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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사우스조지아섬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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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출판사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수중사진

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상어의 인간사냥

더싸일런트월드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실전사례와 촬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수중사진가의 필독서.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상어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다.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서술되어
흥미진진하다.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이용업, 정의욱 공저·254쪽·값 30,000원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217쪽·
값 30,000원

김인영 지음·280쪽·값 8,000원

인류가 수중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1940년대에 쿠스토와 그의 동료들
이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소설.
김풍등 옮김·336쪽·값 15,000원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
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
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
에 수록되어 있다.

다이버가 만나는 DEPC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
는 대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찰 안내서.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
기 이야기들은 실감나는 수중사진
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만든 어류도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어류도감

박정호 지음·사진/DEPC·248쪽·
값 38,000원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 다이빙 다이버의 수화법

로그북(바다일기)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올 칼라.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
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
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360쪽·값 12,000원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정의욱 지음·168쪽·값 25,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값 10,000원

해몽

13인의 BLUE

Marine Odyssey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
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
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
으로 우리나라의 최남
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
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로 이루어졌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송승길 지음·144쪽·
값 30,000원

저자/F32그룹·109쪽·
값 30,000원

저자/F32그룹·135쪽·
값 50,000원

아비스 22 네이비(ABYSS 22 NAVY)
‘아비스22 네이비’는 전세계 해군들이 극도로 어려운 작전도 문제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특수한 찬물다이빙(CWD) 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탁월한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와 마레스 고유의 바이패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아비스22 네이비’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강력한 호흡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험이라 하더라도 ‘아비스22 네이비’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www.mares.co.kr

至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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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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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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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재질의 X자형 디자인으로 강화된
발집이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오리발 킥동작 중 최적의
오리발 각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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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2 월 PADI 강사 시험
시험 장소 울진 스쿠버 트레이닝 센터 시험 일정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 19일 (일요일)

2010년 7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진행된 PADI 코스디렉터 트레이팅 코스 중
6개 사무국의 PADI 스텝들이 선정한
NO.1 코스디렉터
-코스디렉터 졸업식 평가 내용 발췌

초보 다이버 부터 다이빙 전문가까지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진행
PSI센터에 직접 방문 상담하시면 더욱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012년 3월 1일 PSI scuba 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3월 한달동안 새로운 PSI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응원메세지’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한 PSI의 교육상품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1등

PADI 강사 교육 상품권

230만원 상당

2등

PADI 다이브마스터 교육 상품권

80만원 상당

3등

PADI 레스큐다이버 교육 상품권

15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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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sk in scub a

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여행
및 A/S등 여러분이 필요로한 스킨스쿠바 다이빙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www.mares.co.kr/maresproshop
서울

Tel:02-545-3912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4층
http://www.paransum.co.kr

Tel:031-262-18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타 213호
http://www.mnmscuba.co.kr

대전

Tel:042-863-0120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77-4
http://www.expodive.com

부산

Tel:051-405-3737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49-43
http://www.ezdiving.co.kr

Tel:051-751-9496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8-9
http://www.diveok.com

창원

Tel:055-266-0062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실내수영장 107호
http://www.ssdiver.co.kr

전북

Tel:063-855-4637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
http://www.nonamjin.com

광주

Tel:062-653-0528
광주시 서구 풍암동 1187-7
http://www.div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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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를 모십니다!
SCUBA DIVER지는
24년 동안 광고주의 도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고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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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및 강사 무료구독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2년(12회)

108,000원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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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강사 무료구독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본지는 스쿠바 다이빙 강사를 위해 강사 무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다만 택배비 20,000원 (제주도를 포함한 섬지역은 40,000원)을 송금해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주시고,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주시면 1년간 무료 정
기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모든 교육단체 강사분들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해외정기구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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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년간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
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
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직원 채용 공고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원을 모집합니다.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1. 분야 및 자격 조건

과월호 판매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가격

수량

가격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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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풍등출판사 : Tel. 02-568-2402

[취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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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교육단체의 C-카드 소지자
•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취재 기사를 수정 및 작문 능력을 겸비한 자
2. 인원 각 분야별 1~2명
3. 급여 면접시 능력에 따라 결정.
4.	본지의 이메일(diver@scubamedia.co.kr)로 자기소개서를 보
내면 심사 후 면접일시를 통보함.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퍼실리티

IANTD KOREA (서울 : 02-486-2792)
TEAM SCUBA RESORT
(양양 : 010-8963-8582)
MB 오션 블루 (필리핀 : 070-7518-0180)
NSDM 다이버스 (속초 : 011-265-1831)
강촌스쿠버 (강촌 : 010-2256-4434)
광명 잠수풀 (광명 : 011-732-4942)
굿 다이버 (제주 : 011-721-7277)
그린 스쿠버 (여수 : 061-684-5656)
다이빙 팍 (필리핀 사방 : 070-8625-4870)
두류수영장-노도스쿠버
(대구 : 053-621-0469)
리쿰스쿠버 (서울 : 011-542-5288)
베트남 스쿠버 (베트남 : 010-3891-1391)
블루아이 스킨스쿠버 아카데미
(경주 : 054-620-8253)
블루 홀 다이버스 (안양 : 010-8633-0752)
성현 스쿠버 (삼척 : 010-6375-3572)
샤크 다이브 리조트
(필리핀 아닐라오 : 070-8248-7098)
씨 텍 (부산 : 010-2860-8091)
알파 잠수 (인천 : 010-8856-1088)
테코 (성남 : 031-776-2442)
태평양수중 (부산 : 051-414-9302)
파워스쿠버 (서울 : 010-3718-8807)
프로다이버 (대구 : 053-471-9707)
해양캠프 (삼척 : 011-9969-0880)
해원 (강릉 : 033-644-6207)
해양대국 (욕지도 : 010-7758-7920)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트레이너
김광휘 (Adv. ITT)
홍장화 (Trimix ITT)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강신영 (Adv, EANx IT)
강재철 (Adv EANx)
고석태 (Adv. EANx IT)
권오윤 (Adv. EANx IT)
김정숙 (Technical IT)
박근창 (Adv. EANx IT,
AED IT)
서일민 (Adv. EANx IT)
안승철 (Trimix IT)
오현식 (Adv. EANx IT)
이민호 (Adv. EANx IT)
이우영 (Adv. EANx IT)
이원교 (Adv. EANx IT)
이종인 (Adv. EANx IT)
이효진 (Adv EANx)
정영호 (Adv. EANx IT)
정철희 (Adv. EANx IT)
정근남 (Technical IT)
최승혁 (Adv. EANx IT)
황영민 (Adv. EANx IT)

인스트럭터

강길영 (EANx)
강덕권 (EANx)
강신영 (Adv. EANx)
강재철 (Adv.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Adv. EANx)
김기종 (Adv EANx)

IANTD KOREA

김동균 (Adv. EANx)
김동원 (Adv. EANx)
김동현 (EANx)
김민석 (Adv EANx)
김병섭 (EANx)
김상길 (Adv. EANx)
김석주 (Adv. EANx)
김석중 (Adv. EANx)
김성목 (EANx)
김성욱 (EANx)
김성진 (Adv. EANx)
김영삼 (Technical)
김영중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원일 (EANx)
김재만 (EANx)
김정명 (EANx)
김정수 (Adv. EANx)
김종학 (Adv. EANx)
김창제 (Technical)
김창환 (Adv. EANx)
김태일 (Adv EANx)
김효실 (EANx)
김희명 (EANx
Instructor)
문대천 (Adv. EANx)
문석래 (EANx)
문성원 (EANx)
박대원 (Adv. EANx)
박상용 (Adv. EANx)
박선경 (Adv. EANx)
박우진 (Adv. EANx)
박인성 (Adv. EANx)

박진수 (Adv. EANx)
박장호 (EANx)
백상현 (Adv. EANx)
백인탁 (Adv. EANx)
서계원 (EANx)
서승훈 (Adv. EANx)
서윤석 (Adv. EANx)
서재환 (EANx)
손경훈 (Adv. EANx)
손현철 (EANx)
송근석 (Adv. EANx)
송우용 (EANx)
송윤상 (Adv. EANx)
송태민 (EANx)
신명철 (EANx)
신종필 (Adv. EANx)
양성호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석용 (EANx)
오승철 (Adv. EANx)
오정석 (EANx)
오춘수 (Adv. EANx)
유근목 (Technical)
유기정 (Adv EANx)
유대수 (Adv. EANx)
윤덕규 (EANx)
윤성환 (EANx)
윤진상 (Adv. EANx)
윤창수 (Adv. EANx)
이병강 (EANx)
이병오 (Adv. EANx)
이동준 (EANx
Instructor)

이상욱 (EANx)
이상준 (Technical)
이수한 (Adv.EANx)
이영권 (EANx)
이영노 (Adv. EANx)
이우식 (EANx)
이장구 (Adv. EANx)
이철우 (EANx)
이필규 (Adv. EANx)
이호석 (EANx)
이화향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임응순 (Adv. EANx)
장갑석 (EANx)
장동균 (Technical)
장세환 (EANx)
전우철 (Technical)
정국현 (EANx)
정석환 (EANx)
정성윤 (EANx)
정승규 (EANx)
정승욱 (EANx)
정영수 (EANx)
정영환 (Adv EANx,)
정재욱 (EANx)
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EANx)
조선구 (Adv. EANx)
조성호 (Adv. EANx)
지혜자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EANx)

최윤석 (Adv. EANx)
최종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Instructor)
한우연 (EANx)
한윤수 (Adv. EANx)
허 현 (EANx)
현승준 (Adv. EANx)
황영석 (Technical)

신규강사

김민중 (EANx
Instructor)
이홍석 (EANx
Instructor)
강영철 (EANx
Instructor)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34-17 201호, TEL: 02-486-2792 FAX: 02-486-2793
www.iantd.co.kr E-mail: iantd@iantd.co.kr

스마트 다이버

어글리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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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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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edia.co.kr

포스터 그림 조광현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스쿠바 다이빙과 고산 등반, 탐험 등 활동적이
고 모험적인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갯벌과 해양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양전문
화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교육교재시리즈에 일러스터로 참가.

[공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홈페이지 주소가 www.scubamedia.co.kr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즈음에 본지의 홈페이지의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서둘러 임시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나 공모전에 사진 올
리기와 스마트운동 참여, 정기구독 신청 등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구독자 및 광고주 여러분들과 스쿠바다이버지에게 무한한 관심을 주셨던 기고가 여러분들께 다시금 죄송하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쿠바다이버지의 홈페이지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2012년 3월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www.scubamedia.co.kr
새로운 이메일 diver@scubamedia.co.kr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홈페이지는 다이버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이빙과 관련된 알찬정보들로 채워서 다이빙계의 포탈사이트로서의 부족
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웹매거진으로의 기능,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다이빙계의 역사와 자료가 듬뿍 담긴 과월호 보기
• 수중관련 단행본 및 수중사진 쇼핑몰 오픈
• 수중사진 공모전 개최

• 독자들간의 교류의 장 구축
• 축척된 수중생물에 대한 지식 서비스
• 관련업계 링크 서비스
• 다이빙관련 투고 공모

몇 가지 부탁의 말씀
▶	기존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회원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새 홈페이지에 새롭게 회원등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회원등록을 하신 분들 중 20분을 추첨해 저희 풍등출판사에서 발간한 “신비한 수중세계를 사진에 담는 촬
영기법 수중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다이빙관련 업체분들께서는 업체홈페이지에 본지의 도메인 www.scubamedia.co.kr을 연결하시고 본지에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본지의 홈페이지에서 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	스쿠바다이버지의 독자분들도 새롭게 바뀐 본지의 주소 www.scubamedia.co.kr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쿠바다이버지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하여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 희망찬 한해이시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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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자리를 떠나면서,
아듀 4반세기!
The Last Words - Retirement Announcement of the Founder
글 / 김인영(고문)

필자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발행인 및 대표 자리에서 물러

기에 그 매뉴얼들을 해독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본지는 수

났습니다. 창간 4반세기 만에 물러나면서 회고해보니 감개가 무

많은 매뉴얼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완역 소개하여 혁신

량합니다.

잠수 기기들의 이해력이 일반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이빙계는 세대교체가 몇 번 있어서 과거를 모르는 다이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스포츠 사회의 만성 질

들이 많습니다. 은퇴 인사말을 하게 된 차제에 이 사람이 누구

환은 수중사냥이었습니다. 본지가 수중사진술 보급에 심혈을

이며 무엇을 해왔는지 요약 설명하면(자화자찬이 됨은 압니다.)

기우린 것은 수중사진이 고급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냥에 빠진

한국 잠수계의 역사를 후진들에게 알려주는 효과도 있고 저의

다이버들을 끌어내고자 했던 목적이 강했었습니다. 본지는 창

이임사도 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 시기에 니코노스 수중카메라 매뉴얼을 번역 소개했는데 필

본지는 24.5년 전인 1987년 9월에 창간되었지만 저는 이 기

름 카메라 시대의 수중사진술은 정말 어려웠으며 초기에 공부

간을 10년 더 과거로 연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할 자료는 본지의 니코노스 매뉴얼과 꾸준히 나온 사진술 칼럼

가 다이빙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본지 역시

이 유일했습니다. 본지의 수중사진 공모전 역사가 긴 것도 이런

저의 책 쓰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노력들과 연계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잠수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인 1979년에 한

과학지식(교육)과 수중사진이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가

국 최초의 다이빙 교과서 “스킨스쿠바 다이빙 원리”를 출판했습

자 본지는 해양생물 지식 칼럼에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 선진

니다(총296쪽). 당시에는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잠수과학 내

국 다이버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풍부한 해양생물 지식 창고를

용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다이버들은 매우 위험한 지식환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려움 없이 흥미 있는 해

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이 책은 아주 유용했습니다. 몇 해군

양지식을 습득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은 전혀 반대입니다.

특수부대에서도 이 책을 비공식 교과서로 사용했습니다(해군에

물속에 들어가도 생물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다이빙 취미가

잠수교과서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슴). 그 다음으로 번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본지가 발행한 단행본들이 잡지사치

역서 “알기 쉬운 잠수의학”, “다이빙 A to Z”, “더 싸일런트 월드”

곤 많은 편인데 수지타산이 맞은 책은 없었습니다. 본지의 축적

(초판 제목; 침묵의 세계), 그리고 편저서 “상어의 인간사냥”을 연

된 해양학 지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분류 정리되지 못한

이어 출판하다가 격월간 Scuba Diver를 창간했던 것입니다.

것이 아쉽습니다.

창간 시절 본지는 잠수과학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다이빙 지역이나 여행안내, 업계 소식, 장비 소개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교육이 발달해서 잠수과학 지식이 잘 보급되어 있지만

모든 전문지가 당연히 다루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자부

그 땐 잠수병의 원인인 혈중 미세기포가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하는 것은 본지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기사들을 뛰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토픽 뉴스일 정도였습니다.

넘어 다이버의 안전, 사회성을 갖도록 하는 계몽, 지속적인 지식

그 시대에 다이빙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무자격 강

의 업그레이드에 거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였습니다. 무자격 강사는 인명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

그 동안 본지와 필자를 성원하고 지원해주신 수많은 독자, 기

습니다. 본지는 전국의 사망자 통계를 직접 조사 발표하며 이

고가, 업체, 단체, 창간이래 회사를 거쳐 간 여러 직원, 그리고

문제를 항상 부각시켰습니다. 무자격 강사가 발붙이기 어려워지

지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먼저 유명을 달리

자 다음 등장한 것은 부실 교육단체와 돌팔이 유자격 강사들이

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이빙 소사이어티가 변함없이

었습니다. 본지는 원망을 들어가며 부실교육단체가 뿌리를 내

본지의 새 발행인을 성원하여 더 좋은 미래가 전개되도록 진심

리지 못하도록 펜으로 싸웠습니다.

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이브 컴퓨터가 등장하고 혼합기체 다이빙이 시작됐지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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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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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Make an announcement of a new beginning

글 / 구자광(발행인)

2012년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가 발간된 지 25주년 되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쿠바다이버 지가 다른 경쟁 잡

해입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구독자님, 좋은 글을 제공해 주

지들과도 선의의 경쟁속에서 상호 협조하고, 다이빙계의 전문가

신 기고가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광고주님, 그

들이 동참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밖에 스쿠바다이버 지의 발전과 역사에 힘을 보태주신 많은 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스쿠바다이버 지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환경
에 발맞추어 인터넷 웹매거진과 모바일 서비스를 할 것이며, 홈

지금까지 김인영 발행인께서는 불모지였던 이 분야를 개척하

페이지를 개선하여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을 만들고, 척

여 새로운 장을 만들어 다이빙계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박하다시피 한 다이빙과 해양에 관련된 이론서들을 체계적으

다이빙계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깊이가 있었고, 흔들림 없이

로 발간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서랍에 잠자고 있는 수중관련 정

다이빙계의 발전과 다이버들의 화합과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

보와 사진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

셨습니다. 스쿠바다이버 지가 다이빙계의 중심에 서서 현실을

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좋은 환경

냉철히 살펴 다이빙계가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

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였고, 그동안 다이빙계의 산 역사로서 다이빙계에서 없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이빙 산업도 예외는

안 될 올바른 목소리로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아닙니다. 다이빙 인구는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다이

생각합니다.

빙계의 산업은 아직도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대부분 다이빙

스쿠바다이버 지는 지난 2년간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힘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

보다도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열정을 가득 안고

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면서 잡지의 환경적인

이 업계에 뛰어들어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

여건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환

리 녹녹치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의 부딪힌 문제

경에 발맞추어 다시금 재도약을 준비하며 바람직한 스쿠바다이

들을 직시하고 다이빙계가 처해있는 환경적인 한계점들을 타파

버 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

하기 위한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변화시켜야 할 것입

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으로 접어들

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다이빙계가 더 나은 환경을 구축

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열악한 다이빙계의 미래를 조금 더 풍성

본인은 대학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취미로 다이빙을 시작

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

한지도 어연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다이빙 교육과 수중

능한 일도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도 가능하

사진 촬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스쿠바다이버 지에 기고를

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작은 참여가 모여

하였던 독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연이 되어 스쿠바다이버 지

희망 있고 발전적인 다이빙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쿠바다

를 맡게 되어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이버 지의 임・직원들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바라보며 비평하던 입장에 있다가 다이빙계의 회오리 안으로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이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위

들어와 다이빙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

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다이빙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본
인의 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스쿠바다이버 지
가 다이빙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취미로 다이

미래를 개척하는 스쿠바다이버 지와 더불어 우리 다함께 즐
거운 다이빙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빙을 하시는 모든 다이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와 같이 호흡하며 다이빙계를 선도하는 전문잡지가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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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심사평
본 잡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수
중사진 콘테스트’는 올해 21년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수중사
진 공모전중에서는 제일 오래 된 공모전이다. 이번에는 잡지 창
간 25주년을 기념하는 공모전이고, 주최 측에서 총상금도 500
만원에 이르며, 협찬사들도 11개의 대형 장비업체와 국내·해외
리조트들이 참여하는 수중사진계에서는 큰 규모의 축제의 장
이다. 한마디로 국내 다이빙계에서, 특히 수중사진계에서는 대
표적인 대규모 공모전이다.
심사위원은 필자를 포함하여 3명이고, 이종화 원장과 정의
욱 본부장이었다. 이종화 원장은 1997년부터 수중사진을 시작
했고 그동안 개인전 4회, 초대전 3회, 그룹전 2회에 작년 말에

면 국외에서 촬영한 작품보다는 국내에서 촬영한 작품에 신경

도 ‘제주도’ 라는 168쪽짜리 수중사진집을 출판하였다. 정의욱

을 썼고, 작품성과 예술성에 치중했으며, 모든 작품에 대한 참

본부장은 10년 전인 2004년에 ‘수중사진술’이라는 260쪽짜리

가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주최 측

수중사진전문서적을 공저로 저술하였다.

의 어떤 의도도 심사에 개입되지 않았다. 출품된 작품 중에는
한 사람의 작품 몇 개가 심사위원 3명 모두에게 통과되어 점수

필자는 본 잡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수중사진공모전을

를 받기도 했으나 그 중에서 한 점만이 올라가는 아쉬움이 있

통하여 배출된 많은 작가들을 알고 있으며, 그 중의 대다수가

었고, 응모조건에 있는 작품의 잡티제거, 색상보정, 크롭핑, 기

한국수중사진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 분

울기 조정 등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의 기술적인 활용을 최대한

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심사 시 아쉬웠던 부분의 몇 가지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광각사진 중 동해안 어초에서 찍은 듯

지난 1월 9일 오후 7시에 한국수중사진공모전심사가 있었다.

한 놀래미의 역동적인 사진이 있었는데 초점, 구도, 색상대비,

응모인원 76명에 작품 수가 432편이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역동성 등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부

걸렸고, 심사위원 3명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에 진

분 때문에 탈락했고, 앵무조개 두 마리가 수중유영하는 작품

행하였다. 먼저 심사위원들 세 명이 간단한 토의를 거쳐 심사기

은 특이한 경우였으나 너무 평면적이고 도감 분위기라서 마지

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응모한 전체 사진은 심사위원 두 명 이

막에 탈락했다. 접사부분에서는 만다린피쉬 암수 두마리가 수

상의 추천을 받은 작품을 1차적으로 선별했다. 그리고 이와 같

중에 솟구쳐서 방난방정을 하는 극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결선

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4차까지 심사했고, 마지막 결선에는 매

까지 올라갔으나 생태적 한계 때문에 밀렸다. 이런 작품들은

호별 입상된 작품들은 포함하여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한 작품

생태부분이 있으면 상위 입상감이었다.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20점을 선별했다. 이중에서 심사위원의 점수에 따라 대상 및

두 점의 사진 모두 물고기 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적

광각, 접사 부분의 등수가 결정되었다.

절하고 효과적으로 모델이 포인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만일 이 두 사진에 모델이 없었다면, 두 작품

심사위원장으로써 소감을 한마디 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

모두 입상권에서 밀려날 수도 있었다. 이것이 모델의 중요성이

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본 공모전에 그동안 거쳐 간 선

다. 응모전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들과 앞으로 공모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한 점 누

심사위원이나 보는 사람에게 어필하는 작품을 출품해야 할 것

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

이다. 찍는 사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가능하

사진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모전에서는 순위를 정해

야 한다는 것과 심사위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취향 즉,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모든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작품은 있게 마련이다.

협찬사

필자가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사진에는 장비와 기술이 중요
하지만, 결국은 보는 관점 즉, ‘포착하는(Seeing)’ 것과 관련이

(주)대웅슈트

있고, 보는 이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공모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다이버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져

김지현 - 심사위원장
수산학박사/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주)첵스톤/SNC코리아

세계 해저의 생태와 생물 전5권 저자

해왕잠수
이종화 - 심사위원
내과전문의/이내과의원 원장
한국 사진작가협회 심사위원

(주)테코

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빛흐름 수중사진동호회 초대회장
수중사진집 “제주도” 발간

캠스퀘어

정의욱 - 심사위원
SDITDIERDI KOREA 본부장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외 다수 저
수중사진술 저자

헬시온코리아

38마린리조트(동해안)

입상자 명단
노블레스 리조트(릴로안)

대상 김기준
광각 금상 천재법

접사 금상 김은종

광각 은상 정희철

접사 은상 이원욱

광각 동상 오경철

접사 동상 황 익

장려상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강현주, 김형수, 김흥수, 윤태근, 정연규,
강동완, 박경순, 박정권, 우종원, 한국형
특별상

몬테칼로리조트(아닐라오)

김건석 : 김건석의 포토 리포트
이민정 : 갈라파고스 다이빙
입선
김기준, 김은종, 오경철, 이영재, 이운철, 전용수, 강동완,

킹덤리조트(릴로안)

김상열, 김학주, 김형수, 박정권, 송진규, 조영현, 천재법,
최지섭, 한국형, 허세창

※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본 지 홈페이지 참조할 것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대상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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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잭피쉬와 정어리 그리고 다이버
NIKON D90, f/8.0, 1/60

(모델 : 정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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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Gold Prize

천재법
연산호 군락과 다이버
NIKON D90, f/1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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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사진부

은상 Silver Prize

광각사진부

정희철
해파리
NIKON D700, f/18.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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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동상 Bronz Prize

오경철
동굴속의 다이버
NIKON D90, f/1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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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사진부

금상 Gold Prize

접사사진부

김은종
샌드파이프 피쉬
CANON EOS 5D MARK Ⅱ, f/16.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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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은상 Silver Prize

접사사진부

이원욱
만다린 피쉬의 사랑
NIKON D300, f/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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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Bronz Prize

접사사진부

황익
알을 지키는 고비 한쌍
LEICA D-LUX5, f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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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장려상
강현주
수중동굴과 다이버
OLYMPUS XZ-1, 550D, f 1.8, 1/40

장려상
김형수
모자반숲
NIKON D90, f/4.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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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김흥수
노란 쥐놀래
NIKON D90, f/5.6, 1/100

장려상
윤태근
연산호와 다이버
Finepix S5Pro, f/8.0, 1/30

2012 January•February

55

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장려상
정연규
부채산호와 다이버
CANON 550D, f/4.0, 1/100

장려상
박경순
해파리속의 물고기
NIKON D90, f/16.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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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강동완
물고기
OLYMPUS C7070WZ, f 7.1, 1/160

장려상
박정권
갯민숭달팽이
NIKON D300, f/5.6, 1/100

2012 January•February

57

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장려상
한국형
longfin waspfish
NIKON D300, f/20.0, 1/100

장려상
우종원
스타게이저
CANON 7D, f/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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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

김기준 정어리 무리

오경철

동굴속의 다이버

김은종

해파리

김은종

앵무조개

오경철

고래상어

오경철

귀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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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

오경철

바다거북과 다이버

이운철

연산호와 자리돔

천재법

알을 지키는 동갈돔

60

Scuba Diver

이영재

천재법

산호초 풍경

뿔산호와 다지버

전용수

천재법

산호초와 다이버

천재법

산호초의 풍경

허세창

해파리와 다이버

연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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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

김상열

청소를 받고있는 곰치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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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아스

Scuba Diver

강동완

김은종

물고기

자벌레

김형수

부화하고 있는 알

송진규

연산호속의 크랩

박정권

해마

김학주

이운철

갯민숭달팽이류

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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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

조영현

프로그피쉬

최지섭

갯민숭달팽이

한국형

레드아이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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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법

쉬림프

허세창

작은 오징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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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초대석
Underwater Photographer RESERVED SEAT

김기준

제 21 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2012년) 대상 수상
입상경력

전
전
전
현

제주탐라대학교 레져스포츠학과 시간강사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초대회장
제주도골프연합회 이사
해양조사, 산업잠수 업체
제주오션 대표

1 쌍둥이 연산호와 다이버
2 볼락

2

2002년
•	제13회 국민생활체육한국수중사진촬영 대회겸
제2회 제주도국제수중사진촬영대회 신인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2003년
•	제12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출판자료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04년
•제3회 SDM 디지털 수중사진 온라인 공모전(은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3회 한국 수중사진 콘테스트(출판자료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5회 국민생활체육 한국수중사진촬영 대회(동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2005년
•제12회 SDM 디지털 수중사진 온라인 공모전(동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3회 SDM 디지털 수중사진 온라인 공모전(동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제16회 국민생활체육 한국수중사진 촬영대회
전문가 부문(동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2006년
•	제17회 국민생활체육 한국수중사진 촬영대회
전문가 접사 부문(동상), 물고기 부문(금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2007년
•	제3회 국민생활체육 스쿠버 프로배 전국 수중사진
공모전 필름 광각 부문(동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호별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 부분(금상)
•	제2회 동해시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필름 광각부
문 동상, 필름 접사부문 금상
동해시해양레포츠협회
•	제17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문(장려상,
입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08년
•	2008년 일본 블루어스 세계수중사진 공모전 네이
쳐부문(입선), 자유부문(입선)
일본 마린다이빙페어
•제6회 한국환경사진 공모전(입선)
한국사진작가협회
•	제3회 동해시 수중경관 촬영대회 물고기 부문(금
상), 광각 부문(은상)
동해시 해양레포츠 협회
•	제19회 국민생활체육 한국수중사진 촬영대회 초대
작가 광각부문(동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2009년
•	2009년 일본 블루어스 세계수중사진공모전 (네이
쳐 부문, 자유부문, 환경부문 각 입선)
•제2회 삼척시 수중비경 촬영대회(대상)
삼척시
•	제1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촬영대회 광각
부문(금상), 접사 부문(금상)
국립수산과학원
•	제4회 동해시 수중경관 촬영대회 광각부문(동상),
물고기 부문(은상)
동해시 해양레포츠 협회
•	제5회 국민생활체육 스쿠버프로배 전국수중사진
공모전 부문별 종합 8위
국민생활체육연합회장
2010년
•제1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문(입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2010년 일본 블루어스 세계수중 사진 공모전 네이
쳐 부문(입선)
일본 마린다이빙페어
•	제42회 수중세계배 디지털수중사진 콘테스트(금상)
수중세계
•	제11회 철강사진공모전 수중사진 응모(금상)
철강협회장
•	제21회 국민생활체육 한국수중사진 촬영대회 초대
작가 광각부문(금상)
국민생활체육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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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강바리
4 꽃돔과 산호
5 갯민숭이
6 노랑 범돔 무리
7 라이온 피쉬와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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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8 수지맨드라미 산호
9 세동가리돔
10 산호와 다이버
11 미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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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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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2 게오지의 사랑
13 청황문절
14 연산호 공생게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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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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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 정어리
16 정어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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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7 바다나리
18 인공어초 다이버
19 연산호와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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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수중세계를 사진에 담는 촬영기법

수중사진
Underwater Photography

글·사진 : 구자광
ISBN 978-89-92082-07-5
정가 : 45,000원 / 46변형판 / 670쪽
풍등출판사

Contents

PART 01 신비로운 수중세계로의 초대
01. 수중사진의 개요

05. 카메라 하우징과 렌즈 포트		
카메라 하우징 / 렌즈 포트 / ● 광학유리 포트와 아크릴 포트

사진과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수중사진이란? / 수중카메라의 발전 / 수중촬영
을 위한 필수 조건 / ● 사진과 카메라의 역사

06. 스트로브와 기타 액세서리		
스트로브 / 스트로브의 TTL 기능 / 포커스 라이트와 기타 액세서리 / ● 육상용

02. 수중환경의 이해

플래시의 하우징

수중환경의 특수성 / 생물의 이명법 / 수중생물의 분류 / 수중생물의 독성 /
● 독이 있는 수중생물

PART 03 수중촬영 장비의 선택과 취급 노하우
07. 수중촬영 장비의 선택		

PART 02 수중촬영에 필요한 장비들
03. 카메라 바디의 구조

수중촬영 장비의 선택 시 고려사항 / 카메라와 렌즈의 선택 / 카메라 하우징
과 스트로브의 선택 / ●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와 수중하우징

카메라 바디의 기능 / 조리개와 셔터 / 이미지 프로세서 / 뷰파인더와 액정 모니
터 / 이미지 센서 / 메모리 카드 / ● 메모리 카드의 종류

08. 수중촬영 장비의 세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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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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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 침수 예방과 O-링의 관리 / 침수 후의 조치 방법 / 배터리와 충전기의 취
급 / ● 국가별 전압과 전기 플러그의 형태

PART 04수중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촬영 테크닉
09. 사진 촬영의 기초
사진 촬영의 순서 / 빛의 종류와 방향 / 측광과 노출 / 노출 맞추기 / 초점 맞추기 /
ISO 감도 / 노출보정과 그레이 카드 /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 / 브라켓팅 / 구도
잡기 / 배경 정리 / ● 상반칙과 상반칙불궤

15. 광각사진 촬영의 응용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 / 모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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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호흡

10. 수중사진 촬영의 기초
수중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 수중사진의 소재 / 수중사진의 분류 / 장비 사용
설명서 읽기와 연습 촬영 / 촬영장비의 이동에서 입수까지 / ● 수중사진에 잡
티가 생기는 요소들

16. 수중사진 촬영의 응용
흑백사진 / 엮음사진과 연작사진 / 도감사진과 생태사진 / 가로사진과 세로사진
/ 민물에서의 수중사진 / 아쿠아리움에서 사진촬영 / ● 수중사진을 잘 찍는 20
가지 방법

11. 수중사진에서 빛의 이용
자연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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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 / RAW 파일과 프로세싱 프로그램 / Camera Raw를 이용한 RAW

PART 05 수중사진의 영상미를 담아내는 촬영 가이드
12. 접사사진 촬영의 기초
접사사진의 주제 / 접사촬영의 장비 세팅 / 접사의 촬영배율과 촬영거리 / 수중
생물의 접근거리 관용도 / 노출과 조광 / 초점 맞추기 / 화면 구성 / 배경 정리 /
셔터 버튼 누르기 / 브라켓팅 촬영 / ● 접사사진을 잘 찍는 10가지 방법

파일 프로세싱 / ● sRGB와 Adobe RGB의 색 공간
18. 포토샵으로 하는 사진 리터칭
포토샵의 개요 / 이미지의 배경 정리하기 / 이미지의 색상 보정하기 / 이미지의
선예도 조정하기 / 이미지 자르기와 기울기 조정하기 / 이미지에 문자 넣기 / 흑
백사진 만들기 / ● 컴퓨터 모니터의 색보정

13. 접사사진 촬영의 응용
초접사사진 / 아웃포커싱 사진 / 배경이 검은 접사사진 / 야간 다이빙의 접사사
진 / 먹 다이빙의 접사사진 / 추상적인 이미지 패턴 사진 / ● 저체온증 대처법

19. 사진 파일의 저장과 관리
사진 파일의 저장 / 사진 파일의 관리 / 사진 파일의 백업 및 보관 /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Exif) / ●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14. 광각사진 촬영의 기초
광각사진의 주제 / 광각촬영의 장비 세팅 / 노출과 조광 / 초점 맞추기 / 화면 구
성 / 셔터 버튼 누르기 / 브라켓팅 촬영 / ● 광각사진을 잘 찍는 10가지 방법

20. 좋은 사진 만들기와 수중사진 감상하기
좋은 사진 만들기 / 수중사진 발표하기 / 수중사진 공개적 심사 받아보기 / 수중
사진 감상하기 / 세계적 수중사진 감상하기 / ● 좋은 사진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21. 수중사진 촬영을 위한 투어
국내 수중촬영 투어 / 해외 수중촬영 투어 / 투어 예약과 항공권 구매 / 수중촬
영 장비 가방 꾸리기 / ●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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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잠수함과
최초 군사 잠수함
글 김풍등

세계 최초 군사 잠수함은 거북선이다.
The World’s First Military Submarine

THE TURTLE
잠수함과 잠수정은 무엇이 다른가? 간단히 말해 잠수함은

잠수함 발달사에서 보면 1620년에 드레뺄(Cornelius

큰 것이며 잠수정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잠수정

Jacobszoon Drebbel; 제임스 1세 때 영국에 살았던 네델란드

도 잠수함이다. 잠수함이 처음부터 큰 것이 나올 수는 없었고

인)이 만든 노를 저어 가는 잠수함이 최초의 잠수함으로 기록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이 필요했을 뿐이다.

되어 있다. 그러나 드레뺄의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인정해 줄만

이렇게 볼 때 초창기의 작을 수 밖에 없었던 물 속을 가는 보트

한 것이냐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는 생각들도 있어 왔다.

는 엄연히 잠수함이라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기록 보존이 확실한 1775년의 터틀 호(또는

1 최초 군사 잠수함 터틀 호의 복제품 중 하나로 영국 해군 잠수함 박물관에 있는 것.

1

ⓒGeni

2 19세기에 그려진 터틀 호의 단면도. 프로펠러가 잘못 그려져 있다. 실물은 스크류
타입이 아니고 패들(paddle) 프로펠러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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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틀 호를 조정했던 에즈라 리 (Ezra Lee)

터틀 호의 설계도 ⓒWilliam Oliver Stevens

American Turtle이라 한다)를 세계 최초 잠수함으로 꼽으려 하

방어하는 데 터틀을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고 장군은 그렇게 하

지만 최초의 ‘군사용’ 잠수함이라는 쪽이 더 우세하다.

자고 했다. 부쉬넬과 형제인 에즈라 리(Ezra Lee)가 실험과정에

터틀 잠수함은 미국 독립전쟁 때 북아메리카의 항구들을 점

서 운전을 도맡아 했는데 8월이 왔을 때 부쉬넬은 파슨스 장군

령하고 있는 영국 군함들을 폭파시킬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

(General Samuel Holden Parsons)에게 지원자를 부탁하여 세

러나 실전에서 영국 배를 폭파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명의 조정사를 더 훈련시켰다.

터틀은 미국인 애국자이자 폭약 전문가인 데이비드 부쉬넬
(David Bushnell)이 설계하고 제작했다. 부쉬넬은 예일 대학 신
입생일 때부터 수증 폭약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영국과 북아

이글 호를 공격하라

메리카의 13개 식민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1775에는 수중용

워싱턴 장군은 터틀 호의 뉴욕 항 작전을 승인했다. 뉴욕 항

폭약을 완성시켜 놓고 있었다. 코네티컷 지사가 혁명군 사령관

거버너 섬(Governor Island)에 영국함대가 정박하고 있었고 그

조지 워싱턴에게 추천했고 워싱턴은 반신반의하면서 자금을 지

중 리차드 하우 제독(Admiral Richard Howe)의 기함 이글 호

원했다.

(HMS Eagle)를 공격하기로 했다. 1776년 9월 6일 밤이 왔을 때

부쉬넬은 코네티컷 주 올드 새이 강에서 비밀리에 터틀을

몇 척의 노젓는 보트들이 터틀을 끌고 뉴욕 항으로 접근했다.

만들고 있었다. 물속으로 접근해 적함의 선체 벽에 시한 폭탄을

들키지 않을 거리는 보트로 끌어가고 조수가 정지되는 시간에

부착시킬 수 있는 1인승 잠수함이었다. 폭약의 시한장치는 시계

맞춰 터틀이 독자적으로 암행하였다. 계급이 상사인 에즈라 리

장치와 화승총 격발장치를 응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가 조정하였는데 이글 호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더 걸렸다고

터틀 호는 생긴 것이 이름처럼 거북 같기도 하고 대합조개

한다.

같기도 하다. 폭 0.9m, 길이 3m, 높이 1.8m 였다. 나무로 만든

터틀은 이글 호 접근에 성공했으나 폭약 부착에는 실패했다.

2개의 조가비 모양(바가지)을 강철 밴드로 결합하고 겉에 타르

군함의 방향타와 연결된 철판이 터틀이 선체벽과 닿지 못하도

를 칠했다. 바닥짐으로 91kg의 납을 실은 다음 하부 구조 물탱

록 방해물이 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장소를 찾으려고

크(bilge tank)에 물을 채우면 하강하고 손 펌프로 물을 빼면

했으나 영국 병정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순찰선을 몰고 나

부상하는 식이다. 완전 부상이 필요할 때는 납을 버릴 수 있다.

왔다. 에즈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물속으로 숨었으며 이

프로펠러는 안에서 손으로 돌린다. 똑바로 선 자세로 수평으
로 전진한다. 안에는 혼자서 약 30분 숨쉴 수 있는 공기가 갇히
며 조용한 물에서 시속 5km 속도를 냈다.

때 폭약을 물에 던져버렸다. 영국 병정들이 물에 뜬 이상한 물
체를 발견하고 접근했을 때 폭발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기뢰로 의심하고 돌아가 버렸다. 폭약은

선체 상부에 6개 구멍을 만들고 두꺼운 유리로 막아 빛이

이스트 강으로 흘러 들어가 폭발되었다. 큰 물기둥과 함께 요란

들어오게 했다. 빛이 안 들어오는 물 속에서는 폭스화이어

한 폭음이 들렸고 폭약을 포장했던 나무 상자의 파편들이 공중

(foxfire; 썩은 나무의 곰팡이 발광, 도깨비 불)를 사용했다. 그

으로 흩어졌다.

러나 생체광인 도깨비 불은 기온이 낮아지자 발광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 겨울을 넘기는 수 밖에 없었다.
1776년 봄이 왔을 때 부쉬넬은 워싱턴 장군에게 뉴욕 시를

에즈라 리는 그 해 10월에도 맨해튼에 정박한 영국 군함을
공격하려고 출동했다가 초병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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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넬이 만든 기뢰가 영국 배를 파괴시키는 장면

이 작전은 적함 파괴는 실패했지만 기록상으로 남은 세계 최
초의 잠수함 공격이다. 그러나 이작전은 미국 쪽 기록에만 있고
영국 쪽 전쟁 일지에는 이글 호 공격 시도가 있었거나 이스트
강의 폭발 사건 조차도 기록이 없어서 약간 구설수가 낀 기록
이 되었다.
영국의 해양역사학자 콤튼 홀(Richard Compton Hall)은 터
틀 호가 중성부력을 조절 못하여 실패했거나 이글 호에 근접했
을 때 조류가 있어서 에즈라 리가 힘이 다 빠져 탈진했기 때문
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이 국민
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영웅담을 과장시킨 것이라고 한다.

터틀 호의 마지막
그 뒤 얼마 후에 터틀 호를 싣고 있던 모선이 뉴저지 주에 정
박하고 있을 때 영국 군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였는데 이 때
터틀도 함께 수장되었다. 부쉬넬이 터틀을 인양시키고 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전해진 것이 없다.
워싱턴 장군이 남긴 기록에는 “… 매우 천재성 있는 시도였
다, … 그러나 성공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했다.
1976년, 미국 독립 2백 주년(1987년)을 기념하는 준비물로
터틀 잠수함을 복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죠셉 리어리
(Joseph Leary)가 디자인하고 프레드 프레즈(Fred Frese)가 건
조했다. 코네티컷 주지사가 명명식을 했고 코네티컷 강에서 실
제 잠수 시연을 한 다음 코네티컷 강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2007년 8월에 뉴욕항 해상에서 3인의 남자들이 행양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뉴욕항에 거대 유람선 퀸 매리 2호(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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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Mary 2)가 정박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 없이 보
트와 이상한 물체를 퀸 매리 2호 60미터 거리까지 몰고 왔기 때
문이었다.

매리 2호 안전 범위 접근 죄로 소환장을 발부 받았다.
현재 기능이 발휘되는 터틀 잠수함 복제품은 3개가 있다. 코
네티컷 강 박물관(Connecticut River Museum), 잠수함 부대

이 사람들은 터틀 잠수함을 복제해서 수중 실험을 하고 있었

도서관 및 박물관(Submarine Forces Library and Museum),

던 것이다. 이 터틀 복제는 뉴욕의 예술가 필립 듀크 릴리(Philip

영국해군 잠수함 박물관(Royal Navy Submarine Museum)에

Duke Riley)와 그 외 2명이 만들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부쉬넬

각각 전시되어 있다.

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험한 선체를 소지한 죄와 퀸

세계 최초의 잠수함
최초의 잠수함은 1620년에 코르넬리우스 쟈코브준 드레뺄

잠수함 내부의 산소 유지는 어떻게 했을까? 드레뺄은 철판

(Cornelius Jacobszoon Drebbel)이 건조했다. ※코르넬리우스/

팬(pan) 위에 초석(질산칼륨; nitre/potassium nitrate)를 올려

Cornelius를 콜르넬리스/Cornelis로 쓰기도 한다

놓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초석은

이 사람은 네델란드인으로 영국 해군에 고용되어 일했던 발

산화칼륨(또는 수산화물)으로 변하여 주변 공기의 이산화탄소

명가이다. 드레뺄의 잠수함은 영국인 수학자 윌리엄 본(William

를 빨아들인다. 드레뺄 잠수함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산소부족

Bourne)이 1578년에 디자인해 놓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이나 이산화탄소 중독에 고생하지 않은 이유이다.

것이며 노를 저어 물속을 항진하는 잠수함이다. 목조에 가죽을
씌워 건조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드레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Fluess와
Davis보다 3백년 빠르게 산소 재호흡기의 원조를 발명한 결과

드레뺄은 첫 작품 후 두 차례 개량된 것을 건조하여 1620~

가 된다.

1624년 사이에 탬스 강에서 시험 운항을 성공시켰던 것으로 되

그러나 드레뺄의 이야기는 너무 과장되었으며 잠수함의 구

어 있다. 세 번째 것은 16인승이며 노는 좌우에 각각 6개를 단

체적인 구조 설명이 존재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쟁이

것이었다. 세 번째 작품의 첫 항해실험은 제임스 1세 왕과 수 천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 잠수함은 다이빙 벨을 단순히 배로 끌

명의 런던 시민이 구경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BBC

잠수함은 4~5미터 수심에서 웨스트민스터와 그린위치까지

TV는 2002년에 본(Bourne)의 설계에 따라 2인승 잠수함을

왕복했으며 소요시간은 3시간이었다. 드레뺄은 제임스 1세를

만들어 실험해 보는 다큐(제목/Building the Impossible; 불

잠수함에 시승해 보도록 했으며 그 결과 제임스 왕은 세계 최

가능한 건조)를 방영했는데 물속에서 성공적으로 노를 저어

초로 잠수함을 타본 군주로 기록되었다. 이 잠수함은 여러 차

항진했다.

례 테스트에 성공했으나 영국 해군 당국이 군사용으로 채택할
정도로 가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세계 최초 잠수함을 건조한 코르넬리우스 드레뺄
ⓒSichem, C. van

영국 제임스 1세 왕이 참관한 드레뺄. 잠수함의 템스 강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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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의 신제품

Black

매트릭스(MATRIX)
가장 감동적인 Mares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
• 고해상도의 도트 매트릭스 화면, 방향 설정기능이 있는 경사각 보정 디지털 콤파스,
다이빙 중 사용가능한 그래픽 프로파일 기능, 멀티가스 알고리즘
다이버가 자랑하게 되는 멋진, 세련된 다이브 컴퓨터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의 시계, 듀얼타임과 정확한 스톱워치 기능
•5초 간격으로 샘플링된 다이빙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35시간 메모리의 로그북,
수년간 유지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 PC인터페이스인 충전거치대로
다이빙 다운로드와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가격: 1,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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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WAVE OH
(여성용사이즈)

• 세가지 재질
• 추진력을 위한 큰 슈퍼채널
• ABS 플러스 버클
•풋포켓 윗부분은 부드러운 고무몰드로 최대의 편안함
을 보장
•블레이드에는 아주 부드러운 고무를 삽입하여 이상적
인 슈퍼채널을 만듦
•다른 부분들은 뛰어난 추진력을 위해서 내구성이 강함

번지스트랩(Bungee Strap)
혁신적인 특허제품인 스프링스트랩 출시하여
기존의 금속 스프링스트랩을 대체
사용하기 아주 쉬움
3가지 사이즈
신축성 높은 재질
햇빛이나 염분에 영향받지 않음
가볍고 경제적인 가격
최고의 편안함
신고벗기가 아주 편함
편안한 인체공학적인 뒷꿈치 커버
모든 Mares 핀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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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제품

Z2x
왜 지르코늄일까?
Z2x의 “Z” 는 황동 밸브 본체의 정밀한 가공을 위해 도금 소재로 지르코늄을 사용했음을 나타냅니다.
ATOMIC은 기존의 크롬 도금에 비해 내구성이 3~4배에 달하는 지르코늄 도금 공정을 Z2x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의 레버, 오리피스와 스프링 등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는 ATOMIC의 성능
경제적인 설계가 꼭 단편적인 기술을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Z2x는 실용적이며 매우 콤팩트한 시스템인 반면에,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퍼포먼스에서
ATOMIC만의 희소성 있는 조합으로 제작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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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스테인리스 스틸과 크롬 도금된 황동소재의 본체
Atomic Jet Seat high-flow piston
실트와 모래로 인한 오염을 막아주는 환경 처리(옵션)
Nitrox 40% 설정 가능
고압포트 2개 / 저압포트 7개

2단계

제조사: ATOMIC AQUATICS
가격: 1,350,000원

- 정밀한 공정을 거친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의 2단계
- 쾌적한 구조의 황동 스위블 조인트
- 특허 받은 ATOMIC 시트 및 오리피스(티타늄)
-	특허 받은 Atomic Automatic Flow Control (AFC-자동 흐름 조절 장치)
- 돌발 상황 시, 빠른 대처를 위한 2단계의 손쉬운 조절 놉
-	새로운 high-flow 2단계 케이스는 얕은 수심에서부터 한계 점까지,
어떠한 수심에서도 저감된 호흡 저항을 유지
- 이중 소재의 2단계 커버는 원활한 공기 배출을 위한 전 방위 구조
- 침수 방지 탭으로 구성된 편안한 이중 실리콘 마우스피스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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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코의 신제품

D6i-블랙
컴퓨터 판매 2년 연속 1위의 베스트셀러 : 순토 D6i 모델의 블랙버전.
스테인레스 스틸에 강인한 블랙코팅과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택하여
더욱 더 강인해졌습니다.
2012년 모델은 제품에 USB 케이블이 기본 포함되어 판매됩니다.
● D6i Black : 스테인레스 스틸 블랙코팅, 사파이어 글래스
● 매트릭스 LCD 화면
● 잔압 정보 무선 송,수신 기능 (무선 잔압 수신 기능은 on/off 가능)
● 3D 틸트 디지털 나침반
● USB 케이블 포함
● 5가지 다이빙 모드 (일반공기, 나이트록스, 게이지, 프리다이빙, 시계)
- 2가지 나이트록스 지원
●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프로그램 부분적 한글지원
● 빽라이트 기능 : 빽라이트 시간 설정 가능
● 120시간 로그 저장 (20초 기준)
● 나침반 : 30도 기울여도 작동하는 3D 틸트 디지털 나침반
● 최대 수심 표시 범위 : 0 ~ 300M
가격 : 1,400,000원 (USB 케이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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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UIT는 2012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핀란드의 드라이슈트 전문 브랜드입니다.

헤비라이트 코두라
코두라의 내구성과 URSUIT 만의 독창적 제조기법으로 편안함까지 높인 고급
드라이슈트입니다.
2년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1992년부터 NATO 및 스웨덴 국방성에 공급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 재 질 : 헤비 라이트 코드라 부틸 3중 적층 원단 : 부틸/코드라/폴리에스터 원단 - 580g/m2
-지퍼:
• 내측 메탈 지퍼: BDM 8피치 드라이 금속 지퍼
• 외측 프라스틱 지퍼 : YKK 프라스틱 지퍼
- 부 츠 : 4mm 네오프랜 라텍스 고무 코팅, 텍 드라이부츠, 플렉시 솔 부츠 선택가능.
- HD BOTTLENEC 라텍스 손목씰
- 프로텍션 : 팔꿈치, 엉덩이, 무릎에 엠보싱 나일론 멜코 T-5500 원단 이중 처리
- 테이핑 : 내부 PU-테이핑 및 외부에 엠보싱 나일론 멜코 T-5500 원단으로 이중 테이핑
- 인체공학적 3D 패턴 디자인으로 착용 시 어깨 부분의 당김을 방지하고 편안함 더함
-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4mm 네오프랜 후드 부착 및 탈착 공급 가능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 박음질 : 원단의 겹침없는 플랫-심 테크놀러지의 평면 박음질과 이중 테이핑 공법
- 텔레스코핑 토르소 타입 허리스트랩과 멜빵
- 좌·우 허벅지 악세사리 포켓 기본 장착
- 구성품 : 지퍼 왁스, 파우더(75g), 수선용 패치,
니트 비니, 운반용 가방 포함.
- 드라이슈트의 무게 : 4.6kg (L 사이즈 기준) ℃
가격 : 3,200,000원

헤비라이트 케블라
케블라의 강인한 내구성과 가벼움, 편안함 3박자를 모두 갖춘 드라이슈트입니다.
육상 및 수중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숨쉬는 원단을 채택하였으며, 마모가
심한 부분은 케블라로 보강하였습니다.
-	재 질 : 헤비라이트 케블라 3중 적층 원단 : 폴리에스터/부틸/멤브레인 3중 원단에 케블라 코팅 306g/m2, 케블라 코팅 (20%)
- 지퍼:
• 내측 메탈 지퍼: BDM 8피치 드라이 금속 지퍼
• 외측 프라스틱 지퍼 : YKK 프라스틱 지퍼
- 부 츠 : 4mm 네오프랜 라텍스 고무 코팅, 텍 드라이부츠, 플렉시 솔 부츠 선택가능.
- HD BOTTLENEC 라텍스 손목씰
-	프로텍션 : 팔꿈치, 엉덩이, 어깨, 사타구니, 무릎에 엠보싱 나일론 멜코 T-5500 원단 이중 처
리
- 테이핑 : 내부 PU-테이핑 및 외부에 엠보싱 나일론 멜코 T-5500 원단으로 이중 테이핑
- 인체공학적 3D 패턴 디자인으로 착용 시 어깨 부분의 당김을 방지하고 편안함 더함
-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4mm 네오프랜 후드 제공
- 박음질 : 원단의 겹침없는 플랫-심 테크놀러지의 평면 박음질과 이중 테이핑 공법
- 텔레스코핑 토르소 타입 허리스트랩과 멜빵
-	대용량 악세사리 포켓은 작은 악세사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퍼형 포켓 2중 장착. (기본제
공)
- 구성품 : 후드, 지퍼 왁스, 파우더(75g), 수선용 패치, 니트 비니, 운반용 가방 포함.
- 드라이슈트의 무게 : 3.6kg (L 사이즈 기준)
가격 : 1,400,000원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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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온 코리아의 신제품

The New Halcyon Mini-Explorer
라이트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미니 Explorer 라이트
헬시온은 그동안 익스플러 라이트를 통해 라이트가 수중에서 신호용으로 얼마나 유용하지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미니 익스플로 라이트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물론 탐사 다이빙까지 작은 크기로
새롭게 태어난 익스플러 라이트의 미니 버젼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은 물론 테크니컬다이빙까지 포켓 사이즈로 보관 및 수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여행시에 무게를 확실히 줄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강한 출력은 여러분께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스마트 폰 크기의 작은 사이즈, 하지만 4.5시간의 밧데리 시간을 제공합니다.

LED모듈은 듀폰사의 유연하면서도 강한
Delrin 재질로 제작
■ 일반적인 포켓은 물론 헬시온의 하네스에 딱 맞게 수납됩니다.
■ 가벼운 무게와 긴 작동시간으로 인해 여행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 혁신적인 핸들은 헬시온 굿 맨 헨들 같이 다이빙시 최고의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 다이버가 손쉽게 왼손과 오른쪽손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립식 핸들은 이동시 LED렌즈를 보호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 옵션으로 고정식 굿맨핸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 뒷부분에 볼트 스넵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 거의 파손이 불가능한 고품질Delrin Ⓡ 하우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밧더리와 충전기 셋트는 일반적인 AA사이즈의 밧데리를 사용하며 4.5 시간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알카라인도 사용 가능하며 2.5 시간을 제공합니다.
■ 충전식 키트 헬시온딜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가격 570,000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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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①

해양생물, 공생관계
Marine Life, Symbiotic Association

글/사진 김지현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Periclemenes soror & Leiaster specio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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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opeia andromeda

해양생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다른 많은 종들이 함께 밀접하게 연관하여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이 다른 어떤 종을 잡아먹는 포식자(predator) - 피식자(prey) 또는 초식자
(herbivore) - 식물(plant) 간의 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손해가 없거
나, 또는 한쪽 또는 두 종이 모두 이득이 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생(共生, symbiosis)이란 이처럼
더불어사는 관계와 관련된 용어로서 서로 다른 두 종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공생관계는 매우 넓은 범위의 다양한 종류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포함하며 무작위적(random), 우
연적(casual) 혹은 선택적(facultative) 관계로부터,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필수적 집단
화(obligatory grouping)들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기생적(parasitic)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상호 관계의 정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좀 더 좁게 정의된 그룹들로 공생을 세분화시키고 있다.
●	편리공생(偏利共生, commensalism)이라는 용어는 한쪽은 분명히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손해가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왼쪽사진의 불가사리(Leiaster speciosus )와 공생새우
(Periclemenes soror )의 관계가 편리공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소내공생(巢內共生, inquilinism)은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의 집에 살고 있거나 혹은 기생작용없이
다른 동물의 소화관 내에서 사는 편리공생의 특수한 세분화(subdivision)이다.
●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은 두 종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를 말한다. 상리공생 관계
에서, 상대자(partner)를 종종 공생자(共生者, symbiont)라고 부른다. 그러나 편리공생이나 혹은
소내공생의 더부살이 관계에서는, 이득을 얻는 상대자를 편리자(偏利者, commensal)라고 부르
고, 다른쪽을 숙주(宿主, host)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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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opyga radiata & Pseudanthias dispar

위의사진의 성게(Astropyga radiata )와 물고기(Pseudanthias dispar)의 관계가 상리공생의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페이지의 해파리(Cassipeia andromeda )의 경우는 공생으로 인한 형태변화의 한 예인데, 조류(藻類,
algal)와 무척추동물의 공생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상리공생적), 조류세포와 숙주인 무척추동물 둘 다에
게 중요한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해파리의 경우에는 형태 및 행동변화가 현저하게 변화한 것으로, 대부분의 해파리들이 외양에서 유영하
는것 과는 달리 이 종은 열대해역의 수심이 얕은 바닥에서 거꾸로 향하고 입쪽의 팔(oral arm)을 빛을 향함으
로써 공생조류에게 빛을 받게 한다. 한편 입 쪽의 촉수는 더욱 크게 확대되어 펼쳐져 조류세포들의 서식에 더
많은 면적을 제공한다. 이로써 이 해파리의 생활형태는 일반해파리와는 정 반대로 뒤집혀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세포는 엽록체를 만들지 않으나, 어떤 것은 엽록체의 기능이 있는 것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것은 녹색식물의 부분적인 소화로부터 얻은 엽록체에서 유래된 것이거나, 동물조직 내에서 살고 있는 단세
포 조류에서 유래한 것이다. 산호와 말미잘의 녹색은 이들 몸속에서 사는 조류의 엽록체에 기인한 것으로, 이
동물들은 자기 몸속에서 살고 있는 조류가 하는 광합성으로부터 영양분의 일부를 공급받는다. 이와 같은 경
우는 편리공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멍게(Atriolum robustum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생관계로, 독립영양생물과 무척추동물이 공
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원녹조류(Prochloron )라고 불리는 좀처럼 보기 드문 단세포성 원핵의 남세균으로 이
들은 남세균과 녹조류의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며 피낭이나 총배설강에 파묻혀 있다.
○ 참고문헌: MARINE BIOLOGY (NYBAKKEN · BERTNESS)
Life, The Science of Biology (Purves · Sadaya · Orians · H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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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iolum robus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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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남대서양 다이빙

사우스조지아 섬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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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조지아섬의 소개
사우스조지아섬과 사우스샌드위치 제도(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는 대서양 남쪽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이다. 가장 큰 섬인 사우스조지아 섬과 그보다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은 1991년
부터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제도

극도로 추운 해류가 섬 주변을 찬공기로 만들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무쌍하고 독한 편이다. 겨울의 경우 가장 높은 기온이 0도

사우스조지아 섬

정도이고 여름인 1월이 돼서야 10도 정도로 올라간다. 겨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정도이고 거의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는 없다. 평균 강수량은 1500mm로 다소 많은 편이며 대부분의 경
우가 눈이나 진눈깨비로서 1년 내내 눈이나 기타 종류의 강우가
있다.

이 더 길어서 보통 5월에서 11월 후반까지 이 현상을 볼 수 있다.
면적 3,756㎢, 길이 160㎞, 너비 32㎞이며, 가장 높은 곳은 패

편서풍이 일년내내 불며 기후에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동쪽

짓 산으로 2,934m이다. 섬의 3/4가량이 만년설로 덮인 찬 남극성

지방이 좀 더 따뜻한 편이다. 주변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기후 때문에 거친 목초와 툰드라 식물만 자란다. 1900년 직후 순

탓에 배로 사우스조지아 제도에 가기란 상당히 어렵다.

록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연안에 해양생물이 풍부하며 펭귄과 물

제도 주위의 바다는 남극 해류에 의해 항상 차갑다. 이 때문에

개 종류가 많다. (출처: Wikipedia)
- 편집부 주

겨울에는 유빙이 자주 출몰하기도 하며 남쪽 지방일수록 이 기간

If chapped lips, cold sores, sunburn, wind-chaffed

터진 입술에 포진이 번지고,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에 튼 얼

face, and sensitive hickie from neck seal abrasion are the

굴, 그리고 슈트의 목부분의 실에 긁혀 생긴 피부의 상처가 따

result, why would anyone want to dive in the frigid

끔따끔거리는 그런 험난한 모습을 본다면, 누가 사우스조지아

Antarctic waters of South Georgia Island? Because of the

섬의 매섭게 추운 남극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려고 할 것인가?

high adventure!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그건 열정적인 모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Islands are British Overseas Territory.
These islands are a small, remote, inhospitable
archipelago, that lie far south in the Atlantic Ocean.
South Georgia, the largest island, is approximately
167km long and 37km wide.

사우스조지아 섬과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는 영국령이다. 이들
섬은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람이 살기 힘든 군도로 대서양
에서 남쪽으로 멀리 있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 섬인 사우스조지
아는 대략 남북 167km, 동서 37km이다. 이 섬은 아직도 아르

It is still claimed by Argentina and friction over them

헨티나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찰로 인하

contributed to the Falklands War in 1982. The British

여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영국 남극연구소(British

Antarctic Survey runs a biological station on the island

Antarctic Survey)는 이 섬에 생물연구 기지를 두고 과학연구를

and conducts scientific research.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은 무인도일 것이다. 주요 기

Otherwise, it is uninhabited.

지인 그리트비켄에는 2년여마다 순환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Grytviken, the major base, is staffed by personnel, who

남위 54도에 있는 사우스조지아섬은 남극수렴대(Antarctic

rotate positions every two or so years. South Georgia, at

Convergence Zone) 내에 위치하므로, 이 섬은 생태학적으로

latitude 54 South, lies within the Antarctic Convergence

남극대륙의 일부로 여겨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며칠 따뜻하고

Zone, so it is considered to be a part of Antarctica,

맑고 화창한 날을 즐길 수 있었고, 평균 온도는 3~8℃였다. 하

ecologically. We were fortunate to enjoy a few warm,

지만 흐리고 안개가 낀 날이 더 많았다.

clear, sunny days and the average ambient temperature
was 3-8 degrees.
Many days were rather grey and m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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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ach South Georgia, a rather long, convoluted
journey is required.

사우스조지아 섬에 가려면 여행이 꽤 길고도 복잡하다. 나의
여행일정은 4개의 비행편을 이용하였다.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

My itinerary involved four flights; Los Angeles, USA to

스에서 페루 리마로 간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칠레 산티아고

Lima, Peru; then a transit to Santiago, Chile, where I

로 가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칠레 아

lodged overnight.

레나스로 가서 이스트 포클랜드 섬의 마운트 플레즌트로 가는

The next morning I flew onward to Puenta Arenas,

또 다른 비행편에 몸을 실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관계가

Chile, and transferred to another flight bound for Mt.

보다 우호적이었다면 아마도 아르헨티나를 경유해 포클랜드로

Pleasant, East Falkand Island. If relations between

가는 좀 더 쉬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Argentina and the UK were more cordial, probably an
easier route would be available via Argentina to the
Falklands.

1

1 Macaroni Penguin, Eudyptes chrysolophus.
Cooper’s Bay, South Georgia
마카로니펭귄
사우스조지아 섬 쿠퍼스 베이
2	Anemone: Edwardsia sp., either E. meridionalis or E. intermedia, carpeting
the bottom of Grytviken Bay,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Peter Brueggeman
	말미잘 : Edwardsia 속의 E. meridionalis이거나 E. intermedia으로 사우스조지아
섬의 그리트비켄 베이의 바닥을 덮고 있다.
피터 브루게먼 촬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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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t. Pleasant, a small British military base airport,

작은 영국 군사기지 공항인 마운트 플레즌트에서 우리는 버

we took a bus ride over dusty gravel roads and enjoyed

스를 타고 먼지가 이는 자갈길을 지나가면서 양이 드넓은 초지

picturesque countryside scenery, where sheep grazed on

에서 풀을 뜯는 그림 같은 시골 경치를 즐겼다. 두 시간 후 우

the plentiful grassland.

리는 마침내 포트 스탠리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서 오션와이드

After two hours, we finally reached Port Stanley, where
we embarked on our mother ship, the Plancius, which is

엑스퍼디션스가 운영하는 우리의 모선 플랜시어스(Plancius)에
승선했다.

operated by Oceanwide Expeditions.
A three-day voyage over rough seas, greatly reduced
the number of attendees for meals!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3일간의 여정으로 지친 탓인지 식사
에 참석하는 승객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 나는 귀 뒤에 붙인

The “patch” behind my ear worked great to abate

‘패치’의 효능 덕분에 배 멀미가 가라앉았으나, 옆 선실에서 배

motion sickness; but not so for whoever was heaving in

멀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는지 몸을 많이 뒤척이고 있었다.

the next door cabin, pool soul. Finally, after 5 days of

드디어 5일간의 항해 후 사우스조지아섬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

travel, South Georgia came into magnificent view.

냈다.

Out of approximately 100 passengers, only four of us,

약 100명의 승객들 가운데 동행한 다이브마스터를 포함해

including our dive master, engaged in exploratory diving,

우리 일행 4명만이 다이빙 탐사를 하였으며, 일부 장소는 다이

at some sites that have never been dived by humans. We

버가 한 번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했다. 우리는

completed 9 dives, one of them at night, during 7 days.

7일 동안 9회의 다이빙을 마쳤고, 그 중 한번은 야간 다이빙을

Water visibility ranged from 1.5 to 10 meters.

하였다. 수중 시야는 1.5에서 10m정도 였고, 평균 수온은 영상

The average water temperature was 2C.

2℃였다. 가장 오랫동안 다이빙한 시간은 68분 정도였다. 야간

My longest dive was 68 minutes; the shortest 38

다이빙에서는 가장 적은 시간인 38분 정도였고, 배가 닻을 올

minutes, as we had to hustle to finish that night dive and

려 다음날의 목적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다이빙을 마치

re-board the ship before it pulled anchor and headed for

고 승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the next day's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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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은 북극(-1.5℃)과 남극(-2℃)에서 내가 경험하였던 다이

4

3 South Polar Skua
St. Andrew's Bay, South Georgia
남극 도둑갈매기
사우스조지아 섬 세인트 앤드류스 베이
4	Limacina helicina aka Sea Butterfly
Hercules Bay,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Peter Brueggeman
바다 나비모양의 바다 달팽이
사우스조지아 섬 헤라클레스 베이, 피터 브루게먼 촬영
5 Sea Cucumber
Hercules Bay, South Georgia Island
해삼
사우스조지아 섬 헤라클레스 베이
6 Egg case on kelp
Hercules Bay, South Georgia Island
켈프에 있는 난낭(알주머니)
사우스조지아 섬 헤라클레스 베이

5

6

Although the water temperature was "warmer" than the

빙의 경우보다 더 따뜻하지만, 왜 그런지 이번 사우스조지아 여

dives I experienced in the Arctic (-1.5C) and the Antarctic

행에서의 체감온도는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아마도 내가 나

(-2C), somehow my hands felt much colder on this South

이를 먹어가기 때문일까? 나는 Dive Concepts의 스냅온/오프

Georgia trip. Perhaps I'm aging?!

식 드라이 글러브 장비를 사용하며(DUI Signature 드라이슈트

I use the Dive Concepts snap-on/off dry glove system
(with DUI Signature drysuit), which has performed
flawlessly, for the past 3 years.

와 같이), 이는 지난 3년 동안 아주 만족할 만한 기능으로 다이
빙을 즐겁게 해 주었다.
글러브 밑 내 드라이슈트 소매의 끝에는 전통적인 라텍스 소

Under the gloves, my drysuit sleeves end with the

재 리스트 실이 있어, 외부 드라이 글러브에서 새는 곳이 생길

traditional latex wrist seals so, in case the external dry

경우에도 ‘예비’ 차단막이 되어 물이 드라이슈트로 유입되지 않

glove springs a leak, there is a "back-up" barrier to

도록 한다. 나는 여러 번 균압관(equalizing tube)을 각각의 리

prevent water from entering the drysuit. Several times I

스트 실 밑에 넣는 것을 잊어(실제로는 잘못 위치시킴), 드라이

forgot to place the equalizing tube (actually misplaced

슈트에서 손으로 공기가 오가지는 앉았다. 그렇다면 내 손이 젖

them) under each wrist seal so there was no exchange of

지 않았을지라도, 아마도 차가운 수온이 손을 압박하고 고통스

air from my drysuit to my hands.

러울 정도로 아주 차갑게 느껴지게 하였을 것이다.

So although my hands remained dry, the water

한번은 40분간 다이빙을 한 후 버디인 친구 제프 보자닉에게

pressure probably contributed to my hands getting

손가락이 차가워 수면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신호하였는데, 내

squeezed and thus extremely cold, to painful degrees.

다이브 컴퓨터를 살펴보니 그곳의 수온은 2℃였다. 우리는 ‘오

In fact, on one dive, after 40 minutes, I signaled to my

케이’ 사인을 교환하고 서로 이따 보자는 손짓을 했다. 상승하

trusty buddy, Jeff Bozanic, that I had to surface due to

면서 수심 5미터에서 안전정지를 하고 있는 동안 얼어있던 손

cold digits, where the water was 2 degrees, according to

은 이미 녹아 있었다. 다이브 컴퓨터를 보니 수온은 상승하여

my Galileo Luna.

3℃를 나타내고 있었다. 1℃가 이 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줄이

We exchanged the "ok" sign and waved goodbye to
each other. I ascended to 5 meters to execute my safety

야! 나는 이 수온에서는 빠르게 적응하여 주변의 경관을 즐기
면서 20분을 더 보낼 수 있었다.

stop and my hands thaw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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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Lounging Elephant Seals
Ocean Harbor, South Georgia Island
느긋하게 앉아 있는 코끼리물범
사우스조지아 섬 오션 하버
8 Fur seal
South Georgia Island
물개
사우스조지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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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my computer, the temperature had risen
and registered 3 degrees.

이후 다이빙에서는 고리 모양으로 자른 자전거 튜브(이를 나
는 거추장스러운 와이어를 간추려 묶는 데 사용한다)를 리스트

My, what a difference one degree makes!

실 밑에 사용하였으며, 그 정도로도 압력을 균등하게 하고 손

I ended up spending another 20 minutes in the water,

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했다(손이 수중에서 정말로 따뜻

busying myself with the pelagic scenery.

한 적은 결코 없었다!).

On subsequent dives, I used bicycle inner tube rings
(which I use to organize and bundle otherwise unwieldy
wires) under my wrist seals and that was enough to
equalize pressure and keep my hands warmer (they were
never really warm underwater!).
As usual in polar diving we had two primary tank

극 지역의 다이빙에서 늘 그렇듯이 우리는 조류가 예측할 수

valves connected to two primary regulators in case of

없이 흐를 때를 대비하여 2개의 탱크 밸브를 2개의 주 호흡기

uncontrollable free flows.

에 연결했다. 나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조류를 겪은 적이 있

I experienced some minor free flows and was glad to
switch to my other regulator.
We intentionally kept our maximum dive depth to less
than 25 meters since we were so far away from any
medical support, in case of a dive related emergency.
Thus, we made sure to avoid deco diving.

어 이럴때 다른 호흡기로 바꾸어 대처할 수 있었다. 만약에 다
이빙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 지원을 받기에는 너
무 멀리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다이빙의 최대 수심을 25미터
이내로 제한했다. 그래서 감압 다이빙은 하지 않도록 했다.
다행히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정도의 사고는 없었지만, 2번
의 다이빙은 나를 충분히 긴장시켰다.

Fortunately there were no heart-pounding incidents to

쿠퍼스 베이에는 주변을 배회하는 호기심 많은 물개가 많았

report, though two dives produced some adrenalin. At

고 일부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주시했다. 틀림없이 그들

Cooper’s Bay, there were many curious fur seals

은 자신의 바다에서 우리와 같은 낯선 포유동물을 본 적이 없

swimming around and some aggressively investigated us.

었을 것이다.

No doubt they had ever seen such strange mammals as
us in their waters.

9

10

9 Dive Zodiac, with our diving kits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Calvin M.
다이빙 3인조(왼쪽에서 오른쪽): 팀 베어드, 제프 보자닉과 케빈 리.
사우스조지아 섬
켈빈 M. 촬영
10 Egg case on kelp
Hercules Bay, South Georgia Island
조디악 보트와 다이빙 장비
사우스조지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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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1 Fish: Antarctic spiny plunderfish, Harpagifer antarcticus.
Sea Cave near Ocean Harbour,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Peter Brueggeman.
가시가 있는 남극 Artedidraconidae과 물고기(Harpagifer antarcticus)
사우스조지아 섬 오션 하버 근처 바다 동굴
피터 브루게먼 촬영
12 Fish: South Georgian Spiny Plunderfish, Harpagifer georgianus
Grytviken,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Peter Brueggeman.
가시가 있는 사우스조지아 Artedidraconidae과 물고기(Harpagifer georgianus)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트비켄
피터 브루게먼 촬영
13	Nudibranch, Flabellina falklandica. This guy was wafting in the strong surge, in
front of a cave entrance. This was the most common opisthobranch I saw in
South Georgian waters, during nine dives.
Sea Cave, Ocean Harbour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Terry Gosliner.
	나새류(裸鰓類, Nudibranch)의 Flabellina falklandica. 이 녀석은 동굴 입구의
앞쪽에서 강하게 몰아치는 물에 둥둥 떠다녔다. 이 동물은 사우스조지아 섬에서
9번의 다이빙을 하는 동안 내가 본 가장 흔한 후새류(後鰓類, opisthobranch)였다.
사우스조지아 섬 오션 하버의 바다 동굴
테리 고슬리너 촬영

One seal decided to sample the top of my hood and
gave a pretty good tug.
Presumably my 12mm thick hood didn't taste anything
like dinner, so the seal let go.

한 물개는 내 후드의 꼭대기를 맛볼려고 작정하고 힘있게 잡
아당겼다. 짐작컨대 12mm 두께인 내 후드가 저녁식사용으로
는 적합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놓아주었다. 성가신 물개들이
이처럼 엉뚱한 행동을 보이며 끊임없이 집중을 방해해 어느 모

Such antics and constant distractions by these pesky

습이든 사진에 담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수중에서 헤엄치는

fur seals made it very difficult to photograph anything,

아름답고 투명한 표영성 다모류(漂泳性 多毛類, pelagic

especially a beautiful diaphanous pelagic polychaete (yes,

polychaete)인 환형동물이 그랬다.

segmented worm) swimming the water column.
On another dive, we decided to explore a cave, tucked
in back of a small narrow inlet of water.
We back rolled in front of the cave and dropped
down.

또 다른 다이빙에서 우리는 작고 가는 물줄기의 뒤쪽으로 들
어가 있는 동굴을 탐사해보기로 했다. 일행은 동굴의 앞쪽에서
몸을 뒤로 돌려 내려갔다. 시야는 아주 흐려낮아 1미터 정도였
으며, 써지가 무척 심해 우리는 젖은 행주처럼 이리저리 걷잡을

Visibility was very low, at 1 meter, and the surge was

수 없이 흔들렸고 나는 큰 카메라 장비를 붙잡고 내내 불안감

tremendous, swinging us wildly, to and fro, like dish rags,

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물이 밀려 나가면 전진하고 몰려 들

with me clutching my large camera rig, with white

어오면 바위를 붙잡아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식으로 조금씩 입구

knuckles all the while!

쪽으로 나아갔다.

We inched toward the entrance, by going forward with
the surge and gripping rocks during the back sur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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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4 Massive glacier at the end of Drygalski Fjiord.
South Georgia Island.
드리갈스키 피오르드의 끝에 있는 거대한 빙하
사우스조지아 섬

15	Overview of Fortuna Bay, South Georgia Island. Last leg of Shackleton's 36
hour ordeal over South Georgia Island. Three more hours to safety, food and
warmth in Stromness, a whaling station. Worsley and Crean accompanied
Shackleton.
	사우스조지아 섬 포투나 베이의 전경. 고난 속에 36시간에 걸쳐 사우스조지아
섬을 횡단한 섀클턴에게 남은 마지막 구간이다. 포경 기지인 스트롬니스에서 안전,
식량과 온기를 얻기까지는 3시간이 더 걸렸다. 워슬리와 크린이 섀클턴을
동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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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9 King Penguins
킹펭귄1
17 Massive King Penguin colony. Brown ones, dubbed
“Oakum Boys” are juveniles. Salisbury Plain, Bay of Isles,
South Georgia Island
	거대한 킹펭귄 군집. ‘오컴 보이(Oakum Boy)’로 불리는 갈색 		
펭귄은 어린 것이다. 사우스조지아 섬 베이 오브 아일즈 솔즈베리 플레인
18 Magellanic Penguins, Spheniscus magellanicus, posing
on Gypsy Cove beach. East Falkland Island.
	집시 코브 해변에서 포즈를 취하는 마젤란 펭귄 (Spheniscus
magellanicus). 이스트 포클랜드 섬
사우스조지아 섬 세인트 앤드류스 베이
20 Enormous King Penguin colony, largest on South Georgia.
St. Andrew’s Bay, South Georgia Island.
사우스조지아 섬 최대의 거대한 킹펭귄 군집
사우스조지아 섬 세인트 앤드류스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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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tay in place.

갈수록 시야는 더 흐려지고 바위가 바닥 위에서 이리저리 굴

Visibility dropped even more and I could hear the

러다니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자세히 내려다보니 굴러다니는

rumbling of rocks being hurled over the floor. Peering

바위가 끊임없이 바닥을 문질러 암반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것

down, I was amazed to see the rock bed polished

을 보고 놀랐다. 아마도 수정인 것 같은 흑백의 광맥이 흐린 물

smooth by the incessant surge of rolling boulders that

사이로 어슴푸레 빛났다. 제프가 앞장서서 동굴로 들어가는 뒷

scoured the floor.

모습에 그의 파란색 핀이 흐릿한 모습으로 보였다. 동굴안은 어

Black and white veins, presumably quartz, gleamed
through the murky water.
Jeff was in front and occasionally his blue fins came
into murky view as we entered the cave.

두워지기 시작하였지만 다이빙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입구의
빛이 시야에 떠나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한동안 시간이 흐
른 후 푸른 핀 대신 제프의 얼굴이 보였고, 다행히도 우리에게
되돌아가자고 신호를 했다.

It began to darken but we agreed, before the dive, to
keep the the light of the entrance in sight at all times.
At one point, instead of his blue fins, Jeff's face came
into view and, to my relief, he signaled for us to turn
around. Later, post dive, Jeff told me that the surge was
so powerful, it had pulled the reg out of his mouth.
He reached for his backup octo, usually fixed in front

다이빙을 마치고 나중에 제프가 말하기를 물이 너무도 세차

of him on a neck ring, but to his surprise, the force of

게 몰아쳐 물고 있던 호흡기를 빼앗아 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

the current had whipped that behind his neck, too, out of

는 앞쪽으로 목의 링에 고정해두는 비상용 호흡기를 잡으려고

reach.

하였으나, 놀랍게도 몰아치는 물의 힘에 밀려 목 뒤로 홱 돌아

Did he panic? No. Being the experienced diver he is,

가 손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상황에도 그가 공황

Jeff well knew that the same surge that dislodged his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은 노련한 다이버이기 때문에 침착

regulators would also bring them back.

하게 제프는 호흡기를 돌아가게 한 그 물의 힘으로 그것을 되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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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21 Isopod gripping edge of kelp. Albatross Island, South Georgia Island
켈프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는 등각류(等脚類, isopod). 사우스조지아 섬 알바트로스 섬
22	Isopods on kelp. 2 different genera, maybe two different families. The larger one
may be in family Idoteidae; the smaller one is likely a Sphaeromatidae.
Albatross Island,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Leslie Harris.
	켈프에 있는 등각류. 서로 다른 두 속, 아마도 서로 다른 두 과에 속할 것이다. 큰 녀석은
Idoteidae 과에 속할 것이고 작은 녀석은 Sphaeromatidae 과일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조지아 섬 알바트로스 섬. 레슬리 해리스 촬영
23 Limpet, Nacella concinna, on kelp. To survive, Shackleton and his men ate these.
Albatross Island,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Peter Brueggeman
	켈프에 있는 삿갓조개류(Nacella concinna). 생존하기 위해 섀클턴과 그의 대원은 이것을
먹었다. 사우스조지아 섬 알바트로스 섬. 피터 브루게먼 촬영
24 Nudibranch, Flabellina falklandica. East Shore, Godthul. South Georgia Island
	나새류  (裸鰓類, Nudibranch)의 Flabellina falklandica. 사우스조지아 섬 고덜 이스트 쇼어
25 Nudibranch: Cuthona elioti. Near Gold Head, Gold Harbour. South Georgia Island
	나새류  (裸鰓類, Nudibranch)의 Cuthona elioti. 사우스조지아 섬 골드 하버 골드 헤드 근처
26	Worm: Pelagic Polychaete. Tomopteridae, genus Tomopterus. Cooper’s Bay,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Leslie Harris
	표영성 다모류(漂泳性 多毛類, pelagic polychaete): Tomopteridae 과 Tomopterus 속.
사우스조지아 섬 쿠퍼스 베이. 레슬리 해리스 촬영
27 Giant Isopod. Notice the compound eyes. Grytviken Harbor. South Georgia Island
거대한 등각류. 겹눈에 주목한다.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트비켄 하버
28 Pycnogonid, Sea Spider. This cosmopolitan animal numbers over 1300 species.
Wall at Hercules Bay, South Georgia Island.
거미불가사리(Pycnogonid).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이 동물은 1,300종이 넘는다.
사우스조지아 섬 헤라클레스 베이의 벽
29 Krill, Euphausia superba. Cooper's Bay, South Georgia Island.
사우스조지아 섬 쿠퍼스 베이
30 Shrimp: Possibly Chorismus antarcticus. Grytviken Harbor,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Mary Wicksten.
	“There are very few decapods in Antarctic waters, possibly due to lack of cold
tolerance. Some isopods contain ‘anti-freeze’ proteins in their blood. The isopods
also generally do not have heavily calcified exoskeletons as do many crabs. They
also reproduce by carrying the eggs until they hatch as juveniles, not larval
stages. But in polar regions, Arctic or Antarctic, big decapods seem to decline in
species abundance. The only exceptions seem to be deep-sea midwater
shrimps, which tolerate cold everywhere.:
새우  (아마도 Chorismus antarcticus).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트비켄 하버
메리 윅스텐 촬영
	“남극 바다에는 십각류(十脚類, decapod)가 아주 적은데, 아마도 내한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등각류(等脚類, isopod)는 혈액에 ‘부동액’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이들
등각류는 일반적으로 많은 게들처럼 심하게 석회화된 외골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들은 새끼로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지녀 번식하며, 유충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북극이나
남극의 극 지역에서는 큰 십각류의 종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예외는 심해
중층생식(Midwater) 새우인 듯한데, 이러한 새우는 어디서나 내한성을 보인다.
31 Snail: Antarctic whelk, Neobuccinum eatoni. Godthul, South Georgia Island
ID thanks to Peter Brueggeman
고둥: 남극 쇠고둥(Neobuccinum eatoni). 사우스조지아 섬 고덜. 피터 브루게먼 촬영
32 Snails. Gold Harbour, South Georgia Island
고둥. 사우스조지아 섬 골드 하버
33 Large tunicates. Godthul, South Georgia Island
큰 멍게. 사우스조지아 섬 고덜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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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 enough, after a moment, his regs came flying

리는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그

back with the reverse surge, whereupon he could inhale

의 호흡기는 거꾸로 몰아치는 물을 타고 날아 돌아와, 그는 다

again!

시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두 번의 어려운

Ironically, these two challenging dives probably
produced two of my best photographs.

다이빙에서 내가 찍은 최고의 사진들 가운데 2컷이 나왔다는
것이다.

Almost as enjoyable as the diving were the land

다이빙만큼이나 즐거웠던 것은 지상 여행을 통해 킹펭귄과

excursions we did to commune with King Penguins,

교감한 것이었는데, 일부 군집에서는 그 수가 모두 수십만 마

which numbered, at some colonies, in the hundreds of

리나 됐다. 와우! 그 엄청난 불협화음,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thousands. Wow, the tremendous cacophony, the visual

장관, 그리고 강한 향기가 우리 모두의 오감을 자극했다. 우리

spectacle and the powerful aroma all assaulted our

는 또한 흔하지 않은 새들과 야생동물을 많이 보았는데, 짝짓

senses. We saw plenty of other unusual birds and

기를 하는 순록, 사냥하는 범고래, 죽은 고기를 먹는 도둑갈매

wildlife, including mating reindeer, hunting orcas,

기, 싸우는 물개, 해변에서 잠을 자는 거대한 코끼리물범 등을

scavenging skuas, fighting fur seals, and enormous

보았다. 우리가 처음 사우스조지아 섬의 킹 하콘 베이에 들렀

elephant seals, slumbering on the beaches. At our first

을 때 등산가와 스키어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을 내려주었는데,

stop in South Georgia, at King Haakon Bay, we dropped

이들의 의도는 얼음으로 덮인 혹독한 이 섬을 횡단하여 무사히

off a small group of mountaineers/skiers, whose intention

반대편의 스트롬니스 베이에 도착한 섀클턴의 발자취를 따라가

was to retrace Shackleton's epic traverse over the harsh,

보는 것이었다.

glaciated island to safety the safety of Stromness Bay on
the other side.
They split up into two teams.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첫째 팀은 높은 트라이던트 등

The first made it over the high Trident pass but the

산로를 넘는 데 성공하였지만 둘째 팀은 험악한 날씨와 텐트를

second team was beset with inclement weather and

주저앉힐 정도의 사나운 강풍으로 괴로워했다. 그들은 계속 나

fierce gales that flattened their tents.

아갈 수 없었고 눈 속에 굴을 파 거기서 맹렬하고 살을 에는 바

They could not continue and were compelled to dig

람 속에 긴 밤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트레킹을 포기해야 하

snow caves, in which they endured a long night of

였으며, 며칠 후 우리는 섬의 반대편에 있는 포제션 베이로 그

vicious, freezing winds. They had to abort their trek and

들을 데리러 갔다.

we picked them up, on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at
Possession Bay, a few days later.
We joined members of the first team who made it to
Fortuna Bay and, with them, hiked the same path that
Shackleton tread, on his final leg of survival from For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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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포투나 베이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첫째 팀의 멤버들
과 합류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섀클턴이 사력을 다해 걸어간 마
지막 구간, 즉 포투나 베이에서 한때 포경 기지였던 스트롬니스
까지 같은 길을 따라 하이킹을 했다.
섀클턴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리트비켄 공동묘지에 있는 그의

36

38

37

39

34	Juvenile fur seal in tussock grass. Salisbury Plain, Bay of Isles, South
Georgia Island.
	더부룩한 풀에 있는 어린 물개. 사우스조지아 섬 베이 오브 아일즈 솔즈베리
플레인
35 Reindeer, above Fortuna Bay. South Georgia Island
포투나 베이 위에 있는 순록. 사우스조지아 섬
36 Shipwreck. Ocean Harbour, South Georgia Island
난파선. 사우스조지아 섬 오션 하버
37 Our mother ship “Plancius”, operated by Oceanwide Expeditions.
Ocean Harbor, South Georgia Island
오션와이드 엑스퍼디션스가 운영하는 우리의 모선 ‘플랜시어스(Plancius)’
사우스조지아 섬 오션 하버

38	Ernest Henry Shackelton's final resting place. Born Feb. 15, 1874; Entered
Life Eternal Jan. 5, 1922. May he rest in peace.
Grytviken Cemetery, South Georgia Island.
Photo by Jeff B.
	어니스트 헨리 섀클턴의 최종 안식처. 1874년 2월 15일 태어나 1922년 1월 5일
영면했다. 영원한 안식을 얻으소서.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트비켄 공동묘지 제프
B 촬영

Bay to the now defunct whaling station, Stromness.

최종 안식처를 방문하는 것은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거기

39	Stromness, a whaling station, finally visible. Our ship, Plancius, is anchored
in the bay. Note the icebergs in the background. South Georgia Island.
	고래 기지인 스트롬니스가 마침내 보인다. 우리 배 플랜시어스가 만에 정박해
있다. 배경으로 보이는 빙산에 주목한다. 사우스조지아

It was all the more meaningful to pay homage to

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여 가까이서 졸졸 흐

Shackleton and visit his final resting place in the

르는 개울을 즐기고 있으며, 이 개울은 그에게 신선한 물을 풍

Grytviken cemetery, where he is surrounded by

부하게 제공한다. 영원한 안식을 얻으소서.

magnificent scenery and enjoys a gurgling rivulet, nearby,
which furnishes him an abundant supply of fresh water.
May he rest in peace.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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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쿠안에서 산호를 배경으로 유영중인 다이버 모델/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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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마나도 Manado
인도네시아 중부지역에 위치한 술라웨시(Sulawesi) 섬 북쪽 끝에 위치한
마나도는 이지역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이며 다이빙여행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발리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다이빙여행지로 다이버와 관광객들이 년
중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술라웨시는 다시 북, 중앙, 남, 동 술라웨시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자치주
로 운영되어진다. 마나도는 북 술라웨시에 속하는 곳으로 지금은 가까운 곳
에 위치한 싱가폴이나 홍콩 그리고 호주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방문하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는 열성적인 유럽의 다이버들이 찾고 있다. 일반 관광지로는
그리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나 다양한 해양생물, 특히 특이한 마크로 생물들

Manado

을 찾아서 수중사진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1

포란중인 버블코랄 쉬림프 한쌍

2

글/사진 강필선
필자는 97년 호주 마이크볼 다이브익스페디션에서 오프워터
과정을 수료한 이후 호주 프로다이브 케엔즈에서 99년에
PADI 강사가 되었다 그 후 호주,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
아 등지에서 활동한 후 코엑스 아쿠아리움 어류연구팀 연구원
으로 수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개인사업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바다를 여행하며 수중사진에 심취해 있다.

연산호에 위장중인 소프트코랄 크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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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항공편의 연결이 힘들어서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로 한 동안 잊혀졌던 곳이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풍경과 멋진 해변, 한적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나켄 섬의 스케일이 큰
다이빙과 더불어 렘베 해협의 마크로 피사체들은 최근 부쩍 늘어난 수중 사진, 비디오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마크로 다이빙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1 경유지인 싱가포르의 야경
2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우승순님
3 산호를 우영중인 스퀄럴피쉬 무리
4 직벽포인트를 유영중인 다이버들
5	후쿠이포인트에서 물고기와 놀고있는
다이버 모델/이민정

마나도까지는 한국에서 직항편이 없어서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1박을 해야만 한다. 그 외는 인
싱가포르에서 마나도 가는 항공사인 실크에어(Silk Air)는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로 수화물도
인천에서 직접 마나도까지 보낼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의 호텔 1박도 스톱오버(Stop over)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시내에서 1박을 하거나 공항 내의 환승 호텔을 이용하면 매우 편하다. 여기에 싱가
포르항공(SQ)-실크에어(MI) 연결이용시 다이빙 장비에 한해 10kg을 추가하여 항공수하물을
30kg까지 탁송할 수 있어 수중사진가들에게 부담이 되는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매일 출발편이 오전과 오후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관광을 원하면
오전 편을 이용하면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다이빙 안내(Diving Information)
알려지지 않은 다이빙 천국 마나도로...
부나켄 섬 다이빙으로 널리 알려진 마나도의 다이빙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나켄 해양국립공원과 마나도베이(Manado Bay)의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어진 다이
빙지역과 둘째는 마나도의 동쪽 지역인 마크로 다이빙의 메카로 알려진 렘베해협(Lembeh Strait)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반 다이버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 점차 소개되어지고 있는 리브
어보드 다이빙코스인 상히에 섬(Sangihe Island)으로의 다이빙이다.
이 세 지역을 통틀어서 100여개가 넘는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넓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다이빙사이트들이 있는 곳도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나 싶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지형
적인 특색도 특이하다. 마나도베이 인근과 렘베지역에는 특이한 마크로 생물들이 널려있고 잠깐
배를 타고 부나켄이나 방카 섬으로 나가면 코발트블루의 시야와 함께 웅장한 드롭오프 다이빙과
나폴레온 피쉬, 잭 피쉬 그리고 바라쿠다 등의 무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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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do

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더 소요된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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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자면 “내가 평생 다이빙하면서 본 것을 오늘 하루에 이
곳에서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마나도 인근의 다이빙은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곳에
서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푹 빠져 들게 된다. 이와 더
불어 친절하고 편안한 다이빙서비스와 인프라, 맛있는 음식 등
은 다시금 마나도를 찾게 하는 이유들이다.

왈리스라인(Wallace Line)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있는 곳으로 세
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다. 영국
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왈리스(Alfred Russel Wallace
(1823~1913))는 인도네시아의 섬들을 서부의 아시아 생태지역
과 동부의 호주 생태지역으로 나누어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자
연지역 구분을 시도했다. 이 두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왈리
스라인(Wallace Line)은 깔리만딴과 술라웨시 사이를 통과하며
남쪽에서는 발리와 롬복 사이를 지나간다. 후에 과학자들은 술
라웨시와 말루꾸, 말루꾸와 이리안자야 사이에도 자연생태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하여 왈리스의 이분법을 좀 더 세
분화시켰다. 왈리스라인 서쪽에 있는 수마트라, 자바, 깔리만딴,
발리는 한 때 육지로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이
유로 코끼리, 호랑이, 코뿔소, 표범같은 아시아 원산의 대형동물
들이 이 지역에 남아 있다. 그리고 열대우림과 다양한 종류의
아시아산 식물들도 같은 대륙에 붙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수마트
라와 깔리만딴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긴털을 가진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 인도네시아어로 orang 사람, utan은 숲을 의미한
다) 일 것이다. 왈리스라인의 동쪽에 있는 술라웨시, 누사떵가
라, 말루꾸는 오랜 기간 동안 대륙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특이한 동식물들이 번성하
게 되었다. 롬복의 동쪽에 있는 누사떵가라의
섬들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건조한 기후의 영
향을 크게 받았다. 대형 아시아산 포유류는 살
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포유류의 크기도 작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누사떵가라의 꼬모도
와 그 주변의 몇몇 섬에는 꼬모도 드래곤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 살고 있다.
이리안자야와 아루 제도(Aru Islands)는 한 때
호주 대륙의 일부분이었으며, 호주판과 태평양
판의 충돌로 생긴 거대한 산맥이 이리안자야의
중앙을 지난다. 호주와 많은 관련이 있는 동물
들이 살고 있지만 고립의 결과로 역시 특징적
인 자연경관을 보이고 있다. 이리안자야에는 캥
거루, 주머니쥐 Marsupial Mice, 긴발톱 주머니
쥐(Bandicoots), 둥근꼬리 주머니쥐, 악어,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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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이포인트에서 만난 제비활치
무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2	바다거북을 촬영중인 다이버
모델/ 구자광, 이민정
3	제비활치 무리를 촬영중인 다이버
모델 / 구자광
4	부나켄엔 대형시팬을 자주 볼 수있다
모델/이민정
5 유령새우와 유영중인 크라운피쉬

도마뱀(Frilled Lizards) 등이 사는데 이들은 모두 호주 대륙에도 살고 있다.

부나켄-마나도투아 국립해양공원
부나켄(Bunaken), 마나도투아(Manado Tua), 만테하게(Mantehage), 나인(Nain) 그리고 북 술
라웨시 본섬의 한 부분인 실라덴(Siladen)의 다섯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섬들이 산호
초 산맥으로 연결되어진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잘 발달된 산호들과 풍부한 어류들과 조
개류 그리고 맑은 시야 등으로 수중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이다. 이 곳의 다이빙은 거
의 직벽을 이루는 절벽다이빙, 조류다이빙 그리고 아름다운 산호로 덮인 경사면 다이빙이 주를
이룬다. 절벽은 대부분 수심 50m까지 이르는, 아마도 인도네시아에서 이 곳만큼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한 곳은 드물다.
22개의 다이브사이트는 정말로 대형 수족관에서 노니는

3

착각을 하게 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심해성
어류인 상어나 참치, 가오리, 잭 피쉬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
어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다이빙여
행지이다. 연평균 25~30m의 맑은 시야와 연중 26~30℃의
따뜻한 수온을 유지한다. 부나켄의 절벽은 다이빙 사이에 스
노클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리프의 꼭대기는 연
산호가 넓은 군락을 이루고 셀 수 없이 수많은 형형색색의 열
대고기들, 얕은 수심에서의 따뜻한 수온 그리고 맑은 물은 하
늘과 물 그리고 해양생물을 한번에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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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나도 다이빙하면 부나켄의 직벽다이빙의 스케일 큰 다이빙만을 생
각하지만 마나도 만(Manado Bay)을 중심으로 위 아래 해변을 따라서 위치해 있는 다이빙 사이
트에서는 놀랄만한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이 널려 있다.

방카와 강가 섬(Bangka & Gangga Island)
방카와 강가 섬은 정확하게 부나켄 섬과 렙베 해협의 중간지점에 본 섬의 북쪽의 끝이 뚝 떨어
져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분위기이다. 수중지형은 커다란 기둥형태의 툭 튀어나온 피나클이 이어
지고 바닥에서 모래 사장과 만난다. 크고 작은 연산호와 스폰지로 산호대는 색색의 경치로 얕은
수심에서부터 수심 30미터 전후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커다란 물고기와 다양한 마크로 세계를 같
이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생물로는 위장 게, 잭 피쉬, 튜나, 바라쿠다떼와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 이곳의 하드코랄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조밀하게 펼쳐져 있다. 특히, 넓게 펼쳐있는 커
다란 크기의 테이블 산호도 장관이다.

렘베 해협(Lembeh Strait)
북 슬라웨시 섬 오른쪽에 위치한 렘베해협은 마치 본섬에서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귀퉁이 한
쪽이 쪼개져 나와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본섬과 거리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좁은 곳은 100여
미터 넓은 곳은 500~600미터 되어 보인다. 렘베 섬 해안을 따라서 작은 마을들이 이어지며 섬에
는 도로가 없는데 낮고 급경사의 지형 때문인 것 같다
렘베 섬 안쪽으로는 다이빙사이트가 많지 않으며 본 섬 해안을 따라서 유명다이빙사이트가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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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프경사면을 따라 군락을이루고 있는
접시산호류
2	직벽을 유영중인 다이버
모델/ 남분이 우승순
3	렙베 해협의 삐뚱(Bitung)항구에
정박중인 보트들 데이트립은 이 보트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4	참치잡이 어선이 들어와 참치를
내리고 있다
5	파이프피쉬류, 해마류와 분리되어 구분
되어지는 파이프호스류(Pipehorse)의
한종류 렙베에는 이처럼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종을 접 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6	산호와 같은색으로 위장한 고스트
파이프피쉬
7	어린개체의 카디널피쉬들이 무리지어
유영하고있다
8	전기조개의 한종류 사진에서 전기를
확인할수있다
9	핑크테일 마티스 쉬림프

3

5

4

비하다. 본 섬 해변은 거무티틱한 모래 해변이 완만한 경사면
을 이루면서 수심 30미터까지 이어진다. 얕은 수심에는 산호
가 거의 보이지 않고 수심 15미터 전후부터 듬성듬성 하드코
랄이 보인다. 섬의 툭 튀어나온 사이트는 급경사를 이루고 이
곳은 얕은 수심부터 경산호가 풍부하며 렘베 섬은 본 섬과
달리 검은 모래해변은 없다. 하드코랄로 가득한 직벽형태의
다이빙사이트가 매력적이다. 이곳은 의외로 멋진 광각사진을
서 너컷 잡아낼 수 있는 곳이다. 리조트에서 다이빙사이트까
지는 5~15분 거리이다.
마나도의 렘베 해협 인근의 마크로 생물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함과 다양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먹(Muck)과 크리터
(Critter) 다이빙의 메카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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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미잘에 공생중인 유령새우류
2	부채산호에 위장중인 피그미
씨호스
3	조개껍질을 이용에 숨어있는
코코넛 옥터퍼스
4 해삼에 숨어있는 임페리얼 쉬림프
5	~7 플램보이언트 커틀피쉬를
촬영하고 있다
8	사찌코 포인트의 직벽을 유영중인
다이버
9	4~5m의 대형시팬도 발견된다
모델/이민정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마크로 해양생물 촬영을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수중 포토그라퍼
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렙베 해협은 달의 주기에 따라 조류의 흐름이 강해지기도 한다. 몇몇 사이트는 조류에 따라 다
이빙이 조절된다.
이곳 해양생물에 아주 익숙한 가이드들이 피사체를 찾아서 보여준다. 얕은 수심에서 시작하여
25~30m 수심으로 약 경사의 슬로프지형이 대부분이다.

상이헤섬 다이빙(The Sangihe Islands)
Archipelago북 마나도로부터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중산맥으로 40여 개의 화산섬이 이어
져있고 이는 위쪽의 필리핀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이고 깊은 수심으로 솟아오른 수중산봉우리들은 수면으로 치솟아 화산섬을 이루고 이중의
일부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다. 이 활화산의 대표적인 섬이 시아우 섬이다. 해수면
으로부터는 고도가 1,400미터, 섬은 아열대수림을 이루고 있다. 가장 최근의 화산활동은 1974년
에 있었고 이 화산의 영향으로 섬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상히에섬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은
다이버와 스노클러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산호가 발달된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고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곳에서 관찰되는 해양생물로는 향유고래, 파일럿 고래, 멜론헤드 고래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돌고래 등이다. 때로는 Killer whales인 범고래가 이곳을 지나간다. 또한 이곳 다이빙 중의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수중활화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빙 시즌에 맞추어 이 곳을 다이빙
하게 되면 놀랄 만큼 맑은 시야와 다양하고 웅장한 어류들의 행진과 전혀 손길이 닿은 적이 없는
하드코랄을 비롯한 해양생물에 놀랄 것이다. 오로지 리브어보드 여행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이빙 사이트(Diving site)
부나켄공원 안쪽의 다이빙사이트들(Inside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마이크포인트(Mike's Poin)
절벽의 다이빙을 아주 좋아했던 유명한 수중사진가 마이크시번스(Mike Severns)의 이름 딴 포
인트로 대형어류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다. 큰 고고니언

8

9

산호와 연산호가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고 나폴레온 레
쓰를 만나는 곳이다. 물때에 따라서 강한 조류가 흐른다.

사찌꼬 포인트(Sachiko Point)
일본의 투어가이드의 이름을 딴 이 사이트는 절벽다
이빙의 진수를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이만한 절벽다이빙
사이트는 드물 거란 생각이 드는 곳이다. 작은 동굴과
오버행, 협곡 계단식 지형 등의 연속으로 드라마틱하고
웅장함의 절정으로 시파단 섬의 드롭오프와 같은 형태
나 이보다 더 스케일이 크다. 얕은 수심 대에는 특히 연
산호들이 잘 발달되었고 또한 경산호도 작은 면적에 많
은 종류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 또한 아마도 이곳
에서 웬만한 열대어들은 거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양한 열대어들의 전시장이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
는 사이트이다. 자주 보이는 해양 생물로는 리프상어, 커
다란 참치류와 잭피쉬 그리고 거북이와 가오리 등이다.
시야는 20~35미터 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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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부나켄(East Bunaken)이라는 뜻으로 무카감풍(Kampung)과 사찌 포인트(Sachiko
Point) 사이의 리프 전체 말한다. 1회 다이빙으로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름이 이곳에 붙여져 있다. 아주 잘 발달된 산호군락이 이어지고 많은 종류의 마크로 생물
들이 많은 곳이다. 상어, 바라쿠다, 구루퍼, 이글레이 등이 관찰되어진다. 좋은 시야는 기대하기 힘
든 곳으로 평균 15~20미터 사이이다.

팡칼리산(Pangalisan)
티무르 사이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형이다. 듀공(Dugongs)이 가끔 이곳의 얕은 수심에서
발견되고 푸른점 가오리와 스콜피온피쉬와 라이온피쉬가 자주 보이는 곳이다. 여러 종류의 아네
모네, 갯민숭달팽이, 바다나리, 성게, 해면 등이 많은 곳이다. 얕은 수심에는 바다뱀과 아주 작은
생물들이 많아서 심심치 않은 안전정지를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데판캄풍(Depan Kampung) (또는 무카캄풍으로 알려짐)
부카켄 마을 반대편에 위치한 곳으로 계단식 드롭오프 형태로 경사면은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이곳에서는 자주 이글레이와 스팅레이가 눈에 띄고 유난히 나비고기가 많다. 조류다이빙을

Manado

티무르(Bunaken Timur)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바다거북이가 보인다.

레쿠안1(Lekuan1)
레쿠안 해변 앞에 위치하며 수중절벽으로 마나도에서 최고의 다이빙사이트로 평가 받는 곳 중
의 하나이다. 레쿠안1은 수심 30~40미터 부근에 모래로 된 경사면이 있어서, 상어들이 노닐 곳
있다. 이 모래경사면은 바로 계단식 절벽과 이어지는데 주위로는 스네퍼, 푸질러, 거북 등이 보인
다. 다른 곳보다 많은 종류의 커다란 열대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광각과 마크로 모두 만족하는
곳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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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쿠안 포인트의 잘보존된 산호초
군락
2	레쿠안2 포인드의 직벽에 잘자라
있는 산호와 다이버 모델/구자광
3	파파야로 피딩을 하고 있는
가이드
4	자이안트크랩무리를 관찰하는
다이버 모델 / 우승순 홍윤숙

레쿠안2(Lekuan2)
레쿠안1보다 더 드라마틱한 직벽으로 커다란 구멍과 오버행으로 이루어져 장관이다. 커다란 여
러 종류의 열대와 어우러진 직벽은 광각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레쿠안3(Lekuan3)
레쿠안2보다는 단순하지만 전체적인 수중형태는 스케일이 큰 곳이다. 이곳에서도 자주 상어가
눈에 띈다. 갯민숭달팽이, 스내퍼, 바닷거북 그리고 바다뱀을 볼 수 있다.

2

아룽바누아(Alung Banua)
절벽형태의 다이빙으로 마크로 다이빙의 천국인 곳이다. 크로커다일피쉬
(Crocodile flathead), 리프피쉬(leaf fish), 고스트파이프피쉬(ghost pipefish),
씬뱅이 등“위장의 명수”들이 다 모여 있다. 동쪽으로 가면 수심 18~25미터에 얕
은 수심으로 이어지는 동굴이 있다. 마크로와 광각렌즈가 모두 필요한 곳이다.
조류는 그리 심하지는 않은 곳이고 시야는 평균 25~30미터 이상 나온다.

후쿠이(Fukui)
20년 전에 이곳에서 다이빙했던 일본인 다이버의 이름을 딴 곳이다. 부나켄
의 다른 다이빙사이트와 비교하면 그리 웅장한 절벽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이곳은 “클리닝스태이션Cleaning station”장소로 나폴레온 레스, 바라쿠
다, 잭 피쉬와 커다란 스내퍼들이 이 곳에 모여 들여 한가롭게 청소를 받는 곳이
다. 모래바닥에는 많은 수의 가든 일(Garden eels)이 모여 있으며 수심 17미터
에는 커다란 대왕조개들이 줄 지어 놓여 있다. 거의 조류는 없는 편으로 시야는
20~25미터 정도 나온다.

만돌린(Mandolin)
악기 이름에서 따온 사이트이다. 얕은 수심부터 깊은 수심까지 모든 지역이
볼 것이 많은 곳이다. 수심 어느 곳이든 대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거북, 상어,
이글레이, 푸질러 무리들, 나폴레온 레스, 아네모네, 곰치, 테이블산호와 더불어
아름다운 부채산호가 널려있는 곳이다. 조류는 보통이고 시야는 수심에 따라 다
르다. 15~35미터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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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드 포인트(Raymond's Point)
풍부한 경산호와 연산호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절벽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리프피쉬와 모랫바
닥에 살펴보면 여러 마리의 스팅레이들이 보인다.

잘란마숙(Jalan Masuk)
입구라는 뜻으로 모든 배들이 나인(Nain) 지역의 여러 섬들로 들어오기 위해 이 곳을 통과한
다. 얕은 수심에는 여러 종류의 경산호들로 덮여 있고, 이 산호들을 집으로 삼는 많은 종류의 열
대어들을 볼 수 있다. 그 외 해면, 바다나리, 불가사리, 문어, 해삼과 많은 갯민숭달팽이가 보인다.
시야는 평균 30미터 이상이 나오는 곳으로 멋진 광각 사진을 기대할 만한 곳이다.

바라쿠다 포인트(Barracuda Point)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라쿠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바라쿠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참치와
잭피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자주 하강조류와 상향조류가 있는 곳으로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는 곳이다.

고랑고(Gorango)
고랑고란 현지어로는“상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말뜻처럼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그리 상어가 많
은 곳은 아니다. 긴 절벽 형태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산호와 연산호가 풍부하다. 이곳은
시야가 아주 좋은 곳이다. 긴 절벽으로 한 번 다이빙으로는 다 볼 수가 없다.

반고(Bango)
반고는 몬테하게 섬 남쪽 방향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경사면의 지형으로 인근 지역에서 연산
호가 가장 발달된 곳이다. 시야는 20~30미터 이상 나오고, 조류는 경미하나 때로는 강한 조류가
흐르기도 한다.

팡굴린간(Pangulingan)
네게리와 팡굴리간 사이의 산호대이다. 예측 불가한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곳으로 초보다이버
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다. 다이빙은 깊은 수심은 절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절벽과 연결되어진
넓은 면적의 경사면을 따라 이어진다. 수심 20미터에서 이 경사면은 얕은 수심까지 이어진다. 이
곳에서도 커다란 크기의 어류들을 볼 수 있다.
바라쿠다, 잭, 참치 등이 중간 수심에서 보여지
고 얕은 수심에서는 박쥐고기 무리와 작은 크
기의 열대어들 그리고 경산호와 연산호가 밭을
이룬다.

무카게레자(Muka Gereja)
무카게레하는“교회 앞”이라는 뜻이다. 많은
동굴과 오버행으로 이루어진 매우 화려한 절벽
다이빙이다. 이 절벽은 풍부한 산호와 커다란
크기의 항아리해면으로 덮여 있다. 이곳에서의
하일라이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쏠종개 Catfish 무리이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
은 마치 커다란 고래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
으킨다. 시야는 매우 좋은 편이고 조류도 거의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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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40m의 수중시아도 자주 경험
할 수 있다. 모델 / 이민정
2	~3 포시포시의 잘발달 된 직벽은
드라마틱하다.

Manado

네게리(Negeri)
산호가 잘 발달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심심치 않게 상어를 본 곳이다. 열대어들은 다른 곳과 마
찬가지로 풍부하며 얕은 수심에는 많은 수의 아네모네 피쉬가 살고 있다. 시야는 평균 20~25미터
이고 조류는 심하지 않다.

실라덴(Siladen Point)
수많은 화려한 연산호로 덮여 있는 실라텐 섬 동쪽의 급격한 절벽 지형이다. 테이블 산호가 이
어지고 피라미드 나비고기와 푸질러 그리고 갯민숭달팽이와 아네모네피쉬가 보인다. 여기서 아주
커다란 크기의 잭 피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포시포시(Posi Posi)
망그로브나무를 인도네시아어로 포시포시라한다. 다이빙사이트 해변가로 망그로브나무가 즐
비하여 붙여진 이름 같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직벽의 월다이빙이다. 수심 35미터 정도에서 계단식
으로 평평한 지형이 보이고 다시금 심해로 이어진다. 아래로는 화이트팁 상어가 유유히 지나가고
절벽은 매우 심플하다. 중간크기의 부채산호와 매우 어두운색의 스폰지가 자주 보인다. 수심 9미
터의 얕은 지역으로 올라오자 스내퍼와 엔젤피쉬 등이 보이고 타이탄트리거 피쉬가 많다. 5미터
의 얕은 수심에는 경산호가 아주 잘 발달해 있다. 섬 동쪽의 급격한 절벽 지형이다. 테이블 산호
가 이어지고 피라미드 나비고기와 푸질러 그리고 갯민숭달팽이와 아네모네피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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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베이(Manado Bay)
일반적인 다이빙 안내서 등에는 잘 나와 있지 않

1

은 마나도 시내의 중심부의 해안가 지역이다. 렘베쪽
보다는 검지는 않지만 그와 못지 않은 검은 색깔의
모래해변으로 여기저기 나무 조각과 커다란 코코넛
나무와 쓰레기 등이 있는 전형적인 먹(Muck) 다이빙
포인트이다. 군데군데 작은 크키의 말미잘 군락이 보
이고 아네모네피쉬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다. 수심 15
미터까지 내려가서 천천히 상승하면서 다이빙을 진
행하면 좋다. 아주 커다란 해마와 리프피쉬, 드래곤
씨모스 그리고 이곳의 하일라이트는 고스트파이프
피쉬가 아닌가 싶다.

타식리아하우스리프(Tasik Ria House reef)
타식리아리조트 해변이다. 제티에서 바깥쪽으로

2

3

약간 이동하여 입수한다. 수심 5미터 전후로 작은 크
기의 뿔산호 군락이 서 너개 보인다. 최대수심은 18미
터 전후로 하루의 마지막 다이빙하기 좋은 곳이다.
할리퀸, 피그미해마, 다양한 크기의 씬뱅이, 아주 커
다란 만티스새우가 산호초가지 사이의 모래해변에서
올려다보고 있다. 위장의 천재인 데코레이션 크랩 등
다른 여러 종류의 게를 볼 수 있다. 수심 7미터의 죽
은 산호 밭에서는 만다린 피쉬를 볼 수 있다. 문어와
랍스터 등도 보인다. 나이트 다이빙으로도 인근에서
최고의 사이트 중의 하나이다. 렘베 다이빙이 부럽지
않은 곳이다.

푸포(Poopoh)
타식리아리조트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15분 정
도 내려가면 해안에 마을이 보인다. 이 마을 이름이
Tanawangko 마을이다. 부나켄 섬이나 마나도 시내
쪽에서는 배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다. 완만한 포
구로 주위에는 진주조개 양식장이 보인다. 이 양식장 바로 옆에 배를 대고 입수한다. 얕은 수심은
씨글래스로 덮혀 있고 그 밑으로는 거의 렘베와 흡사하게 검은 모래 슬로프이다. 커다란 통나무
가 몇 개 누워 있고 오래된 굵은 밧줄 더미가 군데 군데 보인다. 이곳 주위로 스콜피온피쉬, 리본
일, 스톤피쉬, 미믹 옥토퍼스 그리고 각기 다른 종류의 광어가 있다. 데블피쉬, 고스트파이프피쉬
등도 관찰된다. 어찌, 이 작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놀랄 지경이다.

리조트 소개(Resort Information)
발리에는 최고급 시설의 유명한 호텔과 리조트들이 즐비하지만 부나켄 섬과 인근의 강가 섬에
작은 규모의 딜럭스가 몇개 있을 뿐 이곳 마나도에서는 그러한 호텔들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마나도 시내에는 저렴한 호텔들이 있고, 부나켄 섬에도 작은 규모의 기본시설을 갖춘 리조트들이
십여개 있다. 이중에는 다이빙센터를 갖춘 다이빙리조트들이 주로 유럽과 미국의 배낭족들을 상
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마나도의 해변을 따라 크고 작은 리조트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부나켄 섬과 렘베 해협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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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뭇입모양으로 위장한
와스프피쉬
2 위장한 데코레이터크렙
3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위장한
고스트파이프피쉬

4

5

6

7

8

9

4	모래바닥에 위장중인 암본
스콜피온피쉬
5 파이프피쉬류
6 리본일
7	해초에서 먹이를기다리는
프로그 피쉬
8 앙증맞은 엘로우 박스피쉬
9 레드스트립 클리너 쉬림프

에 위치한 강가 섬(Ganga Island)에는 강가아일랜드리조트(Ganga Island Resort)가 있다. 인근에
서 가장 딜럭스한 고급리조트로 다이버들 보다는 일반 관광객들과 허니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산호 해변의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방카 섬(Banka Island)가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곳
에 머물면서 다이빙을 한다. 렘베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궁궁안베이리조트(Kungkungan Bay
Resort)를 비롯하여 이와 동급의 고급리조트인 렘베리조트(Lembeh Resort)가 있고 이외에 기본
적인 시설을 갖춘 소규모 리조트가 3~5개가 있다.
부나켄, 방카, 강가, 렘베 등 각각의 섬에 위치한 리조트에 묵는 경우 그 인근 다이빙은 편리해
진다. 그러마나도 해변을 따라 넓게 포진해 있는 다이빙사이트까지는 반대로 거리가 멀고 각각
다른 섬으로의 다이빙도 쉽지 않다. 거기에 시설이 좋은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거나 반면 저렴한
곳은 에어컨이나 전기 사정이 열악하여 머물기에 불편하다. 특히, 전문적인 수중촬영가의 경우 전
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배터리 충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단수 등으로 카메
라를 민물에 헹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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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의 대표적인 리조트
 림처럼 아름다운 곳……
그
코코티노스 부티크 비치 리조트(Cocotinos Boutique Beach Resort)
코코티노스 부티크 비치 리조트는 월다이빙과 마

1

크로 다이빙의 풍부함과 놀라움으로 세계적으로 유
명한 부나켄 국립공원을 내려다보는 어촌마을인 키
마 바조(Kima Bajo)의 중심 워리베이(Wori Bay)에
위치한다.
마나도 국제공항에서 약 25분 거리에 있는 코코티
노스는 초콜렛 빛깔의 해벽 가득 실라덴 섬( Siladen
Island)과 술라웨시 해 건너 장엄한 휴화산인 마나도
투아(Manado Tua)를 해변 가득 담고 있다. 마루, 돌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선택하지 않고 환경과 주변 마
을을 고려한 재료로 인근 마을과 코코넛 숲과 잘 어
울리는 리조트이다. 이곳 코코티노스 마나도에서 멋
진 다이빙, 장엄한 석양, 맛있는 현지 음식과 다양한
각국의 음식 그리고 이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

2

3

는 이곳을 떠나서도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코코티노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이유로 지어지게
되었다. 첫째, 북 술라웨씨는 코코넛 나무가 풍부하
며 둘째로, ‘티노스(tinos)’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
한 다이브 가이드인 Martinus Wawanda의 별명이다.
그의 이름을 따 리조트 이름을 지음으로써 북 술라
웨씨 다이빙을 세계적인 다이빙 여행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공헌했던 지역 다이빙영웅을 기억하
기 위함이다.
리조트는 바다를 향해 있는 식당, 수영장 그리고 히비스커스 나무로 지어진 라레이나스파
(Laleina Spa), 기념품점인 토코스(Tokos) 그리고 다이빙 전문팀인 오디씨 다이브(Odyssea
Divers)가 경험 많은 다이빙을 진행한다. 수중사진가를 위한 디지털룸을 별도 운영하며 식당과
바 공간에서 무료 인터넷 WIFI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코코티노스는 또 다른 리조트인 Cocotinos Sekotong, Lombok을 오픈하였다. 전
체적인 분위기와 객실형태는 코코티노스 마나도와 거의 흡사한 이곳 롬복의 리조트는 약 300m
의 백사장에 지어진 좀 더 딜럭스한 아름다운 리조트이다. 좀 더 넓은 객실과 다양한 객실 형태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롬복 코코티노스도 앞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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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조트에서 바라 본 아름다운
석양
2 빌라형태의 리조트 객실
3 썬탠을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
4	코코티노스 부티크 비치 리조트
Cocotinos Boutique Beach
Resort 전경

Manado

5

6

객실(Rooms)
코코티노스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현대 디자인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22개의 단층 또는 복층의 빌라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룸 타입은 8개의 가든룸과
4개의 풀&오션뷰 가든룸, 8개의 워터스엣지 듀플렉스룸과 2개의 포시포시 & 카노카노 스위트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든 룸은 천정 팬과 에어컨, 헤어트라이어, 샴풀/샤워 젤, 목욕가운, 분리된 화장실과 샤워실,
개인 베란다, 안전금고 등이 구비되어 있고 식당에서 WIFI 사용 가능하다.
오션룸과 스위트룸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객실로 특히 허니문과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은
객실이다.
전압은 220볼트이며 콘센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둥근모양이다.

식사 (Meals)
리조트가 마을에 위치하여 인근에 식당 등은 따로 없어 전체 식사까지 포함된 다이빙패키지로
진행된다. 매일매일 다양한 현지음식과 각국의 음식을 제공하며 아침 7시~밤 10시까지 대호 바
Deho Bar를 운영하여 함께 모여 다이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5 ~6 리조트의 바다을 향해 있는
식당과 투어중 즐겨마신 빙땅맥주
7	쾌적하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다이빙
보트

직원 (Staff)
무슨 부탁이든 들어줄 것 같은 리조트 스텝들과 오디씨 다이버스(Odysse Divers) 다이빙팀의
전문적인 가이드는 짧은 기간 동안 마나도 최고의 리조트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저력을 확
인할 수 있다. 안전한 다이빙과 편안한 서비스를 위해 소그룹으로 다이빙가이드를 한다. 이곳에서
도 장비를 전부 옮겨주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7

주므로 아주 편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나이트록스와 테크니컬 다이빙을 실시하여 차
별화된 전문 다이빙시스템을 제공한다.

2012 January•February

133

SEAWORLD
팔라우 씨월드

DIVE CENTER IN PALAU
체험 다이빙의 변화가 시작된다!
맞춤형 체험다이빙
세계적으로 유명한 팔라우의
모든 다이빙 사이트 안내
●
●
●

●

●

수영을 못해도 간단한 안전교육만으로 가능합니다.
진정한 수중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다이버도 상어를 보기 위해 다이빙포인트로 가
는 것을 팔라우에서는 스노클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포인트로 꼽히는 팔라우, TV나 사진으로보
던 수중세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스피드보트를 타고 먼 바다로 향하는 보트 다이빙

다이빙스케줄 (Diving Schedule)
다이빙 전용배로 부나켄 국립공원과 마나도 인근의 다이빙
을 진행한다. 일반 스피드보트와는 다르게 탈의실, 화장실이 설
비되어 있는 3대의 다이빙전용선은 타월과 시원한 혹은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다이빙 후 제공한다. 선덱이 있어 다이빙 중간중
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구급상자와 DAN 산소공급 그리고
긴급상황을 위한 위성전화를 구비하고 있다.
인근의 마나도 사이트는 5~10여분 거리이며 부나켄 지역도
20~50분 소요된다. 여기에 스페셜 트립으로 2시간 보트로 이
동하는 방카 섬, 차량으로 이동하는 렘베 다이빙까지 데이트립
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도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개인적인 물품 등을 미
리 준비하여야 한다. 이 다이빙보트에서 모든 다이빙은 이루어
진다. 다이빙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오면 4시 전후가 된다.
우리일행도 4일 다이빙 일정 중 3일은 부나켄 국립공원과 마
나도 인근의 다이빙을 진행했고 1일은 렙베를 데이트립으로 진
행했다. 무난한 일정이였다 이 곳으로 투어준비를 할 때 이런
일정도 괜찮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2

www.seaworld-palau.co.kr
PO Box 10245 KOROR PALAU 96940
전화 : (680) 488-8686
		 (680) 779-8308
(070) 8624-8686
팩스 : (680) 488-5152
서울 : (02) 798-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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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트안에는 위생적으로 개인컵과 타올을 준비해준다.
2	부위에서 다이버를 기다리는 다이빙보트

국내 리조트 소개

럭셔리 리조트에서 럭셔리 다이빙의 진수를 즐겨보자!

강원도 양양군 38마린리조트
우리나라에는 38선이란 이름이 많이 있다. 동서로 그어진 38도선을 기준으로 38선 휴게소,
38선 쉼터, 38선 야영장 등등 이루 헤아릴 수없이 38선이란 이름이 많다. 그 중 강원도 양양
군 현북면의 38선 그곳에는 국내 최대 최고의 다이빙 리조트 38마린리조트가 있다. 대지
1500㎡(450평)에 연면적 2000㎡(600평) 규모의 3층짜리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서 1일 150명
수용이 가능한 숙소와 3.8m 교육용 다이빙 풀, 카페, 단체식당, 세미나실, 50여명이 동시에 샤
워할 수 있는 샤워실, 바비큐장, 깨끗하게 정리된 정원과 여러 개의 테라스를 포함한 각종 편
의시설들, 특히 잔디가 잘 자란 정원은 다이버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고급스럽고
깔끔한 시설들은 여기가 한국인지 해외의 유명 리조트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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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이성우

사실 필자는 동해안 다이빙 리조트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강원도 동해안 통이라 자부하
지만 38마린리조트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간혹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리조트시설이 참 크다고만
생각했고 리조트 앞바다에 있는 조도라는 섬에서의 다이빙만 흥미롭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리조
트를 방문해보니 커다란 규모와 각종 편의시설들 그리고 시설들의 관리상태 등이 해외의 고급리
조트와 같거나 더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직 38마린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없는 다이버라면 늘 다니던 곳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경
험과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즐겨보라고 권하고 싶다.

리조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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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MARINE RESORT
다이빙 포인트 소개
천혜의 다이빙 포인트 조도
필자는 오래전에 친구의 어선을 타고 양양 남애항에서 출발하여 이곳 조도까지 와서 2회의 다
이빙을 한 기억이 있다. 물론 그때는 이곳에 리조트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이다.
섬앞에 해군기지가 있었고 군의 관리가 강할 때라 다이빙리조트의 “리” 자도 입밖에 못 낼 때 였
다. 당시 조도다이빙의 기억으로는 섬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암초는 수중으로 이어지고 수중에
는 집체만한 암초들이 얼기설기 엮이면서 작은 미로와 아치를 만들어 원시림 지역을 방불케하는
해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인상적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38마린리조트를 이용하여 마음 편하게 조도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
었는데 역시 필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동해안에도 백화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걱정이 많지만 이
곳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무성한 해조류들, 다양한 해양생물, 탁 트인 수중시야,
다양한 모양의 암초들이 20여년 전이나 변한 것이 없었다.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편안하게 조도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북동풍이 잦은 겨울철은 조도다이빙의 잇점이 크다. 즉
조도가 북동풍과 파도를 자연스럽게 막아주어 섬 남서쪽에서 안정적으로 다이빙투어를 진행할
수 있다. 조도라는 섬 다이빙의 특징은 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어지는 암초들로 인하여
표면부터 바닥까지 수심대별로 다양한 포인트에서 다양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성에서 본 조도

조도
2~20m, 약5분
조도는 새들의 섬이라는 뜻이다. 남해안은 흔한
게 섬이지만 동해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섬 가운
데 하나인 조도는 표면에서부터 20m 수심대 까지
이어져 있고 방향별 수심별 다양한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이다. 조도에는 30개의 다
이빙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 그만큼 광활하고 다양
하며 흥미롭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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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의 모습

외솔 포인트
8m월 포인트, 약5분
하륜과 조준의 하조대 정자 밑에 자리 잡고 있
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따온 포인트 명이다. 깊은
수심은 아니지만 월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이다. 수심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리 만만히 볼 포인
트는 아니며 오히려 중 상급자들이 즐기기에 적당
한 포인트이다.

새섬 포인트
12m, 약5분
새섬은 조도와 같은 뜻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파
도가 잔잔한 날이면 수중봉우리를 내밀어서 새들
이 잠시 쉬었다 가곤 하는 새섬 포인트, 동해안의
이런 포인트는 대부분 담치(홍합)들이 많이 서식하
는데 이곳 새섬도 담치바위라 할 만큼 담치 군락지
이다. 또한 동굴 같은 느낌과 고래 뼈가 많이 발견
되는 포인트이다.

퓨전 포인트
12m, 약6분
퓨전 포인트는 자연암반과 인공어초가 조화롭게 어울러진 포
인트 수심이 낮아서 초급자 교육용으로 적당하며 해조류와 산
호류가 잘 발달된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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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취 포인트
15m, 약6분
커다란 봉우리를 중심으로 돌다 보면 작은 동굴과 아취를 만
날 수 있고 벽면으로는 산호들이 잘 발달해 있다. 또한 각종 갯
민숭달팽이류와 새우류를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
형을 따라 상승하다 보면 자연 감압이 되는 안전한 포인트이다.

피라미드 포인트
17m. 약10분
누군가 피라미드를 쌓다가 지쳐서 그만 둔 모양의 인공어초
포인트이다. 피라미드 사이를 통과해 보는 재미도 있고 가리비
등 각종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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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 포인트
19m 약7분
중세시대에 수로를 내어 놓은 듯한 느낌의 포인
트이며,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느낌
이 드는 포인트이다.

태백산맥 포인트
20m, 약7분
조도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포인트이다. 육지
의 형상을 바다에 이어 놓은 듯한 느낌이며, 굽이
굽이 봉우리들이 있어서 사진촬영 및 특별한 이벤
트다이빙을 해 보기에 적합한 포인트이다. 수중 보
물찾기, 수중방향 찾기 등 다양한 재미를 창출할
수 있다.

센드블럭
30m, 약10분
오랜 시간 동안 모래벌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포
인트, 다양한 말미잘류와 산호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다. 더불어 우럭, 쥐노래미 등 토착성 어류
들이 집 삼아 터를 잡고 있는 포인트이다.

딥 어비스
40m, 약12분
딥 다이빙 포인트로서 감압다이빙을 해볼 수 있
는 포인트이다. 1m급 대형말미잘들이 동산을 이루
고 있으며 말미잘 동산을 구경하다 보면 자칫 공기
고갈을 미쳐 신경 쓰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공기
소모량을 자주 체크해야 하는 깊은 수심의 포인트
로서 최 상급자용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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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 포인트
20m, 약6분
이글루 모양으로 생긴 대형 철제 인공어초이다. 내부는
복잡한 철 구조물로 엮여 있으며 철 구조물에는 각종 부착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작은 생물촬영에 적합하며 시야가
좋은 날엔 광각사진으로 이글루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경 포인트
22m, 약6분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 같이 모래지역에 우뚝 솟은 자연암
초 포인트로서 각종 말미잘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이
다. 사방이 모래지역이므로 필히 하강라인을 이용하여 입수
해야 하며, 입수하면 큰 우럭들과 쥐노래미, 각종 말미잘들
이 당신을 반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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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다이빙

김건석의 포토리포트

서귀포 수중포인트를 가다
- 마지막 인사

글/사진 김건석

차가운 바람에 체온이 조금씩 떨어져 있지만 주말에 다이빙
을 하기 위해 옹기종기 부두에 모여 있는 다이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조금은 추운 듯 발을 동동 굴려 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새 춥다는 느낌도 사라지고 탱크와 다이빙장비를
배에 올리고 곧 만날 서귀포 수중비경에 기대에 찬 다이버들은
신이나 있다. 모두들 육상보다 따뜻한 수중으로 다이빙 할 생각
에 더욱더 신이나 있나 보다.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했다고 하면 누구나 찾아 왔을 서귀포
는 이제 많은 다이버들에게 알려져 있다. 처음 필자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포인트 지명은 잘 알고 있
지만 다이빙 포인트들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서귀포 수중포인트들을 많은 이에게 알려 주
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렸다. 그동안 나름대로 다이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
게 다이빙 포인트의 특성을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했
지만 아직까지 소개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은 아쉽지만
이것으로 “서귀포 수중포인트를 가다”를 끝내려 한다. 뒤돌아보
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좀더 섬세하게 적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필자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생각이 깊어지면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금 글을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
며. 다음에 다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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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②

제주도의 인공어초
<팔각 삼단격실형 강제어초>

글/사진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인공어초란 ?

인공어초 시설 및 수중구조물
인공어초 효과조사, 해양조사
수중비디오촬영, 수중사진촬영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뭇가지를 엮어 호수나 강 또는 바다에 넣어두면 물고기들이 모
여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먼바다에도 침몰되어진 배 주위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
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면 어획량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다.
인공어초는 이러한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하여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을 위해 산란장이
나 서식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구조물” 즉 한마디로 물고기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인공어초의 시초는 1971년에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로 제작되었던 콘크리트 사각
형 인공어초와 수명이 다한 선박(고선 어초) 56척을 바다에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전국 연안에 인
공어초를 시설하여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공어초는 대부분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만들어 왔으나, 최근에는 바이오 세라믹과 같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인공어초의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생물 종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양의 인
공어초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인공어초가 시설된 어장에서는 각종 물고기가 모여들게 되어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의 산란장
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성육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뿐
만 아니라 부정 어업을 방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배양
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의 인공어초는 어촌마을어장의 중심 수심인 8~15m에 많이 집중되지만 깊은 수심의 물고
기의 위집을 위해 깊은 수심에 강제로 넣는 인공어초도 있다. 보통의 수심이 40m에서 60m까지

1	제작완성사진
2 바지선에서 투하
3 해상 투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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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이런 깊은 수심에는 H빔 소재인 강제어초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어초가 많다. 이처럼 인
공어초는 어장의 물고기 위집효과나 해양환경을 살리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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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삼단격실형 강제어초 안의 줄도화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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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다이버와 수중사진가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피사체 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제주도에 시설되어진 어초 중 “팔각 삼단격실형 강제어초”를 소개하고자 한다.

팔각 삼단격실형 강제어초의 형태 및 제원
바닥층인 1단과 어초중간층인 2단 및 3단은 H-빔과 L-형강으로 구성된 테구조와 그 테두리를
철판으로 격실을 구성함으로서 면구조를 적절히 조화시켜 정착성어류인 I형 어류와 중층 유영어
류인 II형 어류의 위집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상부층에는 측면 테두리와 최상부를 철판으로
둘러싸 수면 위에서 내려오는 직사광선을 막아 음영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어초 내부와 어초
주위를 유영하는 II형 어류와 회유성 III형 어류의 위집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바닥층에서 상
부층으로 올라 갈수록 좁아지는 팔각피라미드 형태로 어초의 무게 중심이 하단부에 있어 파랑이
나 조류에 의한 어초의 활동과 전도에 대하여 안정되게 설계되었다. 바닥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
갈수록 좁아지는 팔각피라미드 형태로 어초로 인한 그물걸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승이나 채낚
기 어로 활동시에도 줄걸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철판으로 둘러싼 면구조는 상부
가 절두된 다각뿔형상으로 조류의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와류와 용승류 발생이 용이하게 설계되
어 저층의 영양염류를 어초 최상부 및 수면 위로 끌어올려 각종 유치자어의 먹이인 플랑크톤을
공급하는데 유리하도록 하였다.
<어초의 형태 및 제원>
어초명

내
크기(m)

12×12×10.7
3

실용적(m )

4.3

중량(ton)

36.9
3

단위체적중량(t/m )

7.8(평균)

3

제작강도(kg/cm )

2,400

팔각삼단격실형
강제어초
소요자재

H-Beam

150×150×7×10 (407m)

H-Beam

125×125×6.5×9 (145m)

H-Beam

100×100×6×8 (211m)

(1기당)
ㄱ-형강
Pla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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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100×100×7 (112m)
1	치어무리
2 불볼락무리와 줄도화돔 무리
3	격실안 치어무리

50×50×6 (611m)
2

6mm, 20mm (277m )

3

4

6

5

7

8

이 팔각 삼단 격실형 강제 어초는 크기가 가로 세로 12m 라는 거대한 어초이다. 팔각 삼단 격
실형 강제 어초는 어린치어와 회유성 어종 등이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판에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등의 해조류들 많이 붙어 있어 바다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킨스
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과 수중사진을 하는 다이버들에게도 볼거리와 좋은 피사체 거리를

9

4	조명과 개실외부 치어무리
5	자리돔과 쥐치 무리
6	격실안 수중비디오 촬영하는다이버
7	수중비디오 다이버
8	수중비디오 다이버
9	샘플채취하는 다이버

제공하지만 깊은 수심이다 보니, 숙련된 어드밴스드 이상의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팔각삼단객실형 인공어초의 간단한 수중촬영 팁을 드리자면, 수중사진가들은 어초안에서
물색과 물고기와 인공어초구조물을 담아 상향 앵글로 구도를 잡으면 힘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
다. 작은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따라 역동적인 사진도 만들 수 있다. 때론 어초 외부 주변에서 물고
기들의 이동 사진과 밀집되어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어초 내부는 물고기들의 출입과 휴식처를 위해 넓은 입구 부분과 격실을 두어 다이버가 어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육중한 크기와 무게이다 보니 난파선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팔각삼단객실형강제어초는 우창종합건설(주)에서 설계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시험어초 기간을
거쳐 현재 상용화 되어 있다.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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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주도의 더 많은 지역에 설치

자리돔 무리

될 예정이다. 그래서 제주 바다환경에 더 좋은 변화를 주길 기대하며 제주도를 찾는 다이버들에
게 또 다른 재미와 수중사진을 하는 다이버들에게 인공어초 촬영이라는 주제 있는 사진촬영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글을 빌어 육상사진과 팔각삼단객실형 어초제원을 제공해주신 우창종합건설(주) 김창일 차
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필리핀 아닐라오의 최고급 다이빙 리조트

Monte Carlo Resort
The Invitiation of Luxury Diving Resort

▶ 마닐라 공항에서부터 모든 서비스 시작!
▶ 아일랜드 호핑, 피크닉 다이빙, 요트 세일링 투어 가능
▶ 최적의 조건을 갖춘 다이빙 포인트
▶ 고품격 다이빙 여행과 골프 여행
▶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완벽 구비!
(총 50여 세트의 렌탈장비, 100여개의 탱크와 대형 콤프레서)

▶ 체험다이빙과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 가능
▶ 전용 수중카메라룸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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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y. Majuben, Mabini, Batangas, Philippines
http://www.mcscuba.com http://cafe.daum.net/montecarloresort
070-8285-6306 / (63)927-52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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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
제4회
카메라는 생산될 때 피사체를 촬영할 때 흰색은 너무 희기 때문에 약간은 어둡게, 검은색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약간은
밝게 조정되어서 출시가 된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하면 흰색이 많은 피사체는 약간 어둡게, 검은색이 많은 피사체는 약간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밝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된다. 사진이 실제 색과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면 흰색이 많은 피사체는 원래 흰색대로 희게, 검은색이 많은 피사체는 원래 색대로 검게
표현이 되게 되므로 실제 색과 같게 한다.

글/사진 구자광

색온도(Color Temperature)
광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한 것을 색온도라 한다. 광원 자체의 온도는 아
니며, 절대 온도(˚K)로 표시한다. 색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의 비율이 높아지고, 색온도가 높아
질수록 푸른색의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색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처럼 보이게 되는데 물리학
에서는 광선의 파장을 비교, 측정하는 기준에 쓰이며, 카메라에서는 컬러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
본적인 규격으로 쓰인다. 색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보통 크로머 미터(Chroma Meter)를 이용한다.
색온도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지 않고 주간에 태양광이 비치는 곳에서 촬영하면 문제가 없
다. 하지만 형광등 밑에서 찍게 되면 푸르게 나타나고, 백열등 밑에서 찍으면 노랗게 나타난다. 일
출이나 일몰 때에 사진을 찍으면 실제 보이는 색감대로 표현되지 않고 푸르거나, 노랗거나, 빨갛게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색온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색온도는 맑은 하늘의 주간 광을 중심으로 한다. 이때의 색온도가
5,500K이다. 5,500K를 중심에서 값이 내려가면 붉은색을 띠며, 높아지면 푸른색을
띠게 된다. 일출과 일몰 때는 태양의 적정 색온도 2,000K~3,000K로 설정해 놓고
찍으면 실제 보이는 색과 유사하게 표현된다. 만약 일몰을 찍는데 더 붉게 찍고 싶
으면 색온도를 2,000~3,000K보다 낮게 설정하고, 푸르게 찍고 싶으면 색온도를
2,000~3,000K보다 높게 설정하면 된다.
색온도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0K : 촛불 불꽃
•2,500K : 석유램프 불꽃
•3,000K : 백열등
•3,500K : 할로겐등
•4,000K : 백색 형광등

색온도(Color Temperature)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색온도는 3,000K~7,000K이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놓고 찍으면 카메
라가 자동으로 3,000~7,000K 사이에서 적정한 값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일출 때와 일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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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온도를 측정하는 크로머 미터
(Chroma Meter)

색온도가 2,000K~3,000K이므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찍을 경우에 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사진이 일정한 색
감으로 나오지 않고 푸르거나 붉은 경우가 많다.
적정 색온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값을 알면 원래 의도대로
푸른 하늘은 더 파랗게, 붉은 하늘은 더 붉게 찍을 수 있다.
•맑고 푸른 하늘

: 10,000~20,000K

•흐리고 푸른 하늘

: 8,000~10,000K

•안개 낀 날

: 8,000K

•흐린 하늘

: 7,000K

•구름을 통과한 햇빛

: 6,500K

•여름 평균 태양

: 5,500K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 햇빛

: 4,000~5,000K

•일출 또는 일몰 때

: 2,000~3,000K

<팁> 캘빈온도(Kelvin Scale, 색온도)
영국의 물리학자 캘빈(William Thomason Kelvin, 1824~1907)
이 1848년에 물체의 색과 온도를 결부시켜 만든 온도 체계를
말한다.

광원에서부터 분류되는 다양한 분광을 나타내는 단위로, 캘
빈온도, 즉 ˚K로 표시한다. 인간의 눈으로는 가시광선을 백색
으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짙은 청색에서 밝은 적색까지 퍼져 있
다. 해 뜨기 전은 푸른색이 강하고 붉은빛이 부족하며, 해가 뜨
고 질 때에는 푸른빛이 약하다. 즉, 색 온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
인데 자연광의 경우 시간과 날씨에 따라, 인공광의 경우 광원과
전압 등에 따라 색 온도가 변한다. 한편 컬러 필름은 인간의 눈
과 같은 순응 작용이 없기 때문에 색온도 변화가 촬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해서는 색
온도에 따라 적절한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이처럼 광원에 따라 색이 변화되어 보이지만 인간의 눈은 광
원을 판단하여 백색을 백색으로, 적색을 적색으로, 자연스럽게
판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디지털 카메라에 응용한
것이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WB)의 기초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광원 또는 화이트 밸런스를 전
혀 생각하지 않고 촬영해도 본래의 색에 근접한 화상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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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는 자동으로 화이트

여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밸런스를 맞추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Auto White Balance,
AWB)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촬영 전에 자동으로 광

특별한 광원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

원의 종류를 인식하여 백색이 순백색이 되도록 색상보정을 자

는 광원 아래에 직접 18% 그레이 카드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동으로 실행한다. 다만 백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사체에

있다.

백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AWB가 적정하게 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면 사진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설정을 시도해 보는 것은 향후 촬영에 많

화이트 밸런스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백색을 기준으로 사진
의 색 어울림을 청색, 적색 등으로 조정한다. 빛의 3원칙에 의해

은 도움이 된다. 같은 풍경이라도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전혀 다른 색 일치가 일어난다.

태양광의 백색은 RGB의 모든 파장을 포함된 색으로 이것을 기
준으로 한다.

카메라 중에는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의 설정을 변경하여
2~3종류의 화상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은 자동으로 각각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여 화상을 얻

경우에는 AWB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을 때 수동으로 광원의

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팅'(White Balance

종류를 설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색 일치를 얻을 수 있다. 그

Bracketing)이라고 부른다. 화이트 밸런스의 변화에 따라 색 일

기능을 이용한다면 석양의 빛에 비친 흰색 건물이 주간에 태양

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거나 화이트 밸런스 설정에

광으로 본 색에 가깝게 보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석양의

자신이 없는 경우에 편리한 기능이다.

붉은 빛이 흰색 건물에 물들어 분위기를 만든 풍경을 촬영하려
면 AWB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자가 화이트 밸런스를 태양광이
나 그늘 밑 등으로 설정하면 된다.

화이트 밸런스 설정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화상을 RAW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 RAW 파일은 이미지 센서가 디
지털화된 데이터 원본 자체를 촬영자가 현상할 수 있는 파일이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카메라 종류에 따

다. 사용자가 현상하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기

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맑은 날, 흐린 날, 실내, 백색등, 형광등, 플

때문에 설정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RAW 파일

래시 등 화이트 밸런스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은 JPEG 등의 압축 이미지보다 이미지 데이터의 용량이 매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색온도를 캘빈온도 단위의 숫자를 입력하

크다.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지 않는 사진(좌)과 조정한 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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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글/사진 김동혁, 구자광

최근에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다이버들이 자그마한 카메라로 바닷속 풍광이나 수중생물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런 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콤팩
트 카메라를 방수 하우징에 넣은 것으로 일명 똑딱이 카메라락 불리운다. 본고에서는 방수 카메
라의 선택과 취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수중에서 콤팩트 카메라의 자동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
는 초급기법부터 콤팩트 카메라의 수동기능과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고급기법까지 초
보자도 쉽게 이해하여 누구나 쉽게 수중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부. 수중사진과 방수 카메라
수중사진
요즈음은 열대 바다를 찾아 스킨스쿠버 다이빙(Skin Scuba Diving)을 즐기며, 바닷속의 풍광
이나 수중생물의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때 일명 똑딱이라하는 콤팩트 카메라를
방수 하우징에 넣어 사진을 찍는다. 이때 촬영된 사진을 수중사진(Underwater Photograph)이라
한다.

콤팩트 카메라로 찍은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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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똑딱이 카메라

요즈음은 디지털 카메라를 ‘디
카’ 라고 줄여서 호칭하는 것
이 보통이다. 또한 콤팩트 디
카를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는데 똑딱이의 의미는 구도
만 맞추어 셔터만 가볍게 똑딱
하고 누르면 노출과 초점이 자
동으로 맞추어져 쉽게 촬영되
는 카메라를 말한다.

똑딱이 카메라를 방수 하우징에 넣은 방수 카메라

방수 카메라
수중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방수 카메라이다. 물속이나 물에 가까워 침수될
가능이 있는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방수 카메라(Water Protected
Camera)를 사용해야 한다. 방수 카메라는 카메라를 물로부터 보호시켜 주는 방수 하우
징(Housing)에 넣은 것을 말한다. 방수 하우징을 프로텍터(Protector) 또는 방수 케이스
(Case)라고도 호칭한다.
방수 카메라는 계곡물,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여가를 보내며 물속에서 아이들의 노
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도 이용된다.
방수되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디카)를 잘 활용하면 전문 수중사진가 못지않게 좋은
수중사진을 찍을 수 있다.
요즈음은 작고, 가볍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Compact Digital
Camera)가 시판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한 모
델도 있다.

콤팩트 카메라와 방수 하우징의 종류
콤팩트 카메라는 작고 가벼워서 언제든지 휴대하고 다니기에 용이하다. 게다가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DSLR 카메라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하여 부담가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사진뿐만 아니라 수중
사진을 찍기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작동법을 습득할 수 있는 것
에 비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중에는 여러 카메라 제조회사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워낙 많은 종류의 새로운
기종들이 판매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가격과 성능 그리고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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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조사의 최신 콤팩트 카메라
니콘 Coolpix P7100

니콘의 Coolpix P7100

판타씨의 방수 하우징(FP7100)

• 유효 화소수 : 1001만 화소
• 렌즈 초점거리: 28∼200mm(35mm 환산 시)
• LCD : 3.0형(7.62cm), 92만 화소
• 측광 방식 : 멀티 패턴, 중앙부중점, 스팟
• ISO : 100∼1600
• 셔터 스피드 : 60∼1/4000초(M모드)
• 조리개 : f2,8∼f5.6
• 촬영모드 : M, A, S, P, 자동
• 메모리 카드 : SD, SDHC, SDXC
• 데이터 형식 : JPEG, RAW
• Full HD 동영상 지원

니콘 Coolpix S8200

니콘의 Coolpix P7100

판타씨의 방수 하우징(FP7100)

• 유효 화소수 : 1610만 화소
• 렌즈 : 25∼350mm (35mm 환산 시)
• LCD : 3.0형(7.62cm), 92만 화소
• 측광 방식 : 멀티 패턴, 중앙부중점
• ISO : 100∼3200
• 셔터 스피드 : 4∼1/1600초
• 조리개 : f3.3∼f5.9
• 촬영모드 : 자동 촬영, 장면
• 메모리 카드 : SD, SDHC, SDXC
• 데이터 형식 : JPEG
• Full HD 동영상 지원

올림푸스 XZ-1

올림푸스의 XZ-1

올림푸스 방수 하우징(PT-050)

• 유효 화소수 : 1000만 화소
• 렌즈 초점거리: 28∼112mm(35mm 환산 시)
• LCD : 3.0형(7.62cm), 61만 화소
• 측광 방식 : 디지털 ESP, 중앙중점평균, 스팟
• ISO : 100∼6400
• 셔터 스피드 : 60∼1/2000초
• 조리개 : f1.8∼f8.0
• 촬영모드 : M, A, S, P, 자동
• 메모리 카드 : SD, SDHC, SDXC
• 데이터 형식 : JPEG, RAW
• Full HD 동영상 지원
소니 DSC-HX9V

소니의사이버샷(DSC-HX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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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켈라이트의 방수 하우징

• 유효 화소수 : 1620만 화소
• 렌즈 초점거리: 24∼384mm(35mm 환산 시)
• LCD : 3.0형(7.62cm), 92만 화소
• 측광 방식 : 자동, P, M, S, A
• ISO : 100∼3200
• 셔터 스피드 : 15∼1/2000초
• 조리개 : f3.3
• 촬영모드 : 자동, M, A, S, P
• Full HD 동영상 지원

캐논 PowerShot S100

캐논 Powershot(S100)

캐논의 S100 방수 하우징(WP-DC43)

아이켈라이트의 캐논 S100
전용 방수 하우징

파티마의 캐논 S100 전용 하우징

• 유효 화소수 : 1210만 화소
• 렌즈 초점거리: 24∼120mm(35mm 환산 시)
• LCD : 3.0형(7.62cm), 36만 화소
• 측광 방식 : 평가, 중앙중점평균, 스팟
• ISO : 80∼6400
• 셔터 스피드 : 15∼1/2000초
• 조리개 : f2,0∼f8.0(W), f5.9∼8.0(T)
• 촬영모드 : C, M, Av, Tv, P, 자동
• 메모리 카드 : SD, SDHC, SDXC
• 데이터 형식 : JPEG, RAW
• Full HD 동영상 지원

파나소닉 루믹스 LX3
• 유효 화소수 : 1000만 화소
• 렌즈 초점거리: 24∼100mm(35mm 환산 시)
• LCD : 3.0형(7.62cm), 46만 화소
• 조리개 : f2,0∼f8.0
• 촬영모드 : M, A, S, P
• 메모리 카드 : SD, SDHC
• 데이터 형식 : JPEG, RAW
• Full HD 동영상 지원

파나소닉의 루믹스3(DMC-LX3GD)와 방수 하우징

방수 하우징은 대부분 카메라 제조 회사 또는 하우징 전문 업체에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논, 올림푸스 등 카메라 제조 회사에서 전 기종은 아니지만 몇몇 제품에 한하여 자
체적으로 방수 하우징을 제작하고 있고, 카메라 제조 회사는 아니지만 아이켈라이트, 씨앤씨, 이
논 등 수중 하우징 전문업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방수 하우징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방수 하우징은 재질에 따라 크게 폴리카보네이트(PT)로 만들어진 하우징과 알루미늄 하우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PT 하우징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지만 수중에서 열전달이 잘 되지 않아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알루미늄 하우징은 열전달이 우수하여 결로 현상을 걱정할 필

TIP

일반적으로 방수 하우징은 여
러 카메라와 호환성이 없다.
즉 하나의 방수 하우징은 한
가지의 카메라에만 사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선
택할 때에는 방수 하우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격
과 성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는 없지만, PT 하우징에 비해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PT하우징과 알루미늄 하우징의 장단점
구분

PT 하우징

알루미늄 하우징

무게

가볍다.

무겁다.

가격

저렴하다.

비싸다.

스트로브

내장형, 외장형 가능

외장형

열전도

나쁘다.

우수하다.

방수 수심

30m 전후

30m 이상

수중에서의 부력

중성 또는 가볍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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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기술 ①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브마스터” 1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이브마스터는 다이브리더인가? 머슴인가?
어떤 곳에서는 다이브마스터가 깔끔하고 프로다운 옷차림으로 다이브로스터를 적으며
다이버들의 안전을 체크하고, 다이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좋은 친구로, 때로는 강사와
마찬가지로 부러움을 받으며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코스를 마칠 수 있도록 강사를 도와준
다. 좋아하는 다이빙사이트를 다이버들과 함께 다이빙을 즐기며 가이드를 하면서 일반다
이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손님들의 술안주를 마련하기 위
하여 홀로 먹거리 잠수를 하고, 또한 먹거리를 손질해서 술 대접을 하면서 가시지 않는

글/사진 정상우

생선비린내에 한숨을 내쉬곤 한다. 하루에 수십 명의 체험다이빙을 하고, 끝나면 다이버

마린마스터 대표
PADI 코스디렉터 #81698
PADI 드라이슈트 스페셜티 강사 트레이너

들의 장비와 짐을 나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주변 모든 이들의 잔시중까지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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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도 모자라 원치 않는 술자리에서도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강
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마음을 다져 잡는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국내 외에서 두 경우의 다이브마스터를 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이브
마스터는 프로레벨의 시작 단계이면서 아마추어 다이버들이 본 받아야 할 다이빙 전문가이다. 물
론 높은 다이버 등급으로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배움이 결여된 상태로 스스로
머슴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이브마스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브마스터란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며, 어떠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과연 다이브리더의 자질이 있는 다이브마스터인지를 평가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 명의 다이브마스터들과 다이브마스터를 트레이닝 시키는 강사들을 떠
올리며 글을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이브 마스터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나?
다이브마스터는 다이빙에 대한 열정, 즐거움과 함께 윤리
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옛부터“대자연을
벗하여 살아온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다이
브마스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열정과 대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다이버들에게 전하는 다이빙 메신저이
다. 따라서 다이브마스터는 다이버들에게 모범적인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다. 스스로가 윤리적
이고 모범적이지 않는다면 얼마 안가서 다이버들에게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만약 다이브마스터들이 “다이빙에 안전수칙
과 기본을 어기면서 모험을 즐긴다”라고 말한다면,“그 용맹함
을 군에 입대하여 전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후배 다이버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스스로 리더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몇 년 전 환경보호이벤트에 가족과 다이버들과 참가한 적
이 있었다. 강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다이버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는 행사를 하였다. 모두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부 강사와 다이
버들이 이벤트를 하는 척만 하고 뒤쪽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는 마치 열
심히 하는 척 쓰레기옆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얄미운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행동은 다이버가 가
져야 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인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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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행사를 할 때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하여 더불

으로 자격을 갖춘 보조로서의 강사보조능력, 다이빙 조직 관리

어 함께하는 진심어린 마음이 필요하다.

능력과 다이빙 환경에 따른 올바른 판단능력, 활동 감독 능력을

다이브마스터는 대자연의 리듬과 같이 호흡하며 나가야 하

위한 트레이닝을 인턴쉽 등을 통하여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다.

기에 다이빙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타의 모범이 되
어야 한다. 어떤 다이브마스터는 자신만이 특별한 다이브마스

다이브마스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터라고 말하며“나는 해도 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돼!”라
고 말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신은 무단횡단을 하면서 아이들에

다이버들은 다이브마스터를 볼 때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

게는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이브

을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마스터는 다이브리더로서 왜 다이브마스터가 되고자 하였는지

선배 다이버라고 생각한다. 강사와 학생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에 대한 목적을 확고히 하고 책임 있는 태도와 굳은 신념, 헌신

함으로서 다이브마스터는 다이버들이 다이빙활동을 지속할 수

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이버는 다이브마스터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우며, 다이빙을

다이브마스터는 어떠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인가?

할 때 궁금한 모든 내용들을 스스럼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다이
빙 방법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체크하며 잘못된 것을 보완할

‘Master’란 사전적의미로 어떤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말한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다. 또한 어렵지 않고 가장 친근하

다. 따라서 롤모델이자 리더인 것이다. 다이빙에 관련된 전문적

게 느끼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브센터에서는 다이버

인 지식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다이빙을 해야 하며, 단체마다 내

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다이브마스터가 꼭 필요한 것이다.

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론부분에서는 다이빙 물리

강사로서 가르치는 것을 제외하고 위에서 살짝 언급한 내용

학, 생리학, 장비학, 기술과 환경, 감압이론, 자격 있는 다이버들

외에도 다이빙 산업 전분야가 다이브마스터의 활동영역에 해당

의 활동 감독, 훈련 중인 학생 다이버 감독, 다이브마스터가 진

된다. 다이브센터의 여행, 장비, 교육상담, 제고관리, 회원관리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등을 배운다.

등뿐만 아니라 다이빙 잡지사 기자, 스쿠바장비 관련 회사, 다

또 강사 수준의 실전 다이빙기술들로는 시범능력, 수영능력,
수중에서 응급상황 대처능력 훈련, 환경평가와 수중지도를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브리핑하는 능력도 필요하
다. 이러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실전에 적용하여 연습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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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풀장, 보트크루, 다이빙여행사, 다이빙클럽 운영자 등등 다
양하다.

나는 과연 다이브마스터로서 다이브리더의 자질이 얼마나 있는가?
다이브마스터의 역할이 광범위 하여 그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압축하여 열 가
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보았으니 한번쯤 체크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1. 긍정적이면서 모범적인 다이빙 철학과 매너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가?
2. 강사수준의 레스큐 능력을 포함한 다이빙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을 시범을 보
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가?
3. 잘 관리된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4.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5. 깔끔한 외모와 매너로 다이버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가?
6. 다이버 인솔시 다이브리더로서 팀원의 안전과 다이빙 계획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위
해 정보를 수집하고 주의사항을 알리며, 필요한 것을 브리핑하고 준비하는가?
7. 다이빙 후 디브리핑이나 피드백을 통하여 다이버들에게 즐거움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가?
8. 교육 중 강사와 호흡을 맞추어 능동적이고 협조적이며, 학생 다이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9. 전체 흐름과 팀웍을 유지시키는데 힘을 기울이며, 리더로서의 빠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가?
10. 모든 것을 실행한 후에는 스스로를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원
인 분석을 하여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멘토와 함께 토론하는가?
지금까지 다이브마스터란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며, 어떠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과연 다이브리더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다이브마스터인지를
평가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빙의 경험만 많으면 다이브마스터가 되는 것
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브마스터 이상의 레벨이면서도 위의 내용들이 생소한 사람도 있
을 것이다.
다이버들에게 인정받는 다이브리더이길 원한다면 머슴
이기를 과감히 버리고 팀원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자
세를 바탕으로 다이브리더로서의 자기 발전을 멈추지 말고
나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대자연을 향한 즐거움과 열정이
다이브마스터가 되어 지속되는 다이빙 인생에 새로운 즐거
움과 도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자. 좀더 나아가서 강사
가 되어서도 모든 다이버들에게 모범이 되는 꼭 필요한 강
사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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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다이빙 ①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ing

(제 2 회)

제2부.
테크니컬 다이빙의 여러 형태
스페셜 스쿠바 다이빙이란 레크리에이션 스쿠바 다이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수심은 30~40m 이상이며, 깊은 수심에서도 잠수시간이 연장되고, 압축공기 대신 혼합기체
를 사용하며, 다이빙 장비도 특수한 장치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영역의 다이빙은 전
글/사진 유재철
Halcyon Korea 대표
SSI Txr 트레이너
GUE Tech 2 diver

문 다이빙 영역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 압축공기 대신 다른 기체를 사용한다.
예: 산소
나이트록스 (산소가 풍부한 공기)
헬리옥스 (헬륨과 산소)
트리믹스 (헬륨, 질소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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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압 다이빙(decompression diving)을 한다.
③ 심해 다이빙(30~40m 이상)을 한다.
④ 재호흡 장치(re-breathing equipment)를 사용한다.
전문 다이빙에서는 그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비교하여 볼 때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
도 있지만 재호흡 장치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위험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정상적인 공기 대신 혼합기
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다이빙 장비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증가
한다. 하지만 탱크에 압축공기 대신에 32%의 산소와 68%의 질
소를 혼합한 기체로 일반 압축공기 프로파일로 최대 40m까지
무감압 다이빙을 한다면 일반 압축공기로 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보다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나이트록스(Nitrox)

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트록스란?

•무감압 한계시간의 연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크게 산소 21%와 질소

•감압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79%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나이트록스도 산

•재 다이빙 시 수면 휴식시간의 단축

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 비율이 조금 다르다.

•재 다이빙 시 잠수 시간의 연장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 산소의 비율은

•다이빙 후 비행기 탑승 대기시간을 감소

높게 하고 질소의 비율은 낮게 한 것을 나이트록스(Nitrox)라고
한다. 산소의 비율이 21% 보다 높은 것을 Enriched Air

나이트록스의 단점

Nitrox(EAN) 또는 EANx라고 부르며, x는 인위적으로 혼합시킨

나이트록스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위험한 요소 중의 하나는

기체의 산소 비율을 의미한다.

수중에서 산소분압이 높은 가스를 호흡했을 때 생기는 생리학
적 문제이다. 보통 1.6ATA 이상에서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생기

나이트록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소의 비율은

는 문제가 산소중독인데 증상으로는 경련, 마비, 의식불명 등이

32%와 36%가 있다. EAN 32는 산소의 비율이 32%인 것이고,

발생하여 다이버를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또 한

EAN 36은 산소의 비율이 36%라는 뜻이다. 미국의 해양 대기

가지는 나이트록스로 다이빙을 할 때도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호흡하기 때문에 압축공기로 다이빙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NOAA)에서는 이 두 종류의 나이트록스를 표준으로 정하여 사

감압병의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다이버가 EANx 감압표의 한

용하고 있다.

계점에 도달하거나 또는 한계점을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공기
다이빙의 한계점 또는 한계를 지났을 때와 똑같은 위험성을 갖

나이트록스의 장점

게 된다.

다이버가 호흡하는 혼합기체 중에 질소의 양을 줄이게 되면
산소의 양이 증가되면서 주어진 수심에서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산소 중독

더욱 길어지게 된다. 만약 감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감압시간(한

•감압병

계시간을 넘었을 때)은 짧아지게 되고, 다이빙을 계속할 경우에

•잘못된 기체 혼합

는 체내에 남아있는 질소의 량은 훨씬 적어지게 된다. 체내에

•부정확한 기체분석

남아있는 질소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반복하여 잠수를 할 때 잠

•산소에 의한 폭발과 화재

수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고, 수면에서의 휴식시간도 짧아
진다. 이러한 효과가 EAN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소와 산소 결핍

또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 다이버가 일반 공기의 다이브 테

산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체이며 무색,

이블이나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감압병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무취, 무미이고 대기 중의 산소의 비율은 21%이다. 따라서 해수

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나이트록스

면에서는 약 0.21ATA의 산소분압이 공급된다. 이것은 인간의
2012 January•February

165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부분압이
0.16ATA까지 내려가면 인간은 산소결핍(Hypoxia)의 징후를 경
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몸속의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맥박수
와 혈압이 증가하게 되며, 호흡도 가빠지게 된다. 산소의 분압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어 산소결핍이 서서히 진행되면 뇌의 기
능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집중력, 사고력, 근
육 조절 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혼란, 불안감, 감정의 기
복 등으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가 오
면 자신에게 이상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실제로 그들은 나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행증(기분이 좋
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식을 잃기도 한다. 만약 산소
분압이 0.12ATA 이하로 떨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산소결핍은 신체 각 조직의 세
포를 파괴하며, 뇌의 조직세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개
0.10ATA(해수면에서 10%)정도면 보통 의식불명이 되고, 치명적
으로 뇌가 손상되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산소중독
중추신경계(CNS)의 산소중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서도 다이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경련이다. 경련이
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더 위험하다.
경련은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으며, 경련이 시작되었을 때 다
이버가 대처하거나 대비책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래서 다이버가 다이빙도중 산소중독으로 이한 경련의 발작은
다이버를 익사로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산소중독의 징후와 증상
(CNS 산소중독은 여러 가지 범위의 증상과 징후가 포함되어
있다.)
•경련
•시각장애, 눈부심, 시야가 좁아진다.
•청각장애, 귀울림
•구토증
• 근육의 경련 - 처음에는 입술이나 얼굴의 근육에 일어나
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소중독의 초기 증상이다.
•과민성 - 혼란, 흥분성, 불안감 등을 포함
•어지러움
그 외의 징후와 증상으로는 딸꾹질, 횡격막의 경련, 호흡곤
란, 기절,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피로감. 의식적인 심장의 움직
임(가슴이 두근거림), 부자연한 늦은 맥박(부정맥). 식은땀 등이
포함된다.
수중에서의 활동량, 추위, CO2 과잉 등은 산소중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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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

•가스 잔압

서 입증되었다. 그리고 산소중독은 1.6ATA 보다 적은 분압에서

• 산소 부분압: 일반 나이트록스에 경우 1.4 트라이믹스 1.3 등

도 발병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높은 PO2가 유일한 원인이

•분석 날짜와 본인 서명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CNS 산소중독은 높은 분압의
산소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즉 시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반드

것이다. 산소의 노출시간이 필요이상 길어지면 산소중독은 낮

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며 시작이다. 이번호에서는 나이트록스에

은 분압일 때도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NOAA에서는

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 몇 가지를 기술하였지만, 다음호에서

산소노출한계시간을 정하였고, 나이트록스 다이버는 1회 또는

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

하루의 산소노출한계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비의 사용법과 장비선택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

NOAA에서는 PO2가 1.6ATA의 가스를 호흡한 경우 1회 잠수에

겠다.

서의 최대노출시간은 45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4시간 이내
에는 150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NOAA 산소 노출 한계표
산소분압

1회 잠수노출 한계

24시간 이내의 노출

0.6

720분

720분

0.8

450분

450분

1.0

300분

300분

1.2

210분

240분

1.4

150분

180분

1.6

45분

150분

가스분석 및 라벨링
나이트록스 다이버는 자신의 산소측정기를 사용하여 탱크
속의 혼합가스를 직접 분석해야 한다. 정확한 분석이 끝나면,
리조트에서 준비한 나이트록스 기록 용지에 분석한 데이터를
기입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탱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기록하여 라벨링을 해야만 한다.
•산소 분압
•MOD(Maximum Operating Depth): 다이빙시에 최대수심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발리
카삭(Balicasag) 섬을 바로 눈앞에 품고 있는 팡글
라오(Panglao) 섬에 있는리조트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인터넷 전화: 070-7667-9641
사무실 전화: 63-38-502-9642
핸드폰: 63-921-499-1859, 63-921-614-2807
홈페이지: http://www.deepper.co.kr
대표: 장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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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다이빙 ②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스페셜티 다이빙

동굴 다이빙의 모든 것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최근 국내에서도 동굴 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동굴 다이빙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이버들 중 극소수 만이 동굴 다이빙을 경험했을 뿐이다.
근래에는 동굴 다이빙의 기본 과정뿐만 아니라 동굴 다이빙 스페셜티인 동굴 스테이지,

성재원

동굴 사이드마운트, 동굴 스쿠터(DPV), 동굴 측량 등의 과정도 소개되면서 동굴 다이빙

SDI/TDI/ERDI KOREA 사무국장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강사 트레이너
DAN 강사 트레이너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강사
인트로 케이브 강사

인구가 예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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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의 효시라고 알려질 만

2

큼 다양한 기술과 장비가 활용된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을 배
우면 단지 동굴 다이빙 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
빙은 물론 스포츠 다이빙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요소들
을 터득할 수 있다.
TDI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동굴 다이빙 탐사와 교육과정
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해 왔다. 따
라서 이번 기회에 동굴 다이빙 전반에 관한 소개 및 교육 과정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동굴 다이빙이란 무엇인가?
수중 동굴은 지하, 해저, 산호초 등에 형성된 동굴로 다이버
가 육상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수중 통로를 말한다.
동굴로 처음 진입할 때 빛이 비추는 공간을 케번(Cavern)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으로 진입하면
서 빛은 점점 약해지고 주위에 빛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곳부터 케번에서 동굴로 바뀐다. 따라
서 햇빛이 없는 야간에는 케번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쿠바 장비를 사용하여 이런 독
특한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동굴 다이버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1 케번 다이빙
2 수중동굴은 생각보다 넓다
3	케번에서도 동굴의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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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다이빙에 대한 오해는 한번도 동굴 다이빙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동굴 다이빙은 물이 채워져 있고 시야가 나쁜 좁은 통로를 작은 라이트를 들고 기
어 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동굴 다이빙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많
은 동굴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깨끗한 시야를 갖고 있고 자동차 여러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통로를 갖고 있다.
스포츠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스포츠 다이버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위험한 짓을 한다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
나 스포츠 다이빙과 같이 동굴 다이빙 역시 적절한 교육과 절차를 따른다면 안전하며 스포츠 다
이빙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얻을 수 있다.

왜 동굴 다이빙을 하는가?
사람들이 동굴 다이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이유로는 아름다운 동굴 조형물을
즐기거나 학술적인 목적 또는 탐험을 즐기기 위해서 일 것이다.

동굴의 아름다움
동굴은 아름답다. 동굴은 동굴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처럼 각기 다양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동굴마다 그 경관과 느낌이 다르다. 다이버들은 종유석과 석순들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동
굴 생성물들이나 점토질의 경사면 등을 좋아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정렬된 생성물들의 형태나
색상을 좋아하기도 한다.

수리학과 지질학
수중 동굴의 수리학과 지질학은 매우 흥미롭다. 동굴 다이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는 물은
어디서 오는지, 지하에서는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흐르는 물의 강력한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하의 조각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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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굴 생성물은 신이 자연이 창조한
예술작품이다
2	동굴은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역사의 창이다

탐험
동굴은 다이버들에게 탐험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마법과도 같은 장소이다. 이미 탐사된 동굴조차
도 무한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에게 왜 다이빙을 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탐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세계
에는 아직도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천 개의 동굴이 존재한다. 동굴은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대상
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동굴들은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장시간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원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동굴 다이버들은 많은 장비를 효과적으로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굴 다이빙 장비들을 동굴까지 옮기는 일이 동굴 다이빙 자체보다도 어려운 경
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과정 자체 역시 흥미로운 탐험의 일부분이다.
동굴 다이빙 방법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다이버들이 지하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복잡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안전하게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즐긴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은
모든 다이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천정이 있는 환경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
하다.

과학적인 탐사
동굴은 지구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축약된 창문이다. 동굴 다이버들은 지질학적인 역사와 물
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통로에 흥미를 느낀다. 동굴 안에서는 많은 화석과 인위적인 가공물들이 발견
되며 대부분 외부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근래에 과학 다이버들은 수중 동굴 내에서 해당 동굴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고유 생물들을 다수 발
견하였다.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와 동물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분류되었다. 이런 발견들은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켜서 가혹한 기후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 다이버들은 식수의 품질을 보존하는 것, 질산염의 수준을 낮추는 것, 지하수 지역을 보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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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과 같은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연구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
는 이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과거 수십 년 간에 걸쳐 발생한 결과이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지하수
층에 들어가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거나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직접 관찰하기도 한다.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점들은 교육과 환경 관련 법령 제정 등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한 역사
동굴 다이빙의 역사는 매우 방대하다. 짤막한 소개 기사 정도로 동굴 다이빙의 역사를 소개하
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굴 다이빙의 기원은 초기 영국에서 썸프(sump) 다이빙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상 동굴 탐험가들은 동굴 통로에 물이 채워져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을 여
러 가지 특수 기술을 활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육상 동굴 구간을 더 탐험할 수 있도록 하곤 했다.
초기의 이런 웅덩이에서 실시했던 다이빙은 현재의 동굴 다이빙과는 크게 달랐다.
스쿠바 다이빙 장비가 보급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동굴 다이빙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
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스포츠 동굴 다이빙은 급속히 대중화 되었고 쉑 액슬리(Sheck
Exley)와 같은 사람들은 체계적인 동굴 다이빙 절차와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쉑 액슬
리(Sheck Exley)가 저술한 기초 동굴 다이빙: 생존의 청사진(Basic Cave Diving : A Blueprint for
Survival)에서는 사고 분석을 토대로 도출해낸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당시에는
동굴 다이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들이 없었으며 대신 탐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이버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라이트, 릴, 부력조절기 등 사용 가능한 장비들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동굴 다이빙 장비와 절차들이 급속히 발전하여 지하 세계로 상당히 먼 거리를 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트는 더 작고, 더 밝으며 고장 날 확률도 더 낮아졌다. 신뢰도가 높아진
다이버 추진장치(DPV)와 재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다이버의 동굴 진입 한계는 다이버의 의지와 지원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동굴 다이빙은 이러한 준비, 노력, 그리고 숙달에 대한 보상이다.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모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동굴 다이버
는 자신의 명확한 동기에 대해 자문해보고 함께 동굴에 들어갈 동료들 중에서 이런 잘못된 동기
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필요한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굴의 종류
실제로 동굴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동굴의 종류는 용해 동굴(solution caves), 썸
프(sumps), 갱도(mines), 얼음 동굴(ice caves),
블루홀(blue holes), 바다 동굴(sea caves), 용
암 동굴(lava tubes), 산호 동굴(coral caves) 등
으로 구분한다.

용해 동굴
용해 동굴(solution caves)은 물에 잘 녹는
암석인 석회암 지역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용
해 동굴은 산성물이 지하에 흡수되어 흐르는
공간의 무기물을 용해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일
부 공기 공간이 존재하는 동굴은 강의 골짜기
나 협곡과 비슷한 반면에 물로 가득 찬 동굴은
관 모양을 형성한다. 이렇게 암석이 용해되는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대부분의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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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약층에 의해 위쪽의 시야가
흐려진 상태

동굴은 수십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다.

2

일부 용해 동굴은 열수(hydrothermal) 활동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런 열수에 의해 형성된 동굴은 일반적인 용해 동굴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된
다고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형태를 띤다. 용해 동굴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지하수에 의해 용해된 다음 공기가 유입되기도 하고 일부 동굴은 계속 물로
채워져 있기도 한다. 동굴 내에 형성되는 동굴생성물들은 동굴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형성된다. 동굴 생성물로는 종유석(stalactites), 석순
(stalagmites), 석주(columns), 유석(flowstone), 종유관(soda straws) 등이
있다.
염분약층(haloclines)은 바다와 근접한 용해 동굴에서 발견된다. 해수는
민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민물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 두 종

3

류의 수계가 마주치는 층을 염분약층이라고
한다. 해수와 민물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염
분약층으로 통과하는 빛은 약간 굴절되어 물
에 기름이 떠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
용해 동굴은 수중 동굴 종류 중에서 가장
넓다. 대개 통로는 여러 갈래로 분기되며 지하
로 수 킬로미터까지 연장된다. 미로와 같은 수
중 동굴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매우 위험하다.
동굴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안전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 주변 인식 능력
이 필요하다.

입구의 형태
육상에서 용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의 형
태는 다양하다. 입구는 종류에 따라 각기 고
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다이버들은 그 특성
1	일부 수중 동굴은 수십킬로미터까지
연장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2	샘으로 진입하는 재호흡기 동굴
다이버

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입구 형태로는 샘(springs), 사이펀(siphons), 씽크홀(sinkholes), 씨노
떼(cenotes) 등이 있다.

샘
샘(spring)이란 땅 속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솟아나온 물은 대개 강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이런 장소는 샘물 특유의 흐름이 나타난다. 수면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
이고 물 웅덩이를 형성한다.
역방향 샘(reversing springs)은 동굴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멈추고 다시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역방향 샘은 계절적으로, 시간대 별로 또는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강 바닥의 변화, 해수면의 변화 등에 의해서도 역방향 샘이 발생하기도 한다. 샘(spring)으
로 진입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샘(spring)의 입구는 비교적 퇴적물이 적다. 퇴적물이 휘저어진다 해도 대개 흐름을 따라 밖으
로 빠져나간다. 샘(spring)에서는 물의 흐름에 따라 입출수할 때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등으로 1/3 법칙 이외에 보수적인 절차를 추가하기도 한다.

사이펀
사이펀(siphon)은 물이 동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다. 사이펀에서 다이빙 할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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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가 일반적으로 진입할 때보다 출수할 때 더 많은 공기를 소모하게 된다. 동굴 안으로 물이 흘
러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에서 퇴적물이 휘저어질 경우 동굴 안으로 유입되어 시야가 탁해질 가
능성이 있다.
사이펀은 샘(spring)보다 부유물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뭇가지, 식물, 퇴적물 등이 사이
펀 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엉키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씽크홀과 씨노떼
용해 동굴은 서서히 만들어지므로 때로는 변화가 일어난다. 동굴의 천정 부분은 약하기 때문
에 무너져서 씽크홀(sinkhole)을 형성하기도 한다. 지상에서 보면 이 구멍은 움푹 들어간 구덩이
와 같이 보이고 때로는 물에 잠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이 가득찬 씽크홀은 연못처럼 보인다.
씽크홀은 동굴 통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인라인(inline), 옵셋(offset), 클로즈드(closed)로
구분한다. 인라인(inline)은 동굴 통로 중앙이 붕괴된 형태이며 옵셋(offset)은 통로 옆쪽이 붕괴된
것이다. 붕괴된 부분에 의해 동굴 입구가 막혀있다면 클로즈드(closed)라고 한다. 대부분의 씽크
홀에는 천정을 형성하던 많은 양의 토사들이 무너져 내려서 원추형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씽크홀에는 두 개 이상의 통로가 형성된다. 물의 흐름이 있다면 물이 흘러나오는
방향이 업스트림(upstream)이고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다운스트림이다(downstream). 이
두 가지 씽크홀의 특성과 위험성은 샘(springs)과 사이펀(siphons)의 특성 및 위험성과 일치한다.
씨노떼(cenote)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우물이나 지하수가 노출된 부분을 의미한다. 많은 씨노
떼(cenote)에서는 관광객들이 수영을 하거나 동물들 또는 지역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기도 한다.
다이버들은 가능한 최근의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이빙 전에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썸프
썸프(sump) 다이빙은 육상 동굴에서 물이 채워진 통로가 나타날 경우 통과하기 위해 잠수 장
비를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썸프 다이빙은 물이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로지르기 위해 한다. 일반적으로 썸프 다이버들은 동굴 다이버들과는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 썸프 다이버들은 동굴을 걷고, 포복하고, 기어오르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고 가벼운 장
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썸프 다이빙은 동굴 다이빙 보다 짧지만 항상 표준 동굴
다이빙에서의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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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Mines)
근래에는 물로 채워진 광산(Mines)의 광산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자연
동굴이 없거나 접근하기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더욱 성행하고 있다. 광산에서의 다이빙은 근본적으
로 동굴 다이빙과 같지만 다이빙을 시도하기 전에 광산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산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구조물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폭약이나 대형 기계들이 사용된다. 이
런 과정에서 주변 암반의 자연적인 힘의 균형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설치된 버팀목이 약화된 곳이나 사람들이 방치하여 엉키기 쉬운 전깃줄, 케이블, 로프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산은 터널 광산, 수직 광산, 노천 광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노천 광산은 천정이 없는 형태
이므로 여기서는dureltj이 교재에서는 터널 광산과 수직 광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터널 광산은 비
교적 수평 형태로 지하로 뚫려있다. 이런 터널은 대개 길이가 길고 분기되기도 한다. 때로는 터널
끝에서 수직 갱도와 연결되기도 하고 구조가 미로와 같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
수직 광산은 수직 형태로 지하로 연결된다. 주로 입구 쪽에 수직으로 짐을 오르내리는 커다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조물이 안정적인지 진입하기 전에 물체가 낙하할 위험
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수직 광산은 여러 개의 터널로 연결되기도 한다.

얼음 동굴
얼음 동굴(Ice Caves)은 매우 독특한 환경이다. 동굴 다이버들 중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얼음 동굴은 빙하와 빙산 내부로 물이 흐를 때 주위 얼음을
녹여서 동굴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얼음 동굴은 얼음이 지속적으로 얼거나 녹으면서 스트
레스에 의한 균열이나 팽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중 얼음 동굴에서의 다이빙은 붕괴, 저체온,
역류 등의 위험성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1	TDI에서 2006년 최초로 탐사한 제주
우도동굴은 용암 동굴이다.
2	용암 동굴 제주 우도동굴의 동굴생성물

블루 홀
블루 홀(Blue Holes)이란 해저 바닥이 둥글게 파인 곳을 말

1

한다. 이렇게 파인 곳이 깊은 수심으로 연결된 경우에 어둡고
푸른색을 띄기 때문에 블루 홀이라 불린다. 이런 동굴들은 해수
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빙하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닥이
200m 이상의 깊이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블루 홀의 형성 과정은 용해 동굴과 유사하며 내부에는 비슷
한 동굴 생성물들이 나타난다. 블루 홀에서 다른 수평 통로로
연결되기도 하며 상당히 긴 거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동
굴에서는 시야, 수류, 파고 등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모든 바다 동굴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일
부 블루 홀에는 산소가 결핍되어 생물이 살지 못한다. 다이버는
지역의 동물상에 익숙해져야 하며 블루 홀에 진입하기 전에 안

2

전과 관련된 규칙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바다 동굴
바다 동굴(Sea Caves)은 파도, 조석 등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이들 바다 동굴은 대개 길이가 길지 않지만 많은 해
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바다 동굴을 형성시킨 요인인 파도,
조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용암 동굴
용암 동굴(Lava Tubes)은 형성기간이 가장 빠른 동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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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다이빙을 즐기는 여성 다이버

용암이 지표면을 흘러내려갈 때 외부 표면이 식으면서 딱딱한
껍질이 형성된다. 그러나 아직 식지 않은 내부의 용암은 계속
흘려내려 속이 빈 터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용암 동굴이 만들
어진다. 용암 동굴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 내부 또는 주
위에 주로 분포한다. 용암 동굴은 여러 개의 층으로 형성되거나
복잡한 미로와 같이 형성되기도 한다.

산호 동굴
산호초는 초보 다이버에서부터 숙련된 다이버까지 대중적으
로 다이빙을 즐기는 장소이다. 산호초들은 통과할 수 있는 아치
형태의 통로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 아치들은 대부분 다이버
가 입구에서 출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짧다. 그러나 일부 산호
초의 통로들은 자연광이 미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런 형태의
터널을 산호 동굴(Coral Caves)이라고 한다. 이런 동굴에 진입
하는 다이버들 역시 일반 동굴에서 필요한 안전 규정들을 준수
해야 한다.
동굴은 그 생성요인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다이버가 느끼는 감동도 동굴에 따라 다르다. 모
든 탐험이 그렇듯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앞
선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경험을 늘려가
면 두려움은 호기심과 감동으로 변하며 그 중독성은 마치 마약
과 같다.
동굴 다이빙은 특별한 사람들이 즐기는 극한의 모험이 아니
라 남녀노소 누구나 케번에서 풀케이브까지 자신의 수준에 맞
게 즐길 수 있는 다이빙이다.
다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멀고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의 감동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선물이기도 하다.
다음 호에서는 동굴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TDI에서는 매년 동굴 다이빙 교육과 멕시코/플로리다 원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8일~27일 멕시코 동굴 다이빙을 진
행한다. www.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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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영 칼럼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기억을 잃어도… 알츠하이머와 싸우는

팻 서밋(Pat Summitt) 감독
글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대학에서 박사학위(미디어전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
중재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 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혹 도시에 말걸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가 있으며, 다문화 TV 프로그램, 아동성폭력의 재현, 가상
리얼리티 장르 등 TV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천일의 약속’은 작가이자 출판기획가인 서연이 서른이라는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야기를 다루어 화제를 모았다. 기억을 잃어가는 그녀의 곁을 지키는 사랑
하는 남자, 지형의 순애보가 감동을 주었으며, 치매와 싸우는 서연의 처절한 모습이 안타까움
을 자아낸 작품이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일과 일상, 취향, 가족과 친구로부터 멀
어지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며, 병과 싸우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
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11년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올해의 스포츠인에 선정되었으며, 미국 스포츠 아카
데미 밀드레드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 격려상을 수상한 팻 서미트 감독(59세)은 여자농
구계의 ‘명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녀가 드라마 속 주인공과 닮은 것은 알츠하이머에 걸렸
다는 것과 그것을 공개했다는 사실이며, 병과 싸우면서 여전히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다.
팻 서미트는 대학시절 테네시 여자농구팀 선수로 활약하였으며, 선수들과 고작 1, 2살 정
도 차이가 나던 22살에 대학팀의 헤드코치가 되었다. 매달 250달러의 월급을 받고 경기를
이끌던 시절, 숙소가 없어 대학 체육관에서 침낭을 깔고 자기도 하였다. 그런 힘든 상황에
서도 그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하여 여자농구 선수로 맹활약한 결과 은메
달을 거머쥐었다. 마침내 1984년 LA 올림픽에서 여자농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아 금메
달을 획득하면서 국가적인 스포츠 영웅의 자리에 올랐다.
1974년 이후 오늘까지 테네시대학의 여자 농구팀을 이끌면서 그녀는 수많은 기
록을 세웠다. 8번이나 팀을 내셔널 챔피언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2006년 테네
시대학과 6년 동안 연봉 13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미국 여자농구 사상

180

Scuba Diver

기억을 잃지 않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서미트 감독. 그녀가 기억을 잃더라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농구 선수이자 농구감독으로
열정을 불태운 지도자 팻 서미트!

최고의 연봉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녀는 마침내 2009년, 미국 대학
농구 최초로 개인 통산 1,000승을 돌파해 미국 여자농구계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대학 농구가 한 시즌에 33경기를 치르기 때문
에 일 년에 25승을 거둔다고 가정해도 1000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40년
이 걸리는데, 서미트 감독은 35년 만에 이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냉철하고 강한 스파르타식 지도로 명성을 떨치며 우승을 이
어가던 그녀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다. 2010・2011시즌을 치르면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일을 기억해내지 못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
다. 안타깝게도 진단명은 알츠하이머였다. 단순한 건망증이나 스트레스
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서미트 감독은 지난해 8월, 테네시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면
서 감독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학 측은 그녀의 의사를 존
중하여 계속해서 감독을 맡도록 하였다. 그녀는 지금 병마와 싸우면서
팀을 이끄는 한편,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단을
세워 함께 하고 있다.
기억을 잃지 않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서
미트 감독. 그녀가 기억을 잃더라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농구 선수이자 농구감독으로 열정을 불태운 지도
자 팻 서미트를.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홍숙영 지음・246쪽・값 15,800원,
상상채널(www.nae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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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칼럼

창의력 계발비법!

당신의 머리를 늘 열어놓아라.

창의력은 밥이다!

★마법의 1.6%!

고정관념(stereotype)!
정말 두려운 녀석이다. 그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보자.
오래 전 ‘하늘을 나는 핀란드인(Flying Finns)’이라 불렸던 ‘파보 누루미(Paavo Nurmi)’. 그는
1923년 1마일을 4분 10초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글 김광희(金光熙)
공고를 졸업했다.
세 아이의 아빠다.
창의력계발연구원 원장이다.
협성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다.
도쿄 아지아대학(Asia Univ.) 경영학 박사다. “창
의력은 밥이다”, “창의력에 미쳐라”의 저자다.
professorkim@naver.com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누루미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그래 매스컴은 한결같이 그의 기록을 ‘인
간의 한계’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Roger Bannister)’는 마침내
1마일 4분의 벽을 깨트렸다.
이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작 따로 있다. 베니스터가 기록을 갱신한 그 해에 무려 23명이나
되는 다른 선수들이 31년 동안 지속되어 온 누루미의 기록을 깼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설령 자신이 기존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실패를 거듭한다. 그러다 누군가를 통해 고정관념이
란 마술에서 풀려나는 순간 언제 자신이 마술에 걸렸느냐는 듯 본연의 위력을 발휘한다.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는 98.4%가 같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혈액이 붉은 색을 띠게 만
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은 287개로 둘 모두 같다. 그럼에도 1.6%의 미미한
차이는 한 쪽엔 동물원 우리 속의 ‘구경거리’로, 다른 한쪽은 그 우리의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그런 대단한 차이를 유발케 만든 마법의 1.6%는 대체 뭘까?
단언하거니와, 그건 인간이 가진 창의력(creativity)이었다. 그런 창의력은 ‘유연성을 기반으로
새롭고 유용한 것을 도출해내는 능력’이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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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딱딱한 고정관념으로 뭉쳐져 어떤 생명
도 뿌리 내리지 못할 황무지일지언정, 창의력이라는 엘
도라도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대의 실질적 경쟁력인 때문이다.

★맨홀 뚜껑, 왜 둥글까?
아래의 사진을 보라.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맨홀 뚜
껑이다. 그런 맨홀 뚜껑은 왜 둥글게 생겼을까?
현대는 디자인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삼각형 모양
의 맨홀 뚜껑도, 사각형 모양도 있어야 한다. 또 배열 상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육각형도 존재해야 옳다.
그럼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맨홀 뚜껑은 모조
리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필시 심오한 까닭이 있을 법
하다.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는 이렇다.
가령 다각형이라면, 모서리 부분이 쉽게 망가진다. 또
위로 들렸을 경우 모서리에 자동차 타이어 혹은 통행인
들의 다리가 부딪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맨홀 뚜껑이 둥글게 되면 그 뚜껑에는 동일한
부하가 걸려 한결 안전하다. 또 맨홀 뚜껑을 덮기 위해
상하좌우를 잴 필요도 없이 그냥 올리면 돼 작업시간도
절약된다.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 맨홀 뚜껑이 둥글어야 할 결정
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맨홀 뚜껑이 둥근 탓에 반으로 쫙 갈라지거나 큰 구
멍이 생기지 않는 이상 맨홀 안으로 뚜껑은 절대 밀려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맨홀 뚜껑이 둥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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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삼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이라면 뚜껑이 약간 빗

키우기 위한 전형적인 문제다. 평소 우리들이 수평적 사

나가기만 해도 맨홀 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 수많은 차

고에 무게중심을 둘수록 더 많은 창의적 답변을 내놓을

량과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한 가운데 이런 구멍이 생

수 있을 것이다.

긴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드 보노(Edward de Bono)
는 설파한다. 우리 인간의 사고엔 수직적 사고(vertical

★창의력, 계발 비법!

thinking)와 수평적 사고(horizontal thinking)가 있다
“창의력 계발 비결은 뭘까?”

고 한다.
수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매우 논리적이며 합리적
이라고 한다. 때문에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
은 영역에서 상당한 소질을 보인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
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공상적이며 추상
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 글을 쓰는 작가나 예술가와 같

잠시 질문을 돌려보자.
“성공 비결은 뭘까?”
고만고만한 성공이라면 자신의 재능과 근면, 성실 등
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성공(success)이 노력
(work)보다 앞서는 경우는 영어사전이 유일한 것처럼
노력은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이 직관이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그 능력이

그럼에도 이병철이나 정주영,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발휘된다고 한다. 이런 수평적 사고는 유머와 통찰, 그리

워렌 버핏 등과 같은 엄청난 부와 성공 그리고 명예를

고 창의력과 많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구축한 이들의 이면엔 정형화된 성공 비결 따윈 존재하

앞서 제시한 맨홀 뚜껑에 관한 의문은 수평적 사고를

지 않는다. 때문에 성공 비결은 바로 ‘비결이 없다’는 점
이 ‘비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창의력 계발엔 비결이 있다.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고? 창의력은 얼마든 자신의 노
력을 통해 계발이 가능하다. 이른바 계발 공식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 공식은 이렇다.
• 창의력(C) = K×M×V×C×T
K(knowledge) : 지식
M(motivation) : 동기부여
V(variety) : 다양성
C(child’s mind) : 동심

창의력은 밥이다
김광희지음・360쪽・값 15,000원
넥서스biz (www.nexusbook.com)

T(technique) : 기법

이런 다섯 가지 핵심요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때
가장 참신하고 튼튼한 창의력이란 새집을 지을 수 있다.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비록 다른 요소들
이 강건하다 할지언정 집의 기둥 한쪽은 비바람에 언제
든 무너질 수 있다.
앞으로 게재될 5회의 칼럼에서 위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하나씩 거론해 자세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이를 통해 2012년 한 해 독자들의 창의력 수준을 한 단
창의력에 미쳐라
김광희지음・351쪽・값 15,000원
넥서스biz (www.nexus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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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창의력은 이제 단순한 욕망에 머물지 않는다. 그건 하
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어야 하는 ‘밥’인 까닭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에게해의 빛나는 보석을 보다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에게해의 보석 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맘마미아는 이미 뮤지컬로 1999년 런던에서 첫 공
연된 이래 세계적인 뮤지컬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뮤지컬 ‘맘
마미아’를 감독한 필리다 로이드가 직접 지휘한 이 영화는 메릴
스트립(도나), 피어스 브로스넌(샘), 콜린 퍼스(해리), 스텔란 스
카스가드(빌), 아만다 시프리드(소피) 등 초호화판 캐스팅으로
도 관심을 끌었다.
영화에서는 한 어린 예비신부가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아
버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옛 남자친구들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엄마 도나와
호텔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스무 살 소피는 결혼식을 앞둔 행
복한 신부이지만, 식장에 함께 들어갈 아버지가 없다. 태어날 때
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던 것. 그러던
그녀는 우연히 엄마의 옛 일기장을 읽게 되고, 아버지일지도 모
르는 세 명의 중년 남자 샘과 해리, 빌을 엄마 몰래 결혼식에 초
청한다. 이들을 보면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소피는 그러나 이들을 보자 아버지를 찾아내기도 어려
울 뿐 아니라 서로 자신이 아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들과 도나가 다시 엮이면서 한바탕 난리가
요약정보	로맨스/멜로, 뮤지컬 | 독일, 영국, 미국 | 108분
개봉 2008-09-03 |
홈페이지 www.mammamiamovie.com
제작/배급 UPI 코리아(배급), UPI 코리아(수입)
감독 필리다 로이드
출연	메릴 스트립 (도나 역), 아만다 사이프리드 (소피 역), 콜린 퍼스 (해
리 역), 피어스 브로스넌 (샘 역), 스텔란 스카스가드 (빌 역)

펼쳐지는데…….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춤과 감성적이며 흥겨
운 전설적인 그룹 아바의 멜로디는 우리 가슴 속 깊숙이 감춰
져 있던 빛바랜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춤과 노래, 사
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이 영화의 유혹은 바로
그리스의 정열적이며 신비로운 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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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배경이 된 곳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바다를 보여주는 스키아토스(Skiathos)섬과 스코펠
로스(Skopelos)섬이다. 아테네보다 북쪽에 자리한 스포라데스(Sporades)제도에 속하는 이 섬들은 치
명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꾸미지 않은 그리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00여명의 스탭들
이 그리스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면서 찾아낸 곳이라고 한다.
소피가 자신의 친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세 명의 남성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장면과 이들이 소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칼로카이리(Kalokairi)로 가는 배를 타는 장면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스키아
토스섬이다. 이 섬은 소박하면서도 광활한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리스 바다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피와 그녀의 약혼자 스카이가 듀엣으로 ‘Lay All Your Love on me’를 부르던 곳이나 군무
가 펼쳐지며 ‘Does Your Mother Know’가 흘러나오던 곳, 마지막으로 ‘I Have a Dream’을 부르던 곳
은 모두 스코펠로스섬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카스타니 해변으로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영화는 끝까지 누가 소피의 친 아버지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아버지가 누구인 것이 그리 중요하랴.
혼자 아이를 기르던 싱글맘 도나가 추억 속 옛사랑과 재회한 것과 소피가 영원을 약속한 스카이와 새
로운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그리스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엄마와 딸의 사랑이 펼쳐지는 아름답고 신나는 영화, 맘마미아. 그
들의 사랑과 그리스의 바다가 보석처럼 빛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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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

PADI가 다른 이유는?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다이빙 지도자 전문 협회)는 세계적인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입니다.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적인 모험,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우정, 활동
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하고 꿈을 성취하게 합니다. PADI 다이버인 우리는 스쿠버 다이빙
이 인간 방정식(human equation)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5가지, 즉 개인적인 성장, 변화,
존중, 인정과 공동체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PADI 다이버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고 인정받는 스쿠버 라이센스를 소유할 수 있습니
다. 4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183개국에 있는 13만5000여 명의 PADI 전문가(PADI
Professional)와 6,000개 이상의 다이빙 샵 및 리조트, PADI 교육 자료 및 서비스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스쿠버 다이빙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모국어를 구사하는 PADI 강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편안하고 안전한 코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DI 교재는 전세계 다이버들
에게 알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세계 어
느 곳으로 다이빙을 가더라도 PADI 스쿠버 라이센스는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ADI
월드와이드(PADI Worldwide) 그룹은 각국에 7개의 서비스 지사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실제로 여러분은 PADI 라이센스를 선택한 다른 PADI 다이버들과 함께 최고의 스쿠버 다이
빙 모험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교육적인 차이점
스쿠버 교육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게 될 스
쿠버 강사와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해 편안함을 바랄 것입니다. PADI 스쿠버 레슨과 연속 교육
코스들은 재미있고 보람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로페셔널한 PADI 스쿠버 강사의
지도하에 안전에 대한 개념과 스킬들을 배워가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 자료
PADI의 온라인 스쿠버 프로그램 매뉴얼, 비디오, 워크북, 멀티미디어 디스크 등 다양한 교재를
통한 교육으로 여러분은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디자이너들이 지속적으로 PADI 교재를 연구, 제작, 업그레이드 하여 학생 다이버에게 정보의 전
달과의 이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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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실행 중심의 교육이란, 스쿠버 다이버가 되기 위한 각 단계별 코스의 실행 요구 조건을 학생 다
이버가 습득하는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PADI 강사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혹은 느
리게 스킬들을 배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실행 달성 목표 및 조건을 충분
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PADI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언을 하며 적
합한 교육 환경에서 코스가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이버 연속교육
자주 다이빙을 즐기는 자신감을 가진 다이버는 연속교육을 통
해 여러분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난파선, 야간
다이빙과 같은 25개 이상의 PADI 스페셜티 다이빙 코스를 만날
수 있으며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가 되기까지 여러분의 지식과 스
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은 스쿠버 강사로써
여러분의 스쿠버 다이빙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쿠
버를 직업으로 가졌을 때에도 그러한 즐거운 경험은 더욱 값진 것
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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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준
초심자(entry-level)에서 스쿠버 지도자(scuba instructor)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PADI 프로
그램은 엄격한 교육 기준을 적용해 세계적으로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모니터링 하
고 있습니다. 모든 PADI 프로그램은 교육 기준에 따라 예방적인 접근 방법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PADI 다이버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통해 코스가 다이버의 기대는 물론 명실 공히 PADI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신뢰도와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는 다른 다이버 트레이닝 기관에는 없습니다. PADI의 품질관리 절차에 대한 PADI의 헌신은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PADI 코스는 세계적으로 외부 감사기관, 유럽수중연맹(European Underwater Federation)과
오스트리아 표준원(Austrian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ISO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표준
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ISO 표준(아래 표 참조)은 5개의 다이버 레벨, 2개의 강사
레벨과 서비스 공급자 또는 다이빙 센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표준은 PADI 인증
또는 회원 레벨과 동일하며, 이는 사실상 이들 자격의 하나를 보유한 다이버나 센터는 관련 ISO
표준의 요구사항도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한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ISO 자격

내

용

PADI 동등자격

스쿠버 다이빙 입문 교육 프로그램
(Introductory training programs to scuba diving)

ISO 11121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Discover Scuba Diving )

레벨 1 다이버 – 지도받는 다이버
(Diver Level 1 - Supervised Diver)

ISO 24801-1

PADI 스쿠버 다이버
(PADI Scuba Diver)

레벨 2 다이버 – 자율 다이버
(Diver Level 2 - Autonomous Diver)

ISO 24801-2

오픈 워터 다이버
(Open Water Diver )

레벨 3 다이버 – 다이브 리더
(Diver Level 3 - Dive Leader)

ISO 24801-3

다이브마스터
(Divemaster)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Training programs on enriched air nitrox diving )

ISO 11107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Enriched Air Diver)

강사 레벨 1
(Instructor Level 1)

ISO 24802-1

보조 강사
(Assistant Instructor )

강사 레벨 2
(Instructor Level 2)

ISO 24802-2

오픈 워터 스쿠버 강사
(Open Water Scuba Instructor)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 서비스 공급자
(Recreational scuba diving service providers )

ISO 24803

다이빙 센터 또는 리조트
(Dive Center or Resort )

PADI는 세계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트레이닝 위원회(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WRSTC)의 회원으로, 이 위원회는 1999년에 창설되었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스쿠버 다이빙 인증
기관들을 위해 최소한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교육 기준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WRSTC는 그 회원자격을 국가 또는 지역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개별 교육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합해서 그 회원 위원회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연간
다이버 인증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가 위원회는 RSTC(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라고 합니다.

대학 학점과 직업 교육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PADI 자료의 품질과 PADI 스쿠버 강습의 교육적 타당성은 국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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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 교육 당국들로부터 독립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유럽, 일본, 뉴질랜드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
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감
전세계 PADI 다이빙 조직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양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ADI
코스는 프로젝트 어웨어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에 대한 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PADI의 스쿠버 코스를 통해 여러분은 연약한 수중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절약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PADI 다이버로써 여러분은 수중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노력과 다른 힘
을 키울수 있는 수백만의 모임에 동참하세요.

PADI 한국 대표
김부경 (Boo Kyung Kim)
PADI 한국 대표 (현 PADI 한국지역 담당관)
Mail   bookung.kim@padi.com.au

Tel 070-4232-3875

Mob 010-8561-0558

Fax 031-984-3875

약력 - 경희대학교 체육과학 대학 졸업
-	Great Adventures – Cairns, Australia: Korean & Japanese speaking Dive Instructor &
Marketing Officer / 1996~2002
-	3D Adventures
– Cairns, Australia : 일본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다이브 샵 운영 / 2003~2004
-	PADI Asia Pacific : Training Department, Educational Consultant & Examiner / 2004~2006
-	PADI Asia Pacific : Sales & Field Service Department : 한국 지역 매니저 / 2006~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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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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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잠수의학
질문 : 독고기(솔치)

제주에서는 쏠치라고 부르는 고기에게 손바닥을 쏘였는데 지금은 어깨까지 부었
습니다.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잠부 일을 하고 있는 다이버입니다.
전에도 가오리 독에 쏘여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구요.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
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
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
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
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
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
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
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
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
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
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개제합니다.

바다에 어떤 종류의 독있는 어류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독이 있는걸 알면서도 쏘인 적도 있고요.
어떤 어류에 독이 있는지 임시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
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 Scorpion Fish
독이 있는 어류를 전체적으로 독고기라는 의미의“Scorpion Fish”라고 합니다.
독은 주로 지느러미 특히 등지느러미 쪽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독의 내용은 주로 신
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적어
주신 것처럼 찔린 자리에서 정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중독 현상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
키게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독작용에 대한 대처라면
먼저 병원에 가셔서
1) 수액을 듬뿍 맞으십시오.(소변을 많이 생산하시면 독기가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2) 항히스타민과 부신 피질 호르몬 등의 처방을 받아서 주사 및 복용을 하시면 빨리 호
전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scorpion fish 로는 쏠종괴, 쏠베감팽, 쑤기미, 가오리(등 꼬리

DAN SE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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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 sting ray 마찬가지) 등이 있습니다.
모르는 물고기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교본에
나오는 수중 생물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 턱관절 장애

또 한쪽 콧구멍이 좁아(비중격 확장성, 자세한 명칭은 잘 모르겠
습니다)

두어달전쯤?
입을 열었다 닫을때 딱~딱 소리가 났는데 그게 악관절의 증
상인줄 몰랐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아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거죠.
지금은 턱관절 치료중입니다.
하지만 악관절이 시작된 어간에 귀가 아팠고 ENT를 찾아가
서 진찰을 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씩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씹을때 분명히 내이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
을 느낍니다.
전에는 없었던 느낌이구요.
이것이 압력평형이 안됐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
다. 제가 다이빙을 적지 않은 햇수동안 했지만 압력평형이 안되
어서 애를 먹었던 적은 초보 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몰디브 다이빙을 갔다가 3일내내 압력평형이
안돼서 불편했었고 제대로 다이빙을 못했었어요.
귀가 아픈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악관절과 개연성이 있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호흡기의 마우스도 악관절과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하
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보면서
다이빙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불행한 다
이버의 질문입니다.^.^

다이빙시 한쪽 귀가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문에 3년전 사이너스 역압착이 심하게 걸려 필리핀에서 엄청 고
생했던 적이 있습니다.(박사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환절기에 특히 코가 자주 막히고, 다이빙
은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던 차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오트
리빈이란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물을 사용한 후 효능이 아주 좋아 최근(오늘까지)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쓰다보니 효과가 떨어질 때 쯤이면 코가 자꾸 건조해
지고 심하게 막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약물성 비염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가 도저히 숨쉬는
게 힘들어서 다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이빙 할 때도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근처 이빈후과를 가서 다이버라고 이야기하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트리빈 사용이 다이빙전 코막힘으로 인한 이퀄라이징에 많
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하시고 지난 번 필리핀에서(사이
너스 역압착시) 조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때는 정말

답변 : 턱관절 장애

제 몸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심했었는데 그 이 후로 조심스럽
게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악관절의 위치는 외이도 바로 앞쪽이고 악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귀
(외이)의 통증을 야기합니다.
씹을 때 더 아플 것이고 염증이 심해질수록 통증도 더 심해집니
다. 하지만 악관절의 해부학적 위치 상 압력평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
을 듯 합니다.
물론 악관절의 염증이 심해지면 주위 다른 조직에도 염증이 파급
되고 이관에 그 영향이 미친다면…….
만일 가장 나쁜 결과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그런 개연성이 희박합니다.
이관염은 일반 상기도염(비염 인두염 등 감기)에 잘 병발합니다.
잘 대처하시면 송창식씨가 죽을 때까지 노래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다이빙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답변 : Rhinitis Medicamentosa
오트리빈이란 약물은 비충혈제거제로 시중에서 OTC(Over the
Counter) 약물, 즉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 약사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약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사용 시 약물성 비염이라
고 하는 상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학회(전문의 집
회)에서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 약물입니다.
약물성 비염의 증상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증상이고, 조만간
그 약물조차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코가 막혀버리는 상황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수술입니다.
레이저 혹은 고주파 등으로 현재 부풀어 코를 막고 있는 (하)비갑개
를 위축시켜 주고 갑개의 표면을 레이저로 태워내서 속의 건강한 점막
이 밖으로 들어나게 해주는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질문 : 약물성 비염

바로 수술이 곤란하시다면 일단 오트리빈의 사용을 최소로 제한하
시고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비강 분무제 중 나조텍스 혹은

저는 평소 비염으로 환절기에 특히 고생하는 다이버입니다.

풀미코트 등을 처방 받아 대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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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약과 분무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집안의 습도를
높이시고, 온도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코에는 도움이 됩니다.

필리핀에서 또다시 15회 다이빙을 계획하였습니다.
출국전에 부비동염 증상(좌측 상악 어금니 치통)이 있었는데

약물성 비염은 굳이 다이버라는 것을 밝힐 필요도 없이 가까운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국하였다가 첫다이빙에 좀 고생을 했

비인후과 전문의원으로 가시면 적절한 대처법을 제시할 것이고, 제가

습니다. 하강은 잘 하였는데 상승시에 이전 증상부위의 극심한

당분간 경남 진주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가까운 곳에 계시면 한 번

치통이 나타났고 5분 가량 저를 괴롭힌 후 상악동에서 공기가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빠져나오는 소리와 함께 치통이 가라앉았습니다. 출수후 마스크
를 벗으니 코피가 고여 있었구요.
이후 15회 다이빙을 할 때마다 코피가 코밖으로 나오기도 하
고 아니기도 했지만 최소 출수후 뱉은 침에는 선홍색 피가 섞여

질문 : 히드라 중독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번 출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5회 정도 다이빙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

안녕하세요, 박사님? 날씨도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다.(남은 다이빙을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11월 20일 경 필리핀에서 다이빙 중

하지만 5회를 넘자 출혈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통증도 없어져서

장갑을 끼지 않은 관계로 바다나리에 손이 긁혔습니다.

무사히 다이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상처가 호전되지 않고 볼록볼록하게 솟아오르더니 가려워

다이빙에 뜻을 두고 올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필리핀에

서 긁으면 더 악화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다른 손가락도 부

있으면서 다이빙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이는 이번

어 올랐습니다.

15회 다이빙 투어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어에서

그 동안에는 피부염증약을 발랐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
지…….
상처난 손가락이 붓고 다른 손가락도 구부리기가 거북해지니
고민됩니다.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 부비동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이빙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인 이비
인후과 전공의(이 친구도 이제 막 전문의가 되었습니다.)의 조언
대로 OMU CT를 촬영하였습니다.
(파일첨부합니다.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어 key image를 고르
려 했으니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 정확히 고르지 못할 것 같아

답변 : 알레르기(?)

가능한 부비동이 확인 가능한 view를 최대한 담았습니다. 부족
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

바다나리도 인체 피부에는 독이 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서론이 길어 선생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독이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피부를 자극하는 알레르기

1. 물론 제 코 속을 보셔야 좀 더 정확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

성 반응을 야기하는 것이 더 귀찮은 증상을 야기하고 가려움을 못
이겨 긁다 보면 손가락 끝 손톱 속에 숨어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2
차 감염이 잘 오고 그 감염이 피하조직까지 밀고 들어가면 인대를
붓게 하고 피하조직에 염증을 야기하고 하는 식의 악순환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부과를 찾으셔서 알레르기와 염증을 동시에 치료 받으시고
붓고 운동 장애가 있는 손가락은 따뜻한 물에 자주 담그시면서
스스로 물리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이 점차 별 것이 되가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겪고

습니다만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인지요?
2. 교정을 한다면 어떤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지요? septal
deviation까지 교정해야 하나요?
이렇게 선생님께 여쭙는 것은 제친구(이비인후과 전공의)를
포함하여 다이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해서입
니다.
선생님을 찾아 뵙고 여쭙는 것이 도리이오나 출국시점이 1주
일 남은 상황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이렇게 무례함을
범합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답변 : 수술 vs 약물요법

질문 : 비중격만곡증과 부비동염

OMU CT를 보았습니다.
좌측에 집중적으로 약간의 부비동 질환이 있기는 하나(후사골동/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진정한 도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

접형동:Posterior ethmoid/Sphenoid) 이들로 인해 상악동에 역압착을

는 것이 후회되어 2010년 여름에 용기내어 스쿠버 다이빙을 시

일으켜 치통을 일으킬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상악동 입

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다이빙을 15회 정도 하였

구가 비중격만곡증과 비후성 비염(좌측 하비갑개의 비후)이 상당히 심

습니다.

하군요. 그리고 그 당시 비강 속에 염증이 진행되었다면 이로 인해 상

이번에 전문의 시험을 마치고(2월1일) 약간의 휴가를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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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개구부위가 막히면서 역압착을 경험하고 역압착으로 인해 출혈

도 있고 치통도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수술을 한다면
1) 비중격만곡증 교정술

이 살짝 이상한 상태에서 그 강사에게 막무가내로 붙들린 채 딸
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초보라서 어찌 팔을 펴서 BC 공기 뺄 겨를도 없이 너무

2) 하비갑개 점막하절제술(혹은 레이져 수술)

가까이 붙들려 마치 풍선 띄우듯이.... 그렇게 급상승하고 3개월

3) OMU 넓혀주기 -> ethmoid/sphenoid 까지 내시경으로 병변

이 지났습니다.

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 수술을 하게 되면(특히 위에 적은 내용의 수술을 하는 경우)
4-6주 동안 다이빙을 하시기가 힘들게 됩니다.

첫 증상 : 수면에 나왔을때 소주 한 5~6잔 정도 마신것처럼
어지럽고 헛웃음나고 한마디로 헤롱거렸습니다.
두번째 증상 : 불화로 인해 1~2시간 경과 후 강원도 태백산을

임시변통으로 다녀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리노에바스텔(항히스타

넘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머리

민+슈도 에페드린)과 나조넥스 Nasal Spray를 챙겨서 가시기 바랍

가 아프고, 살짝 미식거리며 가슴뛰고 고관절 서해부 부분에 약

니다.

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초보라서 뭔지 잘 몰랐습니다.

리노에바스텔은 가끔 수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건장한 남
자 분들은 생활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더군요.
의사 인생에 이렇게 시간이 허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게 알차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번째 증상 : 버스에서 하차해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
린 듯 헛걸음 걷는 것 같고 서해부 고관절 부위가 마치 오래 달
리기를 해서 뻐근한 것처럼 아팠습니다.
네번째 증상 : 더운물샤워도 웬만하면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했는데 극심한 피로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피곤했으
나, 그냥 체력이 약해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 고막천공과 다이빙

목주변과 어깨에서 팔까지 무언가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결림증상과 아주 약간의 통증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런 증상으
로 첫날부터 약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성중이염이 심해서 민간요법으로 간단히 치료

다섯번째 증상 :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할때 마치 무거운 쇼

를 해보기는 했는데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다

핑백을 손가락으로 한참을 들고있다 내려놓은 것처럼 살짝 마비

가 근래에서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양쪽 고막이 녹아

된 듯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약 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양안 1.0으로 좋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잠수작업을 많이 하는 일입니다.

시력을 갖고 있는데 시력도 뿌옇게 잘 안보였습니다. 무서운 생

계속 해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 박사님께 여쭤보고

각이 났지만 챔버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챔버에가자고

자 혹시나 하는 맘으로 질문을 남겨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하시던 어느 분이 약 20일을 기다리게 하고는 결국 가지 못했습

만 박사님의 좋은 답변과 의술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 궁

니다.

금합니다.

다섯번째 증상이 발생할 쯤 겁이 나서 내과전문의이자 스포
츠 의학하면서 다이버이신 차*강박사님을 소개받아 증상을 말

답변 : 고막 천공이라면 ~~
실제 고막이 녹아서 없어졌다면 다이빙이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바다 물이 내이에 바로 닿게 되면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
고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수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고막이 녹아 없어진 것이 아닐
듯 합니다.
귀를 한번 보고 싶네요.

하니 약한 정도의 감압병으로 의심된다며 "타나민"을 복용하라
고 하셔서 한달 반을 먹었습니다.
느낌상 많이 호전된 듯 할 때 신종플루에 걸려 죽다가 살아났
고, 지금은 그 후유증인지 폐기능이 감압병으로 인해 저하된건
지 건강에 정말 자신있던 사람인데 폐렴에 걸려 한달째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1. 저의 증상이 어떤건가요?
2. 감압병인가요?
3. 그렇다면 앞으로 다이빙을 해도 되나요?
4. 해도 된다면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질문 : 34미터에서 급상승

그 내과의사분은 제게 최소한 2달은 아무런 운동도 심지어
죠깅도 하지 말고 정 답답하면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

사고난지 딱 3개월이 됐네요. 평소 건강합니다.
제가 배우는 강사의 실수로 34m에서 꼼짝없이 붙들려 급상
승을 했습니다.
그 강사의 공기가 떨어져 약간의 패닉 상태였고 그 강사 눈빛

니다. 사우나는 가지 말라고 해서 춥게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 늙어서 누워서만 지내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야 한다고 합니다.
약 6개월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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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 잔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집에서나 직장에서

직업이 운동가르치는 일이고, 저는 약간 심한운동(보디빌더수

근무가 힘들 정도의 허약감이나 정서적인 불안감 등) 잔류 증상이 심

준)을 즐기는데 운동을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 못

각하여 생활이 곤란할 정도이라면 바로 다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는

해서 신진대사도 불균형된 것 같고 걸어다니는 식물인간처럼 감

정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옥살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느 병원에 계신지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우

폐 쪽의 불편함은 신종플루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쳄버 치료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선 이렇게 글로서 여쭤봅니다.
이메일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uru88 분의 격분

ㅠ.ㅠ 박사님께서 앞의 다른 분 답글 써주신 것을 읽어보니,
전형적인 감압병 증상이네요.
저는 챔버도 못갔는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폐렴과 심한 피
로감등 계속 한두가지씩 튀어나오는 증상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가정의학과 모두 예약해 놨는데 저는 앞
으로 어떻게 될까요?
ㅠ.ㅠ 지금은 숨쉬는것도 조금 버거워요. 호흡기내과에서는 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데

ruru88 님의 재격분

흑……. 정말 감사합니다... 죽고싶네요~
그!리!고! 그 강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음날 팔라우다이빙을 가기로 되
어 있었던 것을 제가 몸이 이상해서 못가겠다고 하니 저의 건강
상태는 묻지도 걱정도 안하며 자기들 위약금타령만 하더군요.
그 단체에 문의해봤지만 발뺌만 하더군요.
ㅠ.ㅠ 걸어 다니는 식물인간으로 어떻게 살죠? ㅠ.ㅠ
당장 올해 운동(특정종목)시험도 있는데.....
죽고 싶어요. 운동해야 하는데....제 밥줄이자……. 사는 의미인
데……. 흐~엉~~~ㅠ.ㅠ

제 폐가 왜 이리 되었는지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스쿠버다
이빙하다 사고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요. 이대로 끝
나버릴까봐…….

Surge 님의 공분

그 강사 문제 많은 강사로 보입니다.

답변 : 중추신경증상 : 뇌동맥공기색전증
34미터에서 급상승했고 적어주신 모든 증상이 나타났다면 감압병
이 맞습니다.
대부분 감압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
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못되어

스킬에도 문제가 있고 강사가 오픈레벨 앞에서 패닉이라
니…….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위레벨을 케어 해야 할 강사
가 그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모쪼록 조속히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먹은 담처럼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이런 저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입니다.
게다가 신종플루까지 앓으셨으니 오죽 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
이 무겁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쳄버 치료를 그것도 여
러 차례 받았으면 합니다.
쳄버 치료로 감압병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다면 다시 다이빙을 하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의 내용에 따라 쉬셔야 할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
지만 다시 다이빙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다시 해도 되는가를 4)번에 물으셨는데 이것은 쳄버 치료를

해룡님의 공분

다이빙사고를 당하신님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ㅠㅠ
급상승 이후 1~2시간만에 고지대로 이동한 것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네요.
사고직후 챔버를 바로 이용했다면, 여러가지 합병증이 그나마
덜했을 것 같습니다.
간이식 챔버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적어도 5기압 이상이 지원
되는 챔버에서 감압병 치료를
하셔야 하겠고요. 폐기능 역시 급상승에 의한 휴유증일 가능
성이 높습니다.(공기색전증)

담당하시는 의사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증상에 따라 다

폐의 특정부분에 공기가 차게 되어 심호흡이 어렵고 콕콕 찌

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쳄버 치료를 받은 후 감압병 증상이 완

르는 증상이 보고된 일이 있어요. 튜브를 설치해서 임의로 공기

전히 소실된 다음 6주 정도 다이빙을 금하고 있습니다.

를 빼주는 수술을 한 이후 차차 완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 드리면 쳄버 치료 끝나고 증상

어깨결림, 손가락저림 <== 요건 사일런스버블의 징후입니다.

이 소실된 이후에도 1주 정도 격렬한 운동을 피할 것을 권하고 항공기

특정부위는 한의원에 가서 침으로 여러번 찌른후, 부황을 떠서

탑승(혹은 고도 지역으로의 여행)을 한 달 정도 금지하고 치료 이후에

그 부위의 피를 뽑는 직접적 시술로 증세가 호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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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만 궁극적으로 챔버치료가 절실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셔서 치
료하셔서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_._)
사고를 낸 강사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책임지고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등급
검정시행일정

dived 님의 동감표현

마지막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자기 한 몸 못 가누는 상황을 연출하는 강사라니.....
초동대처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을 보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잠수기능사
제 2회

제 4회

3월 16일 ~ 3월 22일

6월 29일 ~ 7월 5일

2. 필기시험

4월 8일(일)

7월 22일(일)

3.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4월 27일(금)

8월 3일(금)

4. 응사자격 서류 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4월 30일 ~ 5월 3일

8월 6일 ~ 8월 9일

5. 실기(면접)시험

5월 26일 ~ 6월 8일

9월 8일 ~ 9월 21일

6월 29일(금)

10월 19일(금)

1. 필기원서접수(인터넷접수)

6. 합격자발표

ruru88 님의 마무리

많은 관심과 위로와 도움의 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어느 지인의 도움으로 쳄버 치료를 약 2차례 실시 후
많이 좋아졌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이곳저곳 병원 다니고 있구요. 조언데로
한의원도 좋겠네요.
지금은 천천히 재활운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운동선수출신이라 직업도 운동관련해서 몸이 이렇게 안좋아
지니 타격이 너무 심하네요.
꼬박 약 4개월이 통으로 날라간 느낌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계속 다이버강사를 하고 다니는 한 다
른 좋은 다이버들 마저 통으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 같습니
다.
저는 비록 초보다이버이지만, 대다수의 다이빙계의 진정한 다
이버들의 열정과 순수와 정의를 믿기에 앞으로 열심히 가볼랍니
다.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알아서 자연도태 되든가 없어지리라 믿습
니다.

※참고 : 국내 재압챔버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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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전화 : 055-3549-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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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손상(Barotrauma)의
증세와 처치 (2)
글/그림 편집부

제3부 폐의 압력손상

(2) 공기 흐름의 장애(Air trapping)
폐로부터 빠져나가는 공기를 막는 어떤 원인도 폐에 압력손상

폐의 압력손상(Lung Barotrauma)은 압력 변화에 의한 폐의

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공기 흐름의 장래 원인으로는 천식,

손상을 의미하며, 다이버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모두 발생할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에서 보이는 기관지 폐쇄가

수 있다. 상승할 때 발생하는 압력손상은 스쿠바다이빙을 할

가장 흔하며, 이러한 폐쇄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에는 문제

때 주로 발생하고, 하강할 때 발생하는 압력손상은 숨을 정지하

가 없으나 빠져 나오는 데 문제를 야기한다. 다른 경우로는 폐결

고 하는 스킨 다이빙에서 주로 발생한다.

핵, 폐종양, 석회화 병변, 낭종형 병변, 기도 감염 등이 있다. 또
한 과다한 흡연은 점액에 의한 폐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 파열
스쿠바다이빙에서 발생하는 폐의 압력손상은 익사에 버금가는

(3) 폐 유순도(lung compliance)의 장애

2번째 사망원인이다. 정상적인 남성 다이버는 폐포와 기도에 모

기존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적절히 숨을 내뿜으면서 상승하

두 6리터의 공기를 담고 있다. 만약 다이버가 20m 수심에서 수

던 해군 다이버가 폐에 압력손상을 받은 상황을 언급하고 있

면으로 올라오면, 3기압이 1기압으로 감압되면서 6리터의 공기

다. 의학적인 문제가 없었던 이 다이버는 단지 폐의 유순도가

가 18리터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의 과도한 팽창

정상인보다 약간 “딱딱(stiff)하였고, 그래서 폐가 약간 과도하

을 막기 위해서 다이버는 12리터의 공기를 수면에 도달하기 전

게 팽창되었을 때, 찢어지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에 내뿜어야 한다. 공기를 내뿜지 않을 때는 폐의 압력이
80mmHg를 초과하게 되며, 이 정도의 압력이면 폐가 파열될

폐의 상처조직이나 섬유조직은 전단력(剪斷力, shearing force)

수 있다. 적절하게 숨을 내쉬어도 만약 폐의 어느 부분에서 공

을 야기하여 찢어지게 만들고 폐의 유순도를 국소적으로 감소

기의 배출이 막혀 있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킨다. 이런 섬유화는 육종증(sarcoidosis), 폐결핵, 폐농양, 심

80mmHg의 압력 차이는 불과 수면과 수심 1m 정도 사이의

한 폐렴 등과 같은 폐의 염증성 질환에서 발생한다.

압력 변화와 맞먹는 것으로 스쿠바다이버가 수영장에 훈련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찢어짐은 숨을 참고 하는 지식 잠수를 하는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흉(pneumothorax),

유발 요인들
(1) 숨을 참는 것(Breath holding)

종격기종(mediastinal emphysema) 등이 잘 발생한다. 간혹 숨

공포(Panic), 무식 혹은 무지(Ignorance), 망각, 물 흡인으로 인

압력이 걸리며 이로 인해 폐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연구

한 기도 경련 등의 이유로 숨을 참게 되고, 이것이 폐의 압력

에서, 작은 폐와 큰 흉곽을 가진 다이버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승 중에 숨을 참고 공기를 배출하

시면서 폐가 과도하게 팽창하여 찢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을 크게 들이마신 후 숨을 참고 잠수를 할 때에는 폐에 과도한

지 않는 것은 폐의 과도한 팽창과 나아가 파열까지 일으킬 수
있다.

(4) 급속한 상승(rapid ascents)
어떠한 부분적인 기도폐쇄도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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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폐의 압력손상(Lung Barotrauma)은 압력 변화
에 의한 폐의 손상을 의미하며, 다이버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상승할 때
발생하는 압력손상은 스쿠바다이빙을 할 때 주
로 발생하고, 하강할 때 발생하는 압력손상은
숨을 정지하고 하는 스킨 다이빙에서 주로 발생
한다.

우가 발생한다. 특히, 깊은 곳(예: 20미터, 3ATA)에서 수면에 도
달할 때까지 다이버가 한쪽 폐에 해당하는 정도(약3리터)의 공
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개 정도의 폐에 해
당하는 공기(약9리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공
기의 과도한 팽창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도의 부분적
인 폐쇄(예: 숨을 참는 경우)가 이루어질 때 특히 위험하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훈련방법은 게이지, 옥토퍼스 장비, 응
급 공기공급 장비 등의 장비가 공급되기 전에 수중에서 공기가

이것은 빠른 상승 중에 대량의 공기 배출이 있어야 하는 상황

떨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
승 속도를 3초당 1미터(18미터/분 혹은 60피트/분)이하로 유지

하지만 이 훈련방법은 훈련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때문에 예방

해야 하는데, 이 속도는 대부분의 감압표에 기초한 것이다.

책으로의 역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이버의 상승 시작
시 과도하게 숨을 들이마시려는 경향 때문에 이 훈련은 더욱더

보다 천천히, 1분당 8미터(혹은 25피트/분)의 속도로 상승할 것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공기가 부족한 상황은 대개 숨

을 강력히 권장하는 바이다. 이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이에 맞

을 내쉰 상황에서 감지되기 때문에 이 훈련과는 판이하게 다르

추어 가장 깊은 곳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심

다. 실제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흡입할 만한 공기가

각한 감압병의 위험도 줄일 수도 있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숨을 들이마실 수 없으며, 이때에는 차라
리 안전하게 여겨질 수 있다.

(5) 응급상황의 상승
공기공급의 갑작스런 장애, 특히 깊은 수심에서 이런 상황이 발

(7) 잠수함에서 탈출(Submarine escape)

생하면 대부분의 노련한 다이버라 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게

좌초한 잠수함에서 탈출하는 경우에는 부력을 동반한 빠른 상

되어 급하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불안하거나 당황하여

승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탈출 방법은 대부분의 해군에서 훈련

숨을 멈추고 상승하게 되면 폐안의 공기 팽창이 급속히 일어나

하는데, 수심 20~30미터의 잠수함 탈출 훈련장(SETF,

폐에 압력손상의 위험도가 커진다.

submarine escape training facilities)에서 시행된다. 상승속도
는 매우 빠르며, 적절한 훈련과 철저한 의학적인 사전 검사를
하지만 폐의 압력손상은 적지 않게 발생한다.

(6) 자유 상승 훈련, 응급 수영 상승
자유 상승이란 압축공기로 호흡하던 스쿠바다이버가 숨을 한

(8) 짝 호흡(buddy breathing)

모금 들이 마쉰 후 더 이상 실린더(공기탱크)로부터 공기공급

이 기술은 두 명의 다이버 중 한 사람이 잠수를 포기하고 먼저

을 받지 않고 수면까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히 다이버

수면으로 자유 상승하기 때문에 시행과 성공이 모두 어렵다. 흔

는 확장되는 기체를 배출시키며 상승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히 다이버는 레귤레이터(호흡조절기)를 상대에게 넘겨주기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가장 흔한 문제는 숨을 참고

에 과도한 흡입을 한 뒤, 레귤레이터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상승함에 따른 폐의 압력손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많이

냥 숨을 참고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에 압력손상이

공기를 배출하여 수면에 도달하기 전에 호흡이 모자라게 되는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다.

폐 압력손상의 기전
호주 해군의 자유 상승 훈련에서는 바닷물을 흡입하거나 익사

폐는 과도한 공기압에 의해 파열되며, 다음 네 가지 결과 중 적

상태에서 도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훈련

어도 어느 하나의 손상을 받게 된다.

의 위험 때문에 상승지점에 재가압 챔버와 전문적인 잠수 의료

•폐 조직 손상

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폐기종(폐 조직 내의 가스 존재)
•기흉(흉강 내의 가스 존재)

상승속도를 면밀히 통제하지 못하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

•공기 색전증(혈액에 공기 기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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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호흡 곤란, 연하 장애(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를 일으키며,
특히 쇄골 상부의 공기는 피하조직에서‘바스락’거리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곳을 누를 때 셀로판 종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또한 다이버는 목안에 뭔가 차 있는 느낌을 호소할 수 있다.

치료
다이버는 폐의 압력 손상의 증상에 대해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한다. 가벼운 외과적 폐기종은 100% 산소를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반응을 보인다. 100% 산소 공급으로 질소가 없는 혈액과,
폐기종이 발생한 공기 공간 안에 질소 농도의 차이로 확산이
일어나며, 기포는 소멸된다. 치료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소멸될
수 있고 수일간 지속될 수 있다.
심한 외과적 폐기종이 기도나 폐혈관을 누르는 경우라면, 재가

(1) 폐 조직의 손상

압실에서의 재가압이 도움이 된다. 또다시 산소 공급을 통해 질

폐가 과팽창 되면, 폐 조직 전반에 심한 파열 손상이 일어난

소를 공기 공간 밖으로 밀어내게 된다(확산). 만약 일반 공기를

다. 출혈과 조직의 전반적 파괴로 인하여 심한 호흡 곤란을 야

흡입하면, 질소는 조직 내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 다이버가 감압

기한다.

될 때 외과적 폐기종은 악화된다.

임삭적인 특징

(3) 기흉(Pneumothorax)

호흡 곤란, 호흡 시 통증, 기침, 객혈, 쇽(shock)이 주 증상이며,

만일 폐 표면에서 파열이 일어난다면, 공기는 폐와 흉벽 사이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기흉을 일으킨다. 폐의 탄성으로 인
하여 터진 풍선처럼 폐는 찌그러지며 흉강 안의 공기는 공기주

치료

머니를 형성하여 폐를 누르게 된다.

다이버는 폐 압력 손상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폐조직 손상은 기본적인 인명 구조 방법과 다르

때때로 기흉 내로 공기가 들어가지만 나오지 못해(valve effect)

지 않다. 환자는 산소를 공급받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공기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흉강내의 압력은 상승하고, 심장이

한다.

나 폐 등의 흉강 내 구조물들을 압박하게 된다. 이것을 긴장성
기흉(tension pneumothorax)이라 부르며, 만일 치료받지 않을

(2) 외과적 폐기종

시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폐포가 파열되면 공기가 폐 조직으로 빠져나가고, 폐 조직을 따
라 양측 폐 사이의 종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공기는 경부

기흉 내에 출혈이 일어나면 혈기흉(hemo-pneumothorax)을

(목)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을 싸는 막인 심낭

유발한다.

과 복강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

임상적 특징
폐기종이 생긴 다이버가 장시간 깊은 곳으로 다이빙을 하게 되

기흉은 흉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흡 시 악화되

면 조직에 질소가 축적되고, 몇 시간 후에는 질소가 이들 공간

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호흡수와 심박수는 증가한다.

으로 이동하게 된다.
긴장성 기흉 시에는 종격동이 반대 방향으로 밀림에 따라, 기도
조직 내에 공기가 존재하게 되면, 혈관, 신경, 후두(larynx), 식

가 밀려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환자는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도 등을 압박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을

호소하고 청색증을 나타내며 실신할 수 있다. 혈압감소로 인해

압박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맥박을 측정하기 힘들어 진다.

임상적 특징

심한 경우는 다이버가 수면 위로 올라 온 뒤 금방 알 수 있으나

공기가 조직 내로 서서히 이동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은 수 시

경한 경우는 수시간 후에 지연되어 나타난다. 증상은 기침과 고

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종격동내와 심장 주위의 공기는 흉

도 변화(예: 비행기 탑승, 등산, 자동차로 높은 고도를 통과할

통과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경부 내의 공기는 음성의 변

때)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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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가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발작과 유사한 증상인 흉통, 호

기흉은 즉각적인 처치를 요구한다. 폐 협착의 정도(페가 짜부러

흡곤란, 두근거림 등이 나타낸다. 기포가 피부 혈관을 막으면

진 정도)가 흉부 X-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확진되어야 한

자줏빛 혹은 하얀 반점을 만든다. 다이버가 깊은 잠수 후에 수

다. 큰 기흉은 흉막강 내로 튜브를 넣어 줌으로써 치료되는데,

면으로 올라와 뇌기능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뇌 감압병일 수

이 튜브는 Heimlich valve 혹은 물속으로 연결(underwater

있다. 이것은 공기색전증과 쉽게 구별이 잘 되지 않으며, 요즘은

drain)되는 일방통행성 밸브(one-way valve)에 연결된다. 이것

이 둘을 한꺼번에 급성 감압병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초기치료

은 기흉으로부터 공기는 배출되지만 공기가 기흉으로 다시 들

는 모두 같다.

어가지 못하게 해준다. 튜브는 삽입 과정에서 심장 같은 중요장
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시행되

치료방법

어서는 안 된다. 수 시간에서 수일 후에 폐에 파열부분이 치유

기포로 인한 혈관의 폐색은 저산소성 손상을 야기하는데, 재가

되고 재 팽창된다.

압 치료를 통하여 기포의 크기를 작게 하여, 더 작은 혈관으로
보내고, 결국 정맥혈을 통하여 폐로 가게 함으로써 제거시킨다.

작은 기흉(폐허탈의 25%미만)dms 100% 산소 흡입만으로 치
료된다.

자유 상승 혹은 잠수함 탈출 훈련 후에 공기색전증이 생긴 다

긴장성 기흉은 응급 질환이다. 기흉의 폐를 압박하는 힘은 주

이버는 근처의 재가압실에서 즉시 50미터로 재가압하면 공기방

사바늘이나 튜브를 삽입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울은 원래 크기의 1/6정도 줄어든다. 만일 여의치 않으면 챔버
가 구비된 병원 응급실로 빨리 후송해야 한다.

만약 다이버가 기흉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의사에게 알려 적절
한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의사는 기흉이 있는 쪽의 쇄골 중

후송할 때의, 환자에게 어떤 자세가 가장 좋으냐 하는 것에는

간이나 늑골(갈비뼈)의 측면을 통해 주사바늘을 삽입하는데 부

약간의 논란이 있다. 대개 다이버들은 환자의 머리를 30도 정도

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낮추도록 교육을 받는데, 이는 뇌로 공기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 운송이나 구조에 어려움을

(4) 공기색전증(Air Embolism)

주고 뇌부종을 야기할 수 있다.

폐가 파열되었을 때 모세혈관을 포함한 폐포 벽의 파열로 공기
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공기는 좌측 심장으로 이동하

더 합리적인 방법은 환자를 베개 없이 옆으로 누이는 것이다

여 전신으로 순환된다. 기포는 심장, 뇌 등의 중요 장기의 혈관

(이론적으로 왼쪽으로 누이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크게 중

을 막거나 손상시켜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것으로 뇌가 심장보다 약간 낮게 된

한다.

다. 환자는 무의식이거나 의식이 약간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자세로 기도확보가 더 잘된다. 이 자세를 다른 말

임상적 특징

로 혼수 자세라 한다.

증상은 보통 수면에 도달한 직후 혹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

이러한 자세를 취한 이후에는 환자를 앉거나 서게 해서는 안 되

뇌에 있는 공기방울은 의식 상실, 경련 혹은 의식 장애, 뇌졸중

며 만일 앉거나 서게 했을 경우, 압력손상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경과했다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졌다는 보고가 있다.

종종 뇌의 기능 일부가 상실되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환자에게는 100% 산소를 주어야 한다. 환자가 무의식상태라면

•감각이상(예: 무감각, 저린 감각)

A-B-C(기도 확보, 호흡, 순환)의 원칙이 따라져야 한다.

•운동장애(마비 혹은 무력감)
•시각장애

기흉이나 폐기종과 같은 합병증이 있다면 진단과 치료가 이루

•언어 장애

어져야 한다. 가장 적절한 치료는 재가압 치료이다. 뇌 혹은 다

•균형 혹은 조정 능력의 장애

른 중요 기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후송이 요구된다.

•지적기능의 장애

불행히도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완전한 회복을 기
대할 수는 없다.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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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오를 때 폐의 가압손상의 예방

공기가 부족한 상태
모든 스쿠버 다이버가 수면에 돌아왔을 때 적어도 50ATA의 공

의학적 적합성

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잠수 과정이 재검토 되

다이버들은 폐에 압력손상의 가능성이 많은 호흡기 질환(천식,

어야 한다. 다이빙 도중 공기가 부족한 경우의 대부분은 이 법

섬유증, 낭, 기흉, 감염 등)을 갖고 있지 않은지 미리 검사되어야

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다.

한다.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다이버들은 폐에 압력손상의 재
발이 흔하며, 종종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폐에

공기 공급이 없다면 저 산소증을 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

압력손상을 받은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 더 이상 잠수를 못

도 공기 없이 잠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면에 도착해서 공기가

하게 된다.

부족한 상태라 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다이버는 수면
에 도달했을 때 공기 부족 상태가 생긴다면 긴급대책을 마련해

잠수 기법

야 할 것이다.

다이버들은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

공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많이 수영을 해야 하거나 상승해야

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는 깊은 잠수, 공기

한다면, 다이버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 상실, 공포(panic),

공급의 감소, 과다한 웨이트, 그리고 과다한 부력이다. 잘 관리

이산화탄소 축적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더욱 쉬울 것이다.

된 양질의 장비로서 레귤레이터, 게이지, 옥토퍼스 장비 혹은 응
급 공기 공급기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일반적인 공기 부족 상태에서 다이버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
과 같다.

다이버들은 항상 정상적으로 숨쉬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
이버가 숨을 멈춘 채로 물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다면 폐에 과

•공기 공급에 문제가 감지되면 바로 자신의 짝에게 알려라.

하게 압력이 걸리고 폐의 압력손상이 야기된다. 숨을 참거나 호

짝이 아주 가까이 있거나 수면과 자신 사이에 있지 않다면

흡수를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를 찾아가지 말라. 어떠한 불필요한 노력도 당신의 이미 부
족한 공기 공급을 더욱 고갈시킬 뿐이다.

폐의 압력손상은 “자유 상승 훈련” 혹은 “응급 수영 상승 훈련”
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ditch and
recovery” 훈련 방법이 있다. 이것은 바닥에 장비를 버린 후에

•급상승에 의한 압력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을 뒤로 젖
히고 자연스럽게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가
라.

수면으로 자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보일의 법칙으로 인한

•동굴이나 난파선 같이 폐쇄된 공간에 있지 않다면, 웨이트벨

부피의 변화는 수면에서 가장 크므로 얕은 깊이의 잠수라고 반

트를 벗어버리고 수면 위로 상승하라. 완전히 공기가 고갈된

드시 안전하지는 않다.

상황이라면 웨이트벨트를 벗어던지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유 상승 기법으로 초심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숨을 내뿜으면서 수면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게 좋다.

있다.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자유 상승”

•만일 당신이 공기 공급을 원한다는 신호에 짝이 반응을 보

원칙에 모든 다이버가 익숙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

여 승낙하면, 당신의 입에 물고 있는 쓸모없는 레귤레이터를

이버가 자유 상승 후에 심각한 공기색전증을 일으켰을 때, 만

빼버리고 짝의 것을 받아라. 짝호흡(buddy breathing)이 평

일 바로 옆에 재가압 치료 시설과 경험 있는 잠수 전문의사가

소 충부하게 연습되지 않았다면 짝의 레귤레이터 하나로만

없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재가압이 몇 분만 지연되어

공기를 공유하면서 호흡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

도 치료의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

•당신과 짝 모두가 공기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약간
상승하면 압력의 감소로 공기가 팽창하여 좀 더 공기 공급을

잠수함 탈출 훈련자에 대한 스웨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약 4%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전단계의 뇌손상을 나타

•필요하다면 부력조절기를 부풀려야겠지만 이것은 그리 현명

내는 뇌파(EEG)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작은 공기색전증에 의한

한 것이 못 되며, 공기가 부족하여 부력조절기를 부풀리는 것

뇌손상을 의미한다. 미 해군에서는 자유 상승 훈련자 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자주 있다. 더욱이 깊은 곳에서 부력

1/3000 정도에서 폐 압력손상이 생겼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절기를 부풀리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승할
때 부력조절기안의 공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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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유가 별로 없지만 시간을 낭비

제4부 기타 압력손상들

하지 않는다면 대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하고 어려
운 수중 대화법은 공기 공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압력손상은 조직 주위에 가스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발생할

어떤 상황에서는 감압병과 압력 손상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수 있다. 하강할 때에는 공기 공간은 수축되고 조직이 당겨지고

있더라도 빠른 상승을 해야 익사사고를 면할 수 있다.

피가 공간 내로 차 들어가며, 상승할 때에는 공기 공간은 확장
되고 조직은 파괴된다.

짝(buddy)의 관점에서 볼 때 현명한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신체 내의 공간과 장비와 신체 사이의 공간은 다음과 같다.
•공기가 부족한 다이버에게 공기 공급원을 제공하라. 당신 자

•마스크의 압착

신의 것을 그에게 주고(당신이 사용하던 것은 분명히 제대로

•잠수복의 압착

기능을 할 것이라고 믿기에 안심할 수 있다), 당신은 옥토퍼

•신체의 압착

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장관의 압력손상

•공기가 부족한 다이버의 상승을 조절해 주고, 그가 웨이트벨

•충치 공간의 압력손상

트를 벗어던지는 것을 도와줘라. 가능하다면 당신의 웨이트벨
트는 벗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적절한 부력을 확보하

(1) 하강 시 마스크의 압착에 의한 얼굴의 압력손상

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끔 당신의 웨이트벨트까지 벗어야 할

하강 시에 마스크 내 공기공간의 부피가 감소하고, 감소된 공간

때도 있을 것이다.

을 채우기 위해 마스크가 얼굴 가까이에 달라붙거나, 나중에는

•당신이 수면 위에 도달하면 공기가 부족한 다이버가 안전할

얼굴의 피부와 눈에 충혈이 일어난다. 또한 피부 아래의 연조직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뇌동맥 공기

내로 출혈이 생겨 마스크 착용 부위에 특징적인 멍자국이 생긴

색전증(CAGE, cerebral arterial gas embolism)으로 인해 의

다. 눈의 흰자위는 충혈되어 약 1-3주 후에야 없어진다.

식을 잃을 수 있고, 바로 몇 분 안에 다시 가라앉을 수 있기

이러한 마스크 압착은 하강하면서 마스크 내로 약간 숨을 내쉬

때문이다. 또한 수면 위에서 그의 부력조절기(BC)에 공기를

어 수압과 평형을 이루면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딱딱

넣어 주어야(상황에 따라서는 입으로 불어서 주입해야) 한다.

한 플라스틱 마스크로 인하여 마스크 압착이 흔히 생기므로

이것으로 그의 부력을 확보해 주고 불안을 줄여줄 수 있을 것

부드러운 고무 테두리가 달린 마스크로 바꾸면 된다. 상승하는

이다.

동안에는 팽창된 기체가 자동적으로 마스크 주위로부터 새어

•다양한 방법들(예: 호각, 불빛이나 조명탄, 다이빙 소시지 등)

나온다.

을 동원하여 주의를 끌고 도움을 요청하라.

(2) 하강 시 잠수복의 압착에 의한 피부의 압력상해
드라이 슈트나 웨트슈트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흔히 경험하는

하강 시 폐의 압착(Lung squeeze)에 의한 압력손상

것으로, 슈트 안쪽 주름(주로 슈트의 연결 부위)의 공기 공간이
다이버가 하강할 때에는 압축되고 그 공간으로 피부가 빨려 들

기전은 다르지만 하강 시에도 부상 시와 동일한 폐의 압력손상

어가 압착 혹은 멍자국을 만든다. 이것은 동시에 불편함의 원인

의 이론적 위험이 있다. 다이버가 폐에 숨을 가득 담은 상태에

이 된다. 다이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피부 위에 주름을 따라

서 숨을 멈추고 하강할 때,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는 점점 압축

생긴 멍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된다. 결국 폐 내 공기나 폐의 용적이 최대한 압축될 때에는 폐
혈관에 울혈(혹은 충혈)이 생기고, 결국 폐혈관은 한계에 이르

(3) 하강 시 몸의 압착에 의한 압력손상

러 폐출혈을 야기한다.

표준 잠수복과 금속성 고형 헬멧을 사용할 때 표면에서 공급받
는 공기 공급용 호스에 연결된 비회복성 밸브가 작동하지 않게

표준 잠수복 장비를 착용하고, 표면 공기 공급을 하는 경우, 빨

되면 다이버의 몸이 헬멧으로 밀어 올려 지게 된다. 최신 플라

리 하강하고 수면 위의 공기 압축기로부터 압축된 공기를 공급

스틱 헬멧을 사용할 때에도 심해에서 헬륨을 이용한 다이빙에

받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손상이 가능하다.

서 경미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숨을 참고 하강하는 경우 폐의 압력손상에 관한 보고는 흔하

(4) 빠른 상승 시 잠수복에 의한 압력손상

지 않다. 몇 년 전, 숨을 참고 100m 넘게 잠수한 세계 기록이

드라이 슈트나 표준 잠수복을 입은 경우에 상승 시 잠수복 내

세워질 때, 그 이론적 근거가 심각하게 분석되었다.

의 공기가 팽창하게 되어 부력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빠르게 상
승하다가 수면 위로 휙 내동댕이쳐지고 풍선 같이 부푼 잠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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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아와 잇몸의 압력손상
흔치않은 경우이나 때때로 다이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턱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믿을 만큼 떠들썩한 호들갑을 떨게 만
들 수 있다. 썩은 치아에서는 작은 공기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하강 시에는 치아가 으스러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
승 시에는 그 공간의 공기가 팽창되어 치아는 쪼개지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치아 제거 후 며칠 내에 잠수를 하게 되면 레귤레이터의 양압
의 공기가 치아를 제거한 자리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이 공
기들은 얼굴 주위 조직 내에 갇혀 비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데, 이는 위험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몇 시간동안 100% 산
소로 호흡을 하게 되면 치료된다. 따라서 치아를 뽑은 후에는
그 자리가 치유될 때까지, 즉 약 7~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이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1.	Carl Edmonds, Bart McKenzie, Robert Thomas "Diving Medicine for
Scuba Divers" JL Publications, 1992
2.	김희덕, 김동원, 김찬 역,“스쿠버 다이버가 꼭 알아야 할 잠수의학“, 정담,
2005

안에 갇혀 뒤뚱거릴 수 있다. 특히 드라이 슈트를 입는 레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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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션 다이버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훈련과 응급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 손상(예: 빠르게 상
승하다가 배의 바닥이나 다른 다이버, 혹은 다이빙 장비 등에
부딪칠 수 있다)은 물론 다른 압력손상과 감압병 등의 위험이
높다.

(5) 위-장관의 압력손상
정상적으로 위 장관 내에 공기가 존재한다. 다이빙하는 동안에
는 압력평형 시에(특히 거꾸로 된 위치, 즉 머리가 아래에 있는
자세에서)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는데, 삼켜진 공기는 위장관에
축척되어 다이버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상승
시에는 축적된 공기가 팽창되어 급격하고 극심한 복부의 통증,
트림과 구토 등을 초래하며, 드물게 위의 파열이 생기기도 한
다. 따라서 머리를 아래에 둔 자세에서 압력평형을 하지 않도
록 한다.
탄산음료를 마신 다이버들이 감압실에 있는 동안 속이 거북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다. 20m 깊이에서 샴페인
을 터뜨린다고 할 때 모두 거품이 하나 없는 것에 실망할 것이
다. 어쨌든 맛은 좋으니까 즐겁게 샴페인을 먹고, 상승하게 되면
뱃속의 샴페인은 그제야 거품을 내뿜고 샴페인을 먹은 사람들
의 위는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여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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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할 때 발생하는 감압병 등과 같은 의학적 문제의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을 잠수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다
이빙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다이버들
의 필독서.
46배판, 370쪽, 22,000원, 도서출판정담 (www.j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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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 6회

다이빙이론 가르치기
글 박종섭 (BSAC Korea 본부장)

지난 호에 이론교육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준비(Preparation)

강의 초기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의 초기

와 발표(Presentation)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강의실 프레젠

단계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해본다든지, 처음의 시작 부분을 연

테이션(발표)의 전체적인 틀을 이루는 도입, 전개, 요약에 대한

극의 대사를 외우듯이 약간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번 호에는 실제 강의실

를 통해 교육할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속도 등과 같은 다른 측

프레젠테이션의 진행 동안 필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다

면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면,

루고자 한다.

전체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처음 교육생들을 만났을 때에, 인스트럭터는 가르칠 주제
에 대해 자신의 경험 등을 섞어 간단히 얘기해 줌으로써 자연

처음 시작하기(Getting started)

스럽게 시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고 떠드

학과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스트럭터들이 직

는’방법이 아닌, 교육생들과 같이 이해를 높여주며 존중을 하는

면하는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일 것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다. 인스트럭터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기란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항상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쉬운 것이 아니며, 심지어 능숙한 인스트럭터라 할지라도 강의

서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도구와 목소리, 시선 등을 사용해야

에 앞서서는 약간의 긴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이것은

한다. 목소리가 정확하거나 톤이 높으면 지루한 이론적 과목에

일반적인 현상이며, 어떤 인스트럭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드레

서는 생기를 불어 넣을 수는 있으나, 단일한 톤의 목소리는 교

날린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믿고 있기도 하다.

육생들을 졸리게 만들기도 한다. 모든 교육생들이 인스트럭터

하지만 교육생들은 인스트럭터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
실의 맨 뒤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인스트럭터의 행동과 목소리
가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동료 인스트럭
터가 교실의 맨 뒤로 가서 앞에서 강의하는 인스트럭터의 모습
과 목소리를 점검해주는 방법이 있다. 강의내용을 명확하게 얘
기하고, 억양을 조정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교육생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를 해줄
수 있는 억양이나 톤을 바꿔야 한다.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
하고 사투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인스트럭터가 강한
억양의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교육생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
록 천천히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다이빙 교육 자체도 복잡한
데 들리는 것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해력이 더욱 더 떨
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긴장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인스트럭터가 시
선을 특정지점에 향하는 것이다. 칠판이나 시각 자료, 앞줄의
교육생이나 한명의 교육생 혹은 벽이나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교육생이 교육 현장에서 능동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강사가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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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련된 인스트럭터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강의실의 모든

매너리즘(인스트럭터의 개인적인 습관)
대부분의 인스트럭터는 강의를 할 때 개인적인 습관들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육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허공에 분필을 던진다든
지, 연필을 두드린다든지, 열쇠나 동전을 만지작거린다든지 하
는 행동은 반복되면 불쾌감을 일으키게 된다. 더듬거리는 말투
나 특정한 단어의 반복(예를 들어 음.., 어.., 저..,) 등도 마찬가지
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적인 습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러한 개인적인 습관이 나타나기
교육생이 교육 현장에서 능동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강사가 만들어 줘야 한다.

도 한다.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스트럭터에게는 스트레스
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이 교육생들에게 두드

교육생에게 눈을 맞추고, 일정 단계에서는 전체와 눈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이러한 눈맞춤(eye contact)은 교육생들을 강의에 적극

러지게 보이게 되면 눈에 거슬려서 강의가 엉망이 될 수 있다.
강의 중 인스트럭터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버릇들은 다음과
같다.

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스트럭터에 의해
주의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둘째는 교육생들의

● 다이빙 시계의 베젤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옷의 단추 돌리기, 분필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

을 던져 올려 받는 행위, 주머니 속의 동전을 비비는 행위, 칠판 위의

써 전체 교육생들의 반응을 인스트럭터가 점검할 수 있다.

점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행위, 반복적으로 불필요하

인스트럭터가 강단 등에서 단상이 필요한 매우 형식적인 강

게 프로젝트 스크린에 어른거리는 행위, 지나치게 얼굴을 움직이거나,

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생들과 인스트럭터를 가로막

코나 머리를 만진다든지, 입술을 핥는 다든지, 몸을 긁는다든지 하는

는 단상이나 책상 등과 같은 물리적인 장벽은 없는 것이 좋다.

행위, 손이나 팔을 가지고 지나친 표현을 취하는 행위, 불평을 늘어놓

긴장함으로써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스트럭터가 이러
한 긴장 때문에 단상의 뒤에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의 뒤에

는다거나, 음이나 어 등의 습관적인 말투 사용, 칠판을 두드리는 행위,
그 외에 거슬리는 행위 등등.

서는 방식으로 교육생들과 자신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인스트럭터가 강의할 때 앞이 개방된 교실의 앞에 서게 되면

이러한 습관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에 인스

교육생들과 더 나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

트럭터가 그의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벗어놓는다든지, 주머니

기를 만들게 되어 이해력이 높아지며 적극적인 태도가 된다. 그

에서 동전을 꺼내놓는다든지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러나 교육생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편안함과 친근한 분위기를

인스트럭터가 이러한 습관을 지적을 당하기 전까지는 전혀

만들어 주면 인스트럭터와 교육생들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知人)이나

느 정도의 긴장이 와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동료 인스트럭터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
인적 습관이 아주 사소한 경우라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교육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는 서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생들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든다든지, 앉아서 거의 뒤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교육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면
미리 의식하여 예방하거나 고쳐야 한다.

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등의 너무 지나친 태도는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스트럭터가 교육생들에게 만들어주
는 편안함과 친근함의 정도는 교육생들이 강의실내에서 자신들

질문의 활용(Use of question)

과 인스트럭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조금만 연습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교육 중에 질문을

따라서 인스트럭터는 교육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약간의 지

활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교육생들을 교육에 적극적으

배적인 위치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강압

로 참여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질문은 주의 깊게 선택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만의 카리스마와 품위

해야 한다. 몇 가지 피해야할 질문 형태들이 있다.

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생들의 앞에서는 앉아있는 것 보다는 서

즉,“압력은 고막에 영향을 미칠까요?”와 같이 명백한 답을 가

서 강의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교

지는 질문은 피해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와 “내 얘

육생들에게 너무 접근하거나 지나치게 직접적인 행동은 오히려

기를 이해하십니까?”같이 “예”라는 당연한 대답을 기대하는 무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의미한 질문은 피해야 한다. 교육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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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주고, 특정시간까지 대답을
해주겠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후에 정확한 대답을 해준다면, 인
스트럭터의 품위를 저해하는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발췌문을 정리해서 나누어주는 방식 등은 교육을 위해 자주
쓰이고 권장할 만한 방식이다. 그러나 인스트럭터가 발췌문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교육 전에 정확하고 주의 깊게 준비해 놓아
야 한다. 발췌문은 그 단원에서 ‘꼭’ 알아야할 사항을 최소한으
로 강조하고 요약한 것으로 준비한다. 추가로 알아둘 것은, 발췌
문은 가능한 한 교육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다이빙 매뉴얼이
나 출간물의 내용을 사용해야 한다.
여타의 시각자료들이 오히려 강의 진행에 방해물도 될 수 있
으므로, 발췌문도 실제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그것이 필요할 때
까지는 교육생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교육의
마지막에 배포하도록 한다.
강사의 손버릇을 주의하고, 시각자료는 필요할 때까지는 보이지 않게 숨겨두어야 한다.

위치선정(positioning)
릭이나 일종의 기교를 가진 질문은 혼란만 초래하므로 피해야

인스트럭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한다. 강의 중의 질문은 교육생들이 스스로 원리를 깨우쳐간다

사용할 경우에는 칠판의 오른쪽에서 강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든지, 기존의 관점을 바꾼다든지, 비참여적인 교육생들의 주의

이러한 자세는 인스트럭터의 판서가 필요한 경우나 지시를 해

를 환기시키기 위한, 단기간의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

서 보여줘야 할 경우, 교육생들과의 눈맞춤(eye contact)을 위

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

해서 돌아서기가 쉽다.

질문은 교육생들이 배웠던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스트럭터는 교육 자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인 경

것으로서 강의실 내에서 정확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

우에는 앉아서 교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교육생들의 앞에 서

야 한다.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거나 답을 알고 있다면 교육생

서 편안하게 강의해야 하는데, 이때 마치 우리 안의 사자처럼

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것이다. 교육생들이 대

어슬렁거리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하나 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은 교육생들의 동기를 저하시킬

나친 움직임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수 있다.
인스트럭터가 질문을 할 때는 우선 교육생들이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그룹 전체에게 질문을 던진다.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잠시 뒤에 한 교육생의 이름을 지적하여 대답
을 구할 수 있다. 질문을 다시 명확하게 말하고 모두가 주의해
듣도록 간격을 둔다. 인스트럭터는 교육생들이 틀린 대답을 할
경우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인스트럭터가 적합하지 않은 대답
에 퉁명스럽게 반응한다면 사기가 저하되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
으려 할 것이다. 잘못된 대답에서 더 나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
어야 한다. 틀린 대답을 한 교육생으로 인해 인스트럭터는 교육
의 효과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한 것이 명확했는지를 되짚어 보
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생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스트럭터가 강의하는 동안에 단원의 요약부분에서 교육생
들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교육생들에게 그 단원의 내용을 한번 더 명확하게 하고 더 나
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인스트럭터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만일 인스트럭터가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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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인스트럭터는 칠판의 오른쪽에서 강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강사는 앉아 있거나, 구부정하게 기대거나, 옆으로 걸으면서 강의해서는 안 된다.

발전
가르치는 방법(teaching method)은 하나의 기술이며 이러한
가르치는 기술, 즉 교수법은 본인의 노력과 실제 연습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면
두려움이 줄고 강의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경험 많은 인스트
럭터의 충고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들이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자신의 강의에 참가
하도록 청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전적이고 능숙한 인스트럭터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함으로써 본인의
강의를 평가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성공의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했는가?
● 중요 사항을 명확히 했는가?
● 교육들에게 효과적이었는가?
● 시각자료는 적절했는가?
●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 개선할 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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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International Expo Div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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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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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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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기술

다이버의 수화법

편집부

제1회 생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
안전한 잠수를 위해서 수중에서 다이버간의 원활한 교신이 필수적이다. 수중에서 서

제2회 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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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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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위치에 관한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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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방향,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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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고 재미있는 다이빙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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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회 위치에 관한 수화
본장에서는 의미하는 행동을 흉내내 표현하는 수화들을 다룬다.

126

아래, 밑에(UNDER, BELOW)

위, 위로(OVER, ABOVE)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 아래에서 회전시킨다.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 위에서 회전시킨다.

128

214

127

129

함께, 가깝게(WITH, CLOSE, TOGETHER)

만나다, 모이다(MEET, GATHER)

두 물체손을 함께 모은다. 모은 손이 함께 가듯할 수 있다.

여러 개 또는 여러 사람의 표시로 양 손의 손가락들을 흔든 다
음에 두 손을 가운데로 모은다.

Scuba Diver

130

131

멀다(FAR)

앞에, 전에(AHEAD, BEFORE, FRONT)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으로부터 멀리 뗀다.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 앞으로 움직인다.

132

133

뒤(BEHIND, AFTER, BACK)

버티어줌(SUPPORT)

한 물체손을 다른 물체손의 뒤로 움직인다.

한 물체손이 다른 물체손을 버티어 준다.

134

135

주변, 둘레(AROUND)

위(ON)

인지를 물체손 주변에 돌린다.

넙적손 위에 손가락끝들을 올려 놓는다.

136

137

뗀다(OFF)

사이(BETWEEN)

넙적손 위로부터 손가락끝들을 뗀다.

넙적손을 다른 손의 엄지와 인지 사이에 끼워 넣은채로 끼운
손바닥을 아래 위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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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통과(THROUGH)

위(UP)

넙적손을 다른 손의 손가락 사이로 통과시킨다.

엄지로 위를 가르킨다.

140

141

아래(DOWN)

왼쪽(LEFT)

엄지로 아래를 가르킨다.

엄지로 왼쪽을 가르킨다.

142

143

오른쪽(RIGHT)

여기(HERE)

엄지로 오른쪽을 가르킨다.

몸 가운데가 사방의 중심이란 뜻으로 두 컵손을 수평으로 돌
리면서 작은 원을 만든다.

144

216

139

145

꼭대기(TOP)

중간, 가운데(MIDDLE, CENTER, HALF)

넙적손을 다른 손의 손가락 끝에 대서 손의 꼭대기임을 표시
한다.

넙적손으로 다른 손의 가운데인 손가락의 시작점에 댄다.

Scuba Diver

146

148

바닥(BOTTOM)

비다(EMPTY)

넙적손을 다른 손의 밑둥에 댄다.

넙적손을 다른 손의 꼭대기로부터 밑둥까지 내린다. 높이가 떨
어지는 것처럼.

147

가득(FULL)
넙적손을 다른 손의 밑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린다. 높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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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교육참관기

BSAC 대학생 강사과정을
마치고…
글 박소정

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리학 전공 | 2005년도 전국아마투어 킥복싱대회 1위

오랜만에 BSAC 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대학생 강사교육 1기 교육과 관련된 사진이 올
라와 있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점이나 출석 등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강사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현재 교육대학원
을 다니며 스쿠버다이빙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나에게 저렴하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 후 2기 강사교육이 실시된다고 하였을 때 추위도 잊은 채 용인으로 출발하
였다.
1월 5일, 용인의 BSAC 본부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첫 일정이 시작되었다. 본부에 들어서자마자
플랭카드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Diving for divers! BSAC의 모토였다. 그 인상적인 대면을 시
작으로 8박 9일 동안의 강사 교육이 시작되었다. 먼저 박종섭 본부장님의 인사와 BSAC의 소개가
있었으며 강사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서민욱 트레이너님의 소개가 끝난 후 나를 포함한 3명의 교육
생이 서로 소개하며 함께 열심히 하여 성공적인 과정을 마치자고 다짐했다.
오전에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끝내고, 곧바로 수영장으로 직행하여 간단한 다이빙 능력점검과
워터맨쉽과 수중기술과 관련한 능력점검을 하였다. 워터맨쉽 중 입영 테스트는 웨이트 2kg을 들
고 5분간 떠 있어야 했고, 수중기술에서는 마스크 물빼기, 호흡기 찾기, 장비 탈부착, 웨이트 벨트
탈부착, 중성부력 등의 기본적인 다이빙 능력 테스트를 하였다. 입영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나
름의 경쟁심이 생기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늦은 점심 후 본부에서
교수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나로서는 교수법은 항상 접하는 부분이라 자
신이 있었지만 계획으로 시작하여 계획으로 끝맺음을 해야 하는 다이빙은 나를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워터맨쉽 및 다이빙 능력 테스트, 교수법 등은 나름 자신이
수면교육 발표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고 자만이었다.
저녁이 돼서야 강의가 끝났고 우리에게 3가지 과제, 학과 프레젠
테이션, 수면에서 오션다이버 교육, 수중에서 오션다이버 교육의 계
획과 준비를 해야 했다. 학과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
지 않은 시각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였을 때 원시시대도 아닌데 굳이
종이를 잘라가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 당황하기 하
였지만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니 더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짜내어
효과적으로 이론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 항상 시계는 새벽 3시를 넘어가기가
일쑤였다. 우리를 괴롭혔던 건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와 밀려오는 잠이었다.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
나 스스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강사과정을 통해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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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교육 발표

이너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수영장에서 실기 발표를 하고 강의실에
서는 학과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기본적인 일정이 반복
되었다. 수영장에서는 밤새 고민했던 SEEDS, 즉 안전
(Safety), 실습(Exercise), 장비(Equipment), 규율
(Discipline), 신호(Signal)에 맞춘 강의 계획을 슬레이
트에 옮겨서 수면과 수중에서 각각 10분, 15분씩 교육
을 진행하였고 그 후 트레이너님들이 평가하여 잘한 점
과 보안할 점을 알려주셨다. 강사 혼자서 기술적인 부
분을 잘하는 것이 아닌 교육생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기술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즉, 잘하
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
학과 강의 발표

또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도 가르쳐 주셨다. 밤새 고민한 계획을 그대
로 옮기는 데도 많이 고민스러웠는데 돌발 상황까지 일어나니 머릿속을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하얗게 되어 버리면서 멍한 상태가 되었다.
돌발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었지만 실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
보다 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것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있어야 했다. 교육생의 안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더 막중한 책
임감을 느끼고 대처해 나가야 겠다고 생각했다.
학과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는 주제에 대해 10분간 다이빙을 처음 접
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전달을 해야 했다. 밤새 준비한 시각자료를 꺼

잠영 테스트

내서 설명하고 풍선도 불어보고 터트려보는 간단한 실험도 하면서 이해
를 시키고자 노력했다. 때론 엉뚱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에도 대비를 해
야 했다. 처음에는 10분 동안 발표했을 때는 내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밤새 준비하고 이론에 대해서도 완벽히 이해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스쿠버다이빙은 많은 이론을 병행
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스포츠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았
고 저절로 책을 펴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학과 프레젠테이션과 수면교
육 및 수중 교육을 하고 난 그날 밤 이후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철저
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였다. 서로 한방에 모여 시작자
료도 준비하고 가상연습도 해보면서 시나리오를 꾸몄다. 그렇게 4일 동
안 반복하니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갔다.
1월 9일, 제주도로 떠나기 전 수영장에서 마지막으로 수면 및 수중 교육 테스트가 있었고 수
영400m, 잠영 25m 및 스킨 다이빙 능력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서로 응원해주며 이를 악물며 모
든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저녁에는 짐을 챙겨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모두 피곤에 지쳐
기절하듯 잠을 잤다. 그러나 그 달콤함도 잠시! 제주도 서귀포의 블루마린 리조트에 도착하자마
자 학과 프레젠테이션과 필기테스트가 이루어졌다. 필기테스트는 두 번에 나누어 치는데 한번은
60문제, 두 번째는 40문제가 나온다. 총 100문제 중 80점 이상이여야만 통과가 가능했다. 모든
교육생을 가장 긴장하게 하는 것은 워터맵쉽도 다이빙 능력 테스트도 아닌 이 필기테스트였고
나 또한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숙소에 도착해서 내일 있을 학과 프레젠테이션과 해양실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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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리더십을 위한 보트다이빙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잔압 점검을 통해 공기량을 계산하여 다이빙을 계획하고 88테
이블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다이빙을 이끄는 실습방법을 경험하
였다. 이건 정말 강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닌, 좋은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원칙과 다름없는 기초적인 내용이
었다. 이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너무 컴퓨터에 의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다이빙 컴퓨터는 다이빙을 쉽고 편하
게 해주는 것이지, 안전한 도구는 아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이끄
레스큐 훈련

는 것은 다이버의 몫이며, 그것은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에 의
한 기술과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강사교육을 통해 값
진 것을 배웠고 항상 습관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

육계획을 짜야 했다. 며칠 동안 과제와 테스트 때문에 지칠 때

이 진정 훌륭한 다이버를 배출하는 최고의 인스트럭터를 위한

로 지친 우리였지만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 올려가며 서로 고민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고 계획하였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처음보다 더 낳은 아이디
어와 색다른 전달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스
스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들었다.

어느덧 힘들었던 9일 동안의 교육과 훈련이 마무리되는 날에
학과 프레젠테이션과 오션다이버 교육, 레스큐 능력, 필기 2차
시험을 모두 마쳤다. 우리는 끝났다는 기쁨에 다들 피곤함도 잊

도착 다음날부터 해양실습교육이 이루어졌다. 5일간의 강사

은 채 쫑파티를 가졌다. 교육을 받는동안 좋았던 점과 부족했

해양실습교육은 이미 진행되어 왔던 학과발표와 이론시험 외에

던 점 등, 여러 소중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힘들었지만 간직하

오션다이버 해양실습 훈련, 레스큐 훈련, 보트다이빙을 이용한

고 싶은 경험들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리더쉽 훈련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일정이었다. 첫날부터, 제주도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다.

의 매섭게 불어오는 칼바람은 남쪽이라 덜 추울 것이라고 예상
한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계속될 해양실습의 어려

8박 9일 동안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여태 내

움을 예고했다. 칼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옹기종기모여 수

가 다이빙을 해온 시간 중에 가장 값지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건도 같이 덮고 손도 잡아가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눠가며 해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다이빙 기술을 잘 가르쳐야 하는 강사의

양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수이지

능력보다는 안전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사로서의 책임감과 자

만 더욱 동지애가 솟아 났다. 수영장에서 수중교육을 하고 왔지

신감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항상 강조하여야 하며 모

만 바다에서 오션다이버 교육은 많은 변수와 위험을 동반하고

자람 보다는 넘쳐야 하는 것이 안전이며, 강사로서 책임감 있게

있었다. 세심하게 배려해야할 부분이 더 많았고 자세한 계획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SAC에서 올바른 지식을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교육받았으며, BSAC강사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여자 강사로서 앞으로 멋지게 활동할 각오를 다시 한 번

레스큐 교육을 통해서는 실제로 호흡을 불어보고 파도와 부

되새겨본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미비한 여자 강사들의 활동이

딪쳐가면서 실습해보니 구조자의 체력과 기술의 중요성을 실감

나로 하여금 멋지게 뻗어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겠다는 멋진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레스큐 훈련을 끝내고…

전공을 위해서라도, BSAC에서 주최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최고가 돼봐야지 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끝으로 이번 대학생 2기 강사교육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박종섭 본부장님, 서민욱 트레이너님, 정상근 트레이너님, 제주
블루마린의 정윤현 강사님 및 김실환, 박대균 동기 교육생들에
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다이빙이
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시고 강사의 길까지 안내해주신 김태우
강사님! 강사 교육기간 중 매일 밤 전화로 응원해주신 그 응원
이 너무 고마웠고 힘이 되었다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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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③

초짜 다이버 팔라우 바다 정복기
글 김혜인

성남 해마 스킨 스쿠버 | 오픈워터 다이버

다이빙과의 첫 만남
내 나이 스물여덟. 수영의 ‘수’자도 모르는 타고난 맥주병. 그러니 다이빙의 ‘다’자는 꿈도 꿔보지 못
했다. 그런 내가 다이빙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기회가 생겼다.
현재 성남 해마 스킨스쿠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옥 마스터님의 팔라우 여행 제의!
처음에는 팔라우 여행이라고 해서 일반여행을 생각했다. 주요 관광지를 돌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
나라만의 음식을 먹는….^^ 그런데 스쿠버다이빙도 한단다. 어머나 세상에…….
수영의 ‘수’자도 모르는 내가 다이빙을…? ‘잘 할 수 있을 까’하는 괜한 걱정 때문에 가야 하나 말아
야 하나 수천번도 더 고민한 거 같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친다. ‘그래, 맞아! 이건 기회야! 해보자! 마스터님도 계시고 더군다나 강사님이 계시는
데 뭐가 걱정이야!’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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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영장 교육을 받는 날이다! 두근반 세근반.

붙는다. 언니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중! 출석체크를 한 후

처음으로 입어 본 슈트의 느낌! ‘우와~ 좋다!’ 왠지 인어가

짐도 붙이고, 발권도 하고 그리고 출발 전 단체사진 한장 찰칵!

된 기분이랄까?

모두들 ‘치~즈!‘그동안 안되는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혜인아! 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올림픽 수영장에 위치한 잠수풀로 직행

라우에 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돌아오자! 출발! 그렇게 비행기

김진규 강사님께서 장비의 종류와 사용방법, 안전수칙에 대해

에 탑승했고 4시간이 넘는 밤 비행으로 지칠때 쯤 팔라우에 도

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며 교육이 시작되었다.

착했다.

내 몸무게 반인 공기통, 생명줄인 호흡기, 뭔가가 많이 달려있
는 부력조절기, 생각보다 큰 오리발……. ‘이걸 다 기억하고 잘
할 수 있으려나?’라는 걱정이 된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비몽사몽 팔라우와의 만남

도 낯선 장비들. 그렇게 처음으로 다이빙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새벽4시에 도착한 팔라우는 벌써부터 분주한 느낌이다. 호텔
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짐 정리를 하고 바로 취침모드. 어디선가

여행은 종합 선물 세트.

노래 소리가 들린다. 알람이다! 눈을 감았다 바로 뜬 기분인데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몸이 천근만근. 이대로 다이

여행은 무궁무진한 종합선물세트! 더군다나 스쿠버와 관광

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을 동시에 하는 그야말로 매력 덩어리이다~! 여행을 꿈꾸며 잠

왠지 극기훈련 온 기분. ㅠㅠ 눈을 뜬건지 감은건지 모른채

못 이루는 밤, 여행을 시작하는 설레임, 어떤 여행이 될지 상상

로 아침밥을 먹었다. 다이빙을 위해서라도 든든히 먹어야 한다

하면서 짓는 웃음, 낯선 이와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금까지는 몰

는 사명감에 젖어! 그래도 아침밥은 꿀맛이다! ‘역시 난 참 잘

랐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 이만한 선물세트가 또 어디에

먹어!’이제 팔라우를 만나러 갈 시간! 우리는 작은 미니버스를

있을까?

타고 다이버샵으로 이동을 한다.

자, 지금부터 종합선물세트 개봉박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팔라우. 한국과는 반대로
있는 미니버스의 핸들.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팔라우의 원주민들. 열대지역의 상징 야자수 나무. 그리고, 도착

11월 6일 밤 8시 인천공항에 도착

했을 땐 어두워서 몰랐던 팔라우의 하늘. 팔라우의 하늘은 정
말 최고다! 파란 하늘 사이사이에 하얗고 깨끗한 뭉게구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설렌다. 이미 팔라우에 도착

눈이 부실정도! 또한 내리 쬐는 햇볕은 한국의 겨울을 금방 잊

한 기분이랄까? 다들 촌스럽다고 할까봐 속으로만 연신 ‘야호!

게 하는 듯하다. ‘어어……. 저기 바닥까지 다 보이는 게 혹시 바

야호! 인천공항이다! 이제 진짜 팔라우에 간다! 내 몸만한 다이

다인가?’‘바다가 어쩜 이리도 맑고 투명 할 수 있지?’에머랄드

빙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도 하나도 무겁지 않다. 오히려 미소가

빛의 맑은 바다를 보며 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이다. 하늘과 견

득! 싱글벙글 웃음만! 사실, 다이빙 캐리어를 끌고 가는 내가

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고운 빛깔. 세상에나 태어나서 이렇

뭐라도 된 듯 벌써부터 뿌듯하다.^^ 그렇게 집결장소로 이동! 드

게 맑고 깨끗한 바다는 난생 처음 본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

디어 집결장소에서 처음으로 일행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조금

는 이동하는 내내 연신 ‘우와~ 우와~’라는 감탄사와 버스 창밖

은 어색한 첫 만남.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긴장감. 왜냐, 난 일행

풍경으로 시선고정만 할 뿐! 내가 만난 팔라우는 그야말로 환

중에 최고 막내. 그렇다. 이십대는 나 혼자였다. 안 그래도 첫 만

상적이었다. 이렇다할 감탄사는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만약

남엔 소심모드인데……. 이런 같이 간 언니들의 옆에 찰싹 달라

팔라우에 대해서 묻는이가 있다면 당장 비행기 티켓부터 예약
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출발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버샵에 도착했다.

팔라우에서의 첫 날, 첫 다이빙
두근두근. 심장소리가 내 귓가게 들리는 듯 하다. 드디어 보
트를 타고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시간! 보트에 타기 전 오늘 다
이빙을 하게 될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첫 번째 울롱채
널, 두 번째 시어스터널, 세 번째 코럴리프. 이름만 들어도 괜시
리 긴장되고 설렌다. ‘바다에서의 첫 다이빙이라는 부담감과 처
2012 January•February

223

간다! ‘잘 할 수 있어. 혜인아!’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는 울롱채널에서 한명, 두명 입수 시작!
나는 초보라 거의 마지막에 입수를 했다. 솔직히 겁이 얼마
나 많이 났는지 입수하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 입수 자세는
배운대로 했는지, 실수는 안했는지! 그냥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입수에 성공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뿐. 우리 일행이 모두 있
는지 체크도 하고 사진도 한 장 찰칵!! 이제 모두들 하강~ ‘바
다속에서 만나요~!!’ ‘뽀글뽀글’ 호흡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
방울 소리만 들린다.
‘우와~'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으로 3D 영화를 보는듯한 느
낌이다. 파란 스크린에 물고기들이 출연을 하고 각기 다른 모양
의 산호들이 예쁜 배경을 장식하는 느낌!
‘그런데, 산호들아 미안! 내가 하강하면서 너희들을 조금 아
프게 한 거 같아!’ 괜히 마음이 짠하다. 강사님이 알려주신 바로
는 산호들이 자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던데. 아무래도 하
강미숙으로 산호들을 다치게 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눈앞에 있는 상어를 보며 내 눈을 의심
한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상어가 눈앞에 있다니…. 친구들에게
말해줘도 못 믿을거다. 비록 엄청나게 큰 상어는 아니었지만 그
래도 내 키보다는 클거다! 난 살짝 긴장했는데, 왠지 상어가 우
리를 귀찮아하는 듯하다. ‘너희들 왔니?’ 이런 눈빛. 또 다른 녀
음으로 접해보는 수중세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 ‘후~후~’

석이 지나간다. 입술이 엄청 두껍고 매력적이다. 특히 이마가 유

아무도 모르게 심호흡을 해본다. 자, 이제 보트의 우렁찬 모터

달리 발달되어 있다. 크기는 좀 큰편인데 생긴거와는 다르게 색

소리와 함께 울롱채널을 향해 출발!

이 곱다.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연두빛도 돌고! 아무튼! 자꾸 보

보트를 타고 출발 한 후 난 또 한번의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우와~’
미니버스에서 보던 풍경과는 또 다른 팔라우의 모습! 버스에
서 보던 팔라우는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했다. ‘와우! 이것이

니 정이 가는 녀석이다. ‘귀여워’ 허둥지둥. 이리 구경 저리 구경.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렇게 바다에서의 첫 다이빙을 마쳤
고, 보트에 올라와서야 정신이 좀 든다. 아까 내가 본 물고기의
이름이 나폴레옹 피쉬란다. ‘짜식 이름 멋있네!’

진정 팔라우의 모습이다!’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은 드넓

사실 더 많은 물고기들과 산호들을 기억하고 싶었지만 첫 다

은 바다를 안을듯한 모습으로 장관을 이뤘고 에머랄드빛 바다

이빙이라 그런지 그저 난 마스터님과 가이드의 뒤만 쫓아가기

는 우리가 왜 팔라우에 다이빙을 오게 됐는지 명쾌한 답을 주

에 바빴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상어와 나폴레옹 피쉬

는 듯하다. 더군다나 파도하나 없이 잔잔한 바다는 사랑스러워

뿐 아쉽다.

보이기까지 한다.
두 번째 다이빙은 시어스터널이다!
‘바다야~ 안녕! 오늘 하루 잘 부탁할게~ 난 완전 초보거든!’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바다 속을 구경해야지!’ 시어스터

라고 속으로 외쳐본다. 그렇게 얼마를 달려왔을까? 보트의 모터

널이 울롱채널보다는 조금 더 깊은거 같다. 내려가면서 계속 이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어느새 멈춰 버렸다. ‘이제 정말 바다

퀄라이징~ 살짝 어두워진 바다. 그래도 저 멀리까지 다 보인다.

로 들어가는구나.’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를 한다. 슈트도 입고

‘이런곳에 이렇게 터널이 있구나.’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오리발도 신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호흡기도 체크하고 주변에

구경 또 구경. 이번엔 물고기 가족이다! 도대체 몇 마리인지 가

계시던 일행분께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챙겨주시기까지

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대가족이다. 은빛 물결이 눈앞에 펼쳐

한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총인원이 13명인 관계로 A조 B조

졌다. 역시 감탄사 ‘우와~’ 물고기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로 나뉘어서 입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있고 규칙이 있는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동을 한다. 그야말

A조는 김미옥 마스터님을 주축으로 일본인 가이드와 팀을
이루고 B조는 김진규 강사님을 주축으로 필리핀 가이드와 팀을
이뤘다. 나는 A조다! 무조건 마스터님과 일본인 가이드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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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멋있다! 근데 입을 꾹 다문 표정이 왠지 삐진듯한 얼굴처럼
보여 웃음이 난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대가족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주변에 작은 물고기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이드가 이름을 써줬는데 퍼플 뷰티란다. 아담한 작
은 물고기였는데 진한 보랏빛 벨벳드레스를 입고 있는 듯한 모
습이다.
또 이름은 잘 모르지만 노란 물고기, 노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물고기. 검은색 물고기.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다.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으려나?’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다. ‘아! 저
건 니모다!’ 에니메니션 인어공주에 등장했던 물고기다. 유일하
게 내가 알고 있는 물고기! 더군다나 내 별명은 니모다! ‘안녕
반가워! 나도 니모야 니 친구!’ 하지만 니모는 부끄러운 듯 쏙쏙
들어갔다 나왔다. ‘부끄럼쟁이~!’ 역시 두 번째 다이빙은 첫 번
째 보다는 조금 수월했다. 약간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중이랄까!
이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다이빙이다!
웅장한 느낌마저 드는 산호도시 코럴리프~ 각양각색의 산호
들. 색이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어 보이고
특히 둥글넓적한 산호들의 모습은 마치 우주선처럼 보여서 지
금 내가 있는 곳이 바다 속이 아니라 우주도시에 와 있는 듯한

고 선명하게 보인다. 빨주노초파남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주

느낌을 준다. 그리고 그 산호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가

는 무지개다리는 너무 낭만적이다! 나는 이참에 일본인 가이드

족들은 마치 이름을 붙여 놓은 듯 제집을 지키느라 분주한 모

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줬다. ‘무지개’라고! 괜히 애국하는 느낌

습이다.

이다!

그 산호들 사이에서 바삐 움직이는 물고기들과 눈이 마주쳤
다.

자 이제는 블루홀을 구경할 시간~

‘안녕~ 얘들아 안녕~’ 하지만 어느새 산호 속으로 쏘~옥. 아

블루홀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껏 보았던 바다색과

무래도 내가 제집을 빼앗으러 온 줄 아나보다. 아니면 부끄러워

는 다르게 짙은 파란색을 띈다. 그래서 블루홀이라는 이름이

서 그런 건가? 그리고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 엄청난 크기의 조

붙여졌겠지? 살짝 무섭고 겁도 나는! 다행히 일본인 가이드가

개를 만났다. 흡사 인어공주가 나올법한 크기다. 혹시 내 손을

나의 실력을 눈치 챘는지 어느새 옆에 와있다. ‘휴. 다행이다’ 그

먹어버릴까 만져보지는 못하고 지켜보기만 한다! 소심모드. 이

렇게 우리는 블루홀 속으로 서서히 들어간다. 어찌 만들어졌는

렇게 첫날의 다이빙이 모두 끝났다.

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다. 바다 한가운데

밤 비행, 짧은 휴식, 그리고 첫 다이빙.

이렇게 웅장한 홀이 있다니! 수심 30미터 정도 되는 블루홀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다이

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햇살에 눈이 부신다.

빙을 하면서 피곤함마저 사라진 기분이다. 호텔로 돌아온 난 아

어떠한 말로도 부족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경이로울 정도로 아

직도 바다속을 구경 중.

름답다. 아마도 다녀온 모든이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평생 잊지
못하지 않을까.
블루홀 안에 또다른 조그마한 홀이 있다. 우린 다락방에 들

둘째날은 조금더 여유롭게

어가듯 그곳을 통과해서 이동했다. 그리고 만난 나폴레옹 피쉬.
이 나폴레옹 피쉬는 겁도 없나보다. 아니다. 오히려 대담하다.

따르릉~ 모닝벨이 울린다. 오늘의 컨디션은 최고!! 내 컨디션

우리가 나폴레옹피쉬를 지켜보는게 아니라 나폴레옹피쉬가 우

만큼 오늘 가 볼 포인트도 최고란다! 팔라우에 온다면 꼭 가봐

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나는 너무 신나서 연신 손을 흔들고

야 할 곳. 첫 번째 블루홀, 두 번째 블루코너, 세 번째 저먼채널!

있다. ‘안녕! 안녕!’ 나폴레옹 피쉬도 내가 싫지만은 않은가 보

역시 다이버샵에서 포인트 지점까지 이동할 때 보는 팔라우

다. 내 옆을 스~윽 지나치면서 눈을 맞춘다. 손에 닿을듯 말듯

의 경치는 아름답다. 어제는 너무 긴장한 탓인지 곳곳에 있는

애가 타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내 주위를 돌기만

작은 섬들은 눈에도 안들어왔는데, 오늘은 보인다. 첫 다이빙을

한다.

끝내고 조금은 편안해 져서 그런가? 바다위에 동동 떠있는 듯

‘어머! 눈동자가 다 보이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도 이 녀석

한 초코송이 같은 섬들은 귀엽기까지 하다. 일본인 가이드가 나

은 갈 생각을 안한다. 쇼맨쉽이 아주 뛰어난 녀석인가보다. 아쉽

에게 말한다. ‘rainbow!’ 어! 저 멀리 무지개가 보인다!

지만 이제는 가야 할 시간. ‘잘 있어! 친구! 다음에 또 만나게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무지개가 여기선 아주 또렷하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친한 척 해주렴!’ 이렇게 또 한 마리의 친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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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사귀고 이동. 이동. 이제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눈에 들
어온다. 어제 강사님과 함께 본 어류 도감 덕분이다! ^^;; 니
모, 깃대돔, 담셀피쉬. 그리고 이름 모를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두 번째 포인트는 블루코너.
블루홀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너무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
는 블루코너! 우리 일행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훅을 걸고
블루코너를 감상한다. 우와~ 그야말로 대형 수족관이다. 이
처럼 눈이 즐거울 수 있을까? 무심한 듯한 상어, 그 옆을 지
키는 빨판상어, 언제나 대가족 잭피쉬, 이젠 친구가 되버린
나폴레옹 피쉬, 꼬리가 노란 물고기 가족들의 환상적인 공연.
싱크로나이즈 공연을 감상하는 기분이랄까? 환상적인 팀웍
에 그저 감탄만 한다. 그 밖에도 트리거 피쉬, 엔젤피쉬, 유니
콘피쉬, 거북이. 등등 끝도 없다. 이름은 모르지만 형형색색
예쁜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다 기
억 못할 거 같다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이놈의 기억력.
세 번째 포인트는 저먼채널이다.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기회라던데! 과연 신은 허락을 하
실까? 먼저 B조가 입수를 했고, 우리 A조가 나중에 입수를
했다. 가이드를 따라 만타레이가 유독 잘 나타난다는 곳으로
이동. 저먼채널의 바닥은 산호가루로 되어 있어서 인지 유독
시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일행이 조금만 멀어져도 잘 안보
인다는! 더군다나 바위나 산호들이 별로 없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더
힘들다.. 세 번째 다이빙이라 체력도 많이 바닥났고! 그래도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열심히 킥하는 중!
잠시 멈춰서 만타레이를 기다려 본다. ‘올까? 안올까?’ ‘만
타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혼자 이생각 저생각.. 몇분 후..
올라가자는 가이드의 손짓. 신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만
타는 예민한 녀석이라던데. 눈치를 챈 것일까?
애꿎은 보트 밑바닥을 보고 만타라고 착각을 한다. 아쉽
다. 아쉽다. 괜히 눈물이 핑 돈다! 보트에 먼저 올라온 B조팀
이 묻는다. ‘만타 봤어? 너무 멋있지?’ ‘……’ 먼저 들어간 B조
는 만타를 보았다. 그렇다. B조가 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만
타를 보러 이동 중이었던 것이다. 흑흑.. 못봤다는 우리말을
믿지 않는다. 더 슬프다! 만타를 그리워하다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다. 휴. 사진으로나마 보자! B조팀이 찍어온 수중사진
으로나마 만타를 만났다. ‘우와~ 실제로 봤어야 하는데! 아
쉽다.. 아쉬워!’ 사진에서 조차 만타의 위엄이 느껴진다. ‘만타
야~ 다음엔 나도 허락해줘!’

번 남았네. 두 번 남았네. 한번 남았네. 카운트다운을 하게 생겼
다. 그만큼 아쉬움이 묻어나는 마지막날! 오늘의 포인트는 첫

아쉬움이 묻어나는 셋째날
어느덧 꿈같은 날들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홉 번의 다이빙을 언제 다할지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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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블루코너, 두 번째 이루마루호, 세 번째 샹들리에이다.
또다시 블루 코너에 왔다! 역시나 볼거리가 많은 블루코너~
그런데 오늘은 조류가 느껴진다. 아무리 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지 첫 번째 다이빙인데 벌써부터 지친다.

서 기념사진을 빼놓을 수 없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위와 산호들에 의지해서 조금씩 앞으로

우리는 또 다시 사진 한 장 찰칵! 보면 볼수록 신기한 동굴

전진. 조류가 있는 부분을 지나니 다시 잔잔한 바다~ 우리는

이다. 곳곳마다 수온이 다르고, 형성되어 있는 종류석의 크기도

여기서 수중 단체사진도 찍고 기차놀이도 할거다. 먼저 수중 단

다양하다. 아직도 종류석이 자라고 있다는 강사님의 설명! 그저

체사진부터 한 장! 탑을 쌓듯이 일층, 이층, 삼층. 난 어쩌다 보

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서!

니 일층이다. 물속이라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왠지 무거워지는

동굴에서 빠져나와 수면으로 올라가기 전 감압을 하고 있을 때

느낌! 찍는다는 신호를 보낸다. 하나, 둘, 셋! 모두들 잠시 숨을

였다.

참고 찰칵! 그 다음엔 기차놀이다. 일본인 가이드가 제일 앞에

내 눈에 아주 화려하면서도 작은 크기의 물고기가 보인다.

서고 그 뒤로 마스터님, 나, 강사님이 제일 마지막! 우와~ 길이

스쳐지나갔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화려한 물고기였다. 잠시후

도 꽤나 긴 기차가 됐다. ‘바다속을 구경하는 일 말고도 이런

가이드의 렌턴이 어딘가를 비춘다. ‘어, 내가 본 그 물고기인데.’

재미가 있구나!’ 새삼 느끼고 있다.

가이드가 이름을 써준다. ‘Mandnrinfish’ 왠지 이름과 잘 어울
리는 느낌이다. 푸른빛, 주황빛, 노란빛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두 번째는 역사의 아픔이 느껴지는 이루마루호!

없는 각각의 색이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다. 렌턴을 비추고 나니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유조선으로 뱃머리쪽에 어뢰를 맞

약간은 형광빛 느낌이랄까.

은 다음 폭격기의 폭탄세례를 맞고 침몰 했단다. 생각보다 엄청

만다린의 양쪽에 달려있는 지느러미는 꼭 선녀의 날개 옷 같

난 크기의 이루마루호~ 이루마루호는 오랜 세월을 바다 속에

다. 살랑살랑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황홀하다. 어떤

있었던 탓인지 배의 전체가 다양한 산호들로 덮여있다. 마치 이

말로 표현해야 할까? 작은 물고기지만 그 화려함은 모두를 숨

루마루호에 꽃들이 만발해 있는 듯. ‘외롭진 않았겠구나!’ 우리

죽이게 할 정도이다. 카메라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쉬운 순간이다.

는 천천히 역사의 흔적을 감상했다. 그리고 배의 중앙 갑판쯤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되려나. 잭피쉬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요녀
석들, 여기가 아지트구나!’ 역시 장관이로다! 그리고 뾰족한 입
이 새침해 보이기까지 한 바라쿠다 가족들과도 마주쳤다!
이제는 이번 다이빙의 마지막! 샹들리에케이브로 향한다.
벌써 마지막 다이빙이라니 아쉽고, 또 아쉽다. 이제는 힘들다
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한명, 두명, 입수~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물위에서 단체사진
한 장 찰칵!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모두들 함박웃
음을 짓는다! 나랑 선미 언니는 초보들이라 김진규 강사님의
좌청룡 우백호다. 그동안 다른 조여서 강사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는데 마지막 다이빙은 강사님과 함께 한다! ‘야호!’ 역시..
강사님 옆에 있으면 괜시리 긴장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 강사님의 포스인가? 그렇게 어두운 샹들리에케
이브로 들어간다. ‘윽. 아무것도 안보인다. 무섭다.’ 샹들리에케이
브의 첫 느낌이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니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물의 온도도 갑자기 차가워졌
다. 그리고 눈앞엔 물 아지랑이가 보인다. ‘아우~ 어지러워!’ 조
금 지난 후 였을까 강사님께서 렌턴으로 이리저리 비춰주신다.
‘어어 보인다! 우와~’ 연신 감탄사만 나온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았지만 일단 들어가고 보니 생각보다 꽤
넓은 내부였다! 그렇게 이동하다보니 수면위로 올라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같은 동굴안인데 어느 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
고 어느 부분은 수면위로 동굴이 형성되어 있던 것이다. 우리는
호흡기를 뺀채로 호흡을 한다. ‘숨이… 숨이 쉬어진다!’ 너무 신
기하다. 그리고 올려다 본 동굴의 천장은 눈이 내린 듯 새하얀
종유석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눈 내린 거 같아!’ 이런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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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지막 다이빙이 끝이 났다. 처음엔 길게만 느껴졌던
3일간의 다이빙. 막상 하고보니 열흘은 더 할 수 있을 거 같다.
아니 매일매일 해도 좋을 거 같다. 이것이 다이빙의 매력인가 보
다. 보고 또 봐도 매번 다른 바다속. 다이버샵으로 돌아오는 길
에 난 연신 마지막 인사를 한다. ‘잘 있어! 얘들아~ 3일 동안이
지만 반가웠어!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꼭 다시 만
나자~!’ 아쉬움을 애써 참으며 바다속에서 본 풍경들, 보트에
서 보는 바다위의 풍경들을 두 눈에 담고 가슴에 담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진규 강사님과 김미옥 마
스터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겨본다. ‘강사님! 마스터
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소소한 즐거움 밀키웨이와 젤리피쉬, 자이언트크랩
다이빙은 끝났지만 우리에겐 아직 스노쿨링이 있다! 아쉬움
을 담고 담아서 스노쿨링으로 멋있게 마무리! 스노쿨링을 하
기 전 밀키웨이부터 들른다. 원래 팔라우에 오면 산호가루팩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동안 햇볕에 그을리고 바닷바람에 상했
던 피부를 관리해줘야 하니깐! 말 그대로 바다색은 우유를 타
놓은 듯 뽀얗다. 가이드가 산호가루를 엄청나게 퍼왔다. ‘자, 이
제 발라볼까?’ 보들보들 피부를 기대하며~ 다들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다. 서로를 발라주기도 하고 그러다 웃음짓기도
하고. ‘역시 이런 재미도 빠트릴 수 없지!’원주민과 기념사진 찰
칵! ‘모두들 치~즈!’
이번엔 젤리피쉬레이크! 독성이 없는 해파리가 사는 곳으로
원래는 바다였으나 지각변동으로 사방이 막혀서 지금은 호수
가 되었다고 한다. 약간의 등산 후 젤리피쉬호수에 도착했다.
저 멀리 다른 관광객들이 젤리피쉬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보
인다. 근데 생각보다 멀어보인다. ‘수영도 못하는 내가 저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숨을 고르며 킥을 하고 또 하고.. 바다속에
서 하는 다이빙이 훨씬 쉬운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물
속에서 하나씩 보이는 젤리피쉬를 보니 너무 반갑다. 해파리하
면 엄청 클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엽다. 몰캉몰캉~ 엄청나게 많
은 수의 젤리피쉬는 꼭 등불축제를 연상시킨다! 주황빛의 밝은
등불. ‘우와~’
마지막은 자이언트크랩이다! 말 그대로 대왕조개~ 다이빙하
면서 처음으로 본 대왕조개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다. 스
노쿨링하러 퐁당! ‘우와~ 엄청 많다! 누군가가 일부러 모아놓
은 것처럼 그야말로 대왕조개 박물관이다!’ 형형색색의 물고기
들도 ‘안녕~’ 강사님의 도움으로 대왕조개를 만지러 물속으로
입수~ ‘우와~ 우와~ 살이 몰캉몰캉~ 보들보들~’ 몇 개의 대
왕조개를 만진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야말로 오감만족
체험이다! 소소한 즐거움 스노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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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코끝이 찡하다. 난생처음 본 바다속 세계를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낯선 곳에서의 소중한 만남을 뒤로한 채 나는 집으로

5박6일의 일정이 언제 지나간 건지.. 호텔에서 마지막 짐을 정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또다른 여행을 계획하

리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은 왠지 발걸음이 무겁다. 처음에는 5

는 시작점이 되는만큼 나는 지금 또다른 여행을 꿈꾸는 중! 모

박6일이 길게만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 이었나 보다.

두들 여행을 꿈꾸는 멋진 다이버가 되시길!

그렇게 팔라우와는 점점 멀어져 간다. ‘안녕! 팔라우야. 다음
에 또 만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팔라우의 모습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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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축하합니다 !
스마트다이버 운동 동참에 서명한 귀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다이버 명예의 전당에 모십니다.
•명단의 순서는 서명 등록순입니다
•참가방법: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다이버 운동 동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의 진실성과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실명과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www.scubamedia.co.kr) 또는 본지 2010년 7/8월호 사설 “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와 9/10월호 사설
“스마트 다이버 운동” 및 2011년 1/2월호 사설 “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정 요구한다.”를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 2011년 11월 2일~ 2012년 1월 25일까지 등록된 데이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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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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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1

백성기

CMAS, PADI

강사

울산

남

41

이혁준

CMAS

오픈워터

부산

남

2

박세우

"BSAC, CMAS"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42

전가수

KUDA

다이브마스터

울산

남

3

김현철

SD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43

김용성

SDD, NAUI

강사

제주

남

4

황윤태

TSDI

강사

제주

남

44

김시만

IANTD

어드밴스드

경기

남

5

고영식

SSI

트레이너

강원

남

45

김영욱

SSI, KUDA

강사

서울

남

6

이문한

TSDI

강사

강원

남

46

김종호

PADI

강사

서울

남

7

남용주

"CMAS, IANTD. TSDI"

트레이너

강원

남

47

나준영

NAU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8

박종섭

BSAC

트레이너

경기

남

48

김경석

TSDI

강사

경기

남

9

김동혁

SDDI

트레이너

서울

남

49

박윤식

PADI

강사

서울

남

10

김재형

CMAS

강사

서울

남

50

설승진

NAUI

강사

호주

남

11

이성호

TSDI

트레이너

강원

남

51

맹재우

PADI

강사

필리핀

남

12

최지섭

IDIC

트레이너

경북

남

52

김종표

PADI

강사

경기

남
남

13

전장식

CMAS

강사

경기

남

53

이형석

PADI

강사

서울

14

유성용

PADI

강사

서울

남

54

전하림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5

이용재

PADI

강사

경기

남

55

이희

NAUI

강사

충남

남

16

배인환

PADI

강사

인천

남

56

최윤화

PSAI

강사

서울

여

17

성오용

NAUI

강사

서울

남

57

김문겸

SDDI

트레이너

서울

남

18

정영호

PADI

강사

서울

남

58

전재순

SSI

오픈워터

경기

여

19

김원정

BSAC

강사

경기

남

59

송우진

SSI

강사

경기

남

20

김성한

TSDI

강사

인천

남

60

송혜욱

BSAC

강사

경기

남

21

김영훈

CMAS

강사

충남

남

61

김광일

PADI

강사

경기

남

22

박수현

PADI

어드밴스드

인천

여

62

황 욱

BSAC, PADI, KUDA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3

정연수

KUDA, NAU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63

김규도

PADI

강사

경기

남

24

김제일

CMAS

강사

경북

남

64

이호근

SSI

어드밴스드

해외

남
남

25

박영남

"PADI, NAUI"

다이브마스터

대구

남

65

심선보

PADI

강사

경기

26

채용병

PADI

강사

서울

남

66

이훈선

TSDI

강사

강원

남

27

최우정

BSAC

강사

경기

남

67

배한철

TSDI, NAUI

어드밴스드

경남

남

28

신순태

"SSI, NASDS"

강사

서울

남

68

박근배

SDDI

강사

제주

남

29

황재석

SSI

강사

강원

남

69

김남기

PADI

강사

서울

남

30

우상봉

TS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70

한창영

CMAS

어드밴스드

인천

남

31

전장원

PADI

다이브마스터

홍콩

남

71

김육현

CMAS

강사

대구

남

32

김재경

PADI

강사

서울

남

72

강판열

SDDI

마스터다이버

부산

남

33

조의상

PSAI

강사

충남

남

73

이은오

KUDA

강사

경기

남

34

한동욱

PADI

강사

경기

남

74

이다운

PADI

강사

호주

남

35

김형진

SSI

강사

서울

남

75

양성근

BSAC,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36

이상문

CMAS

어드밴스드

서울

남

76

김대장

CMAS

강사

필리핀

남
남

37

정재열

SSI

오픈워터

경기

남

77

이시형

**

**

필리핀

38

김병호

NAUI

강사

서울

남

78

이재승

NAUI

강사

필리핀

남

39

박현철

SSI

보조강사

경기

남

79

정광교

PADI

레스큐다이버

울산

남

40

전인숙

CMAS

보조강사

경기

여

80

김은종

SSI

다이브마스터

필리핀

남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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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81

김민욱

SSI

강사

해외

남

142

김병국

NAUI

보조강사

경기

남

82

김영우

PSAI, KUDA

강사

경기

남

143

이상만

NAUI

어드밴스드

전북

남

83

이희문

PADI

강사

서울

남

144

전주용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84

홍중기

SI

강사

경기

남

145

전제홍

PADI

강사

서울

남

85

김건석

"PSAI, NAUI"

다이브마스터

제주

남

146

말미잘

PADI

강사

인천

남

86

정의욱

TSDI

트레이너

경기

남

147

김동진

SSI, KUDA

강사

충남

남

87

최동식

PADI

강사

인천

남

148

예성진

NAUI

트레이너

부산

남

88

김덕휘

**

트레이너

제주

남

149

김명환

NAU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89

이민정

PADI

강사

서울

여

150

박종혁

NAUI

어드밴스드

경기

남

90

이도경

NASDS

강사

충남

남

151

황선용

CMAS

어드밴스드

경남

남

91

손경훈

IANTD

강사

경남

남

152

김민석

NAUI

강사

서울

남

92

박노덕

PADI

강사

대구

남

153

이선민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93

유효선

SD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54

황인겸

PADI

강사

서울

남

94

조혜진

SD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55

박제이

PADI

강사

해외

남

95

신풍우

SDD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156

이명진

NAUI

어드밴스드

경기

여

96

김강호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57

장재수

NAUI

강사

전북

남

97

강풍

"BSAC, KUDA"

마스터다이버

강원

남

158

윤치원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남

98

쟌마이클

NAUI

강사

경기

남

159

박창근

SSI

강사

울산

99

이동효

NAUI

강사

인천

남

160

이영경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00

박성현

CMAS

강사

서울

남

161

김재준

TSDI

강사

서울

남

101

이주현

PSAI

트레이너

경기

남

162

구혜경

NAUI

어드밴스드

충북

여

102

김민철

PAD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63

전용일

NAU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103

심용수

KUDA

오픈워터

서울

남

164

김용세

NAU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104

이기훈

SSI

트레이너

경기

남

165

조현준

PADI

강사

부산

남
여

105

최명구

**

**

부산

남

166

신나라

KUDA, CMAS

어드밴스드

인천

106

구자득

NAUI

어드밴스드

인천

남

167

이득용

PADI

강사

경기

남

107

박재현

PADI, KUDA

다이브마스터

경북

남

168

송무련

PADI

레스큐다이버

전남

남
남

108

정종섭

PADI

강사

서울

남

169

이승희

TSDI

트레이너

충북

109

조태일

PADI

오픈워터

충북

남

170

박남미

CMAS

오픈워터

대전

여

110

김선호

SS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171

배진하

YMCA, CMAS

강사

부산

남

111

이진성

CMAS

오픈워터

충북

남

172

정세홍

YMCA

강사

경남

남

112

김경진

**

강사

인천

남

173

최재영

PADI, SSI

강사

서울

남

113

강수진

"TSDI, CMAS"

어드밴스드

서울

여

174

김용태

PAD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14

최승혁

IANTD

트레이너

울산

남

175

조군희

PADI

강사

강원

남

115

박상태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176

김삼웅

SS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16

장현주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여

177

홍병일

CMAS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여

117

장윤미

NAUI

강사

서울

여

178

이혜미

PADI

***

서울

118

민복기

PADI

강사

서울

남

179

이주현

**

**

서울

여

119

류재욱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80

고영태

PADI

레스큐다이버

제주

남

120

오윤영

PA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81

양희정

PADI

오픈워터

제주

여

121

최동섭

KUDA

다이브마스터

강원

남

182

최창한

PADI

오픈워터

제주

남

122

정범수

SSI, NAUI

강사

서울

남

183

정희수

PADI

다이브마스터

제주

남

123

김남훈

SSI

다이브마스터

제주

남

184

박인성

IANTD

강사

경기

남
여

124

김정미

PADI

트레이너

서울

여

185

현지원

PADI

오픈워터

서울

125

김양규

CMAS

트레이너

서울

남

186

홍사영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126

허희선

PA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87

김남준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127

권기원

TSDI

강사

부산

남

188

김기일

PADI

오픈워터

전남

남

128

서지영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89

김동균

PADI

오픈워터

경기

남

129

김강영

PADI

강사

서울

남

190

김순아

PADI

어드밴스드

경기

여

130

민영진

PADI

강사

해외

남

191

박대홍

PADI

오픈워터

제주

남

131

이상철

NAU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192

송상원

PADI

레스큐다이버

충남

남

132

김종균

KUDA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193

윤혜정

PADI

어드밴스드

경기

여

133

한창석

PAS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194

임희선

PADI

오픈워터

충남

여

134

현승준

IANTD

강사

경기

남

195

공은숙

NAUI

강사

서울

여

135

김남형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96

한구인

NAUI

어드밴스드

경기

남

136

이한림

CMAS

오픈워터

경기

남

197

이준희

NAUI

보조강사

서울

남

137

강삼수

KUDA

강사

경남

남

198

고상렬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138

이승택

PADI

강사

서울

남

199

정상철

PSAI

어드밴스드

경남

남

139

강상규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00

변광호

IDEA

어드밴스드

인천

남

140

한동훈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01

황인자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141

정연수

KUDA, NAU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02

김혁래

KUDA

***

인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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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203

조익환

PADI

강사

서울

남

264

이선목

PADI

강사

대전

남

204

전정범

NAUI

어드밴스드

전북

남

265

필스쿠바

CMAS

강사

경기

남
남

205

이진희

NAUI

어드밴스드

전북

여

266

박진만

PADI

강사

경기

206

김청자

NAUI

오픈워터

서울

여

267

경민구

SSI

강사

경남

남

207

안호성

NAUI

보조강사

경기

남

268

송진덕

PADI

강사

경기

남

208

김성수

NAUI

마스터다이버

경남

남

269

김학로

CMAS

강사

부산

남

209

정연찬

NAU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270

박한규

PADI

강사

서울

남

210

김민섭

NAU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271

배경화

PADI

강사

서울

여

211

김원호

NAUI

오픈워터

서울

남

272

정명해

PADI

강사

서울

남

212

JASON LEE PADI

보조강사

해외

남

273

전찬웅

TSDI

강사

서울

남

213

전하림

어드밴스드

서울

남

274

이상호

BSAC

강사

울산

남

PADI

214

김수현

SDDI

강사

전남

남

275

임후순

SDDI

강사

대구

남

215

임창근

BSAC, PDIC

강사

강원

남

276

구본민

PADI

강사

대전

남
남

216

박금례

BSAC, PDIC

오픈워터

강원

여

277

황동하

YMCA

강사

서울

217

박소영

PADI

레스큐다이버

해외

여

278

고경상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18

변형구

NAUI

보조강사

서울

남

279

박경배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19

임소희

CMAS

오픈워터

강원

여

280

김인호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20

윤지영

BSAC, PADI, PDIC

보조강사

강원

남

281

김혜림

YMCA

오픈워터

서울

여

221

김수호

CMAS

강사

서울

남

282

도현욱

CMAS

강사트레이너

대구

남

222

박근조

SSI

강사

경기

남

283

서동갑

SSI

강사

충남

남

223

이수진

NAUI

오픈워터

서울

여

284

강동훈

PADI

강사

대구

남

224

박준명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85

강성찬

CMAS

강사

대구

남

225

정영록

PSA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86

방대현

SDDI

강사

부산

남

226

요적건

IDEA

강사

제주

남

287

우하원

PADI, KUDA

강사

경북

남

227

오제흥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88

이기석

KUDA

강사

경기

남

228

이현철

PADI

레스큐다이버

해외

남

289

박장우

YMCA

오픈워터

서울

남

229

김상일

PADI

어드밴스드

경남

남

290

최문식

PADI

강사

인천

남

230

김정원

PADI

강사

경기

남

291

이수인

PADI

강사

경기

남
여

231

여운철

PADI

오픈워터

경기

남

292

김은경

PADI

강사

대구

232

정문진

BSAC

강사트레이너

강원

남

293

김재구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233

김광복

TSDI, SDDI

강사

경북

남

294

이이형

PADI

강사

서울

남

234

김태균

TSDI

강사

부산

남

295

박정미

PADI

오픈워터

경기

여

235

오형환

PDIC, PSAI

강사

대전

남

296

정연규

TSDI

강사

부산

남
남

236

이응구

KUDA

강사

부산

남

297

최재훈

SSI

어드밴스드

경기

237

조우선

NAUI

강사

서울

남

298

김형철

KUDA, SI, SSI

강사

강원

남

238

윤은성

NAUI

마스터다이버

경기

남

299

유병진

SSI

강사

인천

남

239

정현민

SI

강사트레이너

광주

남

300

김근호

NASDS

강사

경남

남

240

조희성

NAUI

강사

해외

남

301

오이환

TS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241

박성진

BSAC

강사

경북

남

302

강현주

PADI

강사

서울

여

242

정승규

IANTD

강사

울산

남

303

이종순

TSD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243

김병현

SSI

강사

제주

남

304

노은영

PADI

어드밴스드

서울

여

244

조영재

NAUI, SSI

강사

서울

남

305

권명성

PADI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245

김철주

IDEA

강사트레이너

서울

남

306

윤민기

NAUI

어드밴스드

인천

남

246

김태하

SSI

강사

경기

남

307

조형배

BSAC

강사트레이너

경기

남

247

이근호

SDDI

강사

서울

남

308

김지솔

TSDI

다이브마스터

서울

여

248

이항우

PSAI

강사

대전

남

309

김근영

"NAUI, PADI"

어드밴스드

경기

남

249

정혜원

TSDI

강사

부산

여

310

김동혁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250

하상훈

TSDI

강사트레이너

부산

남

311

김종문

NAUI

강사

서울

남

251

강윤정

PADI

어드밴스드

경기

여

312

이제훈

PADI

오픈워터

서울

남

252

신현준

NAUI, SSI

강사

서울

남

313

배종환

PADI

다이브마스터

인천

남

253

김성균

TSDI

강사

경기

남

314

김재영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54

백성덕

KUDA

강사

서울

남

315

이 홍

PADI

어드밴스드

인천

남

255

김정현

NAUI

강사

경기

남

316

전은숙

PADI

어드밴스드

인천

여

256

진은지

NAUI

오픈워터

울산

여

317

김응성

PSAI

강사

인천

남

257

정보미

비다이버

비다이버

서울

여

318

권현중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258

서민정

TSDI

강사

부산

여

319

정다영

NAUI

어드밴스드

서울

여

259

김승태

IDEA, SI

강사

충북

남

320

홍찬정

PADI

강사

경기

남

260

양인식

TSDI

어드밴스드

부산

남

321

이은경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여

261

우대혁

대웅슈트

대표

서울

남

322

장현국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262

정주영

PADI

어드밴스드

충남

남

323

강형길

YMCA

오픈워터

부산

남

263

정동순

아쿠아렁코리아

이사

서울

남

324

윤경호

NAUI

어드밴스드

서울

남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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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등록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지역

성별

325

오대석

BSAC

오픈워터

충남

남

386

김영우

PADI

강사

대구

남

326

김진형

PADI

강사

서울

남

387

박승안

CMAS,PADI,SSI

어드밴스드다이버

경기

남

327

노정호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388

김성훈

PADI

강사

서울

남

328

박수민

BSAC

어드밴스드

서울

남

389

조철제

YMCA

강사

경남

남

329

박상윤

BSAC

다이브마스터

서울

남

390

이지원

PADI

마스터다이버

서울

남

330

이근행

BSAC

오픈워터

서울

남

391

홍창표

PADI

강사

경기

남
남

331

스쿠바몰

PADI

강사

인천

여

392

정봉길

BSAC

다이브마스터

경기

332

서동성

BSAC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393

고경상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남

333

조재형

PADI

어드밴스드

서울

남

394

박영민

SSI

강사

서울

남

334

정현욱

PADI

레스큐다이버

인천

남

395

이천종

PADI

강사

대전

남

335

성경철

YMCA

강사

경남

남

396

박금옥

PADI

강사트레이너

대전

여

336

문승현

PADI

강사

서울

남

397

양재혁

PADI

강사

대전

남

337

고동주

CMAS

어드밴스드다이버

강원

남

398

이재우

PADI

강사

대전

남

338

김형수

NAUI

마스터다이버

인천

남

399

김혜림

BSAC,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여
여

339

임재현

NAUI, TSDI

강사트레이너

서울

남

400

유선희

SDDI

레스큐다이버

서울

340

권혁철

TSDI

강사

전북

남

401

배민훈

IDEA

강사

서울

남

341

천세은

NAUI

강사

서울

여

402

홍찬정

PADI

강사

경기

남
남

342

김형수

CMAS

어드밴스드다이버

대구

남

403

오승표

PADI

강사

경기

343

이태형

SSI

강사

서울

남

404

주정훈

PADI

강사

인천

남

344

황동하

YMCA

강사

서울

남

405

이영재

TSDI,PADI

강사

서울

남
남

345

김애숙

CMAS

오픈워터다이버

경기

여

406

정상근

BSAC

트레이너

서울

346

최나리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여

407

이외석

NASDS

강사

울산

남

347

이재두

PADI

강사

서울

남

408

오정선

***

대표

전북

남

348

이창선

PADI

레스큐다이버

서울

남

409

이일환

SDD

인스트럭터

경기

남

349

이지윤

PADI

마스터다이버

서울

여

410

이창호

SDD

트레이너

전남

남

350

이상현

YMCA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남

411

길소정

SDD

강사

서울

여

351

박장우

YMCA

오픈워터다이버

서울

남

412

박정호

SDD

마스터다이버

강원

남

352

김기준

NAUI

강사

제주

남

413

박진수

SDD

강사

경남

남

SDD

어드밴스

서울

여

***

***

**

353

전장식

CMAS, 기타

강사

경기

남

414

안혜경

354

채윤석

PADI

다이브마스터

강원

남

415

SMART DIVER

355

김영현

PADI

레스큐다이버

경북

남

356

강연주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서울

여

357

서계원

IANTD

강사

서울

남

358

정승표

PADI

레스큐다이버

경북

남

359

이준석

CMAS

강사

부산

남

360

박윤식

PADI

강사

서울

남

361

윤영섭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362

조민경

PADI

강사

서울

여
남

363

유재성

CMAS

강사

서울

364

윤동원

NAUI

오픈워터다이버

경기

남

365

김기운

BSAC

강사트레이너

충북

남

366

모종국

CMAS

오픈워터다이버

경북

남

367

신용수

NAUI

강사

제주

남

368

심은숙

KUDA

어드밴스드다이버

경기

여

369

황 익

KUDA,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경기

남

370

이기석

KUDA

강사

경기

남
남

371

하석일

PADI

강사

경기

372

이철민

TSDI

강사

경북

남

373

조의상

PSAI

강사

충남

남
여

374

강미경

PDIC

다이브마스터

경북

375

정 봉

TSDI

어드밴스드다이버

인천

남

376

김용수

SSI

강사

강원

남

377

모계숙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대구

여

378

한성식

SSI

강사

충남

남

379

이창우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부산

남

380

김형진

SSI

강사

서울

남

381

박홍구

PSA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382

성기택

PADI

다이브마스터

경기

남

383

권병하

SI

오픈워터다이버

경기

남

384

이현규

PADI

어드밴스드다이버

경기

여

385

박성진

IANTD

어드밴스드다이버

울산

남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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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박세우	저도 한때 작살과 채집망으로 무장하고 다이빙할때가 있
었습니다. 대부분 다이버들이 한번쯤 해보는 일이라고 생
각할 수 있겠지만 채집과 사냥을 하는 다이빙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살과 채집을 버리고 목돈들여
수중카메라 장만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다이빙하는 재

습니다.
우상봉	다이빙 시에… 눈앞에 보이는 바다속 쓰레기 한 개라도
들고 나오도록 할께요.

미도 훨씬 좋아지고 의미도 부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

이상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이버로서 항상 바다를 보존하

도 채집과 사냥을 주로하는 다이버들이 생각을 바꾸면 멋

고 지켜야지만 나중에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줄때에는 정

진 다이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영식	언제부턴가 전 늘 여러 다이빙 메거진을 사무실에서 받으
면 제일 먼저 사설을 읽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이빙리조

정재열	이제 막시작한 60넘은 다이버입니다. 좋은 운동 좋은 결
과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트를 20대 중반에 이곳에 리조트를 새우고 오랜시간을 보

김병호 익히 바라던 바입니다.

내면서 이런저련 (주민, 고객들, 다이빙철학)사연이 사설

박현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건 메아리뿐, 채집 다이빙 메아

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문한 목적없는 다이빙의 참된 즐거움!
박종섭	오래전부터 다이빙계에서 채집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

리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전인숙	바다가 텅 비어버리면 우리도 갈곳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요?

작했지만, 아직도 건전 다이빙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약한

이혁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좀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다이빙 캠

전가수	한순간 재미보단, 항상 놀수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보호

페인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재형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 시작을 하고 다이빙의 매력에 벗어

해야지요.
김용성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꼭 필요한 일이기에 동참합

날수 없어 다이빙을 널리 알리고자 강사가 되었습니다. 아

니다. 우리바다는 우리다이버들이 지켜야 합니다.

름다운 바다를 보려면 보존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데

설승진	외국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는 항상 보존되어지고 해치지

다이빙의 목적을 채집을 주목적으로 삼는 것이 안타까울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다

뿐입니다. 지금의 회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 받으시

이버들도 이러한 문화의식이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

는 분들에게도 올바른 다이빙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

다.

력하겠습니다.^^

맹재우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비단 한국뿐아

이성호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다이빙 문화를 환영합니다.

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다이

이용재	우리 터의 격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며 높여 가는 운동에

빙 후 문어를 잡았다며 저녁에 먹자는 한국다이버를 보

적극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다이빙 활동에 참여할 수 있

았습니다. 해외에서까지 어글리 코리안 다이버가 되어야

도록 노력합시다.

하는가요.

배인환	소중한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김종표 아름다운 바다를 오래 보고 싶습니다.

성오용	이런 행사및 단체들의 움직임이 많을때 우리 다이빙시장

송혜욱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고 피싱전문 강사님들 제발요~~~

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근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로써 해양보호에 다이버들이 솔

김원정	스쿠바다이빙이 진정한 레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다이빙을 포함한

김영훈	고교에서 잠수기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산호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게 비스마트 다이버의 길을 가르치지 않으며 그러한 모습
을 보여주지 않을 것 입니다.
정연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억에 남기는 진정한 레저
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중 촬영 감독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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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채용병	미래의 아이들에게 좀 더 밝고 맑은 바다를 넘겨주고 싶

Scuba Diver

한다고 봅니다.
심선보	소중한 바다! 우리의 자원! 우리가 지킵시다!
한창영 흐흐 ~ 사부님께 졸랐던 게 부끄러워 집니다.
김육현	먼 훗날 나의 아들이 내가 즐기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못할까봐 아니 그나마 살아있는 바다를 못볼까봐 두렵습

이상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니다.

한창석	사냥에 몰두하는 다이버(강사 포함)를 볼때마다 우리나

양성근	보다 좋은 국내 다이빙환경을 희망하면서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김대장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리조트에서부터 적극 실천해야 한
다고 봅니다.
김은종	좋은 취지의 운동이며 꼭 필요한 운동이 틀림없습니다.
김민욱	다이버란 무엇인가? 왜 다이버가 되었는가? 바다란 무엇
인가? 없어지면 난 무엇인가? 난 다시 묻는다, 왜 다이버
가 되었는가?

라에 아직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
아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승택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연을 지킬 줄 아는 다이버를 위하
여!
강상규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연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릿 속에 각인시킬 수있는
다이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문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위하여 다같이 힘써요~~~

이상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겠다고 되돌아 봅니다.

홍중기	바뀌어야 할 다이빙 문화입니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박창근	물고기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유영할 수 있는 그날을 기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하세요! 하세요! 하면 안하는 것
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합니다. 수중세계의 아름다음을
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다이버가 많아질수록 환경은 보

다리며….
구혜경	비난을 받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정운
동을 시작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되는 것이고 수중세계의 아름다음을 손에 들고 나오는

전용일	채집망 안보이는 그날까지….

다이버는 파괴자가 아닐까 합니다.

조현준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진정어린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욱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박노덕	스마트 다이버 운동이 확산되어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
착되고 바다에 대한 사랑과 환경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원
합니다.

이득용	다이버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다이빙 숍 또한 많은 협조
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배진하	첨 배울 때부터 먹거리 다이빙을 하였지만, 레벨업을 할
수록 이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수업

박재현 헌팅은 이제 그만~

을 받으면서부터 수중카메라를 준비하였고 사진을 찍다보

정종섭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군요.

김선호	미래의 쾌적한 바다환경,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바다를
사랑하는 진정한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혁	수중 생물은 우리세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박상태	오래전에 시작했어야할 스마트운동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공은숙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름다운 다이빙 문화
가 정착되길 바래 봅니다.
고상렬	한번 사는거 품격있게 삽시다.
변광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각자 속한 곳에
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익환	운동으로 끝나지말고 생활화 하고 정착화되도록 끊임없는

않았다고 봐요. 국내바다는 볼것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라 잘 가꾸고 보존하면 훌륭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

정연찬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을 실제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정주영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매체에도 홍

장윤미	내가 진정한 스마트다이버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스마트다이버 입니다.
민복기 바다속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립시다.

보를 하면 어떨까요?
양성로	수중활동 목적이 다르더라도 다이버는 한가족, 리조트에
서 만나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눕시다.

오윤영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뭐가 또 필요할까요.

박진만	물속 자연환경과 수중생물보호에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동섭	이제부터는 먹거리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지

경민구	스마트다이버 힘든거 아닌데.. 생각만 하지말고 이젠 행동

는 펀다이빙을 할 때인것 같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범수	먹거리가 없어 다이빙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다이빙업계의 리조트와 강사들이 앞장서서 좋은 다이빙

으로 옮길때 입니다.
송진덕	바다를 깨끗이.... 입수할땐 빈손으로.. 출수할땐 불가사리
10마리씩 주워 옵시다.

프로그램을 다이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후순	진작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일인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좋은 레져활동에 좋은 레져인구가 모일 것이라 믿어 의심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고 엄격해진 법적용에 다이버들

치 않습니다.

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때라 생각합니다. 고급스럽고 품격있

김남훈	꾸준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때 우리가
존재합니다.
김정미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되
기가 그리 멀지않은 듯 보입니다.
서지영	이런 좋은 운동에 참여하게 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는 다이버 문화를 위하여….
구본민	우리는 바닷속에 잠시 들리는 손님일 뿐….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스마트다이버가 되겠습니다.
강동훈	변화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도 표명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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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iver Honor House
방대현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중사진가들이 다이

이기석 잘 보존된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염원이지요.

빙을 하면서 촬영하는것을 구경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여

최문식	무참히 개발되어졌던 자연…이제는 모든 사람이 책임질

러분들이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고 결심하게끔 만든 아름

때 입니다.

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게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때

이이형	대접받는 다이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수중생태를 보

같은 팀에 수중사진가가 있거나 같은 다이빙리조트에서

호하며 의식있는 다이버가 됩시다.

수중사진가를 만난다면 ‘촬영을 할때 방해가 되지 않게

박정미	겁이 많아 3년을 망설이다 시작한 다이빙…. 그후 바닷속

구경’을 하고, 물밖에 나와서는 촬영한 것을 구경시켜 달

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70깡 정도의 초보지만 팀들과

라고 정중히 또는 애교있게 부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바닷속을 들어가면 이사람 저사람 오리발 감시하느라 정

분들이 미처 수중에서 보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보

신도 없답니다ㅋ 산호가다칠까봐서죠…. 사소한거하나라

여줄 것입니다. 수중사진가들은 대체적으로 자랑질하는

도 정말 소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오랫

걸 좋아합니다.(예외도 있습니다.^^;; )조금만 분위기를 띄

동안 아름다운경관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주면 사진도 잘 보여주고 이야기 보따리도 잘 풀어 놓

정연규	다이버는 어부가 아닙니다. 최근의 다이빙추세로 본다면

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Eco diver가 되고 싶다

수중사진을 촬영하는 Underwater Photographer와 그냥

면 수중생물도감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1,000번이상 다이

바다속 생태를 즐기는 Eco diver가 대세입니다. 물론 아

빙을 해도 다 못볼 수중생물들을 아주아주 싼값에 볼수

직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자기가 다이버인줄 아는 어부들

있는 것이 수중생물도감입니다. 수중생물도감이나 수중사

이 바다속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도 다이빙을

진관련 책들은 여러분들을 점점더 바다속으로 향하게 만

하면서 각종 도구들을 이용하여 수중생물들을 잡는분들

들것입니다. 여러분들이 Eco diver가 되느냐 ‘어부’가 되느

이 계시다면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배우

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이버가 되는 길에는

고 싶은 분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

‘어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는 다이버가 아니기 때

다. 전세계 어딜가도 취미나 스포츠로서의 다이빙은 뭘

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웠으면 합니

잡아먹기 배우는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을 눈으로 마

다. 늘 즐거운 사진생활하시길 바랍니다. Damselfish의 일

음으로 즐기기 위해 또는 탐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물

종인 Golden sergeant(학명 Amblyglyphidodon

론 아주 일부에서는 엄격한 허가와 제한적인 조건하에 채

aureus) 의 알입니다. 성어의 크기가 최대 12cm정도인 어

집과 수중사냥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뭘 잡

류알들을 회초리산호(seawhips coral)의 하단부위에 산

아먹기 위해 다이빙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도 다이빙을

란한다회초리산호의 폴립을 갉아내고 알을 산란합니다.

가르쳐주는 다이빙강사가 있다면 그 다이빙강사가 속해있

알은 수컷이 지킵니다. 알을 노리는 다른 어류들이나 수

는 교육단체에 연락해서 그 강사를 제명해달라고 하기 바

중생물들이 다가오면 맹렬히 달려듭니다. 회초리산호근처

랍니다. 다이빙으로 뭘 잡아먹고 잡은것을 집에 들고 가

를 지나갈때 노란색의 댐셀피쉬가 도망가지도 않고 자꾸

서 나눠주고 하는것은 옛날일일 뿐입니다. 2011년 5월 31

달려들면 거기엔 99% 녀석의 알들이 있습니다. 사족) 자

일 현재의 한국은 다이빙하면서 채집과 사냥을 하면 불법

칫 이 글이 옛날에 다이빙을 하면서 먹거리 다이빙을 하

입니다. 당신이 뭘 잡아먹기 위해서 다이빙을 배우고 싶다

신분들을 비난하는것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

면 그건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포기하기 바랍니

만 오늘! 지금도 먹거리 다이빙이 자랑거리고 당연한거라

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이빙을 하면서 무엇을

착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하느냐고 한다면? 바로 Eco Diver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

한국에서 뭔재미로 다이빙을 하느냐는 둥, 먹거리 다이빙

게 생각하실것 없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생태를 보

도 다이빙문화라는 둥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두어

면서 즐기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것입니

주세요. 산에 등산가서 토끼잡고 사슴잡는 사람을 등산

다. 우선 TV나 수중사진등을 통해서만 보았던 아름답고

가라고 하지 않고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가서 물

신기한 수중생물들이 정말로 바다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

고기잡고 조개잡는 사람을 다이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시 물속세상을 살아가는 생물들

부입니다. 제발 다이빙을 모르는 사람이 “다이빙하면 뭐

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구경하는 것이죠. 다만 구경을 하

잡을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다이빙하면 무엇을

면서 그들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수중생물들

볼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게 당연한것인 한국의 다이빙

에게 당신은 외계생물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당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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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그들이 담고 있는것을 직접 확

김재구 ㅇ ㅏㅈ ㅏㅇ ㅏㅈ ㅏ 파이팅^^?

문화를 기대합니다. “다이버는 어부가 아닙니다.” *^^*?

이빙을 배우고 Fun diving을 즐기면서 좀더 수준있는

최재훈	해양 생물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무분별한 포획

Eco diver가 되고 싶다면, 수중사진가들과 친해지기 바랍

과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해양환경이 병들어

니다. 수중사진가들과 함께 다이빙을 하면 미처 보지 못

갑니다. 다이버 여러분들~ 해양은 또 다른 생활 환경에

했던 많은 수중생물들을 구경할수 있게 되고 신기한 수중

일부입니다.

Scuba Diver

김형철	계도기간과 많은 단체에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저 또한 투어오시는 다이버님들에게 먹

같은 다른 해양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거리다이빙를 안해도 숍에서 서비스에 질을 높여 눈과 입

노정호	함께 한다는 말의 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다.

이 즐거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하며 손님을 맞이

빌려 쓰는 자연을 그대로 다음 다이버에게 전하고 싶습니

하겠습니다.^^

다.

유병진 ^^
오이환	좋은 생각이고, 모든 다이버가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그
날까지 계속 진행하여 이번 기회에 다이빙 문화를 바꾸도
록 합시다….
강현주	우리나라 바다도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스마트다이버
동참합니다.
이종순	스마트 다이버 그린다이버가 됩시다!! 국내다이빙의 활성
화를 위하여~~화이팅!!

박수민	스마트한 그대들이 선택한 스마트 다이버... 더욱더 즐기고
아름다운 해양 생태를 지키자 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
고 싶습니다.
박상윤	건전하고 깨끗한 다이버가 되길 바라며스마트 다이버 운
동에 참여합니다.
이근행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 다이빙 할 때
마다 건강하고 즐겁게 다빙했음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세요.

노은영 스마트 다이버 운동 파이팅!!!

스쿠바몰 다이빙 한사람으로써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권명성 동참합니다.

서동성 동참합니다.

윤민기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조재형 우리모두 스마트 다이버가 됩시당^^

조형배 모두가 스마트하는 날까지...^^*

정현욱 스마트다이버 동참합니다.

김지솔	정말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다이버의

성경철 적극동참합니다*^^*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운동

문승현 스마트 다이버가 됩시다~~^^

이며, 많은 다이버들이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공감할 것

고동주	건전한 다이빙 문화를 만들고 먹거리 다이빙을 근절하여

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집이 없는 다이빙 문
화가 꼭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김근영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으로써 너무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이제 시작한 오픈워터입니다. 다이빙 시작과 함께 좋은 운
동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떳떳한 해양다이빙 세계를 위하여 동참합니다.
김형수	진작 동참했어야 할 운동으로 제 스스로도 배울때부터
주장했던 운동임. 지금도 누군가가 다이빙에 대해 먹거리
로 얘기하면 자존심상 그냥 지나치지 못함.
임재현 같은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좋으네요?
권혁철 늦지 않았지요? 동참 합니다.~

김종문 스마트 다이버.^^!

천세은 동참합니다.?

이제훈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김형수 동참합니다....조은취지의 스마트운동.….

배종환	그냥 보는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적

이태형 먹는다고 그때 뿐인데.....^^

극 참여하고 홍보할 겁니다.
김재영	스마트 다이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

황동하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
김애숙 스마트 다이버운동 동참합니다.
최나리 순간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꿈꿉니다.

이 홍 ^^

이재두 스마트 운동 동참 합니다!

전은숙	저도 물속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우리나라 바다라

이창선 환경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면 더 좋겠죠??

이지윤 동참합니다.

김응성 스마트 파이팅

이상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권현중 스마트다이버운동이 몬줄 잘 모르지만 참여합니다.

박장우 좋은환경을 물려줍시다~~~~~~~~

정다영	스마트다이버 운동, 지속적인 스쿠버다이빙 환경이 이루

김기준 항상 바쁘고 번거러워서 보기만 했는데...동참합니다.

어지려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다이버들

전장식 강사님들부터 솔선 수범합시다~~

에게 아름다운 스팟을 지켜주는 운동을 지원합니다.

채윤석	아끼고보호하는 만큼 바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홍찬정 다이빙 가요.~ 스마트하게~
이은경	정말 취지가 좋네요, 더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줄 것입니다.
김영현	좋은 켐페인 입니다. 스쿠버다이빙과 어로활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다수

장현국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

의 레져 다이버 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

강형길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을 즐기세요.

면 좋겠습니다.

윤경호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강연주 아름다운 바다를 오래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오대석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서계원	바다가 있음으로 인간도 공존하는것입니다. 잘보존해서

김진형	모든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리와 성게

후세에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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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iver Honor House
정승표	수중생물의 채취나 사냥은 우리 스스로 다이빙 터전을
황폐화 시키는 자해행위입니다.
이준석	언젠가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
환경보존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법규가 필리핀이나 태국같은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성훈	세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갑니다. 한국이 어떤바

박윤식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다가 될지 앞으로 다이버들이 앞장서서 동남아나 남태

윤영섭 수고하세요.

평양바다 보다 더 좋은 바다를 만들수 있을것 같습니

조민경	세월 외엔 아무 것도 죽이지 말고 사진 외엔 아무 것도

다. 바다랑 가장 친한 다이버들이 스마트한다이버가 된

지니고 나오지 말고 버블 외엔 아무 것도 남겨두지 말며

다면 우리나라 바다가 더욱 더 아름다워질수 있고 세계

추억 외엔 아무 것도 갖고 떠나지 말자.

적으로 찾는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mart Dive

유재성 동참합니다!!!!
윤동원 스마트하게 다이빙 슈~~웅~~~~~~~
김기운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고 보다 즐거운 다이빙을 위하여
~~~
모종국 바다를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신용수	자연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네요 우리부
터 자연을 사랑하고 물을 사랑합시다.
심은숙	인간과 자연은 동등합니다. 바다를 해치는 것은 스스로
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or Die !!!!”
조철제	우리나라도 외국바다처럼 해양생물이 다이버를 외면하
지 않았으면 해요~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지원	모두가 바다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간절
히 바라며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홍창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쁜 환경으로 접어듭
니다.
정봉길	“함께 지키면 더 행복한 바다를 만든다.” 아름답고 행복
한 우리의 바다를 지킵시다.

황 익	자연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경상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이기석	쾌적하고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 함께 만들어 가요

박영민	동참합니다. 후대에 물어주기 위해서.

하석일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바다환경을 후대를 위하

이천종	ㅋㅋ

여 잘 보존해야겠죠?

박금옥	바다는 우리의 office! ^^

이철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양재혁	홧팅

조의상	수중환경 보호 또한 우리들의 몫, 수중환경 자원 보호

이재우	동참요.

가 우리의 안전을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길입니다. 잠시

김혜림	후손에게 이쁜바다 만들어 줘요~~~~~~~

스쳐지나가는 사람이 자연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

유선희	다이빙인구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 않겠습니까.

배민훈	단체불문 서로 존경하는 다이버가 되길 바라면서….

강미경	우리 나라도 외국처럼,,,^^"

홍찬정	스마트 다이버~

정 봉	다이빙 문화 향상을 위해….

오승표	진심입니다.

김용수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듯한 느낌….

주정훈	자아를 버린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모계숙	동참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늘 보고싶어요
한성식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앞장서는 스마트 다이버가 많아지
기를….
이창우	스마트 다이버/그린 다이버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서 영

수중세계와 하나되는 사람이길 꿈꿉니다!
이영재	아름다운 바다가 오래오래 보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스마트다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외석 좋은 취지의 스마트 운동…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광입니다 ㅋㅋ. 이번에 어드밴스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

오정선 아름다운 바다를 가꿉시다.

어 이전 글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 눈에 흙

이일환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로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아

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ㅋㅋ.

름다운 바다를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	제가 교육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김형진	아름다운 수중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바다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운동입

박홍구	바다의 아름다운 향기를 영원히….

니다.

성기택	아름다운 여행을….

길소정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해 나갑시다.

권병하	보호하면 ‘보물’ 잡아먹으면 ‘괴물’

박정호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다이빙의 격을 떨어뜨리는 먹거리

이현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다이빙! 이젠 그만 사라져야 할때 입니다.

박성진	이제부터 스마트 다이빙입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박진수 스마트운동에 동참합니다.

김영우	스마트 다이버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경 저도 스마트 운동에 동참합니다.

박승안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다이버들이 많이 찾아오는 국제적
인 다이브 리조트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해저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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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魚類細密畵總圖鑑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한국어 / 영어 병용

Miniature Guide to Whole Korean Fishes
Korean / English Edition

그림, 한글 영문 편성 / 김풍등
Illustrated by Kim Poong Deung

한국명을 가진 모든 해수어와 담수어가 빠짐없이 수록되며, 이해를 돕기 위한 국외 종도 참고로 추가
됩니다. 한가지 명시해 두는 점은 목(目, Order)은 정상적인 순서의 반대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정순
서로 진행되는 세계해수어원색도감에도 당연히 한국명 어류가 포함됩니다만 세계시리즈는 대단히
방대하여 진행 속도가 느림으로 한국어류도감을 조기에 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명 어류만 따로 추려
서 역순으로 거슬러오면 두 시리즈가 빨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명 어류 정밀화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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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d) and the other is Korean marine/freshwater fish series.
This Korean fish series is run by reverse sequence in taxonomic Orders. This is for early completion of
‘Korean Fish Book’. The world series would go a very long way, on the other hand, if we go backward
sequence, the Korean series which contains far much less species would converge soon with world
series. At the moment when the world fish series that going on regular order would meet the reverse
order Korean Series, for the first time, the complete colour illustrated Korean Fish Book would be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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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튜브립(Northern tubelip)
Labropsis manabei Schmidt. 10cm SL

D/spine 9 soft ray 11~12 A/spine 3 soft ray
10~11 P1/14 LLp/35~41

Ref. Live specimen photos

서태평양: 일본 남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
시아 동부, 파푸아 뉴기니에 분포. ● 입이 짧
은 튜브 모양이다. 머리는 검으며, 입술은 청
색, 몸은 어두운 오렌지 색, 미병부에 넓은 황
색 부분이 있으며(머리 뒤 앞 몸에도 있을 수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청색이다. 가슴지느러
미 기부에 흑색 점이 있다. 유어와 어린 암컷
은 머리와 몸에 3줄의 넓은 흑색 띠와 그 사
이에 좁은 청색 띠가 있다. 산호 지대 5~30m
수심에 살며 산호 폴립을 먹고 산다.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Northern tubelip
Labropsis manabei Schmidt. 10cm SL

D/ spine 9 soft ray 11~12 A/ spine 3 soft ray 10~11 P1/14 LLp/35~41

Distribution: Timor Sea in Indonesia,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Taiwan, and southern Japan.
General: Mouth like short tube. Dark gray head, orangish dark brown body, blue lips, large yellow patch at base of blue tail(often also on fore body),
black spot on pectoral fin base. Juveniles and young females with 3 broad black stripes on head and body, separated by narrow pale blue stripes. Occurs
in rich coral reefs, depth 5~30m. Feed on coral polyps.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은하수놀래기
English.N. Yellowspotted wrasse
(옐로우스폿티드 래스)

Macropharyngodon negrosensis
(Herre. 1932) 12cm TL
D/spine 9 soft ray 11 A/spine 3 soft ray 11
P1/12 LLp/27

Drawing 1
Ref. Live specimen photos

Drawing 2
Ref. Live specimen photos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동인도 · 서태평양: 한국의 제주도, 일본
중부 이남, 필리핀, 안다만 해, 사모아, 오
스트레일리아 북부에 분포. ● 유어는 등
쪽이 어두운 오렌지 브라운 색이었다가
곧 흑색이 되며 수많은 백색(또는 흐린 노
랑색) 작은 점들이 꽉 차 있다, 등지느러
미는 어두운 오렌지 브라운 색 바탕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흐린 노랑색으로 약해
진다. 기부에 흐린 황색 점들이 있다. 배
지느러미는 흑색이며 꼬리지느러미와 가
슴지느러미는 투명하면서 기조들은 핑크
색이다. 암컷은 위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
면서 등 가장자리에 일정 간격으로 4개
의 흐린 황색 반점이 있고 등지느러미는
흐린 황색 바탕에 검은 사선 무늬가 있
다. 수컷은 검정 바탕에 비늘 가장자리가
녹청색이며 등을 따라 폭이 좁은 흐린 황
색 부분이 있다. 머리에 불규칙한 흐린 황
색 내지 녹색의 밴드 무늬가 있다. 꼬리
지느러미는 흐린 황색이며 기조에 주황색
(orange red) 점들이 찍혀있다. 꼬리지느
러미의 위, 아래 가장자리는 폭 넓게 어둡
거나 또는 아니다. 가슴지느러미는 투명
하고 기조는 황색이며 기부에 흑색 바 무
늬가 있다. 수컷은 잠시 순간적으로 녹색
빛(metallic green shiny color)을 발산할
수 있다. 산호와 모래 자갈이 어우러진 암
초 8~32m 수심에 서식한다.

Yellowspotted wrasse
Korean.N. Eun ha su nol le gi (은하수놀래기)
Macropharyngodon negrosensis Herre. 1932 12cm TL
Distribution: Jeju Island in Korea, southern Japan, Philippines, Andaman Sea, Samoa, northern Australia.
General: Juveniles dark orangish brown dorsally, soon shading to black, with numerous pale yellow or white dots. Dorsal fin dark orangish brown with
pale yellow spots basally, shading to pale yellow distally, anal and pelvic fins black, pectoral and caudal fins clear with pink rays, females similar with
4 pale yellow blotches along back margin, dorsal fin pale yellow with oblique lines. Male black with pale blue green edges on scales, pale yellow zone
along back. Head with pale yellow to green bands. Caudal fin pale yellow with orange yellow red spots on rays, upper and lower edges broadly blackish.
Pectoral fin clear with yellow rays and black bar at base. Males display with metallic green shiny color that is turned on shortly for the occasion. In areas of
mixed sand and coral, 8~32m depth. Often in pairs or small loose groups, swimming close to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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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국외종(foreign species for comparison & comprehension)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미니 놀래기(Minute wrasse)
Minilabrus striatus

(Randall & Dor. 1980) 6cm TL
서인도양: 놀래기과 어류 중 가장 작은 종으
로 추정된다. 1980년에 발견된 신종이다. 홍
해 중부와 남부(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만 발견된다. 산호
지대에서 무리 지어 다닌다. 생태에 관해 알
려진 내용은 없다. 동물플랑크톤을 먹는다.
12m 이내 수심에 있다.

암컷 Female
Ref. Live specimen photo.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Minute wrasse
Minilabrus striatus (Randall & Dor. 1980) 6cm TL
Distribution: Western Indian Ocean: known only from the central and southern portion of Red Sea(Sudan, Ethiopia, southern Egypt, Saudi Arabia, and
Yemem).
General: Occurs in aggregations on coral reefs and appears feeding on zooplankton about a meter above the substratum. Observed at depth of less than
12m. May be the smallest in the family of Labridae.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용치놀래기
English.N. Multicolorfin rainbow fish
(멀티칼라핀 레인보우 피쉬)

Parajulis poecilepterus

(Temminck & Schlegel. 1845) 34cm TL

동종이명: Halichoeres poecilepterus
Drawing 1
수컷 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Drawing 2
암컷 Fe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D/spine 9 soft ray 14 A/spine 3 soft ray
14 P1/13 LLp/26

서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와 남해 및 제주
도, 일본 홋카이도 이남, 타이완, 홍콩에
분포. ● 체고가 낮고 약간 측편된 원통형
몸에 주둥이가 뾰족하다. 꼬리지느러미는
밖으로 약간 둥글다 수컷은 등이 청록색,
배는 황록색이며 비늘 열을 따라 적갈색
점들과 흑색 점들이 줄 무늬를 나타낸다.
수컷의 머리에 적갈색 선 무늬들이 있고
가슴지느러미 위치 체측에 큰 흑색 반점
이 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이 나
며 체측 상부는 적갈색과 흑색 띠 무늬들
이 있고 하부 쪽의 띠 무늬는 적황색이다.
경우에 따라 바탕색이 녹색일 수 있다. 다
른 놀래기 종들과 마찬가지로 암컷이 자
라서 수컷이 된다. 연안 암초지대 10m 수
심 이내의 얕은 물을 좋아하며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주식하지만 잡식성을 가졌다.
늦봄에 산란하며 알은 바닥에 부착시킨
다. 겨울에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한다. 식
용으로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크기는 20~25cm 이다.
※한국어류분류표에는 속명이 Halichoeres
로 되어 있음.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Multicolorfin rainbow fish
Korean.N. Yong Chi Nol Le Gi (용치놀래기)
Parajulis poecilepterus (Temminck & Schlegel. 1845) 34cm TL
Synonym: Halichoeres poecilepterus
D/ spine 9 soft ray 14 A/ spine 3 soft ray 14 P1/13 LLp/26
Distribution: Northwestern Pacifid: East and South Sea of Korea including the Jeju Island, south of Hokkaido in Japan, Taiwan and Hong kong.
General: Elongated oval shape with somewhat depressed body and low depth, pointed snout, slightly rounded caudal fin. Male’s body color grayish green
dorsally and greenish yellow ventrally, female with pale red hue body, dark brown and black lateral stripes on upper body and reddish yellow stripes
ventrally. Females sometimes with pale greenish bottom color. Male with a large black blotch on anterior part of the mid stripe. Male comes from female.
Inhabits shallow reefs in less than 10m, feeds mainly on crustaceans and mollusks but omnivore. Spawn in late spring, attatching the eggs at bottom, move
deep water in winter. Good to eat. Average size 20~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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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①

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하다
왕초보가 다이브 마스터가 되기까지 ( 3 )
글 이현희 / 사진 편집부

GPS를 사랑하라 - 수심
물속에서는 방향감각과 지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나의 몸이 수심 몇m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물속에는 지형이 있는 곳과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야가 좋을 때는 지
형이 가까운데 있는 것 같고 시야가 탁할 때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다. 또한 물속에서는 사물이
육상보다 1/3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들이 이렇듯 컴퓨터를 보지 않고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초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방심하는 순간 몸이 아래로 쑥쑥 내
려가기 때문이다. 호흡조절도 잘 되지 않고 중성부력도 잘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내려가
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아직 무디기 때문이다.
처음 바다에 입수할 때이다. 한참을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얼마가지 않았고 조금밖
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훌쩍 내려가 있고 했다. 도무지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주변에 지형이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방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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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속도감각도 알 수가 없었다. 일행을 따라 유형을
하다가도 머리를 조금만 위로 하면 올라가 버리고 조금
만 내리면 몸이 내려가서 애를 많이 먹었다. 공기를 조
금만 넣어도 빼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초짜 때
는 다 겪은 일일 것이다. 이렇듯 수중에서는 감이나 주
변의 지형으로 속도감각이나 위치를 느낄 수 없다. 물
론 방향감각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늘 컴퓨터나 나침반
을 참고하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가끔 초보와 버디가 되어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옆
에 있던 친구가 사라진다. 놀라서 살펴보면 한참 올라
가 있던가 내려가 있던가 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수중에서 자
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한번
은 라양라양에서 망치상어를 보기 위해 망망대해를 헤
매며 다닌 적이 있었다. 앞만 보고 간 것 같은데 끝없
이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컴퓨터를
눈앞에 보이게 두고 체크를 하며 유영을 하였다. 그러
다가 갑자기 저 아래에서 데빌레이 50여 마리 정도가
눈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기쁜 나
머지 무작정 그들을 보기 위해 달려갔다. 아주 가까이
보였기에 조금만 가면 되겠지 하며 순간적으로 달려간
것이다. 하지만 한참을 쫓아 가다가 아차 싶어 수심을
체크해 보니 38m였다. 순식간에 18m를 달려온 것이
다. 킥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니 일행은 저 위에 있었
다. 아마도 이런 일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이
다. 무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움
직이는 경우에 주변상황으로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
는지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늘 조심해야
한다. 그 후로는 수중에서 늘 수심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졌다.
가끔은 일행과 함께 유형을 하다가 출수를 하면 대
기하던 배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호루라기를 불어
도 오지 않아 난감하기도 하고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한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 머릿
속에는 별의별 상상이 다 들고 결국 마냥 기다릴 수밖
에 없었다. 이럴 때도 침착하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에 배가 나를 보지 못한
다면 어떻게 하던지 육지 쪽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망망대해에서 육지가 어느 쪽 방향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수중에서는 늘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 GPS를 작동시켜 순간순간 나의 위치를 파악
하고 점검해야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2012 January•February

245

몸안의 불순물을 청소하라 - 갑압
다이버이다 보니 해녀들이 잠수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
다든가, 다이버 중 누구누구가 잠수병에 걸려 관절에 무리가 생
겨 치료를 받는다든가, 산업잠수를 하시는 분들은 늘 이 병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든가 하는 기사는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갑자기 잠수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
면서 다이빙을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 잠수
병이 무슨 병인지, 바다 속에 자주 들어가면 생기는 병인지, 사
실 무식하게도 어떤 원인에서 도래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
는 다이버들이 많다. 듣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했으니까.
잠수병은 다이버가 다이빙도중 마시는 압축공기에 의해 흡입
된 질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체에 머무르게 되면서 일어나
는 병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수 때 서
서히 상승하며 호흡하면서 몸속에 스며있던 질소를 다 배출해
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감압과정이다. 혹시나 하여 다이빙을 마
친 후 5m 지점에서 3분 동안 감압 타임을 갖는 것도 이러한 과
정이므로 꼭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것은 초보시절 이론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잠수병은 여러 가지 증세를 보인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사람
이 멍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하며,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
하거나 전신에 힘이 없다. 심한 증상으로는 신경계통의 이상, 폐
의 이상, 관절통, 청력이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이 나타난
다. 이러한 증상 중에 가벼운 증상들은 일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급상승했을 때 혹시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의 급상승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다이빙을 몇 회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 몸은 괜찮은지는 늘 궁금하다. 하지
만 다이빙을 하는데 걱정이 늘면 재미가 없어진다. 늘 무언가 이
상이 있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면 어떻게 다이빙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부터 익히
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걱정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러한 잠수병에 대한 걱정을 줄이려면 먼저 중성부력 유지하기,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 천천히 입출수하기, 5m에서 3분 감압
꼭 지키기,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기, 멋있는 볼거리가 있다고 무
리하게 쫓아가지 않기, 깊은 수심에서 오래있지 않기 등 보다 안
전한 다이빙을 위하여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이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병을 예방할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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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는 이심동체 - 버디
수중에서 갑자기 호흡기의 이상이 생긴다면? 아니면 갑자기 독에
쏘인다면? 몸에 이상이 온다면? 수중에서는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
이 발생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없다면 곧바로 목숨하고 직결되어 세
상과의 이별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중에서는 비상시에 도
움을 주고받을 버디가 반드시 필요하다. 육지와는 다른 또 다른 세
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호흡기가
이상이 있기도 하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에 쏘이기도 하고, 갑자기 패닉이 오기도 하고, 조류에 휘
말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주변에 도
움을 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버디가 귀찮았다. 늘 같이 다닌
다는 것이 왠지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얼마가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초보시절 조류를
만났을 때다. 갑자기 센 조류를 만난 것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핀 퀵을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이다. 불안감이 휩싸였다. 그때 나의 버디가 짠 하
고 나타나 흑기사처럼 나의 손을 꼭 잡고 조류를 헤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때의 나의 심정은 정말 꽉 껴안아 주고 싶었다.
조금 보태서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초
짜하고 버디가 되었을 때다. 그 때도 조류가 점점 세져서 일행
들이 서로 움직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여러 사람이 엉켜버
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장비에 걸려 나의 생명줄인 호흡기를
낚아채간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하여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나의 버디가 나에게 옥토포스를 찾아 입에 물려주는 것이 아
닌가. 이 또한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작든 크든 버디는 서로
에게 어떤 돌발 상황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하고 안내하
고 돌보아준다. 또한 바다 속의 생물들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
환하고, 사진모델도 되어 주고, 공기도 나눠주고, 다이빙기술
도 가르쳐 주고, 생명도 구해주고, 뗄려야 뗄 수 없는 짝궁인
것이다. 몸은 비록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인 것이다. 나의 목숨
은 네 것, 상대의 목숨이 내손에 달려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과장은 했지만 이렇듯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버디라는 존
재가 하찮게 느껴지지만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너무나
도 고마운 친구가 버디인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일 때
보다 둘일 때가 훨씬 힘이 되고 마음의 안정도도 높다 한다.
행복한 다이빙을 원하신다면, 편안한 다이빙을 즐기고 싶으
시다면, 버디와 함께 하십시오! 그는 그녀는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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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쿠바스쿨
고스다이브 시스템
제주오션
제주바다하늘(사수동)
제주원다이브리조트
(주)에코21

성산scuba life

우도스쿠바리조트

금릉레져스포츠(수중산책)

위미
드림아일랜드
블루웨이브
스쿠바아카데미

화순
모슬포

다이버하우스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천지다이브센터
샤뜰레팬션&샵
태평양다이빙스쿨
굿다이버
두나다이브
해마
빅블루33
방2다이버스
오렌지샵
딥어드벤쳐
다이브랜드
블루샤크
블루마린
오션스제주
볼레낭게
마린하우스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회원샵
남원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스쿠바스쿨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오렌지샵

드림아일랜드

대표 : 강 윤 석
제주시 도두2동 1669-3
064)713-2711 / 010-2094-6707
daydiving@yahoo.co.kr
www.ssijeju.com

대표: 강 규 호 (016-699-9582)
서귀포시 강정동 월드컵로 222번지
jejudive@naver.com
www.jejudive.com

대표: 신 민 국
서귀포시 서귀동 156-1
064)4025-3493 / 010-6390-3452
minkook01@naver.com
www.orangeresort.kr

대표: 김 수 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73-5
064)764-8459 / 010-2987-2280
scubadream@paran.com

고스다이브 시스템

대표: 김 덕 휘
서귀포시 부두로 52
064)733-7774 / 010-8812-0545
dukhwi@yahoo.co.kr
http://cheonjiscuba.com

대표: 고 용 덕
010-3690-3345
kosdive@hanmail.net

제주오션
대표: 김 기 준
제주시 이호1동 1764-1
064)743-7470 / 010-2692-7470
jejuocean@paran.com

제주바다하늘(사수동)

천지다이브센터

샤뜰레팬션&샵
대표: 김 병 수
서귀포시 서호동 5번지
064)738-9852 / 010-2696-9852
chatele@hanmail.net
www.chatele.co.kr

대표: 김 선 일
제주시 도두2동 836-8 (1층)
064)702-2664 / 010-8222-2664
ksi2664@hanmail.net
www.seaskyjeju.com

태평양 다이빙스쿨

제주원다이브리조트

굿다이버

대표: 오 재 혁
제주시 외도1동 413-2번지
011-211-4745
naui91@yahoo.co.kr

(주)에코21
대표: 한 성 수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2,209,210호
064)792-0916 / 010-3696-0916
eco21hss@hanmail.net
www.eco21korea.com

한림
금릉레져스포츠(수중산책)
대표: 김 창 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40번지
064)796-0800 / 010-3008-4739
looking114@naver.com
http://cafe.naver.com/금능마린게스트하우스

우도
우도스쿠바리조트
대표 : 고 혁 진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12번지
064)784-5956 / 010-3692-8277
amado98@naver.com
www.udoscuba.com

대표: 김 병 일 (011-696-1224)
서귀동 784-1번지 태평양
moonsom21@hanmail.net
http://cafe.daum.com/제주태평양다이빙스쿨
대표: 김 상 길
서귀포시 강정동 2052-8
064)762-7677 / 010-3721-7277
gooddiver@naver.com
www.gooddiver.com

두나다이브
대표: 김 영 석 (010-8749-7614)
서귀포시 보목동 621번지
jeju_stone@naver.com
www.doonadivers.com

해마
대표: 김 진 수
서귀포시 법환동 371-1
064)739-2340 / 011-450-4533
haemakim@hanmail.net
www.h-scuba.com

빅블루33
대표: 랄 프
서귀포시 서귀동 65-13
064)733-1733 / 019-9755-1733
bigblue33jeju@yahoo.com
www.bigblue33.co.kr

방2다이버스
대표: 방 이
서귀포시 호근동 1592번지
064)738-0175 / 010-2384-6552
tritonb@hanmail.net
www.bang2divers.com

리조트 건축중
대표: 양 충 홍 (010-3692-7252)
legna846@daum.net

모슬포
블루웨이브

대표: 유 현 재 (017-204-9456)
서귀포시 동홍동 496-8
doonggarasi@naver.com

대표: 김 민 승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8-1번지
064)792-0042 / 010-9323-4060
lockwood10@hanmail.net
http://cafe.naver.com/bluewavescuba

다이브랜드

스쿠바아카데미

대표: 이 수 형
서귀포시 서귀동 부두로 56
064)732-9092 / 010-4712-7771
marine0642@nate.com
www.diveland.co.kr

대표: 문 수 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064)794-1117 / 010-4356-0065
sueunacademy@banona.net
www.jejudoscuba.com

딥어드벤쳐

블루샤크
대표: 이 태 훈
서귀포시 서귀동 597-1
070-8861-6326 / 010-9688-6326
babocheju@hanmail.net
www.jejublueshark.com

블루마린
대표: 정 윤 현 (010-5141-9797)
서귀포시 서귀동 777-1
diver0711@empal.com
www.bluemarinedive.com

오션스제주
대표: 정 혜 영
서귀포시 보목동 755-3
064)733-7553 / 010-6548-2505
conanjeju@naver.com
http://cafe.naver.com/oceansjeju

볼레낭게
대표: 한 철 권
서귀포시 보목동 244번지
010-8860-1073
youbady@hanmail.net

마린하우스
대표: 허 천 범
서귀포시 하원동 748
064)738-7390 / 010-6215-6577
ssi-huh@hannmail.net
www.marinehouse.info

성산
성산 Scuba Life
대표: 김 원 국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43-4
017-344-2095
scubaskin@naver.com
www.scubalife.net

위미리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
대표: 김 병 국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909
064)764-6447 / 011-639-0325
www.wimidive.com

화순
다이버하우스
대표: 김 성 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0번지
010-8639-7880
z-007k@hanmail.net
www.diverhouse.com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 외돌개 펜션단지의 시설좋고 전망좋은 펜션이용
▶ 테크니컬 다이빙, 펀 다이빙, 체험 다이빙 안내
▶ 문섬, 섶섬, 범섬 다이빙 및 보트 다이빙 안내
▶ 숙식 다이빙 포함한 일체형 패키지 투어 제공

굿다이버 서비스

방2 다이버스(한국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592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www.bang2divers.com

제주 스쿠버 아카데미
제주다이빙의 선구자
제주 다이빙 안내 30년의 노하우로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단 한명의 다이버라도 픽업해 드립니다.”

◆	PADI 전과정 교육가능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강사교육까지)
◆년 1회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개최
◆	업그레이드되는
굿다이버 서비스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투어사진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템(세미드라이수트, 다이브컴퓨터,
돗수마스크, 사이드마운트 포함)
6.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시)
7.	다이빙 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잠바 무료렌탈
10.물고기빙고판을 완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블루샤크제주
•제주도내 전포인트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및 스쿠버 교육 전문
•주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 연중 강사 교육
◆ 일반 다이빙 교육 및

레벨-업 교육
◆ 나이트록스 다이빙 교육
◆ 리브리더 다이빙 교육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064-794-1117, 010-4356-0065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대표 이태훈

064-763-6326 / 010-9688-6326
http://cafe.daum.net/bsj09

신제품 기획기사

(주)대웅슈트/마레스의 다이브 컴퓨터
미래를 향한 또 한번의 발걸음 매트릭스(MATRIX)
• 도트 매트릭스 화면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PC인터페이스

가장 감동적인 Mares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
-	고해상도의 도트 매트릭스 화면, 방향 설정기능이 있는 경사각 보정 디지털 콤파스, 다이빙 중 사용
가능한 그래픽 프로파일 기능, 멀티가스 알고리즘

다이버가 자랑하게 되는 멋진, 세련된 다이브 컴퓨터
-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의 시계, 듀얼타임과 정확한 스톱워치 기능
-	5초 간격으로 샘플링된 다이빙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35시간 메모리의 로그북, 수년간 유지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 PC인터페이스인 충전거치대로 다이빙 다운로드와 펌웨어 업그레이
드 가능

매트릭스 특징
도트 매트릭스	차세대 다이브 컴퓨터 디스플레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화면, 최고의 인터페이스와 다이빙화면

기체교환

최대 3가지 혼합기체, 고농도 산소로 감압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USB충전기

일반전원이나 USB케이블로 충전

광물성유리	높아진 판독성과 스크래치에 강한 강화유리의 사용으로 모든 각도와
다이빙 조건에서 선명한 화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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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컴퓨터의 새로운 시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도트 매트릭스 화면
매트릭스가 디지털 다이빙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도트 매트릭스 화면의 Mares 다이브 컴퓨터
‘매트릭스’는 글자, 숫자, 그래픽으로 전례없는 풍부한 정보를 표시하며 종래의 LCD에 비하여 굉장히
뛰어난 화면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전송과 배터리 관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USB케이블로 업데이트와 다운로드를
하는 동안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최소 20회의 다이빙 또는 2주 이상 시계로 사용가
능합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100%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USB로 PC, 일반전원, 태양충전기, 자동차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트 매트릭스 화면은 어떤 정보든지 완벽하게 표시합니다.: 디지
털 또는 아날로그 시계모드/ 그래픽 또는 전통 다이빙모드/ 직관적 또는 명확한 정보/ 스톱워치 기
능이 탑재된 콤파스/ 한가지 또는 멀티가스 사용
매트릭스에는 딥스톱이 포함된 마레스-윙키 RGB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기, 나이트록스(최대 3가지 혼합기체), 바텀타이머 모드는 모든
다이버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매트릭스는 스타일리쉬한 시계이면서 이상적인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www.mares.com’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압모델

마레스-윙키 RGBM

최대 표시수심

매트릭스 기술정보
150m

직경

30mm

개인세팅

O

온도표시

O

기술

도트 매트릭스

고도다이빙

O

디지털 콤파스

O (경사각 보정)

광물성 유리

O

안전정지

O

배터리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버튼

4개

딥스톱

O

배터리 상태표시

O (%로 표시)

충전시간

2시간

충전케이블

USB

다이빙 횟수(충전완료시) 20회

화면

다이빙모드
일반공기

O

산소농도 세팅

나이트록스

O

최대허용 산소부분압 세팅 O
중추신경계 산소노출(%) 표시

백라이트

O

멀티가스

최대 3가지 기체

알람표시

O

바텀타이머

O

미터/피트 단위선택

O

민물/바닷물 선택

O

계획모드

O

익스텐드 모드

개인정보(비상시)

O

PC인터페이스

O (USB)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O

나이트록스
O
O

로그북
다이빙모드 표시

메모리

35시간

O

프로파일 샘플링

5초간격

프로파일 모드

O

프로파일 정보표시

그래픽

상승속도(m/min,t/min)

O (디지털/그래픽)

감압정보

O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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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호흡기

Mares는 다이버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이빙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Mares ‘아비스22 네이비(Abyss22 Navy)’ 호흡기는 최근 미해군의
ANU(Authorized for Navy Use) 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위해서 많은 특허를 적용한, 그 어느 해보다도 완벽한 2012년 Mares 호흡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Mares ‘인스팅트(Instinct)’
호흡기는 시선을 끄는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팅트 2단계는 작은 사이즈의 초경량 호흡기로 투어용
장비로 이상적입니다.
테크노폴리머 소재의 2단계는 유체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종
전과 달리 무게중심이 입에 가까워지면서 턱의 피로와 끌림
현상을 줄였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짧은 저압호스는 호스가 얽히는 문제와 다이
빙중 떨림 현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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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배기구는 시야를 가리는 공기방울을 최대한 줄입니다.
구부러진 형태의 새로운 다이아프램은 VAD(선풍촉진장치) 특허 시스템
를 갖추고 있어서 수중 어떠한 자세에서도 자연스러운 호흡과 최상의 성
능을 보장합니다.
수압감지 구멍들이 호흡기 안쪽에 위치하면서 강한 조류에서도 프리플로
우를 막습니다.
새로운 배기밸브는 숨을 내쉴 때 힘이 덜 들게 합니다.
새로운 곡선의 디멘드레버는 호흡기가 작은 사이즈로 탁월한 성능을 발
휘하도록 합니다.
원추형의 내부는 어떤 수중자세에서도 물빼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고 사용하기 편리한 퍼지버튼은 다이버가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2단계를 사
용하기 쉽게 합니다.

Mares는 자랑스럽게 MR52 1단계를 출시하였습니다. MR52 1단계는 MR42의 후속모델로, Mares 1
단계 최고의 성능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을 결합하였습니다.
우선 이중 DFC시스템(Double Dynamic Flow System)은 어느 수심에서나, 심지어 2단계와 옥토퍼
스를 동시에 사용할 때에도 더욱 안정적인 공기의 흐름을 제공합니다. 또한 호스의 배치를 두 다이
버가 동시에 호흡하기 편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특징인 NCC(Natual Convection Channel) 시스템은 찬물에서 MR52 호흡기
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비스(Abyss) 2단계에 MR52를 장착하면, 금속재질의 아비스커버 앞부
분과 결합한 NCC시스템이 극도의 찬물에서도 아비스 2단계가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카본(Carbon)52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R52는 어떤 다이빙에서도 카본2단계가 성능을 완벽
하게 발휘하도록 합니다.
MR52는 극도의 찬물에서도 새로운 측면 물구멍과 CWD 키트 덕분에 성능과 열교환이 향상되었
습니다.
MR52는 익히 알려져 있는 Mares 1단계의 최고의 특징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핵심부품들은 MR22
와 동일합니다. MR52는 MR22의 최고의 성능을 갖추었으며, 더욱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다른 Mares 1단계와 같이 거칠게 마무리(Sandblasted Finishing)가 되어있으며, MR52의 플라
스틱 부분은 디자인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충격으로부터 MR52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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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부력조절기

BC에서는 ‘백마운트’형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Mares의 BC철학은 다이버가 BC와 한 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의 편안함, 신뢰성, 기능성을 모토로 합니다.
신제품 ‘하이브리드프로텍(Hybrid Pro Tec)’은 기존모델의 주요기능(접이식 백팩, 최대한 슬림한
밸브, 공기실과 분리된 프레임)을 유지함과 동시에 능가합니다.
모듈방식은 이 BC의 주요 특징으로 보관이 간단하여 여행용으로 이상적입니다.
접이식 백팩과 독자적인 구조의 프레임을 분리하면 BC 뒷면과 옆면의 패널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즉 하이브리드 프로텍 BC 하나에 2개의 BC가 있는 것이며, 통합웨이트 시스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C의 큰 주머니들은 랜턴과 마커부이(marker buoy)를 보관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주머니들은 쉽
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슬라이드인(Slide-In) 주머니가 추가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프로텍 BC의 두번째 주요특징은 재봉선 없는 특별한 어깨패드에서 만들어지는
탁월한 착용감입니다. 아주 길며 강화처리된 어깨패드는 특유한 부력시스템 타입의 허리띠와 완벽
한 조화를 이룹니다.
베스트에는 10개의 금속 D링이 있는데, 그 중 3개는 어깨패드를 따라서 위치조절이 가능합니다.
백팩 날개(Wing)부분의 특별한 패딩은 편안함을 증대하며, 적재력과 수면에서의 부력조절력을 최
대화합니다.
옵션인 허리 트림웨이트 키트를 장착하면 뛰어난 여행용 BC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프로텍 BC는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Alutex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내구성 좋으며 가벼운 이 BC는 Mares BC 개발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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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다이브컴퓨터

‘아이콘HD 넷레디’는 최첨단 기체통합형 다이브컴퓨터입니다. 이 양방향성 기술은 엄청난 내용을 내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이브 컴퓨터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양방향 기술덕분에 아이콘HD
넷레디는 탱크모듈과 활발하게 교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버의 호흡기체 정보가 숫자나 그래픽으로 실시간 업데
이트됩니다. 컬러화면은 수심, 정지위반시간, 상승속도 등의 정보를 차별화하며, 효율성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안
전성의 증대와 사용자 편이성은 이 놀라운 아이콘HD 넷레디 다이브 컴퓨터의 주요특징입니다.

두 번째의 놀라운 다이브 컴퓨터 신제품은 ‘매트릭스(Matrix)’입니다.

2012 January•February

255

신제품 기획기사

(주)대웅슈트/마레스의 네오프렌

플렉사 터치(Flexa Touch)

플렉사 클래식(Flexa Classic)

지난해 Mares는 새로운 여성용 SheDives 라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011년 1월 저명한 타우첸상(Tauchen Award)을 수상한 트리라스틱 기술의
Mares 네오프렌을 좀 더 가다듬었습니다.
웨트수트 카테고리에서는 풍성한 액세서리 라인이 눈에 띕니다. 트리라스틱 개념으로 다른 재
질과 두께를 사용함으로써 최고의 보온성, 편안함, 착용감, 높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플렉사 핏(Flexa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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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P C

(Digital Eco Photo Club)

DEPC는 다이버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클럽입니다.
● DEPC에서는 국내 수중사진 애호가들이 홈페이지의 갤러리에 올려주시
는 사진을 모아서 학술적 이용, 해양생물관련 도감 발간, 공익목적의 전
시회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 제공
-	다이버들이 촬영하신 사진을 올려주시면 어떤 생물인지를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해양생물이 있다면 DEPC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2. 해양생물관련 도감 발간
- “DEPC 다이버가 만나는 해양생물” 플라스틱, 지도형 도감 제작 & 판매
- “다이버가 만나는 DEPC 어류도감” 발간 & 판매

3. 공익적 목적에 해양생물사진 제공
- 연구단체,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에 해양생물관련 자료 제공

4. 기타 DEPC의 목적과 부합되는 곳에 자료 제공
DEPC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다이빙문화 정착과 에코다이빙의 발전입니다.
● DEPC는 다이빙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DEPC 회장 오이환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이용관련 문의 정연규총무 010-5665-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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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왕잠수의 신제품 레귤레이터와 부력조절기

하늘아래 가장 특별한 골드특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골드 호흡기가 2012년 새롭게
재 출시됩니다. 그동안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했던 골드의 재 출시로 인해 아름다
운 골드 호흡기를 원가 혁신을 확장해 거품을 뺀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 찾아왔습니다.
RX-3100 레귤레이터는 티타늄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할 뿐 아니라 유량 제어 매커니즘
(FCV)과 스파이럴 플로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귤레이터는 다이버들이 지금껏 찾아
온 안전성과 프리미엄 퀄리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BISM만의 세계 최초360° 회전 스윙헤드 레귤레이터
스윙 헤드는 상하좌우 360° 회전이 가능한 더블 스윙블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이 스윙헤드 기능은
입에서 분리되려는 힘을 2단계 전체가 회전함으로 힘을 분산시켜 다이버를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
다. 이러한 비즘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다이빙 하는 동안 입과 턱의 피로를 덜어줍니다.(실용신안등
록 NO 2070330호)
새롭게 개발된 플로우 튜브에 의해 공기를 마우스피스 공간의 내부에 따라 완만한 나선 모양으로
공기가 흐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스파이럴 플로우는 호흡시 2단계의 압력을 적당히 유지시켜주고
수심의 깊이에 상관없이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호흡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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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H.F.S(Hugging float structure) BISM
<콤비니이션 밸브 Ⅱ>
몸의 자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추가 부착된 OUT 버튼만으로 편안하게 배기할 수 있습니다.
손을 위로 올리는 자세 변화 없이 부력 조절이 가능하며, 오랄 인플레션도 가능합니다.

<2가지 인플레이션 방법>
① 스탠다드 포지션
일반적인 공기 배기 테크닉과 스타일도 가능
하며 심지어 초보 다이버도 스탠다드 포지션
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부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② 백 포지션
주입호스를 어깨 너머 등 뒤로 보낸 후 왼쪽
주머니에 인플레이터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자세는 주름호스가 어깨 벨트의
방해를 받지 않아 다이버의 움직임을 훨씬
편리하게 해주며 수중 카메라 촬영과 기타
수중 활동에도 편리합니다.

<공기주입을 위한 다이버의 부담을 줄어드립니다.>
-다
 이렉트 벨트 시스템&슬라이드 등판
등판과 벨트 시스템이 독립되어 있어 BC 공기 주입으로 인한 다이버의 압박감을 줄여줍니다.
- 분리형 어깨벨트 시스템
어깨벨트와 플로트 상단 끝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BC 공기 주입 시, 다이버의 몸에 가해지는 압박
을 줄여줍니다. 어깨 벨트는 항상 다이버의 몸에 완벽하게 착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앞면 타이트 조절장치(JX 전용)
포켓 안쪽과 사이드 벨트를 연결하는 스트레치 끈을 새롭게 부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길이를 조
절하여 BC 포켓의 상하 움직임을 다이버의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	새로운 디자인의 아주 얇은 안전벨트 - 공기통과 다이버의 등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일체감을
주며 단단하게 고정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2 )	등산 배낭형 어깨벨트 - 등산 배낭의 길이와 두께, 쿠션, 커브라인, 가슴 벨트 위치를 면면히 조사하여 다이
빙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3 )	일체형 백패드 - 백 패드 모양과 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허리벨트와 어깨벨트의 장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백 패드 쿠션을 다이버의 허리선에 꼭 맞게 조절함으로 복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4 ) 보다 길어진 공기통 버클 - 초보 다이버나 여성 다이버도 손쉽게 세팅할 수 있어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5 ) 조절 가능한 어깨 벨트 - 스위벨 D링을 이용하여 BC를 몸에 꼭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6 ) 허리 커브라인 - BC를 착용하는데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7 ) 소프트 그립 패드 - 소재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여성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8 ) D링 - 양 쪽 포켓에 설치된 D링으로 슬레이트와 같은 액세서리를 매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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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 소식

아이폰과 아이팟을 위한 ‘아이다이버스 다이어리
(iDivers’ Diary)’ 앱(App) 출시
다이빙시의 온도, 가스사용량, 상승속도 정보 확인

Mares 다이브 컴퓨터 ‘아이콘HD 넷레디(ICON HD net ready)’, ‘매트릭스
(Matrix)’와 호환가능한 맥(Mac)의 맞춤형 인터페이스 ‘다이버스 다이어리
(Divers’ Diary)’에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이빙한 후 맥에 다운로드하면 다이버스 다이어리가 진행한 다이빙을 보여
주고 분석하며 보관한다. 다이빙시의 온도, 가스사용량, 상승속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을 위한 앱(App) ‘아이다이버스 다이어리(iDivers’ Diary)가 출시되었
다. 이 앱에서 맥의 로그북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맥과 아이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다이버스 다이어리가 설치된 맥을 가지고 와이파이 지역에 가기
만 하면 된다.
아이다이버스 다이어리는 맥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는다. 아이
폰의 카메라로 짝다이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아이폰의 GPS로 정확한 다
이빙장소를 알 수 있다. 짝다이버와 다이빙장소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편
집할 수 있다. 아이폰과 맥을 동기화하면 변경된 정보가 맥의 다이버스 다이어
리로 전송되며, 편집된 정보를 특정 다이빙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맥과 아이폰
을 동기화하면 아이폰의 로그북 또한 업데이트된다.
아이다이버스 다이어리(iDivers’ Diary)의 다른 특징들
- 탱크압력, 다이빙장소, 짝다이버, 다이빙장비 등의 다이빙정보 리스트
- 수심, 온도, 가스사용량, 상승속도를 보여주는 다이빙 프로파일
- 세계지도 위에 다이빙한 모든 다이빙장소 표시
- 아이패드와 아이팟에서 사용가능
윈도우버전을 준비중이며 2012년 봄에 출시될 예정이다.
맥의 ‘다이버스 다이어리(Diver’s Diary)’는 www.
mares.com/download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이다이버스 다이어리(iDivers’ Diary)는 앱스토어에
서 프로모션 가격인 €5.99/$7.99에 다운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까지 프로모션 가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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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의 Sahika Ercumen
세계 신기록 수립
터키 프리다이빙 챔피언이자 기록 보유
자인 Mares의 Sahika Ercumen이 11월
10일 2개의 CMAS 세계 기록 경신!

-	일정(constant)웨이트로 70m다이빙, 오리발 없이 가변(variable)웨이트로 60m다이빙
-	8개월 동안의 강한 훈련과 명상, 요가로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이러한 성
과를 이룰 수 있었다.
- 국제공식심판원이 참관하였으며,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11월11일 기네스북의 얼음 다이빙 Dynamic Apnea부문에 등재되었으며, 다이빙시간
1분 26초에 110m라는 놀라운 다이빙기록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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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Pearls
Sea Pearls사는
1978년 미국 미네소
타주 브루클린 팍에
설립되었다. S e a
Pearls은 수년에 걸
쳐 세계 최고의 다
이빙용 웨이트 생산
업체로 발돋움하였
으며, 현재 모든 종
류의 다이빙용 웨이트를 공급하고 있다. 총 3대의 첨단 다이캐
스팅 기계로 정확한 크기와 규격의 웨이트를 생산하고 있다. 다
이빙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의료용, 군사용 다이캐스팅 제
품도 공급하고 있다. 2007년 XS-scuba에 병합된 Sea Pearls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만 평방피트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MaresKorea에서 Sea Pearls의 다양한 제품
을 공급한다.

Sea Pearls 제품의 특징
■ 소프트 웨이트
- 다이캐스팅 기계로 정확한 규격의 납 생산
- 100% 밀봉된 비닐코팅 납, 환경과 다이버 보호
- 변색되지 않는 3가지 선명한 색상의 비틸코팅 납(검정, 파랑,
형광노랑)
- 모서리부분의 라운드 처리로 사용이 편리
- 안티몬 합금처리로 내구성 강화
■ 메쉬백
- 재생하지 않는 납에 비흑연처리
- 내구성 강한 나일론 메쉬백, 각기 다른 색상으로 분간하기
쉬움
- 모든 재봉선 2중처리
- 배수와 건조가 빨리 되도록 설계
- 통합형 BC 웨이트 포켓에 사용하기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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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소식
2012 SPOEX 참가
■ 기존의 틀을 타파한 부스 구성을 준비 중인
(주)우정사/오션챌린져

단순한 상품의 전시를 뛰어넘는, 새로움이 가득한 부스를 기
획 중에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2012년의 콘셉트는 (주)우정사/오션챌린져만의 고유 컬러
를 살린 브랜드 이미지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여기에는 브랜
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함축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근의 트랜드인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ccessibility와 상통하
기도 한다.
한편, 올해 새롭게 취급할 예정인 LIGHT & MOTION과
TUSA SOPRTS는 SPOEX 2012를 통해 본격적으로 브랜드 론
칭에 나서게 된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세미나가 진행될 계획이다. 세미나에 관
한 구체적인 사안은 홈페이지 (www.woojungsa.co.kr /
www.oceanickr.com) 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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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코리아 소식
아쿠아렁 코리아 2012 북극곰 수영대회 협찬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을 도

아쿠아렁 코리아는 2012년 1월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이

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

벤트광장 앞 바다에서 개최되는 제 25회 북극곰 수영대회의 성

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

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아쿠아렁 그룹의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

인 AQUA SPHERE 제품을 협찬한다.

서 아쿠아렁 코리아는 최대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

규모로 참가하여 전세계적으

에서 개최되는 겨울 이색 축

로 다이빙 제품의 레전드를

제 중에 하나인 북극곰 수영

창조하고 있는 아쿠아렁의

대회는 한 시간 반의 각종

다이빙 장비들을 국내의 다

이벤트를 참가자들과 함께

이빙 애호가들에게 소개하게

벌이는 유쾌한육상 행사와

된다.

주 행사인 한 겨울의 추운

이번 전시회에는 새롭게

겨울바다를 30여분간 입수

출시되는 2012년 신제품과

하여 수영을 하는 수중행사

기존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 아쿠아렁 코리

로서 부산일보와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주최한다.
아쿠아렁 코리아는 얼음이 꽁꽁 언 북극해에서도 여유롭게

아의 영업정책과 신제품을

수영을 즐기는 북극곰처럼 한겨울 영하의 추운 겨울 바다에 뛰

소개하는 시간도 가짐으로

어들어 공식적으로 수영하는 이색 겨울 레저 스포츠의 대명사

써 전세계 다이빙 장비시장

로 자리잡은 북극곰 수영대회가 스쿠바 장비 및 수영용품의 대

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아쿠아렁의 신기술과 소비자의 니즈

명사인 아쿠아렁과 같은 상징성이 있어 2010년, 2011년에 이어

(NEEDS)를 반영한 아쿠아렁의 장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

세번째로 아쿠아렁 수영브랜드인 AQUA SPHERE 제품을 협찬

달하게 된다. 한편, 군수(軍需) 제품에 대해서는 본사인 「아쿠아

하게 되었다. 아쿠아렁 코리아는 매년 개최되는 북극곰 수영대

렁」社 의 ”도미닉 수미앙 (Dominique Sumian)” 군수장비담당

회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되어 이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국

슈퍼바이저에 의한 장비 소개를 통하여 군수(軍需) 제품에 관

내 겨울 수영 동호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패기와 열정을 응원

심 있는 관계자들에게 아쿠아렁 군수(軍需) 제품에 대한 우수

할 예정이다.

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2년도
에 출시되는 신제품인 2012년형 NEW LEGEND LUX 를 포함
한 NEW LEGEND SERIES와 액시엄 i3(AXIOM i3) BC를 국내
에 첫 선을 보여 국내 다이빙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마린파크, 사이판 다이빙 전문
회사인 사이판 다이브 아카데미(SDA)와 협약 체결
SDA의 서울사무소로 마린파크 다이브센터 지정
사이판에 위치한 다이빙 전문회사인 사이판 다이브 아카데

아쿠아렁 SPOEX 2012 참가

미(SDA)와 마린파크 다이브 센터간에 지난 2011년 12월 31일
협약이 체결되어 다이빙 애호가들이 사이판에서 좀 더 쉽고 편

아쿠아렁 코리아는 2012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
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SPOEX 2012에 참가하여 아쿠
아렁 다이빙 제품 및 군수(軍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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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마린파크 다이브센터가 사이판 다이브 아카
데미(SDA) 한국 사무소로 지정됨으로써 사이판에서 다이빙을

에서의 다이빙이 유명한 곳이다. 사이판 다이빙 문의는 SDA의
한국 사무소인 마린파크 다이브센터로 연락하기 바란다.
즐기고자 하는 다이빙 애호가들이 마린파크 다이브센터를 통
하여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사이판에서의 다이빙 정

■ 담 당 : 박진만 강사

- 핸드폰: 010-3398-8098

보 또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이빙 애호가들

- LG인터넷 전화 : 070-7579-8098

은 SDA의 한국사무소를 이용해서 일반 다이빙 투어 및 샵 투

- 카카오톡 아이디 : 0jinman0

어, PADI 코스교육까지 질 높은 다이빙 여행을 쉽게 즐길 수 있

- e-mail : 483093@live.co.kr

게 되었고, SDA의 부대시설인 프린스 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내의 수영장은 다이버에 한해서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사이판 한국 사무소 마린파크 www.mpscuba.com
-	사이판 현지 사이판 다이브 아카데미(SDA) :
www.saipandiveacademy2008.com

사이판 다이브 아카데미(SDA)는 다이빙 전문회사로서 사이
판에서 가장 큰 25인승 다이빙 전용 보트인 Pacific Quest와
36인승 전용 보트인 NETON사의 Sun Rider를 보유하고 있으
며, 스탭은 25년 이상 사이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들로
일본인 강사, 한국인 강사, 중국인 강사, 러시안 강사진으로 구
성되어 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이빙을 진행한다.
사이판은 현재 일본 다이버가 95%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다
이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정보가 많이 부
족한 탓으로 쉽게 다가가기 힘든 점이 있다. 마린파크 다이브센
터는 이점에 착안하여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사이판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이판 다이브 아카데미(SDA)와 협약
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이판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판 구르토, 티니안 다이
빙, 로타 다이빙, 그리고 2차대전의 잔해물이 많이 남겨진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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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DI 2012 멤버 포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전시회 기간 중, 한국에
서 활동하는 PADI 멤버를 위한 2012년 PADI 멤버 포럼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COEX 세미나룸 402호에
서 개최한다 그리고 3월 중으로 한국 중부권에서 활동하는
PADI 멤버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에 멤버 포럼을 개최할 예정
이다.
이에 관한 세부일정은 각 멤버들께 이메일로 발송되며, 멤버
포럼을 통하여,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멤버들께 전달함과
동시에 멤버들로부터 질의 응답의 시간을 통하여 포럼에 관한
내용은 물론 포괄적인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
련할 것이다.

블루 다이버스 - PADI 수중 스쿠터 (DPV) 캠프

용할 수 있도록, 제주 문섬에 스테이션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다
이버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수중 수쿠터를 이용하여, 지금까

PADI 5 스타 강사 개발 센터인 “블루 다이버스”와 “서울 다이
브 아카데미”의 공동 기획으로 수중 스쿠터 (DPV) 캠프를 제

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디한 다이빙과 보다 넓은 지역 탐사 및
공기 소모량 감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캠프였다.

주 서귀포에 위치한 “굿 다이버 리조트” (PADI 5 스타 강사 개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다이빙을 추구하는 다이버들에게 수

발 리조트)에서 지난12월 9일~18일, 총 열흘 동안 개최하여

중 스쿠터를 이용한 다이빙은 매력적인 다이빙 활동임으로,

100여명의 다이버들이 참가, 수중 스쿠터 (DPV) 체험 및 PADI

2012년 새로운 다이빙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2차

스페셜티 코스에 참가하였으며, 문섬을 일주하는 이벤트를 진

수중 스쿠터 캠프를 오는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계획

행하였다.

이다.

그 동안 수중 스쿠터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고가의 수중 스쿠
터를 10대 이상 준비하여 다이브 사이트에서 바로 렌트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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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프는 굿 다이버, 마레스 코리아, 하나 프라자, 다이브
자이안트의 협찬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PSI Scuba - PADI Go PRO Night 이벤트 개최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인 PSIscuba에서는 2011년 12월
28일 한국지역담당관 김부경씨와 공동으로 'Go PRO Night' 이
벤트를 진행하였다.
PADI 프로코스에 관심 있는 다이버들을 초청하여 PADI에 대
한 간략한 소개 및 강사 개발 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 및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
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행사에는 PADI 레스큐 다이버 레벨 이
상인 분들이 참석하여, 평소 프로 코스에 관한 궁금사항을 해소
하는 자리가 되었다.
약 30여분간 이루어진 프리젠테이션에서 PADI 소개는 김부
경 지역담당관이, PADI 프로 코스 과정과 혜택 그리고 PADI 프
로로서의 진로에 관한 것은 김정미 PADI 코스디렉터(PSI
SCUBA대표)가 맡아 진행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피자와 음
료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었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번 'Go PRO Night' 이벤트를 통하여 2명의 다이브마스터
와 3명의 강사후보생이 새롭게 코스에 등록하였으며, 이들 예
비강사들은 강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
후 PSI Scuba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강사 워크샵 및 소속 멤
버로써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를 지원받게 된다.
PSI Scuba에서는 멤버들의 비지니스 지원과 마케팅 활성화
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담당관 김부경씨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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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아시아 퍼시픽 – 2012 KUSPO Show 참가 계획
KUSPO(한국 수중 스포츠 전시회)는 PADI 아시아 퍼시픽이
참가하는 세계 주요 전시회 중 하나이며, 서울 COEX 에서 2012
년 2월 23일(목요일)부터 26일(일요일)까지 SPOSPO(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10개의 PADI 다
이빙 센터 및 리조트가 참여할 예정이며, 각 다이빙 센터/리조트
의 홍보와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국내외에서의 PADI 브랜드 이
미지 고취와 공동 전시회 운영을 통하여, 참여 다이빙 센터와 리
조트 간의 비즈니스 구축 및 아이디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2 KUSPO Show 참가 예정인 PADI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가나다순으로 기재)
센터/리조트 이름

대표

센터 및 리조트 레벨

홈페이지

1

고 다이빙

임용수/박성수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godiving.co.kr

2

다이버스 에듀

서종열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diversedu.com

3

베스트 다이브

김현찬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bestdiver.co.kr

4

블루 다이버스

임욱선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bluedivers.co.kr

5

블루존 스쿠버

김시광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6

아쿠아 마린

한민주

PADI CDC (강사 경력 개발)센터

www.scubain.co.kr

7

에코 스쿠버

김용진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ecoscuba.co.kr

8

엔비다이버스

정회승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National Geographic 센터

www.nbdivers.com

9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주호민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seouldive.com

10

파아란 바다

송규진

PADI 5 Star 강사 양성 센터

www.paranbada.com

PADI 마케팅 세미나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세미나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전시회 기간 중, PADI 마케

KUSPO 전시회 기간 중, PADI 멤버들을 위하여 PADI 스페셜

팅 세미나를 2월 26일(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티 다이버 코스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PADI 코스 디

COEX 세미나룸 402호에서 진행한다.

렉터들이 이하의 일정으로 세미나를 개최, 다이버 연속 교육 프

이번 마케팅 세미나는 PADI e마케팅 (e-Marketing) 워크샵과

로그램을 통하여, 다이빙 비지니스 수익 증대를 위한 마케팅 아이

포괄적 마케팅 세미나를 접목시켜 진행, PADI Eve 템프렛 이용, e

디어와 효과적인 코스 진행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PADI 멤버들

뉴스레터 작성 및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대하여 직접 본인들의

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참가할 수 있다.

노트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함은 물론, 2012년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마케팅 계획을 멤
버들과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준비물: 개인 노트북 및 필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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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시: 2012년 2얼 25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COEX, 세미나룸 402호
•참가 자격: PADI 멤버

PADI 세미나 명

진행

시간

1

PADI Tec 사이드 마운트

주호민, 코스디렉터

2월 25일, 오후 2시~3시

2

PADI 수중 스쿠터 스페셜티

임욱선, 코스디렉터

2월 25일, 오후 3시~4시

3

PADI 텍렉 (TecRec)

김시광, 코스디렉터

2월 25일, 오후 4시~5시

송규진, 코스디렉터

2월 25일, 오후 5시~6시

4

PADI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중 촬영
(사진 & 비디오)

참고:
상기 세미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미나 참석 인원이 4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음으로 참가 예약 및
문의를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에게 이메일 bookyung.kim@padi.com.au 또는 핸드폰 010-8561-0558
로 하기 바란다.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1년 12월 9~11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1년 최종 PADI 강사 시험을 제
주도, 성산에 위치한 “피닉스 아일랜드”와 “스쿠버 라이프 리조트”
에서 10월 21~2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정보환, 문정일, 박상훈, 박진영, 허철, 김기
호, 윤성현, 함아름, 이준석, 김동현, 이정부, 이경훈 총 13명의 강
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
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박금옥,
김시광, 이호빈, 윤재준, 송종윤, 김정미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PADI 코스디렉터 주체로 PADI IDC STAFF 워크샵이 열렸다. 이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번 워크샵은 장비나 스페셜티교욱을 위한 워크샵이 아닌 PADI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와 스쿠버 라이프 리조트 여러분께 감사

강사교육과정인 IDC를 이끄는 코스디렉터와 IDC스탭들간에 교

의 말씀을 전하였다.

육의 통일성을 다지며, 강사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
로 진행된 최초의 워크샵이다. 워크샵은 이호빈 코스디렉터의 교

PADI – Scuba Info

육과 더불어 김부경 PADI한국담당관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주어졌

지난 12월 28일 송파구 석촌동 소재의 스쿠버인포에서 이호빈

으며, 이 시간을 통하여 참가자들(대전 엑스포 다이빙 황승현, 원
주 GNT다이버스 정백송, 블루다이버스
한인석, 스쿠버인포 박정훈, LGCNS 노
충열, 조나단 레포츠 김상태)은 IDC교
육과정을 통일시키고, 그간 궁금했던 부
분들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들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이
번 워크샵을 통해 이호빈 코스디렉터와
함께 더욱 알찬 강사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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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소식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발급 변경 안내

2011년 송년의 밤

2012년 2월 1일부터 전 세계 본부의 기준변화와 교육 품질의

2011년 12월 2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SSI

개선을 위하여 자격증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병행 발

KOREA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급 방법이었던 1장의 스페셜티 다이버 등급, 어드밴스드 다이버

40여 딜러, 200여명의 인스트럭터, 100여명의 다이버 및 SSI 가

등급, 마스터 다이버 등급 발급은,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각각

족들과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주셨고, 특히나 탤런트 송경철,

의 개별 스페셜티 코스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준 로그횟수를

정 찬 인스트럭터의 참석으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본부

충족하고 개별 스페셜티 코스를 2장 발급하면 스페셜티 다이버

천동혁 주임의 사회와 이신우 East Asia & Micronesia 지역 담

가, 개별 스페셜티 코스를 4장 발급하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당관의 2011년 활동 발표, 다가올 2012년도 사업계획과 비전

다이버가, 개별 스페셜티 코스 4장과 레스큐 및 CPR을 발급하

제시, 연회 및 추첨이 진행되었다. 행사 당일, 깜짝 이벤트로 송

면 마스터 다이버가 무상 발급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로

년회에 참석한 여성 다이버들에게는 특별히 2012년 신규 제작

연락 바란다.

되어 입고된 래쉬가드 교환권을 증정하였다. 래쉬가드 수령은
딜러 또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SSI 아이폰용 어플 출시

이번 송년회를 통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더욱 뜻 깊게 2012년을 맞이할

2012년 1월 아이폰용 SSI
공식 어플이 출시되었다. 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협찬해주신 장
비업체, 잡지사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요 기능으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의 SSI 다이브

일산 킨텍스 여행박람회 참여

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으며,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2011년 12월 8일부터 11

더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수 있다. 또한 손쉽게 divessi.com 홈페이지의 로그인 정보 그

‘제9회 경기국제관광박람

대로 사용하여 발급받은 SSI의 모든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수중 수신호 및 다이브 테이블이 저장되어 실제 다이빙시

행사에는 현재 SSI의 활

테이블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바로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성 딜러이며 다이버 및

또한 체크리스트 및 다이빙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

다이브 프로 전문 교육 센

하여 다이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더 안전

터인 필리핀 지역의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SSI COLLEGE 대

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글어 번역 버전을 진행

표: 김태훈)가 다이빙 리조트로써는 유일하게 참가하였으며, 다

중이며, 안드로이드용 버전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비용은 무료

이빙과 리조트 이용을 결합한 ‘스쿠버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상

이며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품으로 참여를 했으며, 다이빙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에서의 바
다 낚시까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이 행사는 유독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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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관광박람회로써 평소 스쿠버 다이빙 여행에 대해 많은 관심

육한다.

이 있었지만 선뜻 쉽사리 다가갈 기회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4-12

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특히나 행사장 내의 관계자들

대표 : 김도열

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로써 행사 기간 내에 최우

전화 : 010-3785-2228

수 홍보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SSI 신규 센터 안내
제1차 레크레이셔널 사이드마운트 인스트럭터
세미나 안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액션스쿠바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
하였다. 이민정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전문 교육센터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수원 월드컵 다이빙 풀장에서 SSI

이다. 액션스쿠바는 오랫동안 다이빙과 여행, 두 분야에서 축

KOREA 본부 주관 하에 활동성 트레이너와 딜러 대표를 대상

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이버들에게 가장 적합한 다

으로 제 1차 SSI 레크레이셔널 사이드마운트 인스트럭터 및 트

이빙여행 상품과 리조트를 개발하고 안내하는 다이빙 여행 전

레이너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각 팀별로 나뉘어 이론

문 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강습 세미나는 오전 시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번지

에서 진행되었고, 오후 시간에는 월드컵 다이빙 풀장에서 수중

대표 : 이민정

강습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쉽게도 사용

전화 : 02-3785-3535

가능한 장비와 교육 인원에 한정이 있어 인원은 선착순 조기

홈페이지 : www.dive2world.com

마감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많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과정에는 총 18명의 트레이너 및 인스트럭터가 참여하여, 인증

SSI 신규 리조트 안내

된 레크레이셔널 사이드 마운트 인스트럭터 및 트레이너의 지
위를 갖게 되었다.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2n2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가 SSI 신

참여 평가관 – 전윤식, 이신우

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강해원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참여 트레이너 – 강광순, 고대훈, 고영식, 김동주, 김태훈, 손완

전문 교육센터이다. 2n2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는 필리핀 수빅

식, 이기훈, 이상국, 오호송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10여개 이상의 객실이 마련되

참여 인스트럭터 – 김영욱, 노재붕, 심재호, 윤일규, 윤영환, 이

어 있어 다이빙 여행과 휴식을 겸하기에 알맞은 리조트이다.

상준, 전영조, 천동혁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주소 : 0205 National Highway calapamdayan Subic
Zambales
대표 : 강해원
전화 : +63-47-232-6346
인터넷전화 : 070-7565-4047

11월 1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I KOREA에서는 2011년
11월 13일 경북 울진에 위치
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운영:

SSI 신규 수영장 안내

손병욱)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경기 안산시 위치한 마린 라이프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다. 이곳은 김도열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전문 교육센

평가에는 스쿠버월드(손완식

터로 다이빙 전용 풀장과 이론 강

트레이너)에서 황인태, 이승한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의실을 갖추고 있어 보다 원활하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

고 편리하게 다이빙 교육을 진행

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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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I KOREA에서는 2011년 12월 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장(대
표: 김동주)에서 이신우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수중탐험
대(대표: 김동주)에서 단승원, 김현철 후보생이, SSI
KOREA(이명섭 평가관)에서 김영호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
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수원 월드컵 다이
빙 풀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12월 06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1년 12월 6일 SSI KOREA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
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이민정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SI 코리아에서는 스쿠버 다이
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12월 21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1년 12월 21일 SSI KOREA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
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김도열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SI KOREA에서는 스쿠버 다
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0월 15일 다이브 파크 황영국 강사 주관 박정훈, 홍희주, 손주은, 김성채 다이브콘트
롤 스페셜리스트
10월 18일 SSI KOREA 이명섭 평가관 주관 김영호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1월 10일 CJ 네모 스쿠버 고대훈 트레이너 주관 박종현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1월 11일 레저클럽 이용주 강사 주관 이정주, 이현주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1월 20일 다이브파크 황영국 강사 주관 김성수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1월 29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방경호, 송훈섭, 정일면, 서용석, 임한기 다
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2월 01일 스쿠버월드 조정호 강사 주관 한진만, 김동진, 최민수, 방제웅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2월 18일 스쿠버월드 조정호 강사 주관 김철희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2월 18일 스쿠버월드 조준현 강사 주관 배희열, 박성혁, 김광욱 다이브콘트롤 스페셜
리스트
1월 07일 SSI KOREA 이명섭 평가관 주관 구자준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10월 28일 제주대학교 김진현 트레이너 주관 김민승 인스트럭터
11월 14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박성룡 인스트럭터
12월 21일 SSI KOREA 이명섭 평가관 주관 김영호, 이용권, 손상락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1월 10일 BWS 다이빙 스쿨 백운선 평가관 주관 양창민 인스트럭터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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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SSI KOREA 이명섭 평가관 주관 윤일규, 천동혁 인스트럭터

SSI 지정 여행사 선정

ISO 인증을 받은 인정된 프로그램으로써, 수영장 또는 해양에서
의 체험 다이빙을 통해 각 딜러 또는 본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SSI KOREA와 ㈜액션 스쿠바(대표: 이민정)은 SSI 멤버들과 센
터들을 위하여 1년 지정으로 여행 상품 컨설팅 및 투어 지원을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다이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2012년 신규 다이버 수의 증가와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실시한다. ㈜액션 스쿠바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에서 손꼽
히는 다이빙 여행 전문 여행사로써 말레이시아, 몰디브, 얍/미크로

2012년도 갱신 강사 선물 안내

네시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팔라우, 필리핀, 호주, 미
주, 남미,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의 다이빙 여행을 안내하

SSI KOREA에서는 일괄적으로 활

고 있으며, 스페셜 다이빙, 리브어보드 및 각 나라의 리조트 다이

동성으로 갱신한 강사를 대상으로 신

빙 등의 다양한 여행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또한, 1년 지

규 C-CA R D와 래쉬가드, 마케팅

정 기간 동안 SSI 다이버, 강사, 센터에서 희망하는 다이빙 지역이

CD(신규 PPT, 태블릿용 강사 매뉴얼,

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SSI 멤버 및 센

성과보고, 마케팅 및 이미지 자료)를

터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린다.

포함한 갱신 선물을 1월 17일자에 맞
추어 갱신한 전체 딜러에게 배포하였

SSI 프리 다이빙 과정 안내

다. 마케팅 CD 안에는 최신의 신규 교육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
에 다이빙 교육 시 보다 수월하고 업그레이드 된 최신의 자료들로

프리 다이빙은 유럽과 호주 등에서 최고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성으로 갱신한 강사는 각 소속 딜러

의 인기 스포츠 종목 중 한가지이다. 프리

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SSI KOREA에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

다이빙 선수는 엄청난 금액의 후원과 광고

용들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여 스쿠버 다이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출연 등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종목으로 성장하였다. SSI에서는 프리 다이
빙 스페셜티를 3가지로 나뉘며, 프리 다이

12월 17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빙1은 프리 다이빙을 소개하는 등급으로
수심 20미터 내에서 실시되며, 프리 다이빙2는 보다 전문적 지식

S S I KO R E A에서는

과 30미터, 프리 다이빙3은 40미터 이상을 탐험하는 최고 레벨로

2011년 12월 17일 서울

나누어져 있다. SSI KOREA에서는 2012년 3월에 다이버 과정을

대치동에 위치한 삼원 휴

개최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프리 다이빙을 전문적으로 안내할 예

스포 다이빙 풀장(대표:

정이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본부로 연락주기

김동주)에서 전윤식 평가

바란다. 더불어 3월~5월 사이 첫번째 프리 다이빙 인스트럭터 과

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

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

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CJ 네모 스쿠바
(고대훈 트레이너)에서 박종현, 권상훈 후보생이, 다이브 파크 (정

SSI 사진 & 비디오 부문 콘테스트

영수 트레이너)에서 손주은, 김성채 후보생이, 씨월드 팔라우 (한
주성 대표)에서 이용권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SSI 로고 및 이미지가 들어간 라이프 스타일, 수중 촬영에 대하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여 사진 및 비디오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기간은 2012년 1월 1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

부터 2012년 11월 31일까지 촬영하여 접수된 부분에 한하며, 심

을 준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SSI 상품 및 장비를 부상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 및 선정된 팀은 2013년도 SSI Demo 팀

01월 03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으로 선정되어 프로모션 상품을 전체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관
심 부탁드린다.

2012년 01월 03일 레저클럽에서 오호송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김규호 인

딜러 대상 체험 다이빙 지원 안내

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SI KOREA에
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2012년도 마케팅의 일환으로써 다이빙 산업의 발전과 다이버
의 증대를 위하여 활동성 딜러의 연단위 계약을 통해 체험 다이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빙 디플로마를 무상 지원한다. SSI의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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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SDI/ERDI 소식

실시 사항

스포츠 재호흡기(GEM) 교육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ISCP 개설
SDI TDI ERDI에서는 수년 전부터 ISCP(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 다이브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

TDI KOREA에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포항 블루오

급하는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션 리조트(김동훈 트레이너)에서 젬 반폐쇄식(GEM SCR)
다이버 과정을, 그리고 1월 6일부터 7일까지 울진 해양레포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츠센터에서는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을 각각 실시하였다.
GEM SCR 다이버 과정

ISCP의 장점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새로 출시된 키스 젬(KISS GEM)은 기존 재호흡기의 방식
을 크게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반폐쇄식 재호흡기(SCR)로

-효율적인 회원 관리
-카드 프린터(200만원 상당) 무상 임대

자체 무게 6.5kg으로 현존 재호흡기 중에서 가장 가볍고 뛰
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기존 재

현재 서비스중인 자격증 발급 센터

호흡기의 1/3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동안 가격과 무게 등의 부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조트

담으로 재호흡기 다이빙을 즐길 수 없었던 다이버들에게 실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 세부 제임스 다이브
-서울/경기 인어와 마린

GEM SCR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

-부산 이지다이빙
-제주도 제주 다이브
SDI TDI ERDI KOREA에서는 2011년 12월 5일 울진 해양레
포츠센터(엄대영 강사)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
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SDI/TDI/ERDI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이번 재호흡기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에는 오경철, 반평규
트레이너가 참가하였고, 다이버 과정에는 김동훈, 서정우 트
레이너와 이준봉 강사가 참가하였다.
TDI에서는 국내 최초로 키스 젬(KIS GEM)재호흡기 과정
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재호흡기 프로그램을 열어 나가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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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울진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소속 강사

2011 마일리지 프로그램 (테크니컬 감압용 호흡기
SET)

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
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
로써 소속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1 강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 테크니컬 다이빙용 호흡기 SET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 TDI ERDI KOREA에서는 강사님들
에게 보답하고자 2006년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플러
스)를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OMS 테크
니컬 BC 세트를 무상으로 지급하였다(30명 이상 발급 강사).

자격증 발급 실적이 60명 미만인 강사들은 발급 숫자에 따
라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할인 판매한다.

2006년 무상 지급한
다이브컴퓨터

2007년 무상 지급한
테크니컬 다이빙 BC

예) 테크니컬 호흡기 SET 할인판매가격(60만원)
– 자격증발급실적*1만원
자격증 발급 실적

호흡기 SET 구입가격

40명 발급한 경우

200,000

30명 발급한 경우

300,000

강사 별 발급 실적은 본부 홈페이지 > memb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I TDI ERDI KOREA에서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함
으로써 자격증 발급비용의 일부를 환원해드리는 동시에 소속강
2008년 테크니컬 BC

2009/2010년 다이브컴퓨터

사들에게 테크니컬 다이빙용 호흡기 SET를 무상 또는 특가에
제공함으로써 테크니컬 다이빙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한다.

E-learning 강사 크로스오버과정
SDI TDI ERDI는 세계 최초로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스쿠바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SDI TDI ERDI KOREA에서는 한국 최초로 개설된 한글 이러
닝(E-learning)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출시한데 이어 현재 SDI
이 프로그램은 강사님들이 발급하신 다이버 자격증의 숫자
그램과 유사하다.
SDI TDI ERDI KOREA에서는 2011년에도 또다시 파격적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여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등급에 관계없이 (등록일 기준)60명 이상
의 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한 SDI TDI ERDI 강사 전원에게
DiveRite 테크니컬 감압용 호흡기 SET(잔압계, 스테이지 액세서

온라인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

에 따라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

스페셜티 과정(야간, 대심도, 수중 길찾기, 보트, CPROX1stAED)

리 포함)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다이브마스터 및 강사 발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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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DI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을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011년 12월, 또 하나의 이러닝 프로그램으로 SDI 강사 교환
과정을 개발 완료하였다.
이 과정은 강사 트레이너와 크로스오버 또는 업데이트 교육

■ 괌 드림다이브 안태수 트레이너
- Simeten Sipu, Santua Sipu
■ 필리핀 세부 제임스다이브 정준연 트레이너
- 수중세상 이중현(크로스오버), 이재한, 김영하, 강신욱

을 희망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

■ 필리핀 아닐라오 SM리조트 국용관 트레이너

어 있다.

- 김동현, 여승욱(본부 공동 주최)

- 인터내셔널 트레이닝(IT)

■ 대구 블루쿨 서정우 트레이너

- SDI 오픈워터 스쿠바 강사

- 오션블루 변정태(크로스오버), 김상규, 이현철

- SDI 강사의 책임

■ 포항 블루오션 김동훈 트레이너

- SDI 지도자 등급의 연속 교육

- 김대준, 김수영, 김상범, 이충환, 김병국, 김종민

- SDI 규정과 절차

■ 포항 원잠수 김광호 트레이너

- OWSI가 가르칠 수 있는 과정

- 신명섭, 김은희, 이광현, 박진기

- SDI 교재와 절차

■ 양양 38마린 허영도 트레이너

- 남은 과정과 연속 교육

- 이지연
■ 안산/동탄 테마스쿠바 문승범 트레이너

전자책(E-Book) 출시

- 이종식, 김재철, 유인표, 김정식
■ 일산/이태원 안중광 트레이너
- 김영진

각종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E-Book)

■ 서울 버블홀릭 임재현 트레이너
- 김미희
■ 서울 아띠 다이브 최성기 트레이너
- 김태수, 김형호
■ 본부 장학생 과정
- 김대규, 송명선, 신나라
새롭게 SDI/TDI 강사가 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다.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SDI TDI ERDI KOREA에서는 컴퓨터는 물론 모든 모바일 환
경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E-Book)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2011년 12월, 강사 규정과 절차 2012년 신 버전 – SDI 272
페이지, TDI 302페이지, ERDI 136페이지 - 매뉴얼을 전자책으
로 만들어 활동성 강사/트레이너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SDI TDI ERDI KOREA에서는 소속 강사들의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추후 지속적인
이러닝(E-learning)과 전자책(E-Book) 개발을 통해 가장 효과
적인 방법으로 다이빙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DI/TDI 강사 과정

SDI TDI ERDI KOREA에서는 1월 7일부터 8일까지 울진 해
양레포츠 센터에서 2012년도 1차 강사 트레이너 전략 회의를

SDI TDI ERDI KOREA에서는 2011년 9~12월 필리핀과 괌,
그리고 국내 각 지역에서 SDI/TDI 강사 과정 및 크로스오버 과
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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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20여명의 트레이너가 참가한 가
운데 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설명 및 체험

예정 사항

2012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참가
SDI/TDI/ERDI KOREA는 2012년 2월 23일(목)부터 26일(일)
까지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한국 수중스포츠전시
회(KUSPO)에 참가한다.
2011 KUSPO 참가

1.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설명 및 수영장 체험
2. 2011년 우수강사 시상
- 최우수 트레이너: 이주언 트레이너
- 최우수 강사: 윤형준 트레이너
- 우수 강사: 진동균 강사, 남용주 트레이너, 장태한 트레이너
- 공로패: 신희준 강사
3. 세미나
- 2011년 사업 보고 (118% 성장)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 국제 본부 동향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

- ISCP 서비스

각 교재자료 등을 선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

- E-learning 활용

적으로 홍보함으로써 2012년 한 해 한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

- 다이빙 상해 보험 안내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새로운 교재 및 상품 소개

이번 전시회 또한, 소속 트레이너와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 규정과 절차 업데이트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

- 2012년 분야별 예정 사항

여를 바란다.

- 트레이너 대상 프로모션 상품 안내
4. 챔버 운영 설명 및 체험

2011 KUSPO – SDI/TDI/ERDI 부스

5. 친선 축구(풋살) 게임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설명 및 체험

일정에 참가한 모든 트레이너들에게 새로 출간된 전자책
(E-Book)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파워포인트 교안과 동영상 자
료들이 무상지급 되었다.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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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2012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24일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18일(금)부터 5월27일(일)

(토) 서울/수도권 지역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강

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2012년도 제1차 동굴 다이

사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빙 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멕시코 동굴 다이빙

이번 세미나에서는 SDI/TDI/ERDI KOREA의 현안과 정책
방향 및 비전 등을 설명하고 새로 출시되는 매뉴얼과 교육자료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동굴 다이빙은 동굴 입구에서만 싱글 실린더를 사용하여 가
볍게 즐기는 케이번 과정부터 점프(분기)없이 가이드(메인)라인
만 따라 더블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 1/6 법칙을 적용하여 다이

## 서울/수도권 지역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빙하는 동굴 입문 과정, 이 모든 제한없이 다양한 동굴의 형태

- 일시: 3월 24일(토) 오후 2시~5시

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풀 케이브 과정으

- 날짜: 경기도 광주 본부 사무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풀 케이브 과정을 이수한 고급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 각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일정

한 스페셜티 과정으로 동굴 사이드마운트 과정, 동굴 DPV 과

- 3월 29일(목) 강원도

정, 동굴 스테이지 과정 등이 있다.

- 3월 31일(토) 대구/경북

동굴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다이빙 기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

- 4월 14일(토) 부산/경남

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다이버라면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 4월 15일(일) 전북/전주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TDI KOREA는 지난 10여년 동안 멕시코, 미국 플로리다, 일
본 오키나와, 한국 우도 등에서 동굴 다이빙 행사를 진행함으로
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국내 최초로 동굴 다이빙 강사 2명을 배출하고 이젠 적
지 않은 Full Cave Diver들이 동굴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하여 해마다 수 많은 동굴 다이버들이 찾는 동굴 다이빙의
메카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TDI KOREA에서는 사전에 국내에
스페셜티 강사 과정

서 동굴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동굴 다이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각 지역별 세미나에서는 스페셜티 강사 교육과 병행하여 진
행될 예정이니 강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란다.
상세 일정과 세미나 내용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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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119차 강사교육과정

최우수 강사를 위한 시상식도 진행되었으며, 최우수 강사로
는 최종인, 박재경, 김옥주 강사 등이 수상했다. 또한 인터넷 시

2011년 11월 말부터 주말반으로 강사기본과정(IFC)을 진행했
던 부산잠수센터의 강사 후보생들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대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e러닝 시스템의 시작을 알리는 작
은 세미나가 있었다.

18일까지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의 MB오션블루(대표 김용식)에
서 강사해양과정 및 평가과정을 마쳤다.

■ 다음은 참석하신 강사님들 명단이다(가나다 순).
구재서, 권기훈, 권천중, 권희상, 김상빈, 김소영, 김옥주, 김용배, 김
윤석, 김재길, 김재우, 김창원, 김현석, 김현수, 류지희, 박광현, 박상
용, 박상윤, 박재경, 박종복, 박준희, 배용우, 백소민, 서동균, 서민욱,
손영수, 송명호, 신상현, 안성모, 유성현, 이상호, 이성섭, 이수민, 이
수호, 이우식, 이정훈, 이진영, 이황경, 임도형, 장국삼, 장동국, 정상
근, 정영남, 정지영, 조민호, 조형배, 주확수, 천재곤, 최기만, 최성환,
최종인, 하정민, 홍인권, 홍인범, 황윤조

권도근, 김성심, 백준현, 신창민, 황만현씨 등 5명의 강사후보
생과 함께 서동수 트레이너의 강사교육 주관 하에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김용식트레이너, 배봉기 강사 및 박종섭 평가관이 수
고를 하였다.

2011 송년의 밤 및 제4회 수중사진공모전 시상식
성황리에 마쳐
대학생 강사과정
지난 12월 10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하이브랜드 팬션관 6
층의 BWS와인스쿨에서 2011년도 송년회와 '제4회 수중사진 공
모전' 시상식 등이 개최되었다.
예년과 달리 강사들을 위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
과 달리 많은 강사 및 트레이너 분들이 참석하여 행사장소가
비좁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소 불편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토요

지난 2012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 교육이 있었다. 기본과정(IFC)은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양과정(OWIC) 및 평가(IEC)는 제주의 블루마린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육으로써, 대학생들의 강사

일 오후의 혼잡한 주변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행사는 석식을 먼
저 마치고, 1부 행사와 2부 행사를 연이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4회째를 맞은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입
선의 서민욱, 이수호, 임근환, 류지희, 이수민, 이성섭, 김현석, 서
동성씨 등이 수상했다.
본상에는 동상 이상호, 은상 조형배, 금상 하정민씨 등이 수
상했으며, 영예의 대상에는 최근 각종 수중사진 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인천 물텀벙 클럽 소속의 심상선씨가 수상
했다. 이들의 수중사진은 BSAC 강사들을 통해 전달되는 2012
년도 달력 제작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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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체 참가비(교육비, 평가비, 등
록비, 체재비 일체)에 대한 일부 장학 혜택을 주는 행사였다.
BSAC KOREA는 활기찬 대학 출신의 젊은 강사를 배출함으
로써, BSAC의 장기적인 활동 비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이번 대학생 강사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번 과정의 트레이너로는 정상근, 서민욱 트레이너 등이 참
가했으며, 참가 스탭으로는 정윤현 강사 등이 참가하여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대학생 강사과정은 매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방
학)에 걸쳐 본부 주관으로 실시될 것이며, BSAC 트레이너의 추
천을 받은 대학생 참가자에 대하여 기존 강사교육비용의 부담
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 1월 5일~13일

애를 덜 받고 이론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

장소: BSAC KOREA 본부/제주 블루마린

하게 되었다.

KUSPO 전시회 참가

아이스 다이빙 개최 및 트레이너 회의 공지

BSAC KOREA는 2012년 2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코

매년 진행하던 아이스 다이빙을 2012년 2월 17일(금)~18일

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수중스포츠전시회(KUSPO)에 참가

(토)에 개최한다. 장소는 매년 개최되었던 강원도 평창군 영월

한다.

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소속 센터 및 트레이너들이 함께 공동개최 형

특히 이번 과정에는 작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소개되었던 아

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별히 전시회 기간 중에 새롭게 출시되

이스 다이빙 학습서와 시각자료를 이용하므로 업데이트가 필요

는 기술발전과정(SDC)인 사이드마운트 워크샵(이론과정)이 개

한 강사님의 참석을 권장한다.

최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스 다이빙 전날(2월17일)에는 트레이너 간담회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e러닝 서비스의 개시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e러닝 시스템이 BSAC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우선 e러닝 서비스
의 개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스노클 다이빙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앞으로 e러닝 서비스는 2011년의 스노클 다이버를 위
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2년 한해 동안 오션다이버, 스포츠
다이버, 다이브리더 등이 연이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단순한 텍
스트와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차별화된 사이버 강의
형태의 e러닝을 통한 교육 서비스로 말미암아 일선에서 활동하
는 강사들의 수고를 덜게 되면서, 교육생들은 시간과 장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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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EMA SHOW 참관

IANTD 정기투어
I ANTD KOREA 본부에서 지난 12월 10일에 1박2일 일정으

로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에 위치한 펀 다이브 리조트에서 울산
11월 2일 ~ 5일까지 홍장화 본부장과 여러 트레이너님 및 강

노틸러스 팀과 친목 정기투어를 실시하였다. 본부에서 김창제

사님들과 미국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실시하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와 유근목 강사,

장비 쇼(Dema Show)에 다녀왔다.

그리고 정경원 강사가

이번 쇼에 참관하여 미국 IANTD 회장인 톰 마운트(TOM

참석 하였으며, 노틸러

MOUNT)주관 전 세계 IANTD 본부장들이 모여 새로워진 교

스 팀에서는 황영석 강

육 시스템 및 교재관련 등의 세미나를 가졌다.

사, 유기정 강사, 정석

또한 홍장화 본부장은 딕 루코스키에게 챔버 운영에 관한 교

환 강사, 김동원 강사

육을 수료 및 인증을 받았으며 쇼에 참가한 여러 장비 업체들

외 여러 회원분들이

과 새로운 장비들을 관심 있게 관람하고 귀국하였다

참석하여 친목과 다이
빙에 관한 많은 이야기

IANTD KOREA 송년의 밤

를 나누는 자리가 되
었다. 또한 4월경에 부

지난 2011년 12월 2일 본부 주관으로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산 지역에서 사이드

에서 친목도모 및 한 해의 경과보고를 위한 송년의 밤이 많은

마운트 및 정기투어를

강사님들과 내빈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획하였다.

데 자리를 빛내어 주었다.
본 행사에서는 한 해의 최우수 강사트레이너로 김정숙 강사
트레이너님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강사에는 제주 금능게스트

정기투어의 목적은
자발적인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님들의 참가를 유도하며 친목
과 다이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우스 대표 김창환 강사, 우수 강사에는 경주에 김성목 강사가
수상하였다. 최우수 퍼실리티에 씨텍 스쿠버(대표 서재환강사)

2011년 1차 트라이믹스 과정 세미나

가 선정되었다. 공로상에는 황영석, 최태현강사가 수상하였다.
이번 송년의 밤에서도 많은 장비 업체에서 협찬을 해주어 참
석자 모두 선물을 받을수 있는 풍성한 송년의 밤이 되었다.

1월 3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샤크 다이
브 리조트(대표 강재철 강사)에서 본부 주최 트라이믹스 과정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에는 테크니컬 다이버, 놀목식 트
라이믹스다이버,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순서로 100m 까지 다
이빙이 준비되어 있으며, GAS 브랜더 과정도 수료 할 수가 있
다. 참가 신청자는 서일민 강사 트레이너, 이행식 강사, 김창환
강사, 유근목 강사, 김창제 강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
이번 트라이믹스 과정에서 샤크 다이브 리조트 대표 강재철
강가 트레이너는 사이드 마운트를 이용한 트라이 믹스를 80m
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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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3회 다이빙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10명 이상이면 투어가 성

퍼실리티 소식

원이 되며, 투어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자세한

리쿰스쿠버 아이스다이빙

내용은 스쿠버해양 캠프로 문의하면 된다.
스쿠버해양 캠프 사파리 투어

2012년 1월 4일~5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동 영월에서 리쿰스

다이빙: 1일 3회 다이빙/점심/음료 제공

쿠버 대표 이원교 강사 트레이너 주최에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

지역: 옥계~후진~임원

였다. 4일에는 이론 교육 및 장비 점검을 시실하였으며, 5일 모든

인원: 최저 10명~최대 20명

참가자가 실습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 졌다.

투어비: 1인 15만원

참가자는 박우진(블루홀 대표), 장동립(경민대 교수), 최종욱(W
다이브 대표), 장석왕(W다이브 소속 강사), 김성진(공기놀이 스쿠

예약상담: 033-576-0883/011-9969-0880
웹사이트: http://marinecamp.net/

버 운영자), 서계원(리쿰스쿠버 소속 강사), 김성욱(리쿰스쿠버 소
속 강사), 이용준(아쿠아렁 코리아 대표), 이원교(리쿰스쿠버 대

마리오 스쿠버 투어버스

표), 김삼규(행복한 해적 대표)참가 하였으며, 사전 영월소방서에
서 지원 요청으로 119 구급차 대기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실시하

대구에 위치한 마리오 스쿠버

였다. 또한 이번 아이스 다이빙은 MBC 공강 특별한 세상에서 1월

(대표 이상욱 강사)에서 버스를

11일 방영될 예정이다.

구입 투어용 차량으로 개조하였
다. 투어 차량을 이용하여 동해
뿐 아니라 남해, 서해를 이동하
여 다이빙을 즐길수 있게 내부 또한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미였다.
대구지역 다이버들은 차량이용 010-7526-4255 (이상욱 강
사)로 문의하면 된다.

IANTD KOREA 행사공지

2월 정기투어
2월 4일 1박 2일로 강원도 강릉 사천에 위치한 해원리조트
(대표 박상용강사)에서 2012년 첫 친목 다이빙투어를 갖을 예
정에 있다. 여러 강사트레너님과 강사, 다이버들의 자발적인 참
석을 바라며, 친목과 다이빙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
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SPOEX 2012 참가
IANTD KOREA본부는 2월 23일~2월 26일까지 삼성 무역센

해양캠프 사파리 다이빙 보트

터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2년 서울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발매한 한글번역판 교재들과
서일민 강사 트레이너님

이 운영하시는 삼척 스쿠버

새롭게 수입한 장비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전시장 초대권이 필
요한 분들은 본부 02-486-2792로 문의 바란다.

해양캠프에 사파리 투어용
다이빙 보트. 승선 인원 최

IANTD KOREA 개해제

대 25명인 씨캠프호가 후진
항에 떴다. 후진항을 기준으

3월 3일 1박2일 일정으로 삼척 해양캠프(대표 서일민 강사트

로 1시간의 항해거리에 있는 지역의 인공어초, 자연초 등을 찾

레이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해제에서는 산소공급자와

아서 다이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 참가자

응급처치/ AED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며, 별도의 등록비만 지불

들의 수준은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하

하면, 강사등록 및 다이버등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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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INTERNATIONAL 소식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
(Instructor Trainer workshop) 개최

- SDD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추진
- 한국 실정에 맞는 SDD 인명구조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내용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SDD 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SDD Staff
Instructor를 대상으로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SDD 신년 친목 다이빙

워크샵은 강사 트레이너가 독자적으로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방법과 평가 방법에 관

SDD 인터내셔널에서는 오는 2월 18일(토) 경남 통영에 위치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

한 사량도 다이브 리조트에서 2012년 SDD 신년 친목다이빙을

정에는 이재원(강원도 동명리조

실시한다.

트), 조지훈(바다클럽) 강사가

이번 신년 친목다이빙은 멤버들과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참가하였다. 이 과정을 마친

위한 다이빙 행사로, 다이빙이 끝난 후 지난 해 멤버들의 업적

SDD 트레이너는 7일간의 강사

에 대한 시상과 2012년 SDD의 주요 행사 및 계획을 발표할 예

양성과정과 평가를 실시할 수

정이다.

있다.

- 제목 : 2012년 SDD 신년 친목 다이빙
- 일시 : 2012년 2월 18일(토)

SDD 정책 세미나

- 장소 :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555-1
사량도 해양리조트

지난 1월 14일 본부 사무국에서 2012년 첫 번째 정책세미나
를 실시하였다. SDD 정책 세미나는 트레이너를 주축으로 SDD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

☎ (055)641-1278
.

Master Instructor Woprkshop

나에는 김영기(인천), 박세익(광주), 성기영(동해), 이창호(광주),
윤원규(서울) 트레이너 참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SDD 인터내셔널에서는 오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Master
Instructor Woprkshop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DD Master Instructor Woprkshop은 기존의 Open Water

- 트레이너 정기 업데이트 실시

Instructor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이 과정을 수료

- 지속적인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 실시

하면 Advanced Diver, Master Diver, Rescue Diver 과정은 물

- 2012년 주요 행사 결정

론 각 종 Specialty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SDD 해외 친목다이빙 - 팔라우
SDD 인터내셔널에서는 오는 2월 29일부
터 3월 4일까지 남태평양 팔라우에서 “2012
년 해외 친목다이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
에서는 SDD 레크레이션 과정의 하나인 Rec
Ⅱ 과정에 대한 소개와 수중사진 촬영술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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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KOREA SIDEMOUNT DIVING
- Openwater Environment 강사 및 트레이너 워크샵

을 축하하며 뜻 깊은 2012을 다짐하는 만남의 시간이었다.
PSAIKOREA는 2012년에 모든 다이버들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PSAI KOREA는 2011년 12월 16일 ~18일까지 경북 포항 구룡

2011 올해의 PSAI 다이버 상

포 펀다이브 리조트 (대표: 김동윤)에서 SIDEMOUNT DIVING

소속 : 아산잠수 강사 : 한달현

오픈워터 환경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성낙훈 본부

2011 최우수 퍼실리티 상		

장과 사이드마운트 강사 트레이너인 조순천, 이신학 IT의 진행으

소속 : 무어해저 대표 : 홍정일

로 10여명의 강사 및 트레이너가 참여하였다. 2박 3일간 참가자

2011 최우수 강사 상		

들은 사이드마운트의 전반적인 이론과 장비 운용법, 실질적인 수

소속 : 스쿠버웨이 강사 : 조창용

중 스킬들을 중점적으로 익혔으며, 제한수역 스킬 연습과 개방수

2011 우수 퍼실리티 상 		

역의 다이빙을 모두 마쳤다.

소속 : 울산스쿠버다이빙 센터 대표 : 최상진
2011 우수 강사 상 		
소속 : 펀 다이브 리조트 강사 : 김영섭

PSAIKOREA 2011 신년회
2012년 1월 13일 PSAI KOREA 2011 신년회를 서울 “라무르
(구 대방 웨딩홀)”에서 실시하였다. PSAIKOREA 산하 각 퍼실리
티와 소속 170여명의 강사 및 다이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이번 행사에서는 2011년을 돌아보고, 2012의 계획을 발표하
는 시간이었다. 또한 2011년을 빛낸 PSAIKOREA 강사 및 퍼실
리티에 상패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번 신년회는 PSAI 50주년
을 맞이하여 PSAIKOREA 소속 모든 다이버들이 PSAI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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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50주년

5. 교육진행 :
1)	F undamentals of Deep

PSAI는 2012년에 50주년을 맞이한다. PSAI HQ에서는 PSAI

Sport Diving 강사 세미나는

5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별 행사지원 및 본부차원의 대규모 행

기존 가지고 계신강사, 트레이

사를 준비 중이다. PSAI KOREA에서도 PSAI ASIA를 대표하여

너분 들

ASIA지역의 PSAI 5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 50주년

UPGRADE 방식으로 진행,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SAIKOREA 본부홈페이지를 참조

- 정동순 트레이너 및 각 트레

하기 바란다.

공 유없는

분들

이너.
2)	SIDEMOUNT 오픈워터 강사
워크샵은 각 기존강사 유지 및
신규 강사. 워크샵으로 진행
- 이신학 , 조순천 트레이너
3)	Narcosis Management 강사
워크샵은 코스 중 신청 강사님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 및 트
윈셋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신규 강사

(더블 탱크로 실시할 수 있다)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황현택 I-1119 Open Water Inst IQC 한 달현 IT
민명진 I-1061 Open Water Inst IQC 한 달현 IT

PSAI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 과
Trimix 레벨 3 과정 다이버 과정과 Trimix레벨 2 강사 과정을

PSAI-KOREA 공고

실시한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시 : 2012년 3월 21일 ~ 3월 27일

PSAI 2012 강사 & 트레이너 갱신

•장소 : 필리핀
•사전 조건 :

2012년을 맞아 강사 갱신을 공지한다.
2차 갱신 기간: 2012년 1월 1일 ~ 3월 31일 (갱신비의 10%
과징금)
갱신 대상: 강사 번호 1078번 이내의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
사 및 트레이너

	다이버 과정 - PSAI AD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 단
체 동등한 자격이상.
강사 과정 -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이상, ERN 강사
이상, 75m 이상 로그 25회 로그자.
•	 접수 기한 : 2012년 2월 7일까지

갱신 방법: 홈페이지 참조

- 2월 중 접수하신 분들과 상의하여 사전교육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KOREA 본부로 문의하거나, 홈페이

- 자세한 문의는 PSAIKOREA HQ(02-817-4190)으로

지를 참고 바란다.

문의 바란다.

문의: PSAIKOREA 02-817-4190 www.psaikorea.com

PSAI Deep Diving & Narcosis Management &
Sidemount Diving 세미나
1. 일 정 : 2012년 02월 04일 ~05일 (2일간)
2. 장 소 : 울진 스킨 스쿠버 트레이닝 센터 / 울진 지역 리조트
3. 주 제 : “Adventure Deep Festival”
4. 교육내용 :
1) Fundamentals of Deep Sport Diving(기초 딥 스포츠
다이빙) 강사 세미나.
2) Sidemount 오픈워터 환경 강사 워크샵.
3) Narcosis Management 강사 워크샵
2012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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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PDIC KOREA 소식
PDIC/SEI Diving
제20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참가

PDIC 새로운 C-카드, 인증서 발급
PDIC에서는 2012년 2월1일

SEI Diving KOREA는 2012년 KUSPO(한국수중스포츠 전시

부터 새롭게 디자인된 인증서

회)에 참가한다. 2012 KUSPO SHOW는 서울 COEX 1층 A-B

를 발급한다. 전면은 수중의

홀에서 2월23일부터 2월267일까지 4일간 사단법인 대한수중·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신비로

핀수영협회, 한국무역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개최된다.

운 해저여행의 재미있고 안전

이번 전시회에서 PDIC KOREA와 SEI Diving KOREA는 새로
운 미래의 다이빙 산업의 비젼을 위하여 파트너쉽을 이룬 성과

하며 우수한 교육을 지향하는 PDIC 인터내셔널의 이념이 담겨
져 있다.

와 발전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PDIC KOREA 지도자 워크샵 개최

SEI/YSCUBA
2012 상반기 강사트레이너 프로그램 전략회의

PDIC KOREA에서는 2월 중 대전과 부산에서 동서지역 지도

S.E.I KOREA에서는 1월27일(금), 경남교육원에서 2012년 강

자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의 새로운 강사규범과 국

사트레이너 프로그램 운영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 새롭게 탄생

내의 운영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새롭게 탄생한 PDIC 한국 서

하는 신규등록 강사트레이너 소개와 워크샵이 함께 진행된다.

비스센터의 양질의 운영을 위한 지도자들의 고견을 나누는 시
간을 가질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란다.

부산YMCA 제30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
12기 강사 강습회 개최
부산-YMCA수상수중

스쿠바 라이프 리조트

안전연합회에서는 지난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수중 환경
성산포!로 모십니다.

인명구조요원, 제12기 강

월15일, 해양경찰법령, 문
화관광부 승인, 제30기
사강습회를 통하여 15명
의 우수한 구조요원 및 지도자가 탄생하였다.

제25회 북극곰수영대회 수상안전요원 지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가 후원하고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제25회 북극곰

일출봉을 닮아 스케일이 큰 수중 경관
감태와 연산호, 해송이 어우러진 건강한 수중 생태계
바닷가재, 해마를 볼 수 있는 곳
SSI강사 교육 실시
주말반 과정/정규과정

수영대회가 2012년 1월8일
(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
는 지난해 BBC가 '북극곰
수영대회'를 세계 10대 겨울 이색스포츠로 선정한 이후로 외국인
의 참가가 부쩍 늘었으며 2천여명의 국내 수상`수중들이 참가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휴대폰: 017-344-2095
대표 : 김원국

전화: 064-782-1150

www.scubali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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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제 친선도모, 지역사회 발전, 국민체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에 YMCA 인명구조요원들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80여명이 원활한 행사진
행을 위하여 지원하였다.

바로 잡습니다.
2011-11/12월호 칼럼 ‘성전환하는 물고기’ 칼럼 중 잘못
된 부분을 임주백 박사가 지적하였습니다.

정소와 난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개체와 만
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알과 정자를 방출하여 생식
을 합니다.

임주백
서울대 ‘수중탐사대’에서 다이빙 입문

2.	성전환 패턴이 해양생물에게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

서울대 해양학과 대학원 - 석사

전환은 육지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서도 관찰됩니다. 비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 - 박사

정상적인 현상으로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도 많아, 생

전공 : 어류의 행동

활사 중에서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개체에서 성전환이

- 성전환, 짝짓기, 산란행동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근무

일어나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기도 합
니다. 도마뱀이나, 뱀류에도 이런 정상적인 성전환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1.	성전환하는 물고기는 수컷에서 암컷으로, 암컷에서 수
컷으로 바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물고기의 성

3.	용치놀래기는 성전환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서술

전환은 다양합니다. ‘등푸른청소놀래기’나 ‘오키나와베

된 부분은 산호초에 사는 성전환하는 물고기의 전형적

니하제’라는 물고기는 암컷만 있을 때는 가장 큰 개체

인 행동입니다. 제 전공과 관계있어서 10년 이상을 수

가 수컷으로 성전환하고, 성전환한 수컷만 있을 때는

중에서 관찰하였는데 그런 행동을 관찰하지 못했습니

가장 작은 개체가 다시 암컷으로 성전환합니다. 대성양

다. 혹시 이런 용치놀래기의 행동을 관찰하신 분이 있

에 사는 도미과 어류의 한 종은 1마리가 동시에 성숙한

으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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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 소식
2012 (주)액션스쿠바 투어 일정 안내
1. 2/16 마나도 부나켄 추가모집(6박7일)

6. 6/2 현충일 라양라양(8박9일)

일정 : 2월16~23

일정 : 6/2-10

리조트 : COCOTINOS

리조트 : 라양라양 리조트

BOUTIQUE RESORT

인원 : 10명

인원 : 추가 4명

기타 : 6/9 코타키나발루 추
가 1일 자유일정

2. 3/7 시밀란 리브어보드(5박6일)

7.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수시모집

일정 : 3/7~12

일정 : 3월~6월까지

선박 : SCUBANET
인원 : 20명

3. 4월11일 투바타하(5박6일)

8. 하와이다이빙(8박9일 예정)

일정 : 4/11-16

일정 : 2012년 10월 예정

선박 : M/V BORNEO 또는
APO EXPLORER
인원 : 추가좌석 4석

4. 5/23 석가탄신일 보홀(5박6일)

일정 : 5/23~28

5. 5/31 현충일 라양라양(11박12일)

일정 : 5/31~6/11

9. 멕시코 유카탄반도 칸쿤 및 시노테 동굴다이빙

일정 : 2013년 5월 17~26일

10. 2014년 갈라파고스로 다시 떠납니다.

일정 : 2014년 예정
선박 : AGG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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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마린 리조트 소식
38마린리조트에서는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간 리조트를 이용해주었
던 강사들과 다이버들을 위하여 ‘다이버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38마린리조트 크리스마
스 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평소 38마린리조트를 즐겨 찾아주었던 강사들과
회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50여명이 참가하여 다이빙을 즐기고, 바비큐 파티와 뒤이은
흥겨운 게임 등으로 멋진 축제의
밤을 보냈다.
38마린리조트에서는 다이브자
이언트, 오비맥주(주), 한국해양구
조단 양양지역대, BSAC KOREA
등의 협찬을 받아 푸짐한 경품들
을 준비하였고, 자체적으로 숙박
권, 다이빙 이용권, 와인 등을 준
비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참
가자들 모두가 빠짐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바비큐 파티는 리조트에서 준
비한 각종 해산물과 그릴에서 담
백하게 구워낸 등갈비 등을 푸짐
하게 준비하여 참가한 팀들이 끼
리끼리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카페로 이동하여
게임 등을 하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을 위해 특별히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는
데 빙고게임과 림보게임 등 간단한 몸풀기 게임을 통해 와인 등의 경품들이 증정되었
다. 이어 진행된 장기자랑 대회를 통해 1위에게는 아펙스 호흡기, 2위에게는 38마린 리
조트숙박권&다이빙무료이용권 그리고 3. 4. 5위에게는 다이빙이용권과 와인, SMB 등의
상품이 증정되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친 이 순서에서는 수지스쿠버팀과 삼성 마린피
그 팀의 두 회원이 동점을 기록하면서, 결선 만보기 게임을 통해 1. 2위를 두고 겨루었는
데 세번의 접전으로 마린피그 팀에게 1위가 돌아갔다. 고가의 경품을 두고 겨루다보니
말그대로 흥미진진했다.
게임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경품추첨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아펙스
호흡기와 다이빙용품 등이 참가자 전원에게 추첨으로 지급되었다.
이번 38마린리조트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 다이버분들은 다양한 끼와 재치를 보
여주며 자리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함께 즐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 38마린리조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다이버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면서 앞으로 매년 이
와같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2 January•February

289

Diving society NEWS

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소식
■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의 수중정화 활동 실시
제주도스쿠바연합회(회장 방이)는 지난 12월 7일 서귀포시

한편 제주도스쿠바연합회는 수중정화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동방파제에서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동방파제는 예전에 스

서귀포시의 고창후 시장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쿠바다이버들이 비치다이빙과 야간다이빙을 진행했던 곳이지만

가졌다. 지난번 서귀포 시청 간담회 이후로 스쿠바다이빙 환경

지난 10년간 서귀포항 확장공사로 인해 다이버들이 출입할 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연합회

없었던 곳이었다. 최근에 다시 개방되면서 다이버들이 편하게

는 서귀포시, 문화재청 등과 함께 제주도의 스쿠바다이빙 기반

입수할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어졌다. 연합회는 동방파제 일원

시설을 마련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활동에 적극적으

을 스쿠바다이빙 교육장으로 지정하여 해경에 신고하는 절차를

로 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 일대의 보트 다이빙 포인트

간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

에 부이를 설치하는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는데 긍정적으로

는 창립 이후 첫 대외적인 행사로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게 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스쿠바연합회 소속 32개 스쿠버다
이빙샵에서 70여명의 다이버들이 참가했다.

수중정화 활동전의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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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 쓰레기들을 앞에 놓고 기념사진을 촬영

축사를 하고 있는 고창후 서귀포 시장

방파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수중정화 활동에 참가한 샵 대표들과 다이버들

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PSI scuba 소식

1. 12월 14일, 24-25에 걸쳐 경기여고 학생과 선생님 32명이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었다. 교육을 도와주신 강경태, 구본원, 김
강영, 김성진, 김진관, 노경빈, 양영복 강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

■ 김정미 코스디렉터 – PADI 강사교육 진행
김정미 코스디렉터(PSI스쿠버 대표)가 국내 서울센터에서와
필리핀 세부 두 곳에서 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한다.

국내 IDC 후보생이었던 김동현, 이준석 강사는 현직 소방관
과 부동산 업을 각자 메인잡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컨잡으
로 스쿠버강사에 도전하였다.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평일 저녁
2.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PADI DPV 스페셜티 페스티벌이

과 격주 주말을 이용하여 자율반으로 코스를 진행하고, 12월

열렸다.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진행해 주신 임욱

9~11일 사흘간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강사시험(IE)

선(블루다이버스), 주호민(서울다이브 아카데미) 강사님과 참가

에서 좋은 성적으로 PADI 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본업

한 강사님과 다이버 모든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과 겸하여 프로로써의 변모된 모습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

DPV 스페셜티 코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한 다이빙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1월 29일부터 7일간 진행된 필리핀 세부 IDC에는 김지수, 이
상엽, 이종헌 세 명의 강사후보생이 참석하였다. 한 달 여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서로의 장점들을 배우고, 강사교육코스 중 새
롭게 익힌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수한 팀웍을 보여준 세
부 후보생들은, 12월 10일~11일 이틀간 진행된 IE에서 모두 합
격하여 PADI 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번 IDC에는 이종문 강
사가 IDC스텝강사 교육에 참석하여 새로운 시스템과 기준을 익
히고 스텝강사로써의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 IDC팀 모두, 5가지의 스페셜티강사 강사
코스에 전원 등록함으로써 프로로써도 지속적으로 레벨업을 하
는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3. 굿다이버가 PADI 5 STAR CENTRE에서 PADI 5 STAR

과정내내 지원을 아끼

INSTRUCTOR DEVELOPMENT CENTRE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지 않은 슈퍼피쉬다이브
의 김정대 강사님과, 오

4. 2012년 강사개발 코스가

션플레이어의 이종문 강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굿다이

사님, 그리고 쉽지않은

버 리조트에서 열린다.

교육일정을 빠듯하게 소
화하면서도 끝까지 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사

페셜널한 모습을 보여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PADI

다섯분의 강사님께 다시

코스디렉터 분들의 많은 관심

한번 감사와 축하의 박

부탁드린다.

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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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내용
본지는 ’87년 9/10월호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여행정보, 다이빙 이론, 잠수의학, 수중사진교실, 해양생물지식, 실수다큐멘터리 현상공모작, 다이빙
장비 등의 정보들은 단행본으로 엮어 놓아도 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개되는
다이빙계의 뉴스는 다이빙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거나 숍을 오픈하는 등
다이빙계의 프로페셔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에서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최근
몇년간의 과월호 목차만 게재합니다. 본지 과월호는 통신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애용바랍니다.
(Tel : 02-568-2402)

제 134 호(2009년 11/12월호)

제 135 호(2010년 1/2월호)

1.	사설·과학자와 화가의 만남, SACO를
제안함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수중
동영상 호별공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
이 - 가오다시
3.	해양생물·해파리 훑어보기·한국어류세
밀화총도감 (제15회)·세계 해수어 원색도
감 (완성편 19회)
4.	국내 리조트 소개·제주다이브와 중뢰·
울릉도 현포의 딥블루 다이브 리조트
5.	다이빙 아티스트·바다와 산의 화가 조광현
6.	테크니컬 다이빙·범섬 탐사 다이빙·TDI
트라이믹스 101 축제
7.	다이빙 축제·제6회 SDD 제주스쿠바다
이빙 축제·울진군과 함께 하는 PADI 다
이빙 축제
8.	국내다이빙·섶섬 에덴의 동쪽 포인트를
가다
9.	해외다이빙·필리핀 사방비치의 마린 스
쿠바 까페·DEPC 발리 수중사진 여행·
마레스 프로숍 팔라우 투어기
10. 장비 특집·2009~2010 드라이슈트 시장
11.	홍지욱변호사 칼럼·스쿠바다이버의 수
산동식물 포획, 채취 허용 여부
12.	잠수의학·강영천박사 칼럼 / Q&A 잠수의
학·DAN 칼럼 / 무시해서 안되는 다이빙
후 증상들·수중 및 고압의학의 시작 역사
13.	다이빙 교실·수중시야와 그것에 대해 알
아야 할 것들
14.	강사코너·김혜진 강사의 전국 리조트 깨
기-삼척 해양캠프·다이빙 도중 스쿠바
탱크가 빠졌을 때의 대책
15.	독자코너·환도상어를 찾아 말라파스쿠
아로·로이의 좌충우돌 호주 방랑기 6·창
원공단 기업체 동호회들의 합동 수중정
화 활동
16.	사고로부터의 교훈·실제 안전 사고로 나
타난 장비관리 소홀
17.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60주년 기
념 및 2009 디스트리뷰터 미팅·2009
DEMA 쇼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참관·
듀이 드라이슈트 세미나·DEPC 수중사
진여행·SDI/TDI 뉴스; 트라이믹스 101 축
제, 강사 트레이너 과정, 동굴 다이빙 사
이드 마운트 과정, DEMA 쇼 참관, 에코
다이빙 스페셜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
스 개정판·PSAI 뉴스; IT, 강사 세미나,
트라이믹스 레벨 I, II 교육, 신규 죠재 3종
출시·SDD 뉴스; 제주 스쿠바 다이빙 축
제·IANTD 뉴스; 트라이믹스 강습, 강사
교육 평가, 데마쇼 참관, 신상품·SSI 뉴
스; 김동주 트레이너 ITC 및 평가, 이신우
강사 크로스 오버 교육, 강사 평가 및 트
레이너 과정, TXR 트레이너 크로스오
버·박재석 ITC 및 평가, 영덕 강사 평가
과정·BSAC 뉴스; 정규 강사과정, 트라
이믹스 교육·IDIC 뉴스; 이인환 CD 인증,
패밀리 데이, 프로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신제품·CMAS 뉴스; 강사교육, 장비전문
가 강사과정, 구조잠수 강사 과정, 나이
트록스 강사 과정, 수색인양 강사 과
정·Y스쿠바; Y잠수클럽 연합투어, 멤버
레쉬가드 & 슈트 제공·PADI 뉴스; 강사
시험,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딥다이버
스페셜티 강사 워크숍, NB 다이버스 강
사과정, 마린마스터 강사과정, KUE 탐사,
GUE 펀드멘털 과정

1.	사설·테크니컬 다이빙 사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수중사진·제19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입상작품 발표·황윤태의 마린에세이 디지털 유감!·좌동진씨 환경사진공모전
대상 수상
3.	해양생물·바이오 프로스펙팅이란 무엇
인가?·도루묵 생태 조사·한국어류세밀
화총도감 (제16회)·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0회)
4.	해외다이빙·북극권의 인디언 섬머 다이
빙·사이판 헤븐Ⅱ 리조트 다이빙·모알보
알의 고래상어 ·수중사진가의 발리 여행·
초보 다이버의 해외 다이빙 투어 즐기기
5.	테크니컬 다이빙·사이드마운트 스페셜
티 과정·재호흡기 다이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DAN 칼럼/스포츠 다이버
를 위한 테크니컬 다이빙 소개
6.	신제품 소개·칼라 다이브 컴퓨터 아이콘
HD·파티마 신제품 PDCH-G11하우징·
포세이돈 디스커버리 MK6 재호흡기
7.	업체 소개·삼원 휴스포 다이빙풀 개업
8. 국내다이빙·에덴의 서쪽 포인트를 가다
9.	잠수의학·강영천박사 칼럼/Q&A 잠수의
학·수중 재압과 챔버 재압
10.	홍지욱변호사 칼럼·피교육자의 고혈압
증상과 관련된 강사의 책임에 관한 판결
11.	강사 코너·초보 다이버를 발전시키는 3
단계 학습 분야·비치다이빙에서의 베이
스캠프
12.	캠페인·스쿠바 강사 한지수 씨 구명운
동·국제연안 정화의 날
13.	사고로부터의 교훈·음주 다이빙은 자살
행위
14.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리페어 랩
세미나 실시, 전문점 세미나 개최, 콜트리
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마린뱅크 신제
품 세미나·BSAC 뉴스; 송년회, 수중사
진공모전, 기념달력 배부, ITC·SSI 뉴스;
송년의 밤 행사, 김동주 트레이너 ITC, 이
명섭 평가관 ITC, 강릉 폴리텍 ITC, 마스
터 다이버 챌린지, 트레이너 세미
나·SDI/TDI 뉴스; 송년의 밤, 트레이너
전략 미팅, 매뉴얼 출시, SDI 강사과정,
홈페이지 개편·NAUI 뉴스; 송년의밤, 마
스터 다이브 및 응급처치 교재, 전주대
교육·PSAI 뉴스; 트라이믹스 레벨 III 교
육, 신년회, 트레이너 세미나, 워크
숍·IDIC 뉴스; 송년회, 김종철 대표 본부
방문, 신규리더, 플레티넘 ITS 센터·김억
수 강사 사망·SSI 뉴스; 송년의 밤, 트레
이너 워크숍, 강사교육 과정·남진수중
잠수기능사 대비 과정·PADI 뉴스; 강사
시험, TM 다이브 송년모임, NB 다이버스
송년회, 마린마스터 강사 교육·IANTD
뉴스; 송년의 밤·제주수중사진 연구회
창단식·Y스쿠바 뉴스; 다이버 안압/시신
경 연구 참여, 수상인명구조원 강습회,
강사교육·서울대 수중탐사대 졸업생 모
임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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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호(2010년 3/4월호)
1. 사설·바다에서 훔쳐간 아바타
2.	수중사진·파티마배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좋은 사진의 비결
3.	해양생물·암초지대의 보석, 클라운피쉬
와 아네모네·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7

회)·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1회)
4.	특집·2010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참가
업체 소개
5.	해외다이빙·SDD 시밀란 수중사진 투
어·인도네시아 라자 암팟 다이빙·해외다
이빙 여행을 도와주는 팁
6.	테크니컬 다이빙·MK6 재호흡기 해양실습
7. 국내다이빙·서귀포 항 새섬 아치 포인트
8. 업체 탐방·타바타 이바라키 공장 탐방
9.	다이빙드라마·SBS드라마 인생은 아름
다워
10.	강사 코너·수면 스킬 가르치기·나침반
네비게이션
11.	잠수물리·다이빙에서 산소가 나쁜 역할
을할때
12.	독자코너·벨기에 NEMO33에 가다·제2
인생 출발 알리는 100회 다이빙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폐확장 상해
한차원 더 높은 이해
14.	DAN 칼럼·BC가 일으키는 문제들의 분석
15.	다이빙 안전·다이빙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처 방법
16.	Diving Society News·제19회 한국수중
사진공모전 시상식·수중사진 4인전 개
최·마레스 타우첸 델피노 상 3개 부분
수상, 네모 와이드 2차 업그레이드, 얼음
밑 잠수 100m 신기록, SDAA 오션 어워
드 수상·(주)하이파-모비스 스노부드 장
비 수입판매·우정사/오션챌린져 일본 다
이빙 테스티벌 참관·탑스쿠바 장비 리페
어 세미나, 스쿠바프로 테크니컬 워크숍·
아쿠아렁 드라이슈트 업체 화이트인수,
주마 BC 엑스프레스 핀 스포츠다이버지
소개, 일본 다이빙 페스티벌 참관·IANTD
MK6 재호흡기 강습, 신규 매뉴얼 출시,
유근목 강사 본부 근무·BSAC 아이스
다이빙 행사, 강사교육 개최, 신규 다이빙
매뉴얼 출시·SDD 해외 다이빙 및 수중
촬영 교육·SSI 스쿠바레인져 시연회, 트
레이너 최종 인증, 강사 평가/크로스오
버·TDI 테크니컬 다이빙 축제, 사이드마
운트 과정, CPR 강사 과정, SDI 강사과
정·IDIC 마케팅 세미나, 코스디렉터 전략
회의, 프로 아크로폴리스, 롤러백 출시·
롯데크리스탈 NAUI 강사교육·PSAI 퍼실
리티 회의, 동굴 다이빙 교재 출시·한국
수산안전협회 혹한기 합동훈련, 구미지구
대 발대식·CMAS 코리아 강사교육, 얼음
밑 잠수 강사강습회, 강사업데이트 세미
나, 다이버의 밤·Y스쿠바 드라이슈트 지
도자 과정, 수상인명 지도자 토론회, 수
상안전 지도자 특별교육, 시민응급처치안
전본부 개설 준비, STX 엔진 클럽 CPR
강습회·PADI 공동전시, 강사시험, ERR
강사 트레이너 코스, 김현준 CD 강사교
육, 송관영 CD 강사교육.

제 137 호(2010년 5/6월호)
1.	사설·다이버의 시각에서 본 천안함 사건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노출값의
결정
3.	특집·인어의 전설과 인어 이미지의 변천사
4.	해양생물·해양무척추동물, 아홉 카테고
리·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8회)
5.	국내다이빙·강원지역 다이빙 리조트
6.	해외다이빙·인도네시아 마나도 다이빙
안내-타식리아 리조트·해외다이빙여행

을 도와주는 팁·미얀마해역 다이빙 투어
7.	다이빙 안전·모든 다이버가 레스큐 교육
을 받아야하는 이유
8.	강사 코너·마스크 물빼기 교육·부표 사
용 방법
9. 독자코너·GUE ITC를 마치고
10.	잠수의학·비행사도 벤즈에 걸린다·Q&A
잠수의학
11. DAN 칼럼·야간다이빙의 위험성 분석
12.	장비소개·미국 홀리스의 테크니컬 신장
비·마레스 칼라컴퓨터 HD/엑스트림 핀
13.	리브어보드 다이빙 여행·크루징 다이빙
보트 처음 타보기
14. 수중사진전·정상근 수중 이미지전
15.	Diving Society News·권주훈 국회 생태
사진전·김생수 개인전·우정사 장비전시
실 및 세미나실 개설·마레스 네보 테스
트 다이버상·아쿠아렁 파트너센터 1호
점, 여행용 ZUMA BC 5월시판·제주스쿠
바아카데미 리조트 신축이전·자이언트
시스템 상품설명회·제2회 국립수산과학
원장배 바다목 장 수 중사진 촬영대
회·SSI 강사평가, 크로스오버, 어드밴스
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업그레이드, 신
규딜러 등록, 인스트럭터 평가관 트레이
너 재임명 세미나·NAUI 세부 막탄 동굴
탐험, 사이드마운트 세미나, 사이드마운
트 코스개설·IANTD 산소공급자 CPR
AED 워크숍, 개해제, 강사트레이너 강
습·BSAC 몰디브 합동투어, 개해제·SDI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국내서비
스 센터개설, 에코다이빙, 강사과정, 카다
로그 출시, 다이브마스터 매뉴얼과 강사
가이드 출시·SDD 개해제, 몰디브 친목
다이빙, 사무국 주소이전, 정책세미
나·IDIC 2010년 코스디렉터 코스·잠수
협회 회장 이,취임식, 장비전문가 과정개
최, 마레스 리페어 랩세미나, 82기 ITC 개
최, 사무실 이전·PADI 코스디렉터 스텝
인스트럭터 업데이트, 강사시험, 노마다
이브 응급처치 지원·CMAS 전반기 나이
트록스 강습회, 1기 장비전문가 강사교육,
상반기 구조잠수강사 강습회, 친목다이
빙, 3기 강사강습회, 테크니컬 다이빙 세
미나·PSAI 트라이믹스 레벨3 어드밴스
드 가스 브랜딩 교육, FULL CAVE 교육,
한국 폴리텍 3대학·다이브존 개해제, 난
파선 다이빙탐사, 신규강사·Y스쿠바 마
창진클럽개해제, 남해 두미도 리조트 개
장, 사회체육분과회의, 응급처치운동본
부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제 138 호(2010년 7/8월호)
1.	사설·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염원2
3.	특집·얼음바다 북극해 바닷속 대탐사·상
어와 인간의 관계 역사·쥐치들과의 전쟁
4.	해양생물·세계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2회)·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9회)
5.	국내다이빙·구룡포 장길리 펀다이버 투
어기·경상도 해안 다이빙 리조트·문섬
동남쪽 포인트를 가다
6.	해외다이빙·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다 아닐라오·해외 여행을 도와주는 팁·필리
핀 레이테 다이빙기·‘축’ 난파선 다이빙
7.	장비소개·우리회사 대표 선수 메인장
비·파티마 PDCH-550D 하우징
8. 상식·아리아드네의 실
9.	신간안내·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부
제: 한국의 어류 연구사
10. 다이빙 입문·초보자 입문 안내
11.	강사코너·프로같은 다이버가 되는 방
법·스노클 사용 테크닉
12.	독자코너·칙소폭포에서의 오픈워터 다
이빙·부산 이지다이빙 수중정화 활동·
아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4.	DAN 칼럼·재호흡기 사망사고
15.	수중사진전·장남원 수중사진전 ‘海’
16.	다이빙클럽 소개·딥블루 포토 클럽·재
필리핀 수중협회 소개
17.	Diving Society News·우정사/오션챌린
져 오셔닉 OC-1 한정판 이벤트, S.M.S
100 입고. 마레스코리아 아이콘HD 한글
버전출시, 지안루카 제노니 영화제 참가,

피레네 아이스다이빙-아비스22. BSAC
산호보호국제회의, 트레이너 워크숍, 강
사재등록, C-Card 디자인 변경, IANTD
트라이믹스강사 교육, DEMA쇼 참가.
PSAI 신규, 업데이트 강사, 퍼실리티소식.
SDD 바다의날 수중정화작업, 친목다이
빙, 신상품, 트레이너워크숍, 수중사진전
시회, ITC, 제주스쿠바다이빙축제 공고.
SSI ISO 인증, 트레이너 2차업데이트, 리
조트 대표, 강사 친목 모임/업데이트,
TechXR 테크니컬 강사트레이닝, 아시아
지역 미팅, 타이완센터 방문, 신규 다이브
리조트, 센터 등록. SDI/TDI 멕시코 동굴
다이빙, 응급대응다이빙, 에코(Eco)다이
빙, 장학생강사4기, CPROX1st-AED, 감
압절차과정, 풀페이스마스크 교육, 트라
이믹스 101 축제, 자격증등록 비용 인상.
IDIC Hoelentauchen 2010 Cavediving
교육, 필리핀/태국지역센터 모집, 코스디
렉터교육, 평가기간 안내, ITS/강사 크로
스오버 모집, 롤러백 출시, 폴로T셔츠 출
시. PADI NOMA Dive-EFR코스, 멤버포
럼, 강사시험, UW네비게이터스페셜티 강
사워크숍. CMAS KOREA 강사강습회,
트라이믹스 다이빙교육, 강사친목다이빙.
Y SCUBA STX엔진, 삼성테크원 스쿠바
팀 연합투어, 광양YMCA 인명구조요원
크로스오버, 부산지방경찰청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서울YMCA-1339 응
급처치&심폐소생술 전문지도자과정, “제
16회 서울어린이 한강 헤엄쳐 건너기“행
사 수상안전요원 지원, 위급상황 대처법
교육, 수상수중안전, 생활응급처치 캠페
인 포스터 무료보급, 다이버를 위한 생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무료 강습회, 여름
시즌-YMCA SCUBA 강사 강습회. 2010
년 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중사진촬영대회

제 139 호(2010년 9/10월호)
1. 사설·스마트 다이버 운동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블루리본
일·수중사진가에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
이빙 포인트 1회
3.	특집·제1부 탄생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쿠스토·제2부 쿠스토 후손들의 가족분
쟁과 선점 경쟁·제1부 세계의 고래 전설
들·제2부 다이버가 부러워하는 고래의
잠수능력·물속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
대의 바닷속 연구
4.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0회)
5.	국내다이빙·우리나라 다이빙의 고향 제
주도 바다·섶섬 동북 포인트를 가다·포
항 블루오션 촬영 투어
6.	해외다이빙·필리핀 서던 레이테 - 소고
드만 다이빙·인도네시아 코모도 여행
기·해외여행을 도와주는 팁·세이셸 공
화국 다이빙 안내
7.	장비소개·잠수복 베스트 셀러 모음·한
국형 드라이슈트 - 코리안 아이스블루·
걸스포츠 신제품
8. 잠수의학·Q&A 잠수의학
9.	강사코너·스킨다이빙장비 Q&A·당신은
얼마나 멋진 다이버인가·쇄파1
10.	독자코너·미국 최초 민간인 강사 맥 캘
러스터 박사 인터뷰·재필리핀 수중협회
2010년 의료봉사·TDI/SDI 장학생 강사
교육을 수료하면서
11.	다이빙클럽 소개·대구다이버스클럽 30
주년 생일 잔치
12.	Diving Society News·제13회 물빛 수중
사진전, 클럽 블루마린 수중 사진전, ㈜
우정사/오션챌린져 오셔닉 OC-1 파이오
니어 한정판 명품 이벤트, 마레스 디스트
리뷰터 미팅 참가. 한국형 드라이슈트 코
리안 아이스 블루 출시, 아쿠아렁 아이스
랜드 세미드라이외 다수 입고, 아쿠아스
피어 아만다 비어드 스펀서쉽, 파트너센
타 3호점,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후원, 데
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참가자 모집,
SDD 대한민국의 바다 사진전시회, 국제
스쿠바 다이빙 대회 공고,8월 정규 ITC,
SSI 블루노션의 법인화와 운영변경, 인스
트럭터 평가, 크로스오버 교육, 신규다이
브 리더, TXR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파운데이션 인스트럭터, 경동대학교 계절

학기, 홈페이지 전세계 통합, 프리다이빙
코스런칭, SSI 송년회 안내, BSAC 제2회
사법연수원생 교육, 109차 강사교육, 수
중사진 공모전, TDI 재호흡기 이볼루션과
정, 에코다이빙, 오픈워터 매뉴얼 출시,
풀페이스 마스크 스페셜티, 트라이믹스
101 축제, SDI 강사트레이너 모집, 2차 멕
시코 동굴다이빙, IDIC 필리핀/태국 지역
센터 모집, 제주 패밀리 데이, NAUI 김우
형 미국본부 이사 출마, 플레티넘 업무
재개, 전주대학교 해양실습, 코스디렉터
워크숍, PSAI 수중사진교육, 퍼실리티 소
식,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PADI 인터넷
공동 오버츄어 마케팅, 국제정화의 날,
CMAS 6기강사교육결과, 강사체육대회,
Y SCUBA 씨킹 스쿠바 개장, 간사회 여
름수련회, 10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정
상우 CD 소식, 부산 오스포츠 교사 연수
교육, 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
장 수중촬영대회

제 140 호(2010년 11/12월호)
1. 사설·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에 붙여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3.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멋진 만
남·김생수의 Image Painting
4.	특집·미스터리 여행자 민물 뱀장어·제1
부 전설로서의 뱀장어·제2부 먹거리로서
의 뱀장어·제3부 사이언스 속의 뱀장어
5.	해양생물·물고기는 색을 보는가? 사용할
줄 아는가?·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1회)
6.	국내다이빙·신혼여행과 새섬 서북단코
지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
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2회·잊을
수 없는 10월의 제주도 바다·아름다운
포인트를 간직한 38마린에서의 다이빙
7.	해외다이빙·필리핀의 펀다이버를 위한
리조트·인도네시아 마나도 타식리아 리
조트·해외여행을 도와주는 팁
8.	장비소개·드라이수트 그 기초적 이해·
드라이수트 마켓
9.	에코다이빙·2010년 10월의 태종대 비치
수중생물
10.	업체소개·스웨덴 트렐레보리 구룹과 바
이킹 드라이수트·토탈레져를 추구하는
포항 원잠수 해양리조트
11.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2.	강사코너·로그북을 그리는 강사·다이빙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들-왜 규칙을
지켜야 할까?·어린 큰이빨부리고래를
구조하라!·다이빙말고, 시파단섬에 얽힌
이야기·드라이수트 착용에 필요한 기
술·레귤레이터 구분하기
13.	독자코너·마법의 소금 방망이 바닷물은
왜 짤까?·재필리핀수중협회 정기다이빙,
번개다이빙
14.	다이빙 축제·제1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
빙대회
15.	다이빙클럽 소개·다이빙 동호인 클럽 블
루마린의 수중사진전 ‘Blue & See’
16.	Diving Society News·제노니 세계신기
록 수립, 마레스 디자인상 수상, 최대수
중결혼식,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협
찬, 데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아쿠아렁
파트너센타 소식, 아쿠아 스피어 팬텀 수
트 출시, 필립 크로아종 영국해협횡단, 테
마스쿠바아카데미, 도어스 아트페어 출
품, 모비스 래쉬가드, SSI KOREA 패밀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전, 스피드 스쿠바
이전, SSI KOREA 송년회, 마이크로네시
아지역 한국 등록가능, 어드밴스드 트라
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제, 에코
다이빙 세미나, SDI 강사과정, IANTD 강
사교육, 연간행사계획안내, TM다이브 강
사교육, PADI 강사시험, 정상우 CD, 고다
이빙 뉴스, TUEV, ISO, EN 품질인증 갱
신, IDIC 로그북출시, 나이트다이빙교재
완성, 제주 패밀리데이, 챌린지 페스티발,
PSAI 트레이너 워크숍, 고급중성부력 교
재출시, 무어해저, BSAC 강사교육, 콤바
인 나이트록스 강사 워크숍, 가속감압 절
차과정, 제1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
회, 코스디렉터 워크숍, 익스프롤레이션
강사과정, 수중사진전, SDD 멤버쉽과정
개편안내, CMAS KOREA 강사교육, 수중
사진 및 비디오 강사교육, 생활체육 지도

자 검정실시, 친목다이빙개최, 강사체육
대회개최, 정상훈 트레이너 대통령 표창,
YSCUBA 한글 매뉴얼 출판, 산업현장관
리자 안전교육 시행, SEI KOREA 2011 인
스트럭터 트레이너 양성학교 개최.

제 141 호(2011년 1/2월호)
1.	사설·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
정 요구한다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포스터·스마
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3.	수중사진·제20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입상작품 발표·김풍등의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20년 심사 회고·한국수중사진공
모전 20년 수상작품 앨범
4.	특집·바다거북 뭔지 알고 즐기자·제1부
세계의 거북신화와 전설들·제2부 거북이
란 동물의 기초적 이해·제3부 바다거북
일곱종
5.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2회)
6.	국내다이빙·2010년 마지막 다이빙 산호
정원을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
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3회
7.	해외다이빙·세부 막탄섬의 명품 다이
빙·롬복 코코티노스 리조트
8. 에코다이빙·귀산 앞바다 수중정화 활동
9.	리조트소개·펀다이빙이 가능한 세부 막
탄섬의 리조트
10.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스넬의 창·다이빙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들2-알면 알수록 편하고 안
전하다·SSI 40주년 행사를 참관하고·홍
해를 아시나요·고 김억수강사 1주기 추모
제·흔한 실수와 응급처치·오경철의 테
크니컬 다이빙 인생·호흡을 보다 쉽게
12.	독자코너·이상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 알
아보는 NOAA·뜻있는 해맞이 다이빙
13.	다이빙클럽 소개·수중사진가 모임 빛흐
름-제7회 수중사진 전시회
14.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코리아 랩
세미나, 마레스 인터넷 판매경영 정책, ㈜
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 데마쇼 참관,
아쿠아렁 신제품, 아쿠아렁 본사 방문 및
데마쇼 참가, 북극곰 수영대회 협찬, 아쿠
아렁 파트너 센터 소식, 한국 마이크로네
시아 인사 개편, 40주년 행사, 프리다이
빙 세미나 참가, SSI 마케팅상 수상, 스윔
스쿨 런칭, 송년의 밤, 신규 다이브 리더,
BSAC 제3회수중사진공모전 시상식, 새
로운 SDC 매뉴얼 출시, 2011 아이스 다이
빙, 샤크 다이브 리조트 오픈, 멕시코 동
굴 다이빙, 강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기체 혼합자 과정,
사이드마운트 스페샬티 과정, SDD 강사
업데이트, 다이브리더 강사과정, 이석 본
부장 취임, 프레티넘 ITS 센터, 베스트 프
로페셔널 어워드, MOU 체결, IDIC 로그
북 재출시, PSAI 신규 트레이너, 신년회,
제26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정병일 교수
표창, 강원 영동지역 강사 모임, 고김억수
강사 추모, 김창모 트레이너 표창, ADS
창립 조인식, PADI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
나, 김정미 CD 강사교육, 수원여대 산학
협력,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및 세미나, 수중세상 리조트 개업 5주년
행사, 한국 수중과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
하상훈 대표 감사장 수상, 액션 스쿠바
2011 투어 일정, 보라카이 씨월드 CDC
센터, 아쿠아 갤러리 마린 리조트 오픈,
서해바다 물고기 출간.

제 142 호(2011년 3/4월호)
1. 사설·죽음에 대하여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제20회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4.	특집·해마 스페셜·제1부 해마 신화와 고
대 역사 속의 해마 이야기들·제2부 보물
급 해마 유물이 일으킨 세기의 미스터리
사건들·제3부 동서양의 만병통치약 해
마, 그것이 가져온 멸종 위기·제4부 해마
의 특징과 생태적 의문들·제5부 해마의
간추린 어류학·당신 두뇌 속에도 해마가

있다·세계 해마 도감
5.	발행인 칼럼·조광현 화백과 나
6.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3회)
7.	전시회·2011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이
모저모·세미나 순례
8.	국내다이빙·김건석의 포토리포트 섶섬
한개창 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
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4회
9.	해외다이빙·2011년 설을 맞아 찾아가 본
발리카삭·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지역
수중촬영 여행·두마게테 투어기·고래상
어의 성지, 돈솔을 가다
10.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1회·새롭게 밀려오는 트렌드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스쿠바 탈착
12.	특수 장비·물에 빠진 인명 수색에 활용
되고 있는 소나 장비들
13.	독자 코너·매혹의 섬 에콰도르, 갈라파
고스 군도를 찾아서
14.	Diving Society News·우정사 다이브 비
즈쇼 참관, SPOEX 참가, 마레스 HD 2.0
펌웨어 출시, 랩세미나, 마레스 본사방문
및 EUDI 쇼 참관, 테스트 다이버상, 아쿠
아렁 신제품, KUSPO 참가, 파트너센터
소식, SSI 코리아 마이크로네시아 서비스
센터 등록, 아시아지역 서비스안내, 리저
등록비용 조정, 응급처치자격 허용, 자격
증 기재사항 변경, 한글판 브로셔 출시,
홈페이지 업데이트, 인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탄생, 인스트럭터 평가, BSAC 아
이스다이빙, 트레이너 워크숍, 수중사진
세미나, SDC 매뉴얼 출시, 대학생 강사교
육, SDI 사이드 마운트 스페샬티 강사과
정, 한국최초 이러닝 발표, 에코 다이빙,
멕시코 동굴 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모
집, IANTD 트라이믹스 다이버, 장비전시
회, SDD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지역별 업
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 IDCI 신규리
더, 다이브 컴퓨터 세미나, 비즈니스 세미
나, PSAI 신규강사 및 트레이너, 트라이
믹스 레벨 1-3 코스, 개해제, YSCUBA
홈페이지 통합 재개정, CPCR/AED 뉴가
이드라인, PADI 아시아퍼시픽 공동전시
관, 비즈니스 솔루션 세미나, 멤버포럼,
강사시험, 수원여대 산학협력체결

제 143 호(2011년 5/6월호)
1.	사설·입문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저가
경쟁 교육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
4.	특집·Anystory 불가사리·제1부 불가사
리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1.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불가사리 전설 동화 / 2.쇠먹는
불가사리 설화 / 3.그리스 전설의 불가사
리 탄생 / 4.고래를 속였다가 넝마로 태어
난 불가사리 / 5.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 6.불가사리와 거미 이론 / 7.사람들은
별을 왜 ☆ 모양으로 그리나? / 8.불가사
리 수면 자세 / 9.불가사리를 먹는 갈매
기 / 10.불가사리를 먹는 사람들 / 추
가.성모마리아와 사랑의 상징·제2부 알
기쉽게 말하는 불가사리 사실들 1.불가사
리 / 2.거미불가사리는 불가사리와 어떻
게 다른가? / 3.한국의 불가사리 / 부록
불가사리 10 요약 / 부록 나쁜놈, 좋은놈,
덩치만큰놈 / 부록 한국의 불가사리 106
종 명단 / 부록 한국의 불가사리 앨범
5.	해외다이빙·비사야 다이빙의 교차로 세
부 릴로안 지역·F32, 필리핀 모알보알에
빠지다·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다시 떠
오르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
6.	국내다이빙·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더
욱 가깝게 다가온 강릉, 양양 다이빙·김
건석의 포토리포트 범섬 본섬/작은섬
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
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5회
7.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4회)
8.	전시회·인도네시아 다이빙 전시회 팸투어·
제5회 국제보트쇼의 스쿠바다이빙 론칭
9.	업체탐방·앗! 이런 곳이 있었다니 수지로
얄다이빙풀

10.	신제품 소개·신제품 LED 다이브라이트
EOS 3·아이콘 HD 펌웨어 2.0 버전 출시
11. 신간안내·한국 개오지류 도감 발간
12.	다이빙 입문·스쿠바다이빙 제대로 배우는 길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4.	DAN 칼럼·강한 근육은 다이버에게 자
신감을 준다
15.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2회·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교육 팁과 가치·이호빈 코스디렉터 강사
동문회
16.	장비 코너·잠수복을 만드는 네오프렌 원
단은 무엇일까?·살인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사용되는 금속탐지기
17.	Diving Society News·조선닷컴과 콘텐
츠 제휴, 한국개오지류도감 출간, 나카무
라 사장 방문, 대전 수중동행, 엑스포다
이빙, 대천스쿠바 Mares 랩세미나, 순토
New D-series 컴퓨터 출시, 테코 SB 드
라이 슈트, 수중 하우징 Blue Eye 출시,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5호점, 6호점,
KDEC의 출범, SSI 필리핀 오피스 개설,
온라인 교육 런칭, BSAC 강사교육, 수중
사진 강사 워크숍, 홍보용 리플렛 제작,
대학생 강사교육, SDD 해외친목 다이빙,
정규 ITC, 제2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
대회, SDI/TDI/ER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에코다이빙 제
주, 멕시코 동굴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감압 절차 과정, IANTD 노틸러스 개해
제, 장비 리페어 세미나, 트라이믹스, 강
사 트레이너 세미나, 여름 캠프, IDIC 신
규리더, 개해 축제 한마당, C-CARD 패
키지, 임페리얼 팰리스 리조트&호텔 팸
투어, IDIC CPR/FA 세미나, 다이버 교재
개정, 야간다이빙 업데이트, SEI DivingYSCUBA 지도자 맴버 단합대회, 뉴가이
드라인 BLS 과정, PADI CDTC코스, 멤버
포럼,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 e런닝 세
미나 & 멤버 소셜 파티, 아쿠아 렉스,
PSAI-KOREA 2011년 개해제, ADEX 참
가, 한강 수중 정화 활동, 드라이슈트 교
재출시, 트레이너 세미나, 탱크 육안 검
사, BIDS CLUB 7주년 기념 투어.

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법)
17.	Diving Society News

제 144 호(2011년 7/8월호)

제 146호(2011년 11/12월호)

1. 사설·디지털 출판을 염두에 두면서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수중 사진 작가 초대석(DEPC
오이환 회장)
4.	특집·잉어의 전설과 사실들·제1부 잉어
의 전설등용문과 잉어 / 용되는 잉어 /
현장법사와 잉어 / 잉어의 집념을 보고
위대한 화가가 된 로세추 / 김풍등의 잉
어 미신 / 잉어를 먹으면 안 되는 창녕 조
(曺) 씨 / 용이 된 광주의 잉어 할머니 /
잉어 살려주고 용왕 사위되고 사또 된 숯
장수 / 잉어설화 조각들 모음·제2부 잉
어의 사실들잉어목과 잉어과 기본 설명 /
잉어과의 잉어아과 / 잉어이름이 헷갈리
는 이유 / 한종의 표준잉어의 가지 수를
많게 하는 변형들 / 기타 잉어 이야기·제
3부 잉어 음식용봉탕(龍鳳湯) / 동유럽
X마스 만찬 / 게필테피쉬
5.	신제품 소개·2011 TUSA NEW COLOR
COORDINATION
6.	해외다이빙·필리핀 팔라완 구룹의 코론
지역에서의 다이빙
7.	국내다이빙·여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다이빙 여행지-고성 교암리조트(제6회)·
추암에서의 다이빙
8.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25회)
9. 수중사진 테크닉(1)·색공간(Color Space)
10.	해외리조트 탐방·접사피사체의 천국 필
리핀 아닐라오와 몬테칼로 리조트
11. 전시회·2011 중국 장비 전시회
12.	독자수기·대학생 강사교육 참가수기
13.	독자코너·2011년 인스클럽 필리핀 모알
보알 의료봉사
14.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5.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3회
16.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제1회 생

1.	사설·엄청많은 사람들의 체험다이빙, 그
러나 늘어나지 않는 다이빙 인구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 수중사진작가 초대석(kevin
Lee)
4.	특집·해파리 ANYSTORY, 제4부 해파리
의 개별 이야기들
5.	신제품 소개·(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
제품,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신제품
6. 해외다이빙1·갈라파고스 다이빙!
7.	해외다이빙2·천국과 가까운 섬, 뉴칼레
도니아
8.	해외리조트 소개·모알보알 천상의 다이
빙 포인트와 M.B. OCEAN BLUE 리조트
9.	국내리조트 소개·울진 나곡수중
10.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7회)
11.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타이타닉
12. 수중생태 이야기·성전환하는 물고기
13. 수중사진 테크닉·감마(GAMMA)의 개념
14.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5.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16. 잠수의학코너·압력손상의 증세와 처치
17.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5회)
18.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제3회 행
위와 닮게 하는 수화)
19. 스페셜티 다이빙·드라이슈트 다이빙 팁
20. 스페셜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
21.	독자코너·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
하다 2
22.	교육참관기①·미국 플로리다에서의 케
이브 스페셜티 교육 참관기
23.	교육참관기②·TDI 제주 테크니컬 과정
참관기
24.	수중장비 전시회·DEMA SHOW 세계 수
중 장비 전시회를 다녀와서
25. Diving Society News

제 145호 (2011년 9/10월호)
1.	사설·자본주의 4.0, 다이빙4.0, 그리고
스마트 다이버 운동
2.	스마트 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
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수중사진작가 초대석(좌동진)
4.	신간안내·수중사진
5.	특집·해파리 ANYSTORY·제1부 해파리
전설 1.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 2. 베르
사체 로고 메두사 / 3. 해파리와 원숭이·
제2부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6.	신제품 소개·우정사의 신제품·해왕잠수
의 신제품·캠스케어의 신제품
7.	해외다이빙1·북극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8.	해외다이빙2·갈라파고스 다이빙!
9.	해외리조트 소개·아닐라오의 다이빙 사
이트와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
10.	국내리조트 소개·영덕 대진리조트
11.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6회)
12.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펭귄, 위대한 모험
13.	수중생태 이야기·크리닝 스테이션
14.	수중사진 테크닉·RAW 파일
15.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6.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17.	잠수의학코너·감압병(잠수병)의 진단과
치료
18.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4회)
19.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 (제2회 유
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20.	스페셜 다이빙·트랜스퍼머, 사이드마운
트 다이버를 만들자!
21.	독자코너·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
하다
22.	수중사진 촬영대회·제1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작
23.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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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장비업체
(주)우정사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5 3층
전화: 02-4300-678
팩스: 02-4300-838
홈페이지:www.woojungsa.co.kr
대표: 신명철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14-15
전화: 02-588-0970
팩스: 02-587-0392
홈페이지: www.mares.co.kr
대표: 우대혁

(주)첵스톤 코리아

오션챌린져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등 고급다이빙 장비 수입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전화: 02-3789-0906
팩스: 02-3789-0190
홈페이지:www.chaxton.com
대표: 유영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전화: 02-478-7273
팩스: 02-478-6174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주)테코

해왕잠수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전화: 031-776-2442, 팩스: 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오성숙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35-4
전화: 02-362-8251
팩스: 02-364-9665
홈페이지: www.kingsports.co.kr
대표: 장준득

아쿠아렁 코리아

에스엔씨 코리아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미국 에어리스 장비 수입 판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4 한주빌딩 2층
전화: 02-541-0118
팩스: 02-517-5415
홈페이지: www.firstdive.co.kr
대표: 오석민, 지사장: 이용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0-5
건양빌딩 301호
전화: 02-3143-0594
팩스: 02-3143-0599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성주

아쿠아텍

바다강/아쿠아스포츠

OMS, D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수입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본사전화: 051-621-6003
지사전화: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업체안내
장비업체 · 다이빙풀 · 여행사 · 동호회
SEA&SEA KOREA

아쿠아코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1층
전화: 02-572-4522
팩스: 02-572-4524
홈페이지: www.seaandsea.co.kr
대표: 임응순

헬시온 코리아
헬시온 한국 수입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58번지 4층
전화: 02-414-1472
팩스: 02-414-1402
홈페이지: www.aquako.com
대표: 방주원

씨맥스
잠수복 ● 드라이수트 ● 세미드라이수트 맞춤/수리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슈트의 수리 가능

서울시 성동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701호
전화: 02-929-0858
팩스: 02-922-6823
대표: 유재철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78-3
대표전화: 0505-262-0114, 02-393-4301
휴대폰: 011-287-3119
홈페이지: www.diver114.co.kr

MSL 콤프레서

(주)하이파/모비스

호흡용 콤프레서 제조,판매

모비스 잠수복 제조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3
전화: 031-541-7000
팩스: 031-542-2999
홈페이지: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506-11
전화: 031-763-8272
팩스: 031-763-8271
홈페이지: www.mobbys.net
대표: 박태환

뉴서울 다이빙풀

수지로얄다이빙풀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수도권 스쿠버교육 및 수중씬 촬영 전문풀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상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산역 하안동 방향)
전화: 02-892-4943, 893-4943
www.scubapool.com
mail: pool114@scubapool.com
대표: 김영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타
전화: 031-262-1829
핸드폰: 010-5346-3333
홈페이지: www.sujiscuba.co.kr

액션 스쿠바 투어

DEPC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Digital Eco Photo Club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전화: 02-3785-3535, 3536
팩스: 02-6234-5100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대표: 이민정

회장: 오이환
총무(정연규): 010-5665-0278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업체안내
교육단체
PADI

SSI 코리아

PADI 교육단체

SSI/React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20-2
전화: 02-848-0558
팩스: 02-848-0558
대표: 김부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층
전화: 02-408-6418, 팩스: 408-6419
홈페이지: www.divessi.com
대표: 이신우

SDI/TDI/ERDI

BSAC 코리아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BSAC 교육단체

R

R

R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www.tdisdi.com
대표: 정의욱

전화: 031-272-0120
팩스: 031-272-0858
홈페이지: www.bsac.co.kr
대표: 박종섭

IANTD 코리아

SDD 인터내셔널

IANTD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 201호
전화: 02-486-2792
팩스: 02-486-2793
홈페이지: www.iantd.co.kr
본부장: 홍장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월드비터 408호
전화: 031-708-6967
팩스: 031-706-6685
E-mail: hq@sddi.org
대표: 김동혁

PSAI

NASDS 코리아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SDS 교육단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홈
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키웁니다.

서울 중구 만리동1가 35-4 2F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대표: 장준득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다이빙교육단체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3-13
전화: 051-440-3332, 010-4440-1339 (김성길 본부장)
홈페이지: www.ymcascuba.or.kr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올림픽컨벤션센터 2층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업체안내
서울 · 경기 · 대전 · 전북
PSI 스쿠버

PADI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PADI 강사교육 · 다이빙투어 · 장비도소매

마린 마스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3-3 3층
전화: 0505-334-4475
휴대폰: 010-6334-4475
홈페이지: www.psiscuba.com
대표: 김정미

전화: 02-420-6171, 홈페이지: www.scubaQ.net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성남 해마 스킨스쿠바
TDI/SDI 강사교육, 테크니컬 · 재호흡기 교육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67-5 3층
전화: 02-439-9993
휴대폰: 010-4211-9066
홈페이지: www.scda.kr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휴대폰: 011-314-5422
홈페이지: www.scuba24.com
대표: 김진규

푸른바다

씨-게이트

NAUI 강사교육,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다이빙투어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9 한국A 상가 103호
전화: 032-504-1555
팩스: 032-504-1556
휴대폰: 011-9734-1555
대표: 고성진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558-1 103호
전화: 031-567-7857
팩스: 031-567-7858
홈페이지: www.skinscuba.net
대표: 유지섭

대전 엑스포 다이빙

남진수중 잠수학교

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컬 · 다이빙 전과정 교육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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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스쿠바리조트
흑도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전화: 063-855-4637
팩스: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대표: 노남진
홈페이지: www.nonamjin.com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대표: 이상현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10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
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강원 · 경북
해원다이브리조트

원주스쿠버

숙식일체형, 비치다이빙/보트다이빙안내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
전화: 033-644-6207
휴대폰: 011-685-1556
대표: 박상용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31-7(무실로240)
전화: 033-763-0006
팩스: 033-763-0666
휴대푠: 010-5361-5601
070-8256-8900
E-mail: lek0006@hanmail.net
대표: 이의국

인구다이브리조트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가이드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전화: 033-671-0158
팩스: 033-671-0159
휴대폰: 011-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대표: 강동원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전화: 033-651-8082
휴대폰: 011-365-1247
대표: 이주일

38마린 리조트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국내최대규모, 호텔급객실, 조도다이빙, 잠수풀보유

수중리프트설치 전용선 2대 보유/스마트다이버 할인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l.net
홈페이지: www.38marine.com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전화: 033-672-5666
팩스: 033-673-5666
홈페이지: www.aquagallery.co.kr
이메일: aquapoet@hanmail.net
대표: 임창근

월드 다이브리조트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033-671-1524
홈페이지: www.worlddive.kr/
대표: 최문식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아쿠아벨리조트

BSAC강사교육, 호미곶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314
대표: 최경식 BSAC 트레이너
전화: 054-232-9669
휴대폰: 010-6823-4277
이메일: seaonee@hanmail.net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리 97번지
전화: 054-251-6189
휴대폰: 010-6372-0037
홈페이지: aquabel.co.kr
대표: 황득식

업체안내
부산 · 경남 · 대구 · 울산
일광스쿠버

이지다이빙

부산 기장 다이빙 안내, 다이빙 교육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cafe.daum.net/ilkwangscuba>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74-10번지
전화: 051-722-4402
휴대폰: 010-9655-4402
E-mail: sj1894@naver.com
대표: 정세중

부산 중구 중앙동2가 49-43
전화: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대표: 하상훈

이응구스쿠바

해운대스킨스쿠바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14
전화: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홈페이지: legscuba.co.kr
대표: 이응구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405-10
전화: 051-743-1821 / 747-7471
팩스: 051-743-1822
휴대폰: 010-3882-1821
이메일: hudamo@naver.com
대표: 김명식

해양스포츠교실

킴스마린 스킨-스쿠바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수중촬영, 공기탱크 대여

부산시 동삼2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051-405-4111
팩스: 051-405-8335
휴대폰: 017-573-2212
홈페이지: www.busanscuba.com
대표: 조미진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831번지
전화(팩스): 051-747-7705
휴대폰: 011-884-2989
홈페이지: www.kimsmarine.co.kr
이메일: kims3104@hanmail.net
대표: 김학로

사량도해양리조트

정수다이빙스쿨/거제덕포해양리조트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체험스쿠바

다이빙 투어/교육/안내, 여름철 바나나 플라이피쉬 등 해양레져 운영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마을 660
전화: 055-641-1278
팩스: 055-755-3224
휴대폰: 011-552-7212
홈페이지: www.donji.net
대표: 박출이

거제 덕포동 51-7번지
전화: 055-747-9713
휴대폰: 018-514-9713
다음카페: 정수다이빙스쿨
대표: 허정수

프로다이브 코리아

백스쿠바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PADI DSAT 프로그램), 장비 도소매, 다이빙 교육, 다이빙 풀, 메가로돈 CCR 다이빙

다이빙전용풀,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대구 남구 봉덕 2동 1071-6 효성 코아 1층
전화: 053-471-9707
팩스: 053-471-9708
홈페이지: www.prodive.co.kr
대표: 이규식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9-1
전화: 052-294-7372
휴대폰: 010-5388-7372
대표: 백성기

업체안내
제주
굿다이브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I강사교육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0-3721-7277
홈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전화: 064-738-7390
휴대폰: 017-215-6577
홈페이지: marinehouse.info
대표: 허천범

스쿠바아카데미 투어

블루샤크제주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체험다이빙 및 스쿠버교육전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전화: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0065
홈페이지: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97-1
전화: 064-763-6326, 070-8861-6326
휴대폰: 010-9688-6326
팩스: 064-762-6326
E-mail: babocheju@hanmail.net
cafe.daum.net/bsj09
대표: 이태훈

씨라이프 다이브 아카데미

스쿠바 라이프 리조트

나우이 강사교육/성산포 해양 리조트

성산포 다이빙 안내/SSI강사 교육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전화: 02-487-8144, 064-782-1113
휴대폰: 010-5283-8144
홈페이지: www.sealife.co.kr
대표: 박창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43-4
휴대폰: 017-344-2095
010-9120-1114
홈페이지: www.scubalife.net
E-mail: scubaskin@naver.com
대표: 김원국

방2 다이버스

제주오션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스킨스쿠버 교육/투어/장비판매/해양조사,작업/산업잠수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592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대표: 방이

제주도 제주시 이호1동 1764-1 1층
전화: 064-743-7470
휴대폰: 010-2692-7470
팩스: 064-711-7470
홈페이지: www.jejuocean.kr
E-mail: jejuocean@paran.com
대표: 김기준

태평양 다이빙 스쿨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대표: 김병일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업체안내
필리핀
씨월드보라카이

씨월드세부

필리핀 보라카이 다이빙/PADI강사교육

세부 막탄 지역 펀다이빙/PADI 강사교육

Sea World Dive Center, Balabag,
Boracay Is. Malay Aklan Philippines
전화: 63-36-288-3033
인터넷 전화: 070-7897-8151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대표: 김순식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수중세상 다이브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DI/SDI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 임희수

Hadsan Beach, Agus, Lapu-Lapu
City, Cebu, Philippines
전화: 032-495-2203
핸드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7570-8197
070-7571-8197
대표: 이중현

돌고래 다이빙

디퍼 다이브 리조트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임페리얼 팔라스 호텔 내 해양스포
츠센터
전화: 070-8814-7860
www.cafe.naver.com/dolgorae
diving
담당: 윤태희

전화: 63-38-502-9642
인터넷 전화: 070-7667-9641
핸드폰: 63-921-499-1859
63-921-614-2807
홈페이지: http://deepper.co.kr/
대표: 장태한

킹덤 리조트

MB오션블루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한국사무소: 010-3929-3221
010-3282-5566(이시영)
070-8288-8818, +63-32-4809118, +63-908-572-7030(정광범)
홈페이지: liloankingdom.com

전화: +63-32-516-0727
인터넷 전화: 070-7518-0180
070-8229-5282
홈페이지: www.moalboaldive.com
대표: 김용식

건우다이브리조트(GUNWOO DIVE RESORT)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세부 릴로안 다이빙 안내, 숙박일체형 리조트

고요하고 아늑한 환상적인 다이빙 전문 리조트

LILOAN BEACH SANTANDER CEBU
PHILIPPINES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070-8241-6125
홈페이지: www.bluestars.co.kr
이메일: udtseal25@naver.com
대표: 박재성

전화: 63-919-539-5822
63-917-805-3323
이메일: tsonykim@paran.com
홈페이지: www.bonitoresort.com
대표: 김태훈

업체안내
필리핀 · 해외
MonteCarlo Resort

노블레스 리조트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 리조트 운영

다이빙교육/체험다이빙/펀다이빙/호핑투어
전화: 032-480-9039
인터넷 전화: 070-8234-6200
핸드폰: 63-927-674-0003(정광범)
63-927-702-3221(윤주현)
홈페이지: www.noblesseresort.com
대표: 정광범

전화: 0919-301-5555, 0927-527-5555
070-8285-6306, 070-4025-6306
이메일: divestone@hanmail.net
홈페이지: www.mcscuba.com
대표: 손의식

TASIKRIA RESORT

MIMPI RESORT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인도네시아 발리 멘장간/툴람벤 최고급 리조트
Jalan Gunung Agung No.105D
Denpasar 80118, Bali, Indonesia
전화: 62-362-94497(멘장간)
62-363-21642(툴람벤)
팩스: 62-362-94498(멘장간)
62-363-21939(툴람벤)
이메일: sales@mimpi.com
홈페이지: www.mimpi.com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Manado,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444
이메일: info@tasikria.com

COCOTINOS RESORT

LAYANG LAYANG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다이브 리조트

마나도/세코통(롬복)/오딧시 다이버스
전화: 62-812-430-8800(마나도)
62-819-3313-6089(롬복)
이메일: info.desk@cocotinos.com
홈페이지: www.cocotinos.com

팔라우 씨월드
맞춤형 체험다이빙
Po Box 10245 KOROR PALAU 96940
전화: 680-488-8686
680-779-8308
팩스: 680-488-5152
서울: 02-798-6336

전화: +6-03-21702185
팩스: +6-03-27309959
res@avillionlayanglayang.com
www.avillionlayanglayang.com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10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풍등출판
사(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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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출판사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수중사진

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상어의 인간사냥

더싸일런트월드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실전사례와 촬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수중사진가의 필독서.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상어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다.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서술되어
흥미진진하다.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이용업, 정의욱 공저·254쪽·값 30,000원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217쪽·
값 30,000원

김인영 지음·280쪽·값 8,000원

인류가 수중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1940년대에 쿠스토와 그의 동료들
이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소설.
김풍등 옮김·336쪽·값 15,000원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
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
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
에 수록되어 있다.

다이버가 만나는 DEPC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
는 대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찰 안내서.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
기 이야기들은 실감나는 수중사진
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만든 어류도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어류도감

박정호 지음·사진/DEPC·248쪽·
값 38,000원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 다이빙 다이버의 수화법

로그북(바다일기)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올 칼라.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
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
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360쪽·값 12,000원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정의욱 지음·168쪽·값 25,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값 10,000원

해몽

13인의 BLUE

Marine Odyssey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
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
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
으로 우리나라의 최남
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
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로 이루어졌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송승길 지음·144쪽·
값 30,000원

저자/F32그룹·109쪽·
값 30,000원

저자/F32그룹·135쪽·
값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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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사우스조지아섬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발리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마나도
해양생물, 공생관계
제주도의 인공어초
Q&A 잠수의학
압력손상의 증세와 처치 (2)
테크니컬 다이빙(제2회)
동굴다이빙의 모든 것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8회)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맘마미아)

www.scubamedia.co.kr

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하다 (3)
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6회)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버마스터 1

스마트 다이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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