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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NEW MEGA FLEX SUITS
5mm 뉴-메가플렉스 원피스

TUSA 전용로고

뉴-떼기울렉스

누왜|기를렉스

을헥사불진앙위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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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뉴애lf.l털렉스 원피스
l 원단 :5mm 뉴-메가플렉스
- 유언성과 신축성올 걸정하는 겉감과 안감 각각에 일반저지에 더해 300%신축성을 지닌 울트라 스판 저지률 사용하여 뛰어난 착용감
-500%신축성을 지닌 머|기플렉스보다 100%의 신축성을 더힘
밸크로와 짙은 악세사리와의 마칠로 인한 보푸라기 발생을 억제
- 윤기외 빌색을 더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힘

·후드

: 3mm

뉴-메가를렉스

·무훌꽤드 : Flexible한 전방위 교차헝

NEW MEGA FLEX SYSTEM

RS-680

1st Stage
Ultra Compact Balanced Diaphragm
새롭게 개발된 R-600은 U lt ra-Compact의 경랑화 된 (6309) 밸런스 다이아프램 1 단계로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nd Stage
S. E. A(Sequential Exhaust Assist System(특허))
The Sequential Exhaust Assist(S . E. A) 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된
배기의 기능이 확대 되어졌습니다 . S. E. A 시스템으로 다이버는 줄어든

혁신적인 듀얼 배기 시스템으로 기본 및 보조
배기저항과 호홈률로 편요r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호홈이 가능합니다.

R.600 Options
DIN.R600 conversion kit(300bar)
Ek-6 00 cold wate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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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80N 42
초마의 성능과 초교으| 가벼움을 모두 현실호씨킨 진정한호륨기으| 지존.
미러|스으| 점단 기술력으로꿈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the future has arrived
최고의 호횡 υ}본 42를 구매 후， 인터넷 등획WNW.rTBrffi.∞k을 응}신
다이버님께 마레스 코리 Of에서는 구매일로부터 24개월까지 최대 2번의
정밀점검과세척 서비스를무상으로 제공홀베다.
반드시 등록하시어 초마의 서비스를놀치지 미십시오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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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Mares Korea를 통하여 정식 수입 판매된 0 매|콘 HD를 구입õf신 분들도 구입한 다이빙숍을 통해서
Mares Kon않로 보내시면 업그레이당} 가능합니다 (단，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만원 정구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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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리퀴드 스킨 (ESSENCE 뻐SK)
리퀴드 스킨 테크놀로지의 최고 걸작품.
액체 실리콘과 유리를 바로 접합시쳐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여행용 ￡버 I (lD타L FOR TRAVE니 F카
1809의 가벼운 무게가 비행시 무게 제한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ι

획기적으로 넓은 시야 (W1DER타o OF VI SlON) ‘쯤
시율레이션과 다gF한 얼굴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시야와 더욱 편안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노렌즈 (MONOLENS)
시야가 열리는 것을 느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진정한 모습을 따노라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milrl!톨

억제홉lLl 다. 새로운 가로축의 αB는 최적의 오리발 각도를 제공흘lLl 다 S학 가장자리에 소형
물골을 갖춘 슈퍼물골 블레이드는 오리발 킥동작시 발생히는 교란현상을 감소시겁니다
세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리발 입니다
미래를 현실화하였습니다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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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혁신에 타협이란 %을 수 없습니다.
성능이 항상된 신규 특허의 벌집형 발집은 더욱 편요「하면서 가볍고. 파라슈트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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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끈지식

터 더양한선택

죄신의 교육자료들과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유소년다이빙， 프리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즐거움과 최상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무한한 가능성
이 있습니다.

더 높끔 헌문성

더 넓끔 세계적요l 민정

전문적인 비즈니스 교육 또한 교육 과정의

국제

일부이며 인스트럭터로서의 장기적인 성공올

의 다양한 직업 선택의 문올 열었습니다.

약속합니다.

180

인증으로 전 세계

881

인스트럭터들

INTER

스쿠바다이버정기구독
훌훌톰훌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본인이부담합니다

• 다이빙잠비의사용기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1 년 (6회)

10년(60회)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교육잠관기 및수기

1회

2년(1갤1)

기사및원고모집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잠관기

I 1 08.000원
I 500，000원(사은품 제공)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침관기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
하지않습니다.

• 디이빙 삽이 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 미 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t킬톨E를흩검.

본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위해 강사 무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 다

다만 택배비 20，000원을 송금해 주시고，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따
일로 등록해 주시면 1 년간 무료 정기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단체 강사분들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관한내용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샘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 있는 내용

I~ :원흰lJr:'':'뭔.않l
스쿠버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 배포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CD-ROM 등 전자매체

로 제작 ·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

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 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

년간층 구독료

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41. 280원

1 01 .280원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56.880원

116.880원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92.400원

152.400원

1 1 0. 1 60원

1 70， 1 60원

'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펀물

.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 3지역: 북미 ， 동서유럽， 중동， 대앙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직원채용공고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원을 모집합니다.
1.분야및자격조건

[추|재기재
I핀흩검눈흩넙.i.!J i l

•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담헬포。:찮많證 6.0넓/권 l

• 일에 적극적인 성격과 신체 건강한 45세 미만의 남자 또는 여자
• 다이빙 교육단체의 다이브마스타급 이상의 C-카드 소지자
• 취재에 필요한 수중사진 촬영 능력을 가진 자
• 취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을 겸비한 자
[웹관리자]

• 일에 적극적인 성격과 신체 건강한 35세 미만의 남자 또는 여자
·대금지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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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교육단체의 C-카드 소지자
•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추| 재 기사를 수정 및 작문 능력을 겸 비 한 자

2. 인원 각 분야별 1 "'2영

3.

급여 면접시 능력에 따라 결정

4. 본지의 이메일(diver@scubadiver. co. kr)로 자기소개서를 보내
면 심사 후 면접일시를 통보힘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연락이 가

능한 전화번호를 영기할 것.

* 고급 땐션 수준의 책실

19개

• 잭설에셔 일출을 볼 수 있는 2 인실 1 5개
• 륙별한 손님을 위한 스위트룸 운영

* 대학생 스킨스쿠바 해양실습을 위한 단쩨실 4개
*까떼， 식당， 샌탠 베드가있는 넓은휴게공간보유
*현장에셔 교육。 l 가능한 다이멍풀(수심

3.8m)

* 오픈워터 해양실습에 좋은 초도 포인트
* 태크나캘 다이빙을 위한 포인트 개발
* 오픈워터에셔 강사까지 전 과정 교육

* 감압절차， ERD, 트라이믹스 교육
*해양레포츠활동지원

• 쩨헝 다이빙 ， 셔영 ， 윈드셔영 ， 켓트스키 ， 바나나보트， 낚시

쫓훌
38 마린리조트
38MARINE RESORT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033-671-2253
흠페이지 : 38marÎne.com

전화: 033-671-0380 ~ 1 ， 팩스:

EDITORIAL

------~~~용톨

엄청 많은사람들의 체험다이병，
그러나늘어나지 않는다이병 인구
Too Many Experience Diving Operations ,
but No Increasememt in Diving Population

어떤 신혼여행 목적지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신혼여행 계획자 중 약 40%가 바다와 관련
이 전혀 또는 별로 없는 여행지 를 우선 선택하고(예， 유럽， 호주， 뉴질랜드， 미국 본토， 캐나

다， 일본， 아프리카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해남도， 기타)， 약 60%는 해양 리조트가 있
는 열대 지방을 선호하며 제주도도 해양 카테고리 선호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열대 여행지 별 선호도는 태국 14.3% (푸켓， 코사무이， 파타야， 후아힌)， 몰디브 10 .39%‘

//

키며

빼빼뀔
띠

글

(

필리핀 8 .44% (세부. 보라키-이， 엘리도)， 광 7.22%, 피지 5.42%, 인도네시아 4.06% (발리， 롬

복)， 하와이 3.1 9%, 타히티 2.1 4%, 사이판 1.16% 말레이시아 1.09% (랑카위， 코타키나발루)
순이며 도합 57.41%였다 제주도(1 .82%)를 합하면 해양리조트 선호율은 약 60%(59.23%)
였다
열대바다 여행지에서 체험 다이빙이란 상품이 판매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이것은 말하자
면 맛보기 다이빙인데 교육단체에 따라 익스피리언스 E
다}。이l 빙 (expe
밍rience diving/퍼
BSAC
디)，’ 디
스커버다이빙(어에
disc
∞
Oαve
하r 미
d iving/개
PA
때
DI)， 트라이다이빙 (ωtry div
씨ing/:β5SI)，’ 인트로 다이빙 (intro

cliving/TDI), 등으로 다르게 호칭하고 있을 뿐이다
체험 다이빙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람들을 발판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인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열대바다에 한국인 다이브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한 대략 1990년대

중후반부터일것이다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 패키지로 판매한 것을 해외 소재 다이브 센터들이 맡아서 해주는
방식이다

근래 여러 해 동안 열대 지방 여행자들 중에 체험 다이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학연수 학생， 휴가 중의 일반인 등 여러 계층이 체험 다이빙을

하지만 그 중에서 체험 다이빙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집단은 신혼여행 커플들이다. 여행 패
키지 옵션 중에서 여행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체험 다이벙이어서
여행사들이 적극적인 판매를 하게 되어 있다
작년의 혼인 신고 통계에 따르면 흔인 건수가 326，1 00건이라 한다'. 652 ，200명의 남녀가
결혼했다는 얘기다. 신혼여행자 중 60%가 해양 리조트로 갔다면 그 수는 391 ,000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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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체험 다이빙을 했을까? 달리 말해，

여행사의 집요한 체험 다이빙 세일즈를 피할 수 있는 여행
자가얼마나될까?

여론이 많았었다

일선의 강사들도 혹시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여 주저했
는데 업체는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소속 강사들에게 제공하

해양 리조트로 떠난 여행자 중 일반 여행지를 제외하고

띤서 독려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던 단체들도 모두

아주 작게 잡아서 신혼여행자의 50%만 체험 다이빙을 구

합류하기에 이르렀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전제로 하면 사

매했다면 19만 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중에서 100명 중

고 없이 실시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고 빨리 동참하지 않으

2명 (2%) 이 정식 다이빙 교육 코스로 들어온다면 연 3만 8

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었다

천 장의 오픈워터 C카드가 새로이 발급되어야 하고 1%로

체험 다이빙은 그 상품 자체로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

작게 잡아도 1만 9천 명의 오픈워터 다이버가 탄생하게 된

었다. 그 수단을 통해서 다이빙에 입문하게 만들고‘ 재미가

다 이 수치는 비신혼 여행객은 뺀 값이다

붙어서 바다여행을 즐기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각종 장비

다이빙 사회는 규모가 작아서 위 계산대로 신규 다이버

를 구입하게 되고， 레벨 업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지

가 들어온다면 아무리 경제불황이라도 강사들이 연중 한가

속적 상향적 진행과정에서 다이버는 다이빙 사회의 일원이

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다이벙계는 계속

되어 다이벙 업계의 수익원이 되는 동시에 바다를 사랑하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을까?

는 우군이 되는 것이다. 즉 체험 다이빙은 수확을 노린 씨

필자는 다이빙 비즈니스가 위축되어 온 원인이 이미지

앗이었다

추락이라 진단하고 즈마트 다이버 운동”을 제창했다 이것

그러나 한국 다이빙 업계는 여행업계와 합작하여 체험

과는 무관하게 다이빙 스포츠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의심받

다이빙을 한번 북아먹고 마는 씨앗으로 전락시켰다. 체험

을 만한것이 체험 다이빙인 것 같다

다이빙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해도 정식 다이버로 이머징

필자가 전국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히는 수는 거의 제로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체험

20여 년 전 생러리맨이 많이 다니는 포항시 번화가의 한 다

다이빙이 다이빙 업계의 발달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

이빙 삼 오너 강사는 가게에 큰 플라스틱 함지박(다라이/일

다는 불만까지 뒤어나온다，

본말)에 물을 가득 담아놓았다. 개인 풀은 상상도 못했던
시대였디:
주인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걷다가 다이브 삽에 들러보

여행시-는 체험 다이빙을 구매자에게 약 20만원에 팔고
다이브 삽들에게 경쟁을 붙여 1인 당 3 .5 -5만원에 인수해

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손님에게 넥타이를 풀을 필요도 없이 수경과 호흡기만

여행사는 한번에 여러 명의 고객을 거래 다이브 센터에

입에 물려주고 함지박에 얼굴만 디밀게 했다. 옷을 벗겨야

보내는데 하루에 많게는 수십 명이 될 때도 있고 100명이

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고객은 쉽게 웅했다 손님은 코와 입

될 때도 있디고 한다. 다이브 삽은 강사급 외에 여러 명의

이 막힌 상태에서 숭이 쉬어진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주인

어시스턴트가 필요하여 대량 속성 소화작전을 쓰지 않으면

강사는 손님이 호기심을 나타내면 기회를 놓철 새라 다이

남는 것이 별도 없다고 한다

빙의 신비성을 주입시켰다 이 방식으로 신규 다이버를 끌
어들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 교육단체들의 체험다이벙 규범들은 차이들이 있기

는 하나 대체적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체험 다이빙이란 것은 말하자면 포항의 함지박 아이디어

• 수영장(고인 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얄고 조용한

가 그 효시격이다 교육 단체들은 지속적인 다이버 창출이

바닷물에서 실습을 거쳐 수면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 마

없으면 성장 한계에 부닥칠 것을 염려하다가 사람들이 겁먹

스크 쓰고 벗기와 서리 제거， 마스크 물 빼기 및 마스크 압

지 아니하고 쉽게 다이빙 문턱까지 오도록 유혹하는 길이

착 풀기 · 스노클 착용법과 스노클 물 빼기

있다변 거기서부터 다이버를 만들어 내기는 용이하다고 착

쉬기와 호흡기 물 빼기

안하게 되었다.

· 호흡기로 숨

• 수압의 이해와 귀의 이궐라이징

· 자기 몸을 가눌 정도의 핀킥 기술 · 부력조절기 사용법

체험 다이벙 프로그램을 처음 내놓은 단체는 미국의 선

과 자기 몸 부력 맞추기 • 최소한의 수신호(ok. up. down.

두적 위치에 있는 교육 업체였는데 다이벙이 원초적으로 위

you watch me , you do) , . 지도하의 장비 착탈과 장비 세

험한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여서 다이빙계 안에서도 반대

척 등을 가르쳐야 한다

· 최하 2시간 과정을 권장하지만

2011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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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학습능력이 차이가 많음으로 상황에 따라 시

의 경과 끝에 입수 현장까지 온 것이다. 어렵게 농사 지어

간을연장시켜야한다.

놓은 사람을 이제 수확하기 위해 물로 데려온 것인데 성공

위 기준이라면 거의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다 맛보기

못 시키면 “생돈”을 날리는 바보가 된다.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수준이다 소수의 인원을 빨라야 오전에 한 팀 오후

수금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체험다이빙 성공

에 한 팀 소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한나절은 걸려야 한다.

율은 수직으로 상승했지만 그것은 장사의 성공이지 체험

극단적으로 짧은 체험 다이빙 안내는 거리가 가까운 바

다로 가면서 차 안에서 교육이 아닌 브리핑을 해주고 얄은
물이기는 하지만 ‘생짜’를 물 속으로 잡아넣는 것이다.

다이빙의 성공은 아닌 것이다.
일반적인 다이빙 비 즈니스 환경에서 만약 강사가 약간이
라도 다이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맛보기 다이빙

위 예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보편적으로 열대 바다 체

단계에서 만났다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다이버

험 다이빙을 구매한 사람들은 수북이 쌓인 빨래 감 중 하

로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강사의 영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

나가 되어 물에 잠시 행궈졌다 꺼내지는 꼴 이 된다. 실제로

이 잠재 고객을 맛보기까지 당겨오는 일이다. 정상적인 시

체험 다이빙을 실시하는 강사들은 체험 다이벙 실시를 무

장에서 맛보기를 두세 명에게 시켰는데 한 건도 건지지 못

슨 물건을 다루는 작업인양 은어로 “빨래 뺀다” “세닥기

했다면 이 강사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돌린다”라고 말한단디-

여행사들이 모이주는 집단 고객은 근본 DNA가 다이브

필자는 아주 최근에 40대 중반의 사업가로부터 필리핀

삽을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건 평균적으

에서 20만 원짜리 체험 다이빙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

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안에 분명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많

고 몇 가지를 물어보았디

이 있을 것이다. 다이빙계의 재주로는 도저히 모집 불가능

5미터 수심을 들어갔다고 하면서 귀가 아파서 괴로웠다

하 집단 고객은 전략적으로 보면 대딘한 광산 자원이다

고 했다 들어본 상황으로 미 루어 보아 5미터는 아니었다

체험다이빙이 다이벙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먹은 상태에서 처음 물속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수심을

것은 극심한 불황이 원인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전 경기가

짐작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가이드가 수중 안내의 완수를

나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장하기 위해 5미터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완전 문외

이상적인 것은(어디까지나 이상론이다) 여행사의 가격경

한에게는 2 .5미터도 대단한 어드벤쳐가 되며 가이드가 제

쟁 유도에 말려들지 말고 적정 인원만 수용하여 감동이 느

정신이라면 이궐라이정이 안 되는 사람을 고막파열이 보장

껴지는 수중 유람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된 5미터로 끌고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체험다이빙 을 실시하는 강사들을 탓하고자 하

이 젊은 사업가는 고막통증과 불안감이란 부정적 측면

는 것이 아니다 오래 되기는 했지만 필자도 체험다이벙 현

과， 흥미 있었던 물고기 피딩과 물속은 신기해 보였다는 긍

장을 여러 번 취재했었고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정적 측면 두 가지 기억을 갖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다이빙

경쟁시장의 어쩔 수 없는 진실을 이해했었다.

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가 취재해본 체험다이벙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 기저

체험다이빙 성공율은 원래 여자 80% 남자 50%였다고

귀 갈아주듯 해야하는 것이어서 아주 힘드는 과업이었고

한다 겁을 먹고 입수 직전에 포기하거나 물에 들어가기는

사고 염려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했다. 객지에 나와 정말 고

했으나 겁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포기하는 경우， 귀가 이

생한다는 생각에 안쓰러워했을 때가 많았다

파 금방 나온 경우 등이 실패로 기록된다 체험 다이벙 초

해법은 생각나지 않지만 다이빙계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창기에는 잠수에 실패해도 이미 여행사에 지불한 요금을

도 있는 이 현재진행형 모순을 교육업체들의 수장들이 무

돌려받을수없었다

심히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느낀 여행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실패

하띤 환불하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이 조건도 체험 다이
빙의 품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체험 디-이벙 참가자는 사전 교육， 짐-수복 입기， 각 종 장

비 준비， 이동 수단의 동원 등 삽의 여러가지 노력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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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사들이 이 문제를 안타까워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알랴? 우리들의 스티브 잡스가 나타날지도!!

r

댄스마트 [.tol 버가 도 A 너’
어글려 다이버

스마트다이버

스마트 다이버는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며， 해양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는 다이버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관행은 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벙은 다이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다이벙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t.tz，l-흩:. t-I-o ，(에 유도에| 도7，.ti야\ It-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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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추진하는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다이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여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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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dlv~r
www.scubadive r.co.k r

포스터그림조광현
홍익대 서앙화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험 등 활동적이
고 모힘적인 다앙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앙샘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앙전문
화가 해앙수산부의 해앙환경교육교재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잠가

2011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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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0
NyLon she Ll a Ll ows for easy g Lide drysuit
entry and acts as a windbreaker
나일론 shell은 활동 시 바람막이 역할과 손쉽고 부드러운 착용을 가능케 합니다.

OLLI 를@

BioDry FX100
Bio fL ex improved with WearForce materiaL
Bioflex는 4년여의 연구 끝에 개빌딴} ‘살아있는 직물’ 입니다.

신축성이

20% 향상되어 저힘을 일으키지 않으며 다이버의 변화하는 몸의 상태와 같이 유언하게 늘어납니다.

OCE^NIC@
INNOVATION FIRST

GEO 2.0

. PO매TERED BY OCEANI C' S EXCLUSIVE DUAL ALGORITHM™
• USER-FRIENDLY INTERFACE WITH "STEP BACK"
• SWITCH BETWEEN UP TO 2 NITROX MIXES TO 100% 02 WITH NO RESTRICTIO

WWW.WOOJUNGSA.CO.KR
WWW.OCEAN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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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을 지쳐온 정통 미국 메이커 구룹의

어V Of 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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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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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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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컴팩트호홉기

SR1

또

」
뉴

SR1

-

신뢰할 수 있는 보급형 호홈기

• 최적의 밸런스 띠스톤방식

· 균형식 피스톤방식

• 드라이챔버 장치로 동계 사용 가능

• 동계 사용01 가능한 DAD 방식

· 슈퍼플렉스호스 장착

· 균형식 2 단계 시스텀

• 최적의 호흘효율 WOB 0.46 j/I 실현

• 나이트록스 40% 가능

•
.,.,

TECK융

TEL : (031)η6-2442

(주)터l코 πCKO.CO.，LTD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NS를 잭임지지 않습니다.

Technology of Korea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202호
/ FAX : (031)η6-2띠4 http://www.tecko.co.kr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저|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짧
%
3

「코
닝메에

@
뮤낸
쩨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이호， 202호
/ FAX : (031)π운2띠4 http ://www.tecko.co.kr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TEL:(031)η웅2442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저|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N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D깨COR톨

O~쿠아렁 코리아

TEL 02)541-0 118 I
서울시 S밤구 신사동

070-7560-θ611

574 한주빌딩

2층

FAX.

0낀517-5415

~

창간 ~주년년) 기념

ι 제~ 회 효발수중사진콘테스트 연말 공모전

|

I

내년 (2012년)은 SCUBADNER 지가 창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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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공모전은 2011 년 1 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

과 2이1 년 11월과 12월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서 명실 공히 효f해를 결

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톨갚휠쿨’
· 광각사진부문

• 접사사진부문(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필활웰
. 2011 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제출된 사진

홉E톨삼 |듣휠.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응모란

• DEPC 홈페이지(www.depc.co.kr)의 수중사진 갤러리
• 웹하드(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에이다 pdeung , 비번 2468)
• 올해부터 이메일로는 받지 않습니다

톨한흩김 I의힘월l

· 입선작을 포훌년}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단 당선자 본인의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권은인정됩니다

톨활훌l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 작품의 잡티 제거， 색상 보정. 크롭핑， 기울기 조정 등의 기본적인 포토삽 보정은 허용합니다

·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 당선작은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기간내 고화질 따일을 제
출하지 않은 당선작은 수상이 취소될니다.

34

Scuba Diver

t출훌흩텀I꾀 꾀P:J~화l

• 다이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장비를 바닥에 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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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샘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으| 꼬리， 산호의 폴립 등)

F1.，u갱닭l딩 흰허 펀한 l

• 본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다이빙과 수중사진에 조예가 갚고 다이빙 계에 저명한 분들을
초빙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I걷헌킬 팔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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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뀔ξI
대상

상금 100만원과 상때 및 상품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 명

二C그
lA
C>}

2

상금 70만원과 상때 및 상품

광ζ너명，접사1 영

은상

2

상금 50만원과 상때 및 상품

광ζ서영，접사1 명

동상

2

상금 30만원과 상때 및 상품

광ζ서 명， 접사1 영

장려상

10

상때및상품

광각5명 ， 접시5명

입선

다수

AC>}fI5i

다수
2011 년 본지메 기고한 수중사진이 포함

된 국내외 여행기나 수기 중에 우수한 기
특별상

2

상금 50만원과상때

고(글). 단， 다이빙 리조트나 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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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달된다고 판단될 때 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선ξ떼 없어 시 lfof.지 못한 상금은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IS 원힘t! 원 훌훌톨

• 시상일자와 장소는 추후 발표합니다

톨흩펀l

붙뭘페
• 협찬사들의 많은 후원바랍니다
(주)대웅슈트. (주)우정사/오션철린져 . (주)테코. (주)젝스톤/SNC코리아，

해왕잠수， 아쿠아렁코리아， 캠스케어 .38마린리조트(동해안l.

디퍼다이브리조트(보흘). 몬테칼로리조트(아닐라오). 킹덤리조트(릴로안)

2011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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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1/12월호입상작발표
접사부분

입선(가나다순)

금상 천재법

금상 박정권

강현주， 김경석， 김기준， 김은종， 김종현. 문흥기 ，

으;"1
~ 0

낀으죠으

드V- f

7 1 3흐즈느

박정권， 백성기. 서동성， 염민증， 이운절.

동상 이홍석

드응AI

nl!:극동f

이행식， 이홍석 ， 정상근， 천재법 . 황 욱

과카닙브
0--'-' ‘」

0그 ~C>

‘_0

00

0그 f능"

""1 L!..iE긍

SDM수중사진 콘테스트 요강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5/6월.7/8월.9/10월 1꺼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이번
1비2월 콘테스트는 해왕잠수에서 협효「해 주셨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공모전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 영， 은상 1 명， 동상 1 명
접사부분 . 금상 1 명， 은상 1 영， 동상 1 영

l 작품의저ξ벤|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하며，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구|속됩니다 단 당선자 본인의 비
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은 인정됩니다

|응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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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페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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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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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11/12월호 수상자 시상품
해왕잠수협찬

비상호흘기
BISM 리브레스(SK-273이
• ABS 수지의

커버와

POM

수지의 몸체

• 380g의 중량
.800mm 호스

• 사용압력 : 15BAR
• 사용자가 사용하기 펀한 스윌허|드 장착
• 가격: 42만원

랜턴

LED 3WAT
• 전구: 3watt Luxeon LED
• 방수 70m 방수
. 150루멘 (10W 할로겐)
• 색 온도 5500 。
• 마그네틱 스위치 (잠금장치 장착)
. 4XAA 알카라인

• 가격 :22만원

오리발

POWER-JET(파워셋)
•
•
•
•

탄력적인 블레이드의 상단은 핀킥시 물의 소용돌이가 적으먼서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
블레이드의 가장 자리에 유언함을 위한 가드처리

다리의 근력에 따라 두 가지 타입 선택가능
중랑 S/M-860g M/L980g L/X느1120g
블레이드 길01: S/M-365mm M/L-385mm L/XL-400mm

블레이드 폭: S/M-210mm M/L-220mm L/X느230mm

• 가격: 20만원

2011 Novem ber . Oece mb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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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천재법
언산호와다이버

NIKON D90. 1/ 11.0. 1/80

38

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7 “프3s.
cl

‘- ‘:>

정어리무리

CANON EOS 5D Markll , 1/6.3, 1/100

동상

Bronze Prize

이홍석
코코넷옥토퍼스

CANON EOS 5D , 1/1 1.0, 1/125

2011 N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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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박정권
갯민숭달맹이

NIKON D300. f/5.6. 1/100

40

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김홍수
주흥토끼고둥의산란

NIKON D90. 1/13.0. 1/160

동상

Bronze Prize

이운철
라이온미시의유어

NIKON D90‘ 1/10.0. 1/125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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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ξ품

김경석 고래상어

김은종 다이버의유희

김기준 범돔떼

김기준 라이온피시와 다이버

김기준 산핵디이버

42 Scuba Diver

천재법 어초의풍경

김형수 물고기떼

천재법 어초의풍경

천재법 작은물고기떼

2011 November.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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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염민종 작은고기떼

천재법 어초의풍경

김동현 투루마리고둥

천재법 비단멍게군락

44

Scuba Diver

강현주 눈송이 하늘소 갯민숭이

김은종 해마의얼굴

김기준 물고기의얼굴

김은종 한쌍의목서크램

박정권 게

문흥기 범7 찌미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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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박정권 주홍토끼고둥

백성기 고비

박정권해마

이운철 가시군소

이행식 갯민숭달맹이의 사랑

서동성 주흥토끼고둥

46

Scuba Diver

이홍석 물고기

냈한
l뼈

、?，:

;-

l

:

l훌靈E웰꽉쉰111
l

l

·한.셔 •꽉r ￥

l월쯤↓ 흔꽉.꽉r뿔
천재법 검정 큰 도롱이 갯민숭이

정상근 가리비

황욱 만다린피시의사랑

이운철 물고둥

서동성 갯민숭달맹이 한썽

2011 Nove m 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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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수중세계를 사진에 담는 촬영기법

수중사진
ISBN 978-89-92082-07-5
정가 : 45.000원 /46변형판 /670쪽
풍등출판사

PART 이

신비로운 수중세계로의 초대

이.수중사진의개요

05.

카메라 하우징과 렌즈 포트

카메라 하우징 / 렌즈 포트 /. 굉학유리 포트와 아크릴 포트

사진과 카메라/디지털 카메라/수중사진이료η/ 수중카메라의 발전/수중촬영
을 위한 필수 조건 /. 사진과 카메라의 역사

06.

스트로브와 기타 액세서리

스트로브 / 스트로브의 까L 기능 / 포커스 라이트와 기타 액세서리 / . 육상용
02. 수종환경의 이해

플래시의하우징

수중환경의 특수성/생물의 이영법 /수종샘물의 분류/수중생물의 독성 /

· 독이있는수장H물

PART 03

수중촬영 장비의 선택과 취급 노하우

07. 수중촬영 장비의 선택

PART 02
03.

수중촬영에 펼요한 장비들

카메라 바디의 구조

수중촬영 장비의 선택 시 고려사항 / 카메라와 렌즈의 선택 / 카메라 하우징
과 스드로브의 선택 / • 하이엔드 름팩트 카메라와 수중하우짐

카메라 바디의 기능 /조리개와 셔터 / 이미지 프로세서 /뷰파인더와 액정 모니

터/이미지 샌서/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의 종류

08.

수중촬영 장비의 서|팅과 관리

카메라의 취급 및 보관 /수중촬영 장비의 세팅과 해체 / 수중촬영 장비의 취급과

04.

카메라 렌즈의 기능

렌즈의 기능 / 렌즈의 조리개 / 렌즈의 초점거리와 화각 / 렌즈의 표기 / 렌즈의
밝기/렌즈의 분류 / 렌즈의 종류별 용도 /. 렌즈의 왜곡 현상

56

Scuba Diver

보관/ 침수 예방과 0--링의 관리 / 침수 후의 조치 방법 / 배터리와 충전기의 취
급 /. 국가별 전압과 전기 플러그의 형 태

PART 04 수중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촬영 테크닉
09. 사진촬영의 기초

사진 촬영의 순서/빛의 종류와 방항/측광과 노출/노출 맞추기/초점 맞추기/

ISO 감도/노출보정과 그레이 카드/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브라켓팅/구도
잡기/배경 정리/. 상반칙과 S반칙불궤

15.

광각사진 촬영의 응용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모덜(다이버}을 이용한 수중사진/큰 물고기 사
진/물고기 군무 사진/난파선 사진/수중동굴 사진/실루엣 사진/궤적 사진/

반영사진/반수면사진/프리 다이빙으로 사진촬영/강한 조류에서 사진촬영/
준광각렌즈로 중간 사진 촬영/원상 어안렌즈로 수중사진 촬영/. 프리 다이
빙에서의 숨 참기와 초과호홉

10.

수중사진 촬영의 기초

수중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수중사진의 소재/수중사진의 분류/장비 사용
설명서 읽기와 언습촬영/촬영장비의 이동에서 입수까지/. 수중사진에 잡

티가생기는요소들

16 수중사진 촬영의 응용
흑백사진/엮음사진과 언작사진/도감사진과 생태사진/가료g사진과 서|로사진
/민물에서의 수중사진/아쿠아리움에서 사진촬영/. 수중사진을 잘 찍는

20

가지방법

11.

수중사진에서 빛의 이용

자언광과 인공광/스트로브의 사용/싱글 스트로브와 더블 스트로브의 선택/
스트로브 디퓨저/. 다이빙 시 상승 속도와 하강 속도

PART 06 수중사진의 스페셜 에디션
17. 사진의 화질과 RAW 파일 프로세싱
사진의 호f질 /RAW 파일과 프로세싱 프로그램/Camera Raw를 이용한 RAW

PART 05 수중사진의 영상미를 담아내는 촬영 가이드
12.

파일 프로세싱/. sRGB와 Ad。∞ RGB의 색 공간

접사사진 촬영의 기초

접사사진의 주제/접사촬영의 장비 세팅/접사의 촬영배율과 촬영거리/수중

생물의 접근거리 관용도/노출과조광/초점 맞추기/화연 구성/배경 정리/
셔터 버튼 누르기/브라켓팅 촬영/. 접사사진을 잘 찍는 10가지 방법

18. 포토삽으로 하는 사진 리터칭
포토삽의 개요/이미지의 배경 정리하기/이미지의 색상 보정하기/이미지의
선예도 조정하기/이미지 자르기와 기울기 조정하기/이미지에 문자 넣기/흑
백사진 만들기/. 컴뮤터 모니터의 색보정

13.

접사사진 촬영의 응용

초접사사진/아웃포커싱 사진/배경이 검은 접사사진/야간 다이빙의 접사사

진/먹 다이빙의 접사사진/추상적인 이미지 때턴 사진/. 저체온증 대처법

19.

사진 파일의 저장과 관리

사진 마일의 저장/사진 따일의 관리/사진 파일의 백업 및 보관/교환 이미지

따일 형식(태)/. 아마추어와 프로의 채|

14.

광각사진 촬영의 기초

굉각사진의 주제/광각촬영의 장비 세팅/노출과 조광/초점 맞추기/화먼 구

성/셔터 버튼 누르기/브라켓팅 촬영/. 광각사진을 잘 찍는 10가지 방법

20.

좋은 사진 만들기와 수중사진 감.~하기

좋은 사진 만들기 / 수중시진 발표하기 / 수중사진 공개적 심사 은H아보기 / 수중
사진 감.~하기 / 세계적 수중시진 감.~하기/. 좋은 사죠을 만드는 107~지 방법

21 . 수중사진

촬영을 위한 투어

국내 수중촬영 투어/해외 수중촬영 투어/투어 예약과 항공권 구매/수중촬
영 장비 가방 꾸리기/. 서l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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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의 Mαp 또D

• 일정한조영 밝기

回

• 장시간사용

1:0S 3' 는

고성능의 3와트 Mono LED를 것춘 강력하고 컴팩트한 다이빙

라이트 입니다.30와트 할로겐 전구와 동일한

딩당 g읍
∞ gg
그m
응르 @크:

ag그

EOS3
7000 룩스의 놀라운 밝기를
5

제공합니다. 색의 온도는 여00켈빈 입니다 LED의 전지식 전압 방법이

시간 동안 일정한 밝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알카라인 배터리 8개 또는 충
전석 AA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수심 100미터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EOS3’ 와 함께 새로운 수중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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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한환경을뛰어 넘는성능

훗듀i 호훗첼옆Ie:;，

• 비씨:개인별체형에 및후는시스템

• 컴퓨터: 흔합기체까지 가능한 프로그램
• 드라이수특 방수백 ， 텍다이빙
스킨장비등각종악세서리

띤 haxf
수입원 (주)책스톤 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장위 1 동 230-1 88 2층
Te l. (02)3789-0906"'7 Fax. (02)3789-0190

www.chaxton.com

지구생R셔 유일한 영생불멸의 동물

며 폴립은 무성생식으로 수많은 에필라를 만들어 내고 이 에필라가

메두새해파리)가 되는 것이다 메두시는 알과 정지를 생산히는 임무

를다하면죽어야한다.
그러나 누트리쿨라 해파리는 먹이가 부족해 굶주리거나 상처를 입
으면 아무 때나 폴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성장과정의 반대방향으

누트리쿨라해파리

로 간다는 의미이다. 먼저 촉수와 종(bell) 이 퇴화되어 없어지고 포피

한국병 : 작은보호탑해파리

와 눈줄기 (stolon)가 생겨 폴립이 되고 먹이를 잡는 촉수가 생긴다.

해파리 중에는 생 명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종이 있다. 생물학

적으로 영생하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누트리쿨라라는 해파리이다

이어서 더 많은 눈줄기가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폴립이 생기면서 군

집체가 된다. 이것들이 다시 성장과정을 시작해 대폭 수가 증가한 메

학명이 투리릎시 스 누트리쿨라(Twηtopsis nutricu1a) 인 이 해파

두새해파리)가 되지만 수명을 다하고 축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

리는 성적으로 성숙한 뒤연 필요시에 반대 방향으로 젊어지고 아기

기(폴립)"로 되돌아가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재생소낼

로도 되돌아갈 수 있다. 이 종은 1883년에 학계에 발견되었지만 영

하면서도 역방향 증식을 하는 것이다

생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누트리쿨라의 영생은 실험실에서 증명됐으며 100%의 개체들이

누트리쿨라는 진성 해파리(해파리강)는 아닌 히드리층강에 속히는

역방향 성장을 했다 역으로 젊어질 때는 세포 자체가 젊어진다. 그

해파리이다 꽃해파리 목(또는 아목)에 속한다 우산은 종 모양이고

러나 자연상태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름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과학적 관찰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

0.45cm 정도인 매우 작은 해파리이다

새끼 적 크기는 lnun이며 촉수가 8개 밖에 없다가 성숙하면 80~90
개로 많아진다.

누트리쿨라의 영생 비밀은수년 내에 밝혀지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 밝혀지고 인간이 이용하게 된다면 진시황제가 통곡할 일

투리톰시스 속(genus) 해파리는 누트리쿨라 외에도 더 있다. 누트

이다，

리쿨라 해파리는 원래 카리브해에 실뱃던 종류로 지금은 온대 열대

만약 위 원리대로 누트리쿨라가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한다면 바다

해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투리릎시스 속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영

가 어떻게 될까? 바다가 죽이 되지 않을까? 스미소니언의 한 과학자

생하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종은 누트리쿨라이다. 지상의 모든 동

는 “지금 세계는 고요한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

물군 전체에서 불멸의 수명을 가진 것은 누트리쿨라가 유일하다.

무리 불멸의 수명이라도 플랑크톤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다른 동

해파리들의 보편적 번식방법은 암수가 정소와 난소를 방출해 알을
수정시키고 부화되 나옹 애벌레는 바닥에 부착하여 폴립으로 변태하

물의 먹이가 되어야 하고 질병이나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다 ※정
식 호F국명; 작은보호탑해파리(한국동물분류학회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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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트리쿨라 해파리는 동물계

에서 유일하게 영생하는 동
물이다 노인이 되었다가 거
꾸로 청년이 되고 다시 아기

가 되며 다시 태아가 된다.
태아는 자기 분열을 하여 여
러개가되고그리고다시성

ε펀κt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수영은 영원하다
그림/조굉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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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에사는드문해파리
민물해파리 Freshw하er jell꺼ish
한국명 : 소워비꽃모자해파리
히드라충갱Class Hydrozoa) 히드라충목(Order Hydroida 또는 Order Li mnomedusae) Family Olindiidae
종명1:

Craspedacusta sowerbyi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파
리 종들이 다 해수에 살지만
유일하게 민물에 사는 종이 하

나 있다. 학명이 크라스페다쿠
스타 소워비 (Craspedacusta
sowerbyi) 여서 “소워비”해파

리라 부르지만 호F국명은 소워
비꽃모자해파리 이다. 이 글에
서는 ‘민물해파리. 랴 부르자.

민물해피리는 산호충류에 속
히는 해피리로서 종(우산) 하

부에 선반구조를 닮은 근육이
있는점에서 일반해파리와다
르다.
지름 크기는 20~25mm이

며 반구형이라기 보다는 거의
납작하다. 종 둘레에 약 400개
의 촉수가 조밀하게 밀집해 있

다. 몸은왼전투명 내지 반투
명하면서 백색 또는 녹잭부분
이 보인다. 4개의 방사상 관과 연결된 4개의 큰
생식생은 투명하지 않은 백색이다
민물해파리도 촉수에 있는 수많은 자포(독침)

로 먹이를 사냥해 입으로 가져간다
민물해피리는 강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호

수나 연못 같은 흐르지 않는 물에서 산다. 약간
모든 대룩에 분포하지만 북미 대륙에는 있고 남

미 대륙에서는 발견되지 않다가 멕시코에서 발
견되고 과거에 없었는데 태국에서 보고되는가
하띤 2010년 러시아의 여름이 이상 고온으로 더

웠을 때 모스크바 강에서 발견되는 식으로 불규
칙하게 분포도를 나타낸다. (※ 호댁에서는 한강
수계의 호수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위치 정보는 찾아내지 못했다)
물해파리는 유성생식으로 알에서 부화된 애벌

레가 바닥의 바위나 수초에 부착해 작은 폴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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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로 변태하여 무성생식으로 자기 분열을 일으킨
다음 해파리 생활을 시작한다 ※ 정식 한국명; 소
워비꽃모지해파리(한댁동물분류학회지，1998)

해파리는 바다에 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헤아랄 수 없이 많은 해따리 종들 중에서 유일
하게 민물에 사는 소워 비 해파레또는 소워비

꽃모자해따래가 있다

독성이 특히 강한해파리

* 크기 1cm로 가장 작으면서

Most Dangerous Jellyfishes

가장위험한해파리

이루칸지 i해M빼표파}모떼리I 써삐
lrLr삐u비Jk떼
~an
하뻐n띠1띠d떼
입벌H파리 갱Class

Cubozoa)

입행H파리 목(Order

Cubomedusae) 종명: Carukia Barnesi

이루칸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언스 북부 해안의 원주민 종족 이름

다. 증상은 몇 시죠에서부터 여러 주일까지 간다. 입원하면 상뺑

이다. 여기 사람들풍토병에 원인을알수없는급작스럽고 매우고

따라맞는치료를한다 한번쏘여서는치명적은아니지만 통증이심

통스러운 통증 질환이 있었다 이 병은 1952년에 학계에 보고 되었

해서 치료를 받이야 한다.

으며 이루칸지 신드롬(Irukan이ji Syndrom)이라한다
이 병이 박스 해파리의 일종인 이루칸지 해파리 때문이란 것을
1964년에 잭 바네스 박사{Dr.

Jack 없rne허가 알아냈다. 이 해파리

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학명을 카루키아 바네 시 (Car때ia b81ηesJ)

1996년 오스트레 일리아 통계에 의하면 이루칸지 해파리에 쏘여
병원을 찾은 피해자는 62명 이었으며 이중 반은 경증이거나 독성 반
응이 없어서 6시간 후에 집 에 돌이갔으며 최후까지 남아 입원 치료

를 받은 사람은 2명이었다.

라 부른다. 그 뒤에 한 종이 더 밝혀졌는데 학명이 말로 킹기 띠810

2002년 에는 오스트레일리아어l서 2명 이 이루칸지에 의해 사망했

kingi)이며 이루칸지 해파리처럼 작은 것이다 이루칸지 신드롬을 일

으며 실제로는 이루칸지에 의한 사망인데 다른 해파리가 원인인 것

으키는 또 다른 해파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으로 처리된 사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루칸지 해파리는 종의 크기가 1입방 센티미터로 작다 이루칸지
해파리의 생태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 너무 작고 쉽게 부줘져서 다

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해파리의 독성은 코므라의 100배， 독거
미의 1000배이다.

해파리들은 촉수에 독침을 갖고 있지 종(갓)에는 없다. 그러나 이
루칸지 해파리는 종표면에도독침 이 있다 작은물고기를기절시키

는 무기가 몸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배 치되어 있다.

이루칸지 신드롬은 아주 미량의 독만 들어가도 나타난다 근육이

뒤틀리는 통증， 얼굴과 피부가 타는 듯한 괴로웅， 두통， 구역질， 구
토， 진땀， 혈압상승， 죽을 것만 같은 심리적 공포가 일어난다 처음에
는 피부가 쓰라린 정도였다가 5분~120분 지나면 통증이 본격화된

이루칸지 해파리에 2종이 있다. 사진은 작은 유리관에 든 말로 깅기(Malo ki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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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특히 강한해파리
Most Dangerous Jellyfishes

박스 해파리/입 g빽파èV박스 젤리피쉬 Box jell까ish
입농「해파리 강(Class

Cubozoa)

※ 이 글의 자포동물문 분류표는 본 해파리 특집을 위해 검색된 최신 업데이트 자료들과 차이가 많으며 펼자의 능력으로는 새 분류표를

만들 수 없다. 분류표에서 입멍벼}따리 강은 입빙빼파리 목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특집 자료 수집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에는

Order

Carybdeida(카리브데이다 목)와 Order Chirodropida(키로드로피다 목-) 2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침 이 강하기로 유명한 해파리 종류에는 크게

3 부류가

있으며

바다 말벨seawasp

전항의 이루칸지 해파리와 디음 치례 항목에 나오는 맨 오브 워(Man

박스 해파리류(입방해파리 강 전체)에는 다수의 종들이 있지만 일

ofWar)와 지금 소개하는 박스 해파리(Box Jellyftsh)가 그것들이 다

반적으로 박스해파리라 하면 독침이 강한 한 특정 종을 지칭해 왔다다.

2007년 기준으로 박스해파리 종은 최하 36종이 존재히는 것으로 알

그 종은 키로넥스 플렉케己리래
!(Cαhirone
앉
x f1eck
뻐
앉태
e1n써
l

려져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신종이 발견될 전망이다. 박스 해파리는

Wa
잃sp
미)' 이라고 부른다다. 즉 바다 발벌과 박스 해파리는 거의 동의어로

우리말로 입방해파리 . 영명은 박스 젤리피쉬(Box jellyfrsh)이지만

쓰여왔다

편의상 박스 해파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바다 말벌은 박스 해피리류 중 가장 크다. 종(bell)의 크기는 야구

공 만하며 촉수는

4 코너 에

뭉치로 있으며 한 뭉치 에 15개의 촉수가

달려있다 열은 청색을 띤 종(bell)은 어떤 각도에서 보띤 속에 있는

기관들이 사람의 해골 비 슷한 문양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투명하여 물속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다

촉수는 사냥시에 3m 까지 가늘게 늘어나며 헤엄칠 때는 직경
5mm로 굵어지면서 길이는 15cm로 줄어든다 쐐기 세포는 압력파
장과 단백질 감지 화학 반응에 의해 발사된다 사냥은 낮에 하며 밤

에는 바닥에 서 쉬는데 아마도 잠을 지는 것 같다. 그러나 잠지는 것
이 란 주장은 아직 정설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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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ozoa 입밝H따리목 Cubomedusae
Modified from Invertebrate Z，∞logy by Ruppe rt!Ba r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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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농「해파리류는 세계 적으로 36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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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edalia cystophora)

바다 말벌(sea wasp)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성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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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말벌(박스 해파리)은 해파리 갱Class Scyphozoa)에 분류되
지 않으므로 희솔적으로는 진성 해파리가 아니다， 바다 말벌의 우산
은 종 모양이란 점에서 돔 모양인 일반 해파리와 다르다 히부의 잃
은 막(velariwn)이 수축 운동을 하여 물을 밀어내면서 헤엄치는데
전체 구조가 오므려진 종 모양이어서 다른 해파리들 보다 빠른 속도
인 l분당 6m로 헤엄치며 초당

1. 8m(4 노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연

구도있다.

보통 해파리는 해류에 따라 흘러 가다가 저절로 촉수에 걸리는
먹이를 수동적으로 잡아 먹지만 바다 말벌은 능동적으로 먹이를 잡

는다

(<;:rook76

오스트레 일리 아에 서는 바다 말벌이 우표에 나올 정도로 유영하다

신경계도 다른 해파리들 보다 발달되어 있다 종 하부 둘례에 발달

해 있는 신경망이 종의 수축운동을 관장하며 이런 신경 구조를 가진

피해가는 시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해수욕장에 치

다른 해파리에는 왕관 해파리 (α’0매 jellyf떠h; 해파리강 관冠해파

는 그물을 적색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물과 부딪치는 바다

리목) 밖에 없다

말벌이 많았다.

해파리들의 눈은 색소로 된 단순한 안점얘많내; ocelli)에 불과하지

1883년 바다말벌이 알려진 이후 최근까지 약 130년간 오스트레일

만 바다 말벌의 눈은 종 측면 4군데에 군집체로 배치되
어 있고 각 군집에 24개의 눈이 있다. 망막， 각막， 수정

체를 갖춘 완전한 눈이 한 개 씩 섞여있다는 설도 있다
해파리들은 단순하게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을 구분하지

만 바다 말벌은 밝은 빛의 중심점을 눈으로 파악한다.
중추신경이 없으므로물체를인식한다고보기는어렵

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해파리 전문학자

(Jamie Seymow-)는 바다 말벌이 적색 물체를 알아보고

입~해파리/바다 일벌. ~ Guldo Gaulsch

에른스트 헥젤의 박스 해파리 그림 제2부에 상세 설영 있슴 (c Ernsl Haecke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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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러아 뀐스랜드 해변의 해파리 방어 그물막. 야olin Henein

리아에서 이 해파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4 명이다. 사망자 수가

발벌 공격을 받아 살아나기 어렵다는 예측을 받았는데 치료 후 소생

많은 것 같지민 쏘인 사람 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이다. 최근 사망

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었다. 동남아시아 나

지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인데 폼집이 작은데 비하여 ^cf해 면적이 큰

라들에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항독제가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

것이 원인이다.
성인이 바다 말벌에

쏘여 사망하려면 3m에

초가잘준비되어 있다

일본에서 몇 사람을 죽인 해파리가 바다 말벌과 종이 다른 박스 해

피부에 닿。바 하며 이

파리 (αlironex yamaguchll’)로 밝혀지고 더욱 독성이 강하면서 크

런 경우 4분 경과이면

기는 손톱만한 작은 다른 박스 해파리 종(이루칸지 해파리)들이 확인

사망한다 독사， 독거

되면서 박스 해파리가 바다 말벌이란 등식은 허물어지고 있다.
스쿠바 다이버들은 위험한 해양생물에 관해 교육받을 때 박스 젤

다도 빠르다. 물에서 쏘

리피쉬(Box

이면 심장마비나 경련

들과만나게 되는데 정리된글이나지식이 존재하지 않아겉짧기 정

이 일어나 육지로 꿀어

도로 밖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해파리는 열대 바다를 방문하

올려지기 전에 익사하

는 다이버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위

는 것이 문제이다.

험한 해%똥물이지만 솔직히 멜H 강의하는 다이빙 강사도 이 해파

오스트레일러아에서
2010년 4월 10세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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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여 사망한다. 오스트레일러아해변에는구급시에쓸수있도록식

이르는 촉수가 충분히

미， 전갈 등 어떤 독보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다 말벌 주의 경고 판.

망자가 훨씬 많다. 필리핀을 예로 들면 매년 20~40명이 바다 말벌에

가아주큰범위의 바다

Jellyfish)’ 나

‘씨와스프(Sea

Wasp:

바다 말벌)’ 란 단어

리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 특집을 통해 그 갈증이 해소되기 바란다.

독성이특히 강한해파리
Most Dangerous Je Llyfishes

포르투기스 맨오브워

Portugese Man of War

한국명: 부레관해파리， 기타명: 고껄해파리 ， 전기해파리 ， 주머니해파리
히드라충갱Class

Hydrozoa)

괜管) 해파리 목{Order

Siphonophora) Family Physaliidae

종영:

Physalia physa/，떠

우리말 분류체계에 2개의 관해파리목(팀)이 있는데 첫 자의 한자

맨오브워는 독성이 강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파리이다. 원래

가 틀리다. 히드라충강의 管해파리 목(Order Coronatae)과 해파리

이 종은 정식 우리말 이름을 찾을 수 없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해파

강COrder Siphonophora)의 冠해파리 목이 그것이다. 管은 튜브 관

리대책반에 조회해보니 피살리스(Physalia physalis)의 아종으로 피

이고 冠은 갓 관이다 한자를 배우지 못한 세대는 혼란을 일으키는

살리아 피살리스 우트리쿨루스(Phy.잃lia phy.잃Jis utric띠us)가 있

데 후지를 영명에서는 왕관 해파리 (α'own jellyftsh)라 함으로 참고

하기발란다.
管해파리의 관 자가 튜브의 뭇이라고 했는데 학명(目)에 사용된 시
포노포리-CSiphonophora)도 튜브를 뭇하는 사이펀 Csipho띠이 어원

이다.

Portugese Man of WarC학명 ; Physalia physalis)는 줄여 서
Man of War라고도 하고 색상을 따라 블루보틀(bluebottle‘ 파란
병)이라고도 한다. Portug'않e Man ofWar는 옛날 포르투갈 법선을
모밍빼 만든 16세기 영국 전함을 뭇한다. 이하 맨오브워라 하겠다

그림/김풍등

독성이 ~하기로 유명 한 포르투기스 맨오브워
맨오브워실물사진.

(c pubhc

domaln

(Poηuguese
히드라충강

Man 이 War, Physalia physalis)
Hydrozoa 관해띠리목 Siphonophora
20 11 November Dec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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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번에 표착된 맨오브워 tξPap p l t。

해변에 표착된 맨오브워 ιSonnymt

해변에 표착된 맨오브원 @J ulia Campbetl

해변에 표착된 맨오브워. ~ :RoxyFer

으며 이 종을 ‘작은부레관해파리’ 로 명명했다(2004년 한국동물학회

축인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피할 때는 풍선의 바람을 빼서 수면 밑으

지). 수띤에 뜨는 부유기의 크기가 작아서 작은부레관해파리라 한 것

로 잠시 가라앉는다

인데 영문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맨오브워로 칭

강한 해풍이 장시간 불면 해변에 맨오브워(부레관해파리)가 난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레관해파리’ 라 부르면

되어 올라오는데 한두 마리가 발견되었어도 물속에는 많은 개체 수

될 것 같다 우리 국명이 있다는 것은 이 무서운 종이 한국 해역에도

가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떼지어 표류하는 습성이 있으며 많

있다는 뜻이다.

을 때는 1천 마리 이상 군집한다. 맨오브워는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맨오브워(부레관해파리)는 몸 구조가 일반 해파리들과 판이하게

출몰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나타난 것 같다.

다르다 한 마리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성격이 다른 4가지의 독

공생 물고기/맨오브원 피수I(Man of War Fish): 맨오브워

자적인 폴립들이 조립 방식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이룬다. 각 폴립들

의 촉수 속에서 공격당하지 않고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도 맨오

을 개충이따많ιooi이이라고도 부른다. 수변에 뜨는 풍선(부유기)은 히

브워 피쉬 (Man

나의 별개 개충(폴립)이며 그 밑으로 늘어져 내린 다른 기관들은 각

노메이디 패Farr띠y Nomeidae/driftfishes)의 어류이며 유어기에

자 특성이 다른 3가지 폴립들의 군체이다. 풍선 아래 3가지 폴립 군

촉수 속에서 보호받으며 공생히는 것 같지만 숙주를 묻어먹는다 다

체는 각기 방어， 재생산， 먹이섭취 임무를 가진다‘

지라면 거의 40cm이며 커서도 맨오브워를 따라다니며 촉수를 뜯어

맨오브워의 부유기는 풍선(bladder) 또는 세일(잃il)이라고도 한다

(전문 용어는:

pnewnatophore). 안에는

90%가 이산화탄소인 기제

가 채워져 있고 대기 압력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크기는 9~30cm 정
도이며 수면 위로 약

15cm 솟아있다

of War Fish, 학명 : Nomeus gronovi1)이 다.

농어목

먹고 다른 해파리도 먹는다.

맨오브워와 공생하는 어류에 흰동가리류도 있고 전갱이 종류 세

퍼드 피쉬 (shepherd fish)란 것도 있다

패트 병처럼 투명하고 색은 파

렇거나 연보라” 또는 핑크빛이다.

맨오브워의 독침

맨오브워(부레관해파리)는 풍선에 부딪치는 바람과 조류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해에 맨오브워에 쏘이는 사람이 1만 명에

이동하며 풍선이 건조히띤 안되기 때문에 기끔 기울여서 바닷물을

이른다고 한다. 해변에 올라외 죽은 것도 촉수의 쐐기 세포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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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기능이 실L아있어서 사람의 몸에 닿으면 피해가 일어난다.
촉수가 닿으면 회초리로 맞은 것 같은 붉은 자국이 생져
2~3 일 가며 통증은 대개 1시간 지속된다 그러나 독이 임파

절로 침투하면 고통이 심하다 심히면 알레르기， 고열， 쇼크，
심폐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망히는 사례가 있지만 매우 드문 예이다.

옛날의 전함을 맨오브워 (Man-이-War)라 불렀다

해변에 쓸려나온 맨오브원

2011 N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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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파리독과그치료
모든 해파리는 자포동물들의 특정인 가시세포

(자포/짜l뼈를 촉수에 갖고 있다. 세포 속에 특수한

침이 스프링 구조로 장전되어 었다가 자극(접촉}을
받으면 침이 발사되어 독이 주입된다. 해파리의 촉

수에 본격적으로 부딪치면 수백만 개의 독침이 피
부를 침투하게 된다. 촉수는 12m이상 늘어진 것도

있어서 이런 해파리가 있을 때는 조심해서 다이빙
해야 한다. 독성은 사램l게 전혀 해가 없는 것에서
부터 사밍쩨 이르게 하는 것까지 다%하다.
다른 쪽에서 쇄했듯이 의외로 크기가 작은 종

중에 독성이 강한 것이 많다. 박스 해파리(Box
jellyfIsh/입멍빼파리목) 종류는 크기가 작은 종류

지 만 강독을 가졌으며 그들 중 바다말별 (Sea
was미이 유명하다. 진성 해파리와 유띤 관계가 먼
포르투기스 맨오브 워 (Portuguese-man -of-

war. 고낄빽파려， 전기해파리)는 오랫동안 가장 위
험한 해파리류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근래에는 박스
해파리 종류인 이루칸지 해파리가 최%띨 독종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해파리 중에는 위험한 정도의 독성을 갖
지 않은 해파리도 많으며 팔라우 섬 해파리 호수의

해파리 (Golden jelly;

Mastigias papua)는 전혀 독

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독성을 알 수

없으므로 해변에 난파된 해파리를 만지면 안된다.

응급처치 및치료
• 해파리 피해자를 응급 처치할 때는 첫째 구조자
의 피부에 해파리 물질이 묻지 않도록 장갑이나

죽은 해파리도 독칩의 위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Llonel B

보호복을 입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 몸에

묻은 가시세포의 작동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세 번째로는 피해자

발사될 수 있다. 환부 부비기， 알코올， 술， 암모니아， 오줍은 독침

의 몸에서 해파리 촉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으오히려 활성화시켜 증세를악화시킨다.

• 죽은 해파리든 끊어진 해파리든 상관없이 해파리의 가시세포는

• 응급처치 후 항히스타민제(예. Benadryl)를 바르면 가려움증을

작통합으로 우선 피부에 묻은 촉수 물질에서 독침이 더 발사되지

가라앉힐 수 있다 베이킹 소다를 물과 섞어서 천에 발라 환부에

않도록 가시세포를 비활성화시킨다

대면 독성이 완화된다. 15~20분 마다 새것으로 다시 발라 교체해

• 먼저 식초를 환부에 들러붙은 해파리 물질에 부어서 가시세포를

줄 필요도 있을 수 있다.

비활성화시킨 다음 해파리 물질(촉수)을 거두어내야 한다. 칼날이

• 나라나 지방에 따라 민간 요법이 많은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

나 안전 변도기， 또는 신용카드로 거두어내고 나서 다시 식초를

이 된 것은 없다. 예를 들띤 오줌， 암모니아， 육고기 연화제， 중탄

수건에 적셔서 환부에 축인다. 식초의 초산 성분(Acetic aci이이

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 붕산(boric acid). 레몬 주스， 물，

아직 발사되지 않은가시세포를무력화시킨다.

스테로이드 크림， 얼음 찜질， 파파야， 과산화수소 (hydrogen

• 식초가 없으면 소금물을 사용한다 담수로 씻거나 얼음을 대연 안
된다. 담수가 해파리의 농도를 뭄게 하면 견제되어 있던 가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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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e)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이런물질은오히려 가시세포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 메틸알콜과 독한 술(보드캐도 해파리 독 치료에 사용하면 안 된
다.압박붕대도안된다

• 바다 말벌에 심하게 쏘였을 때는 심장마비가 가장 우려됨으로 심
폐소생술준비가우선이다

• 맨오브워 ^t해에는 식초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종은 진성 해파리
나 다른 해파리류와 달리 식초를 바르면 )..J해가 더 악회된다 피

일반적인 해파리들은 우산에는 독침이 없다

부에 묻은 찌꺼기를 위의 방법대로 거두어내고 소금물로 닦는다.
담수를 쓰면 안된다. 그 다옴에 섭씨 45도의 더운 물을 적용시키

면통증을완화시킬수있다

• 맨오브워 독을 눈에 맞은 경우에는 수돗물 식의 쏟아지는 물로 최
소한 15분간 세척시킨다. 그 후 눈이 계속 아프고 붓고 시야가 흐
리면 빨리 의사에게 가야 한다.

해파리는 독침이 %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 만져서는 안된다

(c~ lya

D. Gndnew

r------------------------------------------------------------------------------------ì
해파리 피하는 방법의 오류
도망가면 쫓아오는 해파리? 해파리에게 혼난 사람들 때문에 해파리는 사냥감을 기다린다거나 사람을 쫓아온다고 알고 있는 사람
들이 있다. 그리하여 해따리가 나에게 다가 올 때는 정지하지 말고 꾸준히 헤엄쳐 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틀
린 말이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 뒷자리에 수압이 의댄1- 물골이 생겨서 물에 밀려다니는 해파리가 그 물골의 저압 통로로 빨려들어와
물골의 발원지를향해 더 빨리 쫓아오게 되는것이다 이런 때는움직임을멈추어 물골의 저압을해소시켰다가아주서서히 웅직여
벗어나야한다.
해수욕장을 그물로 막으면? 그물에 걸리는 족족 해파리를 고스란히 들어낼 수 없다. 들어낸다 해도 해파리는 계속 빌려와 그물에

걸리고 뒤에서 미는 힘 때문에 연약한 해파리 몸은 조각나 분산되어 그물을 통과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는 더 위험하다. 잘게 부
서진 촉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이버는? 해파리가 많은 물에서는 잠수복으로 몸을 감씨는 수 밖에 없다 잠수복을 입어도 손목 얼굴의 일부와 목 같은 데가 노
출된다 노출된 피부에는 바셀린 (petroleum jelly)을 두껍게 바르면 된다.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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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에게 노벨 화학상을 안긴 해파리
코리스탈 해파리

Crystal jell때sh

히드라충갱Class Hydrozoa} 연해파리목{Oder Leptomedusae} Family Aequoreidae 종명:

Aequorea Victoria

히드라충강 연해파리목의 해

파리류인데 이 해파리를 연구한

3

과학지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

아 유명해진 해파리가 되었다.
속명이 에쿼레아{Aquorea} 인 종

들은 많으며 모두를 씨잡아 크리
스탈 해파리라고 부르지만 구체

적으로는 종명이

빅토리아

(Victoria) 인 것， 즉 노벨화학상

의 주인공 해파리를 지칭할 때가
많다

몽이 아주 투명하고 무색이여
서 물속에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
도이다， 우산 하부 중심에 신축
폭이

큰

입과

입지-루

(manubrium)가 있고 우산 중심
에서 방시상으로 100여 개의 수

로괜radial 않nals)이 우산 가장
자리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산 가

@:Ssblakely

에쿼레아 빅토리아 크리스탈 해파리 〈사진1)

장자리에는 150개(성체의 경우)
의 촉수가 울타리를 치고 있다. 촉수들은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 촉

수의독성은사람에게 영향을줄정도는아니다.

이 해파리들(Aquorea 속)은 칼슐이온으로 청색 섬광을 에쿼린

에쿼레아 속 해파리들은 방사 수로관이나 촉수의 수로 종을 구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그 수가 증가함으로 종 구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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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quorin)이라는 굉단백질 (photoprotein)에 던져주고 에쿼린은 이
것을 독색의 형광빛으로 변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GFP(녹색

크리스탈 해파리는 동태평양에 주로 분포하며 여느 해파리들과 마

에쿼레아 빅토리아 크리스탈 해파리 〈사죠잉〉

찬가지로 유성 ， 무성생식을 겸한다.

(C'6sblakelv

’

형광단백질)이다.

에쿼레아 빅토리아 크리스탈 해파리 〈사진3)

fê :S sblakely

에쿼레아 빅토리아 크리스탈 해따리 〈사진4)

@Ssblakely

에쿼레아 빅토리아 크리스탈 해따리 〈사진5)

(Ç'Ssblakely

해파리의 녹색형광단백질 연구로 노벨화학싣떨 받은 3인의 과학자
G마(G언en

Ruorscent Protein)

독색형광단백질 (GFP)은 1962년
일본의

시모무라

오사무

(Shimomω'a 0잃mU)가 크리스탈

해따리의 형광 물질을 연구하다가
발견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갯반디

의 발광 단백질을 결정화하는 데 성
공한 학자였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

너가 연구하다가 GFP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일에 성공
하였다.

시모무라 오사뭐Shirnomura

Osamu}

마틴 젤III( Ma이 in

Chalfie)

로저 젠(Roger

Tsien)

형광단백질을 이용히면 특정 단
백질이 작용히는 위치와 기능 등 여러가지 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생명공학 등에 중요한 실험도구로 이용된다 GFP를 발견하기 전

에는 먼저 단백질을 정제한 뒤에 거기에 형광물질을 붙여 목표 세

포 안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GFP가 발견된 후에는 단백

크리스탈 해파리의

질의 유전자에 융합시켜 세포 내에 주입하여 원히는 장소에 형광

녹색형광단백질구조

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Rlchard Wheeler

1994 년 마틴 첼피 (M없tin Ch려fie， 1947~)는 GFP를 이용히-여
이웃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추척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암세포의 악성화 파악 기능 등등) 이 성과를 발판으로 로저 첸

(Roger Tsien; 중국의 미사일의 아버지로 추앙 받는 첸쉐씬의 조
카)은 형광단백질의 유전지를 변형시켜 녹색뿐 아니라 청록색， 노

란색 등 여러 가지 색을 개발함으로써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단백

질 활동을 추적 ”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세 과학자는 형광단백 질 의 발견과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GFP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

을 예로 들면 형광녹색을 가진 토끼‘ 제브라 물고기， 쥐， 돼지 . 고
양이 등이 있다.

GFP 유전자 조작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발굉하는 물고기(GloFish)가
시판되고 있다. 야ww， glollsh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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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해파리
The largest jellyfish

사자갈기 해파리

Li on ’s

manejell때sh

해파리 갱Class Scyphozoa) 기구懶미 해파리 목<Order Se maeostomeae) Family Cyaniedae 종영: Cyanea capillata

기록상으로 세계 최대 해파리 이다. 1987
년 미 국 마사츄셋츠 해변에서 발견된 사자
갈기 해파리의 우산(갓) 지름은 2.25m , 촉
수의 최대 길이는 37m였다.
북극해와 가까운 대서양과 태평양 북부
찬 바다에 분포한다， 북위 45도 이남에서

는 드물게 발견된다. 이 속(genus cyanea)
의 해파리 들은 분류학적으로 연구가 미흡
하여 학명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한다. 예

를 들어 일본에 나타나는 개체는 학명 이
Cyaneano강kii(키 아네아 노자키)라 하기
도 하고

Cyanea

capω'ata(키 아네아 카필

라타)라고 하기도 한다 또 블루 젤리피쉬

(Blue jellyftsh; 학명 I Cyanea lan1arckú)
라는 15~25cm의 작은 해파리 가 있는데 크
기에 관계없이 키아네아 속은 모두 한 종이
라고 주장히는 혁차도 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해역에 따라 평균 크
기에 차이가 많다. 북극 가까운 찬 바다 개
체들은 거대한 크기 이지만 남쪽에 사는 것

들은 종 지름이 50cm 정도로 작다 가장

큰 개체의 촉수 길이 37m는 대왕고래 보다 길이가 길므로 지구에서

가장 긴 동물로 기록된다.1864년에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길이 50m

‘

씨구스베리
(Se a gooseberry:

Pleurobrachia

pileu의

라는이름의해따리를

잡아먹고있는사자갈기
해파리.
(혀JSGS

78

Scuba Diver

의 끈벌레 (bootlace worm)가 발견된 일이 있으나 이 벌레는 몸길이
를 5~6배나 늘릴 수 있으므로 실제 크기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자갈기 해파리의 우산(갓)은 8개의 엽 (lobe)으로 갈라져있다(사
진 참조) . 촉수도 8개의 다발 방식으로 드리워져 있고 각 다발은 100
개 이상의 촉수로 구성되어 있다 촉수들은 은빛이며 우산(갓)의 중

얄은 수심의 좌초된 어린 사자갈기 해파리 (C)8iriwi lg

심에 늘어져있는 팔들은 색상이 화려하고 길 이는
촉수보다짧다.

색상은 크기에 따라 다르다. 큰 것들은 밝은 진

홍색에서부터 연 보라색이며 작은 것들은 열은 오
렌지색 내지 황갈색이다 촉수의 늘어진 모습이 사

자 갈기 같다고 해서 “사자갈기 해파리”란 이름이
붙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수명이 약 1년이며 더운 물에
서는 살지 못한다. 20m 수심 이내에서 표류생활을

사자갈기 해파리. 우샌갓)을 펼쳐서 왼쪽 메이지 사자갈기 해파리와 사뭇 다르게 보인다.

하며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겹

쳐서 하며 번식한다. 알은 암
컷이 팔에 보관했다가 애별레

블루젤리피쉬

가 부화된 다음에 내놓는다.

Bl uejellyfish

사지갈기 해파리는 노무라
해파리처럼 새우나 작은 물고

기들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한

다. 동불플랑크톤， 작은 물고
기， 달해파리 (m∞n jellyflSh)

를 잡아먹으며 반대로 바닷

새， 다른 해파리， 큰 물고기，
바다거북의 댁이가 된다.
사자갈기 해파리도 독침을
쓴다 치명적인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탐정 소설

셜록 홈스에는 사자갈기 해파
리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Class/Scyphozoa, Order/Se maeostomeae, Family/Cyaniedae,
Genus/Cyanea , Species/C lé키narc셔
사자갈기 해파리는 세계 최대 해파
리로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속
(Genus/Cyanea)의 블루 젤리피

쉬는

10^-'20cm, 최대 30cm 미만

이다 속의 분류가 잘못된 것일 수
도 있다 해파리의 분류흐에| 미를
하다는 뜻도 된다 블루 젤리피쉬

는 북해(Nor1h Sea)에 분포효q

@M alene Thyssen

나온다.
2011 November . December

79

세계최대해파리
The largest jellyfish

노무라입깃 해파리 Nom때sjell꺼ish
해파리 강(Class

Scyphozoa)

근귀根미 해파리 목(Order

Rhizostomae) Family Stomolophidae

종영 :

Nemopilema nomurai

s mane

에서는 황해를 포함한 동중국해가 주 번식처 란 것이 확실하다. 여기

jellyfish)로 기록되 어 있는데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사자갈기 해파리

에서부터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한반도와 일본을 거쳐 베링해까지

와 맞먹는 크기의 대형 해따리이다. 다 성장한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표류한다.

세계 에 서 가장 큰 해파리는 사자갈기 해따리 (Lion'

그 종(갓)의 지름이 성인 남성의 평균 키보다 약간 크다(최대 기록;

2009년 일본 동경만 바다에서 10톤 트롤 어선이 노무라입깃 해파

리 때문에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다. 세 어부가 어망을 거두기 시작했

2m, 무게; 200k빙.
1921년 10월 일본 후쿠이 현의 어류연구소 소장(director

general

는데 어망에

200kg 짜리

대형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잔뜩 걸려 있어

of the Fukui Prefectmal Fisheries Ex perimental Station) 칸이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 세 어부는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

ichi Nomma)는 못 보던 해파리 한 마리를 큰 나무

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라입깃 해파리로 인한 어촌 경제의

물통에 살려서 어 류학자 키시노우예 (Kis바lOUy밍에게 보냈는데 연

피해가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 어촌 사회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당하

구 끝에 신종으로 확인되었다. 이 리하여 해파리 이 름을 노무라 해파

고 있어서 보상요구 같은 정치적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치 노무라(K없’

리 (Nomma’

s jellyfish; 우리

국명은 노무라입깃 해파리)로 명 명하

게 되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세 계 적 분포는 연구가 부족하며 동북아시아

노무라입 깃해파리- 사진/이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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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따리 연구로 유명 한 히로시마 대학교의 신이치 우예 (Shinichi

Uye) 교수는 노무라입깃 해파리 를 실험실 수조에서 카우며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2009년에는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어떻게 동중국해

노무라입깃해따리
사진/빅정권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 자랐을 때 다이버

몸과의 크기 비교 @Wikipedia

에서 일본으로 표류해 오는지 현장 조시를 했다

근년에 호댁과 일본에서 노무라입깃 해파리 떼가 출몰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예 교수는 번식지인 동
중국해의 수질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구온난회로 수
옹이 상승한 탓도 있지만 중국 땅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이 부영양
화를 일으켜 해파리 번식을 촉진시커며 중국인들이 물고기를 남획 하

여 해파리를 잡아먹는 천적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오염과 남획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이웃 나라

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도 부자
가 되면 해결하겠다고 말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고 말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사진/권순일

2011 November Oec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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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핵 사는해파리
Li ve

in Upside Down Posture

카시오퍼101아 해파리
해파리 갱Class

Casiopea jellyfish

Sc yphozoa) 근귀根미 해파리 목{Order Rhizotostomae) Family Cassiopeidae 종명: Cassiopea andromeda

얄은 수심 해저 바닥 쪽에서 뒤집힌 자세로 사는
일명 업사이드 다운 젤리피쉬 (U p side Down

Jellyfish)는 카시오페이아 속의 몇 종을 통틀어 부

르는 이름이며 대부분의 스쿠바 다이버들이 구경히
게 되는 업사이드 다운 젤리피쉬는 십중팔구 카시

오페이아 안드로메다(Cassiopea andromeda) 이
다. 카시오페이아는 그리스 신회에 나오는 허영심

많은 여신이며 안드로메다(Andromeda)를 낳았다.
카시오페이아 별자리 도 있다

써오페이아 속(genu빙 해파리는 5종 정도가 있
으며 그 중 가장 흔하고 유명한 것이 안드로메다이

다. 물속에서 카시오페이아 해파리가 한 마리 보인
다면 근처에 여러 마리가 있을 가능정이 많다. 백
색， 청색， 녹색， 갈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광합성작용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포식 해

파리처럼 독침의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어떤 개체

카시오메이아해파리

(Cassiopea andromeä왜
C)Chr! s 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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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위에 앉아 있는 카시오페이아 해파2.1(Cassiopea andromeda). 해조류와 공생효떼 ↑(~ Nhobg∞d

는 독이 강하다. 독침이 점
액 물질 속에 있어서 다이벼

의 오리발이 이 해파리 위를

휩쓸고 지나가연 투명한 점

액 막들이 떨어져 나와물에
떠다니게 되고 맨몸 수영객
이 부딪치면 쏘임을 당하게

된다 쏘인 자리는 매우가
렵다

카시오페이아 해파리는
모래 지대나 해초 지대에서
등을 바닥에 대고 뒤집힌 상
태로 있기 때문에 말미잘처

럼 보인다 한 게 종류

(Dorippe frascone)는 이
해파리를 등에 지고다니면
서 방어무기로 시용한다. 이

같은 사용은 블랑켓 문어에
게서도찾아볼수있다.
해초 위에 앉아 있는 카시오페이 아 해파리 (Cassiopea

모래 바닥에 앉아 있는 카시오메이아 해파리 (Cassiopea

andromedal.

andromedal.

~WeresplelChequers

해aymond

2011 November .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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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쳐렴보이는해파리
코라운젤리피쉬
해따리 갱Class

Crown

jell때sh

Scyphozoa) 괜冠) 해따리 목{Order Coronatae)

우리말로 관힘; 갓 관) 해파리라고 하지만 왕관(cro때) 해파리
가 뭇이 이해하기 쉽다. 크라운 젤리피쉬 종류(목)에는 8개 과가 있
다. 갓에 갚게 패인 흠들이 있는 것이 특정인데 이것 때문에 왕관처
럼 보인다 해서 크라운 젤리피쉬란 이름이 붙었다. 이 종류는 깊은

수심에산다.
크라운

젤리띠쉬류인

Family/Nausithoidae).

나우섯토에

아우레아 (Nausilhoe aurea

브라질 남동부 해안에서 발견된다 우산의 지름은

10.5mmOI 며 투명하다 샘식샘 부근에 노랑색과 갈색 접들이 보인다 유성생식

과 무성생식을 겸해서 한다‘ 먹이가 풍부할 때 갑자기 떼 번식을 한다

繼짧
에른스트 헥켈이 그린 크라운 젤리피쉬

당시에 헥켈은 속영을 페리필라

아톨라 과(Family Atollidae) 의 6종 중 종영이 아톨라 위빌레이 (Alolla

(Periphylla)로 영영 하였다. 1913년에 아톨라 패Family Atollidae)로 바뀌었

wyvi/lei)인 크라운 젤리띠쉬이다， 아롤라는 1880년에 에른스투 헥켈이 발견하

다 그림설영은 지난 호 잠조.

여 학계에 보고 되었으며 1913년에 헨리 비겔로우(Henry Bigelow)에 의해 과
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산 가장자리가 16개 이상의 엽 (Iobe)으로 갈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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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후라이해파리
Fried egg Jellyfish
해파리 갱Class

Scyphozoal

기구懶미 해파리 목{Order
종명:

Se maeostomeael

Phacellophora camtschatica

종의 지름이 60cm로 비교적 대형 해파리에 속한
다. 입다리 뭉치줄기가 16개이고 각각에 수십개의

촉수가 달렸으며 촉수 길이는 6m로 길다. 전 해양
찬 수옹에 살며 해파리를 주식한다. 독성이 약해서

다른 작은 동물들이 편승을 잘하며 숙주의 음식을
뺏어 먹는다，

미국 몬테레이 만 수족관에서 양식되고 있어서
생태는 잘 알려져 있다. 암수 딴몸이띠 유성생식，
무성생식을겸한다，

':t!Tom Thal

지중해 카시오페이아 해파리
해파리갱Class

Sc yphozoal

Cassiopea mediterranea

근구해파리 목{Order

Rhizostomael Family Cepheidae

종명:

Cotylorhiza tuberculata

rC Emanuele Ferrar。

2011

N 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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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판n셔 인기 높온 해파리
씨넷틀{바다쐐기풀)

Sea

Ne야le

해마리 갱Class Scyphozoa) 기구懶미 해파리 목<Order

Se maeostomeae) Family Pelagiidae 종영: Chrysaora fuscescens

씨넷틀(Sea Nettle)은 크리사오라 속 해파리를 총칭하는 이름이며

밝은데다 사육이 쉬워서다 미국 몬테레이 배이 수족관(Monteray

대표적으로 태명양 씨넷틀(Pacific Sea Nettle: 학명 /Cmysaora

Bay Aquarium)은 폴립 과정까지 포함하여 대량 양식에 성공하

[uscescens) 과 대서양 씨넷틀 (Atlantic Sea Nettle: 학명

였다.

/C111γ'saora quinquecirrha)이 있다. Nettle은 쐐기풀의 돗이 다 태

대서양 씨넷틀은 미국 동부 대서양에 분포한다 태평양 것에 비해

평양 씨넷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태평양

크기가 작으며 연한 핑크빛 또는 연한 노랑빛을 띠지만 색이 약히고

연안이 본산지이고 동북아 태평양에도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가장자리에 진한색의 줄무늬들이 있다. 태명양 형은 줄무늬가 없다.

태평양 씨넷틀의 우샌갓)은 금빛갈색 (golden brown) 바탕에 붉은

대서양 씨넷틀을 전시 하는 수족관이 최근 생기기는 했으나 대여섯

색조가 섞였다 우산의 지름이 1미터까지 크게 자랄 수 있지만 보통

종 되는 씨넷틀 중에 수족관에 전시되는 씨넷틀은 태평양 씨넷틀 밖

50cm 미만이다. 구앤or외 arms)은 길고 봐배기 같은 나선형이며

에 없다. 대서양 종이든 태평양 종이든 현지에서는 모두 그냥 ‘씨넷

백색이다 촉수는 24개이며 고램이다 촉수 최대 길이는 4.6m이

틀(않a Nettlel’ 이라한다.

다. 독침은 쓰라리지만 치명적은 아니다.
태평양 씨넷틀은 아쿠아리웅에서 인기 좋은 해파리이다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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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때니스씨넷를Japaness

Sea Nettle).
Chrysaora melanaster.
nort벼m sea nettle 또는 brown jellyfish라고도 부른다 태평앙 씨낫틸이라
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Chrysaora fuscescens 와 혼동 될 때가 있다
학땅

태평앙 씨넷틀{Pacific

Sea Nettle). 학명: Chrysaora fuscescens.

퍼을 스트라이프드 젤레 Purple-striped
학명:

jelly).

Chrysaora colorala

미국 캘리포니 아 몬토레이만에서 많이 발견된다 우신의 지릅은

70cm ,

줄무늬가 방사상으로 전개되어 있다 아주 어렸을 적에 핑크빛이었다가
어미가 되면 머윌Purple)색의 선무늬가 나타난다

태평앙 씨넷툴( Pacific

Sea Netlle). 학명 : Chrysaora fuscescens
대서앙 씨넷틀{Atlanlic

Sea Netlle). 학영: Chrysaora quinquecirrha

콤마스 해llr2.I(Co mpass jellyfish).
학명: Chrysaora hysoscella.
영국과 터키 연안에 많이 서식효봐 우신의 지름은

30cm ,

보통 열은 노랑색이 며 길색이 조금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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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수출되는 식용 해파리
포E빼파리 /캔넌볼젤리피쉬
해따리 갱Class

Cannonball

Jell띠ish

Scyphozoa) 근귀根미 해따리 목{Order Rhizotostomae) Family Stomolophidae 종명 : Stomolophus meleagris

모양과 크기가 대포알(옛날의)과 비슷

해서 포탄해파리 (cannonball jellyfish)
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돔의 지름은

25cm 정도이며 가끔 아래 쪽 가장자리에
갈색 색소들이 나타날 수있다. 몸 하부에
입을 둘러싼 입다리 (oral arms) 뭉치가
매달려 있으며 이 입다리가추진 기능과
먹이획득기능을겸한다

태평양에서도 발견되지만 북아메리카
동쪽 바다에서부터 브라질에 이르는 대

서양에 집중분포한다. 평균섭씨 23도의
따뭇한 물에 나타난다 동물플랑크톤을
주식한다. 통통한 모양의 게 종류가 이

해파리와공생한다.
재생산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겸한

다. 정소를 입으로 뿜어내면 배우자가 이
것을 입다리로 받아 간직 한 다음 수정시
켜 보호한다 3~5시간 뒤에 애벌레가 부
화되어 나와서 바닥으로 내려가 부착하

여 폴립으로 변태한다. 폴립은 무성생식
으로 증식 하다가 에피래ephyra)가 되어

유영생활을 시작하고 자라서 어미 해파
리가된다.
포탄해파리의 독침은 강독으로 유명하

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할 정도는 된다.
특히 눈과 부딪히면 통증이 심하고 퉁퉁
붓는다.
장수거북(Leatherback sea turtle:

구식 대포알 처럼 생긴 포탄 해 nf리 (cannonball jell띠 sh) ， cDauphln
•

본지 2011년 1/2월호 제 141호 바다거북
특집 참조)이 카리브해에서 북으로 이주

하는 기간에는 거의 전적으로 포탄해파
리로 식량을 해결한다. 따라서 멸종 위
기 종인 장수거북을 보호하려면 포탄해

파리를 님획히-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나온다. 포탄해파리는 식용으로 많이 어
획되고있다

.c David R Dug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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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단계로 변태하지 않고 폴립 상태로 사는 해파리
십문재十文字)해파리
해파리갱Class Scyphozoa 또는

십 문자해 파리 류는

Stauromedusae

Slaurozoa) 십문자해파리목{Order Stauromedusae)

해 파 리 강 (Class

Scyphozoa)에 분류되어 있으나(해파리류 분류

표 참조) 이 글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따로 독립
되어 십문자해파리 강(網; Class Staurozoa)으

로 승격되었다는 자료가 검색된다. 진성 해파리
들과 다른 점이 많아 별개의 강(class)로 떼어냈
다는뭇이다

십문자해파리는 진성 해파리와 달리 부착생활

을 하는 폴립 단계와 부유쟁활을 하는 메두새해
파리) 단계를 겸하지 아니 하고 폴립 형태의 생활

만 한다. 자루않떼k)가 있는 나팔 모양으로 생겼
으며 바닥에 가라앉아 몸을 거꾸로 또는 비스듬
히 거꾸로 세우고 산다. 촉수들의 방향은 위로
향한다.
십문자해파리류는 대부분 수온이 찬 바다 얄

은수심해안에산다.
십문자해피리는 암수가 불속에 알과 정지를 살
포하여 수정시키며 알에서 부화된 애벌레는 바닥

으로 내려와 기어다니다가 바위나 해조류 같은

바닥에 가라 앉아 있는 두마리의 십문자해파리

@Mllhril

적합한 장소를 만나 부착한다. 이 애벌레가 자라
서 어미가된다. 해파리 강의 해파리들은폴립이
무성생식으로 자기분열을 한 다음에 해파리 모양
으로 변하지만 십문자해파리는 애벌레 하나가 나

팔모양의 어미 로 성장하는 것이 끝이다

십문자해파리의저면도
+모S떨나타낸다

십문자해따리가우산을

그림/에른스트헥젤

뒤로접었을때측연도.
그림/에른스트헥켈

십문자해파리의 측면도 그림/에른스트 헥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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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해파리， 뿔”파리류
보릅달물해파리
해파리 갱Class

Moon

Moon Jellyfishes

Jell때sh

Scyphozoa) 기구懶미 해파리 목{Order Sernaeostomeae) Family Ulmaridae 종영: Aurellia aαita

보름달물해파리 @H ans Hillewaert

가장 흔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전형 적 인 해파리로 기 억

판 해파리 로서 국제적 명청은 문 첼 리피쉬 (Moon

Jellyfish) , 즉 달해파리 이다. 문 젤리피쉬는 오렐리아 속

(Genus AW'elia)의 10종 이상의 해파리 전체를 뭇하며
우리발 속어로는 무럼해파리라고 한다(※ 무럼， 몸이 허
약하여 힘없어 보이는 것을 비하하는 말. 무럼생선; 식품
으로서의 해파리를 이르는 말)
딜F해파리 10여 종을 외관으로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이들 중 가끔 별도로 설명되는 종에 아우렐 리

아 아우리타(Aω’ellia aurita)가 있다. 공식 우리 국명은
‘보름달물해따라 라 한다.
달해파리는 보통 지름이 25~40cm이며 투명하다 위

에서 보면 종 중심 속에 꽃잎을 닮은 4개의 말굽형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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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따리의 정교한 촉수 망이 아주 느린 속도로 물결치듯 움직이는 장면과 촉수에 걸린 요각류 @써 Is

가 보이는데 이것은 생식샘 구
조이다.

전 해양 북위 70 도~ 남위
40도 사이에 분포한다. 수온
섭씨 6도~31도 범위이며 최적
온도는 섭씨 9~ 19도 사이이

다 염도가 해수보다 훨씬 낮
은 기수에서도 발견된 일이 있
다. 암수 딴몸이며 먹이와 생

태는 일반 해파리와 같다.
달해파리 들은 자연 상태에
서 6개 월 이상 살지 못한다.
박태리아， 먹이 부족， 포식자

들의 공격. 환경 악화등등제
약 조건들이 많아서다. 그러나

아쿠아리웅에서 보호사육되는

보름달물해파리(아우렐리아
아우리태는 여러해를 산다.
보름달물해파리 @Da미 e Alighieri Talk

보름달물해파리. @Danle Alighieri Talk

들F해파리류는 4개의 생식샘을 가졌는데 사진의 개체는 변칙적으로 5개의 생식
샘(말굽 무늬)이 나타나 있다. (c)J aro Nemocok

2011

November . December

91

심해에사는해파리
티부론 해파리 꺼buron jell까ish
해파리갱Class Scyphozoa) 기구해파리목{Order Semaeostomeae) Family Ulmaridae 종명: πburonia granrorjo

우리 국명 보름달물해파리와 같은 과

(Fa mily Ulmaridae) 에

속한다

,

2002~2003년 몬터레이 배이 수족관 연
구 소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의 과학자들이 티부
론(되buron)이란 이름을 가진 ROV를 사
용하여 심해탐사를 할 때 발견하여 속명

을 티부로니아{Tibmonia)로 지었다. 티

부론은 스페인 말로 상어이다. 탐사 팀의
수석 과학자는 마츠모토 박사 (Dr.

George 1. Matsumoto , Ph， D，)였다.
종명은 처음에 ‘대 추물IBig ugly' 이
란 뭇으로 지었으나 ‘대홍IBig

red’ 이란

뭇의 그란로조(Granr이 0; 스페인어)로

바뀌었다 색상이 진 빨강이다

우잔의 지름이 75cm까지 자라는대형
종이며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긴 촉수가
없고 매우 굵은 입다리 (or외 arms) 만 있
다는 것이다 코르테즈 해， 몬터레이 만，

하외이， 일본 등 태평양의 600~1500m

김은 수심에서 발견된다 2011년 7월 현
재 23개체 만 발견되었다

심해에서 ROV로 촬영된 티부론 해파리. @NOAA

92

Scuba Diver

물고기 알과 치어를 너무 많이 장아 먹는 해파리
흰점박이 해파리
해파리갱Class

White spotted jell까ish

Scyphozoa)

근구해파리 목{Order

Rhizoslomae) Family Masligiidae

종명:

Phyllorhiza punctata

(êNhobgood Nlck Hobgood

오스트레일리아 흰점박이 해피 리라고도 부른다 태평양 남서부에

서만 발견된다 동물플랑크톤만 먹는다. 우산의 지름은 보통
45~50cm 이지만 최대 72cm가 기록이다. 독성은 약하며 식초로 쉽

게치료된다
이 해파리는 불고기의 알과 치어를 너무 많이 집아먹어 중요한 어

류들의 번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마리가 하루
에 여과시키는 해수량이

13.200 갤론이나 되며 이 때 다른 물고기들

이 먹어야 할 플랑크톤을 대량 뺏어가는 결과가 된다.

2000년도에는 멕시묘만에 갑자기 침입 종으로 나타나 그 해역의
중요 수산물인 새우류 어획량에 위협을 가했다.

(ε An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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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발싼하는해파리
oþ광원S빼파리(효박명) Ma뼈 stinger
해파리갱Class

Scyphozoa) 기구해마리목{Order Semaeostomeae) Family Pelagiidae 종명: Pelagia noctiluca

속명 펠라지아(Pelagia)는 라

틴어로 “바다의 (of the sea)" 란
뭇이며 종명의 독티 (nocti)는 밤

(night). 루키{luca)는 빛 (light)이
다. 즉어둠속에서 빛을내는바
다의 동물야광동물)이란 뭇이다，
일반 명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유
럽에서는 “연보라 쐐기해파리

(Mauve stinger)" 라 한다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홍해
등 따뭇한 해역에 전세계적으로
분포한다. 해변에 표착하기도 히

지만 먼 바다에 사는 종류이다
색상은 연보라， 핑크， 황금색， 황
갈색등여러가지이다.
야광원양해파리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겹쳐서 하는 일반 해

파리와 달리 바닥에 부착생활하
는 폴립 단계 없다 수컷과 암컷
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알에서

3 일 만에 애벌래가 나오고 7일 후
에 에피라가 되며 곧바로 성체 해

파리모습이된다.
잘 발달된 입자루에 입과 4개

의 긴 입다리가 달려있다 체내의
젤라틴 물질도 두툼하고 풍부한
편이다. 촉수는 8개로 역시 우산

가장자리에 있는 8개의 감각기관

부속지와 번갈아 교차히는 식으
로달려있다.
빚은 플래시 타입의 생체발광
이며 파도나 선빅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발광하며 빛은 짧은 시간

에 시들어지는 형식이다，
여러 국먼의 O 땀원앙해파리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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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owblurred

뚱보해파리
블러버 해때(뜸해뻐1)
Blubber jellyfish
해따리갱Class

Scyphozoal
Rhizostomael
Family Catostylidae

근구해파리 목{Order

종명: Catostylus m∞aicus

본 괴{F없버y Catostylidael에 6속

이 있으며 소형 해파리들이다. 우잔은
돔형이며 8개의 입다리는 소시지 모양
으로 두룹하고 3면 형이다.

해파리가아니지만
해파리쳐럼 생겨
블루버튼해파리
Blue Button jellyfish
히드라충갱Class Hydrozoal
꽃해파리목{Order Anthomedusael

Family Porpitidae
증명·‘

Porpita porpita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열대 해역

에 분포하는 히드라충강의 해파리이다

수표면층에 산다. 엄밀히 뼈서는 해
파리가 아니고 히드라의 일종이다. 단
추 모양이 부력을 만들어 주는 부유기
이다 . 부유기는 단단하고 지름이

2.5cm 정도이다 촉수들은 히드라충들
의 군집체이다 독침이 강하지는 않다
입은 단추 밑면 중앙에 있다. 동물플랑
크톤을주식한다.

(èBruce Moravchlk(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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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대접받는 9 즐동울
투구빗해파리 Cte빼

빗해파리류(유즐동물문에 속하는 동

물)는 일반적이거나 진성인 해파리(자포
동물문에 속하는 종들)와 크게 다르지만

젤라틴이 주성분이란 점에서 포괄적 해
파리류에 포함시킨다

빛해파리류는

100~150종 이상이 알려져 있고 단 몇 미

리미터 밖에 안되는 것에서부터 1.5m로
큰 것도 있다 섬모의 율동으로 헤엄치는
점에서도 다른 해파리들과 크게 다르며

섭모가 머리빗 구조와 유λ바다 하여 빗
해파리 (comb jellyfïsh)라 부른다‘ 빗해파

리는 모두 포식지들이며 한 개제기- 알도
낳고 정자도 뿜는 암수한몸이다.
빗해파리류(유즐동물문)는 약 10 7H 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구빗해파리목

(Order 1ρbata)은 그 중 하나이며 8개 과
로 구성되어 있다. 투구빗해파리는 2개의
엽 (lobe)이 입을 감씨는 것처럼 01래로 겁

처럼 내려와 있는 모양인데 투구 모옆

닮았다. 두 엽은 근육성이 있다. 분명해
보이지 않는 촉수는 입 모서리 쪽에서부

터 나와서 아래로 늘어지지 아니하고 엽
의 내벽에 구불구불하게 파져있는 흠을
따라이어져있다.

입 양쪽의 두 엽은그사이에 4개의 젤
라틴 돌출부 (auricl하가 있으며 돌출물의

가장자리에 난 섬모를 이용하여 물을 꿀
어들이고 이 수류를 티고 먹이가 입으로

촉수는 입 모서리 쪽에서부터 나와

옮겨진다. 이 구조를 통하여 투구빗해파

서 아래로 늘어지지 아니하고 엽의

리는 중단 없이 물에 떠있는 미세 플랑크
톤을먹을수있다.
투구빗해파리는 빗살이 8개이며 입의
위 쪽 우산 중심에서 발원하여 방사상으
로 내려가 있으며 엽의 범위를 넘지는 않

는다. 빗살인 섬모는 추진력을 만들어내
지만 미약할 뿐이다. 그러나 일부 속

(Bathocyroe 속 Ocyropsis 속)의 종들은
두 엽을 펼럭여서 재빨리 위험을 피하기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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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에 구불구불하게 따져있는 홈을
따라이어져있다.

해파리음식
요리에 사용되 는 해파리 는 모두 근구 (根 口) 해파리 목 (Order

해파리 식재료는 하

Rhizostomeae)의 종들이며 약 85종 중에서 12종 정도가 요리용으

룻밤 맹물에 담궈서 소

로 어획된다 어획량의 대부분은동남아시아산이다

금을 뺀 다음에 요리에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종은 로필 레마 에스쿨렌툼(RhopiJema

사용된다 즉시 요리해

esc띠entwn : 해철/ 바하)이다 미국에서는 포탄해파리 (Cannonball

먹을 수 있도록 소금 뺀

jellyftsh: StomoJopus meJeagl띠가 잘 팔린다

상품도 있다.

크기가 크고 육질이

단단하며 독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이다 포탄해파리는 미국 동남

부대서양과멕시표만에서 어획되어 아시아로수출된다.

해파리는 주로 냉채

요리로 만들어지며 중

중국에서 요리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해파리(해

해파리를 식재료로 만드는 데는 20~40일 소요된다. 내장을 제거

국에서는 결혼식 만찬

칠)는 로필레마 속{Genus Rhopilema)의 한 증

하고 소금과 백반으로 절인 다음 눌러놓으면 액화가 방지되면서 탈

에 펼수 식단에 들어

수가 되고 약간 삭혀진다. 무게는 7~1O%로 가벼워지며 꼬들꼬들해

간다.

진다 처음에는백색이었다가시간이 지나면누래진다.

이라고 한다. 위 사진은 로필레마 속의 한 종으

로 유랑 해파리 (Indo-Pacific

Jellyfish) 라고 부른다

nomadica

종영은

Nomadic

Rhopilema

01 다 (ç Bella Gah'

생r허 Ica

(~ rallca

(,ÁJi Zho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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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들이 모두 알고 있는 팔라우섬 해파리 호수

해파2.1 호흙11 I:Hij빼를긴 있는사실를
Facts of Jellyfish Lake in Palau , What we don' t know

해파리 호수에셔 스쿠바 다이빙을 금지시키는

지각 변동에 의해(?) 생긴 유일한(η 해양 호수이며 여기에 해파리 한

진짜이유는?

종(?)이 살고 있는데 오랜 세월 천적이 없는 환경에 살아서 독침이 퇴
화하여 사람을 쏘지 않으며 (η 몸 속에 있는 해조류가 광합성작용으

호수 밑에 독성물질 있어.

로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먹고 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이라는정도이다.

Why don' t dive with scuba gear?

그러나 위 설명들은 다 맞는 것은 아니며 해파리 호수에는 더 깊은
팔라우 공회국은 항공편이 불편해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스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해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쿠바 다이빙을 금

쿠바 다이버들에겐 몇 안되는 다이빙 낙원 중 하나이다. 팔라우 섬에

지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다이벼가

여행 간 다이벼들은 거의

레이크(Jellyfish 벼ke; 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험성이 해파리 호수에 있기 때문이란 사실

파리 호수)에서 스노클령(또는 스킨 다이빙을 하게 된다. 세계적으

이 누락와어 있다는 것이다. 다이벼들에게 유명한 해파리 호수에 대

로 너무 유명해서 빠뜨릴 수가 없다

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보자.

100% 젤리피쉬

다이버들과비다이벙 여행자들이 알고 있는팔라우해파리 호수는

필라우 섬의 해따리 호수 항공 사진 다이버들에게 유명한 이 해따리 호수는 팔라우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다. @Lu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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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표로르와 페렐리유 섬 사이
에 있는 락 아일랜즈(Rock Islands)는

수많은(250~300개끼 작은 바위 섬(석
회암)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의 이름이
다. 유명한 다이벙 사이트들이 거의 모

우 락 아일랜즈에 있다. 최고 높은 섬은
해발 207m이다. 락 아일랜즈의 에일말
크(Eil M머}이라고 부르는 섬에 해파리

호수가 있다 락 아일랜즈에는 약 70개

의 해양 호수가 있으며 해파리 호수는
행정상으로 제 5번 호수이다.
해파리 호수는 바다와 완전히 막혀있
는 것이 아니라 갈라짐 바위 틈과 3개의
터널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바위
틈이나 터널들의 레벨이 수면 높이에 가

깝게 있어서 조수의 정점 수준에서 약

30% 만 라군의 해수가 유통된다 이 때
유입되는 해수의 양은 호수 전체 물 양

의약 2. 5% 밖에안된다
해파리 호수의 수괴는 위와 아래가 성
격이 전혀 다른 두 층으로 갈라져 있다.
이 런 호수를 부분순환호 (meromictic

lake)라 한다. 상층은 물이 순환하여 혼
합층이라 하고 히층은 물이 순환하지 않
아정체층이라한다.

세계에는 이런 해수 호가 약 200개

있다. 흔합층과 정체층의 물은 연중 한
번도 섞이는 일이 없다. 하부에 고농도
의 다른 물질이 녹아 있고 절벽과 숲이

바람을 믹아주며 수괴 오에 충격을 일으

팔라우 해파리 호수에서 스노클링 하고 있는 다이버. 사젠우증원

키는 외부 유입수도 없기 때문이다.

해파리 호수는 산쇼가 수면에서 5ppm이었다가 수심 15m에서 완
전 제로가 된다. 해파리 호수는 바닥 김이가 약 50m 이지만 바닥 쪽

20m는 침전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심은 약 30m이다.
히층

15m 구간은 산상} 전혀 없고 암모니아와 인산염 함량이 아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팔라우의 해파리 호수인 것이다.
그러나 15m 수심 이내에서 스노클링핸 것은 전혀 위험째 않

으며 15m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황회수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고 있으면 된다

주 많다 이로 인해 황화수소 농도가 15m수심에서 제로였다가 바닥
에 이르면 리터 당 80mg이 된다.

이 물질은 인체에 매우 해로우며 피부에 닿아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다 해파리 호수에서 스쿠바 다이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다이벼의 공기가 해파리 우산 밑으로 들어가 해파리
를해칠수있기 때문이기도째만더 중요한것은황화수소7} 사람

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벼들 중에는 스킨 다이빙으로 15m 이상 3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해파리 호수는 산소층은 시야가 흐리지
만 그 밑은 가시 거리

30m 이상이라고 한다. 실력을 뽑내기 위하여

해파리 호수에 사는 해파리 종온 두 가지
홍맘해파리와 달해파리

Golden jellyfish and Moon jellyfish
주변 바다와 12， 000년간 격리된 해파리 호수의 생물 종 다양성은
매우 단조하다， 해파리 호수에는 진성 해파리류(해파리강/Class
Scyphozoa) 인 골든 젤리피쉬 CGolden

jellyfish, 학명: Mastigias

papua etpls뼈)와 달해파리류의 한종(A띠 'elia s미이 산다. 섬 주변
2011 N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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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호수에 사는 해파리 종은
두가지가 있다. 진성 해파리류(해

파리강/Class Scyphozoa)인 골
든 젤리피쉬(Golden
명!:

jellyfish , 학

Mastigias papua etpisoni)

가 가장 많고 들빼파리류의 한 종

(Aurelia sp)OI

더 있다.

죄측사진이 골든 젤리미쉬， 우측사
진이 등h해파리류의 한 종

바다에 실았던 종이 호수에 갇히면서 변회에 적응한 것들이다.
황금해피리 /Golden

(Spotted jellyfish;

jellyfish: 근접 바다에 사는 점박이해파리

Mastigias papua)와 유연관계(아종으로 추정 중

잡아 먹는다 황금해리는 몸에 점무늬가 하나도 없고 입다리 (or31
arms)에 붙어있던 부속지들도 거의 다 떨어져나가 있어서 점박이해

파리와 확연히 다르다

임)가 있다. 점박이해따리는 몸속에 해조류를 살게 하여 광합성에서

그러나 이 해파리들의 종 구별은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학명들 역

나오는 탄수회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면서 동물플랑크톤을 곁들여

시 잠정적으로 인정된다 해파리가 해파리 호수에만 살고 있는 것으

팔라우 해따리 호수에서 스노클링 하고 있는 다이버 . 사젠김동혁

100 Scuba Diver

팔라우 해파리 호수의 골든 젤리 피쉬. @Clark Anderson

로 관광객에게 알려져 있지만 락 아일랜즈의 다
른 4곳 해수 호수에도 살고 있다.

달해파리 1M∞n jellyfJsh: 해파리 호수의 달해
파리는 1981년에 학명이 아우렐리아 아우리타
(A띠따aa 띠 'jta) 라고 발표되었으나 그 후에 아우

렐리아속에 여러 종이 있슴이 나타나다시 정리

되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국명에도 있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아우렐라아 아우리타이며 해파리 호
수의 댈R파리는 종 미확정 - Aure1ia sp-로 표

기된다 유전자 분석에서 해파리 호수의 달해파
리는 수백만 년 동안 다른 종과 혼혈된 흔적이 없
다고한다.
태S얀를 따라 이동하는 해파리 호수의 해파리떼 \c HWBrooks

해따리 호수에 해파리 천적이 없다고?
No enemy of jellyfish?

석양이 가까워지띤 호수의 동쪽 절벽의 그늘에 햇빛이 든다. 그러

나 황금해파리는 동쪽으로 드는 햇빛을 만끽하지 않고 이른 저녁 시
간에 서쪽으로 방향을 되돌린다 동쪽 물속에 해파리의 천적인 말미

해파리 호수에는 해파리 천적이 없어서 해파리의 독도 없어졌다고

잘(Entacmaea medusivora) 군락지가 있기 때문이다. 황금해파리

한다 그러나 해파리의 독침은 그 목적이 밍써보다는 먹이 사냥이 먼

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본능적으로 천적이 사는 동내 를 알고 접근하

저일 수 있다 황금해파리는 원래 촉수로 동물플랑크톤도 사냥해 먹었

지 않는 것 이다 말미잘은 사냥감을 쫓아오지는 않는다 홍L금해파리

지만 호수에 사냥엠 없어 광합성작용11 만 의존하게 된 해파리이다.

의 독이 왜 없어졌는 지 섣불리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다.

해파리가 살고 있는 호수출써 하루 중 해파리 떼가 이동하는 경

홍}금해파리의 독침 구죠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자세포는 여전히

로는 일정한 특정이 있지만 완전히 고착된 경로는 아니다 그러나 해

작동하고 있으며 다만 독성이 약할 뿐이다 입술 같은 예민한 피부나

파리 호수에서 황금해파리가 이동히는 경로는 매우 일정하다. 몸속의

알레르기성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해조류가 광합성작용을 원활히 하도록 그늘을 피하고 얄은 수심 에 떠

해파리 호수의 달해파리는 수평 이동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갖지

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1원칙이며 제2원칙은 아침에 서쪽에서

않았으며 수직이동을 위주로 한다. 달해파리는 。 þJ에 수떤으로 상

동쪽으로 여행을 시작하되 시계방향으로 기야 햇빛을 최대로 받는다

승히는데 주식인 요각류가 야깃f에 위 로 뜨기 때문이다. 낮 시간에는

는 것이다 해파리 호수를 둘러싼 지형을 안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

요각류도 달해파리도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뭇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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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호수에 해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던 1998 년， 그 많던 해파리 어디로 갔었나?
Jellyfish Lake' 5 jelt까ish dieoff in 1998
1997년에 해파리 호수의 황금해파

‘r

。
。

e

10 0

리 수가 감소현상을 나타낸 일이 있

었을 때 이유가 스쿠바 다이버들 때
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다이벼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 해파리의 우산에
들어가연 강제로 뜨게 됨으로 해파리

가죽는다는논리였다
1998년 가을에는 다이버들의 다이
빙도 없었는데 횡금해파리 수가 갑자

기 급속한 속도로 감소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다가 12월에 들어서
자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났다. 관광 명소인 해파리 호수
가 비상에 걸렸다. 전문가들이 조사
해본 결과 엘니뇨 현상으로 수온이

‘?

상승하여 해파리 몸속에서 공생하는
해조류(황록공생조류;

zooxan thellae)가 사멸한 탓이었다.

g

그 이후 해파리가 처음으로 목격된
때는 1999년 4월이었으며 현재는 이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팔라우에는
황금해파리가 사는 다른 호수가 3개
더 있는데(출입 금지 구역) 유일하게

빅 젤 리 피 쉬 레 이 크 (Big Jellyfish
벼k딩에서는 개체 수가 감소하지 않

았다 과학자들은 원인을 몰랐는데
조사해보니 빅 젤리피쉬 레이크의 수

옹이 다른 호수보다 수옹이 덜 상승
했으며 또한 실험으로 밝혀진 것은

이 호수의 황금해파리가 높은 수온에
더강하다는사실이었다
해파리는 어미의 형태(메두사 형

태)로 사는 기간이 짧고 폴립 형태(스
트로빌래로 부착생활히는 기간은 스

스로 연장시킬 수 있다. 환경이 불리
하면 폴립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라졌던 해파리가
다시 무수히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파리의 증발 사건은
스쿠바 다이빙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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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공호}국 락아일랜즈(Rock

Islands) 중에서 해파리 호수가 있는 에일말크(티 I Malk) 섬 지도에는 메체르차르

(Mecherchar)섬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에일말크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섬 전체를 에일말크라 부르기도 한다.

._

-

_

_..;

DRYSUIT SYSTEMS

NEW TEK 1000
코두라부틸드라이슈트

나이롱부틸드라이슈트
한국 체형에 맞는 테코니컬 다이빙 전용 드라이 슈트
인체 공학적 입체 패턴 설계

없앓 I INTERCROSS
윌단 : 코두랴부뭘

월단

월단:코두라+부훨

• 코두라 이쿠아펙스

월단:코두리+져쿄를

藥 Badagang Co
TEL.

본사

080.621 .6003

지사

02.477 .2952 I

aqu값@aquaz.net

I

www.aqu라.net

브랜드: ATOMIC AQUATICS

COBALT
가격 2，400， 000원

- OLED 디스플레이
- Advanced Dive Computer
l

마그네틱스위치

· 리륨이온배터리

- 3D 디지털 나칩반

브랜드:

OCEANIC

· 고압력 디스커넥터

- Multi-gas 컴퓨터
· 다이브로그와플래너
l

러|크레이선， RGBM 알고리즘

GEO 2.0
가격 950，000원 액상 White / Blue

• 스테인리스 스틸링과 새로운 컬러 조합에 더해 앞선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 Oceanic의 독점적인 Dual 알고리즘
- 4가지 작동 모드(시계 모드， 일반 다이빙 모드， 게이지 모드， 프리 다이빙 모드)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 Step Back"기능

• 한 없이 2개의 산소 100"10 나이트록스 혼합 가능하며 ， 수중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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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TUSA

BCJ-1800
가격 680.000원， 사이즈 S / M / L / XL

l

여행에 적합한 콤팩트하고 경량화 된 디자인

BCJ카 800은 투어용으로 매우 가볍게 제작되었다.(칭랑 시 2kg) 그에 더해 BCJ-1800은 경쟁 업체의
모델과 비교 시， 내부 부력이 0.1kg으로 매우 낮다 후면 왼쪽 포켓에 추가된 버클로 BCJ-1800은 BCJ
의 허리 벨트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투어 시 콤팩트하게 접을 수 있다
l 머 |쉬포켓

BCJ-1800은 2개의 큰 메인 메쉬 포켓 지퍼와 하딘 우측어 11 개의 액세서리 포켓 지퍼가 부착되어 있다.
튼튼한 메쉬 소재로 BC의 전체적인 무게가 줄어들었으며 사용 후 빠른 건조가 가능하다

• 강화된 허리 부위와 백 패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깨 패드， 응용 백 패드， 허리 패드가 통합되어 있다. 이 패드는 탁월한 건조함을
위해 어깨를 조이지 않고 펀요「하게 착용할 수 있는 3차원 메쉬 소재를 채택하였다.
l

가슴 스트랩의 호루라기

가슴 스트랩 버클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가 부착되어 있다.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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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스톰(Strom)
가격 4만 원， 색상 노랑， 파랑
. 일안식마스크의기준
. 압착이적도록설계

· 넓은시야

• 부드러운 감측의 실리콘 버클

• 조절이 쉬운 크기의 실리콘 버튼

한국형 ‘아이스블랙’ 드라이슈트

(Korean Ice Black Drysuit)
가격 175만원

• 교육용 및 다이버를 위한 특별 사앙의 드라이슈트
l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생산 전문업체 ， 영국 타이푼(Typh∞n) 제작

• 한국인 체형에 맞는 한국형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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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다
저12 편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다윈의 섬과 마주하다

저 11편

에콰도르의 만년설과 만나다

(2011 년 9/10월호)
저12편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다윈의
섬과마주하다
(2011 년 1꺼2월호)

6월 30일 진짜 갈라파고스를 만나다

이미 에콰도르에 도착한지 며칠이 지나서인지 어제 고토팍시에서 고산병을 제대로 만나서

인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드디어 여행의 핵심속으
로출발이다 11

리마 공항에는 가운데 출입구 외에 갈라파고스 여행객을 위한 입구가 별도로 있었다. 이곳
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보내는 수하물 검사 표시를 붙여주며 구석에 있는 카운터에서 갈라파
고스 방문을 위해 vrSITORS CARD ($ 1이 를 미리 구입 후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해야 한다
이곳 에콰도르에서 갈라파고스 산 크리스토발

SAN CRYSTOBAl로의 여정은 우리가 이번에

이용하게 되는 AGGRESSOR에서 예약을 대행해 준다. 리마 공항의 AERO GAl 카운터에서

AGGRESSOR

스템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출발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스랩이 보이지 않았다.

해서 키운터에 문의하니 여권만으로 수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도 계속 두리번거리며 카운터마다 갈라파고스라고 묻는
모슴이 보였다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냥 획! 지나가 버려서 그냥 말았다. 흠 ..

한국을 떠난 지 5일만에 드디어 진짜 갈라파고스를 향해 떠난다 두근두근‘ ...
비행기 는 약 150석 정도의 양쪽 3열씩 되어 있는

AERO GAL 항공이다 우리 일행 4명은

통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갈라처 앉았다 그런데 반대쪽 통로를 보니 아까 두리번거리던
부자가 바로 우리 일행 옆 자리에 앉아 있었디: 혹시， 같은 배에 타는 걸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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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어보드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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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웃긴 에피소드 하나 .. 비행기가 갈라파고스 상공에 이르러 하강하기 직전 안내방송이

1 마블레이

나왔는데 미처 듣지 못했다 그런데 숭무원들이 앞에서부터 기내 수하물 칸을 전부 열고는

2 서전피시떼

2인 1 조가 되어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명은 수하물 칸에 스프레이 발사， 뒤 따라오는 한 명은

4 이글레이떼

문 닫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외래의 여러 가지 동식물이 들어오떤서 갈라파고스 생태가 많
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살균을 실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걸까? 이-님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늘에서 바라보니 드디어 갈리-피고스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에 다녀오신 분
들이 하늘에서부터 백파가 보이더니 일정 내내 힘들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바다부터
살펴보았다 으흐흐 ... .. 바다는 그냥 파란색이다， 군데군데 조금씩만 흰색이 보이고 전체가

다 파아란색으로 펼쳐져 있디
10시에 퀴토를 출발한 비행기는 과야낄을 거쳐 현지시간 12시. 산 크리스토발 공항에 도
착했다. 인천에서 에쿠아도르 퀴토는 -14시간의 시차가 생기며 다시 퀴토와 갈라파고스는 -1

시 간의 시 치-7} 있어 한국기준으로 -15시간이 된다 참， 먼 곳까지 오긴 했나 보다.
공항에 도착하니 입구에 선인장이 있다 적도? 선인장? 이것만 봐도 벌써 웃음이 나온다
그냥 웃음이 나온다， 으흐흐..

다이빙만 관심 있어 그런지 몰라도 핸지 갈라파고스는 다 다이빙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선

입견이 있었나 보다. 승객들은 우리가 흔히 가는 여행지처럼 일반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많
이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 온 한 무리의 학생들은 미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 형태의 투어
를오는거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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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라쿠다떼

갈라파고스는 입국할 때 공원세금 $100을 함께 지불하게 된다. 이 영수증은 갈라파고스를
떠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한다 역시나 수하물은 인력을 이용한 수동식(?)이

다. 카트로 이동해 온 짐을 바닥에 모두 늘어놓은 후 한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혼잡을
없댔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가니 AGGRESSOR 스랩들이 기다리고 있다.

AGGRESSOR 는 똑 같은 두 대의 선박이 함께 운항하여 AGGRESSOR 1, AGGRESSOR II
각각의 명단으로 배를 구분하여 항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눠진 일행을 보니 아까 기내에서
옆에 앉았던 부자도 우리와 같은 그룹에 있다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되는것같다

숭선 인원은 우리 4명을 포함 미국에서 온，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던， Richard와 Andrew
부자 친구끼리 모여서 온 Paul , Nicole , Michael , Paula , 또 다른 Michael. 그리고 혼자 오신

oel 아저씨 이렇게 전체 12명 예약 인원 중 2명이 취소되어 나는 선실을 혼자 쓰게 되었다.
야호--!!
일행은 우리만 빼고 전부 미국인이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로 우리가 필리핀 등의 동남아 여행하듯 갈라파고스를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부럽당 ...

먼저 스템소개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체크다이빙을 실시했다.
이번 투어에는 약 5년간 사용하던 컴팩트 카메라의 하우징이 수명을 다해서 출발 직전에

새로 구입한 캐논S95를 수중용 카메라로 준비해 왔는데 출발 전날 광각렌즈 교환구입하고
케이블도 새로 사고， 아직 세팅해서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가져와서 그냥 카메라 없이 들어

가려고 했다. 그런데 브리핑하며 물개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다 저 멀리 섬에 보이기까
지 한다!! 아자-- 스트로브는 두고 얼른 하우징에 광각 렌즈만 장착해서 들어갔다. 테스트
한번도 안 했는데 이러다 물들어가면 어펙하지?

#1 ISLA LOGOS / SAN CRISTOBAL - 16 :46 / 5.7m / 50min / 23 ’C / Vis 10m
입수하기 전에 멀리서 카메라로 줌 해서 보았던 물개를 보기 위해 천천히 이동을 했다 하

지만 시야가 흐려서 그런 건지. 아직 만나지 못한 건지 도대체 애만 태우고 나타나질 않는다.
마블레이와 성게 사진만 찍고 추위에 떨며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30여분의 다

이빙이 지나고 있었다 수심은 깊지 않아 수면의 작은 고기떼 사진을 찍으며 새로 준비해간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으로 뭔가 검은 덩어리가 획 -1 하고 지나
갔다 어?다시 획--

드디어 물개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녀석들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거기다 물이 흐려서 오

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도 이미 늦었다 2-3마
리의 작은 물개들이 왔다 갔다 사람들 가까이로 호기심을 보이며 다니는 사이에 뭔가 묵직
한 어뢰같이 생긴 어른 물개가 스~욱 지나간다 에이씨! 마치 약 올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
는 물개들과 놀다 보니 추위도 잊고 있었다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약속한 다이벙시간이 다
되어 다음을 기약하며 갈라파고스에서의 첫 다이빙을 마쳤다.

완전 춤다. 덜덜덜 떨며 나오니 스랩들이 따끈따끈한 타월을 몸에 둘러준다. 어그레서는
다이브데크에 온장고(?)처럼 생긴 곳이 있어서 이곳에 타월을 상시 비치해서 다이벙 후 바로
몸을 럽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위칸에는 차와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함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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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되어 있다 완전 좋다--

1 해머헤드상어

갈라파고스에 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 이 바로 수온이었다.6-7월 평균기온 18도. 음|

2 갈라파고스상어

음! 18도면 열대바다만 주로 했던 내게는 완전 얼음물인데 어떡해야 하나， 드라이슈트를 입
으려고도 했지만 몸에 익숙지 않고 해서 아는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완전 따뜻하다는

5mm

원단으로 슈트를 새로 맞춰 입고 후드조끼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 맞춤이 몸에 잘 맞지 않는
다 입고 벗기는 좋았지만 몸에 제대로 맞지 않아 몸통은 크고 팔은 쪼이고

.....

흑흑 - “ 그

래도 다행히 난류의 영향으로 예상했던 평균수온보다 훨씬 높았고 마지막날 다이빙지역인
이사벨 섬을 제외하고는 아마 비 슷할거라고 하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걱정이 한시름 덜
었다

잔진한 바다위로 곱게 떨어지는 해를 보며 갈라파고스의 첫날을 마감한다

7월1일 다이빙의 시작 종합 선물세트

Cousi n’s Rock / Santiago Island

#2 08 :44 / 27.따n / 48min / 23 ’C / Vis 10m
아침에 다이브데크로 내려가 보니 각각의 장비에 새로운 장비가 두 개씩 달려 있었다 하
나는 수변에서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깃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GPS 라고 한다 바다

가 얼마나 험하고 광활한지를 알려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니도 꽤 많은 리브어보드
를 타 보았지만 개개인 다이버에게 GPS를 장착해 주는 곳은 이곳 갈라파고스가 처음이다

아무리 찾아도 다이빙포인트 이름이 없다 여기가 어디인가 흑 ... ‘ .. 완만한 슬로프 지역이

다. 초록을 띄는 바닷속 모래 바닥을 노랑 꼬리를 가진 서전피쉬와 그루퍼， 노랑줄 스내퍼 들

이 무리를 이뤄 함께 이동한다. 조금은 심심하던 차에 나타난 거북이가 몰려드는 다이버에
놀라 줄행랑을 친다. 시밀란 만큼은 아니지만 거 대한 바위 덩어리 사이사이를 고기 떼가 몰려
다니는데 대부분 모래 바닥과 비슷한 색을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회섹인， 약간은 황량한 분

위기가난다

첫 다이빙 후 배는 산티아고 섬

Santiago Tsland 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아직 아래쪽이어

서 그런지 23도 수온에 5mm에 후드조끼를 입고 있어도 줍다. 다이벙 후에 추운 몸을 말리

고 있는데 종이 울린다 얼른 위로 올라가니 모두들 흥분해 있다'. Ki ller Whale 이라 불리는
바다의 난폭한 사냥꾼 범고래 Oracle 가 나타났다 거리가 너무 멀어 잘 보이지 않아 이리저
리 눈을 돌리는데 점프하는 순간 선명한 흰 무늬 몸통이 보인다. 아 멋지다 ..... 지난

2005

년 호주 대보초에서 처음 본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너무 떨어 실감은 안 나지만 두근두
근‘

- 웬지 예감이 좋다

갈라파고스는 크게 공항부터 시계방향으로 San Cristobal, Santa Fe , Santa Cruz , Baltra ,

Santiago, Marchena , La Pinta 저 멀리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Wolf, Darwin. 다시 내려와
Roca Redonda , Fernandina 그리고 가장 큰 섬인 Isabela , Floreana , 마지막으로 Espanol
Island로 이뤄진다 이 중 울프 섬과 디윈 섬을 제외하고는 올망졸망 모여 있어서 이 섬들을
둘러싸고 수 많은 다이벙 포인트가 있다 하지만 수중 환경이 동남아처럼 아기자기하고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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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포인트 별 특성이 크지 않고 예전보다 다이벙 제한 조건들이 늘어나게 되어 현재
Aggressor에서는 1일 3회 다이벙 일정을 가지고 한 개의 섬이나 바위 등을 중심으로 다이빙

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오늘의 나머지 일정은 산티아고 섬의 사촌네 비-위 COUSIN ’S

ROCK 주변을 다이빙 하게 된다

#3 14:1 3 / 25.6m / 57mln / 24’ C / Vis 15m
#4 16:1 9 / 27.4 m / 46min / 23 ’C / Vis 10m

사촌네 바위를 두 번에 거쳐 한 비퀴 돌았다 섬 자체는 조각케이크를 물속에 그대로 넣은
모양을 하고 있어 절벽다이빙의 형태를 띠며 수직으로 떨어지는 직벽은 그 바닥을 알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산호는 거의 없고 바닷가의 마른 나무조각처럼 층층이 갈라져 있는 직벽은
어찌 보면 삭막하게도 느껴지는데 그 틈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문어와 작은 생물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생물에 정신 필려 있을 시간이 없게 또다시 물개가 나타
나 정신을 쑥 빼놓고 간다 직벽의 코너를 돌아가는데 가이드가 바로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
리킨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라

점접 늘어나 보이는 무리는 바로 이글레이 얼른 동영상

으로 촬영해 나중에 다시 세어보니 13마라 언제 봐도 귀여운 얼굴을 가진 통통한 이글레이

떼 밑으로 다시 감압병 걱정 없는 물개가 요요다이빙을 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올라가니 편편하고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바로 코너에 거북이가 여유 있게 앉

1 따랑발부비새

아 있고 그 뒤로 다시 이글레이 한 마리가 여유 있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 비디오 모드로 놓

2 거북이농장

고 이글레이를 쫓아 가다 보니 그 뒤로 다시 바라쿠다 떼가 나타나고 이글레이는 유유히 바

4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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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개와이구아나

라쿠다 무리 속으로 사라진다 우히히 거북이， 이글레이， 바라쿠다， 상어， 문
어 그리고 물개까지 ..... 시작부터 갈라파고스 종합선물세트를 만났다

선테크로 올라가 보니 아직은 육지가 많이 가까워서 그런가 새들이 많이

날고 있었지만 아직 군함새는 볼 수 없었다. 붉은 가슴을 부풀려 자신을 과
시하는 갈라파고스 명물 군함새. 어디서 볼 수 있는 걸까 ...

나중에 가이드에게 군함새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까 내가
본 그 새들이 몽땅 군함새란다. 앵? 그렇게 작은가?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그 중에 가슴에 붉은색이 보이는 새가 있어 가
이드에게 보이니 바로 군함새란다 날아다닐 때는 주머니가 부풀지 않아
서 .. . ‘.하하하.

7월2 일 울프 섬 ..... . 아우--

어제 마지막 다이빙을 끝내고 바로 이동을 시작해서 새벽녘에야 울프섬에
당도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울프섬까지 오는 길은 그리 수월치만은 않았지
만두눈꼭감고열심히 잠만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앞에 갈매기로 뒤 덮인 커다란 섬이 떠 있다 울프
섬 (Wolf Island) 이다 섬이 늑대모양인가? 험험 ....

울프 섬은 활동을 멈춘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사화산으로 253미터에 이

르는 깎아지는 절벽으로 둘러쳐 있다 위 에 서 보면 커다란

y 자 형태로 위쪽

에 뚜껑처럼 기다란 섬이 있고 남서쪽 코너에 다시 커다란 바위가 딸려 있

다 남쪽의 주요 섬들보다 다윈과 울프 섬은 수온이 좀 더 따뜻하다 파도와

써지 ， 종잡을 수 없이 강한 조류， 회오리와 하강 조류가 있는 곳이다 섬 꼭대
기 부분에 풀이 조금 자랄 뿐이고 섬 여기저기는 새들로 뒤 덮여 있다 갈라
파고스의 섬에는 약 120여종의 갈매기가 있다고 하니 다른 새들까지 더하면
수 천종에 이르지 않을까 싶다
배는 섬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움푹 패여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섬

의 서쪽 옆구리에 해당하는 Anchorage에 맞을 내렸다. 오늘은 섬 남쪽지역
에서 다이빙을 하며 여기서 드디어 망치상어 (Hamme r head Sha r k) 와 고래상어 (Wha l e
Shark) 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드디어 ...

1 론섬조지

2 산타크루즈마을
3 산타쿠르즈지도

#5 Land Slide / Wolf Island - 8:44 / 27.4m / 48min / 23 ’ C / Vis 15m

우리 가이드 레닌은 바로 갈라파고스 출신이라고 한다 한번도 이곳을 떠나서 살아본 적

이 없는 오리지널 갈라파고스인 이다. 이곳 바다를 손바닥 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어 물속에
서도 그를 보면 전혀 머뭇거림이 없고 물개를 보는 듯 육중한 몸집이 정말 날렵하다.
울프 섬에서의 첫 다이빙은 섬 남쪽 랜드슬라이드 Landslide. 육상의 절벽이 병풍처럼 펼
쳐진 남쪽 지형은 그대로 물속까지 가파르게 떨어지고 5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커다란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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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라파고스항구
2 군힐새
3 다윈섬전경

4 울프섬
5 다윈아치
6 체이스보트

7 단체사진
8 해머헤드상어

는 섬과 그 끝이 깊은 수심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다 이 곳 울프 섬도 물속은 황량하다 화

산섬의 영향으로 바위들은 모두 거무튀튀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색이 화려하지 않다 보니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거기다 온통 신경은 망치상
어와 고래상어에 쏠려 있어서 바로 눈앞으로 이글레이가 지나가도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
는다미안
입수 후 약 27m 수심의 바위에 모두 자리잡고 앉아 고래상어를 기다린다 몸통이 대체적
으로 통통하고 지느러미 끝이 검은색인 갈라파고스 상어가 가장 먼저 우리를 둘러보고 갔

다 뒤를 이어 드디어 망치상어 한 마리가 바닥에 몸을 붙이고 몸통을 좌우로 흔들며 우리를
향해 온다. 사냥이라기 보다는 몸을 청소 받으러 오는 것 같았다 우히히 - 아직 상어가 진짜

사냥해 먹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인지 아직은 상어가 두렵다기 보다는 그저 마냥 좋기만 하
다 망치상어도 무서운 포식자이지만 빠른 속도로 곁을 지나가며 사방으로 핑굴 핑굴 눈을

굴리는 모습을 보면 그저 귀여울 뿐이다. 어떻게 저렇게 눈 부분이 뒤어나옹 모양이 될 수 있

을까? 옆에서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망치라는 이름이 언 듯 이해가 되지 않
지만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면 왜 망치상어라고 부르는지 분명히 이해가 된다

수심이 깊고 시야가 좋지 않다 보니 먼바다에 떼를 지어 망치상어 무리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10여 분을 앉아 있는데 가이드가 먼바
다를 가리키며 치고 나가기 시작한다
드디어 왔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구나 화면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무작

정 비디오 모드로 놓고 가이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잠시 후 뭔가 앞에 보

이는가 싶더니 화면 가득 고래상어의 얼굴이 두퉁~ 하고 나타났다. 고래상어의 크기는

7-8

미터쯤 되어 보이는데 이거다 싶어 열심히 달리던 내가 가속도를 미처 줄일 틈도 없이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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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사자{사진 정연규)

2 두톨상어(사진 정연규)
3 몰라몰라(개복치)

을 지나가 버렸다 크크크

드디어 첫 번째 고래

상어를 만났다 몇 마리쯤 볼까? 역시 어디서든 가이

드의 눈은뭔가다르다
그런데 동영상을 돌려보니 주둥이 바로 안쪽에는
선명하게 4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마치 입술처럼 붙

어있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인데 빨판상어들이
만타 입 속에 알을 낳아 그 속애서 자란다고 한다.
가끔은 거북이나 고래상어가 자기만큼 커다란 빨판
상어를 몸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쓰

럽기까지 하다 아무래도 이것처럼 기생하는 물고기
새끼들인듯하다나쁜아무튼， 고래상어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조
류를 따라 조금씩 흘러 다이빙을 마무리 한다

#6 Shark Bay / Wolf Island
- 10 :46 / 31.4m / 51min / 26 ‘C / Vis 15m
섭의 동남쪽 샤크베이 조류가 와서 갈라지는 부

분이다 이곳이 망치상어가 가장 많이 몰리는 포인트
여서 이름도 상어 만(將)

Shark Bay 이다.

이번에도 약 25미터 부근의 수심에서 절벽을 뒤로

하고 기다리니 먼바다에 어디론가 한 방향으로 열심
히 가고 있는 망치상어 무리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실크상어 (Si lk Shark) 와 갈라파고스 상어들이 간간
히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도 망치， 저기도 망치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망치상어가 있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지만 내 카메라가， 내

사진 실력이 저 모습을 잘 담아낼 수 없다는 게 너
무나 안타깝다. 특히 떼지어 나타난 이글레이는 그

수가 10여 마리 넘는데 갑자기 눈앞을 지나가 넋 놓

고 보다 가는 뒷모습만 담았다
울프섬은 어제보다도 수온이 훨씬 따뜻하다. 추위
를 심하게 많이 느끼는 나도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때는 조금 줍게 느껴지지만 일단 뭔가 나타

나 흥분하면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는데 계속계속
나타나 주니 그다지 줍지 않다. 아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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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o lf Isla nd 남쪽 - 15:09 / 49min / 285m / 26 ’C / Vis 15m

섬의 남쪽 Landslide 부근 슬로프 지형으로 마지막 다이빙을 갔다 수심 25미 터 부근에

완만한 바위 경사면이 깔려 있다.
바위 주변에는 청소 놀래기들이 군데군데 무리 지어 있고 잭피쉬들이 나타날 때 마다 깜

짝 놀라 숨기 바쁜 담셀무리， 내 핀 주변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쪼아먹는 나비고기와 돔이 보
인다 오후가 되어서 인가 갈라파고스 상어가 리프에 붙어 활발하게 웅직이기 시작한다 다이
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코 앞에까지 다가왔다가는 사라지고 어느샌가 다이버들 뒤에
서 나타나 스치듯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위협적으로도 느껴진다 대략 2-3미터 정도 되어

보이는 갈라파고스 상어는 일반적인 상어와 같이 무리는 짓지 않고 개별로 다니는 습성을
지닌것같다.

오늘의 마지막 다이빙을 끝내고 울프섬 남쪽에 있는 동굴로 스노클링을 갔다. 배에서 스킨
장비를 가지고 딩기보트로 이동하던 중 돌고래가 나타나 모두 뛰어들었다 이미 몸이 식어서

인지 물은 더 차게 느껴졌지만 물속에서 떼지어 가는 돌고래를 발견하고는 정신 없이 뒤쫓아
갔다 그치민 그들을 따라잡기애는 당연히 역부족 숨을 헐떡거리며 수면에 떠 있는데 이번에
는 상어가 수변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 실크 상어다 날렵하게 쭉 l믿은 몸때와 쭉 뻗은 지느

러미， 다이빙하며 보는 상어와 스킨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는 상어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동굴 입구에 배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쪽에는 밖으로 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물
속에서도 햇살을 볼 수 있었다- 특별한 건 없어 한바퀴 둘러보고 바로 니-왔다 나올때는 파
도에 따라 안으로 들이치는 물살이 느껴져 조금은 힘을 내어 치-고 나와야 했다

예전에는 일정 중에 상륙할 수 있는 섬도 있고 그 섬에서 갈라피고스만의 특별한 육상 생

물들을 함께 볼 수 있었지만 점차로 강화되는 규제들로 인해 이제는 메인 섬으로 돌아올 때
까지 섬에 상륙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섭섭하다

“

·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오니 김창호씨가 능숙한 솜씨로 회를 뜨고 계셨다 어제 저녁

선장님과 카드게임을 해서 돈을 왔는데 현금을 두고 한 게임이 아니라 대신 횟감을 내놨다
고 한다 말로는 지나가는 배에서 샀다는데 배를 본적이 없으니......

승송

미국친구들도 초고추장， 겨자 간장 고르게 찍어 먹어 눈 깜짝 할 새에 회 두 접시를 먹어
치웠다. 초장을 준비해간 우리도 우리지만 정말 갈라파고스 바다 한가운데서 회를 먹게 될
줄은몰랐다감사|

7월 3 일， 다윈 아치에 서다! Darwin Island

울프 섬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에 배가 출발했나 보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저 멀리에

다윈섬이 보인다 돌고래 무리도 함께 다윈 섬을 향해 가고 있다 병코돌고래 인가? 거리가 멀
어 확실하지 않지만 함께 가주니 훨씬 더 즐겁다

다윈 섬은 울프섬애서 약 4 시간 거리에 있는 섬으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
한다. 165m 높이의 수직 벽인 메인 섬 동남쪽으로 파리 개선문 같은 바위 아치가 당당히 서

있다 전 세계 다이빙 지역에 있는 아치 중 가장 유명하고 모든 다이버가 선망하는 이곳 다

2011 November. December

121

윈 아치 바로 그곳 내가 지금 서 있다!

다윈 섬의 다이벙포인트는 섬 서쪽의 Tower Rock, 섬과 아치 사이의 ChanneJ 그리고

Darwin Arch 세 곳이다. 하지만 주요 포인트는 다윈 아치이며 조류에 따라 채널쪽으로 흘러
다이빙 하기도한다

Darwin’s Arch / Darwin IsJand
#8 08:24 / 56mln / 23.2m / 26 ’C / Vìs 15m
#9 10 :5 0 / 55mln / 23 .3 111

/

26 ’C / Vis 15m

#10 15:10 / 52rnin / 26m / 27 ’C / Vis 15m

커다란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아치 모형을 붙여 놓은 것처럼 생긴 아치 바위 앞쪽에는 평평
한 바위 면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조류는 아치를 만나 양쪽으로 갈라

져 흐르며 이에 따라 다이빙 방향도 달라진다. 다윈 섬 지역의 물속은 울프 섬과 또 다르다
섬 사이의 채널 쪽으로 돌아가면 넓은 모랫바닥이 펼쳐져 있고 우선 물속의 바위 색이 울프

섬보다 훨씬 밝아져 시야는 비 슷했지만 좀 더 밝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입수하여 마찬가지로 수심 20여 미터 평평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망치상어와 고래상어

를 기다렸다 첫 번째 망치 상어는 절벽 아래아래부터 올라왔다 천천히 탐색하듯 옴통을 좌

우로 흔들며 올라오던 녀석은 어느 순간 횡기듯 빠른 속도로 몸을 돌려 가버리고 그 뒤를 이
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우리 주변을 탐색하곤 했다.10여분이 지나도록 망치 상어만 간간이
다녀갈 뿐 고래상어는 소식이 없다 망치상어를 청소해 주는 킹 엔젤피쉬， 스네퍼， 레인보우
러너 그리고 커다란 참치와 작은 고기떼를 사냥하는 잭피쉬 떼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만
났지만 역시 다윈의 하일라이트는 망치상어다. 사방을 둘러 보아도， 눈 닿는 곳 그 어디에도

망치상어가 있다 이곳에서는 갈라파고스 상어도 실크 상어도 거의 보이지 않고 오로지 망치
상어뿐이다

여기서짐깐-

‘동네개’

몰속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을 이르는 말로 지역에 따라 지칭하는 동물이 다른 특징
을갖고있다.
그 예로 말레이시아 시파단에서는 등판이 깨끗한 그린터틀을 말하고 팔라우에서는 그레
이 샤크 또는 화이트탑 샤크 등의 상어류를 총칭한다

이곳 갈라파고스에서는 동네 개가 귀상어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그들을 나는 ‘갈라파고스

122

Scuba Diver

동네 개’라고 부른다

하히... .

두 번째 다이빙을 끝내고 배 로 귀환하기 전에 아치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남는

건 사진 뿐이라고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금새 가물가물해지는 기억들을 이 사진들을 보며
위로받을수있으리라·

마지막 다이빙을 끝내고 상승하는데 수면에 오리발이 보인다 가까이 가보니 바로 가마우
지 . 물에 떠 있는 모습을 물속에서 보니 신기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시 작했다 그런데 내 옆

에 같이 상승하던 일행을 향해 팩펙 울부짖듯이 맹렬히 주둥이를 들이 대 는 것이다 수변에
다 올라와서도 보니 그분만 쫓이- 다니며 쪼는 시늄을 하고 먼저 출수해 배에서 이 모습을 구
경하던 일행은 모두 배 꼽을 잡고 웃고 있었다

드디어 갈라파고스 아치 를 마주한 기념으로 삼페인을 마셨 다. 삼페인은 MOET &
C1-마NDON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이 삼페인을 마셨는데 어그레서는 삼페인， 와인 등

모든 주류 음료까지도 공짜로 제공된다. 엄밀히 말하면 경 비에 포함된 것 이지만 일부 다이버

들을 제외하고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 지 않기 때 문에 미국이나 유럽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버보드에서는 모두 포함해 주는 정책이 그리 니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일행도 술을 제법

많이 드시는 분들이지만 다이벙 중간에 는 마실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술을 그다지 많
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하게 맥주 몇 병 마시는 정도로 가볍게 드셨다 우리가
함께 축하를 하는 사이 아래쪽 다이벙 데크 후미에 상어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리브어보드를 타면 배 후미로 음식 찌꺼기 등을 버리면 서전피쉬나 참치류가

모여들게 되는데 이곳 갈라파고스에서는 상어들이 모여들었다. 그것도 수십 여 마리가 모여든
것이다 막대기에 카메라 달아 물속에 넣어 상어를 촬영을 해보는데 상어들이 와서 건드려서

떨어질 번 하기도 했다 대부분 갈라파고스 상어와 실크 상어였고 음식 때 문인지 조금은 공
격적으로 다가오는 녀석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우리 가이드 레닌도 물속에 카메라를 선뜻
넣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7월4일 갈라파고스 하이라이트

오늘은 오전에 3회 다이벙 후 울프섬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다이빙을 할 예 정 이기 때문에

다이빙을 조금 서둘러 시작했다

Oarwin Arch / Darwin IsJand
2011

November.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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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6:52 / 49min / 27m / 26 ’C / Vis 15m
#12 09:24 / 51m띠

/

27m / 26’C / Vis 15m

#13 11: 23 / 58min / 22 .5 m / 26 ’ C / Vis 15m

첫 다이빙도 수 많은 물고기와 망치상어 등과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번째 다이빙이었다.

대부분 직벽이나 편편한 곳에 붙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망치
상어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기다리는 수심이 조금 갚어서 인
지 절벽이라서 그랬는지 내 머리 위로 망치상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해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다. 이 모습에 상어가 한 백 마리쯤 있으면 좋겠지만 이 한 마리의 사진으로도 정말
만족한다

리프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고래상어 한 마리가 다시 나타났다 마치 호위하듯
망치상어 십여 마리가 고래상어 앞을 달리고 있다. 다시 열심히 킥을 차며 전체적인 몽통을

촬영한 후 사진으로 돌려 몇 장 찍었다 크기는 6-7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아 보였다.
두 번째 고래상어가 간지 겨우 10여분 후에 다시 가이드가 먼 바다를 가리키며 치고 나가
기 시작했다 또 다시 비디오 모드로 놓고 무작정 따라갔다 약 10여 미터 정도 되는 고래상

어로 지금 막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혹시 금방 지나간 그 고래
상어가 아닐까? 하고 봤는데 이번 고래상어는 꼬리에 무겁도록 많은 기생 물고기를 달고 있
었다 내가 머물 던 수심이 20여 미터였는데 고래상어는 내 앞을 지나 계속 상숭해서 10여
미터 수심까지 올라갔다. 나도 계속 카메라를 찍으며 수심을 확인하며 최대한 천천히 따라
상승을 시작했다. 너무나 멋지게 내 앵글 안에서 방향을 바꾼 고래상어는 내가 미처 따라갈

틈도 없이 다시 깊은 수심을 향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
모두들 너무나 행복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빅-수를 치기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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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마쳤다.

세 번째 다이벙이 끝나면 다시 울프섬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 일행들은 마찬가지로 절벽

에 잠깐 머물다가 이번에는 약 15m 수심에 맞춰 물을 따라 리프 왼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래로 모랫바닥 이 나타나고 넓디 넓은 모래밭위로 지나가는 망치상어들의 귀 모양이 선명히
보인다 눈앞에 가득 들어찬 푸질러 떼 사이로 거북이， 배를 바닥에 바짝 붙이고 날아가는 이
글레이 그리고 또 그 바닥에 아예 누워 사진을 찍는 다이버의 모습도 보인다 아치와 다윈 섬

중간 채널 부근에 들어왔을 때 갈라파고스 상어들이 중간중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변을 맴돌 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데 유독 한 마리가 나를 정면으로 보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카메라로， 거기다 광각렌즈까지 끼고 보는 상어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아

그냥 재미있게 사진을 찍던 나는 갑자기 화면 가득 들어오는 상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눈
을 들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방향을 바꿔 돌아가는 이 녀석은 언뜻 보아도 2미터는 충분히
넘어 보이는 크기였다 그제서야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가이드 레닌 옆으로 바짝

붙어 서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는 거북이와 함께 천천히 상승을 했다

모두 갑판에 모여서 다윈 섬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윈 아치를 배경으로 전체 다이버가 함

께 사진을 찍고 개별로 독사진도 찍는 중 배는 기수를 돌려 다시 울프 섬을 향해 서서히 이
동을 시작했다 이제 다이벙 일정의 반이 지나고 있었다.

#14 Shark Bay / Wolf Island - 16:29 / 42min / 25m / 26 ’C / Vi
다윈 섬과 울프 섬의 핵심은 고래상어와 망치상어이다 물론 다른 물고기와 상어들도 정말

많이 보았던 풍부한 물속이지만 사진을 보지 않고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
타나도 계속해서 넋을 잃고 바라보던 망치상어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망치상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올 수 있을지 정말 꿈같은 다이빙의 연속이었다.

슈트이야기

나는 앞서 이야기 한 대로

5m111 슈트에 3mm 후드조끼를 준비해 갔고 오상준씨와 김광천

씨는 세미드라이슈트를 준비해 오셨다. 그런데 김창호씨는 나처럼 5111m 슈트와 3111111 슈트를
가져오셨지만 오늘까지의 모든 다이빙을

3m111 슈트로 하고 계셨다. 조금 춤긴 하나 견딜 만

하다고 하신다. 숫자상의 수온은 26도 이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수온은 24-25도 정도로 가
만히 기다리면 줍고 또한 다이빙 끝 부분에는 손가락이 저려오기는 하는 수온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온 다이버들은 대부분 세미드라이슈트와 드라이슈트를 가져왔다. 본토의 다이빙

환경이 캘리포니아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많이 춤다고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도 수온은 낮이
대부분 세미나 드라이슈트로 다이빙을 배운다고 했다 4-6시간이면 따뜻한 물에서 다이빙
할 수 있는 우리가 오히려 여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7월 5일， 차가운 물속의 역동성

Isabela Island / Punta Vicente Roca

아침에 일어나니 선장 헥터가 선장실로 가자고 한다 이제 곧 적도 선을 통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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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에콰도르 퀴토에서 육상관광할 때 적도선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적도선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선장실로 올라가 위도와 경도가 숫자로 표시되는 스크린을 살펴보니 숫자가 조금씩 바뀌

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있어 한자리씩 변하는게 아니라 약간 불안하던 순간 배는 적도를 지
나 0 ’02.033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아쉽게 0 ’00.000 을 사진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뿌듯하다고나 할까?

푼따 비센떼 로까는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큰 이사벨라 섬 북서쪽， 에쿠아도르 화산 가까
이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화산재들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두 개의 아름다운 후미가 있다

#15 08:12 / 36min / 23.8m / 19 ’C / Vis 20m

첫 다이 빙은 수심 50미터까지 떨어지는 절벽의 얄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시작하여 오른쪽

으로 이동했다 절벽은 수십 조각의 나무판자를 붙여 놓은 듯 틈이 갈라져 있고 그 틈엔 산

호와 갯민숭이. 곰치 등의 고기들이 살고 있다 특히 이 절벽주위에 물개가 많이 살고 있어
다시 즐거운 물개와의 다이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입수하자마자 악----1 비명이 나올 정
그로 차가운 물은 5mm 를 입고 있는 내겐 물개고 뭐고 당장 뛰쳐 올라가고만 싶은 심정이었

다 하지만 그 때 나타난 만타 한마리가 태양을 등지고 맛지게 날아가고. 역시 물이 치-7}워지

니 니-타나는 몰라몰라(개복치) 두 마리가 뛰쳐 올라가려는 나를 붙잡았다 한 마리는 다이
버들이 나타나자 마자 방향을 바꿔 가버렸지만 약 1 미터 정도 되어 보이는 한마리는 여유있

게 포물선을 그리며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는 바로 수변에서부터 가마우지가 총알처럼 물
속으로 수영해 들어와 능숙한 솜씨로 산호 사이를 비집고는 다니다 사라졌다 수면으로 올라
가는 가마우지의 모습은 정말 멋졌다.
마추픽추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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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38 / 50min / 24.6m / 18 ’ C / Vis 20m
차가운 물에 마음의 준비 를 단단히 하고 입수했지만 저 멀리 바닥에서 해

마를 보라고 부르는 가이드를 따라 움직이기에는 물이 정말 차가웠다. 온몸
을 웅크리고 눈으로만 물개를 따라가던 중 저 멀리 바위 틈에 서 있는 뭔가
가 보였다 그냥 퉁그런 쟁반처럼 생긴 .... 앗! 최대한 버블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다가갔다 그곳에선 개복치 한 마리가 몸을 세워 용몸을 청소 받고

있었다. 그리 크지 않지만 폭이 1111는 충분히 되어 보였다 2-3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도 좀 더 가까이 붙어가며 게복치가
떠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다 개복치로 다시 굳었던 폼이 풀렸다 모래
바닥에는 군데군데 켜켜로 갈라져 보이는 바위 덩어리가 있고 스팅레이 ， 마
블레이， 아주 커다란 해마 그리고 이름 모를 걸어 다니는 고기 동 너무 넓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
다 다시 리프 가까이로 돌아오니 물개들이 많이 보였다. 수면을 보니 불개

한마리가 다이버들을 구경 이나 하듯 쳐다보고 있었고 눈앞에서 천연덕스럽
게 나를 쳐다보며 공기방울을 뿜어대는 장닌-꾸러기들 지나가는 거북이를

쫓아다니고 가이드가 내미는 노란 핀을 장난처럼 물으려 한다.

다이빙을 끝내고 나오니 더 이상은 차가운 물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다 거기다 이제는 볼 것 다 봤다는 어떤 만족? 체념?

마추픽추전경

장비를 모두 해체해서 다이빙이 끝남을 알렸다.

#17 15:09 / 54min / 22m / 18 ’C / Vis 20m

점심을 먹고 몸도 어느 정도 다시 따뜻해졌다 사람들이 피곤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마지
막 다이빙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내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너무 추운데 .. 그치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 그 무엇보다 이제 이곳이 아니면 어디에서 물개랑 다시 다이빙을
할 수 있을끼_. ...

에잇| 내가 언제 다이빙 빠뜨린 적 이 있었던가!!

다시 내려가 장비를 세팅했다 줍다고 다이벙 안하신다딘 다른 분들도 같이 출발했다
가자!! 마지막 다이벙--

에고! 두 번째 다이벙이 끝나고 나서 다이빙 장비를 해체하고는 맛데리 바꾸는 것을 잊고

말았다 다이벙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만난 갈라파고스의 네 번째 개복치가 떠나면서 카메라
맛데리도 그만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뭐， 그동안 충분히 사진과 동영-^J-_으로 많은 영상을
담았으니 이제는 편하게 눈에 담아야지 ·

‘. 얄은 수심의 물개들을 찾아 몸을 돌렸다 절벽

오른쪽에 넓은 플랫폼 같은 커다란 바위가 있고 온통 햇살이 쏟아진다 천연덕스럽게 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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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물개， 귀찮은 듯 팔을 휘 저으며 날아가는 거북이， 플랫폼 위에 가득 덮인 푸질러 그리

고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이글레이.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광
경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내 눈에，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담고 갈라파고스의 다이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행복하다

모두 다이빙을 끝내고 얼른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는 육지 투어를 떠났다 딩기보트를 타고
섬 둘레를 돌아보기로 했다. 먼저 한가로이 바위에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는 물개 곁으로 갔
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뒤에 뭔가 검고 긴 생물이 있었다 거리가 멀어 자세히 보이지 않
는데 가이드 말이 이구아나라고 한다 앵? 이구아나가 이렇게 작아? 우리가 봤던 이구아나는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은 확대사진 이었나보다 실제로는 아주 작아서 멀리서 봐서는 얼굴이

제대로 구분되어지지 않을 정도다. 선명하게 붉은 게가 선명한 초록의 이끼 위에 앉아 있고
그 옆에서 펠리칸이 날개를 뒤적이며 털을 고르고 있다 배를 조금 웅직이니 작은 팽권 한

무리가 있는데 정말 작아서 이야기 해 주지 않으면 멀리서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갈라파고스에 는 다이빙 선박 외에 일반 크루즈 선박도 있는데 두 대의 딩기보트에 관광객
들을 가득 싣고 확성기를 든 가이드가 해안 가까이를 돌며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보

다는 좀 더 생태관광에 목적을 둔 관광객들인 듯 하다
우리가 다이빙 했던 포인트 바로 앞에 동굴이 만들아져 있어 그곳에 갔는데 그 동굴 주변
의 절벽 여기저기에 유명한 부비새가 가족을 이루어 지내고 있었다-‘ 이 부비새는 특히 발이
파란색이라서 그 이름이 파랑발 부비새 Blue Foot Boohie 라고 하는데 갈라파고스 티셔츠

에도 많이 니-오는 유명인사다.

7월 6 일， 산타 크루즈 섬

Santa Cruize Island

이제 갈라피고스 마지막 일정이다

리버보드 회시-마다 다르겠지만 이곳 갈라파고스까지 왔는데‘ 거기다 중간에 육상 투어까

지 전면 중딘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루의 육상투어는 그 아쉬움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그레서가 주유를 위해 발트라 Baltra 애 정박을 하고 우리는 배로 산타크루즈 메인섬으

로 넘어 갔다 바다가 있는 곳곳에는 너무나 이-무렇지도 않게 물개가 놀고 있고 난간이나 뱃
전에 앉아 있는 펠리칸을 보아도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차량으로 섬 정상 부근으로 이

동하여 짧은 생태 관광을 하게 된다 섬 아래쪽 낮은 고도에서는 선인장 같은 사막기후 분위

기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섬 정심R으로 가면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점차 잎이 무성해지

고 열대우림 같은 분위기가 나타난다. 적도에 위치하여 고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섬의 독특한 모습은 그저 사계절이라는 기후만 알고 자라온 내겐 너무나 신기하게만 느껴
졌다. 차를 세운 곳은 분화구 같은 곳이다 화산폭발 당시 땅속으로 용암이 흐르던 통로가
그대로 식으면서 그 자리에 터널처럼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터널이

무너져 분화구 같은 지형이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안개 때문인지 바닥이 미끄러워 걷는 게
조심스럽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곳 갈라파고스도 외래종의 유입이 지역 생태를 많이

변화시킨다고 한다. 실제로 분화구 주변을 조금 돌아보았는데 률나무 같은 걸 발견할 수 있
었는데 원래 이 섬에는 률나무가 없다고 한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률을 가지고 와 먹고는
뱉어놓은 씨가 퍼져서 자라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후
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내려오는 길에 용암이 만들어 놓은 동굴을 들러 거북이 농장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관광
으로 보면 옵션 쇼핑이라고 할까? 하하

우선 장화로 갈아 신고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름이 농장이지 넓은 토지에 거북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호하는 곳으로 보는 게 나을 듯 하다. 이곳의 거북이는 바다 거
북이 아닌 평균 500kg 정도 되는 육지 거북을 위힌 곳이다 육지 거북은 종일 풀을 먹고 물
이 있는 진흙 늪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한 녀석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풀을 먹고

있었는데 잠깐 얼굴을 들어 포즈를 취해주고는 이내 디시 풀을 뜯어먹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육지거북은 둥껍질이 훨씬 크고 둥그렇다. 얼굴은 바다거북보다 작은데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콧구멍이 귀여웠다. 입구 쪽에서 기념품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생각보
다 많은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 가격이 시내보다 비싸거나 하지 않아서 미
리 이곳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고 싶은 조각도 몇 개 있었지만 우리는 갈라파
고스 이후의 일정이 만만치 않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흑흑 ..

다시 배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짐을 좀 정리했다.

그 동안 함께 해 주었던 스템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인화하여 한글로

이름을 적어 주었다 처음 보는 글자로 쓰여진 자신들의 이름을 특이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했다. My

pleasure‘ Thanks--

7월 7 일갈라파고스를뒤로하고...

하선하여 공항으로 이동 후 체크인을 끝냈다. 아직 출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쿠스코살리L싹

시내의 유명한 세비체 Cebiche 집을 찾았다 세비체는 에콰

도르， 페루 동의 해산물이 풍부한 남미지역의 음식으로 우
리로 치면 물회 같은 개념이다 주문에 따라 새우‘ 생선 등을
날것으로 넣고 여기에 라임을 넣어 새콤하게 만든다 단， 주
의할 점은 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은 주문 시

꼭 빼달라고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정말 떠나는 시간이다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오

상준씨와도 이곳에서 헤어지게 된다. 운이 좋으면 이동 중간
에 과야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15시간 이상을 걸려서 도착한 남미 대륙인데 이대로 갈

수야없지 않는가

우리 일행은 이곳 에콰도르에서 페루의 쿠스코로 이동을
한다. 쿠스코에는 잉카의 후예 들이 님킨 문화 유적지가 있는
데 특히 하늘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가 있다 전체 3주의 일
정 중 마지막 1주일은 이곳 마추픽추를 중심으로 쿠스코 지
역을관광했다
페루의 일정은 정보가 많지 않아 준비에 많은 애를 먹었
다. 특히 마추픽추 관광은 현지에 도착해서 일정이 어 긋나면
안되기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진행 구조를 파악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여행 일정 내내 날
씨가 너무 좋아서 깨끗하고 멋진 마추픽추와 쿠스코 시티

그리고 특히나 멋졌던 천연 염전 살리나스 가는 1시 간여의
길은 비 록 사진이 한 장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갈라파고스
만큼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작고 쾌활한 헥터 (Hector) 선장， 퀴토출신의 가이드 겸 트

립 매니저 역할을 했던 리까르도(Richard) ， 우리 가이드를
맡았던 레닌 (Lenin) 보트맨 오마르(Omar) 와 다리오(Dario) ，

식사와 객실을 살펴준 프란시스코 (Fra nci sco)， 엔지니어 마
누엘 (Ma nu e l)， 주방장 알프레도(A lfr edo). 주방보조 에릭

(Eric) 이렇게 9명의 스랩이 우리가 이용했던 AGGRESSRO
Il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 글을 통해 그들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쉽지 않은 여행을 함께 해 주시고 늘

www.seaworld-palau.co.kr
PO Box 10245 KOROR PALAU 96940
전와 :

680 488-8686
680 779-8308
[OJE 8624 - 8686
j팩스 : (680) 488-5152
매울 : 02 798-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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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치 않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김창호， 김광천， 오상준님께 깊
은감사를드린다 ? •

(~b ,r((b ,r
7--z_ ι- z_

천상의다이빙포인트와

M.B. OCEAN BLUE

리조트

국내 다이빙은 수온이 차고 수중에서 열대바다에 비해 볼거리가 적고， 다이빙보트가 불
편하여 아무래도 다이빙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보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에 비해

동남아 지역의 열대바다는 일년내내 따뜻한 수온과 아기자기하고 화사한 산호들의 무늬와
빛깔이 화려하고 저마다의 자태를 쁨내고 있는 다양한 수중생물 등을 만날 수 있디 이러다
보니 필자는 오래전부터 동남아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가깝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한 필리핀 바다를 많이 찾고 있다
글/사진 김경석(DEPC 부회장)

필리핀의 모알보알... .

이 곳은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곳이다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고‘ 정어리무리의 군무가 공연되고， 거북이들이 저마다의 멋진 포즈를 취하고， 각종 산
호초들이 꾸미고 있는 화려한 정원은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멋진 곳이 다

필자가 모알보알을 처음 방문한 때가 약 20여 년 전인 것 같다 그 당시 에 는 한국인 삽은
없었고 외국인 삽 만이 있을 때이다 그 후 국내에서도 모알보알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인

삽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였고 모알보알의 볼거리가 있는 다양한 다이벙 포인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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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한국에서 많은 다이버가 이 지역을 찾게 되었다. 많은 다이버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인
이곳을 디시 소개하는 이유는 아직도 모알보알에 는 숨은 비 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모알
보알의 다양한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침체된 다이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곳을

다시금 소개하게 되었다.

이번 다이벙 투어 는 오존클럽 회 원들과 같이 하게 되었다 약간 을씨년스러운 날씨를 뒤로

하고 약 4시간 반 정도 걸려 세 부 막탄공항에 도착하니 열대지방 특유의 후럽지근한 날씨가
우리를 반긴다 공항에서 치량으로 약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조그마한 모알보알 타운의
MBOCE때 BLUE 리 조트에 도착할수 있었다 리조트 앞에 차량이 서니 훤칠한키의 한사

내가 우리 를 반긴다 항상 미 소를 달고 사는 M.B. OCEAN BLUE의 김용식 대 표， 김동하‘ 김
고은강사와스랩들이다

천상의 다이빙 포인트 모알보알
필리핀 세부섬의 남서쪽애 자리한 모알보알은 파낙사마비치를 중심으로 리 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디: 수중 지형의 융기로 생긴 지역이다 보니 자연 수중환경은 대부분 직벽으로 이루
어 졌으며 어찌 보면 거 칠고 와일드해 보인다. 이런 환경때문

인지 수심대가 깊어 다양한 어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다이빙
을 하는 모든 포인트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 동하기가 편리
하다
모알보알 포인트는 크게 고래상어가 출몰하는 지역인 마

린 상뚜아리에서 통고 상뚜아리까지 수중절벽과，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정 어리 무리의 군무를 볼 수 있는 페스카도르
섬 ， 그리고 수중섬인 씬캔섬으로 나눌 수 있다.
파낙사마비치에 포인트 중에서는 환경 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마린 생츄어리의 부채산호나 카사이 절벽

에 아름다운 색깔의 연산호， 곧은 자태를 뽕내는 회 초리 산
호 등 각종 산호류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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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산호
2 바다거북

3 오존클럽회원들

탈리사이 포인트는 수심 25m지점 에 동굴이 있어 동굴안에서 밖을 보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통고나 발라이 리프 포인트는 대형거북이 서너마리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 수중사진
가들이 반기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래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카사이 월에서는 연

산호들을 구경하고 있다가 다급히 울리는 딸랑이 소리 에 고개를 들어보면 고래상어가 그 웅
장한 자태를 뽕내며 다이버 앞을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회전을 하여 그 자태를 또 한번 보여
주고 가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우리 팀은 이 번 투어 중에도 고래상어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또한 파낙사마비치의 포인트들은 약 20m정도에서 각종 볼거리들이 있으며， 다이빙 진행시
어느 한 쪽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초보다이 버 들도 무리없이 다이빙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다. 10m미만의 수중에서도 말미잘에 붙어사는 아네모네피쉬， 아네모네 크랩， 모래속에 숨

바꼭질하는 고비， 조피쉬 그리고 각종 산호초와 공생하는 생물들이 있으며， 안정정지를 할
때에도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 전혀 지루하지 않다.
페스카도르섬의 정어리들은 항상 섬 주위를 머물고 있어 이곳에서는 다이버들이 항상 정
어리무리를 구경할 수가 있다. 정어리무리는 당초 하우스리프쪽에서 서 식하였는데 약 3년전

에부터 페스카도르섬 쪽으로 이동한 후 점점 그 무리가 늘고 있는 것 같다.
이 곳을 찾은 다이버들에게는 설령 고래상어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페스카도르섬의 정

어리무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씬캔섬은 물속에 잠긴 섬으로 모알보알에서 가장 먼 곳이며 힘든 곳 이다 필자가 개인적으
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이기 도 하다 일단 수심이 깊기 때문에 다이빙하는 시간이 짧은 것

이 아쉽지만 수중섬 위로 비추는 햇살이 신비롭고， 그 위로 노니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어
반짝반짝빛이 닌다，

사진을 몇 컷도 못 찍었는데 무감압 한계시간을 넘으려고 하여
아쉽지만 상승 준비를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포인트가 많아 항상 아쉬움을 남기며 또 다음
을기약하게 한다，

대표적인다이빙포인트

· 마린 생츄어리 (MARJNE
이동거리 - 약 30분

SANCTUARY)

/ 조류 동 ~ 서 / 진행방향 : 동

·•

서

모알보알 다이빙 포인트 중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다 론다베이 해
양공원 (Ronda Bay Marine Park)으로도 불린다. 모알보알에서 가

장 먼저 별도의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지

원주민들도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리프는 5m에서

18m 수심을 유지하며 45m 수심까지 절벽으로

떨어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씨팬 군락지로서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씨팬 뿐 아니라 연산호와 리프 피쉬 Oeaf Ash) , 오리엔탈 스
위트립스(Oriental sweet Ups) , 할리권 스위트립스 (Ha liquin sweet

lips). 고스트 파이프피쉬 (ghost pipe fish) 등을 볼 수 있다 잭피
쉬 떼와 참치， 화이트립 샤크 등도 가끔씩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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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은 수심은 경산호가 빈틈없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어. 치어들의 훌륭한 보육장이 된다. 트

1 부채산호

리거피쉬가 산란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다 때때 로 트리거 피쉬의 알이 노

2 에어플레인렉

출되 어 알을 먹으려고 놀 래기 들이 모여드는데. 그럴 때면 트리거피쉬가 알을 지키기 위해 자

4 말미잘과동갈돔

리를 뜨지 못한다 좀처럼 가까이 볼 수 없는 타이탄 트리거피쉬 를 아주 근접 (1m이내)하여

6 버를산호와쉬럼프

관찰할수도있다
모알보알의 다른 포인트와 다르게 동-서 방fgF으로 이루어진 이 곳은 물때를 잘 맞추어 입

수하면 감탄을 불러내는 장관을 연출한다 1회의 다이빙으로 지름이 2m급의 대형 부채산호

를 100여장 이상 감상할 수 있고， 해송군집과 글라스피쉬 떼 도 만날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말미잘의 개체수가 많아 각종 아네 모네피쉬 (니모)의 종류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곳 이 기도
하디

• 에어플레인 렉 (AIRPLANE WRECK)
이동거리 . 약 30분 /조류 : 남 ←→북/ 진행방향: 남 ·→ 북

리이프 클럽 (Reef

Club)

리조트 앞의 프롭오프 밑

20m

수심의 모래지역에 인공적으로 비

행기를 침몰시켜 만든 다이벙 사이트이다 세부 랑크에어 (Lanc Air)에서 지원받은 2 인승 경비
행기를 모알보알까지 육로로 운송한 다음 엔진을 제거하고 대 신에 공기탱크들을 채워넣아

어류들이 서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비행 기의 조종석은 다이버 l 명이 들어가 앉아 사진을 찍기에 알맞은 사이즈이다 오른쪽
날개 바로 뒤로 가든일 군집 이 자리하고 있다 비행기 안은 글라스피쉬 와 라이언피쉬가 한가
롭게 떠있고， 비행 기의 주변을 보면 모래속에 은신해 있는 물고기 종류와 스네이크 일 ， 가τ
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모래와 암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면 무수히 많은 마크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 피쉬 피딩 (FISH FEEDING)
이동거리. 약 25분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슬로프 지역은 얄고 경산호와 연산호들로 빽빽이 채워져 있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북쪽으로 진행하면 꽃밭 위를 비행하는 듯한 느낌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남쪽으로 진행하면 직벽의 웅장함과 회초리 산호와 씨팬 등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곳에 은신해 사는 작은 생물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디
다른 포인트에 비해 다이벙 진행을 많이 하지 않는 포인트여서 산호 및 기타 생물들이 자
연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화려함과 볼거리를 함께 가진 곳이기 도 하다

· 화이트비치 (WHITE

BEACH)

이동거리 : 약 25분 / 조류 남 ~북/ 진행방향 남 ←· 북

모알보알 유일의 백사장 지역이다 주말에 는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
다. 모래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보니 수중 생태 및 경관 또한 영향을 받았다.

백사장이 있는 해변 앞의 다이빙 포인트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절벽 다이빙이 진행된디

연산호와 고르고니안 산호 그리고 수많은 회유성 어류들이 있다. 동굴들과 돌출물들이 있으
며 갯민숭달팽이들을 발견하기 좋은 곳이다. 모래속에 은신해서 사는 데빌피쉬나 스네이 크일

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견된다.
모양이 예쁜 갖가지 고퉁들도 다른 포인트보다 개체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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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하우스 리프(DOLP田'ffi
이동거리 · 약 20분

HOUSE)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돌핀 다이버 리조트 앞에 위치한 리프(Reeη 지역이다 수심 50m까지 직벽으로 떨

어진다 절벽면에 오리엔탈 스위트립스(O riental Sweet Lips)가 둥지를 틀은 크렉 이
있다. 항아리 해면， 갖가지 색상의 말미 잘과 아네 모네 피쉬를 볼 수 있다 거북이도 많
이 볼 수 있다 다양한 색상의 중형 크기의 씨팬을 만날 수 있다 월 (Wall) 다이빙이지

만 아기자기한 맛을 가지고 있다.
또 모알보알에서 제일 큰 항아리 해면이 이 포인트에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
다. 수심 25m에 는 오래 된 십자가 묘비 가 있다

• 투블 리프(Tuble Reef)
이동거리 : 약 20분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투블 포인트의 이름은 그 곳의 육지 지명인

<Tuble brgy)에 서 인용되었다 투블 리

프는 작은 동굴들이 많은 절벽이다. 씨팬들로 우거진 숲과 참치， 잭피쉬 등의 큰 고기
무리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며 3-40m까지 수직인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 형
어종을가장많이 볼수 있는 곳이다

• 투블 상투아리 (Tuble Sanctu ary)
이동거리 - 약 20분 / 조류: 남 ←→ 북 / 진행방향

남 ←→ 북

투블 포인트의 어류 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 양쪽으로 부위를 설치하여 눈에 띄도록 되어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어로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류들이 모여 있다.
크고 웅장한 테이블 산호 갖가지 모양의 경산호， 화려한 색상의 연산호등 무수히 많은 산호

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 곳애 은신해서 사는 갖가지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마크로들
이 많이 있어 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는 마크로 포인트이다.

• 카사이 월 (Kasay wall)
이동거리 : 약 1 5분

/ 조류: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KASAI ViUage 앞의 바다인 카사이 월은 통고와 버금가는 포인트로 바다 속에 수
많은 아기자기한 산호들이 분포해 있다 여기도 고래 상어의 출몰이 가장 빈번한 포인
트 중에 하나이고 바다거북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1 회 다이빙에 10여 마리 가까이 만
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수중사진가들이 선호하는 포인트로 만다린 피쉬와 다양한 접

사 피사체와 거북이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 화이트 하우스(Whlte House)
이동거리 · 약 10분

/ 조류: 남 •• 북 / 진행방향: 남 •* 북

얄은 산호 리프 지역으로 수심 이 얄은 지역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산호의 리프 군데 군데
모래가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유심히 관찰하면 풀잎을 흉내내고 시-는 Ghost Pipe
Fi sh를 만날 수 있다. 절벽 면으로 내려가면， 대 체적으로 시야가 조금 떨어진다. 먹이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하여 갖가지 어류들의 박람회처럼 많은 종류의 어류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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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스카 케이브(Oscar

Cave)

이동거리 ; 약 5분 / 조류.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다이빙리조트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절벽이 이어지다가 협곡처

럼 바뀌는 곳에 동굴이 뚫려있는데 동굴 입구의 상단은 수심 32m이고， 하단은 37m로 깊은
수심에 자리하고 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면으로 두 구멍으로 나뉘고， 좌측으로 쩍

어진 굴이 연결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또한 항상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형
태로 되어 있어， 초보자는 당황할 수도 있다. 동굴을 되 돌아 니오면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입

구의 양쪽으로 씨팬과 블랙코랄이 있는데 작은 카디널 피쉬 들이 많이 붙어 있어 묘한 분위
기를연출해준다

• 하우스 리프(The HOllse Reef)
^근 .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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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Ocean blue의 바로 앞의 비치 다이빙 포인트로서 리프는 수심 3m에서 35m
까지 경사를 이루어져 있으며 점점 깊어진다， 다이브센터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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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들어가서 다이빙하면 되는 편리한 곳이다. 리프에는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어류
늘이 있어서 야간다이빙이나 마크로 촬영하는 사진가들에게 좋다. 우리가 다이빙하

는 동안에는 수백만 마리의 전갱이 무리가 하우스 리프애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를 촬영하느라 마크로 생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는 없었지

만 언뜻 관찰한 하우스 리프의 바닥에는 새우공생고비들이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수심 58m
에 방카보트가 있는데 이곳은 테크니컬 다이벙만 가능한 곳이다.

• 탈리사이 리프(Talisay Reef)
이동거리 : 약 10분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리이프는 5m에서 15m 수심을 유지하며 45 m까지 절벽으로 떨어진다 보통 드리프
트 다이벙으로 진행되며 흑산호들이 자라고 있는 수많은 구멍들과 작은 동굴들을 발
견할 수 있다 흑산호에는 쉬림프 피쉬 (Shr imp Fi sh)가 100여 마리 이상씩 모여 군무
를 연출 해 준다 얄은 수심에서는 만다린 피쉬 (mandarine fish)들이 발견된다.
무궁무진한 마크로 생물들이 산재한 곳이다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면 거의 제자리에

서 촬영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이기 도 하다 그리고 큰 코끼리 해면이 많이 있는
곳이다.

· 타파난고/통고(Tapanan/Tongo

Point)

이동거리. 약 15분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남 - 북

산호들은 수면 아래의 얄은 곳에서 자라고 있으며 절벽은 평균 40m 수심까지 내
려간다 타파난에는 4-8m 수심에 일련의 산호 이-치 들이 있어서 끝없는 즐거움을 제
공해 준다. 통고에 는 절벽 바깥쪽으로 몇 개의 거 대 한 부벽 들이 나와 있어 서 멋있다
절벽이 단순하지 않고 군데군데 움푹 파인 곳이 많아 무엇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찾

아보게 만든다 거북과 상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또한 고래상어가 자
주 출몰하는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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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 상투아리 (Tongo Sanctu aty)
이동거리 : 약 20분 / 조류

:

남 -북/ 진행방향

1 연산호와작은고기떼

:

2 라오인피쉬

남 ←→북

3 고비

통고 포인트의 남쪽 중 아류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통고 포인트와 비슷한
속정을 보이지만 경산호 및 연산호의 개체 수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어류 보호구역이라

는 말에 걸맞게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한번에 거북이 3-4마리가
함께 놀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경산호， 연산호. 흑산호 부채산호. 회초리 산호 등과 많은

물고기의 박람회를 연출하는 지역이다

• 삼파귀타 (Sampagu ita)
이동거리 약 25분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남

북

••

삼파귀타 (Sampagu ita) 는 필리핀 국화의 이름이다 삼파귀타 포인트는 모알보알 해안을 따

라 늘어선 포인트 중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직벽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지형을 하고 있으며
직벽을 따라 대형 테이블 산호 퉁이 자라고 있다 절벽면을 따라 내려가면 수심 90m까지 떨

어지는 곳도 있다. 햇빛이 좋은 날 다이빙을 하게 되면 절벽면으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의 실
루엣을 감상하는 것도 이 포인트의 때력 중에 하나이다

· 모알보알 베 이 (Moalboal

Bay)

이동거리: 약 30분 / 조류 대체로 약함

모알보알 타운 앞의 넓은 만(협)으로 얄은 수심이 넓게 자리하다가 경사진 슬로프로 떨어
진다. 모알보알 타운 앞의 바다다보니 바닥층이 산호모래와 벨로 섞여 있다 무수히 많은 마
크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고비들， 종류를 세기 힘들 만큼 많은 갯민숭

달팽이， 작은 새우들과 게， 죠피쉬， 가오리， 만티스， 통구멍， 넙치류， 고스트 파이프 피쉬 동동
해양 생물과 수중 마크로 촬영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라면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다 수심도

알고， 물의 흐름도 거의 없어서 수중 생물 교육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 바닥 지형이 대부
분 벨이기 때문에 부력과 핀 킥에 주의를 해야 한다

• 페스카도르섬 (Pescador 1s1삐d)
이동거리 : 약 25분 / 조류: 일정치 않으며， 하강 및 상승조류도 발생한다 / 진행방향 :
섬의절벽을따라진행

모알보알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각광받고 있는 페스카도르 섬은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어업이 금지되어 있어 훼손되지 않은 깨끗하고 건강한 리프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섬 주변으로 리프는 불과

3-10m

정도의 넓이로 발달되

어 있고 수직절벽이 30-40111까지 떨어진다. 절벽을 따라 씨팬들과 화려한 색상의 연

140

Scuba Diver

4 고래상어

5 데코레이선크랩
6 샌드파이프띠쉬

산호들이 아름답게 군생하고 있으며 ， 절벽 곳곳에 움푹 파인 곳과 동굴들이 있어서 드라마틱

한 수중지형도 감상할 수 있다 한번에 섬을 도는 것보다는 2회에 걸쳐서 섭을 돌아보는 것

이 페스카도르 섬 다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깊은 수심에서는 헤머헤드 샤크와 화이트
립 샤크들을 볼 수 있고 고래상어도 볼 수 있다

• 씬캔 아일랜드(Su따cen Island)
이동거리 : 약 40분 / 조류 : 남 •

북 / 진행방향 : 섬의 절벽을 따라 진행한다

수중에 솟아 있는 봉우리이다， 정상의 수심이 251끼이고 조류가 강하므로 상급 다

이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스펙터클한 분위기의 다이빙 사이트로서 잭피쉬，
바라쿠다， 참치， 폐롯피쉬， 그루퍼 둥을 비롯해서 가끔은 만타나 상어 둥의 대해성 어
류들도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다. 이 포인트는 어드밴스급 이상만 다이벙이 가
능하다

시야가 좋을 때 물속 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은 환상적이기도 하다
중앙에 윌리엄 쩡 (WWilliam Weng) 이라는 모알보알 출신의 유명한 스피어 피싱 선수의
묘비가있다.

M.B.OCEAN BLUE 리조트
M.B.OCEAN BLUE 리조트는 2004년 가을 한국인 최초로 모알보알에 소규모의 작은 삽

으로 영세하게 시작한 다이벙 센터를 2006년 2월 현재의 김용식 강사가 인수하여 시설을 투
자하여 현재의 리조트 형태로 발전시킨 곳이다 2인용 객실 12실과 3인용 객실 2실이 있고，
모알보알에서 유일하게 스쿠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닷가의 수영장이 있다 50여명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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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레스토랑 모알보왈 최대 크기의 방카보트， 10인승 스피드보트， 나

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블렌딩 시스댐과 테크나컬 장비， 각종 행사와 세미나， 강사교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용교육장 둥을 갖추고 있다 어떤 형태의 다이빙도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0명 정도의 다이버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험다이빙， 다이빙 교육부터 강사교육， 테크니컬 교육코스까지 가능하며， 언제든지 테크니
컬 다이빙이 가능하도록 산소와 헬륨을 보유하고 있으며 렌탈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도 보유
하고있다

또한 MBOCEAN BLUE 리조트 김용식 대표는 다이벙을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것

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수중사진에도 조예가 깊어 피사체 안내나 수중사진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받을수가있다.

그 동안 주관한 행사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2006년 3월 DEPC 수중사진 촬영 초청투어

2006년 5월 모알보알 의료봉사 활동

2007년 11월 방송영상 산업진흥원 (KBI) 수중촬영 전문가 과정
2007년 12월

3D HDPRO

촬영

2011년 5월 친환경 생태여행 수중사진 촬영대회 개최
2011년 6월 한국 컨벤츠 진흥원

3D 수중

촬영 전문가 테크니컬 교육 과정 개최 등이 개최

되었고， 각 교육딘체들의 강사교육을 1 0여 차례 이상 진행하였고， 각 교육단체들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정도 수차례 개최되어 대형 교육 행사를 개최하는데， 적합한 리조트로 정평이

나있다.

모알보알 다이빙 센터 들이 밀집한 파낙사마비치 (Panagsama Beach) 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MBOCEAN BLUE 리조트는 현지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며 모알보알
타운에서 상호를 대변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알려져 있다

모든 다이빙을 한국인 강사가 직접 안내하여 언어문제의 걸림돌 없이 세밀한 다이빙 안내
를 받을 수 있고 수중사진가를 위한 추가 교육이나 피사체 안내에 대한 차별화된 다이빙 가
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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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어리 무리나 고래상어를 구경할 시 또는 이들을

촬영하는 수중사진가들에게는 일반다이버와 분리하여 다이
빙을 진행하기도 하고， 정어리 떼나 고래상어를 몰아서 다양

한 사진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있으며 필요시에
는 수중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카메라 및 다이빙 정비의 이상 유무도 현장에서 즉시 수리

할 수 있는 시스댐은 다른 다이빙 센터와의 다른 점일 것이

다 또한 전용선착장을 가지고 있어 보트를 이용하기가 편리
하고， 디-이빙을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하게 안내하고 있다

리조트와 숙소 내에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 인

터넷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디-‘
리조트 내의 식당은 식사때마다 정갈한 한식을 비롯하여

잘 짜여진 식단으로 구성하여 푸짐하게 제공하며 맛도 우리
입맛에 맞는디- 방문한 다이버들이 오히려 살쩌간다고 투정
이 심할정도이다

모든 다이빙이 끝나고 모알보알에서의 육상 휴식 시간은

또 다른 재미도 느낄 수가 있다 폭포관광， 골프. 산익차전거，
정글트래킹， 승마 등 즐길 수 있는 꺼리도 많고 이를 안내하

여 준다 이외에도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이-기자기한 토산품
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저녁놀이 질 때 쯤이면 마
을 곳곳에서 각종 해산물요리나 서양요리들을 맛 볼 수가
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의 나는 모알보알 정취를 만끽히변서 행복하다. 이번 다이벙
투어애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같이하여 주
시 오존다이벙클럽 빅순자님， 구언회님， 홍병일넘. 전명숙님，

박상준님에게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도움 주신 M.ß.OCE에 BLUE 리조트

김용식 대표님， 항상 웃음으로 진행을 도와 준 김동하강사
님， 각종 꽃은일 도맡아 해준 김고은 강사님， 그리고 오슬기

님， 배봉기님에게 배려와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M.8.0CEAN 8LUE
Panagsama 8each 6032 , Moalboal, Cebu , Ph ilippines .
Tel: 070 -7518-0180/ +63-32-516-0727
E-mail : dive1 떠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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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빼서똥분

바다가보01는스따

최고급 시설의 아늑한 잭실

국내리조트소개

난파선 다이빙으l 머l카

졸죠l
11월 중순이 지나면서 동해안은 겨울철 다이빙 시즌이 돌아 왔다. 일부 다이버들은 져울

철엔 물도 차고 하니 국내 다이빙은 접고 해외 다이빙이나 다녀오는 시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이벙 마니아들은 겨울철 다이빙을 더 반기고 있다 대부분의 다이빙

마니아들이 겨울철 다이빙을 선호하는 이유는 100%의 맑은 시야를 유지하고‘ 문어 도루묵
산란， 뚝지 산란， 쥐노래미 산란， 양미리 산란과 군무 등등 풍부한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
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즌에는 아무래도 한가하다 보니 리조트 측에는 미안한 일
글/사진 이성우

이지만 한적하면서 느긋한 다이빙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무래도 붐비는

시즌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수하면 사방이 확 트인 수중시야는 겨울철 동해안 다이빙의 진수이다 통상적으로

겨울철 동해안은 북동풍이 불면 파도는 일지만 맑은 물이 들어오고， 남동풍이 불면 큰 파도
는 일지 않고 탁한 물이 유입되며 ， 서풍이 불면 바닷물이 매우 차진다고 한다 따라서 겨울철

에는 북동풍이 부는 계절로 맑고 온난한 성질의 동해난류가 외해에서 연안으로 유입되어 맑

146

Scuba Diver

12번난파선의모습

21 번난파선의전경
31 번 난파선의 붕장어 아따트

은 시야를 확보해 준다 단 북동풍이 갑자기 몰아쳐 백파가

입소문을 타고 유명포인트가 되었다 고태식 선배님이 댐S

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승한 후 수면에서 다이빙 보트에

아침생방송에 나곡리의 닌파선과 어창 속 수십 마리의 붕

나의 위치를 알려줄 다이벙 소시지나 얼릿 둥은 반드시 지

장어와 우럭무리를 피딩하는 모습 등이 지상파 전파를 타고

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여유가 된다면 드라이슈트와 드라

흥미롭게 소개되면서 다이버 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으며 단

이장갑을 살짝 챙겨준다면 더 좋을 듯하다.

번에 국내 최고의 포인트로 부각되어 20년간 변함없는 인기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 겨울 다이빙 을 마음껏 즐긴다띤
여름과는 또 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

를 누리고 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난파선 선체가 많이

부식되어 세월의 흔적이 보여 이곳을 아끼는 다이버 들의 큰
걱징을사고있다

울진나곡수중
필자가 울진 나곡리의 난파선 다이빙 을 처음 시도한 때는
1 993년이다 솔직히 당시까지만 해도 난파선 다이빙이란 것

울진 나곡수중의 새로운 난파선 포인트들

을 책애서나 알았지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다 지금
은 국내 여러 리조트에서 닌파선 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지만

울진 나곡리는 오랜 세월동안 기존의 난파선이 있는 포인

당시 국내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필자와 같은 처지였을 것이

트에 많은 다이버들이 방문을 하였다 하지만 철선인 관계로

다. 첫 난피-선 다이빙의 감동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책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식도 점점 진행되고 있어 일부분은

에서 본 웅장한 군함 크기는 아니었지만 웬지 음산하면서

침하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연유로 20년 이상 하나의 포인트

난파선 특유의 상상력 μ}체 등) 이 발동되어 제법 으시시해

에만 의존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난파선 다이빙의 메카로서

지면서 어창 속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부만 대충 훌어본

예전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 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

후상승한기억이 난다

여 3년 전 울진군의 협조를 받아 100톤 폐선 어초 2척 을 더

그 후 나콕리의 시벤트운반 난파선 포인트는 다이버 들의

투하하여 국내 최고의 난파선 포인트 군을 형성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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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울진 나곡리는 4척의 난파선 포인트가 서로 위치와

2번난파선포인트

수심이 달라 서로 다른 느낌의 재미가 있는 포인트로 자리

수심 22m. 3년 전 울진군의 어선 감척사업의 일환으로

매김하여 다이버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시행된 패선 어초사업을 나곡수중이 적극 유치하여 수장시

킨 포인트로서 사진에서 보듯이 벌써 수중 부착생물이 다양
1 번 난파선포인트

하게 부착되어 있고. 1번 포인트와 다르게 배의 시설물이나

시멘트운반 난파선으로 말 그대로 난파선이다 과거 시벤

액세서리 등이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100톤의 대형 철

트 운반선이 태풍에 의해 나독리 앞바다의 현재 위치애 침

어선이라 제법 다이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수중에

몰하였다 철선인 관계로 일부는 해체되어 고물로 팔려 가고

서 랜턴으로 암흑의 기관실 선실， 조타실， 어창 등등 구석

해체가 어려운 선수와 하체 부분이 남아 있는 포인트이다

구석 관찰하거나 수중사진으로 다양한 앵글을 연출하여 좋

그런데 당시(나곡수중 리조트 개업 전) 전병섭 사장이 아무

은 사진의 창작도 가능한 포인트이다.

생각 없이 직접 수중에서 난파선을 해치1 하는데 앞장섰는데

나중에 나곡수중 리조트를 개업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잘

3번난파선포인트

못된 것인지 알고 크게 후회했다는 후문이다 수심 20m에

수심 25m의 패선어초로서 인공어초와 어우러져 있어 각

위치한 1번 난파선 포인트의 특정은 선창 속의 붕장어 아파

종 어류의 집합소가 되는 포인트이다. 필자가 방문한 11월초

트와 대형 우럭 무리가 살고 있다. 수중사냥이 엄격히 금지

에는 돌돔과 쥐치， 감성돔과 쥐노래미가 많이 서식했는데 특

된 관계로 수많은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터

히 30-40Cm급 노란색 쥐노래미 20여 마리가 100톤의 난

춧대감인 붕장어와 우럭 무리들은 늘 다이버들을 반겨주는

파선을 점령한 느낌이 들었을 만큼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친구여서 수중촬영가들이 즐겨 찾는 포인트이며， 나곡리의

요즘이 쥐노래미 산란철이라 곳곳에서 알을 지키느라， 도망

대표포인트이다

가지 않아서 구경할만 하며 ， 색상도 노란 혼인색으로 변하
여 칙칙한 난파선에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여하튼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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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 코스이긴 하지만 다양한 어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포인트이다.

4번난파선포인트
수심 36m의 깊은 수심에 위치한 오징어잡이

FRP 어선으

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통상적으로 잘 안내하지 않는 포인
트이다 필자도 10여 년 전에 2번 방문한 적이 있는 포인트인
데 딩치 기억으로는 오징어 집어퉁 등 조명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고 대형 말미잘들이 온통 선체를 뒤덮고 드문드문 대형

어류들이 어슬렁거린다. 이

FRP 어선은 운항 중 갑작스런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어선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기타의포인트
나콕리는 위의 난파선 포인트 4 개 외 에 비교적 활동이 자
유로운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비치 포인트， 기짱 포인트，

성수네기 ， 장승백이， 흰돌내기， 꽃동산， 각 인공어초， 19-26번
포인트(8개의 포인트) 등등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다

?r

나곡수중 리조트(대표 전병섭)
경상북도 울진군 북언 나곡1 리 80번지
나곡수중리조트

010-3534-1070. 054-783-1070
나곡수중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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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loan Resort Group Cebu , Philippines

...

비A빠 다이빙의 중심 릴로안으로 모십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세부 섬 남단 랄로안은 아포， 바리카삭， 스끼홀， 수밀론， 카시리스， 모알보알 등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킹덤 리조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랄로안 다이빙， 킹덤 리조트가 함께합니다，

않

킹덤리조트
필리핀

CP:

인터넷전화 :

001-63-32-480-901 끼이시영) ，

070-8288-8188
한국사무소 : 02-392-6829, 010-3929-3221
www .l iloankingdom.com

+63-920-509-8833 , 010-3282-5566

ι-브f뀔詞흔• www.marinehouse.info
•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064-738-7390
017-215-65η

대표허천범

· 공항픽업
--첼펜주흥채|드 ---------

--행 lõj홍횟지i척서다|츠-------

:첼폐서핑깨 1.:;꿇 -------

c/추

0

• www.moalboaldive.com
. 필리핀세부모일보알

070-7518-0180
070-8229-5285
대표김용식

· 바당가수영장
· 테크니컬다이빙센터

' ITC 및 각종 교육환영

딛펙웰릎「
繼輪훌

• WWW.haewondive.com

. 강원도강릉시사천연
사천진리86--39

033-644-6207
011-685-1556
대표박상용

· 순도권에서 3시간
. 다이빙전용선

:온돌식숙소

Diving Resort Club I 다이빙

리조트클럽

테크니컬전문

@완탤훨
AQUATEK
장비
· 각종스쿠버 다이빙 장비 도 소매

• 테크니 컬 다이빙 장비 수입 판매원

. OMS, 미VERITE， 재호홉기 수입 판매원

...., 0

.J1!."2:Ii

• 트라이믹스， 재호흘기 교육
• 강사교육， 터|크니컬 다이빙 교육

• DAN 02, CPR, 응급처치

현냥 톨게이트에셔 5분 거리
자연짱과 인공어초 포인트 다수

내항에처 비치다이빙 가능

가족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동산해수욕장

교육

lP.j양다이빙의원조

\월드다에브라조트
강원도 양Sk군 현남면 동산리 8번지 대표:최문식
전화: 033-671-1524 / 016-339-2208

저127호|

휠꿇國魚、類細密畵總、圖繼

한국어류서l 멀화총도감
한국어 /영어 병용

Miniature Guide to Whole Korean Fishes
Korean I English Edition

그림‘ 한글 영문 편성 / 김풍등

lliustrated by Kim Poong Deung

한국명을가진모든해수어와담수어가빠짐없이 수록되며 이해를돕기 위한국외 종도참고로추가

됩니다 한가지 명시해 두는점은목(FI ， Order)은정상적인 순서의 반대로진행되는점입니다. 정순
서로 진행되는 세계해수어원색도감에도 당연히 한국명 어류가 포함됩니다만 세계시리즈는 대단히
방대하여 진행 속도가느림으로한국어류도감을조기에 펴낼수가 없습니다. 한국명 어류만따로추려
서 역순으로 거슬러오면 두 시리즈가 빨리 만나게 될 것입 니다 ‘한국명 어류 정밀화 콘렌츠의 완성’이

먼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We , here in this magazine , run two kinds of illustrated fish series: the one is the series for world marine
fishes(ofcourse , Korean marine fishes in cJ uded) and the other is Korean marine/freshwater fish series
This Korean fish series is run by reverse sequence il1 taxonomic Orders. This is for early completion of
‘ Korean

Fish Book ’‘ The world series would go a very long waχ 。n the other hand , if we go backward

sequence , the Korean series which contains far much less species would converge
eries. At the moment when the
。rder

WO I띠

SOOI1

with world

fish series that going on regular order would meet the reverse

Korean Series , for the first time , the complete colour illustrated Korean Fish Book wou ld be born.

잡고융 국외륭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 래 기과
。 rder

Perclformes Famlly Labndae(wrasses)

슬링죠 ( 5ling jaw )

Epibulus ÍIJsiadia tor
(Pallas , 177이 54cm 5L

D/spine 9-10 soft ra)' 9-1 1 A! spine 3
soft ray 8-9 P / 12 LLp/14-15
인도 • 태영앙 • 흥해~남아프리카 하와이， 투

,

아모토 섬 남으로는 뉴칼레도니아 묵으로는 일

몬 남부까지 분포 • 입이 체장의 빈 길이끼지
튜브 모잉으로 튀어나간다 튀어나간 입은 강력

한 흡입력으로 먹이를 순식간에 삼킨다 사용하
지 않을 때는 입이 머리 아래에 수납되어 있다

색상은 나이‘ 성에 따라 다르며 성어는 전체가

Drawing 1
Re f. Li ve speClmen pholos ‘

밝은 노링색으로 변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

지 색조로 변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머리는 백

색 또는 열은 회정색 몸은 검은색 바탕에 등이
오렌지 색에서 뒤로 가며 노란색이 되는 매턴을
띠면서 몸체 중앙에서는 노란색이 바처럼 밑으
로 연장된다 비늘 가정자리가 뚜렷한 흑색 선

이다 전체가 흑갈색일 때도 있으며 노란색이 희

미해지며 갈색으로 변하는 중간색도 있다 눈을
관통하는 흑색 선이 있다 유어는 흑갈색 비팅에
머리와 몸에 선명한 백색 선무늬들이 있다 산호
초 지대에 살며 주로 혼자 다닌다 정소고기를
찾아가 입을 완전히 돌출시킨 상태로 서비스를
받는다

…sling

고무줄 새홍
)aw: 턱

Drawlng 2
입을 전망으로 내민 슬링죠

Ref. Live speClmen

phol。

Order Percilormes Family Labridae(wrasses)
SIin9 jaw
EpibullJS i lJsiadia tor
(Pallas .1770). 54cmSL

Drawlng 3
전체가노랑색으로 연한경우

color var
Re f. Li ve speClmen pholos

Drawlng 4
유어， 1.5cm TL

Juvenlle. 1.5cm TL
Ref. Li ve and deadspeclmen pho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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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 Indo-Pacihc: Red Sea 10 Soulh
Africa. Hawaii. Tuamolo. norlh 10 soulhern
Japan. soulh 10 New Caledonia
General : The mouth 01 Ihe species is
protrusive and unfolds into a tube easily half
the body length. The jaws swing forward
into a tube wilh strong suclion to catch
prey. When not in use. the mouth apparatus
is folded under head. White head and dark
body with orange back from head 10 midbody. diffused yellow mid-body bar. black
outline around scales. black streak through
eye. Color varies with age and sex. adult
color varies additiona l. from all-yellow xanthic
form to t이ally blackish form. Juveniles dark
with bright white lines on head and verlical
lines on body. Solitary. Coral reef areas or
seaward reefs to 45m. Visit cleaning stalion
holding their moulh open and oul for cleaning
servlce

잠고용 국외륭 (fore 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lormes Famlly Labndae(wrasses)
버드 래스( Bird wrasse )
CompJlOsus ",miJS (Lacepède , 1801 ) 30cmSL

D/spine 8 soft ray 13 Alspine 3 soft ray 11
P / 15 LLp/2 6-30
인도 • 태영앙 코코스 킬링(C∞。s Keeling). 하

,

‘ . -=:::

와이. 투아모토 섬 (Tuamoto islands)에서부터

묵으로 일본 님부까지. 동인도앙의 로울리 슐
즈(Rowley Shoals). 로드하우 섬 (Lord Howe

lSIa띠s). 라마 섬(Rapa ISIandSX게 문포 • 어렸

Drawlng 1
암킷 Female
Re f. Uve specimen photo

을 때는 주둥이가 짧다가 성장하면서 매우 길
게 연장된다 꼬리지느러미는 어렀을 때 밖으로
약간 볼록했다기 자라면서 절단형이 되며 더 지

라면 위외 아래 붙이 조금 연장된다 암킷은 머
리의 위 쪽이 회백색이며 아래는 백색이다 뒤

로 가면서 어두워지다가 거의 흑색이 된다 꼬
리지느러미 후단은 투영하다， 비늘에 검은 점
이 있다 눈에서부터 주둥이 몰으로 오렌지 색이

다 눈에서 뒤 방향으로 2개의 점으로 된 선 무
늬가 있다 수것은 머리기 정색에서부터 정록색
으로 변하다가 몸은 녹색이 된다 최증적으로는

정색이 압도하는 정록색이 된다. 비늘 마다 잉
크색 수직선이 있다 가슴지느러미 기부의 내측
에서부터 위로 노란색 반접이 옴에 있다 가슴지

느러미에 어두운 정색 비가 있다 꼬리지느러미

후단은 반달 모앙으로 정색 바당이다 30m 01

Drawlng 2
수킷 male
Rel. Llve speclmen photo and drawlng by others

내의 산호초 지대에 서식하며 저서갑각류. 거미

물가사리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다 본 속(genus)에 그린 버드마우스 래스(Gn앉"，

blrdmoulh wrasse: Gomphosus caeruleus)기
하나 더 있는데

색상이 다르며 안다만 해를 포

Order Percilormes Family Labridae(wrasses)
항하여 인도앙에만 분포한다
8ird wrasse
Gomphosus va，ηus (Lacepede. 180 1). 30cmSL
Dislribulion : Indo-Pacihc: Cocos Keeling to Hawaii. Marquesan and Tuamotu island. north to southern Japan ‘ south to Rowley Shoals in eastern
Indian Ocean and Lord Howe and Rapa islands
Generat: Snout 이 juvenile shor l. extending long with growth. extremely long and slender in adults. Caudal hn slightly rounded in initial phase
truncate to emarginated in terminal male. Female head and anterior body pale gray shading to white ventrally and black to posteriorly , each
scale with a black spot except anterior abdomen , orange band Irom eye to Iront snou l. 2 rows 01 black spots posterior to eye. Terminal males
with bluish green head and green body. a vertical deep pink line on each scale , a yellow blotch behind upper opercle margin , Caudal hn with a
large blue crescent posteriorly. Juveniles green with a broad , black edged white stripe on lower side. Feed on bottom crustaceans , brittle stars
mollusks and small hshes. Distinguished by color or geography Irom its sibling Green Birdmouth Wrasse(Gomphosus caeru/eus: Indian Ocean
species)

질고융 국외륭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

。 rder

Percllormes Famlly Labndae(wrasses)

카나리아 래스(Canary wrasse)
/키?ι"c!10.κ:r chrysus( Randall ，

1981 ) 12cmTL

D/spine 9 soft ray 12 Alspine 3 so ft: rd)'
11- 12 P / 12- 14 LLp/28
인도 • 서태펑양 크리스마스 섬(동인도앙l 솔로

,

몬 제도에서부터 묵으로 일온 님부까지， 님으로
는 로울리 슐스. 호주의 뉴샤우스 워1일즈까지 분

포 • 전체가 밝은 노랑색이며 머리와 가슴은
오렌지색이다 수것은 등지느러미 첫 기조에 백
암킷

Female
Rel . Llve speclmen photos

색 테두리를 친 큰 흑색 점이 있고 머리에 물규

칙한 녹색 선무늬들이 있다 암것은 극조부의 첫
흑색점이 수컷만큼 크지 않으며 등지느러미 중

간에(저 12~3 연조 사이)에 또 하나의 검은 접이
있고미병부꿀위중간에 작은점이 있다 어린
개체는 등지느러미 연조부 끝 쪽에 작은 흑색점
이 하나 더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밖으로 약간

둥글다 7~60m에서 발견되지만 보통 20m 이상
에 있으며 모래나 지갈 지대의 작은 산호 더미
Perclformes , Family Labridae(wrasses)
주변에 신다 수족관의 인기 어증이다
Canary wrasse
Ha，ι'chores ch.긴ysus (Randall ‘ 1981). 12cmTL
Dislribulion: Eastern Indian Ocean and Western Pacific: Southern Japan 10 Auslraliis GBR and New South Wales. easl 10 New Caledonia , Marshall
Islands: type locality
General : Female bright yellow. head and thorax yellow orange. Male yellow body wilh greenish bands on head. a black spot at Iront 01 dorsal hn. Female
2 black spot on Iront and middle 01 dorsal hn including a small black spol on upper base 01 caudal hn , young speciemen with third dorsal black spot on
posterior part 01 dorsal hn. Inhabits small isolated coral head on sand or rubble areas , Known lrom depth 01 7-60m , but rarely seen in less than 20m. A
popular aquarium fish
。 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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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고용 국외륭 (foreign species for compa 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lformes Famlly Labndae(wrasses)
체커보드 래 스 (C heckerboard wrasse)

H.1lichoeres horm!:mus
(Lacepède , 1801) 27cmTL

D/spine9 soft ray 11 Alspine3 soft ray 11
P /14 LLp/26
민도 · 태영앙 : 일온 님부 마이크로네시아 오

,

스트레일러아 동님부. 동아프리카 흥해， 므렌치

폴리네시아에 분포 • 열은 정색이 보이면서 거
의 백색이며 비늘마다 진한 정색 비가 있다 머
리에 녹색 또는 물은 색의 줄무늬가 있다 꼬리

Ref. Ll ve speclmen pholos

지느러미는 노렇다 성어는 등에 1 ~3개의 노링
반접이 있다 등지느러미 앙쪽 등에 흑색 반점이
있을 수 있다 해역에 따라 색상 때턴이 다소 다

르다 작은 유어는 백색비탕에 넓은 흑색 띠가

3

개 있으며 꼬리는 노렇고 등지느러미 중심에 노
란 원이 있다 혼지 다니며 수심 35m 이내의 암
。rder

초지대 모래 바닥을 좋아 한디
※다lerkerboa띠 비둑판

Perciformes Fami1y Labridae(wrasses)
Checkerboard wrasse
Ha/íchoeres horfu，ι'nus (Lacepéde , 1801). 27cmTL
Distribution : Indo-Pacihc: soulhern Japan. Micronesia. 10 S.E Auslralia. E.Africa. Red Sea. and French POlynesia
General : Bluish white body with blue bars on each scale. Adults with 1-3 yellow saddles over the back. green and mauve or pink bars on head. Black
palch under front of dorsal hn. Juveniles while with 3 black wide bars. yellowish lai l. gold ringed black spot on mid dorsal hn. Inhabits sand patches of
reefs 10 at leasl 30m. Solitary

잡고용 국외흉 (foreig n species for com 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 rder

Perclformes Famlly Labndae(wrasses)

테일스훗트 래스( Tailespot wrasse)

H:úiochoert.s meJ.lIJurus
(Bleeker, 1851 ) 12cmTL
D/spine 9 soft ray 11-12
ra)' I I-12 P /14 LLp/2

,

AI‘ pine

3 soft

서태펑앙 • 일본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
와 사모아 및 통가를 포흔h하는 서태평앙에 분포.

• 암컷 오렌지색과 정색 수평 줄무늬가 번갈아
가며 몸 전체에 있고 등지느러미 초입에 작은 흑
정‘ 등지느러미 중간과 꼬리지느러미 기부 싱단
에 정색 테두리를 가진 흑색 안점이 있다 수킷，

Orawlng 1
수킷 Male
Re f. Ll ve speclmen pholoS

줄무늬는 녹색(또는 정록색)과 오렌지 색이 교대

하는 식01 며 등 상부에 치중된 3~6개의 짧은
수직 독정색 띠가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정색 내

지 정록색 비팅이며 후단 쪽 중심에 큰 흑색 빈
점이 있고 오렌지색과 밍크색으로 구성된 2개의

곡선형 띠가 있다다.7
가t념슴χ
지I'=느러매미17
비기부 일대는 진
노랑이며 지느러미 안쪽 몸에 흑색 반점이 있을

수도 있다 등지느러미는 밖으로 둥글다 보통 수
심이 김지 않은 신호 지대에 살며 무척추동물을
먹는다

Orawlng 2
암컷 Female

Re f. Uve speclmen photos

。 rder Per디 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Tailespot wrasse
Ha/íochoeres me/anurus (Bleeker. 1851). 12cmTL
01 spine 9 so ft ray 11 - 12 AI spine 3 so ft ray 11-12 p, 114 LLp/28
Distribution : Western Pacihc: southern Japan to Greal Barrier Ree f. 10 Tonga and Samoa
General : Female with alternating narrow orange yellow and blue stripes. a blue edged black spot at upper base of caudal hn. a larger ocellus in middle 이
dorsal hn. and a small one at fronl of dorsal hn. Males wilh green(or greenish blue) and orange slripes and 3-6 narrow greenish blue bars on upper side
caudal hn blue 10 blue green wilh 2 curved orange-pink bands and a large black spot submarginally in middle 01 hn. Base area 01 pectoral hn brighl yellow ‘
a blackish blolch may be present benealh pecloral hn. Shallow coral reels ‘ feed on inverteb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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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lformes Famlly Labrtdae
놀래기

English . n. Motley stripe rainbowfish
(모툴레이 스트라 01프 레인보우미쉐
H.，ι'ch oert:S renuispinis

(Günter. 1862) 20cm TL

D/5pine9 50ft ray 12 N5pine3 50ft ray 12
P /13 LLp/2 5-26
서묵태펑앙 : 한국의 제주도를 포함한 님해

,

안과 울릉도 일본 남부 타이완， 중국 필리핀

에 분포‘ • 측선은 아가미 구멍 뒤에서 시작하
Drawlng 1
수킷 Male
Rel. Ll ve speclmen

여 둥의 외각선과 펑앵을 이루다가 후미에서 급

하게 아래로 휘어져 미병부에서 몽의 중앙부에
phot 。

일치한다 수킷 머리는 열은 붉은색 비탕에 대
충 2개의 열은 녹색 선 무늬가 주둥이에서부터

눈 뒤 빙항으로 있다 몽은 적색 비탕이며 줄심

부 좌우 방향으로 연두색 비탕이 흔재되어 있고
그 위에 불규칙한 적색점들이 하나의 대략적인
선을 만든다 등지느러미 국조부 암 1'-5 기조
가 검정색이다 가슴지느러미 기부 상딘에 흑색
점이 있다 암컷. 수컷에 비해 체고가 훨씬 닝다
특별한 무늬가 없다， 바위지역， 지길밭 지역에
산다

※ rnolley: 얼룩덜룩한

Drawlng 2
암킷 Female
Re f. Uve speclmen

phot 。

Order Percilormes Family Labridae(wrasses)
Motley slripe rainbowfish
Korean . n. Nol-Le-Gi (놀래기)
Halichoeres le.α1/.능p끼'15 (Günter. 1862). 20c mTL
Dislribulion ’ Southern waters including Jeju Island and Ulleung Island in Korea. southern Japan. Taiwan. China. and Philippines
General: Lateralline abruplly descending on posterior part 01 body. Male: Head pale red wilh about 2 pale green longitudinal stripes. Red body with broad
yellowish green area longitudinally and centrally on which a motley red slripe. Black blotch on anteriormost p。이ion 01 dorsal on extending usually to 5th or
6th spine. Small black spot on pectoral hn upper base. Female: Depth 이 body much lower than male. No distinct marks. Pebble bottoms and rocky reels

잡고용 국외륭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 기과

Order Percllormes Family Labndae(wrasses)
블랙아이 틱립 ( Blackeye thicklip)

Hcmig)'mnus mc:l:lprcrus
(Bloch . 1791) 50cmTL

‘

D/ pine 950ft ray 10- 1 1 Al5pille 3 5씨t
ray 11 P / 14 LLp /2 7

,

민도 • 태영앙 : 흥해 아프리카 동부 해안， 폴리

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에서부터 사모

Of.

마이크로네시o f. 일본 류구열도와 오가사와

라 섬끼지 분포 . 나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심
하다 입술이 매우 크고 실이 두껍다 유어와 미

성어는 앞은 거의 백색이다가 뒤로 가면서 갑지

Drawlng 1
젊은 성어 Young aduit
Re f. Uve speclmen photos and
drawlngs by others

기 암녹색에서 흑색으로 비뀐다 8c m 이하는 꼬
리지느러미가 진한 노링색이었다가 자라면서 퇴
색한다 젊은 성어는 검은 뒷몸 비늘에 회색 내

지 정회색 점이 있다 성어는 머리에 잉크외 녹
색의 문앙이 나타나고 어두운 뒷몸의 비늘들은

적갈색을 띠면서 가장자리는 북색과 흑색의 테
두리를 가진다 큰 싱어는 눈 뒤에 정색 테두리

를 친 큰 녹색과 밍크색 반짐이 있다 꼬리지느

Drawlng 2
유어. 6cm TL
Juvenile ‘ 6cm TL
Rel. Uve speclmen

러미와 미병부 후단은 누런 색이며 정색 선들이

있다 신호초 지대 30mOl내의 모래 자갈밭에서
발견되며 큰 성어는 김은 물에 있다 최대
ph이 0

90cm

크기가 발견된다 작은 갑각류， 갯지렁이‘ 거미불
가시리를 먹다가 성εh하면 딘단한 낌질이 있는

Order Percllormes Family Labridae(wrasses)
무척추동물을 집아 먹는다
Blackeye Ihicktip
Ih lC kilp 두꺼운 입술
Hemigymnus melaplerus (Bloch. I 79 1). 50cm TL
Dislribulion : Indo-Pacioc: Red Sea. East Alrica. POlynesia. Great Barrier Reel to Ryukyu Islands and Ogasawara in Japan.
General : Li ps extremely thick and fleshy. Color varies drastically with age . Juveniles and subadults are almost white anteriorly and abruptly dark
green and black posteriorly. those under 8cm have a bright yellow tail which slowly lades with growth. Young adults with a pale gray or bluish
spot on each scale 01 dark area. In terminal adults. scales 01 black part 이 the body reddish brown with green and black edges. the recticulum 01
pink and green extending onto operculum ‘ a large area 01 darker green and pink. edged in blue. present behind eye. caudal on and peduncle dull
yellow with blue lines on basal scales and blue lines paralieling rays. Reported 10 90cm. Found in areas 01 sand and rubble in coral reels. Feed
on small invertebrates. polychaete worms. moliusks. and brittle stars ‘ diet change to hard shelied invertebrates with grow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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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융 국외륭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플래기과
。 rder

Perciformes Famlly Labndae(wrasses)

바이 컬 러 청소놀래기 ( B ic이。 r cleaner wrasse)
ιhroiå상 hic%r

(Fowler& Bean. 1928) 15cmTL

D/5pine 950ft ray 10-11 N5pine 350ft
ray 9-10 P /13 LLp126-28
인도 • 태평앙 : 동아프리카에서 모스트레일러

,

아 동부

마이크로네시Of. 일본 님부까지 프렌

치 폴리네시O f， 하와이에 분포 • 주둥이 끝에
서 정색으로 시작해 뒤로 가면서 옴의 앙 부분
까지 검어지며 암킷은 눈을 관통하는 검은 수영

성어수킷

Male
Re f. Uve speclmen photos ‘

띠(어랄수록 뚜렀힘)가 보이고 수킷은 검은 띠가
몸 가운데서 넓어진 흑색 비팅에 홀수된다 뒷몸
은 이주 흐린 노링색이다 꼬리지느러미는 정색
내지 정록색 비팅이며 가장자리 안쪽을 따라 검

고 넓은 테두리가 있다 유어는 흑색 바탕에 등
을 따라 좁은 진횡색 띠가 있는데 자라면서 색

-

이 흐려진다 노란색은 꼬리지느러미 전체에 약
하게 이어진다

유어 Juvenlle
Ref. Uve speclmen

phot 。

2~40m 산호암초에서 다른 물

고기들 몸에 붙은 기생충과 이물질을 먹으며 신
다 다른 정소놀래기 종들보다 클리님 스테이션
에서 더놈이 더 멀리 벗어나호객몸짓을한다

。 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Bicolor cleaner wrasse
Labroides bic%r (Fowler & Bean. 1928). 15c mTL
Distribution : Indo-Pacihc: East Africa to Micronesia. Une island. French Polynesia. east Australia. and southern Japan.
General : Female bluish gray with a black lateral stripe anteriorly. pale yellowish posteriorly. with a semicircular black band submarginally in caudal fin. Male
blue head. black middle. posterior part yellow. caudal fin blue or greenish with submarginal black band. Juveniles black with a narrow. brilliant yellow stripe
on back. with growth. yellow stripe broadens and becomes white. caudal fin pale yellow. Feed on ectoparasites and mucus of other fishes. move more
over the reef in search 01 host fishes than Ihe other cleaner wrasses. 2- 40m in coral reefs

농어목 놀래 기과

Order Percllormes Family Labndae(wrasses)

정줄칭 소놀래 기
Engllsh. N. Bluestreak cleaner wrasse
L1hroides di l1Jù l!;1fllS
(Va lenciennes . 1839 ) 14cmTL
D/spine 950ft ray 10-11 Nspine 3 soft
ray 10 P /13 LLp/50-52

,

인 도 • 태핑앙

Drawlng 1
섬어 Adult
Re f. Uve speclmen photos

한국의 제주도， 일본 남부에서

부터 오스트레일러 Of. 프렌치 폴리네시아 흥해

동아프리카에 분포 • 성어(대략 10cm 이상)는
머리와 앞 몸은 백색 내지 약간 노란색이며 꼬리
쪽으로 가면서 정색 빛이 난다 주둥이 끝에서부

터 꼬리까지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검은 줄 무늬
가 있다 미영부에서 검은 띠의 폭은 미병부 놈
이의 21301며 꼬리 블에서는 거의 전체 폭이 검

다 검은 띠 위의 머리와 암 몸은 흐린 회정색이
며(황백색일 수도 있다) 그 반대펀 아래는 백색
이다. 뒤로 가면서 열은 정색이다 해역에 따라

Drawlng 2
유어 Juvenlle

몸앙부분김정 띠 아래에흐린 주황색이 있는

것도 있고 몸 후반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 흑색
띠 대신 황갈색 내지 노링색이 있는 것도 있다

유어(대략 5cm)는 전체가 검은 색이며 주둥이에

Order Percilormes Family Labridae(wrasses)
Bluestreak c leane r wrasse
Korean . n. Cheong Jul Cheong So Nol Le Gi (청줄칭소놀래기)
Labroides dimidiatus (Valenciennes. 1839). 14c mTL
Distribution : Indo-Pacihc: Jeiu Island in Korea. southern Japn. south to Lord Howe. Rapa islands. Une
and Ducie Islands. Red Sea and East Alrica
General: Adults(lerminal phase) while to yellowish head and lorebody becomes bluish loward tail. black
stripe Irom snout becomes progressively wider loward lail. Widlh 01 black stripe on caudal peduncle 2/3
depth 01 caudal peduncle. Intermediate phase brown to yellow. dark stripe narrow. blue borders on tail
Juvenile neon blue stripe lrom snout to upper border 01 tai l. also neon blue lower lail border. In a group
01 6-8 cleaner wrasse there is only one male. the rest are lemales or iuveniles. The strongest lemale
changes its sex when the male dies. Some adults solitary and lerriloria l. Stays in stalion where other
hshes come to be cleaned. Swim with ierky motion to attract clients. visilor is usually greeted by dance
like movements with Ihe tail maneuvering the back 01 Ihe body up and down. Juveniles behave this way
when divers approach closely. Feeds on crustacean ectoparasites and mucus 이 olher hshes. Inhabits
coral rich areas 2-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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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꼬리지느러미 상부 몰으로 이어진 네온 정색
의 기는선무늬기 있으며 정색선 무늬는꼬리
지느러미 하단 가장자리에도 있다 수컷 한 마리

가 6~8마리의 암것이나 새끼를 거느리고 산디
지배 수컷이 죽으면 큰 암것이 수킷으로 변힌다
한 마리 성어기 텃세를 부리며 실기도 한다 신
호초 2c~40m에 살며 클리닝 스테이션을 차려

다른 물고기 몸에 붙어있는 기생중괴 죽은 조직
진물을 먹어 정소해 준다 호객하기 위해 급해

보이는 헤엄을 이리저리 치며 유어는 다이버가
접근해도 꼬리를 흔드는 같은 행동을 하며 사링
에게가까이온다

잡고용 국외륭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 rder Perclformes

Famlly Labndae(wrasses)

불랙스훗트 정소놀래기

(black cleaner wrasse)
l.1broidcs pccror.1Jis
(Randal & Springer. 1975) ll cmTL

D/sp ll1 e 950ft ray 10-12 A/5pine 3 soft
ray 9- 11 P,I1 3 LLp/28
태영앙

일몬의 오가사와리 섬과 케라마 섬 뉴

칼레도니Of. 마이크로네시 Of. 서태평앙. 오(트

레일리아 서북과 대보초 프렌치 몰리네시이 동

부에 문모 • 입슐에서 부터 눈을 관통하여 꼬
리지느러미까지 닿는 흑색 띠는 뒤로 가면서 크
게 넓어짙다 주둥이 끝에서부터 등지느러미 기

,

부로 이어지는 흑색 등선(median dorsal 잉npe)
이 있다 흑색 띠 샤이의 머리부분은 노렇고 뒤

,

Ref. L ve spec men photos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Blackspol cleaner wrasse
Labroides pecfora/is (Randal & Springer. 1975). l lcmTL
Distribution : Pacihc: Ogasawara and Kerama Islands in Japan. West Pacihc. Micronesia. New Caledonia
n。이hwestern Australia and GBR. east of French Polynesia
General: Oark stripe from lips becomes progressively wider toward tail. a median dorsal stripe from snout
tip to dorsat hn. head and anterior body between black stripes yellow ‘ shading posteriorly to orange . chest
and anterior abdomen white. shading pαlteriorly blue. A large black spot at lower edge of pectoral hn base
Li ps orange red and blackish. Upper and lower edges of caudal hn lavender pink to pale blue. corners
clear. Inhabits coral reefs . 2-28m . creates cleaning station to which hshes come to have ectoparasites
and mucus removed. Solitary or in pairs
잡고용 국외흉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로 가면서 흐린 오렌지 색으로 변한다 가슴과
암 배는 백색이며 뒤로는 정색을 띤다 가슴지느

러미 기부의아래쪽에큰흑색점이 있다입술
은 주횡색을 띤 검은 색이다 꼬리지느러미의 위

와 아래 가장자리는 정색 내지 정분홍(lavender)
이며 코너는 투영하다 2~28m 신호초 지대에서

클리닝 스테이션을 차려놓고 다른 물고기들의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과 접액을 먹는다 주로 딘
독생활을 하며 2마리가 함께 있을 때도 있다

농어목 놀래기과
。 rder

,

Perc formes Family Labndae(wrasses)

하와이 칭소놀래기

(Hawaiian cleaner wrasse)
L7hroidcs phchiroj끼끼{{US (Randal , 1958)

12cmTL
D/spine? 50ft ra\'? Al5pine? 50ft r8)'?
P,!? LLp/'?
동중부태영앙 하와이. 존스톤 섬에 분포.

골든 클리너 래스(GoIden clearer wrasse)라

•

고도 한다 하와이 해역의 고유종이다 앞은 노
링색이며 주둥이 끝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띠는

,

Rel. Li ve spec men photos

꼬리 몰까지 가면서 점진적으로 넓어진다 뒷몸

은 정보라섹을 딴다 다른 정소놀래기들과 마친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가지로 다른 물고기 몸에 붙은 기생충과 점액을
Hawaiia cleaner wrasse
먹으며 신다 야간에는 접액을 문비하여 투영 침
Labroides phfhirophagus (Randal. 1958). 12cmTL
닝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잠을 잔디 암초의 물이
0/ spine? soft ray? A/ spine? soft ray? p /? LLp/?
조용한구역에있다
Dislribulion : Eastern Central Pacihc: Hawaiian islands and Johnston Islands
General : Also called as Golden Cleaner Wrasse. Endemic to Hawaiian waters. 9이d colored fore body with a black horizontal stripe beginng at its mouth
and gradually widening to its tail. The rear body is b이 h violet and purple. Set Up cleaning station in the wild where hsh will come to be cleaned. picks
oarasitic crustaceans from other hshes. Found in most coral reef habitats except the surge zone. Spend the night resting in a balloon-like mucous
cocoon

,

잡고용 국외흉 (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 ,formes Fam ,ly Labndae(wrasses)
레드립 정소놀래 기 ( Redlip cleaner wrasse)

,

L' óroides R lIórol:Jhùrus
(Randal , 1958) 9cmTL
D/spine 9 soft rιy 11
PoI l 3 LLp/26
동중 부태핑앙

Alspine 3 sofr ra)' 10

사모아 라인 섬， 소사이어티

아일랜드. 프렌치 올리네시아 띠카이른 섬에 분

포 • 입술에서 눈을 관통해 지니가는 검은 띠
는 몸 중간에서 시라지거나 희미해졌다가 몽 후

Rel. Li ve spec ,men photos

딘에서 다시 나타나 꼬리지느러미의 위와 아래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Redtip cleaner wrasse
Labroides Rubro/abiafus (Randa l. 1958). 9cmTL
0/ soine 9 soft ray 11 A/ soine 3 soft ray 10 p, /13 LLp/26
Dislribulion : Eastern Central Pacihc: Samoa to Li ne and Society islands. French POlynesia and the
Picairn Group
General : Adults with a black stripe from lips through eye onto anterior body. disappearing or reduced
to dusky in middle of body. reapoearing posteriorly and covering all of caudal hn except narrow upper
and lower edges . a median dorsal black line from snout tip to dorsal hn. head and anterior body whitish
to greenish yellow. middle of body orange. abdomen pale blue. shading to pale yellow posteriorly. an
indistinct dark line from below corner of mouth to lower pectoral hn base may be presen t. edges of lips
bright red. upper and lower edges of caudal hn pale lavender blue. Juveniles bright blue with a midlateral
black stripe. Inhabits lagoon and seaward reefs UD to a depth 이 at least 32m

가장지리만 빼고 전체로 확대된다 주둥이 등에
서부터 등지느러미 기부

쪽으로 검은 띠가 있

다 머리와 앞몸은 백색에서 녹횡색01며 몸 중간
은 오렌지 섹이다 배는 열은 정색에서 뒤로 가
면서 열은 횡색으로 변한다 입 아래 코너에서부

터 가슴지느러미 기부의 하단을 향하는 희미한
선 무늬가 있을 수 있다 입 가장자리가 빨강색
이다 꼬리지느러미의 위 아래 가장자리가 정분
흥색(lavender)O 1다 유어는 진한 정색 바팅에 몸

웅심을 수영으로 지나는 검정 선 무늬가 있다
산호 지대 1~경m 수심에 살며 2마리가 함께 있
을때가지주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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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USA NEW COLOR COORDINATION
Ladies , Color Yourself!

Cι fe_

왜 ， 더 이상 색깔을 가지고 놀지 않을까?

토요일 오전 9시.
뜨거운 샤원에 눈을 떠

늦을 아침을

먹은 나는 이미 어셋밤부터 정해 놓았던
패션으로 멋을 부리고 방을 나온다
주말은 누구나가 대부분 나와 같이 대담한

컬러 코디네이션으로 자기다움을 어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이빙만 하게 되면 왜 모두 같은
색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일까?
하나의 색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색

의 편성을 좀 더 과감하게 해도 좋을 것이

Q../

~\J

라 생각한다 나는 마스크， 스노클， 핀의
색을 일상의 멋과 같은 감각으로 많이 활용한다.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하고 즐기고 싶다.
마음껏 컬러풀한 코디네이션을 선택해 보면，
대부분의 보수적인 다이버들 중에서 한층 화려

하게 빛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신다운 매력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면， 바
다에서 놀 수 있는 즐거움이 한층 더 크
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모두가 바꾸어간다면， 다이빙의 상

식도 변해갈 것이라 생각한다.

‘’
MASK

싸 15

잉g경<LE

SP-175

~ 똥-5

사

하L

원

함

E

볍、기
퍼

lfic념맨터리 영화 평론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가

능하기나 한 것일까? SNS에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만남 그것이 이 시

대의 사랑법이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사진이나 영상은 수
도 없이 복제되고 게시되지만 기억 속의 사랑은 금세 지워진
다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그 시 대의 사랑은 달랐던 것
같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지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
해 목숨을 바치는 지고지순의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이 존
재했던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이 각본과 감독을 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
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타이타닉은

1912년 1 ，50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북대서양에 가라앉아 버

린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의 침몰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
며 . 1998년 제 70회 아카데미상 14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11

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 도 하였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지 80여년이 지난 뒤 첨단 장비를 동
원하여 배 를 탐사하던 과학자들은 보석 목걸이를 걸친 여인
의 누드화를 발견하고 이 주인공을 찾는다 얼마 후 이들을
찾아온 한 할머 니. 그녀는 바로 목걸이의 주인공 로즈였다
로즈는 191 2년. 17세의 나이로 정략적으로 약혼을 한 뒤

약혼자와 타이타닉호를 타게 되는데， 이 때 도박으로 3퉁석
표를 얻은 청년 잭도 친구와 함께 이 배에 오르게 된다 로
즈를 본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진 잭은 정략결혼에 상심한

로즈가 자살을 시도하자 그녀를 구해주면서 가까워진다. 로
즈는 잭에게 목걸이만을 맨 채 누드화를 그려달라고 제안하

162 Scuba Diver

고， 이 일 이후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로즈가 자유롭고 유쾌한 청년 잭을 사

랑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약흔자 칼은 질투심에 불타 잭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감금한다. 그
러나 잭이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되고， 이 순간
로즈는 잭에게 달려가 그를 구해 준다. 두 사람은 가라앉는 배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지만， 결국 바다로 떨어진다

바다애 빠진 두 사람은 배 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를 겨우 붙잡지만，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

근 채 생명을 부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잭은 로즈를 잔해의 위에 올려주고， 끝까지 살아
남아 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바다 속으로 사라진다.
처녀 출항하는 초호화선 타니타닉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지만，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순간 바다는 죽음의 및이 되고 만다. 살기 위해 배의
그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바동거리다가 바다 속으로 떨어지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

나 그 지옥 같아 보이던 바다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면서 바다는 이제 고귀한 영혼이 만나는

숭고한 장이 된다. 끝까지 키를 놓지 않는 선장， 가라앉는 순간까지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사실 바다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

다 사랑은 영원불변한 것이지만. 인간의 변덕스런 기호와 널뛰기하는 감정이 사랑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연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납겨진 사진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얼굴，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다

.....

2012년 4월 6일이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된다 이 를 기념하여 타이 타닉 3D 영

화가 개봉된다고 한다 타이타닉 3D를 보면서 그 날의 감흥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면 좋겠
다-'

2011 November. De 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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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편집부

생물의 성과성전환
유성생식은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접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생식법이다. 생물

들의 대부분은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되고 한번 결정된 성은 평생 동안 바뀌지 않고 살아가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중생물 중에는 암컷과 수컷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자웅이체
(암수딴폼)외에 암컷과 수컷의 성적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암수한몸)인 것들
이 존재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필요성에 의해 수컷에서 암컷으로 바뀌거나 암컷에서 수컷으

로 성이 바뀌는 즉 성전환을 하는 생물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분리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등동물일수록 암수가
한 몸인 종들이 많고 무척추 동물은 대부분이 암수가 한 옴이다 이러한 자웅동체인 생물들

은 각기 번식하는 방법도 다르다. 예를 들어 환형동물에 속하는 갯지렁이나 연체동물에 속
하는 갯민숭딜팽이는 번식을 하기 위해 상대를 찾아다니지만 해안가 바위나 얄은 물속의 바
위 동에 단단히 들러붙어 고착생활을 하는 절지동물인 따개비나 강장동물인 산호는 암수가

한 몸에 있어 생식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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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따개비와 산호는 어떻게 배우자와 교미를 할까， 여러 개체가 가까이 밀집해 살아

가는 따개비는 교미 침이라는 길고 유연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 옆에 있는 개체를 향해 교

1 돌조개 @Sh비ter stock
2 따개비
3굴

미 침을 벤어 정액을 주입한다， 이때 상대방도 암수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암컷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상대에게 교미를 할 수 있다 산호는 수온이 25 C까지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산
0

호의 산란이 시작된다. 보통 사리 때를 전후로 산란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산란기와 달의
주기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산란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시
간은 늦은 밤인 밤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이다 산란은 마치 바다속에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환상적이며 산호 포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산호에서 뿜어 나와 어두운 바다
를 온통 은하수로 만들며 산란을 시작한다. 1년에 한번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알

을 수정하며 포자들이 물의 이동에 따라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자손을 퍼트리고 보존하는
방법을선택한다.

암컷과 수컷이 따로 존재하는 자웅이체 동물들 가운데서도 자라띤서 암컷이 수컷으로 바
뀌거나 반대로 수컷이 암컷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성전환이라고 하

는데 물고기 가운데 성전환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다. 성전환하는 물고기는 수컷에서 암컷으
로， 또는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성장하면서 수컷에서 암
컷으로 성전환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종족보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진화인 것이다. 수컷은
크기가 작아도 수십억 개의 정자를 생산할 수 있지만 암컷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식세포가
크기 때문에 몸이 큰 것이 더 많은 난자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나 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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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전환하는 개체는 수컷이니 암컷으로 계속 남아 있는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굴이나 돌조개는 성장하면서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을 한다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히-는 패턴의 물고기들은 주로 하렘 (harem ， 번식을 위해 한 마리

의 수컷을 공유하는 암컷들)을 형성하여 번식하는 종류이다 용치놀래깃과와 앵무고기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종류의 젊은 수컷들은 자신보다 강한 수컷과 경쟁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암컷으로 전환하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러한 생물들은 강한 수컷이 죽게 되면

암컷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활달한 것이 재빨리 수컷으로 성전환해 그 집단을 지배한다 마
찬가지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이유는 수컷일 때가 암컷일 때보다 더 많은 자신의 유전자르
가진 후손을 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전환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퍼트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이다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을 전환
7~^1드등
00 1:그

감성돔은 태어날 때 암수의 특정을 둘 다 가지고 태어났디카 성장하면서 암컷이나 수컷으

로 분리되는 생물이다 감성돔은 부화 후 3년까지는 대부분 생식소가 정소로 구성되며 약간
의 난소를 포함하는데， 3년 후부터는 난소조직이 완전 퇴화되어 수컷이 되는 것과， 정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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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화되고 난소가 발달하여 암컷이 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리본일의모습

1 검은색(유어)
2 푸른색(숫컷)

리본일(Ribbon Eel)

3 노란색(암킷)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을 전환하는 대표적인 것은 장어목에 속하는 리본일이다. 리본일은
우리가 흔히 보는 리본(Ribbon)처럼 몸이 길고 앓으며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어 붙여진 이

름이다 리본일은 유어기를 거치며 수컷으로 성장기를 보낸 후 성장이 절정에 이른 후에는
암컷으로 성을 바꾼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을 바꿀 때마다 커밍아웃을 하듯 몸의 색을
바꿔 자신의 성의 특징을 상대에게 알린다는 점이다.

리본일은 유어기 때는 몸 전체가 검은섹을 띤다 이 후 몸길이가

65cm

이상에 이르면서 수

컷의 성징이 나타나는데 이때 주퉁이를 제외한 몸 전체애 화려한 청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장이 지속되면서 몸이 95-120cm로 커지게 되면 몸 전체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며 암컷으로

성을 전환한다 암컷인 노란색 리본일은 자주 눈에 띄지는 않는다 암컷으로 살아가는 기간
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데다 종족 번식이라는 본능적 경계심이 강해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
기 때문이다.

흰동가리
말미잘과 공생관계에 있는 흰동가리도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을 전환한다 그런데 모든 리본
일과 흰동가리가 성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성전환은 선택받은 한 마리에 그
친다 모계중심의 군락생활을 하는 이들 무리에서 암컷이 죽고 나면 다른 암컷이 그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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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암컷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각적 자극을 받은 후 1시간 정도가

무리 중 가장 우수한 수컷 한 마리가 암컷으로 성을 바꾸는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 수컷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진화를 통해 터득했기 때문이다.

2-3일이 지나면 완전한 수컷이 된다고 한다 무리 중 선택적
으로 수컷으로 변하는 것은 우수한 유전자를 통해 종족을

특히 말미잘로부터 보금자리를 제공받아야만 생존이 가

보존하기 위해서다 수컷으로 변하지 못하는 암컷은 수컷으

τ한 흰동가리의 경우 암컷이 죽는다 해도 편안하게 적용한

로 변하기 위해 경쟁하다가 무리에서 도태되기보다는 암컷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으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

을찾은것이다.

기 위해 수컷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죽이고 사는 셈이다

앵무고기류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을 전환

농어목에 속하는 앵무고기 CParrofish)도 암컷애서 수컷으

로 성을 전환한다. 앵무고기는 돌출된 이빨이 앵무새 부리

용치놀래기

를 닮아 지어진 이름으로 /통니/라고 불리는 돌출된 이빨은

우리 주변 바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어목에 속하

딱딱한 경산호를 긁은 데 편리하다 이들은 통니를 이용해

는 용치놀래기는 보통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서너 마리를 거

산호를 긁어먹은 후 입속에서 잘게 부쇠 위장으로 넘기면

느리고 번식하다가 우두머리격인 수컷이 죽으면 가장 큰 암

산호 분쇄물 속에 들어 있는 조류는 소화되고 석회질의 분

컷이 수컷으로 성을 전환한다 수컷이 죽고 난 후 무리 중에

말은 그대로 배설된다 주로 초식성으로 알려졌지만 앵무고

남은 암컷들은 서로 시각적 자극을 통해 크기에 따라 큰 것

기들 중 일부 종은 강력한 이빨을 이용해 성게를 깨 먹기도

은 수컷으로 변하고 작은 것은 암컷으로 그대로 남는다.

한다

스쿠버다이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앵무고기는 말레이시

기들도 성전환은 종족번식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전략인 것

아 시파단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팔로 피쉬 (Bumphead

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띤 진화학적으로 번식에 유리한 성전

Parrofi sh) 이다.

환 패턴은 왜 해양생물에게서만 나타날까? 아마도 그것은
물이라는 매개가 있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에서 나와 물

자이언트 그루퍼

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생식활동시 생식세포의 건조를 막기

자이언트 그루퍼는 어려서는 몸길이가 15cm에 불과하지만

위해 물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알을 감싸야 하

최대 230cm 까지 자란다. 물고기 중 가장 큰 종이며 특히 성

기 때문에 암컷은 해부학적으로 더 여성적이 되어야 했다.

장하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매우 특이한 습

그래서 알에 방수껍질을 마련해주기 위한 특수한 도관과 부

성을 갖고 있다.

비선을 갖추게 되었고 결국 자궁으로 진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태계적 번식전략으로만 존재해야 할

성전환을 하는 이유

성전환 현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바로 TBT, 다이옥신. 살충제 등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암수 한 몸을 이루거나 성전환을 하는 물고기는 산호초나

그 주범이다 수중생물들이 자신들의 종족번식을 위해 수만

말미잘 주변에 사는 물고기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

년의 진화과정을 통해 이 룩한 번식전략인 자웅동체와 성전

은 가능한 많은 새끼를 낳아 자손을 번식시키고자 함이다.

환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비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환

한 가지 예로 산호초 주변에 살면서 그 개체수가 많지 않은

경오엽으로 만들어진 자웅동체와 성전환은 여러 생태적인

물고기들이 자손을 번식시킬 때 암 수 한 몸이 유리한 까닭

문제점을 일으킨다 수중 생태계와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은 암컷 또는 수컷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힌다 하더라도 자손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을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수컷이 잡아
먹히면 가장 큰 암컷이 수컷으로 성전환하고 나머지 암컷들
과 번식을 하면 된다 반대로 암컷이 잡아먹히는 경우도 같
은방법으로번식한다

그 밖에 성전환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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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샤진테크닉

쩌떠회
카메라에서 감마의 보정 기능은 아주 활용도가 높다 감마값이라는 것은 화면 이미지의 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감마값으로 조정한 사진의 밝기는 노출의 밝기와는 다르다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감마값을 촬영자가 원

하는 대로 임의의 값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톤을 갖는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글/사진 구자광

감마 보정 (Gamma Correction)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고 있는 자극의 크기가 변화된 것을 느끼려면 약한 자극에

서는 작은 변화에도 그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나 강한 자극에서는 같은 변화는 느낄 수
없다는 법칙이 베버 -페히너의 법칙 (Weber-Fechner's Law) 이다 이 를 간단히 베버의 법칙이

라고도 한다. 인간의 시각도 베버-페히너의 법칙에 따라 밝기에 대해 선형적 (Linear) 이 아니
라 비선형 적 (Nonlinear)으로 반웅한다.

예 를 들어 다음 [그림 1] 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빛의 밝기를 선형적으로 나열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빛이 약한 A와 B에서 변화된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으나 빛이 강한 I와 ]에서 는
변화된 것을 거의 느낄 수 없다. 사람의 눈이 변화에 민감한 부분은 빛이 약한 어두운 부분
이고， 둔감한 부분은 빛이 강한 밝은 부분이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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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0 .4
[그림

0 .5

1] 선형적으로

0 .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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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J

0.9

1. 0

나열된 색상도

그래서 이미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이미지의 밝은 부분은 더 확장되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압축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균일하게 보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압축된다
는 의미는 시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보이게 된다는 의

미이다- 실 제 보이는 비선형 적인 값과 균일하게 처리한 선형적인 값과의 관계를 감마
(Ga mma)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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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치에서 가장 밝은 빛의 밝기 정도를 1 로 보고， 가장 어 두운 빛의 밝기 를 0으로 본

다. 이 밝기의 값에 어떤 값만큼 제곱을 하여 비선형적인 것을 선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다 이 제 곱하는 값을 감마값이라 한다 예 를 들면， 0 .5라는 밝기를 감마 보정하지 않고 표시
하면 0.5가 되 지만 감마값 2.2로 보정하면 0.5의 2.2 제곱만큼의 값이 되 는 것이다 수식으로
표시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0 .522

=0.217637640824031

결과적으로 0.5는 실제 밝기는 감마값 2.2로 보정하면 보정된 값은 실제 밝기보다 훨씬 어
두운 0.21]-. 라는 값의 밝기로 되는 것이다.

출력값

。|려 7>
t::j

‘

-;w

[그림

2] 감마값에

따른 그래프

[그림 2] 의 그래프를 보면 감마가 1보다 작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O과 1사이의 수에 1 보다 작은 값을 제 곱하면 전체적으로 값이 크게 되고， 1 보다
큰 수를 제 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아지 는 것이다. 그러나 O과 1은 어떤 수를 제곱해도 변
히-지 않는다. 이 것이 감마의 개념이다

시각적으로 발생 õ}는 비선형적 특성을 선형적 특성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영상 장치에서

역감마 변환을 사용하여 선형적 RGB 데이터 로 수정하는 행위가 갑마보정 (Ga mm a

Correction , Gamma Encoding) 이다 일반적으로 감마 보정 (Gamma Correction) 이란 용어
가 널리 쓰이나， 대 부분의 경우에는 감마 부호화 (Gamma Encoding) 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옛날 브라운관으로 영상 표시장치를 처음 만들던 초기에 는 기 술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CRT는 발광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입력되는 전기 신호의 값을 비례 적으로 재현시키
지 못하고 콘트라스트가 매우 높게 표현되었다. 이 를 정상적 인 콘트라스트로 보여주기 위해
서는 신호의 값이 선형적인 상태가 되도록 보정을 해주어야만 했다 CRT의 보정을 위한 감

마값은 22이다 그러나 모든 CRT 단말장치에서 김-마보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내
는 측에서 미리 2 .2로 감마 보정하여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감마 2.2에서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감마 0.45인 상태로 이미지 를 촬영 하는 것 이다. 감마 0.45라는 말은 전체적으
로 이미지가 밝아지면서 콘트라스트가 낮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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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3] 은 촬영 장치에서 만든 원래 이미지(감마값 0 .45) 는 왼쪽처럼 전체적으로 이

미 지가 밝아지면서 콘트라스타가 낮은 상태의 이미지이고， 감마값 2.2로 보정을 하는 장치에
서 본 이미지는 오른쪽처럼 제대로 보인다

감마값 2.2로 보정된 이미지

원래의이미지

[그림

3] 원래의

이미지와 감마값 22로 보정된 이미지

검퓨터 모니터에서 감마 보정
방송용 장비는 2 . 2를 사용한다 컴퓨터 모니터는 크게 2가지가 사용된다. 주로 사용하는

ffiM 컴퓨터의 감마값은 2 . 5이다 반면 애플 컴퓨터의 감마값은 1 깅이다 만약 어떤 사진을
애플 컴퓨터(감마 1.72) 에서 잘 보이도록 만들면

ffiM

컴퓨터(감마 2 .5)에서는 어둠고 색감이

지나치게 강하게 보인다. 반대로， ffiM 컴퓨터(감마 2 .5)에서 만들어진 사진 이미지를 애플 컴

퓨터(감마 1.72) 에서 본다면 너무 밝게 나타난다 즉 색이 허영고 잇빗히케 보일 것이다

다음 [그림 4J 의 가운데 이미지는 감마값 22에 맞도록 보정된 것이다. 이 이미지를 애플
컴퓨터(감마 1.72) 에서 보면 왼쪽 이미지처럼 밝게 보이고

ffiM

컴퓨터(감마 2 .5)로 보면 오른

쪽 이미지처럼 다소 어둡게 보인다

요즈음은 디지털 사진기로 대부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대회나 공모전 심사를 할 때

컴퓨터 모니터로 작품을 보면서 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웅모자가 처리한 컴퓨터와
심사자의 컴퓨터의 종류가 다르면 일부 참가자의 작품이 색감의 차이로 인해 종종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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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 검퓨터에 따른 사진의 밝기

감마값 0.45

감마강 0.40

감마값 0.50

[그림 허 카메라의 감마값 보정에 따른 사진의 밝기

카메라 또는 포토삽에서 감마 보정
카메라에서 감마의 보정 기능은 아주 활용도가 높다. 감
마값이라는 것은 화면 이미지의 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
다. 참고로 감마값으로 조정한 사진의 밝기는 노출의 밝기
와는 다르다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감마값을 촬영자가

원하는 대로 임의의 값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톤을 갖는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포토삽에서 후
보정으로 감마값을 조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포토삽에서는

기본적으로 감마값 2.2를 사용한다.

이때 감마값을 기본 감마값 (0.45)보다 올리게 되변 화상
의 검은 영역， 어두운 부분은 압축되고 밝은 부분이 더 확

장된다[그림

5J.

반대로 감마값을 조금 내리게 되면 밝은 영

역이 압축되고 어두운 부분이 확장된다. 여기서 압축된다는

의미는 시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
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 카메라에서 감

마 보정이라는 말은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보정된 0 .45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감마가 0.45로 촬영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가 적당하게 촬영되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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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나를 버리고 더 큰 나를 얻는다
한킥 을 빛낸 세계적인 축구스Et，

벽치성
올해 31살. 박지성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축구선수다. 영국 맨체스터 유

글 홍축영(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나이티드 FC 소속의 미드필더로 뒤고 있는 그는 얼마 전 연봉 8 1억 4，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

의 재계약에 성공하였디 워l 인 루니 ， 리오 퍼디낸드에 이어 팀의 연봉 3위 수준

를 받았다 방송기자.

이다 서른이 넘으면 재계약을 망설이 는 맨유가 박지성을 선택한 이유는 ‘3개의

폐를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지치지 않는 플레 이와 ‘보이지 않는 영

램에 관한 연구로 따리 2대학에서 박시학위 (0 띠어전공)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중재
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

직을겸하고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물린 코끼리). (매혹 도시에 밀걸
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가 있으며， 다문화

웅’의 헌신적인 플레이 덕분이다.

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지금의 성공이 쉽게 이 루어졌다면， 박지성은 스타이 긴 하지만， 스토리가 있

는 스타가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어린 시절， 박지성은 왜소하여 축구선수의
체격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렸다. 일기장
엔 온통 축구 이야기와 축구 이해 도로 가득 쳤고， 끼니까지 굶으며 부모에게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의지 를 보여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다.
수원공고 재학 시절 이학종 감독의 추천으로 1999년에 진학한 뒤 2000년
박지성은 일본 교토 퍼플 상가에 진출한다 이 때 2부로 강퉁된 팀을 다시 1부
리그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시기 올림픽 대
표팀 허정무 감독에 의해 올림픽 대 표로 선발되면서 2002년 FIFA월드컵에서
한국팀을 4깅: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를 계기로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아 계약기간 3년 6개월에 연봉 100만
딜러라는 조건으로 네 덜란드 에인트호번 무대로 옮긴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에
게 생각지 못했던 시련이 닥친다 무리한 출전과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로 잦

은 부장에 시달리고， 수술까지 받으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팬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그 당시 박지성은 경기장 안에서 공 받는 것 자
체에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선수 교체가 되려고 서 있으면 그때부터
야유가 시작되었고， 심지어 축구를 떠날 생각까지 하였으나 그래도 더 잘해보

자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며 각오를 다졌타고 한다. 결국 그는 네덜란드 땅에

‘위성 파르크’의 위력 을 발휘하고 이를 눈여겨 본 맨체츠터 유나이티드의 퍼커
슨 감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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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아동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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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4일， 박지성은 퉁번호 13번을 배정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선수로 뛰

게 되었지만， 초창기 그를 보는 시선을 곱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을 위해 영입된 것
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지성의 지치지 않은 플레이와 나를 버리는 헌신
적인 경기 운영은 결국 그를 강팀에 강한 선수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 세계 3대 프

로축구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의 출범이후 총 12회의 우승전적을 가지고 있는 영국 최

고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국인 최초로 이곳에 진출하여 일곱 시즌을 띈 축구
영웅 박지성의 신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루아침에 순탄한 경로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
게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체구로 쉴 새 없이 구장을 누비고， 자신의 공을 세우기보다는 팀을
위해 골의 성공 확률이 높은 선수에게 패스하며 성공 이야기 를 써 온 것이다.

지금까지 디큐멘터리 {MBC 스페셜》과 {KBS 글로벌 성공시대)를 비롯해 자서전 ‘나를 버
리다 - 더 큰 나를 위해 ’， 어린이를 위한 책 ‘꿈을 향해 뛰어라’ 퉁 박지성의 성공을 스토리텔

링한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되었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은퇴 이후 영원한 축구인으
로 살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스포츠 스타 박지성.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이야기
를 펼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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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LAYANG-LAYANG ISLAND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의 바다”

Layang Laynag Island Resort Sdn Bhd
Block A} Ground Floor} A-0-3} Megan Avenue IC 12} Jalan Yap Kwan Seng}
50450 Kuala Lumpur} West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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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과rmk

l

M W-Econom Horizonlal 시리즈는
운용에 필수적인 기능 중심으로
l
호흘용 공기 압축을 위하여 제작 되었습니다l
~IIII:r~:..w:m 및 ~IIII:m:"~II:m 용기
모두 충전가능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3중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Workin Pressure: 200BAR 300 BAR
Operation: En ine/Electric M이α 10HP"'20HP
Delive Rate: 320 min - 640 min
r In: Manual
miI 이 Delivery
각 단 안전밸브 Each Stage Safety Valve
자동 정지 기능 [Auto Sto 1
충전호스 [Fillin Valve 1
사용압력/오일압력 게이지 [ Gau e - Oi l/Pressure 1
Air Qualit : EN12021 유럽 기준 만족]
U.S CGA E GRADE I미국

명수 | 제깎 Since

기준 만족]

1974

(주)엠에스옐 콤프레서 경기도 포천시 설뚫 553번지 Ü11xl..111깨æ;m=짧2999

www.mslcomp.com

해외다이빙 @

*갚폭~，_ 1 \-껴F숲 ‘과l 뉘깐￡t꺼|표이 Þr
스쿠바 다이빙 여행을 가다!!

글/사진 정현민

뉴칼레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의 열대 섬이다 우리나라 보다 작

은 나라이지만 신의 축복을 받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나라이다
섬 전체의 60%이상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제되어 있으며 니켈 매장량도 풍부하게 보유하
고 있는 기초자원이 많은 부자나라이다. 자연의 모습 그대 로를 잘 보존하고 있어 가는 곳곳
마다 진귀한 풍광들이 펼쳐져 있어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온다

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는 수도 누메아의 인구 절반이 유러피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유럽풍의 생활습관이 보편화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유럽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100% 체험
할수있는곳이기도하다

KBS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지로서 에머랄드 빛이 온통 눈부시게 빛나던 그 바다의 장
변을 보고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곳이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었다 우리에게는 뉴칼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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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라는 나라보다는 “프렌치 파라다이스”라는 별칭으로 더욱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연

평균은 24 도의 봄 날씨를 유지하며 프랑스령의 영토이기에 건물양식도 음식문화도 생활패턴
도 지극히 프랑스적이다. 운이 좋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섬 뉴칼레도니아를 우연한 기회에 뉴
칼레도니아 관광청의 초청을 받아 7박 8일이라는 황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곳에서

의 스쿠바 다이빙 여행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멋진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인상깊었던
순간들은 나의 값진 추억이 되었다.

대한민국 스쿠바 다이버 대표로 뉴칼래도니아를 .. .

6월의 어느 날 뉴칼레도니아 관광청으로부터 한 통을 전화를 받게 되었다. 뉴칼레도니아
관광청으로부터 필자를 대한민국 스쿠바 다이버 대표로 51트레이너이자 조선이공대교수 자

격으로 스쿠바 다이벙 여행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침 방학기간이기도 하여 여
행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히였고 며칠을 고민하다 니-홀로 뉴칼레도니아 다이벙 여행을 가기

로 결정했다 출발일정은 관광청과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7월 25일에 출발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여행의 전체적인 일정은 이미 이곳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지인의 안내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참조했고， 뉴칼레도니아 관광청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7박8일 간의 여행일정 중 4 일
동안은 뉴칼레도니아의 수도 누메아에서 2일 다이빙， 일데뺑에서 2일 다이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일정은 휴양을 겸하여 육상관광을 하기로 결정했다

뉴칼레도니아로 떠나는 길

드디어 출발일，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스쿠버 장비와 뉴칼레도니아의 추억을 담아
올 카메라 장비를 챙겨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스쿠버 장비가방과 카메라 가방이 4이<g가
넘어서 나머지 짐은 최소화하였다. 뉴칼레도니아 직항으로 운영하는 에어칼린 항공사의 1인

당 수화물 무게제한은 20Kg이지만 사전에 뉴칼레도니아 정부와 협조가 되어 있어서

50kg

넘는 수화물을 오버차지 없이 가져갈 수 있었다.
인천에서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통투타 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만

운행하고 있으며 필자는 월요일 1 0시 30분 5B701항공기를 타고 9시간 30분의 긴 여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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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여름 휴가철이라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않았고 멀기도 하여 쉽게 여행하기는 부담스러운 곳이라는

비교적 좌석이 여유가 있었지만 한국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 문을 나

않았다- 손님들 대다수는 뉴칼레도니아 자국민과 프랑스인

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럽지도 않고 줍지도 않은 포근한

들이었다.

기후는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 뉴칼레도니아에 왔다는 것

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이동하여
비행기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영어도 아닌 프랑스어

첫 번째 숙소인 르 퍼시픽 호텔에 도착했다 이 호텔은 특이

(불어)로만 대화를 하여 마치 한국이 아닌 외국에 온 듯한

하게도 르 파크， 르 누바타 그리고 필자가 사용하게 된 르

느낌을 받았다 조금 어섹했지만 다행히도 한국인 승무원이

퍼시픽 호텔 이렇게 세 개의 호텔이 함께 모여 있었으며， 안

하 명 탑승하고 있어 내심 안심이 되었다” 그렇다1 영어는

세바타 해변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주요 관광지가

그나마 손짓발짓으로 바디랭귀지가 가능하여 의사소통을

호텔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

할 수 있지만 불어는 마치 벙어리처럼 입이 얼어붙어 있어서

들에게는 안성맞춤이였다. 특히 틈틈이 호텔 앞 안세바타 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행기안에

변에서 스노클령과 수영을 즐길 수 있었으며 호텔 내부에

서의 서비스는 아주 훌륭했고 편안했다 좌석과 좌석 간의

대형 수영장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시간은 아주 즐거운 추억

여유 공간도 충분했고. 음악감상과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개

으로 남겨져 있다. 또한 호텔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인 시청각 매체도 준비되어 있었다. 잦은 출장과 여행으로

있어 혼자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는 여행정보도 얻고 지인들

잠자리와 음식을 그다지 가리지 않는 성격이지만 기내식은

과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일 뉴

입맛에 잘맞았다

칼레도니아로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
는 장치를 준비하기를

.....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에 도ξ「하다.
천국의 바다 속 여행이 시작되다.

2011. 7. 25일 22 :05 수도 누메아 통투타 공항에 도착했
다 출입국 수속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였지만 수화물을

새벽 2시 숙소에 도착하여 짐치 눈을 붙이고 아침 일찍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40여분을 소요했다. 전체적으

다이빙 일정을 잡았다. 너무도 피곤하였지만 쉽게 올 수 없

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조바심이 생기지 않는다

는 곳이라 시간을 효율성있게 활용하기 위해 빡빡한 일정을

수화물을 기다리다 보니 한국인 몇 명이 눈에 보였다

세운 것이 잠시동안 후회되기도 하였다 한국과는 2시간의

여름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애 두 번 운행하는

시차가 있어서인지 첫 날의 일정은 약간 무리가 된 것 같았

비행기중 한 대에 한국인은 나를 포함하여 4명이 전부였

다^^ 07: 00시 호텔 로비에서 사전에 예약해두었던 호텔 내

다.^^，. 아직까지 뉴갈레도니아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에 위치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알리제 스쿠버 센터 직원 오

까와상과 간딘-한 미팅을 하고 다이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첫 번째 다이벙 포인트인

tepava

포인트는 보트를 타고

25분 정도 이동하였고 도착하여 마사다 강사가 브리핑을 하
였다

Tepava/Turtle

spot포인트는 비교적 완만하고 체크

다이빙하기에 적합한 다이벙 사이트다 수심 역시 최고 20m
이내로 절벽다이벙이 아닌 해안지대의 경사면을 이용한 다
이빙이였다 첫 다이빙은 약 45분간 진행하였다

뉴칼레도니아 다이빙은 하루에 2회 이상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회 다이빙할

때마다 다이빙 타임은 45-60분 정도의 다이빙을 진행한다
〈누매아 통투타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180 Scuba Diver

물론 내가 경험한 두 군데의 다이벙 센터만 그렇다라고 생

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뉴칼레도니아의 전반적인 다이빙

일데뺑 공항근로자의 단체파업으로 인하여 항공기 이착
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환상의 소나무섬 일데뺑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 천연 자연 경관을 둘러보고자 계획했던 민물 수중동굴
천국의 바다 속에서 첫 날의 다이빙을 무사히 마치고 이

다이빙과 바다 속 여행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늘째부터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다. 9시간 반이라는

다음 번을 기약하며 다른지역으로 변경해야만 했다. 한번

시간을 투자하며 뉴칼레도니아까지 왔는데 하루 두 번 다이

어긋나니 남은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했다 고심 끝

벙은 많은 아쉬움을 남겨주었다 마음 같아서는 몇회라도

에 누메아에서

하고 싶었다.

분 정도 걸리는 아메섬 주변에서 남은 이틀간의 다이빙을

20km 떨어져 있고 이동시간이 배로 약 40

하기로 결정했다 아메데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며

passe de boulari out 포인트는 단계별로 절벽이 형성되

섬 전체를 둘러싼 천연의 화이트 해변과 원시림이 훼손되지

어 있고 조류애 방향을 따라 표류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만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해변에서도 바다

타가 자주 출몰하는 포인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며 푸른 바다 빛과 화이트 백사장의

다이벙했을 때는 만타를 만나지 못했다.

아름다운 조화를 보고 있노라면 왜 뉴칼레도니아를 천국의
섬으로 불리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알리제 센터에서의 마지막 다이벙은

Diepposie 포인트의
비

아메데 섬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메데 등대 투

교적 안정적인 수심이며 난파선의 크기와 형태는 비교적 양

어다. 이 곳 아메데 섬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등대의 높

호하였고 3층으로 나누어진 대형 난파선이었다. 조타실 및

이는

내부 또한 잘 보존되어 있어 마치 바다속에서 배를 탄 듯 -

은 것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는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낌이 들면서 난파선 다이빙의 재미를 한껏 즐겼다. 난파선

둥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2477R 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

다이빙을 할 때는 수중랜턴을 준비하면 난파선 틈 사이로

다. 하지만 힘들게 올라온 것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확 펼쳐

서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들과 알록달록한 열대어들을

진 자연경관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다이버임을 알

나온다

난파선 다이빙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바닥 수심

5-27m

리는 수중이벤트로 난파선을 배경으로 태극기를 휘날리여
기념사진도 찍어보았다.

56m

높이이고 천골로 지어졌으며 나폴레옹 3세 때 지

특이한 것은 아메데 섬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것
이 바다뱀이다 물론 스쿠바 다이빙을 하면서도 종종 바다

이틀간의 다이빙 일정을 마치고 누메아에서 항공기를 이

엠을 만날 수 있었다， 뉴칼레도니아에는 맹수나 뱀이 없디고

용하여 20여분 정도 걸리는 일데뺑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하는데 유일하게 뉴칼레도니아에서 존재하는 뱀이 바로

일정이 아쉽게도 이동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고 말았다

t n cotraye라고 불리는 바디뱀이다 독이 있다고는 하지만 입

이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을 물 수는 없다고 한다.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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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ava / Tu r1 le spol 포인트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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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ava!Tur1le sp이 포인트 해변지역으로 수심은 5"'20m 산호 군락과 바위 사이 거묵이를 쉽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생겨 마침 지나가는 바다뱀 한 마리를 잡아보니 아주 귀여웠다

하지만 나중에 현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가끔은 바다뱀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니 바다뱀을 직접 만지는 것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아메데 섬의 다이벙 센터는 아메데 다이벙 클럽이라는 센터 하나만 존재하며 등대와 선착
장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Didier daubeze

강사가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다이브 가이드 2명과 주방장 한 명이 직원으

로 있다 우리는 스템진과 다이벙을 여행을 온 프랑스인과 미국인 그리고 필자를 포함하여

12명이 함께 이틀간의 천국의 바다 속에서 소중한 스쿠버여행 추억을 만들었다.

아메데 섬 다이빙 또한 누메아 인근 다이빙에서 즐겼던 다이벙만큼 만족할 수 있는 다이
빙이었다 뉴칼레도니이 프랑스， 미국 친구 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한민국 스쿠버 다이벙 국가

대표처럼 태극기를 펼치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과 감동은 아직
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인 다이버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클럽

에 방문했다며 기쁘게 반겨 준 아메데 다이벙 클럽 대표인 daubeze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다이벙 하는 내내 나의 토끼 후드에 관심을 가진 daubeze에게 결국은 필자의 후드를
선물로 주고， 나 역시 그가 쓰고 있는 후드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함께 웃으며 추억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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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pposle 난마선 포인트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원히 간직할 인증삿 촬영까지 마치고 뉴칼레도니아 다이벙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필자가 경험한 뉴칼레도니아의 두 군데 다이벙 센터는 서로 다른 느낌이었다. 아메데 등대
섬의 다이벙 스타일은 일본 센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슬로우 시티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뉴칼레도니아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다이빙 스타일이였으며 오전 1회 다이빙 후 휴식
을 취하면서 프랑스 스타일의 신선한 생선요리 점심과 함께 그야말로 휴양을 겸비한 다이빙

이었으며 이러한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아메데 섬 다이빙을 추천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누메아 호텔에 위치한 알리제 다이벙 센터를 방문하여 다이빙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침 7시 미팅을 출발로 12시 이전에 2회 디 이빙을 진행하며 초보자의 경우 50분 이상 장시
간의 디-이벙 시간과 보트에서의 수면휴식은 필자에게도 다소 부담감을 주는 다이빙이였다

하지만 두군데 다 본인의 다이벙 스타일에 맞추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스쿠버 다이버로써 또는 프로강사로써 뉴칼레도니아 다이빙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
이다 나 역시 꼭 한 번 뉴칼레도니아 스쿠버 여행을 가봐야지 하며 생각했었는데 우연치 않
는 계기로 뉴칼레도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며 성공리에 스쿠버 다이벙여행을 마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여행이었다 많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여정도 꽤 있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뉴칼레도니아의 다이빙 여행

아메데 섬 다이빙 포인트 (sourndis / b。미ari passage)에서 찍은 수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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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선물을 교환하며 기념사진 촬영

은 더 머무르고 싶은 곳， 여정이 너무나도 짧게만 느껴져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나라였으며 아울러 스쿠버 다이버라

면 꼭 한번 여행해 보기를 추천한다 필자가 어떤 말을 어
떻게 전하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곳은 그 이상의
만족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유행어처럼 “ 참 좋은데 ~ 어
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는 표현이 지금의 나의 마음

이다.

필자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직접 경험한 스쿠버다이빙 위

주로 집필하였다는 것을 밝혀두며 그 외에도 아름다운 관
광지와 다른 생활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 큰 아쉬움을
남긴다. 부족한 정보는 뉴칼레도니아의 관굉청 (WWvV.

new-caledonia.co.kr)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여행 일정
과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에

여행이 편안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지원
해준 뉴칼레도니아 관광청과 글로벌 국가공익 다이버 활
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S1 멤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하며 ‘ 아울러 힘찬 박수를 보낸다!-

아메데 다이빙 센터에서 함께한 인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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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으l흐t
1

칠문 : 다이빙 후 피섞인 가래 (iì)

,

오픈워터 교육을 수료한 초급입 니다

37'살 남자이며

177cm 보통 체 격 에 기본적으로 기초체 력운동은 계 속합니디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 고 연숨 풀에서 30분정도 연습 후 부터는 가래에서 약
간에 피가 섞여나옵니디

심 한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가래 를 뱉고 나면 괜찮다가 또다시 몇 번 연습한 후
올라와 가래 를 뱉으면 또 약간에 피가· …
제가 운영하는 다이브웹 (diveweb. ∞.kr)
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

연습을 마치고 나면 또 정상이 고요-

이 것 때 문에 걱정 이 되는 정도는 아니 지만 이유는 알고 싶어서 두서없이 몇 자
적 어 올립 니다

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추워 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 고 답변 기 다리 겠습니다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

수고하세 요^^‘

은조금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
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
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띨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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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검진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래이고 피입니다-

내과에서 가슴 사진(Chesl

PA/Laleral

및 CT)를 찍어서 기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실필요가있습니다.
폐 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1) 마우스피스가 잇몸을 자극해서 생기는 미세출혈이 가래와 섞여 나오는 경우
2) 하강 상승 시 생기는 압력 손상에 의해 부비동 쪽에 고이는 미 량의 혈액이 분비물과
함께 나오는 경우 등 억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먼 다
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답변에 대한 오해(?) 설명이 너무 객관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있을것같습니다

말씀드린 가래는 억지로 소리내어 뱉어 내는것을 말씀드렸구요.(이것 또한 설명이 부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개제합니다

족 ...)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병원을 방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 SE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운영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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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질문이 객관적이어서 어려운 질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이빙
후 피가 나오는 그 경우의 수가 어럽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은 상세하고 상황 설명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절문:늑졸콜할

공기 방울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그렇게 상승하시면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셈이 됩니다

답답할 때만 여줍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기포의 상승 속도는 거의 다이버가 전력을 다해 킥을 해서 올라

평소 산악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11월 28일경 낙엽 때문
에 약간 미끄러지며 자전거 핸들에 우측 가슴을 부딪히는

가는 속도와 비슷하고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빨라집니다

상승 속도는 수심계나 컴퓨터를 보고 1분에 9 미터 속도보다 느

사고가 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담당 의사께서 갈비뼈 4번

-5번(?) 인가에 금이 살짝 갔다고 하셨지만 저는 활동하는

리게 상승하셔야겠습니다.
교육단체에 따라 1분에 18미터를 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아주 크게 숨을 쉬면 조금 결리는

1문에 18미터 보다 느리게 상승하라는 의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입니다.
12월 15일경 필리핀 투어가 계획되어 있는데 다이빙이 가

이 상승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수심이나 시간을 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 보

능할지궁금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투어라 욕심이 나지만 이럴 때는 꼭 여

입니다

쭈어보고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이- 고견을 여줍

물론 요즘 민물이 많이 차가울 것으로 샘각됩니다.

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수심보다 더 갚게 계산해야 하고 찬 수온 그 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체만으로도 상당히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이런 경우 감압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프로

답변 : 살짝골절(?)

필 그 자처|만 보면 그다지 걱정거리는 못 된다고 보입니다.

금이 살짝 갔다는 표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12월 15일이라면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사용하는 공기탱크와 컴퓨레샤에 대한

아직도 3주 가까이 남아있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

것으로 양질의 공기를 잘 팔터 처리하여 압축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태라면 그 때 즘이면 다이빙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때까지 가슴에 테이핑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 병원
에서 권하지 않았나요

다이빙 후 두통의 이유 중 흔히 보는 것 중 하나가 오염된 공기

의호흘입니다
혹은 극심한 수중 구조 작업으로 인해 체내 이산화탄소가 축적

??

된 경우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혈중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검사

[

질문:구조활동후두통

]

받아보먼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려 그 자체로도 측두근의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안녕하세요-

경우가있습니다

저는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구조대원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먼서 차차 통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일전에 대청댐에 차량이 추락하여 야간

많이 힘드시연 게보린 한 두알 드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구조 중 수심 확인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공기와 같은 속도

얼른좋아지시길"''''

로 수연상승한다고 느꼈을 때 빠르게 상승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수심은

8-10111 ‘

1인 잠수.， 3회 입수중 3번째 잠수에서 실

수를 했습니다(수중잠수시간은 15-20분， 인명구조

2m 잠수

‘ 질문:히드라중독

시간 30분)

안녕하세요， 박사님? 날씨도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하루가 지나 어제 저녁에 머리양쪽 측면이 쥐가 난듯한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11월 20일 경 필리핀에서 다이빙
중 장갑을 끼지 않은 관계로 바다나리에 손이 긁혔습니다.

마우스를 꽉 물어서 그런건지? 수면상승이 빨라서 그런건

지? 관절에는 이상이 없구요 어떤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

그 상처가 호전되지 않고 볼록볼록하게 솟아오르더니 가

려워서 긁으면 더 악화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다른 손가
락도부어 올랐습니다

답변 : 상승 속도에 문제가 있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랄께요 꾸지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우선 상승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피부염증약을 발랐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
지

상처난 손가락이 붓고 다른 손가락도 구부리기가 거북해

지니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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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Demand-type) 호를조절기를 부ξ}해서 다이버에게 사용할 경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 DAN 마크를 부챈H도 괜찮다고

답변 : 알레르기 (7)

-

판권보다는 다이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에는 몇몇 산소탱크와 연속흐름형(Continuous Flow-type) 호

바다나리도 인체 피부에는 독이 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독이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피부를 자극하는 알레르

를조절기가 부착된 산소 유니트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기성 반응을 야기하는 것이 더 귀찮은 증상을 야기하고 가려움을

다만 원하신다면 이들 유니트를 구입하시고 가급적이면 요구형

못 이겨 긁다 보먼 손가락 끝 손톱 속에 숨어 있는 박테리아에 의

(Demand type) 호흘조절기를 구해보시고 - 실때하시면 연락 주십

해 2차 감염이 잘 오고 그 감염이 피하조직까지 밀고 들어가먼 인

시오

대를 붓게 하고 피하조직에 염증을 야기하고 하는 식의 악순환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DAN 저|풍 요구형 호흘조절기에는 2개의

요구형 밸브와 1 개의 연속흐름형 밸브가 달려있어 최고 3영의 조난자

피부과를 찾으셔서 알레르기와 염증을 동시에 치료 받으시고

가 산소 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붓고 운동 장애가 있는 손가략은 따뜻한 물에 자주 담그시면서
스스로 물리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는 멜리칸 하드 케이스를 사용히시먼 될 것이고 여기에도

DAN 스티커를 부ξ팅}셔도 무방합니다

별 것 아닌 것이 접차 별 것이 되가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겪고

다이버 안전에 관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

질문:매N 산소유니트

[

질문:중이환기튜브삽입후다이빙

I

]
올 봄에 다이버를 시작한 초보 다이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늘 박시님 글을 보면서 도움을 많

이 받고 있는 다이버입니다.

8월말에 해외 다이빙을 다녀온 후 귀가 먹먹하고 잘들리

지 않아 병원에 들렀더 니 중이염이라고 해서 일주일가량 약

사내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D아J에서 나온 웅

급산소공급기를 갖추고 싶은데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박사님께 문의를 드립 니다.

을 먹었구요 호전이 없어 종합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권유하
셔서 갑자기 중이염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방법은 간단하게 진행되었구요. 양쪽 귀에 튜브를 끼

구매 시기 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웠다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겁진 다녀왔는데 요 수술은 잘 되었다고

수술 후 6개월정도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다이빙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변 : DAN Oxygen Unit
DAN~~ 유니트는 실린더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연습하는 것도 당분간 참아야 되는지 ‘ ..

어느 것이건 해당 용량의 ~~ 실린더와 Dema며

정말 정말 다이빙하고 싶은데

type Regulator

로 구성되어 있고 포켓 마스크와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희망찬 답변 부탁드립

니다

현재 이 유니트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체는 없습

니다

답변

:

튜브부터 빼고 나서

그 이유는 이 장치가 의료장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국내법에는

양쪽 고막에 튜브를 삽입했다면 삼출성 중이염 수술을 받으셨다

의료기를 수입하는 업체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어떤 의료기라

는 것을 의미하는데 솔직히 왜 그런 시술을 받아야 했는지 궁금해집

도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정식 수입을 할 수 없
게되어있습니다

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 다이버라면 고막에 튜브를 넣는 것은 상

현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개인이 하나씩 들고 들어오거나

DAN 관련 인사가 들고 들어와서 팔거나 주고 간 것들입니다
DAN은 비영리 단체일 뿐 아니라

DAN 상표나 상품에 대한 판권을

주ε팅}지않습니다.

DAN Asia Pacific의 회장인 John uppmann 씨가 저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산소 탱크에 한국에서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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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아니라면 그 수술(혹은 이 정도는 시술이라고 합니다만)

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튜브를 넣은 다음에는 언젠가 튜브가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거나

병원에서 제거를 해야 하고 제거하고 나서도 삽입해 있었던 기간에

따라 고막이 치유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튜브 삽입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연 튜브가완전히 빠져야 합니다빼건 빠지건)

그 다음 고막이 완전히 아문 다음(이것도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

지난 10월 처음으로 필 리 핀에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5

니대 임피던스 검사와 이관 통기 검사(혹은 이관 기능검새를 받으

박 6일의 일정 이 었는데 2일째 부터 귀가 먹먹한 느낌이 있었

셔서 압력평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중이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하였습
니다.

이 후 염증은 모두 치료 되었으나 한쪽이 계 속 먹먹하게

1) 고막이 완전히 아물었고

2) 이관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들린다고 의사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바람을 조금 통하게

3) 외이도에 염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해 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시면서 고막절개를 하신다고 했
습니다

다이빙을 하실 수 없음을

- 수영장이건 해양이건 - 가슴 아프Z

마취 는 없었고 바늘로 콕 찌르고 따끔한 느낌 이었습니다‘
약일주일 후왼쪽귀 에 스트레스성 난청으로 한 번 더 이

만말씀드립니다
시술하신 분을 매도하고자 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튜

비인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전에 도 스트레스로 인한 돌
발성 난청치료를 받은 적이 2번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

브를 빼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버이시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다음 주 다시 다이빙을 가려고 하는데 약 2주 전부터 왼

[ 칠문츠뇌경색과 다이빙

]

쪽 귀에 통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 니다

코를 풀거나 트림을 할 때 통증이 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다이빙 경력 9년에 500회 이 상 입수경력의 다이버 입 니다

평소 혈압 정상이 고 당뇨없고 20년 회사 정밀검사에서 기준

는 고막에 딱지(?) 같은 것이 조금 보이는데 괜찮다고 하셨습

니다

치에 벗어나는게 하나도 없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생각

첫 다이벙때 이궐라이징이 잘 안되어서 코피도 나고 통증

했는데 12/05일 갑자기 뇌 경색이 찾아와서 10일간 입원치료

도 느껴 봐서 이번에 다이빙을 가서 혹시 아파서 다이빙을

후 지금은 정상이라 집 에서 당분간 요양 중입니다，

하지 못할까 걱정 이 됩 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다이빙을 가도

열정적으로 했던 다이벙인데 혹시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될까요?

무척 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 고막절개주의보
중이강은 고막 안쪽의 공기 공간으로 여기에 고름이 차면 급성

답변:요주의상황
뇌경색이 오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경색이 온 부위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즙o f::X: 1거나 gL혀서 그렇게 되고 일단 경색이 미서|하게나 광범

위하게나 오게 되면 해당 부위에서 관~하는 모든 기능이 혹은 미약하
게 혹은 광범위하게 감소 혹은 완전 마비의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대 의학으로 잘 치료하면 뇌경색은 정도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호}농성 중이염이고 물 01 차면 삼출성 중이염이 됩니다
급성 호}농성 중이엽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만성화되면서 고막이
영구 천공이 되고 계속 귀젖이 흐르게 되면 만성 중이염이 됩니다.

고막 안쪽에 고름이나 삼출액이 쳤을 때 진단 혹은 치료의 목적
으로 고막을 여는 방법 중에

병이기는 하지만 또 한가지 걱정은 한번 뇌경색이 온 분은 또 다른 부

1 ) 고막절개가있고

위에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격렬한

2)

운동이나 그로 인한 혈압의 상승은 뇌경색을 악호씨킬 수 있기 때문

절개는 작은 칼로 고막을 크게 열어서 배농시키기 위한 시술이고

에 주치의의 안내를 받아 매우 조심스럽게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

천자는 작은 바늘로 찔러 중이액이 있나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뽑아

셔야 하지만 그 양이나 강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내주기도 하는 시술로 이제 막 다이빙에 눈을 뜬 초보 다이버님의

습니다

경우 고막 전자를 한 듯 하고 그 자리에 보통 작은 피딱지 같은 흔적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랄 만한 정보가 부족해서

고막 천자가 있습니다

이남게될니다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만 진단 내리신 주치의와 긴밀하게 의논하시기

딱지가 있다면 아직은 다이빙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바랍니다

딱지 뒤에 고막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천공이 남
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만일 고막

[

질문:고막의통증

천공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천자를 시행한 경우 최소 4주 이후 딱지가 완전히 떨어

안녕하세요， 이제 막 다이빙에 눈을 뜬 초보입니다

“

지고 고막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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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쾌 한 답 좀 부탁드립 니다

하는것이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다이빙권유합니다

I

질문:부종
다이벙 다녀 온지 1달이 넘었는데

답변 : 천식이 문제
병을 이겨내시면서 꿋꿋하게 운동도 하시고 다이빙에 대한 열정
을 여전히 불태우는 모습이 잠 좋습니다 아마 본 Q&A에서 펴l암과
폐적출술에 대해 상담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수술한 공간에는 섬유

-

다이벙 직후 새끼 손가락 중간에 성 개 가시 찔린 흔적 같은
바늘자국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 고 2주 지 난 후 약간 찔

조직이 들어차고 그 콧에는 공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
면 다이빙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린 자국만 남아 있기에 정형 외과 가서 진료를 받으니 소염증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전식입니다

세 도 없고 하니 괜찮다고 하더니 1달이 넘었는데도 쐐기 쏘

전형적인 천식의 경우 다이빙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힘성을 내포

인거처 럼 우리하고 손가락 한마디가 아직도 부어 있네 요

합니다

어 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상처 부위 를 누르
면 아직도 통증이 있네요

만일 수중에서 천식 상태가 시작한다먼 급상승이 불가피하고 때
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 다이빙을 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폐수술 후 1 년 정도 지나먼 입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 :2차감염증
뭔가에 찔리거나 쏘인 곳에 염증 반응이 계속 되나 봅니다.

수영장에서 전전히 몸을 가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 가셔서 말씀드리고 항생제와 소염제

전식에 대해서는 주치의사분과 의논하십시오.

를 당분간(초|소 10여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질문 : 펴암/폐절제술 후 다이빙

I

;

질문 : 각막 질환
안녕하세 요

저 는 4 2살에 open wate r 초보다이버 입 니다

박사님 문의 사항이 있어 몇자 적 어 봅니다.

다이빙 은 3년전 아들과 큰 마음 먹 고 시 작했으며 조금씩

현재 6급 시 각장애 인입 니 다.

연습하고 실력도 늘리며 즐겁 게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실명
왼쪽

그런 데 2010년 6월 우연히 감기로 집근처 내과의원을 찾

교정 시 력

10

장애 받을때 각막기형으로 신경까지 죽었다 합니 다. 오른

아 진료 중 X선 찰영 사진에 폐암 덩어리 를 발견하고 수술 후
항암치 료까지 힘들게 마친 상태이며 기관지 천식도 있다고

I

쪽 각막이 일반인과 비 교했을때 굉장히 앓다고 합니 다
압력을 받을시 각막 터 질까봐 걱정스럽고， 다이 빙을 배 우

합니다
지금은 건강 및 숨쉬 기도 상당히 좋아졌으며 열심 히 걷고

고 싶은데 솔직히 겁 이 나네 요

다이빙 을 배워 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체 력 단련중입 니 다
천식 또한 세레 타이 드를 꾸준히 복용치료중입 니다.

수술전 2기 초기로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은 우측하엽전

답변 : 각막 기형

체 를 절단하였다 합니다.

각막에는 공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터진다

수술시 수술부위 전체 를 절 개 하지 않고 내시 경을 통해 옆

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구 리 쪽에 적은 부분만 절개하는 수술이 진행 되 었습니다.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C/T및 혈액검사에 는 더 이 상 암은 보이 지 않는 상황
입 니다

궁금한 점은 과연 제가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안과 전문의와 한번 더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먼 합니다

5111

풀장에서라도 언제쯤이나 다

이빙이 가능한지요?

또한 바다투어 는 과연 가능한 건지요?

물에 들어가변 수압 멤에 수술부위 에 무리 는 안가는지
요? 다이빙이 하고 싶어 성 급히 질문을 올리 오니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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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속되는코피
8일전에 민물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잠수하면서 압력평

1m년 뭔빠격 잠수기능싸 씨힘안빼
형 이 안되 어 수중에서 오르락 내리락 히면서 펌핑 을 좀 심하

게 하였고 1 8미터 정도 내려 갔다가 10여분 촬영 후 수면으

@ 효벅.~법인력공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전
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로 상숭하였습니다. 정 비 후 다시 내려가다 왼쪽눈 쪽으로
조그만 압박이 왔지 만 무시하고 내려 갔는데 더 심 한 압박이

검정시행일정

잠수기능사

‘

와서 수면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2회

마스크를 벗 었는데 쿄피가 줄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 고 조

금씩 콧물을 흘리 는 정도로 양 콧구멍에서 피가 나왔고 눈
주위 눈 안쪽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8일이 지난 현

1. 필기원서접수
2 필기시험
3, 필기시험합격(예정자
4. 응시자격

인터넷접수

빌묘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나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선생 님께 얘기하니

실기(언접)시험 원서접수

큰병 원 가라는 말만 하시 고 -

5.

실기(먼접)시험

6. 합격자발표

박사님 큰병원가서 c t촬영 해야 되 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

-r-r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 -)(- - )(- -)꾸벅

9.16-9.22
10.9
10.28

5.2-5.6

10.31-1 1.3

5.28-6 .10

12.3-12.16

7.1

12.30

잠수샘기사
18 ,000
42 ,800

필기시험 접수비

실기시험 접수비

으 무엇 때 문에 생기 는 것인지 궁금합니디

해 도 될런지 ... ....

인터넷접수

‘

역압착은 상승 중에 통증이 있는것으로 이-는데 지금 증상

3.25-3.31
4.17
4.29

서류제출 및

재 코안끝(목구멍 쪽)쪽으로 피가 많은 양이 아니지 만 계 속

이 런 경 우가 드문지 말도 안통하고 자세한 설명도 해줍니다

저 15회

합격자 등록비

1

잠수기능사
11 ,000
3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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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 접수 홈페이지 : www.Q-net. or.kr

* 수검일자에 맞추어 잠수기능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아래
남진수중 잠수학교로 연락바랍니다.

답변:부비동내출혈

^ ^
압착이건 역압착이 건 일단 압착이 오면 코옆굴(부비동) 속 점막의
혈관이 손상되어 코피 가 나게 됩 니 다.

압력평형을 하기 위해 힘있게 코를 잡고 불어주는 그 행위 만으로

도 코 속 점막 혈관을 다쳐서 피가 나올 수 있는데 콧속의 출헐은
흘러 나오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겠지만 부비동 속의 출헐은 동 속에
갇혀있는 혈액이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 다.

방사선 촬영을 해서 현재 부비동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

TDI/Sη! 냥진수중 참수학교에서는 수ι! 료

아직도 혈액이건 접액이건 고여있는 것이 있다면 염증을 예방하거 나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투여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 다

계시는 곳이 어디신지요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먼 연락주세요.(Diver Holline: 010- 4500-9113) . ~

sη| 강사과정과 캉사교환과정을 일ι! 합니다.
SDI강사과정의 사전조건은?

’

~ Diver Master

CPR OX or CPR 1st

• 다이빙 로그 100:회 이상

새로운 개념과 철학으로 다이빙 교육을 리드하는 TDI/S미강
※ 참고

국내 재압챔버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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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앙의학부]
전화

055-3549-5896

[한국잠수응급구난망]
주소

경남 통영시 정량동

전화 : 055-

649-7115 ,

1379-4 통영세계로병원

017-560-0365(김희덕원장)

사가되어 다이빙 교육의 진보적인 방흔떨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자〈하riiI

口 나 T룹 릎멤[깊I릎꿇꿇옆감l

TD I!SDI Instructor Trainer
사무실 - TEL : (0 63)855-4637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전화

064-720-2275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전화

064-730-3163

진l

노l

FAX: (063)853-4637

전묵 익산시 신동 æ1Hl번지 면570-976
교육장

- TEL: (063)832-0717 H.P: 019- 654-0717
전복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산 76-1

ttJ 570-944

www.nonamJ I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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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Ready?
Pracfical dive training that makes sense for real people
by fhe leading innovators of diving educafion
from entry level to technical programs.
Contact us for a dive i nstructor near you

、치
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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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와

잠수의학코너

글/그림 편집부

[ 압력에 대한 인체의 반응

t

다이빙을 하게 되면 수압에 의한 압력을 받게 되고， 깊은

: 제 1부 귀의 압력손상

]

중이의 압력 손상(하강)

수심일수록 더 심한 압력을 받는다. 잠수중에 증가된 압력

다이빙에서 하강을 할 때 압착의 위험성이 가장 큰 곳은

으로 인해 인체가 직접 손상을 입는 현상을 압력손상

귀부분인데 그 중에서 중이이다 대개 4명 중 한명 정도는

(Barot:raum a) 이라고 하며， 여기서 Baro는 압력 (Pressure)

이러한 중이의 압착을 경험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수

을 의미하고 trauma는 손상 (Injury)을 의미한다，

압은 다이버가 하강할 때 압력의 변화로 인해 증가한다 이

압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러한 압력은 중이 공간을 둘러쌓고 있는 체액과 조직에 전

영향이 있다 압력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공기의 부피와 관

달되어 중이의 공기 공간을 압박하게 된다 따라서 다이버는

련이 깊은데 종류로는 압착(중이， 부비동， 치아， 외이， 폐， 안

평소에 이러한 압력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귀의 압력

면， 인체)， 역폐쇄(중이， 부비동， 위와 창자 통증)， 폐의 과팽

평형을 통하여 작아진 중이내의 공기 공간을 다시 확보해

창증(공기색전증， 기흉， 피부밑 기종， 가슴 중잉의 기종) 등

주어야한다.

이 있다 압력의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공기부피와는 직접적

압력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공기를 유스타키오관을

인 관련이 없고 분압과 관련이 있다 종류에는 질소마취 ， 산

통해 불어 넣어 중이 내의 압축된 공기 용적을 확보해주므

소중독， 질소의 흡수와 배출， 조직의 포화， 감압， 감압병 등

로 중이의 압력평형(이궐라이징)이 이루어진다. 만약 다이버

이있다.

가 중이의 압력평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수압이 고막을 안

이 병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상숭속도만 지킨다

쪽으로 누르게 되고 고막은 안쪽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압력

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즉 상숭할 때 평상시와 같

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중이의 공기 공간내의 용적이 갑소

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고 원론적인

되고 이 감소된 부분을 피， 조직액 그리고 중이 내막세포의

보일의 법칙에 의해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압력의 변화가

부종 등이 채우게 되면서 결국 혈관의 파괴가 이루어져 중

3-4psi만 되어도 허파에 무리가 가서 파열이 일어날 수 있

이 공간 내에 피가 고이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파괴는 며칠

으므로 모든 다이버는 상숭속도를 반드시 지키고 호흡방법

또는 몇 주가 지나면 소실된다. 때때로 고막자체가 찢어지거

이나 주기 둥을 규칙적으로 송}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병

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손상의 정도는 중이공간의

은 수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감압병과 더불어 잠수병을 대표

크기나 고막의 탄력성에 의해 좌우된다. 수심 1-2m에 도달

하는 병 중의 하나이다.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러

하였을 때 다이버가 이궐라이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는 압

한 압력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

력손상을입을수도있다

기 때문에 수중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압박감은 느끼는 것은 손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있어야 최대한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번째 증상이다 이런 압박감은 매우 날카롭고 심한 통증을

있다

느끼기도 하지만 압력손상이 일어난 귀에서만 발생한다. 만

약 통증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하강을 계속하다가 고막이
파열되면 압력에 대한 통증은 사라지고 귀에서 차가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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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바닷물이 파열된 고막을 통

평형 하는 동안에 끽끽(혹은 빡빡)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이

과하여 중이 공간내로 들어오게 되어 뼈와 평형기관 주위를

빙 후에 귀가 유양돌기 근처애 가벼운 통증과 압통이 있을

냉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평형기관 내

수 있으며， 귀 속에서 계속 메아리가 들리는 듯한 증상이 있

에 열의 흐름이 발생하면 자극과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기도

을수있다

한다 또한 차가운 바닷물은 중이 공간에서부터 유스타키오

중이에 압력손상을 받은 다이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관으로 타고 내려가 목구멍으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잠수의학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막 천

증상도느끼게 된다

공이나 내이 손상 둥과 같은 합병증 유무도 함께 살펴보아

고막 파괴가 진행된 귀의 압력손상은 평형기관을 냉각시

야 한다， 원인을 분석한 후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켜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감각을 현기증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예방할 수 있는

한다. 또한 매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바닷속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청력검사는 중이

의 구토는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

와 내이의 기능이나 손상정도를 알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

다. 구토로 인하여 공기를 공급해 주는 호흡기(레률레이터)

이니 반드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이물질이 막거나 구토물을 기도로 흡입하게 되면 익사사
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방법으로는 유스타키오관의 개방을 위해서는 경구 충
혈완화À~l (O ra l Decongestant) l-} 묘 분무제 (Nasa l Spray)를

다이빙을 한 후에 귀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처방하고， 묘와 목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중이 공간에 혈액

가벼운 압력손상이 발생한 것인데 증싱으로는 귀에 물이 꽉

이 있을 때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

찬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경우이다 또한 중이

귀 점적저Il (Ear Drop) 등은 중이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의 혈액 및 체액의 흔합물 안의 공기방울로 인해 씹거나 삼

치유애 한계가 있다. 중증의 합병증이 치유가 되면 압력손

키거나， 턱을 움직일 때 우지직 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상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휴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다

약 1-2일부터 1-2주간이 소요되는데， 가능하면 이 기간 동

상숭하는 동안 중이 내의 공기가 팽창하면 중이에 있던
혈액이 유스타키오관을 따라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

안에는 다이빙을 중지하고 이궐라이정을 하거나 비행기를
탑승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을 한 후 수면 위에서 다이버의 코나 입을 통해 소량의 혈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은 압력손상의 정도에 따

액이 흘러나오는 경우이다 다른 증상으로는 다이빙 중 압력

라 결정된다. 압력손상이 완치되고 압력평형을 완벽히 할 수

껏바퀴

중이/가운데귀

외우의골미로/벼미로

외01공/껏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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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상태를 의사가 확진하기 전까지는 절대 로 잠수를 하

형평이상 등이 계속되면 내이의 압력손상이 더 욱 진행된 것

거나 비행기 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완치 전에 잠수하게 되면

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고막이 다시 천공되기 쉽기 때문이 다 고막 천공의 경우에 는

향후 다이빙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확인을 해야 한다. 만일

며칠 내에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치유될 때까

무시하고 혼자만의 의견으로 결정하면 차후에 청력손실이

지 1-3개 월이 걸린다 때때 로 고막의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

라는 장애 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에는 수술을 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고막이 완전히 치유되

고 압력평형 (Equalization) 이 잘 이 루어지면 다이빙이 가능

압력손상의예방

하다

원형창의 누공은 침상에서 앉은 자세로 절대 안정이 필요

만일 증상이 반복해서 생기면 지속적으로 청력검사를

하여 내이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 치료방법이다 과로나， 재채기‘ 코풀기‘ 큰 소리 지르기， 중
이의 압력평형 등은 피해야 한다 원형창의 누공은 종종 1주

내이의압력손상

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청각의 소실이 계속되거

귀의 압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이 (청각 평형기관)

나 다른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난

의 손상이다 내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상을 입기 쉽다.

원창이나 원형창에 생긴 누공 또는 와우의 손상 등은 치유

다이버가 중이의 압력평형에 실패하면 수압이 고막에 전달

되었다 하더라도 당분간 조심을 해야 한다 완치를 위해서는

되어 고막이 안쪽(내이쪽)으로 오목하게 된다 고막은 뼈 연

3개월 동안은 절대로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원형창에

결에 의해 난원창 (OW) 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난원창이 안

누공이 없다면 와우 손상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다.

쪽으로 오목해지면 원형창 (Rollnd Window) 이 밖으로 뒤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압력평형，

나가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원형창이 찢어

비행 혹은 다이빙 둥 압력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은 피하

지게 되면서 내이의 액 이 중이 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는것 이 바람직하다

원형창의 누공 (Rollnd Window Fislllla) 은 과도한 중이의

중이 내강의 적절한 압력평형은 중이와 내이의 압력 손상

압력평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두

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력평형은 수심 이 깊어 질 때

개강 내의 혈압의 증가는 와우액 (Cochlear Fl lI id ) 에 전달되

마다 필요하다. 아픔을 느끼지 전에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

고 원형창을 부풀게 하거나 파괴시킨다 때 로는 강한 압력평

하며， 특히 용적의 변화가 가장 큰 수면 근처 에서 는 더 욱 자

형으로 고막과 내이액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어 원형창에 손

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력평형은 항상 부드럽게 해야 손

상이 일어날수있다

상을 피할 수 있으며， 평상시 자주 연습하면 무리없이 할 수

평형기관에까지 내이액이 잡기 게 되면 대표적인 증-^d--으로

있다 압력평형이 저절로 되는 다이버 들도 가끔 있다

현기증， 메스꺼움과 구토 등이 생긴다 내이의 압력 손상에

상기도 감염은 목과 유스타키오관 개구부를 충혈시켜 압

의해 직접적으로 와우가 손상되면 영구적으로 청각이 손실

력평형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알레르기성 비 염，

되거나 평형 이상 원형창 누공 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원

알러지(꾀lergy) ， 흡연 등도 비 슷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

인은 출혈이나 내이 막의 파괴， 또는 원형창이 늘어나 내이

황에서의 다이벙은 매우 위험하다. 비중격 (Nasa l Septllm)

로 공기가 들어가서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손상 정도에

이 비 풀어진 것도 귀 뿐만 아니라 부비동 (Sinus) 의 압력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상의 원인이 된다

청각을소실할수도있다

내이 압력손상의 주요한 증상으로는 이명(귀가 계속 울거

하강하기 전이나 하강을 하면서 중이의 압력평형을 하는
방법은다음과같다，

나 왕명거림)， 청각의 소실， 현기증， 오심과 구토， 청각 이상

첫 번째로 발살바법 (Vals외va Maneuver)은 가장 흔히 사

및 청취 시 통증 등이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 시에는 즉시

용하는 방법으로 쉽고 효과적이다 다이버가 입 을 다물고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다. 검사방법으로는 귀 를 검진

코를 손으로 쥐어 막은 뒤 숨을 천천히 막힌 입과 코로 내

한 뒤에 청각소실을 알아보기 위해 청력검사를 해야 한다

쉰다 이 렇게 하면 인후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공기는 유스

평형기관의 기 능검사도 필요하다. 의사의 처방없이는 아스피

타키오관에서 중이쪽으로 불어 올라간다.

린 (Aspirin)， 니코틴산(Nicotinic Acid), 혹은 다른 혈관 확장

상기도 감염(감기)시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이가 감염되

제나 항웅고약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청각소실， 이명 ， 혹은

므로 잠수를 연기히 는 것이 좋은데 ， 이 것은 다이버가 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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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고 있을 때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이와 목구멍 간이 압력차이로 생길 수 있는 유스타키오

턱을 좌우로 약간씩 움직이거나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면

관 잠금 효과로 압력평형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더 하

서 발살바 법을 시행하면 유스타키오관이 쉽게 열리게 되어

강하게 되면 귀에 무리가 생긴다 다이버는 장수를 포기하거

압력평형이 훨씬 잘 된다(Edmonds first technique).

나， 만일 그 잠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약간 상숭하여 다

발살바법의 단점은，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내이
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코를

시 압력평형 방법을 반복하여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잠수

를계속해야한다

손가락으로 꼭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항상 쉬운 것은

하강할 때 발부터 내려가기는 압력평형을 하기가 편리하

아니다 특히 전문가용 잠수 헬멧 (diving helmets) 이나 얼굴

며. 맞줄 등을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방법은 하강속

전체를 덮고 있는 마스크(full-face masks)를 착용시 더욱

도와 깊이를 정확히 조절해주기 때문에 다이버로 하여금 혼

힘들다.

란없이 압력평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토인비 법 (The Toynbee Maneuver)은 코를

초보 다이버와 귀에 문제가 있는 다이버는 다양한 압력평

잡고 침을 삼키는 동안에 유스타키오관이 열려 중이로 공기

형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마

가 들어가 압력평형이 이루어진다 유스타키오관은 짐치 동

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한쪽 귀에 문제가 심하면‘ 그쪽

안만 열리고， 코 안 (pharynx) 에 음압이 발생하여， 소량의 공

귀를 수면 위로 곧추 세워 압력평형을 시작한다 만일 다이

기만이 중이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 방법은 “발살바 법”보다

버가 비풀어진 비중격의 수술적 교정이나 감기 등의 상부

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많은 다이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호흡기 감염상태가 있거나 알러지 등이 있다면 반드시 적절

이다

한 치료를 한 후 다이빙에 임해야 한다
자발적인 열림 (Volunta ry

귀， 코， 목에 질병이 있을 때는 압력평형을 수월하게 하기

Opening of Eustachian tubes) 은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이

위해서 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페닐에프린 (phenyleprine)，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목구멍의 근육을 수축시키므로 가능

옥시메타졸린 (oxyme tazoline)같은 도포성 비강 충혈완화제

하다. 입을 다물고 코를 잡은 상태에서 후두(larynx: 남자의

스프레이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Adam's apple 부분)를 들어올리면 된다. 이런 기술은 설명

(Topical nasal demongestant spray and drops) 는 코나

하기 어려우나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였을 때 가장 편리하

유스타키오관의 내막을 축소시켜 충혈을 감소시키고 공기의

고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힘이 들지 않고 반복하여 수행할

흐름을 원활하게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되지 않을 때는 로우리 기법 (Lowry

ephed rine)도 같은 효과이다

기타로는 유스타키오관의

하여

점적제

준다. 슈도에페드린 (P h ae ud o

technique , 침 삼키기와 코불기를 한꺼번에 실시한다.

특히 감기로 인해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위

Toynbee + ValsaJva combiantion) 혹은 에드몬드 2차 기법

의 약을 복용하면 다이빙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와

(Edmonds second technique , 코훌쩍이기와 코불기(“sniff

같은 약의 사용은 하강할 때 귀에 압력손상보다 상승할 때

and blow")은 콧구멍을 막고 양 볼을 입 안으로 빨고 코를

받는 압력손상을 받을 위험성이 많다， 부작용은 오히려 증

훌쩍거리며 들이쉬고 바로 발살바 법을 사용된다.

상을 못느끼게 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이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다이버는 잠수 전에 쉽게 압력평

약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다이버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

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다이버는 하강

이 바람직하다. 가끔은 이런 약들로 인해 돌연사 증후군과

전 수면 위에서 압력평형을 꼭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압

같은 다이빙 질병을 초래하기 도 한다.

력평형이 가능한 지를 확인도 하고， 고막을 약간 바깥쪽으
로 부풀게 해둔다. 이런 방법은 초보 다이버들이 하강하기

중이의 압력손상(상승)

전에 당황하여 첫 번째 압력평형을 잊었을 때 특히 도움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역압착에 의한 중이의 압력손상은

된다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하강 시 중이 압력손상의 합병증으로

다이버는 하강 1m 이내마다 압력평형을 하여 압력에 대

나타나기도 한다. 상숭시 중이의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은 팽

한 감각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를 잠수 전 압력평형

창하므로 반드시 빠져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이버가

이라고 한다 이렇게 미리 압력평형을 하는 것은 압력(실제

노력하지 않아도 공기가 유스타키오관에서 인후로 빠져나간

로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좋디

다. 매우 세심한 다이버는 자신의 귀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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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듣거나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상승하는 동안에

유스타키오관이 막혀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면 중이의 공기

r

제2부 부비동의 압력손상

공간이 팽창되고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막
이 부풀고 파열의 원인이 된다. 또 내이에 손상을 주어 청각

부비동의구조

의 소실을 유발하며 중이 내의 증가된 압력은 평형기관을

부비동은 두개골의 전두부와 기저부의 뼈안에 공기로 가

자극하여 현기증을 유발한다

득 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버들에게 불편함을 주

상승 시 중이의 압력손상은 최근에 충혈완화제(비강 점

는 것 외에는 이들의 정확한 기능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적제 혹은 슈도에페드린 알약)를 사용한 사람에게서 흔히

머리뼈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말을 할 때 공명통으로 작용하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들 약물은 다이빙을 하는

여 목소리의 강도를 증가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다

동안에 약효가 떨어지고， 유스타키오관의 충혈(중이쪽 보다
비강쪽에 더욱 심하게 발생)이 다시 일어나 문제를 야기하
기 때문이다
상승 시에 손싱으로 인한 증상은 증가되는 통증， 현기증，

사람의 머리에는 4 개의 주된 부비동이 있으며 코와 연결
되어 있다
상악동 (Maxiilary Sinus): 광대뼈 안쪽에 위치

· 전두동 (Frontal Sinus) 눈 위에 위치

오심과 구토 등이고 수변에서는 귀에 물이 가득 찬 느낌. 잘

사골동 (Ethmoid Sinus): 비강 위쪽 부위의 양쪽에 위치

들리지 않는 느낌 퉁이다 이명과 청각의 소실은 심각한 내

접형동 (Sphenoid Sinus): 머리 중앙부위 즉 사골동 안쪽

이의 압력손상을 의미한다. 현기증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에위치

상승 바로 직후에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아주 해로우
며， 심한 경우 증상으로 인하여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두동

(Frontal Sinus)

만약 다이버가 상승 시 귀에 통증이나 현기증을 느끼면

약간 하강하여 압력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하고， 코를 잡고
침을 삼킴으로써 유스타키오관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즉 상승 시 목구멍 및 비강에 생긴 음압으로 중이 내강
이 확장되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귀에 압력평형을 해

주어야 한다. 이주(耳珠)를 눌러 껏구멍을 겉에서 막거나 렛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눌러주거나 하면 가끔 유스타

키오관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 만일 이것에 실패하면 위에서

부비동의위치

언급한 압력평형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천천히 상숭을
시도해보아야한다.

모든 부비동들은 부드러운 점액을 분비하는 조직으로 둘

러싸여 있는데， 여기에 혈관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
외이의압력손상

들은 모두 코(비강)와 좁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상적으

가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

로는 항상 대기압과 같디:

는 다이버들이 있다 만일 외이도를 귀마개 등으로 막고 하

유양돌기동 (Mastoid Sinlls or Antrllm) 역시 이와 비슷

강한다면 마개와 고막 사이의 폐쇄 공간은 압축되어 고막이

한 구조로， 코(비강)대신 중이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이

바깥쪽으로 불거지고， 외이도를 감싼 피부는 부풀고 상하게

에 질병이 발생되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된다. 대개 외이도의 막힘은 너무 꼭 끼는 후드， 귀지， 뼈돌
출증， 귀마개 등이 원인이다. 문제는 수심 2m 이내에서 생

부비동의압력손상

길 수 있으며， 어떤 다이빙에도 귀마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이빙을 하는 동안 수압의 변화에 따라 부비동은 비강

증상은 하강 시 통증과 불편함， 외이에서의 출혈 퉁이고，

과의 연결을 통해 공기가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압력평형

기타 증상으로는 중이의 압력손상으로 인한 압력 효과(압

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연결이 막히면 피할 수

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포함)이다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은 알레르기， 흡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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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염과 동반되는 충혈이나 국소 도포성 항충혈제의 과

하강하면서 비교적 강한 양압으로 적극적이고 자주 압력

다 사용 등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만성 부비동염， 비염， 폴립

평형을 하면 부비동이 막히지 않고(공기가 들어가면서) 압

(polyps), 코딱지 등이 있다.

력손상을예방할수있다

하강 시에 부비동이 폐쇄되면 부비동 내의 공기는 압축되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에는 압력손상과 부비동염의 위험

고 감소된 부피를 채우기 위해 부비 동을 둘러싼 조직이 부

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이빙을 피해야 한다 흡연과 알레

풀어 올라 부비동 안을 조직액이나 혈액으로 채우게 되어

르기성 비염(건초열) 등은 부비동을 막아 압력손상을 일으

부비동의 압력손상을 유발한다. 이런 조직액이나 혈액은 며

킬 수 있다. 비중격이 휘어진 것도 부비동에 압력손상을 유

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 자연히 소실이 되지만 이곳은 균이

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외과적 수술로 치료한다

잘 자라므로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이빙할 때 항충혈제(비강용)의 사용은 부비동과 비강

상승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부비동에 고여 있던 조직

을 연결하는 관의 충혈을 감소시키지만(적어도 비강 쪽에

액이나 혈액이 코나 입으로 나오기도 힌다. 이런 손상을 “상

있는 관 끝의 충혈은 감소됨) 상승 시 부비동 압력손상을

승 시 부비동의 압력손상이라고 한다 드물게 부비동의 골

방지히-지는 못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상승할

벽이 파괴되어 공기가 안와 (eyeball socket) 에 들어가면 안

때 부비동의 압력손상보다는 하강할 때 부비동의 압력손상

구기종을 유발하고 뇌강(brain cavity)으로 공기가 들어가

에 더 효과적이다

~

면 공기뇌증(空氣腦젠. pneumoencephalus)을 유발한다
하강 시의 부비동 압력손상이 상승할 때보다 흔하지만 때

저 13부 폐의 압력손상， 저 14부 기타 압력손상은 다음호(2이2년

로는 통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1/2월호)에 게재할 예정입니 다

대개는 하강하는 동안에 압빅감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한
부비동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눈 위쪽에서 통증을
느끼면 전두동에， 눈과 눈 사이이면 사골동애 ， 양쪽 광대뼈
안쪽 아랫니면 상악동에， 두개골의 깊숙한 쪽이면 접형동에

각각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상악동의 압력손상은

윗니 (upperteeth) 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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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부비동(혹은 중이)의 압력손상

에 의하여 생긴 출혈은 코나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 다이빙

후에 심한 두통이 지속되면 부비동염(혹은 축농증)이나 부
비동 조직의 손상을 의심하여야 한디 다이빙 후 두통을 동
반한 부비동의 압력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는 정밀진단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통은 감압병이나 많은 다른 조건
의 질환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비동의 압력손상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적으로 회복이 된다. 부비동 안으로의 출혈은 항충혈제(경
구 혹은 비강)의 사용으로 빠르게 배출하기도 한다. 진단은

부비동의 방사선 촬영이나 컴퓨터 단충 촬영으로 확진을
할 수 있다 다이벙 후에 열이 나거나 무기력증(권태감)이 동

반된 부비동의 동통은 감염을 의심하고， 항충혈제나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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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필독서.

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 2-10일간은 비행기 를 타지 말고

잠수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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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투어 가능하며 개해제 장소로도 최고입니다.

‘

• 1일

*

수도권 마래스 전문정 (Pro Shop)

‘

마래스 전품목 전시장

*

3 회 다이 벙 및 중식 제공

'100여개의 새 탱크와 렌탈장바 다량 보유

·숙박빛 식사가능

마래스 랩 (AjS) 지정점
타사제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영중， 01화항

경기도 광명시 하~13동 fi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

(1호선

독스!역 하안동 농항)

전화 02-892-4없3，

893-4943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번지

대표

이 상현

I

Te l : (063) 463-8002
Mobile : 010-9504-1994(이상현)

l

다음카떼

돌핀스쿠바리조트

[강사쿄너] 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글 박종섭(BSAC ~αea 본부장)

지난 호에 이론교육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절차를

고급의 이론 교육들은 교육생들이 각 주제에 대해 완벽히

위한 4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다루었고， 다이벙 이론교육 계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웅급처

획을 위한 필요한 몇 가지의 점검항목들을 체크하였다 이번

치나 감압 처치가 후반부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호에는 그 다음의

때문이다

중요한 절차로서

Prepare( 준비)와

Present(발표)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목표와목적
교육 단원의 목표는 원리를 이해시키거나 실제 기술을 수
Plan(계획) - Prepare(준비) - Practice(연습) - Present(발표)

행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가르치거나 어떤 것이 어떻게 작

동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리-도 목표는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명확

준비 (Preparation)

해야 하고， 적정 한계를 두어야 한다. 만약 인스트럭터가 체

먼저 교육 계획 (Plan)에 의해 교육의 커다란 윤곽이 그러

계화되지 않은 자료와 방식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교육이

지변 인스트럭터는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준비해야

산만해질것이다.

한다. 인스트럭터는 우선 교육가능시간과 장비와 함께 교육

교육의 목표를 결정한 후에는 교육생들에 따라 다음 단계

생들이 배워야 할 것에 대한 기본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각

인 교보재를 선택해야 한다. 전반적인 교육의 구성을 정하면

단계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한디

예 를 들어， 스노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

다이빙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적절한 수영장 실기 교육을

요하다 인스트럭터의 메뉴얼을 비롯하여 인터넷， 관련 서적，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며， 방향

잡지. 교육 노트 등에서 자료를 찾도록 한다

찾기 (Navigation) 또한 40분의 이론 교육만으로는 효과적이
지않다

11따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로 인해 정보가 다

개별 교육 단원은 명확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준

양해지면서 더 이상 한 두 권의 책만으로는 정보를 의존할

이 다른 상황에서도 주제를 정확히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

수 없게 되었다 인스트럭터는 계속해서 이러한 정보를 가능

다. 각 교육 단계의 수준은 그 단계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경

한 한 가장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 시켜야 하고 기술적인

험에 따라결정해야한다

부분도 정확히 변화의 추이를 피악하여야 한다.

‘감압질환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감압질환을 인식할 수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는 교육생들에게 전달하기에는 과도

있는 증상의 개괄‘과 같은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

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에는 확실하게 필

다 이런 교육 목표로 인해 감압질환을 유발하고 감압질환

요한 부분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걸린 다이버를 인식하는 방법애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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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럭터의 자료는 교육목적에 맞게 선별하여야 하고
인스트럭터는 너무 많은 자료를 제시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계

산하고， 학급의 수준이나， 교육생들의 경험， 이용 가능한 시

간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산소처치
강의노트:

소개(5분)
f낯란 무엇인가? (제목에 대한 시각자료를 보여준다 )

교육 자료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주의 깊

산소는 대기 중의 21%를 차지 (원형도표를 보여준다.)
신소는 타지 않으나 연소를 돕는다.

게고려해야한다

H~는 무색， 무미. 무취이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이다

•그

단계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Mus\

know)

• 알아야만 하는
• 시간이
•그

진개(20분)
호홀에서 신소의 역할 (시각자료를 보여준대

것(Should know)

허락된다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것(Co미d 싸lOW)

단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취급하지 않아도 문제되 지

않는 것(Nice \0 know)

프러|젠테01션(Presentation)
교육 목적이 세워지고 교육 자료를 결정했다면 프레젠테

이션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자료들을 동급화해 놓으변 경험이

경험 많은 인스트럭터의 편안하고 확신에 찬 교육방식이

없는 인스트럭터가 ‘빈약한 교육자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가끔은 교육생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수가 있다. 즉， 훌륭한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

교육 기술은 교육의 방법에서 철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

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 가능성을 살피고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인스트럭터의 초기 의도는 그 단계 에

‘필수 교육사항

(Must know) ’과 ‘알아야 할 것 (Shou l d know)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여분의 시간이 좀 있다면 ‘알 수 있는 것

(Cou ld kn。이’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스트
럭터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프레젠테이션에 더 많은 시
간을 사용했다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

제주도 다이빙을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E립니다!

간배정과 정보가 필요하다.
’ 외돌깨 펜선단지의 시 설좋고 전망좋은 펜션이용
’ 테크니 걸 다이 빙， 펀 다이빙 ， 제염 다이 밍 얀내

노트(Notes)
일단 단원 내용이 결정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잃

· 문섭， 싶섭， 멈섭 다이빙 및 보트 다이 빙 안내
’ 숙식 다이 빙 포흔벤 일세형 패꺼지 투여 제공

어버리지 않도록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자세하게 노트를 정리할 경우， 경

험이 없는 인스트럭터는 그 노트에만 의존해서 읽는다거나，
적합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 노트를 왼벽하게 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점만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

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필수적인 요점이 명확해질 것
이고， 그 논리 전개에 따라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트는 읽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교육내용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중요한 키워드나 문구에 밑줄을 쳐놓는 것도 좋
은방법이다

발2 다이버스(안국 테크니걸 다이~ 씬터)
대표 : 앙이

www .bang2divers .com
제주도 서귀포시 포근동 1592 번지
전와: 064-738-0175 , 휴대폰 : 010-238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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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육의 주기 및 시간의 배분은 다음의 3단계로
나눌수있다

전개(Development)
전개 단계는 주 교육 자료들이 제시되는 단계이다 이 단
계가 가장 효과적 이려 면 인스트럭터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

• 도입(l n s truction) - 10%

야 한다 시작점은 이미 교육생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 전개 (Development) - 80%

이다 즉.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 요약(Summa r y) - 10%

전개 (Development) 는 발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며. 이

는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단순한 것
대부분의 경우에 주요 사항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전개단

애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이동

계에서 시간의 비 중을 80%로 두며 나머지 도입과 요약애

하는 것이다. 발전의 속도나 새로운 사항들은 교육생들의 경

각 10%를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험과 능력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반
드시 복습이 필요한 사항은 - 만약 교육생들이 정확한 이해

도입(l ntroduction)

를 하고 있지 못하다변 - 인스트럭터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

도입의 주요 목적은 인스트럭터의 의도를 교육생들에 전

해주어야한다

달하기 전에. 새로운 정보에 대해 교육생들이 받아들일 마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디-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가르치

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교육생들은 인스트럭터의 교육

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인스트럭터는 프레젠테이션

전애 수영장 교육을 마쳤을 수도 있고， 다른 주제의 강의를

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

들었을 수도 있으며‘ 집이나 일터에서 지금 막 도착한 경우

다 딘지 교육생들이 듣기만 하는 강의방식은 금방 지루함을

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생들에게는 앞선

느끼게 되므로. 교육생들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에서 벗어나 인스트럭터가 새롭게 강의할 내용에 적응

고민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시각적 감각을 통해 75%의 정보

해야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도입 시간은 너무 길면 안

를 받아들이고， 청각적 감각을 통해 25%의 정보를 받아들

되고， 단원의 본격 활동을 위한 워밍업 시간으로 생각해야

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힌다 예를 들면 이 시간은 그 단원의 전체 사항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인스트럭터가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시각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식은 구조화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으

‘백문불여일견(百間不띠-見) 이다 시각 자료의 사용은 교

므로‘ 이 도입 단계가 앞선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새로운 지

육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교육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

식을 연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단원 주제가 일련의

다. 인스트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관련 있는 주제들 중 하나에 관한 것일 경우에， 이 단계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렇듯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의 주재를 간략하게 복습하

시각 자료의 효과가 뒤어나지만，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신중하

는시간으로활용한다

게 계획해야 한다 시각 자료의 양은 정확한 요점을 나타낼

이러한 오프닝 단계는 교육생들과 인스트럭터의 관계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시각 자료가 너무 많은

형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오프닝은 교육생들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단지 강의에 이용 가능

주의를 환기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한 자료라서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

해야 한다. 즉 그 단원의 나머지를 전개시킬 수 있는 좋은

이다 시각 자료들은 교육의 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되는것이다

것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차트의 경우 스쿠바 다

시직부터 지나친 확신을 보인다든지， 너무 1m}.르게 강의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교육생들의 주의를 끌고， 주제에 적응

이버와 관련없이 자료들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여준다연 교
육생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제공할 뿐이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다음 프레젠테이션의 속도를 점

시각 자료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빠르게 하도록 한다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기 위해 일

시각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만큼 방해가 되는 것

화나 농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웃음이 유

이 없으며， 교육흐름을 끊게 될 것이다 또， 사용 전에는 보이

발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교육생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쏠

해야한다

랄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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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은 시각 자료가

.~

사용되고， 얼마나 좋은 프레

빠 O _.-

젠테이션을 활용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인스트럭터가 분명
히 숙지해야 할 점은 교육은

Nrill1l

교육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최대의 효과가 일

실물을 이용한 시각자료는 주의를
집중할수있다

I

l갇등’한~잉뜸훌~~ i얀닫 민넘 I맹딩깅 I ~딩맡길인 I포k잉 는힐J:l잉 등훌륙를길*월꾀 얻 낀넘 I

씨라이프는
강샤양성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성산포(일출몽)주변의 수중세계는 원시적인 바닷속을 그대로

어난다속E 점 이다. 인스트럭터

간직하고있습니다.

는 교육을 계획할 때에 이점

동굴 아치 초대형 다금바리와 랍스타를 매 디어빙마다볼수

있습니다.

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

* 성산포유일의 다이빙 리조트

* 나이트록스테크니컬 디이빙 시스템 완비
* 모든교육다이빙 출벌이 교육실 바로앞 10m 요때서 이루어집니다

시 교육생들의 능동적인 참

여가 일아날 수 있도록 설계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에서는 박칭수

NAUI 코스디렉터가

해야 한다.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교육생 스스로 생각을

수시로 나우이 리더쉽 코스를 개최합니다

하게 한다. 즉， 장비를 작동해보도록 한다든가 어떤 사항을

NAUIITC(강사양성 과정 ).ICC(강사 교환과정)‘ S1W(스댐 워크숍).

NAUI First Aid 강사고댐을서울과제주에서 수시 개최 합니다

교육생들에게 주고 그들끼 리의 토론을 거쳐 결론에 이 르게
하는 방식들도 필요하다 인스트럭터의 지도하에 어떤 사항

주소: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을 발견히커나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것은 딘순히 지식을 전

전화:

164-17

064-782-1113

핸드폰: 010-5283-8144(박장수)

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 이다

홈페이지 :

www.sealife.or.kr

요약(Summary)
교육 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결론이다. 이 단계는 상딩히
중요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교육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생들이 단원의 마지막에
는 상당한 주의 집중이 이 루어지기 때 문이다 아마도 곧휴

식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이 시간은 중요사
항을 복습시키고 집으로 돌려 보내야하는 시 간이기도 하다.

인스트럭터는 요점을 정리하거나 교육생들에게 질문을 하도
록 유도한다 중요한 단어로 요약하거나 적절한 도표를 제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장비 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마무리 하는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
단들이다

지식이 구조화됨에 따라 단원의 마지막 단계는 다음 단원

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교육생들에게 관련된 교재의

〈굿다이버 서비스〉

단락을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질문을 하거나， 다음 단원을 위

[

한 해답을 요구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질의문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철저한 수증 가이드 시스템
4. 나이트록스 탱크 서비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빙풍잠바 무료 렌탈

5 징비렌탈 시스템(서|미드라이수

10. 투어사진 서비스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는 것 이 중요하다.

6.

트럭터의 실기 시범 등이 있을 수 있다 ?

다이빙중 쓰레기를 주워오시연
기념움을 드컵니다

11 라이샌스 제시하면 다이빙 요금

디지탈 카메라 보유)

10%

훌엔

굿다이버 T-셔츠 저핍해앙실습세

www.uooddiver.com

이나 이론지식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강의， 레슨， 토론， 공개토론， 교육， 혹은 인스

7

트， 다이브컴퓨터， 돗수 마스크

모든 교육 단원들은 앞서 설명한 도입， 전개， 결론 동의 순
서를 일반적으로 따르며 ， 인스트럭터들이 전달하려는 기술

공항픽업 서비스

hnp:llca
하fe.n삐
ave
맘r.com/uooddiver

전화:

064-762-7677 I

휴때폴:

011-7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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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r

부산 최고의 다이벌 센 EI! 때외 · 국내 투어!
이지다이빙 (EZ

diving) e:

영어로 easy( 쉽다)를 발을안 이름일니다!

이지에서는 쉴고! 펀안아고! 안전아게! 다이빔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죄고의 서비스! 죄고의 포민트! 죄고의 감사진! 이지다이빙으로 오세요!

wM'1X$Jt. ft'lj ng.co.kr

* 감사육엉 프로그램

감사를 꿈꾸는 여러문! 독립적인 강사로 거듭나세요 !
앙질의 전문 강사교육 육성 커리쿨럼!

투어 진앵 전문가이드&투어 전담

감사진행

보

트 : 175 마럭 12 인승 쾌속선 ， 고무보트 3 대

포민트 : 고래륭 ， 아카시아 ， 끝바워 ( 근거리 보팅 5 - 10 분)
나무심 ， 영제심 ， 외임 (먼거리 보팅 1 5 - 30 문)
애 외 : 울리핀 세부 ， 모일보일 ， 인도네시아 ， 뿔라우 .. .
(투어일정끈 흩메이지 및 정외원을 우신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 감사지원 프로그램

소속강사특얼 여|택

전문 스떼설티 교육 프로그램 진앵
리조트 및 삽 꾼염을 위안 업무 프로그램

* 잠수

* 국내 · 때외

풀장-오픈워터에서 강사교육까지 연걸

A 。애

.11::1

* 잠수

장비 전문매장-넓끝 장비매장， 장비획
보， 장비전문가 먼어획득

* 수중사진 · 촬영 · 이멘트

전문 수중사진휠영과정-전문강사 교육
휠엉 이벤트로 및진 주억 만들기

※ 2011/2012 닌 감사앙엉표스 교혹샘모집

이지다이빙 *EZ

DIVING

대표: 아상훈
이상훈 (트 레이너)

인중굉(트레이너)

정예원(쉴장)

정연규(수중시진}

TEL: 05 1. 405.3737
FAX: 051.797.8540
부산 풍구 중앙동 2 가 49-43

이연의(레스큐강시)

이지다이범(리조트)

E-mail: ezdiving@ezdiving.co.kr
흩페이지: www.ezdiving.co.kr
박정 식(스빼 설티 강시)

이 민 정(액 션투 어대 표)

이연정(국내외투어딩'il1

뀐싱기(강시)

김정도(감사)

이진의(보조강사)

t숱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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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시기바랍니다.

,

다이빙전용풀

수심 5m어 I

16mx7m 규모

같은풀 강습을 위한 안전판 보유
남녀 별도의 락카 샤워실 완비

’강의실
각종 교육 및 세미나에 활용

• 강사 표로그램 수시 개최
단 한명의 강사지망생이라도 πC 진행
황승현 트레이너를 비롯한 다수의 스태프들 참가
다이브센터들과 언계한 비지니스 프로그램 지원
.교육프로그램

오푼워터 다이버~ 강사교육까지

집체형 정규 πC， 주말 πC 수시 개최
테크니컬 다이버 및 감사 교육 수시교육

다이빙기술

저11희 생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
안전한 잠수를 위해서 수중에서 다이버간의 원활한 교신이 필수적이다 수중에서 서

저12회 유사한 모앙으로 표현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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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3회 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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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4회 위치에 관한 수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 좀 더 확대한 수화법을 총 6호|에 걸쳐 소개하고

저15회 방항，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수화법을 최대한 많이 익히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안전하

저16회 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고 재미있는 다이빙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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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3회 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본장에서는 의미하는 행동을 흉내내 표현하는 수호털을 다룬다

92

91

당기다(PUL니

밀다(PUSH)

빗줄을 잡은 듯이 두손을 끈다

물체를 밀듯이 넙적손을 앞으로 내민다.

94

93

가져오다 나르다(BRING ，

CARRY, GET)

물건을 나르듯이 두 컵손을 한 쪽으로 다른 한 쪽으로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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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다(BUILD， STACK, PI L티
넙적손을교대로얹는다

96

95

HOLD ONTO)

놓다， 옮겨놓다(PUT， MOV티

잡q， []H 달리다Igrab，

구부린 손으로 물건을 이동시려 놓는 시늄

기둥을 잡거나 매달려 있는 시늄

98

97

부러뜨리다(BREAK)

내려놓다， 덜어뜨리다(LOSE， DRO마

막대기를쩍는시늄

물체를 받쳐들고 있는 손모양에서 물체를 놓아버리는 모습

99

찾아서 집어들다(FIND，

100

PICK UP)

중지와 엄지로 무엇을 집어드는 모습

101

건드리다(TOUCH)
중지를다른손등에댄다

102

찢다(TEAR)

추가， 더， 다시(ADD，

앙손의 엄지와 인지로 가상의 종이를 잡고 한 손을 아래로 내

손가략을 모은 손을 다른 손바닥에 언거푸 갖다 댄다. 더 추가

려찢는형상.

하라 다시하라

MORE , AGAIN)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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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3

일하다(WORK)

플라이어 (PLl ERS)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에 탁탁 때린다 바위를 때려 따는 형

인지를 연장손으로 감싸고 아래로 비트는 시늄을 한다

국이일이라는뜻이다

106

105

망치 (HAMMER)

스크류드라이버 (SCREWDRIVER)

가상의 망치를 쥔 손으로 물체손을 때리는 시늄을 한다

연장손으로 손바닥에 스크류 못을 돌려 기우는 형상을 한다

108

107

렌치(WRENCH)

톱(SAW)

물체손의 엄지로 다른 물체손 위를 지레질 한다

넙적손으로 다른 넙적손 위를 쓴다

110

109

현

사。

미넉

느」

도근

-

。

소「

머。

구

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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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댐

E-꺼시
이」

드

ημ 르듬

u)

칼， 절단(KINFE，

CUT)

연장송으로 팔목을 자르는 시늄，

’’ ’--’
j

’
l

112

1
l

l

출발， 시작(START，

BEGIN)

인지를 다른 손 손가락 끝 사이에 대고 자동차 시동을 걸 때

가다(GO)
두 인지를 당신이 가야하는 방항으로 가리킨다

키를 돌리는 것처럼 반복한다.

114

113

빨리(FAST)

천천히 (SLOW)

두 인지를 권층의 방아쇠 당기듯 구부리는데 날카롭게 동작한
다 경주의 출발시 신호 권층을 쏘는 형상

115

넙적손을 반대펀 손의 팔뚝 위로 서서히 끈다

116

갚다(DEEP)

가라앉다， 하강(SINK， DESCEN미

인지를 수먼 밑으로 날카롭게 떨어뜨린다

인지를 물결치듯이 흔들며 수연 밑으로 떨어뜨린다

117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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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다， 상승(RISE， ASCEND)

보라(LOOK， SEE)

다이버 모앙손을 꾸준하게 위로 올린다

두 손가락을 눈이 봐야 할 방항으로 가르킨다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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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액(SEARCH ， LOOK FOR)

대호~， 말(COMMUNICATE， TALK)

눈 위에 C자손을 대고 계속 돌린다 확대경으로 무엇을 찾듯이-

두 C자손을 번갈아 입에 멋다 댔다 한다‘ 말이 오고가는 모습

121

122

귀를 기울이다ιISTEN)

열다(0
아PE
단타N)

귀에겁손을댄다

두 넙적슨을 중심에 모있다가 한 손을 옆으로 돌린다 문을 여

는형상

123

124

충돌， 난파(COLLl SION ， WRECK)
넙적손을 측면으로부터 가져와 중심에 있는 다른 넙적손과 만

나게한다문을닫는모습

125

212 Scuba Diver

두 물체손을 ~하게 충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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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ders In Diver EdL센ation"
퍼실리티

때ffi) ~αεA (Ái울 ‘ 02-4용π12)
1밍M 없.ßII Æro<l1~앙 01~짧
MB 오션 블루 (필리핀 :070--7S1&깨8이
f\S씨 때|버스(속초 이1..，짧없)
강쓴쿠버 (깅촌 ‘ 010-22없434)
굉영 잠수울(굉영 ‘ 011-7，Q~째
굿 대!버 (제주 ‘ 011-7낀-낀n
그린 스쿠버 (여수 001쨌퍼ffi6)
다이빙 돼밀리민 A엠 뼈용ì2J-48iU)
두류수영징-노도스쿠버 (대구 - α5앓-ooJ)

띠 01원교 %α/ 태IJX 띠
이증인 ω(1.;. EANX 띠 이효진 뼈vEA뼈
정영호 1Mv. EANX 띠
정절희 뼈v. EANX 띠 정근남π얹1IlCaI 띠
최승혁(뼈V 타Nx띠
황영민뼈v. EANX 띠

빅죠J.9. ω(1.; 많Nx)
인스트럭터

강길영 (E야에
S펙권(EANx)
강신영1Mv. EANX)

리룸스쿠버 (서울 ‘ 011냉42.냉X엉)

강재절 ψ(1.;. EANx)

베트닙 스쿠버 (베트님 010-119H앓1)
블루때 l 스킨스쿠버 017빼뼈주 : 054-융자
없ï3)
블루훌다이버스 (안앙 빠흉않-(752)
성현 스쿠버(삼척 010-정I←￡낌
샤크 다01브 리조퇴띨리민 01닐라오 ‘ 0708248-πm)
씨 텍 (위1:010-짧있웠:91)
일띠징수(인천 .빠짧H뼈)
터l쿄 (성님 æ1-776-2띠a

고증언1Mv. EANX)

태영앙수중(원 051--4따용mJ

김상길 μ(1.; 태에
김석주뼈V 태IJX)
김석중뼈v 태에
김성목 (태에 김상욱 (EANx)

따뿜쿠버 (Á뭘 010-:암l&ilOO7)
프로디01버 (대구 053-감1용707)
해잉뾰 (삼칙 011~￥0)
해원 (강릉 : 033-쟁4--{Ø)7)
해앙대권욕];1도 이때58-1'320)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트레이너

김광휘 μ(1.;. rrT)
홍ε션화 πrrrix rrT)

인스트럭터트레이너
강신영 뼈v. EAI、k 띠 강재절 뼈v EANX)
고석태뼈v 태Nx띠
권오윤 μ&. 태Nx 띠 김성숙 n없TICaI

띠 박근창뼈v 다Nx IT. AED 띠
서일민 뼈v. 태IJX 띠 요웅철 πrmx 띠
오현식 (여V 당v、k 띠
이민호 IMV 댐>Jx 띠 이우영 뼈V 태Nx

문성원 (EANX)
박대원뼈V 태Nx)
박상용뼈v 타Nx)
빅선경뼈V 타Nx)
박우진 μ(1.;. EANx)
빅엔성뼈v.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EANx)
권유진 μα 태Nx)
김기증뼈v EANx)
길동균뼈v 타Nx)
꿇원뼈v 타Nx)
김동현(태에
김민석뼈v EANX)
김영섭(타뼈

김성진뼈v. EAI'에
김영삼 (T，뼈d)

김영중때v. EANX)
꿇식뼈v 않F에
7꿇흰(EANx)
김원일(타Nx)
김재맨EANX)
깅정영(당뼈
김정수뼈v. EANx)

길홍학 %α EAI'에
김침제(Tecηd)

김칭환뼈v. EANx)
김태일어(l.;EANx)
김효실(태1Jx)
김희영(태Nx l때gα)
문대전뼈v 태Nx)
문석래(타Nx)

IANTD KOREA

빅ε깐동 (EA뼈)
액상현 IMv.EJψJx)
백인탁 μ(1.; 태에
서계원(태생)
서승흔여(1.;태에
서윤석따:Jv. EANX)

서재환(타Nx)
손경훈뼈V 닮Nx)
손현절(타Nx)
승근석뼈v. EANx)
송우용 (E예서
송윤싱뼈v. EANx)
송태민(닮Nx)
신영철(타Nx)
t!똥필뼈v. EAI'에
양성호(타Nx)
g엔모뼈V 타Nx)

오영석 πrinix)
오석용(타얘)
오승칠뼈v 태1Jx)

오정석(EANx)
오춘수뼈V 타Nx)
유근목 πechricaI)
유기정 (여vEAI、Ix)

유대수 IMV‘ 타Nx)
윤덕규(따1Jx)
윤성환 (EANX)
윤진상 IMV 타Nx)
윤장수뼈v 태>Jx)
이병강(태'Ix)
이영오뼈v. 타Nx)
이동준{타Nx 뼈u:tα)
이싱욱(EANx)

이상준(TechricaI)
이수효뼈v.EANx)
이영권 (EANx)
이영노뼈v. EANX)

이우식(태에
이장구뼈v. EANx)
이철우(태Nx)
이필규뼈v. EANX)
이호석(태Nx)
이화항(EANx)
임성하(EAI'에

임용한 ω(1.;. EANX)

임응순 %α‘EANx)
장갑석(EANx)
장동균 πechri:aI)
장세환(타뼈
전우절 π엉TIcai)
정국현 (EANX)
정석환(EANx)

정성윤(EANX)
정승규(EANx)
정승욱 (EANX)
정영수 (EANX)
정영환 IMV 많Nx，)
정재욱(타Nx)
정정원뼈V 태1Jx)
조완!뼈v 타Nx)
조선구뼈V 태1Jx)
조성호뼈v 태IJX)
지혜지 μ(1.;태1Jx)
최경호 IMV 당v、Ix)
최규옥(태Nx)
최임호(당Nx)
최윤석 μ(1.; 태에
최증인φ(1.; 태1Jx)
최태현여(1.; 태Nx)
한길형(Nooroxe Trinα lnsIrLdor)
한우연(태Nx)
한윤수뼈v. EANX)

허 현(EANx)
현승준 IMV 타Nx)
황영석 π뼈ricaI)

신규강사
깅민중 (타얘 뼈u:tor)
이홍석 (타Nx 빼..dα)
a영칠 (타Nx Instn.ctα)

서울 강동구 성내3동 잉4-17201호 TEL: 02-4&←낀92 FAX: 02-486-낀93

www.iantd.∞.kr

E-mail: iantd@iantd.∞.kr

아쿠아따짜

아쿠아따짜

아쿠아파짜

NEX5

DP2

HX5V

당사에서 매입한 촬영

장비는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능숙한 사

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을무상제공합니다.

l

질리온

CX550V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수중챈교육!
수중A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꼭 찍어서 한방억l 해결해 드 립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간과 청춘을 낭비따l
마십시오. 이런분들에계추천드립니다.
· 차메라는 난생 처음이지만 빨리 숙달되고 싶은 분! 주변에 자문을 구해도 답변이 부족 또는 부정확하여 언제나 정답에 목마른 분!
· 수년을 찍어도 당최 감이 잡히지 않는 지긋지긋한 수중사진! 한 방에 떼고 싶은 분! 수중사진에 정통하고 싶은 분! 고수가 되고 싶은 분!
· 광각， 마크로 불문! 피사체. 상황 불문! 펼름1롤 전부를 똑 떨어지게 촬영하고 싶은 분! 촬영 전에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알고
찍고싶은분!
· 각종 촬영대회나 공모전 등에서 상위 입상을 해보고 싶은 분!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고 싶은 분!
· 감동이 묻어나는 작품사진을 찍고 싶은 분! 모든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고 싶은 분!(펼름 및 디지털)
· 수중사진의 모든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고 싶은 분!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과 이미지면집 및 활용에 통달하고 싶으신 분! 수중사진에
대한솔직 당백 토크
. 교육내용이 광고문안과일치하지 않고과장된 경우교육비 전액을환불합니다. 단 대충하려는분은사양합니다.

· 수중사진의 노하우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알맹이도 없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강의나 책들은 덮어두십시오. 쉽고， 간단하게 원

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진실력은 세월이 흐른다고 절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한 계단 올라설 수 있을 뿐입니다. 수중사진에 관한 모든 고
민과 해결은 저 에 게 맡기시고， 당신은 마냥 즐기십시오!
· 사진을 하노라연 자신의 실력향상과 더불어 의문점은 점점 많아지고 김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
섭시오! 디지털이건 펼름이건 사진에 관한 것이라면 한 번에 풀어드립니다.
· 상세히는 홈패이지를 참고바랍니다.

활스마린포토서비스
IIwang ’ s marine photo service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 1호

전화:064-713-0098 팩스: 064-713-0099
휴대폰: 01 1 -694-0098

대표:황윤 태

l>ive in Paradise
?dDI

stabÞlllj; r; 11] ~1;U;] ítl;] .. i!lj ~tífily
전화번호:

070-8258-3033
훌페이지 : www.seaworld-boracay.co.lrr 보라카이 : 63-36-288-3033
@ 강사양성 특별과정 (필리핀 보라카이)
. 2개월 과정 (오푼워 터 다이버 소지자가 강사까지)

' 6 개월 과정 (완전 초보에서 강사까지)

•비
용 : 590 만원
• 포함내역 :2개월 숙식 다이빙(다이빙 100: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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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밴스드부 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Q)2011 년도 IDC (l nstructor Development Course)
IDC

일자

IDC

장소

& I. E(l nstructor Examination) 일정
IE 일자

IE

장소

20 11. 0 1.19 '" 01 .28

보라카이

2 0 11. 이 .29

'" 01.30

보라카이

20 11. 03. 08'" 0 3.17

보라카이

201 1.03 .19'" 03 .19

보라카이

20 11. 0 5.21'" 05.30

보라카이

20 11.06.01'" 06.02

보라카이

20 11. 07.12 '" 07.21

보라카이

2011. 07.22'" 07 .23

보라카이

2011 .08.22'" 08 .31

보라카이

2011.09.02'" 09.03

보라카이

2011.1 0.20'" 10 .29

보 라 카이

20 11.1 0.31 '" 11.01

보라카이

5eaworld Dive Cente 탠 bu
씨월(드 다이브챔El 세부 "1접 오픈
세부 박탄설어I 뛰쳐한 편 다에빙， 파육 첼푼 다이빙 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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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water

에서 강사까지 PA 미 전 과정 교육 실시

• 막탄섬 해변가 숙식이 모두 가능한 고급 리조트 내에 위치(공항에서 15분 거 리 )
•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 스 제공
• 보홀， 발 리카삭 다이빙 투어 진행
• 저렴한 가격으로 1:1 영어 연수 가능

Smart Diver Honor House

I

스口딴 다이버 명여|의 전담

[

축하합니다!

스마트다이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사에

。 1 트르~
1 1:그

i=!.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다이버 명예의 전당에 모십니다.
· 영담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 입니다

• 참가방법: 본지 홈떼이지 W\‘씨WW.’. scαωubad
이’Iver.α:co
。이‘.‘ kr
가}념능하며 가입의 진실성과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실영과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대하여 알고
7
싶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 qOI브웹 (www. diveweb.co.kr) 또는 본지 2010년 7/8월호 사설 “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저 1"와 9/10월호 사설
“스마트 다이버 운동” 및 2011 년 1/2월호 사실 ‘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를 보시먼 참고가 될니다
※ 2011 년 9월 2일 ~2011 년 11 월 13일까지 등록된 데이터임

강사

김원정

BSAC

강사

김성한

TSOI

강사

김영훈

CMAS

강사

빅수헌

PAOI

어드밴스드

정언수

KUOA. NAUI

다이브마스터

강사

김형짚

SSI

강사

CMAS

보조강사

이혁준

CMAS

오픈원터

전가수

KUOA

다이브마스터

Scuba Diver

mg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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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미

PAOI

남

박한규

남 남

강사

남

CMAS

남

김학로

여

강사

남

강사

PAOI

남

SSI

남

경민구
송진덕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여

TSDI

우대혁

님

앙인식

어드밴스드
오픈원터

i

남

강사

다이브마스터

남 님 님

IDEA, SI

강사

님

김승태

어드밴스드

님 님

강사

어드밴스드

님

TSOI

강사

여

서민정

어드밴스드

님

비다이버

어드밴스드

여

비다이버

다이브마스터
어드밴스드

낭

정보미

강사

오픈워터

님

오픈워터

남

NAUI

남

진은지

남

강사

남

NAUI

남

김정현

남

깅사

남

KUDA

남

백성덕

남

강사

여

TSDI

여

김성균

여

강사

남

어드밴스드

NAUL SSI

남 남

PADI

남

7f‘극
x，
。 ι 。

신현준

어드밴스드
오픈원터

냐며 여

강사

TSDI

다이브마스터

R

님

TSDI

하상훈

강사트레이너

남

정혜원

다이브마스터
어드밴스드

남

강사

다이브마스터

어드밴스드

남

강사

PSAI

m

남

SDDI

이형우

다이브마스터

강사

남

이근호

강사

여

강사

m
깅떼 때 않 않않 짜섹
m
굉않 얘생
뼈웹뼈짜
ω뼈 센 뻐 때 때 뻐 때 꼈 원 꼈 때 낌 얘때
댔때

SSI

삐

김태하

%M

m
생때

강사트레이너

여

IDEA

남

김절주

여

강사

님

강사

NAUL SSI

남 남

SSI

남 남

김영현
조영재

m

강사

님

강사

님

BSAC
IANTD

님

박성진

정승규

S

강사

남 님

NAUI

쩌뼈 떼

조희성

……

$

어드밴스드

여

오형환

S

닝

강시

여

TSDI

님

김태균

강사

님

강사

님

TSDI , SDDI

남

김굉복

m

남

강사트레이너

닝

BSAC

감사

오은워터

여

성문진

강사
오픈원터

남 남

오푼원터

강사

여

PADI

강사

님

여운칠

……

강사

오은워터

님

강사

강사

남

PA미

%

$·삐

김정원

뼈 때때빼없때뼈때빼때때빼뼈뼈때빼씨때때없빼빼뼈뼈없없뼈따뼈뼈때때 뼈뼈씨뼈

어드밴스드

갱젠 쩌갱
짧m
때떼 삐 때 때

PADI

짧짧
때 때 찌@

김상일

남 남

레스큐다이버

남

PADI

남

이현절

남

어드밴스드

남

강사

PADI

님

IDEA

오제흥

남

요적건

남

다이브마스터

남

PSAI

남

정영록

남

어드밴스드

남

NAUI

@@

남 남

「ι 。

@@

남 남

닝~.2S.o:I

강사
강사

님

이수진

@…

남

강사

님

SSI

강사

남

빅근조

@@

닙

강사

남

CMAS

강사

남

김수호

@g

강사트레이너

여

보조강사

오푼원터

남

BSAC , PADI , PDIC

오픈워터

남

윤지영

@@

오픈원터

남

오픈원터

오픈원터

M

1.갇.톨휘.
남

CMAS

~\!I

연염
캔얘얘
샌”
생얘
샌@
생생
생@생
젠찌
ν@아
생
땐 젠꿇 맨 짧꿇쟁댄캘쁜
에뽕 젠얘샌
밖@얻
생캔
찌
ψ따
ν”쩌
옆싸
캔얘
생생
찌젠
캘캘@땐
얘얘
나얘
나뻐
나얘
π얻잃
얘꿇
얻얘얘
생얘
생생
따잃 m
밖따댐
앤 젠m
π”
엽여
젠꿇얻@
땐 령얻엄
m

임소희

@@

1
강사

삐

보조강사

톨홉

m

뻐 빼째뼈않때뼈뻐때뼈빠때때때때뻐뼈 않뼈 빼

NAUI

뾰랩짧뺀짧짧팡짧뺀랩
행랩뺑짧램웰랩찮짧뺑댐빽뺑웹뼈꼈빠
띠
빼뺑劉鋼랩總첩왜戀않댐뺑뺀뺑캡짧랩짧빼爛쐐얘원劉懷뺑짧웹햄짧짧웹캡렐쐐햄뺑

변형구

낌때 때때 때

레스큐다이버

닝

오픈원터

PADI

여

BSAC. PDIC

빅소영

남

박금례

남 님

218

강사

여

ψμ
쟁 때 떼 뻐짧 짧 때 짜
ω짜
ω?μ m
쟁때 센 갱 낌 갱 때 때
때 때 ψμ
짧 짧 쟁 짧 짜씨
mm

강사

BSAC , PDIC

남

%%

SDDI

흩똘Fm메 1

여

짜%
쟁
%

김수현
。 ' "κ그

여

”%

어드밴스드

님

?Q

PADI

남 남

m4

전하림

원생
안흙안@앓
챈얘생
맨끼
ψ젠잃 젠원얘@
생얘
생얘
생윈
밖뼈
세”얘
생생
젠꿇 젠이얘
생야
m
생생
찌@생
빼원원 젠얘생
임샘
엄쟁짧 뻐”생
쩌찌
야얘
염생
젠얘@
젠빠캘뻐짧 젠젠쟁뿜원 뼈원꿇 젠함뼈뽕웰 M

ω얘
ω겐 때 때 때 낀 낌 낌 낌 쟁 쟁 낌 갱 때 때 ηQ 쟁 쟁 짧 얘때 얘생
때때 찌쟁갱
낌때얘

흩똘뻐g멸F-흉짧-틈휩l률합.

=
--%굉

x

…%

레스큐다이버

이지윤

PAOI

마스터다이버

이상현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박장우

YMCA

오픈워터다이버

김기준

NAUI

강사

전장식

CMAS. 기타

강사

채윤석

PA미

다이브마스터

김영현

PAOI

레스큐다이버

강연주

PA미

어드밴스드다이버

서계원

IANTD

강사

정승표

PAOI

레스큐다이버

이준석

CMA8

강사

박윤석

PAOI

강사
다이브마스터

PAOI

강사

KUOA

어드밴스드다이버

횡 익

KUOA. PA미

어드밴스드다이버

이기석

KUOA

강사

하석일

PA미

강사

이칠민

TS미

강사

조의상

P8AI

강사

강미경

POIC

다이브마스터

징 몽

TS미

어드밴스드다이버

강사

이장우

PA미

어드밴스드다이버

김형진

881

강사

다이브마스터

81

오은원터다이버

이현규

PAOI

어드밴스드다이버

박성진

IANTD

어드밴스드다이버

김영우

PAOI

강사

마스터다이버

PA미

강사

정봉길

BSAC

다이브마스터

고경상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박영민

881

강사

이천종

PA미

강사

박긍옥

PA미

강사트레이너

BSAC.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유선희

8001

레스큐다이버

배민혼

IDEA

강사

홍찬정

PAOI

강사

오승표

PAOI

강사

DIVE WEB •••

…

남 님 야

김혜림

남

강사

여

강사

PAOI

!

NAUI 의 포든 파육과생을 ~씌영니다

여

PA미

이재우

스킨 스쿠바 다이빙응 배웅 수 었는 콧!

남

앙재혁

언제 혀디에서든 숨l 고 얀선하꺼l

남

PAOI

흥장묘

여

이지원

BLUE SEA
DIVING SCHOOL

님 남

강사

님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남

강사

조철저

881

남

PAOI

남

CMA8.PA미

김성흔

558-1
Tel: 031-567- 7857
Fax: 031-567- 7858 H.P: 011-320-6294

님

빅승안

경기도 남앙주시 가운동

님 님 님

다이브마스터

권영하

님

PAOI

여

P8AI

남

빅흥구
성기택

BLUE SEA DIVING SCHOOL
www.skinscuba.net

남

881

남 남

어드밴스드다이버

한성식

남

강사

PAOI

남

881

Instructor

여

김용수
모계숙

참가자격 : 타 단처 1

남

심은숙

m*

남

강사

어

오픈워터다이버

NAUI

넘

CMA8

신용수

남

모증국

I빼ü&Wt!iMi맨협뭔R멘R隔톰F휩fÆ핍

남

강사트레이너

A. 1(Assistant Instructor)
D.M(Dive Master)
PREP( I.T. C. 사전 교육 수료재

남

B8AC

참가자격:

님

김기운

직E벤을 위한 주말 코스(토， 일요일 6주간도 실시함)

여

오픈원터다이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일반인 대상)

남

강사

NAUI

l1111川원머IilreTaRmil렘I여~꾀I뽀힐 μ.li i 맡.

님 남

CMAS

윤동원

?

셰껴| 최고수준으1 1. T.C. 를 껴l 획， 성시 하고자 합니다.

님

유재성

되어 보 κl 양으시렵니 11{-

님

PA미

조민경

선성한 프로， 최고E.I 인스트렉터 l{-

여

윤영섭

M*

i쿄륙안내

스렌스쿠바 다 o( 멍은 교육 o( 초{우선 o( 혀야 합니다

남

강사

PAOI

남

…얘

……

PA미

이장선

남 님

밍 m
m
횡뼈 뻐 됐 됐 뼈 때 때
$

이재두

I.T.C.

남

꼈떼 뻐
%X

어드밴스드디이버

여

@@

PAOI

남

@핑
@예
앵때
@빼
mg

오픈원터다이버

최나리

넘 남

꺼
뼈뼈 떼 뻐
ωm
%&

CMAS

남

삐 꼈때 뼈 꼈
%

강사

김애숙

남 남

짜빼
쩌@앵
뼈뼈

$

강사

YMCA

여

$

8S1

황동하

I .'I'• •I.1

l1'1'_t.~_ _

낭

짧 쩌얘
짧 짜얘
없싸
mυ m
뼈떼 뻐 짧 쩌맹
쩌써
$

CMAS

이태형

mm

남

$

김형수

어드밴스드다이버

여

%

힐한l…I믿l톨랩를
강사

여

m
생m
생
뼈 m

%

A.!:::.

NAUI

남 님 님

…

O.
천세은

여

””

ω
앤얘잉
생얘
캔생
생 찌쟁
뽕바얘
터생
생생
깨흙
@뽕 mν
ψ뽕앓 뿜-짧
임연꿇영연
@뽕캘엠엄
찌
ν@얘
젠 젠찌
랜따앓받얘생
찌@
쩌
ψ없쩌
ν이원
따렁월짧%생
젠@캘
찌@
젠뼈임염
맨땐뼈 맨얘생
얘생
ψ찌
M
캘찌

F뀔옆률

i

스쿠바 다이버 코스， 어드밴스드 다0.1버 코스， 레스료다01버

:

코스， 스떼설티 멸， 마스터 스쿠바 다이버 멸，

!

A. I
D.M 코스， I.T.C(강사 앙성 교육)， I. C 이강사 교환 교육)

코스，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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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

스IZ，I-한 다() 10'1 떨쇼~I
박세우 저도 한때 작살과 채집망으로 무장하고 다이벙할때가

정연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억에 남기는 진정한 레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이버들이 한번쯤 해보는 일이라고

자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중 촬영 감독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채집과 사냥올 하는 다이벙은 한계

현장을누비고있습니다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살과 채점을 버리고 목돈들
여 수중카페라 장만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다이빙하는
재미도 훨씬 좋아지고 의미도 부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라도 채집과 사냥을 주로하는 다이버들이 생각을 바꾸
띤 멋진 다이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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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시

간을 보내띤서 이런저련 (주민 고객들 다이벙철학)사연
이 사설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문한 목적없는 다이빙의 참된 즐거움!

박종섭 오래전부터 다이벙계에서 채집에 대힌 시각 이 변하기 시
작했지만， 아직도 건전 다이벙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약
한 것 같습니다 좀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다이
빙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디 |

김재형 다이맹의 매력에 빠져 시작을 하고 다이빙의 매력에 벗

어날수 없어 다이멍을 널리 얄리고자 강사가 되었습니
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려면 보존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데 다이빙의 목적을 채집을 주목적으로 삼는 것이

습니다.
우상봉 다이벙 시에

눈앞에 보이는 바다속 쓰레기 한 개리도

들고나오도록할께요

이상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이버로서 항상 바다를 보존
하고 지켜야지만 나중에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줄때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
다
정재열 이제 막시작한 60념은 다이버입니다 좋은 운동 좋은 결

과가맺어지길바랍니다
김병호 익히 바라던 바입니다.
박현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건 메아리뿐， 채집 다이벙 메
아리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전인숙 바다가 텅 비어버리면 우리도 갈곳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요?
이혁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가수 한순간 재미보단. 항상 놀수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보호
해야지요

김용성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꼭 필요한 일이기에 동침
합니다 우리바다는 우리다이버들이 지켜야 합니다

안타까울뿐입니다 지금의 회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

설승진 외국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는 항상 보존되어지고 해치지

육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올바른 다이벙 문화가 정착될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버들도 이러한 문화의식이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

이성호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다이빙 문화를 환영합니다.

니다

이용재 우리 터의 격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며 높여 가는 운동

맹재우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비단 한국뿐아

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다이빙 활동에 침여할 수

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다

있도록노력합시다

이벙 후 문어를 잡았다며 저녁에 먹자는 한국다이버를

배인환 소중한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보았습니다. 해외에서까지 어글리 코리안 다이버가 되어

성오용 이런 행사및 단체들의 움직임이 많을때 우리 디이빙시장

야하는가요.

은 한충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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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병 미래의 아이들에게 좀 더 밝고 맑은 바다를 념겨주고 싶

김종표 아름다운 바다를 오래 보고 싶습니다

김원정 스쿠바다이벙이 진정한 레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송혜욱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고 피싱전문 강사님들 제발요--

김영훈 고교에서 잠수기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이호근 바다를사랑하는 디이버로써 해양보호에 다이버들이 솔

게 비스마트 다이버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며 그러한 모

선수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다이빙을 포함한

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입니다

산호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Scuba Diver

한다고봅니다

김남흔 꾸준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때 우리

가존재합니다

심선보 소중한 바다| 우리의 자원! 우리가 지컵시다|

한창영 흐흐

~

사부님께 졸랐던 게 부끄러워 집니디

김정미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한 다이벙 문화가 정착
되기가 그리 멀지않은 듯 보입니다

김육현 먼 훗날 나의 아들이 내가 즐기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옷할까봐 아니 그나마 살아있는 바다를 못볼까봐 두렵

서지영 이런좋은운동에 침여하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니다

이상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앙성근 보다 좋은 국내 다이벙환경을 희망하면서 스마트다이버

한칭석 사냥에 몰두하는 다이버(강사 포함)를 볼때마다 우리나

라에 아직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김대장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리조트에서부터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봅니다.

아서글픈생각이듭니다

이승택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연을 지킬 줄 아는 다이버를 위하

김은종 좋은 취지의 운동이며 꼭 필요한 운동이 틀립없습니다
김민욱 다이버란 무엇인가? 왜 다이버가 되었는가? 바다란 무엇

여1

강상규 모든 디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

인가? 없어지띤 난 무엇인가? 난 다시 묻는다， 왜 다이버

가되었는가?

면좋겠네요

정연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릿 속에 각인시킬 수있

이희문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위하여 다같이 힘써요---

홍중기 바뀌어야 할 다이빙 문화입니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
요|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하세요! 하세요1 하면 안하는

는 다이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겠다고 되돌아 봅니다
박창근 물고기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유영할 수 있는 그날을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합니다 수중세계의 아름다
음을 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다이버가 많아질수록 환

기다리며·

구혜경 비난을 받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정운

경은 보전되는 것이고 수중세계의 아름다음을 손에 들

고 나오는 다이버는 파괴자가 아닐까 합니다

동을 시작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댐니다
전용일

채집망 안보이는 그날까지

.

정의욱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

조현준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진정어린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노덕 스마트 다이버 운동이 확산되어 건전한 다이벙 문화가

이득용 다이버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다이빙 숍 또한 많은 협

정착되고 바다에 대한 사랑과 환경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조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배진하 첨 배울 때부터 먹거리 다이빙을 하였지만， 레벨업을 할

박재현 헌팅은 이제 그만~

수록 이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수

정증섭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 “

업을 받으면서부터 수중카메라를 준비하였고 사진을 찍

김선호 미래의 쾌적한 바다환경.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바다를
사랑송}는 진정한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혁 수중 생물은 우리세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
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박상태 오래전에 시작했어야할 스마트운동인데‘ 지금이라도 늦

지 않았다고 봐요 국내바다는 볼것 없다고만 할 것이 아
니라 잘 가꾸고 보존하띤 훌륭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장윤미 내가 진정한 스마트다이버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스마트다이버 입니다

민복기 바다속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립시다
오윤영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뭐가 또 필요할까요，
최동섭 이제부터는 먹거리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지
는 펀다이빙을 할 때인것 같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범수 먹거리가 없어 다이빙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다이빙업계의 리조트와 강사들이 앞장서서 좋은 다이빙
프로그램을 다이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레져활동애 좋은 레져인구가 모일 것이라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군요.
공은숙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름다운 다이빙 문

화가 정착되길 바래 봅니디

고상렬 한번 사는거 품격있게 삽시다
변광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각자 속한 곳
에서 이어졌으면 히같긍 바램입니다
조익환 운동으로 끝나지말고 생활화 하고 정착화되도록 끊임없

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정연찬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주영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매체에도
홍보를하면어떨까요?

앙성로 수중활동 목적이 다르더라도 다이버는 한가족， 리조트에

서 만나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눔시다.
박진만 룹속 자연환경과 수중생물보호에 적극적으로 지원합니
다

경민구 스마트다이버 힘든거 아닌데。 생각만 하지말고 이젠 행
동으로옮길때 입니다

송진덕 바다를 깨끗이 ‘ 입수할땐 빈손으로 .. 출수할땐 불가사
리 10마리씩 주워 옵시다
임후순 진작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일인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2011 November .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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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ma..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고 엄격해진 법적용에 다이버

중사진등을 통해서만 보았던 아름답고 신기한 수중생물

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때라 생각합니다 고급스럽고 품

들이 정말로 바다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 니다. 한
마디로 잠시 물속세상을 살아가는 생물들의 살아가는

격있는 다이버 문화를 위하여
구본민 우리는 바닷속에 잠시 들리는 손님일 뿐

해양생태계

삶에 해를 끼치지 않으띤 됩니다. 수중생물들에게 당신

를 보호하는 스마트다이벼가 되겠습니다
강동훈 변화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도 표명되었으면

은 외계생물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당신이 다이빙을
배우고 Fun diving을 즐기띤서 좀더 수준있는 Eco

합니다
방대현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divel 가 되고 싶다면， 수중사진가들과 친해지기 바랍니

이기석 잘 보존된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염원이 지요.

다 수중사진가들과 함께 다이벙을 하면 미처 보지 못했

최문식 무참히 개발되어졌던 자연

김재구

이제는 모든 사람이 책임질

던 많은 수중생물들을 구경할수 있게 되고 신기한 수중

때입니다.

생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 니 수중사진가들이 다

。]-7.

이빙을 하면서 촬영하는것을 구경해 보길 바랍니다 아

]-0 ]-7. ]- 파이 팅^^?

이이형 대접받는 다이버가 되도록 도오}주세요--수중생태를 보

마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고 결심하게끔 만

든 아름다운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그들이 담고 있는것

호하며 의식있는 다이버가 됩시다

박정미 겁 이 많이.3년을 망설이다 시작한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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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들을 구경하는 것이죠 다만 구경을 하면서 그들의

그후 바닷

을 직접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게 여러분이

속의 매 력 에 빠져버렸습니다 70깡 정도의 초보지만 팀

다이빙을 할때 같은 팀에 수중사진가가 있거나 같은 다

들과 바닷속을 들어가띤 이사람 저사람 오리발 감시하

이벙리 조트에서 수중사진가를 만난다면 촬영을 할때

느라 정신도 없답니 다깅 산호가디칠까봐서죠 . 사소한

방해가 되지 않게 구경 ’을 하고. 물밖에 나와서는 촬영

거하나라도 정말 소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것을 구경시켜 달라고 정중히 또는 애교있게 부탁해

그래야 오랫동안 아름다운경관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 처 수중에서 보지 못한 것

니 까?

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 나다 수중사진가들은 대

정연규 다이버는 어부가 아넙니다 최근의 다이벙추세로 본다면

체적으로 자랑질하는걸 좋아합니다.(예외도 있습니

수중사진올 촬영하는 Underwater Photographel 와 그

다^^:: )조금만 분위기를 띄워주면 사진도 잘 보여주고

냥 바다속 생 태 를 즐기는 Eco divel 가 대세 입 니다 물론

이야기 보따리도 잘 풀어 놓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자기가 다이버인줄 아는 어

진정한 Eco cliver가 되고 싶다연 수중생물도감을 사세

부들이 바다속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도 다

요 여러분들이 1 ，000번이상 다이빙을 해도 다 못볼 수

이빙 을 하면서 각종 도구들을 이 용하여 수중생물들을

중생물들을 아주아주 싼값에 볼수 있는 것이 수중생물

잡는분들이 계시다연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도감입니다 수중생물도감이나 수중사진관련 책들은 여

이빙 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알아두

러분들을 점점더 바다속으로 향하게 만들것입니다 여

시 길 바랍니다 전세계 어딜가도 취미나 스포츠로서의

러분들이 Eco diver가 되느나 .어부‘가 되느냐는 여러분

다이빙 은 뭘 잡아먹기 배우는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

의 선택 이 아닙니다 다이버가 되는 길에는 ‘어부는 없습

중을 눈으로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 또는 탐험을 위해서

니다 왜냐하면 어부는 다이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

하는 것이다.(물론 아주 일부에서는 엄격한 허가와 제한

진을 찍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늘 즐거

적인 조건하에 채집과 수중사냥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

운 사진생활하시길 바랍니다 Damselfish의 일종인

만약 딩신이 월 잡아먹기 위해 다이벙 을 배우고 싶다고

Golden sergeant (학명 Amblyglyphicloclon aureus) 의

했는데도 다이빙을 가르쳐주는 다이빙강사가 있다면 그

알입 니다 성어의 크기가 최대 12cl11정도인 어류알들을

다이빙 강사가 속해있는 교육단체에 연락해서 그 강사를

회초리산호(seawh ips COI 외)의 하단부위에 산란한다회

제명해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다이빙으로 뭘 잡아먹고

초리산호의 폴립을 값아내고 알을 산린합니다 알은 수

잡은것을 집에 들고 가서 나눠주고 하는것은 옛날일일

컷이 지컵 니다. 알을 노리는 다른 어류들이나 수중생물

뿐입니다 20 11년 5월 3 1 일 현재의 한국은 다이빙하띤서

들이 다가오면 맹렬히 달려륨니다 회초리산호근처를 지

채집과 사냥을 하면 불법입 니다 딩신이 월 잡아먹기 위

나갈때 노란색의 댐셀피쉬가 도망가지도 않고 자꾸 달

해서 다이빙을 배우고 싶다면 그건 지구상에서는 불가

려들면 거기엔

능한일이니 포기하기 바랍니다 자그럼 본론으로돌아

칫 이 글이 옛날에 디이빙을하면서 먹거리 다이빙을하

가서 다이빙을 하띤서 무엇을 하느냐고 한다연? 바로

신분들을 비난하는것으로 들리지 않았으연 합니다 하

Eco Divel 가 되는 것입 니다 어렵게 생각하실것 없습니

지만 오늘 1 지금도 먹거리 다이빙이 자랑거리고 당연한

다 다이벙을 하면서 수중생 태 를 보면서 즐기고 관찰하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생각을 바꾸었으연

는 것입 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것입 니다 우선 TV나 수

합니다 한국에서 뭔재미로 다이빙을 하느냐는 퉁 먹거

Scuba Diver

99%

녀석의 얄들이 있습니다- 사족) 자

리 다이빙도 디이빙문화라는 둥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라면 더 좋겠죠?7

는 그만두어주세요 산에 둥산가서 토끼잡고 사슴잡는

김응성 스마트파이팅

사람올 둥산가라고 하지 않고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바

권현중 스마트다이버 운동이 몬줄 잘 모르지만 참여합니다.

다에 가서 물고기잡고 조개잡는 사람을 다이버라고 하

정다영 스마트다이버 운동 지속적인 스쿠버 다이빙 환경 이 이루

지 않습니다 어부입니다 제발 다이빙을 모르는 사람이

어지려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다이버

-다이빙하면 뭐 잡을수 있어요7" 라고 물어보지 않고

들에게 아름다운 스핏을 지켜주는 운동을 지원합니다

‘다이 빙하면 무엇을 볼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게 당

흥찬정 다이빙 가요 ~ 스마트하게~

연한것인 한국의 다이벙문화를 기대합니다. “다이버는

이은경 정말 취지가 좋네요， 더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해 주셨

어부가 이닙니다*^^*?

최재흔 해양 생물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무분별한 포

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장현국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

획과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해양환경이 병

강형길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을 즐기세요

들어 갑니다. 다이버 여러분들~ 해양은 또 다른 생활 환

윤경호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경애 일부입니다.

오대석 스마트 다이벼 운동에 동참합니다 !

김형철 계도기간과 많은 단체에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김진형 모든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리와 성

하는 바람이구요~저 또한 투어오시는 다이 버 님들에게

게 같은 다른 해양생물에게 영향올 주는 것들은 제거하

먹거리다이빙를 안해도 숍에서 서 비 스에 질을 높여 눈

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과 입이 즐거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하며 손님

노정호 함께 한다는 말의 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다

을맞이하겠습니다”

빌려 쓰는 자연을 그대로 다음 다이버에게 전하고 싶습

유병진 ^^

오이환 좋은 생각이 고，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

니다
박수민 스마트한 그대들이 선택한 스마트 다이버.

날까지 계속 진행하여 이번 기회에 다이빙 문화를 바꾸

고 아름다운 해양 생태를 지키자 하는 운동에 적극 동

도록합시다- η

강현주 우리나라 바다도 풍성하고 아름다워 지도록 스마트다이

참하고싶습니다‘
박상윤 건전하고 깨끗한 다이버가 되길 바라며스마트 다이버

버 동침합니다.

이종순 스마트 다이버 그린다이버가 됩시다!! 국내다이빙의 활

더욱더 즐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근행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 다이빙 할

성화를 위하여--화이팅!!

때마다 건강하고 즐겁게 다빙했음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은영 스마트 다이버 운동 파이 팅! !!

도동참하세 요

권명성 동참합니다

스쿠바몰 다이벙 한사람으로써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윤민기 스마트 다이바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서동성 동참합니다

조형배 모두가 스마트하는 날까Àl 셔

조재형 우리모두 스마트 다이버가 됩시딩 ”

김지슬 정말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다이버

정현욱 스마트다이버 동참합니다

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성경절

운동이며. 많은 다이버들이 스마트 다이벼 운동에 공감

문승현 스마트 다이버가 됩 시다 ..... _^^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집이 없는 다

고동주 건전한 다이벙 문화를 만들고 먹거리 다이빙을 근절하

이벙 문화가 꼭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김근영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으로써 너무 좋은 취지의 운동이
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이제 시작한 오픈워터입니다. 다이벙 시작과 함께 좋은
운동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적극동참합니다*^^*

여 떳떳한 해양다이빙 세계를 위하여 동참합니다
김형수 진작 동참했어야 할 운동으로 제 스스로도 배 울때부터
주장했던 운동임. 지금도 누군가가 다이벙에 대해 먹거
리로 얘기하떤 자존심상 그냥 지 나치 지 못함.
임재현 같은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좋으네요?

김종문 스마트다이버씨

권혁칠 늦지 않았지요? 동참 합니다 -

이제흔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천세은 동참합니다?

배종환 그냥 보는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김형수 동참합나다.... 조은취지의 스마트운동

적극 참여하고 홍보할 겁니다

김재영 스마트 다이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띤 합니

이 홍

이태형 먹는다고 그때 뿐인데 - ‘ ^^

황동하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

다^^

김애숙 스마트 다이버운동 동참합니다.

^^

최나리 순간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꿈팝니다

전은숙 저도 물속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우리나라 바다

이재두 스마트 운동 동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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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환경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지윤 동참합니다.

이창우 스마트 다이버/그린 다이버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서 영

이상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_ . . . _--

광입니다 구핀 이번에 어드밴스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

박장우 좋은환경을 물려줍시다 ....................................... .....

어 이전 글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 눈에 흙

김기준 항상 바쁘고 번거러워서 보기만 했는데 동참합니다

이 들어가는 그닐까지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전장식 강사님들부터 솔선 수범합시다-채윤석 아끼고보호하는 만큼 바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
을줄것입 니다

김영현 좋은 캠페인 입니다 스쿠버다이빙과 어로활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다수

=7견

김형진 아름다운 수중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1
박홍구 바다의 아름다운 향기를 영원히

성기택 아름다운 여행을

-

’

권병하 보호하면 ‘보물 잡아먹으면 ‘괴 물.

의 레져 다이버 들에 게 피해가 가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

이현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면좋겠습니다

박성진 이제부터 스마트 다이밍입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강연주 아름다운 바다를 오래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김영우 스마트 다이버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계원 바다가 있음으로 인간도 공존하는것입 니다 잘보존해서

박승안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다이버들이 많이 찾아오는 국제적

인 다이브 리조트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세에 물려주었으연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해저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승표 수중생물의 채취나 사냥은 우리 스스로 다이벙 터전을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이빙 문화와 자원보호

황폐화 시키는 자해행위입니다.

법규가 필리핀이나 태국같은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훨씬

이준석 언젠가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환경보존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박윤석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김성흔 세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갑니다 한국이 어떤바

윤영섭 수고하세요

다가 될지 앞으로 다이버들이 앞장서서 동님아나 남태

조민경 세월 외엔 아무 것도 죽이지 말고 사진 외엔 아무 것도

평양바다 보다 더 좋은 바다를 만들수 있을것 같습니

지니고 나오지 말고 내 블 외엔 아무 것도 남겨두지 말며

다 바다랑 가장 친한 다이버들이 스마트한다이버가 된

추억 외엔 아무 것도 갖고 떠나지 말자

다연 우리나라 바다가 더욱 더 아름다워질수 있고 세계

유재성 동참합니다 !!I!

적으로 찾는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임니다 .Smart Di\'e

윤동원 스마트하게 다이벙 슈--웅-----_ .....

or Die I!I!"

김기운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고 보다 즐거운 다이빙을 위하여

조칠제 우리나라도 외국바다처럼 해양생물이 다이버를 외띤하

모종국 바다 를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이지원 모두가 바다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간절

지 않았으면 해요~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 화이팅

히 바라며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신용수 자연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네요 우리부

터 자연을 사랑하고 물을 사랑합시다，

흥창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쁜 환경으로 접어듭

니다.

심은숙 인간과 자연은 동둥합니다 바다를 해치는 것은 스스로
를해치는것과같습니다
황 익

정봉길 -함께 지키면 더 행복한 바다를 만든다
한 우리의 바다를 지컵시다

자연과우리는하나입니다

이기석 쾌적하고아름다운바닷속풍경 함께 만들어 가요

고경상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하석일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바다환경 을 후대를 위하

박영민 동참합니다. 후대에 물어주기 위해서‘

여 잘보존해야겠죠?

이천종

깅견

이칠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박금옥 바다는 우리의 office l ^^

조의상 수중환경 보호 또한 우리들의 몫‘ 수중환경 자원 보호

앙재혁 핫팅

가 우리의 안전을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길입 니다 잠시

이재우 동참요-

스쳐지나가는 사람이 자연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

김혜림 후손에게 이쁜바다 만들어 줘요----_ ...........

지않겠습니까.

유선희 다이벙인구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미경 우리 나라도 외국처럼…“”
정 봉

다이벙 문화향상을위해

김용수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듯한 느낌 ‘
모계숙 동참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늘 보고싶어요

한성식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앞장서는 스마트 다이버가 많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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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흔 단체불문 서로 존경하는 다이버가 되길 바라면서 ..

흥찬정 스마트다이버~
오승표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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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DIVER지는

24년 동안 광고주의 도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항상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고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 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scubadju~r
www.scubadi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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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임스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에 주연인 디카프리오가 만일 드라이슈트를

글/사진 정상우

입고 있었다면? 아주 싱겁기는 했겠지만 영화는 슬픈 이별 없이 해피엔딩으로 아름답

마린마스터 대표

게마무리되었을것이다

PA미 코스디렉터 #81698
PADI 드라이슈트 스떼셜티 강사 트레이 너

오래전 이 영화를 보면서 추위에 딸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도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며 오한을 느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뇌는 추위가 한계치에 이르면 오한을 느끼게 하여 인체에

사용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한다. 신체의 변화로는 체온이 저하되

능숙하게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따뜻하고 편

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여러가지 심각한 증상들과 함께 심장

안하게 다이빙을 하게 되며， 체온저하를 예방하기 때문에

에서 가장 먼 부분에서부터 손발저림과 마비 현상이 오며 ，

잠수병의 위험이 줄어들고，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여 탈진이

이어서 가장 앓은 혈관인 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

나 판단력 상실 등을 예방한다 특히 추위에 약하고 편리함

게 되어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체온유지는 인간의 생명

을 원하는 여성다이버들애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슈트인 것

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아주 중요한 것이

이다

다. 그러하기에 다이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이빙
안전 수칙중의 하나인 추위와 싸우지 마라 ! " 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이-야 할 드라이슈트 다이빙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만일 더욱

다이 빙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수온이 낮은 바다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스페셜티 드라이슈트 다이빙에

서 5mm 슈트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얼

서 여러분 주변의 드라이슈트 경험이 많은 드라이슈트 스페

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차가운 수온

셜티 강사나 강사트레이너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 줄

에서 다이빙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이빙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람도 나오고 국내 다이빙은 포기하고 수온이 따뜻한 열대
바다를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 바다환경 에 서 추위와 싸우지 않고 안전

드라이슈트장비의선택

하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일부분이나

조성되었는데， 바로 양질의 드라이슈트들이 개발되었기 때

80년대 후반에는 몇몇 여유 있는 선배 다이버들이 바이

문이 다 기존의 드라이 슈트의 불편함을 많이 보완한 편리한

킹 등의 고가 수입브랜드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하면서 시작

제품들이 출시된 것이다 보온성이 뛰어나고， 입고 벗기가

되었고， 90년대 초 국내에서 제작한 네오플렌 드라이슈트가

수월하며， 가격도 저렴한 다양한 종류의 드라이슈트들이 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선을 끌었으며， 지금은 신축성

교적 차가운 우리나라의 수온에 서 다이 버 들을 보호해 줄

있는 네오플랜원딘과 다양한 원단의 웰 드라이들로 국내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것은 처

서 만들거나 수입되어지면서 드라이슈트 시장은 점차 확대

음부터 적절한 사용방법과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

되어갔디

험 많은 상급 다이버 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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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은 주재료인 원단과

방수를 위한 썰， 지퍼， 압력균형과 부력조절을 위한 벨브시

싸이즈

스템과 드라이슈트 내의이다 여기에 추가로 부츠， 멜빵 후

싸이즈는 무릎을 꿇기가 편해야 하고 몸을 뻗고 구부리기

가 편해야 하는데 가랑이가 복 맞으면 작은 것이다. 썰을 트

드. 장갑 둥이 있다. 꼼꼼히 살피고 선택해야 한다.

리밍할 때는 목에 꼭 끼어 경동맥동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단

조금씩 목에 맞추어 자른다 썰의 종류와 신축성에 따라 다

그 중 원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유는 원딘의 종류에 따라

르지만 목둘레보다 약 15% 정도 작으면 적당할 것이다 썰은

열의 전도를 차단하는 절연성과 보온성， 활동성， 내구성이

일반적으로 라텍스나 네오플렌을 주로 사용하는데 라텍스는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서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축성이 좋아 입고 벗기가 네오플렌 보다 쉽지만 내구성이

다이버가 노출되는 수온과 시간， 사용빈도， 움직임 정도

약하고 앓아서 보온효과가 떨어진다.

등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맞는 드라이슈트 원단을 선택하
는것이중요하다

부츠

부츠의 싸이즈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너무 크면
펀리성

발쪽에 공기가 몰렸을 경우에 부츠에서 발이 빠져나오는 상

다음은 편리성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 지를 결정해야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리발을 사용할 수 없기

한디 썰은 네오플랜과 라텍스， 합성실리콘이 있다 지퍼형태

때문에 수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는 앞지퍼와 등지퍼가 있으며 재질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부츠는 일체형 부츠와 독립형 부츠가 있고， 수온에 따라서

드라이슈트내의

손목

드라이슈트 내 의는 사용하는 드라이슈트의 원단에 따라

밸브， 어깨밸브， 주입벨브와 호스의 형태， 배기밸브의 기능

차이가 있고 종류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따뜻함을

성， 주머니위치와 주머니유무 둥이다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기층이 있어야 하며， 습기에 젖

네오플렌글러브와 잭업링글러브를 선돼한다. 그 밖에

어도 보온성능이 유지되는 원피스가 편하다. 보프라기가 지
수선과제조업체

퍼나 밸브에 끼어 누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프라기

수선과 제조업체도 중요하다‘ 수선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가 생기지 않는 원단이 바람직하다 포켓이 있고 세탁이 쉬

따라 수리관리가 잘 되는 드라이슈트 전문업체인지 수리비

우면더욱편리하다.

용과 품질보증기간은 어떠한지 둥을 살펴보아야 한다.

2011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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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의 세척과 보관 방법

다이벙 기술은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슈트보다는 좀 더 세심해야 하는 드라이슈트의 외부 세척

드라이슈트를 입기 전에 모든 장비의 셋팅이 완료되었는

은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는 듯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

지 확인한다 슈트는 몸에 밀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잡

장 편리하다. 특히， 지퍼부분을 청결히 씻어주어야 하며， 밸

아당겨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라이슈트는 일반적인

브를 작동하면서 안에 잔류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도록 한

편안한 옷처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다 방수되는 부분인 찔

다. 이미 벗은 상태리면 안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퍼

은 비교적 약하고 누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와 썰을 고무줄로 묶고 세척한다. 라텍스썰은 연한 비늦물

입어야 한다. 반치나 목걸이， 손톱 등에 걸려 찢어지는 일이

에 씻어 인체의 지빙질이 고무를 부식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없도록 주의하고 양팔을 넣어 먼저 입고 엄지를 제외한 양

실리콘 윤활제를 라텍스썰이나 지퍼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

손 손가락 8개를 목썰에 넣고 벌려 머리부터 입으며， 드라이

한다 실리콘 성분이 접착면의 접착력을 약히케 할 수도 있

슈트 내의와 모발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기 때문이다 지퍼에는 양초를 바르고 썰에는 건조상태에서
파우더를 뿌려 지퍼가 구겨지지 않도록 열고 통풍이 잘되는

등 지퍼의 경우 짝의 도움을 받아 채우고 반듯이 완벽히

곳에 보관하되 지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옷걸이에 걸어서

잠겼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드라이슈트 지퍼의 중요성

보관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드라이슈트

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만일 지퍼가 제대로

에 적용되는 방법이지만 모든 드라이슈트 제조사는 자신들

잠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편안한 다이벙을 하기가 어려울 것

의 특정제품에 대한 관리법이 따로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장

이다. 제대로 입었다면 슈트안의 공기를 빼주기 위해 몸의

사항을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세를 웅크린 자세로 목썰을 열거나 배기밸브를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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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를 선택할 때는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분

서있는 자세(권장하지 않는 자세)에서는 과다한 공기가 목쪽

산시키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면 력렬리즈가 가능한 통합웨

으로 몰리는 현상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이트， 허리벨트를 이용한 주 혜이트와 1 키로 내외의 고정웨

때는 언제든지 BCD로 적절히 부력을 분산시켜 주어야 하기

이트를 BCD나 발목에 걸 수 있는 형태로 분산시킬 수 있다.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인플레이터 벨브에 과도한 공기유입

왜이트의 양을 체크하는 방법은 슈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으로 부력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드라이슈트안의 공기층이 더 많아 부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필요하다- 인플레이터 호스를 제거하는 훈련과 급상숭이 유

을 고려하여 웨이트를 추가시키고 수면 눈높이에서 적정량

발될 때 상승방법 둥의 여러 훈련들을 제한수역에서 충분히

을 체크한다 처음 물에서 연습할 때는 실린더에 약 50바의

연습하고 제한수역에서 배운 스킬을 복습하고 실제에 적용

공기가 남았을 때 5미터에서 편하게 안전정지를 할 수 있는

하는 중요한 트레이닝은 개방수역에서 해야 한다.

지를 수영장 퉁의 제한 수역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웨이트를 추가시키는 것은 다이빙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

다이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추위이다
가끔 초급다이버들이 가장 먼저 구입해야 하는 장비가 무

드라이슈트 안의 공기를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엇이냐고 물어본다. 그들에게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드라이

슈트다! 라고 가급적 그들에게 추위 때문에 오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드라이슈트는 수면과 수중에서의 부력조절 방법이 다르다

들에게 드라이슈트를 제일 마지막에 구입하라고 말하는 것

일반적으로 수면에서는 BCD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슈트안

은 결국 따뜻한 물에서만 다이빙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

의 공기가 목부분을 압박하여 불면함을 주며 몸에 균형을

다. 한국바다의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추위가 없는 따뜻한

잡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BCD에 공기를

남쪽 바다를 동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이벙 참여 빈도

빼고 하강과 동시에 드라이슈트 압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

가 점점 낮아지고 결국 다이빙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기 때

결해야 하며， 하강 속도를 조절하고， 공기충을 만들어 체온

문이다 강사 스스로가 드라이슈트를 입지 않는다 하여 초급

을 보호하고 부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드라이슈트에 공기를

다이버가 드라이슈트를 입는 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

조금씩 주입해야 한다. 수중에서의 부력조절을 드라이 슈트

다면 따뜻하게 우리바다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

로 능숙하게 하며 유영을 하거나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 공

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다이빙 강사들은 잊지 말아야

기가 드라이 슈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

한다. 우리 다이빙의 모태는 우리바다에 있음을 말이다. 해

트롤 하여 필요한 곳으로 공기를 보내야만 균형을 잘 잡을

마다 이즈음에는 다이빙업체나 단체에서는 각기 멋진 드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편안하게 할 수

이슈트를 홍보하면서 드라이슈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홍

있다

보하는 시기이다. 여러분의 학생다이버들이 아직 드라이슈트
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이 필요한 시

하지만 가끔은 발쪽에 몰린 공기를 빼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충분히 하강하여 앞구르기 방법으
로 발쪽에 공기를 배기 밸브쪽이나 비상시에는 썰 쪽으로 배

기인것이다
이제까지 드라이슈트 다이빙의 탑으로 기본적인 몇 가지

를언급하였다.

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드라이

여러분 주변에 다이버들이 모두 자신의 드라이슈트를 입

슈트로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조절한다고 하여 BCD를 착용

고 따뜻한 다이빙을 하는 그날이 우리 다이빙 산업발전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나다 드라이슈트에 썰이 찢어지거

한국 다이빙의 전성기를 맞는 날일 것이다. 대한민국 유능한

나 지퍼가 고장 났을 경우 웨이트를 버리는 것만으로 상숭하

스페설티 드라이슈트 강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는
가급적 저항을 줄이는 유선형 트림자세로 공기를 등쪽에 분

산시켜 다이빙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깊은 수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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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다이빙

2000년대 초기만 하여도 테크니컬 다이벙 (Technical Diving) 즉， 텍 다이빙 (Tec D iving) 이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특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고， 일반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다이버들은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젠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전체 다이벙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다이버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그 수
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은 동해안의 몇몇 리조트에서도 주말마다 테크니컬 다
글/사진 유재철
Halcyon Korea 대표
SSI Txr 트레이너
GUE Tech 2 diver

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필자는 지닌 2004년도부터 다양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테크니컬 다이빙에 관한 내
용을 단편적이었지만 여러 차례 소개하였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빙이 발전함에 따라 내용도

일부 바뀌었다. 따라서 필자가 그동안 테크니컬 다이벙을 교육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크

니컬 다이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있는 다이버들을 위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테
크니컬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이 칼럼의 연재를 시작한다

230

Scuba

Diver

저11부.

터에 표시되어 있는 감압표시가 사라질 때까지 컴퓨터에서

테크니걸다이빙이란?

지시한데로 낮은 수심에서 감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더블 탱크를 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스페셜티 다이빙으로 나이트록스

고， 옆구리에 감압 탱크나 동굴 내부를 스테이지 탱크를 달

다이빙 과정이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질소 흡수를 적게

고 다이벙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재호흡기도 사용하고， 토잉

하여 다이벙 시간을 길게 한다 나이트록스란 호흡하는 기체

(Toeing) 스쿠터를 타고 다이빙을 하는 것도 테크니컬 다이

의 산소 비율을 높여서 다이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테크니컬 다이벙이

호흡하는 육상의 공기는 대략적으로 산소가 21% 질소가

라 하면 동굴 다이빙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79%의 비율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산소와 질소의 비율을 조

통굴 다이빙보다 바다에서 행해지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더

절해서 다이빙을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들이 있다 예

많다

를 들어 산소 32% 질소 68%의 비율로 만들어 다이빙을 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테크니컬 다이빙

면 질소가 줄어들어 감압 테이블로 따져보면 무감압 시간이

을 배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늘어나고 수면 휴식시간과 비행기 탑승 시간제한이 줄어든

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처음 입문할 때도 나름대로 계기

다 당연히 인체에도 질소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가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이트록스 과정은 3-4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예전에

엄격히 말하면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 중에 약 60% 이상

필자가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1빅- 2일이

은 이미 약간의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

였고， 강사 과정은 2박 3일 정도 걸렸다. 그 때에는 나이트록

다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스가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생각하여 위험 부담이 많아서

같은 형태의 다이벙이기 때문이다. 다이빙을 하다보면 물속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시간

에서 좀 더 깊이， 좀 더 오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아

이 지나면서 나이트록스는 일반 교육 단체에서 가르치는 스

마도 많은 다이버들은 30M 이상의 수심을 싱글 탱크로 다

폐설티 과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일반적인 나이트록스

이벙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컴퓨터에서 감압에 대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이빙하는데 많은 장점

한 경고나 메시지가 표시되면 대부분이 상승하는 중에 컴퓨

이 있다. 특히 이러한 나이트록스 기체를 적절히 잘 이용하

면 감압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는 테크니
컬 다이빙의 시작이라고볼수 있다

다이빙을 할 때 수심을 깊게 타거나 장시간 머무르게 되
면 싱글 탱크로는 공기의 양이 모자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탱크 두개를 묶어서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이빙을 끝내고 상승할 때 감압이 필요하다. 일단 더블 탱
크를 사용하게 되면 싱글 탱크와는 달리 더블 탱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블 탱크는 더블 밸브가 필요하고， 더블

밸브 또한 가운데 연결 장치가 있어 이러한 더블 밸브를 다
루는것을배워야한다

무엇보다도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때는 감압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블 탱크 다이버들이 감압을 빨리 끝내
려면 일반 공기보다 질소의 비율이 적고 산소의 비율이 높은
공기로 호흡해야 감압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

연스레 더블 탱크에 들어있지 않은 산소의 함유량이 많은

감압용 가스가 들어있는 탱크를 옆구리에 차고 다이빙을 하
게되었다

이렇듯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와 이론이 생겨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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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최고의 다이빙 명소
*
*
*
*

경포대 앞바다의 다양한 인공어초와 자연찜
난파선 다이빔을 비롯한 160여개의 포인트
전전후 전용 선착장 한비
140 마력 콤비보트 2 척으로 포인트까지 10 분 이내 도착

*

20여명 수용 가능한 단체방 /4-5 인용 밤갈로 2 동

- TV , 에어컨， 화장실， 부엌 시설 완비

*

다이버 휴게실과 넓은 주차장 등 각종 편의 시설 구비

중에서 더 깊은 수심을 정복하고， 더 오래 수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 이루어지는 다이빙을 테크니컬 다이벙
이라 정의한다. 테크니컬 디-이벙은 이러한 다이버들의 진보

적인 욕구에 걸맞은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다이버들의 도
전과 모험정신을 충족시켜 주게 되었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전혀 다른 종목의 레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을 그저 레벨에 맞게 조금 연장하는 다이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

30M

정도의 수심에서 무감압으로

20분 이상 다이빙을 계획한다면 싱글 탱크로 다이빙하는 것
보다 더블 탱크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안
처하지 않을까?

스페셜 스쿠버 다이빙이란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어떠한 수심에서도 체류하는 기간

이 훨씬 연장되고， 수십자체도 보통 30-40m 이상이며， 혼합
기체를 사용하며， 또는 다른 형태의 다이벙 장비도 사용하
τ 다이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전문 다이벙 영
역에포함시킨다

다이빙을 다양하게 즐기려면 테크니컬 다이빙에 도전해

보라.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익히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이빙 기술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다이

빙의 안전을 높이고 기존의 다이빙과 다른 스릴과 흥미를 배
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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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는 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류이다. 이놈은 사람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잔인하게 내치기도 한다.

초보시절 처음 팔라우에서 조금 센 조류를 만난 적이 있다 갑자기 가슴이 덜킹 내려앉더

니 급 당황! 앞의 사람을 아무리 쫓아가려 발버퉁을 쳐도 폼은 예상치도 않은 방향으로 흘
러간다. 점점 앞사람과의 간격이 벌어지니 두려움에 혈압이 오르고 가슴은 풍광콩광하고 마
치 폼이 획 날아가 버렬 것 같은 상상의 날개가 활짝 펴지고 그 상상 때문에 더욱 더 무서워

진다. 하지만 오직 살겠다는 일념하나로 일행을 쫓아가 앞사람의 아무데나 잡았다 물귀신 작
전이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이건 아니구나 싶은 순간 버디

와 눈이 마주쳤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말로는 못하지만 상황을 눈치 겠는지 손가락을 아
래로 향하였다. 바짝 붙으라는 것이었다 몸을 낮춰 산호가 상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잡으
며 조류구간을 무사히 빠져나가니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마치 죽었
다 살아난 것처럼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고， 뽕11마지게 오리발을 갔더니 숭이 가11아서

혁혁대다가 일찍 감치 공기가 종이 나 버렸다 대부분 초짜 때는 겪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
놀라서 당황한다. 이것이 조류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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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이빙 횟수가 늘어날수록 웬만한 조류에는 조금씩 적웅하기 시작했

다 같은 방향의 조류에 는 몸을 맡기 며 설렁설렁 지 나가고 반대 방향은 킥을 요령있게 차는
법도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조류의 세기가 늘 다르기 때문에 조류를 만나면 항상 조심해서
다이벙을 해야 한다. 정말로 센 조류를 만나면 또다시 두려움이 오기 때문이다.

한번은 제일 조류가 심하다는 팔라우의 펠릴리우 익스프레스를 입수하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마스크가 얼굴에 꽉 끼더니 조류의 느낌이 수상하였다 버
디인 초찌-7} 바짝 긴장한 모습이 보이 니 지난 시절 가슴이 벌링벌렁했던 기억도 떠올랐디 조

류가 심한 곳은 대형 물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늘 볼거리가 많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
을 무릅쓰고 서서히 목표했던 지점으로 향하는 데 웬지 조류의 세기가 심상치 않았다.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이 풍진 풍파를 헤치고 간신히 도착하여 바위에 조류걸이를 걸고 지탱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벼락인가 조류가 더욱 거세지더니 마우스와 수경이 자꾸 벗겨지려고 한

다 생명줄과 같은 것이 위협을 받으니 있는 힘을 다하여 수경은 손으로 잡고 마우스를 꽉 깨
물면서 버티고 있었다. 차가운 기운 때문에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오직 살겠다는 일념하나로
손은 바위를 꼭 움켜잡고 얼굴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조류가 조금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렀다. 구경은커녕 머릿속은 온통 불안감만 가득하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
자기 이럴 때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여 고개를 잠시 들어 고기들을 바라보
니 이 들 또한 조류가 너무 세니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어서 이 환란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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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지나 나나 별다
를 바 없었다 이런 조류를 만나면 이-무리

대어가 나타난다고 해도 심리적 불안김으로
인하여 볼거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10분
정도 머무른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왜 이리
긴지 ..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가이드

를 쳐다보아도 아무런 신호가 없다 소리쳐
서 그만 가자고 하고 싶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멤버들의 상태도 알 수 없어
오직 가이드의 신호를 기다릴 뿐이었다. 한

참을 지나도 조류의 세기가 줄지 않자 가이
드가 한꺼번에 움직이자고 신호를 보낸다. 모

두들 신호에 따라 잡고 있던 곳에서 손을 놓
으니 마치 고무줄 펑겨지는 것처럼 몸이 휘
익 날아간다 몸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핑하고 날아가니 내가 마치 미사일이 된 듯
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묘했다 이런 조류를

탈 때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과 불안
한 마음， 또 한구석에는 웬지 통쾌한 느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 한참을 움직이다 보니
조류의 속도가 줄었다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니 금세 웃음이 나오며 장난기가 발동
하여 팔을 벌려 나는 베 트멘이다 라고 소리

치며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바다속에는 이렇듯 변화무쌍한 움직임들
이 있다 조류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갑자

기 냉수대가 흐르기도 하고， 위아래로 흐르

는 상하향 조류， 양방향으로 세게 흐르는 조
류， 회오리 처럼 벙벙 도는 조류 등 조류의 종

류， 세기. 속도，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한 조류
가 존재한다. 바닷속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다， 늘 편안한 길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우리
가 모르는 세계에도 어떤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일단 조류를 만나면 벽이나 바
닥으로 바짝 붙어서 되도록 조류의 영향을 덜 받거나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

이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급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잡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잘
못하여 생명줄인 호흡기 등 안전장비 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불안하거나
조류를 못 이기면 가이드나 경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다른 멤벼들까지 어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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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그위대한이름이여-멀미와구토

]

필리핀에서 처음 다이빙을 한 후 첫 번째 여행지로 피지행을 택했다 샤크피딩을 하는 곳

이다 장장 10시간을 비행기에서 뒤척이며 허리가 아파 지철대로 지철 즈음 목적지에 도착했
다 도착 후 좁디좁은 승용차애 몸을 구긴 채로 3시간 드라이빙， 이미 뼈들의 반란은 시작되

었고 혹사되었다고 느꼈는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몸이 펴지지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난
관을 헤치고 도착한 곳， 사진속에서나 본 것 같은 열대의 그림같은 리조트가 나를 반기니 그
동안의 고생은 저리로 . 와! 이제부터 갑자기 고상이 내 몸에 착 달라붙더니 그 분위기에 맞
는 제스처가 나온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성수기 때가 아니어서 이곳의 날씨는 오후민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오전에만 2회 다

이빙을 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2회만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바다가 날 반기
지 않으니 어찌하랴. 며칠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샤크피딩을 하는 날이다 일주일에 두 번 화‘
금요일에만 샤크피딩을 하기 때문에 다이벙 일정을 잡을 경우 이 요일이 반드시 포함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송매체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보았던 모습을 실제 본다고 하니 기
대 반， 불안 반이 휘감고 돌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는데 파도가 높아 엉덩이도 풍콩， 속도
울렁울렁， 중심도 잡기 어려워 손에 힘을 꽉 주어 배를 잡고 가는 도중 갑자기 자비의 마음
이 가득 차더니 물고기에게 끼니까지 챙겨주었다 이렇게 고난을 뚫고 도착하긴 했는데 멀미

를 하여 속이 내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입수를 하였다 20m정도
피딩을 하는 장소로 내려가서 먹이통 근처에서 빙 둘러 자

리를 잡았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가이드가 고기를 꺼내 비
릿내를 풍기니 상어들이 서서히 몰려들었다 이들은 이미 밥
상 차리는 시간과 장소를 잘 아는 것 같았다. 생전처음 상어

를 접하니 갑자기 죠스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고 돌았다 몸
은 완전히 초긴장상태로 막대기가 되었고 긴장하여 숨까지
쉬기 힘들었다. 무섭다， 혹시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내 다리
를 확 물어돋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지?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과 상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타이거

상어 한마리가 고기를 받아먹고 쓰욱 구경하는 다이버들 사

이로 다가온다 눈을 감았다 살짝 뜨니 벌써 저만치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공포에 질려있다 보니 답답한 속의 메스꺼웅
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계속 불편하였던 속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친다 토할 것 같다 아니 토해야 살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여기는 물속인데? 갑자기 다급해
져서 버디에게 속이 안 좋다고 수신호로 표현을 했는데 나

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
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서서 샤크피딩하는 장면을 바
라보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 머
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혼자 해결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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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어떻게 하나? 참자 참자 그럴수록 속은 더욱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간다‘ 우선 침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이빙교육을 받을 때 를 상기하며 숨을 내 쉴 때 마우스를 빼면 되
겠다 싶어 마우스를 빼고 구토를 하였다가 다시 들이쉴 경우에는 입에 물었다 이렇게 몇 번
을 하고 나니 속이 조금 차분해 졌다. 버디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든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침착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

지 깨달았다. 만일 너무 놀라 급상승을 하거나 물을 들이키거나 했다면 ‘ 생각만 해도 아찔
하다

이것은 교육의 효과이다 이 론교육을 받을 때 항상 원리를 생각하라던 사부의 가르침에 당
황한 순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초짜의 침착함에 사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멀미는 기본적으로 배를 타면 생기기도 하고 바닷속에서 서지나 조류를 느낄 때 일으키기
도 한다 멀미가 심해지면 물속에서도 구토가 나온다， 바닷속에서 구토가 나올 때는 잘못하

면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멀미
가 심한 사람들은 미리 멀미약을 복용하는 것이 다이빙 을 즐길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스쿠바 다이빙은 리 스크가 높은 스포츠이기에 평상시에 철저 하게 교육을 받고 기본사항
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리를 생각하며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 어 느 틈에 불행이 함께 할지
모른다 아직까지 바다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곳이 아니기에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은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들의 생태， 조류의 종류， 강사의 지적사
항 등은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나의 안전한 다이벙에 큰 힘이
되어 줄 것 이다 여하튼 고기들에게 보시도 하고. 사부에게 칭찬도 받고. 상어에 대한 두려움

도 떨치고 긍정적 인 면에서는 소득이 많았다

〔부주의의말로 상처
필리핀에 한 달 정도 사진찍기 위해 머물렀던 사람이 한국
에 돌아왔는데 다리가 무슨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퉁퉁 부
어있고 피부가 볼록볼록 무슨 괴물처럼 부풀어 올라있었다.
깜짝 놀라 물어보니 히드라에 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몸속에서 스스로 독에 대
한 면역이 생길 때까지 지내다 보면 가라앉는다고 한다 누군

가가 옆에 온다면 다들 슬슬 피해버릴 정도이다 비상시에는
식초를 바르면 가려움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듯 바다속의 생물에 대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으니 맹

독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상시 바다 생물에 대한 정보나 생태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

하다 라이온 피쉬는 그 화려한 망토끝에 맹독이 있다고 하

고， 곰치는 그 귀여운 이빨사이로 독이 있고， 말미잘과 히드
라는 촉수 끝에 독이 있고， 성게， 해바라기 불가사리， 불루링

옥토포스 등 수 많은 종류의 수중생물들이 자기만의 보호
수단과 먹이를 잡기 위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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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경우 실수로 접촉이 되면 심 하게 상처를 입 고， 심지 어 는 목숨까
지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런 경우로 인하여 부주의 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첫째， 이미 알려져 있는 바다속의 생물에 대 한 정 보를 공부하여야 한
다. 어떤 생물들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 모습과 습성 을 파악해야 한다.
다이 벙 기술이 서툴다거 나 조류가 심하여 바닥에 붙을 때 ， 사진을 찍으

려고 생물에 접근할 때 등 인지 못하는 사이에 접촉이 있을 수가 있으니
늘 경 계 하고 살펴 보아야 한다

둘째 ， 바닷속의 생물들은 절대 로 손으로 잡지 말고 부득이 잡아야 할
경우에 는 반드시 장갑을 끼 어야 한다 발도 마찬가지로 부스를 신는 것 이
좋다 바다속에는 너 무도 아름답거나 귀 여 워서 만지고 싶을 정도로 신기
한 생물들이 많다. 보며 즐기는 것 이 다이 빙의 목적 인데 이상하게 도 이 러
한 생물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물들은 반사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면 방어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러 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물 이 딩황하여 물기 도 하고， 독을 쏘기 도 한다 되 도록 보는 즐거
움으로 만끽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셋째 . 바닷속의 생물에게 장난을 치거 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좋다
해 양식물들을 보존하고 지키 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다이버의

퍼|가수스
(PEGASUS)

기본수칙 이 다. 가끔 보면 바닷속의 생물에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
살살 건드려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괴 롭힘을 주며 즐거워 하는 경
우도 있다 생물에 대 한 특성을 제대 로 모르면 작은 생물이라도 자신을

방어하려 고 한다는 것을 늘 명 심 하여 야 한다

열대전용 8C.(무게 2.9kg! L’ 사이즈 기준)
다이빙이 더할나위 없이 심을해 집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백마운트 방식의
높은 부력율 강춘 메가구스 8C는 모든 조정이 가능하며
몸을 8C에 밀착시켜룹니다.

상어피 딩을 하는 어떤 곳에서 는 상어 가 흥분하여 주변에 구경 하는 사

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팔이나 다리 를 물기도 하고， 심
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아주 옹순한 돌고래가 관광

하이리프트 l'iI
(베GH UFT) 기존 전통 방식의 부력 주머니에 비히여
모든 사이즈가 보디 높은 부력을 제공합니다

객들과 같이 헤 엄을 치고 친밀하게 놀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사람을 무

는 경 우도 발생한다. 평소에 는 너 무도 양전하고 귀 염을 떨어 모두들 돌고

래에 대 한 긴징감을 늦추고 벙심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 돌고래의 심
기를 건드린 있었을 것 이다 산란기가 되 면 생물들이 민감해져 서 위 험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공격하기도 한다. 동물들은 자기 방어 심리 가 있어서

언제 무슨 이유로 돌변할지도 모른다 하지 만 모든 것들은 인간이 행한
행동에 기인한 방어행위라는 것 이 다 반드시 이 유가 있다고 한다 아무 리
길들여져 있는 것 같지 만 언제 어 느 순간에 인간과 다른 코드로 해석 하
여 덤 벼 들 수도 있다. 바다에서 는 그들이 더 유리하기 때 문에 상처를 업

백마운트 R
(8ACKMOUNTED) ‘ ..
높은 부력의 백미운드 부력주머 니는 행동의 제약이
없으며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 다

통합웨이트 시스템 힘
(MRS PLUS)
딘슴한 효뻔의 동직먼으로 통합웨이트 시스탱을
울르거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가수스 8C는 열대 바다용으로 특별 개빌된
띠"'다 파도가 높은 우리 Lf2.뻐|서는 모든

8C는 수연에서 부력을 잡기가
강사분과 상으|하여 구매하

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수중생물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과 그들도

다른 침입자들에 대해서 는 늘 경 계 하고 방어하며 자신들을 지 키 려 한다
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츠

marl! l

1F

J識d

교육참관기 @

미국플로리다에서의

커 l이브 스퍼 l셜타 교육 침관71

항상 다이빙투어는 나를 흥분시킨다.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서 나를 구해주는 산소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항상 나를 지켜주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다이빙이다.

이번 플로리다 케이브 다이빙은 지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작년에 멕시코 케이브 다

이빙을 다녀옹 이후 두번째로 케이브 다이빙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플로리다 하이스
프링으로 케이브 다이벙투어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번에는 케이브 스페설티 과정으로 케이번， 인트로케이브 풀케이브 과정을 모두 이수한

풀케이브 다이버와 동굴 다이빙 로그 50회가 사전조건이었던 만큼 팀원구성이 특별했다. 총
글/사진 권혁기
IDI/SOllnslruclα

Trainner #9186
Fa∞∞oklO: 없y Hyukki Kwon
YouTube 10: ID19186
Email: ann611 @ha nmai l. nel
Mobile: 010-9031-7825

4명의 교육생 중

TDI/SDI

오경철 트레이너， 성재원 트레이너， 오상준 다이버， 그리고 필자

그 중 3명이 트레이너인 참으로 이상적인 팀이다 오상준씨는 TDIERD과정을 이수하고 나보

다 많은 동굴다이빙 경험을 가진 텍다이버였고 오경철 트레이너는 200회 이상의 케이브다이
빙 로그수를 가진 베테랑 텍다이버로서 이번 5일간의 스페셜티 과정 이후 4일간의 케이브다
이빙 강사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또 성재원 트레이너 역시

TDI/SDI

본부에 사무국장으로

서 이번 팀에서 두 번째 케이브 다이빙 로그수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 동굴다이버이다. 팀에서
막내이자 케이브 다이벙 경험이 가장 적은 필자는 혹시라도 팀에 짐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이 되어 플로리다를 오기 전에 혼자서 많은 수영장훈련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왔었다

와우! 케이브 다이벙은 왜 나를 매료시킬까? 나의 첫 케이브 다이벙인 멕시코는 정말 잊

지 못할 기억을 나에게 심어주었다 처음 해외투어에서 만타를 보았을 때의 감동보다 몇 배

는 더 큰 케이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마치 눈만 감으면 생각니-는 첫사랑에 설레
임을 안고 계속하여 케이브를 찾게 될 것이다.

11 월 5일(토)

일행들은 올랜도에서 열리는 대마쇼(DEMA

Show)

참관을 위해 3일 먼저 출국했고， 오상

준씨와 난 오늘에야 비행기에 올랐다. 휴가를 며칠 더 내서 대마쇼도 관람하고 싶었지만， 휴

가 스케줄에 제약을 받는 직장인인 나에게는 대마쇼 관람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사질 이
번 투어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렵게 얻은 스케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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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비행기가 아틀란타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이게 끝
은 아니었고 올랜도(Orlando) 델타편의 출발시간과 게이트

를 확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델타항공사 비행기

로 올랜도로 고고싱!!.

여기서 한 가지 립. 대한항공과 델타는 스카이팀항공사로

서 인천공항에서 올랜도까지 짐을 붙일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에 연결 편은 스카이팀항공사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
면 수화물의 무게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게 된다. 단 1박 이

상을 하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주의해야한다

게인즈빌에서 1박 후 왼쪽부터 정의욱. 오상준. 필자 리차드， 오경칠

델타항공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열악했다. 금액이 싼 것
과 스카이팀이라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노후한 기체상태와

나는 케이브 스테이지 과정과 케이브

DPV 과정을 이수할

기내서비스도 거의 없었다. 자리가 협소해 오직했으면 이번

예정이었다. 아직 시차적웅이 안되어서 1시간 정도 밖에 수

에는 제발 날씬한 분이 옆에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을

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니 몹시 힘들었다. 케이브 다이빙 원정

정도이 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너무도 피곤하여 아무 생각

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시차적웅이다 시차로 인

없이 올랜도까지 한번도깨지 않고푹잠을잘수 있었다

해 컨디션 조절애 실패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맹버들은 여러차례 해외여행 경험을 통해
올랜도에서 하이스프링까지는 미니밴 랜터카로 두시간정

각자의 시차적응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도 거리이다 케이브 다이벙 강사인 리차드(Richard)도 큰 봉

고차를 가지고 와서 일행의 짐을 같이 날라주었다. 모두들

이론교육은 먼저 면책동의서와 건강기록부를 작성한 후

피곤한지 첫날은 간단하게 앞으로의 일정 이 야기만 나누고

각 과정의 다이버시험문제 풀이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론교

일찍장을청했다.

육 후에는 각자의 장비세팅을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교육생

들의 다음날 케이브 실습을 준비했다. 각자의 레률레이터， 호
흡기 종류， 세팅법， 저압호스 개수， 에로우와 쿠키 개수 및 개

11 월 6일(일) 이론교육 및 사전 서류작업
1일차 이론교육 및 장비 세팅

2일차케이브스테이지
3일차케이브스테이지

인별 주기확인， 릴의 종류와 개수， 랜턴의 종류와 개수， 각 장
비들의 장착위치， 슈트， 주머니 개수 등 아주 자세한 부분까

지 직접 확인하고 지도하는 동굴강사인 리차드는 배울 점이
아주많은강사였다.

4일차케이브 DPV

5일차케이브 DPV
6일차 "' 9일차 케이브 강사과정

수년전부터 우리와 인연을 맺어온 리차드는 NACD 국제

본부 담당 이사이며， TDI 풀케이브 강사 평가관으로 동굴
다이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참고: 케이브 스테이지 과정은 백마운트 또는 사이드마운트

형태의 동굴 다이버들이 측면에 추가로 스테이지 실린더들
을 장착하여 보다 많은 기체를 확보함으로써 더 먼 거리를

진입하는 동굴 스페셜티 과정이다. DPV란 다이버 추진 장치

(Diver Propulsion Vehicle), 즉 수중 스쿠터를 말하며 ， 케이
브 DPV 과정은 동굴에서 DPV를 사용하여 보다 먼 거리를

이몽하는 케이브 스페셜티 과정이다.

11 월 7 일(월) 스테이지교육 첫째 날
포인트

: III콕(Peacock Spring) #1

다이브타임
최대수심 :

평균수심
수온

94분

15.7m

:11m

21c。

201 1 N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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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다이빙은 케이브 펀다이빙 . 별도의 점프없이 골드

두 번째 다이벙 총이동 거리는 4，600피트(1.4km). 스테이

라인으로만 이동하는 다이빙이었다. 일종의 동굴 체크다이빙

지는 알루미 늄탱크이 고 메인 탱크는 스틸탱크(13리 터 )로 보

인 셈이다. 스틸탱크가 무겁고 스법 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

통 충전압력은 250바 기체는 기본 32%의 나이트록스를 사

는 힘 이 들었다. 케이브는 멕시코와는 달리 종유석들이 없었

용한다. 드라이슈트에 사이드 마운트이지만 웨 이 트는 전혀 필

다. 주로 스틸탱크들을 메인탱크로 사용하고 알루미늄탱크는

요 없었고 오히려 BC에 많은 부력이 필요했다. 사이드 마운

스테이지나 감압기체로 많이 사용했다. 이 스틸 탱크들은 기

트에 기본탱크에 스테이지 탱크 1 개를 추가로 장착하고 중성

본 충전압력 이 250바 정도인데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하기 위

부력과 트림자세 연습이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제였다 스틸탱

해서 당연한 듯 보였다 또한 많은 다이버들이 나이트록스를

크 경험이 많이 없는 나에게는 흥미로운 도전과제인 셈이다.

기본으로 사용한다 El에32 정도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무감압 한계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포인트 :nl콕(Peacock

을 포함한 트림자세 이다. 이는 단순이 멋진 자세만을 돗하는

Spring) #1

다이브타임
최대수심
평균수심
수온

동굴다이 빙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부력조절

: 116분
: 19.4m
: 13m

: 21c'。

것이 아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드라이슈트와 스틸탱크를

많이 사용한다. 스틸탱크의 무거운 중량은 오버웨이트 효과
가 있다 나 같은 경우 부틸 드라이슈트에 하계용 내피를 착
용하고 4-6Kg의 웨이트를 착용한다. 허나 이 곳에서는 별도
의 워l 이 트 없이 스틸탱크만을 착용한 것 뿐인데 10키로 이상

의 웨이트를 착용한 것처럼 무거웠다. 이런 상태에서 수심이
변할 때 마다 드라이슈트와 BC의 부력을 재빠르게 조정하면
서 트림자세를 맞추고 스테 이 지와 스쿠터를 사용하고 릴을
설치하기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꼭 통굴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영장에서도 오버웨이트를 통한 유
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다. 플로리
다에 대 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수영장에서 많이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또한 내 노하우라고나 할
까?

우리가 13리터의 스틸탱크를 사용하는 반면 강사인 리차
GUE본부 강의실에서 이론교육 전

드는 19리터의 스틸탱크를 사용했다. 또한 레이졸 하네스 시
스템과 유사한 하네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부력조절은 드라

이슈트를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트림자세와 중성부력
을 보여주는 리차I三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11 월 8일(호” 스테이지교육 둘째 날
포인트 . 오렌지 그로브(ürange Grove) - Peacock #1
다이브타임
최대수심
평균수심
수온

피콕 포인트 및 다이빙 브리핑 중 왼쪽부터 성재원 리차드. 오상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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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 19.1m
: 13m

: 21c。

진입과 출수가 150분 동안의 케이브다이벙이다 무거운 스

틸탱크에 장시간의 유영은 힘든 경험이었다. 더군다나 사이
드 마운트의 세팅자체가 알루미늄 실린더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힘든 경험을 통해
알수있었다.

오랜지 그로브(진입지점) - 첼린지 (1800피트) - 올센
(1400피트) - 피콕1(1400피트) 이동으로 총4600피트(약1.4

키)로 두 시간 반 동안 이동했다. 중간 싱크에서는 지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 소변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드
라이슈트에 소변(Pee) 밸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

._.-‘’‘·
-‘..

게느껴졌다.

......
- '’。

。”

저녁때는 리차드와 그의 부인인 스테이시와 함께 시내의

‘。--“110‘-...，.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갔다 그 곳에서 많은 케이브 다이버들
을 만날 수 있었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다들 오래된 친구

들처럼 격의 없게 편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다.

11 월 9일(수) DPV 교육 첫날

지니스프링에는 많은 입구들이 있다 데블스 아이 (Devil ’q

띠콕 동굴지도

Eye) , 데블스 이어 (Devil ’s Ear) 등. 이곳은 사유지여서 다른

곳보다 입장료가 비싼 반면에 각종 부대시설들이 매우 잘되

스프링에서의 첫 케이브 다이벙인 나와 오상준씨에게 리

어 있었다. 다른 분들은 예전에 동굴 DPV 과정을 이수했기

차드는 첫 탱크는 데블스 이어 에 서 입수， 스테이지 탱크만을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나와 오상준씨만 참가했다.

사용하여 다이빙을 하고， 두 번째는 DPV를 사용하여 다이
벙할 것을 제안했다. 스프링에서의 입수시 주의사항 및 요령

스프링이란 물이 솟아오르는 곳 즉 샘을 뜻한다. 물이 뿜
어져 나오기 때문에 입수시에는 역조류， 반면 출수시에는 조
류방향이 진행방향이 된다. 이런 스프링에서의 첫 다이빙이

등을 익히기 위함이 었다.
포인트 : 데블스 01어
다이브타임:띠분

라 기대가 많이 되었다. 또한 지니스프링은 많은 케이브 교

최대수심

육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브 중 하나이다.

평균수심 : 15.1m

마침 TDI와

26.2m

NACD 훈련담당관이자 우리에게는 오엠에스
드라이슈트 브랜드인 산티

데블스 이 어로의 첫 다이 빙! 스프링의 계략적인 설명과 주

의 모텔로 잘 알려진 래리그런도 만날 수 있었다. 세계에서

의사항 둥을 꼼꼼히 점검한 뒤 드디어 출발 수류의 속도가

가장 유명한 동굴다이버 중 한명을 보니 마치 어느 유명 가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었다. 사전에 리차드에게 핀킥은 사용

수의 팬인냥 가슴이 설레었다 어렵게 다가가서 말을 건냈더

하지 말고 훌더를 잘 잡고 이동하라는 립을 들어서 천천히

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해주는 래리

한피치씩 앞으로 나아갔다 립스(Lips: 동굴모양이 입술처럼

에게 정말 감사했다. 마치 옆집아저씨 같다고 해야 하나? 정

앓고 천정이 낮아서 생긴 이름)에서는 입술과 같이 아주 좁

말 좋은 이야기 거리를 래리가 만들어 주었다.

은 공간을 지나가야 했다. 진입할 때에는 조류를 거슬러 올

(OMS)

시그니쳐

BC 설계자로 또，

라가는 다이벙이라 쉽지는 않았다. 드디어 리턴지점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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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바꾸자 바다에서의 드리프트 다이빙처럼 케이브 드

리프트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말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 나왔다. 비좁은 동굴을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떠내
려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

잃어버린 세계 η에서 지하에서 육

상으로 끌려올라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홍분
될 수가 없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짜릿한 맛올 알
수없으리라
포인트 · 데블스이어

다이브타임 : 62분
최대수심

: 29.2m
평균수심 : 19.6m

피콕 공원 안내표지판에서 왼쪽부터 리타드. 오경절. 필자 오상준

두 번째 다이빙은 DPY.를 사용한 다이벙이다. 데빌스 이어
로 진입 립스와 키홀을 지나 1.500피트(0.45km)까지 진입

후 나올 때는 DPV를 사용하지 않고 유영으로 나왔다. 물론
사전에 분당공기소모량 (RMV)과 분당이동거리 둥을 사전에
계산하여 안전하게 계획을 왔다

다이빙후에는 일행 모두 강사인 리차드와 와이프인 스테
이시와 함께 하이스프링에 명소 아웃도어 레스토랑에서 같
이 저녁식사를 했다. 이곳 로컬맥주인 텔리게이터(악어를 본

떠 만든 이름)와 립， 스테이크가 일품이었다. 하이스프링에
띠콕에서셀카

온다면 다들 한번쯤은 권하고 싶다.

11 월 10 일(목) DPV 교육둘째 날
포인트·데블스이어

다이브타임 : 75분
최대수심

31m

평균수심

19.8m

오늘은 스쿠터 훈련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롱호스를 이
용한 짝호흡하면서 스쿠터 이동하기와 짝 끌고 이동하기

(Tow) 훈련이다 이 훈련은 공기고갈 상황과 DPV 고장시 짝
의 DPV를 이용해 이동하는 훈련으로 데블스 이어와 같은

조류가 있는 동굴에서는 쉽지 않은 기술이다.

어제의 분당공기소모량 (RMV) 과 분당이통거리를 계산해
서 최악의 상황 즉 리턴 지점에서 스쿠터가 고장났다는 상정
으로 최대 진입거리를 역으로 계산했다. 기체역시 분당공기
소모량(RMV)과 두 배 법칙으로 계산했다. 이는 평균수심과

분당공기소모량(RMV)， 분당 이동거리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
기에 가능했다. 이곳은 100피트 간격으로 에로우(동굴에서

지니스프링에서 래리 그린과 함께

지니스프링

쓰이는 방향표시마크)가 설치되어 있어 거리를 재는데 매우
편했다.

데블스 이어의 힘든 점이자 가장 홍분되는 점은 조류이다.
스프링이란 물이 케이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곳을 뜻한다

데블스 이어는 스쿠터 없이 손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한다.
마치 조류에 바닥을 기는 것처럼
이 조류에서 서로 기체를 나누어 쓰며， 중성부력을 맞추
며 스쿠터로 이동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버디인 오상준씨는 물론 나조차 많은 스트레스
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류에 밀리지 않게 트림자세와
킥을 유지하면서 스쿠터를 클립에 끼우고 롱호스를 빼서 버

디에게 주고 체크하고 이 동하는 훈련을 500피트씩 번갈아
가면서 하였고， 출수하는 훈련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강한 조류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동작들

을해야하는것이었다
포인트

더|블스이어

다이브타임

56분

최대수심 :

30.3m
평균수심: 20.8m

두 번째 다이빙에서는 서로를 끌어주는 끌기 (tow) 훈련이

다. 짝의 고장 난 스쿠터를 다리사이에 끼우고 짝을 견인하
면서 이동하는 훈련이다. 첫 번째 다이빙에서 많이 적웅하고
훈련해서 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케이브가 익숙해졌다 처음

에는 놀랬던 조류조차도 슬슬 조절이 가능해졌다. 절치부심，

이번에는 버디와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디브리핑한 후 육상
에서 휴식시간동안 육상연습을 했다. 절차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과 이미지 트레이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리차드에게

도 다이벙후에 많은 발전이 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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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프링에서 리치드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이로써 케이브 DPV과정이 끝났다

내일은 이제 케이브 펀다이빙이다. 강사없이 자유롭게 규
정을 지키며

DPV 케이브 다이빙을 할 것이다 너무도 기대되

는 설레임을 나를 즐겁게 하였다.
우와!기대된다.

지니스프링 데빌스 아이 표지판에서

11 월 12 일 (토)
포인트

. 리틀 리버 (Little River)

다이브타임 : 83분
최대수심 :

28_9m

평균수심 :

18.6m

어제의 흥분을 뒤로 하고 오늘도 오경철 트레이너의 통굴

11 월 11 일 (금)

강사과정의 학생역할로 동굴다이빙을 하게 된다. 리틀리버는

지니스프링 만큼 조류가 세지는 않았다 처음 프라이머리 릴
포인트

;

더|블스 01어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간이 걸렸다. 이번 동굴다이벙

다이브타임
최대수심

평균수심

: 66분
: 29.1m
: 17.7m

은 서킷형태의 다이빙을 계획했다 들어갔던 길대로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닌 한 바퀴를 도는 것이다 안전한 서킷다이빙
을 위해 첫 다이빙의 리턴지점에 쿠키(마크)를 설치하고 두

DPV 다이빙 오전에는 오경철

번째 다이빙에서 반대방향으로 진입 1/3내에서 쿠키를 만나

트레이너의 동굴강사 과정 중 육ι상교육과정이 있었다 나는

면 계획대로 서킷다이빙이고， 못 만나면 다시 리턴해서 돌아

학생 역할로 육상에서 라인설치， 다이버 찾기， 에로우， 쿠키

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쿠키를 설치했

설치 등을 배우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

으며 ， 강사과정의 일환으로 중간 중간에 리차드가 학생인 나

는기회가되어 좋았다

에게 미션을 주고 강사교육생인 오경철 트레이너가 미션을

데블스 이어에서의 펀동굴

데블스 이어는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조류가 센 만큼 처

해결하게 했다. 역시 노련한 동굴다이버인 오대장님은 주어

음 진입이 쉽지 않았다. 스쿠터까지 가지도 들어가는 상황이

진 미션을 하나하나 클리어하면서 리차드에게 많은 칭찬과

라 프라이머리 릴의 설치가 쉽지 않아 처음에 시간이 많이

조언을받았다.

지체되었다

하지만 진입 후 조류를 거스르며 DPV를 이용해 동굴을
이동하는 것은 환상 그 자체였다. 이제껏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본적이 없었다. 나의 앞으로 장만해야할 장비 목

포인트 : 리틀리버

다이브타임

: 93분
26.5m
평균수심 : 12.1 m
최대수심 :

록에 DPV가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다이벙과는 반대방향으로 진입 후 첫 다이벙에

설치한 쿠키지점에서 안전하게 압력체크를 한 후 입구부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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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λ}교육 훈련 이번에는 동굴에서 버디를 잊어버렸을

때 대웅하는법에 우리가 학생 역할로 참가했다. 리차드는 우

블루흘은 플로리다 동굴 중 손때가 안탄 곳이라 할 수 있

리에게 기술 수행 중 일부러 몇 가지를 실수할 것을 지시했

다. 이유는 주차시설부터 입수지점까지 600m 정도를 도보

고， 오경철트레이너가 우리의 실수를 찾아서 교정해주는 것

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캐리어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이

을평가감독했다.

동하는데 조금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동굴 다이버
들도 기피하는 동굴 중에 하나이다. 리차드는 이 동굴이 가

장 좋아하는 플로리다 동굴 중 하나라고 말한다 동굴은 총

11 월 13 일 (일)

550ft 정도로 길지는 않지만 넓은 흘과 통로가 좁은 사이드
마운트만 통과할 수 있는 지형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여러

포인트:메디슨블루
다이브타임 : 65분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포인트 명에서 알 수 있듯이

19 4m

입구에서 빛의 향연이라 할 수 있는 실루엣은 정말 장관이

평균수심 : 14.1m

다. 굳이 비교하지면 팔라우의 블루훌의 축소판이라고 할

최대수심 :

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하이스프링에서 1시간 정도 조지아주(북쪽)으로 이동했

다 하이스프링 쪽 수온은 22도 정도인 반면에 북쪽으로 이
동해서 그런지 약 1도 정도 낮았다.

통굴다이벙은 테크니 컬다이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많

은 테크니컬 다이빙의 이론들과 기술들이 동굴다이빙에서

이곳 플로리다 역시 이상저온 현-^d--으로 아침에는 차 유리

유래되어 발전되어 왔다 많은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빙을 포

창에 서리가 생겼다 첫 원정인 나는 보온의류를 많이 준비

함한 테크니컬 다이빙을 너무 멀게만 느끼는 것 같다. 고가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의 장비들， 어려워 보이는 기술， 위험한 것 같은 두려움 퉁 많

이 동굴은 지 니 스프링의 데빌스 아이 ， 데빌스 이어처럼 유

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이 생각보

명하지 않지만 좁은 크래사이를 지나면 넓은 흘이 나오는 멋

다 위험하다든가 일부 다이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진구조였다

는 아주 평범한 보통사람이다 172cm, 68kg로 특별히 신체

적 조건도 좋지 않다 운동신경이 발달하지도 않았다 한 가
정의 가장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여유롭지도 않다. 단지
다이빙을 좋아해서 다이빙을 하다가 동굴 다이벙 영상을 보

11/14
포인트 : 블루홀
다이브타임 : 98분
최대수심

‘

27.1 m

평균수심 : 14.5m

DPV를 이용한 동굴 펀다이빙

고 매료되어 동굴 다이벙이 꿈이 되어 버린 평범한 다이버일

뿐이다 그 꿈을 이 루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곳까지
오게된것이다

필자는 한 달에 일정금액(내 경우는 한 달에 30만원)을

리틀리버에서 프라이머리 렬 설치중인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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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과 강사로서 다이벙 교육을 통해 생기는 수입이 있어 장비구입

과 여행경비에 많은 보탬이 된다. 카드는 무조건 항공사 적립카드만을 사용하여 ， 이번과 같은
기회에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이용한다. 이런 경우 200만 원 이상의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
다 동굴체제비는 8박 9일일의 경우 1일당 $120 탱크충전비와 동굴입장료 퉁이 약 $80정도
소요된다. 교육생일 경우에는 동굴 강사의 일정부분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비외에 차

량랜탈 요금 등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는 것 보다 TDI 본부를 통하는
쪽이 현지 경비뿐만 아니라 강사체제비를 더한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동굴 다이빙 교육은

한국에서 동굴전문강사한테 교육받기를 권장한다 교육비는 한국， 미국， 멕시코， 각 단체별로
풀케이브 과정까지 $1 ，500(탱크 충전비용 및 동굴입장료， 픽업비용 퉁 제외) 정도로 거의 같

고， 매년 동굴 원정이 있는 TDI(Cave lnstructor 정의욱)본부 경우에는 다른 이들과 강사의
체제비를 같이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곳 플

로리다나 멕시코는 수영장이 없어서 동굴입구에서 각종 훈련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교육
을 받는다면 풀케이브 과정까지 10일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실제 훈련을 제외한 본격
적인 동굴 다이빙은 4회 정도에 그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이런 훈련들은 국내 수영장에서

충분히 훈련한 후에 실습을 멕시코에서 하는 코스를 택하였고 8박9일 일정으로 멕시코로
동굴실습을 가서 14회의 동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었다 이것은 국내에서 한국인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플로리다는 동굴 스페셜티 과정으로 오는 것이 여
러모로 경제적이다. 가이드비용 및 픽업비용 퉁이 동굴 스페셜티 교육비 보다 많기 때문에
현지 동굴강사에게 4-6일의 스페쩔티 교육을 받는다면 비
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숙소는 렌탈하우스 등을 이용하
면 숙박은 물론 취사도 할 수 있어 팀 단위 원정에서 많은

부분이 절약되고 팀끼리 즐겁고 편하게 다이벙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플로리다에는 많은 동굴 강사와 전문가들이 상주

하기 때문에 래리그린과 같은 책속의 인물들도 만나서 같이
다이빙도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번에 또 한명의 한국인 동굴강사(오경철

TDI Cave

Istructor)가 배출됨으로써 국내에 동굴 다이빙 강사가 두 분

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TDI에서는 수 많은 동굴 다이
리틀리버에서

벙 교육과 원정을 실시해 왔으며 동굴 다이빙뿐만 아니라 동

굴 사이드 마운트， 동굴 스테이지 및 동굴 DPV 등 동굴 스
페셜티 다이벙 기술을 보급하고 동굴 다이빙 한글교재 등을
갖추었다. 이런 부단한 노력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 200회가사전 조건인 동굴 다이빙 강사가 탄생
할 수 있었다- 이제 국내에서 두 동굴다이빙 강사(정의욱， 오
경철)분들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빙

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용기 있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법이다 이글을 읽는 많은

다이버들이여 동경만 하지 말고 진정 원딴 것을 시도해 보
메디슨블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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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준비하고 나간다면 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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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관기 @

I 저1주 터1크니켈 과정
참관71
교내의 꽃들이 만발하는 봄 학기， 꽃보다 상큼한 새내기들이 동아리에 들어왔다 장학생강
사 프로그랩으로 스쿠바강사가 되고 처음으로 맞는 내 후배， 내 교육생에 두근거리는 마음

으로 나름의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준비했다 오픈워터 교재를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또 읽
었는지 .. … 꼬꼬마 신입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다이벙할 수 있도록 나는 말이 많아진다. “다
이빙을 하면 질소가 우리 옴에 어쩌구 저쩌구， 제한수심과 무감압 한계시간은 절대 념으면
안되고 어쩌구 저쩌구 ..
그 저스 DI
E프

cfõ L.!

SDI/TDI

장학생강사

새삼 스포츠 다이빙의 제약들에 반항심 비슷한 것이 생겼다. 강사과정 때 선배들을 통해

어렴풋이 주워들은 ‘테크니컬 다이빙’에 처음으로 욕심이 생긴 순간이었다.

이화여대스킨스쿠바팀

사진 강용수，성재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내겐 너무 먼 당신이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탱크를 두 개 세 개 심지어 네 개씩 111 젊어지고 깊은 바다 속으로 거침없이

향하는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참 대단하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내가 바로 그 테크
니컬 다이버가 되리라곤 ..

력 없는 학생， 힘없는(

…

엄두도 못 냈었다 하지만 다이빙을 시작한지 겨우 4년자 경제

-7) 여성 다이버라는 첩첩 산중의 내게도 TDI 테크니컬 다이빙의

문은열려 있었다.
문섬 한계장에서 브리잉 중인 잠가자들

SDI/TDI에는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레스큐， 다이브마스터. 오픈워터 강사 그

리고 약 30여 가지의 스페설티 다이벙 과정 둥을 포함한 스포츠 다이벙 프로
그램 (SDI)과 혼합기체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필두로 각종 테크니컬 장비들
을 이용하여 디양한 환경에서 심도 깊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테크니컬 다
이벙 프로그램 (TDI)이 있다

일주일 동안 테크니컬 다이빙의 입문자로서 내가 경험한 것은， 공기대비 산
소 성분을 높인 기체를 사용하여 질소 노출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
로 다이빙을 하는 나이트록스(Enriched Ai r Nitrox) , 순수 산소까지 사용하는

종합적인 기체 관리 프로그램인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나이트록스를 안전하

게 혼합하고 인증하는 기체 혼합자 (Blender) 그리고 이러한 혼합 기체에 테크
니컬 다이빙 장비들을 결합하여 스포츠 다이빙의 관습적인 틀 -

40M 수심과

무감압 한계 시간 - 을 과감히 넘나드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감압 절차와

ERD(Extended Range Diving)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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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부터 수영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받았고， 드디어 개방수역실습을 위해 제주로 향했디:
이번 제주 테크니컬 다이벙 과정을 위해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다이 버 들이
모여들었다

똑 소리나는 교육과 세심한 배려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성재원 트레이너님
께서 전체 일정과 교육을 맡아 진행하였고， 공군 항공구조대(붉은 베레모)의 전설이 라 불리

는 강용수 트레이너님이 교육일정 동안 내내 솔선수범 해주었다. 그리고， 머리가 길어 ‘흔자
왔니?’ 강사님으로 통한 제주 다이브의 현병철 강사님. 항상 웃는 얼굴이 보기 좋은 김동경

강사님， 이제 막

SDI/TDI 장학생 강사 5기 과정을 마친 김종완， 권순서 강사가 과정 에 참가

했고， 큰 키의 체격만큼 든든히신 윤형준 트레이너님과 청주 서원대 학교 교수로 계신 이 숭희
트레이너님이 각각

ERD

강사 괴정과 감압절차 강사 과정에 참가하여 스랩 역할을 해주었다

#첫째날，
모든 참가자들이 모이기 전， 나를 포함한 장학생 강사 3명은 성재원 트레이너님과 함께 장

비와 기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장마와 태풍 메아리로 내내 좋지 않았던 날
씨가 이날 따라 어찌나 쩡쩡하던지 우리 모두 땀을 한 바가지씩 쏟으며 껑껑댔다

테크나컬 장비는 백플레이트와 하네스에 고정하는 더블 블래더(초급 다이버 시절 이것을
보고 타이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4개의 호흡기， 주 실린더 2개와 감압용 실린더 2개，
그것들을 연결하는 장비와 기타 액세서리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더블탱크를 조립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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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방향이 다른 세 개의 밸브 사용으로 내 정신은 점점 흔미해졌다. 과정이
모두 끝날 때 즈음에야 겨우 장비가 몸에 익어 조절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
는 눈치껏 따라하다가 가자미 눈이 될 뻔했다나 뭐라나; 어쨌든 장비를 모두
조립해서 예쁘게 줄 맞추어 세워놓으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지는 노
을을 뚫고 생~하며 산소가 배달되었고 성제원 트레이너님께서 부분압 방식
의 기체 혼합 시범을 보여주셨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신기한 과학나라보다
더 신기한 물리의 세계에 모기가 물거나 말거나 연신 탄성을 질렀다. 부분압

방식의 나이트록스 블랜딩은 2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흔합자의 역할이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기체 혼합만은
강압중인김동경강사님

아닐 것이다 올바른 계획， 안전에 기반을 둔 시스템 구성과 혼합 절차 확인，
기록，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등 ...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이론 교육이 있었다. 이 날뿐만 아니라 일정 동안

거의 모든 저녁시간은 이론 교육과 디브리핑， 다음 날 사용할 장비 준비， 기
체혼합 및 분석 등으로 채워졌다. 고단한 일정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테크니
컬 다이빙의 매력에 모두들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이 났다.

#둘째날
본격적인 감압 다이빙을 시작하기 앞서， 첫 날은 범섬에서 조립한 장비들

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테크니컬 스킬을 연습하는 형태의 다
이빙이 진행되었다 30M의 바닥 수심에서는 호흡량 (RMV) 체크도 해보았는

데 다행히 내 호흡량은 많지 않아서 팀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섬에서 진행
범섬에서의 기술 훈련 다이빙

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기체 충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유인
즉， 1회 다이벙 이후 바로 콤프레서를 이용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여 두 번
의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이빙 후 납은 잔압이 두 번째 다이빙
에서 실제 사용될 기체의 1 .5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풀 충전된 여유
분의 실린더를 준비하여 덜어 사용해야 한다 여러 차례의 다이벙에서 나는

항상 충분한 양의 기체가 남아 다음 다이빙을 위해 그 잔량을 다른 팀원들
에게 덜어 줄 수 있었다 팀내에서 유일하게

5.5L 사이즈의 작고 가벼운 실린

더를 사용하면서도 장비무게에 허우적거려(많은 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매번 죄송한 마음에 몸둘바를 몰랐는데. 몇 리터 안 되는 기체나마

드릴 수 있다는 위안에 과정을 끝까지 해 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호흡
량 체크는 이후에도 과정 내내 꾸준히 독자적으로 해보려 했으나 질소마취

때문인지 매번 슬레이트에 알 수 없는 괴상한 숫자를 적어 올라와서 나의 바
보같음에 혼자 키득대곤 했다 아무튼， 첫날의 체크 다이빙은 16도의 수온과

80분이 넘는 다이빙에도 불구하고 신나고 즐거운 기억만 가득했다

#셋째날
본격적인 감압 다이벙이 시작되었다 문섬 한계창에서 45M까지 잠수해
(하강시간 포함) 15분간 체류한 후 20M에서부터 EAN44의 기체로 단계적인

- 5M 단위 - 감압을 실시하며 상승하는 계획이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질
범섬에서의

RMV 체크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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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취에 초반에는 우왕좌왕했다. 강한 조류에 혁혁대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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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1회 다이빙 후 재 다이빙을 위해 기체를 충전

닥을 잡고 기어 다녔는데， ‘아 난 여기서 죽는구나.’ 엉영 울기 직전 SOS를 보내기 위해 고개
를 들어보니 권순서 강사가 나랑 똑같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그러다 으잉?하고 주변을 둘

러보니 다른 참가자들과 트레이너님들께서는 유유히 너무나 편안하게 유영하고 계셨다 조류
는 없었다 아 이게 질소마취구나 하고 느낀 순간 얼마나 웃기던지 좀 전 까지만 해도 울 것
같았는데 그 때부턴 안정을 되찾고 낄낄거리면서 다녔던 것 같다. 두 번째 다이벙은 첫 다이

빙보다 순조로운 듯했다. 질소마취 증상을 인지한 이후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고 동일
한 포인트와 진행방식에 심리적으로도 보다 안정적이
었다 이전 다이빙에서는 미처 여유가 없어 보지 못했
던 주변의 수지 맨드라미와 여러 생물들도 하나 둘 눈
에 들어왔다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우지 않았다면 절
대 와보지 못했을 수심에서 만닌 환상적인 풍경에 나

를 이번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상승을 시작할 때쯤부터 몸이 잘 가누어지
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자꾸만 오른쪽으
로 기우는 몸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어

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니자’고 포기했는데
약간 멀미가 날 것 같은 것을 빼곤 참을 만 했다. 하

지만 6M 에서 마지막 감압을 하는 동안에는 놀
(Su rge)까지 더해져서 최악이었다 일주일의 과정 중

내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평소 에코디-이버라는 자

부심으로 수중생물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
인데 이 날 내가 뽑은 감태가 몇 대롱인지.....

겨우

6M인데 그냥 먼저 올라가 버릴까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팀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싫었고 겨우 몇 분 남기고 계획에 실패하는 것도 억울

해서 엄마를 부르며 참았던 것 같다 수면으로 올라와
서는 힘이 쭉 빠져서 내 장비를 다른 분들께서 정리
해 주시는 상황까지 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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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벗겨 주시려는 강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

서 여릿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번 과정을 포기할까 라
는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나왔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별 것 아닌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마스크에 자꾸 물이 들어온다거나， 웨이
트가 한쪽으로 쏠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아

무리 사소하더라도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나는 문제를 해

결하기 보다는 그냥저냥 참아가며 다이빙을 해왔던 것
같다 시간이 지체되어 팀원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서，
선배들이 무서워서 둥 여러 가지 이유로 참는 것이 습관

화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과정에서 만난 장비에 대
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미리 강사님들께 의논을 드렸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들
이었다. 딴에는 신경 쓰게 해드리기 싫어서 마냥 괜찮다
고 하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으나

- 숙소로 돌아

오는 내내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나답지 않게 시
무룩해져 있는 내게 농담도 걸어주시고 따듯한 위로도
해 주신 강사님들께 울킥 감동받기도 했다 이렇게 점점

팀이 되어 가는 것이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다. 버디 시스템과는 또 다른 팀 시스템의 매력에 조금
씩 빠져갔다. 저녁시간엔 성재원 트레이너님과 오늘의 실
수를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해 보았다
좌우로 폼이 기우는 문제는 기체 잔압이 적을 때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로 하

네스가 정확히 몸에 안 맞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나한테 조금 컸나? 했던 장비를 성트레이너님께
서 쓰시던 장비로 바꾸고 하네스도 몸에 딱 맞도록 재정비했다 내일 다이빙은 반드시 성공하겠
다는일념으로 |

#넷째날
감압 다이벙 둘째 날이 밝았다. 전 날과 동일한 포인트에서 동일한 계획으로 다이빙을 실시했

다 수온은 3도 가량 더 낮았고 너울이 심해 상황도 좋지 못했지만 다이빙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전날 재정비한 장비가 몸에 꼭 맞아 상쾌한 기분으로 다이벙을 즐길 수 있
었다. 전체적으로 하강속도와 상승속도도 정확했고， 팀원들 간의 간격도 가깝고 질서정연하여 멋
지게 진행되었다. 수지 밴드라미가 우거진 울창한 숲과 달고기를 배경으로 수중촬영을 하며 여유

로운시간을보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 two is one , one is none" 이라는 정설이 있다 천정이 막힌 환경에서
의 다이빙에서는 수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곧바로 수면으로 이동할 수 없다. 수중에
서 - 계획된 감압 정지를 해야 하거나 동굴이나 침몰선 환경에서는 입/출구로 이동해야 하는 -

꼭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준비된 +1 즉， 독립적인 두 개는 하
나가 고장 나서 위험에 처하는 순간 다른 완전한 하나가 남게 되어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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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테크니컬 장비들은 이러한 원칙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체 무슨 호흡
기 호스가 이렇게도 길고 정신없담 ! ?@@’하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또

한， 수 차례 개개인의 호흡량을 확인하여 가장 기체를 많이 사용하는 팀원의 기체 소모량을
기준으로 매회 다이벙 계획의 1 .5배 이상을 충전하여 늘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테
크니컬 다이빙의 기본 원칙이라 배웠다 이 여유분의 기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나와 내 짝， 그리고 팀원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앞서 배운

"two is one, one is

none"과 일맥상통한다.A의 여유 0.5 와 B의 여유 0.5가 합쳐져서 C를 위한 온전한 ‘ 1’이 되
는 것을 상상하니 뼈C의 팀워크 시스템에 절로 흐뭇한 생각이 들었으며 모든 것을 미리 계

산 계획 · 준비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세심함에 보호받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다.

이 외에도 수심에 따른 기체의 성분과 부분압의 변화， 산소 노출 제한시간， 감압 이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동을 두루 이해하여 대심도 다이벙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다이빙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스킬 없이는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우리는 밤에는 책상 앞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문과 무를 겸비한 다이버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였고 살갖이 검어지는 만큼 조금씩 테크니컬 다이버가 되어가고 있었다.

감압절차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팀원들을 위해 숙소인 제주 다이브(씨월드팬션)의 마당
에서 저녁만찬이 열렸다. 넉넉한 강규호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통돼지 바베큐와 수산시장에서 막 떠온 신선한 회+약간의 알콜^^ 청량고추 먹기 게임
도 하며 정든 팀원들과 마지막 회식을 즐겼다 이 사람들을 언제 다시 보나 했는데 그 중 3명

은 다음 달에 세부에서 한차례 더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을 갖는다고 한다. 아이구， 부러워

라...-r-r

문섬 한계장의 맨드라미 군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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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에서 산소 감압중인 윤형준 트레이너님과 나

#다섯째날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돌아가고

ERD(Extended Range Diving 55M)

과정을 위해 성재원

트레이너님， 윤형준 트레이너님과 나. 이렇게 세 명만이 조출하게 남았다 시끌벅적했던 리조
트 로비가 한산해졌다 인원이 적은 만큼 후딱후딱 준비를 마치고 문섬 한계창으로 향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장비 무게애 너울이 3M가 넘게 들이치는 악조건에도 약간의 여
유마저 생겼다 오픈워터 시절 싱글탱크를 메고 허우적거리다가 점차 익숙해질수록 장비가

가벼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듯이 테크니컬 장비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감압절차 (45M) 과정은 감압용 기체가 하나였지만

ERD(55M)

과정부터는 낮은 성분의 나이

트록스와 높은 성분의 나이트록스(또는 순수산소)를 준비하여 감압용 실린더가 2 개가 된다.
초록색으로 정확히 표시한 산소 실린더까지 모두 장착하고 물로 뛰어들었다 섬에서의 서서

입수 방법에서는 무게 문제로 감압용 스테이지 실린더를 수변에서 건네 받아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 차례의 다이빙으로 경험해 본 바 나는 모두 장착한 후 입수하는 것이 더 편
했다. 말도 안돼

…

네 개의 실린더를 옴에 딜고 서서 입수하는 게 편하다나

“

요령이 생

긴 것이겠지만， 이러다 슈퍼우먼이 되는 건 아닌지 ...... ^^ 여러 차례 더 경험해보면 그때그때

상황애 맞는 다이빙 방법을 찾게 되어 보다

편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 질소
마취도 내성이 생긴다더니 정말인지 이제는
55M까지 내려와도 처음처럼 힘들지 않았다.
바닥 수심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이란 이런 걸
까? 정말 조용해서 으의-_하고 소리치면 내 목

소리가 공명하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i느 。 l ó1 rl
1 λAλλ '""1.

수심 55M에서 체류중인 윤형준 트레이너님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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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마지막날
일주일의 긴 일정이 순식간에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마지막인 만큼 이 날의 다이빙은 테

크니컬 펀 (Fun) 다이빙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내 집 앞 같은 문섬 한계창을 뒤로 하고 새
끼섬으로 향했다 나날이 거세지는 문섬의 조류를 타고 날아서 침몰선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비

오는 날씨 탓에 어둡고 시야가 좋지 않았다. 적당히 되돌아 오는 길， 벽에 붙은 연산호를 배경으
로 사진촬영을 하다가 잠수함과 만나게 되었다 물론， 위험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
였다. 아마도 잠수함 속 사람들은 사진 찍느라 플래시를 펑펑 터트리는 우리를 보았을 것이다. 답

답한 철골에 갇혀 밖을 구경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물고기들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이다
슬폈다가 기쨌다가， 울다가 웃다가 여하튼 생각 많은 커다란 물고기처럼 .. ...

“

죽음의 조류를 거슬러 줄다리기를 하며 돌아오면서 아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
에 많이 아쉬우면서도 시원섭섭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이제야 좀 스포츠 다이빙에 능숙해지서 자신감이 붙을 무

럽 이번 테크니컬 과정에 참가했고‘ 또 다시 초짜로 돌아간 듯한 내 모습에 자신감이 바닥을 치

기도 했다. 장비를 나르는 일부터 입고 벗는 일까지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삼촌이 조카

챙겨주듯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팀원들의 배려에 의도하지 않게 공주다이빙 (7)을 하게 되어 부담
감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자꾸만 민폐다이버가 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미워질 무럽 ‘다이빙은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거야 승민이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걸? ’ 하고 말씀해주신 성트레이너님
의 따뜻한 위로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나섰는지 ...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내 말

일지도 모르겠다. 마냥 생각 없고 해맑은 내가 이번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
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저

50,

강사님 66에 같이 동굴가요“!’하고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내가 66세가 된 강사님의 장비를 들어 드릴 수 있으려나?승등 이번 과정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가

르침을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며 장황한 글을 마친다-

문섬 새끼섬의 아름다운 연산호

2011

제주 테크니컬 과정에 침가한 SDI(T미 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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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장비전시회

DEMASHO쨌7
세계 수중장비 전시회를다녀오}서 ...
글/사진 이신우

SSI KOREA 본부장
SSI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

2011년 11월 2-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 위치

한 오렌지 컨벤션 센터에서

DEMA 세계 수중 장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DEMA 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회

회사들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최 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업체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상당

수의 부스가 아시아에서 참여한 부스들이라는 것이다.

중 하나이며， 전 세계 다이빙 관련 장비 업체， 교육단체， 관

미국 다이빙 시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 이 후 현재까지 새

광청 등이 새로운 장비와 리조트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모이

로운 변화 없이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으

는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하나이다‘ 장비업체들은 앞 다투어

며， 이 를 증명하듯 부스 참가업체 수 또한， 매년 DEMA에서

새로운 시 즌을 위하여 준비해 온 신 장비 를 발표하며， 교육

조사한 자격증 통계 에 의거하여 정 체되거나 줄어 들고 있다

단체는 기존 멤버들과 다이빙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

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8년 1 ，506개 규모의 부스였던

로운 사람들을 상담하느라 분주하다. 또한， 몇 년 전부터는

것이 .2010년 1.1787R 로 줄어들어 현재 미국 업계의 상황을

액세서 리나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다양한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또한 미국 침체 에 이은 유럽 발 금

Verffied
Registered I .. Total
Percentage
Verilied Per~entage
Total
1. :.- .
I Attendees IPercentage Attendees
Total
。1 Attendees Registered
。1 Buyers
Attendees
Companies Number 01 1 _.
1+ Exhibitors l Verilied \。
and
+ Exhibitors
Verilied to
Buyers BuySeItres 。n Verlf|ed to
Ex hibiting
Booths I ~ .,
1 Verffied on I Registered Buyers (no
Registered
Registered
Total
Site
exhibitors)

I

Year

DEMA Show
Venue

2010

Las Vegas, NV

547

1,178

9.753

8.183

84%

3.925

93%

1,911

1 ，η8

93%

2009

Orlando, FL

577

1,127

9,006

7,957

88%

4,202

93%

1,895

1 ，π3

94%

638

1.506

11 ,085

9,444

85%

4,993

91%

2.214

2,092

94%

2008

버IS

Vegas. NV

2007

Orlando. FL

671

1.467

11.264

9.095

81%

4,806

88%

2.1 24

1,960

92%

2006

Orlando. FL

683

1417

11 .493

9.737

85%

5,249

93%

2,320

2,218

96%

2005

Las Vegas , NV

651

1,326

10.490

8.467

81%

4.545

85%

2.052

1,958

95%

2004

Houston, TX

628

1,305

8.439

6,770

80%

3,163

84%

**

**

**

**In 2004 , registration numbers did not segment out buyers from general altendance
지난 5년간 전시회 침가 업체 수 통계 (출처‘

Dema.org)

융위기와 더불어 각국 지역 전시회의 증가 둥으로 새로운 변

관광청및리조트

화가 필요한 DEMA 전시회이지만 아직까지도 600여개 회

각국의 관광청들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부스를 직접

DEMA 전시회의

대여하여 참여하였다. 또， 각국 소재 리조트들을 초청하여

사， 1 ， 200여개의 부스 규모만을 보더라도

중요성과 가치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테이블을 설치 및 지원하였으며， 관광청의 주최로 전시회 중

SSI 동아시아 및 미크로네시아를 담당하는 지역

많은 관람객들을 초청하여 경품 추첨 및 칸테일파티를 여는

딩딩관으로 세계를 돌며 미국， 유렵， 아시아를 포함한 매년

등 열띤 홍보를 실시하였다. 각국 관광청은 연간 5-10회의

5-7여개의 국가 전시회를 각국 지역 본부들과 함께 참여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국 관광산업의 증진을 위하여

고 있다 각국을 돌아보며 한국 다이벙 산업의 현주소를 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이번

끼고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전시회 기간 중에도 필자가 가장 많이 느낀 점은， 각국 관광

기회가된디고생각한다

청에서도 아시아 다이빙 시장의 급성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자는

보다 다양한 교류를 희망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단체
이번 전시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교육단체 중 부스의

결언

규모를 증가시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단체와 미

전세계적으로 다이빙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주

국 시장에 중점적으로 기반을 두었지만 시장 축소와 경기

목할 만한 점은， 다이벙 시장에서의 가장 빠른 성장은 미국

침체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규모를 축소하여 참여한 것이

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

눈에 띄었다 PADI , SSI의 경우 대규모 부스 참여와 다양한

다는것이다.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멤버들과 소통하였으며， 그 외 NAUI ,

전 세계 전시회를 돌며 필자가 느낀 점은 가장 활발하고

등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홍보

성장하는 시장은 분명 아시아 시장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시

머NTD，

TDl/SDI , SEI , PS Al

를하였다.

장의 성장과 발전은 전세계 모든 다이벙 산업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많은 대형 리조트， 리브어보드 회

장비업체

사들 또한 앞 다투어 이-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한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장비업체들의 경우 앞 다투어 신

하지만， 그 전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시아 문

장비를 발표하였으며. 예년과 마찬가지의 규모로 홍보를 하

화권의 언어와 문화， 음식 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는

였다. 더불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아시아계 회사들이나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액세서리 업체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테크

안내해 준디면. 아시아 다이빙 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니컬 장비 취급업체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한국에

것이며， 나아가 머지 않아 한국 장비 전시회에도 활발히 움

서 직접 참가한 업체의 경우는 인터오션과 이노빔 만이 참가

직이는 세계 유명 리조트들과 관광청들을 자주 볼 수 있을

하였고，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아쉬움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7

‘

을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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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츄트소식

영국 타이푼사가 만든 효박인형 드라이슈트/Korean ICE BLACK drysuit

마레스코리아 ‘아이스룹랙/ICE BLACK’ 출시
교육용과 실용성을 위한 새로운 효팩인 체형 디자인，
세계 최고 드라이슈트 제작자 영국의 타이푼이 만들어
한국의 바다 수온은 웨트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연중 기

간이 짧은 것이 흠이다 남해에 비해 수온이 더 차가운 동해안을 예로 들

면 수온은 섭씨 5-20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 웨트슈트로 편한 다이빙을
하려면 수온이 최소한 15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고 그 이하 수온에서 보강된 례트슈트로 다이빙해 보아야 고

작 2-3개월 할수 있다
동해안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물이 맑아서 많은 디이버들이 찾
아가고 다이브 센터들이 많음으로 동해안의 수온 변화는 다이버들의 바

다 방문 회수와 다이브 센터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욱 나
아가 교육단체， 장비업체들의 활기를 좌지우지한다
지구온난화가 사과나무의 북상까지 초래하고 있지만 어찌된 셈인지 동

해안의 수온은 매년 반대방향으로 흘러서 다이버들을 실망시켜 왔고 금
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여름까지 수온이 차가워서 시즌이 매우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일반적인 불경기에 더하여 다이빙계는 추위에 더 떨어
야했다.

잠수복 업체들은 한국 바디 수온에 대웅하려고 오래 전부터 드라이슈

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다이버
들은 웨트슈트와 달리 드라이슈트가 요구하는 전혀 다른 다이벙 기법에
미숙해 애를 먹었었다 또한 드라이슈트는 값도 비싸다.
드라이슈트가 아니어서 값이 비싸지도 않고 웨트슈트 테크닉만 있으면

금방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입수할 수 있어서 좋은 수트가 소위 세
미드라이 슈트인데 이 개념은 ‘대웅슈트꺼 상호를 쓰던 현재의 마레스 코

리아가 일찍이 1996년에 실용화에 성공시킨 것이다 세미드라이슈트는 한
국 다이벙 시즌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힌-디

이후

다른 업체들도 세미드라이 슈트 시장에 진입했으나 오랫동안 세미드라이
슈트의 주도권을 유지해 온 업체 역시 마레스 코리아라고 할 수 있다

마레스 코리 아는 여러 모텔의 수입 드라이슈트를 취급해 왔지만 좀 남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마레스 코리아가 수입 상이기 이전에 원래 잠수복
제조 전문 업체(대웅슈트)로 성공한 다음에 하드워l 어 장비엽체로 발돋움
했기 때문에 슈트 수입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수한 해외 업
체 선별 능력 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의 바다환경과 한국인에 맞는 디
자인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이 있어서 외주로 수입을 할 때도

제조업체와 기술적 융합을 본다는 점에서 그렇다， 오래 동안 베스트셀러
였던 세미드라이슈트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수입된 외 국산이었다

세미드라이슈트는 다이벙 가능 수온 폭을 넓혀는 주었으나
10도 이하 수온에서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과거에 비해 시즌

의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네 번째로 디지인이 단순해야 초심
자의 이해가빠르다

이 와도 냉대가 물러가지 않는 근래의 바다 특징은 이 한계를

위 4 가지 디자인 목표‘ 즉 몸에 잘 맞음， 긴 내구성， 저렴한

더욱 좁혀왔다 그리하여 마레스 코리아는 세미드라이슈트 보

제품 값， 단순성이 주는 간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용 뿐 아니

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기존 드라이슈트보다는 저렴하면서 처

라 일반 다이버용으로도 추구되어야 하는 필요조건들이다

음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다이버가 어렵다는 느낌 없이 사용

아이스불랙 패키지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후드 가방 소

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새로운 드라이슈트를 오랫동안 고안하

변지퍼 주머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요청하면 사양이

던 끝에 아이스불랙 드라이슈트를 내놓게 되었다

추가될수있다

아이스불랙은 오래 전부터 거래해 온 영국의 타이푼사가 마

다이브삽의 경우 판매용이 아닌 자체 교육용으로 구입할 때

레스 코리아의 디자인을 받아 그들의 제조 기술을 없어 만든

는 마레스 본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드라이슈트를 잘 만드는 엽체들은 영국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장비 특별공급 프로그랩”을

포함한 북유럽에 있다 냉대 바다인 북해에 많은 유전들이 있
고 이 산업체들의 드라이슈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수 잠수

복 제조기술이 발달해 왔다 영국의 타이푼은 1943년부터 세
계 최초로 부틸 드라이슈트를 생산했으며 현재 드라이슈트 판
매고 세계 ]위를 달리고 있다.

아이스불랙은 우선 교육용에 적합하도록 기획 디자인되었디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옷이 수강자의 폼에 잘 맞아야 한다. 안
맞는 옷은 옷 자체와 싸우는 일에 시간과 노력이 탈진되고 수

• 아이스불랙은 세 겹 재질의 부틸/터프텍스 원단을 사용하
여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다.

· 재봉선은 25미리 기계식 핫멜팅 테이프로 테이핑한 후 그
위에 다시

40mm

검 (gum) 테이프를 보강하여 수밀성의

한전을기했다
· 복과 목 썰은 부드러운 네오프렌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길
게 하는쪽을선택했다

강자는 거부감을 일으켜 드라이슈트 디-이빙을 외면하게 된다

. 2010년에 나온 아이스불루는 팔의 본을 5판으로 구성하

아이스불랙을 한국형이라 한 것은 한국인 표준 체형 차트를 타

였으나 아이스불랙은 2판으로 줄여서 내구성과 수밀성을

이푼사에 제공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잘 맞는다는 뜻

높이는 동시에 원가절감을 이룩했다.

이다

두 번째로 교육용은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수강생이 미숙해
서 소유자가 아끼듯 관리하기 어럽고 여러 수강생을 거치면 사
용빈도가높기 때문이다

· 내부에 어깨 멜방이 장착되어 있으며 허리에는 물의 저항
을 줄이는 유선형 효과가 있도록 탄성 밴드 구조를 넣었디

• 아펙스 브랜드의 360 。회전 급기밸브와 자동수통겸용 배

기밸브를채택했다.

세 번째로 교육용은 값이 저렴해야 다이브삽이나 강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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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아이콘 AIR (l CON HD NET READY)’
다이브 컴퓨터 출시 &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아이콘 HD를 발표한지 2년 만에

탱크 잔압정보가 연계되는
‘아이콘

Mares 고객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실시

HDNETREADY’ 출시

Mares는 다이브 컴퓨터의 차별성을 위해서 하드웨어뿐만 아

니라 감압 알고리즘과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해왔다. Mares는

Mares 다이브 검퓨터 독자개발의 역사

다이벙 감압이론의 최고 권위자인 브루스 왕키박사(Dr. Bruce

10여 년 전 다이빙 산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레저 다이

Wie nke) 와의 협업을 통하여 2002년 RGBM Mares-Wienke

빙에서 디이브 컴퓨터 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장비로 인식되기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오랜 시간 다

시작한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 을 위해서 가장 많

이빙 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많은 인력

은 개발과 변화가 필요한 장비가 다이 브 컴퓨터라는 것을 인지

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이다 Mares는 RGBM 알고리즘의 계속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인 연구를 통하여 올해 초 더욱 안전한 다이빙을 보장하게

하지만 호홉기나 핀 등의 일반 다이 빙 장비 를 생산하는 업

되었다

체 들이 다이브 컴퓨터 개발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 용과 위험 을 감수해 야 한다. 따라서 당시 다이 벙 장

* 세계

비업체들은 다이브 컴퓨터 전문 생산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2009년 Mares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다이브 컴퓨터 ‘아이콘

하게된다.

최초 유일한 컬러 다이브 컴퓨터 ‘아이콘 HD’ 출시

HD’를발표하였다.

한편 Ma r es의 당시 사장 클라우디오 페란티노(C l aud i o

컬러 모니터를 위해서 필요한 TFT, LCD 기술은 전자 산업계

Ferrantin이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능력 이 있다는 판단 아래 다

에서는 새 로운 기술이 아닌 보편적인 기 술이디 하지만 산업규

이브 컴퓨터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이 후 M킹'es는 10여

모가 작은 다이 빙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년간 총 6 ，000만 유로의 비 용과 23명의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는 것이 비 용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Mares는 다이

디-이 브 컴퓨터를 개발해왔다.

브 컴퓨터 개발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여

Mares의 다이브 컴퓨터 개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

기에 그래 픽 기술을 더하였다 시 중에서 숫자나 글씨가 컬러로

나는 하드웨어인 다이브 컴퓨터 본체의 개발이다 Mares가 자

변하는 다이브 컴퓨터를 볼 수 있지만， 모든 기능들이 컬러 화

체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 최초의 디 이브 컴퓨터는

면으로 실시간 그래픽화 되는 디 이브 컴 퓨터는 ‘아이콘 HD’가

‘M1 ’ 이다 2002년 출시된 ‘M1 ’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능과 뛰

유일하다.

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모델이 었다 단종된 지 6년이 지난 지

금까지도 많은 다이버 들이 ‘M l ’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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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Mares는 ‘아이콘 HD’ 개발에 있어서 2가지를 목표로 하였다

첫째는 ‘다이버가 다이빙에 관한 정보들을 손쉽게 즉각적으

아이콘

HD NET

READY’의 특정

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다 이를 위하여 다이빙 상황을

‘아이콘 HD NET READY’의 가장 큰 특정은 무선 잔압기술

색상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컬러 모니터를 채택하고 그래픽

이 종래와 같이 한 방향으로만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기술을 적용하였다 파란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

향 교신을 한다는 것이다. 즉 탱크모률에서 잔압정보를 무선으

고를 나타낸다 또한 사진저장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다이브

로 보내면 다이브 컴퓨터가 해당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게 된

프로파일을 통해서 다이빙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정지

다“아이콘

수심에 도달하띤 해당수심이 표시되면서 체류시간을 카운트다

HD NET RE때Y’는 탱크모률과 또는 ‘아이콘 HD
ET READY ’ 간에 또는 향후 개발될 스마트 BC와 상호 정보

운 한다. 이 기능들은 ‘아이콘 HD’의 진정한 차별성이자 최고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탱크모률에서는 잔압정보를，

‘아이콘 HD

의장점이다

둘째는 ‘다이브 컴퓨터는 사용이 편리해야 하며 별도의 유지

NET

RE때Y’에서는 수심과 상숭， 하강의 속도 둥

을상호송수신한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다 모든 다이브 컴퓨터 개발
에는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다이브 컴퓨터를 1-2년 사용한 후에는 배터리 교체가 필요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백리 이트를 사용해왔다. ‘아이
콘 HD’는 충전식 리륨이온 배터리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였다. 물론 충잔식 배터리도 2500-3000시간의 다이벙 후

Mares 고객을

에는 교체해야 하지만 이는 모든 다이버가 만족할 수 있는 시

업그레이드프로그램

위한 ‘O~이콘

HD NET READY’

간이라고생각한다
·기존의 ‘아이콘 HD’에 단순히 탱크모률을 장ξ「해서 탱크 잔
너무나 늦은， 너무나 빠른

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콘

‘아이콘 AIR(아이콘

READY’는 탱크모률과 쌍방항 교신을 하기 때문에 본체 교환

HD NET READY)’ 출시

‘아이콘 HD’가 출시되자 모든 다이버들은 놀라고 또한 반겼

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탱크 잔압정보가 연계되기를 바랐다
이것은 대부분의 고가 다이브 컴퓨터가 갖춘 기본 사양이기 때

문이다.

‘ 아이콘 HD ’를 출시할 때

(Skrobanek)

Mares

스크로바넥

HD NET

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 Mares는 고객들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아이콘 HD’를
‘아이콘 HD NET READY’로 레벨업하는 프로그램을 전세계
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장은 1년 내에 무선 잔압기술이 탑재된 ‘아이

콘 AIR(아이콘 HD NET READY) ’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
만 2년이 지난 후에야 ‘아이콘 HD NET RE때Y’가 나오게 되

‘아이콘 AIR~아01콘

HD

N단

READY)’

레벨업 프로그램

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Mares는 미래
형 스쿠버 장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대

다고한다.

상

: 2011 년 10월 31일까지 MaresKorea의 정규삽을
통하여 ‘아이콘 HD’를 구매한 분(시 리얼번호로

스쿠버 장비개발에 있어서 Mares는 컴퓨터로 상호 연결된

정상유통확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J않 다이

·조

건 ·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아이콘 HD’를 반납

브 컴퓨터와 함께 스마트

•금

액 : 800，000원 (‘아이콘 HD'(195만원)와 ‘아이콘

BC , 스마트

마스크 둥을 착용하면 모

든 다이빙 통제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콘 HD NET READY’와 연관된 스마

NET READY'(275만원)의

차액)

• 실시수량 ‘ 총 150개 한정. 150개의 교환이 묻나먼 프로그램

트 BC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컴퓨터의 통제에 따라 하강과

이종료된다

상숭의 속도는 물론 중성부력까지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댐이

· 교환장소 · ‘아이콘 HD’를 구입한 다이빙삽

다~ M aJ'es는 이런 미래형 스쿠버 장비를 염두에 두고 ‘아이콘

·시

HDNETRE때Y’에 상호 교신이 가능한 아이콘 네트워크 시스

HD

기 . 당사 홈페이지(www.mares.co 씨에 2011 년 11월
중 안내되며 10개 단위로 진행한다

템을 탑재하였다 이 쌍방향 교신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연구
개발 기간이 길어진 것이며， ‘아이콘 HD 뾰TR많DY’ 모델명
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엿볼 수 있다

2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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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아이 콘 HD NETREADY’의 기본적인 특징들이며 모든 정보는 컬러 로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다.

• 잔압 표시부분은 파란색에서

•

• 바텀 타이머 화면에서도 현재

• 로그북이 영확히 정리된다

복색， 노란색，오렌지색.빨간색

수면 환산하여 L/min으로 표시

잔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기체 다이빙이나 세가지

으로 탱크의 잔압에 따라 바뀐

한다. 평소 공기소모량이 많거나

바텀 타이머 화면에서 잔압확인

기체 다이빙 모두 로그북 화면에

다 파란색은 잔압이 150 bar 이

초보 다이버에게 유용하다

은 물론 현재수심， 최대수심. 평

최대수심， 다이빙시간.수온， 평

상. 북색은 150"-'100 bar. 노란

균수심， 스톱원치， 초단위의 다이

균수심이 표시되며， 각 기체별로

색은 100"-'75bar. 오렌지색은

빙시간. 현재시각， 현재수온 등

시작시 탱크압력. 종료시 탱크압

75"-'50bar. 빨간색은 50bar 01

을볼수있다

력 ， 총 사용랑， 평균 공기소모량

다이버의 평균 공기소모량을

하의 잔압을 표시한다.(초기 설정

등을 차례로 확인 가능하다. 프

OEPTH

치 기준)

32.'~

로파일로도 다이빙 로그를 확인
할수있다

빼낼-.w밀‘파굉-

• 최대 체류기간을 표시한다

。，’ H E

002 :10

다이버의 평균 공기소모량， 현재

잔압과 수심을 계~하여 최대한

톨표톨l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한다.

• 탱크모둘 3개를 사용하여 최

이때 사전설정한 예비공기량(초

대 3가지 혼합기체 사용이 가능

기 설정치 50bar)을 제외한 나머

하다.

지공기량으로계산한다

각 혼합기체는 신소농도와 최대

산소부분압을 각각 설정하며 자

19 . 3~

동으로 최대 허용수심이 표시한
다 이때 최대 허용수심보다 갚

은 수심에서는 기체교환을 할 수

:It
11

OEPTH

|틀 ~

• 콤파스 화면에서도 현재 잔압
을확인할수있다.
콤파스 화면에서 잔압확인은 물

론 현재수심， 무감압 한계시간，

l표톰l

21.8 ~

READY’와

탱크모률간의 떼어링이 편리하

.데k1，wU rr.w I :kM

다

.‘，1I1i1.-.'Y“‘_~'1I~

_a

_•

g

‘아이콘

HD NET

READY’와 탱

크모률을 떼어링하기 위해서는
탱크모율을 호를기 1 단계에 연결

질소 포화도를 볼 수 있으며 스

• 모든 경고 메시지는 빨간색으

하고 다시 호를기를 탱크에 연결

로표시된다

할 필요가 없다. ‘아이콘

탱크압 부족， 통제불능 상승， 배

NET

HD

READY’는 탱크모률과 쌍

터리 부족 등의 경고는 하단에

방향 교신을 하므로 그림과 같이

빨간색으로 명확히 표시되며 한

직접 떼어링을 한 후에 호흘기

글설정이가능하다.

단계에연결하면된다

m_

Scuba Diver

HD NET

·，1 ØJ.W.'.f폐'lWOi.lf!I!II

-- ι ['] '):Uot =1=1 '] =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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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

1

Mares 0 뻐암22 너101비(Abyss 22 Navy) 호흩기

그림과 같이 얼음 덩어리로 변하지만 테스트 시간동안 완벽하
게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아래 사진과 글은 NEDU의 공식 테스트 리포트의 한 부부

미해군(U.S. Navy) 승인 & 예외적으로
테스트리포트공개허용

이다

Mares는 찬물에서
호흡기의 철저한 분석
과평가를거쳐，독보적

'Mares 아비스 22 네이비 호흡기 1단계는 외부가 얼음 덩어리
로 변한 상태에서도 물에서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

인 아비스 22 네이비 호
흡기를 개발하였다 아
비스 22 네이비 호흡기

는 최상의 성능과 신뢰
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얼음 아레에서의 다이
빙을 포함한 엄격한 조

건 하에서 설계되었다
그 치밀하고 세심한 개

맨a魔

발과정을 증명하듯，
Mares 아비스22 네이

비 호흡기는 2011년 5월 미해군의 ANU(Authorized for Navy

Use) 리스트에 포함되었디 또한 미해군은 호흡기의 테스트 리

‘'Mar얹 아비스22 네이비 호흡기 2단계는 외부가 얼음 멍어
리로 변한 상테에서도 물에서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

포트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는 아비스22 네이비 호

흡기의 우수성을 특낼히 인정힌 것이다

모든 군대용 다이벙 장비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호
흡기의 경우에는 미해군의 NEDU(Navy Experimental Diving
Unit)가 통괴하기 매우 어려운 찬물 테스트를 실시한 후 다이

빙 장비의 숭인을 결정한다
아래 표는 EN 250과 미해군의 호흡기 테스트 기준의 비교표
이다 EN 250(European Norm) 은 유럽에서 호흡기를 판매할

때 통과해야 하는 호홉기의 테스트 기준으로 미해군의 기준보
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
호를기테스트기준

EN 250
‘

‘ Mal앉 아비스22 네이비 호흡기는 미해군의 호홉기 테스트

테스트수심

50m

60m

테人 E 시간

5분

$분

조건 하에서 NEDU의 엄격한 무인 평가기준을 실패 없이 통과

터|AE 수온

민물

바닷물. -2'(

하였으며 -1, 6'C 이상의 수온에서 사용 가능하디 ’

호흘에너지량

3.0 J/L

1.4 J/L

들숨， 날숨의 최대압력

25 mbar

15 mbar

기타차이점

4'C

터|AE 진호흥기를 12시간동안
-lTc 에서 냉각

미해군의 호흡기 테스트에서 대부분의 호흡기들은 호홉 에너
지량이나 들숨 또는 날숨 시의 최대압력을 측정할 때가 아니

* NEDU(NAVY EXPERIMENTAL DIVING

UNIT)는

미해군의 다이빙 장비 테스트 기관입니다

라. 테스트 수심이나 수온 둥의 조건 하에서 10분이되기 전에

호홉기가 쉽게 어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때 얼음 텅어리로 변
한 호흡기는 공기를 제어할 수 없이 내뿜게 되고 테스트는 실패

로끝나게 된다
미해군의 호홉기 테스트 조건 하에서는 아비스22 네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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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의 죠빽한 볼로파원 (Volo Power) 핀과

민다 OPB 시스댐은 킥 동작 시 블레 이 드가 항상 최적 각도를

하이테크(High Tech) X-，스트림 (X-앉ream) 핀

유지하도록 하여 최고의 추진력을 제공한다

새로운 핀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첫인상은 다이버가

물골추진력기술(Channel Thrust Technology)

전에 어떤 핀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어떤 핀이 좋

Mares 특허인 물골 추진력 기술은 블레이드 양 옆으로 미끄

은가? 어떤 핀을 사야 하니? 이 핀은 좋은가? ’에 대한 답은 상

러지는 물 때 문에 생기는 파워가 약해지는 현상을 막는다. 블

황에 따라 다르디 핀은 스쿠버 장비 중에서 평가하기 가장 어

레이드의 크기가 같은 핀이라도 물골이 있는 핀을 사용할 때

려운 품목 중에 하나이며 상딩히 주관적이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류의 제조법과 장치들이

고안되었지만 ‘좋은 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최상의 신

이 기술이 OPB 기술괴 결합되면서 볼로 핀에서 파워와 편안

함을느낄수있게 되었다

발이란 무엇인가?’에 대 한 답괴 마찬가지로 여전히 찾기 어렵다.
볼로피워 핀과 x-스트림 핀은 파워에 있어서 스플릿 (Split)

x-스트림 핀의 OPB 시스템 포인트는 별집형 발집에 있다.

핀과 블레이드(Bl ade) 핀의 중간인 피보팅 블레이드 (Pivoting

Mares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x-스트림 핀에 이 발집 디자

BaJ de) 핀에 속하는데 ， 이는 블레 이 드 끝부분의 핑거훌 (Finger

인 이외의 많은 특정들을 결합하였디" x-스트립 핀은 다이벙

Ho le) 모양에 따라서 구분된다 사실 핀을 집기 편한 위치에

시장의 첨단 기술품 중 하나로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핑거흘이 있다는 것은 M ar es 특허인 OPB기술 (Opt imi ze d

다 최첨단 러닝화가 연상되는 x-스트림 핀은 다이버들에게 디

Pivoting B lade , 킥 동작을 하는 동안 블레이 드가 항상 최적의

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 더욱 만족감을 준다

각도를 유지하는 기술)의 중요힌 부분이다

볼로라인이 출시된지 어느 정도 지났지만 볼로파워 핀을 착

용한 친구 다이버를 따라잡기 위해서 킥을 좀 더 세게 하게 되

면서 더 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볼로 핀을 테스트 하자

U}À} 다이버들이 왜 선호하는지 알게 되었다.

엑스스트림

추진력과 핀의 고유한 기능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
거한 x-스트림 핀은， 다이빙 시장에서 킥 동작 중 저항으로 생
기는 패러슈트(P킹χh ute)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핀이
블로파워

며 가볍고 휴대와 관리가 쉽다 다른 핀들은 발집에 물이 들어

가서 생기는 저항으로 패러슈트 현상이 발생하는데， x-스트림
볼로파워 핀은 스플릿 핀이 로켓 (Rocket) 핀으로 옮겨가고
있는시기에 출시되었다

핀은 발집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벌집형
발집 디자인은 또한 핀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한다.

스플릿 핀은 다이벙 중 저항감이 나 패들 (Paddl e) 핀 사용시

다이버는 다이벙 중 x-스트림 핀을 다른 핀들보다 더 몸의

느껴지는 종아리가 타는 듯한 기분을 거의 느낄 수 없다. 하지

일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컨트롤이 자유로우며 섬세한 동작과

만 다이버들은 스플릿 핀에 부족한 조류에서의 파워와 안전을

개구리 킥을 쉽게 할수 있다

걱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스플릿 핀에 단

단함을 더하고 그 외의 다른 수정사항들을 적용하게 되었다

x-스트림은 스플릿 핀이나 볼로파워 핀과는 다르게 킥 동작
시 종아리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파워패들 (Power

Paddle) 핀에 가깝다 이 기분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이빙 시
OPB 기술

장에서 로켓 핀이 롱런하고 있는데， 펀한 킥을 좋아하는 많은

Mares의 OPB 특허기술은 스플릿 핀의 편리함과 패들 핀의

다이버들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파워 킥을 즐기는 많은 다이

파워를 동시에 갖는다， OPB 기술의 중요한 점은 블레이드 각도
가 너무 커질 경우 생기는 저항을 방지한디는 것 이다 전통적인
패들 핀은 킥 동작 시 블레 이 드가 물을 뒤쪽이 아닌 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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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이 있다.

x-스트림 핀을 사용해 본 다이버들은 몇 번의 다이빙 후에
그가치를인정하게 된다

-조류에 맞서면서 불안정한 물에서 나갈 때 핀을 한 손으로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점이 좋다. 특히 다양한 해양에 적합하
면서도 가볍고 부피가 적은 여행용 핀을 찾고 있었는데 x-스트
립 핀에 아주만족한다”
“킥 동작이 빠르지 않아도 아주 쉽고 1I11}르게 다른 다이버 틀

을 따라잡을 수 있다 굉장히 가볍고 여행 다니기에 좋다”
“아주 좋다. 무릎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이유다 촬영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뒤로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 모든 동작들이 편하다

”

버클과스트랩

Mares는 핀 바디 (Body)에 대한 기술 발전도 멈추지 않았으
며 ， 버 클에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 Mares 버클은 핀을 신은 후

스트랩을 당겨서 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핀을 신기 전에 조정

이 가능하고 나중에 쉽게 잠글 수 있다. 이 디자인은 물에서 나

올 때 버클을 풀어서 스트랩을 손목에 걸 수 있딴 장점이 있
다. 양손이 자유로워져 카메라를 들고 보트 사디리에 오를 수
있으며， 파도가 높을 때 핀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디

정겁-을 끼지 않고 있거나 앓은 장겁-일 경우에는 버클을 쉽
게 풀 수 있다 찬물 다이벙 다이버 이외의 대부분의 다이버들
은 버클을 쉽게 풀 수 있지만， 두꺼운 정갑을 착용했을 때는 그
렇지 않다 이런 경우 핀 스트랩을 Mares 스프링 스트랩으로
교체할것을추천한다

Mares는 기존 버클에 대한 찬물 다이벙 다이버들의 불평을
듣고， 인터뷰를 통해서 더욱 실용적이고 적합한 버클을 만들

수있었다볼로파워 핀은 여전히 다이버 들에게 유용한 멋진 핀으로 적

은 힘으로 파워풀함을 느낄 수 있다 기능을 고려한 x-스트림
핀의 뛰어난 디자인은 다이버들이 핀을 몸의 일부분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강한 추진력과 정교한 통제력을 제공한다 또
한 가벼워서 여행용 핀으로 적합하다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 7563 1730
www.paradise-dive.net
diver_ricky@hotmail , com
Paradise Dive, Sabang Beach ,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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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나바로(Susi Navarro),

효펙잠수협회

Mares 랩세미나

2011 스페인 수중사진 대회 우승!
Mares 랩세미나는 베이직， 어드밴스드， 엑스퍼트 과정으로
Ma r es 팀의 스페인 선수

구성되어 있디:

인 수지 니바로는 인기 높은

9월24-25일 진행된 Mares 랩 베이직 과정에 정찬표님， 이기

2011 스페인 수중사진 대회

석남 이문성님 ， 권헌수님， 원유정님， 황선우님이 참석하였다. 최

에서 2년 연속 챔피언이 되면

하얀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 일차만 참석하였다

서 그녀의 위치를 재확인시
켰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질문이 이어져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디- 주말 아침 9시부터 시작된 고된 일정에도 잘

따라와 주신 참석자분들게 감사드린다 세미나실을 제공해 주
신 한국잠수협회와 비-쁜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성재훈사무국

장넘께 김사의 말씀드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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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거리에 위치 · 강남에서 꾀분소요
• 영화， 드라마， CF， MV등 수중씬 촬영의 최적조건
- 넓은 수중창을통해 촬영장면 관찰가능
• 전문수중촬영팀운영
- 수중촬영 장비대여 및 판매
• 강사등록비 및 입장， 탱크비 무료
• 대학동아리. 회사동호회 ， 다이빙삽등 단체팀 우대
- 사전예약시 수영장 레인을 이용한 얄은물 교육가능
• 시간대 구분없는저렴한사용료
- 입장료 8천원 / 공기통 7천원 / 장비풀셋트 2묘펜
• 등록강사 장비매장및 이론교육장 이용가능
• 연중 기온및 수온 28-29도 유지
• 교육및수중촬영에적합한규격
- 8m X 10m X 5m ( 알은물 l.2m / 1. 5m)
• 편리한 주차공간 . 평일 4시간 / 일，공휴일 무료주차
• 운영시간 6시 -22시(월~토l ， 10시 -18시(일，공휴일)
- 평일 10시 이전 이용시 사전예약

S an ct uar y

~tsort

맡월탠購輪鍵딛훌
靈蠻환편顯활

55! 컬리지

55! 전과정코스재최
• 오픈워터 다이벼부터 인스트럭터 및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과정까지

• 인 스 트럭터 크로스오버 과정 /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크로스오벼 과정

• 단기 집중 강사 쿄 스 :3 개웰 - 6개월 과정
SSI 영가관
김태혼

e갖 ~ ^I 를 탤I: tOI 뱉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전 2동 1078 로알스포츠센타
전화 ‘ 031-262-1829
핸드폰 : 010-5346-3333

홈페이지

www.sujiscuba.co.kr

• 워킹 스튜던트 수시 모집

Bonito Island Santuary Resort
Bonito Island Brg. Pisa Tingroy Batangas Philippines
Tel 63-919-539-5822 , 63-91 7-805-3324
E-Mail : tsonykim@paran.com
Web : www.bonitoresort.com

l~밀필훌낀필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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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첼린져 소식

참관

OCEANIC / HOLLl S
AUP(American Underwater

올 해 DEMA SHOW(DS)는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5
주년 기념으로 미 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 최되었다 이에

Products) 의

대표

업체인

OCEANTC社는 40주년에 발 맞

(주)우정사/오션첼린져 임직원 일동은 금년도 마감과 2012년

춰 업계 선두 주자로서의 위용

영업 정책 및 신상품 취급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DS

을과시하였다

를 참관하였다 특히 올해로 창사 40주년을 맞이 한 OCEANIC

OCEAN IC은 DS 의 메인 브랜

社의 초청으로 이 루어진 이번 방문은 그 의미가 더 욱 각별하다

드로 회장 중앙에 대 규모 부스

고할수있다

를 설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40주년 기념 프로모션
과 세미나 등을 진행함은 물론， 디-채로운 신상품을 소개하였다
당사는 오셔닉과 신상품 취급에 관한 안건을 주요 화두로 내년
공급 시기， 가격 등의 세밀한 부분을 조율하였다. 확정된 사안
으로는 다이벙 컴퓨터 OCS와 새로운 호흡기 AlI꺼A-9 등의

취급시기이다
OCS는 기존 OC1 의 인터페이스에 심플하고 스포티한 디지

인이 더해진 시계형 컴퓨터 게이지로서 다양한 색상의 시계 줄
로 교체가 가능하여 다이버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다 Alpha-9 역시 컬러풀한 색상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바탕으
로 내년 초에 출시 준비 중인 스포츠 호흡기이다

고품격 테크니컬 브랜드 HOLLIS는 이번 전시회에 보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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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재호흡기 explorel 와 테크니컬 전용 컴퓨터

DG05.

세

미드라이슈트 둥을 선보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체결 예정
으로 제품 사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TUSA
올해 눈에 띄는 것은
SPORT였다.

TUSA

TUSA

SPORT는 새

로운 스노클링 브랜드로， 이번
2011 부터 시작하여

D

단계적으로

t다룰를훌훌T
Snorkellng Gear

브랜드 네임 을 보다 확고히 해 나
갈 계획이다 당사는 향후 국내 시

장의 도입 시기를 논의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를 높이기 위
한 프로젝트 등을 강구하였다.

새롭게 출시 준비중인 주요 아이템으로는 BC]-4000으로， 특
허 받은 쿄듀라 원단에 TUSA 고유의 스마트한 디자인이 눈길
을 끌었다 아시아인 전용 디지인으로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

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BCO이다
행사기간 중 딩사 임직원들은

TUSA

사장 나카무라씨를 비

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Author ized Oealer들괴-의 회동을

갖고 세계 시장의 흐름과 고유 경쟁력， 미래 대비책 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지에 특화된 정책을 확립시켜 나갈 방침을 세
웠다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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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AQUATICS
지속적으로 라인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ATOMIC은

,.,rTHE GUll 걸스포츠소식

2012년 이후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는
자체 BCD의 개발과 액세서리를 추가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기존 호홉기들의 업그레이드 모델과 컴퓨터 라인업 확대를 꿰차

세계적인 명품으I

GULL 프로모션

안내.

고 있다 ATOMIC의 아이댄티티인 하이 궐리티 모티브는 향후

신상품들에 그대로 반영 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디 이와 함께 올

GUU 스포츠 에서 내년도 신상품인 만티스 5 마스크 NO

해 당사에서 취급한 컬러 풀 컴퓨터 COBALT의 국내 판매 데

FOG 마스크(서리가 안생기는 마스크 )와 스테이블-스노클 만

이터를 피드백하여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티스-환 아쿠아렁 미크론 레률레이터 ‘ 쥬마 여행용 BCD 를
전국 다이빙 삽 오너나 강사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저렴하게 프
로모션한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바란다，

VIKING
이번 방문에서 당사는

2011-2012 겨울 시장 상품 운영에 관

한 협의를 매듭지을 수 있었디 전 세계 발진된 드라이슈트 시
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VlKING 부스는 올해도

많은 인파가 운집하였다 기존 라인업에 꾸준한 품질 개선을 통
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오고 있는데 더해， 국내에
서도 한-EU FTA를 통해 그 경쟁력이 강화되어 마케팅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는 분명 다이빙 시장도 피해갈 수 없
었다 하지만

2011 DS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주)우정사/오션첼린져

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참가 업체들의 뚜렷
한 의지를 해법으로 삼아， 2012년 국내 다이벙 시장의 활성화

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참관에서의 결과물들을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공게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바라

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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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코리아소식

lUNG

- 마이크로 세팅 :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탱크의 경우 미리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아쿠아렁의 새로운 부력조절기

지정된 사이즈로 자동 잠금이 가능하다.

AXIOM i3

현재 시판중인 어떤 부력조절기

제품 보다 착용이 가장 편안하고
사용이 간편한 아쿠아령의 신제
품， 엑시엄 i3 (AXIOM i3)가 시

판된다액시엄 i 3부력조절기는 최신

형， 자켓 스타일의 아쿠아령 부

력조절기로서 최신식 통합 인플

- 1~-’[ 、 -

-

그립락 시스댐은 특허 출원 중인
핑거 세이버를 도입하여 복잡하게
장착되는 탱크밴드의 역할을 손쉽
게 하였다 핑거 세이버는 당겨서 잠

그기 전에 손을 사용하지 않도록

“‘-‘ ....’ .. "...--~ η 、 1"~:~:.~ '_

하여 손가락이 끼여 다치는 일을 방

그립락 GripLock™ 탱크밴드와

지한다 일단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

버클시스멈

으면 사용자는 간단하게 손으로 잠

二l ζ느 。 lrl
2.
M ‘ 1

-,

레이션/디플레이션 시스템을

엑시엄 i3의 통합 웨이트 시스템은 아쿠아령의 특허 제품인

적용하여 다이버가 간편하고 본능적으로 부력을 통제할 수 있

슈어락n 웨이트 시스템을 웅용하여 한번의 당김으로 풀을 수

는 i3 특허기술과 또 다른 특허상품인 랩쳐 하네스(벨트) 시스

있으며， 특별하게 제작된 레일시스템을 통하여 다이버가 쉽게

템을 적용한 아쿠어렁사(社)의 신제품이다

탈부착을할수있다
본 제품의 다른 특징은 지퍼형 대 형 주머니인 옥토 포켓을

밸런스(Ba l ance) 와 리브라(Libra)

적용하여 수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머니 안에 모

부력조절기 모델의 트라이 로더 시

래가 남아있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편리하디 주머니 입구

스템 (삼각식 무게중심)과 유사한

가 작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시큐리티 포켓은 다이버의

랩쳐 시스댐은 혁신적인 백팩으로

중요한 물건을 넣을 수 있다 또한 편리한 당김 인플레이션，

탱크를 완벽하게 지지해 준다 탱크

개의 스테인레스 스틸과 2 개의 플라스틱

를 다이버의 퉁 중앙에 항상 밀착시

있다

D-ring ,

5

칼 주머니도

럽쳐하네스 Wrapture™

켜 줌으로써 효과적인 무게분배를

신제품 엑시엄 i3는 검정색， 회색， 파란색이 있으며 xs에서부

Harness System(특허)

통하여 최고의 안정감을 제공한다

터 XXL까지 7가지의 사이즈가 있다 엑시엄 i3는 아쿠아렁 전

랩쳐 시스템과 함께 아쿠아렁이 특허를 받은 회전식 어깨 잠금

장치는 다이버가 수면으로 올라가는 동안 산소탱크의 무게를
가볍게 해 준디

문 대리점에서 12월 중 판매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 aqualung.com이나 위의 전
화번호로문의하면된다

올리버 라게트， 아쿠아렁 마케팅 이사는 ‘엑시엄 i 3는 시중
의 어떤 제품보다 놀라울 정도로 편안함이 뛰어나며， 아쿠아렁

의 특허인 하네스 시스템은 다이버가 수중으로 들어갈 때나

아쿠아렁사 신형호흘기

NEW LEGEND

탄생

물 밖으로 나올 때 몸을 항상 세워주는 역할을 해 준다 - 엑

시엄 i3의 신기술을 통하여 탱크를 운반하는데 더 이상 불필

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경험있는 다이버들은 아쿠아렁이 새로 개발한 그

레전드 시리즈가 2001년 소개되어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성
황리에 판매된 이후로 만 10년만에 새로운 레전드 (NEW

LEGEND)

시리즈가 2011년 12월 중순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판

립락 탱크 밴드와 잠금 시스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립

될예정이다

락 시스템은 스테인레스 스틸 락으로 만들어져 있어 탱크 교체

EW

시 쉽게 개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이즈의 탱크를 고정 시킬
수있다”고말하였다

LEGEND로 불리울 새로운 레전드 시리즈를 소개하기

에 앞서 먼저 2012년 형 레전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
2001 년 밀- 레전드가 소개되어 2002년 초부터 판매가 시작

된 이래로 지금까지 레전드는 전세계적으로 14만개가 팔려 니

- 매크로 세팅 ·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탱크도 손쉽게 셋팅이 가능하다

갔고， 레전드 글라시아 옥토퍼스를 포함하면 186，0007ß 가 판매
된 것으로써 이 엄청난 양의 판매는 아쿠아렁에서 상상할 수

2011 November.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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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며， 앞으로도 보기 드문 기록이 될 것
이다

상의 모드이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 시 용이하게 상하를 전환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호홉율을 개선하였고， 반대

이처럼 레전드 시리즈가 불티나게 판매되자 경쟁사들은 과거

로 호흡하는데 드는 힘을 최소화 시켰다. 1 단계는 또한 자동장

10년 동안 레전드를 관찰하고 벤치마킹하였다 레전드의 정신은

금장치 (AUTO CLOSURE DEVICE)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장치

경쟁사들에 의해서 복제되였고 레전드(전설)는 끝나 버렸다.

는 호홉기가 랭크밸브로부터 분리될 때 자동으로 1 단계를 폐쇄

이제 진리는 바로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할 시간이 도래하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염된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막아주

다는 것이다 우리 는 다음 10년을 위해서 경쟁사들을 저 멀리

는 최상의 보호장치이다 이 장치는 모든 뉴레전드 모텔에 갖춰

뒤쳐지도록 할 것이디 변화해야 할 시간에 발맞춰 2012년 뉴

져 있디

레전드가 출시되는 것이다 복제품으로부터 레전드를 보호하기

뉴레전드는 크롬처리가 되어 있어 광택이 난다 슈프림 버전

위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가볍고 컴팩트한

은 새틴 실버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 LEGEND, LEGEND α，

모습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최고의 호흡기가 나오게

LEGEND LUX 3개 주 모델은 모두 동계용이 가능하다. 또한 레

된다. 그리하여 다이빙 산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게 될 것

전드 시리 즈의 일반형과 슈프림형을 구분하기가 쉽다.

이다

뉴레전드는 완벽하게 새 로운 2단계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무

2012년 뉴레전드는 모든 면에서 새로이 디자인된 호홉기가
될것이다.

게면에서 약 8%정도 가벼워져서 210g 정도이다. 다이아프램의
폭을 65 .7mm까지 줄여서 컴팩트 하지만 작지는 않다. 퍼지 버

2012년에는 이전 모델과는 다른 모든 범위에서 1단계 및 2
단계 를 포함한 특별한 레전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뉴레전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뉴레전드 호흡기는 완벽하게 새로운 1 단계 를 가졌다 레전드

1단계는 딘이나 요크 모두 가능하다

튼은 일체형 덮개로 심플한 외형을 갖게 되었다 또한 2단계를
퍼지하면 공기의 홉배기율을 조정하기가 더 쉽다

MBS(MASTER BREATHING SYSTEM)은 2단계에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새 로운 기술이다

MBS는 독특

하게 조합된 조절기이므로 홉입과 배 출의 최상의 호흡율을 찾
도록 조절힌 다 뉴레전드 호흡기의 MBS 시스댐은 아쿠아령의
또다른특허 장치이다

뉴레전드 1 단계

또한 뉴레전드 호흡기는 완벽한 2단

요약한다면 우리는 ]2종류의 호흡기에 대한 연결부와 동계

계를 갖게 되었다 2단계는 발란스 타

용 버전을 포함하여 3개의 주 모텔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이버

입으로디자인되었디

들에게 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새로운 1 단계， 2단제의 신 디자인 때문에 뉴레전드는 스마트
하고， 고전적이며 우아하기까지 하디. 다이빙에서의 새로운 시

뉴레전드 2단계
뉴레전드

2012 년형은

NEW

금석이 확실히 탄생한 것이다

LEGEND, NEW LEGEND LX , NEW
LEGEND LUX , 그리고 New Legend

무게와부피의최적호k

1단계 및 2단계의 부피는 최적화되었다. 차가운 다이빙을 하

Octopus로 구성되었디:

는 동안 1 단계는 열교환을 작동하기에 충분하다 1 단계 형태는

호스 보호를 포함한 완벽한 호스 연결부를 갖췄다 다이아프램
의 직경은 강하고 깊은 호홉을 하는 동안 불안정하지 않고 높
은 수준의 호흡률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NEW LEGEND

NEW LEGEND LX

호홉의질

호홉의 질이란 단순하게 호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디자
인과 신 기술을 통해서 공기는 부드럽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필
NEW LEGEND LUX

Octopus New Legend

요하다고 느낄 때 레전드는 충족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

에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디
뉴레전드는 완벽하게 새롭게 디자인된 1단계를 사용하는데
좀 더 컴펙트하고 가벼운 것이 특정이다 그런 독특함을 가지기

MASTER BREATHING SYSTEM

위해서 금형(단조기법)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밟았다. 1단계는T

다이버 들의 호흡에 대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조정장치

자형 외형으로 되었고， 호스 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

출시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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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은 제품의 내구성 및 성능을 체 크하기 위해 내부

마린파크는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서 정기적인 투어와 다양

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를 기대

시험 을 하였다

이 것은 마치 레전드를 고문(테스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문(테스트) 기술자로서 우리 는 고문(테스트)하는 방법

하고있다

투어 및 겨울캠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련파크로 문의

을 잘 안다‘ 소금， 모래 ， 기타 화학적 생산물이 모든 레 잔드 구

하면된다

성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문의

: 070-7579-8098 /

홈페이지

hltp :j/www. mpscuba. com

우리는 또 다른 시험 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괴 함께 테 스트
하였다

얼음다이빙， 표류다이빙， 스쿠바 강의 등 레전드는 여러 다른
상황에서 시험 을 거쳤다. 범세계적으로 모든 기상 조건에 따라
레전드를 테스트할 강사 및 프로 다이버 들과 같이 공동으로 실
시하였다

뉴레전드출시
뉴레전드는 오는12월 10일 전세계적으로 출시 될 예 정 이다

출시에 앞서 먼저 딜러 및 전문가들에 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

가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 올 랜도에서 11월 2일부터 개최 될

DEMA(DIVING EQUIPMENTS & MARK E TI NG
ASSOCIATION) SHOW 이다
NEWLEGEND에 대해 보다 지-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TEL: (02) 5띠-011 8

FAX : (02)517- 5415

Emai l: junelee@firsldive.co.kr.로 문의 바랍니다-

마린파크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마린파크는 아쿠아령 파트너센터 2호

점으로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필리핀 사방 스몰라라구나에
서 클럽 마부히-이 투어를 , 그리고 22일부터 27일까지는 필리핀

보홀에서 블루워터 투어 를 완료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
까지는 강원도 양양 팀스쿠버 어 드밴스드 교육을 완료하였디

또한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사이판 스쿠버 아카
데미 리조트에서 3개월간 겨울 캠프를 개최 할 예 정 이다

떻혔 S.M.SCUBA DIVE RESORT
<Sea Mounlain Scuba Dive Resort Corporalion>

저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최신시설의 새로운 리조트!!
리포트 바로앞필리핀꾀고익마크로 A맨lαJint!
• 숙빅 식사， 디이빙 골프. 관광을꼬두해견합니디• 숙소4 인심2심 ， 2인싣20실， 레스토랑， 양주각태일바
• 신형콤프러|샤1 대여장비 20set. nitrox/trimix 시스템
• 애어깐 수납장， 샤워살 T테이블등 부대시설완바

• 체험다이빙，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지l트스키 ， 윈드서핑
• 부인도해떤의 바베큐식사
• 오픈워더교육애서 러1 벤엽교육‘ 상사교육{1. T. C)
필리핀 아닐 라2// 대표 최경혹 매니저: 국용관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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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Nove mber .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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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해왕잠수
2011 년

이 뉴스는 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톨 수 있습니다

해왕참수소식

DEAM 쇼 참관

높였다.
튼튼해진 백팩괴 전면과 후면에 웨이트 포켓과 나이프 흘더

해왕잠수(대표 장준득)는 2011 DEMA 쇼에 참관하였다 이

샤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 새로운 포세아 스포츠
워l 트 수트를 선보였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포세아 스포

비「

장비 관람이었다 부샤는 2012년 새 로운 제품을 소개했다. 부

하
멸

번 쇼의 참가 목적은 2012년 세이즐 마켓 미팅과 함께 2012 신

를 장착하여 사용자에 편안하다

2012년 새로운 비디오 라이트와 함께 각종 필터와 플로우가
나올예정이다

츠만의 해부학적 컷팅은 수트를 입었을 때 불편함을 줄이고 활
동력을 극대화 시켰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 시킨 수트이

다. 수트의 종류는 후드 일체형 원피스， 원피스. 후드 일체형 튜
념， 후드가 없는 튜닉，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여러 종류의 수트
가있다.

Oceo Adjustable
초보자 또는 스노클 위주의 용도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핀을 만들었다 세련된 디자인괴 편안한 발 포켓 유연한 블레이

드와 배출구는 초보자에게 적합하게 작용하여 편안하다，

마스터 리프트 에볼루션/ 마스터 리프트 프로

해부학적 디자인과 더욱 강력해진 1000 데니아와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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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ANDI)

내년부터 한국어 교본이 나올 예정이며 교육을 활성화할 예
정이디

에|후 CI~~며
t’아01톨l 련분 러흘톡
•
•
•
•

공항에서 10분거리 ， 막탄 핫산 비치
트라이믹스까지 테크니컬 다이빙 가능

세부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 방카 보트
카빌라오， 보홀， 발리카삭 사파리 투어

• 깔럼한숙박시설보유

NASDS 소식
2이1 년도 하반기 INSTRUCTOR 교육
장소 :

이번

NASDS KOREA( 해왕잠수)

NASDS 2011년도 하반기 INSTRUCTOR 교육은 주말

만으로 진행되었다. 장준득

NASDS KOREA 본부장과 김영민

ASDS 강사가 함께 스랩으로 참여하였다.8월20일 연예인 이
세창씨를 비롯하여 박용복， 김정식‘ 11월20일에는 이연재， 정재
호， 김영호， 김동구 강사들의

다.

이로써

2011 년도

INSTRUCTOR 교육이 실시되었

하반기에는

NASDS KOREA

lNSTRUCTOR 일곱 명이 배출되었다.

리조트전경

리조트레스토랑

리브어보드전망대

리조트객실

HTTP://SUjUNGSESANG.COM
Hadsan Beach , Agus , Lapu-Lapu Ci ty,
Cebu , Philippines
TEL: (032)495-2203
MOBILE: (0918)-254-1999
인터넷먼와 (국 내통와료 ):

070 - 7571- 8197

070-7570-8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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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미 강사 시험 - 울진 2011 년 10월 21""23일
PADJ

강사 시험을 “울진해양레포츠센터 n와 “킹스톤리조트n에

서 10월 21-2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이유
진 ， 이영미， 박소현， 황교윤， 정의석， 김재영， 구태헌， 오민규， 안병

선， 박상훈， 한동욱， 신숙희， 이진봉， 류재정， 송희서， 이현호， 김
정수， 김 대 종， 현세일， 김태일， 장성원， 허혜란， 한미란 총 23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조지 웨그만 (George Wegmann) 과 김부경

씨가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딩할 새로운 PADr 강사님들께 많
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힌번 PADr 강사 개발 프로그램

PADI 코스 디렉터님 들과 이번 프로그램 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

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킹스톤리

정회승， 서종열， 김정미， 송관영， 김진관， 윤재준， 이호빈， 주호민

조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PA미 다이버 수중 스쿠터 스페셜티 워크삽

워크삽은 올림픽 파크텔의 세미나 룸과 잠실 다이벙 풀에서

의 실제적인 적용을 아래의 토픽으로 다루었으며， 팀별 PADI

PADr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멤버들의 다이빙 비 지니스 증대

다이버 수중 스쿠터 스페셜티 코스 마케팅 플랜 발표를 통하

PADI 다이버 수중 스쿠터 스페셜티 워크삽을 잠실

여， 표스의 구체적 이해와 실제 마케탱 적용을 위한 여러 아이

에 위치한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잠실 다이벙 풀에서 지난 10

디어 교환 및 코스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제안을 나눌 수 있도

월 25일 진행하였으며 ， 총 25명의 맴버들이 참가하였다

록 진행하였다 그리고 “ PADI GE왜”의 협찬으로 우수 발표팀

를 위하여

이번 워크삽은 PADI5 스타 강사 개발 센터인 “블루 다이버
스’와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n의 대표인 임욱선 그리고 주호민

에게는 세미 드라이슈트를 부상으로 증정하였다.
원크삽토픽

코스 디렉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PADr 수중 스쿠

· 디이버 수중스쿠터 다이버 코스기준

터 스페셜티 쿄스를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고

· 다이버 수중 스쿠터 관리와 운반과 진행

가의 수중 스쿠터를 렌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

· 다이버 수중 스쿠터 다이빙 계획과 안전

께 소개하여， 향후 지속적인

PADI

다이버 수중 스쿠터 스페셜

티 코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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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 수중 스쿠터 마케팅 워크삽
워크삽에 참가한 멤버들에게는 발춰1 한 다이버 수중 스쿠터

다이빙전용선 2 대보유
강사 아웃라인.

DPV 워크삽 셔츠 그리고 워크삽 참가 수료증

이 제공되었으며‘ 워크삽을 마친 후 저녁을 함께하며 진행된 워

크삽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쳤다

나이 트록스 다이벙지원

인공어초 ，자연쌍보트 다이뱅 안내
열기리 ， 벨간짱， 형제바위 ， 대포여 ，

PA미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대표자 모임
PADr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l 다이브 센터 빛 리 조트 대
표 그리 고 코스 디렉터 모임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렉싱턴
호텔η 2충 첼시룸에서 아래의 일정과 토의 주제로 모임을 개최
한다

날짜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5시

장소

여 의도 렉싱턴 호델 (www.thelexington.co.kr)

숫바위 포 인트
수중사진 촬영 및 가이 드 제공

연회원 모집 -나이트록스 상시 제공혜택
명수리 제작사 대형 콤프레샤 보유

각종편의시설완바

2층첼시룸
주소
전화

서울시 여의도동 13-3

: 02-6670-7000

토의주제 :

1.2011 PA미 비즈니스 리포트

2. 져울칠 PA미 스페설티 코스 활성화
32012 다이빙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의건
4.2012 PADI 워크삽 및 세미나
이에 관힌 자세한 문의는 한국 지역 매니저， 김부경 이메일

bookyung.kim@padi.com.au 또는 핸드폰 0 1 0-8561- 0558으
로연락하면 된다.

강원도
꽤전화
앙양군
033-671-이
현남면58인구êllfI4
팩스: 033-671-이
: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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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EMA SHOW 참석

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
2011년 11 월 2-5일까지 미

지난 9월 21일 -23일 제주도

국 플로리 다 주 올란도에 위치

차귀도 일대 바다목장 해역에

한 오렌지 컨벤션 샌터에서 세

서 제 1 회 농림수산식품부장

계 최대 규모의 수중 장비 전

관배 수중촬영대회가 열렸다

시회인 DEMA 쇼가 개최되었

이번 대 회는 장관배로 열린 첫

다

SS! Korea에서는 이신우 동

번째 촬영대회라는 점에서 그

아시아 지역 담당관이 대표로

의미가더크다고볼수있겠

참가하였다 이신우 지역 담딩관은 SS! 부스애서 SSI를 대표하

다 SS!에서는 김강태 인스트럭터， 박칸욱 인스트럭터 ， 강동완님

여 걱국 지역 대표들과 함께， SS!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히였

이 대 표로 참여하였으며， 광각구조물 부문에서 강동완님， 비디

고， 각국 지역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

오부문에서 김강태 인스트럭터가 입상하여 SSI의 위상을 높여

색하였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만 40여개의 딜러를 접

주었다 멋진 수중환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분들께 김사의 말

수 받았으며， 미크로네시아 축 지역과 팔라우 둥지에서 SSI에

을전한다

관심을 보여준 리브어보드를 포함한 많은 리조트들괴 상담을

실시 하였다 또한 온라인 트레이닝에 대해 많은 리조트들이 관

러|크레이션 사이드마운트 강사 매뉴얼

심을 표명하여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더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더불어， SS!의 세
계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최근 화두

훌훌
Rea톨atiOnaI
힐뼈nount

송년회안내

m뼈11

‘ISlROCIOR MAJII.μl
=

2011 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힘찬 2012년을

•
-------_.
------

가 되고 있는 레크레이션 사이드마운
트에 대해 SSl의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과정

레크레이션 사이드마운트 강

사 메뉴얼(한국어버전)이 출시되었디.

이번 교재는 레크레이션 다이벙안에

맞이하기 위해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본 행사에서는 2011

서의 테크니컬적인 요소로써 보다 자

년 활동 보고와 신규 딜러 리더 소개 및 2011년 사업계획 발표

세하게 다루어졌으며， 다이벙 교육 시

가 있을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지-리를 빛내 주시기 바란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SSI 교육

원활한 좌석 배정과 기념품 준비를 위하여 각 딜러에서는 참석

시스템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원을 체크하시어 11월 30일까지 본부로 명단접수와 회비 입

금을 부탁 드린다. 보다 지-세한 문의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대 상

날 짜
장소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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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딜러

& 다이브 프로페셔널

갱신

딜 러 대표， 인스트럭터， 다이버 . 가족 및 귀빈

2이1 년 12월 22일 목요일 6시 30분
‘

2012년 각 딜러， 다이브콘， 인스트럭터 ， IT/IC의 등록 및 갱

앙재동 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홀

신 기간은 201] 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등록 및 갱신서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는 각 딜러에게 일팔 우편으로 송부되었으며 ， 필요한 경우 본부

Scuba

Diver

(02) 571-8100

이버 전문 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로 문의하면 이떼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등록 및 갱신은 SSI의

SS! 다이버 전 과정을 교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에는 차등 금

육한다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울진군의 위탁을 받아 센터

액이 부과 된다 또한 모든 서류는 본인과 대표자의 서명이 필

를 운영하는 곳으로， 다이벙 전용 풀장과 숙박 시설 · 강의실 ·

히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식딩 둥을 갖추었으며， 동시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는 패널티가 부가되므로， 기간 내에 갱신을 부탁드린다

로 건립되었다 또한， 6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교육장으로 다이빙 저변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챔버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이빙 사고 발생 시 이를

딜러 이전 오픈 μ-DIVER)

활용해 부산， 대구， 경남 통영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어려움

을해소할수있게 되었다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DIVER가 신축 이전 오픈하였다 보
다 넓은 부지로 이전하였으며， 교육청과 노동부 숭인을 받은 자

주소

체 풀장을 보유한 다이빙 을 겸한 산업 잠수 학원으로서의 전

잭임자:손병욱

문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DTVER는 정준상 트레이너가 운영

전화

경북 울진군 원남먼 오산리 931 번지

054-781-5115

하는 전문 교육 센터이며， 교육 과정은 다이버부터 인스트럭터

과정까지 SSJ 전 교육과정을 교육한다.
딜러명 :J-미VER
운영 ’정준상트레이너
주소

‘

경 71도 남앙주시 삼때동 180번지 서울산업잠수학원

전화

· 이 0-4211-9066

홈페이지

: wwwjdíver.com

SSI 신규센터 안내

9월 17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

코리아에서는 2011년

9월 17일 강원도 고성에 위치

한 네모선장 리조트(대표’고

영식)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 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다이브컬리지(이화향 트레이너)에서 박영민， 이훈규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T에서는 스쿠버 다이벙을 선도하고 안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문희수 잠수교실이 SS! 신규 딜러로

전을 책임질 유능한 SS!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

등록하였다. 이 곳은 문희수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다이브 프로

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네모선장

전문 교육센터로 동해안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문희수 잠수

리 조트에 김사의 말을 전한다

교실은 전촌 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 시 즌에 는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상 레저 를 경험할 수도 있어

10월 3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서 다이버들이 가족과 함께 찾기 에 도 좋은 곳 이기도 히다. 교
육괴정은 SS] 다이버부터 다이브 프로 과정까지를 교육한다
주소

|

묘리아(대표 유재철)에서 유

대표 문희수

|

재철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

전화

1 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SSI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7 문희수 잠수교실

2011 년 10 월 3일 헬시온

010-9299-4246

신규 센터 안내

|

진행되었다

표스에는 유명

탤런트 정 찬 인스트럭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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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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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였다 정 찬 인스트럭 터는 다이빙을 포함하여 각종 레포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SSI 신규 딜러

|

츠를 즐기는 연예계 대표 만능 스포츠맨으로써 10여년 이상

로 등록하였다 손병욱 인스트럭터가 책임 운영을 맡고 있는 다

|

꾸준히 활발한 다이빙 활동을 하고 있다.

SSI 코리아에서는 스

2011 N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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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죄고급 리조트/스파

톨를를빼l

밀피멘활칸

lI圖표끝펄필빨~홈삐를

이 뉴스논각업체포논 단혜예셔 쩨공훌내용O띤로붙XI의 의검과다.수 았웅

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10월 16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T 묘리아에서는 2011 년 10월 16일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네모선장 리조트(대표 고영식)에서 전육식 평

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바다로 스쿠바(이상국 트레이
너)에서 신재희， 박건욱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
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
을 준 네 모선장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제 1차 레크레이셔널 사이드마운트 세미나 안내
2011년

SSI 레크레이셔널 사이드마운트 인스트럭터 매뉴얼이 출시됨에 따라. SST 활동

성 딜러와 트레 이너 대상으로 제 1 차 사이드마운트 인스트럭터 및 트레이너 세미나가 진
행될 예정이디 인원은 2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린다. 아울러 제 2차 세미나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일 시 : 2011 년 11월 29일 화요일(1일간) 오전 9시부터 저념 6시까지
일 정

· 오전 - 이론， 오후-수영장 실습

비 용 . 수영장 입장， 탱크 사용료， 자격증 비용 및 교재

장소

서울또는수원수영장

참가자격

- 각 딜러 대표 또는 딜러 대표의 추천 1인

사전 준비물

: SSI 사이드 마운트 강사 매뉴얼. 사이드 마운트 가능 장비
(장비 대여 가능. 단， 수량이 제한적이오니 개별 문의 바람)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09.20

스쿠바 라01프 김원국 트레이너 주관 오정준 나신웅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0.04 J-DIVER

정준상 인스트럭터 주관 위수정， 최승진， 김정미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0.18 DIVE COLLEGE 이우빈 인스트럭터 주관 권우성， 변정환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l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09.04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평가관 주관 이영철 인스트럭터

09.28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손호진 인스트럭터

10.06 스쿠버 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박기석. 박현욱， 정희달 인스트럭터
1010

미VE

COLLEGE 이화항 트레이너 주관 박영민 인스트럭터

10.23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곽선중， 김선희 인스트럭터

11. 07 다이브 자이언트 박헌영 트레이너 주관 유성용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10 06 J-DIVER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앙승절 인스트럭터
l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09.20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평가관 주관 신앙헌 인스트럭터

09.20 제주대학교 김진현 트레이너 주관 고승일 인스트럭터

옐題밟쾌

c::::.

)썰뭘훌컬醫~혈]
짧觀굶흘훌월맺혔

짧짧횡윗
일시: 2012. 2. 23(목)

'" 26( 일) 4일간

장소: COEX Hall A""'B
주최: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추관: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수중세계. 해저여행， 풍등출판사
동시개최 :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012)

폴목 : 스쿠버다이빙장비， 수중촬영장비， 콤프레서，
국내외 리조트 및 교육단체 참가， 기타해양스포츠 레저용품

참가신청 및 문의 : 홈페이지_ http://www.ku a. or.kr 이메일_ ku a@kua.or.kr
전화_

02-42 0-4293

팩스_

02-421-8898

l-.!l밀파텀펄꽉f)

SDI、 101

이 뉴스는 킥 업체 또는 단체얘서 째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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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SDI/ERDI 소식
l

실시사항
바다목장 수중 촬영대회 참가 - 저|주

SOI/TOI/ERDI KOREA'에서는 9월22일과 23일 (2일간) 제주
차귀도 바다목장에서 실시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바다

목장 수중촬영 대회”에 참가하였디 이번 촬영대회는 국립수산
과학원이 제주바다목장사업의 홍보와 사진자료 확보를 위하여

개최하였다
SDI!TOI!ERDI에서 는 에 코다이빙과 수중사진 등 친환경적
인 다이빙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7
명의 참가지원자와 1명의 임원단이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
상하였다

이상 9명이 참가하였고， 모두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쳐 SOI와

TOI 강사 트레이너가 되었다.
SOI TOI 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sor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광각부문금상

주원강사

1)

접사부문 은상

서정우 트레이너

2) TDl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접사부문 입선 : 김광회 강사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 이너

광각부문 입선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 성재원 트레이너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에서는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SDI/T미 강사 트레이너 과정
SOI!TOI/ERDl KOREA에 서는 2011년 10월 11일(화)부터 10

트라이믹스 1이 축제 개최

월 1 8일(화)까지 경기도 굉주에 위치한 본부사무실과 용인의
인어와 마린 수영장(유종범 트레이너 )에서 강사 트레이너 괴정
을실시 하였다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국내/외에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선도적으로 보급해 온 TOI

KOREA'애서는 2009년부터 ‘트라이믹스 101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권성훈(사이판 DPIS) , 권혁기(서울)， 김동훈(포항 블루오션

트라이믹스 101 행사는 10월 1일 10시 1분에 수심 101 미터

리조트)， 변정태(대구/천안 오션블루)， 윤형준(서울)， 이상욱(울

로 다이빙하는 트라이믹스 다이벙 축제이다 이 축제를 통하여

산 중공업)， 최성기(서울 아띠다이브)， 최용진(필리핀 사방 파리

테크니컬 다이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믹스 심해 디 이

다이스 리조트)， 함덕겸(인천 해성수중)

빙을 널리 소개하고 지난 10여년간 확보한 기술력을 보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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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련된 전문위원 그룹으로 향후 SD1 /T D1 /ERDI 교육과
관련된 교재， 훈련， 규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
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에 지정된 트레이닝 어드바이저 패널
(TAP)은 총 15명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정의욱 본부장이

/’

~‘v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

DEMA Show 참관
로서 트라이믹스 테크니컬 다이빙을 대중화하고자 한다. 101미
터 다이벙은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다이버 이상만 할 수 있

다 물론， 참가자 천원이 반드시 101 미터 다이빙을 해야 하는
것은아니다

각 팀 별로 그 동안 인증된(숙달된) 다이벙 - 일반 Fun 다이
빙부터 감압절차 ERD 디이빙 등

을 즐기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이번 행사에는 오경철 트레이너와 윤병철 트레이너가 주도
적으로 교육/행사를 진행하여 안전하게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행사에 도움을 주신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임희수 트레이너 이
하 모든 스랩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국제 본부회의 (GSM) 참석

올란도에서 개최되는 DEMASI-IOW에 참관하였다
SDI!TDI!ERDI의 국제 본부에서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2박 3일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유럽/아시아 지역본부들을 대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상으로 국제본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종합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의 하나이

이번 회의는 SDl!TDl!ERDl의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변
경된 웹사이트， 국제 본부간의 협력， 새로운 트레이너 교육시스

템 등에 대한 소개와 협의가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

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J-lOW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다이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고 있는 SDI/TDI!ERDI는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소개

를 통하여 소속 회원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굴 스페셜티 과정 - 미국 플로리다

2011 November.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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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굴 다이빙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SDI/TD l/ ERDI
KOREA<에서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풀케
이브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스쿠터 (DPV) 및 스테이지 (S tages)
동굴 다이벙 스페설티 과정을 실시하였다

동굴 스테이지는 동굴에서 스테 이지 실린더를 활용하여 더
욱깊은곳으로진입하는상급동굴디이빙 과정이다，
동굴 DPV는 동굴에서 수중 스쿠터 (DPV) 를 사용하여 더 먼

거리를 진입하는 상급 동굴 다이벙 과정이다

|

예정사항

I

6283)로 신청하기 바란다

스포츠 재호흘기(GEM) 교육

이번 갱신기긴 (2011 년 12월 31일까지)에도 마일리지 프로그
램이 진행되어 자격증을 발급한 숫자에 따라 무상증정 또는

반며|쇄식 재호홉기

GEM

‘

할인판매 된다(상품 : DiveR.i te 테크니컬 감압용 호흡기 SET

호흡기， 게이지， 탱크밴드， 스테이지스트랩 ‘ 초커 일체 포함)

2이1 강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 테크니걸 다이빙용 호흩기 SET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TDI!많DI KOREA'에서는 강사님들

에게 보답하고자 2006년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플러

스)를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OMS 테크니
컬

BC 세트를 무.Ac:f_으로 지급하였다(30명 이상 발급 강새.
SDI!TDI/ERDI KOREA<에서는 2009년에도 또다시 파격적인

TDIKORE A'에서 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포항 블루오션
리조트(김동훈 트레이너)에서 셈 반폐쇄식 재호흡기 (GEM

SCR) 다이버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6년무상지급한

2007년무상지급한

다이브검퓨터

테크니걸다이빙

BC

새로 출시된 키스 셈 (KISS GEM)은 기존 재호흡기의 방식을
크게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반폐쇄식 재호흡기 (SCR)로 자체

무게 6.5 kg으로 현존 재호흡기 중에서 가정 가볍고 뛰어난 성
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변에서도 기존 재호홉기의

1/3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동안 가격과 무게 등의 부담으로 재호
흡기 다이빙을 즐길 수 없었던 다이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

안을제시하고있다.
TDI에서는 국내 최초로 키스 셈 (KISS GEM) 재호흡기 과정
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재호흡기 프로그램을 열어 나가고자
한다

2012년도강사갱신
SDI/TDI/ERDI에서는 2011년 10월1일부터 2012년도 강사
갱신을 실시힌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을 인쇄하
셔서 작성한 후 이메일 (hq@tdisdi.co.kr) 또는 팩스(031구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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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테크니컬

BC

2009/2010년 다이브킴뮤터

|

로그램과 정책 둥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 한 건설적인

이 프로그램은 강사님들이 발급하신 다이 버 자격증의 숫자

|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디

에 따리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렘으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

|

일시

: 2012년 1월 7일(토)'""8일(일)

그램과 유사하다

’

장소

. 울진

|

내용 : 2011 년 사업보고. 201 2년 계획， 변경된 정책 및 규정 공지，

마일리지 프로그랩을 실시한다

행사 내용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등급
에 관계 없이 둥록일 기준으로 60명 이상의 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한

| 테크니컬 및 응급대응 다이빙 세미나. 챔버 운영/체험

SDl /TDI/ ERDI 강사 전원에게 DiveRi te 테크니컬 감압

용 호홉기

SET(DiveRi te 호홉기， 게이지， 탱크밴드， 스테이지스

트랩， 호홉기 고정용 번지 ， 초카 일체 포함-J 40만원 상당)를 무

상으로 지급한다.(다이브마스터 및 강사 발급은 제외)

2011

레저스포츠센터

마일리지 프로그램 (스테이지 호홉기

--

SET)

자격증 발급 실적이 60명 미만인 강사들은 발급 숫자에 따
라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할인 판매한다.
예) 테크니 컬 호흡기

SET 할인판매가격 (60만원)

- 자격증발급실적‘ 1 만원
자격증발급실적

호홉기 SET 구입가격

40영발급한경우

200.000

30영발급한경우

300.000

강사 별 발급 실적은 본부 홈페이지 ) membe r에서 확인할
수있다

SDI!TDl/ERDI KORE싸게서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함
으로써 자격증 발급비용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동시에 소속강

사들에게 테크니컬 다이빙용 호홉기 SET를 특가에 제공함으로
써 테크니컬 다이빙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행사는 2012년 강사 갱신과 함께 진행되며 2011년 12월 31
일까지 실시된다. 또한 재고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강사트레이너 전략미팅
,DI/TDI/ ERDI KOREA'에서는 2012년도 1차 강사 트레이 너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 전략 회의를 통해서 본부의 새 로운 프

글·사진:구지광

ISBN 978-89-92082-07-5
정가 : 45.000원 /46변형판 /670쪽
풍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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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117차 강사 교육 과정

BSAC 트레이너 워크삽 개최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BSAC KOREA 본부와 강릉 사

지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워크삽

천의 해원리조트(대 표 박상용)에서 강사교육이 진행되었다 총

이 필리핀 스몰라라구나 비치의 다이벙 파크 리조트(BSAC 리

5명의 강사후보생(김영호， 정희철 ， 김창원， 나학운， 김재구)의 교

조트 센터)에서 진행되었디:

육을 김윤석， 박재 경 트레이너가 진행했으며， 박종섭 본부장의

평가가있었다-

이번 워크삽에서 강사 교육 전반에 걸친 진행 내용에 대 한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졌디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

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삽 과
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
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 (App r ova l
co ur se) 을 거쳐 정식 등록트레이너 (App r oved Instructor

trainer)로서 인증받게 된디
본 워크삽에는 황철상， 이진영 강사가 참가했으며， 박종섭 본

부장이 총괄진행을했다

신규 센터 등록-다이빙파크
지난 10월 16일， 필리 핀 민도르 섬의 스몰라라구나 비치(사
방비치옆)에 위치한 /다이벙 파크(대 표 박문기)'가 신규 BSAC

리조트센터로 등록되었다 40개의 룸과 수영장을 완비한 다이
빙파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벙 전문리조트로 테크니컬
디이빙 서비스가 가능하며， 스몰라라구나 비 치의 모래 해변을
앞에 두고 있어 비 치 다이빙이 필요한 초보지- 교육에도 좋은

입지 조건을가지고있다

118차강사교육과정
주소

‘

Big La Laguna-beach.

Pueη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연락 : 63-43-287-3254. 휴대폰 63-908-118-1390.63-908-

567-0123. 070-8625-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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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4 일부터 11 월]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모알보알의

MB오션블루(대표 김용식)에서 강사교육이 진행되었디:

이정훈. 김소영， 배상진 등 3명의 강사후보생과 함께 김용식

2011 년 송년회 개최 안내

트레이너‘ 조형배 트레이너 및 박종섭 평가관이 수고를 하였으
며 배봉기 강사가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강사교육 스랩 겸 레
벨업을진행했다

오는 2011년 1 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BWS 강남와인스쿨’에서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송
년모임이 개최된다

신규 센터 등록_CEDA 다이빙 센터
일시

지난 10월 13일. 필리핀 세부의 막탄섬에 위치한 CEDA리조

트가 BSAC KOREA의 다이버트레이닝센터 (DTC)로 센터등록

: 201 1 년

12월 10일(토) 오후 6시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 하이브랜드 때션관 6층

참가비 :4만원

을 마쳤다 CEDA리조트의 최원철 대표는 BSAC 강사로서

1994년부터 활동한 BSAC KOREA의 초기 멤버 중 한명이다.
올해 9월 1 일 개업한 CEDA리조트는 9개의 게스트하우스， 수영
장 및 강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숙식형 리조트이다-

IW6 W 2t인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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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강사과정 개최 공지
대학(대학원)생 신분으로서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를모집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육으로서. 대학생들의 강
주소

: CEDA

Reso미 ， Pajac Road , Brgy.Pajac , Lapu-Iapu City,

Cebu 6015
연락

+63-915-838-2049 , 070-4377-2400

사 교육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체 참가비(교육비)에 대
한 일부 장학 혜택을 주는 행사이다-

ßSAC KOREA는 활기찬 대학 출신의 젊은 강사를 배출함으
로써， I3SAC의 장기적인 활동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BSAC KOREA 필리핀 사무소 오푼

하여 이번 대학생 강사 과정을 개설하였다.
대학생 강사과정은 매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벙학)에 걸쳐

BSAC KOREA 소속 강사

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 필리핀 현지 활동을 보조

일시

하기 위한 필리핀 지역 사무

장소 : 정주 AQUANAUT

소를 오픈했다 필리핀 세부

문으1: BSAC 본부 및 트레이 너

‘ 2이 2년

1월 5일 "-'1 2일

I 제주 블루마린

리조트

의 막탄섬에 오픈한 현지 사

무실의 운영은 김용식트레이
너가 책임운영자로 수고를

해줄 것이다. 앞으로 필리핀에 활동강사로서 등록한 강사는 세
부사무소에 교육자료 구매 및 C-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주소

2nd Flr, Marina Mall , Mactan , Cebu

전화 : +63 (0)917-303- 9999 , 070- 2717-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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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소식
; lr.:.1nD]

본부 소식

I

을 발표한다 또한 신규 강사 트레이너와 신규 강사 인증식 ， 올

해의 최우수 강사 발표 및 우수 강사 외에 많은 시상과 부상이
준비되어 있다

IATND 효빌판 교재 출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lANTD 강사 트레이너 및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E때X 다이버， 퍼

강사 모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버NTD 다이버의 많은 참석

실리티 매뉴얼 및 퍼블릭 세프티(공공안전) 다이버 교재가 한

을 바란다 참석자 모두 사전에 lANTD

국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의 번역으로 한글판 매뉴얼이 출판

록바란다

되었다

일 시 : 2011 년 12월 2일 (금요일) 저녁 6시30분 rv9시30분

버NTD 다이브 마스터는 한글로 번역이 완료되었으며 교정
및 검수 중이다， 다이브 마스터용 바인더 도 제작되었으며 다이

장소

Korea

본부로 사전 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 17층

문 의 :

브 마스터 교재는 2012년 3월 1일 출판할 예정이다

IANTD

Kαea 사무실(02-486-2792).

유근목 (010-9109-2802)

트라이믹스원크삽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펼리핀 아닐라오 샤크 다이브
리조트에서 실시하며， 나이트록스， 답 다이버 ，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테크니컬 및 노목식 트라이믹스， 트라이믹스 다

이버， 기체 블랜딩 과정을 실시하며， 강사 과정들도 실시할 예정
이다 참가 자격은 머NTD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으로 100회
이상 다이벙 경력이 필요하며， 타 단체 같은 퉁급의 다이버도
참가 가능하디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ww w. i a ntd.

cO.kr)에 공지할 예정이다

2012년 IANTD KOREA 멤버 강사 트레이너 및

IANTD 정기투어

강사갱신알림
lANTD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머NTD

KOREA

강사 트레이

KOREA

본부에서 지난 8월에 이어 2차 정기투어를

10월 8일 1박 2일 양양에 위치한 팀 스쿠버(대표 이기영강사)

너 및 강사 갱신을 실시한다.

에서 실시하였다 정기투어의 목적은 자발적인 강사 트레이너

갱신기간 :10월 1 일

및 강사님들의 참가를 유도하며 친목과 다이빙의 발전을 도모

접수장소

갱신비용
제출서류

rv

12월 31 일

IANTD KOREA 본부
co.kr)

및 본부 이메일(ianld@ianld.

: 강사 트레이너 20 만원， 강사 1 5만원
본부 홈페이지 (http://www.ianld.co 씨에서 의료용 문

하는데 있다. 이번 투어 참석에는 임용한 강사 및 회원들과 안

양 블루홀 다이버스의 박우진 강사， 정경원 강사 후보생 및 본
부 회원분들이 참석하여， 친목과 다이빙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자리가되었다

진/강사 갱신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02-486-2793)로 발송하면 된다
의

2011 년

02-486-2792

IANTD KOREA 송년의 밤

신규강사트레이너
강신영(울산)

신규강사
김민중 (EANx

2011 년 송년의 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강사 트레이너

이홍석 (EANx

및 강λL 다이버 모두 참석 가능하며，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

강영 철 (E때x

고， 2011 년의 버NTD Korea의 활동 보고 및 2012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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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structor)
Instructor)
Instructor)

(

l

멈버정보

였다

이번 투어는 정승규， 권유진， 황영석 장세환， 김동원 강사님

김정숙 강사 트레이너의 강사 레벨 업 및

들이 참석하였으며， 노틸러스 팀의 친목과 단합을 보여주는 투

강사크로스오버강습

어가 되었다 또한 이희석， 박동율， 안영구， 송충열 회원분들이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과정 및 디-이브 마스터 강습에 참가

하였다.

김정숙 강사 트레이
너 주관에 지난 10월 8

강습은 테크니컬 강사인 황영석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일정

일부터 IANTDKOREA

동안 무사히 강습을 수료하여 네 분 모두 버NTD 다이브 마스

본부강의실과수원 월

터가되었다

드컵 수영장에서 테크

니컬 강사 레벨 업 및

수산 자원 조성단 과학 잠수 다이버 강습

어드밴스 EANx 강사
1 차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4일까

크로스오버강습을실

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수산 자원 조성단에서 는 전문가를 위

시하였다.

강사 레벨 업에는 서계원 강사 크로스 오버에는 천세은 강사

한 과학 잠수 다이버 자체 인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운영은

가 참가를 하였다 또한 정경원 강사 후보생도 강습에 참가하

조성단의 최임호 박사. 김병섭 박사가 진행을 하였으며， 유근목

여 어드밴스드 EANx 과정을 복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장 및 정현우 트레이너， 하우용 강사가 레저 부분을 강습
하였으며， CPR및

머NTD의 전반적인 강습 내용과 제한수역에서의 기술들을

AED 사용법(울산 적십자)， 웅급처치 및 산소

강습 받고 개방수역의 모든 테크니 컬 강사 괴정 인증 후， 두 분

공급지 (lANTD) ， 수중 조사 장비 및 수중 촬영(스쿠비- 넷 최성

의 강사님은 테 크니컬 다이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팀을 구성하

순 대표)은 전문가를 초대되어 진행되었다. 1차 팀이 제한수역

여 테 크니컬 다이벙의 발전을 위해 환동할 계획에 있다.

은 북구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 2차 팀은 울산의

문수수영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민호 강사 트레이너 크로스오버 강사 강습개최
이민호 강사 트레이너 주관에 지난 9월 19일 2박 3일간 강사

크로스오버 강습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김민중 강사， 강영철
강사， 이홍석 강사가 참가하였으며， 1ANTD의 역사와 강습 교

재 및 강습 방법에 대하여 강습을 받았으며， 홍장화 본부장에
게 평가를 받고 세 분의 강사님들은 IANTD의 EANx 강사로
활동을하게 되었다

울산 노틸러스팀 펀다이빙 투어
울산의 노틸러스(회장 황영석)팀이 해외정기 투어를 지난 10

I

신상품

|

후드 점떠 제작

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6박 7일간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
하 샤크다이브 리 조트에서 펀 다이벙괴 강습 디 이빙을 진행하

구입 문의 IANTD KOREA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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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을 쉽게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교재구입문의는

PSAI SIDE MOUNT 교재 2종 출시
(OPEN WATER / OVER HEAD)

각 퍼실리티 및 PSAJKOREA 본부로 연락바란다

PS따KOREA'에서 SIDE MOUNT Open WAT티~ Environment

PSAI FULL CAVE 교육

매뉴얼과 SIDE MOUNT Over Head Environment 2종이 힌

글판 교재로 출시되었다 PSAl SlDE MOUNT교재는 혜 사이드

PSAJ KOREA에서 2011년 9월 19일 -26일 동안 제주도 서귀

마운트의 역사와 발전 과정， 사이드마운트 시스템과 백마운트

포와 우도에서 full cave (강사 성낙훈) 다이버 교육 과정이 이

시스템의 차이점‘ 사이드마운트의 구성‘ 사이드마운트의 이론

루어졌다. 교육 과정은 Cavern , lntro to cave , Apprentice

및 실기와 수상 및 수중에서의 실질적인 사이드 마운트의 기술

cave , full cave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교재 이다

교육 팀은 19， 20일은 이론교육과 육상 교육으로 이 루어졌으며 ，

PSAJKOREA에서는 강사 및 다이버들에게 SlDE MOUNT

DIVTNG 교육을 쉽게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서귀포 KAL 호텔 앞에서의 CAVERN 교육을 시작으로 제주 우

도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 참가자는 PSAl FULL CAVE 강사 성낙훈과 조순천

교재 구입 문의는 각 퍼실리티 및 PSAIKOREA 본부로 연락바
란다

IT(Dive way 대표)， 이신학 (Tow scuba 대표)， Scubaway의 조
창용 강사가 참가하였으며， 구룡포 펀다이브리조트의 김동윤
대표는 개인 시정으로 인해 Intro to cave까지 교육을 마쳤다

저자

Edd So renson. James T Cha끼es

PSAI PSD(Public Safety Diveν공공 안전 잡수)
Level1 교재 출시

PSAI WORLD 소식 : Martyn Farr’s 2011 Spanish
World Record Cave Dive

PSAJKOREA<에서 PSD (Public Safety Diver) LEVE L1 한글

판

교재가 출시되었디，

PSD

2011 Spanish

패밸흩職웰뿔댈

LE댄L1 은 수면지원 프로그램으

월드 레묘드 cave

ki “‘ ιI“!Ert ‘mI!W

로 공공 안전 다이버의 수면지원

통과 다이벙이 스

l魔環률顧

과 수상/수중에서 디-이버 및 지원

페인 Pozo Azul의

팀이 위험에 어떻게 노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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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SBN : 978-89-97068-02-9)
PSAJKOREA'에서는 강사 및 다
이버 들에게 PSD (Public Safe t y

Diver/공공 안전 잠수)과정 교육

Martyn Fan 는

탐험을공유하고자

아낌없이

사진을

보내 주었다 PSAlKOREA.COM에서 뉴스란 참조하기 바란다

PSAI 다이버상

PS매 각 나라 지역 회의 및 올해의

l

퍼실리티소식

개최

PSAIKOREA 골드 퍼실리티인 AQUAFLEX(대표 김재민)는

된 DEMA 쇼중 4일 각 나

10월 5일 -6일까지 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영화 .도둑들의

라 지역 회의가 DEMA 미

수중촬영을 진행하였다. ‘도둑들은 영화배우 김혜수 주연의 영

미국 올랜도에서

팅 룸에서 있었으며 PSAl

화로 2012년 초 개봉 예정이다 이번 수중 촬영은 김재민 대표

HQ에서 준비한 만찬에서

를 주축으로 홍성관， 조순친 1T가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2011년 다이버 상에 2011

World Wide 인스트럭터
에

무어해저

한달현(아산 잠수)와

미국 플로리다 Edd Sorenson(Cave Adventure rs)가 수상하였

으며， ITE 부분은 작년에 이어 성낙훈 본부장이 수상하였다

PSAIKOREA 골드 퍼실리티인 무아해저(대표 홍정일)에서는
12월 30일부터 1월2일 (3박4 일)까지 제 3회 무어해저 송년회를
진행한다. 참가인원은 고객님들의 편의상 35명으로 한정되어

PSAI SIDE MOUNT(Open WATER Environment
과 Over Head Environment ) ITW 개최

있으며， 11월 25일까지 예약해야만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하신

분 전원에게 3박4일 동안 숙식과 무제한 다이빙을 제공하며‘ 고
급 방용자켓과 드라이슈트내피(선택)를 증정한다. 다이버라면

미국 올랜드에서 개최된 DEMA쇼가 끝나고 11월7일부터 16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다이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일까지 10일， 간 미국 플로리다 Marianna 지역에 위치한 PS퍼

부탁드린디

플레터 늄 퍼실리티 (CAVE ADVENTRUTES)에서 PSAI SIDE

참가신청 및 참가비 여부는 무어해저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MOUN T( Open WATER Environment과 Over Head

문의사항 : 054-782-6580(무어해저)

Envi ronment ) lTW가 진행되었다.ITW는 책의 저자인 Edd
Sorenson 과 James T. Charlcs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PSAIKORE~에서는 성낙훈 본부장과 조순천 l T. 이신학 IT가
참여하였다

과정 중 플로리다의 다이벙 환경에 대해 취재 나온 ABC 방
송사의 뉴스 인터뷰에 성낙훈 본부장과 일행들이 참여하여 플
로리디의 ch7인 ABC News에 출연하게 되었다.

- 방송국 . 미국 ABC News Chan nel 7‘ Flol띠a

(ABC 뉴스， 플로리다 7번 채널)
- 방영일 : 201] 년 11월 ]0일 오후 6시

http://www.wjhg.com/ home/ headlines/Dozens_o f:_
Divers_Descend_on_Blue_Springs_133649218.html
기사의 간추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플로리다/주 /마리안나/시 잭슨 카운티의 "B lu e Sp rin gs

Recreational Area"로 처음 여행을 온 홍콩 거주자인 Gallup

신규 강사

LEE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름답다고만 할 수 있다”

신승용 1-1 078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라고 말했고 그와 중국， 한국， 브라질， 그리고 핀란드에서 온 거

장인호 |카 079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의 50여명에 달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목요일에 세계 최고 수

김병학 1-1 067 Crossover / ICC - 차정택 IT

중 동굴중 하나인 플로리다 "Blue Spruings"에서 다이벙할 수

이지연 1-1 072 IQC- 차정택 IT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인 정낙훈찌는 Sidemou nt 훈련차

강영석 1-1 0731QC - 차정택 IT

이곳에 오게 됐으며"난 여기에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왜냐
하면 여기의 동굴들은 나에게 무언가 특별하고 활력을 주기 때
문이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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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SIDE MOUNT (OPEN WATER / OVER I 2012년 Professional 갱신
HEAD) 강사 및 트레이너 워크삽
2012년 PSAIKOREh에 속한 Profession aJ 갱신을 공지한다
PSAIKOREA<에서는

PSA I

교육 프로그램

(OPEN WATER / OVER HEAD)

SIDE MOUNT

I

기한

다이버의 한국어 교재 출시

|

대상

와 함께 강사 및 트레이너 분들을 대상으로

SIDE MOUNT

(OPEN WATER) IQC WORKSHOP을 개최한다

I
|

2011 년 12월 31 일

: 2011 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 받은 모든 트레이너，
강사 다01브 마스터 및 떠실리티

갱신 방법 : psai~αea .com 참조

일시 : 2011 년 12월 17일 "'18일(2일간)
장소

: 포항시 구룡포 펀 다이브 리조트

교육종목

: SIDE MOUNT(OPEN WATER ) 다이버 ， 강사 원크삽

교육문의 :
참가대상

PSAIKOREA 본부

: PSAI OWI

(02.817.419이

이상 및 참가 희망 다이버/ 타단체 강사

2012년 PSAIKOREA 신년회
PSAIKOREA:에서 2012년

PSAI

가족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

를 만들고자 PSAIKOREA 신년회를 개최한다
일시
장소
대상

2이2년 1월 7일(토요일)
’

추후 결정(홈페이지 공지)
내빈 및

PSAI 가족

|빼

. .￥삐[if]

S.E .I -PDIC KOREA 소식
국제 PDIC

2011 DEMA SHOW S.E .I KOREA 참가
S.E. I KOREA 북미지사 디렉

파트너쉽 체결

존경하는 한국의 PDIC & S.E.I 강사 여러분，

Kevin Ki m은 11 월2일부터 5

본부에서는 항상 한국의 PDIC & SEJ 강사진들의 우수성에

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대해서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수한 활동과 수고에 깊은 찬사

에서 개최된 2011 년

를보내드립니다

터

DEMA

SHOW'에 참여하여 국제 S.E .IPDIC에서 국제협약 및 정책회
의에 참여하였다

S.E.I KOREA

지난 9월23일 PDIC인터내셔널과 SCUBA Educators 인터내
셔널(former YMCA SCUBA)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레 스쿠버 교육의 더 욱 더 발전되고 확장된 지원을 제공하

는 S.E .I-PDI C의 아시아 본부

기 위하여 PDIC 와

와 한국본부를 계약하는 성과

두 국제협회가 파트너쉽을

를 이뤘으며

결정하였고

Kevi n Ki m은 국

제 본부의 아시아 코디 네이터
를 겸직하게 되었다 국제 본부의 CEO 탐리어드는 한국과 이태
리의 친밀한 파트너 쉽을 강조하며 S .E .I-PDIC의 새 로운 국제적

활동의 기대를 다짐하였다

& S.E.I

S.E .I,

인디애나의

S.E .I 사무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에서는 한국의
강사진들의 더욱 더 진보된
교육서비스 지원과 발전을

294 Scuba Diver

위하여 PDIC-S.E .I 아시아 · 한국본부 교육 서비스센터를 통하
여 직접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C-ca rd발급과 교재제공 및 프

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S.E .I와 PDIC는 지난 다이빙역사의 가장 전통 있고 철저한
교육철학이념을 유지해온 스쿠버교육단체입니다. SEI-PDIC는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100년의 획기적
이고 새로운 비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Thomas Leaird I CEO

S.E .I KOREA 2이2년 뱀버 리뉴얼 등록 시행

다이버 안전을 위한

2011 뉴가이드라인

BLS 과정 63-64차 강습회 개최
SEI

KOREh에서는 2012년 맴버 리뉴얼 퉁록을 11월 1 일부

터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특히 기간별 갱신둥록에 따라 비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가정이나 길거리에서의 갑

용이 차별화 되며 모든 맹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스쿠버 등

작스런 사고 또는 수상 및 장수 활동 중 발생할수 있는 용급

백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지도자 게시판을 참조

질환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정지가 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하라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제 63 ， 64차

BLS(Basic Life Support :

PDIC KOREA 2012년 뱀버

실시한다

“홈커밍 리뉴얼” 행사 시행

시행

:

기본 인명구조술) 상설 무료교육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저 11 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저 16조 저 1 2항

의 규정

PDIC

KOREh에서는 그동안 미

국본부에서

관리되어온 한국의

PDIC 강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

일정

:

내용

: 2011 뉴가이드라인 BLS.

후원 :

63차 2011 년 11월 23일 ， 64차 1 2월 21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기본인명구조술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

국본부에서 모든 서비스업무를 담
당한다 이에 첫 시발접으로 기존
의 리더쉽 맹버들을 위한 “흠커밍
리뉴얼” 행사를 시행한다

문의

PDIC ASlA-KOREA

PDIC KOREA

강사트레이너 워크삽 개최

PDIC KOREA<에서는 지난 11
월 12일 대구에서 PDIC 강사트

레이너 워크삽을 개최하였다
국내의 PDIC본부 도입의 괴정

과 2012년 맴버들을 위한 사업

해외에서 다이빙사고시

의 소개와 지역 담당 트레이너

응급이송 및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씹니다 .

의 운영관련， 2012 맴버 리뉴얼 등 많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S.E .I KOREA 강사트레이너 워크삽 개최
S.E .I

DAN

‘
’

멤버가 되어 미리 대비합시다 .

전세계 응급이송 보장

때 1빙 싣배(치료) 보험 서비스

... 24시간 다이빙 응급 핫라인

,

잠수의학 상담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KOREA'에서는 지난 10월26일 남해 두미도 해양리조트

에서 SEI 강사트레이너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의 지역 담

당교육원의 운영관련 협의와 SEI-PDIC ASIA 도입과정에 대하
여 논의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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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혜 또는 단체애서 채공힌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톨 수 있슐니다.

기타단체뉴스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소식
l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회원 명단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결성

제주도에서 다이벙 삽을 운영하는 삽 오너들이 모여 다음괴

대표

같은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초대 회장으로는 방이(방2다이버 λ 대표)씨가 선

출되었다

+

바다여행

?C>}。
〈그1 口'1

3

~‘i으4λ~

제주스쿠바스쿨

‘

서귀포
서귀포
제주시

+

•

ï1J。오드~

5

고혁진

우도스쿠바리조트

동(우도)

6

김건태

팀라수중

제주시

상승라인구분)

7

김기준

제주오션

- 서귀포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

8

김덕휘

천지다이브샌터

9

김민승

블루웨이브

10

김병국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

동{위 01 레

11

김병수

샤뜰레맨션&삽

서귀포

12

f그j~예。ë응l

태평앙다이빙스쿨

13

김상길

굿다이버

14

김선일

15

김성태

16
17

+

- 현재 5일 전에 연락해야만 입수 가능(당일 신고‘ 당일
엽수)

3. 배 운항 노선 고정건 (문섬)

남쪽에서 진 출입 필수

문섭 본 섬과 작은 섬 사이의 펜λ 부위 라인 설치 건

5. 문섬 A 텐 발판설치 건
서귀포항 내 간이 화장실 추가 -

남녀 구분

7 서귀포항 내(유어선 선착장) 주차 난 심각
주차라인설치및주말교통통제요망

8. 서귀포항 계단식 접안시설 필요 - 수심 변화 때문
유어선 선박 스쿠류 안전망 설치 필요

10.

+
+

2 동 부두 핸드레일 설치 및 해경 협조 건

9

강규호

2
4

1 문섬， 범섬， 성섬에 하강 라인 설치 (2011 년 11월 중， 하강

6

지역

고스다이브시스탱

·주요사업 추진계획

4.

다이빙삽명
씨월드땐션&저|주다이버

보트디-이벙 포인 E 부위 설치 필요(해경， 시청 협조사항)

+

+

제주시

제주시
서귀포

서(모슬포)

서귀포

서귀포

聊κt혜수동1 + 땀 1
다이버하우스

서(호l순)

김수한

남원 스쿠버드림

동(남원)

김원국

성산 Scuba Ufe

동

18

김재영

귀덕다이빙샘제점광대교쉬

19

김진수

해마

서귀포

20

김장환

금릉레져스포츠(수중신책)

제주시

f

제주시

21

랄프

빅블루33

서귀포

22

tCr1-/「“E
< >:

수쿠바아;1 f데 01

세모슬포)

23

6-1}i
c:〉f-λr

성산씨라이프

+

24

방이

25

r< :igE41
<-

바다여행

26

신민국

오렌지삽

'6f2다이버스
+

30
31

•-

서귀포

서귀포
+

낀 →」앙충홍

28 •- 오
-재혁---+29
유현재

ECg3

+

제주원다이브리조트
+

답어드벤쳐

서귀포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4γ

이영덕

다이닙人테이션

이성절

포셰이돈

갑|수형

+
+

다이브랜드

제주시
서귀포
서귀포

32
33 .

01춘굉

윈리조트

34

이태훈

블루샤크

35

정윤현

블루마린

일시 ‘ 2011 년 12월 7일 수요일

36

정혜영

오션스제주

대상 . 삽 대표 약 30영과 다이버 50명(약 80'"'-'100명)

37

한칠권

볼레낭게

서귀포

일정 : 10:00 연말결산보고 및 시장님 고문추대(씨월 I 맨션)

38

허전범

마린하우스

서귀포

. 2011 년도 서귀포 수중정화 작업 및 연말결산 모임

12:00 점심식사

13:30 서귀포항 집결 (서귀포 수중 정화작업)
18:00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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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
서귀포
서귀포
서귀포

저11회 장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장기배 물가사리잡기대회
날

짜 : 10월 30일(일) 오전 10시

장

소 : 10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앞바다 일원

주관/주초1: 국민생활체육 장원시 스킨스쿠버 연합회
후

원 : 창원시 생활체육회 남해수중 마레스코리아

비가 조금씩 내리는 30 일

일요일 오전 굳은 날씨에도 불

구하고 삼삼오오 팀들을 이룬
차량들이 대회장소인 섬리 앞

바다에 집결을 하고 있다 총
10여대의 차량들이 주차를 마

치고 장비들을 챙겨 방파제 앞
에 모여 행사를 위해 미리 참
석하신 어촌계 마을분들과 주

위 낚시를 즐기는 분들의 시선
들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되며，

행사가 잘 이휘 질 것 같은 화

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
다
4 곳(남해수중

쿠버

포세 이돈

해마스킨스

봐뜨로엑셀

(aUATIRO

EXC타j

억옐은 가장 뛰어난 상능을 가진 마리l스 핀입니디
미혜스의 앙선 기솔력이 응집된 이 핀은
모든 다이빙 환경에Ai도 뛰어난 파워를 쩨공합니다.
꾀뜨로 엘셀의 독특한 디자인이 딩신의 수중 적웅력을
꿇벼f줍니디.
자연스럽깨 7

진해잠수)의

삽 사정님과 회원분들의 참여
로 모두 50여명의 다이버 인원
이 참석하였다. 장비 세팅을 마치고 주관을 한 창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 회장님과 이

3가지재질 뎌
(TRI퀘ATERIAL ∞NSTRIJCT1(재)
3가지의 다른 채질율 결훌녕}여 져~힘으로써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며 동급핀 중에서 최강의
파워률제공합니다.

하 회원들의 행사 식순을 끝내고 목적인 바다 정화작업과 스킨스쿠버 의 홍보를 위해

불가사리 채집을 20개팀으로 나눠 2 개의 지역에 한곳은 비치다이버 로 한 곳은 보트디

이버로 바디 에 뛰어 들었다
어촌계 분들의 말씀에 따라 이곳은 해삼과 전복의 양식밭으로 불가사리와 성게 제

거를 당부하였다 겉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와 달리 수중환경은 그야말로 불가사리
반 해삼 반이었다 각 팀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으로 모두들 한 포대씩 가득히 불가사
리를 잡아들고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오후를 넘어가는 행사가 끝나면서 날씨는 어느
I

비가 그치고 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마레스 묘리아의 협찬으로 소정의 상

수떠채널 !킹
(SUP밍대ANN타)



탄력적인 중앙부의 커다란 물골이 물 유동랑율

크게 증가시켜 더 큰 추진력과
효율적인 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성을 이용한 최적각도 이론 채택
(E냐ISnc 01껴B)
상향 킥과 하항 킥 사이의 핀 블려l이드의 각도를

킥의 효율성을 증가 시컸습니다.

품을 지급받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어촌계분들의 즐거워하는 모슴을 뒤로 하며 우

리 바다를 깨끗이 청소했다는 뿌듯한 지부심으로 모두들 가벼운 말걸음으로 온 길을
돌아갔다

제 1 회를 시작으로 매 년 지속적인 행사가 되어 보다 좋은 바다가 되고 보다 좋은 다
이버의 이미지가 남기를 원하면서~

ma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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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스는 각업i댄는단행l셔 쩨훌환 내용01므로툴지외 외경과 다톨수 았g니다.

이종화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1999년도 청주에서 “우리가 꿈꾸는 바다는” 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사진은 국내 바다와 외국 바다에서
촬영하였던 작품들이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국내바다의 사
진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였다 청주공항이 생겨 접근성도 좋았
고 제주도에서 사진가이며 수중가이드인 김병일강사를 만나 수

중생태의 이해 및 촬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가끔
외국에 가서 촬영하는 것보다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수중환경을 관찰하고 보다 좋은 사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생각하였다
이종화 사진전 “제주도”는 “청풍명월 예술제”의 중견작가 초

저자는 한국바다가 열 대 바다에 비하여 차갑고 투명도가 낮

대전으로 11 월 2일 -6일까지 청주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

고 대형 물고기떼가 적은 것 퉁의 부분적인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간 중인 11월 5일에 수중 사진집

사계절에 따라 수온이 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생태계 특히

제주도끼의 출판기념 회를 많

은사진가들의 관심속에 열렸다.

연산호등의 장점은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진집은 사진가 이 종화가 10여년간 제주도에서 촬영한 수중

때부터 제주도 사진에 몰두하였다 충남 홍성이 고향이고 직업

사진으로 부제로 제주도의 바다속 유산 (undersea heritage)으

은 내과의사이지만 그만 제주도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2002

로 정하고 목차를 물고기떼 움직임과 환상， 포트레이트， 생태，

년 서울에서 발표한 두 번째 전시 “제주도의 바닷소리”에서 절

산호，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168 페이지에 흑백 및 칼라 사진

제된 구성과 감각을 통해 소재에 내재된 아름다움과 조화를

148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이

차분하게 표현하였다는 평을 받았고 2007년 세 번째 전시 “제

볼 수 있게 영문판이며， 일부 한글 주석 이 되어 있다 사진집 제

주도 II Motion and Fancy'는 시각적인 무질서를 질서화 내지

주도는 교보문고에서 현재 판매중이며 가격은 6만원이다 아마

는 단순화하였고 빛과 색깔을 생물과 환경보다 우선으로 촬영

존 닷컴에서 세계인들에게 제주도 바다를 알리기 위해 사진집

한 객관적인 묘사이지만 주관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

을 등록 및 판매할 예정이다

을들었다
저자는 사진집 “제주도끼에서 바다속의 신비함은 물론 움직임
에 대한 환상적인 세계와 소재의 본질에 접근하고 교감하며 일

체화 하거나 이미지를 창출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색과 빛의
절묘한 세계를 성공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사진집 제주도는

국내바다를 소재로 특히 제주도에 국한하여 전문 사진집을 처
음 냈다는 것이 사진사적으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을
소재로 하는 훌륭한 사진집들이 나와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
사진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진집을 접한 제주도 박물관에서 작품의 높은 완성도와 그

저자는 책의 서문에 제주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

가치를 소중히 여겨 전시 작품의 소장을 원하여 이에 저자가

을 바친다고 했다 제주도를 사랑했고 또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기증하였다. 전시된 사진 44점은 청주에서 전시된 후에 바로

발견하고 이 를 예술로 재창조하여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국립 제주 박물관측에 의해 제주도로 이 송되었으며 향후 기획

동기가 있어 사진집 제주도를 만든 것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에 선정된 이때에 제

전시될 예정이다.

주 홍보에 안성맞춤

11월 5일 초대 시간에는 이 석근 교수， 장남원 한국 수중학교
교장， 풍등출판사 편집장， 물빛， 빛흐름 둥 수중사진 동호회원들

인 책과 사진이라고

과 청주지역 사진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저자는 1994년 스쿠버다이빙 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비디오
촬영 및 칼라와 흑백의 풍경 그리고 이미 지 사진 작업을 해왔

다 1997년 니코노스

RS

수중 전용카메라를 구입한 뒤에는 수

중사진에 몰입하였다. 1200여회의 다이벙 로그를 기록하고 있

으며 한국은 물론 태국， 솔로몬 제도， 팔라우， 말레이시아 광，
사이판， 축 인도네시아 동에서 사진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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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증화 사진집
변형핀 168쪽， 정가 60.000월 교보문고 판매f중

쏠뱅이，문섬

게오지의산란，문섬

산호와다이버‘범섬

별혹산호새섬

말미잘공샘새우，문섬

해따리에 공생하는 물고기， 문섬

주걱치떼，문섬

자리돔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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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팩션스쿠바투어
www.dive2world.com

대표: 이민정 / PA미

OWSI#470731
대표전화: (02) 3785-3535, 3536, 팩스: (02) 6234-51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홈페이지 : www.dive2world.com

을얻레이시아: 라앙라앙， 랑카얀， 시띠단

몰디브: 리브어보드

항공권실시간에약
전셰계 리조트- 및리브어보드

인도네시아 마나도， 발리， 롬복，

태국: 시밀란 리브어보드

코모도，라자암핏

멸라우: 씨월드1 너|꼬마린， 리브어보드

필리핀: 모알보알， 보훌，

호주. 대보초 리브어보드

흥해， 삼웰서|이크， 후루가다， 다합

투바탁하리브어보드등

필리핀세부랄로안 다이브리조트 운영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 펀다이빙 ， 호핑투어)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발리

카삭(Balicasag) 섭을 바로 눈앞에 품고 있는 팡글
라오{Pangla이 섬에 있는리조트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 '. + ，’F쩌톨 ，-*
‘ι

f휠

ζ

,l

•
“

..

l-.

둔F“‘ι:편:펄넙L

-

;」느 ~

’

~.p‘

l

‘:간 j ‘. . .’서펙l
“~‘

•

룹했쳤 ? 繼|
~.짜월뿜-츰는 톨g

전호~:

032-480-9039
인터넷전화: 070-8234-6200
핸드폰: 63-927-674-0003(정광범)

63-927-702-3221 (윤주현)
홈페이지: http깨www.noblesseresort.com/
대표: 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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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호~:

070-7667-9641
63-38-502-9642
핸드폰: 63-921-499-1859 , 63-921-614-2807
홈페이지 http://www.deepper.co.kr
사무실 전화:

대표 장태환

(주)액션스쿠바투어 소식
2012년 다이빙 투어 일정

1. 몰디브 리브어보드 추가모집 (8박9일)
일정

1/28"-' 2/5

선박 ISLAND SAFARI2(ROYA니

인원 현재 8명 확정(추가 2명 모집)

2. 삼일절 시밀란 리브어보드 (5박6일)
일정

2/29"-' 3/5

인원 20명

3. 라앙라앙 (6박7일)
일정

3/1"-' 3/7

특기 라앙라앙 시즌 첫 번째 투어，

아비스22

이벤트 시즌 첫 투어 기념으로 4인 1 팀으로 신정 시

(ABYSS 22)

선착순 2팀에 한해 다이브컴퓨터 D41 개 제공

모든 세계기록올 가지고 있는
전몽과 신뢰성의 아비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인원 : 10영

4.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수시모집

일정 3월 "-'6월까지

5.

(FOR

전문가용
DIVER)

g

DEMAN미 NG

어떠한 익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힐니다

* 딩솔로 다이빙 세계기록 : 313m
* 최다 다이버 동시 호홈 세계기록

MR22 1

단계로 1 이명의 다이버가 40분간 동시 호홉
하나의 MR221 단계로 25영의 다이벼가 40
미터에서 10분간동시 호홉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칸룬지역 동굴다이빙
일정 5월중순~말예정

100% 금속 재질 공법 되
어나

METAL TECH NOlOGY)

급속 채질은 내동결성과 구강 건조증에

6. 현충일 라앙라양 (7박8일)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탁월한 내구성과 오랜 수영율 보장합니다.

일정 6/2"-' 6/9
인원 10명
이벤트 선착순 4명에 한해 마레스 아반티엑셀 스킨핀 제공

Z 하와이 다이빙 (8박9일)
일정 10월 예정

* 이밖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수시모집

’11ar~i

2011 November . O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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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SDM ’5 all past issues
4

지난호 내용l

2010

록 인스트럭터 영기관 트레이너 재임영

빙여행율도외주는팅
6 테크니컬 디01잉 MK6 재낯홉기 i51Fct빌습

설띠NTD 신소공급자

7 국내디이잉 서귀모항새섭이치모인트

브 힘동투어 개6 씨 SDI); 빽열 깅시 업
데이트 시미나 권매서비스 센터개설 에

코다이빙 깅시과정 카터로그 출시 다이
브마스터 매뉴얼괴 강사가이드 출

다워

코너 수연 스킬 기르치기 나칩빈

코스디렉터 쿄스 짐수협회 회징 이취임

울힐때

석 징비전문가 과정개최 미레스 리메어

12. 독자코너 엘기에 NEM033에 기디 지E

l 사설 지구온난화 그즐거운공싱
2 수중사진 띠티마배 한국수중시진/수중

얼

과정

동영상 호열공모전 횡윤태의 0 년1에서이

- 마크로 예진 징한박시
The SeaWi뼈1 일간

수중시진집

1

싱직웅 빌요 횡윤태의 마료때 세이

싱수상

3 해잉생물 해띠리 흩어보기 한국어류세

3. .K잉생물 비01오 므로스맥팅이린 무엇민

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감(완성면 1뼈)

밀회총도김 씨 15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

기? 도루묵 생태 조시 한국어류서1일회

테크니컬 디 01빙 . KUE 탐사대의 대심도

깅(왼싱연 19회)

흥도깅 (지116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김

4

릉도 힌포의 딩블루 디이브 리조트

해외디이빙 묵극권의 인디언 섬어 디이

의 고래~'OI

수중시진기의 일리 여행 초

soo 지l주스쿠비디이

5 테크니킬 디이잉 시이드마운트 스메설티

업체 팀잉 우정시 오선쩔린져 타비터 수

빙 혹제 울ε댄과 횡께 하는 PAD 디이

과정 채호홈기 디이빙에서 일어닐 수 있

영용웅 브랜드 뷰 런칭 걸스포츠 매장 획

밍혹제

는 문지들

징 이전 서해수종 사옥 t흩

9 흥지묵연호시 길럼 ‘ 수신동식물 채취 행

6

기디

O&A 집수의학

깅시코너 어코 디이빙을 디녀외서 다이

버의 마음ηI};I 그러는 강시 김혜진 깅사
의 전국 리조트 깨기-킹스포츠 문잉리조
트 연 밀리민 Tα 트라이믹스 과정 침기

이레스 므로융 알리우투어기

신제응 소개 킬리 다이날 킴뮤터 01이콘

9 잠수의학 길영진빅시 킬럼/O&A 징수의
m 흥지묵연호시 킬럼 미교육자의 고혈잉

5 통일염원 81.5m투어후기

빙 후 종싱들 수종 및 고압의학의 시작

11 강사 코너 초보 다이버를 일전시키는 3딘

쟁| 소개 뼈 띠티마 하댐 人}용기

역시

독지쿄너 로이의 죄충우돌 호주 빙링기

여 사고로부터의 교훈 깅사의 자격미달로

15. DIVrg soaeiy News 기획재정부 스쿠바

이 깅시코너 김혜진 깅시의 전국 리조트 깨

디이밍 휠성회 빙인 빌요 스쿠바므로

기-심척 해앙캠프 디이빙 도중 스쿠바

Aπm 씨윌노바 입고 장비 리메어 세미

니 홍보 CD 공급 인터오선 보싱E빼 공

PL-2700. PL-900 라이

트 NAUI 군신 무녀도 수종정회훨

공딘 기업체 동호회들의 힐동 수종정회

동

PSAI: IT 세미나. 통일염원 81.5m 다이
빙‘ 효멸꽤 옳시 뤘{더리스틸 여룡 빅

투어 soo: 대한민국의 바다 수중사진전
πC 개최 Sg S앵전 이t무 이영섭 고

대훌 고영식， 류재정. 유영선 정준싱 깅
시교육 때이U 여륨 캠프 1S8N 적용 교

훨동
16.A!고로부터의 교훈 실제 인전 시고로 니

14 α，밍 soaeiy News . 01레스 리메어 랩
세미니 실시. 전문집 서미니 개최 를트리
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 마린벙크 신세

울 시|미니
공모전

8SAC 뉴스 승년회 수중시진
기념딜력 배부 ITC 'SSI 뉴스 승

년의 밤 행시. 김홉주 트레이너 ITC.OI영

타닌 ε버|관리소흩

17. DIVrg soaeiy News. 01레스 %주년 기
녕 및 2009 디스트리뮤터 미팅 2009

섭 밍기관

ITC

깅륭 흘리댁

ITC.

미스터

디이버 젤린지 트레이너 세미니 SDI(T디

신기록

SDAA

테스티얼 칩핀 텅스쿠비 징비 리퍼어 세

제 138 호(2010년 η8월호)

미니 스쿠비므로 테크니설 워크흘 아쿠

1 사설 때빔 시징 물횡괴 디이잉 스포츠
뭄격의 문제

BC 엑스프러스 민스포츠C에버지소개
일본 디이빙 메스티얼 침관 띠NTD MK6

2

수중시진 띠티마배 흔}국수중사진호열공
모전 횡윤태의 미린어 서 이 - 염원2

재호홈기 강습 ~규 매뉴얼 출시 유근목

3

특집 얼음비디 묵극해 바닷속 대팀시 싱
어외 인긴의 관계 역시 쥐치를괴의 전엉

시 깅시교육 개최 t닦 디이잉 매뉴얼 출

4 해잉생물 세계해수어 원색도갑 (왼성면

시 SDD 해외 다이빔 및 수중월영 교
육 SSI 스쿠바레인져 시언회 트레이너

5 국내디 01잉 구용포 징길리 언다이버 투

최종 인증 깅시 잉기/크로스오버 띠 테

어기 경싱도 해인 디이빙 리조트 문섬

잉회) 효댁어류시1일화흥도김(지119회)

동님쪽 포인트톨 기디

CPR 깅시 과정 Sα 강사과정 IDIC 미케

6 해외디이빙 생생히게 실이있는 비디 -

팅 서미나 코스디렉터 전략회의， 므로 이

이닐라오 해외 여행올 도외주는 팅 밀리
민려 01테다이빙기 ‘혹· 닌띠선디이빙

7 ε삐소개 우리회사 대표 선수 메인징비
띠티마 뎌X어냉500 히우짐

혹한기 힘동혼련， 구미지구대 일대

8

식

9 신간인내 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부

CMAS 코리아 깅시교육 얼음밑 잠수

싱식 이리이드네의 실

제 효랙의 어류 연구시

의 암 Y스쿠비 드러이유트 지도지 과정

띠， 디이빙 입문 초보지 입문 인내

수~인엉 };I도지 토론회 수싱안전 지도

11 깅시코너 므로김은 디이버가 되는 방업
스노클 사용 테크닉

준비 잉X 엔진 클링 CPR~담회 PAD

12. 독자코너 칙소옥포에서의 오은원터 디이

공동전시， 강시시험， 타R 깅시 트레이너

빙 부신 01지디이빙 수중정화 훨동 아니

코스， 김현준 CD 깅시교육 송관영 CD
깅시교육

동 국제언인정회의닐
행위

탱크기삐졌올때의대잭

15. 독자코너 흰도싱어률 찾이 밀리띠스쿠이
로 로이의 죄훌우돌 호주 방링기 6 칭원

고 파티마

캘프

13 시고로부터의 쿄흥 음주 다이빙은 자실

두미도 리조트 개징 시회체육분과회의
웅급처치운동본부개소식 및 기녕세미나

100m

지 특열교을 시민응급처치인전몬부 개설

12 캡메인 스쿠바 깅시 한지수 씨 구영운

01이힐것들

위힘때l 처힌디이버들

중상과 관련된 깅시의 잭잎따11 관한 핀길
계 회습 분이 비치다이빙에서의 버 이스

13 디 01밍 쿄실 수중시야외 그것에 대해 일

오선 어워드 수

상 (주)히이g뉴모비스 스노부드 장비 수

강시강습회 강시엉데이트 세미나‘ 디01버

학 수종재입과샘버 재입

동신물 포회 채취 허용 여부

12. 짐수의학 S명전빅시 칠렁 / 않A 집수
의찍 DAN 걸럼 / 무시해서 인되는 디이

기 수중에서의 스쿠바~~I 탈친

네모 외이드 2치 업그레이드 얼음밑 징

NAl.I 깅시교육 %셰 미실리티 회의 동

8 국내다이빙 어 덴의 서쪽 포인트를 1퍼

효랙 몰리택 뼈학 디

이브존 개해제 난띠선 디이잉팀시 신규
강시 Y스쿠바 마칭진클럽개해제 님해

굴 디이빙 교채 출시 힌국수신인전험회

업체 소개 심원 휴스포 디이빙울 개엉

CAVE 교육

미레스 타우젠 댈띠노 싱 3개 부분 수싱

크로올리스， 훌러백 훌시 롯데크리스틸

HD 띠티미신지뭉 POCH 쉰1151우징 포
MK6 재호홈기

7

10 장비 특집 2OQ9-v2010 드러에|슈트 시정
11 흥지욱연호시 킬럼 스쿠바디떼버의 수신

DAN 칼럼/스포츠 디이버를

세이돈 디스커버리

쿠비 끼메 마PC 일리 수중사진 여행

믹스 러|옐3 어드밴스드 기스브랜딩 교육
Rμ

크니컬 디 01빙 촉제 사이드미운트 과정

위한 테크니걸 디이밍 소개

국내디이잉 싱싱 에덴의 동쪽 포인트를

9 해외디이잉 밀리민 시빙비치의 미린 스

위의수신업업위반여부
ζ셔영천빅시 킬링

8

회 테크니얼디01빙세미나 얀w 트라이

깅시 본부 근무 8SAC 0101스 디이잉 행

보 다이버의 해외 다이빙투어 즐기기

트라이믹스 101 축제

7 디이잉 축제 };116회

대처방업

이렁 드라이유트 업체 회이트인수， 주마

잉 시이민허}은 11 리조트디O 엠 모일보일

5 디O 빔아티스트 비디오I~빽회가조굉현
6 테크니킬 다이밍 엄섬 팅사 디01잉 101

수강시 강습회 친목디이빙 3기 강시깅슴

입민매 우정시/오션젤린져 일본 디이빙

(왼싱인 20회)

4 국내 리조트 소개 제주다01브와 종뢰 울

1기 징비전문기 깅시쿄육 싱번기 구조징

디이밍 인진 디이잉인전시고의 유형별

수

- 디

-기오디시

가디

13.

것인기

2 수종시진 제19회 한국수종시ξ녕모진 입

2 수중시진 띠티마배 한국수중사진/수중

7 국내디이밍 가린여 쏠배강잉 모인트롤

’2

시설 과학자외 회기의 인님 SACO를

스쿠바라이E리조트외 성신포 다이빙

잉 여앵기 모일보일 디이빙 포인트 소개

15

1 사설 테크니킬 디이잉 시고흩 어띨게 몰

세인힘

과정 칩기기 ωEDPV 교육

지원 대AS 전연끼 니에트륙스 강습회

ε녕모전 시싱식 수중시진 4인전 개최

지틸 유감! 좌동진씨 환경시ε밍모전 대

6 해외디이빙 올꽃여지 .N의 코모도 디이

데이트 깅시시험 노마다이브 응급처치

한차원더높은이해
M 다예 킬럼 $기 일으키는문제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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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호열공모전 횡윤태의 미린에서 이

시이트 빌굴 캠머인 101 제주 테크니형

G 징수의학 O&A 징수의학 예획징 상해

16 αvng soaety News 제19회 한국수증시

바위 다이빙 마린허우스외 법섬 다이빙

4 해잉생물 힌국어류셰일회흥도감 써114

m
11

미린 리조트 ζ영전 빅시 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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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조트 소개 잉2 다이버스외 운심

다이잉 굿디이버리조트외 가린여 기차

38

학세미나

KUE 팅시‘ GUE 펀드멘털

IDIC 2010년

험세미니 82기 ITC 개최. 사무실 이
전 PAD 코스디렉터 스잉인스트럭터 업

인생 흩빌 일리는 100회 때|빙

터 강시괴정

개해제 올디브 친목디이잉 시

집수물리 다이잉에서 신소기 니쁜 역할

몇년간의 과월호 목차안 게재힐니디 본지 과월호는 통신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애용비립니다

므로 깅시 업데이트 어드밴스드 매뉴

SDD

무국 주소이진， 징책서미니

11

n잉 IIlr~"':~EIJ낀

시

너|비게이션

내용은 저회 홈메이지 ~;r;;.!I!lm'il'iI.3i에서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지연 관계상 최근

제 133 호(2009년 9/10월호)

BSAC 몰디

업체 팅앙 타비타 이비리키 공징 당빙

m 강시

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툴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CPRAED 워크용

개해씨 깅시트레이너 길당

9 다이빙드러미 SBS드라미 인생은 01를

8

다이빙계의 뉴스는 다이빙계의 역사톨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기나 융을 오픈하는 등

8

드마운트 세미나 시이드마운트 코스개

인도네시아 리지 잉핏 디이빙 해외디이

ε버| 동의 정보들은 단행븐으로 엮어 놓이도 훨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개되는

5

서|미나 NAl.I 시|부 믹틴 동굴탐험 시이

5 해외다이빙 soo 시일린수중시진투어

해외여행정보. 다이빙 이론， 잠수의학. 수중사진교실. 해앙생물지식. 실수다큐멘터리 현상공모작. 다이빙

3

터 인스트럭터 업그레이드 신규딜러 등

흔택수중스포츠전시회 침기

업채소개

본지는 r:n년 [#1j[!]월호메 창간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톨 쩨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다이빙계의 프로떼셔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특집

이런 일이 생기디미

13 징수의학 O&A집수의희
띠 DI씨 킬럼 };H호홉기 시잉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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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실 다이버의 시킥에서 온 천인함 시건

2

수종시진 띠티마배 한국수종시진호열공
모전 횡윤태의 마린에세이 - 노총강의

결정
3 특집 요때의 전설과요때 이미지의 언전시
4 해잉생물 해잉무척추동물 01홉 카테고

5
6

15 수종시진전 장님원 수중사진전 쩌1

’6
η

다이빙클럽 소개 딩블루 모토 클럼 채일
리민수종헝회소개

DIVrg soaeiy News

우정시/오션앨런져

오셔닉 CIC-l 한정핀 이벤트 S.M.S 100
입고 미레스코리아 0 매|론HD 효빌버전
훌시‘ 치인루키 제노니 영회제 칭기 미레

리 ξ댁어류시일회흉도깅 (제18회)

네 0 에스디01빙-0삐스22.

국내디이빙 강원지역 디이빙 리조트

보호국제회의， 트레이너 워크슐 강시채둥

해외디이빙 인도네시아 마니도 다이빙

록

C•:ð d 디자인

8SAC 신호

연경 때l[1j) 트라이

또MA 쇼 (주압정시/오션열린져 침핀 듀

뉴스 승년의 암， 트레이너 전럭 미팅 매

재 출간 개정 오은원터 띠원포인트 번억

이 드리이슈트세미나 마훈℃ 수중시진여

뉴얼 훌시.

이원교 깅시교육 김정숙

행 SDljT미 뉴스 트라이믹스

민

치‘ 102차

강시 트레이너 과짐. 동굴 디이빙 사이드

및 응급처치 교재‘ 진주대 교육 R써 뉴

수생 B체 교육 강사용 티셔츠 출시 제

마운트 과정 또MA 쇼 칩E 에코 다이

스; 트라이믹스 레옐

주 디이E 신규센터 둥록 TDV‘없/ERDI:
ERD-트라01믹스 과정 몬부시무실 이전

빙 스메셜티， 어드밴 A" 트라이믹스 개

01너 세미니 워크용

수중 스쿠터 스떼셜티 과장 채호홉기 나

믹스레엘 111 교육 신규죠재 3증율

넘 πS 센터 김억수 깅시 사망

시

PAD 뉴스 강시시험 1M 디 01브 승
년모임 NB 디이버스 승년회 미린마스터

12. 장비스개 미국 훌리스의 테크니형 신징

대응다이빙. 에코(E∞.)CIOI빙 장학생강시

코스디랙터 흰영모임， 씨월드 리조트

SDD 뉴스 지주 스쿠바 다이잉 촉
제 IANTD 뉴스‘ 트라이믹스 강습 깅시
교육 밍가‘ 더|이쇼 칩핀 신싱뭄 SSI 뉴
스 ?꿇주 트러이너 ITC 및 잉기 이원

승년의 암 트레이너 워크g 강시교륙 과

깅시 크로스 오버 교육， 강사 잉기 및 트

깅시 교육 띠NTD 뉴스 승년의 잉 };II주

비 미레스 칼리검유터 HD/엑스트립 민

4 기 α￥ìOX녕-아:0. 감잉설치과정， 울메

’∞ 고디이빙， 깅시쿄육 및 시험 제주 하
계 서|미니， 문흐엔과 친선교류 · 마린마스

레이너 과정

수중시진 연구회 장딘식 Y스쿠비 뉴스

13 리브어보드 디이빙 여행 크루정 디이빙

터 깅시교육 엔비 디이버스 강사교

박재석 ITC 및영기영덕강시잉가괴

다01버 인잉/시신경 연구 침여 수S엔영

륙 KLε， 팀시대 출범식

정

구조윈 강습회 깅시교을 서울대 수종팅

정

스 교륙 때C 뉴스; 01인흰

IDP.BSAC ‘ 101
ITC 콤바인드 택 과정 사업언

이트록스 과장 니01트록스 매뉴얼 개정

E

어모 디이빙 스페셜티 PA며 강시시

힘

EFR

트러이너 코스 려l스큐 원크슐

GUE α"11 1 괴
CMAS 깅시교육과정 수중괴학회 히

게 서띠 μ Y스쿠바 $

한국본부로 새출

정연 연써j 뉴스

101

n 깅시 세미니

축제

트라이

TXR 트레이너 크로스오버

8SAC 뉴스

장규 깅시과정 트라이믹

CD 인증

때밀

리 데이 므로깅시 업데이트 세미니 신제

SDI 깅시과정 홈메이지 개

NAU1 뉴스 승년의밤， 마스터 디이브
111

교육 신년회 트레

IDIC

뉴스 승년회

김똥철 대표 온부 방문 t닦리더 을레티

성

님진수종 잠수기능시

SSI 뉴스，
대비 과

정

시대 졸업생 모임 칭립총회

얄 매뉴얼 출시 교원 직무연수 Y잠수클

움 C뼈S 뉴스， 강사쿄육 행|전문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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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동해 니들이

야영지도교시 언

시과정 구조잠수 깅시 과정 니이트록스

1 시설 비디에서 흥쳐긴 O뻐티

수 또야; 수중시진 다 01잉 여행 해띠리

강시 과정， 수색인잉 깅시 과정 Y스쿠바:

2. 수중사진 띠티마배ξ택수중A 샌l호얼공모

모니터링 브루슈어 제직 배포 α훈℃ 어

Y집수클럽 연힘투어 엽버 레쉬기드 & 슈

전 횡윤E뻐 01랭삐삐용은시ε팩비결

류도강 서접배포 김동주 한국문화관굉

트제공 . PAD 뉴스，깅시시험단R 깅시

3 해잉생물 잉초지대의 보석 클라운미쉬

트러이너 코스 딩디이버 스떼설티 깅시

외 이네모네 한국어류서1일화층도김 (제 17

워크용

회) 세계 해수어 원색도깅 (왼싱연 a회)

서비스 대상 수상

IDIC:

디이빙 사이언스

커미티 월동 계획， 어린이 스쿠바 O 벤트

302

Scuba Diver

NB

다이버스 강사과정 미린이스

인내-티식리이 리조트 해외디이빙여행

믹스깅시 쿄육 DEMA쇼 상가 엄왜 신

을 도외주는 팅 미인미해역 디01빙 투어

규. 업데이트 강시‘ 띠실리티소식 SDI디 바

7 디01빙 인전 모든 디이버기 레스큐 교육
올받O!야히는이유

8

다의닐 수종정회직업， 친목디이빙 신싱
용， 트러이너워크용 수홍시진전시회 ITC

강시 코너 미스크 울빼기 교륙 부표 시

제주스쿠바디이빙축에 공고

용밍엄

증 트레이너 2차업데이트. 리조트 대표，

9 독자코너 GUEITC훌 미치고
10 집수의학 비앵시도 벤즈에 걸린디 않A
잠수의학

11. DAN 칼렁 이깐|이빙의 위엉성 분석

보트처음티보기
여 수증시진전 징싱근 수중 이미지전
15. DMrg soaeiy News 권주흥 국회 생태

SSl OO 인

깅시 친목 모멤업데이르 T없'1XR 테크

니킬 깅시트레이닝. 이시이지역 미팅 티
이완센터 앙문. 신규 디이브리조트 샌터

둥록 없nα 멕시코 동굴 디이빙 응급

01스미스크 교육 트라이믹스

격증등록 비용 인상

101 축지l 지
llIC 바:>eIerIa.엉1ef1

2010 CaVedM딩 교육， 밀리민때국지역
샌터 모집 코스디렉터교육 잉가기간 안

시진전 ， 김생수 개인전 우정시 ε베전시

내. ITS/강시 크로스오버 모집 흘러액 출

실 및 세미나실 개설 미레스 네보 테스트

시 울로T셔츠 흩시

디이버싱 01쿠이렁 띠트너신페 호정 여

EFR코스. 염버포럼. 깅시시헝， 미N너|비게

행용

이터스메셜티 강시워크 a. CMAS
KOREA 깅시강g회 트라이믹스 디이빙
교륙 깅시진목다이잉 Y SCUBA 잉X엔

ZUMA BC 5월시핀 지랴스쿠비아

카대미 리조트 신축이전 자이언트 시스
댐 싱뭉설명회 제갱l 국링수산과학윈장

PAD NOMA Dve-

배 바다목징 수중시진 월영대회 SSI 깅

진. 싱싱테크원 스쿠바팅 연힘투어 굉잉

시밍기 크로스오버 어드밴스드 오픈워

YMCA 인영구조요원 크로스오버

부신지

방경칠정 수g엔전 및 응급처치 교육 서

6 국내다이빙 t혼여행괴 새섬 서북딘코지

울WκA-I339 응급처치&심예소생슐 전

포인트톨 기디 수중사진가들에게 추진히

문지도지과정 ·제16회 서울어린이 한깅

는 동해인 디이빙 포인트 2회 잊을 수 없

헤엉쳐 건너기·행사 수상인전요원 지원

는 m월의 지주도 바디 01를다운 포인트

위급싱횡 대처엉 교육 수상수홍인전. 생

률 간직한였01린에서의 다이빔

훨응급처치 캘메인 포스터 무료보급 디

7

이버톨 위한 생훨 응급처치&심며l소생슐
무료 강습회 여톰시즌，_YMCA

SCUBA

강사 ζ엽회 2010년 쩌회 국링수신과학

8

원징배 비디목징 수종사죠델영대회

9

제 139 호(2010년 9/10월호)
1
2

3

사설 스미트 다이버 운동

10

이지 용힘 재개정 CPCR/AED 뉴개|드

제 144 호(2이1 년 7/8월호)

코리이 협

리인. PI뼈 아시이미시믹 공동전시관 비

해외디이빙 일리민의 떤디이버톨 위한 리

세미니 마레스 인터넷 띤OH 경영 정잭 β1

즈니스 슐루션 세미나 엠버포럼 깅시시

1 시설 디지털 출연을 영두에 두연서
2 스미트디이버 스미트 디이버기 되지

조트 인도네시아 미나도 타식리이 입조

우정시/오선월린져 임직윈 데미쇼 칩핀

힐 수원여대 t뼈협럭체결

트 해외여행률도외주는텅

아쿠이렁 신제웅 01쿠아형 몬시 방문 및

를{지P회 수중사진 진시힘

여 αw딩

&Jaety New.;. 01레스

운동에 서영하연서 님긴 스미트 디이버

데미쇼 침기 북극곰 수영대회 영진 01쿠

저1143 호(2011년 5/6월호)

라이수트마켓

이렁 띠트너 센터 소식 효택 0101크로네

1 사설 입문자들을 위헝에 삐뜨리는 저기

어 I 'i!디이밍 2010년 10월의 태증대 비치

시이 요μ | 개띤 40주년 행시 프리디 01잉

수중생물

세미니 칩기

업체소개 스웨덴 트렐레보리 구훌괴 비

런칭， 송년의 잉 t닦 디이브 리더

마케텅싱 수상 스윌스굴

$

새로운

운동에 서영하언서 닝긴 스미트 다이버

의 전설등용문과 g때 / 용되는 S때 / 현

목소리

짧시외 g때 / 잉어의 짧올보고 위대

O&A 잠수의희

크 디이므 리조트 오은 엑시코 동굴 디이

11

12. 강시코너

이흰회징)

마트 디이버 영예의 진딩 스O띈 다이버

집수의회

일 수중사진71에게 추천하는 동tH인 다

직 앓묘 수종 사진 직기 초대석(α표℃ 오

스마트다이버 스미트 디이버가 되지 스

BSAC

저 13 회수중시진공모전 시싱식

이빙포인트 1회

목소리

3 수종시진 SDM 수중시진 흔테스트 입싱

경생교육

2

스

미트 디이버 영예의 전딩 스미트 디이버

쟁|소개 드리이수트 그 7 낱적 이해 드

soc 매뉴얼 훌AL 2011 01이스 다이빙. 시

A

특집 잉어의 전설과 시실들 제1부 S때

3

수중시진 SDI이 수종시진 콘테스트 입상

한 회기가 된 로시야

=Q~
근tll.

신 / 잉어톨 먹으연 인 되는 ￡엠 조(륭)

4

특집

/ 김웅동의 S때 미

로그묵을 그러는 강사 디이빙

빙 깅시 마일리지 프로그램 강시 트러 01

인전을 위한 중요한규칙을왜 규칙올 지

너 전략 미팅 기체 혼힘자 과정. 시이드미

쿠스토 세2부 쿠스토 후슨물의 가즉문쟁

켜야 힐끼? 어린 큰 01힐부리고해톨 구조

운트 스페실티 과정

soo 강사 업데이트

리 큰 이야기 직은 이야기 1 엄마 O 빼기

실려주고 용왕 시위되고 사또 된 윷징수

과선정 경쟁 제’부세계의고래전설들

하래 디이잉일고 시따딘섬에 영힌 01이

다01브리더 강시과성 이석 온부징 취임

률려주는 물가사리 전설 동회 /2.쇠먹는

/ 잉어설회 조각툴 모음 지12부 g때의 시

특집 제1부 틴생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Anyslory

불기시리 제1부

올기시

씨/용이 된 굉주의 잉어 힐머니 I~때

I

지Q부 다이버기 부러워하는 고왜의 짐수

기 드리에|수트 칙용에 일요한 기슐 러률

프레티녕

실들앙어목과 잉어괴 기본 설영

레이터구분히기

워드

fTS 샌터. 버ι트 프로쩌 셔널 어
MOU 체결 IDIC 로그북 재출시

물가사러 설회 /3.그리스 전설의 물가시

능력 물옥올 들여디보지 못했던 시대의

리 틴생 /4고래톨 속였다가 딩이로 태어

의 잉어이과 I~때이륨이 뺏길리는 01유

~I{꺼괴

독자코너 마엽의 소금 빙밍이 바닷물은

PSAI~규트러이너.~떤회 };1126기 E명

난 물가시리 /5물기시리톨 던지는 사링

/ 힌종의 표준S때의 기지 수톨 많게 허

ðH잉생물 혼택어류시l밀회총도깅 (};1 12O회)

에 쩔끼? 재밀리E야종협회 정기다이빙，

구조요원 잉기， 접영일 교수묘칭， 강원 영

/6 불가시리외 거미 이론/7.시림들은 열

는 변형롤/ 기티 잉어 이야기 지 3부 잉

국내디이빙 우리나라 디이빙의 고항 제

번개디이빙

동지역 깅시 모임， 고김억수 깅시 추모 김

율왜

어 옴식용용팅(a뼈껴) / 동유링 X미스

디이빙 축제 제1회 제주국xμ쿠비디이

침모 트레이너 요상

수얻 지세 /9 불가시리g 먹는 길매기 /

빙대회

PA뎌 디 01빙 비즈니스세미니 김정미 ∞

10 물가시리훌 먹는 사링톨

깅시쿄육 수원여대 산학협력. PAD 이시

리이외 사랑의 상징 지12부 일기쉽게 일

G

M

15. 디이잉클럽 소개 디이빙 동호인 클럽 블

드민 다이잉 인도네시아 코모도 여행기

ADS

징립 조인식

* 모잉으로 그리나?/8 울기시리
/ 추가성모미

이 미시믹 공동 전μ|관 및 세미니 수종세

하는 물가사리 사실를 1 불기사리 /2.거

지』니 세계신기륙

상 리조트 개업 5주년 행시 흔}국 수종괴

미울기사리는 물가사리와 어월게 디른기?

디이빙인내

수립 마레스 디지인싱 수상 최대수중컬

학회 세미나 개최 인내 하싱혼 대표 감사

/3.~액의 불가시리 / 부록 물기사리 10

징비소개 징수복 베스트 셀러 모응 흔택

혼식 제주국제스쿠바디이빙대회협찬， 데

징 수상 액션 스쿠바

요약

형 드러이슈트 - 코리인 01이스블루 걸

미쇼 칭관 및 몬시 투어 .01쿠01렁 마트너

라뻐| 씨월드

스요츠신지뭄

센터 소식 01쿠이 스미어 밴텀 수트 충

미린 리조트오은 서해바디 물고기 출간

해외여행율 도외주는 텅 서|이셀 공화국

8 잠수의혁 O&A잠수의학
9 깅시코너 스킹디이빙징비 O&A

루미린의 수중사진진 Bk.Je& 않e’

16. αvrg soaety New.;

시 일링 크로아증 엉국해협횡딘. 테미스

쿠바아카데미. 도어스 이트머 어 출뭉 모

딩신은

일미니 엇진 디이버인가 왜띠1

m 독자코너

미국 최초 민간인 깅시 맥 갤러

CDC

2011

비스 래쉬기드 SSI~α표A 때밀리 투어

l

엑스스쿠바 이전 스미드 스쿠비 이전.

2. 스미트다이버 스미트 다이버가 되지 스

사실 축음에 대히여

SSKOREA 승년회

미이크로네A빠지역

미트 다이버 엉예의 진딩 스마트 디이버

한국 등록가능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운동에 서명히연서 님긴 스마트 디이버

육을수료허연서

과정 트리 01믹스 101 축제 에코디이잉 세

목소리

미니 없 강사과정. 때IITD 강사교육 연

30

주년생일죠f치

간행시계획인내

PAD 강시시험
TUEV ISO

제딩회 물및 수종

시진전 클렁 블루미린 수종 사진전. '업

스

정AI!오션앨린져 오셔닉

CD

를 7 1디 수종시진가들에게 추천하는 동

특집 5삐 스메설 지11부 해마 신화외 고

해인디이빙포인트 5회

7.
8

전시회 인도너 A 에디01빙 진시회 맹투어

미이오니

로그북출시 니이트디이잉교재 완성 세

대 역사 속의 해미 이야기를 지 2부 보물

주때밀리더이 셜린지 메스티빌 댁씨j 드

급 5 뻐 f 유물이 일으킨 세기의 미스터리

뮤터 미팅 섭기 효댁헝 드러이슈트 E리

레이녀 원크용 고급증싱부릭 교재출시

사건들 치β부동서앙의 인영용치약 해미‘

인 이이스 블루 훌시 01쿠이렁 01이스랜

우어해지

강시교육 콩바인 나이

그것이 기져온 멸종 위기 지14부 해미의

드 시|미드라이외 디수 입고 01쿠이스끄|

트룩스 깅시 워크압 가속김잉 절치과정

특정과 생태적 의문툴 제5부 6H미의 간

어 0 엔디 비어드 스인서엉 띠트너샌타

지뼈 저|주국지l스쿠바디이빙대회 E스디

추린 어류학 당신 두닝 속에도 해미기 있

11

3호짐. 제주국제철인3증경기 후원 대마

랙터 워크g 익스프률레이션 강시과정，

다세계해미도김

12.디O 밍입문스쿠비CIOI잉지때로 6쁨는길

쇼침관및온시투어 침기자모집

soo

수중사진전

대한민국의 바다 시진전시회 국제 스쿠
비 디이빙 대회 공고 8월 장규 πC.

BSAC

SDD

엉버쉽과정 개연인내

CMASKO뽀A 깅시교육 수중시진 및 비

SSI

디오 강시교육 생훨체음 지도지 검징실

블루노션의 엉인회외 운영연경. 인스트럭

시. 친목다이잉개최 강사체육대회개최，

터 잉기 크로스오버 교육 스띤디 01므 리

정상혼 트레이너 대용형 표정.

더

5 일행인 킬럼 조굉현 화액괴 니
6. õlfct생물 효댔i류시빌화층도김(지t잉회)
7 전시회 2011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이

업체담잉 잇1 이런 곳이 있었다니 수지로

10 신지띔 소개 신제웅 LED 다이브라이트
EDS3 . 01이콘 HD 잉워어 2.0 버전출시

깅올준디
되는 길 지 2 회 사이드미운트 다이잉의

훌메이지 전세계 룡힐 프리디 01밍 코스

트러이너앙싱학교개최

BSAC

};112회 사업

연수원생 교육 109~1 깅사교육， 수중사진

제 141 호(2이1년 112헐호)

공모전 TllI 재호홉기 이톨루션과정 어코
디이빙 오픈워터 매뉴얼 출시， 울메이스

1

마스크 스메셜타 트리이믹스 101 축세

2 공고 스마트 디이벼 운동 모스터 스미트

SDI

정요구혼떼

깅시트레이너 모집 2치 엑시코 동굴

디01빙.IDIC 밀리띤태국지억센터모징
지뚜 때밀리 데이.

김우형 미국본부

입싱직움 알표 김뭉동의 한국수증시죠당
모전 m던 심시 회고 효택수종시진공모

교 해잉응융. 코스디렉터 워크용 PSAI 수
중시진교육 떠실리티 소식 깅시트레이너

전 m던수상직움앨범

4

특집 바디거묵 원지 알고 즐기지 지11부

원크g.PAD 인터넷 공동 오버츄어 마케

세계의 거묵신회외 전실들 제2부 거묵이

딩 국제성회의 닐. CMAS6기감사교육결

과. 깅시체육대회‘ Y SClÆlA 씨킹 스쿠바
개장 간사회 여를수련회 1때주년 기녕

흩커잉더 10 1. 정싱우 CD 소식 부산 오스
포츠 교시 연수교육， 지 12회 국링수신과학

1 사설 흔택수종시ε당모전 20년에 물여
2 공고 스미트 디01버 운동
3 수중시진 띠티미배 흔택수종시진호열공
모전 횡윤태의 미린에세이 - 엇진 만닝
김생수의 1"，α)e 얀wlrg

딘은 무엇일끼? 살인사건의 종거를 잦는
데사용되는금속탐지기

수종월영 여행 두마게테 투어기 고래싱
어의성지 돈슬을기디

8.
9
m
11

되는 길 세 1회 새홈게 밀려오는 트렌드

시이드미운트 디01잉 스쿠바 틸착
12. 특수 징비 물에 삐진 인영 수색에 횡용되

αVIf'g

soaety New.;

조선닷킴과콘댄츠

대전스쿠비 Mar，엉 엉세미니 순토
다용nes 검뮤터 출시， 터|코

SB

New

드라01

렁 띠트너샌터 5호집‘ 6호점 KDEC의 출

독자 코너 매혹의 섬 에콰도르 길라띠고

엉

스군도를찾아서

런칭 BSAC 깅시교육 수종시진 강시 워

μ αvrg

SS

밀리핀 오미스 개설 온라인 교육

2부 어를스트 헥혈의 해따리 영회집 제3

부해띠리린무엇인가?

6

신지뭉 소깨 우정시의 신지웅 해왕잠수
의 신제용 캠스커때의 신지|웅

7. 해외다이빙1 묵극에서의 스쿠바 디이빙
8 해외디이빙2 갈라띠고스 디이잉l
9. 해외리조트 소개 아닐리오의 다이잉 시
이트외 01카시이 디이브 리조트

10
11.

국내리조트소개 영덕 대진리조트

세일회 도감 한국어류세일회흉도김(제

26회)

크용 흥보용 리을렛 제작. 대회생 강시교

12. 다큐멘터리 영화 잉론 - 암권 위대한모험

육 앉)() 해외친목 디이잉. 정규 ITC. 지12

잉 수종생태 이야기 크리닝 스터 이션

일곱종

잉워어 출시. 램세미나 미레스 본사빙문

회 제주국제스쿠바디이S때화 SD~πDV

14 수중시진 테크닉 RAW 띠일

및

ERα 지역열 깅시 세미니 사이드마운트

EUDI

쇼 침핀 테스트 디이버싱 이쿠

스메설티 에코디이빙 제주 멕시코 동굴

15
16

흥슐영 칼럼 스포츠 스티외 스토리댈링

침가 미트너센터

코E삐 0 매더로네시이 채|스

디이빙， 정학생 강사과정 김입 절차 과

n

징수의회코너 강입영(징수영)의 진딘괴

O 탱 신지울
소식

SSI

KUSPO

는동해엔 다이잉 포인트옆l

샌터 등록 이시이지역 서비스인내 리저

정 때IITD 노틸러스 개해제， ε벼| 리머어

해외디이빙 서부 믹틴심의 영웅 다이빙

등록비용 조정 응급처치자격 허용 지걱

세미니 트라이믹스 깅시 트러이너 서|미

롱목코코티노스리조트

용 기채시항 변경 흔띨핀 브로셔 흥시‘

나 여륭 캠프

어모다이빙 귀신 잉바다 수종정화 훨동

홈퍼이지 엉데이트， 인터내셔널 트러이님

한마딩. C-cARD 때키지， 임머리얼 멀리

IOC

~닦리더 개해 축제

리조트소개 인디이빙이 가능한 세부 익

디렉터 탄생， 인스트럭터 잉 71.

이

스 리조트&호댈 멍 투어 .1미CC뼈/FA

틴심의리조트

이스디이밍 트레이너 워크융 수중시진

세미니 다이버 교재 개정 야긴다01빙 업

잠수의학 O&A 징수의학

서|미나.

soc

BSAC

매뉴얼 흩시 대학생 강사교

더 이트

SEI

αw밍-YSCU없 지도자 엄

깅사코너 스낼의 칭 디이빙인전을 위한

육 Sα 시이드 마운트 스메실티 강시괴

버 딘힐대회 뉴가이드라인

중요한 규칙툴2--'알연 알수록 연히고 인

정 효댁최초 이리닝 일요. 어|코 다이잉

PADCDTC코스 엠버 포럼 다이빙 비즈

무 진실로서의 영S뻐 지￠무 먹거리로서

전61디

엑시코 동굴 디이잉 징학생 강사과정 모

니스 세미니 e련닝 세미니 & 엘버 소설

의 뱀ε뼈 저13부 사이언스 속의 앵ε때

해를 이시나요 고 김억수강시 P주기 추모

집.

IANTD

띠티 .01쿠이 렉스. PSAl-Kα표A2011년

51잉생툴 툴.2}는 색을 보는개 사용힐

제 혼한 실수외 응급처치 · 오경설의 테크

회

soo 강시트러이너 워크융

줄아는기H!묵뻐덤.Aj빌화용도감(저121효n

니킬 다이빙 요냉 호홈율 보디 엉게

데이트 및 디렉터 건머런스 α] 신규리

특집 미스터리 여행자 민물 업ε뻐 제 1

수중시진 콘터스트 입싱

4 신간인내 수종시진
5 특집 해피리 ANYSTORY 세부 해띠리
진설 1 그리스 신회의 메두시 /2. 베르시
체 로고 메두사 /3 해파리외 원웅이 제

슈트 수충 하우징 많.，Eye 충시， 이쿠이

고'li는소나징비들

SDM

작일요 수중시진작가초대석(좌동진)

제휴 한국개오지류도김 훌간. 나카무라
시징 방문 대전 수중동행 엑스포디따|빙.

수중시진

린 동물의 기초적 이해 지13부 바다거북

정원을 가디 수중시진가들에게 추천히

7

17.

10 잠수의학 O&A 잠수의회
11 강시코너 훌륭한 스쿠바디이잉 깅시기

8

2 스미트디이버 스미트다01버기되지 스

soaety 싸MS 우정시 디0 "，，" 비
즈쇼 칩관 SPOEX 칩기， 미레스 HD 2.0

5. Õ엠생물 흔g어류.Aj뭔회훌도김(지122회)
6 국내다이잉 2010년 미지막 다이잉 신호

원S빼 비디목징 수중월영대회

제 140 호(2이0년 11/12월호)

16. 징비 코너 잠수목을 민드는 네오프렌 원

빌리카삭 인도네시이 묵슐라웨시 지역

다이버영예의전딩

3 수중시진 지 20회 한국수중시진공모진

이시출미 울러티넙업무재개 전주대회

NAUI

9 해외디이잉 2011년 설을 맞아 찾이기 몬

시설 스마트디이벼 운동 뼈아픈 구조조

soaety New.;

지1145호 (2011년 9/10월호)
1 사실 자본주의 4.0. 디이빙4.0. 그리고스

3

동문회

인내

αVI!19

미트 다01버 엉예의 전딩 스미트 디이버

교육 딩과 기치 이호빈 코스디렉터 강사

SSI 승년회

위기에일요힌수회업)

17.

목소리

한개장 포인트톨 가디 수중사진가들이|게

런칭

다이빙 기술 다이버의 수회엉(세1회 생영

13. 징수의학 O&A 짐수의회

추천하는동해인디01잉포인트 4회

8

강시기

되는길지13회

16.

여 때N 킬럼 강한 근육은 ClOI버에게 자신

국내디이빙 ‘ 김건석의 모토리포트 싱섬

YSCUBA

인스트럭터

일의료용사

M 집수의학 O&A 집수의학
15 강시코너 훌륭한 스쿠비다이빙

마트디이버운동

교육 시앵

SEI KOREA 2011

리민 이닐라오외 온테킬로 리조트

11 전시회 2011 중국 ε삐 전시회
12. 독자수기 대학생 강시교륙 침가수기
13 독자코너 2011년 인스클렁 밀리띤 모일보

신긴안내 효댄 개오];1류 도김 일간

혼h글 매뉴얼 출연‘ 산업현징핀리지 인진

어드밴스드 나이트룩스 띠운디l

임에서의디이빙

8 해잉생물 효g어류세밀회흥도f/(};1없회)
9 수중사진 테크돼1) 색공간(αlklr Spaæ)
10 해외리조트 탑잉 집사띠시체의 천국 일

알디이빙울

이션 인스트럭터 경동대학교 계절학기

TXR

이잉 여행지-고성 교암리조트(지16회) 추

15 깅시코너 훌륭한 스쿠버다이빙 강시가

모Ãi2. 'Å매|나슨례

해외디이빙 일리민 띨라왼 구룹의 코론
지역에서의다이밍

지 15회 묵치벌트쇼의 스쿠bκ101빙 론정

9

TUSA NEW COLOR

7. 윈내다이빙 여를 가즉괴 헝께 떠나는 디

ðH잉생물 효g어류시!일회용도갑 (};1J2.갱O

어 한정만 영움 이벤트 미레스 디스트리

QC- l

6

의 모토리포트 엄성 온섬/작은심 포인트

상식

4

국내디0 1빙 영동고옥도로 확징으로 더욱

가깝게 다기온 깅롱， 잉잉 디이빙 김건석

직 발표 제20회 흔넘!수중사진 공모전 시

고디이빙 뉴

태 뭉질인증 갱신 lαC

6

3 수중시진 SDI이 수종시진 콘테스트 입싱

TM 디이브 강시교을

정싱우

오르는 인도네시아 그러고 빌리

신지융 소개 ∞11

COORDINAT'OO

삐지디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디시 떠

2010년 의료용시 따m다 징학생 깅사교
디이빙클럽 소개 대구디이버스클럽

록한국의물가시리앨범

5 해외디이잉 비사이 다이빙의 교치로 세
부 릴로인 지역 F32. 윌리민 모일보일에

제 142 호(2011 년 3/4월호)

인진/게일테띠쉬

5

/ 부록 나쁜농， 흥은놈， 덩치인큰놈
/ 부룩 한국의 불가사리 106증 영딘 / 부

투어 일정 보

센터 이쿠이 갤러리

스터 빅시 인터뷰 재밀리민 수중협회

12. DMng &Jaety New.;

5.

스 러 일 1-3 쿄스. 개해제. YSCUBA 홍떼

이깅 드리이수트 토될예저톨 추구히는

6 해외디01빙 밀리핀 서던 러 이테 - 소고

4

업투어

디01빙클럽 소개 수중시진가 모임 빛흐

포항원징수 6엠리조트

항을루오신월영투어

11

G

모전 횡윤태의 마린에셰이 - 울루리본

주도 삐 싱섬 동묵 포인트톨 가다 포

7

나 탱크 육인 김시 BlDS Cμ.18 7주년 기

니.~씨 샌}깅시 및 트러 10lLj 트라이믹

이상기 빅시 인터뷰를 통해 일

수중사진 띠티미배 효택수종시진호열공

비닷속언구

4.
5

더 다이브 컴뮤터 시미니， 비즈니스 세미

01보는 얘lAA 듯있는 해잊이 다이잉

12. 독지코너

$ 때주년 행사를 침핀히고 흥

트라이믹스 다이버， ε버|전시
지역열 업

개해제

ADEX

BLS

과정

칩가 한깅 수종 정회 훨

다V1r'g

Doctor. O&A 징수의학

치료

18

강시코너 훌룡한 스쿠비디이잉 깅시기
되는앨제4회)

19 디이잉 기슐 디이버의 수회엽 (뼈회 유
시한 모잉으로표현하는수회)

20 스페셜 디이빙 트랜스떠머 시이드마운
트다이버률만들자!

낀. 독자코너 스쿠비 디이빙과 연애훌 시작
히디

22.수종시진 훨영대회 지n 회 농림수신싣풍부
장관배 빠펙징수중월영대회 입상직
23αvrg

soaety New.;

동 드러에슈트 교재출시， 트러 이너 시띠|

2011 November . Oecember

303

업체안내
장비업체
(주)우정사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장비수입

TUSA/Oceanic/Hollis/Afomic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g괴 훨補떤ÑCSA

전화:
팩스:

140-15

3층

대표: 신명칠

오션첼린져

팩스:

jusj

ädd

1614-15

02-588-0970
02-587-0392

홈페이지 : www.mares.co.kr

watër

대표: 우대혁

O~쿠아렁 코리아
장비수입

TUSA/Oceanic/Hollis/Atomic

원’ 흙E를엽듣검

marl! l @
、..，...

홈페이지 : www.woojungsa.co.kr

전화:
팩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1 동

전화:

02-4300-678
02-4300-838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40-14

02-478-7273
02-478-6174

AQUA 갑 L UNG'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전화:
팩스:

574
02-541-0118
02-517-5415

한주빌딩2층

홈페이지 : www.firstdive.co.kr
대표: 오석민， 지A 땀: 01용준

(주)테코

해왕잠수

셔우드/순토j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TECK융
Technology of Korea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서울시 중구 만리동

노파크 머|가센터 201호

전화:

전화: 031-η6-2442 ， 팩스: π6-2444

홈페이지 :

www .tecko.co.kr

대표: 오성숙

엠책스톤코리아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등 고급다이빙 장비 수입

Chaxtön
(주)젝스톤코리아

廳韓뺑렐흩

1가 35-4
02-362-8251
02-364-9665

팩스:
홈페이지 : www.kingsports.co.kr
대표장준득

에스엔씨코리아
미국 에어리스 장비 수입 판매

서울시 성북구 장위1 동 230-1882층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전화:

건앙빌딩 3이호

팩스:

02-3789-0906
02-3789-0190

홈페이지:

www.cha xton .com

/ζ~EnIS

전화:
팩스:

02-3143-0594
02-3143-0599

홈페이지 :

대표: 유영제

550-5

www.chaxton .com

대표:유성주

O~쿠아텍
。 MS， 미 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바다강IO~쿠O~.스포츠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ivers

본사전화:

뿔靈휩쫓체

지사전화:

수입

051-621-6003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 .com
대표:황치효

업체안내
장비업체·다이빙풀·여행사

SEA&SEA KOREA

MSL 콤프레서

」

호흘용 콤프레서 제조. 판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전화:

팩스:

945-17
02-572-4522
02-572-4524

1층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전화:
팩스:

홈페이지 : www.seaandsea .co.kr

홈페이지 :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대표·임응순

헬시온코리아

씨맥스
잠수복 • 드라이수트 • 세미드라이수트 맞춤/수리

헬시온효택수입처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슈트의 수리 가능

서울시 성동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701호
전화:
팩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02-929-0858
02-922-6823

홈페이지: www.diver114.co.kr

모비스잠수복제조

전화:
팩스:

678-3
02-393-4301

대표전화: 0505-262-0114,
휴대폰: 011-287-3119

대표:유재절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553
031-541-7000
031-542-2999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경기도 광영시 하~13동 S엽지역 6 1-1호

506-11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쇼빽 히안동 빙항)

031-763-8272
031-763-8271

02-892-4943 , 893-4943

전화:

www.scubap∞I. com

홈페이지: www.mobbys.net

mail:

대표.박태환

pool11 4@scubap∞I. com

대표김영중

액션스쿠바투어

수지로얄다이빙풀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수도권 스쿠버교육 및 수중씬 촬영 전문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전화:
팩스:

615
02-3785-3535, 3536
02-6234-5100

1078번지 로알스포츠센타

전화:

031-262-1829

핸드폰: 이 0-5346-3333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대표:이민정

홈페이지:

www.sujiscuba.co.kr

본지에서는 엽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 110권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 1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 다.

업체안내
교육단체

PADI

블루노션 (SSI 코리아)

PA 미교육단체

SSI/React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

~JI_'“

폈뭔진톨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전화:

““폼i증，

、‘’ι，

팩스:

O

i'å i>I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20-2

전화:

02- 848-0558
02-848-0558

446-32 1 층
02-408-6418 , 팩스: 408-6419

홈페이지 :

www.d ivessi .com

대표· 이신우

대표:김부경

pad i. com

S미/T미/ER미

BSAC 코리아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BSAC 교육단체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전화: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S빼 101 톨 ;여

홈페이지:

팩스:

031-272-0120
031-272-0858

홈페이지 : www.bsac.co.kr
대표: 박종섭

www.tdisdi .com

대표: 정의욱

IANTD 코리아

IANTO

PSAI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201호
전화 02-486-2792

팩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02-486-2793

홈페이지:

NASDS 코리아

인터내셔널

NASOS 교육단체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효딱잠수협회
다이빙교육단체

繼헬홉
부산굉역시 동구 초랑3동
전화:

051-440-3332 ,
홈페이지:

1143-13

이 0-4440-1339(김성길 본부장)

www.ymcascuba .or.kr

했靈뚫했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올림픽컨벤션샌터 2층

전화:
팩스:

02-425-5800""'2
02-425-5803

A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키룹니다

객

대표. 김동혁

얀

때에
m
잉따

2
3

ω
맑α했

만 잉 잇 득

E-mail: hq@sddi .org

라

031-708-6967
031-706-6685

환따 따꿇

팩스

니
시 저〕때「대에

전화:

155-2

울 화 스 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월드비터 408호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 .com
대표: 성낙흔

www.iantd.co.kr

본부장 홍ε깐학

SDD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 팩스:

업체안내
서울·경기·인천·대전
스타 강사 gt성센터

PADI5

성남해마스킨스쿠바
TOI/S미 강사교육， 테크니컬 · 재호흘기 교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굉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011-314-5422
홈페이지 : www.scuba24.com
휴대폰:

대표:김진규

전화:

02-420-6171 , 흩페이지: www.scubaQ.net

씨-게이트

롯데 크리스탈 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장비판매，다이빙투어

다이빙교육/투어/강사교육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인천 부평구 갈~f2동

369 효택A
전화 032-504-1555
팩스: 032-504-1556
휴대폰: 011-9734-1555

상가 103호

홈페이지:

푸른바다

www.crystaldiving .co.kr

GREEN CLEAN UP

강사교육，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경기도 는방주시 가운동

갤러리아 멜리

전화: 02-3431-5554(직통l ， 411-4539
휴대폰: 010-3256-7878(최완중) ，
011-9943-5925(이기백)

대표:고성진

NAUI

40

스 펠리스아케이트 B21 호

558-1

스쿠바 실린더 육안 검사 및 세척 전문 업체

Green Clean

103호

Up은 스쿠바 실린더의 청소와

육안 검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기로 호흘하고 안

전화:

031-567-7857
031-567-7858
흩페이지 : www.skinscuba.net

전 사고를 예농팅}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업체입

팩스’

니다. (인증서 발급)
전화:

대표: 유지섭

010-4617-4987, 010-9386-7004

당신은 깨끗한 실린더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까?

테마스쿠바아카데미
다이빙교육·다이빙투어·장비판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042-863-0120
팩스: 042-863-0129
홈페이지 : www.expodive.com
전화:

대표:황승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0-2번지 미성 B/D 201호
전화 :

031-485-3600
017-604-3244 , 필리핀 63-926-714-6844
강사 : 이갑상 011-290-8906 , 필리핀 63-927-676-5566
홈페이지 : www.tmscuba.co.kr
대표

문승범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수있도록명함광고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운영

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 /10권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엽체나 1년 /10권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풍등출판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강원·부산
O~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38마린 리조트
국내최대규모，호텔급객실，조도다이빙，잠수풀보유

수중리프트설치 전용선 2대 보유/스마트다이버 할인
강원도 앙g받 현남면 남애리

48-11
033-672-5666
팩스 033-673-5666
홈페이지: www.aquagallery.co.kr
이메일 : aquapoet@hanmai l. net

강원도 양g받 현북면 71). 문리

전화: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 l. net
홀페이지 : www.38marine.com

대표:임창근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월드다이브리조트
천혜의 자연찜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 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앙Sk군 현남면 동산리 8 번지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전화: 033-651-8082

전화:

033-671-1524
홀페이지: www.worlddive.kr/

휴대폰· 이 1-365-1247
대표:이주일

대표: 최문식

해원다이브리조트

원주스쿠버

숙식일체형， 비치다이빙/보트다이빙안내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31-7(무실로240)

강원도 강릉시 사전면 사천진리

86-39

전화: 033-644-6207
휴대폰 이 1-685-1556

전화:

혐를를흩를
l ,'1'.

대표: 박상용

’.:_-'. ' ••'.1

033-763-0006

팩스: 033-763-0666
휴대폰 이 0-5361-5601

070-8256-8900
E-mail:lek0006@hanmail .net
대표:이의국

인구다이브리조트

해운대스킨스쿠바

천혜의 자연찜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가이드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강원도 앙S말 현남언 인구리

1-27

대표. 강동원

전화 033-671-0158 팩스:033-671-0159

휴대폰:

011-717-2982
www.dive-1.com

홈페이지:

부산 해운대구 중1 동

1405-10
051-743-1821/747-7471
팩스 : 051-743-1822
휴대폰 010-3882-1821
이메일 hudam o@ naver.com
전화:

대표:김영식

킴스마린스킨-스쿠바

잠수함다이브센터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수중촬영， 공기탱크 대여

수중비디오 촬영 전문 업체， 스쿠바 FM교육

부산시 해운대구 우1 동 831 번지

부산시 언제구 연산동 각단5로

전호H팩스): 051-747-7705
휴대폰 이 1-884-2989
홀페이지 www.kimsmari ne.co.kr

전화:

이메일: kims3104@hanmai l. net
대표:김학로

25
051-865-8148
휴대폰 010-5659-8148
홈페이지: www.busanscuba.co.kr
대표: 조현준 강사. 이나영

업체안내
부산·울산·대구·경북
일광스쿠버

이지다이빙

부산 기장 다이빙 안내， 다이빙 교육

강사육성 · 지윌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cafe. daum. net/ilkwangscuba>
! ’l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연 이전리

874-10번지 대표: 정세중

전화:

051-722-4402
010-9655-4402
E-mail: sj1894@naver.com

휴대폰:

부산 중구 중앙동2가

활렐뤘

49-43
051-405-3737, 팩스; 051-797- 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전화:

대표: 하상흔

스킨스쿠바하우스

이응구스쿠바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전화:

514

1듀죠그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이 1-558-1534

홈페이지: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산

전화:

19-1

051-403-1526

휴대폰: 이 0-3586-1526
대표:주영규

legscuba.co.kr

대표 : 01응구

해양스포츠교실

백스쿠바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다이빙전용풀，다이빙교육，장비판매

부산시 동{，12동 1035-8(태증대 자길례당)

전화: 051-405-4111
팩스: 051-405-8335
휴대폰: 017-573-2212
홈페이지: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9-1
전화: 052-294- 7372

휴대폰

www.busanscuba.com

011-388-7372

대표:백성기

대표 조미진

인트로스쿠바

프로다이브코리아

대구 PA 미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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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뱀 때빙 교원PADIDS따 편그렘， 징H/ 도소매， 때l빙 교육대l빙 울l 빼기로돈 CCR 때l빙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020-5번지

전화:

053-475-3090
010-9387-3090
http://cafe .daum .net/introscuba
대표:강동흔

대구 남구 봉덕 2동 1071-6 효성 코아 1 층
전화: 053-471-9707

팩스: 053-471-9708
홈페이지 : www.prodive.co.kr
대표: 이규식

O~쿠아벨리조트
보트다이빙전문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앙포리

전화: 054-276-9374
휴대폰 이 1-502-7035

홈페이지:

www.yangpo.co.kr

대표: 도국조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2-1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 리 97번지
전화: 054-251-6189
휴대폰· 이 0-6372-0037

홈페이지:

aquabe l. co.kr

대표:황득식

업체안내
경북·경남·저|주
사량도해양리조트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체럼스쿠바

B5AC강사교육， 호미꽂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경남 통영시 사랑면 돈지마을

660

전화

055-641-1278
팩스: 055-755-3224
휴대폰 011-552-7212
홈페이지 :

대표: 초|경식

BSAC

트레이너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054-232-9669
휴대폰: 010-6823-4277

www.donj i. net

이메일 :

대표.박출이

seaonee@hanmai l. net

돌핀스쿠바리조트

다i; 1 .6 차.67.7신
ïr으1. rè:i.‘':'i:걷

흑도 •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주 감포 / 제주 고산 리조트 운영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31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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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다이빙스쿨/거제덕포해양리조트

남진수중잠수학교

대|빙 투어/교육/안내，여름철 바L빠 플뻐|피쉬 등 해엠l져 운영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컬 · 다이빙 전과정 교육

거제 덕포동 51-7번지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전화:

전화:

055-747-9713

휴대폰:이 8-514-9713

다음?때1 : 정수다이빙스쿨

063-855-4637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팩스:

대표:노남진

대표:허정수

홈페이지 : www.nonamjln .com

굿다이버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SS|강사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064-762-7677
휴대폰: 011-721-7277

748
064-738-7390
휴대폰: 017-215-6577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전화: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방2 다이버스

전화:

marinehouse.info

대표: 허천범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592 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이 0-2384-6552
홈페이지 :
대표:방이

www.bang2divers.com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업체안내
제주·필리핀
다이브스테이션

스쿠바아카데미투어

다이빙교육， 다이빙안내 , 장비판매 대여 , 수중촬영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제주시 건입동 657

전화

전화;

064-755-9934
064-755-9938
휴대폰; 011-691-9934

팩스;

팩스;

휴대폰: 이 0-4356-0065

대표: 이영덕

대표:문수은

홍페이지;

www.jejudoscuba.com

돌핀스쿠바

태평양다이빙스쿨

서귀포다이빙안내/체험다이빙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587-38

064-762-5133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전화;

584-7

064-794-1117
064-794-9728

784-1

064-762-0528

휴대폰: 이 1-696-1224

휴대폰· 이 1 -693-5135

이메일 ; moonsom21@hanmai l. net

대표: 허창학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대표: 김병일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

MonteCarlo Resort

나우이 강사교육/성산포 해양 리조트

필리핀 아닐라오 다01브 리조트 운영

164-17
064-782-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전화

뜸휴힐를

02-487-8144 ，

1113

ι，' .'.:._ '.'，'._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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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7-527-5555
070-8285-6306 , 070-4025-6306
전화;0919-301-5555 ，

이메일; divestone@hanmai l. net

홈페이지; www.mcscuba.com
대표: 손의식

건우다이브리조트(GUNWOO DIVE RESORT)
셰부 렬로안 다이빙 안내， 숙믿빌저|영 리조트

BEACH SANTANDER CEBU
PHI Ll PPINES

니 LOAN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 070-8241-6125

홈페이지 ; www.bluestars.co.kr
이메일; udtseaI25@naver.com
대표:박재성

킹덤리조트

보니또아일랜드리조트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고요하고 아늑한 환상적인 다이빙 전문 리조트

효택사무소;

廳혈靈

010-3929-3221. 010-

3282-5566(이시영) ’

070-8288-8818. +63-32-4809118 , +63-908-572-703이정광범)
홈페이지 ; liloankingdom.com

전화

63-919-539-5822/
63-917-805-3323
이메일

tsonykim@paran.com

홈페이지 ; www.bonitoresort.com
대표:김태혼

업체안내
필리핀·해외
씨월드보라차이

씨월드세부

필리핀 보라카이 다이빙YPADI강사교육

세부 막탄 지역 펀다이빙YPADI 강사교육

Sea World Dive Cenler , Bala bag ,
Boracay Is. Malay Aklan Phili ppines
전화: 63- 36-288-30 33
인 터 넷 전화: 070-7897-8151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Palm Beach Resorl
전화: 63- 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대표:김순식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수중세상다이브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DI/SDI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Parad ise Dive , Sa bang Beac h ,
Puerlo Ga le ra Oriental
Min doro , Ph 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임희수

Hadsan Beach , Agus , La pu-Lapu
Cíty , Cebu , Philippines
전화: 032-495-2203
핸드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 7570-8197,
070-7571-8197
대표: 01중현

돌고래 다이빙

SM 리조트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빙~ TDI/SDI강사교육

임페리얼 팔라스 호텔 내 해앙스포
츠센 터

전화 63-917-530-1109

63-927-302-8921

전화: 070- 8814- 7860

www.cafe.naver.com/dolgorae
d ivi ng

홈페이지: cafe.d aum .net/smscuba
대표: 최경호

담당: 윤태희

TASIKRIA RESORT

MIMPI RESORT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인도네시아 발리 멘장간/툴람벤 최고급 리조트

JL. Raya Trans Sulawesi
Mok upa , Manado , North
Su lawesi Indonesia
전화: 62-43 1-82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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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62-431 -823뼈4
이메일 i n fo@tas i kria.com

COCOTINOS RESORT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마나되서|코휠롬복)/오덧시 다이버스

전화 62-812-430-8800(마나도)
62-819-3313-6089(롭복)

Jalan Gunung Agung NO.105D
Denpasar 80118 , Bali , Indonesia
전화: 62-362-94497(맨장간)/
62-363-21642(툴람벤)
팩스: 62-362-94498(멘장간)/
62-363-21939(툴람벤)
이메일 sales@mimp i. com
홈페이지 www.mlmpl. com

노블레스리조트
필리핀세부랄로안 다이브리조트 운영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 펀다이빙 ，호핑투어
전화

032-480-9039
070-8234-6200

인터넷전화:

이 메 일.

핸드폰

info.des
잉k@coco
이tínos.com

63- 927-702-3221 (윤주현)
홈페이지: http://www.noblesseresort.com/

홈페이지:

www.cocotínos.com

63-927-674-0003(정굉범)

대표 정광범

뿔聽뀔뽑

활繼끓짧
g물

i혜~
수중사진

수중사진술

수중비 디오촬영

상어의인간사냥

수중시진의{1'잉 기엉괴 핀런윈

수중시진의일민적인

수중미 디오한잉의 얀인적인

싱어에 관한모든 지식이 딩겨지 있다

세인 시헝 애 미 |히 1 / 견즈부티 응→p/ l 지

원리에서부터 실선시히|외

원리외 선진 시괴l딘소기|힌

세 ul있는 다큐멘터리 밍식으로 시술되이

윤녔딘 1940년디 에| 쿠스포외 그의

싱새히 섣 잉힌 히|션서.

한잉시진회보갚 포항언

수중UI "'I요한양가의 영독시/

흥미진진허 디 앙)쪽 지걱 S천원

능료들이 바엿속블 'i;t헝3 1 인사 꺾었던

블‘시선R;<I굉 670쪽

수웅시진기의 일독세이용인 .

이용잉 ，우대쩍.진신공서 ‘

내-g응마룬마큐 엔다리 소션 융진이

정의욱공지‘가격 3민원

가ζ! : 3~ιF원

깅몽둥 가격 l 인 5진원

/ f=<:I :4인 5 친원

더싸일런트월드
인퓨7 1 즉i중세개에 대해거의 。뷰것

f'!'llHl예인H!I， ' j“

효백후새류도감
X ‘’ :r.

:f 스

깐이￡당잊이

s

0&ì!'I‘ 。l.I:l'm。

J쫓講줬鍵뿔

e￥함讓灣뚫웰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2.J;1류도감

바위해변에 사는해양생울

뛰는물꾀기는물Jl71

다이비가안냐는 DEPC 어류도감

l부에서는 갯인숭달앵이를중심으로

국내 서식이확인된 2뻐지과9속 18종，

일반인과정소년，해앙생울을공부히는

새마있쇄식을 얻을수았는울고기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시o ~에 올허진

198종의후새류들을 αp장의 생생힌

7a오지불이과 14.속용종，흰구슐개오지

대학생‘ of동을지도히는교시들을 위힌

01야가들은 실김냐는수종사ε털과

사진으로 만든 이류도김 글센정호

수중사진으호소개했으며 ， 2해l서는

과 2속4종. 묘i도합잊종의 7뻐지류가

생태관한인내시 가격 l 만8진원

일러스트호소개한잭 저지쩍윤

사진P과'C.2-얘쪽，가격 3안양!원

후새류의생태와행동에대해자료

온책에수록되 어 있다 저자l고동법 ，

사진과함께실영하고있다 저지/고동임‘

114쪽，가격 l 만 5천원

깅4쪽， 가격 l 인 5진윈

사진/ D티℃외 가격 3인원

홉
t

4*j!띤

훨體빼톰
오푼워 터 다이버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실수로 배우는스쿠바다이맹

다이벼의수화법

로그원1:Ir다일게

교육연치|의구운없이공홍석으로

경 험있는 다이어의수준을넘어다이잉

수많은다이버들이겪었던실전경힘과

농아자들이사용하는수화엽 of용 수왕I1서

다이"1라인 누구니 작성해야할로그북

사용필수있는스쿠바디이빙 입문서

교육과다이잉 엉계에서중요하고

실수들의 솔직한고백 타인의경헝을

어떤의사표시도힐수 있는다이에전용의

가격 l 만원

168쪽 올질라 가격:2안 3천원

폭녕은엽무흩수앵하는다이어

통히여 효과적 01고도손쉽게다이빙 실력P

수화방엉을갱으로표현.됐북으로폭

마스터의억할과잉우에대해

향상시킬수있다 ~록 가격 l 만2천원

95011，높이 16.5an，두껴1 1.5an. I07쪽

채얘l척으효정리한지청 ^V저;<]<

풍등출판사
주소; 서올시 강남구 대차동댄1 번지 대종빌딩 205호

가격:2인원

iu ’ W
A삐

정의육{ 136쪽， 가격 :2안원

S

M

전호k 따~←-2402， 팩스: 02송5EH207

MOST WIDEL Y READ AND MOST AUTHORIZED DIVE MAGAZ INE IN K OREA

22 네이비 (ABYSS 22 NAVY)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히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g
ng

”

g혹

‘0 삐스22 너|이비’는 전세계 해군들이 극도로 어려운 작전도 문제없이

응드응@긍웅검

아비스

@g
5m

특수한 찬물다이빙(cwo) 키트가 ε짝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탁월한
불소중힘처l로코팅한 2단겨뻐 뻐|스 고유의 뼈|때스 시스료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비스22 네이비’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이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징합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길렉한호홉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험이라 하더라도 '0 삐스22 네이비’가 임무를
수행할것입니다.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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