을

체(heliox), 및 질소-산소 혼합기체(Nitrox)를 혼합한 챔버

결정한다. 증상이 처음 발현된 시점, 처음 다이빙시의 수심,

안에서 치료 수심을 30-50M까지 가압하고, 환자의 증상

다이빙 방법 그리고 증상의 경중뿐만 아니라 치료 시설의

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간 감압한다.

능력과 사용 가능한 치료 호흡기체 등 여러 가지 인자에

고압 챔버내에서의 많은 다른 연구나 치료 양식들은 경

의하여 치료표를 선택한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

험 많은 다이빙 전문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체액의 평

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형, 약물 투여 등 일반적인 다이버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

최근에는 공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산소를 이용하는

은 사항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치료표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치료 결과가 더 좋기 때문

산소를 이용한 수중 재가압 치료를 시행하는데, 먼 곳에

이다. 보통 감압병에 걸린 환자는 18M 수심에 맞게 가압하

위치한 전문가의 관리 감독하에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 감압은 2-5시간에 걸쳐 시행한다. 고압 챔버 안은 공기

수중 재가압 치료는 100% 산소로 호흡하면서 최고 수심

로 채우고,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호흡한다. 만약에

9M로 가압한다.

고압챔버 내를 100% 산소로 완전히 채운 뒤 가압하면 화
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여러 곳과 수중치료표(Water Treatment
Tables)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를 이용한 수중 재가압 치

특히 의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어 환자를 보조하기 위

료는 몇 나라의 해군 다이빙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다. 물

해 챔버 안에 들어가는 치료 보조자는 챔버 안의 고압 공

론 성공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치료 방

기로 호흡하기 때문에 고압챔버안에서 나올 때 감압병이

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환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의

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고압챔버에서의 치료를

다이빙 프로파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치료 과정 중에

지체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폐 산소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 25분마다 5분 동안

수중 재가압 치료는 깊은 수심(초기 수심 30M, 감압시

산소가 아닌 공기 혹은 가끔 산소와 헬륨의 혼합기체(He-

간 2-4시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환자를 보조해 주는 다

O2, Heliox)를 주기적으로 호흡한다. 물론 이것이 발작을

이버가 저체온증(Hypothermia)에 걸릴 수 있으며,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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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기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조류나 파도 등으로 인한

악화시킨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조 다이버는 추가적인 노출로 오히
려 감압병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중 재가압

만약 환자를 헬기 후송과 같이 가압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는 고압챔버가 잇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후송할 때에는 되도록 낮게 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도

안 되거나, 산소치료가 전혀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는 마

300M만 하더라도 감압병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

지막 상황에 고려해 봄직한 방법일 뿐 실제 상황에서 사용

의 높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고도가 되면 경고장치가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울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낮게 유지하면서 비행해야

대체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재가압하면 환자의 증상은

한다.

확실하게 좋아지나,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
한 위험성으로는 산소 중독, 화재의 위험, 그리고 보조 다
이버가 감압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감압병의 예방하기 위한 방법

다이빙 전문의의 철저한 감독하에 치료에 임해야 한다.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참고: 국내 재압챔버 운용 현황

바람직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이빙표의

[DAN SEAP(South East Asia Pacific) 후원 -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전화: 010-4500-9113(강영천 박사) 24시간 다이버 긴급전화 문의 서비스

신뢰성이 아직 불완전하고 감압병의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항상 조심해도 감압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전화: 055-3549-5896

질소의 흡수와 배출에서 인체에 최소로 영향을 주면서

[한국잠수응급구난망]
주소: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9-4 통영세계로병원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른 체류 시간과 수면휴식

전화: 055-649-7115, 017-560-0365(김희덕원장)

시간 등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감압표(Decompression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ables)이다.

전화: 064-720-2275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20세기 초 영국의 생리학자인 할데인(J. S. Haldane)의

전화: 064-730-3163

연구 이후로 인체의 기체 흡수와 배출의 수리적인 모델을
근거하여 감압표가 만들어졌다.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 해군의 감압표(U.S. Navy Tables)는 이러한 할데인의

감압병에 걸린 환자를 후송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론적 근거하에 만들어졌다. 각 교육단체가 사용하는 감
압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하다.

환자는 덜커덩거리지 않게 동요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다
면 해수면 높이나 1기압 상태로 후송한다. 차로 환자를 운

예전에는 이 감압표를 보면서 다이빙 수심과 다이빙 타

반할 때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산길을 피하고 평평한

임을 계산하여 다이빙 스케줄을 만들어 다이빙을 하였다.

길을 택한다. 100% 산소는 후송 전과 후송하는 동안에 계

그러나 요즈음은 감압표에 의한 다이빙 스케줄을 다이브

속 사용하도록 한다.

컴퓨터(Dive Computer)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다이버에게
알려준다. 이 다이브 컴퓨터는 제조회사마다 다르기 때문

항공기로 환자를 후송할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에 가능하면 최대한 보수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

동함으로써 감압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도가 증가할

다. 하지만 다이브 컴퓨터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이빙

수록 주위의 압력은 감소하고 따라서 보일의 법칙에 따라

할 때도 정확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포는 더 커지고 조직으로부터 더 새로운 기포가 만들어
고도 약

감압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2,000M 정도로 기압으로 가압하는데 이것은 감압병을 더

서 무감압 다이빙표와 상승속도를 절대로 넘지 않는 것이

진다. 대부분의 민간 항공기는 기내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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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장 안전하고, 최근에 나왔다고 하

저 다이빙하라. 여러 날 다이빙할 것이라면 3일 연속적으로

는 감압표와 다이브 컴퓨터들도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다이빙한 뒤 다음 날은 하루 쉬어라. 심해 다이빙을 할 때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는 점차적으로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하도록 한다.
•다이빙 후에 비행기 타는 것은 제한하라.

감압병의 위험성은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
음과 같다.

딥다이빙을 했거나 다이빙 타임이 길었다면 지방 조직에
남아있는 질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의 수
면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다이빙을 하라. 비행기 탑승과

•추가 요소(Fudge Factors)를 고려해라.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이빙 후 12-24

감압병 발생률을 사용한 다이빙표, 다이빙한 수심과 수

시간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중체류 시간, 그리고 감압표의 한계선 근처까지 다이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1% 이하부터 15% 정도까지 추가 요
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감압표는 젊고 체력이 튼튼한 남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나이가 더

•성능이 좋은 다이브 컴퓨터(Dive Computers)를 사용
하라.
잘 설계되어 성능이 좋은 보수적인 다이브 컴퓨터를 사
용하라.

많거나, 더 뚱뚱하다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신
들의 추가 요소들을 잘 알고 안전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수심과 시간을 지켜라.
다이버는 자신이 다이빙할 수심과 시간을 정확하게 아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다이버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
다 깊은 수심에 있기 때문에, 최대 수심을 나타내주는 게
이지는 매우 유용하다. 또한 다이빙 시계 또한 필수적인데

[참고문헌]
1.	Carl Edmonds, Bart McKenzie, Robert Thomas "Diving Medicine for
Scuba Divers" JL Publications, 1992
2.	김희덕, 김동원, 김찬 역,“스쿠버 다이버가 꼭 알아야 할 잠수의학“, 정담,
2005

*	참고: 본 칼럼은 소유권을 가진 도서출판 정담(대표:김정찬)의 허락하에
참고문헌의 내용중에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바닥 체류 시계(Bottom Timer)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무감압 다이빙을 하도록 하라.
비록 감압표의 신뢰성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30M 이상의
심해 다이빙을 할 때는 더욱 감압표를 믿어서는 안 된다.
심해 다이빙 후에는 감압을 요하는 수심까지 다이빙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설령 심해 다이빙후에 계획된 무감압 다
이빙도 감압표의 한계선 가까이 하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완만한 상승속도(Slow Ascent Rates)를 지켜라.
천천히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이버는 감압표에서
제시한 상승속도보다 빨리 올라와서는 안 되며, 보다 천천
히 상승하는 것이 더욱 좋다(분당 8-10M 정도면 비교적 안
전한 상승속도이다). 감압표에서 허용하는 시간보다 더 늦
게 올라왔다면 여분의 시간만큼을 해저체류 시간에서 빼
줄 수 있다.
•일상적인 감압정지를 생활화하라.
대부분의 다이빙 전문의들은, 무감압 다이빙을 하였더라
도 통상적으로 수중 5M에서 5분간 안전 감압정지를 하기
를 권하고 있다. 이는 질소의 부분적 제거와 폐혈관의 혈전
을 걸러줄 수 있다.
•다이빙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라.
반복 다이빙을 계획하였다면 가장 깊은 수심을 제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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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할 때 발생하는 감압병 등과 같은 의학적 문제의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을 잠수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다
이빙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다이버들
의 필독서.
370쪽, 22,000원, 도서출판정담 (www.j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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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International Expo Diving Center

대전 유성에 위치한 다이빙 교육을 위한 전문 시설
엑스포 다이빙 센터가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엑스포 다이빙 센터에서 최고의 다이빙 캐리어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 다이빙 전용풀
수심 5m에 16m×7m 규모
얕은풀 강습을 위한 안전판 보유
남녀 별도의 락카 샤워실 완비
▶ 강의실
각종 교육 및 세미나에 활용
▶ 강사 프로그램 수시 개최
단 한명의 강사지망생이라도 ITC 진행
황승현 트레이너를 비롯한 다수의 스태프들 참가
다이브센터들과 연계한 비지니스 프로그램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오픈워터 다이버~ 강사교육까지
집체형 정규 ITC, 주말 ITC 수시 개최
테크니컬 다이버 및 강사 교육 수시교육

대전 엑스포 다이빙
대표: 황승현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전화: 042-863-0120 팩스: 042-863-0129
홈페이지: www.expodive.com

[강사코너] 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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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이론 가르치기
글 박종섭(BSAC Korea 본부장)

다이빙이론은 다이빙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어떤 이론단계에서도 이론 내용들이 빠뜨리는 일이 있어

다. 어떤 이론은 자연스럽게 실기 기술과도 연결된다. 예를

서는 안 된다. 다른 의미로는 섣부르게 추가하는 것이 있다

들어 장비의 조립, 착용과 버디체크 등을 들 수가 있다. 또

면, 학생들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러나 우

한 질소의 영향과 같은 이론들을 알게 된다면, 다이빙을

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새롭게 다른 시각자료들을 사용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그것들이 증가하면서 갖게 되는 주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왜 문제가 되는지

의사항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할 수 있

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강의를

게 된다.

만들 수가 있다.

요즘의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들은 강사들에게 교육 자료

효율적인 이론교육을 위한 4가지 표준

들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인스트럭터 매뉴

효율적인 이론교육을 위해서 부합해야하는 4가지의 표

얼들은 각 교육 단계의 요강과 자세한 해설을 제공하며, 강

준이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들의 기억을 도와주는 단어로

의실에서의 시각자료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론

써 PAVE가 있다. PAVE는 영어로 ‘포장하다’라는 뜻을 가지

교육들이 매뉴얼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이

고 있다.

러한 계획들은 세심한 배려를 가진 이른바 ‘thinking
instructor(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강사)'의 자세를 가지
고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P Progressive(점진적으로)
정보는 사전에 논리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되어
야 한다.
A Accurate(정확성)
정보는 정확하면서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V Visual(시각)
가르치려는 중요한 내용들은 적절한 시각자료들을 사용하여 제
공되어야 한다.
E Effective(효율)
효율적인 발표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할 모든 내용들이
교육생들의 등급과 관련된 주제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쇄된 다이버 교육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없
이 교육을 진행해야 하거나, 특별히 자신의 강사 경력을 이
용하여 자신만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종목을 가르치기 위한 경우라면, 아래 4가지의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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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단계들을 기억하고 준수한다면, 성공적인 이론교육
이 될 것이다.

Plan(계획) - Prepare(준비) - Practice(연습) - Present(발표)

Plan_이론교육의 계획
이론 교육을 위한 계획은 강사 본인에게 몇 가지의 질문
들을 해봄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Who_누구? 학생들
•어른인가 또는 청소년인가?

빙시의 정상적인 호흡습관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초기 실기

•그들이 받았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은?

교육에서 교육생은 수심이 줄어들면서 폐 속의 공기가 어

•그들이 초보자인가 또는 이미 경험을 가진 다이버인가?

떻게 확장이 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의 이론 단계에서 그것들을 이해시

•내가 가르칠 교육생들의 인원은?

켜야 한다.

What_무엇? 주제들
•주제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은 무엇인가?

‘Who?’ ‘What?’ 그리고 ‘Why?’에 대한 답은 교육의 목
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교육생들이 이 주제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인가?
• 교육생들이 그들의 다이빙에 적용할 것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교육생들이 다음 교육 전에 무엇을 알게 해야 하는가?

When?_언제? 시간
•몇 시에 교육을 시작할 것인가?
•강의실에 얼마동안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강의를 위하여 준비와 연습을 얼마동안 할 수 있는가?

‘Who?’와 ‘What?’에 대한 답은 당신의 시작지점을 알게
해주며, 교육 단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준다.

‘When?’에 대한 답은 강의실에 도착할 교육생들의 상태
에 대한 실마리가 된다. 만약 아침이라면 그들은 활발하지

Why_왜? 교육의 이유

않으면서 반응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당신

‘Why?’의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가르

은 교육생들이 강의에 열의를 갖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 교육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사 후에 바로 강의를 시

지를 얘기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작한다면,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Why?’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강의의 소개부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에 적극적인 동참을 시켜야 한다. 저

분이 되기도 하고, 교육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갖게 하면서

녁에 강의가 있다면, 낮 동안의 일로 인한 피곤과 스트레스

강의에 열중하게 만든다. 때때로 이것은 쉽고 명확하다. 예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신의 강의는 생기가 넘쳐야 하고

를 들어, 다이버는 마스크를 누구나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교육생들은 낮에 쌓인 문제들을 잊고 새롭고

마스크 없이 물에서 눈을 뜬다면 모든 사물이 흐리게 보이

재미있는 새로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기 때문이다. 강사는 이런 설명과 더불어 교육생들에게 올

당신의 교육을 얼마나 진행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시간을

바른 종류의 마스크와 얼굴에 제대로 맞는 마스크를 선택

어떻게 할당하고 또는 다른 단원과의 중복된 부분, 전체 시

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도 한다. 또 다

간계획에서의 영향들에 대하여 고려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른 예로써 우리는 다이버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이

교육을 위한 시간을 결정했다면, 발표를 위한 준비, 시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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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제작 및 연습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아
야 한다.

Where?_어디서? 장소
•어디서 할 것인가?
• 교육장소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과 본격적인 교육을 시
작하기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은?
• 어떤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고, 필요한 강의실은 크기는?
• 어떤 시각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은? 예
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연장선이
준비되어 있는가?

‘Where?’에 대한 질문에 답은 당신의 교육에 참여할 교
육생들을 위한 강의실 준비와 강의 전에 도착에 필요한 소
요시간의 계획을 도와준다. 기억할 것은 교육생들이 강의실
에 도착하기 전에 당신의 교육을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How?_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
•내가 사용할 발표형식은?
•어떤 시각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강의실의 배치는?

‘How?’에 대한 해결은 ‘Who?’, ‘What?’, 그리고
‘Where?’에 의한 답으로부터 이미 처방되어 진행된 것들
이다.
다음호에는 위의 언급한 이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론교육 준비방법 및 발표요령에 대하여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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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기술

다이버의 수화법
편집부

안전한 잠수를 위해서 수중에서 다이버간의 원활한 교신이 필수적이다. 수중에서 서

제1회 생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

로 착오적인 교신을 하는 것은 생과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다이빙 교육에서 필요

제2회 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한 몇 가지 수화법을 교육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수중에서 처한 상황의 내용을 다

제3회 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 좀 더 확대한 수화법을 총 6회에 걸쳐 소개하고

제4회 위치에 관한 수화

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수화법을 최대한 많이 익히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안전하

제5회 방향,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고 재미있는 다이빙이 되었으면 한다.

제6회 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자료출처: SCUBA DIVERS SIGN LANGUAGE MANUAL (James P. Smith 저))

제2회 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LOOK-LIKE SIGNS)
34

35

다이버 또는 짝(DIVER, BUDDY)
두 손가락을 다이버가 핀킥하는 모양으로 흉내내면서 손을 몸
앞에서 가로로 끈다. 짝을 표현할 때는 양 손을 다 써서 두명의
다이버가 함께 핀킥하는 모양을 나타내 보인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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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BOAT)
두 손으로 컵을 만들어 물위에 떠가는 배처럼 앞으로 내민다.

37

앵커(ANCHOR)

라인 또는 로프(LINE, ROPE)

인지를 서로 건다.

두 인지를 서로 맞대었다가 밖으로 당긴다.

Scuba Diver

38

39

후크(HOOK)

스트랩(STRAP)

인지를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아래로 당긴다.
필요한 곳에 대고 표현할 수 있다.

오무린 손으로 멜방을 훑어내리듯이 어깨에서 허리 쪽으로 내
린다.

40

41

마스크(MASK)

오리발(FIN)

손을 오무려 수경의 모양을 그린다.

오리발 차기 모양으로 펼친손을 아래 위로 젖는다.
팔은 움직이지 않는다.

42

43

탱크(TANK)

호스(HOSE)

오무린 두 손을 탱크의 모양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호스를 가르킨다.

44

45

부력조절구(BUOYANCY COMPENSATOR)
가슴 중앙에서 BC를 잡았다가 손을 밖으로 띠면서 벌린다.
BC에 공기가 들어가는 모양.

잠수복(SUIT)
펼친손을 잠수복 위에 놓고 가슴에서 허리까지 훑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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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갑(GLOVE)

장비 또는 연장(EQUIPMENT, TOOLS)

장갑 끼우듯이 구부린 손을 다른 손 위로 훑어 내린다.

물체손(object hand)을 몸에서 옆으로 벌리면서 공 튀듯이 한
다. 장비를 들어 나를 때 바운스되는 형상.

48

49

전지(FLASHLIGHT)

카메라, 사진(PICTURE)

물체손의 손가락을 튀기듯 벌린다. 전지의 광선이 나오는 형상.

카메라를 든 손 모양을 하고 셔터를 누르는 동작을 한다.

50

51

총, 총을 쏘다(GUN, SHOOT)

피(BLOOD)

엄지와 인지로 총모양을 만든다. 총모양을 위로 치켜 들면 총
을 쏜다는 뜻.

손등에서 다른 한손의 손가락들을 푸드덕거리며 밑으로 내린
다. 피가 떨어지는 형상.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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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토(VOMIT)

물고기(FISH)

갈고리발톱손을 입에 댓다가 아래로 강하게 떨어뜨린다.

펼친손으로 물고기가 전진할 때 꼬리를 휘젓는 모양을 나타낸다.

Scuba Diver

54

55

상어(SHARK)

거북(TURTLE)

펼친손을 다른 손의 손가락 사이에 끼우면 측면에서 본 상어의
등지느러미가 된다.

물체손 위에 컵손을 얹는다.
거북이가 갑각을 뒤집어쓰고 있는 형상.

56

57

게(CRAB)

계곡(CANYON)

갈고리발톱손을 게가 기어가듯 우물거린다.

두 펼친손으로 계곡의 모양을 그린다.

58

59

돌출부, 선반(LEDGE, SHELF)

동굴, 구멍(CAVE, OPENING, HOLE)

펼친손으로 돌출부의 모양을 그린다.

인지로 C자손 안에서 원을 그린다.

60

주거공간, 집(HABITAT, HOUSE)
구부린 손으로 집의 지붕모양을 그린다.

61

해초, 풀, 나무(KELP, PLANT, TREE)
팔꿈치를 펼친손등에 세운다.
모래밭 위에 자라난 식물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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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산호(CORAL)

바위, 딱딱함(ROCK, HARD)

갈고리발톱손의 등을 물체손 위에 얹는다.
바위 위에 자란 산호의 형상.

물체손으로 다른 물체손을 두드린다.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 형상.

64

65

모래(SAND)

태양(SUN)

모래를 부벼서 흩뿌리듯이 엄지를 나머지 손가락 위로 왔다
갔다 한다.

머리 위에서 물체손의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튀기듯이 편다.
태양에서 내려쬐는 광선의 형상.

66

67

번개(LIGHTNING)

구름, 폭풍, 비(CLOUDS, STORM, RAIN)

인지를 큰 폭으로 지그재그시키면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아
래로 내린다.

두 C자손으로 머리 위에다 소용돌이를 그린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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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해변(BEACH)

물(WATER)

펼친손 위에 구부린 손의 손가락을 푸드덕거린다.
파도의 물결이 해변의 위에 올라타는 형상.

펼친손을 어깨 높이에서 부드럽게 물결친다.
수면의 파도를 뜻하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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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

얼음(ICE)

파도(WAVE)

펼친손을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끌다가 갈고리 발톱 손을 만든
다. 물이 딱딱해진다는 표현.

펼친손이 큰 파도를 타는 모양을 몸 앞에서 그린다.

72

73

진정, 조용히(CALM. QUIET)

수온약층(THERMOCLINE)

펼친손을 입 앞에 크로스시켰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옆으로 벌
린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형상.

C자손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끈다.
찬물의 층을 표현하는 형상.

74

75

공기방울, 누수(BUBBLES, LEAK)
부력구(FLOAT)
펼친손 위에 펼친손을 얹고 두 손을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어깨
높이로 끈다.

76

입에서부터 위로 손을 올리면서 동그라미손을 만들었다 열었
다 한다. 공기방울이 떠오르면서 터지는 형상. 누수를 뜻할 때
는 누수의 위치를 지적한 다음에 공기방울 표현을 한다.

77

수류, 흔들너울(CURRENT, SURGE)

길다(LONG)

양손을 좌우로 왔다갔다 한다. 수류에 떠밀리는 형상.

인지를 손목에서부터 엘보까지 긋으며 길이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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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짧다(SHORT)

빛, 맑음(LIGHT, CLEAR)

인지를 손가락의 끝에서부터 밑동 마디 관절까지 긋는다. 짧은
거리의 뜻.

두 물체손을 가운데로 모든 다음에 윗방향, 외부 방향으로 내
밀면서 손바닥을 편다. 빛이 어둠을 가르는 형상.

80

81

어둠(DARK)

느슨함(LOOSE)

양손으로 눈을 가려 빛을 차단시키는 동작.

갈고리발톱손을 물체손의 손목에 얹고 갈고리발톱손을 느슨하
게 푼다.

82

83

단단히 조임(TIGHT)

크다(LARGE)

갈고리발톱손을 물체손의 팔목에 감고 조이는 형상.

양손을 펼쳐서 중심부에서 밖으로 벌려 큰 사이즈를 나타냄.

84

208

79

85

작다(SMALL)

무겁다(HEAVY)

양손을 펼쳐서 가운데로 좁혀 작은 사이즈를 나타냄.

박스를 든 형상으로 양손을 편 다음 무거워서 손이 내려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Scuba Diver

86

87

가볍다(LIGHT)

아름답다(BEAUTIFUL, PRETTY)

손에 무게가 없어진 것처럼 가운데 모아진 양손을 위, 밖으로
들면서 손을 편다.

물체손을 턱앞에서 벌린 다음 얼굴 전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
으면서 돌려 턱으로 내린다. 예쁜 얼굴을 감탄하는 형상.

88

89

사망(DEAD)

일부, 나문(SOME, PART)

펼친손 한손은 위로, 하나는 아래로 보게 해 놓고 두손을 동시
이 뒤집는다. 죽은 물고기가 배를 뒤집는 형상.

펼친손으로 다른 손바닥을 가르는 모양.

90

많다(MANY)
물체손으로부터 손가락들을 반복해서 내민다. 여러개의 손가락
을 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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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축하합니다 !
스마트다이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다이버 명예의 전당에 모십니다.
•명단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 입니다
•참가방법: 본지 홈페이지 www.scubadiver.co.kr 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다이버 운동 동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의 진실성과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실명과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 다이브웹(www.diveweb.co.kr) 또는 본지 2010년 7/8월호 사설 “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와 9/10월호 사설
“스마트 다이버 운동” 및 2011년 1/2월호 사설 “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를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Smart Diver Honor House

※ 2011년 7월 17일~ 2011년 9월 1일까지 등록된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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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이름

등록번호

이름

지역

성별

1

백성기

CMAS, PADI

소속

강사

직위

지역

울산

성별

남

38

김병호

NAUI

소속

강사

직위

서울

남

2

박세우

BSAC, CMAS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39

박현철

SSI

보조강사

경기

남

3

김현철

SD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40

전인숙

CMAS

보조강사

경기

여

4

황윤태

TSDI

강사

제주

남

41

이혁준

CMAS

오픈워터

부산

남

5

고영식

SSI

트레이너

강원

남

42

전가수

KUDA

다이브마스터

울산

남

6

이문한

TSDI

강사

강원

남

43

김용성

SDD, NAUI

강사

제주

남

7

남용주

CMAS, IANTD. TSDI

트레이너

강원

남

44

김시만

IANTD

어드밴스드

경기

남

8

박종섭

BSAC

트레이너

경기

남

45

김영욱

SSI, KUDA

강사

서울

남

9

김동혁

SDDI

트레이너

서울

남

46

김종호

PADI

강사

서울

남

10

김재형

CMAS

강사

서울

남

47

나준영

NAU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11

이성호

TSDI

트레이너

강원

남

48

김경석

TSDI

강사

경기

남

12

최지섭

IDIC

트레이너

경북

남

49

박윤식

PADI

강사

서울

남

13

전장식

CMAS

강사

경기

남

50

설승진

NAUI

강사

호주

남

14

유성용

PADI

강사

서울

남

51

맹재우

PADI

강사

필리핀

남

15

이용재

PADI

강사

경기

남

52

김종표

PADI

강사

경기

남

16

배인환

PADI

강사

인천

남

53

이형석

PADI

강사

서울

남

17

성오용

NAUI

강사

서울

남

54

전하림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8

정영호

PADI

강사

서울

남

55

이 희

NAUI

강사

충남

남

19

김원정

BSAC

강사

경기

남

56

최윤화

PSAI

강사

서울

여

20

김성한

TSDI

강사

인천

남

57

김문겸

SDDI

트레이너

서울

남

21

김영훈

CMAS

강사

충남

남

58

전재순

SSI

오픈워터

경기

여

22

박수현

PADI

어드밴스드

인천

여

59

송우진

SSI

강사

경기

남

23

정연수

KUDA, NAU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60

송혜욱

BSAC

강사

경기

남

24

김제일

CMAS

강사

경북

남

61

김광일

PADI

강사

경기

남

25

박영남

PADI, NAUI

다이브마스터

대구

남

62

황 욱

BSAC, PADI, KUDA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6

채용병

PADI

강사

서울

남

63

김규도

PADI

강사

경기

남

27

최우정

BSAC

강사

경기

남

64

이호근

SSI

어드밴스드

해외

남

28

신순태

SSI, NASDS

강사

서울

남

65

심선보

PADI

강사

경기

남

29

황재석

SSI

강사

강원

남

66

이훈선

TSDI

강사

강원

남

30

우상봉

TS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67

배한철

TSDI, NAUI

어드밴스드

경남

남
남

31

전장원

PADI

다이브마스터

홍콩

남

68

박근배

SDDI

강사

제주

32

김재경

PADI

강사

서울

남

69

김남기

PADI

강사

서울

남

33

조의상

PSAI

강사

충남

남

70

한창영

CMAS

어드밴스드

인천

남

34

한동욱

PADI

강사

경기

남

71

김육현

CMAS

강사

대구

남

35

김형진

SSI

강사

서울

남

72

강판열

SDDI

마스터다이버

부산

남

36

이상문

CMAS

어드밴스드

서울

남

73

이은오

KUDA

강사

경기

남

37

정재열

SSI

오픈워터

경기

남

74

이다운

PADI

강사

호주

남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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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75

양성근

BSAC,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134

현승준

IANTD

강사

경기

남

76

김대장

CMAS

강사

필리핀

남

135

김남형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77

이시형

**

**

필리핀

남

136

이한림

CMAS

오픈워터

경기

남

78

이재승

NAUI

강사

필리핀

남

137

강삼수

KUDA

강사

경남

남

79

정광교

PADI

레스큐다이버

울산

남

138

이승택

PADI

강사

서울

남

80

김은종

SSI

다이브마스터

필리핀

남

139

강상규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81

김민욱

SSI

강사

해외

남

140

한동훈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82

김영우

PSAI, KUDA

강사

경기

남

141

정연수

KUDA, NAU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83

이희문

PADI

강사

서울

남

142

김병국

NAUI

보조강사

경기

남

84

홍중기

SI

강사

경기

남

143

이상만

NAUI

어드밴스드

전북

남

85

김건석

PSAI, NAUI

다이브마스터

제주

남

144

전주용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86

정의욱

TSDI

트레이너

경기

남

145

전제홍

PADI

강사

서울

남

87

최동식

PADI

강사

인천

남

146

말미잘

PADI

강사

인천

남

88

김덕휘

**

트레이너

제주

남

147

김동진

SSI, KUDA

강사

충남

남

89

이민정

PADI

강사

서울

여

148

예성진

NAUI

트레이너

부산

남

90

이도경

NASDS

강사

충남

남

149

김명환

NAU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91

손경훈

IANTD

강사

경남

남

150

박종혁

NAUI

어드밴스드

경기

남

92

박노덕

PADI

강사

대구

남

151

황선용

CMAS

어드밴스드

경남

남

93

유효선

SD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52

김민석

NAUI

강사

서울

남

94

조혜진

SD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53

이선민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95

신풍우

SDD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154

황인겸

PADI

강사

서울

남

96

김강호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55

박제이

PADI

강사

해외

남

97

강 풍

BSAC, KUDA

마스터다이버

강원

남

156

이명진

NAUI

어드밴스드

경기

여

98

쟌마이클

NAUI

강사

경기

남

157

장재수

NAUI

강사

전북

남

99

이동효

NAUI

강사

인천

남

158

윤치원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00

박성현

CMAS

강사

서울

남

159

박창근

SSI

강사

울산

남

101

이주현

PSAI

트레이너

경기

남

160

이영경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02

김민철

PAD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61

김재준

TSDI

강사

서울

남

103

심용수

KUDA

오픈워터

서울

남

162

구혜경

NAUI

어드밴스드

충북

여

104

이기훈

SSI

트레이너

경기

남

163

전용일

NAU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105

최명구

**

**

부산

남

164

김용세

NAU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106

구자득

NAUI

어드밴스드

인천

남

165

조현준

PADI

강사

부산

남

107

박재현

PADI, KUDA

다이브마스터

경북

남

166

신나라

KUDA, CMAS

어드밴스드

인천

여

108

정종섭

PADI

강사

서울

남

167

이득용

PADI

강사

경기

남

109

조태일

PADI

오픈워터

충북

남

168

송무련

PADI

레스큐다이버

전남

남

110

김선호

SS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169

이승희

TSDI

트레이너

충북

남

111

이진성

CMAS

오픈워터

충북

남

170

박남미

CMAS

오픈워터

대전

여

112

김경진

**

강사

인천

남

171

배진하

YMCA, CMAS

강사

부산

남

113

강수진

TSDI, CMAS

어드밴스드

서울

여

172

정세홍

YMCA

강사

경남

남

114

최승혁

IANTD

트레이너

울산

남

173

최재영

PADI, SSI

강사

서울

남

115

박상태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174

김용태

PAD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16

장현주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여

175

조군희

PADI

강사

강원

남

117

장윤미

NAUI

강사

서울

여

176

김삼웅

SS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18

민복기

PADI

강사

서울

남

177

홍병일

CMAS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119

류재욱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78

이혜미

PADI

***

서울

여

120

오윤영

PA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79

이주현

**

**

서울

여

121

최동섭

KUDA

다이브마스터

강원

남

180

고영태

PADI

레스큐다이버

제주

남

122

정범수

SSI, NAUI

강사

서울

남

181

양희정

PADI

오픈워터

제주

여

123

김남훈

SSI

다이브마스터

제주

남

182

최창한

PADI

오픈워터

제주

남

124

김정미

PADI

트레이너

서울

여

183

정희수

PADI

다이브마스터

제주

남

125

김양규

CMAS

트레이너

서울

남

184

박인성

IANTD

강사

경기

남

126

허희선

PA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85

현지원

PADI

오픈워터

서울

여

127

권기원

TSDI

강사

부산

남

186

홍사영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128

서지영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87

김남준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129

김강영

PADI

강사

서울

남

188

김기일

PADI

오픈워터

전남

남

130

민영진

PADI

강사

해외

남

189

김동균

PADI

오픈워터

경기

남

131

이상철

NAU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190

김순아

PADI

어드밴스드

경기

여

132

김종균

KUDA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191

박대홍

PADI

오픈워터

제주

남

133

한창석

PAS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192

송상원

PADI

레스큐다이버

충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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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윤혜정

PADI

어드밴스드

경기

여

252

신현준

NAUI, SSI

강사

서울

남

194

임희선

PADI

오픈워터

충남

여

253

김성균

TSDI

강사

경기

남

195

공은숙

NAUI

강사

서울

여

254

백성덕

KUDA

강사

서울

남

196

한구인

NAUI

어드밴스드

경기

남

255

김정현

NAUI

강사

경기

남

197

이준희

NAUI

보조강사

서울

남

256

진은지

NAUI

오픈워터

울산

여

198

고상렬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57

정보미

비다이버

비다이버

서울

여

199

정상철

PSAI

어드밴스드

경남

남

258

서민정

TSDI

강사

부산

여

200

변광호

IDEA

어드밴스드

인천

남

259

김승태

IDEA, SI

강사

충북

남

201

황인자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260

양인식

TSDI

어드밴스드

부산

남

202

김혁래

KUDA

***

인천

남

261

우대혁

대웅슈트

대표

서울

남

203

조익환

PADI

강사

서울

남

262

정주영

PADI

어드밴스드

충남

남

204

전정범

NAUI

어드밴스드

전북

남

263

정동순

아쿠아렁코리아

이사

서울

남

205

이진희

NAUI

어드밴스드

전북

여

264

이선목

PADI

강사

대전

남

206

김청자

NAUI

오픈워터

서울

여

265

필스쿠바

CMAS

강사

경기

남

207

안호성

NAUI

보조강사

경기

남

266

박진만

PADI

강사

경기

남

208

김성수

NAUI

마스터다이버

경남

남

267

경민구

SSI

강사

경남

남

209

정연찬

NAU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268

송진덕

PADI

강사

경기

남

210

김민섭

NAU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269

김학로

CMAS

강사

부산

남

211

김원호

NAUI

오픈워터

서울

남

270

박한규

PADI

강사

서울

남

212

JASON LEE

PADI 보조강사

해외

남

271

배경화

PADI

강사

서울

여

213

전하림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72

정명해

PADI

강사

서울

남

214

김수현

SDDI

강사

전남

남

273

전찬웅

TSDI

강사

서울

남

215

임창근

BSAC, PDIC

강사

강원

남

274

이상호

BSAC

강사

울산

남

216

박금례

BSAC, PDIC

오픈워터

강원

여

275

임후순

SDDI

강사

대구

남

217

박소영

PADI

레스큐다이버

해외

여

276

구본민

PADI

강사

대전

남

218

변형구

NAUI

보조강사

서울

남

277

황동하

YMCA

강사

서울

남

219

임소희

CMAS

오픈워터

강원

여

278

고경상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20

윤지영

BSAC, PADI, PDIC

보조강사

강원

남

279

박경배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21

김수호

CMAS

강사

서울

남

280

김인호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22

박근조

SSI

강사

경기

남

281

김혜림

YMCA

오픈워터

서울

여

223

이수진

NAUI

오픈워터

서울

여

282

도현욱

CMAS

강사트레이너

대구

남

224

박준명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83

서동갑

SSI

강사

충남

남

225

정영록

PSA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84

강동훈

PADI

강사

대구

남

226

요적건

IDEA

강사

제주

남

285

강성찬

CMAS

강사

대구

남

227

오제흥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86

방대현

SDDI

강사

부산

남

228

이현철

PADI

레스큐다이버

해외

남

287

우하원

PADI, KUDA

강사

경북

남

229

김상일

PADI

어드밴스드

경남

남

288

이창우

PADI

오픈워터

부산

남

230

김정원

PADI

강사

경기

남

289

이기석

KUDA

강사

경기

남

231

여운철

PADI

오픈워터

경기

남

290

박장우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32

정문진

BSAC

강사트레이너

강원

남

291

최문식

PADI

강사

인천

남

233

김광복

TSDI, SDDI

강사

경북

남

292

이수인

PADI

강사

경기

남

234

김태균

TSDI

강사

부산

남

293

김은경

PADI

강사

대구

여

235

오형환

PDIC, PSAI

강사

대전

남

294

김재구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236

이응구

KUDA

강사

부산

남

295

이이형

PADI

강사

서울

남

237

조우선

NAUI

강사

서울

남

296

박정미

PADI

오픈워터

경기

여

238

윤은성

NAU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297

정연규

TSDI

강사

부산

남

239

정현민

SI

강사트레이너

광주

남

298

최재훈

SSI

어드밴스드

경기

남

240

조희성

NAUI

강사

해외

남

299

김형철

KUDA, SI, SSI

강사

강원

남

241

박성진

BSAC

강사

경북

남

300

유병진

SSI

강사

인천

남

242

정승규

IANTD

강사

울산

남

301

김근호

NASDS

강사

경남

남

243

김병현

SSI

강사

제주

남

302

오이환

TS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44

조영재

NAUI, SSI

강사

서울

남

303

강현주

PADI

강사

서울

여

245

김철주

IDEA

강사트레이너

서울

남

304

이종순

TSD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246

김태하

SSI

강사

경기

남

305

노은영

PA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247

이근호

SDDI

강사

서울

남

306

권명성

PAD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248

이항우

PSAI

강사

대전

남

307

윤민기

NAUI

어드밴스드

인천

남

249

정혜원

TSDI

강사

부산

여

308

조형배

BSAC

강사트레이너

경기

남

250

하상훈

TSDI

강사트레이너

부산

남

309

김지솔

TSDI

다이브마스터

서울

여

251

강윤정

PADI

어드밴스드

경기

여

310

김근영

NAUI, PADI

어드밴스드

경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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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지역

성별

311

김동혁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312

김종문

NAUI

강사

서울

남

313

이제훈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314

배종환

PADI

다이브마스터

인천

남

315

김재영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316

이 홍

PADI

어드밴스드

인천

남

317

전은숙

PADI

어드밴스드

인천

여

318

김응성

PSAI

강사

인천

남

319

권현중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320

정다영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321

홍찬정

PADI

강사

경기

남

322

이은경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여

323

장현국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324

강형길

YMCA

오픈워터

부산

남

325

윤경호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326

오대석

BSAC

오픈워터

충남

남

327

김진형

PADI

강사

서울

남

328

노정호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329

박수민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330

박상윤

BSAC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남

331

이근행

BSAC

오픈워터

서울

332

스쿠바몰

PADI

강사

인천

여

333

서동성

BSAC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334

조재형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335

정현욱

PADI

레스큐다이버

인천

남

336

성경철

YMCA

강사

경남

남

337

문승현

PADI

강사

서울

남

338

고동주

CMAS

어드밴스드다이버

강원

남

339

김형수 	

NAUI 	

마스터다이버 	

인천 	

남

340

임재현 	

NAUI, TSDI

강사트레이너

서울 	

남

341

권혁철 	

TSDI 	

강사

전북 	

남

342

천세은 	

NAUI 	

강사

서울

여

343

김형수 	

CMAS 	

어드밴스드다이버 	 대구 	

남

344

이태형

SSI 	

강사

서울

남

345

황동하

YMCA 	

강사

서울 	

남

346

김애숙 	

CMAS

오픈워터다이버

경기 	

여

347

최나리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여

348

이재두 	

PADI 	

강사 	

서울 	

남

349

이창선 	

PADI 	

레스큐다이버 	

서울

남

350

이지윤 	

PADI 	

마스터다이버 	

서울

여

351

이상현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남

352

박장우

YMCA

오픈워터다이버

서울

남
남

353

김기준 	

NAUI 	

강사 	

제주 	

354

전장식

CMAS, 기타 	

강사 	

경기 	

남

355

채윤석 	

PADI 	

다이브마스터 	

강원

남

356

김영현 	

PADI 	

레스큐다이버

경북

남

357

강연주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여

358

서계원 	

IANTD 	

강사 	

남

서울 	

359

정승표 	

PADI 	

레스큐다이버 	

경북 	

남

360

이준석 	

CMAS 	

강사 	

부산 	

남

361

박윤식 	

PADI 	

강사 	

서울

남

362

윤영섭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363

조민경 	

PADI 	

강사 	

서울

여

364

유재성

CMAS 	

강사

서울 	

남

365

윤동원 	

NAUI 	

오픈워터다이버 	

경기 	

남

366

김기운 	

BSAC

강사트레이너 	

충북

남

367

모종국 	

CMAS 	

오픈워터다이버 	

경북 	

남

368

신용수 	

NAUI 	

강사 	

제주 	

남

369

DIVE WE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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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박세우 저도 한때 작살과 채집망으로 무장하고 다이빙할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이버들이 한번쯤 해보는 일이라

김원정 스쿠바다이빙이 진정한 레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채집과 사냥을 하는 다이빙은

김영훈 고교에서 잠수기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살과 채집을 버리고 목

에게 비스마트 다이버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며 그러한

돈들여 수중카메라 장만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다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입니다.

빙하는 재미도 훨씬 좋아지고 의미도 부여되었습니다.

정연수 눈으로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억에 남기는 진정한 레

이제부터라도 채집과 사냥을 주로하는 다이버들이 생

저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중 촬영 감독으

각을 바꾸면 멋진 다이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되었으면 합니다.
고영식 언제부턴가 전 늘 여러 다이빙 메거진을 사무실에서 받
으면 제일 먼저 사설을 읽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이빙
리조트를 20대 중반에 이곳에 리조트를 새우고 오랜시
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련 (주민, 고객들, 다이빙철학)사
연이 사설을 기다리게 합니다.

채용병 미래의 아이들에게 좀 더 밝고 맑은 바다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우상봉 다이빙 시에… 눈앞에 보이는 바다속 쓰레기 한 개라도
들고 나오도록 할께요.
이상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이버로서 항상 바다를 보
존하고 지켜야지만 나중에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줄때

이문한 목적없는 다이빙의 참된 즐거움!

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

박종섭 오래전부터 다이빙계에서 채집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각됩니다.

시작했지만, 아직도 건전 다이빙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좀더 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건전다
이빙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재형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 시작을 하고 다이빙의 매력에 벗
어날수 없어 다이빙을 널리 알리고자 강사가 되었습니
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려면 보존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데 다이빙의 목적을 채집을 주목적으로 삼는것이

정재열 이제 막시작한 60넘은 다이버입니다. 좋은 운동 좋은
결과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김병호 익히 바라던 바입니다.
박현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건 메아리뿐, 채집 다이빙 메
아리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전인숙 바다가 텅 비어버리면 우리도 갈곳을 잃어버리지 않을
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의 회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혁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올바른 다이빙 문화가 정착

전가수 한순간 재미보단, 항상 놀수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호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다이빙 문화를 환영합니다.
이용재 우리 터의 격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며 높여 가는 운동
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모두가 다이빙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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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한층더 발전할 수 있고 좋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호 해야지요.
김용성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꼭 필요한 일이기에 동참
합니다. 우리바다는 우리다이버들이 지켜야 합니다.
설승진 외국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는 항상 보존되어지고 해치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배인환 소중한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국다이버들도 이러한 문화의식이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

성오용 이런 행사및 단체들의 움직임이 많을때 우리 다이빙시

람입니다.

Scuba Diver

맹재우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행동이었읍니다. 비단 한국뿐

박상태 오래전에 시작했어야할 스마트운동인데, 지금이라도 늦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지 않았다고 봐요. 국내바다는 볼것 없다고만 할 것이

다이빙 후 문어를 잡았다며 저녁에 먹자는 한국다이버

아니라 잘 가꾸고 보존하면 훌륭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

를 보았습니다. 해외에서까지 어글리 코리안 다이버가

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되어야 하는가요.
김종표 아름다운 바다를 오래 보고 싶습니다.

장윤미 내가 진정한 스마트다이버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
고 앞으로도 스마트다이버 입니다.

송혜욱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고 피싱전문 강사님들 제발요~~~

민복기 바다속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립시다.

이호근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로써 해양보호에 다이버들이

오윤영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뭐가 또 필요할까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다이빙을 포
함한 산호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근
절되야한다고 봅니다.

최동섭 이제부터는 먹거리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
지는 펀다이빙을 할 때인것 같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범수 먹거리가 없어 다이빙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심선보 소중한 바다! 우리의 자원! 우리가 지킵시다!

은 다이빙업계의 리조트와 강사들이 앞장서서 좋은 다

한창영 흐흐 ~ 사부님께 졸랐던 게 부끄러워 집니다.

이빙 프로그램을 다이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

김육현 먼 훗날 나의 아들이 내가 즐기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

합니다. 좋은 레져활동에 좋은 레져인구가 모일 것이라

을 못할까봐 아니 그나마 살아있는 바다를 못볼까봐
두렵습니다.
양성근 보다 좋은 국내 다이빙환경을 희망하면서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김대장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리조트에서부터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남훈 꾸준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때 우리
가 존재합니다.
김정미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
되기가 그리 멀지않은 듯 보입니다.
서지영 이런 좋은 운동에 참여하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은종 좋은 취지의 운동이며 꼭 필요한 운동이 틀림없습니다.

이상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민욱 다이버란 무엇인가? 왜 다이버가 되었는가? 바다란 무

한창석 사냥에 몰두하는 다이버(강사 포함)를 볼때마다 우리

엇인가? 없어지면 난 무엇인가? 난 다시 묻는다, 왜 다

나라에 아직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버가 되었는가?

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희문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위하여 다같이 힘써요~~~
홍중기 바뀌어야 할 다이빙 문화입니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
요!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하세요! 하세요! 하면 안하
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합니다. 수중세계의 아
름다음을 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다이버가 많아질수
록 환경은 보전되는 것이고 수중세계의 아름다음을 손
에 들고 나오는 다이버는 파괴자가 아닐까 합니다.
정의욱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박노덕 스마트 다이버 운동이 확산되어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되고 바다에 대한 사랑과 환경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승택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연을 지킬 줄 아는 다이버를 위하
여!
강상규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
면 좋겠네요.
정연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릿 속에 각인시킬 수있
는 다이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겠다고 되돌아 봅니다.
박창근 물고기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유영할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구혜경 비난을 받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정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재현 헌팅은 이제 그만~

전용일 채집망 안보이는 그날까지….

정종섭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조현준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진정어린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선호 미래의 쾌적한 바다환경,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바다

이득용 다이버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다이빙 숍 또한 많은 협

를 사랑하는 진정한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동참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혁 수중 생물은 우리세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
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조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배진하 첨 배울 때부터 먹거리 다이빙을 하였지만, 레벨업을 할
수록 이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수
업을 받으면서부터 수중카메라를 준비하였고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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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군요.
공은숙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름다운 다이빙

면 수중사진을 촬영하는 Underwater Photographer와

문화가 정착되길 바래 봅니다.

그냥 바다속 생태를 즐기는 Eco diver가 대세입니다.

고상렬 한번 사는거 품격있게 삽시다.

물론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자기가 다이버인줄 아

변광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각자 속한 곳

는 어부들이 바다속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익환 운동으로 끝나지말고 생활화 하고 정착화되도록 끊임없
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도 다이빙을 하면서 각종 도구들을 이용하여 수중생물
들을 잡는분들이 계시다면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
고 다이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꼭

정연찬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세계 어딜가도 취미나 스포츠

정주영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매체에도

로서의 다이빙은 뭘 잡아먹기 배우는것이 아니라 아름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양성로 수중활동 목적이 다르더라도 다이버는 한가족, 리조트
에서 만나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눕시다.
박진만 물속 자연환경과 수중생물보호에 적극적으로 지원합
니다.
경민구 스마트다이버 힘든거 아닌데.. 생각만 하지말고 이젠 행
동으로 옮길때 입니다.
송진덕 바다를 깨끗이.... 입수할땐 빈손으로.. 출수할땐 불가사
리 10마리씩 주워 옵시다.

다운 수중을 눈으로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 또는 탐험
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물론 아주 일부에서는 엄격한
허가와 제한적인 조건하에 채집과 수중사냥이 허가되
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뭘 잡아먹기 위해 다이빙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도 다이빙을 가르쳐주는 다이빙강
사가 있다면 그 다이빙강사가 속해있는 교육단체에 연
락해서 그 강사를 제명해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다이빙
으로 뭘 잡아먹고 잡은것을 집에 들고 가서 나눠주고
하는것은 옛날일일 뿐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의

임후순 진작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일인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한국은 다이빙하면서 채집과 사냥을 하면 불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고 엄격해진 법적용에 다이버

당신이 뭘 잡아먹기 위해서 다이빙을 배우고 싶다면 그

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때라 생각합니다. 고급스럽고 품

건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포기하기 바랍니다.

격있는 다이버 문화를 위하여….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이빙을 하면서 무엇을 하

구본민 우리는 바닷속에 잠시 들리는 손님일 뿐…. 해양생태계
를 보호하는 스마트다이버가 되겠습니다.
강동훈 변화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도 표명되었으면
합니다.
방대현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합시
다!!

느냐고 한다면? 바로 Eco Diver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
게 생각하실것 없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생태를
보면서 즐기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것
입니다. 우선 TV나 수중사진등을 통해서만 보았던 아
름답고 신기한 수중생물들이 정말로 바다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시 물속세상을 살아

이기석 잘 보존된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염원이지요.

가는 생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구경하는 것이죠.

최문식 무참히 개발되어졌던 자연…이제는 모든 사람이 책임질

다만 구경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때 입니다.

됩니다. 수중생물들에게 당신은 외계생물체라는 것을

김재구 ㅇ ㅏㅈ ㅏㅇ ㅏㅈ ㅏ 파이팅^^?

잊지마세요. 당신이 다이빙을 배우고 Fun diving을 즐

이이형 대접받는 다이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수중생태를

기면서 좀더 수준있는 Eco diver가 되고 싶다면, 수중

보호하며 의식있는 다이버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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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규 다이버는 어부가 아닙니다. 최근의 다이빙추세로 본다

사진가들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수중사진가들과 함께

박정미 겁이 많아 3년을 망설이다 시작한 다이빙…. 그후 바닷

다이빙을 하면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수중생물들을

속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70깡 정도의 초보지만 팀

구경할수 있게 되고 신기한 수중생태도 구경할 수 있습

들과 바닷속을 들어가면 이사람 저사람 오리발 감시하

니다. 그러니 수중사진가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촬영하

느라 정신도 없답니다ㅋ 산호가다칠까봐서죠…. 사소한

는것을 구경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이빙

거하나라도 정말 소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을 해보고 싶다고 결심하게끔 만든 아름다운 사진들이

그래야 오랫동안 아름다운경관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

나 영상들을 그들이 담고 있는것을 직접 확인할수 있을

니까?

것입니다. 운이 좋게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때 같은 팀에

Scuba Diver

수중사진가가 있거나 같은 다이빙리조트에서 수중사진

획과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해양환경이 병

가를 만난다면 ‘촬영을 할때 방해가 되지 않게 구경’을

들어 갑니다. 다이버 여러분들~ 해양은 또 다른 생활

하고, 물밖에 나와서는 촬영한 것을 구경시켜 달라고

환경에 일부입니다.

정중히 또는 애교있게 부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형철 계도기간과 많은 단체에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으

이 미처 수중에서 보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

면 하는 바람이구요~저 또한 투어오시는 다이버님들에

줄 것입니다. 수중사진가들은 대체적으로 자랑질하는

게 먹거리다이빙를 안해도 숍에서 서비스에 질을 높여

걸 좋아합니다.(예외도 있습니다.^^;; )조금만 분위기를

눈과 입이 즐거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하며 손

띄워주면 사진도 잘 보여주고 이야기 보따리도 잘 풀어

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Eco diver가 되고

유병진 ^^

싶다면 수중생물도감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1,000번이

오이환 좋은 생각이고,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상 다이빙을 해도 다 못볼 수중생물들을 아주아주 싼

그 날까지 계속 진행하여 이번 기회에 다이빙 문화를

값에 볼수 있는 것이 수중생물도감입니다. 수중생물도

바꾸도록 합시다….

감이나 수중사진관련 책들은 여러분들을 점점더 바다
속으로 향하게 만들것입니다. 여러분들이 Eco diver가
되느냐 ‘어부’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
이버가 되는 길에는 ‘어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부

강현주 우리나라 바다도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스마트다이
버 동참합니다.
이종순 스마트 다이버 그린다이버가 됩시다!! 국내다이빙의 활
성화를 위하여~~화이팅!!

는 다이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의

노은영 스마트 다이버 운동 파이팅!!!

마음이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늘 즐거운 사진생활하시

권명성 동참합니다.

길 바랍니다. Da m sel f i sh의 일종인 G olden

윤민기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sergeant(학명 Amblyglyphidodon aureus) 의 알입니

조형배 모두가 스마트하는 날까지...^^*

다. 성어의 크기가 최대 12cm정도인 어류알들을 회초

김지솔 정말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다이버

리산호(seawhips coral)의 하단부위에 산란한다회초리

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산호의 폴립을 갉아내고 알을 산란합니다. 알은 수컷이

운동이며, 많은 다이버들이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공감

지킵니다. 알을 노리는 다른 어류들이나 수중생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집이 없는 다

다가오면 맹렬히 달려듭니다. 회초리산호근처를 지나갈

이빙 문화가 꼭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때 노란색의 댐셀피쉬가 도망가지도 않고 자꾸 달려들
면 거기엔 99% 녀석의 알들이 있습니다. 사족) 자칫 이
글이 옛날에 다이빙을 하면서 먹거리 다이빙을 하신분
들을 비난하는것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김근영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으로써 너무 좋은 취지의 운동이
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이제 시작한 오픈워터입니다. 다이빙 시작과 함께 좋은
운동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먹거리 다이빙이 자랑거리고 당연한거라

김종문 스마트 다이버.^^!

착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

이제훈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다. 한국에서 뭔재미로 다이빙을 하느냐는 둥, 먹거리

배종환 그냥 보는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다이빙도 다이빙문화라는 둥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두어주세요. 산에 등산가서 토끼잡고 사슴잡는 사
람을 등산가라고 하지 않고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바다

적극 참여하고 홍보할 겁니다.
김재영 스마트 다이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
다^^

에 가서 물고기잡고 조개잡는 사람을 다이버라고 하지

이 홍 ^^

않습니다. 어부입니다. 제발 다이빙을 모르는 사람이

전은숙 저도 물속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우리나라 바다

“다이빙하면 뭐 잡을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라면 더 좋겠죠??

“다이빙하면 무엇을 볼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게 당

김응성 스마트 파이팅

연한것인 한국의 다이빙문화를 기대합니다. “다이버는

권현중 스마트다이버운동이 몬줄 잘 모르지만 참여합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

정다영 스마트다이버 운동, 지속적인 스쿠버다이빙 환경이 이루

최재훈 해양 생물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무분별한 포

어지려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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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아름다운 스팟을 지켜주는 운동을 지원합니다.
홍찬정 다이빙 가요.~ 스마트하게~

이지윤 동참합니다.

이은경 정말 취지가 좋네요, 더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해 주셨

이상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박장우 좋은환경을 물려줍시다~~~~~~~~

장현국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

김기준 항상 바쁘고 번거러워서 보기만 했는데...동참합니다.

강형길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을 즐기세요.

전장식 강사님들부터 솔선 수범합시다~~

윤경호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채윤석 아끼고보호하는 만큼 바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

오대석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을 줄 것입니다.

김진형 모든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리와 성

김영현 좋은 켐페인 입니다. 스쿠버다이빙과 어로활동은 명확

게 같은 다른 해양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제거

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수의 레져 다이버 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더이상

노정호 함께 한다는 말의 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빌려 쓰는 자연을 그대로 다음 다이버에게 전하고

강연주 아름다운 바다를 오래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서계원 바다가 있음으로 인간도 공존하는것입니다. 잘보존해서

박수민 스마트한 그대들이 선택한 스마트 다이버... 더욱더 즐기
고 아름다운 해양 생태를 지키자 하는 운동에 적극 동
참하고 싶습니다.
박상윤 건전하고 깨끗한 다이버가 되길 바라며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근행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 다이빙 할

후세에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정승표 수중생물의 채취나 사냥은 우리 스스로 다이빙 터전을
황폐화 시키는 자해행위입니다.
이준석 언젠가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
양환경보존에 우리모두 앞장섭시다!
박윤식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때마다 건강하고 즐겁게 다빙했음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영섭 수고하세요.

도 동참하세요.

조민경 세월 외엔 아무 것도 죽이지 말고 사진 외엔 아무 것도

스쿠바몰 다이빙 한사람으로써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니고 나오지 말고 버블 외엔 아무 것도 남겨두지 말

서동성 동참합니다.

며 추억 외엔 아무 것도 갖고 떠나지 말자.

조재형 우리모두 스마트 다이버가 됩시당^^

유재성 동참합니다!!!!

정현욱 스마트다이버 동참합니다.

윤동원 스마트하게 다이빙 슈~~웅~~~~~~~

성경철 적극동참합니다*^^*

김기운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고 보다 즐거운 다이빙을 위하여

문승현 스마트 다이버가 됩시다~~^^
고동주 건전한 다이빙 문화를 만들고 먹거리 다이빙을 근절하
여 떳떳한 해양다이빙 세계를 위하여 동참합니다.
김형수 진작 동참했어야 할 운동으로 제 스스로도 배울때부터
주장했던 운동임. 지금도 누군가가 다이빙에 대해 먹거
리로 얘기하면 자존심상 그냥 지나치지 못함.
임재현 같은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좋으네요?
권혁철 늦지 않았지요? 동참 합니다.~
천세은 동참합니다.?
김형수 동참합니다....조은취지의 스마트운동.….
이태형 먹는다고 그때 뿐인데.....^^
황동하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
김애숙 스마트 다이버운동 동참합니다.
최나리 순간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꿈꿉니다.
이재두 스마트 운동 동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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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국 바다를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신용수 자연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네요 우리부
터 자연을 사랑하고 물을 사랑합시다.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2년(12회)

108,000원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
하지 않습니다.
강사 무료구독

본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위해 강사 무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다만 택배비 20,000원을 송금해 주시고,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파
일로 등록해 주시면 1년간 무료 정기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단체 강사분들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년간총 구독료

1지역

6,750원

40,500원

100,500원

2지역

9,300원

55,800원

115,800원

3지역

15,100원

90,600원

150,600원

4지역

18,000원

108,000원

168,000원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과월호 판매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가격

수량

가격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대금 지불 안내
- 구매신청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은행 076-21-0408-266 (김인영)
•풍등출판사 : Tel. 02-56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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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다이빙

트랜스퍼머,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를 만들자!
글/사진 정상우(PADI Course Director #81698, PADI Sidemount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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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자동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
라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는 것도 운전기술이 필요하다. 운
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에 대한 기본이론들을 배운 후 중
요하게 지켜야할 안전수칙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머
릿속에 암기를 해야 한다. 운전은 자동차의 기능들을 운전
연습장에서 하나하나 익히고, 실제 운전해야 할 도로를 주
행하는 법을 익혀나간다.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후 라이센
스를 발급받아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스쿠버다
이빙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수영장에서 다이빙의 기초이론
과 기능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지
나면 실제 다이빙을 해야 하는 바다에서 익혀야 하는 교육
들을 반복하여 습득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의 훈련이 끝
나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된다. 바다에는 항상 수많은 변
수들이 작용을 한다. 다이빙은 수중이라는 낯선 환경과 자
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 주
변의 상황들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도 익혀나가야 한다.
다이빙 기술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은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며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로의 도움
을 받아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익히며 여유롭게 다이빙
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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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운전을

먼저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시스템을 살펴보자. 먼저 스

하는 경우도 차의 종류에 따라 엔진의 성능과 차량의 주행

쿠버시스템의 실린더를 한개 또는 두개의 독립된 시스템을

능력이 차이가 있고,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린더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기 때문이다. 다이빙도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편리성은 좁은 공간을 얼마든지 통

영역이 존재한다. 재미를 추구하는 스포츠다이빙을 할 것

과하거나 관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페셜리티한 코스

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테크니컬다이빙을 선택할 것인가?

들에 필요한 섬세한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다. 또한 딥다이

아니면 또 다른 스페셜다이빙을 원할 것인가? 등이다.

빙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퍼머라는 영화를 보면 차량이 다양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편안한 자가용, 멋진 스포츠카, 힘이 좋

물론 이러한 사이드마운트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몇

은 트럭, 폼 나는 세단 등으로 같은 차를 여러 가지 방법으

가지 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해

로 이용하며 즐기는 것이었다. 만일 다이빙도 영화에서처럼

결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가정하이기는 하다. 따라서 사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

이드마운트 다이빙의 효과적인 다이빙 방법과 사이드마운

겠는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가능성은

트 다이빙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언급하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자 한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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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마운트 강사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

며, 다이빙계의 신선한 즐거움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일부 케이브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들이 케이

한동안 수영장에는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이 많았었다

브 다이빙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이드마운트

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유행처럼 지나가버린 하나의

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떨칠 수가 없다. 우리나

현상이 아니었나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그 수

라에서 케이브 다이빙을 하려면 엄격한 규제와 안전문제로

가 적어졌다. 실제로 사이드마운트 워크숍과 스페셜티강사

인하여 쉽지가 않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브 다이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교

빙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이 검증된 케이브 포인트

육하거나 즐기는 강사와 다이버들이 많지 않아 안타까운

는 극히 제한적이며, 케이브 다이빙을 할 때 꼭 사이드마운

마음이 든다.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이드마운트 강

트를 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이

사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리는 예로

드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이버들에게 효율적인

는, “입․출수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 “밸런스가 잘 맞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케이브 다

지 않는다.” “필리핀 바다에서만 가능하다.” 등등의 이유 때

이빙을 포함한 모든 다이빙이 조금 더 신선한 다이빙계의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드마운트 다이버가 되는 것을

변화에 발맞추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서 느꼈던 사이드마운트의 시행착오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탄다면 점점 그 수요는 줄어들 것이

2011 September•October 229

입출수는 팀웍과 시스템이 있어야 쉽고 간단하다

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다이버들이 저런 입수방법을 배
우면서 힘 좋은 다이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다이빙에서 입수하는 환경은 아주 다양하다. 고무보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마치 버디가 장비를 각

데이트립 보트, 리브어보드에서 입수를 하거나 고기를 잡

자 스스로 착용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혼

는 어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바위들이 가득한 해안이거나

자 하면 두 배로 힘들지만 버디와 같이 한다면 두 배로 쉽

비치에서도 입수가 가능하다.

게 입·출수 할 수 있다. 입·출수할 때 들일 힘을 아껴서
이런 시스템이 혹 흐트러지는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

오래 전에는 무거운 다이빙 장비들로 인하여 스쿠버다이

록 하자.

빙은 체격이 좋거나 힘이 좋은 다이버들의 전유물처럼 여
겨졌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이버들은 좀 더 편하고

어떤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은 보트다이빙의 입출수가

쉬운 다이빙을 원하였고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다이빙

어렵다고들 한다. 이것은 보트다이빙 시스템에 관련된 지식

도 시스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응용이 없기 때문이다. 보트다이빙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이

우리나라에도 여성다이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드마운트 다이버들이 지원만 받는다면 이보다 쉽고 편한 다

마찬가지로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빙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어라인, 테그라인, 조류라

편하게 입·출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절

인, 에어스테이션 등 간단한 기본 시스템만 적용하여도 상

실하다.

당히 편안할 것이다. 어선이나 고무보트 다이빙은 약간만
응용하거나, 강사나 팀의 리더가 사이드마운트 지원 시스템

가끔 만나는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을 보면 버거운 크
기의 두개의 실린더를 양 옆에 차고 입수준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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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여 보트다이빙을 진행한다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것이 힘들다고 하는 다이버들은 수면에서 실린더 체결

처음에 50bar 정도를 사용했을 경우와 50bar 정도의 잔량

의 능숙함이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번지나 체

을 남아있을 때의 밸런스는 한쪽 기우림 현상으로 다이버

결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에게 영향을 준다.

모든 것들은 팀웍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이드마운
트 다이버들이 팀을 이루어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그 계
획의 효율성과 만족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이용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을 잡는 것처럼 핀을 이용하여 균형을 잡을
수도 있다. 잔량 50bar를 남기고 출수를 하려고 하였다면
처음 50bar 정도를 사용할 때 잠깐 컨트롤을 해주면 되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것이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움직일 수 있는 1kg의 밸런스
웨이트를 준비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아니면 무게감 있는

수중에서는 물고기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렌턴이나 카메라로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가 있는가 하면 조류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느러미를 움

다. 하지만 핀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직이며 균형을 잡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다이빙 기술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실린더의 부력은 공기소모량에 따라서 늘기도 줄기도 한

필리핀 바다에서만 가능한 사이드마운트인가?

다. 따라서 적정 포인트에서 실린더를 교대로 바꾸어 물면
서 호흡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실린더의 재질에 따라 차

다이버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필리핀에서 다이빙을 하는

이가 있지만 알루미늄합금의 싱글실린더를 사용하는 경우

것은 황제 다이빙을 한다고 한다. 같은 비용으로 장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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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주는 서비스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바다도 한국
바다에 비하여 따듯하고 잔잔하기 때문에 편안한 다
이빙을 원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실린더를 두개 이상 사용하는 텍다이버나 사
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어
떤 단체는 드라이슈트를 입고 텍다이빙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 다이빙을 편안
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다. 하지만 다
이버로서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다이빙을 즐기는 이
유를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말로 편안함이
최우선이라면 수족관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지구촌의 바다는 다양한 수온과 환경으로 형
성되어 있고 각기 바다마다 아름다운 고유의 특성과
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바다도 멋진 매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제주 바다 속에 펼쳐져 있는
연산호 군락을 보고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하다고 감
탄을 한다. 필리핀보다 수온도 차고 교통도 불편하지
만 반복해서 찾는다. 우리의 바다는 열대지방에 비하
면 차갑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환경에서 경험하는 다
이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이드마운트 다이빙도 안
정된 시스템으로 우리바다에서 즐기는 다이버들이 많
아져야 한다. 만일 우리바다에 맞는 사이드마운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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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의 정착이 올바르게 된다면,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즐길 수 있는 사
이드마운트 다이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필두로 하여 우리 다이빙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고 우리
바다에 대한 다양한 해양지식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카처럼 빠르면서도 편안하고, 힘도 좋은 슈퍼카를 싫어할 드라
이버는 없을 것이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시스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쿠버시스템의 실린더를 한개 또는 두개의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린더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
한 편리성은 좁은 공간을 얼마든지 통과하거나 관찰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스페셜리티한 코스들에 필요한 셈세한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다. 또
한 딥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슈퍼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드마운트다이빙의 효과적인 다이빙 방법과 관련하여 주
변의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에게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필자
는 다이빙계의 선후배로서 다이빙을 사랑하며 1993년부터 지금까지
PADI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이 다른 다이버들과 차이를 보
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우리가 시도하는 혁
신적인 다이빙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사이드마운트에 대한 의견이나 이견이 있거나 경험상의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goprokorea@gmail.com으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올해는 7~8월은 맑은 날이 열흘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앞으
로도 다이버들은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즐기고 새로운 다이빙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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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지가 후원하고, (주)액션투어가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마나도 스페셜 다이빙 투어
멀게만 느껴졌던 인도네시아 마나도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스페셜 투어를 떠납니다. 싱가포르 항공 0020 출발편이 추
가되면서 최소의 일정으로 마나도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옵니
다. 이번 Scuba Diver지 후원으로 특가로 마나도를 다녀올
수 있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일정 :
•	그룹A–10월 28일 00:20 인천출발, 11월 1일 07:30 인천도착
3박5일(2일간 다이빙)
•	그룹B–10월 26일 0020 인천출발, 11월 1일 07:30 인천도착
5박 7일(4일간 다이빙)

2. 이용항공 : 싱가포르항공
3. 일정연장 : 가능 / 별도 문의
4. 요금내역 :
• 그룹A 일반요금 1,400,000원 행사 특별가격 1,150,000원
• 그룹B 일반요금 1,830,000원 행사 특별가격 1,530,000원

5. 모집인원 : 전체 인원 선착순 15인 마감
6. 포함사항
• 싱가포르항공 일반석 왕복 및 제반 TAX
• Cocotinos Boutiques Resort, Garden Room 2인 1실
• 일정별 2일(4일)간 1일 3회 보트다이빙 / 부나켄 국립공원 지역
• 마나도 공항-리조트 왕복 픽업, 샌딩

7. 불포함사항
• 이동 시 식사
• 객실 업그레이드 및 싱글사용 별도
• 기타지역 다이빙 추가경비
• 나이트 다이빙 $36/1회
• 나이트록스 사용 $6/1회
• 랜턴, 장비대여 및 개인경비. 팁

마나도

•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25, 출국세 150,000루피아(약$19)

8. 문의처 : (주)액션스쿠바투어
• 웹사이트 : http://www.dive2world.com/
• 안내전화 : 02-3785-3535

독자코너

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하다
왕초보가 다이브 마스터가 되기까지 ( 1 )
글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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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극복하다 - 다이빙 입문
멋있었다. 마치 우주복처럼 멋지고 이상한 장비들을 걸
치고 물속에서 유유히 떠 나니는 그 모습은 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어떻게 저 컴컴하고 아득해 보이는 망
망대해를 숨을 쉬며 다닐 수 있을까? 상어에게 물리지는
않을까? 바닷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모든 것이 궁금
하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렇듯 나의 눈에 비친 다이버는
목숨을 걸고 모험심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가는
용기있는 사람들로 보였다. 이때까지 바다속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득히 멀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다.

20대 중반쯤 내가 일하고 있는 공방건물의 한쪽 모퉁이
에 다이빙샵이 생겼다. 몇 번을 망설이다 설렘을 가지고 문
을 열고 샵에 들어간 이후로 20년간 나는 스쿠버 다이빙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문을 열고 들어
가니 검게 그을린 젊디젊은 청년 두 명이 약간은 건성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으세요? 장비만 갖추는데 오백
만원입니다. 주말마다 동해안을 가는데 한 번에 십만 원이
넘게 듭니다. 교육비는 오십만 원 정도입니다.” 이 말은 내
귀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비아냥거
리는 말로 다가왔다. 그 당시 나의 수입은 한 달에 삼십만
원 정도였으니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 봐도 그 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 해 보았지
만 현실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에 마음을
접고 다이빙은 tv 속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 이후로 여유가 생겼어도 이미 스쿠버 다이빙은
사치의 스포츠로 머릿속에 자리 잡아 쉽게 접근할 수가 없
었다. 세상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
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이런 아픔
(?)을 간직한 채 이십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다.

하지만 여유가 생겼을 때도 어릴 적 물에 빠진 기억이 있
는 나로서는 수영장물만 보아도 손사래를 치며 물을 멀리
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던 내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용기
를 낸 것은 시파단에서 스킨을 하며 보게 된 바닷속 세상
때문이었다. 리조트의 제티 바로 밑에서 잭피쉬 무리가 휘
감고 있었고, 다양한 생김새의 물고기들이 너무도 고운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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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의 옷을 걸쳐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알록달록한 산호

한다. 삶도 죽음도 다 자연이라고……. 돌아갈 곳도, 돌아올

들은 예쁜 꽃이 핀 정원과 같았다. 그 화려한 풍광에 두려움

곳도...

과 설렘과 신기함이 교차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채
질하게 되었다.

가끔 바다 한가운데서 양팔을 벌리고 다이빙을 하면서
“나는 스쿠버 다이버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친다. 다른 사람
이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런지도 모르지만 다이빙은

이렇게 나는 다이빙과 연애가 시작되었다. 필리핀에서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순간몰입의 최고치를 올려주어 명상으

첫 다이빙이 있던 날 배에서 바다수면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로 나를 이끌어 주며, 바다생물들의 생활방식은 나에게 삶의

데 한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다. 펼쳐져 있

지혜를 전해준다. 나를 늘 깨어있도록 채찍질을 해주며 적어

는 시퍼런 바다가 갑자기 커다란 공포가 되어 나의 용기를

도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백가지쯤 알려주기도 한다. 고맙

쪼그라들게 하였고 몇 번을 망설이고 망설이다 간신히 뛰어

다 내 친구여…. 고맙다.

들었다. 하지만 뛰어든 바다는 너무도 편안하고 내가 그동안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나를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속
에서 두려움을 만들 뿐이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 장비
스포츠 스타들이 근사해 보이는 것은 외모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땀과 노력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외모까지 멋있

이런 연유로 내가 늦게라도 스쿠버 다이빙을 접하게 된 것

어 보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렇다. 스쿠버 다이버의 슈트

이 너무도 감사하고 몹시 자랑스럽다. 다이빙은 내게 미지의

와 장비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군상들이 자기방식

킨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접근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그

대로의 삶을 영위해 가는 모습들에서 항상 가르침을 얻고,

런 느낌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

늘 새로움과 다양한 빛깔의 신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며, 도

있어 특이하고 신기하였다. 육상에서는 편하게 숨을 쉬는 공

시에서의 지칠 대로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또한 내

기를 다른 세상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기를 공급받아야

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자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기에 장비에는 공기를 지원할 장치들이 필요하다. 처음에

이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끊임없이 나를 자각시키기도

다이빙을 할 때 이러한 낯선 장비들이 몹시 어색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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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해야 한다.

장비들 덕분에 물속을 유영할 수 있고 물고기들과도 사교활

레귤레이터는 물속에서 숨을 쉬게 해 준다. 이것에서는 공

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물속에서 물고기와 대화를

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통과 연결해 준다. 또한 비상시를

한다. 믿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말을 건다. 물론 대답은 없다.

대비하여 반드시 주호흡기와 보조호흡기 2개를 준비해야 한

대부분은 나를 피하거나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며 거부의

다. BCD(Buoyancy Controller Device)는 레귤레이터를 통

사를 밝히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호의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

하여 공기를 넣고 빼고 하여 중성부력을 조절해준다. 또 레

다. 실제로 스쿠버 다이빙은 수영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물과

귤레이터에는 게이지를 달아 수중정보와 공기잔압을 표시해

인간은 절친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잔인하게 내치는 것이 물

준다. 게이지에는 보통 잔압계, 나침반, 컴퓨터 등이 부착되

이기도 하다. 코로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과

어 있다. 초기에는 다이빙장비를 세팅할 때 공기연결밸브를

죽음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수영은 늘 코를 물

연다는 것을 실수로 잠그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입수 전에

밖으로 내놓기 위해 바둥거려야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장

레귤레이터를 물고 호흡을 하여 체크를 한 후 입수하는 습

비만 잘 갖추고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품위있게 육지에 있

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는 것처럼 숨을 쉬며 바닷속을 내 집처럼 활보하며 편안하게
누빌 수 있다.

또한 슈트와 BC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부력을 조절하
기 위해 납덩이로 만든 웨이트를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감

이러하기에 스쿠버 장비는 자신의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안하여 준비한다. 또한 물속에서 눈을 뜨고 풍광을 구경하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바닷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 밖의 장

인 상황에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다. 장비는 먼저 몸을 감

비로는 후드, 장갑, 부츠, 수면에서 필요한 스노클, BCD에

싸는 슈트가 필요하다. 바다 속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연한

컴퓨터가 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손목 컴퓨터를 하나 더,

피부를 보호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생물의 독도 막아준다.

또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부표 등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슈트는 수온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열대지방

장비들을 착용하고 저 푸르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

에서는 수온이 27~30도 정도이면 3mm 이하를 사용하고,

와 바다의 경계면을 지나면 또 다른 세계의 경이로움에 빠

수온이 거의 27도 이하로 떨어지면 5mm, 7mm, 세미드라

지게 되며 상상의 바다가 현실의 바다로 다가올 것이다.

이, 드라이슈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엔진이 필요하다. 바로 핀이
다. 핀이 없으면 아무리 발길질을 하여도 좀처럼 앞으로 나가

좌충우돌 중심을 잡아라 - 중성부력

지를 않는다. 열대지방에서는 풀풋형으로 조금 가벼운 핀을

초보시절 다이빙을 할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다속으

신기도 하고, 부츠를 신을 경우에는 반드시 스트립형 핀을

로 입수가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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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납덩어리를 너무 많이 차면 물속에서 너무 무거워 몸이 자꾸 가라앉
아서 애를 먹는다. 가끔 배에서 입수하는 다이버들을 구경하면 초보자들이 입
수가 안되서 오리발만 바둥바둥 거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뜨인다. 입수시에는
반드시 BCD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빼내야 하는데 아무리 당겨도 이놈의 공기
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빠지지가 않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입수를 하게 되니 이만저만 민폐가 아니다.

다행히 입수가 되어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다 보면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수심이 낮은 바닥에서는 바닥으로 자꾸 몸이 내려앉아 산호를 건
드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기를 빵하고 넣으면 갑자기 몸이 휙 올
라간다. 몸이 미친년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 갔다를 반복하여 결국 강사의 도
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추스른다. 출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면에서 5m 되
는 지점에서는 3분 동안 안전정지를 해야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정지되지 않아
자꾸 수면위로 올라간다. 이때가 가장 난감하다. 다시 또 질질 끌려 내려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끔은 안정정지 없이 홀로 수면에 뜨는 상황
도 발생한다. 이렇듯 초보시절에는 부력조절이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BCD에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위로 하염없이 올라가 질질 끌려 내려오기
도 하고, 공기를 너무 빼면 갑자기 아래로 휙휙 내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부력조
절이 되지 않아 몸이 너무 산호에 달라붙어 나도 몰래 발길질을 하게 되면 산호
가 상하기도 하고, 월을 유영하다 보면 월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월에 자
꾸 부딪히는 일도 발생한다. 내 몸인데 내 스스로 몸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다이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 빠른 시간
안에 중성부력을 연습하여 편안한 다이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갑자기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본의 아니게 나에게 발길질을 당한 산호와 물고기에게 미안함
을 표하고 싶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드디어 몸의 중심이 잡혀지는 중성부력을 제대로 유
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물의 깊이, 조류의
상태, 수온, 슈트의 종류에 따라 몸의 중심을 그때그때마다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다. 물론 지금은 만점 다이버다. 이렇듯 몸이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
해서는 중성부력은 기본이다. 숨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평지에 있는 것처
럼 움직이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중성부력상태라고 말한다.

이것은 BCD에 공기를 넣거나 빼면서 유지하기도 하며, 좀 더 다이빙기술이
늘어나면 웬만한 높낮이는 호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성부력을 맞추어 유
영하다 보면 나는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새처럼 바닷속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백조가 된 듯하다. 초보 다이버들에게 당부하건데 다이빙기술을 익힐 때 무엇보
다도 먼저 중성부력을 익힐 것을 권한다. 최선의 방법은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
이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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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 공기소모량

에 없는 것이다. 머리속에서는 숨을 깊고 천천히 쉬어야지 하
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다. 호흡을 편안하기

사람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폐

위해서는 일단 물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가장 먼

활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분 이상 참는 것도 쉽지 않을

저이고, 다이빙 횟수가 늘어나서 다이빙 기술이 익숙해지면

것이다. 어릴 적 세숫대야에 물을 담그고 숨을 얼마나 참을

저절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 초보자들을 보면 과거

수 있는지 내기를 하곤 했다. 이것이 피서이기도 했고 알 수

의 내모습을 보는 듯 싶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없는 물이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겠

나와 같이 여행을 다니는 일행 중에 초보이기도 하고 겁이

다. 숨을 참는 시간은 약 30초 전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우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입수할 때의 두려움이 너무

리가 숨을 쉰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여 그 소중함을 잘 모르

커서 숨을 거칠게 쉬어 입수하면서 이미 공기의 반을 소모해

다가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서는 나의 생명줄이 되는 공기

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런 친구들과 그룹 다이빙을 할 경우에

를 끊임없이 체크하게 되면서 새삼스레 흔하디흔한 공기의

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다이빙을 할 수 있음에도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조금만 소홀히 하여 공기가 남아있

불구하고 출수해야 하는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

지 않는 상태로 물속에 남겨진다면 나는 다시는 밥숟가락을

상시에 담배나 폐에 해로운 것들을 삼가하고 깊고 천천히 숨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통 입수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이

을 쉬는 것을 연습하면 물속에서의 공기소모량도 훨씬 줄어

지나면 자신의 잔압량을 수시로 체크하여 남은 공기량을 반

들어 많은 시간을 여유있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드시 수신호로 가이드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초보시절에는
반드시 버디에게 자신의 잔압여부를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

가끔 공기부족으로 인한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는 데 그것

다. 아무래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보니 편안하게 숨을

은 잔압량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레귤레이

쉬지 못하고 거칠고 빠르게 공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다른 사

터가 고장이 났는데 보조해 줄 사람이 옆에 없는 경우이다.

람들에 비해 소모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특히 그룹다이빙

특히 고기를 잡기 위해 정신없이 쫓아가거나, 수중 사진을 찍

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공기를 너무 빨리 소모해

기 위해 몰입하다 보면 공기가 거의 소진되어 있는데도 잘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출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모르는 경우가 있다. 물속에서는 공기의 공급장치는 생명줄

한다. 그래서 가이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잔압량을 수시

과 같은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공기의 잔압체크를 소홀히

로 체크하고 50바 정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 출수를 진

해서는 안된다.   

행한다.

초보시절에는 입수할 때 공기의
상당량을 소모하게 된다. 낯선 환
경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하다는 공
포심이 가득하고, 혹시 나를 해치
는 상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상상
도 하여 몸도 마음도 초긴장상태로
들어가 있어 숨 쉬는 것이 빠르고
거칠다. 유영을 할 때도 부력조절이
안되니 BCD에 공기를 넣었다 뺏다
를 수없이 반복한다. 재미있는 것은
물속에 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혹
시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어 본능적으로 발길질을 끊
임없이 하게 되니 숨이 가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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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C 공고
DEPC(디지탈 에코 포토 클럽)와 Scuba Diver지(풍등출판사)가 바람직한 다이빙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DEP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이버들과 일반인들이 수중생물에 관해 자
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수중사진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자신의 촬영물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곳입니
다. 이러한 DEPC의 장점과 DEPC가 지향하고 있는 에코다이빙, 수중생물 도감발간, 수중사진의 저변확
대, 올바른 다이빙 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 Scuba Diver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Scuba Diver지는 오랜 시간 다이빙문화발전과 다이빙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내 최
고의 다이빙전문잡지입니다. 이러한 Scuba Diver지의 역량과 DEPC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상상이상의 결
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Scuba Diver지와 DEPC가 상호 협력하여 보다 많은 다이버들과 일반인들이 에코다이빙, 수중생
물, 수중사진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DEPC와 Scuba Diver지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DEPC에 게시되는 사진은 Scuba Diver지가 주최하는 SDM수중사진콘테스트와 한국수중사진콘테스
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	DEPC의 해양생물갤러리, 자유갤러리, 초보작가갤러리에 올려주시는 작품을 대상
- 응모작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음
-	기타 시상내역, 작품저작권 등은 Scuba Diver지의 공모전 요강을 참고
2.	DEPC에 올려주시는 좋은 정보나 글 등 중에서 선별하여 Scuba Diver지에 기사로 채택합니다.
- 본인 동의를 사전에 구하며 기사로 채택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
3.	Scuba Diver지는 DEPC에서 활동하시는 수중사진가들에게 수중사진전시회 및 사진집발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사진전시회를 제공
- 개인 및 그룹의 사진집 발간에 도움 제공
4.	도감 및 온라인도감 발간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5. 공동협력을 통해 유익한 일들을 공동 추진합니다.
- 해양생물, 수중사진, 스쿠버다이빙에 관련된 세미나 개최
- 에코다이빙 및 수중사진을 위한 다이빙투어 진행
- 기타 여러 가지 행사기획 및 추진
DEPC와 Scuba Diver지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DEPC회장 오 이 환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편집 디자인 및 인쇄 제작
본지(풍등출판사)에서는 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비업체, 교육
단체, 리조트, 다이빙샵 등의 광고 및 브로슈어의 편집 디자인과 인
쇄물을 제작해 드립니다.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 각종 광고 면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기업 소개서 및 기업 상품 브로슈어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상품 사용설명서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소책자 및 각종 인쇄물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본지와 상의해 주십시오.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본지 직원 채용 공고
본지(SCUBA DIVER)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1. 분야 및 자격 조건
[취재기자]

스쿠버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
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
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
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한다.

•	일에 적극적인 성격과 신체 건강한 45세 미만의 남자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

•취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을 겸비한 자

또는 여자
•	다이빙 교육단체의 다이브마스타급 이상의 C-카드 소
지자
•취재에 필요한 수중사진 촬영 능력을 가진 자

[웹관리자]
•	일에 적극적인 성격과 신체 건강한 35세 미만의 남자
또는 여자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	다이빙 교육단체의 C-카드 소지자

• 스쿠버다이빙 기술에 관한 책

•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해양환경이나 해양생물에 관한 책

• 취재 기사를 수정 및 작문 능력을 겸비한 자

• 수중사진 촬영법이나 수중사진집
• 기타

위의 내용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시
-	주제가 정확하고 문장이 미숙하면 본지의 작가가 문장
을 다듬어 드립니다.
-	출판관련 비용과 방법은 본지와 상담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인원 각 분야별 1~2명
3. 급여 면접시 능력에 따라 결정.
4.	본지의 이메일(diver@scubadiver.co.kr)로 자기소개서
를 보내면 심사 후 면접일시를 통보함. 반드시 자기소개
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수중사진 촬영대회

제 1 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작
촬영대회 대회장 풍경

대상 시상 장면

대상 수상자 : 송신재
부분별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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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금상

은상

동상

입선

광각생태

강동완

임규동

이창수

김춘호, 정혜심

광각구조물

주 원

강호근

최지섭

김유웅, 성재원

접사생태

임승식

서정우

좌동진

김광회, 이운철

비디오

박창수

김강태

김양규

김윤석, 이선우

대상

송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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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
생태 부문

금상 강동완

은상 임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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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이창수

입선 김춘호

입선 정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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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
구조물 부문

금상 주원

은상 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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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최지섭

입선 김유웅

입선 성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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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
생태 부문

금상 임승식

은상 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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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좌동진

입선 김광회

입선 이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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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부문

금상 박창수

은상 김강태

동상 김양규

입선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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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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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산자원사업단
지난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동안 제주도의 차귀도에서 수산

각 교육단체별로 대표선수가 수중사진 5명, 수중동영상 1명씩

자원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가 후원

출전하여 총 60여명의 선수들이 소속된 단체를 대표하여 실력

하는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가 전

을 겨루었다. 결과로 KUDA 소속의 송신재 선수가 영예의 대상

형적인 화창한 가을 날씨속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을 차지하였고, 각 분야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을 알리고, 바다목장
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행사이다.
대상 수상자 : 송신재
부분별 수상자
부문

금상

은상

동상

입선

광각생태

강동완

임규동

이창수

김춘호, 정혜심

광각구조물

주 원

강호근

최지섭

김유웅, 성재원

접사생태

임승식

서정우

좌동진

김광회, 이운철

비디오

박창수

김강태

김양규

김윤석, 이선우

대회 축사를 하고 있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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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의
렌탈 패키지(RENTAL PACKAGE)

의 이면으로 보는 것이 아닌 확대 영역으로 분석하여 TUSA의
실용적인 디자인과 부합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또한 무형의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 렌탈 시장의 팽창

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렌탈의 실리적

렌탈의 영역은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리

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기존의 정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에서부터 가전, 심지어는 의류까

규 상품과는 다른 유통 구조를 확립시켜 우수한 성능의 상품을

지, 이제 렌탈은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탈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사후 관리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시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마케팅이 쏟아지고 있으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의 비용과 기간을 간소화시킨 A/S 정

며, 이것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렌탈의 보급화로 이어

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렌탈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져 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더욱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이어
져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품의 특징
* RS-460Ⅱ

■ 스쿠버 시장에서의 렌탈
국내 다이빙 시장에서의 렌탈 역시 예전부터 행해져 오고 있
었습니다. 주로 교육과 펀 다이빙을 위한 레저 시장에서 빼 놓을

-	밸런스 다이아프램 1단계(R-400)
- 동계 처리
-	수면과 수중에서의 세심한 호흡 저항 조절 가능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성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매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교육, 렌탈 장비의 성능이 일반적인 장비보다
떨어지고 저가의 제품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
이빙 센터와 리조트에서의 렌탈 장비란, 제품의 질적인 측면보다
는 가격과 수량에 의해 결정되어져 왔고 저가에 공급된 만큼 제
대로 된 관리에 신경을 못 써 대부분의 렌탈 장비는 방치된 상태
에 놓여 져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폐단을 가져오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제품 수명의 단
축, 다이빙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인구의 부정적 이미지 유발, 등
시장 자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 개선의

* SS-10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 레저 시장(스키, 보드,

- 이상적인 흡, 배기 저항

골프)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렌탈 시

- 초경량 디멘드 밸브

스템을 안정되게 정착시킨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는 더욱 시급한

- 마우스피스 클립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SCA-330

■ 뛰어난 품질과 실용적인 운용이 가능한

TUSA, OCEANIC 렌탈 세트
스쿠버 렌탈 장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불
특정 지역의 수중에서 장시간 사용되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우선 가치를 내구성과 성능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안이지만 실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렌탈 장비의 보유 수량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5세트에
서 많게는 30세트 이상을 운용해야 하므로 가격적인 부분을 간
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격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게 되
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TUSA에서는 스쿠버 시장
에서 렌탈에 대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여기며, 지난 수년간 다
방면으로 예의 주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렌탈 시장을 정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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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계, 잔압계, 나침반이 포함된 콤팩트 한 3게이지 아날로그
콘솔
-	60m / 400bar 표시

* BCJ-3150

조건

-	최대 부력： XS(8.2 kgf),

- 상기 상품은 정규 상품이 아닌 렌탈 전문 장비로만 취급

S(8.9 kgf), M(10.8 kgf),

- 사후관리 기간 : 5년(비용 최소화)

L(15.5 kgf), XL(18.1 kgf)

- 공급 대상 : 전문 다이빙 센터, 리조트

-	밸브 식 퀵 인플레이터 ＆

- 개별 품목 수량 조정 불가

O.P.E.V.시스템
- 840 D나일론×우레탄 코팅

위의 사항 외에 추가되는 내용은 당사의 홈페이지와 스쿠버

- 중압호스

다이버지 다음호의 NEWS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빙

- 착탈식 액세서리 홀더

센터 및 리조트 대표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우정사 02-430-0678 / 오션챌린져 02-47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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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드라이슈트

VIKING PRO-TECH

■VIKING

- 제조: VIKING

VIKING X-TREME

-	재질: 드라이슈트전체 / 천연고무 어깨, 무릎,

- 가격: 5,000,000원
엉덩이, 허벅지 / 블랙 EPDM(에틸렌프로필렌)
- 무게: 1050 g/m2
- 안감: 서플렉스 (Supplex)
-	부츠: 다이빙을 위해 특별히 고안, 고무코팅 된
네오프렌 부츠
- 지퍼: 정면지퍼장착 : BDM(YKK)
- 씰: 이중 라텍스의 목, 손목 씰
- 등 지퍼 가능
VIKING PRO 1000 CLASSIC
- 제조: VIKING
- 가격: 4,300,000원
- 뛰어난 신축성과 내구성
-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공기 투과성이 전혀
없는 고무 소재의 원단
-	재봉선 없이 가황처리 접합하여 완벽한 방수
기능을 제공
- 오염된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 발휘
-	슈트 가방, 어깨 멜빵, 리페어 키트, 호스 기
본 제공
- 사이즈
00

01

02

03

신장

158~170

164~176

170~182

176~188

- 제조: VIKING

가슴

88~100

92~104

100~112

108~120

- 가격: 2,800,000원

부츠

250~260

260~270

270~280

280~290

-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폴리머 코팅 원단 사용
-	폴리며 코팅 원단은 표면이 부드럽고, 세척과 관리가 용이 할

VIKING ODEN

뿐 아니라 보관했다가 다시 착용해도 언제나 처음 착용할 때

- 제조: VIKING

와 같이 산뜻함.

- 가격: 600,000원

-	원단 접합부분의 안쪽은 녹인 고무로 강화 처리하여 슈트의

-	일반적인 수온에 적합한 전체 보온성 내피
-	P olartec 양털의 안감에 더해 겉감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튼튼하고 부드러움
-	수중, 육상 어디서나 편안한 클로로프렌 코팅 네오프렌 부츠

Supplex로 제작

- 시테크(Si-Teck)밸브 사용

- Color: Red/Black.

- 네오프렌 분리형 후드

- Sizes: 00-03

- 360도 회전식 급기밸브와 자동식 배기 밸브
* VIKING기본 제공품

- 마모방지를 위한 무릎패드 부착
- 슈트 백, 어깨멜빵, 수리공구, 드라이슈트 호스 기본제공
- 사이즈
00

01

02

신장

158~170

164~176

170~182

176~188

가슴

88~100

92~104

100~112

108~120

부츠

250~260

260~270

270~280

28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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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LIS
BioDry FX100

AUG 100

- 제조: HOLLIS

- 제조: HOLLIS

- 가격: 3,800,000원

- 가격: 300,000원

-	특허 받은 WearForce 소재로

-	AUG 100은 찬 물 다이

만들어진 BioDry 드라이슈트는

빙에 알맞은, 더할 나위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드라이슈

없는 적합성 등의 풍부

트와는 다르다. 힘과 늘어남이,

한 특징을 갖춘 내의로

보다 나은 간결함과 몸에 맞는

플렉시블하면서도 편안

착용감으로 활동 범위까지 넓

하다.

어졌다. 경직되고 딱딱한 소재

-	보온성을 위해 안감에

는 더 이상 없다. 예전의 드라

100g의 전문적인 양털

이슈트에 비해 보다 더 편안해

을 사용

졌다.
-	간편한 착용을 위한 Front
Entry(앞 지퍼) 디자인
-	Bioflex는 WearForce 소재로
개선 : 뜨개질이 없는 나일론

-나일론 shell은 활동 시
바람막이 역할과 손쉽고
부드럽게 드라이 슈트의
착용이 가능
-	네오프랜 발목 seal과 손

소재에 신축성이 뛰어난 폴레

목seal은 누수를 막아주며

에스틸렌과 묵직함으로 라미네

축축함으로부터 보호해줌

이팅을 입힘
- 가벼움
- 간편한 유지 보수
-	다이빙 중 화학작용이 일어날
시 저항력이 강함
- 비누와 물로 세탁 가능
- 물을 흡수하지 않음
- WearForce 소재는 low profile이며 물속에서 drag를 줄임
- 바느질 솔기와 이중 테이프는 누수를 극도로 보호해줌
- 라텍스 seal

- 클리닝이 간편한 기계 세탁
-	사이드포켓은 손을 따뜻하게
해줌
-	가 랑이 부 분의 네오 프렌
stretch 패널은 다리의 움직임
을 보다 자유롭게 해줌
-	소프트 하며 짧게 파인 목 부분은 목 seal의 불편함을 막아주
며 편안함을 줌
-	공기저항으로 인한 스퀴즈 방지를 위해 인체공학적인 팔꿈치
로 제작

- Low-Profile Si-Tech 인플레이터와 덤프 밸브

- 왼쪽 가슴 포켓 지퍼

- 단단한 PVC 무릎 패드와 무릎부분을 보호해주는 재질

- 사이즈

- 탄력 있는 gators

- 사이즈: MD, LG, XL, XXL

- 드라이슈트 가방
- 사이즈: MD, LG, XL, XXL

(주)우정사 7광구 협찬
(주)우정사는 올 여름 국내 최대 스케일의 3D 액션 블록버

닌 이번 작품에 (주)우정사는 고품격 브랜드 가치를 부각시킴

스터 ‘7광구’의 협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해양 관

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에게도 TUSA의 이미지 홍보 효과를

련 영화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온 (주)우정사는 한국

보다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계의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3D 영화 ‘7광구’의

(주)우정사는 향후에도 대중문화와 스쿠버 다이빙과의 조우

주연 배우인 하지원씨를 비롯한 조연 배우들이 착용한 슈트

가 보다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자

와 다이빙 장비 일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

처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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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수트 / 마레스코리아
서울다이브아카데미 마레스 랩세미나
9월4일 마레스 랩세미나 베이직과정에 이재욱님, 백동구님, 박
형철님, 안병선님, 송태민님,고정희님, 김지혜님, 한동욱님, 김수은
님, 김경수님이참석하였습니다.

이론비중이 높아 다소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으나, 참가자분들
의 높은 집중력과 열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제공해주신 서울다

베이직과정은 랩세미나 3일 과정중 1일차 과정이며 실기보다

이브아카데미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쿠아렁 코리아
마린파크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2호점인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마린파크
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투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린파크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746-6330 / 홈페이지: http://www.mpscuba.com/

간 울릉도 다이브 리조트를 다녀왔다.
9월에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16일부터 24일까지, 22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펀다이빙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
는 개천절인 3일에 제주도 투어가 계획 중이다.
마린파크는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서 정기적인 투어와 다양한 모
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지다이빙 : 1박 2일 다이빙 투어

8월13일 오전 6시 부산 “이지다이빙- 중앙동 본점1호”

영차~영차~아침부터 이지다이빙 강사들이 짐을 싣고 있다.
아쿠아렁 전문점 “이지다이빙”은 2011년 8월13일부터 14일 1

장비도 다 실었으니 출발해 볼까나!

박2일간의 다이빙투어를 실시하였는데 시간대별로 소개를 하고
자 한다.

8월13일 오전 7시

자~ 모두 안전띠 착용하고! 이지다이빙 중앙동 본점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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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우리 막내 박영희님이 미리 준비한 정성스런 샌드위치와 음식

아이들은 집 앞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어른들은 간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였다.

들을 나눠먹으며 즐거운 동해다이빙투어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펜션의 뒤쪽에는 ‘허브이야기’라는 허브농장과 허브레스토랑
8월13일 오전 10시 30분

으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녁 바

등대회식당 도착!

비큐 파티 이후에 한잔의 허브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즐길

모두가 동해의 명물 “물회”를 먹기위해 얼마나 쫄쫄 굶었던지!!

수 있었다.

＾＾＊
물회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ㅎㅎㅎ
물회에는 전어와 오징어, 방어 등 신선한 회들이 쏙~양념 맛
도 완전 짱!
꼭 한번 드셔보세요!

첫째날 저녁 늦게 도착하신 회원들도 다 모여서 "이지다이빙
회원들의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수여식은 게임과 함께 진행되어
모두에게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다! 간만에 이렇
게 신나게 웃고 즐긴듯하다.
하상훈 트레이너는 직접 "라이센스 수여"를 해주셨다. 첫날의

13일 오후1시

식사 후 다이빙 리조트로!
모두 자신의 장비를 착용하고 비치다이빙과 체크다이빙 실시!

웃음꽃 가득한 수여식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허브이야기"의 허
브차로 다이빙 이야기가 활짝!
이렇게 1박2일의 즐거운 이지다이빙 투어의 밤이 저물었다.

비치다이빙을 하기 전 아이들과 가족모두 수중정화활동실시!
기념촬영까지～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겠죠!
오후에 출발해서 늦게 도착한 회원들이 같이 참여를 못한 것
이 아쉬웠다.

14일 둘쨋날 아침

일찍부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주변의 푸르름을 한껏 즐겼다.
파도가 높아 다이빙을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행히 보
트다이빙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일찍부터 김치찌게와 어제의 맛

13일 오후 5시30분 다이빙 후 숙소로 귀환

어서 어서~ 바비큐 파티를 위해 회원들은 펜션으로 분주히
움직였다.
권강사와 실장은 등대회식당에 주문해놓은 도루묵1박스를 가
지러 출발!
도루묵 한박스~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석쇠에 구워먹는 맛
이 정말 일품!

난 어묵탕, 소세지볶음, 컵라면, 버섯볶음 등.. 맛난 식사를 마치
고 바다로 go!!
어제의 체크다이빙을 마친 다이버들과 회원들이 보트다이빙
의 브리핑을 듣고 보트다이빙을 실시.
장비 셋팅과 점검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브리핑을 들으면서 수
박과 과일 등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하도록 미리 만
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지다이빙만의 동해에서의 특별 이벤트!!

13일 저녁무렵!

‘여수여풍’ 펜션은 이지다이빙 회원들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듯한 펜션으로 회원들과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
연속의 펜션이었다.

이지다이빙 회원들이 소망하는 글귀를 와인 병에 담아 동해바
다에 보물로 꼭꼭!! 숨겨 놓았다.
동해의 수온은 18도! 역시, 부산다이빙과 남해다이빙과는 비
교가 안 되는 수온이네요! ㅎㅎ

신철민 강사가 준비한 폭죽과 하상훈 트레이너가 준비한 신나

여행을 떠나야 그 사람을 알고, 다이빙을 같이해야 가족과도

는 음악과 스크린의 화려한 영상 등은, 마치 세상이 우리만을 위

같은 정이 쌓이는 것처럼 1박2일의 다이빙투어로 이지다이빙 회

한 숲속의 축제 같은 느낌을 받게 하였다.

원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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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116차 강사교육과정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공지

영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

지난 5월부터 부산의 서동균 트레이너

오는 10월 18일부터 BSAC 강사 트레이

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

(Busan Sub-Aqua Club)에 의해 주말반

너 워크샵이 필리핀에서 개최된다. 트레이

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으로 진행되었던 강사교육이 주문진 영진

너 워크샵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에

제작이나 BSAC 관련 인쇄물 등의 제작에

의 아쿠아존 리조트에서 해양교육과 평가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용되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는 허혜원,

과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

이 지급된다.

박광현씨이며 인증일은 7월27일이다.

이 함께 이루어진다. BSAC의 인스트럭터

[마감] 2011년 10월 28일까지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형식의 워크샵 과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접수	파일 온라인접수_웹하드 업로드(www.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webhard.co.kr/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
(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

에 문의)
[출품] 접사_2작품, 광각_2작품

(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

새로운 C-Card 제작
수중사진 과정을 위한 인증용 카드와

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BSAC 강사 트

제2회 아일랜드 페스티벌,

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을 단독으로 개최

필리핀 사방에서 개최예정

할 수 있으며 각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

오는 11월 9일부터 4박5일간에 걸쳐 제

이너로써도 활동할 수가 있다.

2회 아일랜드 페스티벌을 필리핀 사방에

일반 강사용 카드가 제작되었다. 강사용

[대상] BSAC 강사

위치한 마부하이 리조트(BSAC 리조트 센

C-Card는 이번에 갱신한 모든 등록강사

[일정] 2011년 10월 18일 ~ 23일

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디지

에게 새롭게 발급되어 발송될 예정이다.

털 사진세미나 및 사진대회가 개최되며,
BSAC 합동강사교육 실시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

특별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포함하여, 사이드마운트 교육,

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세부 MB오션블

테크니컬 스쿠터 교육 등이 병행된다.

루와 수원 아리랑스쿠버가 진행하는 합동

[대상] BSAC 모든 다이버

강사교육이다. 강사교육 문의는 아리랑 스

[일정] 2011년 11월 9일 ~ 13일

쿠버(070-8659-2126) 또는 세부의 MB

[장소] 필리핀 사방 마부하이 리조트

오션블루(070-7518-0180)로 문의하면 된
다. 장시간의 해양과정이 어려운 후보생은
사전교육을 별도로 국내에서 먼저 진행하
새로운 백팩형 가방 출시
BSAC Korea 로고가 부착된 가방이 제
작되었다. 새로이 제작된 이번 백팩형 가

대학생 강사교육 공지
대학생 신분으로써 BSAC 강사 교육에

고, 후기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다이버를 모집한다. 이번 행

[대상]	BSAC 다이브리더 또는 타단체 다이브

사는 본부 주관의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

마스터(BSAC SALT 기준의거)

육으로써, 1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방학)

방은 노트북, MP3 등의 각종 수납공간 등

[일정] 2011년 10월 24일 ~ 11월 1일

에 걸쳐 실시하는 행사이다.

이 있으며, 여행 시에 간단한 의류 등을

[장소] 필리핀 세부 MB 오션블루 리조트

[일시] 12월 20일~29일
[장소] 국내

보관할 수 있다. 로고의 형태에 따라 2가
지 모델이 있다.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안내
BSAC 수중사진 공모전이 10월 말에 마
감된다. 건전한 다이빙 문화와 다이버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진행되어온
BSAC 수중사진 공모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BSAC 다이버(강사)라면
누구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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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BSAC 트레이너 및 BSAC KOREA 본
부(031-272-0120)

IANTD KOREA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강사 트레이너 세미나

창제 강사와 유근목강사가 참석하였다.

오버 교 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자격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필리핀 수

욕지도내에는 많은 바다생물들을 관찰할

은 다이브마스터 및 타 단체 강사님들이

빅에서 2011년 IANTD 강사 트레이너 세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이 산재되어 있다.

지원가능하다.

미나를 진행하였다. 강사 트레이너세미나

숙소는 팬션식으로 되어 있어 다이빙이

에 이효진 강사(태평양 수중)와, 강재철강

아닌 가족여행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식사

사(아닐라오 샤크 다이브)가 참가하였으

또한 1박2일 동안 이수한 강사 어머니의

며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강사 트레이

손맛이 담기 반찬들이 일품이었다.

- 트라이믹스 세미나

2차 사이드 마운트 세미나

아닐라오 샤크다이브리조트(대표 강재철)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필리핀

너(해양대학원)가 진행하였으며, 김윤석강
사(SOD)가 스텝으로 참가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 02-486-2792 로
문의하면 된다.

9월 3일(토요일) IANTD KOREA 본부

에서 테크니컬 및 노목식 트라이믹스,

사무실에서 사이드 마운트 세미나를 실시

100m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 및 강사

하였다. 한길형(필리핀 포비다이버스) 강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사를 초빙해서 사이드 마운트 방법 중 보

IANTD Advanced EANx 다이버 이상 및

가시안 방법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동등한 타 단체 레벨 라이센스 소지자에

오전에는 본부 회의실에서 역사와 장비

한해 참가가 가능하다.

선택, 구성, 정렬에 대하여 이론을 실시하
였으며, 오후에는 잠실 다이빙 풀에서 트

서일민 트레이너 강사교육 실시
8월 1일부터 8월 12일 삼척 해양캠프

- IANTD KOREA 2차 정기투어

림과 밸런스 및 부력에 대하여 실습하였

10월 8일 1박2일로 양양 기사문리에

다. 세미나에서는 한길형 강사의 경험에서

위치한 팀 스쿠버(대표 이기영)로 정기투

우러나온 조언들이 보가시안 사이드 마운

어를 실시할 예정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트 다이빙을 이해하고, 스킬을 익히는데

적인 강사모임을 갖으며, 강사간의 친목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와 IANTD KOREA 퍼실리티 리조트

(대표 서일민)에서 서일민 트레이너님의

들을 순회하면서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행으로 신규강사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

신규강사

육에 참가한 김희명, 이동준, 김재만 후보

- 김재만(EANx Instructor)

생들은 앞으로 IANTD EANx 강사로 레

- 이동준(EANx Instructor)

10월 말경 미국에서 열리는 DEMA

크레이션 다이빙 및 테크니컬 다이빙의

- 김희명(EANx Instructor)

Show에 본부 및 IANTD KOREA 강사님

- DEMA Show 참관 및 동굴다이빙 세미나

들과 참관할

모범이 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예정이며, DEMA Show가

끝나고 멕시코 일원에서 IANTD 회장인
IANTD 정기투어

톰 마운트가 진행하는

동굴다이빙 세

8월 27일 1박2일로 통영시 욕지도내에

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굴 다이빙에

위치한 해양대국(대표 이수한 강사)에서

관심이 있는 다이버 및 강사님들은 많은

정기투어를 진행하였다. 정기투어에 참가

참가 바란다.

하신 강사님은 임용한 강사, 조성호 강사
및 가족, 김기종 강사가족과 본부에서 김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www.
iantd.co.kr)에 공지할 예정이다.

IANTD KOREA 행사 안내
- 강사교육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IANTD 본
부에서 신규강사 교육 및 타 단체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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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EFR 강사

픽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다.

트레이너 코스를 지난 8월 30일 서울 올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어로

림픽 파크텔에서 한국 멤버 연락관이며

제작된 EFR 마케팅 툴 키트와 EFR 홍보

EFR 마스터 강사 트레이너인 영희 하니스

용 스탠딩 베너, 다양한 사이즈의 EFR 스

씨가 진행 하였다.

티커를 제작 지원하며 또한 맞춤형 프로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에 참가한 새

모션도 함께 진행 할 것이다.

로운 EFR 강사 트레이너들은 김문자, 박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PADI 아시아

준근, 이경수, 한인석, 김주하 트레이너이

퍼시픽 한국 지역 담당관인 김부경, 이메

며, EFR 마켓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유

일 또는 핸드폰 010-8561-0558로 연락

능한 EFR 강사 육성 및 적극적인 EFR 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PADI 아시아 퍼시

PADI 수색과 인양 스페셜티 워크샵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수색

1. 리프트 백
2. 핑거 스풀

과 인양 스페셜티 워크샵을 지난 8월 31

3. 로프

일 수요일 저녁 6시 30 분부터 서울 올림

4. 프레젠테이션 - USB

픽 파크텔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5. 워크샵 티 셔츠

번 워크샵 프로그램에 총 52명의 강사들
과 12명의 코스 디렉터들이 참가하여 성

PADI 아시아 이번 PADI 수색과 인양

황리에 진행 되었다. 워크샵 진행은 PADI

스페셜티 워크샵 진행 및 준비에 많은 도

아시아 퍼시픽의 영희 하니스씨가 진행하

움을 주신 PADI 다이브 센터 대표들과

였으며, 지난 번 PADI 수중 항법 워크샵

참가 하신 모든 멤버들께 감사드리며, 실

에 이어 연속성을 갖고 기획 진행하였다.

제 교육 코스에서 적용 또는 마케팅 을
위한 추가적인 어드바이스 또는 지원이

PADI 강사 시험 – 8월

참가자 전원에게는 실제 스페셜티 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영희 하니스, 김부

스에 필요한 이하의 준비물들을 지급하

경 또는 전화를 주면, 상황에 맞는 어드바

였다.

이스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섭, 구민상, 복희 장 (Rivera) 총 30명의

영, 김진관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

시험을 서울 잠실 종합 운동장 수영장과,

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

조와 도움을 주신 잠실 종합운동장 수영

강원도 문암 리조트에서 성산에 위치한

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씨가 담당하였다.

장의 윤재준 부장님과 문암 리조트 스탭

피닉스 아일랜드에서 8월 27~28일 양일
에 걸쳐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
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이번 강사 시험에는 이제출, 김지혜, 이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재욱, 오정근, 지준원, 백동구, 이정민, 이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영재, 이지수, 강인선, 최영국, 최영민, 이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재우, 백한성, 김대기, 박성규, 김정우, 유정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문, 유지영, 송유정, 장현주, 김미영, 최은

강정훈, 박금옥, 김시광, 정상우, 박현정, 김

영, 이광용, 문정일, 장성우, 정보환, 이경

용진, 주호민, 정회승, 김현찬, 김정미, 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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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SAI-KOREA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PSAI SIDE MOUNT 교재 2종 출시
(OPEN WATER / OVER HEAD )
PSAI에서 SIDE MOUNT Open Water
Environment 매뉴얼과 SIDE MOUNT
Over Head Environment의 2종이 2011
년 최신판으로 출시되었다. 책의 저자는
Edd Sorenson 과 James T Charles이며,
PSAI SIDE MOUNT ITE들이다. PSAIKOREA에서는 SIDE MOUNT Open
Water Environment 매뉴얼과 PPT는 한
글판 교재가 출시 준비 중이며, 2011년 11
월 7일~11일(5일) 미국 올랜도에서 있을
S I D E M O U N T O p e n Wa t e r
Environment, Over Head Environment
ITW을 기점으로 한글판 매뉴얼 및 세미
나를 11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실시되었다. 이번 하계 캠프에는 PSAI
KOREA가 후원을 하고 SCUBAWAY의 강
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만들어갔다.
PSAI Extream Team
PSAI Extream Team(PSAIKOREA 실
버 퍼실리티: 회장 구성란)에서는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 3회 “통일 염원 81.5m
다이빙” 행사를 실시하였다. 8월 14일부
터 기체 브랜딩, 팀원의 상호 작용, 다이빙

◆ 퍼실리티 소식 ◆

계획 및 안전요원의 활용 등 각 팀웍을 이
루어 울진 “두둔바위” 포인트에서 다이빙

Scubaway

을 진행하였으며 8월 15일 81.5m 다이빙

7월 27일~8월 16일까지 PSAIKOREA

에 모두 이상 없이 안전하게 다이빙이 진

Platinum 퍼실리티인 무어 해저 리조트

행되었다. 참가자는 이기호, 이병규, 구자

(대표: 홍정일)에서 진행되었던 하계 캠프

운, 김동윤, 정연석 탐사팀과 조창용, 이승

에 많은 강사 및 회원들이 참가하여 체험

현 70m지원팀, 이신학 60m 지원팀, 한생

다이빙을 비롯하여 NITROX, Twin Set,

호, 성낙훈, 유충근 회원님들이 육상 지원

TRIMIX 등 레크레이션 다이빙부터 테크

팀으로 수고를 하셨다. 제 4회 "통일 염원

니컬 다이빙까지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이

81.5m" 행사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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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해적

◆ PSAIKOREA 공고 ◆
PSAI FULL CAVE 교육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울산 다이빙 센터

PSAIKOREA 골드 퍼실리티 행복한 해

(대표: 최상진)에서는 울산과학대학 사회

적(대표 김삼규)에서 실시하는 “제 6회 동

체육학과 스킨스쿠버 수업을 실시하였다.

해시 전국 수중 경관 사진 촬영 대회”가

200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2년간 진

사진 및 비디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

행하여 왔으며, 이번 수업과정은 60명이

다.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 바란다.

이론교육부터 풀장교육, 해양숙달 과정까

•일시 : 2010년 9월 23일 ~ 10월 3일 (11일간)

•일시 : 2011년 9월 19일 ~ 26일(8일간)

지 4개월간의 정규과정을 모두 이수하였

•장소 : 동해시 연안 일원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우도

PSAI KOREA에서 FULL CAVE (강사:
성낙훈)교육을 진행한다.

다. 전공과목으로 이루어진 수업과목으로

•교육내용 : CAVERN, INTRO TO CAVE,

서 많은 시간을 이론과 다양한 풀장 스킬

APPRENTICE CAVE, FULL CAVE DIVER
COURSE

교육을 확보함으로서 해양숙달은 다양한

•참가자격 : PSAI Advanced NITROX 이상

체험과 실습으로 PSAI 교육철학에 부응

또는 동등한 자격.

한 시간이었다.

PSAI SIDE MOUNT(Open WATER
Environmemt 과 Over Head
Environmemt ) ITW 개최
미국 올랜드에서 개최되는 DEMA 쇼 기간
중 PSA I 전세계 회의와 PSA I SIDE
MOUNT(Open WATER Environmemt과
Over Head Environmemt ) ITW을 개최한다.
•일시 : 2011년 11월 7일 ~ 11일(5일간)
•장소 : 미국 플로리다

BIDS CLUB

•참가 자격 : PSAI IT 이상/ PSAI SIDE
•M OUNT( Over Head Environment )는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비즈클럽(대표: 이
호우)에서 2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여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CAVE 강사 이상
•문의 : PSAIKOREA HQ

투어 및 교육 등 회원들의 이동에 있어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신규 강사

비즈클럽에서는 미니버스를 자체운영 뿐

유우상 IT-1045 Crossover / ITQC - 성낙훈 ITE

만 아니라 버스를 필요로 하는 다이빙 샵,

이남훈 I-1042 Crossover / ITQC - 성낙훈 ITE

동호회 등에 대여 서비스(기사 포함)도 할

유광석 I-1046 Crossover / ITQC - 성낙훈 ITE

계획이다. 문의: 010-9378-1182

홍성표 I-1058 IQC - 성낙훈 ITE

한다.

윤제식 I-1059 IQC - 성낙훈 ITE

•1차 갱신 기간: 201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박상용 I-1060 Crossover / ITQC - 성낙훈 ITE

•갱신 대상: 2011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

전태영 I-1064 Crossover / ITQC - 성낙훈 ITE

받은 모든 다이브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PSAI 2012 강사 & 트레이너 갱신
2012년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을 공지

남효천 DM-1038 - 이 용범 MI

•갱신 방법: 홈페이지 참조

이상업 DM-1039 - 이 용범 MI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KOREA 본부로 문

이병웅 DM-1063 - 한달현 IT

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김태수 DM-1062 - 한달현 IT

•문의: PSAIKOREA 02-817-4190

민명진 DM-1061 - 한달현 IT

www.psaikorea.com
www.psaikoreahq@gmail.com

신규 퍼실리티
해원 다이브 리조트(대표 : 박상용)
블루스타 리조트(대표 : 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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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인터내셔널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제2회 제주 국제스쿠버다이빙축제

■시상식 및 연회

• 일시 : 2011년 10월 22일 19:00부터 21:00까지
SDD 인터내셔널에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국내
및 해외다이버에게 홍보하고, 스포츠 제전을 통하여 다이버의

• 장소 : 서귀포 썬비치호텔 에메랄드 홀
• 내용 : 시상식 및 연회

저변확대를 비롯하여 스쿠버다이빙 활성에 힘쓰고자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제주국제스쿠버다이빙 대회”를 개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지” 선정 홍보를 위한 수중사진전시회

한다.

• 일시 : 2011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 장소 : 제주 국제공항

행사 목적

Master Instructor Workshop
• 제주의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국내 및 전 세계에 홍보
•	스포츠 제전을 통한 수중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에 기여

SDD 인터내셔널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Master
Instructor Workshop을 실시한다. SDD Master Instructor는

• 한국 스쿠버다이빙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

SDD의 네 번째 멤버십 레벨로 어드밴스드와 마스터 다이버 그

• 제주 다이빙 산업의 활성화

리고 각종 스페셜티 교육과 레스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주 수중 생태계 보호 및 해양 연구 발전에 이바지

교육 기간은 해양 실습 포함하여 5일 과정이다.
• 일시 : 2011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교육일자 변경 가능)

행사내용

• 장소 : 서울, 속초
• 자격 : SDD 강사

■제2회 제주 수중사진촬영대회

• 교육비 : 1,000,000원

• 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 ~ 23일(일) 3일간

• 문의 : SDD 사무국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일대
• 참가부문 : 광각, 접사
• 참가자격 : DSLR, 컴팩트 카메라

SDD 강사양성과정 개최
(Instructor Training Course)

• 참가비 : 100,000원
• 시상 : 대상(1명) - 2,000,000원, 금, 은, 동 각 2명씩 시상

SDD International에서는 우리나라 스쿠바 다이빙계를 함께
이끌어나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강사 양성 교육

■제2회 스노클링 대회

• 일시 : 2011년 10월 22일(토) 09:00부터

을 개최한다.
SDD International은 최고의 안전과 다이빙 교육을 목표로 지

• 장소 : 서귀포 항내 행사장

난 2000년 11월에 설립된 단체로 멤버들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	내용 : 마스크, 스노클, 핀, 슈트(웨이트 미 착용)를 착용한 상

지향하는 한국 단체이다.

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핀 킥으로 300m 수면 유영

• 일시 : 2011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 참가자격 :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모두

• 장소 : 서울, 강릉

• 참가비 : 없음.

• 문의 : SDD 사무국 ☎ (031) 708-6967

• 참가부문 : 남성부, 여성부
•	상품 : 각 부문 1등, 2듣, 3등 시상, 상품 미정, 참가자 전원에
게 다양한 상품과 기념품 제공
■스쿠버다이빙

• 일시 : 2011년 10월 22일(금) ~ 23일(일), 추가 가능
• 장소 : 서귀포 일원
• 내용 : 섬 비치 4회 다이빙(기본), 추가 가능,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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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실시 사항
이러닝(E-learning) 과정 추가 개설

가하는 해외 거주 강사들을 위해 해외에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체로 적절하고 안전

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센터 개설

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다. 이번 과정은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

SDI/TDI/ERDI는 세계 최초로 이러닝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조트, 사방비치의

하고 이승희 트레이너, 김동경 강사, 김종

(E-learn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이어 8월 22일, 필리

완 강사가 참가하였다.

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스쿠

핀 세부에 신규 서비스센터를 개설하였다.

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세부 인근 지역

SDI/TDI 강사 과정

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소속 강사들은

SDI/TDI KOREA에서는 2011년 5~8월

해당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현지에서 즉시

필리핀과 국내 각 지역에서 김광호, 박명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덕, 윤병철, 이주언, 임희수, 전대헌, 정무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

용, 정준연, 하상훈 트레이너, 본부 주관으

비스를 한국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로 SDI/TDI 강사 과정 및 크로스오버 과

되었다.

정을 실시하였다.

추후 지속적으로 신규 해외 서비스센

이러닝(E-learning) 과정

터를 증설함으로써 한국인 강사가 해외

◎ 강사 과정 (가나다순)

어디에서 활동하더라고 신속하고 편안한

강대우, 권성기, 권순서, 김동수, 김성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완, 김주영, 김준욱, 김지솔, 김태훈,
박기열, 박동언, 서재우, 서주홍, 성우현,

SDI/TDI/ERDIKOREA 세부 서비스센터

양진오, 오선아, 윤건탁, 이대원, 이재훈,

초로 개설된 한글 이러닝(E-learning) 오

제임스 다이버 센터(정준연 강사 트레이너)

전주현, 정홍근, 추경훈

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이어 TDI 나이트록

인터넷 전화: 070-7529-5955

스 다이버 과정과 SDI 스페셜티 과정 –

휴대폰: +63-917-634-5663

◎ 크로스오버

보트, 대심도, 야간/불량시야, 수중길찾기,

이메일: jamesscuba@hanmail.net

권경혁(세부 니모다이브), 양경진(세부 써니

CPROX1stAED - 을 추가로 개발하여 홈

주소: PSI Baybayon Datag Maribago,

다이버스), 윤태희(세부 PSI), 이종문(세부

SDI/TDI/ERDI KOREA에서는 한국 최

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하기로 하였

Lapu-Lapu City, Cebu

오션플레이어), 최성기(서울 아띠다이브)

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은 물론 강습을 실시하는 다이빙 강

TDI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

사에게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

TDI KOREA에서는 8월 24일(수)부터 26

줌으로써 다이빙 인구 확산에 기여할 것이

일(금)까지 필리핀 세부 포비다이버스(한길

라고 생각한다. http://www.tdisdi.co.kr/

형)에서 ERD(55M) 과정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SDI/TDI 강사가 되신 분들 모
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좋은 활동 기대할
것이다.

■예정 사항

E-learn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RD 과정

세부 서비스센터 개설
SDI/TDI/SDI KOREA에서는 꾸준히 증

세부 서비스센터의 정준연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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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5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수심에
서 공기와 나이트록스 그리고 산소 등의

TDI Extended Range Diving 과정 교육 중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필리핀)
TDI KOREA에서는 2011년 9월 25일

T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일)부터 10월 2일(일)까지 필리핀 사방에

- 10/1(토): 트라이믹스 101 축제

서 트라이믹스 과정과 어드밴스드 트라이

- 10/2(일): 필리핀->인천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2
일부터 5일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되

믹스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DEMA Show 참관

◎ 행사 장소

는 DEMA SHOW에 참관한다. DEMA는

-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Diving Equipment & Marketing

수심 100미터 내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

함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 트라이믹스 과정을 포함하는 권장 일

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나이트록스 그리고/또는 산소 혼합기체를

정은 9월 25일 출발하는 어드밴스트 트라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

감압용 기체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

이믹스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시회 중의 하나이다. SDI/TDI/ERDI

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트라이믹스 101 축제 개최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가하
◎ 행사 비용

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

이 행사는 정해진 참가비용이 없다. 행사

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국내/외에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선도적

당일 다이빙만 한 곳에 모여 실시하게 되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으로 보급해 온 TDI KOREA에서는 2009

며, 일정 간 항공/숙박/다이빙 등 모든 예

년부터 ‘트라이믹스 101’ 축제를 개최하고

약과 비용 지불 등은 각 팀 별로 이루어

있다.

진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10월 11
일(화)부터 18일(화)까지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SDI/TDI/ERDI
에서는 국내에서 매년 1회 강사 트레이너

2010 DEMA Show 참관단

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 트라이믹스 101 축제 참가자들

SDI TDI 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트라이믹스 101 행사는 10월 1일 10시

동굴 스페셜티 과정 – 미국 플로리다
국내 동굴 다이빙 보급에 앞장서고 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는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6

1분에 수심 101미터로 다이빙하는 트라이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풀케

믹스 다이빙 축제이다. 이 축제를 통하여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이브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스쿠터(DPV)

테크니컬 다이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

및 스테이지(Stages) 동굴 다이빙 스페셜

트라이믹스 심해 다이빙을 널리 소개하고

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티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확보한 기술력을 보급함

특히 해외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으로써 트라이믹스 테크니컬 다이빙을 대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중화하고자 한다.

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

101미터 다이빙은 어드밴스트 트라이믹
스 다이버 이상만 할 수 있다. 물론, 참가

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하고 있다.

자 전원이 반드시 101미터 다이빙을 해야

다이빙 교육을 선도하는 SDI/TDI/

하는 건 아니다. 각 팀 별로 그 동안 인증

ERDI의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관심 있는

된(숙달된) 다이빙 - 일반 Fun 다이빙부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터 감압절차, ERD 다이빙 등 - 을 즐기면

DPV 동굴 다이빙 스페셜티 – 미국 플로리다

서 이 역사적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 권장 일정 (트라이믹스 과정 미 포함)

- 9/28(수): 인천->필리핀
- 9/29(목): 장비 준비, Check Diving
- 9/30(금): 인증된 등급(수심)에서의 훈
련 다이빙

2010년 강사 트레이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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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불루노션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2012 딜러 / 다이브 프로 갱신 안내
SSI KOREA에서는 다가오는 2012년 각 딜러, 다이브콘, 인스

적,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SSI 교육시
스템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트럭터, IT/IC의 등록 및 갱신을 실시한다. 새로운 등록 및 갱신
서류는 각 딜러를 기준으로 11월 10일 일괄 우편으로 송부되며,

다이브리더바인더개정

소속딜러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 및 갱신은 SSI

기존의 다이브콘, 오픈워터 인스트럭

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에는 차등

터 메뉴얼 바인더가 보다 더 실용적인

금액이 부과 된다. 또한 모든 서류는 본인과 대표자의 서명이 필

디자인과 재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

히 첨부되어야 한다.

었다. 바인더는 방수재질과 지퍼로 잠글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수납공간을 넉넉

※ 각 갱신서류와 비용이 입금되어야 갱신이 완료되며, 각 딜
러는 해당 기일까지 갱신서류를 발송해주기 바란다.
– 갱신기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만들어 기존의 내용물이 쏟아지는 큰 불편함을 해소하였
다. 다이브콘 메뉴얼은 현재 9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오픈
워터 인스트럭터 바인더는 12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본부로 문의 바란다.

★ 2011년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인액티브로 등록한 다이브
리더 또는 신규 딜러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본부로 문의하기 바

SSI 신규 다이빙풀 안내

란다. 또한 2011년 12월 말까지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포프라자가 SSI 신규 딜러로

갱신한 프로를 대상으로 SSI 레쉬

등록하였다. 포프라자는 수중 촬영 전문 시설로 연중 28~30도

가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은

를 유지하는 다이빙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중조명 렌탈 및 각

본부 사정으로 변경 가능함) 자세

종 수중촬영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갖춘 시설을 자랑한다. 교육

한 문의는 소속 딜러 또는 본부로

과정은 SSI 다이버부터 다이브 프로 과정까지를 교육한다.

연락 바란다.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688-7 포프라자
- 책임강사 : 이기훈 트레이너

폴로티셔츠재출시(강사용, 다이버용)
지난 5월 새로운 로고로 출시되었던 SSI 폴로 티셔츠가 많은

- 전화 : 010-3350-0973
- 홈페이지 : www.fourplaza.com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사용 티셔츠와 다이버용으로 구분되
어 재출시 되었다. 사이즈는 S부터 3XL까지, 색상은 검정색과 곤
색 두 가지로 제작되었다. 구입 문의는 각 딜러를 통해 요청 주시
기 바라며, 딜러 및 강사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바란다.

고도부력, 파도 조석 & 해류 강사 매뉴얼
오랜 기간 번역 작업을 거쳐 이번 9월 드
디어 SSI의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과정 –

SSI 신규 센터 안내

고도부력과 파도 조석 & 해류 강사 매뉴얼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스쿠바텍이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

(한국어버전)이 출시되었다. 이번 교재들은

다. 스쿠바텍은 이상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이빙장비 수업업

기존의 스페셜티 교재들보다 더욱 과학적

체로, 레크레이션과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취급한다. 또한 드

인 접근으로, 다이빙 교육 시 보다 더 체계

라이 슈트 전문 브랜드인 산티(SANTI)와 미국 내 슈트 판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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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다투는 핸더슨(Henderson)의 한국 공식수입원이기도 하다. 교
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6-2 청일 베르네 빌딩 지하1층 3호
- 대표 : 이상준
- 전화 : 02-6080-4901
- 홈페이지 : www.scubatec.co.kr

SSI 신규 대학 안내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에 위치한 동서대학교가 SSI 대학교 퍼실리
티로 등록하였다. 동서대학교 레포츠 과학부 교수인 SSI 소 훈 트레이
너가 재직 중이며, 교육과정은 다이버 과정부터 다이브 프로 과정까
지 교육한다.
-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 책임교수 : 소 훈 트레이너
- 전화 : 011-834-1982

SSI 신규 센터 안내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스쿠버 컬리지가 SSI 신규딜러로
등록하였다. 스쿠버 컬리지는 김문겸 트레이너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다이브 프로 전문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부터 다이브 프
로 과정까지를 교육한다.
-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55-10번지 1층
- 책임강사 : 김문겸 트레이너
- 전화 : 011-9730-4070
- 홈페이지 : www.lovescuba.co.kr

SSI 신규 센터안내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사)발달장애운동능력개발협회-Let’s
Go Together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이곳은 이성복 트레이너
가 운영하는 다이브 프로 전문 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부터 다이브 프로 과정까지를 교육한다.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4-6 2층
- 대표 : 이성복
- 전화 : 010-4543-0724
- 홈페이지 : www.letsgotogether.org

SSI 신규 리조트 안내
필리핀 막탄 섬에 위치한 세부블루드림이 SSI 신규 리조트로 등록
하였다. 세부블루드림은 장국삼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전문교육센터이며, 호핑과 체험 다이
빙 및 펀다이빙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과정을 교육한다.
- 주소 :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engano mactan cebu
city
- 대표 : 장국삼
- 전화 : 63-916-792-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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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17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8월 13~14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1년 7월 16~18일 본부에서

2011년 8월 13일~14일 양평에 위치한 양평 용문 다이빙 풀과

이신우 담당관의 주관으로 인스트

해원 다이브 리조트(대표:박상용)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

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

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씨

다. 이번 교육에는 김문겸, 소 훈, 이

앤씨인터내셔널(전윤식 평가관)에서 이영철 후보생이,

성복, 문희수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

X-SCUBA(강광순 트레이너)에서 한성식, 최영철, 강요한 후보생

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

이 바다의 꿈(이기훈 트레이너)에서 이진현, 박진수, 손호진 후보

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생이 참가하였다. SSI 코리아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
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양평 용문

7월 1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다이빙 풀과 해원 다이브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SSI 코리아에서는 2011년 7월 19일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SSI COLLEGE(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대표:김태훈)에서 김태훈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클럽 제이(김정철 트레이너)에서 김영진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에 감
사의 말을 전한다.

8월 7일 트레이너 세미나 실시
2011년 8월 7일~13일 부산에서 이신우 지역 담당관의 주관으
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김문겸,
소 훈, 이성복, 문희
수 트레이너가 참가
하였다. SSI 코리아
에서는 스쿠버 다이
빙을 선도하고 안전
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

7월 2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수를 보낸다.

SSI 코리아에서는 2011년 7월 29일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 월드컵 다이빙 풀장(대표:김동주)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
는 수중탐험대(김동주 트레이너)에서 주희철 후보생이 참가하였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8월 1일	플렉스 스킨 스쿠버 클럽 박진석 인스트럭터 주관 김

SSI 프로에게 박수

성일, 최대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를 보낸다. 이번 평

•8월 7일	DIVE COLLEGE 이우빈 인스트럭터 주관 강세진, 송

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
조와 도움을 준 수
원 월드컵 다이빙
풀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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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28일	J-DIVER 김양훈 인스트럭터 주관 양철수 다이브콘
트롤 스페셜리스트
•9월 3일	DIVE COLLEGE 이화향 트레이너 주관 박영민 다이
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SEI KOREA/YSCUBA
본 란의 기사순서는 교육단체 우열성 평가와 관계가 없음.

2012년 맴버 리뉴얼 등록 시행

STX 엔진 백상어클럽 전남거문도 투어

SEI KOREA에서는 2012년 맴버 리뉴얼 등록을 11월1일부터

SEI & YSCUBA 정세홍 강사가 리드하는 STX 백상어클럽은

12월30일까지 시행합니다. 특히 기간별 갱신 등록에 따라 비용

지난8월22일부터 24일까지지 전라남도 거문도 투어를 진행하였

이 차별화 되며 모든 맴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스쿠버 등백을

다. 20여명의 사내 동호인 클럽은 남해일대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지도자 게시판을 참조하십

탐험하며 국내외의 정기 투어를 운영한다.

시오.
SEI KOREA/YMCA 강사트레이너 양성 학교 개최
SEI KOREA에서는 10월8일부터 23일까지, 지난 자랑스러운
50년 역사의 YSCUBA 프로그램을 계승하여 2012년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아갈 SCUBA EDUCATORS INTERNATIONAL 강사
트레이너(SEI-ITTC) 양성 학교를 개최한다. SEI KOREA는 2010
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강사트레이너 양성학교”를 개최하
고 있으며 국제 SEI 강사트레이너는 강사양성과정(ITC)을 독립적
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SEI 풀페이스마스크 &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세미나 개최
SEI KOREA에서는 10월29일~30일, 1박2일 동안 풀페이스마
스크 &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자는
마스터다이버 및 지도자 다이버 이상이다. 이후 2차 세미나를
통하여 해양실습을 진행하며 스페셜티 인증발급도 진행된다.

부산YMCA 29기 & 동주대 응급구조과 인명구조요원 양성 강습회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 부산YMCA에서는 9월4일부터 문
화관광부, 해양경찰청 법령인증 자격과정인 인명구조요원 자격

창원 봉림고등학교 스쿠버 동아리 창단기념 해양투어
SEI 경남교육원(IT.김덕근)에서는 4월1일, 창원 봉림고등학교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제29기 인명구조요원과정 23명과 동주대
학 응급구조과 35명, 연수강사과정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쿠버 동아리를 창단하였다. 지난 6
개월 동안 오픈워터다이버 과정을 통하여 수영장 교육, 해양실
습, 해양환경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방과 후
활동의 장을 펼치고 있다. 9월17일은 학부모님들과 남해 두미도
마린리조트(대표:최길동 강사)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하반기 해
양 투어를 진행하였다.

다이버 안전을 위한 2011 뉴가이드라인 BLS 과정
61-62차 강습회 개최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가정이나 길거리에서의 갑
작스런 사고 또는 수상 및 잠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
환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정지가 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제57,58차
BLS(Basic Life Support : 기본 인명구조술) 상설 무료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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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
- 일정 : 61차 2011년 9월28일, 62차 10월19일
- 내용 : 2011 뉴가이드라인 BLS, 기본인명구조술
- 후원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한국YMCA 2011 실무자대회 개최
한국YMCA는 2년마다 개최되는 '2011년 한국YMCA 실무자대
회'가 8월 25일(목)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 함지골청소
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다. 40여 시청년회에서 230여명의 간사,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스킨스쿠버 강사과정 & 인명구조요원 과정 강습회
YSCUBA / SEI KOREA
집중반

10.17(월)-26(수)

강사강습회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
9/4- 12/4

부산YMCA

(주말반)

051)440-3332

(I.T.C)
주말반 10.15(토)-11.20(일)
교환강습회

10/15-11/13

서울YMCA
02)735-4612

지역별 수시접수

바로 잡습니다.
2011년 7/8월호에서 고성 교암리조트 김상준 대표를
손상돈 대표(010-8730-9095)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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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SDM’s all past issues

지난호 내용
본지는 ’87년 9/10월호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여행정보, 다이빙 이론, 잠수의학, 수중사진교실, 해양생물지식, 실수다큐멘터리 현상공모작, 다이빙
장비 등의 정보들은 단행본으로 엮어 놓아도 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개되는
다이빙계의 뉴스는 다이빙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거나 숍을 오픈하는 등
다이빙계의 프로페셔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ww.scuba-diver.net에서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최근
몇년간의 과월호 목차만 게재합니다. 본지 과월호는 통신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애용바랍니다.
(Tel : 02-568-2402)

제 132 호(2009년 7/8월호)
1.	사설·테크니컬 다이빙의 가치와 미래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수중동영
상 호별공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오매
일여·제1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중사진촬영대회·제12회 CMAS 세계수중
사진촬영대회참가기·포프라자 수중모델 촬
영대회
3.	해양생물·고래에 관해 좀 알아 본다면·한
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3회)·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17회)
4.	테크니컬 다이빙·다이빙파크 리조트에서 진
행된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코스
5.	국내 리조트 소개·나곡수중 멍게칼국수 특
허·아쿠아벨리조트·구룡포스쿠바리조트·
문희수잠수교실 감포리조트·통영오션블루·
베스트 스쿠바 리조트·사량도해양리조트·
돌핀스쿠바리조트
6.	해외다이빙·모알보알 다이빙 포인트 소개
7. 국내다이빙·외돌개 대형 암반 포인트를 가다
8.	스쿠바장비 시장·수입업체들의 장비보증
A/S 실태 현황
9.	다이빙 비지니스·대구지역 다이빙숍들의 현
황과 도전·다이브 자이언트와 G텍·부산이
지다이빙 한국해양대 풀 운영·블루노션과
SSI 코리아 새로운 도약 준비
10.	홍지욱변호사 칼럼·스쿠바다이버의 수상레
저기구 사용시 구명조끼 착용문제
11. 강영천박사 칼럼·Q&A 잠수의학
12.	DAN 칼럼·다이버 실종 표류 사고들의 분석
과 대책
13.	강사코너·스쿠바다이빙 트레이닝 길잡이레스큐 다이버 코스·보트전복사고의 경험·
김혜진 강사의 전국 리조트 깨기-제주다이
브리조트 편·장학생 강사 과정 참가기·비
상상승의 요령
14.	독자코너·두번째 제주 다이빙·로이의 좌충
우돌 호주 방랑기 4·수중사진단상·해양실
습을 다녀와서
15. 장비 소개·파티마 스마트 Ⅱ
16.	Diving Society News·우정사/오션챌린져
신제품입고, 홈페이지리뉴얼·마레스 60주
년, 카본 옥토퍼스 출고·파티마신제품
SB900, 580EX2 하우징, 홍상어 실사 테스
트 참여·인터오션신상품 ·SSI뉴스; 2009
마스터 다이버 챌린지, 블루노션 조직 개편
안내, 트레이너평가관 업데이트, 본부 이전
및 신규 직원, 경동대 수업지원, 신규 메트리
얼 출시·IANTD; 어드밴스드 EAN/트라이믹
스 교육, 재호흡기 트레이너 업데이트·SDI/
T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재호흡기 트라이믹
스 과정, 장학생 3기 과정, 감압절차-트라이
믹스 과정·BSAC; ITC, 최경식 강사기초과
정, 서민욱 트레이너 워크숍·한국 NAUI 가
거도 팸투어·SDD; 바다의날 수중정화, 수중
사진스페셜티 및 강사과정, DAN 산소제공
자 및 강사교육, ITC 개최·PSAI; 마취관리
페스티벌, 환경의날 수중정화, 애틀란타
IQC, 한글교재 출시·PADI; 강사 시험, 멤버
펀 다이빙, 위험 관리 및 DSAT 포럼·NB 다
이버스 강사개발과정, 우수 강사 개발센터상
수상·고다이빙 강사교육 및 시험, DSAT 텍
다이버 및 강사교육, EAN 강사교육, 추암비
치 수중정화·마린마스터 강사교육·GUE 각
종 코스 개최·CMAS 강사교육, 김억수 세계
촬영대회 종합3위·Y스쿠바, 수상인명구조원
크로스오브, 인명구조원 양성, 수상수중안
전포스터 보급, 해양소녀소년단 해군방문·
삼원휴스포 다이빙풀 오픈·장한 더 씨 위딘
출판기념회, 갑각류 체험학습 길잡이 출판,

278

Scuba Diver

한양대 다이빙클럽 40주년 기념행사 발대식

제 133 호(2009년 9/10월호)

1.	사설·지구온난화, 그 즐거운 공상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수중동영
상 호별공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마크
로 예찬·장한박사 수중사진집 The Sea
Within 발간
3.	국내 리조트 소개·방2 다이버스와 문섬 다
이빙·굿다이버리조트와 가린여, 기차바위
다이빙·마린하우스와 범섬 다이빙·스쿠바
라이프리조트와 성산포 다이빙
4.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4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18회)
5.	테크니컬 다이빙·KUE 탐사대의 대심도 사
이트 발굴 캠페인·TDI 제주 테크니컬 과정
참가기·GUE DPV 교육
6.	해외다이빙·불꽃여자 JY의 코모도 다이빙
여행기·모알보알 다이빙 포인트 소개
7.	국내다이빙·가린여 쏠배감펭 포인트를 가다
8.	업체 탐방·우정사 오션챌린져 타바타 수영
용품 브랜드 뷰 런칭·걸스포츠 매장 확장
이전·서해수중 사옥 신축
9.	홍지욱변호사 칼럼·수산동식물 채취 행위
의 수산업법 위반 여부
10.강영천박사 칼럼·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에코 다이빙을 다녀와서·다이버
의 마음까지 그리는 강사·김혜진 강사의 전
국 리조트 깨기-킹스포츠 문암리조트 편·
필리핀 TDI 트라이믹스 과정 참가기·수중에
서의 스쿠바장비 탈착
12.	독자코너·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방랑기 5·
통일염원 81.5m 투어 후기
13. 장비 소개·D90 파티마 하우징 사용기
14.	사고로부터의 교훈·강사의 자격미달로 위험
에 처한 다이버들
15.	Diving Society News·기획재정부 스쿠바
다이빙 활성화 방안 발표·스쿠바프로
A700, 씨윙노바 입고, 장비 리페어 세미나,
홍보 CD 공급·인터오션 보상판매 공고·파
티마 PL-2700, PL-900 라이트·NAUI 군산
무녀도 수중정화활동·PSAI; IT 세미나, 통일
염원 81.5m 다이빙, 한글교재 출시·롯데크
리스탈 여름 빅 투어·SDD; 대한민국의 바다
수중사진전, ITC 개최·SSI; 강영천, 이신우
이명섭, 고대훈, 고영식, 류재청, 유병선, 정
준상 강사교육·IANTD; 여름 캠프, ISBN 적
용 교재 출간, 개정 오픈워터 파워포인트 번
역, 이원교 강사교육, 김정숙 IDP·BSAC;
101차, 102차 ITC, 콤바인드 텍 과정, 사법연
수생 단체 교육, 강사용 티셔츠 출시, 제주
다이브 신규센터 등록·TDI/SDI/ERDI;
ERD-트라이믹스 과정, 본부사무실 이전,
수중 스쿠터 스페셜티 과정, 재호흡기 나이
트록스 과정, 나이트록스 매뉴얼 개정판, 에
코 다이빙 스페셜티·PADI; 강사시험, EFR
트레이너 코스, 레스큐 워크숍, 코스디렉터
환영모임, 씨월드 리조트 IDC·고다이빙; 강
사교육 및 시험, 제주 하계 세미나, 문학인과
친선교류·마린마스터 강사교육·엔비 다이
버스 강사교육·KUE; 탐사대 출범식, GUE
DPV 1 과정·CMAS 강사교육과정·수중과
학회 하계 세미나·Y스쿠바 SEI 한국본부로
새출발, 매뉴얼 출시, 교원 직무연수, Y잠수
클럽 동해 나 들이, 야 영지도 교 사 연
수·DEPC; 수중사진 다이빙 여행, 해파리
모니터링 브루슈어 제작 배포, DEPC 어류
도감 서점배포·김동주 한국문화관광 서비
스 대상 수상·IDIC; 다이빙 사이언스 커미티
활동 계획, 어린이 스쿠바 이벤트, 프로 강사
업데이트, 어드밴스드 매뉴얼·38 마린 리조

트 강영천 박사 잠수의학 세미나

제 134 호(2009년 11/12월호)
1.	사설·과학자와 화가의 만남, SACO를 제
안함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수중동영
상 호별공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가오
다시
3.	해양생물·해파리 훑어보기·한국어류세밀
화총도감 (제15회)·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19회)
4.	국내 리조트 소개·제주다이브와 중뢰·울릉
도 현포의 딥블루 다이브 리조트
5.	다이빙 아티스트·바다와 산의 화가 조광현
6.	테크니컬 다이빙·범섬 탐사 다이빙·TDI 트
라이믹스 101 축제
7.	다이빙 축제·제6회 SDD 제주스쿠바다이빙
축제·울진군과 함께 하는 PADI 다이빙 축제
8.	국내다이빙·섶섬 에덴의 동쪽 포인트를 가
다
9.	해외다이빙·필리핀 사방비치의 마린 스쿠바
까페·DEPC 발리 수중사진 여행·마레스 프
로숍 팔라우 투어기
10.장비 특집·2009~2010 드라이슈트 시장
11.	홍지욱변호사 칼럼·스쿠바다이버의 수산동
식물 포획, 채취 허용 여부
12.	잠수의학·강영천박사 칼럼 / Q&A 잠수의
학·DAN 칼럼 / 무시해서 안되는 다이빙 후
증상들·수중 및 고압의학의 시작 역사
13.	다이빙 교실·수중시야와 그것에 대해 알아
야 할 것들
14.	강사코너·김혜진 강사의 전국 리조트 깨
기-삼척 해양캠프·다이빙 도중 스쿠바 탱
크가 빠졌을 때의 대책
15.	독자코너·환도상어를 찾아 말라파스쿠아
로·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방랑기 6·창원공
단 기업체 동호회들의 합동 수중정화 활동
16.	사고로부터의 교훈·실제 안전 사고로 나타
난 장비관리 소홀
17.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60주년 기념
및 2009 디스트리뷰터 미팅·2009 DEMA
쇼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참관·듀이 드라이
슈트 세미나·DEPC 수중사진여행·SDI/TDI
뉴스; 트라이믹스 101 축제, 강사 트레이너
과정, 동굴 다이빙 사이드 마운트 과정,
DEMA 쇼 참관, 에코 다이빙 스페셜티, 어드
밴스드 트라이믹스 개정판·PSAI 뉴스; IT,
강사 세미나, 트라이믹스 레벨 I, II 교육, 신규
죠재 3종 출시·SDD 뉴스; 제주 스쿠바 다
이빙 축제·IANTD 뉴스; 트라이믹스 강습,
강사교육 평가, 데마쇼 참관, 신상품·SSI 뉴
스; 김동주 트레이너 ITC 및 평가, 이신우 강
사 크로스 오버 교육, 강사 평가 및 트레이
너 과정, TXR 트레이너 크로스오버·박재석
ITC 및 평가, 영덕 강사 평가 과정·BSAC 뉴
스; 정규 강사과정, 트라이믹스 교육·IDIC
뉴스; 이인환 CD 인증, 패밀리 데이, 프로강
사 업데이트 세미나, 신제품·CMAS 뉴스;
강사교육, 장비전문가 강사과정, 구조잠수
강사 과정,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수색인양
강사 과정·Y스쿠바; Y잠수클럽 연합투어, 멤
버 레쉬가드 & 슈트 제공·PADI 뉴스; 강사
시험,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딥다이버 스
페셜티 강사 워크숍, NB 다이버스 강사과정,
마린마스터 강사과정, KUE 탐사, GUE 펀드
멘털 과정

제 135 호(2010년 1/2월호)
1.	사설·테크니컬 다이빙 사고를 어떻게 볼 것
인가

2.	수중사진·제19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입상
작품 발표·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디지털
유감!·좌동진씨 환경사진공모전 대상 수상
3.	해양생물·바이오 프로스펙팅이란 무엇인
가?·도루묵 생태 조사·한국어류세밀화총도
감 (제16회)·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0회)
4.	해외다이빙·북극권의 인디언 섬머 다이빙·
사이판 헤븐Ⅱ 리조트 다이빙·모알보알의
고래상어 ·수중사진가의 발리 여행·초보
다이버의 해외 다이빙 투어 즐기기
5.	테크니컬 다이빙·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과정·재호흡기 다이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DAN 칼럼/스포츠 다이버를 위한 테
크니컬 다이빙 소개
6.	신제품 소개·칼라 다이브 컴퓨터 아이콘
HD·파티마 신제품 PDCH-G11하우징·포세
이돈 디스커버리 MK6 재호흡기
7.	업체 소개·삼원 휴스포 다이빙풀 개업
8. 국내다이빙·에덴의 서쪽 포인트를 가다
9.	잠수의학·강영천박사 칼럼/Q&A 잠수의학·
수중 재압과 챔버 재압
10.	홍지욱변호사 칼럼·피교육자의 고혈압 증상
과 관련된 강사의 책임에 관한 판결
11.	강사 코너·초보 다이버를 발전시키는 3단계
학습 분야·비치다이빙에서의 베이스캠프
12.	캠페인·스쿠바 강사 한지수 씨 구명운동·
국제연안 정화의 날
13.	사고로부터의 교훈·음주 다이빙은 자살행위
14.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리페어 랩 세
미나 실시, 전문점 세미나 개최, 콜트리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마린뱅크 신제품 세미
나·BSAC 뉴스; 송년회, 수중사진공모전, 기
념달력 배부, ITC·SSI 뉴스; 송년의 밤 행사,
김동주 트레이너 ITC, 이명섭 평가관 ITC, 강
릉 폴리텍 ITC, 마스터 다이버 챌린지, 트레
이너 세미나·SDI/TDI 뉴스; 송년의 밤, 트레
이너 전략 미팅, 매뉴얼 출시, SDI 강사과정,
홈페이지 개편·NAUI 뉴스; 송년의밤, 마스
터 다이브 및 응급처치 교재, 전주대 교
육·PSAI 뉴스; 트라이믹스 레벨 III 교육, 신
년회, 트레이너 세미나, 워크숍·IDIC 뉴스;
송년회, 김종철 대표 본부 방문, 신규리더,
플레티넘 ITS 센터·김억수 강사 사망·SSI
뉴스; 송년의 밤, 트레이너 워크숍, 강사교육
과정·남진수중 잠수기능사 대비 과정·PADI
뉴스; 강사시험, TM 다이브 송년모임, NB 다
이버스 송 년회, 마 린마스터 강사 교
육·IANTD 뉴스; 송년의 밤·제주수중사진
연구회 창단식·Y스쿠바 뉴스; 다이버 안압/
시신경 연구 참여, 수상인명구조원 강습회,
강사교육·서울대 수중탐사대 졸업생 모임
창립총회

제 136 호(2010년 3/4월호)
1. 사설·바다에서 훔쳐간 아바타
2.	수중사진·파티마배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좋은 사진의 비결
3.	해양생물·암초지대의 보석, 클라운피쉬와
아네모네·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7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1회)
4.	특집·2010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참가업체
소개
5.	해외다이빙·SDD 시밀란 수중사진 투어·인
도네시아 라자 암팟 다이빙·해외다이빙 여
행을 도와주는 팁
6.	테크니컬 다이빙·MK6 재호흡기 해양실습
7. 국내다이빙·서귀포 항 새섬 아치 포인트
8. 업체 탐방·타바타 이바라키 공장 탐방
9.	다이빙드라마·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10.	강사 코너·수면 스킬 가르치기·나침반 네비
게이션
11.	잠수물리·다이빙에서 산소가 나쁜 역할을
할때
12.	독자코너·벨기에 NEMO33에 가다·제2 인
생 출발 알리는 100회 다이빙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폐확장 상해 한차
원 더 높은 이해
14.	DAN 칼럼·BC가 일으키는 문제들의 분석
15.	다이빙 안전·다이빙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처
방법
16.	Diving Society News·제19회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수중사진 4인전 개최·마레
스 타우첸 델피노 상 3개 부분 수상, 네모
와이드 2차 업그레이드, 얼음밑 잠수 100m
신기록, SDAA 오션 어워드 수상·(주)하이
파-모비스 스노부드 장비 수입판매·우정
사/오션챌린져 일본 다이빙 테스티벌 참관·
탑스쿠바 장비 리페어 세미나, 스쿠바프로

테크니컬 워크숍·아쿠아렁 드라이슈트 업
체 화이트인수, 주마 BC 엑스프레스 핀 스
포츠다이버지 소개, 일본 다이빙 페스티벌
참관·IANTD MK6 재호흡기 강습, 신규 매뉴
얼 출시, 유근목 강사 본부 근무·BSAC 아
이스 다이빙 행사, 강사교육 개최, 신규 다이
빙 매뉴얼 출시·SDD 해외 다이빙 및 수중
촬영 교육·SSI 스쿠바레인져 시연회, 트레
이너 최종 인증, 강사 평가/크로스오버·TDI
테크니컬 다이빙 축제, 사이드마운트 과정,
CPR 강사 과정, SDI 강사과정·IDIC 마케팅
세미나, 코스디렉터 전략회의, 프로 아크로
폴리스, 롤러백 출시·롯데크리스탈 NAUI 강
사교육·PSAI 퍼실리티 회의, 동굴 다이빙
교재 출시·한국수산안전협회 혹한기 합동
훈련, 구미지구대 발대식·CMAS 코리아 강
사교육, 얼음밑 잠수 강사강습회, 강사업데
이트 세미나, 다이버의 밤·Y스쿠바 드라이슈
트 지도자 과정, 수상인명 지도자 토론회,
수상안전 지도자 특별교육, 시민응급처치안
전본부 개설 준비, STX 엔진 클럽 CPR 강
습회·PADI 공동전시, 강사시험, ERR 강사
트레이너 코스, 김현준 CD 강사교육, 송관
영 CD 강사교육.

제 137 호(2010년 5/6월호)
1.	사설·다이버의 시각에서 본 천안함 사건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노출값의 결정
3. 특집·인어의 전설과 인어 이미지의 변천사
4.	해양생물·해양무척추동물, 아홉 카테고리·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8회)
5.	국내다이빙·강원지역 다이빙 리조트
6.	해외다이빙·인도네시아 마나도 다이빙 안
내-타식리아 리조트·해외다이빙여행을 도
와주는 팁·미얀마해역 다이빙 투어
7.	다이빙 안전·모든 다이버가 레스큐 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
8.	강사 코너·마스크 물빼기 교육·부표 사용
방법
9. 독자코너·GUE ITC를 마치고
10.	잠수의학·비행사도 벤즈에 걸린다·Q&A 잠
수의학
11. DAN 칼럼·야간다이빙의 위험성 분석
12.	장비소개·미국 홀리스의 테크니컬 신장비·
마레스 칼라컴퓨터 HD/엑스트림 핀
13.	리브어보드 다이빙 여행·크루징 다이빙 보
트 처음 타보기
14.수중사진전·정상근 수중 이미지전
15.	Diving Society News·권주훈 국회 생태사
진전·김생수 개인전·우정사 장비전시실 및
세미나실 개설·마레스 네보 테스트 다이버
상·아쿠아렁 파트너센터 1호점, 여행용
ZUMA BC 5월시판·제주스쿠바아카데미 리
조트 신축이전·자이언트 시스템 상품설명
회·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
중사진 촬영대회·SSI 강사평가, 크로스오
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업그레
이드, 신규딜러 등록, 인스트럭터 평가관 트
레이너 재임명 세미나·NAUI 세부 막탄 동
굴탐험, 사이드마운트 세미나, 사이드마운트
코스개설·IANTD 산소공급자 CPR AED 워
크숍, 개해제, 강사트레이너 강습·BSAC 몰
디브 합동투어, 개해제·SDI 지역별 강사 업
데이트 세미나, 국내서비스 센터개설, 에코
다이빙, 강사과정, 카다로그 출시, 다이브마
스터 매뉴얼과 강사가이드 출시·SDD 개해
제, 몰디브 친목다이빙, 사무국 주소이전, 정
책세미나·IDIC 2010년 코스디렉터 코스·잠
수협회 회장 이,취임식, 장비전문가 과정개
최, 마레스 리페어 랩세미나, 82기 ITC 개최,
사무실 이전·PADI 코스디렉터 스텝인스트
럭터 업데이트, 강사시험, 노마다이브 응급
처치 지원·CMAS 전반기 나이트록스 강습
회, 1기 장비전문가 강사교육, 상반기 구조잠
수강사 강습회, 친목다이빙, 3기 강사강습
회, 테크니컬 다이빙 세미나·PSAI 트라이믹
스 레벨3 어드밴스드 가스 브랜딩 교육,
FULL CAVE 교육, 한국 폴리텍 3대학·다이
브존 개해제, 난파선 다이빙탐사, 신규강
사·Y스쿠바 마창진클럽개해제, 남해 두미도
리조트 개장, 사회체육분과회의, 응급처치운
동본부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제 138 호(2010년 7/8월호)
1.	사설·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
격의 문제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염원2

3.	특집·얼음바다 북극해 바닷속 대탐사·상어
와 인간의 관계 역사·쥐치들과의 전쟁
4.	해양생물·세계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2
회)·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9회)
5.	국내다이빙·구룡포 장길리 펀다이버 투어
기·경상도 해안 다이빙 리조트·문섬 동남
쪽 포인트를 가다
6.	해외다이빙·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다 - 아
닐라오·해외 여행을 도와주는 팁·필리핀 레
이테 다이빙기·‘축’ 난파선 다이빙
7.	장비소개·우리회사 대표 선수 메인장비·파
티마 PDCH-550D 하우징
8. 상식·아리아드네의 실
9.	신간안내·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부제:
한국의 어류 연구사
10.다이빙 입문·초보자 입문 안내
11.	강사코너·프로같은 다이버가 되는 방법·스
노클 사용 테크닉
12.	독자코너·칙소폭포에서의 오픈워터 다이
빙·부산 이지다이빙 수중정화 활동·아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4.	DAN 칼럼·재호흡기 사망사고
15.	수중사진전·장남원 수중사진전 ‘海’
16.	다이빙클럽 소개·딥블루 포토 클럽·재필리
핀 수중협회 소개
17.	Diving Society News·우정사/오션챌린져
오셔닉 OC-1 한정판 이벤트, S.M.S 100 입
고. 마레스코리아 아이콘HD 한글버전출시,
지안루카 제노니 영화제 참가, 피레네 아이
스다이빙-아비스22. BSAC 산호보호국제회
의, 트레이너 워크숍, 강사재등록, C-Card
디자인 변경, IANTD 트라이믹스강사 교육,
DEMA쇼 참가. PSAI 신규, 업데이트 강사,
퍼실리티소식. SDD 바다의날 수중정화작
업, 친목다이빙, 신상품, 트레이너워크숍, 수
중사진전시회, ITC, 제주스쿠바다이빙축제
공고. SSI ISO 인증, 트레이너 2차업데이트,
리조트 대표, 강사 친목 모임/업데이트,
TechXR 테크니컬 강사트레이닝, 아시아지
역 미팅, 타이완센터 방문, 신규 다이브리조
트, 센터 등록. SDI/TDI 멕시코 동굴 다이빙,
응급대응다이빙, 에코(Eco)다이빙, 장학생강
사4기, CPROX1st-AED, 감압절차과정, 풀페
이스마스크 교육, 트라이믹스 101 축제, 자격
증등록 비용 인상. IDIC Hoelentauchen
2010 Cavediving 교육, 필리핀/태국지역센
터 모집, 코스디렉터교육, 평가기간 안내,
ITS/강사 크로스오버 모집, 롤러백 출시, 폴
로T셔츠 출시. PADI NOMA Dive-EFR코스,
멤버포럼, 강사시험, UW네비게이터스페셜티
강사워크숍. CMAS KOREA 강사강습회, 트
라이믹스 다이빙교육, 강사친목다이빙. Y
SCUBA STX엔진, 삼성테크원 스쿠바팀 연
합투어, 광양YMCA 인명구조요원 크로스오
버, 부산지방경찰청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서울YMCA-1339 응급처치&심폐소생
술 전문지도자과정, “제16회 서울어린이 한
강 헤엄쳐 건너기“행사 수상안전요원 지원,
위급상황 대처법 교육, 수상수중안전, 생활
응급처치 캠페인 포스터 무료보급, 다이버를
위한 생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무료 강습
회, 여름시즌-YMCA SCUBA 강사 강습회.
2010년 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
장 수중사진촬영대회

제 139 호(2010년 9/10월호)
1. 사설·스마트 다이버 운동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블루리본일·수
중사진가에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
트 1회
3.	특집·제1부 탄생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쿠
스토·제2부 쿠스토 후손들의 가족분쟁과
선점 경쟁·제1부 세계의 고래 전설들·제2부
다이버가 부러워하는 고래의 잠수능력·물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대의 바닷속 연
구
4.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0회)
5.	국내다이빙·우리나라 다이빙의 고향 제주도
바다·섶섬 동북 포인트를 가다·포항 블루오
션 촬영 투어
6.	해외다이빙·필리핀 서던 레이테 - 소고드
만 다이빙·인도네시아 코모도 여행기·해외
여행을 도와주는 팁·세이셸 공화국 다이빙
안내
7.	장비소개·잠수복 베스트 셀러 모음·한국형
드라이슈트 - 코리안 아이스블루·걸스포츠
신제품

8. 잠수의학·Q&A 잠수의학
9.	강사코너·스킨다이빙장비 Q&A·당신은 얼
마나 멋진 다이버인가·쇄파1
10.	독자코너·미국 최초 민간인 강사 맥 캘러스
터 박사 인터뷰·재필리핀 수중협회 2010년
의료봉사·TDI/SDI 장학생 강사교육을 수료
하면서
11.	다이빙클럽 소개·대구다이버스클럽 30주년
생일 잔치
12.	Diving Society News·제13회 물빛 수중사
진전, 클럽 블루마린 수중 사진전, ㈜우정
사/오션챌린져 오셔닉 OC-1 파이오니어 한
정판 명품 이벤트,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
팅 참가. 한국형 드라이슈트 코리안 아이스
블루 출시, 아쿠아렁 아이스랜드 세미드라
이외 다수 입고, 아쿠아스피어 아만다 비어
드 스펀서쉽, 파트너센타 3호점, 제주국제철
인3종경기 후원, 데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참가자 모집, SDD 대한민국의 바다 사진전
시회, 국제 스쿠바 다이빙 대회 공고,8월 정
규 ITC, SSI 블루노션의 법인화와 운영변경,
인스트럭터 평가, 크로스오버 교육, 신규다
이브 리더, TXR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파
운데이션 인스트럭터, 경동대학교 계절학기,
홈페이지 전세계 통합, 프리다이빙 코스런
칭, SSI 송년회 안내, BSAC 제2회 사법연수
원생 교육, 109차 강사교육, 수중사진 공모
전, TDI 재호흡기 이볼루션과정, 에코다이빙,
오픈워터 매뉴얼 출시, 풀페이스 마스크 스
페셜티, 트라이믹스 101 축제, SDI 강사트레
이너 모집, 2차 멕시코 동굴다이빙, IDIC 필
리핀/태국 지역 센터 모집, 제주 패밀리 데
이, NAUI 김우형 미국본부 이사 출마, 플레
티넘 업무 재개, 전주대학교 해양실습, 코스
디렉터 워크숍, PSAI 수중사진교육, 퍼실리
티 소식,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PADI 인터넷
공동 오버츄어 마케팅, 국제정화의 날,
CMAS 6기강사교육결과, 강사체육대회, Y
SCUBA 씨킹 스쿠바 개장, 간사회 여름수련
회, 10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정상우 CD 소
식, 부산 오스포츠 교사 연수교육, 제2회 국
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제 140 호(2010년 11/12월호)
1. 사설·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에 붙여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3.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멋진 만남·김생
수의 Image Painting
4.	특집·미스터리 여행자 민물 뱀장어·제1부
전설로서의 뱀장어·제2부 먹거리로서의 뱀
장어·제3부 사이언스 속의 뱀장어
5.	해양생물·물고기는 색을 보는가? 사용할
줄 아는가?·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1회)
6.	국내다이빙·신혼여행과 새섬 서북단코지포
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2회·잊을 수 없는 10
월의 제주도 바다·아름다운 포인트를 간직
한 38마린에서의 다이빙
7.	해외다이빙·필리핀의 펀다이버를 위한 리조
트·인도네시아 마나도 타식리아 리조트·해
외여행을 도와주는 팁
8.	장비소개·드라이수트 그 기초적 이해·드라
이수트 마켓
9.	에코다이빙·2010년 10월의 태종대 비치 수
중생물
10.	업체소개·스웨덴 트렐레보리 구룹과 바이킹
드라이수트·토탈레져를 추구하는 포항 원잠
수 해양리조트
11.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2.	강사코너·로그북을 그리는 강사·다이빙안
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들-왜 규칙을 지켜야
할까?·어린 큰이빨부리고래를 구조하라!·
다이빙말고, 시파단섬에 얽힌 이야기·드라
이수트 착용에 필요한 기술·레귤레이터 구
분하기
13.	독자코너·마법의 소금 방망이 바닷물은 왜
짤까?·재필리핀수중협회 정기다이빙, 번개
다이빙
14.	다이빙 축제·제1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
회
15.	다이빙클럽 소개·다이빙 동호인 클럽 블루
마린의 수중사진전 ‘Blue & See’
16.	Diving Society News·제노니 세계신기록
수립, 마레스 디자인상 수상, 최대수중결혼
식,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협찬, 데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아쿠아렁 파트너센타 소
식, 아쿠아 스피어 팬텀 수트 출시, 필립 크
로아종 영국해협횡단, 테마스쿠바아카데미,

도어스 아트페어 출품, 모비스 래쉬가드, SSI
KOREA 패밀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전, 스
피드 스쿠바 이전, SSI KOREA 송년회, 마이
크로네시아지역 한국 등록가능,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제, 에코
다이빙 세미나, SDI 강사과정, IANTD 강사교
육, 연간행사계획안내, TM다이브 강사교육,
PADI 강사시험, 정상우 CD, 고다이빙 뉴스,
TUEV, ISO, EN 품질인증 갱신, IDIC 로그북
출시, 나이트다이빙교재 완성, 제주 패밀리
데이, 챌린지 페스티발, PSAI 트레이너 워크
숍, 고급중성부력 교재출시, 무어해저,
BSAC 강사교육, 콤바인 나이트록스 강사
워크숍, 가속감압 절차과정, 제1회 제주국제
스쿠바다이빙대회, 코스디렉터 워크숍, 익스
프롤레이션 강사과정, 수중사진전, SDD 멤
버쉽과정 개편안내, CMAS KOREA 강사교
육, 수중사진 및 비디오 강사교육, 생활체육
지도자 검정실시, 친목다이빙개최, 강사체육
대회개최, 정상훈 트레이너 대통령 표창,
YSCUBA 한글 매뉴얼 출판, 산업현장관리
자 안전교육 시행, SEI KOREA 2011 인스트
럭터 트레이너 양성학교 개최.

제 141 호(2011년 1/2월호)
1.	사설·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포스터·스마트 다
이버 명예의 전당
3.	수중사진·제20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입상
작품 발표·김풍등의 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 심사 회고·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
수상작품 앨범
4.	특집·바다거북 뭔지 알고 즐기자·제1부 세
계의 거북신화와 전설들·제2부 거북이란 동
물의 기초적 이해·제3부 바다거북 일곱종
5.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2회)
6.	국내다이빙·2010년 마지막 다이빙 산호정
원을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는 동
해안 다이빙 포인트 3회
7.	해외다이빙·세부 막탄섬의 명품 다이빙·롬
복 코코티노스 리조트
8. 에코다이빙·귀산 앞바다 수중정화 활동
9.	리조트소개·펀다이빙이 가능한 세부 막탄
섬의 리조트
10.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스넬의 창·다이빙안전을 위한 중
요한 규칙들2-알면 알수록 편하고 안전하
다·SSI 40주년 행사를 참관하고·홍해를 아
시나요·고 김억수강사 1주기 추모제·흔한
실수와 응급처치·오경철의 테크니컬 다이빙
인생·호흡을 보다 쉽게
12.	독자코너·이상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보는 NOAA·뜻있는 해맞이 다이빙
13.	다이빙클럽 소개·수중사진가 모임 빛흐름제7회 수중사진 전시회
14.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코리아 랩 세
미나, 마레스 인터넷 판매경영 정책, ㈜우정
사/오션챌린져 임직원 데마쇼 참관, 아쿠아
렁 신제품, 아쿠아렁 본사 방문 및 데마쇼
참가, 북극곰 수영대회 협찬, 아쿠아렁 파트
너 센터 소식,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인사 개
편, 40주년 행사, 프리다이빙 세미나 참가,
SSI 마케팅상 수상, 스윔스쿨 런칭, 송년의
밤, 신규 다이브 리더, BSAC 제3회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새로운 SDC 매뉴얼 출시,
2011 아이스 다이빙, 샤크 다이브 리조트 오
픈, 멕시코 동굴 다이빙, 강사 마일리지 프로
그램,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기체 혼합자
과정, 사이드마운트 스페샬티 과정, SDD 강
사 업데이트, 다이브리더 강사과정, 이석 본
부장 취임, 프레티넘 ITS 센터, 베스트 프로
페셔널 어워드, MOU 체결, IDIC 로그북 재
출시, PSAI 신규 트레이너, 신년회, 제26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정병일 교수 표창, 강원
영동지역 강사 모임, 고김억수 강사 추모, 김
창모 트레이너 표창, ADS 창립 조인식,
PADI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 김정미 CD
강사교육, 수원여대 산학협력,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및 세미나, 수중세상 리
조트 개업 5주년 행사, 한국 수중과학회 세
미나 개최 안내, 하상훈 대표 감사장 수상,
액션 스쿠바 2011 투어 일정, 보라카이 씨월
드 CDC 센터, 아쿠아 갤러리 마린 리조트
오픈, 서해바다 물고기 출간.

제 142 호(2011년 3/4월호)
1. 사설·죽음에 대하여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마

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
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제20회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4.	특집·해마 스페셜·제1부 해마 신화와 고대
역사 속의 해마 이야기들·제2부 보물급 해
마 유물이 일으킨 세기의 미스터리 사건들·
제3부 동서양의 만병통치약 해마, 그것이 가
져온 멸종 위기·제4부 해마의 특징과 생태
적 의문들·제5부 해마의 간추린 어류학·당
신 두뇌 속에도 해마가 있다·세계 해마 도감
5.	발행인 칼럼·조광현 화백과 나
6.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3회)
7.	전시회·2011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이모
저모·세미나 순례
8.	국내다이빙·김건석의 포토리포트 섶섬 한개
창 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
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4회
9.	해외다이빙·2011년 설을 맞아 찾아가 본 발
리카삭·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지역 수중
촬영 여행·두마게테 투어기·고래상어의 성
지, 돈솔을 가다
10.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
는 길 제1회·새롭게 밀려오는 트렌드 사이드마
운트 다이빙·스쿠바 탈착
12.	특수 장비·물에 빠진 인명 수색에 활용되고
있는 소나 장비들
13.	독자 코너·매혹의 섬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를 찾아서
14.	Diving Society News·우정사 다이브 비즈
쇼 참관, SPOEX 참가, 마레스 HD 2.0 펌웨
어 출시, 랩세미나, 마레스 본사방문 및
EUDI 쇼 참관, 테스트 다이버상, 아쿠아렁
신제품, KUSPO 참가, 파트너센터 소식, SSI
코리아 마이크로네시아 서비스센터 등록, 아
시아지역 서비스안내, 리저 등록비용 조정,
응급처치자격 허용,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한글판 브로셔 출시, 홈페이지 업데이트, 인
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탄생, 인스트럭터
평가, BSAC 아이스다이빙, 트레이너 워크
숍, 수중사진 세미나, SDC 매뉴얼 출시, 대
학생 강사교육, SDI 사이드 마운트 스페샬티
강사과정, 한국최초 이러닝 발표, 에코 다이
빙, 멕시코 동굴 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모
집, IANTD 트라이믹스 다이버, 장비전시회,
SDD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지역별 업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 IDCI 신규리더, 다이브
컴퓨터 세미나, 비즈니스 세미나, PSAI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트라이믹스 레벨 1-3 코
스, 개해제, YSCUBA 홈페이지 통합 재개정,
CPCR/AED 뉴가이드라인, PADI 아시아퍼
시픽 공동전시관, 비즈니스 솔루션 세미나,
멤버포럼, 강사시험, 수원여대 산학협력체결

제 143 호(2011년 5/6월호)
1.	사설·입문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저가 경
쟁 교육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마
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
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4.	특집·Anystory 불가사리·제1부 불가사리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1.엄마, 아빠가 들려
주는 불가사리 전설 동화 / 2.쇠먹는 불가사
리 설화 / 3.그리스 전설의 불가사리 탄생 /
4.고래를 속였다가 넝마로 태어난 불가사리
/ 5.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 6.불가사리와
거미 이론 / 7.사람들은 별을 왜 ☆ 모양으로
그리나? / 8.불가사리 수면 자세 / 9.불가사
리를 먹는 갈매기 / 10.불가사리를 먹는 사
람들 / 추가.성모마리아와 사랑의 상징·제2
부 알기쉽게 말하는 불가사리 사실들 1.불
가사리 / 2.거미불가사리는 불가사리와 어떻
게 다른가? / 3.한국의 불가사리 / 부록 불가
사리 10 요약 / 부록 나쁜놈, 좋은놈, 덩치만
큰놈 / 부록 한국의 불가사리 106종 명단 /
부록 한국의 불가사리 앨범
5.	해외다이빙·비사야 다이빙의 교차로 세부
릴로안 지역·F32, 필리핀 모알보알에 빠지
다·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다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
6.	국내다이빙·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온 강릉, 양양 다이빙·김건석의
포토리포트 범섬 본섬/작은섬 포인트를 가
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
이빙 포인트 5회
7.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4회)

8.	전시회·인도네시아 다이빙 전시회 팸투어·
제5회 국제보트쇼의 스쿠바다이빙 론칭
9.	업체탐방·앗! 이런 곳이 있었다니 수지로얄
다이빙풀
10.	신제품 소개·신제품 LED 다이브라이트
EOS 3·아이콘 HD 펌웨어 2.0 버전 출시
11. 신간안내·한국 개오지류 도감 발간
12.	다이빙 입문·스쿠바다이빙 제대로 배우는 길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4.	DAN 칼럼·강한 근육은 다이버에게 자신감
을 준다
15.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
는 길 제2회·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교육
팁과 가치·이호빈 코스디렉터 강사동문회
16.	장비 코너·잠수복을 만드는 네오프렌 원단
은 무엇일까?·살인사건의 증거를 찾는데 사
용되는 금속탐지기
17.	Diving Society News·조선닷컴과 콘텐츠
제휴, 한국개오지류도감 출간, 나카무라 사
장 방문, 대전 수중동행, 엑스포다이빙, 대천
스쿠바 M a r e s 랩세미나, 순토 N e w
D-series 컴퓨터 출시, 테코 SB 드라이 슈
트, 수중 하우징 Blue Eye 출시,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5호점, 6호점, KDEC의 출범,
SSI 필리핀 오피스 개설, 온라인 교육 런칭,
BSAC 강사교육, 수중사진 강사 워크숍, 홍
보용 리플렛 제작, 대학생 강사교육, SDD 해
외친목 다이빙, 정규 ITC, 제2회 제주국제스
쿠바다이빙대회, SDI/TDI/ER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에코다이빙
제주, 멕시코 동굴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감압 절차 과정, IANTD 노틸러스 개해제, 장
비 리페어 세미나, 트라이믹스, 강사 트레이
너 세미나, 여름 캠프, IDIC 신규리더, 개해
축제 한마당, C-CARD 패키지, 임페리얼 팰
리스 리조트&호텔 팸 투어, IDIC CPR/FA
세미나, 다이버 교재 개정, 야간다이빙 업데
이트, SEI Diving-YSCUBA 지도자 맴버 단
합대회, 뉴가이드라인 BLS 과정, PADI
CDTC코스, 멤버 포럼, 다이빙 비즈니스 세
미나, e런닝 세미나 & 멤버 소셜 파티, 아쿠
아 렉스, PSAI-KOREA 2011년 개해제,
ADEX 참가, 한강 수중 정화 활동, 드라이슈
트 교재출시, 트레이너 세미나, 탱크 육안 검
사, BIDS CLUB 7주년 기념 투어.

제 144 호(2011년 7/8월호)
1. 사설·디지털 출판을 염두에 두면서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마
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
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수중 사진 작가 초대석(DEPC 오이환
회장)
4.	특집·잉어의 전설과 사실들·제1부 잉어의
전설등용문과 잉어 / 용되는 잉어 / 현장법
사와 잉어 / 잉어의 집념을 보고 위대한 화
가가 된 로세추 / 김풍등의 잉어 미신 / 잉어
를 먹으면 안 되는 창녕 조(曺) 씨 / 용이 된
광주의 잉어 할머니 / 잉어 살려주고 용왕
사위되고 사또 된 숯장수 / 잉어설화 조각들
모음·제2부 잉어의 사실들잉어목과 잉어과
기본 설명 / 잉어과의 잉어아과 / 잉어이름
이 헷갈리는 이유 / 한종의 표준잉어의 가지
수를 많게 하는 변형들 / 기타 잉어 이야기·
제3부 잉어 음식용봉탕(龍鳳湯) / 동유럽 X
마스 만찬 / 게필테피쉬
5.	신제품 소개·2011 TUSA NEW COLOR
COORDINATION
6.	해외다이빙·필리핀 팔라완 구룹의 코론지역
에서의 다이빙
7.	국내다이빙·여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다이
빙 여행지-고성 교암리조트(제6회)·추암에
서의 다이빙
8.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25회)
9. 수중사진 테크닉(1)·색공간(Color Space)
10.	해외리조트 탐방·접사피사체의 천국 필리
핀 아닐라오와 몬테칼로 리조트
11. 전시회·2011 중국 장비 전시회
12.	독자수기·대학생 강사교육 참가수기
13.	독자코너·2011년 인스클럽 필리핀 모알보알
의료봉사
14.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5.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
는 길 제3회
16.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제1회 생명 위
기에 필요한 수화법)
17.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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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수입 및 제조 업체
(주)우정사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5 3층
전화: 02-4300-678
팩스: 02-4300-838
홈페이지: www.woojungsa.co.kr
대표: 신명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14-15
전화: 02-588-0970
팩스: 02-587-0392
홈페이지: www.mares.co.kr
대표: 우대혁

오션챌린져

아쿠아렁 코리아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전화: 02-478-7273
팩스: 02-478-6174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4 한주빌딩2층
전화: 02-541-0118
팩스: 02-517-5415
홈페이지: www.firstdive.co.kr
대표: 오석민, 지사장: 이용준

(주)테코

해왕잠수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전화: 031-776-2442, 팩스: 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오성숙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35-4
전화: 02-362-8251
팩스: 02-364-9665
홈페이지: www.kingsports.co.kr
대표: 장준득

㈜첵스톤 코리아

에스엔씨 코리아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등 고급다이빙 장비 수입

미국 에어리스 장비 수입 판매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전화: 02-3789-0906
팩스: 02-3789-0190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영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0-5
건양빌딩 301호
전화: 02-3143-0594
팩스: 02-3143-0599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성주

아쿠아텍

바다강/아쿠아스포츠

OMS, D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ivers 수입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본사전화: 051-621-6003
지사전화: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업체안내
교육단체
BSAC 코리아

IANTD 코리아

BSAC 교육단체

IANTD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전화: 031-272-0120
팩스: 031-272-0858
홈페이지: www.bsac.co.kr
대표: 박종섭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 201호
전화: 02-486-2792
팩스: 02-486-2793
홈페이지: www.iantd.co.kr
본부장: 홍장화

IDIC

NASDS 코리아

다이빙 교육 훈련/다이빙 비즈니스 지원

NASDS 교육단체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06-12 1층
전화: 070-7674-9998
팩스: 02-579-9997
홈페이지: www.idic.kr
본부장: 이석

서울 중구 만리동1가 35-4 2F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대표: 장준득

PADI

PSAI

PADI 교육단체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20-2
전화: 02-848-0558
팩스: 02-848-0558
대표: 김부경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SDD 인터내셔널

SDI/TDI/ERDI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월드비터 408호
전화: 031-708-6967
팩스: 031-706-6685
E-mail: hq@sddi.org
대표: 김동혁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www.tdisdi.com
대표: 정의욱

블루노션(SSI 코리아)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SSI/React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다이빙교육단체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층
전화: 02-408-6418, 팩스: 408-6419
홈페이지: www.divessi.com
대표: 이신우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올림픽컨벤션센터 2층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업체안내
수입 및 제조 업체•교육단체•다이빙풀
SEA&SEA KOREA

MSL 콤프레서
호흡용 콤프레서 제조, 판매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1층
전화: 02-572-4522
팩스: 02-572-4524
홈페이지: www.seaandsea.co.kr
대표: 임응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3
전화: 031-541-7000
팩스: 031-542-2999
홈페이지: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키웁니다

수지로얄다이빙풀
수도권 스쿠버교육 및 수중씬 촬영 전문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타
전화: 031-262-1829
핸드폰: 010-5346-3333
홈페이지: www.sujiscuba.co.kr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3-13
전화: 051-440-3332, 010-4440-1339(김성길 본부장)
홈페이지: www.ymcascuba.or.kr

씨맥스
잠수복•드라이수트•세미드라이수트 맞춤/수리

뉴서울 다이빙풀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슈트의 수리 가능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상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산역 하안동 방향)
전화: 02-892-4943, 893-4943
www.scubapool.com
mail: pool114@scubapool.com
대표: 김영중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78-3
대표전화: 0505-262-0114, 02-393-4301
휴대폰: 011-287-3119
홈페이지: www.diver114.co.kr

액션 스쿠바 투어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전화: 02-3785-3535, 3536
팩스: 02-6234-5100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대표: 이민정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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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서울•경기•인천•대전
성남 해마 스킨스쿠바

PADI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TDI/SDI 강사교육, 테크니컬·재호흡기 교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휴대폰: 011-314-5422
홈페이지: www.scuba24.com
대표: 김진규

마린 마스타
전화: 02-420-6171, 홈페이지: www.scubaQ.net

씨-게이트

롯데 크리스탈 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다이빙투어

다이빙교육/투어/강사교육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 펠리
스 펠리스아케이트 B21호
전화: 02-3431-5554(직통), 411-4539
휴대폰: 010-3256-7878(최완중),
011-9943-5925(이기백)
홈페이지: www.crystaldiving.co.kr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9 한국A 상가 103호
전화: 032-504-1555
팩스: 032-504-1556
휴대폰: 011-9734-1555
대표: 고성진

푸른바다

GREEN CLEAN UP

NAUI 강사교육,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스쿠바 실린더 육안 검사 및 세척 전문 업체
Green Clean Up은 스쿠바 실린더의 청소와
육안 검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기로 호흡하고 안
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업체입
니다.(인증서 발급)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558-1 103호
전화: 031-567-7857
팩스: 031-567-7858
홈페이지: www.skinscuba.net
대표: 유지섭

전화: 010-4617-4987, 010-9386-7004
당신은 깨끗한 실린더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까?

(주)하이파/모비스

테마 스쿠바 아카데미

모비스 잠수복 제조

다이빙교육·다이빙투어·장비판매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506-11
전화: 031-763-8272
팩스: 031-763-8271
홈페이지: www.mobbys.net
대표: 박태환

대전 엑스포 다이빙
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전화: 042-863-0120
팩스: 042-863-0129
홈페이지: www.expodive.com
대표: 황승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0-2번지 미성B/D 201호
전화 : 031-485-3600
대표 : 문승범 017-604-3244, 필리핀 63-926-714-6844
강사 : 이갑상 011-290-8906, 필리핀 63-927-676-5566
홈페이지 : www.tmscuba.co.kr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강원•부산
38마린 리조트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국내최대규모, 호텔급객실, 조도다이빙, 잠수풀보유

수중리프트설치 전용선 2대 보유/스마트다이버 할인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l.net
홈페이지: www.38marine.com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전화: 033-672-5666
팩스: 033-673-5666
홈페이지: www.aquagallery.co.kr
이메일: aquapoet@hanmail.net
대표: 임창근

월드 다이브리조트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 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033-671-1524
홈페이지: www.worlddive.kr/
대표: 최문식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전화: 033-651-8082
휴대폰: 011-365-1247
대표: 이주일

스킨스쿠바하우스
해원다이브리조트

원주스쿠버

숙식일체형, 비치다이빙/보트다이빙안내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
전화: 033-644-6207
휴대폰: 011-685-1556
대표: 박상용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31-7(무실로240)
전화: 033-763-0006
팩스: 033-763-0666
휴대폰: 010-5361-5601
070-8256-8900
E-mail:lek0006@hanmail.net
대표: 이의국

인구다이브리조트

해운대스킨스쿠바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가이드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대표:강동원
전화:033-671-0158 팩스:033-671-0159
휴대폰: 011-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405-10
전화: 051-743-1821/747-7471
팩스 : 051-743-1822
휴대폰: 010-3882-1821
이메일: hudamo@naver.com
대표: 김명식

킴스마린 스킨-스쿠바

잠수함 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수중촬영, 공기탱크 대여

수중비디오 촬영 전문 업체, 스쿠바 FM교육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831번지
전화(팩스): 051-747-7705
휴대폰: 011-884-2989
홈페이지: www.kimsmarine.co.kr
이메일: kims3104@hanmail.net
대표: 김학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각단5로 25
전화: 051-865-8148
휴대폰: 010-5659-8148
홈페이지: www.busanscuba.co.kr
대표: 조현준 강사: 이나영

업체안내
부산•울산•대구•경북
일광 스쿠버

이지다이빙

부산 기장 다이빙 안내, 다이빙 교육

강사육성·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cafe.daum.net/ilkwangscuba>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74-10번지 대표: 정세중
전화: 051-722-4402
휴대폰: 010-9655-4402
E-mail: sj1894@naver.com

이응구스쿠바

부산 중구 중앙동2가 49-43
전화: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대표:하상훈

스킨스쿠바 하우스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14
전화: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홈페이지: legscuba.co.kr
대표: 이응구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산 19-1
전화: 051-403-1526
휴대폰: 010-3586-1526
대표: 주영규

해양스포츠교실

백스쿠바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다이빙전용풀,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시 동삼2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051-405-4111
팩스: 051-405-8335
휴대폰: 017-573-2212
홈페이지: www.busanscuba.com
대표: 조미진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9-1
전화: 052-294-7372
휴대폰: 011-388-7372
대표: 백성기

인트로스쿠바

프로다이브 코리아

대구 PADI 다이브 센터

텍크니컬 다이빙 교육(PADI DSAT 프로그램), 장비 도소매, 다이빙 교육,다이빙 풀, 메가로돈 CCR 다이빙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020-5번지
전화: 053-475-3090
010-9387-3090
http://cafe.daum.net/introscuba
대표: 강동훈

대구 남구 봉덕 2동 1071-6 효성 코아 1층
전화: 053-471-9707
팩스: 053-471-9708
홈페이지: www.prodive.co.kr
대표: 이규식

옥토푸스 다이빙리조트

아쿠아벨리조트

보트다이빙 전문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1
전화: 054-276-9374
휴대폰: 011-502-7035
홈페이지: www.yangpo.co.kr
대표: 도국조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리 97번지
전화: 054-251-6189
휴대폰: 010-6372-0037
홈페이지: aquabel.co.kr
대표: 황득식

업체안내
경북•경남•제주
사량도해양리조트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체험스쿠바

BSAC강사교육, 호미곶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마을 660
전화: 055-641-1278
팩스: 055-755-3224
휴대폰: 011-552-7212
홈페이지: www.donji.net
대표: 박출이

대표: 최경식 BSAC 트레이너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314
전화: 054-232-9669
휴대폰: 010-6823-4277
이메일: seaonee@hanmail.net

돌핀스쿠바리조트

문희수 잠수교실

흑도•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주 감포 / 제주 고산 리조트 운영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대표: 이상현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8번지
전화: 054-775-4286
휴대폰: 010-4800-4246
대표: 문희수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남진수중 잠수학교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컬 · 다이빙 전과정 교육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전화: 063-855-4637
팩스: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대표 : 노남진
홈페이지: www.nonamjin.com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굿다이버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I강사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전화: 064-738-7390
휴대폰: 017-215-6577
홈페이지: marinehouse.info
대표: 허천범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1-721-7277
홈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방2 다이버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592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대표: 방이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제주•필리핀
다이브스테이션

스쿠바아카데미 투어

다이빙교육, 다이빙안내 ,장비판매 대여 , 수중촬영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제주시 건입동 657
전화: 064-755-9934
팩스: 064-755-9938
휴대폰: 011-691-9934
대표: 이명덕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전화: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0065
홈페이지: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돌핀 스쿠바

태평양 다이빙 스쿨

서귀포다이빙안내/체험다이빙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587-38
전화: 064-762-5133
휴대폰: 011-693-5135
대표: 허창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대표: 김병일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

MonteCarlo Resort

나우이 강사교육/성산포 해양 리조트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 리조트 운영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전화: 02-487-8144, 064-7821113
휴대폰: 010-5283-8144
홈페이지: www.sealife.or.kr
대표: 박창수

MB오션블루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전화: 001-63-32-474-0046
인터넷 전화: 070-7518-0180
홈페이지: www.moalboaldive.com
대표: 김용식

전화:0919-301-5555, 0927-527-5555
070-8285-6306, 070-4025-6306
이메일: divestone@hanmail.net
홈페이지: www.mcscuba.com
대표: 손의식

건우다이브리조트(GUNWOO DIVE RESORT)
세부 릴로안 다이빙 안내, 숙박일체형 리조트
LILOAN BEACH SANTANDER CEBU
PHILIPPINES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070-8241-6125
홈페이지: www.bluestars.co.kr
이메일: udtseal25@naver.com
대표: 박재성

킹덤 리조트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고요하고 아늑한 환상적인 다이빙 전문 리조트

한국사무소: 010-3929-3221, 0103282-55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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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itoresort.com
대표: 김태훈

업체안내
필리핀•해외
씨월드보라카이

씨월드세부

필리핀 보라카이 다이빙/PADI강사교육

세부 막탄 지역 펀다이빙/PADI 강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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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김순식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수중세상 다이브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DI/SDI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Hadsan Beach, Agus, Lapu-Lapu
City, Cebu, Philippines
전화: 032-495-2203
핸드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7570-8197,
070-7571-8197
대표: 이중현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 임희수

돌고래 다이빙

SM리조트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빙, TDI/SDI강사교육

임페리얼 팔라스 호텔 내 해양스포
츠센터
전화: 070-8814-7860
www.cafe.naver.com/dolgorae
diving
담당: 윤태희

전화: 63-917-530-1109
63-927-302-8921
홈페이지: cafe.daum.net/smscuba
대표: 최경호

TASIKRIA RESORT

MIMPI RESORT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인도네시아 발리 멘장간/툴람벤 최고급 리조트
Jalan Gunung Agung No.105D
Denpasar 80118, Bali, Indonesia
전화: 62-362-94497(멘장간)/
62-363-21642(툴람벤)
팩스: 62-362-94498(멘장간)/
62-363-21939(툴람벤)
이메일: sales@mimpi.com
홈페이지: www.mimpi.com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Manado,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444
이메일: info@tasikria.com

COCOTINOS RESORT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마나도/세코통(롬복)/오딧시 다이버스
전화: 62-812-430-8800(마나도)
62-819-3313-6089(롬복)
이메일:
info.desk@cocotinos.com
홈페이지: www.cocotinos.com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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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다이버가 되는 지식창고

Since 1987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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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집 해파리
제1부 해파리 전설
제2부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1년 9/10월호 제145호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북극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갈라파고스 다이빙!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제 1 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작

수중사진작가 초대석(좌동진)

감압병(잠수병)의 진단과 치료

‘아비스22 네이비’는 전세계 해군들이 극도로 어려운 작전도 문제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특수한 찬물다이빙(CWD) 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탁월한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와 마레스 고유의 바이패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아비스22 네이비’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강력한 호흡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험이라 하더라도 ‘아비스22 네이비’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풍등출판사

아비스 22 네이비(ABYSS 22 NAVY)

RAW 파일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6회)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펭귄, 위대한 모험)
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하다

창간 24주년호

Q&A 잠수의학
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4회)
다이버의 수화법(제2회 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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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res.co.kr

사설 : 자본주의 4.0, 다이빙 4.0, 그리고 스마트 다이버 운동

www.scubadiv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