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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홈페이지 주소가 www.scubamedia.co.kr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2012년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오픈일자는 4월 30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홈페이지 시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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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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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J-4000
Independent Harness System
Waist Support System
Ultimate Stabilizing Harness
3-Dimensional foam padded lumbar and backpad area
Adjustable Sternum strap with safety whistle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至尊

CARBON 52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벼움을 모두 현실화시킨 진정한 호흡기의 지존.
마레스의 첨단 기술력으로 꿈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 MR52 1단계 : DFC시스템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
두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호흡하더라도 호흡 저항을 느끼지 못함.
NCC 시스템이 찬물 다이빙 성능을 향상시킴.
• 2단계 케이스 : 100% 카본 재질
• 뛰어난 열전도성

www.mares.co.kr

4www.artbook.net3

X-STREAM Comfort
X-CEPTIONAL EFFICIENCY
Anti-Parachute effect
벌집형 발집 디자인이 부츠와 발집 사이에
고이는 물로 생기는 파라슈트 현상을 억제

X-shaped foot pocket
고강도 재질의 X자형 디자인으로 강화된
발집이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OPB System

*Patent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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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자
리에 소형 물골을 갖춘 슈퍼물골 블레이드는 오리발 킥동작시 발생하는 교란현상을
감소시킵니다. 세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리발 입니다.
미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www.mares.co.kr

UNPARALLELED COMFORT
COMPACT TRAVEL

재봉선 없는 어깨끈
•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특별한 어깨패드의 조합
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편안한 착용
감을 보장

advconsulting.net

•무게를 줄여주는 알루미늄 D링

접이식 백팩
• 편안함, 가벼움, 사이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생체공학적 백팩
• 최고의 안정감 제공. 접으면 사이즈
30% 감소
• 벌집구조로 다른 백팩보다 40%
가벼움

MRS 플러스
•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웨이트 시스템
• 한번의 간단한 동작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웨이트 포켓
• 손잡이를 당기면 웨이트가 빠르게
풀림

• 접이식 백팩
• 최대 슬림한 배기밸브
• 상상할 수 없는 착용감
하이브리드는 Mares BC 개발의 정점입니다.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하네
스와 블레이드,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백팩 날개부분의 특별한 어깨패딩이
Mares 하이브리드 BC에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착용감, 안정감, 가벼움을
제공합니다.

Beyond innovation.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

NEW 나노 지르코늄 원단
Thermotron
■

■ 원단 신축성 강화로 더욱 편안한 착용감 및 활동성 제공

BADA
GANG

Z - 세미드라이

BADA
주문형 기성세미드라이
GANG

BADA
GANG

기성 세미드라이

▶ 본사 080-621-6003 ▶ 지사 02-477-2952
aquaz@aquaz.net / www.aquaz.net / www.badagang.com

TEK 1000

국내최초 CE인증 제품

한국 체형에 맞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용 드라이 슈트
인체공학적 입체 패턴 설계
■ 해수, 염소에 강한 얇은 부틸고무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이슈트 전용 특수원단
■ 부력을 많이 받는 네오프렌 드라이슈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소재로서, 부피가 적고 내구성은 높아 스포츠 및 작업용
드라이슈트 소재로 각광받는 원단
■	코듀라 원단을 사용하여 일반 부틸원단보다 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BADA
GANG

TEK 1000 (U.G.C)

Price : \ 1,960,000 / 주문형 기성 맞춤 \ 150,000 추가

TEK 3000
■	공기는 통과시키고 물은 통과시키지 않는 4층 구조의 원단
■	원단의 특수기능으로 드라이슈트의 내부에 발생된 땀, 습기를
자동적으로 외부로 발산시켜 항상 쾌적함
■	표면원단은 내구성이 강한 ‘코드라원단’
안쪽원단을 착용감이 좋게 하기 위해 매쉬 나일론 사용

BADA
GANG

TEK - 3000

Price : \ 1,400,000 / 주문형 기성 맞춤 \ 150,000 추가

▶ 본사 080-621-6003 ▶ 지사 02-477-2952
aquaz@aquaz.net / www.aquaz.net / www.bada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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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3&4월호 통권 148호
주소 (135-8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2 대종빌딩 205호 전화 02-568-2402 팩스 02-558-1207
이메일 diver@scubamedia.co.kr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고문 김인영 발행인겸 편집인 구자광 편집디자인 신미연, 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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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부산

저스틴즈스쿠버

Tel : 053-621-0609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55-6
www.저스틴즈.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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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March•April

2012 통권 148호

138 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 2 )

김동혁, 구자광

144 다이빙 기술 ①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브마스터 2

정상우

148 스페셜 다이빙

케번(Cavern) 다이빙

성재원, 오경철

156 생활속의 과학이야기 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술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이경희

160 홍숙영 칼럼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 아베베 비킬라

홍숙영

162 김광희 칼럼

창의력, 책에서 길을 묻다!

김광희

166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동물과 인간의 따뜻한 교감 - 프리 윌리

홍숙영

168 독자코너

다이버가 바라본 바닷속 세상

이현희

172 교육단체 소개

SSI		

이신우

178 Diving Doctor

Q&A 잠수의학

강영천

184 잠수의학코너

호흡기체의 오염과 일산화탄소 중독

편집부

190 다이빙 기술 ②

다이버의 수화법(제5회)

편집부

198 교육참관기

다이버마스터 교육을 겸한 시밀란

201 세밀화 도감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29회)

김풍등

204 수중사진 공모전

해양생물 수중사진 공모전

김지현

208 수중사진 전시회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창립전

강동완

210 레포츠센터 탐방

울진해양레포츠센터

편집부

222 전시회 참관기

제20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참관기

편집부

226 기획기사

			

편집부

242 Diving Society NEWS 		

편집부

288 지난호의 내용

			

편집부

292 업체안내

			

편집부

www.scubamedia.co.kr

리브어보드 여행기

148

204

이지윤

210

222

Bi-Monthly Dive Magazine 「SCUBA DIVER」 2012 March•April (No.148)
Address #205 Daejong Bild.,442, Yeoksam-ro, Gangnam-gu, Seoul, Korea (135-841)
Tel 82-2-568-2402 Fax 82-2-558-1207 E-mail diver @ scubamedia.co.kr Website www.scubamedia.co.kr
Advisor In Young Kim Publisher•Editor: Jagwang Koo

광고 색인표
1	㈜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24 바다강/㈜아쿠아스포츠

		

25 방이다이버스(제주)

219

50 코코티노스 리조트(마나도)

225

26 보니또아일랜드리조트(바탕가스)

261

51 킹덤리조트(세부)

165

27 블루샤크 제주(제주)

219

52 타식리아리조트(마나도)

155

28 사랑도 해양리조트(통영)

196

53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245

29 상상채널

161

54 팔라우 씨월드(팔라우)

125

표4, 4, 5, 6, 7, 17, 61, 139, 265, 283

2	㈜우정사/오션챌린져
표2, 1, 2, 3, 38, 39, 40, 41

3 ㈜ 테코
4	㈜첵스톤/SNC코리아

12, 13
8, 9, 42, 43, 62, 63

5 ㈜해왕

14, 15

49 캠스퀘어

66

30 서울산업잠수학원

197

55 푸른바다(남양주)

187

177

31 수중세상리조트(세부)

271

56 프로다이브 코리아(대구)

118

7 38마린 리조트(양양)

221

32 수지로얄 다이빙풀(용인)

257

57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KUPVA)

8 경포대 씨드림 리조트(강릉)

142

33 스쿠바칼리지

158

58 헬시온 코리아

9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

6 ㈜msl콤프레서

10, 11

220
64, 65, 137

220

34 씨월드다이브센터(보라카이, 세부)

176

59 황스마린포토 서비스

10 군산돌핀스쿠바리조트(군산)

189

35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양양)

221

60 BSAC KOREA

11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19

36 아쿠아텍

154

61 DAN Asia Pacific

12 남진수중잠수학교(익산)

192

37 액션스쿠바투어

277

62 DEPC

13 넥서스BIZ

164

38 엠비오션블루(모알보알)

109

63 IANTD KOREA

23

14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267

39 오션블루세부리조트(세부)

159

64 NASDS KOREA

188

15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189

40 울진해양레포츠센터

119

65 PADI

16 대전엑스포다이빙(대전)

195

41 원잠수 아카데미(포항)

17 도서출판 정담

187

42 원잠수 해양리조트(포항)

18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129

43 월드다이브리조트(양양)

143

44 이지다이빙(부산)

194

69 SDI/TDI/ERDI KOREA

35

45 인구다이브리조트(양양)

245

70 SDI/TDI/ERDI 멤버 연합

34

19 라양라양리조트(말레이시아)
20 마린뱅크

44, 45

193
19
224, 252
220

27, 28

66 PADI 멤버 연합

26

196

67 PSI SCUBA

29

257

68 SDD International

67

91

21 마린하우스(제주)

109

46 제주도스쿠바연합회

218

71 SSI KOREA

31

22 몬테칼로리조트(아닐라오)

164

47 제주스쿠바라이프(제주)

221

72 SSI 멤버 연합

30

23 밈피리조트(발리)

243

48 제주스쿠바아카데미투어(제주)

219

73 SSI 센터 연합

32, 33

신비한 수중세계를 사진에 담는 촬영기법

수중사진
Underwater Photography
글·사진 : 구자광
ISBN 978-89-92082-07-5
정가 : 45,000원 / 46변형판 / 670쪽
풍등출판사
교보문고 또는 인터넷서점 판매중

상상채널

제주도스쿠바연합회

도서출판 정담

수중세상리조트
(세부)

경포대씨드림리조트
(강릉)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

멤버 연합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사방비치)

Mimpi Resort

R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

넥서스 BIZ

R

R

R

멤버 연합

블루샤크 제주

멤버 연합
센터 연합

R

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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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568-2402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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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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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IANTD KOREA(서울 02-486-2792)
NSDM 다이버스(속초 011-265-1381)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광명 잠수풀(광명 011-732-4942)
굿 다이버(제주 011-721-7277)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기억해 스쿠버(후포 010-5439-3256)
노도 스쿠버(대구 053-621-0469)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블루아이 스킨스쿠버 아카데미
(경주 054-620-8253)
블루 홀 다이버스(안양 010-8633-0752)
성현 스쿠버(삼척 010-6375-3572)
씨 텍(부산 010-2860-8091)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파워 스쿠버(서울 010-3718-8807)
프로 다이버(대구 053-471-9707)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해원(강릉 033-644-6207)
해양 대국(욕지도 010-7758-7920)

김광휘(Adv. ITT)
홍장화 (Trimix ITT)

강사 트레이너
강신영 (Technical IT)
강신영 (Adv. EANx IT)
고석태 (Technical IT)
권오윤 (Adv. EANx IT)
김정숙 (Trimix IT)
박근창 (Adv. EANx IT)
서일민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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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정영호 (Adv. EANx IT)
정철희 (Adv. EANx IT)
정근남 (Technical IT)
최승혁 (Adv. EANx IT)
황영민 (Technical IT)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다이빙 팍(사방 070-8625-4870)
샤크 다이브 리조트(아닐라오 070-8248-7098)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iantd korea

강길영 (EANx)
강덕권 (EANx)
강영철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Adv. EANx)
김경하 (EANx)
김기억 (Adv. EANx)
김기종 (Adv EANx)
김대학 (Technical Cave)
김동균 (Adv. EANx)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동현 (EANx)
김민석 (Adv EANx)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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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석 (Adv. EANx)
김원일 (EANx)
김진성 (Adv. EANx)
김재만 (EANx)
김정명 (EANx)

김정수 (Adv. EANx)
김종학 (Adv. EANx)
김창제 (Technical)
김창환 (Adv. EANx)
김태일 (Adv EANx)
김효실 (EANx)
김희명 (EANx)
문대천 (Adv. EANx)
문석래 (EANx)
문성원 (EANx)
박대원 (Adv. EANx)
박덕수 (EANx)
박상용 (Adv. EANx)
박용순 (EANx)
박우진 (Adv. EANx)
박인성 (Adv. EANx)
박진수 (Adv. EANx)
박장호 (EANx)
백상현 (Adv. EANx)
서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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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준 (Adv EANx)
신명철 (EANx)
신종필 (Adv. EANx)

양성호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석용 (EANx)
오정석 (EANx)
오춘수 (Adv. EANx)
유근목 (Technical)
유기정 (Adv EANx)
윤성환 (EANx)
윤진상 (Adv. EANx)
윤창수 (Adv. EANx)
이병강 (EANx)
이동준 (EANx)
이상돈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Technical)
이수한 (Adv.EANx)
이영권 (EANx)
이영노 (Adv. EANx)
이우식 (EANx)
이장구 (Adv. EANx)
이철우 (EANx)
이필규 (Adv. EANx)
이호석 (EANx)
이홍석 (EANx)
이화향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임응순 (Adv. EANx)
장동균 (Technical)
장세환 (EANx)
재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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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미 (Adv. ENAx)
지혜자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EANx)
최윤석 (Adv. EANx)
최종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피성광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우연 (EANx)
한윤수 (Adv. EANx)
신규강사
김동배, 이상돈, 송한준,
김경하, 재병열, 서기봉,
허욱, 박용순, 김기억,
최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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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다이버 운동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박승호 포항시장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고, 해양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는 다이버
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관행은 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
거리 다이빙은 다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단현상을
이겨내고 다이빙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해양을 오염이나 훼손시키지 않으며 더렵혀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며, 해양 쓰레기
를 수거하는 운동입니다. 다이빙을 하다보면 낚싯줄, 쇳조각, 빈병, 깡통, 비닐, 폐그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은 조각이라도 이것들을 하나라도 주워 나오는 일입니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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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 스마트 다이버 운동의 실천 행동 사항
•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말자. 다이빙중에 수중사냥이나 해산물 채집을 하지 말자.
• 해양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자. 또한 다이빙중에 해양오염 쓰레기를 수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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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홈페이지 스마트 운동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은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관련된 기사나 칼럼 모집 !
본지에서는 매호별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관련된 기사나 칼럼을 모집합니다. 채택된 글은 본지에 게재하며,
우수한 사진은 다음호 포스터 사진으로 사용하며, 게재된 사진을 제공한 다이버에게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수중정화운동을 하는 단체나 업체 또는 개인은 본지에서 홍보를 해드립니다. 사진에 샵이나 리조트 이름과
같은 단체 이름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귀포항 방파제 정화활동 모습

서귀포항 수중 정화활동 모습

www.scubamedia.co.kr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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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PADI 강사 시험
시험 장소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험 일정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 22일 (일요일)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여러분의 다이빙을 최대로 즐기세요!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중에서의 긴 다이빙 시간을 제공합니다.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엔리치드 에어
다이빙의 경험을 시작하기 위해 3가지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옵션 1

오늘 PADI 강사와 다이빙 하기

옵션 2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4번째 다이빙을 엔리치드 에어로
다이빙 하기

옵션 3

PADI 엔리치드 에어 어드벤쳐
다이빙을 완료하기

오늘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안전하게 연장된 무감압 한계로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들은 항상 원하던
더 긴 다이빙 시간을 갖게됩니다.

스페셜 프로모션

한국에 위치한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방문하시어 2012년 9월
이전에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를 마치시고 – 스페셜 에디션
(Special Edition)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T-셔츠를 받도록 하세요!
(재고가 남아있을 때 까지)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PADI
다이브 센처/리조트를 방문하시거나 www.padi.com/divecenterskorea 를
방문하세요.
youtube.com/PADIProducer

twitter.com/padi

facebook.com/padiscubadiver

2010년 7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진행된 PADI 코스디렉터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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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PSI scuba 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PSI scuba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응원메세지’를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한 PSI의 교육상품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응모기간 : 2012년 4월 30일까지 (당첨자발표 : 2012년 5월 5일 PSI scuba 웹사이트 공지)

1등

PADI 강사 교육 상품권

230만원 상당

2등

PADI 다이브마스터 교육 상품권

80만원 상당

3등

PADI 레스큐다이버 교육 상품권

15만원 상당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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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마린하우스

다이브 파크

(제주 서귀포)

(서울 동작)

om

(서울/세부)

.c

오션블루

SI

SSI East Asia & Micronesi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스트

뉴서울
다이빙 풀

(전북 익산)

유병선
연락처: 010-5214-8226
웹주소: www.oceanblue.co.kr
이메일: ssicebu@naver.com

ING 스쿠바
(경북 영덕)

오정선
연락처: 010-4650-7553
웹주소: cafe.daum.net/jbjamsu
이메일: seawind7558@hanmail.net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경기 광명)

정영수

허천범
연락처: 010-6215-6577
웹주소: www.marinehouse.info
이메일: ssi-huh@hanmail.net

연락처: 010-3766-6817
웹주소: www.divepark.co.kr
이메일: ssi0258k@chollian.net

제이 다이버

연락처: 010-9503-0415
이메일: it14410@naver.com

레저클럽
(서울 강동)

손완식
연락처: 010-8571-3331
웹주소: www.s-world.or.kr
이메일: sik7685@hanmail.net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정준상
연락처: 010-4211-9066
웹주소: www.scda.kr
이메일: ji@jdiver.com

스쿠바 라이프

연락처: 010-9097-9123
웹주소: www.scubaitc.co.kr
이메일: totalleisure@naver.com

이기훈
연락처: 010-3350-0973
웹주소: cafe.daum.net/seadreaming
이메일: gsjdg@hanmail.net

수중탐험대

(강원 고성)

(삼원휴스포풀
수원월드컵풀)

고영식

김동주

연락처: 010-6370-0271
웹주소: www.nemocaptain.com
이메일: tr14485@hanmail.net

(경기 수원/서울)

연락처: 010-3306-9446
웹주소: www.scubadiving.or.kr
이메일: kdj9446@hanmail.net

CJ 네모
스쿠바

(제주 성산포)

X-스쿠버
(전남 광양)

(충남 연기)

(경기 의정부)

오호송

연락처: 010-3732-4942
웹주소: www.scubapool.com
이메일: scubapool@daum.net

네모선장
리조트

(경기 남양주)

(대구 달서)

전영찬

김영중

고대훈

김원국
연락처: 017-344-2095
웹주소: www.scubalife.net
이메일: scubaskin@naver.com

연락처: 010-9482-0059
웹주소: www.nemocaptain.com
이메일: ins45781@naver.com

강광순
연락처: 010-7424-9111
웹주소: club.cyworld.com/xscuba
이메일: diversm@naver.com

다이브 칼리지

방2다이버스

바다로 스쿠바

제주대학교

동서대학교

(서울 강동)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

(제주 제주시)

(부산 사상)

이화향
연락처: 010-4167-5233
이메일: pool-lee@hanmail.net

스쿠버 컬리지
(서울 용산)

김문겸
연락처: 070-8888-5971
웹주소: www.lovescuba.co.kr
이메일: moonkyum@nate.com

방이
연락처: 010-2384-6552
웹주소: www.bang2divers.com
이메일: tritonb@hanmail.net

(사)발달장애
운동능력개발
협회 (부산 동래)
이성복
연락처: 010-4543-0724
웹주소: www.letsgotogether.org
이메일: lsbz3@naver.com

김진현

이상국
연락처: 010-5277-0072
웹주소: cafe.daum.net/scuba0072
이메일: scuba0072@hanmail.net

연락처: 010-2699-7278
웹주소: club.cyworld.com/JENUSS
이메일: jinhyun0829@naver.com

소훈
연락처: 011-834-1982
웹주소: www.dongseo.ac.kr
이메일: sohoon72@hanmail.net

문희수
잠수교실

헬시온 코리아
(서울 성북)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경북 경주)

▶ 테크니컬

(필리핀 아닐라오)

문희수
연락처: 010-9299-4246
웹주소: www.scubahs.co.kr
이메일: heesoo44@hanmail.net

김정철

유재철
연락처: 010-3888-6763
웹주소: www.halcyonkorea.net
이메일: halcyonkorea@gmail.com

연락처: 070-561-3662
웹주소: club.cyworld.com/jresort
이메일: kjcdivecenter@yahoo.com

SSI 인스트럭터 -즐거움이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더 많은 지식

더 다양한 선택

최신의 교육자료들과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즐거움과
최상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유소년다이빙, 프리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높은 전문성

더 넓은 세계적인 인정

전문적인 비즈니스 교육 또한 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인스트럭터로서의 장기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국제 iso 인증으로 전 세계 ssi 인스트럭터들의
다양한 직업 선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 40년 전통 ■ ISO 인증 ■ 110개국 2600여 곳의 센터 ■ 50여권의 한글교재
■ 10여종의 한글판 DVD ■ 유소년 다이빙 ■ 프리 다이빙 ■ 테크니컬 다이빙

다이브 센터

SSI East Asia&Micronesia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02호  

T: 02-408-6418 F: 02-408-6419
Email: korea@divessi.com

www.divessi.com

다이브 매니아

김명선

011-9087-333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ww.divemania.co.kr

액션스쿠버

이민정

010-8521-470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ww.dive2world.com

오션블루

유병선

010-5214-8226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www.oceanblue.co.kr

레저클럽

오호송

010-9097-91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scubaitc.co.kr

다이브 컬리지

이우빈

02-408-641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www.divessi.com

다이브 파크

정영수

010-3766-68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www.divepark.co.kr

W-STATE

우정석

010-6489-7689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바스트 스쿠버 클럽

홍두표

010-6212-894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cafe.daum.net/scubafrnd

그린 다이버 센터

조영재

011-789-6303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cafe.naver.com/greendivercenter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blog.daum.net/swim-love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cafe.daum.net/crow143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0-5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www.kue.or.kr

양천 씨앤씨

김형진

017-332-4530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www.ycdive.com

스쿠버 컬리지

김문겸

070-8888-5971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www.lovescuba.co.kr

블루 드림

강한식

010-5483-749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경기도 고양시

수작코리아

박윤철

011-212-6725

경기도 고양시

www.suzax.net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cafe.daum.net/speedjs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www.scda.kr

마린 어드벤처 다이버

허 명

010-8636-5852

경기도 성남시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www.blueholedivers.kr

다이빙 존

국봉기

010-5214-7783

경기도 안양시

www.dxr.co.kr/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cafe.daum.net/seadreaming

썬 스쿠바

최창호

011-289-3733

경기도 하남시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010-9991-011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씨 플랜

김태효

011-335-2613

강원도 강릉시

www.seaplan.co.kr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www.kwsek.or.kr

플랙스 스킨 스쿠바 클럽

박진석

010-5366-6188

강원도 춘천시

cafe.naver.com/flexgym

레포츠 카스

박장근

011-710-3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CJ 네모 스쿠바

고대훈

010-9482-0059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www.nemocaptain.com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www.scubaone.co.kr

앤 스쿠바

고영민

010-6348-8822

충남 서산시 운산면

www.nscuba.co.kr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8872-44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상당구

cafe.daum.net/scuba0072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운선

016-9575-1007

광주광역시 남구

cafe.daum.net/bwsscuba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1-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www.devilsdivers.com

X-스쿠버

강광순

010-7424-9111

전남 광양시 광양읍

club.cyworld.com/xscuba

넵튠다이빙샵

오승룡

010-3012-4512

전남 광양시 마동

(사)발달장애운동능력개발협회

이성복

010-4543-0724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www.letsgotogether.org

고성 스쿠바

이주언

011-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gsscuba.com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919-2572

경남 진주시 칠암동

해우스쿠버 클럽

김달균

010-9337-6545

경남 진주시 상대2동

cafe.daum.net/kim-scuba

더 블루 웨이브

김민승

010-9323-4060

제주도 서귀포시

cafe.naver.com/bluewavescuba

스쿠버텍

이상준

010-4566-1122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scubatec.co.kr

헬시온 코리아

유재철

010-3888-6763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www.halcyonkorea.net

다이브 자이언트

정인호

02-387-3503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www.divegiant.com

다이빙 장비업체

다이빙 학교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ww.sugong.org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동서대학교

소 훈

011-834-1982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www.dongseo.ac.kr

제주대학교

김진현

010-2699-7278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club.cyworld.com/JENUSS

제주산업정보대학

윤상택

010-2272-5805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www.jeju.ac.kr

다이빙 풀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

김동주

010-3306-944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www.scubapool.com

수원 월드컵 다이빙풀

김동주

010-3306-944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ww.scubadiving.or.kr
cafe.daum.net/marinelife-01

마린 라이프
포프라자

www.scubadiving.or.kr

김도열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기훈(김병국)

010-3350-0973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www.fourplaza.com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한국폴리텍Ⅲ 대학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1-215-8928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www.expodive.com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1-9571-3331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www.s-world.or.kr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cafe.daum.net/jbjamsu

위덕대학교

054-788-2929

경북 울진군 원남면

전북잠수전문학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다이브 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팀 스쿠버

이기영

010-8963-858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www.teamscuba.kr

JMJ DIVING SCHOOL

조미순

017-573-2212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club.cyworld.com/busanscuba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경북 경주시 감포읍

www.scubahs.co.kr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아쿠아 캠프

조준호

010-9999-4008

경북 울릉군 울릉읍

www.aquacamp.co.kr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황흥섭

011-824-2688

경북 포항시

www.wpcss.co.kr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남해군 미조면

www.bluescuba.co.kr/

마린 하우스

허천범

010-6215-6577

제주도 서귀포시

www.marinehouse.info

방2다이버스

방 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www.bang2divers.com

메르블루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www.chatelet.co.kr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7-344-2095

제주도 남제주군

www.scubalife.net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www.seaskyjeju.com

필리핀 지역 다이브 리조트
SSI East Asia&Micronesia Cebu branch

April

070-8225-6882

세부

www.divessi.com

김태훈

070-8227-5132

바탕가스

www.ssicollege.com

아쿠아가든 비치 리조트

이승재

0920-951-7682

바탕가스

cafe.daum.net/aquagarden

송 오브 조이

송윤호

070-7417-8271

사방

www.soj.kr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김정철

070-561-3662

바탕가스

club.cyworld.com/jresort

씨 퀸 다이브

정성걸

070-8269-2499

사방

www.sqdive.com

다이브파크 블루스타 리조트

전태영

070-4065-7188

모알보알

www.divepark.co.kr

PDA

최종찬

070-4069-9198

세부

www.cebupda.com

세부 블루드림

장국삼

070-4007-7772

세부

cafe.naver.com/cebubluedream

2n2 스쿠바 다이빙 리조트

강해원

63-47-232-6346

수빅

www.2n2scuba.com

SSI 컬리지

미크로네시아 지역 다이브 리조트
씨월드 팔라우
얍 퍼시픽 리조트
얍 다이버스
블루라군 리조트

한주성

070-8624-8686

팔라우

www.seaworld-palau.co.kr

Dieter Kudler

691-350-6000

얍 미크로네시아

www.yap-pacific.com

Bill Acker

691-350-2300

얍 미크로네시아

www.mantaray.com

Gradvin.K Aisek

691-330-2727

축 미크로네시아

www.truk-lagoon-dive.com

팔라우 어그레서 리브어보드

(1)-800-348-2628

팔라우

www.aggressor.com

덴서 리브어보드

(1)-706-394-6395

팔라우

www.dancerfleet.com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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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고급화된 스쿠바다이빙센터의 건립,

다이빙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Large-size and Advanced SCUBA Diving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t Will Be the Blue Ocean of the Dive Industry?
글 / 구자광(발행인)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대형화·고급화된 스쿠바다이빙센터들

방 몇 개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보다 더 열악한 시설로

이 건립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다이빙계에서는 부정적인 시

운영하는 곳도 있다. 반면에 콘도식의 시설을 갖추고 다이빙 샵과

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양립한다. 부정적인 시각은 지금까지 작은

리조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이러

다이빙샵(또는 리조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한 작은 시설들은 나름대로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어 선호

다이빙계의 발전에 일조를 해 왔다. 하지만 인근에 대형 센터가

하는 다이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작은 다이빙샵들은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는 것이지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고, 과연 현시점에서 대형 다이빙센터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하겠는가에는 회의적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은 대

이러한 국내 상황은 여타 다른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다이빙산

형 다이빙센터가 늘어나는 것은 해양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고급시설과 편리한 시설들을 필

과 다이빙계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요로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내의 시설을 현

것이다. 각 의견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

대적인 시설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운영시스템으로 개선하

적으로 다이빙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 않는다면 다이버들이 점점 더 해외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측

소비자의 성향과 인식이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

된다. 만일 다이버들이 해외에서 지불하는 돈을 일부라도 국내에

히 파악하고 제공할 때 성공이 따르는 것이다.

서 지불하게 한다면 지금의 다이빙 환경은 훨씬 전망이 밝을 것이
다. 기존의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자들을 더 많이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대략 이십 만에서 삼십만 명 정도의

끌어들이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다이버가 스쿠바다이빙을 즐기고 있고, 젊은 층과 여성 다이빙인

점차적으로 다이빙 인구와 해양 스포츠 관련 인구를 늘어나게 해

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성향은 취미 활동을 즐길 때에

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는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

서 해양관련 산업들이 아직도 아기 코끼리 걸음마 수준인 것은,

스를 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를 하기에 해외 다이빙 투어도 주저하지 않는다. 갈수록 해외로

없는 현실인 것이다.

다이빙 투어를 나가는 다이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차가운 수온과 열악한 다이빙 환경에 비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 센

해외는 풍요로운 수중환경, 따뜻한 수온, 편리한 다이빙 시설과

터의 출현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될 것이다. 먼저 울진군이 147억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

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4년간에 걸쳐 스쿠바다이빙에

다. 해외 다이빙 투어를 갔다 온 다이버들은 해외의 리조트 시설

관련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초대형으로 건립하여 위덕대학교

과 다이빙 환경들을 우리나라의 시설들과 비교하며 비판을 하기

에 위탁 운영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곳에는

도 한다.

다이빙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이빙전용 대형 풀, 세미나와 교육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과 강의실, 쾌적한 숙박시설, 6인을

이렇게 다이버의 입맛은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전통적인 방식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고압 챔버실, 넓은 식당과 주차장 등 편리

과 낙후된 시설로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

한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다이빙 교육단체 세미

일 수 있을까? 국내 대다수의 샵과 리조트들이 소규모로 운영을

나와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 초보자를 위한 다이빙 교육, 각 대학

하다 보니, 다이빙 관련 시설도 낙후되고 불편한 곳이 많다. 숙박

의 해양스포츠 관련 교육장과 교양과목을 위한 교육장소로 사용

시설도 주변의 작은 민박집을 이용하거나 다이빙 샵에 달린 작은

하고 있다. 또한 이 곳 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그동안 작은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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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샵에서는 할 수 없었던 영역인 수상인명구조 교육, 하계해양캠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사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나 단체들의

프,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대학 해양스포츠 수업지원 사업이라든

대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잠재 수요자들의 다이빙에 대한 관심을

지 고압 챔버실 운용 등 기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지원

증폭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하계캠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다이빙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프를 개최한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투자를 하지 못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개척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존의 수중관련 교육들 외의
다른 스포츠분야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들의 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로 해양관광 인프라

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오랫동안 다이

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5,500억 원을 들여 2020년도에 해양신

빙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

도시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해양스포츠센

다. 그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그 경험을 최

터를 건립하기 위해 영일만 해변에 폐교 부지를 확보하여 2014년

대로 활용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대형 센터의 시설들을 활용할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곳은 스쿠바다이빙을 비롯한 해양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서로 역할분담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스포츠 관련 전용 실습장과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 밖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 다이빙 산업을 확대해 나가야

에 삼척시와 영덕시에서도 작지만 해양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오고

한다.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셋째,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다이
빙 사이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다이빙 샵과 어촌계와의

이렇게 해양스포츠 관련 시설들이 대형화·고급화 되어가고 있

마찰로 인하여 다이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역들이 많았다.

다는 것은, 해양스포츠 산업의 전망이 밝고 수익창출을 기대할

앞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대형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해

촌계와 협력을 하여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한

양 스포츠의 한 부분인 다이빙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다면 많은 다이버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이기도 하다. 현재 지자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수익성 모

지역민과 함께 다이빙과 연계할 수 있는 고장의 볼거리와 먹거리

델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싶어 한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를 관광 상품화시켜 재미있는 요소들을 제공하고, 상품을 다각화

지자체들이 해양관련 스포츠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기도 하다.
넷째, 다이빙 교육단체, 언론매체, 장비업체, 리조트 등에서 많
그렇다면 대형화·고급화된 스쿠바다이빙센터의 사업을 성공적
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은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이빙계
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거나 대형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이빙 산업을 육성시킬 새로운 모

첫째, 기존의 작은 다이빙샵의 수요자들을 빼앗아 오는 관계가

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닌 다른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여 다이빙 인
구를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잠재적인 다이빙 수요층이라

지금은 다이빙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서로 역할 분담을 해

할 수 있는 체험다이빙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야 할 시기이다. 만약 이런 대형 센터들이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외에서 체험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다이빙 산

다이빙하는 현장을 살펴보면 여행업계의 무리한 일정과 열악한

업이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작은 샵

다이빙샵의 환경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 없이 물속을 들어가

들도 대형 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서

다 보니 재미를 느끼기는커녕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다이

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기존의

빙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만을 고수하고 새로운 다이빙 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지

체험인구의 1% 정도만이라도 확실한 다이빙 인구로 전환된다면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이빙계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다이빙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에 작은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대형 센터

문제점을 개선하여 편안한 시설과 안정된 교육 시스템으로 잠재

가 제로섬 게임처럼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와야만 내 것을 만들

수요층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

수 있는 그런 전쟁같은 방식으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안타까

속적으로 한다면 다이빙 인구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이빙 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펼칠

둘째, 기존의 영세한 다이빙 샵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때 국내 다이빙 산업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대형 센터에서는 작은 샵들이 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 영역보다는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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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
Universal Backup Dive Computer
Clip it to your BC and forget about it
Dual Algorithm? with Conservative Factor Setting adjusts to match just about any computer out there

OCS
Powered by Oceanic's Exclusive Dual Algorithm? with Deep Stop
Digital Compass with North, Reference, Auto Home, and Declination Adjustment
Switch between up to 3 Nitrox gas mixes to 100% O2
Composite Case with Stainless Steel Case Back and Bezel with 150 m depth rating

NEW SIDE MOUNT SYSTEM

SMS 50
Hollis "SMS" sidemount systems have been designed not just with cave divers in mind, but any
sidemount diver. The new SMS 50 is no exception. Built for sidemount only, this kit can be used in any
environment from open water to overhead. Includes an adjustable, one size fits most harness based on a
minimalist design; also ideal for traveling sidemounters. Ready to dive out of the box (RTD).

			PASSION
			     to establish a higher standard and
			     set a new benchmark in diving equipment

					PRECISION
					     to craft distinctive first-in-category products from
					     the finest materials and manufacturing processes

							PERFORMANCE
							     to deliver a superior experience and
							     unwavering reliability for Atomic Aquatics divers

SCUBAPRO & UWATEC KOREA

MARINE BANK
TEL:  02-2297-5006 FAX:  02-2297-5070
www.scubapro.co.kr
marinebank@naver.com

손목시계형
다이브 컴퓨터의 명품

메리디안 (Meridian)
메리디안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이버의 심장 박동을
측정합니다.

SCUBAPRO & UWATEC KOREA

MARINE BANK
TEL:  02-2297-5006 FAX:  02-2297-5070
www.scubapro.co.kr
marinebank@naver.com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2년 03/04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김홍수

금상  황 욱

김기준, 김은종, 김홍수, 김형수

은상  천재법

은상  이운철

서동성, 전광교, 전용수

동상  김형수

동상  전용수

최지섭, 천재법, 황 욱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요강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응모 방법┃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

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

니다.

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이번 3/4월 콘테스트는 (주)우정사/오션챌린져에서 협찬해

수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
동으로 출품됩니다.

응모란에 등록
- DEPC의 홈페이지(www.depc.co.kr)의 수중사진갤러리
-	본지 웹하드(www.webhard.co.kr) 등록
(아이디 pdeung 비밀번호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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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기타┃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하며, 입선작을 포
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됩니다.
단 당선자 본인의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은 인정됩니다.

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
을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가 쉬웠지만 디지털 카메
라가 대세인 현재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안리플렉스 카
메라를 사용하는 수중사진가도 있지만 일명 “똑딱이”라 불
리는 콤팩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콤팩트 카메라는 어안렌즈처럼 초광각이 아니며
전문 마크로 단렌즈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광각과 접사촬영
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모
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 시 피
사체를 부각시키고자 한 작품과 일안리플렉스 카메라에 광
각렌즈를 사용한 경우라도 “광각접사” 촬영을 의도한 경우
는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03/04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우정사/오션챌린져 협찬

TUSA
IQ-650

금상

• 원 버튼, 손목 형 부츠의 puck 스타일 모듈
• Air, Nitrox(21~50%) 모드
• 물 접촉 또는 버튼터치의 작동법
• Deep Stop 기능과 일반적인 안전정지
• 가격 : 60만 원

TUSA
SF-8

은상

•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추진력이 가능한 혁신적인 유체
공학적 디자인
• 이중 층 구조로 강화된, 유연하고 탄력적인 새로운 재질
• 최고의 성능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프로펠러
•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뒤 쪽으로 기울어진 디자인
• 가격 : 26만 원

ATOMIC AQUATICS
FRAMELESS MASK

동상

• 프레임이 없는 일 안식 마스크
• 최적의 착용감과 우수한 디자인
• 울트라 클리어 렌즈
• 가격 : 19만 원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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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김홍수
어초와 다이버
Nikon D90, f/7.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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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천재법
섬유세닐 말미잘의 웅장함  
Nikon D90, f/13.0, 1/200

동상 Bronze Prize
김형수
어초의 풍경
Nikon D90, f/8.0, 1/100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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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황욱
Pontohi 피그미해마
Canon Eos 5D, f/16.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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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이운철
스네이크일  
Nikon D90, f/11.0, 1/200

동상 Bronze Prize
전용수
한쌍의 스톤피쉬
Nikon D90, f/20.0, 1/200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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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김기준  정어리떼와 다이버

천재법  어초와 다이버

김은종  신뱅이

서동성  버블산호와 새우

김은종  프램보이안트 커틀피쉬

정광교  바다거북

김은종  고비

최지섭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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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섭  갯민숭달팽이

김형수  어초와 다이버

황욱  스네이크일

전용수  스톤피쉬

황욱  할리퀸쉬림프

천재법  문어와 다이버
황욱  리본일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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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초대석
Underwater Photographer RESERVED SEAT

1 잭피쉬 무리
2 거미게
3 해파리와 다이버

김동혁

2

SDD 인터내셔널 대표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부회장
2004년	제13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국내창작 사진부 은상
2004년	제13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생태도감 사진부 동상
2005년	제14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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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래상어
5 작은 물고기 무리
6 물고기를 사냥하는 곰치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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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7 버팔로의 무리
8 투크랩아이 고비
9 해파리와 여성다이버
10 황제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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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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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나이트록스 다이빙 매뉴얼
Nitrox Diving Manual

저자 정의욱Ⅰ정가 20,000원Ⅰ46배판Ⅰ150쪽Ⅰ풍등출판사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나이트록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과 안전
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었고, 오늘날의 모든 다이빙 교육기관에
서 나이트록스 교육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트록스는 왠지 어렵게
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일반적인 다이버들에게 나이트록스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고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동안의 나이트록스와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워터 다이버 수준에서 나이트록스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계산과 어려운 용
어를 피하고 가능한 쉽고 간단한 방법과 표를 이용하여 부담없이 나이트
록스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깊은 테크니컬 다이빙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차례]

제 1장 나이트록스 소개

미 해군 다이브테이블

나이트록스란?

다이빙 계획표

나이트록스의 장점

노아(NOAA) 나이트록스 테이블

부분압 방식
컴프레서 시스템

제 7장 다이빙 계획 - 산소의 노출

일반적인 장비의 고려사항

산소 제한(Oxygen Limits)

스쿠바 실린더의 고려사항
나이트록스 충전

나이트록스의 단점

제 5장 나이트록스 개념

나이트록스의 역사

나이트록스(Nitrox)

개인적인 산소 제한 결정

나이트록스의 다른 명칭

잠수시간 연장

산소 부분압 계산

수면휴식시간 단축

최대허용수심계산

제10장 남은 과정과 연속 교육

제 2장 압력의 원리

감압병의 위험

최상의 혼합비율(Best Mix) 계산

실습 (Practical Exercise)

주위 압력

장점 평가

서클 티(Circle-T) 활용

복습 문제

수심을 압력으로 전환

산소와 질소의 노출 평가

누적 씨엔에스(CNS) 노출 계산

다이빙

압력을 수심으로 전환

나이트록스가 공기보다 안전한가?

CNS%가 포함된 다이빙 계획표

테크니컬 다이빙 연속 교육 과정

보일의 법칙 (Boyle's Law)

대심도 다이빙을 위한 기체인가?

수면휴식에 의한 산소 노출시간 보정

실습: 나이트록스 성분 분석 및 기록

달톤의 법칙(Dalton's Law)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기체 소모가
감소하는가?

헨리의 법칙(Henry's Law)

다이브컴퓨터 개요
나이트록스는 다이빙 후 피로감을 줄여주는가? 다이브모드(Dive Mode)
나이트록스는 재압치료에 영향을 주는가?
그 밖의 사용 모드

부록

모든 다이빙에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해야
하는가?

나이트록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이브컴퓨터

미 해군 다이브테이블

공기 다이브컴퓨터를 이용하여 나이트록스 사용

나이트록스 테이블 1 - 미터식

제 6장 다이빙 계획 - 질소의 노출

기타 사항

나이트록스 테이블 1 - 영국식

나이트록스는 마취현상을 줄여주는가?

제 3장 압력의 생리적 영향
기체 역학의 개요
질소의 역학
감압병(Decompression Sickness)
산소 역학
중추신경계(CNS)의 산소 독성
폐산소독성

최종 복습 문제

제 8장 압력의 원리

질소의 제한(Nitrogen Limits)
공기전환수심 (EAD)

제 4장 테이블을 이용한 다이빙 계획

공기전환수심표(EAD Tables)

할데인(Haldane's)의 감압모델

공기 다이브테이블과 전환수심표 사용

오늘날의 다이브테이블

나이트록스와 공기전환수심 다이빙 계획표

수학 공식
수심-압력 전환표

나이트록스 테이블 2

제 9장 압력의 생리적 영향

단원별 복습 문제 정답

나이트록스 제조 방법

최종 복습 문제 정답

멤브레인 분리 방식

기체 혼합 일지

연속흐름 방식

다이빙 계획표

2nd SKIN
1st CHOICE
목지퍼
• 어떤 목 사이즈에도 적합하도록
칼라부분에 작은 앞지퍼 설계
•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상
의 편안함을 보장

척추보호 패드
• 등지퍼 부분의 두꺼운 네오프랜

advconsulting.net

• 뛰어난 차단효과를 제공하며 탱
크로 인한 불편함을 줄임

2nd Skin 튜닉
• 반사된 열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 메탈라이트 원단
• 최고의 내피. 단독으로 사용가능.
두께 1.5mm

세컨드스킨(2nd Skin)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온변화에 알맞은 유일한 수트
• TIZIP 실버씰 등지퍼
• 척추보호 패드가 등을 편안하게 보호
• 신축성이 뛰어난 네오프랜 원단으로 입고 벗기 쉬움
• 한국인 체형에 맞는 사이즈 특별제작
실버씰 등지퍼의 두께 6mm 수트입니다. 목, 손목, 발목부분에 물유입 차단효과를 최대로
설계하였습니다. 발목, 손목부분은 글라이드스킨씰과 지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합니다. 세컨드스킨 튜닉과 함께 입으면 물유입 차단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The revolution in cold water wetsuits

[특집]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글로벌 도시 포항
해양스포츠산업의 메카를 꿈꾸다
- 박승호 포항시장편 -

글/사진 편집부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
30여년 전만해도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포항. 지난 1971년, 수 천
년을 이어온 찌든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근대화 국가로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이 포항에서 처
음 시작되었다. 또한, 동해의 시퍼런 파도와 함께 불어치는 소금 바람 속에서도 ‘영일만 기적’을 이
루었으며,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 역시 포항
이었다. 이를 통해 이룬 철강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철강강국으로 성장시켰다. 지난 시절, 이
같은 경험은 포항이 ‘글로벌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서, 또 다른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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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은 162km의 해안선이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춰
해양레저스포츠 메카지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해양관광자원개발과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하고 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POSTECH와 함께 노벨상 아카데미로 불리는 막스플랑크연구소를
비롯한 100여개가 넘는 첨단과학과 기초과학연구소는 이제 포항이 산업도시를 넘어 첨단과학도
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신항의 개항을
시작으로 배후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기반시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포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포항은
내일의 꿈을 향해 뛰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포항을 움직이고 있다. 꿈과 희망의 도시 포항은 언
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포항
미디어의 발달로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을 넘어서 세계 도시간의 경쟁으로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어느
도시가 사람과 자본, 기술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
로 하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최근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투자유인 효과가 증대되고 관광의 촉진을 유인한다. 특히 경
제효과가 눈에 보이는 관광객 유치는 세계 도시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의 터로 내모
는 주요한 요인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광고를 내보내고,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유명 스포츠대회나 스포츠 팀을 후원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바
로 이 때문이다.
특히 스포츠마케팅은 최근 들어 기업이나 국가, 도시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마케
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포항 역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는 대
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유도 세계 정상인 왕기춘 선수를 비롯해 3개 종목, 35명의 선수가 포항시
소속으로 국내외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포항을 알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은 저를 선택했고 저 또한 포항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
을 다해야죠.” 왕기춘 선수가 밝힌 포부처럼 2012년에도 포항시 스포츠 팀은 전 세계를 누비며
좋은 성적과 함께 포항의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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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시장과의 인터뷰

박승호 포항시장
인터뷰 : 발행인 구자광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쿠바다이빙 전문 매거진인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발행인 구자광입니다. 늦었지만 전국 2위로 민선5기 시장으로 재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서 전국 최초로 스쿠바다이빙을 하시는 시장님을 인
터뷰하게 되어 발행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시정 중
에서도 해양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
별히 해양스포츠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A. 우리 시의 비전은 ‘환동해 중심도시, 글로벌 포항’으로 제2의 영일만 기
적, 영일만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것이고, 5대 추진전략 가운데 ‘활기차고 매
력 넘치는 해양문화관광도시’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강도
시 이미지가 강한 우리 포항을 다각도로 문화, 관광, 체육 등 인프라를 구축
하고 활성화하여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
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산하에 포항해양스포츠 클럽을 발족시켜
요트를 비롯하여 원드서핑, 카이트 보드, 스킨스쿠버, 용선, 조정, 카누, 수상 오토바이, 수상스키
등 해양레저 활성화와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해양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아
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만여 명의 시민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포항은 162km의 해안선이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춰 해양레저스포츠 메
카지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해양관광자원개발과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우리 포항이 세계 철강 산업의 메카뿐만 아니라 해양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통해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의 일환으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
대한 살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5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Q. 아무래도 저희 잡지가 스쿠바다이빙 전문 매거진이라서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스쿠버다이버지가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수원, 창원, 울산, 광주 등
에서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척, 영덕(대진)에서는 해양 스
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울진군(오산리)에는 145억을 투자해 스킨스쿠버 전용 트
레이닝센터를 건립하여 스쿠바다이버들의 교육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이버
를 위한 전용풀장을 건설하기도 하고 착공하거나 계획 중인 곳도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저도 스쿠버 다이버로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레저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건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현재 해
양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 건립 후보지 용역을 의뢰해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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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쳤고 제1후보지인 옛 대양초등학교(폐교) 자리에 경상북도교육지원청과 부지 문제를 협
의 중에 있습니다. 포항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대구    .   경
북의 20여개 주변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동호인들이 포항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
한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폐선이나 퇴역 군함을 활용해서 수중 볼거리를 제공한다거
나 수중 조각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KTX 포항노선이 개통함에 따라 수도권
동호인들도 2시간이면 접근 가능해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Q. 스포츠마케팅을 추구하는 것이 시정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것은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말하는 사회성이 높아지
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와 유도, 합기도 등 안 해본 운동이 없는 것 같
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 용인대학교로 진학했는데 허리 부상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유도를 했다는 게 최근에 일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리더 그룹 대다수가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함으로써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Q. 포항의 해양스포츠 활성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A. 현재 국토해양부가 전국 43곳을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해 해
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
리 포항은 두호동과 장기면 양포리 두 곳이 지정 고시되어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발전을 꽤하
기 위해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신광면에
있는 용연지를 수상스키장으로 선정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원드서
핑 공간을 마련하여 다른 시도에서 많은 원드서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형산강에서 전국용선대회와 포스텍(포항공대)은 물론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과 조정
라이벌전 등 품격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빈운하 수변화 공원조성을 시작으로 포항 해양
신도시 건설과 포항구항 해양공원, 복합낚시공원, 월포해수욕장 특화 개발과 같은 특색과 품격이
있는 해양 문화관광 레포츠 도시 포항을 조성해 전국의 주목을 끄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저를 선택했고 저 또한 포항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2012년에도 포항시 스포츠 팀은 전 세계를 누비며 좋은 성적과
함께 포항의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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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는 시장님이 용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용선 경기를 보면 그 어떤 종목보다 협동심
과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용선은 뱃머리를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한 배를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어
가는 협동과 단결이 필요한 스포츠로 지난 2010
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
으로 채택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
습니다.
특히 용선경기는 한 팀이 된 선수들이 서로
땀을 흘리며, 협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승점
을 통과하는 그 어느 스포츠보다 팀워크가 강조
되는 종목으로 시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박승호 시장의 모습

놀이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
여로 건강증진 및 직장단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포항이 해양스포츠레저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목표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동해를 끼고 남북한과 일본,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극동 러시아로 형성된 환동해의 중심에
포항이 우뚝 설 것입니다. 포항은 지정학적으로
도 환동해 중심이며 중심도시가 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적이 서울의 1.8배
이고 산과 강, 바다가 모두 있고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을
비롯해 첨단산업을 위한 첨단과학 인프라와 항
만, 항공, 철로 인프라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물류    .   교류 거
점 도시’,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해양문화관광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녹색성장과 지식기반의 ‘첨단과학 산업도
시’,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 복지도시’ 건설로 2020년 인구 75만, 1인당 GRDP(지역내총
생산) 6만 달러 달성을 통하여 5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드는 것이 목
표입니다.

Q.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본지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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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박승호 시장

포항시의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4년
• 장소 : 포항시 북구 환호동 13-7 (구)대양초등학교
• 면적 : 대지 10,071㎡, 건축 772.34㎡, 연면적 1,285.58㎡
• 사업규모 : 대지 826㎡, 건축연면적4,130㎡(지하1층, 지상4층)
• 종목 :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요트, 조정, 카누 등 해양스포츠 전용실습장 및 교육장 설치

해양스포츠센터의 건립 예정지 모습

■ 사업의 필요성
• 천혜의 해양생태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해양레저 문화 보급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빈약하고 체험 및 전시관 등 해양 관광 기초시설 부족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미흡
■ 국가 및 우리시 정책과 부합성
• 국가 정책 중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간 창출로 차별화된 맞춤
형의 콘텐츠 개발
■ 2012년도 추진실적
•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구) 후 대양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득하였고, 추후 국비지원 요구 계획
(국토해양부)
■ 기대효과
• 최근 여가ㆍ레저 수요 급증에 맞춘 고부가가치의 해양레저산
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다양한 해양레포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양레포츠 동호
인 저변확대
• 지역 주민, 초ㆍ중ㆍ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기회 제공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예정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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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해양관광레포츠 도시 건설계획
A.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포항 해상신도시 건설
•위

치 : 포항시 북구 여남동(포항항 일원)

• 사 업 량 : 해상신도시 1,674㎡(항만구역 1,106, 주변구역 568)
• 사 업 비 : 5,500억원
• 목표연도 : 2020년
■ 복합낚시공원 조성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일원

• 사 업 량 : 안내센터, 낚시터, 자원조성, 전망대, 보릿돌 연결교 등
• 사 업 비 : 120억원
• 사업기간 : 2009~2013년
포항시의 해상신도시 조감도

■ 월포해수욕장 특화 개발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 사 업 량 :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편의시설 확충 등
• 사 업 비 : 36억원
• 사업기간 : 2008~2012년
■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및 특구 일원

• 사 업 량 : 25,662㎡
• 사 업 비 : 380억원

현재 사용중인 요트 계류장의 모습

• 사업기간 : 2009~2012년

B.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 제11회 시민한마당축제(시민체육대회) 개최
•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화합 한마당
• 스포츠를 통한 시민화합 유도
■ 포항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 체계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41개 종목)
• 시민 건강증진 및 더 나은 삶의 질 향상
■ 해양스포츠 클럽 운영
•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해양레저문화 보급
• 6개 종목(윈드서핑, 용선, 당기요트, 카이트보딩, 스쿠버다이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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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스포츠

C. 품격있는 스포츠 마케팅
■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 해외도시 스포츠 교류
■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지원 확대

D. 체육 인프라 구축
■ 포항 야구장 건립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 사 업 량 : 관람석 11,673석, 연면적 20,196㎡

비치발리

• 사 업 비 : 320억원
• 사업기간 : 2008~2012년
■ 다목적체육관 건립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 사 업 량 : 배드민턴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핸드볼장 등
• 사 업 비 : 70억원
• 사업기간 : 2011~2012년
■ 오천읍민 체육회관 건립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 사 업 량 : 부지 12,509㎡, 연면 3,000㎡, 기타 부대시설
• 사 업 비 : 40억원
• 사업기간 : 2012~2013년
포항시의 야구장 조감도

포항시장 프로필
성 명 : 박승호(朴承浩)
학 력
• 포항고 졸업
• 현,용인대 졸업
• 연세대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 한국체육대 대학원(이학박사)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박사(헌법학 및 행정법학전공)
• 용인대 명예경제학박사
주요경력
•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 봉화군수(36세 전국 최연소)
•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
• 한국지방자치단체 중국북경대표처 수석대표
• 현)포항시장(2006. 7. 1～)

기 타
• 홍조근정훈장(2004년)
• 대통령표창(1992년)
• 용인대학교 국제학부 객원교수(2001년~)
• 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역임)
• 동지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역임)
• 재중국 한인회 자문위원
• 숲해설가협회 고문
• 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
• 미국 리틀락시 명예시민
• 중국 박주시, 동천시 명예시민
• 현)포항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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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제품
HOLLIS

SMS 50
가격 : 미정
• 머리 윗부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팔꿈치 부분을 더 안쪽에 위치
• 어깨 위쪽에 3lbs, 몸통 아래쪽에 3lbs(Pair) 트림 포켓 내장
• 네오프렌으로 덮힌 어깨 스트랩
• 구성 품 : Tank bungees, SS Cam bands, SS Bolt snaps & line
		
Sternum strap & Crotch strap
• 부력 : 23lbs
• 튼튼한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 사이드마운트 전용 하네스
• 단일 사이즈
• 무게 : 5lbs
• 시스템 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음 : 탱크, 밸브, 호흡기 등을 수중에서 조절 가능
• 구성 품을 최소화 : 더블 밴드 / 하드웨어 등 여러 가지(해외여행 시 적합함)
• 해변 또는 보트로 이동하는데 용이함
• 유선형의 외형은 수중에서 드래그를 줄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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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

가격 : \600,000
- 신 개념의 백업 다이브 컴퓨터
- 특허 받은 OCEANIC 듀얼 알고리즘
- 간단하고,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 나이트록스 50% 설정 가능
- 사용 시간 연장
- 안전 정지 카운트다운
- 착용하기 쉬운 클립
- 보수 요소 설정
- 단위 설정 가능

OCS

가격 : \1,350,000
- Oceanic 만의 독자적인 듀얼 알고리즘과 DEEP STOP 기능
-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 인터페이스 “스텝 백”
- 디지털 컴퍼스 내장 : 일반 나침반 모드, 내비게이션 모드, 나침반 세부 조정 등
- 베젤과 뒷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어 최대 수심 150M까지 기록
- 3가지 나이트록스 혼합 기체를 O2 100%까지 전환 가능
- 일반 모드, 나이트록스 모드, 게이지 모드, 프리 다이빙 모드 등 4가지 모드 사용 가능
- 게이지 모드 사용 시 메인 다이빙 화면에 경과 시간 표시 옵션
- 오디오 알람과 함께 LED 불빛이 깜빡임
- 다이빙 컴퓨터 내의 자료 손상 없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배터리 교체 가능
- PC 인터페이스 키트(별도)를 사용해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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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제품
LIGHT & MOTION
(Grip 타입은 전 상품 자유롭게 변경 가능)

SOLA DIVE 1200
가격 : \1,100,000
• 밝기
Lumens (Flood/Spot)
High : 1200/500
Med : 600/250
Low : 300/125
• 사용시간(분) (Flood/Spot)
High : 65/70
Med : 130/140
Low : 260/280

• 충전 시간 : 150분
• 사이즈 & 중량
57mm x 101mm &
305g(w/Wrist Strap)
• 특징
- 다이빙 라이트
-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편리해진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Li-ion 배터리 충전 시스템
- 직진 타입과 와이드 타입의 빛의 발산 설정 가능(Flood / Spot)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SOLA DIVE 800
가격 : \780,000
• 밝기
Lumens (Flood/Spot)
High : 800/500
Med : 400/250
Low : 200/125
• 사용시간(분) (Flood/Spot)
High : 60/70
Med : 120/140
Low : 24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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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시간 : 150 Minutes
• 사이즈 & 중량
57mm x 101mm &
305g(w/Wrist Strap)
• 특징
- 다이빙 라이트
-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편리해진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Li-ion 배터리 충전 시스템
- 직진 타입과 와이드 타입의 빛의 발산 설정 가능(Flood / Spot)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SOLA DIVE 500
가격 : \470,000
• 밝기
Lumens
High : 500
Med : 250
Low : 125
• 사용 시간(분)
High : 70
Med : 140
Low : 280

• 충전 시간 : 150분
• 중량 : 305g(w/Ball Mount)
• 사이즈 : 57mm x 101mm
• 특징
- 다이빙 라이트
-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편리해진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Li-ion 배터리 충전 시스템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SOLA PHOTO 800
가격 : \ 780,000
•밝기
Lumens (White / Red)
High : 800 / 226
Med : 400 / 113
Low : 200 / 57
•사용 시간(분)
High : 60
Med : 120
Low : 240

•충전 시간 : 150분
•중량 : 283g(w/Ball Mount)
•사이즈 : 57mm x 101mm
•특징
- 수중 사진 촬영 라이트
- 작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경쟁 모델과 비교 시 ½사이즈에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Li-ion 배터리 충전 시스템
- 두 배로 증가한 곱고 밝은 빛의 White light와 물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한 Red light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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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제품
LIGHT & MOTION
(Grip 타입은 전 상품 자유롭게 변경 가능)

SOLA PHOTO 500
가격 : \480,000
• 밝기
Lumens
High : 500
Med : 250
Low : 125
• 사용 시간(분)
High : 100
Med : 200
Low : 400

• 충전 시간 : 150분
• 중량 : 283g(w/Ball Mount)
• 사이즈 : 57mm x 101mm
• 특징
- 수중 사진 촬영 라이트
- 작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경쟁 모델과 비교 시 ½사이즈에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Li-ion 배터리 충전 시스템
- 두 배로 증가한 곱고 밝은 빛의 White light와 물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한 Red light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SOLA VIDEO 4000
가격 : \2,500,000
• 밝기/사용시간
Lumens/분 (Per Level)
Level 7- 4000 / 50
Level 6- 3000 / 75
Level 5- 2000 / 100
Level 4- 1000 / 200
Level 3- 500 / 400
Level 2- 250 / 800
Level 1- 125 / XXXX
• 충전 시간(분)
Full - 150
80% - 90
7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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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 중량
85mm x 143mm &
808g(w/Ball Mount)
• 특징
- 수중 비디오 촬영 라이트
- Light & MOTION의 20년간의 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최고의
LED 라이트
- 작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경쟁 모델과 비교 시 ¼사이즈에 차세대 Lithium 배터리 충전 시스템
- 두 배로 증가한 곱고 밝은 빛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 옵션 : 청록색 필터

SOLA VIDEO 2000
가격 : \1,400,000
• 밝기
Lumens
High : 2000
Med : 1000
Low : 500
• 사용 시간(분)
High : 50
Med : 100
Low : 200

• 중량 : 283g(w/Ball Mount)
• 사이즈 : 57mm x 101mm
• 특징
- 수중 비디오 촬영 라이트
- 작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경쟁 모델과 비교 시 ½사이즈
- 직진 타입과 와이드 타입 발산 설정 가능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SOLA VIDEO 1200
가격 : \1,100,000
• 밝기
Lumens (Flood/Spot)
High : 1200/500
Med : 600/250
Low : 300/125
• 사용시간(분) (Flood/Spot)
High : 60/70
Med : 120/140
Low : 240/280

• 충전 시간 : 150분
• 사이즈 & 중량
57mm x 101mm &
283g(w/ Ball Mount)
• 특징
- 수중 비디오 촬영 라이트
- 작고 심플한 디자인과 사용이 간편함
- 경쟁 모델과 비교 시 ½사이즈
- 직진 타입과 와이드 타입 발산 설정 가능
- 빛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위치

2012 March•April

81

신제품 소개

(주)테코의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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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①

Siokunichthys nigroline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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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saw that it was good : Genesis 1.10

해양생물, 공생관계 2
Marine Life, Symbiotic Association

해양에서 비기생적 공생관계(nonparasitic symbiotic association)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동물들 사이에서 이고, 또 하나는 조류와
다양한 무척추동물 사이에서 나타난다. 산호와 말미잘의 녹색은 이들 몸 속에서 사는 조류의 엽
록체에 기인한 것으로, 이 동물은 자기 몸속에서 살고 있는 조류가 하는 광합성으로부터 영양분
을 얻고 있다. 이것이 후자의 경우이다.

동물들 사이의 공생

글/사진 김지현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서로 다른 종간의 구성원들이 비기생적인(nonparasitic) 관계에서 서로 규칙적으로 연관되는
특수한 상호작용이다. 전자에 속하는 경우의 공생관계는 바다의 표충대, 조간대, 조하대 천해역

Luetzenia asthenosomae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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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inochalina sp.

등의 생물들이 혼잡한 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러한 공생

이런 공생성 외피기생생물들은 가장 흔한 편리자 그룹이며,

관계는 열대해역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으나 온대해역에서도

원생생물, 자포동물, 내항동물, 환형동물, 절지동물, 연체동물 사

흔하다. 해양동물들 사이에서의 공생관계의 가장 단순한 더불

이에 두루 퍼져 있다. 이번호에 나오는 4가지 생물들(물고기, 고

어 삶의 유형은 외부손님(guest)이 다른 숙주생물(host)위에

둥, 해면, 게)은 외피기생생물들이다.

살거나 혹은 관이나 굴(구멍, burrow)같은 그 생물의 구조물
안이나 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편리자(commensal)의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더불어 삶은 육상식물들 사이에서 식물착생성(植

첫번째 물고기, Siokunichthys nigrolineatus는 손님으로써, 숙
주인 산호, Heliofungia actiniformis의 촉수사이에서 살아간다.

物着生性, epiphytic)의 관계와 유사하다. 식물착생생물은 실제
로 착생하는 식물로부터 생계를 얻지 않고 하나의 기질로서 다
른 식물을 이용할 뿐이다. 이런 경우에 편리자는 보통 더불어

두번째 고둥, Luetzenia asthenosomae은 손님으로써, 숙주인
성게, Asthenosoma varium의 체표면에서 일가족이 살아간다.

삶에서 어떤 중요한 실익을 얻으며, 한편 숙주는 심각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무척추동물의 위에서 살아가는 해양의 편리자를 외피

세번째 해면, Echinochalina sp.는 손님으로써, 숙주인 이매패,
Lopha cristagalli 의 외피에 부착해서 살아간다.

기생생물(外皮寄生生物, epizoite)이라 부른다. 다른 동물 체내
에 살고 있으나, 기생생물(寄生生物, parasite)이 아닌 것을 내피

네번째 생물인 게, Zebrida adamsii는 손님으로써, 숙주인 여

기생생물(內皮寄生生物, endozoite)이라 부른다. 외피기생생물

러가지 성게, Asthenosoma varium, Asthenosama sp.의 몸통에서

은 해수에서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진정한 편

살아간다.

리자(true commensal)는 아닐 것이다. 이 관계는 정상적으로
기질에 정착하는, 그러나 대신에 기질표면위에서 느리게 이동하
거나 혹은 고착성 무척추동물 밖에서 되는대로 정착하는 생물
들의 결과이다. 외피기생생물들은 상당히 특이한 공생관계인
‘손님(guest)’ 이 올바른 ‘숙주’ 를 찾아나서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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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②

제주도의 인공어초
< 2단 터널형 인공어초 >

한국의 바다,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에는 각각 지역에 따라 맞는 인공어초가 존재한다. 그렇게
때문에 인공어초를 처음 시설할 때는 시험어초 기간을 두고 생물 천이과정 즉. 어류 등 유영생물
의 어획 생산성, 어초어장의 어류위집 조사, 해조류 부착효과, 부착동물 조사 등의 과정을 걸쳐
시험어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인공어초로써의 기능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해조
류형 어초인지, 어류형 어초인지를 결정하여 바다 속에 시설을 한다.

글/사진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인공어초 시설 및 수중구조물
인공어초 효과조사, 해양조사
수중비디오촬영, 수중사진촬영

제주도에 있는 인공어초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걸쳐 제주 바다 속에 시설을 하고 인공어초의 효
과조사를 월별, 격월별, 또는 분기별로 효과조사를 실시한다.
이번호의 제주도 인공어초는 제주도 동부권에 위치한 행원리에서 시험어초 기간을 걸쳐 현재
는 서귀포시 표선과 동부권의 하도리 등 타 지역에 시설되어진 “2단 터널형 인공어초”를 소개하
고자 한다.

시설중인 2단 터널형 인공어초,
수중촬영을 위해 준비 중인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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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터널형 어초는 제주뿐 아니라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어류위집이나 해조
류에 관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주에도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일반 터널형 인공어초

하지만 어류위집의 증감화와 해조류 등, 부착생물의 착상 확산을 위해 2단으로 재설계하여 다
시 각 해역에 시설하고 있다.

2단 터널형 어초는 기존의 터널형 어초의 3개를 하단에 2개를 연결하고 상단에 1개의 어초를
얹어 놓아 2단의 터널형 어초를 완성하였다.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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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터널형은 어류의 위집 효과 면에서 무리 짓는 어종(줄도화돔, 볼락, 자리돔 등)의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자연암반에 놓인 2단 터널형 인공어초는 무리 짓는 어종 외에 토착성 어종인 돌돔,
붉바리, 다금바리 등의 은신처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단의 최 상부에는 자연착상이 된 갈조류, 녹조류 등이 부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2단 터널형 인공어초는 제주앞바다에 해조류 및 어류의 위집효과의 큰 기여를 하고 있
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공어초의 효과나 시설을 많이 하였지만 지금 같이 단기에 이렇게 효과를
보는 인공어초는 처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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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비디오촬영 및 수중사진촬영과 샘플채집을 하면서 웬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제주 동부
권에 있는 행원이라는 지역은 조류가 굉장히 센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큰 암반
지역에나 어류들이 군집하는 것을 보곤 한다. 2단 널형 어초는 이렇게 조류가 강한지역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인공어초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단 터널형 어초는 거리를 두고 1개씩 두는 것보다는 어초 간격 간에 여
백을 조금 줄여서 넓은 단지를 두면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런 어
초단지는 어류들에게는 좋은 보금자리로, 해조류가 사라지는 지역에는 해조류를 통한 바다 숲의
기회로, 수중사진가나 다른 테마 다이빙을 원하는 다이버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2단 터널형 어초는 (주)나우앤하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 업체인 세일종합건설(주)에
서 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젊은 날 멋모르고 뛰어든 숱한 물쟁이들이 지쳐 떠나버린 이 자리에
꿈꾸는 바다의 동경을 품고 25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무수한 동상은 비평한 사람보다 비평받았던 사람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비평받더라도 최선을 다해 회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원잠수 아카데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1리 104-4
054-251-5175 / 010-3524-5175
http://cafe.daum.net/phonejamsu

원잠수 아카데미 원장 이학박사 김광호
■ PADI강사#40632 / KUDA 강사
■ BSAC 강사 / SDI/TDI TRAINER
■ 생활체육수중 2급지도자

해외다이빙

Scuba Diving of Oslo Fjord, Norway

노르웨이 오슬로 피오르드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Steep mountains plunge into the ocean and the underwater valleys, called fjords, extend
inland for many kilometers. Fjords are often deeper than the adjoining ocean and can be
so narrow you can stand on one side and almost skip a rock to the other. However,
fjords submerge rapidly into the earth, to deep, dark depths, measured in hundreds of
meters.
가파른 산들은 바다로 급경사를 이루는 절경들이 많고 피오르드(fjord)라고 불리는 수중 계곡은 내륙쪽으로 수
킬로미터나 연결되어 있다. 피오르드는 흔한 계곡이지만 주변의 바다보다 수심이 더 깊으며, 매우 협소한 곳은
한쪽에 서서 바위를 건너뛰면 반대쪽 바위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피오르드는 수직절벽으로 지면으로
급강하하여 수백 미터나 되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 있다.

글/사진 케빈 리(Kevin Lee)
번역 편집부

Norway beckons the adventurous diver with its

노르웨이는 무수한 내륙 수로와 섬을 거쳐야 하고, 남쪽에서

magnificent, rugged coastline that stretches from south to

북쪽으로 2만5천여 Km나 펼쳐지는 그 장대하고 들쭉날쭉한

north for well over 25 thousand kilometers, counting all

해안선은 모험심 강한 다이버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본

the inland waterways and islands (the mainland coast

토 해안의 길이는 약 2,650Km이다). 가파른 산들은 바다로 급

measures approximately 2,650km). Steep mountains

경사를 이루는 절경들이 많고 피오르드(fjord)라고 불리는 수

plunge into the ocean and the underwater valleys, called

중 계곡은 내륙쪽으로 수 킬로미터나 연결되어 있다. 피오르드

fjords, extend inland for many kilometers. Fjords are

는 흔한 계곡이지만 주변의 바다보다 수심이 더 깊으며, 매우

often deeper than the adjoining ocean and can be so

협소한 곳은 한쪽에 서서 바위를 건너뛰면 반대쪽 바위에 다다

narrow you can stand on one side and almost skip a rock

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피오르드는 수직절벽으로 지면으로

to the other. However, fjords submerge rapidly into the

급강하하여 수백 미터나 되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 있다.

earth, to deep, dark depths, measured in hundreds of
meters.
As part of my journey to scuba dive in the Arctic

북극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투어(스쿠바다이버지 제145

(Scuba Diver issue #145), I planned a side trip to dive in

호)를 계획할 때 잠깐 오슬로 피오르드(Oslo Fjord)에서 다이빙

Oslo Fjord, which begins in the North Sea and extends

을 하는 일정을 포함시켰다. 오슬로 피오르드는 북해에서 시작

from the south, inward 100 kilometers north, to the

되어 남부에서 북쪽으로 100Km 들어가 노르웨이의 수도로 이

capital of Norway. Oslo is a major world city and getting

어지는 만이다. 오슬로는 세계적인 주요 도시이고 그곳으로 가

there is relatively easy, by connecting through London,

는 교통편은 비교적 쉬워 영국 런던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 되

England.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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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obak 드뢰박
2	Jarle 잘리
3	Ship 선박
4 Scuba Dykk Dive center 스쿠바 다이크 다이브 센터

On my arrival at Oslo International Airport, I was as

오슬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비다르 아스(Vidar Aas)가 나를

greeted by Vidar Aas, an experienced private scuba

맞이했다. 그는 아주 노련한 개인 스쿠버 강사이자 탁월한 다이

instructor and exceptional dive-master, whom I had

브마스터로 그와의 인연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면서 우정을

established contact with via internet and developed a

쌓아간 사이였다. 내가 다이빙을 하는 며칠 동안 비다르는 나에

friendship. During the few days I allotted for diving, Vidar

게 큰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는 현지 다이빙 장소에 대한 정보

was most helpful and very knowledgeable about the local

를 많이 알고 있었다.

diving scene.
From the airport, a short drive, through vast pine

우리는 공항에서 자동차로 광대한 소나무 숲과 파릇파릇한

forests and verdant fields of wheat, took us to a

밀밭이 펼쳐있는 들판을 지나 얼마 가지 않아 그림에서 보았던

picturesque, quaint old town, Drobak, of 13,500

고풍스런 옛 도시 드뢰박(Drobak)에 도착했다. 인구 13,500명

inhabitants, ensconced on the eastern side of Olso fjord,

정도 되는 이 도시는 오슬로 피오르드의 동쪽의 아주 좁은 지

at a very narrow point.

대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Norway has a literacy rate of 100% and most speak

노르웨이는 식자율(literacy rate,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인구

very good English so it was easy to communicate with

의 비율)이 100%이고, 대부분이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기 때문

the local folk who are friendly and engaging, if you desire

에 현지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들은 낯선

to strike up a conversation. Norway is a very modern and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주 친절하고 상냥했다. 노르웨이는 매우

the life expectancy is well over 80 years. One is struck by

현대적인 국가이고 기대수명이 80세를 훨씬 넘는다. 우선 이 나

the cleanliness of the country. Even the air, scented by

라의 깨끗한 이미지가 눈에 띈다. 소나무 향기가 나는 공기조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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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emone
말미잘
6	Bryozoa
태형동물
7	Tube Worm
관 벌레

5

pines, seems fresher and cleaner. The five million

차 더 신선하고 깨끗한 것 같다. 인구가 500만 명인 노르웨이

Norwegians are a hardy people; they must be, like their

사람들은 강인한 국민으로, 중세 스칸디나비아 조상들처럼 혹

Norse ancestors,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harsh arctic

독한 북극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민족이다. 쾌적한 여름

environment. The pleasant summer days are long with

날은 이러한 최북단 지역들에서 햇빛이 계속되면서 오래 간다.

continual sunshine at the northernmost regions. But, as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계절적인 순례를 하면서 온화한 시

the earth makes its seasonal pilgrimage around the sun,

기는 길고 몹시 추우며 해가 안 나는 겨울날로 바뀌어 기온이

halcyon times turn into long, frigid, sunless, winter days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when the temperature plummets far below zero.
In Drobak, we used Scuba Dykk Dive Center to get our

드뢰박에서는 스쿠버 다이크 다이브 센터(Scuba Dykk Dive

tanks and air-fills. The co-owner, Marlou, is a very

Center)를 이용하여 공기탱크를 구하고 공기를 충전했다. 센터

interesting, brainy, multi-lingual Belgian. Many of the

를 같이 운영하는 말로우(Marlou)는 아주 재미있고 똑똑한 사

dive sites require careful maneuvering over a jumble of

람이며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벨기에 출신이다. 여러 군

huge boulders before entering the calm waters and

데의 다이빙 장소에서는 큰 바위들이 뒤섞여 있어 그 사이를

current can e pesky, depending on the tide swing.

조심스럽게 헤쳐 나간 후에야 잔잔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Thankfully, the fjords are protected waterways so there is

또한 해류가 조류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니 주의해야 한다. 다

very little surf to be concerned about.

행히도 피오르드는 파도로부터 보호받는 수로여서 우려할 만
한 파도는 아주 적다.

The water temperature in early July varied from 15C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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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수온은 수면에서는 영상 15도이었지만 30미터를 내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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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

9

10

12

the surface to 5C at a depth of 30 meters. Talk about

가니 영상 5도로 떨어졌다. 끔찍한 수온약층(水溫躍層,

nasty thermocline! The visibility was generally very low,

thermocline)이 아닌가! 피오르드로 흘러드는 민물의 유출로

due to run off from freshwater flowing into the fjord. In

인해 시야는 아주 나빴다. 사실 사진가에게는 빗물이나 겨울눈

fact, for the photographer, it was often a challenge

이 녹은 물이 바닷물과 섞이고 이렇게 혼합된 소금물로 인해

because water from rain and melting winter snow would

흔하지 않지만 신기루 효과가 일어나 초점을 맞추기가 거의 불

mix with salt water, causing an unusual mirage effect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내가 가장 좋아

from the resulting brine,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한 다이빙 장소는 스베스타 마리나(Svesta Marina)였다. 입수는

focus. My favorite dive site was Svesta Marina. Entry was

콘크리트로 된 배내리는 곳에서 뒷걸음치고 측면으로 고정된 로

made easy, by backing down the concrete boat launch,

프를 사용하여 몸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using ropes fixed the sides to steady myself. Underwater,

수중에서는 보다 작은 항행 로프가 바닥을 따라 편리하게 이어

smaller navigation ropes were conveniently strung along

져 30미터 깊이에 가라앉아 말미잘류 메트리듐(metridium)과

the bottom to a shipwreck, festooned with metridiums

벌레로 덮여 있는 난파선까지 이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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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rab
게
9	Flat worm
납작벌레
10	Lobster
		가재
11		Bryozoans
		태형동물류
12	Slug
		슬러그
13	Flat fish
		넙치
14	Slug
		슬러그
15 Snail
		달팽이
16 Razer Clam
		면도날 조개

13

14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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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19 Star Fish
불가사리

18

19

and worms, at 30 meters deep.
The frosty waters are home to giant lobsters, equipped

몹시 차가운 바다는 크고 강력한 집게발로 무장한 거대한 바

with huge, powerful pinchers. When I tried to get a close

다가재의 서식지이다. 내가 근접하여 사진을 촬영하려 할 때 가

up photo, one lunged at my camera rig and snagged a

재 한 마리가 카메라 장치로 달려들어 플래시 케이블을 잡아채

strobe cable which thankfully was not sliced in two.

었지만 다행히도 잘리지는 않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라게는

Thousands of hermit crabs, when approached would

다가가면 잽싸게 껍질 속으로 움츠리고, 달아나듯 가파른 모래

quickly retract into their shells and roll down the steep

경사면을 굴러내려 갔다. 자루 말미잘(stalked anemone)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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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니 매우 흥미로웠으며, 마치 그것들은 우아한 꽃처럼 보였

fields of stalked anemones, which look like delicate

다. 나는 어렵사리 후새류(後鰓類, opisthobranch) 몇 마리를

flowers. I did manage to find a few opisthobranchs and

발견하였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아쉬움

their beauty made up for lack of quantity, but then I

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그렇게 거친 환경에서 그 정도로 많이

wasn’t expecting to find so many in such harsh environs.

발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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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Star Fish
		불가사리
21 Urchin
		성게
22 Turicutes
		멍게

22

21

Another dive site, the main beach behind the Drobak

드뢰박 호텔 뒤 메인 비치에 있는 또 다른 다이빙 장소는 아

Hotel, was interesting and historic as it marked the place

주 흥미로웠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곳은 1945년 독

where, in 1945, the German transport ship SS Donau was

일 수송선 도나우(SS Donau)가 밀려온 장소인데, 노르웨이 레

beached, after Norwegian resistance fighters sabotaged

지스탕스 대원들이 이 선체에 지뢰를 부착해 파괴 공작을 벌인

the craft by placing limpet bombs on her hull. The SS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나우는 한때 노르웨이 유태인 500명을

Donau once carried over 500 Norwegian Jews to

독일로 수송하였으며, 거기서 그들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Germany, where they were herded off to Auschwitz

에 집단 수용됐다. 아주 비참하게도 그들 중 겨우 8명만이 생존

concentration camp. Tragically, of those, only eight

했다.

survived.
Diving the beautiful fjords of Norway may be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피오르드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거

challenging but doing so is rewarding and well worth the

칠고 힘들 수도 있지만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발길이 닿지

adventure to get off the beaten track.

않은 미지의 장소를 찾아서 모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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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조트 소개

필리핀 비사야 지역의 스쿠바다이빙( 1 )

세부 릴로안 지역의 다이빙
그리고 고래상어
글 김선정
한국해양연구원 연안재해연구부 기술원
SDD 인터내셔널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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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bu

비사야(Visayas) 제도의 지리적 이해
비사야(Visayas) 제도는 필리핀을 구성하는 세 지역 중 하나로,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과
민다나오 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네그로스(Negros), 세부(Cebu), 보홀(BOhol) 등 큰 섬 7개와
수백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사야 중앙에는 마닐라 남쪽에서 약 587Km 떨어진 세부
가 비사야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레이테(Leyte)와 보홀(Bohol)이 접해 있고 서쪽 측
면에는 네그로스(Negros)섬이 위치해 있다.

세부 샌댄더의 릴로안 지역
세부 남쪽 끝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마을의 릴로안은 필리핀 말 그대로 소용돌이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릴로안을 기준으로 볼 때, 세부 서편과 네그로스(negros) 섬 사이에 흐르는 조류와 세
부 동쪽에서 내려오는 조류가 만나는 곳으로 이름 그대로 아주 센 조류가 형성되는 지역이다. 그
리고 레이테를 시작으로 모알보알까지 이어지는 고래상어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고래상어는 물
론 대형어류가 자주 출몰하여 다이빙 사이트로 각광 받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다.

li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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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안
노블레스리조트

세부는 좁은 해안선과 석회암 평야지대, 남에서 북으로 길게 뻗은 언덕들이 주요 특징이며, 실
제 숲 면적은 적은편이다. 메트로 세부는 세부(Cebu), 탈리사이(Talisay), 만다웨(Mandaue), 라
푸-라푸(Lapu-Lapu) 시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국제공항과 특급 호텔들이 밀집해 있는 막탄,
반타얀, 카모테스섬 외에 16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부 시티는 필리핀 남부 통
상무역의 중심지로, 마닐라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해상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세부에는 막탄섬을 비롯하여 환도상어를 볼 수 있는 말라파스쿠아, 모알보알, 릴로안, 수밀론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보홀, 레이테, 두마게티 등 필리핀에서 유명한 다이브 사이트들이 모두 모
여 있어 필리핀뿐만 아니라 국내 다이버에게도 오래전부터 각광받는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다.

릴로안 가는 길
릴로안은 세부 최남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길게 늘
어진 세부의 남쪽 끝 코너에 있으며, 지리적으로 네그로스 섬에서 가장 번화한 두마게티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두마게티와 세부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
지이기도 하다. 두마게티항에서 이곳 시불란(Sibulan)항까지는 배로 약 20여분 소요되며, 세부 시
내까지는 버스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릴로안에 정착하고 있
는 주민 수는 많지 않으며, 모두 어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작은 마
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다이버에게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릴로안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세부 막탄(Mactan) 공항을 이용하
여 픽업 차량으로 약 3시간 정도 이동하는 방법인데, 현재 국내에서 취항하는 여객기는 인천과
부산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 등이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천-마닐라 노선을 이용하고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내선으로 두마게티 공항까지 가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인천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오후에
리조트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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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안의 노블리스 다이빙 리조트
공항을 출발하여 세부의 긴 해안선을 따라 3시간 남짓 차로
이동하면 오슬롭을 지나 세부 최남단의 전환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해안에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크고
작은 방카 보트들이 매어져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두마게티의
화려한 야경이 불을 밝히고 있다.

1
2

노블리스 다이빙 리조트는 깨끗하고 맑은 시야를 자랑하는
릴로안 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걸어서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블레스 리조트는 호텔식 리조트로 비취 바, 수영장, 노래
방, 당구장 등 각 종 편의시설을 갖추었고, 각 객실에는 wifi가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취재를 위해 몇 일 머무르면서 느낀 것은 커다랗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객실은 필리핀에서 보기드믄 시설들이
었다. 이러한 고급 시설들과 깨끗하고 한적한 비치 해안에 위치
한 리조트의 아름다운 전경은 이곳을 찾은 다이버들에게 평안

3

한 휴식과 추억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 릴로안 앞 바다풍경
2	수영장
3	정원
4	어부
5 식당
6 리조트에서 보이는 풍경

5

4

6

2012 March•April

103

1

1	부채산호
2	면도날고기 무리
3	해면
4 리프의 풍경
5 말미잘과 아네모네 피쉬
6 부채 산호
7 산호초의 풍경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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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릴로안의 다이빙 포인트
릴로안은 소용돌이 또는 회오리라는 뜻으로 이름과 같이 조류가 세기로 유명하다. 네그로스(Negros)
섬과 세부 서쪽 사이에 흐르는 조류와 세부 동쪽의 긴 해안을 따라 흐르는 조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에는 물때에 맞추어야 하며, 숙련된 다이버들은 조류
를 따라 흐르는 표류 다이빙(Drift Diving)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조류로 인하여 산호와
어류가 풍부하여 다이버뿐만 아니라 사진가에게도 많은 피사체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다이빙 포
인트들은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해안을 따라 형성된 하우스 리프(House Reef)는 비치 다이빙뿐만
아니라 야간 다이빙을 편하게 제공할 수 있어 하루에도 부담 없이 3회 이상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바토 샹뚜아리 (Bato Sanctuary)
바토 선착장 바로 앞에 있으며,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곳이다. 다양한 어종과 어류가 풍부한 곳으로,
대형 어류를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만타가 유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코넛 (Coconut)
다양한 산호와 해면들. 그리고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수중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안테나 (Antena)
무선 송수신 안테나 앞에 있다고 해서 안테나 포인트로 불린다. 조류가 세서 항상 물때에 맞추어 다
이빙을 해야 하며, 다양한 연산호와 대형 어류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다. 수심이 35m로 깊지만 수심대 별
로 해양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릴로안의 대표 포인트 중 하나이다.

이락 (Elak)
완만하게 이루어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다양한 연산호와 해면 그리고 거북이를 볼 수 있다. 수심
도 20m 이내로 조류가 세지 않아 초보자와 야간 다이빙 포인트로 적격인 장소이다.

비치월 (Beach wall)
수심 15m까지는 경사가 완만하며, 다양한 산호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30m에서 50m까지는 절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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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절벽을 따라 아름다운 산호와 다양한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다. 35m에는 동굴이 있고, 가끔
잭피쉬와 대형 어류들을 볼 수 있다.

트로피칼 (Tropical)
완만한 경사에 펼쳐져 있는 산호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서 다양하고 희귀한 해양 생물들이 있
어 수중사진을 촬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포인트이다.

산타마리아 (Santa maria)
수심 25~30m에서 다이빙을 즐기며 약간의 수평조류가 있어서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하이스쿨 포인
트까지 떠내려 오며 다양한 산호와 어종, 해양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이스쿨 (High School)
27m에서 35m까지 완만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며, 경사면을 따라 펼쳐진 산호 군락과 희귀한 해양생
물들은 광각과 마크로 촬영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릴로안 인근의 다이빙 포인트
릴로안 근처에는 년 중 뛰어난 시야를 자랑하는 수밀론(Sumilon), 카세레스(Caceres) 등을 비롯하여
두마게티의 대표적인 포인트로 알려진 아포 섬(Apo island) 등 유명한 다이브 포인트들이 산재해 있다.
이 유명 다이브 포인트들은 릴로안에서 약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다이빙할 때는 노블레스 리조트의 큰 벙커 보트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수밀론 (Sumilon)
수밀론 섬은 필리핀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노블레스 리조트에서는 약 30분 거리
에 위치해 있으며, 파란 빛깔의 물색과 탁 트인 시야로 유명한 곳이다. 수밀론 섬의 다이빙 포인트는 남쪽
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쪽 포인트는 물때에 따라 조류가 있어 조류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수
심 30m 이내에 다양한 어종과 대형 부채산호와 연산호 등이 있다. 북쪽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수심이 낮
고 조류가 없고, 바라쿠다, 잭피쉬 무리 등을 항상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가오리, 헤머헤드상어
를 비롯하여 고래상어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카세레스 (Caceres)
카세레스는 바다 속에 솟아 있는 작은 섬으로 수면과 불과 수심 5~10m 깊이에 분지 형태로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보통 다이빙은 얕은 수심의 산호초 군락 끝에 형성되어 있는 절벽을 따라 흐르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절벽에는 대형 부채산호와 각종 산호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회유성 어종인
바라쿠다와 잭피시 그리고 거북이등 자주 볼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고래상어와 같이 유영할 수 있다.

스퀴홀 (Squjor island)
리조트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국내 다이버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지만 필리
핀에서는 유명한 다이브 사이트 중 한 곳이다. 산호가 잘 보존되어 있고 완만한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
절벽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물때에 따라 다양한 회유성 어종을 볼 수 있다.

아포(Apo island)
아포(Apo Island)는 민다나오 해(Mindanao Sea)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해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두마게티 일대에서는 유명한 다이빙 지역이다. 산호가 잘 보존되어 있고, 잭피쉬, 바라쿠다 무리를
항상 볼 수 있으며, 시야가 맑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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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초리산호의 쉬림프
2 담센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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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롭의 고래상어
노블레스 리조트에서 북쪽으로 약 20여분 떨어진 곳에 오슬롭(Oslob)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
다. 지난 해 부터 이 곳 앞 바다에서는 매일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이버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경이로운 대상인 고래상어를 매일 아침 마다 여러 마리를 아주 가까이
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처음 이곳에 사는 어부가 우연히 고래상어를 만나 먹이를 주게 된 것을 계
기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매일 모여든다는 것이었다. 처음 공항에 마중 나온 정광범 노블레스
리조트 대표에게 인사 뒤의 첫 질문이 “고래상어 아직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답변은 “Yes!"
였다. 그 말에 필자가 반신반의 하자, 정광범 대표는 “100% 개런티”라는 말로 화답하였다. 리조트
로 이동하는 동안 정광범 대표는 그 동안 있었던 고래상어 이야기로 3시간의 긴 여정을 지루하지
않게 하였고, 우리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릴로안의 노블레스 리조트를 방문한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일찍 아침 큰 벙커에 몸을 실었
다.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 평소 20분이면 충분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파
도와 바람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벌써 오슬롭에 가있는 것 같았
다. 세부쪽으로 향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보니 오른편에 수밀론 섬이 점점 크게 다가왔다.
벙커 보트가 해안선의 커브를 도니 오슬롭이라는 작은 마을이 보였다. 마을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목은 점점 길어져만 가는데, 저 멀리 수많은 작은 벙커 보트들과 수영복 차림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새벽 아침의 돛대기 시장 같은 분
위기였다. 아무튼 이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으로 나온 고래상어의 꼬리지
느러미가 보이는 것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약 5m 크기의 커다란 고래상어가 수면에 입을 쩍
벌리고 작은 벙커 보트를 열심히 따라 다니고 있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젖 달라는 모습과 흡사하였는데, 그 뒤로 수많은 벙커와 수영 객들
이 뒤따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서둘러 장비를 메고 입수하였다. 어쨌든 이 철부지 고래상어를
열심히 따라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무엇인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더 큰 고래상어가 다가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고래상어는 먹이에는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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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계속 첫 번째 고래상어의 주위만 맴도는 것이었다. 마치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에필로그
다이빙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오는데 가슴 한편으로 허전
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그동안 고래상어를 보고 싶은 마음
에 매년 태국의 시밀란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랑카얀,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고래상어에 대한 조우를 애타게
기다려 왔었는데….
막상 애완동물같이 어부의 손에 길들여진 철없는 고래상어
를 보고나니, 어떤 미련이나 만족감보다는 씁쓰레한 마음을 감
출 수가 없었다. 일행을 둘러보니 모두 나와 한가지인 듯 모두
조용히 먼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물론 고래상어로 인해 시
골의 작은 마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이버뿐만 아니라
세간의 이목을 끈다는 것에는 딱히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다. “하지만 고래상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자신의 영역에서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사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마지
막으로 고래상어와 긴 시간을 보낸 것에 만족하면서도 까닭모
를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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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조트 소개

필리핀 비사야 지역의 스쿠바다이빙( 2 )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다이브리조트
(Deeper Dive Resort)
글 김선정
한국해양연구원 연안재해연구부 기술원
SDD 인터내셔널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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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casag

보홀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팡글라오섬(Panglao)에 위치한 디퍼다이브리조트가
새로 리조트를 신축하여 손님맞이에 분주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리조트를 방문하였다. 5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장태한 대표와
미모 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니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이곳을 방문
하였을 때 장태한 대표는 리조트를 임대하여 조카인 미모 강사와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
었는데, 지난 몇 년간의 성실함과 노력이 열매를 맺어 리조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리조트
에는 필리핀에서는 보기 드물게 수심 6m에 길이 25mx5m나 되는 대형 다이빙풀을 짓고 있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체험 다이빙뿐만 아니라 오픈워터 교육에서 상급자 교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고 하였다. 15개의 객실을 갖춘 리조트 규모와 다이빙풀만 보더라도 필리핀에서 손꼽히는 다이빙
리조트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디퍼다이브리조트는 보홀을 찾는 다이버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제공하고, 꾸준하게 교육전문 다이빙 리조트로써 활동한 것이 성공 비결이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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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텝들
2	방카보트
3 리조트
4 수영장 사진

Pang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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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다이브리조트의 장점
보홀 섬은 필리핀 군도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며, 비사야의 주
옥이라 표현할 정도로 열대지방 특유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자
연적 명소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해안선을 따라 눈부시게 펼
쳐진 백사장이 곳곳에 있는데, 이곳 팡글라오섬에도 아름답기
로 유명한 아로나 비치와 다나오 비치(Danao beach) 등이 있
다. 디퍼다이브리조트는 다나오 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한다. 또한 보홀의 대
표적 다이빙 명소로는 필리핀 월(Wall)다이빙의 대명사격인 발
리카삭(Balicasag island) 섬을 손꼽을 수 있는데, 디퍼다이브
리조트는 팡글라오섬에 있는 다른 다이빙 리조트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발리카삭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팡글라오섬
디퍼다이브리조트

보홀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
보홀에서 가장 손꼽히는 다이빙 지역은 크게 팡글라오
(Panglao island), 발리카삭(Balicasag island), 까빌라오
(Cabilao island) 섬을 둘 수 있다. 대부분의 다이빙은 이 섬들
의 인근에서 진행되며, 특히 발리카삭과 까빌라오 섬은 말레이
시아의 시파단과 비교될 정도로 필리핀에서 가장 뛰어난 포인
트로 알려져 있다.

발리카삭(Balicasag island)
필리핀 중남부 비사야(Visayas) 지방을 대표하는 다이빙 포인트 중 한 곳이다. 항상 푸르고 맑
은 시야를 자랑하며,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이다.
섬에는 필리핀 관광청 소유의 발리카삭섬 다이브리조트(Balicasag Island Dive Resort)가 있고
약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대표적인 포인트로는 로얄 가든(Royal Garden)과 블랙코
랄 포레스트가 꼽힌다.
• 로얄 가든(Royal G arden)

약 5m의 수심에는 녹색의 해초지대가 광활하게 펼쳐져있
다. 가든일(Garden eal), 자이안트 프롤그피쉬(Giant Frogfish)
등을 볼 수 있으며, Panda Clownfish 의 대량 서식지로 유명
하여 수중사진 작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인트다
리프(Reef)지대를 지나 직벽을 따라 하강하면 바다거북과
나폴레옹 피쉬, 베너 피쉬 무리등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다.
가끔 고래상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 블랙코랄 포레스트 (Black Coral Forest) 포인트

블랙코랄은 원래 수심 5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섬 그늘에 의한 음지와 상승조류에 의한 수온
변화, 그리고 풍부한 영양분으로 인해 수심 30M 지대에서도
흔하게 블랙코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라쿠다와 잭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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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피쉬 무리

무리를 항상 볼 수 있으며, 부채산호와 연산호 사이로 대형 그루퍼(Grouper), 블루 핀 트레발리

잭 피쉬 무리와 다이버

(Bluefin-trevally)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이버스 해븐(Diver`s Heaven), 루디스락(Rudy’s Rock)포인트, 마린생츄어리
(Marine Sanctuary), 커테트랄(Cathedral) 포인트 등이 있으며, 커테트랄(Cathedral)에서는 피그
미 해마 등 마크로 피사체들이 많이 있어 사진 촬영하기에 좋은 포인트이다.

팡글라오 섬(Panglao island)
팡글라오 섬의 다이빙 포인트는 섬전체가 다이빙 포인트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
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섬의 특징은 부채산호, 연산호를 비롯하여 아주 작고 진귀한 마크로 생물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진 촬영가들에게는 광각, 접사 모두 좋은 피사체를 접할 수 있다.
• 네이팔링(Napaling)

보홀과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서 월(Wall) 다이빙 지역이다. 절벽을 따라 부채산호, 블랙코랄 등
이 있으며, 자이언트 프로그피쉬(Giant Frogfish) 서식지이기도 하다
가끔 만타 가오리(Manta Ray)와 고래상어(Whale Shark)가 출몰하기도 한다.
• 돌로(Dolio)포인트

7월과 8월에 주로 발생하는 남서계절풍(Habagat)이 강할 때 주로 이용하는 포인트다. 거의 수
직에 가까운 급경사에 직벽이며, 거대한 씨팬과 화려한 색상의 연산호들이 경사면에 많이 자생하
고 있다. 리이프샤크(Reef Shark)를 종종 볼 수 있으며, 프로그피쉬, 스콜피온 피쉬 등이 많이 서
식하고 있는 곳이다.

2012 March•April

113

• 푼토드(Puntod)포인트

화려한 연산호 군락지로 유명하며, 경사가

1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다. 종종 망치상어
(Hammerhead Shark)와 고래상어(Whale
Shark)를 볼 수 있으며, 안전 감압정지 때는
바라쿠다무리를 볼 수 있다.
• 칼리파얀(Kalipayan)

디퍼다이브리조트가 있는 다나오 비치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35미터 수심에 침몰되
어 있는 방카보트에는 자이언트 프로그 피
쉬, 제비활치(Batfish), 라이온피쉬(Lion Fish)
등 다양한 어류들을 관찰할 수 있다. 절벽의
부채산호에는 롱노즈 호크피쉬(Longnose
fish)가 서식하고 있고, 해질 무렵에는 만다
린 피쉬를 볼 수 있다.
• 하우스 리이프(House Reat)포인트

알로나(Alona)비치 앞의 어류 보호구역으
로 리조트에서 5분정도 거리에 있으며 제비
활치(Batfish)떼, 스내퍼 무리 등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해마와 고스트파
이프 피쉬 등을 볼 수 있다.
• 파밀라칸(Pamilacan)섬

파밀라칸섬은 팡글라오섬의 남동쪽에 위
치한 섬으로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 방카보
트로 40분 정도 소요돠는 거리에 있다. 조류
가 상당히 강하고 완만한 경사면과 이어지는 직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이나믹한 조류
다이빙을 즐기기에는 이상적인 곳이다. 리조트에서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실시하는 피크닉 다이
빙에 적합하며 작고 아담한 비치는 이국적인 정취를 흠뻑 느끼기에 충분하다. 다이버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 원시바다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 스네이크 아일랜드(Snack Island)포인트

팡글라오섬에서 파밀라칸 섬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포인트이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수중
분지(Shoal)이다. 항상 조류가 강해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실시하여 포인트 이름을 말해 주듯이 밴
디드 씨 스네이크(Banded Sea Snake)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깊은 수심에서는 상어를 볼 수 있다.

까빌라오 섬(Cabilao island)
까빌라오 섬은 보홀과 세부 사이에 있는 세부 해협쪽으로 돌출해 있는 섬으로 세부 항구에서
고속 페리호를 타고 보홀의 따그빌라란 항구로 오는 항로에 있는 섬이다. 섬의 면적은 8km²정도
이며,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는 벙커 보트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용된다. 종종 망치상어
(Hammerhead Shark)가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

까빌라오섬의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로 맘쪽과 동쪽 포인트로 구분된다. 1990년도 말까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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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물고기 무리
2	산호초의 모습
3	담셀 피쉬
4	아네모네 피쉬
5 할리퀸 크랩

월에 거대한 무리의 망치상어(Hammerhead Shark)를 꼭
볼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볼 수

2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경사가 완만한 슬로프 지
대와 절벽이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망치상어 외에도 화이트팁 상어(Whitetip shark)와
나폴레옹 피쉬, 바라쿠다, 잭피쉬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동
쪽포인트에서는 다양한 누두브렌치, 드래곤피시, 피그미 해
마 같은 마크로 피사체들이 많이 있다.
• 바라쿠다(Baracuda)

비사야 언어로 나무를 뜻하는 탈리사이(Talisay) 포인트
라고도 하며, 조류가 있을 때 항상 바라쿠다 무리를 볼 수
있어 바라쿠다 포인트라 불리운다. 전형적인 절벽(Wall) 다
이빙 포인트로 대형 부채산호와 다양한 연산호 등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고스트파이프 피쉬(Ghostpipe fish), 해마 등
을 볼 수 있는 깜바키즈(Cambaquiz) 포인트와 바라이 리
프(Balay reef)가 있으며, 화이트팁 상어(White tip shark)
를 볼 수 있는 Shark cave 포인트가 있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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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해마
2	회초리 산호의 고비
3	피콕만티스쉬림프
4	짝짓기하고 있는 갯민숭달팽이
5 크롭아이 한쌍
6 회초리산호의 고비
7 파이프피쉬
8 갑오징어
9 갯민숭달팽이
10 크레노이드쉬림프
11		할리퀸쉬림프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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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 가는 길
보홀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항공을 이용하여 마닐라에 도착한 후 국내선
으로 보홀의 탁빌라란 공항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국내에서 세부까지 이동하여 세부 여객선터미널의 제1부두 또는 4
부두에서 고속 페리호를 이용하여 보홀로 이동할 수 있다.

보홀의 육상관광
보홀은 다이빙 외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과 자연적 명
소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클레온 성당 같은 몇 세기 지
난 오래된 성당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힐을 볼 수 있다. 초
콜릿 힐은 빙하시대에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1268개의 봉우리
들이 융기하면서 드러낸 언덕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중에 하나인 ‘탈시어’의 고향이기도 하다.

  

디퍼다이브리조트(Deeper Dive Resort)
홈페이지 : www.deepper.co.kr
연 락 처 : 070-7667-9642, 63-38-502-9642

바클레온 성당, 초콜릿 힐, 안경원숭이, 로복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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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위덕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교육풀

대강당

챔버실

국내 최대의 스킨스쿠버 교육 전문 기관
- 2 008년~2011년까지 4년간 1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연면적 5,121m²(1,6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스쿠버풀
- 올인원 다이빙 시스템 구축
- 숙박, 강당, 강의실, 회의실, 식당, 매점 및 카페테리아, 풋살장, 족구장 등의 시설 완비

강의실

- 200명 교육생 동시 수용
-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콘텐츠 개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잠수풀 이용

•라이센스 보유 이용객 입장
•스쿠버 교육단체 세미나 및 강사 교육

스쿠버다이빙 교육

•교육 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해양스포츠아카데미

• 초, 중, 고,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 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복합 프로그램 운영
• 당일, 1박2일, 2박3일 교육, 숙식 제공 통합 프로그램

대학 해양스포츠 수업지원
하계해양캠프
수상인명구조 교육
수중촬영 교육

숙박시설

•각 대학 체육계열학과 해양스포츠 관련 교과 교육장으로 이용
•교양 수업 교육장소 활용
•각종 단체, 가족단위 하계 해양캠프
•20명을 정원으로 한 수시 교육

샤워실

•수중촬영 전문가 교육과정

각 이용요금 홈페이지 참조
초급입문 과정에서 지도자 과정까지 라이센스 발급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Tel: 054-781-5115

Fax: 054-781-5170

http://www.uljinleports.co.kr

국내 리조트 소개

심신이 편안한 다이빙을 하고 싶다면

강원도 양양 월드다이브리조트 !
이젠 동장군도 물러가고 내리쬐는 햇살은 봄을 가득담고 있다. 바닷속에서도 미역 모자반 등
각종 해조류가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다이버들도 움추렸던 몸을 펴고 겨
울잠에서 깨어 슬슬 움직여 볼 시기가 온 것이다. 따뜻한 태양, 길어진 하루 해, 잔잔한 바다는 다
이버들을 유혹하고 몸이 근질근질거리게 만든다. 투명한 수중시야, 바위를 뒤덮고 있는 미역과 해
조류 숲, 4~5m크기의 모자반이 있는 숲 속을 유영하는 다이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마치 어
느 원시림 속을 유영하는 듯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 거기다 초봄에는 수중에서의 시야 또한 아주
맑고 투명하여 다이빙의 재미를 더해주는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이때쯤이면 대부분의 동호회나
글/사진 이성우

클럽 등은 시잠식이라는 이벤트를 시작으로 한 해의 첫 다이빙을 시작한다. 겨울 동안 뜸했던 회
원들의 얼굴도 보고 반가움에 서로의 안부를 교환하며 우정을 돈독히 하고, 올 한해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리라는 기대와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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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다이빙 시즌에 즈음하여 필자는 다이빙하기에 아주
편안하고 수중환경도 훌륭한 리조트 한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동산항 정 중앙에 위치한
월드다이브리조트이다.
월드다이브리조트는 그간 몇번의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2008
년부터 최문식 강사가 맡게 되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리
조트이다. 이곳은 마치 숨어 있는 보석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라 할 수 있다.

바다에 가장 가까이 인접한 리조트
공기통을 메고 약 25m만 걸어가면 바다를 접할 수 있고 바

위성으로본 월드다이브리조트 앞 전경

로 보트에 오를 수 있어서 리조트에서 바다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 중 하나로 꼽힐 것이다.

넓은 주차장
동산항은 어선 수도 그다지 많지 않고 넓은 항 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유롭고 번잡하지 않은
항이다. 월드다이브리조트는 항구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수 십대의 차량을 리조트 앞에 주차할
수도 있고 다이빙 장비 등을 이동하는 것도 아주 편리하다.

전망 좋은 테라스 및 각종 휴식시설
리조트의 테라스 및 벤치 앞 정면에 보이는 풍광은 죽도 섬과 항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다이빙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 곳에 머물다보면 하루
만의 다이빙만으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또한 바로 앞에서 배를 탈 수 있어 생각보
다 체력소모가 훨씬 덜한 것도 만족스럽다.

샤워장
야외 샤워장과 실내 샤워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야외에는 4개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드라이슈트 등을 입고 바로 샤워를 하고 난 후 바로 장비건조대에서 건조할 수 있으며, 실내 샤
워장에는 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세탁, 탈수 건조까지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 놓
았다.

다이빙보트

리조트 앞 다이빙전용선 승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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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전경

전망좋은테라스

휴식용펜치

야외 샤워대와 건조대

실내샤워장

숙박시설
리조트 자체 내에 방 2개 거실 1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리조트와 100m 정도 떨어진거리에 따로
운영하는 직영 민박 3동이 있다. 리조트내 2층에 있는 숙박시설(방 2개 거실 1개)은 5인기준 5만
원 1인 추가 시 1만원이 추가된다. 리조트에서 조금 떨어진 민박동에서의 숙박은 비수기에는 5인
기준 5만원 성수기에는 5인기준 10만원이다.

편리한 화장실
리조트 왼쪽 옆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어 마치 리조트 전용화장실인 듯한 분위기를 준다. 남녀
가 분리된 화장실은 관리인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성 다이
버들이 아주 만족스러워 한다.

다이빙 포인트 안내
항내 비치포인트 1

월드다이브리조트 다이빙 포인트의 특징
이라면 항 내,외의 비치포인트 2곳과 이동거
리가 10분 미만 정도의 거리인 보트다이빙
포인트를 들 수 있다, 특히나 항 내에 있는
비치포인트는 파도가 치는 날에도 항 내 구
석진 곳에서 어선과 파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잔잔하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보기 드문 포인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다이빙 강사나 트레이너들

수중 방사재, 보트로
이동하는 항 외 비치포인트 2

은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이다. 멀리서
동해안으로 다이빙투어를 진행했는데 갑자
기 기상이 나쁘다면 이 포인트는 틀림없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실미도 1,2,3포인트
최저수심 5m에서 15m까지 이어지는 포
인트로서 허허벌판 모래사장에 남북으로
50m 동서로 20m 정도의 딱 한 개의 암초
가 있어 교육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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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실미도라고 불리우고 실미도2 포인트는 실미도1의 5배
정도의 크기이며, 실미도1과 실미도3으로 안내라인이 설치되
어 있어 지루하지 않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교육용 포인트
이다.

열기리 포인트
어민들이 쓰는 수심단위인 10길 약 15m에 해당하는 포인
트로서 3m부터 시작하여 15m까지 북으로 암반이 형성되어
있고 아치 2개가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로 초급자용 포
인트이다.

칼바위
수심 3~15m 칼같이처럼 생긴 봉우리 3개가 산맥처럼 형성
되어 있는 포인트로서 해조류 등이 무성하여 항상 풍성한 느
낌을 주는 포인트이다.

유정 1, 2
이 포인트의 특징은 짬을 지나면 모래가 나타나고, 약간의
모래지형을 지나면 다시 짬으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포인트
로서 도전적인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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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ORLD
팔라우 씨월드

묘향산, 금강산 포인트
수심 9~20m로 이어지는 남성적인 포인트로 깎아지른 절벽
과 협곡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으며 암반 곳곳에는 산호종류

DIVE CENTER IN PALAU

들과 말미잘 류가 잘 발달되어 있어 수중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포인트이며 통상적으로 묘향산으로 입수하여 금강산으로 출수
하는 포인트이다.

체험 다이빙의 변화가 시작된다!
맞춤형 체험다이빙

  

스머프
스머프집 같이 듬성듬성한 바위들이 이어져 가는 포인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팔라우의
모든 다이빙 사이트 안내

서 말미잘류가 잘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이다.

멍게포인트
바위가 온통 붉은 멍게로 뒤덮여 있는 포인트이다. 수심이 깊

●

은 관계로 마스터 이상의 레벨을 가진 다이버들에게 공개되는

●

포인트이다.

●

●

천년 바위, 울산바위, 신단내기, 새 신단내기 포인트
마을 어부들이 찾아준 포인트로서 최저 수심이 30~35m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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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에 대형 말미잘과 어류가 비교적 많이 서식하는 포인트이
다. 어류가 많이 서식하는 포인트이므로 어부들 또한 이곳에 그
물이나 통발 등의 어로행위를 많이 하는 포인트여서 다이버들
은 어망에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이다.

인공어초 1, 2, 3
자연짬에 투하된 인공어초여서 멍게 해면 등 부착생물과 우
럭 쥐노래미 등 어류가 많은 포인트여서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포인트 중에 한 곳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쥐노래미들의 산란과
부하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이다.

  

월드다이브리조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 033-671-1524
핸드폰 : 016-339-2208

대표 최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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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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칼럼

테크니컬 다이빙의 원조

고대 스폰지 다이빙과
잠수돌 스칸다로페트라
Ancient Sponge Divers and Skandalopetra
글 김인영 (본지 고문)

1. 그리스의 스폰지 다이빙
서양의 해면(스폰지) 채취 잠수는 BC 3000년경부터 알려져 있으며 BC 2200년경에 알려진 동
양의 진주조개잡이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적 잠수이다. 이전의 원시적인 순수 맨
몸 자맥질에서 진보하여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기술적(테크니컬) 잠수라 할 수 있다
(※ 제2항 참조).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해면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은 그리스의 칼림노스 섬(Kalymnos

그리스 칼림노스 섬의 자연산 스폰지 판매점 Ⓒ Tom O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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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에 사는 해면. Spongilla lacustris ⒸKirt.L. Onthank

spongia 속 해면의 한 종. Ⓒ H. Zell

Island) 이었고 해면 채취 다이버들은 스칸다로페트라(skandalopetra)라고 부르는 돌을 이용하여
자맥질을 하였다.
현대인들은 스폰지를 고무나 플라스틱 합성 물질로 만든 공산품으로 알지만 원래는 바다에서
나는 해면을 말하며 영어로 스폰지(sponge)였다. 해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생활용품으로 이용되
었는데 모든 해면이 다 쓸모 있었던 것은 아니고 2가지 속(Hippospongia 속과 Spongia 속)에 속
하는 종들만 이용되었다.
대부분 해면들은 조직이 실리카 스피큘(silica spicules)이라는 날카로운 침골(針骨;spicule)들
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칠므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했으나 위 두 속은 침골 대신 섬
유질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스폰지로 호칭)
고대 그리스의 플라토(Plato)와 호메루스(Homerus)의 글에는 스폰지가 목욕 용품으로 사용되
었다는 내용이 있다.
스폰지의 주산지인 칼림노스 섬의 스폰지는 무역을 통해 유럽과 그 밖으로 널리 확대 보급되
면서 용도가 다양해졌다.
헬멧과 휴대용 음료 용기의 패딩, 공공 수도 시설의 물 정화 필터, 청소용 수세미, 페인트와 세
라믹 광택제를 칠하는 도포 기구, 피임기구(피임이 불확실하지만) 등으로 다양해
졌다. 그러나 남획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자 20세기 중엽에 채취가 중단되었고 이
후 합성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의 합성 스폰지는 유방확대 수술과 피임 기
구로 쓰인다.
예로부터 스폰지를 캐는 자맥질을 스폰지 다이빙(sponge diving)이라 했으며
에게 해의 그리스 령 섬인 칼림노스 섬(Kalymnos Island)에서 발달하였다. 이 섬
은 화산섬으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18% 밖에 안되고 모두 가파른 산이다. 그리
하여 주민들의 생계 수단은 고기잡이와 해면채취에 크게 의존되었다. 따라서 이
섬 사람들의 자맥질 능력이 뛰어났고 그 테크닉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칼림노스 섬 사회는 전통적인 스폰지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보존하고 관
광상품화 하기 위해 3개의 박물관에서 다양한 유물과 민속을 전시하고 있다.

설거지나 목욕할 때 애용되었던 해면이 해저에 풍부하게
살아있는 모습. 종명은 Spongia officinalis
ⒸGuido Picchetti

2. 스칸다로페트라/Skandalopetra(잠수 돌)
칼림노스 섬의 스폰지 다이버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먼저 속이 빈 원통 용기의 바닥에
유리를 댄 도구를 통해 물속을 들여다 보았다. 스폰지가 발견되면 납작한 돌을 두 손에 들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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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뻗어 머리부터 물 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갔다.
이 돌을 ‘스칸다로페트’라고 하며 말하자면 현대의 다이버들이
쓰는 웨이트라 할 수 있다. 스칸다로페트라는 대리석이나 화강암
으로 만들며 모양은 두꺼운 널빤지처럼 납작하고 모서리들을 둥
글게 갈아 유선형이다. 한 쪽 끝에 구멍을 뚫어서 로프를 꿸 수
있게 하였고 긴 로프에 연결하여 배에 묶어 놓는다. 무게는 8~14
kg이다.
다이버가 물 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가면 긴 로프가 풀리고 다
이버는 별도의 손목 끈을 구멍에 연결시키고 있어서 작업시 스칸
다로페트라를 손에서 놓아도 배와 연결된 로프를 잃지 않는다.
다이버는 이 돌의 무게로 급속히 하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칸다로페트라

스칸다로페트라 다이빙

하강 중에 스칸다로페트라를 잡고있는 각도를 조정하여 목표 착
지에 도달하는 방향타로 이용할 수 있고 더 빨리 내려가게 또는

느리게 내려가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 물론 그 기능의 폭은 좁았을 것이지만 이는 잠수돌이 널
빤지 모양이어서 가능한 것이다.
작업을 끝내고 로프를 당기는 신호로 보트에 연락하면 배에 있는 파트너가 로프를 감아 올리
며 다이버는 로프에 매달리거나 두 발을 스칸다로페트라에 올려놓고 선 자세로 상승하기도 한다.
스칸다로페트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대 다이빙에도 필수적인 웨이트의 역할 외에 방향타, 속
도 조절, 브레이크, 서 있을 수 있는 발판, 수중에서의 위치 감각 레퍼런스 라인, 수면과의 컴뮤니
케이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스칸다로페트라 다이빙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 3천년 이상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맥
질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숨을 참는 자맥질은 역시 힘든 작업이어서 머구리 장비 같은
새로운 잠수방식들이 등장하면서 스칸다로페트라 다이빙은 점진적으로 사라졌다.

스칸다로페트라 잠수 경기
스폰지 채취 다이빙으로서의 스칸다로페트라 다
이빙은 사라졌지만 여러 해 전부터 스포츠로서 부활
하고 있다.
프리 다이빙 경기가 발달한 유럽인지라 스칸다로
페트라의 전통도 살리고 프리 다이빙 경기 종목의 수
도 다변화시키기 위해 페트라 다이빙 보급에 힘쓰는
것 같다(줄여서 페트라/petra 다이빙이라고 하며
petra는 돌을 의미한다).
대회는 매년 그리스 칼림노스 섬에서 열렸는데
2012년 대회는 카리브 해 보나이어(Bonaire) 섬에서

스칸다로페트라 다이빙 경기대회 홍보물과 신문의 뉴스

열리기로 되어 있다. 이 경기의 여러 후원 단체에는
CMAS(세계수중연맹)도 있다.
선수는 코마개 외에는 오리발이나 마스크 등 일체의 다른 장비를 쓸 수 없으며 경기 방식은 유
럽의 프리 다이빙 경기와 비슷하다.

128

Scuba Diver

  

Deepper Dive Resort

세계 최고의 5대 다이빙 포인트중에 하나인

필리핀의 보홀 팡글라오섬
필리핀 최고의

세부공항 및 개별적 보홀항 픽업가능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 방카보트 3대, 스피드보트 2대 / 발리카삭에서 15분 (제일 가까운 리조트)

발리카삭(Balicasag)섬을

■ 중부 필리핀 최대규모 수영장 /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완벽 준비
■ 디퍼 방 13개, 샤롯데 방 6개 겸용 운영

바로 눈앞에 품고 있는

■ 보홀 일대에서 경험 많은 (경력 8년) 가이드 대기

팡글라오(Panglao)섬에 있는

■ 펀다이빙, 교육다이빙(레크레이션 교육, 텍다이빙 교육),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환상적인 꿈의 리조트!

디퍼다이브리조트

■ 육상관광 (초코렛트힐 투어, 안경원숭이 구경, 로복강 선상사파리 등)

대표

장태한

핸드폰

인터넷 전화

070-7667-9641 사무실 전화 63-38-502-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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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1-499-1859 / 63-921-614-2807 http://deepper.co.kr

장비사용기 리뷰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마레스의 아이콘 HD AIR
글/사진 유병선
현재 오션블루 다이브 그룹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표
필리핀 세부 오션블루 리조트 운영

필자는 1987년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여, 19년째 다이브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젊음과 청
춘을 스쿠버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다이빙 업계에 발을 담그고 그 동안 IMF, 석유
파동 등 다양한 위기와 악재를 넘으며 외길을 걷고 있다. 아직도 업계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
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써보고 실제 느낌 점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펜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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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흐린 물에서의 성능도 시험해 보았다.

마레스 넷 레디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마레스는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발전과 신기원을 이루어 낸 업체 중 하나이다. 다른 업체
들과는 달리 마레스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직접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혼신의 힘
을 다하여 그 성과물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런 컴퓨터를 직접 사용해 보며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 마레스 아이콘 넷 레디를 처
음 접했을 때의 나의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동안 시중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색이 없는
흑백의 화면에 늘 익숙해져 있다가 컬러풀한 컴퓨터를 보니 너무 놀라웠다. 처음 아이콘 넷 레디
를 가지고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컬러컴퓨터의 밝기에 물고기들이 놀라서 도망을 갈 정도였다.
첫 다이빙을 마치고 나와 밝기를 다시 조절하고 다시 수중에서 사용해 보니 마레스 컴퓨터의 성
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지금부터 컴퓨터를 테스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Design. 디자인
포장 : 먼저 컴퓨터의 포장박스를 접했을 때 컴퓨터 옆에 컬러풀한 아네모네 피쉬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많은 다이버들에게 컬러 컴퓨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장난감
의 포장지를 열어보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관 : 현재의 트랜드를 잘 반영한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담긴다. 기존 게이지에 연결되어
있던 일체형에서 분리되어 손목에 찰 수 있는 시계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트랜스미터가 포함된
손목형이 대세를 이루어 다양한 브랜드 최상위 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무전기처럼
둔탁하던 핸드폰이 샤프한 모델로 변신하여 스마트 폰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다이빙 컴퓨터도 점차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면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
들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손목형 컴퓨터가 유행을 타고
있다.
디스플레이 : 마레스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손쉬운 조작에
있다. 필자가 사용해본 마레스 아이콘 넷 레디는 그 어떤 다이브 컴퓨터보다 쉽게 동작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고,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필자는 50대이다 보니 노안이 생겨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숫자를 제대로 보여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데 아이콘 넷 레디는 글씨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부속품 :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한가지는 마레스의 세심한 배려이다. 충전기에 아이폰과 다이브
컴퓨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충전기를 2개씩 들고 여행해야 하는 수고
를 덜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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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nction. 기능
마레스 아이콘 넷 레디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을 지
원하는 것과 미래지향형 트랜스미터(송수신기)를 들 수
있다. 또한 한글 번역에 국내 메이저 교육단체 대표들이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통해 혼선을 줄인 것도 바람직
하다.

3. Mode. 모드
시계모드
일반적으로 시계형 컴퓨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중 하나가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레스 아이콘 넷 레디는 다이빙 전용모델이지만 수면
모드에서는 다양한 설정과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필자와 같이 다이빙 할 때에만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휠씬 편리할 것 같다.
다이빙모드
아이콘 넷 레디는 1.2미터 이상 들어가면 다이빙 모드로 전향이 된다. 수중에 들어서면 수심,
온도, 탱크 잔량, 프로파일, 다이빙 시간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많은 컴퓨터들이 작은 디스플레
이 안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반면, 아이콘 넷 레디는 한눈에 다양
한 색 표현으로 수중에서도 쉽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많은 컴퓨터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조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수중 카메라나 라이트를
들거나, 교육생들을 항상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
서는 마레스 넷 레디는 지금까지 모든 필자가 사용해 본 컴퓨터 중 단연 최고라고 평하고 싶다.
나침반모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다이브 컴퓨터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디지털 나침반이 탑재되
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5~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
째, 복잡한 조작에 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동작방법이 복잡하면 사용하지 않게 된다. 둘째는
수평을 유지해야만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것이 필자를 아날로그 나침반을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
었다. 하지만 마레스 넷 레디는 그 2가지 문제점을 완벽히 수정한 것 같다. 손쉬운 조작방법과 세
밀한 작동으로 필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아주 용이하였다.
로그모드
다이브 로그북을 작성하는 것은 모든 교육단체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이브 컴퓨터가 대중화가 된 이 후 로그북을 열심히 작성하는 다이버의 모습은 많이 사라져가
는 것 같다. 아날로그의 추억이 때로는 디지털보다 감수성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빙계에
서 사라진 로그북 작성을 아이콘 넷 레디는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컴퓨터에 연결
하고 마레스 통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다양한 정보 수심, 온도, 프로파일, 공기소비율을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이버는 장소와 느낌 등 다이빙에서 느낀 점들만 추가하면 된다.
기타 모드
아이콘 넷 레디는 최상위 급 컴퓨터답게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기체를 수중에
서 교환할 수 있는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한 기체 교환모드와 요즘 많은 젊은 마니아 층이 있는 프
리다이빙 모드 다이빙 중 포인트 지도나 어류도감 등을 저장하여 볼 수 있는 지도 모드 등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유용한 기능 등을 포함하여 많은 마니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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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ce. 가격
타사 동급 제품에 비하여 275만원 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이다. 타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나, 마레스 넷 레디는 해외나 국내의 금액차이가 적다는
것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5. Upgrade. 업그레이드
마레스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 새로운 기술들을 통하여 새로운 혁신을
준비한다고 생각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 속담을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해마다 강산이 변하는 느낌이다. 다이브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마레스는 컴퓨
터와 연결하여 바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모든 장
비를 하나로 통합관리 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6. Target. 공략 계층
스마트 폰을 매일 사용하는 젊은 층, 큰 글씨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 정확한 감압정보가 필요한
테크니컬 다이버 등 폭넓은 층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7. Etc. 기타
다른 컴퓨터와 다른 특징 중 한가지는 배터리를 들 수 있다. 흑백 컴퓨터에 비하여 많은 전력
을 소비하는 아이콘 넷 레디는 완전히 충전하면 5~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
들은 자주 충전해야 하는 것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고 선명한 색을 구현하는 아이콘을
위하여 다이빙 후에 충전하는 인내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이콘 넷 레디는 혁신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싶다. 선명한 컬러와 손쉬운 설정은 다이브 컴
퓨터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업데이트 및 발전이 기대되는
컴퓨터이다. 향후 마레스가 보여줄 통합 정보 시스템을 기대해 보면서 아이콘 넷 레디 사용기를
마칠까 한다.   

설정모드

다이브 모드 (프로파일)

나침반 모드

로그 모드

수중 지도 모드

수중 이미지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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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노출보정과 그레이 카드
제5회
카메라의 노출계는 반사광식 노출계이다. 반사광식 노출계는 피사체의 반사율이 18%일 때에 적정한 노출을 측정할 수 있
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18%보다 많은 반사율을 갖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는 실제보다 노출계가 밝게 느껴서 노출부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족의 사진이 되는 반면, 18%보다 적은 반사율을 갖는 피사체는 노출과다의 사진이 된다. 그러므로 피사체의 반사율에 따
라 적정한 노출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노출보정의 정도는 어디까지나 촬영자의 경험과 작화 의도에 따른다.

글/사진 구자광

피사체의 반사율

과다 측으로, 검은색이 많이 있을 때는 부족 측으로 한다. 특히
스폿 측광에서는 화면의 한 부분만의 밝기를 측광하므로 측광

반사율(Reflectance)은 입사광에 대한 반사광의 비율을 말

부분의 반사율에 주의해야 한다.

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빛이 표면에 흡수되고, 반사하는 빛의
네슘 판은 93~97, 백색 회벽은 90, 흰색 광택 페인트는 75~88,

노출보정 다이얼
노출보정 다이얼은 과다의 모드에서 촬영할 때 유효하다. 노

알루미늄 판은 85, 흰옷은 30~60, 백색 피부는 30~40, 시멘트

출보정에는 과다 측과 부족 측이 있어 밝게 또는 어둡게 보정할

는 20~30, 갈색 피부는 20, 벽돌은 10~15, 검은 종이는 5~10,

수가 있다. 또 3분의 1 단위의 민감한 보정이 가능하다.

양은 적다. 육상에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눈(Snow)이나 마그

검은 페인트는 1~5, 검은 벨벳은 1 정도의 반사율을 갖는다. 또
색상마다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빛의 삼원
색인 빨강(R), 초록(G), 파랑(B)은 18%의 반사율을 가진다.

AE 잠금 버튼
카메라에 장착된 AE 잠금 버튼으로 촬영 노출값을 고정시키
는 방법이다. 화면 중앙에 강한 빛의 반사가 있고, 피사체가 있
는 경우에는 피사체가 어둡게 처리되므로 빛의 반사를 화면에

노출보정

서 없애고, 피사체를 중앙중점평균 측광이나 스폿 측광으로 측
광하여 잠금 버튼으로 노출을 고정한 다음, 구도를 원래 위치

카메라는 항상 피사체가 적정하게 표현되도록 노출값을 산

에 놓고 촬영하면 피사체를 원하는 대로 촬영할 수 있다.

출하지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의도한대로 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노출보정(Exposure Compensation)은 카메라
가 판단한 적정노출값을 촬영 상황이나 자신의 촬영 의도에 따
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출보정을 하는 데는 노출보정 다이

수동 노출
카메라의 수동 노출 기능 중에는 매뉴얼(M)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를 이용하면 사용자 임의로 노출을 변경할 수 있다.

얼을 이용하는 방법, AE 잠금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수동 노
출로 변환하여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피사체의 뒤에 강한 빛이 비추고 있을 때 그대로

노출보정 방법
노출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 피사체와 주위 배경의 명암비가 차이가 날 때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의 노출계가 그 영향을 받아 피사체를 어

•피사체의 특정 부분의 색채 재현이 필요할 때

둡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보정이 반드시 필요하

•주 피사체에 비해 주위 배경의 밝기가 밝을 때

다. 또 카메라의 노출계는 흰색이 화면에 많은 경우에는 노출
부족이 되기 쉽고, 검은색이 많은 경우는 노출 과다가 되기 쉽

노출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이런 경우 노출보정을 하면 흰색이 화면에 많이 있을 때는

• 주위 배경이 주 피사체보다 밝으면 +로 보정하고, 어두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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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정한다.
• 조리개를 개방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표준보다 +1/3~1/2EV
보정한다.
• 조리개를 조여 촬영할 경우에는 표준보다 -1/3~1/2EV 보
정한다.

그레이 카드 사용법
사진을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같은 양의 빛을 받는 곳에 그
레이 카드를 대고 카메라로 반누름한 후 측광을 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흰색 말미잘을 찍는 것처럼 온통 흰색일 때, 또는 어
두운 동굴 내부를 찍는 것처럼 온통 검은색일 때는 빛의 양이
극단적으로 보인다. 이때 그레이 카드가 필요한데, 만약 그레이
카드가 없을 때는 손바닥이나 손등을 사용하여 그레이 카드를

그레이 카드

대신할 수 있다.

존 스케일의 11개 존(Zone) 중에서 사진의 질감이나 색상들
이 가장 좋게 나오는 것은 등급이 5번째 존(V)이다. 이 존에 해
당하는 빛의 양을 측정해 보니 반사율이 18%였다. 그래서 사진
을 찍을 때 가장 좋은 빛의 양인 18%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V-존과 같은 색을 가진 카드를 가지고 빛을 반사하여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18% 반사율을 가진 그레이 카드
(Gray Card)이다.

▲ 그레이 카드를 대용하는 손바닥 피부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카메라에서는 빛을 100%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8%
로 적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흰색 말미잘이 회색으로 나온

▲ 코닥의 그레이 카드

▲ 코닥의 컬러 세퍼레이션과 그레이 스케일

▲ 노출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좌)과 그레이카드를 이용하여 노출보정을 한 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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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빛의 양을 다 받아서 흰색 말미잘이 제대로 나오게

정노출보다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또 어두운 동굴은 실제 찍힐

하려면 노출을 오버해야 한다. 어두운 동굴 내부를 찍을 때는

사진보다 어둡게 표현해야 한다. 이럴 때는 카메라에서 정해 준

카메라에서는 원래 어둡게 찍혀야 하는 빛을 18%의 적정량으

적정노출보다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즉, 원래의 밝기보다 더 어

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의 색보다 많은 빛을 받아들이게 된

둡거나 더 밝게 나오는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을 ‘노출보정’이라고

다. 따라서 실제 모습보다 밝게 찍힌다. 흰색 말미잘은 찍힐 사

한다.

진보다 밝게 표현해야 하고, 이럴 때는 카메라에서 정해 준 적

Tip

존 시스템과 존 스케일(Zone Scale)

존 시스템(Zone System)은 미국의 안셀 아담스(ANSEL ADAMS,
1902~1984)와 프레드 아처(FRED ARCHER)가 좋은 사진을 얻기 위

● 존 스케일에서 각 존의 특징
존

해 노출에서부터 인화까지 색상의 톤을 예측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
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말한다.

▲ 안셀 아담스(출처 : Bing)

다음 그림을 보면 가장 어두운 부분인 O(0)과 가장 밝은 부분인 Ⅹ(10)

존(O)

가장 어두운 검은색(Black), 즉 인화지에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톤이다. 질감과 디테일이 전혀 없다.

존(Ⅰ)

역시 디테일이 없는 검은색이다. 존(O)의 완전 검은색보다는
희미하게 무언가를 가지며, 아주 조금 빛이 들어간 부분이다.

존(Ⅱ)

약간의 질감이 있는 검은색이다. 약간의 세부 묘사를 할 수
있다.

존(Ⅲ)

존(Ⅱ)에서는 질감과 디테일이 겨우 보인다고 하면, 존(Ⅲ)은
디테일과 질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존(Ⅲ)이 완전한 질감을
갖는 첫 번째 존이다.

존(Ⅳ)

완전한 질감을 지닌 어두운 회색 톤이다.

존(Ⅴ)

완전한 질감을 갖는 중간 회색톤 또는 18％ 회색이다. 어두
운 푸른 하늘, 자연광에서 돌이나 어두운 피부색을 표현하는
톤으로, 모든 톤의 기준이 된다.

존(Ⅵ)

완전한 질감을 갖고 있으며, 피부 톤과 연관시켜 묘사하기 쉬
운 부분이다. 황색인종의 피부색과 같이 아주 많이 그을리지
않은 피부는 대개 존(Ⅵ)으로 인화된다.

존(Ⅶ)

밝은 옷감이나 맑은 날의 콘크리트와 같이 완전한 질감을 갖
는 밝은 회색톤이다. 만약 존(Ⅲ)이 완전한 질감과 디테일을
갖는 첫 번째 존이라면 존(Ⅶ)은 마지막 존이 된다. 그 이유는
존(Ⅶ)로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적정 존으로 정의되기 때문이
다. 존(Ⅶ)을 넘어 서면 남아 있는 존들은 거의 디테일이 없는
부분으로 표현된다.

존(Ⅷ)

질감이 있는 흰색이다. 즉 종이, 눈,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
등과 같이 이런 피사체들이 대부분 존(Ⅷ)로 인화된다.

존(Ⅸ)

거의 흰색에 가까우며, 가시적인 질감이 없다.

존(Ⅹ)

질감과 디테일이 없는 흰색이다. 인화지에서 표현되는 가장
밝은 부분이 존(Ⅹ)이다.

까지 등간격으로 총 11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존 스케일(Zone Scale)이라 한다. 존이 오른쪽으로 갈수
록 빛의 양은 2배씩 늘어난다. 카메라의 노출에서는 이 한 칸을 ‘1스톱
차이’라고 한다.

▲ 존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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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2)
글/사진 김동혁, 구자광

최근에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다이버들이 자그마한 카메라로 바닷속 풍광이나 수중생물의 모
습을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런 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카메라를 방수 하우징에 넣은 것으로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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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 방수 카메라의 구성
방수 카메라의 구성에서는 캐논사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PowerShot S100)와 방수 하우징
(WP-DC43)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제품 구성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후에 포장된 제품박스를 열면 카메라 본체와 카메라 사용에
꼭 필요한 중요 부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제품 구성은 복잡한 것 같
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카메라를 구입하면 먼저 필요한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디지털 카메라
② 스트랩
③ 배터리
④ 충전기
⑤ 충전기 전원 케이블
⑥ USB 케이블
⑦ CD-ROM
⑧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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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파워샷 S100의 중요 구성품
①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본체(Body)
최근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넓이가 명
함크기 정도이고 10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제공하고 있어 DSLR 기능에 못지 않다. 디카
를 구입하면 촬영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여 삽
입해야 하며, 메모리 카드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모델도 있다. 어떤 모델은 별도의 카메라
전용 주머니(Pouch)를 제공하는데, 이 주머니

S100

는 휴대할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스트랩(Strap)
육상에서 카메라를 휴대할 때 떨어뜨리지 않게 도와주는 부품이 스트랩(Strap)이다.
카메라는 충격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휴대폰의 스트
랩과 같이 손목에 끼고 실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방수 하우징
에 넣을 때는 반드시 스트랩을 분리하여야 한다.

③ 배터리(Battery)
디지털 카메라의 전원용 배터리는 충전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가
능하면 배터리는 예비용으로 하나 더 구입하여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충전기와 ⑤전원 케이블
카메라의 전용 배터리용 충전기로 전원 케이블로 접속하여 사용
한다. 외국으로 다이빙 여행을 갈 때는 전원 케이블의 연결 콘센트
가 다를 수 있으니 연결 콘센트를 여행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준비
해야 한다.
연결콘센트

⑥ USB 케이블
카메라에 저장된 촬영 데이터, 즉 사진을 컴퓨터의 메모리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프
린터로 접속해서 인쇄하려면 USB 포트 케이블이 필요하다. USB 포트 케이블은 카메라
와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⑦ CD-ROM
카메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정리하여 보관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가 수록되어 있다. 컴퓨터의 드라이브에 CD-ROM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⑧ 사용설명서와 보증서
사용설명서는 카메라와 함께 휴대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보증서에 기재된 제조사의 보증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카메라 제조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품을 등록하면 보증기간동안 무상 수리를 받거나 신제
품 정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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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하우징의 제품 구성
방수 하우징을 구입한 후에 제품박스를 열면 방수 하우징과 제품 사용에 필요한 중요 부품이
포장되어 있다. 먼저 필요한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방수하우징
② 확산판
③ 스트랩
④ 실리콘 그리스
⑤ 취급 설명서
⑥ O-링

방수 하우징(WP-DC43)의 중요 구성품
① 방수 하우징(프로텍터, 케이스)
방수 하우징은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를 넣는 방수가 되는 내압 케이스이다. 여기에
서 설명하는 WP-DC43을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의 하우징은 폴리카보네이
트(Polycarbonate) 수지로 되어 있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면 파
손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다이빙 투어를 갈 때에는 쿠션이 있는 가
방을 준비하여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② 확산판
내장 플래시의 빛을 부드럽고, 넓게 퍼지도록 할 때 사용한다. 이 내장 플래시의 역할과 확산판
의 용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③ 스트랩
하우징 전용 스트랩으로 카메라의 휴대 스트랩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손목
에 끼워 촬영하거나 BC의 걸이에 걸 수 있도록 설치한 후 사용한다. 다음 그림과 같
은 별도의 스트랩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별도의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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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DC43

별도의 스트랩
④ O-링과 실리콘 그리스
O-링은 장비의 침수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리콘 그리스는 O-링의
보호를 위한 윤활제로 O-링이 하우징 홈을 매끄럽게 이동하게 되어 기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실리콘 그리스는 쌀알 정도의 양만 손가락에 묻혀 O-링 전체에 고르게 바른다. 너무 많이 바르
면 홈 안에 그리스가 끼여 이물질이 잘 달라붙게 되고, 반대로 그리스가 모자라면 O-링의 움직
임이 원활하지 못하고 O-링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갈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 제조

O-링과 O-링 리무버, 실리콘 그리스

회사마다 O-링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O-링은 방수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다이빙 전후에 확실하게 O-링을 관리하는 것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또한 O링을 홈에서 끄집어낼 때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O-링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O-링을
끄집어낼 때는 O-링 리무버를 사용해야 한다. 제조회사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⑤ 취급설명서, 보증서 등
취급설명서는 가능하면 다이빙 투어 중에도 휴대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서는 카메라 보증서와 함께 잘 보관한다.

⑥ 실리카겔
실리카겔은 기체와 액체에서 수분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하우징
에 카메라를 세팅하여 수중에 들어가면 육상 온도와 수온의 차이로 인해 하우징 렌즈 부분이 뿌
옇게 되어 촬영을 못하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우징 안의 습기로 인해 뿌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흡습재인 실리카겔이다. 그러므로 촬영할 때마다 실리카겔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한번 사용한 실리카겔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 지퍼 백에 넣어

실리카겔

보관해야 한다.

⑦ 액정 후드
뒷면의 액정에 반사되는 빛을 줄여 액정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후드로 생산 회사에 따라 포함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수중에서 주위의 빛이 난반사되어 액정을 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장착한다.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촬영결과를 확인할 때에도 유리하다. 고무로
되어 있어서 탈착 가능한 타입으로 특히 빛이 많은 낮은 수심에서 촬영할 때 유리하다.

액정 후드

추가로 필요한 부품들
① 디카의 메모리 카드
먼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형식을 알아보고,
알맞은 메모리 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SDHC 카드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많다.
SDHC 카드에서 보통 클래스6 이상을 사용하라는 것은 풀 HD
정도의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매우 큰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기 때문

SDHC 카드

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의 메모리를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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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메모리카드 SDHC(샌디스크 기준)의 속도

Class 4 : 100배속. 15MB/s
Class 6 : 133배속. 20MB/s
Class 10: 200배속. 30MB/s
TIP

SD와 SDHC의 차이

SDHC 카드는 기존 SD 카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
작된 SD 카드의 상위버전이다. SD 카드는 FAT16, SDHC 카
드는 FAT32 파일시스템을 사용한다. SD만 지원하는 기기
에서는 SDHC 카드를 인식할 수 없으니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디카의 추가 배터리
디카의 추가 배터리는 비용이 들
기는 하지만 하나 더 구입하여 교
대로 사용하면 충전 중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배터리

③ 카메라의 청소도구
• 카메라용 클린 크로스
클린 크로스(Clean Clothes)는
카메라 렌즈에 묻은 먼지를 닦을
때 사용한다.

클린 크로스

• 블로어
블로어(Blower)는 방수하우징
내부나 카메라 바디에 있는 먼지를
불어낼 때 사용한다.

TIP

블로어

수중에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육상에서 방수 하

우징에 카메라를 세팅하여 각 모드 특성이나 기능을 파악
하고, 세부적인 설정 등은 사용해 보고 면밀히 익히도록 하
자. 따라서 수영장 등에서 충분히 촬영 연습을 해 본후 바
닷속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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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기술 ①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브마스터” 2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기장은 10여 년 정도 부기장의 자리에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관련지
식들을 배양하며 엄격한 자기관리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오른다. 또한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위험
에 대비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트레이닝을 받는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적
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하늘을 나는 동안 편안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 오랜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다이빙을 가르치고 즐기게 하는 것은 마치 여객기를 운항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글/사진 정상우

것 이다. 가장 중요한 부기장과 기장의 역할은 안전을 책임지는 다이브마스터와 강사와도 같

마린마스터 대표
PADI 코스디렉터 #81698
PADI 드라이슈트 스페셜티 강사 트레이너

다. 따라서 다이브마스터는 다이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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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로다운 태도는 물론이고 체력과 실기 트레이닝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교육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몇 가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다이브마스터가 지녀야 할 체력 및 실기 능력에 관련하여 다루어
보겠다.
먼저 수영능력은 수영선수만큼은 빠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는 안전
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수영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쿠바다이빙 또한 다이버 자
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수영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브마스터 과정으로 올라
가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수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수영능력이 부족한 다이버들이 다이브마
스터 과정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수영능력은 스테미너 테스트로 불리기도 하는데
400미터 맨몸 수영, 800미터 핀 수영, 15분 입영, 지친 다이버 끌기 100미터 수영이며, 시간에 따
라 그 점수가 최소점수를 넘어야 한다. 또한 추가로 스킨다이빙 능력과 직선거리 15미터 잠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수영능력은 비상시 알고 있는 지식과 시스템으로 커버되지 않는 돌
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자신과 케어해야 할 다이버를 위하여 다이브마스터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영능력이며, 장비교환하기, 레스큐 능력, 수면마커부이 사용은 기본 실기능력인 것이다.

400미터 맨몸 수영
400미터 맨몸수영은 영법을 가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영법을
선호한다. 대부분이 자유형을 하지만 가끔은 평영을 하여 좋은 점수를 받는 지원자도 있다. 400
미터를 맨몸으로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더 먼 거리까지
도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속도의 빠르고 느림으로 점수를 평가 받는다. 강사는 다이
브마스터 지원자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
본 수영 능력 외에 장거리 수영법이라든지 개인에게 맞는 영
법을 가르쳐준다면 좀 더 수영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여러
분이 아직 다이버라면 여러분의 강사나 다이브마스터에게 수
영을 짬짬이 배우거나 주변 가까운 수영장에서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800미터 핀수영
800미터 핀수영은 이는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핀킥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지, 하
체의 근지구력과 피로도에 따른 조절 능력을 볼 수 있는 테
스트로 스노클 활용능력과 장거리 핀 수영능력에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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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중 하나이다. 이 트레이닝은 다이브마스터가 되어 스킨 다이버 코스를 지도하거나 초급 다
이버들에게 기본 핀 사용법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되며 스테미너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깊은 물 15분간 떠있기 입영
이것은 13분 동안 팔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2분은 손을 들고 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설수 없는 수심의 수면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구조
영법의 기초가 된다. 입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평영킥을 차는 방법과
한발씩 평영킥을 차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는 변형된 평영킥을 사용하여 편안히 수면에 떠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입영의 요령은 여러 가지이다. 초급 다이버 수준에서 10분간 떠있기를 테
스트하거나 물에 적응이 부족한 다이버를 위하여 다이브 마스터가 이를 지도하거나 보조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00미터 지친 다이버 끌기
이미 레스큐 다이버 코스에서 다양한 방법의 지친 다이버 끌기를 배웠다. 하지만 때로는 급하
게 지친 다이버를 끌어야 할 경우나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끌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지 평가받는 과정이다. 또한 다이브마스터가 레스큐 다이버 과정을 위해 강사를 보조할
때 5가지 지친 다이버 끌기를 시범 보이거나 조류가 심한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유용하다.

스킨다이빙잠영 15미터
다이브 마스터가 지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스킨다이빙은 다이버들의 핀사용 능력향상과 심폐
지구력, 근지구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 코스에서 다이브 마스터는 15미터 직선거리를 한번의
호흡으로 잠영할 수 있어야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호흡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트레이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모 교육단체들에서는 수중 써킷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체력 훈련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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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장비 교환하기
이 트레이닝은 2명의 다이버가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한 명은 공기를 공급하는 다이버로 한 명은 공기를 공
급받는 다이버로 장비를 교환하는 방법이며, 응급상황
시 버디팀이 안전하게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다이브마스터의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는 군함에서 개
인 탈출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모 교육단체들의 베일
아웃 트레이닝에 비하여 차별화된다. 버디팀이 하나의
호흡기로 호흡하고 상대의 호흡패턴을 고려하여 장비교
환을 실행한다는 미션수행에 특장점이 있다.

레스큐 능력
다이브마스터의 레스큐 능력은 강사수준을 유지하여
야 한다. 이미 다이브마스터는 레스큐 과정을 통하여 10
가지 대분류 안의 많은 기술들을 배웠을 것이며, 2개 이
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다이브
마스터 코스에서 반복하고 레스큐 코스의 인턴쉽이나 강사와의 계속적인 접촉으로 거의 강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운다.

수면마커부이 사용
수면 마커부이는 다이버들의 안전과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트로부터 다이버를 보호
하고 시각적 참고물 역할로 안전감압이나 상승시 도움을 주며, 수색과 인양, 수중항법, 조류다이
빙, 수중지도 작성시 다이버의 위치 또는 경계선, 지형과 위치를 표시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색상
에 따라 또는 두 개의 마커부이를 올려 비상시를 알리기도 한다. 그 지역의 비상시 마커부이 사용
법이 있다면 다이빙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렌턴과 수면 마커부이를 비상시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야간에 활용법도 알아두면 더욱 안전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다이브마스터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체력 및 실기 능력
에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다이브리더들은 누구나 비상시에 대비한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는 가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단지 다이브마스터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사가 모범
이 되어야 한다. 이론적 지식만이 최고라고 하는 다이브마스터, 실기만 잘하는 다이브마스터는 반
쪽뿐인 다이브마스터의 모양인 것이다. 몇 일 전에도 여러 항공사들의 기장과 부기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항에서 보았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다이브마스터에 도전하는 이들과 이들의 강사
들도 만났다. 하늘과 바다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멋쟁이 멘토와 멘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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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다이빙

케번(Cavern) 다이빙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수중 동굴은 아름답다. 수중 동굴에서의 시간은 오래 전에 흐르고 흘러 수십 만년 동안
생성된 동굴 모습처럼 기묘한 자태로 멈춰져 있다. 한겨울 처마 밑에 열린 고드름이나 치즈
처럼 녹아 내린 듯 보이는 종유석, 석순, 석주들은 위대한 시간이 만들어 낸 예술품들로 그
웅장함과 세심한 손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용기를 내어 허락을 받은 방문객들은 그 어
느 하나 감히 손을 대보기는커녕 바닥을 포함한 어느 공간이라도 몸이 닿지 않을까 조심스
레 관람을 하게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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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원
SDI/TDI/ERDI KOREA 사무국장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강사 트레이너
DAN 강사 트레이너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강사
인트로 케이브 강사

2

3

이러한 동굴의 신비함은 입구에서 시작되어 출구까지 이어진다. 동굴 입구(출구)는 동굴 속 과
거의 시간과 바깥세상의 다이나믹한 현재를 연결해 주는 또 다른 웜홀(Worm hole)로, 이 곳에서
는 빛 그대로의 푸르름을 맘껏 쏟아내는 아름다운 자연빛을 감상할 수 있다.
바로 이 신비한 수중 동굴세계로 진입하는 첫 번째 공간이 케번(Cavern) 이며 이 공간에서 다
이빙을 즐기는 것을 케번 다이빙이라고 한다.
사전에 계획된 규칙과 절차들을 거의 완벽히 지킬 수 밖에 없는 동굴 다이빙은 위험한 환경적
여건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는 반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 마저 든다.
이것은 아마도 경험 많은 다이버가 상승줄을 이용하여 여유 있게 안전정지를 할 때 느끼는 편안
1 케번은 빛이 비춰지는 동굴 공간이
2 씨노떼 입구의 케번 구간
3 케번 다이빙의 편안함
4 블루홀 수면에 비친 숲, 하늘, 다이버

함과도 같을 것이다.
스쿠바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강
사와 교육생이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교육은 다이버의 안전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천정이 막힌 환경, 예를 들어 얼음 밑, 침몰선 내부, 감압정지를 필요로 하는 대심도, 동굴
등에서는 더욱 더 안전을 위한 규칙과 교육이

4

강조된다.
그 중 테크니컬 다이빙의 유래로 보는 동굴
다이빙에서의 규칙과 절차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규정 그 이상으로 하나의 법전과도
같다.
이제 그 법전의 첫 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굴 다이빙의 첫번째 단계는 케번(Cavern)
다이버 과정이다.
케번(Cavern)은 사전적 의미로 (큰)동굴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굴 다이빙에서는 빛이 비
추는 범위까지의 수중 동굴을 말하며, 이 과
정은 이러한 환경에서 다이빙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계획수립과 절차, 그리고 위험성을
교육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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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강사 및 교육생 사전 조건
이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는 활동성 TDI 케번 강사, 동
굴 입문 또는 동굴 강사이며 강사 1명당 한번에 교육생 4명까지
지도할 수 있으나, 환경에 제약이 따를 때는 강사가 숫자를 줄
여야 한다.
케번 다이버 과정에 참가하려면 만 18세 이상(부모가 동의하
는 경우 만 15세 이상),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의 자격, 최소 25
회 이상의 다이빙 로그가 있어야 한다.

수료자 자격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다이버는 아래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강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케번 다이빙
을 할 수 있다.
1. 자연광이 비추는 범위의 동굴
2. 	진입 제한은 싱글 실린더 잔압의 1/3 또는 더블 실린더 잔
압의 1/6 까지
3. 수면에서 라인 길이로 60미터 까지
4. 최대 수심 40미터
5. 무감압 다이빙
6.	좁은 공간이 없는 곳(좁은 공간이란 2명의 다이버가 나란
히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을 의미)
7. 가이드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곳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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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번 다이빙 장비

3

1.	주 실린더 : 부피는 학생의 기체소모율을 고려하여 계획된 다이빙에 적합해야 한
다. 학생이 더블 실린더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체 사용은 1/6을 기준으로 한
다.(예: 더블 실린더 180바를 기준으로 1/6인 30바를 사용할 때까지만 진입하고
나머지 잔압이 150바가 되면 귀환한다.)
2.	잔압계와 비상용 호흡기가 부착된 호흡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호흡기 하나는
약 2미터 길이의 호스를 장착하도록 권장한다.
3. 하네스 및 부력조절기
4. 잠수복
5. 마스크와 오리발 (스노클은 사용하지 않음)
6. 줄 절단용 도구
7. 최소 37미터 길이의 세이프티 릴(Safety reel)
8.	프라이머리(Primary) 케번 다이빙 릴 1개: 시도하는 다이빙에 충분한 길이
9.	2개의 배터리 전원 전등: 계획된 다이빙 시간만큼 충분한 발광시간
10. 컴퓨터 또는 시계(잠수 시간측정) 그리고 수심계
11. 슬레이트 또는 웨트 노트(Wet notes)와 연필

4

12. 수중 다이브테이블 또는 백업 다이브컴퓨터(권장)
13. 3개의 라인 애로우(Line Arrows)
14. 웨이트 시스템

이론 교육
1. 케번 다이빙 정책
2.	각기 다른 용량의 실린더를 사용하는 팀원들과 기체 사용량 및
종류 확인 절차 및 관리
3. 심리학적 고려
4.	장비의 고려: 실린더, 호흡기, 하네스/부력조절기, 릴 선택과 적절

5

한 웨이트
5.	의사소통: 수신호, 전등신호, 접촉신호
6.	수영 기술: 자세 및 균형, 부력조절, 라인 따라가기, 추진 기술
7.	생리학: 호흡 기술, 스트레스 관리
8.	케번 환경: 지질학적 특성, 지역의 접근에 필요한 사항, 소유주와
의 관계
9. 케번 보호(Cavern conservation)
10. 문제 해결: 비상 절차, 장비 고장, 침전물 부유시
11. 사고 분석
12. 다
 이브 테이블과 감압의 예방에
대한 복습

7

6

13. 케번 다이빙 예절

1 동굴 강사
2 씨노떼 입구의 케번 구간
3 동굴 다이빙 장비 2
4 동굴 다이빙 장비
5 이론 교육
6 동굴 다이빙 교재
7 동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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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번 다이빙 실습 1 ~ 3

기술 실습
1.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설치
2.	가이드라인 따라가기 –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시야
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가상)
3.	전등 신호, 수신호, 접촉신호 시범
4. 방향표시 마커 설치 방법
5. 적절한 사전계획의 수립
6. 장비 점검과 상호 확인
7.	적절한 추진기술, 부력조절, 자세(Trim) 수행
8. 적절한 스트레스 분석(인식과 관리) 수행
9.	줄을 따라가면서 눈을 뜨고 짝과 함께 공기 나누어 쓰기
10. 줄을 따라가면서 눈을 감고 접촉 감각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공기 나누어 쓰기
11. 가이드라인을 잡고 마스크 탈착
12. 케번 탐사
13. 길 찾는 또 다른 방법 강구
14. 부유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
15. 주 전등이 고장난 상황을 연출하여 백업 라이트로 줄을
따라 귀환 실습
16. 듀얼 밸브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 밸브 관리 실습
※ 천정이 막힌(overhead) 환경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장
비를 벗을 수 없다.
동굴이라고 하는 환경(천정과 벽)에서는 비상시에 곧바로 수
면으로 상승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동굴 내에
있는 다이빙 팀이 해결하지 않으면 출구로 빠져나올 수 없다.
동굴 다이버는 가능성이 있는 사태를 모두 예상하고 대처하는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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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번 다이버 또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비록 태양광이 보이
는 곳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곳에서도 동굴의 천정 때문에 수면
으로 직접 상승할 수 없다. 만약 동굴의 후미진 곳에서 라이트가 고장
났을 때 보조 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안내줄(guideline)에 엉
켰을 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또한, 호흡기 고장으로 공기를 나누어 쓰면서 탈출해야 하는데 짝이 보
조 호흡기가 없는 경우, 비록 장비를 적절히 갖추었더라도 장비가 몸에
서 떨어져 덜렁거리면 안내줄에 엉키거나 바닥의 부유물을 일으켜 시
야가 좋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굴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의 출발점으로써 인정되어 왔다.
조직화된 동굴 강습의 시작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규칙, 장비의 구성 뿐

2

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의 디자인 등이 동굴 다이버들에 의해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있다.
TDI Korea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십 수 차례의 해외 동굴 교육과
정과 탐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동굴 다이빙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에 소개해 왔다. 그 중에서도 케번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보다는
스포츠 다이빙 영역에 더 가까운 다이빙으로서 대중적인 보급이 가능
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케번 다이빙은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
다. 어느 정도의 다이빙 경험을 갖춘 오픈워터 다이버라면 누구나 배우
고 즐길 수 있으며 단 4회의 훈련 다이빙으로 과정이 완료된다. 장비도
일반적인 싱글 실린더와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가능하다. 멕시코나 플
로리다 등과 같이 케이번이 많은 곳에서는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들도
부담 없이 즐기는 비교적 대중적인 다이빙 형태의 하나이다. 국내에도
제주도 우도 동굴과 같이 입구가 보이며 햇빛이 투과되는 케번 형태의
동굴에서 즐길 수 있다.
수중촬영을 하는 다이버라면 누구나 환상적인 색감의 실루엣 동굴
사진에 매료된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실루엣 동굴 사진은 모
두 케번에서 촬영된 것이다.
동굴 다이빙은 “동굴” 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
고 적절한 훈련 과정을 통해 준비한다면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공간에
서 평생 잊지 못할 매력적인 가치를 보상받게 될 것이다.

1	부유물
2 2010.05.20 TAJIMAHAL

  

※ TDI 에서는 동굴 다이빙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굴 다이빙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TDI Korea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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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과학이야기

“어르신, 약주가 과하셨군요?”
우리는 술에 취한 윗사람을 보고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
다. 이때 약주는 정말 약에 쓰이는 술을 의미하는가? 물론 실제 약
으로써 효과가 있는 약술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그 의미가 다르
다. 여기서 약주는 ‘술’이라는 말을 웃어른께 좀 더 부드럽고 예의바
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 속에도 웃어른을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적당량의 술은 몸에 약이 되기도 한다. 술을 하루에 석잔
이내로 마시는 사람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적당한 음주는 위액 분비를 촉진
시켜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병을 예방한다고 한다. 더구
나 우리나라 전통주는 한약재 등을 사용하여 대부분 약효를 가지
고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많다.
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당히 마시면 분명히 약이 될 수도 있다.

술을 마셔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술 해독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다?

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술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한잔만 마셔도 얼굴 뿐 아니라 몸까지 울긋불긋해지는 사람도
있다. 통상적으로 전자는 술에 강한 사람이고, 후자는 술은 많이 먹
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술에 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술 해독 능력이 크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얼굴색이 붉게 변하는 것과 술에 약하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간의 술 해독 능력에는 사람마다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술의 주성분이 알
코올의 산화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자
율신경을 자극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
세트알데히드에 예민한 사람은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둔감한 사람
은 얼굴색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술의 해독 능력과는 무관하
다는 뜻이다. 또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뇌의 수면 중추에 주는 자극
에 예민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잠에 취하기도 한다.

술을 섞어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
에탄올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취하는 속도라고 볼 수
글 이경희(홍천고 교사)
현재 홍천고등학교 화학교사 및 영재학급 운영 주무, 경기도 성남
및 용인 영재교육원 강사. 2010 과학교육활동 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하였음. 경기도 영재 및 프로젝트 학습
관련으로 강사 및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많은 업적으로
교육감표창 다수 수상. 경기도 성남교육청 영재교육원 프로젝트
지도 및 평가위원, 경기도 영재 학습자료 및 프로젝트 자료
개발위원(2009, 2011)으로 활동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학급 운영 및 지도강사로 활동 중이다. 영재기관을 특색 있게
운영한 공로로 경기도 교육청 영재기관평가 우수교 지정에 공헌한
우수교사로 평가받음. 경기도 영재 및 프로젝트 지도 활동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어 2012년 NTTP 연구년 교사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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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독한 술을 빨리 마실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서 빨
리 취하게 된다. 술을 섞어 마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량이 늘어
나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고, 특히 독한 술을 먼저
마신 후 약한 술을 더 마실 경우, 독한 술에 의한 취기 때문에 나중
에 마신 술이 약하게 느껴져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
결국 술을 섞어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것은 이미 취한 상태에
서 약한 술이 쉽게, 더 많이 마셔지기 때문에 나온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같은 세기의 알코올을 섞어 마신다면 취하는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폭탄주의 경우에도 빨리 취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 중간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초산으로 변화되는 과정

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일반적으로 양주에 맥주를 혼합한 폭

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초산으로 변화

탄주의 경우 알코올 세기가 양주만 마실 때 보다 낮아져서 경

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의 수가 서양인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제적이고 건강에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맥주에는 탄

통계가 나와 있다.

산가스가 들어있어 소주나 양주 같은 술과 섞어 마시게 되면

즉, 우리나라 사람은 초산으로의 변화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맥주 속 탄산가스가 위벽을 자극하게 되고 알코올이 위에 더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된다. 아세트알

빨리 흡수되게 된다. 결국 과음의 위험성이 있다.

데히드는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 물질이 빨리
분해되지 않을 경우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위
가 불편한 등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성인의 술의 해독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나라 사람이 과음을 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으로 몸이

술이 체내에 들어가면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더 상하게 되고 결국 서양인들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받을 가능

따라서 그 능력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성이 많다. 지나친 음주의 피해가 서양인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60kg인 성인의 경우 1시간에 6g의 알코올을 해독시킬 수 있다

명심해야 한다.

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간이 하루 종일 해독할 수 있는 최대량
은 맥주는 약 6병, 막걸리는 약 1.8L정도 된다. 이 이상 술을 마
시게 되면 간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알코올만 해독하고
도 그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알맞은 음주량은 얼마가 적당할까? 개인차
가 있겠지만, 간의 평균 해독 능력을 고려할 때 맥주 두병정도
라 말할 수 있다. 맥주 두병이라 해도 3일 이상 연속으로 마시
면 안 된다. 하루 마셨으면 적어도 2일 정도는 쉬어야 간의 활
동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술에 덜 취하려면?
업무상의 필요나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술을 마시면 취
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은 에탄올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술을 마시기 전에 물을 한잔 마시는
것도 취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물을 마시면 위액과 장액의
분비가 촉진되고, 물이 위와 장에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기 때
문에 술에 의한 위벽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물에 의해 알코올
이 희석되어 덜 취하게 된다. 술을 마신 후에라도 물을 마시면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삼한시대 무렵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

이뇨작용이 촉진되어 알코올 성분의 배출을 돕고 혈액 중 알코

었다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이 분명하다. 긴 역사만

올 농도가 내려가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큼이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수출까지 하고 있다. 요사이는

반면 술 마실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알코올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술이 더 빨리 취하게 된다.

전통주인 막걸리의 효능이 발표되면서 점차 젊은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좋은 효능을 가진 전통주가 많이 발굴 보
급되고 있다.
적당한 양의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심신의 피로를

술은 마시는 게 좋은가? 마시지 않는 게 좋은가?

풀어주며 인간관계를 원활히 해주는 등 삶의 촉매제 역할을 하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거리이다. 술의 주성분은 에틸

며 우리와 늘 함께 해 왔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만

알코올(ethyl alcohol)이라는 무색의 액체이다. 이 물질이 체내에

병의 근원 중 하나가 과음이기도 하다. 과음은 육체적, 정신적

들어오면 20%정도는 위에 흡수되고, 80%정도는 소장에 흡수되

으로 피폐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

어 간으로 가게 된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로 이곳에서

도 한다. 알고 적당히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술도 잘

알코올은 산화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알고 마시면 즐거운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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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칼리지 강사교육코스
www.lovescuba.co.kr

“성공하는 리더” 시작이 중요 합니다!
▶ 2012년 스쿠버칼리지 SSI 정규강사개발코스 및 업데이트 계획
정기ITC

2월 4-12일
(1차 부산)

6월 2-10일
(2차 서울)

9월 1-9일
(3차 경북)

11월 3-11일
(4차 부산)

크로스오버

2월 17-19일
(1차)

4월 6-8일
(2차)

7월 21-23일
(팔라우 3차)

10월 5-7일
(4차)

평가

2월 25-26일

강사업데이트

3월 5-7일
(스페셜 강사)

매월 둘째 주
5월 3-7일
(스페셜 강사)

8월 중
(다이브콘 강사)

Scuba College 1차 ITC

12월 중
(스페셜 강사)

2차 ~ 4차 ITC 진행중

트레이너 소개

▶김문겸 - SSI 강사트레이너
서울스쿠버칼리지

▶소 훈 - SSI 강사트레이너
▶이성복 - SSI 강사트레이너
부산스쿠버칼리지

연락처

상담문의: (전국공통)
070-8888-5971 / 010-4543-0724

가맹점
안내

경남스쿠버칼리지

▶문희수 - SSI 강사트레이너
경북스쿠버칼리지

1) 서울 본점 2) 부산 지점 3) 경남 지점 4) 경북 지점

www.lovescuba.co.kr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원조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4월말 OPEN !!
▶ 호텔급 룸 컨디션
▶ 비치 수영장
▶ 교육 풀(야간 교육가능)
▶ 천연 백사장 보유

프로모션 1 : 강사 양성 교육 (ITC) 200만원
- 전 일정 숙박, 식사 무료제공
- 수영장, 공기통, 해양실습 무료
- 항공료 지원(현지 지원자 현금 리펀드)

프로모션 2 : 렛츠 고! 펀 다이빙
- 3박4일/6회 패키지(33만원) + 1일 숙박, 조식 추가제공
- 4박5일/9회 패키지(43만원) + 1일 숙박, 3식 추가제공
- 5박6일/12회 패키지(53만원) + 1일 숙박, 3식.다이빙(3회) 추가제공
※ 상기 프로모션 추가제공(숙박, 식사, 다이빙) 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사은품 증정 : 4월말 까지 신청자에 한해 SSI 레쉬가드 또는 모자를 드립니다.

세부 연락처 : (인터넷전화) 070 - 8245 - 8226 / 070 - 8245 - 9881

(현지휴대폰) +63 916-314-1500 / +63 927-560-6189

한국 사무소 : (오션블루) 02 - 483 - 8226

(한국휴대전화) 010 - 5214 - 8226

E - mail : ssicebu@naver.com               카톡 아이디 : oceanblue1

홈페이지 : oceanblue.co.kr     대표 : 유병선

홍숙영 칼럼 -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목동의 노래 -  맨발의 왕자,

아베베 비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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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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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출범한지 100년이 되었다.
IAAF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4명의 선수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
기로 하였다. 얼마 전 발표한 1차 열 두 명의 후보 명단에는 ‘맨발의
왕자’ 아베베 비킬라(Abebe Bikila)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킬라는 1933년 에티오피아의 자토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목동이었다. 가족
을 책임지고 가난을 면하기 위해 비킬라는 고향을 떠나 황제의 근위병이 되었다.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근위대 생활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국가 대표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거리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비킬라는 자신의 가슴이 뛰는 일, 발로 땅을 밝으며 뛰는
마라토너의 삶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마라톤 국가대표가 되어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가한 그는 스폰서 회사에서 준비한 운동화가
맞지 않아 맨발로 뛰어 2시간 15분 16.2초의 세계최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쥔다. 늘 맨발로 달
리는 연습을 하던 목동 출신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에게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맨발의 왕자, 맨발의 기관차, 에티오피아의 영웅 등 갖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비킬라의 금메달은 마라톤의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구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쟁취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에티오피아 역시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는 설움을 겪었다. 이탈
리아는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해 1941년까지 지배했던 식민지 지배국가였고, 따라서 이탈리
아의 수도인 로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의 승리는 곧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던 것이다. 로마의 막시무스 광장에 세워진 약탈당한 오벨리스크를 보며 비킬라는 무슨 생
각을 했을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악숨 제국의 흔적을 보면서 그는 서러움과 분노를 동
시에 느꼈을 것이고, 그의 이야기는 조국을 위해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손기정 선수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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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킬라의 금메달은 마라톤의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구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쟁취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에티오피아 역시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는 설움을 겪었다. 이탈리아는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해
1941년까지 지배했던 식민지 지배국가였고, 따라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의 승리는 곧 에티오피아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비킬라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1964년 동경 올림픽에 대표로 선발되었으나
올림픽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받는 바람에 위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라톤에 참가하여 2시간 12분 11.2초로 또다시 세계 최고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올림픽
최초로 마라톤 2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킬라의 세 번째 도전은 실
패로 끝나고 만다. 1968년 열린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참가하였으나 기후와 나이를 이기지 못
하고 결국 기권한다.
이듬해 더 큰 불행이 그에게 닥친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입게 된 것이
다. 그러나 비킬라는 상체 운동에 집중하여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다.
달리기는 여러 운동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두 팔을 흔들고 두 다리
를 움직여 앞으로 달려가는 데는 그리 큰 기법이나 기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마라토너는
자신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혹은
다른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이며 달린다. 얼마 전 상영된 ‘페이스 메이커’는
유력 선수를 위해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며 달리는, 1등을 해서는 안 되는 2군 선수의 이야기
를 다루어 주목을 받았다. ‘말아톤’이나 ‘맨발의 기봉이’는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로 마라톤을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단순한 스포츠이지만, 마라톤의 구간은 희망을 안고 달리는 고독한 마라토너들의 이야기로
꽉 찬 여정이 되기에 그 어떤 스포츠보다 벅찬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녀를 넷이나
둔 가장으로 마라토너가 되어 맨발로 뛰며 조국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
하지 않았던 아베베 비킬라. 비록 41세의 짧은 생이지만, 국제육상 명예의 전당에 오를 그의
자취는 마라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긴 여운을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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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책에서 길을 묻다!
★창의력, 그 계발 공식!
지난 호 칼럼 말미에 얘기했다.
“정형화 된 ‘성공 비결’은 없지만 ‘창의력 비결’은 존재한다.”라고.
창의력은 얼마든지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계발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창의력도 수학의
공식처럼 계발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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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그 공식을 음미해보자.
• 창의력(C) = K×M×V×C×T
K(knowledge) : 지식
M(motivation) : 동기부여
V(variety) : 다양성
C(child’s mind) : 동심
T(technique) : 기법

이번에는 위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식(knowledge)’에
대해 살펴보자.

★불멸의 고전, 어떤 책?
유추해보라!
• 동(東)아시아 사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 조선왕조 500년의 통치 이념이자 철학이었던 책!

대체 어떤 책일까? 결정적 단서를 찾으면 공자(孔子)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다. 그렇다, 바로 ‘논어(論語)’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해졌으며 오늘날 CEO, 정치인, 행정기관의 수장 등에게 단
연 각광받는 불멸의 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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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는가, 논어의 첫 글자?
적어도 학창시절 내내 졸지 않았다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고 암송했던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悅乎)’다.

여기서 잠깐. 정 중앙에 있는 ‘알파벳(숫자)’에 주목해
보자. 가로로 읽을 때는 분명 ‘B’로 읽었다. 그랬음에도
세로로 읽을 때는 어째서 ‘13’으로 읽었을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품고 있는 지식 때문이다. 가령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의 시작은

아라비아 숫자 밖에 모른다면 평생 ‘13’으로 밖에는 읽

‘배움(學)’이다. 이처럼 논어에서는, 인간은 공부하는 존

어내지 못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알파벳 외에는 지식이

재로 시작된다.

없다면 영원히 ‘B’로만 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논어의 마
지막 글자는?
대부분이 처음 시작부분은 잘 알지만 마지막은 잘 모
른다. 갑남을녀(甲男乙女)가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

우리는 결국 자신이 축적한 지식만큼만 알게 되고 해
석하게 된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해석과 더불
어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해진다. 바꿔 말해, 당신
의 창의력은 지식과 정비례(正比例)하여 성장한다.

내하면서 읽어내기란 쉽지 않은 탓이다.
‘부지언 무이지인야(不知言, 無以知人也)’로 끝을 맺

★독서, 가장 남는 장사?

는다. 즉, 말(言)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대방을 ‘알지(知)’
못한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창의력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

한 마디로 논어는 배움(學)으로 시작해 앎(知)으로 끝

길임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

난다. 지식 습득은 ‘인간의 천명(天命)’임을 논어는 일깨

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

워준다.

질문의 정답을 찾으면 된다.

그런 지식은 마중물과 매우 닮아 있다. 두뇌 깊은 곳
에서 창의력이란 물을 긷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이란 마

“1, 2만원 남짓한 금액을 투자해,

중물이 필연적이다.

1, 20년 동안 응축해온 관련 전문가의 소중한 지식을,
1, 2시간 안에 터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면?”

■ 지식,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러한 비결의 정답은 딱히 고민할 것도 없다. 다름
아래 그림(?)에 주목해보자.

아닌 ‘독서(讀書)’다.
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따라서 책을 사서
읽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남는 장사다. 아니 아주 크게
남는 장사다. 덕분에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다.
책을 펼쳐라.
거기에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가 모두 담겨 있다. 많은
종류의 책을 대한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과 터
놓고 얘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환상적인 여행도 책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
다. 책은 심오한 이치와 진리를 담고 있어 시대를 초월해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건 분명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일 것이다. 그
책 속의 내용만이 모든 진실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 탓이
다. 그러니 어찌 가장 두렵지 않겠는가!

먼저 ‘가로’로 읽어보자.
“A, B, C”(알파벳)

“지식보다는 무지가 자신감을 더 확신감을 불러일으
킨다.”

이번에는 ‘세로’로도 읽어보자.

진화론의 주창자 다윈의 지적이다.

“12, 13, 14”(아라비아 숫자)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욕은 단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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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창의적 발상을 촉진시킨다.

“에이, 무식한 놈!”

책 읽는 자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다량의 독서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세
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다. 평소 자신이 접해보

통해 축적한 지식의 힘도 두렵거니와 평소 독서를 꾸준히
해온 마음가짐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지 못했던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두뇌를 자극해

창의력에 미쳐라

창의력은 밥이다

김광희지음・351쪽・값 15,000원
넥서스biz (www.nexus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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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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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여개의 탱크와 대형 콤프레서)

▶ 체험다이빙과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 가능
▶ 전용 수중카메라룸 구비

Bray. Majuben, Mabini, Batangas, Philippines
http://www.mcscuba.com http://cafe.daum.net/montecarloresort
070-8285-6306 / (63)927-527-5555 / (63)918-311-4444

대표 손의식 / 책임강사 조준태
한국연락처(김창모) 010-5550-3366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동물과 인간의 따뜻한 교감,

프리 윌리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동물과 인간 사이의 우정을 다룬 영화는 많다. 밀림의 야생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인 ‘타잔’, 사람과 개의 우정이 담긴
‘마음이’, ‘말리와 나’, 아기 오리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꼬
마 엄마의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비행’, 말과의 교감을 이야기
한 ‘각설탕’….
그 중에서도 유독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4편까지 제작
된 영화가 있다. 바로 “프리 윌리”. 사이먼 윈서가 감독한 이 영
화는 범고래 케이코와 제이슨 제임스 리처, 로리 페티, 제인 앳
킨슨 등이 출연하였다. 돌고래와 소년의 우정을 다룬 프리윌리
는 고아와 다름없는 12살 소년 제시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
덩이 돌고래 윌리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12살 소년 제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뒤 거리를 헤매며 생
활하고 있었다. 노숙을 하는 이들이 그렇듯 제시 역시 범죄 환
경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사기를 치고 좀도둑질을 하며 경
찰서를 드나들던 제시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수족관에 들어가
낙서를 했던 것이 발각되어 벌을 받게 된다. 소년원에 가는 대
신 두 달간 수족관 청소를 맡게 된 것.
수족관에서 유리와 벽을 닦으며 제시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커다란 덩치에 조련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프리 윌리 Free Willy, 1993

난동을 부리는 돌고래 윌리와 만나게 된 것이다. 윌리는 수족관

감독 사이먼 윈서

의 골칫덩어리였지만 서서히 제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배우 제이슨 제임스 리히터 / 로리 페티 / 어거스트 쉘렌버그

부모와의 이별과 세상과 동떨어졌다는 외로움, 그리고 반항적

장르 드라마 / 어드벤쳐 / 가족

기질을 공통분모로 한 제시와 윌리. 조련사 레이는 윌리가 제시

등급 전체 관람가
시간 112 분

를 잘 따르는 것을 알고 제시에게 고래와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

개봉 1994-08-06

며, 윌리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법

국가 미국 / 프랑스

을 배우고, 윌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재주넘기와 다이빙에 제시
가 갈채를 보내면서 둘은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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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제시는 다이얼이 윌리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방법은 단 하나. 윌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밖에 없었다. 겨우 정착하게 된
양부모와 헤어질 수도 있고,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몰랐지만, 제시는 사랑하는 윌리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것이다. 제시의 수신호에 방파제를 뛰어오르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윌리. 그 곳에서 윌리는 행복을 찾게 된다.
영화 속 주인공 돌고래 윌리는 사실 범고래였고, 진짜 이름은 케이코였다. 이 영화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케이코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케이코를 바다로 돌려보
내기 위한 모금운동까지 벌어졌다. 700만 달러(약 78억 원)의 기금으로 프로젝트팀이 꾸려졌고,
아이슬란드의 섬에 야생방사장이 설치되었다. 케이코는 이곳에서 4년간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며 바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2002년 8월, 케
이코는 보호와 감시를 떠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도 잠시, 이듬해 12월 폐렴으
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영화 속 돌고래 윌리는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바다로 돌아갔지만, 실제 주인공 케이코는 이미
바다를 떠난 지 20년이나 되었고, 가족을 찾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홀로 떠돌면서 케이코는 혹시 사람들이 그리웠던 건 아니었을까? 사람 곁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연은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
된다. 케이코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자유롭고 외로운 삶이었는지, 구속당하는 사랑이었는지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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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바라본 바닷속 세상
“너무도 화려한 그들의 디자인”
글 이현희 / 사진 편집부

디자이너들이여 바다로 오라 - 색과 무늬
물이 너무도 두려웠던 내가 바다에 들어오도록 유인한 것은 아름다운 생물들의 색이었다. 처
음에 거의 강제적으로 바닷속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를 반기던 고기들의 색들은 그야말로 환상
적이었다.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가능한 색을 물고기에게 입히신 것은 아
닌지 싶을 정도로 무한한 색상들이 존재한다. 한 가지 색상과 무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을 섞은 것의 조화는 왜 이리도 아름다운지! 문양 또한 어떠한가? 어떤 문양
에 어떤 색깔을 입혀야 하는지를 너무도 조화롭게 꾸며놓았으니 말이다.
내가 만일 의상디자이너라면 고기들의 각양각색의 색상들을 이용하여 옷을 디자인하였을
것이다.
아니 의상디자인 뿐만 아니라 색을 다루는 직업이었다면 무조건 모방했을 것이다. 자연스러
운 색의 조화가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지. 그들은 자기가 두른 옷이 그렇게 예쁜 줄 알고 있을
까? 가끔 내가 말해주기도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입술이 두텁고 섹시한 스위트립스는
노랑색의 바탕에 까만 땡땡이나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 마치 봄날의 상큼한 향기가 풍긴다. 라
이온피시는 다소 위엄있는 날개를 펼치며 자신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내보인다. 어느 만화속에
악녀가 입고 있는 망또처럼…. 만타레이는 까만 등에 하얀 배를 내보이며 흑백의 선명함과 우아
한 날개짓으로 나를 유혹한다. 버터플라이들은 너무도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쌍쌍이 어울려서
그 자태를 뽐낸다. 보라색의 우아함과, 노랑색의 발랄함과 빨간색의 강렬함 등 다양한 무늬와
색상을 가지고 있다. 리본일은 파란색의 몸에 머리쪽으로 노란빛이 스
며들어 있다. 너무도 앙증맞다. 누디브랜치는 우아함의 극치이다. 하얀
백작부인도 있고 파란 우주선도 있고 보랏빛의 판도라 상자도 있다.
오꼼한 눈을 가진 곰치는 자잘한 무늬를 가지고 있거나 강렬한 색상
을 가지고 흰이빨을 드러내며 웃을 때는 꽉 깨물어주고 싶다.
물론 수수한 무늬를 가진 것들도 많다. 거북이는 등에 무늬만 다르
지 거의 같은 색상을 하고 있고, 아예 싱싱한 회색빛만 가지고 있는 생
물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너무도 다양한 생물들의 화려함은 나를 늘
설레게 하고, 이렇게 소박한 것에서부터 화려한 색상과 무늬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처럼 내 눈에 맛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
를 유혹하는 무수한 색들과 다양한 패턴들이 나의 호기심을 건드린
다. 빨리 와 빨리 와 더 많은 예쁜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나는 오늘
도 꿈꾼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색들로 온 세상을 꾸며보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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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의 주인공이 바로 너 - 형태
가끔 공상과학영화를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 냈을까를 무척 궁금했었다. 하지만 스쿠버다이
빙을 시작하면서 바닷속 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관련 책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점을 조금
이나마 해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괴물의 형태를 만들거나 아
니면 어떤 캐릭터를 구현해 낼 때 바닷속 생물의 모양을 많이
참조하기도 한다. 심해생물일수록 공상과학영화의 괴물의 주인
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은 데
에다 모양도 괴상망측한 생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빛이 없
는 곳에 살다보니 자체 발광하여 너무도 아름다운 색을 발산하
기도 하여 아이러니하게 두 가지의 캐릭터가 가능한 것이다. 무
시무시하거나 신비롭거나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등 다양하게 구현된다. 먼저 스티븐스필버그의 ‘니모를 찾아서’
에 나오는 귀여운 니모는 바로 아네모네피쉬이다. 그 색깔도 다
양하여 주황색에 노랑무늬, 검정색에 땡땡이, 살구 빛에 노란무
늬 등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다. 이들은 말미잘과 공생관계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 이밖에 귀엽고 앙증맞은 복어, 슬픈 얼
굴을 가진 해마, 무시무시한 백상아리, 귀에 눈이 달린 귀상어,
등에 커다란 돛을 달고 뾰족한 입으로 사냥을 하는 청새치, 무
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엔젤피쉬 등등이 등장인물로 나온다, 캐
리비안 해적에서는 크라첸이라는 거대 문어 괴물이 나와 징그
러운 모습을 한껏 뽐냈다. 해저 2만 리에서는 알키투더스라고
불리는 거대 오징어가 등장한다. 그 밖에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
하는 생물들이 많다. 곰치의 오꼼한 눈과 날카로운 이빨은 귀여
운 이미지로 가끔 만화캐릭터에서 자주 나오고, 커다란 입을
가진 아귀도 자주 등장하는 조연이다. 거북이는 너무 흔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귀여운 돌고래는 친한 친구로 자주 볼 수 있
다. 해파리의 다양한 모습은 뼈가 없는 괴물의 형태로 자주 나
타나거나 떼로 공격할 때 표현된다. 옥토포스는 징그러운 괴물
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고 상황에 따라 변색하는 부분도 적용하
였다. 갑각류도 자주 나타난다. 옆으로 다리가 많이 달려서 기
어가는 모습은 육지의 종류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심해에 있는 노틸러스는 배의 이름으로도 자주 쓰인다. 나폴레
옹피쉬는 두툼한 입술에 순하디 순하게 생긴 모습이 귀엽게 표
현되기도 한다.
이렇듯 바닷속 생물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귀여
운 모습으로 때로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괴물로 다가왔다. 이렇
게 다양한 모양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
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다. 또 다른 세상에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사람 손에 의해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언젠가
내가 어떠한 캐릭터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 중의 한 놈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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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 - 마크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물론 조금 다르
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마다의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너무
작아서 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
는다. 하지만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보거나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
면 마치 보석을 찾아낸 것처럼 아름다운 생물의 자태와 모습에 감
탄을 저절로 흘러나온다. 어쩜 그렇게도 작은 것에 다양한 색감과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들 또한 마치 난쟁이 나라처럼
마크로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였던 것이다. 카메라의
렌즈는 이들의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인 것이다.
처음에 바닷속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작은 생물들은 눈에 보이
지도 않았다. 눈에 보이는 생물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 다른 생각
을 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다이빙횟수가 늘어날수록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쌓이게 된다. 또한 책속이나 수
중사진에서 바라보는 마크로의 세계가 나의 궁금증을 증폭시
켜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충분히 멋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사는 것일까? 그 몸치장의 정
교함은 조물주의 또 하나의 작품인가?
조물주는 과연 이 생물들을 돋보기를 끼고 디자인 했을
까? 왜 이런 작은 생물들을 만들었을까? 숨을 쉬고 살고 있
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무성할 즈
음에 결국 내손에는 돋보기와 카메라를 들고 바닷속으로 뛰
어 들게 되었다. 마크로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것도 직접….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은 왜 이리 귀여운지.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도 감정이 섞어 있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했다. 작
은 공간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것이고 나는 거
인나라에서 온 불청객인 것이다. 마치 미니어처의 세상처럼
또 하나의 공간에 맞다은 느낌은 또 다른 세상을 탐험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
계가 늘 공존한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다를지
라도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눈
에는 나 또한 불청객이고 이상한 존재로 비치기 때문이다. 내
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은 결국 같을 것이다. 다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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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소개

국제 ISO 인증을 획득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

www.divessi.com

Scuba Schools International은 누구나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었던 소수 다이버들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SSI는 전 세계의 다이버, 다이브 인스트럭터, 다이브 센터, 리조트를 위한 트레
이닝, 스쿠버 다이빙 인증, 그리고 교육 자재를 제공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SSI는 30개
이상의 지역 오피스를 포함하고, 110개국의 2,600개 이상의 국제적인 위치에서 대표되며, 30개의
언어로 된 교재를 보유함으로써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 SS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단체 중 하나
이며,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글판 교재와 DVD 등의 교육 자재를 보유하였으며, 가장 많은 자
격증을 발급하는 다이빙 교육단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업계 최초로 스
쿠버 다이빙 교육단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영과 프리 다이빙 교육을 시작함으로 명실상부한 업
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SSI는 다이빙 업계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신뢰를 주는 이름이며, 우리는 그러한 성공을 타협하
지 않는 기준과 집중적인 방법론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깁니다.

40년 이상의 역사!
40년 이상 SSI는 고품질의 교육과 모든 레벨의 다이버를 위한 뛰어난 트레이닝 자재를 공급하
는 것으로 다이빙 업계에서 잘 알려져 왔습니다.
SSI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다이빙 학교를 기반으로 둔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단체 중 하나
입니다. 1999년 봄, SSI와 NASDS(National Association of Scuba Diving Schools, 1967년 설립)
가 합병하였고, 다이빙 업계에서 새로운 협력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NASDS의 판매 및 마케팅
전문가들은 SSI의 명성 있는 교육 자원의 힘과 함께 다이브 센터, 다이브 리조트, 다이브 프로페
셔널, 인스트럭터,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다이버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강한 단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SSI와 NASDS 구성원 모두는 이 놀랄만한 혁신을 이루어 냈고, 당연히 다이빙
업계에서 가장 높은 명예로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취 중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로 인증을 위한 해양 실습을 요구함
•최초의 통합된 티칭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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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신우
SSI East Asia & Micronesia
General Manager

• 최초로 오픈워터 인증을 위한 6번의 개방수역 다이빙을

Dive Experience)을 보장합니다.

요구
• 다이브 센터(리조트)의 이익을 위한 판매와 마케팅 프로
그램 개발

2010년 6월 1일 부터, Scuba Schools International(SSI)은
국제 ISO 인증을 가진 몇 안 되는 교육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

•최초로 실린더의 육안 검사를 요구

습니다. 5개의 다이버 프로그램과 2개의 인스트럭터 프로그램,

•최초로 부력 조절 장치를 소개

총 7개의 SSI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확

•최초로 예비 2단계(옥토퍼스) 소개

인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동영상 비디오 교육 시스템 개발
•장비 점검 프로그램의 개발

- ISO 11121 : 트라이 스쿠버 다이빙 (체험다이빙)

•위험 인지 시스템의 개발

- ISO 11107 : SSI 나이트록스

•최초의 토탈 다이브 로그의 개발과 인정 시스템의 완성

- ISO 24801 -1 : SSI 스쿠버 다이버

•최초의 전 세계 온라인 다이버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

- ISO 24801 -2 : SSI 오픈워터 다이버

•국제 ISO 인증

- ISO 24801 -3 : SSI 다이브 가이드
- ISO 24802 -1 : SSI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 리스트
- ISO 24802 -2 : SSI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국제적 인증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SSI 자격증은 해당되는 등급에 ISO
Scuba Schools International(SSI) 최고의 교육과 비즈니스

품질을 부여합니다.

를 지원하는 단체로 다이빙 업계에서 유일하게 다이브 프로들
이 전문적인 다이브 센터와 다이브 리조트에서 일하는 것을

과거에는 국내 표준기구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요구하는 교육 단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소비자의 최고 관심

SSI는 110개국 2600여개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를 보유하였으

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다이빙 경험”(The Ultimate

며, 더 이상 국가 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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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는 전 세계적인 인증의 획득과 의미가 통하는, 유럽에서 존

오픈워터 다이버 프로그램 - SSI 레벨1 다이빙 코스

중 받는 ISO 인증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일관성과 지속적인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스쿠버 다

성장을 위함입니다.

이빙을 합니다. 이 코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이빙을 하고 싶
어 하는 다이버를 편안하고, 기술적으로 능숙해지도록 만듭니

더불어 SSI는 RSTC(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의 창립 멤버이며, 다이빙 업계에 대한 관심을 대표

다. SSI 오픈워터 다이버 프로그램은 풀 컬러 교재, 다이브 테
이블, DVD 등을 포함합니다.

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 단체들과 함께 다른 전국 위원회에도
참석합니다.

2가지 형태의 학습방법이 있습니다.
-가
 정 학습 : 교육생은 집에서 편안하게 스쿠버 교육을 받
을 수 있습니다.

SSI 교육 프로그램

-온
 라인 학습 : 교육생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어디에서든
지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자신의 속도에

트라이 스쿠버 프로그램 – 스쿠버 다이빙의 입문

맞추어 학과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스쿠버 다이빙에 관하여 들어봤을 테지만
그것을 스포츠와 연관시켜서 해보고 싶은지는 미처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SSI 트라이 스쿠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은 소비자들이 다이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교육 프로그램 : SSI의 어드밴스드 레벨 다이빙 코스

SSI 계속 교육 프로그램은 13가지 이상의 다양한 코스 교재
를 제공합니다. 보트 다이빙, 컴퓨터 다이빙, 딥다이빙, 디지털
수중사진, 다이버 스트레스&레스큐, 드라이 슈트, 네비게이션,

스쿠버 레인저 프로그램 – 어린이(8~12세)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스쿠버 레인저는 다이빙 업계 최초의 어린이 스쿠버 프로그

나이트록스 등 다양한 코스를 포함합니다. 각 스페셜티는 흥
미로운 다이빙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는 것뿐
만 아니라 장비 구매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램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스쿠버 다이빙과 수중 탐험의 즐거
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스쿠버 레인저는 풀 컬러 교재와
DVD를 포함한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 교육생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만듭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통하여 교육생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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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이러한 코스들은 교육생들이 우연히 난관에 부딪혔

지 모두 “보다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SSI 교

정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SSI 협력 파트너 단체에 의해 제공

육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각 교육

됩니다. 모든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이미 앞서 검증된 의학적인

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인스트럭터와 제품으로부터

내용과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응급 처치 방법들을 고수하며,

비롯됩니다. 가능한 코스는 다이브 가이드, 다이브 마스터, 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하여 현재의 산업 기준들로 개정하고,

이브 콘, 오픈워터 강사, 스페셜티 강사,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기본적인 의학정보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코스로

강사, 다이브 콘 강사, 트레이너 등을 포함합니다.

는 성인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 처치&심폐소생술, 산소처치, 제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

세동기 등을 포함합니다.

를 탐험하세요!

SSI TechXR(테크니컬 다이빙) 프로그램

돌고래나 인어처럼 바다 한가운데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것

다이버들 중에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을 넘어 조

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숨을 참고 영화속 주인공처럼 그 자유

금 더 모험적인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

로운 망망대해를 활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해 해본 적

램입니다. 깊은 수심의 산호초 지역을 감상한다거나 40미터 이

이 있나요? 프리다이빙의 철학은 흥미로움입니다. 누구든지 수

상에 위치한 난파선을 탐험하는 전율을 느끼고 싶거나 그 이

중세계의 신비롭고 황홀한 풍광과 마음의 평온함을 즐길 수

상의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SSI

있는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5m의 얕은 수심에

TechXR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서부터 아주 더 깊은 곳까지 프리다이빙은 수중 스포츠를 좋

모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할

아하는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리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코스는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이빙은 여러분에게 물고기처럼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테크니컬 파운데이션, 트라이믹스, 동굴, 난파선 등을 포함합

수영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수중세계를 줄 것입니다. 그것

니다.

은 꿈속에서만 가능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수중 생물에 더
가까워지고,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하며 교류할 수 있게도 합니

다이브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프로그램 : 꿈을 유지하세요!

다. 가능한 코스는 베이직, 레벨 1, 2, 3과 스페셜티 등을 포함

SSI 다이브 프로와 다이아몬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

합니다.

2011년 SSI에서는
1. 전 세계 30개의 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 110여 개국 2600개의 다이브 센터(2위 규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전 세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전 세계 30개국의 언어로 된 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전 세계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 최초로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습니다.
6. 한국 내 50여종의 한국어 교재와 12종의 한글판 DVD 등 가장 많은
교육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 한국 내 가장 많은 80여 개의 센터, 수영장, 리조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 한국 내 700명의 활동성 프로 멤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9. 한국 내 가장 많은 15여 곳의 스쿠버 다이빙 전용 풀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 한국 내 연간 150여명의 신규, 크로스오버 강사가 배출됩니다.
11. 한국 내 2011년 기준 7,500장이 넘는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2010년 기준 18% 성장).
12. 한국 내 30여개 대학에서 SSI 교육과정 자격증이 정식 발급 진행되고 있습니다.
13. 유명 연예인 SSI 인스트럭터들로 송경철, 최민수, 정찬 씨 등 다수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 March•April

175

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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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잠수의학
질문 : 34m 급상승 글 올린 환자입니다.

안겪어도 되는 것까지 겪어 온몸으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불의의 사고로 먼저가신 선배다이버님들과 장애를 얻으신
선배다이버님들이 더 애처롭고 화이팅이라도 외쳐드리고 싶네요.
박사님께 정말로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의 일종의 질의문답식 진단이어서 사고정황에 대한 설명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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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SE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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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부족하여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라 생각되지만,
1)	주변의 20년 지기인 아주 친한 트레이너급 다이버들은 모두들 저에게 이제는
다이빙을 접으라고 합니다. 그냥 취미로 한두번 슬렁슬렁 다니는건 해도 전문
적으로는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감압병력 환자로서 증상이 몇 년 뒤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늙어서 많이 고생한다고 합니다.
2)	역시나 전문가이신 차박사님도 저를 편한 장소에서 대화하고 진찰한 후, 별 언
급도 안하시고 앞으로는 그냥 살살 가끔씩만 즐기고 다른 운동이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는 일(재활운동일)도 직접 지도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하라고 하
시더군요(물론 당분간이라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3)	다이빙을 잘 모르는 일반 의사들(호흡기내과, 일반내과, 안과, 심장내과, 재활
의학과 등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은 괜찮다며 아직 젊으니까 다이빙을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정도의 차이겠지만 대체로 잘 모르시더라구요.
4)	다이빙계 종사자 분들은 역시나 용감하셔서 이제 다이빙 해도 괜찮다고 하시
더군요. 확신은 없으시지만 이분들도 조금 여유 있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하루에도 컨디션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속병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이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예 접어야 하지 않
나 하는 생각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일상에서 확연히 느껴
지는 운동수행능력의 변화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장애라고 말하기도 딱히 어렵지만

같은 감압병력자들끼리는 대화해 보면 서로 아는데 일반인들께
뭐라 딱 말해줄 수도 없고 해서 아직 회복이 덜된 것일 뿐이라

길게 박사님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많이 죄송하지만 도와주십
시요.

고 굳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답변 :
질문 :

감압병은 매우 "신비로운 병(Mysterious Disease)"이라고 표현합
니다.

1.	감압병 병력의 다이버가 계속 정상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mystery 라는 것은 신비롭다기보다 잘 모르는 일이라고 번역하는

데 별 다른 합병증이 보고됨 없이 100% 완치된 사례가 있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 감압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내

나요? (없다면, 자연노화와 합병증 발생이 경합해 발생되더

용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라도 그 환자군에서 재발병률이 약 몇% 정도나 되나요?)
Ruru88 님께서는 감압병에 "걸리셨고"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2.	기 감압병병력자는 이미 다이브테이블의 알고리즘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좀 더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해야 하나요?

까지 상당히 지장을 받아오셨고 아직도 조금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테크니컬 또는 고난도의 상업 다이빙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
들의 경우 감압병은 늘상 달고 사는 병이라고 해도 크게 과장된 것이

3.	다이브컴퓨터 마다 다 다르고, 다이브테이블마다 다 다르

아닙니다.

고, 알고보니 결정적으로 컴과 테이블간의 알고리즘은 많

이분들은 감압 챔버를 배에 올려두고 다이빙을 한 후 다이빙 프로

이 다르던데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필이나 신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챔버 치료를

저는 컴을 따랐습니다.

받습니다.

	하루 3번 다이빙시 약 15~25m 정도의 수심에 보통의 수면
휴식시간 다 지키고 2차 잠수, 3차 잠수로 가면 컴은 가능
한데, 다이브테이블로는 3차 잠수에서는 거의 약 10분내 정

수심 100 미터에서 20~30분을 머무르거나 심지어 두 시간씩 다이
빙을 하시는 탐험가들도 존재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다이빙계획을 수립하고 다이빙을 실행하고 감압을

도로 그냥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정도밖에 안나오더군요.

시행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감압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

	이렇게 심히 다른 수치가 나올 때 물론 보수적으로 테이블

반신 마비가 되지 않는 것” “걸어서 귀가하는 것” 이라면 믿을 수 있

대로 진행하고 컴은 그냥 기록과 체크용으로 써야 하나요?
제 주변의 트레이너나, 코스디렉터나, 모두들 모르시더군요.
저를 가르쳤던 그 이상한 나쁜 강사도 잘 몰라서 그냥 컴
대로 했습니다.

겠습니까?
국내 굴지의 다이빙 장비회사와 교육단체까지 운영하시는 선배님
이 계십니다.
감압병으로 하반신을 쓰시지 못하게 되셨지만 최근까지도 손에
차는 특수 핀을 사용하면서 그 상태로 수중사진 촬영까지 하고 계십

4.	다이브테이블도 미 해군에서 서양인 군장병들 기준으로 만

니다.

들어 졌을텐데, 작은동양인과 특히나 상대적으로 체구도 작

감압병은 질병입니다. 원인과 증상이 있고 치료방법이 있으며 후유

고 체지방도 많은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증과 합병증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완전히 치유가 되기도 하고, 불행

맞는걸까요? 매뉴얼이 없어 아쉬운 데로 쓰는 것인가요?

하게도 영구 손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한번 걸렸던 병

웬만한 남자들도 서양인군장병에 비하면 반토막입니다.

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하지만 계속
감압병에 걸리면서 치료해가며 다이빙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기 감압병 병력자가 다이빙을 접고 일반 사무직에만 종사

Ruru88 님의 경우에는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로서 그것도 초

시에는 완치의 가능성이 높겠으나, 체육관련업이나 특정종

보 다이버로서 견디기 힘든 증상과 후유증을 겪으셨고 어쩌면 더욱

목 선수일 경우 운동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보고된 사례가

정서적인 상흔이 더욱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있나요? 안됐다고 생각해서 후하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냉

봅니다.

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각증상이
회복 중인 것인지 여기가 끝인 건지 운동능력이 확실히 불
과 4개월 남짓 한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체검사를 받으시고(PFO 등 감압병 유발인자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다이빙 교육을 받으시고 수영장/제한 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역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좋은 짝과 함께 다이빙을 실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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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 내용을 로그북에 기록하시면서 다이빙 경험을 축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uru88님보다 훨씬 심한 감압병 후유증을 앓으신 다이버들이 다
시 바다로 돌아와 다이빙을 즐기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이런 저런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나 수
치를 알려드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
니다.
언제 물속에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ruru88 님의 결언
감사합니다.
현재에 최선의 고견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익스트림스포츠(암・빙벽, 고산등반, 요트 등)를
하면서 대 선배님들께서 느끼는 만큼은 아니지만, 항상 “살아서
안전하게 두발로 걸어 돌아가는 것” 까지가 그때그때의 그 행위
의 종료라고 염두하고 지내왔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오만과 방심은 곧 죽음이요. 오직 겸손과 훈련
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매번 조심스럽게 떠올려 봅니다.
이번 다이빙사고에서 아마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활짝 열린 바다가 더 큰 사고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었
던 것일지도….
그 이상한 강사를 만난 것도, 이런 일을 겪게 된 것도 모두가

최종 답변
“뒤늦은 챔버 치료로 인해 괴사된 조직이 회생할 수 없다”는 결론
도 성급해 보입니다.
챔버 치료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괴사
된 조직이라고 해서 회생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감압병 조난자 중에서도 다시 걷게 되
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인체의 자기 회복력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터미네이
터”의 아놀드슈왈제네거보다 훨씬 뛰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으니
까요.

그 뜻이 있었겠지요.
심한 사고를 겪으신 선배님들께서 보시면 엄살이라고 하실까

질문 : 스킨 다이빙과 잠수병

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심지어 이번 일로 처음 뵙는 분들
께서도 내 일처럼 도와주시는 것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빨리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그 누군가
의 후배들도 저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한없이 너그러운 대자연을 만나기 전

현재 강사시험을 준비 중인 다이버입니다. 평상시 궁금한 점
을 이곳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배우는 다이버입니다.
선생님 글을 읽어도 제가 무지한 관계로 이해 못하는 것이 있
어 글을 남깁니다.

에 항상 100%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강박관념이 있었나 봅
니다.
결론적으로는 뒤늦은 챔버 치료로 이미 괴사된 조직이 회생
할 일은 없음으로 적어도 저의 경우는 100% 불치병이 되었네요.
늦은 챔버 치료라도 그나마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완화된 부분
들이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멀미약 중에 약사가 산모에게도 사용하는 인체에 전혀 무
해한(?) 약을 줘서 다이빙을 할 때 씹어먹고 있는데 괜찮을
까요?
	보람제약 화인탈(메클리진염산염수화물-12.5mg, 스코폴라
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0.125mg)

강박사님의 답글, 관련 논문들과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고견
을 저의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해 보니 이제 조금 알겠네요.
왜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에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밖에 없는
지를….
어찌보면 저는 “mysterious 장애인”(?) 이네요.
저도 물속에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오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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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글에서 압축된 공기가 아닌 자신의 숨을 가시고 반복
된 숨 참기를 하면 해녀의 경우 평생 자멱질을 해도 잠수병
이 오지 않고, 스노클링하는 사람들도 잠수병의 위험이 없
다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따생따사님의 잠수병이 오는 정확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

명을 안하셔서 잠수병이 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

닙니다-물리학 생리학 잠수이론 잠수 환경 등을 다루는 이론서인데

습니다. 다만 저는 압력의 영향으로 감압병이 오는 것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두었더군요-Encyclopedia) 혹은 SSI의 다이빙 과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학(Science of Diving) 등의 책자를 구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글에서 예를 들으신 수중에서의 시간보다 호흡을 위해 수
면에서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인 것인지요?
	내가 가진 공기를 가지고 호흡할 때 수중에서는 왜 감압병
이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소가 체내에 왜 흡수가 안 되는지 궁금해요?^^
3.	그리고 지난글 중 5m 프리다이빙의 글에서 수심 10m를

것입니다.
1기압 상태가 폐포 주위를 흐르는 혈액 속의 기체 압력이 2기압 환
경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2기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기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포화한다(saturated)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려갔을 때의 글 생략 “(그러나 폐포를 싸고 있는 혈액 속

그러나 폐포 속에 갇혀 있는 공기는 압력이 올라가면서 밀도가 증

에 있는 질소와 산소는 아직도 1기압을 유지하고 있기 때

가하고 부피가 줄어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킨 다이빙도 수

문에 폐포 수준으로만 보면 이미 우리는 압축공기를 호흡

중에 오래 동안 머물게 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잠수병을 야기할 수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0m의 수심

실제로 최근 바람이 일고 있는 대심도 프리다이빙의 경우 수심

에서 압력이 2기압으로 변한 상태인데 아직도 1기압을 유

100미터씩 프리다이빙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폐포 속에 갇

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힌 공기의 밀도가 11기압까지 올라가면서 또 한 이런 전문가들의 경우

	주변에서 이러한 질문에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답해주는 분
이 없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장황하게 질문을 했는데 모르는 것이 많고 궁금해서 몇 개
월을 뜸들이다가 글을 올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꽤 긴 시간을 참기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버를 위한 잠수표
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해녀나 스노클러
활동에서 잠수병을 초래할 만한 대심도의 장시간 자멱질은 불가하다
고 보기에 잠수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해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 : 잠수병과 잠수병 유사 증상의 차이
1  ) 멀미약은 드셔도 됩니다.

질문 : 고혈압과 다이빙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간혹 멀미약을 복용하고 온몸이 마비 또는
근육강직이 오는 Extramyramydal Syndrome 이라는 못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르거나 붙이거나 먹는
멀미약은 그런대로 다 안전하고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고혈압의 초기이거든요. 다이빙을 하고 나면 뒷목이 땡
기는데 다이빙을 계속하면 고혈압이 더 악화될까요?
참고로 저는 안전정지도 5분 이상 하고요. 상승도 최대한 천
천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2  )번과 3)번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드릴 수 있는 내
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컴퓨터 데코 걸린 적 없을 정도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AUI의 다이빙 이론서적, PADI의 다이빙 백과사전(실제 사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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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조절된 고혈압은 고혈압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면 더 이상 고혈압이 아닙니다.
물론 고혈압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
니다.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는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별다른 신체 다른
부위의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약물과 식이요법 그리고 운

계획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산소 노출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포함시켜
야 합니다.
일단 나머지 일정은 취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하는
일이라면 24시간 이후 산소 노출과 무감압 한계를 지키셔야 할 듯합
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동 등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만 된다면 다이빙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이빙 행위 자체가 혈압에 악영향을 준다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만 무거운 탱크를 짊어지고 해변을 많이 걸어야 한다거나 보트를 장

질문 : 당뇨와 다이빙

시간 타고 가는 등 일반적으로 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고혈압
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이빙 가실 때는 술 담배를 멀리하시고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볼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다이빙 교육생 중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교육에
참여를 시켜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당뇨 상태가 약을 먹는 수준
은 아니라 합니다.
관리 상태 정도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의견 부탁드립

질문 : 눈의 떨림
38m 나이트록스 EAN31 가지고 35분 가량 다이빙을 했습니
다. 20분쯤 지나서부터 오른쪽 눈이 자동으로 깜박거리더군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약 10분 정도 더 움직였습니다.
눈에 깜박임이 점점 더하더니 급기야 앞이 온통 하얘지더군요.

니다.

답변 : 당뇨환자의 다이빙 관련 지침
당뇨병과 다이빙에 관한 주제는 DAN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심도
있는 서베이(Survey)를 진행한 바 있는 이슈입니다.

사람의 본능일까요? 순간 올라가야 한다는 의지로 상승 시작

소변에 당이 조금 나오면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약 10M 아니 6M정도까지 급상승하고 나서야 앞이 보이고 정신

관리만 하면 되는 정도라면 다이빙을 배우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돌아오더군요.

만 일단 다이빙을 시작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욱 자주 주치의와 상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17M 정도 내려가서 감압을 하며 올라왔
습니다.

하면서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이빙 활동에서 무거운 짐을 옮긴다거나 해야 하는 것은 분명 신

이런 증상이 산소중독의 초기증상인지요?

체에 큰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경우에 따

내일 다시 다이빙을 한다면 또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을까

라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도 사실이고) 당뇨가 일시적으
로나 총체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
6시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오른쪽 눈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DAN이 제시하는 당뇨환자를 위한 다이빙 관련 지침은 워낙 의사
를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라 잡지에 싣지는 않겠습니다만 원하시는 분
께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첫째 당뇨환자가 다이빙을 하는 것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

답변 : 산소 중독

니란 것 둘째, 투약으로 당뇨가 조절된다면 스스로의 책임하에 꾸준
히 치료하면서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AN 31을 가지고 38미터에서 35분 정도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한
프로필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산소 중독 초기 증상에서 운이 좋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살아나신 것이 아닌지...
산소 중독을 나타내는 약자인 CVENTID 중

질문: (1) 8뇌신경 신경초종(Acoustic Neurinoma)
봄기운이 피부로 느껴지고 햇살의 따사로움이 천지간에 가득

E : Eye problem : 눈의 문제 - 시력 상실 등

하여 마냥 즐겁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박사님께서는 건강하신지

T : Twitching - 근육 경련/뒤틀림 등의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요. 답답하거나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박사님

듯 하군요.

이 계셔서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올
립니다.

다이빙 계획을 할 때, 특히 감압 다이빙을 계획할 때 감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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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경 이명과(작년10월과 올 초에 각기 2주 정도 심한 이

명이 있었고 이후 이명은 거의 소실되어 조용한 곳에서 느끼는
정도이고 청력은 정상입니다.) 간헐적 어지러움이(2-3초 정도 혹
은 5-10초 정도)있어 신체검사하면서 MRA검사를 해달라고 하

수술 잘 받으시고 다시 수중에서 뵐 수 있는 날이 빠른시간 안에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수술 마치시면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기 0.9×0.4×0.4 cm의 내이성 신경초종으로 판정을 받았습
니다.
현재 서울소재**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예약한 상태입니다.

답변 2 :
일반적인 답변은 이미 올린 답변과 같습니다만 아직 안면 신경 마

저의 짐작으로는 수술을 하게 될 듯 한데 수술 자체도 걱정이

비가 지속되고 있고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 마우스피스를 무는데

되고 수술 후 후유증도 걱정되어 수술을 한 후 스쿠버다이빙이

지장을 주어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능한 지도 걱정이 되어 박사님께 고견을 여쭙습니다.

그 부분이 곤란합니다. 수술을 할 때 중이와 중이강(공기 공간)을 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 지방으로 이식해서 공기 공간 자체를 없애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수술하신 주치의와 면밀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과 함께 물 속에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2) 신경초종 수술 후 다이빙 가능 여부
청신경초종 수술 후 다이빙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제가 아니고 집사람이 2년 전에 청신경초종으로 수술을 받았
습니다.
다이빙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베토벤바이러스를 보면서 청신경초종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집사람이 그 병이 결렸더군요. 당시 이비인후과의 외과
적 수술과 방사능과의 감마나이프 방법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
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또 한편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선생
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해서 외과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청신경기관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이후 자가지방으로
귀를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2년이 지난 지금, 약간의 이명이 있고, 어지러움 증상은 없어
졌습니다. 안면신경은 6개월 후에 회복될 거라고 했으나, 아직도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실은 풍선을 불 수가
없더군요. 입을 아주 작게 힘을 주어 오므리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빙을 배워 보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 DAN SEAP(South East Asia Pacific) 후원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답변 1 :
청신경종양(Acoustic Neuroma)은 내이에서 발생하는 청각적 전기
자극을 뇌까지 전달하는 신경 경로에 혹이 생기는 것으로 이비인후과
와 신경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 두개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상당기간 간질
에 관한 부담을 갖고 가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술팀으로부터 완
전하게 벗어났는지, 중이강과 중이 조직에 손상이 없는지, 수술 후 합
병증 중 안면신경 마비 등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나면 다이빙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수술 후 추적 진료를 하면서 천천히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Tel. 055-3549-5896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9-7 통영세계로병원
Tel. 055-649-7115
017-560-0365 (김희덕원장)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109

지 일괄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된다 안된다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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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체의 오염과
일산화탄소 중독
글/그림 편집부

제1장 호흡기체의 오염

이상적인 경우, 압축된 공기는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여러
단계의 정화 카트리지를 통과해야 한다. 실리카겔(Silica gel)은

다이빙을 위한 공기탱크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공급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은 기름과

하는 것은 다이버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잠수를 깊이 할

탄화수소(hydrocarbon)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가는 체

수록 그 분압이 상승하여 오염의 효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molecular sieve)는 물방울과 먼지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를 들어 대기압에서 호흡기체의 5% 오염은 30m 깊이(4

촉매제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양심적인

ATA)에서는 20%로 증가한다. 이러한 오염은 대개 컴프레서로

제조업자들은 필터 대신에 여성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입되는 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컴프레서 자체에 의해 오

알려져 있다.

염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기체 순도의 기준
압축공기의 준비
미 해군이나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다음 두 가지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대기 중의 공기는 컴프레

Administration)와 같이 권위 있는 단체에서는 호흡기체의 순도

서로 유입되어 압축된다. 대부분의 다이빙 샵에서는 피스톤과

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실린더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다단계로 공기탱크(실린더)의 압
력을 올린다. 좀 더 진보된 컴프레서는 냉각기의 컴프레서와 유

<사례1>

사한 방식의 다이아프램식(격판식) 펌프(diaphragm pump)를

조류가 있는 지역에서 경험이 많은 다이버가 조류가 약할 때 다

사용한다.

이빙을 계획하였다. 그는 간조 때 자신의 배를 정박시키고, 수면
위에서 호스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후카 컴
프레서(hookah compressor)를 공기탱크에 연결하였다. 10m
수심에서 90분간 다이빙을 한 후, 다이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버디의 도움으로 배위로 끌어올
려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진단 - 일산화탄소 중독
설명 - 조류가 바뀌어 배의 방향 또한 바뀐 것이다. 다이빙을
시작할 때,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제대로 놓인 공기 컴프레서
의 공기 흡인구와 엔진배기장치(the motor exhaust)가 배의 방
향이 바뀌면서, 엔진배기장치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공기흡인구
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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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위한 공기탱크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다이버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잠수를 깊이 할수록
그 분압이 상승하여 오염의 효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압에서 호흡기체의
5% 오염은 30m 깊이(4 ATA)에서는 20%로
증가한다. 이러한 오염은 대개 컴프레서로 유입
되는 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컴프레서 자
체에 의해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 질소산화물은 폐에 손상을 입혀 기침, 쌕쌕거림(wheezing),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함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 일산화탄소는 두통과 의식 소실을 가져온다.
• 오일은 흉통, 호흡곤란, 기침, 폐렴 등을 일으킨다.

치료
다이버가 오염된 공기를 흡인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급처
치를 하고, 다이버의 실린더(탱크) 안의 공기는 화학연구소 혹
은 기체검사연구소로 보내서 기체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컴프레서는 내부적으로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
다. 피스톤은 충분한 윤활작용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특별한 오

예방

일을 사용해야 한다. 컴프레서가 과다하게 마모되었거나, 높은
압력이 발생되면 윤활유가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다이버는 잠수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잠수장비를 통하여 공기

독성 오염물질로 변성될 수 있고, 이러한 오염물질이 다이버의

를 흡인해 보고, 맛이나 냄새가 이상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해

탱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컴프레서의 관리 소홀로 인

야 한다. 공기압축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변하기

하여 오일과 탄화수소 입자들이 공기탱크로 들어가게 되는 것

때문에 다이버는 평판이 좋은 제조업체로부터 나온 공기탱크

이다.

와, 관련 검사기관 단체의 정기적 검진을 받은 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각각의 오염물질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 화학적 검출관

만일 공기 컴프레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가동이 된다면 먼

(chemical detector tubes)을 사용한다. Drager 회사에서 제공

지들이 공기탱크로 들어가면서 컴프레서와 레귤레이터의 유동

하는 “Drager 기체 검출 키트(Drager Gas Detection Kit)"가

부위에 마모를 가져올 것이다. 공기 컴프레서로부터 공기탱크로

대표적이다. 다이빙 사고 후에는 공기제조업체와 정부보건당국

공기가 유입될 때, 수증기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것들은 응축되어 스쿠버 실린더 내부를 녹슬게 하거나, 추운 상
태에서는 다이빙을 할 때 레귤레이터를 얼게 할 수도 있다.

<사례2>
한 다이빙 샵은 몇 년 동안 큰 실린더로 구성된 “공기은행(air

대부분의 컴프레서는 공기 유입 부분에서 먼지를 걸러내고, 공

bank)" 식의 압축장치를 이용하여 공기탱크를 채워왔다. 실린

기 배출 부분에서 수증기와 오일을 걸러주는 필터장치가 장착

더의 목 주변에 흰색 테가 둘러쳐진 이 커다란 검은 실린더는

되어 있다. 이들 필터의 효율은 컴프레서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규모가 큰 가스공급업체로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보내졌다. 실

작동하고 유지하며, 과부하를 걸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린더 내부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실린더의 색 표시
(color code)에 따라 공기가 재주입되었다. 불행히도, 이 실린더

가끔 필터나 윤활 시스템의 파손으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하기

는 100% 산소로 채워져 다시 보내졌고, 다이빙 샵은 자신들의

도 한다. 높은 인화점(flash point)을 가진 비탄화수소성 윤활유

실린더에 100% 산소를 채워 넣은 것이다.

가 선호된다. 윤활유의 문제는 물이나 건조한 테플론(teflon)을
이용한 윤활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기는 하지만

다이빙이 시작되었는데, 두 명의 다이버가 문제의 실린더를 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이아프램식 펌프(diaphragm

고 나가 20m에서 잠수를 하였다(다른 다이버들은 기존의 공기

pumps)로도 오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매

가 채워진 실린더를 사용함). 잠수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

우 비싸다.

을 때 한명이 갑작스레 발작을 하였고 자신의 버디에 의해 구조
되었다.

임상적 특징

구조 다이버(rescuing diver)에 의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
한 후, 잠수전문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산소중독(oxygen

오염된 공기는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전혀 알 수

toxicity)”으로 판정받았다. 경찰의 빠른 조치로 다른 다이버들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사용하기 전에 100% 산소로 채워진 공기탱크는 수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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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만일 다이빙을 하기 전에 수면에서
미리 자신이 사용할 공기를 호흡해 보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제2장 일산화탄소 중독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는 탄소화합물의 불완전한 연소
로 형성되는 기체이다. 엔진의 배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연기의
한 성분이며, 난로나 담배의 불완전한 연소 때 생성되기도 하고
다이버의 공기 컴프레서의 매연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일산화탄소는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이다. 혈중 헤모글로빈

다이빙 수심이 깊어질수록 일산화탄소의 영향은 급격히 증가한

(Hb, 혈색소)의 산소결합부위에 산소대신 결합하여 카르복시헤

다. 대기압에서 400ppm의 농도는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

모글로빈(carboxyhemoglobin, HbCO)을 형성함으로써, 헤모

지만, 같은 농도라도 수심 30m (4 ATA)에서는 1600ppm

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방해한다. 산소결합부위의 상

(=4x400)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킨다.

당부분이 일산화탄소에 의해 결합되면 저산소증이 초래되어 죽

다이버가 수면 위로 상승함에 따라 산소의 분압이 감소하기 때

음에 이른다. 일산화탄소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생화

문에 경미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들은 상승 동안이나 상승 후

학적 경로를 차단하여 기본적인 세포기능을 마비시킨다.

에만 나타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지속적인 저산소증
이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임상적 특징
혈중 산소운반의 감소로 인해 저산소증의 증상이 점진적으로

치료

나타나며, 호흡기체의 일산화탄소 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카르복
시헤모글로빈(HbCO)의 혈중 농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다양

다이버를 일산화탄소의 위험으로부터 빨리 격리시켜야 하며,

한 양상을 보인다.

마스크를 통하여 100%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응급 소생
술의 ABC 원칙에 의하여 적용해야 한다. 고압산소(HBO,

일산화탄소 농도

% HbCO

증상

400 ppm

7.2 %

없음

800 ppm

14.4 %

두통, 어지러움, 운동 시 숨 가쁨

1600 ppm

29.0 %

혼란, 구토

3200 ppm

58.0 %

마비, 의식 소실

4000 ppm

72.0 %

혼수상태

어지고, 헤모글로빈은 정상적으로 산소운반의 역할을 수행함으

4500 ppm

87.0 %

죽음

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고압산소는 중독 수 시간 이내에

hyperbaric O2)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고압 챔버에서 높은
분압의 산소를 흡인하면 충분한 양의 산소가 혈액에 용해되어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없이도 산소요구량을 만족시켜 준다.
2.5~3ATA의 분압으로 산소가 흡인되면, 일산화탄소는 헤모글
로빈과 결합된 상태에서 서서히 분리되어 폐를 통하여 배출되

치료해야만 효과적이며 오랜 시간이 지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영향은 누적되어 나타나며, 흡인한 기체의 농도

뇌손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와 노출 시간과 관련이 깊다. 400ppm의 농도로 한 시간 노출
되어야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1200ppm의 경우 단 20분 만에
증상이 나타난다. 카르복시헤모글로빈(HbCO)의 농도가 떨어지

예방

면 일산화탄소의 제거를 의미하며 임상적 특징도 차츰 감소하
게 된다. 피부나 점막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홍색(cherry

다이버들이 압축공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인하는 경우가

pink)은 호흡부전이 나타나기 전인, 급성 초기에만 볼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다음과 같은 경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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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엔진의 배기가스로부터의 일산화탄소의 직접 오염
이것은 컴프레서 모터 자체로부터, 혹은 주변의 모터나 배기가
스의 출구로부터 흘러 들어온 경우이다. 가장 흔한 경우로는 컴
프레서 모터의 배출구로부터 나온 배기가스가 바람을 타고 공
기 컴프레서의 공기 유입구로 흘러 들어간 경우이다.
부적절한 윤활유의 분해산물로 인한 오염
공기 컴프레서에 부적절한(탄화수소를 주원료로 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윤활유의 분해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탄소, 및
산화질소가 발생한다. 때로는 컴프레서의 과열에 의해서 생기기
도 한다.
오염된 공기의 유입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압축되는 공기의 질을 주기적
으로 검사하여 일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이 압축공기에 포함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여과장치가 모든
컴프레서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은 항상 제대로 작동하
고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Carl Edmonds, Bart McKenzie, Robert Thomas "Diving Medicine for
Scuba Divers" JL Publications, 1992
2.	김희덕, 김동원, 김찬 역,“스쿠버 다이버가 꼭 알아야 할 잠수의학“, 정담,
2005
*	참고: 본 칼럼은 소유권을 가진 도서출판 정담(대표:김정찬)의 허락하에
참고문헌의 내용중에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다이빙을 할 때 발생하는 감압병 등과 같은 의학적 문제의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을 잠수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다이
빙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다이버들의
필독서.
46배판, 370쪽, 22,000원, 도서출판정담 (www.j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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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기술

다이버의 수화법

편집부

안전한 잠수를 위해서 수중에서 다이버간의 원활한 교신이 필수적이다. 수중에서 서

제1회 생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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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유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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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행위와 닮게 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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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위치에 관한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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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방향,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고 재미있는 다이빙이 되었으면 한다.

제6회 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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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회 방향, 수, 질문 등을 하는 수화
본고에서는 의미하는 행동을 흉내내 표현하는 수화들을 다룬다.

149

150

콤퍼스, 방향, 각도(COMPASS, DIRECTION, DEGREES)

시간(TIME)

인지손을 반대편 팔목 위에 걸치고 나침반의 침을 돌듯이 좌우
로 돌린다.

시계를 접촉시킨다.

151

190

152

분(MINUTES)

몇시간(HOURS)

반복해서 시계를 톡톡 친다.

인지를 구부려 시계 위로 원을 그린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

Scuba Diver

153

159
수(NUMBERS)

지금(NOW)
구부린 손을 다래로 단호하게 떨어뜨린다. 확실한 시간.

여기의 숫자 사인들은 현재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
르다. 여기의 것이 배우기 쉽고 수중에서 더 이해가 잘 된다.
종전의 방법은 다섯을 여러번 사인해서 5 X 회수로 이해해야
하는데 다섯을 몇 번 신호했는지 못 알아 들으면 혼동이 일어
난다. 여기의 사인은 각기 하나의 수를 표시한다. 1에서 5까지
는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다. 수가 늘 때 마다 오른 쪽에서 왼쪽
으로 손가락 하나씩을 더 들면 된다. 6에서 10은 다른 손을 동
원시키지 않고 단순히 새끼 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인지 방향으
로 두 손가락을 접촉시키기만 하면 된다.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숫자는 숫자 사인을 연속하면 된다. 예를 들면:

15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클릭(KLIKS)
여섯

자연스레 놓인 손을 두 번 찬다.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숫자는 각 숫자 사인을 연속하면 된다.
예를 들면 :

155, 156, 157, 158

320도

북(NORTH)

3

2

도

0

15분

동(EAST)

서(WEST)
15
남(SOUTH)

분

동쪽으로 7 클릭

방위(DIRECTIONS)
방위 이름의 첫글자 모양의 손으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북쪽
은 N(North) 글자 손이다. 여기의 손모양들은 이 책에서 지금까
지 쓰여왔던 손과는 다르다. 또한 지도에 방위를 표시하는 기
호와 같은 위치에 있음도 주지해야한다.

7

클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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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등급
검정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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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QUESTION)
두 손을 의문의 표시로 벌린다.
이 사인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
을 모르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배
운 사인들은 연결시키면 된다.

어느 방향인가?
What + direction = WHERE?

몇시인가?
What + time = WHEN?

잠수시간이 얼마인가?(※잠수시간 = bottom time)
What's the bottom(down) time?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How much air left?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머리를 짜내서 다른 사인
들을 혼합시킬 수 있다. 필요하면 다른 사인들을 이용해서 반
복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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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국비 지원 과정
잠수기능사 / 잠수산업기사 / 수중용접 과정 / 산업잠수사 과정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 사업주 위탁교육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 개인 발급
• 계약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관련업종, 우선선정기업, 사업주 위탁 서류
• 5년 300만 원, 1년 200만 원 한도 지원
• 훈련 수강시 수강료 80% 지원

2. 보훈처 제대군인 직업향상훈련 - 근로복지공단 직업향상훈련
• 제대군인 5년 이상 근무자 보훈처지원 (지원금액 100만 원)
• 산재보험 대상자 (지원금액 최대 600만 원)

3. 공무원 채용 시험자 특별 해택
• 해양경찰특공대 지원생 (스퀘어파이프 분해조립 무료 강습)
• 해양경찰특공대 지원생 (스쿠버 베일아웃 무료 교육)
• 공무원채용시험 지원생 (응급처치 무료 교육)

서울산업잠수학원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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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교육 참관기

다이버마스터 교육을 겸한

시밀란 리브어보드 여행기
글 이지윤(서울여대 2012학번)

띵똥! 아침부터 누가 문자를? “와! 합격이다! 엄마 나 합격 했
어!”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냈었

내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
는 계기가 되었다.

는데 이젠 나도 마음 편하게 시밀란 리브어보드 여행을 갈수 있
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였다. 작년 가을 입시가 끝나

2월 29일 드디어 시밀란 가는날!

기도 전에 아빠께서 시밀란 리브어보드 다이빙투어에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나 모두 다이빙을 즐

“나 만타 봤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벗기도 전에 자랑

기기에 다들 뛸 듯이 기뻐했지만 나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

을 하신 엄마. 엄마는 마린마스터에서 주관하는 시밀란 리브어

다. 아직 입시도 끝나지 않았었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보드 투어 1, 2차 중 1차에 아빠와 함께 다녀오셨다. 나의 학교

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고3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스쿠버 다이

스케줄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시밀란 리브어보드 투어를 갈

빙으로 체육학과에 진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부모님은

수 없게 되어서 아빠, 엄마가 1차, 아빠, 언니, 나는 2차로 다녀

나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다. 이즈음에 마린마스터의

왔다. 짐을 풀기도 전에 엄마는 만타와 해마, 파인애플피쉬, 할

정상우 선생님을 만나 레스큐과정과 여러 스페셜티를 과정을

리퀸 쉬림프 등등 보신 것을 쉴새없이 자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PADI 마스터스쿠버다이버를 거쳐서 올해 초 다

들은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공항버스에 몸을 실고 인천국제공

이브마스터 과정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후 스쿠

항으로 향하였다! 공항에서 투어를 함께할 반가운 얼굴들을 만

버 다이빙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서 푸켓공항으로 출발했다.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6시간 비행 끝에 새벽에 부푼 마음을 안고 푸켓공항에 도착

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다이빙을 시작할 때는 이것으로

했다. 푸켓공항에서 정상우 선생님을 만나 차로 약 1시간 30분

학교까지 가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오픈워터부

정도를 달려 카오락 항구에 도착하였다. 잠결에 차에서 내리니

터 아빠와 함께 매년 다이빙 투어를 다녔다. 다이빙을 하면서

비릿한 바다 냄새와 이른 새벽이었지만 아빠와 지훈 오빠가 우

아빠와 정이 더욱 돈독해 졌고 새로운 세계를 접할 때 마다 자

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가 5박6일 동안 지낼 리브어보드의

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방문하는 곳에

이름은 Phoinex호였다. 리브어보드는 리브어보드 보트 또는 리

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두루 만나게 되었고

브어보드 베셀(Live-aboard boat 또는 Live-aboard vessel)에
서 선박이란 뜻인 보트와 베셀을 생략한 말이다. 리브는 “생활
하다”의 뜻이고 어보드는 “배를 타고”의 뜻이므로 종합해 보면
“승선생활 선박”이다. 처음에는 “리브어보드 보트(또는 베셀)”라
고 말했으나 요즘에는 그냥 리브어보드라고만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리브어보드는 다이버들이 승선해서 먹고 자면서 1박
이상의 다이빙을 하는 전용선(charter boa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리브어보드 여행은 한두 군데의 행선지를 하루나 이틀에
다녀오는 것에서부터 세계의 벽지 섬을 돌아다니며 1주 또는
수주일 동안 다이빙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등 여러 형태가 있
다. Phoinex호의 구조는 1층에는 우리가 머물 침실과 다이빙
장비를 셋팅하는 곳이고, 2층은 식사와 휴식 공간이 있었다. 3
층은 썬덱으로 밤에 올라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간단하
게 안전수칙과 생활방법을 설명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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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3월 1일
시밀란에서의 첫 다이빙은 Konbon에서 하였다. 다이브 마스
터 과정 중 하나로 레스큐 교육을 받는 선아언니와 선우를 돕
는 역할을 하였다. 다이빙에 들어가기 전 정열 선생님과 브리핑
연습도 하고 레스큐 교육 도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긴장된 마음으로 첫 다이빙에 들어갔다. 나는 실종
된 다이버 대신 SMB를 숨기는 역할이었는데 너무 의욕만 앞서
서 너무 멀리 숨기는 바람에 중간에 다시 찾아와 선생님께서
숨기셨다.
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어떻게 된거야!”라고 했을때 나도 모
두 번째 다이빙은 Tachai Pinnacle에서 수영장에서만 연습

르게 눈물과 함께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선우와

했던 사이드 마운트 교육을 하였다. 수영장에서는 BCD와 실린

지훈오빠 얼굴을 보니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 왔다. ‘오빠의 버블

더를 연결시키는 것이 쉬웠는데 바다에서는 파도도 치고 조류

을 놓쳤을 때 바로 상승했더라면….’ 나의 변명과 여러 가지 상

도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는 쉽지 않았다. 수중에

황에 대해 들으신 선생님은 비상시 다이빙 시스템과 안전을 위

서는 공기고갈 훈련과 허버링, 프리 플로우 연습을 하였다.

한 약속을 강조하였고 울고 있는 나를 다독거려 주셨다. 나중
에 선생님께서 “해마는 봤니?”라고 물으셨을 때 “못 봤어요.”라

세 번째 다이빙은 Tachai Reef에서 나이트 다이빙을 하였다.

고 답했지만 사실 나는 해마를 봤다. 버디를 잃어버리고 상승도

어드밴스드 교육을 받는 언니와 진혁언니에게는 첫 나이트 다

하지 않았는데 해마까지 보고 왔다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을

이빙이었다. 나는 지훈오빠, 선우와 팀을 이루어 들어가서 언니

할 수가 없었다. 이 지면을 빌어 선생님과 지훈오빠, 선우에게

들이 교육받는 모습을 보았다. 매우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훈련

미안하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올라와서 들어보니 무서워서 붙

언니는 안전감압을 하면서 강한 조류에 휩쓸려 팀과 헤어지고

어 있는 것이라고 그랬다. 첫날의 모든 다이빙을 끝나고 저녁을

떠내려가서 죽을 뻔 했다고 한다. 다행히 언니는 팀과 헤어지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난 뒤 침착하게 안전정지를 하고 SMB를 쏘아올리고 난 뒤 “아
빠! 살려줘! 나 좀 살려달라고!!” 라고 소리쳐서 종택오빠가 언

3월2일 조류 많음

니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날 언니와 나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고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한다면 위급상황에서도 침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Richelien Rock 이었다. 그런데 문

착하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이

제가 생겼다. 원래는 더블사이드마운트로 했어야 했는데 메인

빙 시스템과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실린더를 연결시키는 도중에 조류에 떠내려가 버렸다. 다행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훈오빠와 함께 조류에 떠내려 왔지만 다시 배로 가는 도중
지훈오빠가 너무 빨리 가버렸다. 오빠의 버블이 완전히 보이지

두 번째 다이빙은 첫 번째 다이빙과 같은 포인트였는데 첫 번

않자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물속에는 아무것도 보이

째 다이빙은 왼쪽으로 돌고 요번 다이빙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지 않는 샌드 지형이어서 방향 감각도 사라져 버렸고 사방을 둘

처음에는 첫 번째 다이빙의 충격 때문에 쉬려고 했지만 조류도

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위로 상승을 해야 할지

별로 없고 오히려 배에 있으면 멀미가 날거라는 주변사람들의

1분 동안 찾아봐야 할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전진했더니 브리핑

말에 두 번째 다이빙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 다이빙

할 때 설명 들었던 산호로 덮힌 바위산? 같은 것이 보여 그쪽으

역시 생각 보다 조류가 심했다. 두 번째 다이빙에서는 첫 번째

로 가니 다른 우린 팀이 보였다. 갑자기 안도감에 왈칵 눈물이

다이빙에서 하려다 못한 사이드 마운트 교육을 받았다.

났다. 일단 팀을 만나 그 곳에 합류하였다. 속으로는 상승을 하

세 번째 다이빙은 Tachai Reef (Fishman Reef)에서 했다. 이

여야 할지, 같이 따라 다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 도중에

번 다이빙에서는 어드밴스드 교육을 받는 언니와 진혁언니를

미현선생님의 안내로 해마를 보러 갔다. 해마를 보고 다이빙을

따라 들어가서 사각항법과 킥수 세기 하는 것을 구경했다.

하면서도 계속 ‘상승해야 될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

수온약층도 경험하고 써지도 엄청 심했다.

자 조류에 휩쓸렸을 때 두려움에 공기 소모가 많아서 금방

두 번째 날은 선우의 권유에 넘어가 썬덱에서 뛰어내리기를

50bar만 남아버려 가이드 다다와 상승하였다. 상승하자마자 보

했다. 아뿔사! 물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

이는 상우선생님의 화난 모습. 안도감과 죄송함에 눈물부터 나

이 떠올랐다. 물에 떨어지고 나니 같이 수영을 못하는 선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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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헤엄을 쳤다. 하지만 이층에서 구경한
사람들에 의하면 둘 다 개헤엄을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도 않
고 가라앉지도 않는 언니와 내가 신기했다고 한다. 다이브마스
터 과정의 수영능력 테스트가 걱정이 된다. 이날 저녁은 비와
번개 때문에 나이트 다이빙을 하지는 못했다.

3월 3일
시밀란 리브어 보드 마지막 다이빙 날.
첫 번째 다이빙은 Rock Point. 불행히도 어제부터 상우 선생
님의 발목이 좋지 않아서 사이드 마운트 교육을 계속 받지 못
하고 펀다이빙을 하였다. 시밀란 다이빙 중 처음으로 언니와 버

엄청 잘 주무셨다! 결국 언니는 2층에서 자는 것을 포기하고

디를 하였다. 사진찍기에 예쁜 곳이 많아 사진도 많이 찍었다.

침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와 언니랑 가족사진도 찍고 큰 부채 산호와 사진도 찍었다.
두 번째 다이빙은 West Of Edan이었다. 다이빙 도중 언니가 너

3월 4일

무 깊게 내려간 나머지 정열선생님이 나의 버디인 언니를 빼앗
아 갔다. 이 날 트리거 피쉬과 유니콘 피쉬, 노랑색 프로그 피쉬

2층에서 자서 찌뿌듯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기 위한 장비를

를 보았다. 프로그 피쉬는 물고기답지 않게 기어 다니는 모습이

정리하였다. 장비정리를 다 하고 언니오빠들과 해변가에 보트

이상했다. 만타 대신 블루스팟스팅레이를 3마리나 보았다. 시밀

를 타고 가서 스노쿨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

란에서의 마지막 다이빙은 Anita’s Reef. 마지막 다이빙이었지만

다. 모래사장에서 너무 뒹굴었더니 온몸에 모래가 묻어서 배로

아쉽게도 많은 물고기를 보지는 못하였다. 대신 선우의 100log

돌아온 다음에도 모래를 씻기 위해 스노쿨링을 하였다. 스노쿨

축하 다이빙을 하였다.

링을 하고 씻고 나오니 승구삼촌이 주방에서 짜파게티를 만들

두 번째 다이빙을 한 후 휴식하는 동안 선우와 배에 앉아서

고 계셨다. 승구삼촌을 도와 짜파게티를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북이다!”라는 소

나눠 먹었다. 짜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승구삼촌이 “짜파

리에 일층으로 내려가 보니 새끼 거북이가 배 주위를 헤엄치고

게티는 10인분 이상을 끓일 땐 물을 빼면 안돼!” 라고 소리쳐

있었다. 선우와 정열 선생님은 바로 맨 몸으로 거북이를 구경하

모두 웃었고 타지에서 끓여먹는 짜파게티는 꿀맛이었다. 1,2차

러 갔지만 수영을 못하는 나는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정열 선생

투어를 모두 참여한 86년생 오빠 셋이서 만타는 이제 지겹다며

님이 오라는 소리에 목숨을 걸고 정열 선생님에게 헤엄쳐가 선

우리를 놀려서 약이 올랐다. 선생님께서는 만타를 못 봐서 아

생님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거북이를 보았다. 시밀란에서 처

쉬워하는 우리들에게 바닷속은 수족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음보는 거북이였기 때문에 신나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

이 허락해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

서 도저히 더 지탱해주기 힘들다며 다시 배로 돌아왔다. 거북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만타 구경은

를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앞으로는 수영을 열심히

못하였지만 다이빙이란 공통적인 취미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추억이 생긴 것에 대해 너

마지막으로 나이트 다이빙이 있었지만 힘이 힘들어서 나이
트 다이빙을 포기하였는데 나이트 다이빙을 다녀 온 언니가 여

무 감사하다. 어느새 길었던 5박6일 동안의 다이빙 투어가 끝
이 났다.

태 들어갔던 나이트 다이빙 중에 가장 볼 것이 많았다고 해서
조금 후회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이빙을 할 동안 장비세

우리 귀요미 막내 선우, 오픈워터 탈출 우리언니, 폼생폼사

척을 끝내서 할 일이 없어 뿌듯했다. 마지막 날이어서 여러 사

(매너...ㅋ) 지훈오빠, 훈련소 파이팅 종택오빠, 생물찾기 달인 대

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들도 구경하고

균오빠, 쿨한 여자 현정언니, 찍사의 달인 두용삼촌, 바다의 여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 전까진 2층에서 몇몇 남자들이 잠

왕 미현쌤, 신비로운 남자 정열쌤, 고대수석남 승구삼촌, 잠의

을 잤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언니들과 선우와 2층에서 자려고

달인 지영언니, 이~쁜 선아언니, 은근 수다쟁이 진혁언니, 빵터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서 남자들을 나중에 다 밑으로 밀어내고

지는 봉준삼촌, 결혼 25주년 축하드려요. 안병정&이선희선생

자려고 자리를 잡으니 미친 듯이 비가 내렸다. 배안으로 빗물이

님, A++ 용재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고마우신 정상우

다 들이 쳐서 바닥에 물도 고이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난장판이

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우리 아빠, 좋은 추억 만

되었다. 그 난리 통에서도 지영언니는 비옷을 꺼내 입으시고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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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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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무점황놀래기
English.N. Red naped wrasse
(레드 내이프드 래스)

Pseudolabrus eoethinus

(Richardson. 1846) 25cm TL
D/spine 9 soft ray 11 A/spine 3 soft ray 10
P1/13 LLp/24~26

Drawing 1
Ref. Live specimen photos

Drawing 2
수컷(혼인색)
Nuptial color of 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서북태평양: 한국의 제주도, 일본 남부,
타이완, 동중국해에 분포.
● 살아있을 때 전체적으로 붉은 색이다.
머리 등 쪽은 자주빛이 강하고 배 쪽으로
는 붉은 오렌지 색이며 머리 아래 복부는
청색 내지 청보라색이다. 지느러미들은 밝
은 오렌지색이다. 등지느러미에는 어두운
점들이 2~3개의 열을 만든다. 주둥이에서
부터 눈 뒤로 2개의 검은 선이 있고 아래
선은 휘면서 가슴지느러미 기부에 이른다.
눈 뒤에서부터 등 쪽으로 비늘 열들이 검
은 줄무늬를 만들어 낸다. 수컷이 혼인색
을 띠면 전체적으로 황색이 강한 황토색이
되고 머리 뒤 등이 넓게 적색을 유지한다.
황놀래기 몸에 있는 흰 점들이 무점황놀래
기에는 없다. 꼬리지느러미 뒤 가장자리는
절단형이다. 황놀래기에 비해 더 깊은 수
심에 있으며 바위 지대 해초가 발달한 곳
을 좋아한다.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Red naped wrasse
Korean.n. Mu jeom hwang nol legi (무점황놀래기)
Pseudolabrus eoethinus (Richardson, 1846) 25cm TL
D/spine 9 soft ray 11 A/spine 3 soft ray 10 P1/13 LLp/24~26
Distribution: Northwest Pacific: Jeju Island of Korea, southern Japan, Taiwan, and South China Sea.
General: Overall color red: nape area is red, the rest body red orange, the fins orange except the caudal fin, chest pinkish blue. Nuptial color of male
is yellowish brown. 3 lines of dots on dorsal fin. Two dark stripes from snout to posterior head, the lower dark stripe reaching downward to upper part of
pectoral fin base, with about 5 dark stripes along scale rows of upper body. Different from Pseudolabrus sieboldi in absentness of whitish body spots in
adults. Posterior margin of caudal fin truncate. Rocky reefs with seaweeds.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황놀래기
English.N. Bambooleaf wrasse
(뱀부 리프 래스)

Pseudolabrus sieboldi

(Mabuchi & Nakabo. 1997) 25cm TL

동종이명: Pseudolabrus japonicus
(Houttuyn, 1782)

D/spine 9 soft ray 11 A/spine 3 soft ray 10
P1/13 LLp/23~26

Drawing 1
수컷 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Drawing 2
암컷 Fe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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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태평양: 한국의 제주도, 일본 남부,
타이완, 중국남부, 홍콩에 분포.
● 주둥이에서부터 눈 뒤로 난 2개의 검
은 선 중 밑의 선은 아래 방향으로 휘어지
지 아니하고 가슴지느러미 위로 직진하며
젊은 수컷이나 암컷은 아가미 뚜껑에서 끝
난다. 성어는 체측 중심선 위 등쪽 몸에 좌
우 방향으로 백색 반점들이 2~3 개의 열
을 짓는다. 수컷 성어는 주홍색이며 깊은
수심에 있을 때는 붉은 벽돌색이다, 수컷
의 혼인색은 황토색이다. 서식 해양에 따
라 또는 암수변환 과정에서 녹색 등으로
다양하게 색이 나타난다. 제4~6 극조에
검은 반점이 있다. 암컷은 살아있을 때 노
란색이 강한 주황이다. 등지느러미 첫 가
시, 뒷지느러미 3번째 가시, 배지느러미 가
시가 무점황놀래기 보다 약간 짧다. 보통
2~5m수심 바위 지대에 있다. 바닥의 작
은 무척추동물을 주식한다. 겨울에는 모래
속에 들어가 동면한다.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Bambooleaf wrasse
Korean.n. Hwang nol le gi (황놀래기)
Pseudolabrus sieboldi (Mabuchi & Nakabo. 1997) 25cm TL
Synonym: Pseudolabrus japonicus (Houttuyn. 1782)
Distribution: Northwest Pacific: Jeju Island of Korea, southern Japan, Taiwan, and Hong Kong.
General: Two dark stripes from snout to posterior head, lowermost dark stripe behind eye extending horizontally backward above pectoral fin base in
adult, or reaching backward to middle of opercle in subadults. A few rows of white spots on upper half of the body. Body of terminal adult male with
reddish color(sometimes greenish), brick red in specimens from deeper water, and nuptial color is yellowish brown. Female reddish yellow. With large
black blotch on spinous dorsal region between fourth and sixth spines, lengths of the first dorsal, third anal and pelvic spines somewhat shorter than those
of P. eoethinus . Rocky reefs, usually 2~5m depth. Feed mainly on small benthic organisms, Hibernates in the sand in winter.
※bamboo; 대나무 leaf; 잎

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어렝놀래기
English.N. Cocktail wrasse (칵테일 래스)

Pteragogus flagellifer

(Valenciennes. 1839) 20cm TL
D/spine 9 soft ray 10~12 A/spine 3 soft
ray 9 P1/13 LLp/22~25

Drawing 1
수컷 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서북태평양: 한국의 제주도 포함 남해, 일
본 중부이남, 타이완, 남중국해에 분포.
● 수컷은 황갈색 바탕에 비늘마다 흑자색
반점들이 있고 주둥이 끝에서부터 머리의
등 부분이 검은 흑자색이며 뺨에 복잡한
선 무늬가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밖으로
둥글고 가장자리는 검다. 등지느러미 제1,
제2극조의 막이 길게 연장되었다. 암컷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며 아가미뚜껑 위에
검은 점이 있다. 암컷도 등지느러미의 첫
2개 극조가 길지만 수컷보다는 훨씬 짧다.
온대수역의 해초가 발달한 바위지대에 살
며 주로 단독생활을 한다. 식용으로는 맛
이 없다.

Drawing 2
암컷 Female
Ref. Live specimen photos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Cocktail wrasse
Korean.n. Oe reng nol le gi (어렝놀레기)
Pteragogus flagellifer (Valenciennes, 1839) 20cm TL
D/spine 9 soft ray 10~12 A/spine 3 soft ray 9 P1/13 LLp/22~25
Distribution: Northwest Pacific: Jeju Island and South Sea of Korea, south of central Japan, Taiwan, and South China Sea.
General: Caudal fin rounded. Membranes of 1st and 2nd dorsal spines elongated filamentously in males. Body of male sienna yellow with a magenta
blackish spot on each scale, dorsal portion of the head magenta blackish, vermiculated lines on cheek. Body of female yellowish or reddish brown with a
dark spot on upper opercle. The first two dorsal spines longer than the others but not elongated as the males. Found among algae patches of rocky reefs,
edible but not tasty, usually solitary and males terr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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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공모전

제 2 회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배

해양생물 수중사진 공모전
본 대학에서는 바다사랑의 일환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통하여 바다를 이해하고 보호
하는데 기여하고자 해양생물수중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공모전 요강
•	 응모기간 : 2012.1.1~2012.12.31
•내용 : 해양생물에 관한 모든 사진
•	 자격 : 자격제한 없음
•	 작품규격 및 응모방법
- 광각, 접사, 생태를 포함하여 필름, 디지털 관계없이 5″x7″컬러프린트로 응모.
- 한 사람이 5장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필름 카메라는 복사본 필름, 자동디지털카메
라는 JPEG 파일, 일안리플렉스카메라는 RAW 파일을 제출.
- 응모 수수료 없음.
•	 접수처
- 573-701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행정실
- 사진공모전 담당자( ☎ 063-469-4591, Email : kimys@kunsan.ac.kr)
•시상 및 발표
- 응모작품 중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각 1인을 선정하여 2012년 2월 중에
본 대학에서 공모전 상패 및 부상을 시상함.
•	 심사 및 저작권
- 본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동심사하며, 모든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촬영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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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배

해양생물수중사진공모전 발표
공모전 심사평 (글/김지현)
「제1회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배 해양생물수중사진

들과 수준이 비슷하였다. 이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해

공모전」이라는 긴 이름으로 잡지사들을 통해서 광고가 나간 것

양생물 사진으로 자신을 구체화시켜 드러내놓을 수 있는 작품

은 지난 해 여름부터였다. 다이빙을 하는 몇몇 교수들이 중심이

들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다. 입상자 중에는 혼자서 몇 개의 작품

되어서 만든 공모전이다. 협찬사는 원래부터 생각을 안 하고 자

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인당 한 점씩으로 제

체적으로 학과와 단대의 협조하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진행

한했다.

하기로 한 것이다. 공모전 취지에서 밝혔듯이 ‘해양생물의 다양
성을 통하여 바다를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행
사였다.

이번 공모전에 55점의 응모작이 있었다. 호응도가 좋지 않았
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런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짧은 홍보기간과 열약한 재정이었지만 명예와 권위를 중시한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순수하게 본 공모전의 목

다는 측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교수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적에 치중하여 일단은 올해에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에 해양

것이다.

관련대학이 10개 정도 있고, 삼면이 바다라는 대한민국에서 누

심사는 필자를 포함해 4명의 교수가 2월 초순 학장실에서 진

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데 교수들이 동의했다. 끝으로 입상자

행하였다. 학장인 조수근 교수와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직접 모

들에게 푸짐한 상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미안

든 작품을 하나씩 점검하고 그 중에서 모든 교수들이 동의하는

하게 생각하며, 입상작을 포함하여 10점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작품을 1차로 선정한 후, 그 중에서 2차로 다시 10점을 골라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를 해 줄 것이다.

고, 3차에서 입상작 5점을 추렸다. 최종 5점에 대해서 대상부터

올해에도 보다 많은 다이버들이 응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장려상까지 순서를 매기는데 이 점에서 필자가 위원장으로서
약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른 게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객
관성을 위하여 본 공모전의 성격상 본교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
이 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심사위원

의 작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자는 것이었다.

조수근 학장, 김영식 학과장, 이기영 교수, 김지현 겸임교수

즉,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
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본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은

수상자 명단
대상 최상학 금상 이창수 은상 주 원 동상 김동식 장려상 김광복

다른 여타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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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배
해양생물수중사진공모전 수상작

대상
최상학

금상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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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주 원

동상
김동식

장려상
김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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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전시회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창립전
2009년 10월에 창립한 제주수중사진연구회는 일반인이 쉽게 보지 못하는 제주 바닷속 비경을 알리고,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
을 지키고자 수중탐사활동과 수중정화활동을 하면서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창립전을 겸한 수중사진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전시기간 : 2012. 3. 25(일) - 30(금)
•전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2전시실
•회장 : 강동완, 총무: 김건석, 감사 : 이운철
•회원 : 김기준, 허천범, 양충홍, 오정석, 양승철, 이태훈

■ 전시회 작품

양충홍

오정석

양승철

강동완

이운철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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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석

이태훈

허천범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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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센터 탐방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울진군과
스쿠버다이빙의 새역사를 만드는

울진해양레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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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간직한 울진에서 스
킨스쿠버를 마음껏 즐기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경상북도 울진
군 원남면 오산리에 들어선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산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자리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
다. 경관이 아름다운 울진의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스킨스쿠버
전문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골고루 갖춘 리조트이며 한적하면
서도 아기자기한 어촌의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이미 다녀간
방문객들의 입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 배경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울진군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에 걸쳐 147억 원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5,121.28㎡(1,600평)의 크기로 건축하였
다. 울진군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울진군 관내의 수중경관이 뛰어난 연안해역의 왕돌초, 거
북초와 관광형 바다목장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해양관광의 메카로 부상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건축된 해양레포츠센터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
이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킨스쿠버 교육과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체류형 스포츠 상
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천혜의 해양자연 조건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도 많은 기대
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2011년 8월 18일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을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관
리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진해양레포츠
센터 사업팀은 이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가급적 울진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채용함으
로써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 개요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지상3층, 지하1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되었으며, 대지면적 1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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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식당
휴게실
풋살장
족구장
챔버실

㎡, 건축면적 2,486.02㎡의 크기로 레포츠센터로는 아시아 최대

스킨스쿠버 교육장이 일반 수영장과 다이빙풀을 겸용으로 사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200여명을 수용할

용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이곳은 스킨스쿠버 전용풀로서 60여

수 있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은 물론, 가족 단위나 단

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지상 1층에 풀장을

체 행사를 개최하는데도 안성맞춤인 시설이다. 각 층별 시설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관람창이 설치되어 스킨 스쿠버를 하

살펴보면 우선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 센터를

지 않는 다른 방문객들이나 가족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장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은 교육풀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내부를 볼 수 있는 관람창과 대강당(176석) 1개, 중강당(101석)
1개, 식당, 카페테리어 매점, 안내데스크, 방재실 등이 위치하고

3층은 숙박시설과 숙박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로

있다. 또한 단체 고객들을 위한 풋살구장과 족구장을 구비하고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로는 8인실 룸이 11개, 50인실 룸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에서 소규모로 운용되는 챔버

1개가 있고, 야외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시설에 비해 6명의 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

그 밖의 부대시설로 장비실과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모의 챔버실을 구비하였다는 것이다. 감압병 발생시 부산, 대구,

센터를 찾는 고객들이 마음 편히 쉬면서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통영, 강릉 등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있게 되었고, 경북 북부 지역의 다이빙 업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사업팀은 이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잠수풀은 스쿠버다이빙 라이센스

2층은 주로 스킨스쿠버 교육을 위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

를 보유한 다이버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쿠버 교

다. 사무실, 공기탱크 압축실, 장비 보관실, 50석과 36석 규모의

육단체 세미나와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

강의실이 각각 1개, 탈의실, 샤워실, 입수 준비장과 교육풀, 침대

으며,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스킨스쿠버 교육과 관련하여 오

로 구비된 18인실 룸 1개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픈워터 교육부터 강사교육까지 모든 레벨의 교육을 이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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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풀
공기압축실
강의실
탈의실
샤워실
매점

사업안내

잠수풀 이용

스쿠버다이빙 교육

- 라이센스 보유 이용객 입장
- 스쿠버 교육단체 세미나 및 강사 교육장으로 활용

-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대학해양스포츠 수업지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 각 대학 체육계열학과 해양스포츠 관련 교과 교육장으로 이용
- 교양수업 개설 요청을 통한 교육장소 활용

- 학기 중 초, 중, 고등학생 교육프로그램
- 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복합 프로그램 운영
- 1박2일 교육, 숙식제공 통합 프로그램

수상 인명구조 교육

하기해양캠프

- 20명을 정원으로 한 수시 교육

- 각종 단체, 가족 단위 하계 해양 캠프

스포츠 바우처 사업

울진스포츠관광패키지

- 스킨스쿠버 관련 전 교육 과정을 체계적인
강좌프로그램으로 운영

- 울진의 다양한 레포츠(요트, 승마, 스킨스쿠버,
MTB자전거)와 관광자원(관광명소, 숙박, 맛집)을
이용한 패키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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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
침대방
야외휴게소
주차장
장비실
강의실에서 이론 강의하는 모습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상 인명구조 요원 교육은 20명을 단위로 수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각 대학 체육계열학과
의 수업을 지원하여 대학별 해양스포츠 관련 전공 교육장과 교양과목 개설 요청을 통한 교육장
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을 패키지로 1박 또는 1박 2일의 숙식을 제공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계 해양 캠프의
가족 프로그램과 기업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울진 스포츠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여 울진에서 체험
할 수 있는 요트, 승마, 스킨스쿠버, MTB 자전거 및 울진의 관광명소, 숙박, 맛집을 연계한 프로
그램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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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관광지
울진은 지리적 위치가 동해와 태백산맥을 인접하고 있어

백암온천

주변에 관광명소와 천혜의 절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축복받
은 지역이다. 또한 주변의 관광지 모두 레포츠 센터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레포츠 센터를 찾은 가족 단위 또
는 지인들과도 함께 방문할 만한 곳들이 많다. 주변의 대표적
인 명소로는 온천을 꼽을 수가 있다. 평해읍에서 12km떨어
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에 위치한 백암온천은 수온이 48℃
로 정도이고 나트륨, 불소, 칼슘 등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만성피부염, 자궁 내막염, 부인병, 중풍, 동맥경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백암산 등반과 신선 계곡 트
래킹도 같이 즐길 수가 있다.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 위치한

남사고유적지

덕구온천은 태백산 동쪽의 응봉산 아래에 위치한 자연용출
온천으로 중탄산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약알칼리성 온천으
로 신경통, 류마티스, 근육통,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고 한다.
울진군 근남면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155
호 성류굴이 위치하고 있다. 동굴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9개의 광장과 수심 4~5m의 물웅덩이, 종유석, 석순, 석
주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분포되어 있다.

성류굴

울진에서 봉화 방향으로 국도 36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울
진군 서면 하원리 일대에 기암괴석이 넘쳐나고 맑은 물이 연
중 흐르는 한국 제일의 절경, 명승6호로 지정된 불영계곡이
자리하고 있다. 불영계곡은 왕피천의 지류인 광천(光川)이 심
한 곡류를 이루면서 만들어 놓은 계곡인데 창옥벽, 의상대
등 30여 곳의 명소가 있으며, 신라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불영사가 자리하고 있다. 불영사에는 보물 제730호
응진전, 보물 제1272호 영산회상도, 보물 제1201호 대웅보전
등이 있어 자녀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경쟁력을 스포츠관광 상품들과 연계하
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국 최고의 스킨스쿠버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해안 지역 해양관광 자원개발에 따른 해양레포츠관광의 다변화는 물론 울진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센터장 : 이상진, 부센터장 : 엄대영)
주소 :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웹주소 : http://www.uljinleports.co.kr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부센터장

이메일 : dnlejr1100@hanmail.net

엄대영(위덕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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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다이버운동 실천행동

제주수중사진연구회 개해제 및
천지연폭포 정화작업
글 / 사진 김건석

2012년 3월 10일 올해도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며, 제주수
중사진연구회 팀은 서귀포 동쪽부두 포인트 앞에서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서귀포를 찾아주는 다이버들에 안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올해에는 아무런 다이빙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며 개해
제를 정성스럽게 지냈다. 날씨가 좋지 않은 탓에 섬으로 가서
다이빙은 할 수 없었지만, 문화재 지킴이 이태훈(서귀포 블루샤
크 제주) 회원이 천지연 폭포 정화작업 행사를 실시하여 개해
제와 함께 천지연폭포 정화작업도 같이 이루어졌다.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는 제주도 폭포 중 천제연폭포, 정방폭포와 함께 3대 폭포라고 불리고 있다. 이름만
큼이나 빼어난 서귀포 천지연(天地淵)폭포는 조면질 안산암의 기암절벽이 하늘높이 치솟아 마치
선계(仙界)로 들어온 것 같은 황홀경을 느끼게 한다. 천지연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163호로 지정
된 담팔수 자생지 이외에도 가시딸기, 송엽란 등의
희귀식물과 함께 계곡 양쪽에 구실잣밤나무, 산유
자나무, 동백나무 등의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
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379호로 지정되어 보
호되고 있다. 특히 담팔수나무는 담팔수과의 상록
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덕계곡, 천제연, 효돈천
등 제주도 남쪽해안이 섶섬, 문섬 등이 그 북한지이
다. 이 천지연난대림지대를 따라 나 있는 산책로를
1㎞쯤 걸어 들어가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와 만나게 된다. 서귀포항 어귀에서 길게 뻗은
오솔길에는 꽃치자, 왕벚나무, 철쭉 등의 아름다운
꽃나무와 더불어 정취어린 돌징검다리, 숲 사이 군
데군데 마련된 쉼터가 최상의 데이트 코스를 연출
해줌으로 신혼부부나 연인들 사이에 무척 인기가
높다. 또한 폭 12m, 높이 22m에서 세차게 떨어져
수심 20m의 호(湖)를 이루는 천지연의 맑고 깊은
물은 천연기념물 제 27호로 지정되었으며, 무태장어
(천연기념물 제258호)의 서식지로서도 유명하다. 야

216

Scuba Diver

천지연폭포 모습

간조명시설이 돼있어 11~4월에는 밤 10시까지 5~10월까지는 밤 11시까지 야간관광이나 데이트
를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최적지이다. 매년 서귀포칠십리 축제가 이곳을 중심으로 화려하게 펼쳐지
기도 한다.
천지연폭포 정화작업은 일반 바다에서처럼 아무 때나 들어 갈 수 없는 곳이다. 몇 년 동안 서
귀포에 살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천지연은 수중에는 천연기념물 제258호
인 무태장어는 회유성 어류로서 하천이나 호수의 비교적 깊은 곳에서 산다. 육식성이며, 깊은 바
다에서 산란한다. 몸은 황갈색이고 배는 백색이며, 온몸에는 흑갈색 반문이 흩어져 있다. 낮에는
소에 숨고 밤에는 얕은 곳으로 나와 먹이를 잡아먹는데 큰 것은 길이가 2m, 무게가 20㎏에 이른
다. 국가에서는 무태장어가 서식하는 천지연 일대 무태장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27호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다. 서귀포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후에 1시간가량 시작된 천지연 정화 작업에는 물살이 강해 수중환경에 사진은 많이 찍을 수
없었으나 눈으로 확인한 결과 무태장어에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도 다른 종의 장어들이 많았으
며, 거북이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 마리 두 마리 방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천
지연에 사는 장어들을 공격한다하여 거북이도 많은 양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관광객이 떨어뜨
린 핸드폰, 카메라, 썬그라스, 우산 등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볼 때면 일반인들과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공공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우리 문화재를 훼
손시키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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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쿠바스쿨
고스다이브 시스템
제주오션
제주바다하늘(사수동)
제주원다이브리조트
(주)에코21

성산scuba life

우도스쿠바리조트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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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쿠바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회원샵
서귀포시

제주시

남원

오렌지샵

제주스쿠바스쿨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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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다이브센터

리조트 건축중

고스다이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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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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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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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원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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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대표: 김 창 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40번지
064)796-0800 / 010-3008-4739
looking114@naver.com
http://cafe.naver.com/jejuilmare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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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다이빙스쿨
대표: 김 병 일 (011-696-1224)
서귀동 784-1번지 태평양
moonsom21@hanmail.net
http://cafe.daum.com/제주태평양다이빙스쿨

굿다이버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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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스쿠바리조트

방2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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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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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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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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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어드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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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샤크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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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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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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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
성산 Scuba Life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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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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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더 스쿠바
대표: 이 승 호
서귀포시 송산동72번지
010-4631-4448
ssi46143@naver.com

돌핀스쿠바 (허창학) 011-693-5135
포세이돈 (이성철) 019-697-1414
제주도 (황치전) 010-8131-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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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스킨스쿠버연합회

GO SCUBA DIVING
교암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반암리조트
백상어리조트
봉포리조트
송지아이파크리조트
아야진리조트
청간리조트
문암리조트
백도수중
거진리조트 그린레포츠

강원도 고성군
교암리조트
대표: 손상돈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77-1
010-8730-9185
www.kyoamdive.com
네모선장리조트
대표: 고영식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2/1
033-632-4251, 010-6370-0271
www.nemocaptain.com
반암리조트
대표: 김동석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98-2
010-5368-7738
www.banamresort.com
백상어리조트
대표: 김대선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3
011-9716-7474
cafe.naver.com/whiteshark0788
봉포리조트
대표: 김석호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봉포다이빙
010-9159-0199
www.bongposdr.co.kr

송지아이파크리조트
대표: 박정기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033-632-6526
백도수중
대표: 강민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033-681-4233

고성군

아야진리조트
대표: 이성행
고성군 죽왕면 아야진리 1-1
033-632-8182
cafe.daum.net/ayajindiveresort

속초시

양양군

청간리조트
대표: 김이조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1-18
010-9259-2552
www.cgscuba.co.kr
문암리조트
대표: 박주명
고성군 토성면 문암2리 143
010-5163-0920
거진리조트
대표: 김형래
고성군 거진읍 22-25
010-3369-3276

38마린리조트
수산다이브리조트
아쿠아갤러리마린리조트
동명스킨스쿠바
월드다이브리조트
속초다이버스
인구다이브리조트
속초수중
카리브다이브
영금정스쿠바
팀스킨스쿠바
파라다이스 오션블루
한스쿠바
씨드림다이브리조트
강릉핀스리조트
경포레포츠
등대스쿠바
보보스리조트
강릉시
사천다이브리조트
안인서브마린
영진아쿠아존
주문진리조트
동해시
해원다이브리조트
동해딥블루
추암다이브리조트
행복한해적
삼척시
스쿠바해양캠프

D E P C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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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이제 수중사진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이버들의 새
로운 취미 및 문화 활동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하였고,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사진을 쉽고 즐겁게 접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에서는 다양한 과
정의 커리큘럼을 통해 수중사진 촬영의 기본 실기는 물론
육상사진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물, 풍경 등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배울 수 있도록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강좌를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사회명사들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031-708-6967 / www.kupva.com /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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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리조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수중 환경
성산포!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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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164-17
휴대폰: 017-344-2095
대표 : 김원국

전화: 064-782-1150

www.scubalife.net

전시회 참관기

제20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2012 KUSPO SHOW) 참관기
글/사진 편집부

전시회장의 구성
올해도 지난 2월23일부터 2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1층, A, B홀에서
2012년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SHOW)”가 개최되었다. 2011
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2012 SPOEX”는 수중 스포츠를 포함하여 헬스 및 피트니스, 아웃도어
브랜드, 각종 체육활동 시설업체, 골프용품 등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에 관련된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전체 311개 업체 중 수
중스포츠 관련업체는 74개 업체 (15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여 치열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수중 스포츠와 관련된 업체 및 교육단체들은 전시장 1층 A홀을 선두
로 3개의 통로를 공유하며 함께 자리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특색 있
는 부스를 설치, 관람객들에게 업체 및 교육단체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애쓰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최근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자전거
용품 브랜드와 수중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아이폰용 하우징을 판매하
는 업체 등이 자리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트랜드를 감상할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치열한 홍보전
2011년은 모두들 피부로 느낀 것처럼 세계 경제의 불황에 편승하여
다이빙 업계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해였으며, 이 같은 현상은 2012년
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불투명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비업체들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었으
며, 교육단체들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정보
를 공유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행사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인지 2012년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KUSPO)”는 2011년에 비해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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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개하기 위한 각 업체들의 치열한 홍보전이 더욱 두드러진

사들을 초대하였는데 약 80여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뷔폐 식사

모습이었다.

를 곁들인 이번 설명회는 김형준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인사
에 이어 경품증정 행사를 가졌으며 박진수 차장의 신제품 설명

해를 거듭할수록 업체별 부스도 점점 발전된 모습을 갖춰가

이 이어졌다. 호흡기는 셔우드 매그넘과 일본 다이브웨이 호흡

고 있었는데 2011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부 교육단체는 소속 트

기, 순토 다이브 컴퓨터로는 트라이믹스가 가능한 D9과 흰색의

레이너들과 관련샵들이 4~8개의 큰 부스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다이브 컴퓨터 줄이 소개되었고, 셔우드와 테크니서브의 스킨

홍보를 하였으며 장비 업체들도 기본적인 부스의 형태를 탈피

장비, UK의 드라이슈트/라이트, 아코나 슈트/장갑, 씨라이프 수

하여 참신하고 업체의 이미지에 맞는 고유의 디자인으로 관람

중 카메라, 파티마의 라이트/하우징 등이 소개되었다.

객들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칫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주)우정사는 부스를 전시장 입구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보

를 해볼 수도 있지만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각각의 부스에서 오

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름다운 색감으로 여성

랜만에 만난 소속 강사들, 지인들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웃고 대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있는 TUSA 제품과 아토믹 호흡기, 오셔닉

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다이빙 업계는 정이 넘치고 동질감

의 게이지 및 다이브 컴퓨터, 홀리스의 테크니컬 장비 등을 전

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 같은 모습이

시하였고 26(일)일 오후에는 매시간 마다 전문 도우미의 진행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모습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아래 퀴즈 등을 통하여 마스크 40여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였다. 또한 별도의 딜러미팅을 컨피런스 룸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신제품인 아토믹의 Z2X호흡기와 홀리스의 사이
드 마운트 BC SMS 50을 소개하였다. 우정사는 올해 프로모션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소개 및 세미나

이벤트로 스킨장비 세트를 구매할 경우 스프링 스트랩을, 스쿠
버 장비 풀 세트를 구매할 경우 백업용 다이브 컴퓨터 BUD를

올해에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2011년과 다르지 않았으나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업체별 특성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제품을 전
시하고 기능을 설명하는 세미나들을 개최하였다.

첵스톤 코리아사는 포세이돈사의 레크레이션 재호흡기 디스
커버리 MK6의 홍보를 위해 전시회 기간 중 2회의 세미나를 진

(주)해왕잠수는 6개의 부스를 일자로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행하였고 추가로 27일에는 올림픽 수영장에서 체험다이빙을

탁 트인 시야로 모든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포세이돈 아시아 마케팅 담당자인 홀가

빅블루의 라이트, 비즘의 티타늄 호흡기와 한손에 잡히는 콤팩

(Holger)씨가 직접 진행하였는데 재호흡기 디스커버리 MK6는

트한 초경량 게이지, 새롭게 디자인된 뷰샤의 슈트, 2개의 웨이

컴퓨터에 의해 전자동으로 제어되는 eCCR로 레크레이션 다이

트 포켓을 후면에 부착하여 허리의 부담을 줄인 마스터리프트

빙의 한계인 40m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모든 것이

프로BC등을 전시하였고 제품 설명 후 퀴즈를 맞힌 정답자에게

자동화되어 있고, 특히 내장 컴퓨터가 55가지를 자동으로 테스

뷰샤 레쉬가드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트하여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이빙을 제한시키므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다이버라도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주)테코는 이번 전시회에 부스를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2월

이 특징이다.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섬유센터빌딩에
서 신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초청 딜러들과 소속 강

(주)대웅슈트는 아이콘 HD 넷레디, 매트릭스(Matrix) 손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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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인스팅트(Instinct) 호흡기, 하이브리드 프로텍(Hybrid
Pro Tec) 부력조절기, 한국형 스킨 장비 등의 신제품을 소비자
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부스를 꾸몄다.
그 외에도 PADI, SSI, SDI/TDI/ERDI, BSAC, IANTD, SDD
등의 교육단체의 부스도 각각 홍보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2012년의 전망
2012년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겹쳐지는 해이다. 선
거철에는 많은 돈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경기가 좋아질 것이
라 기대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의 세계경제를 바라볼 때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입장만은 아닐 것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각 나라별 제정의 악화는 그 영향이 언젠가는 전 세계로 확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신제품의 개
발과 새롭고 진보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우리 모두가 노력
해야 될 공동의 명제이며 이를 통한 다이빙 인구의 확대는 침
체된 다이빙 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므
로 이러한 전시회 등을 통해 다이빙을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
고,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는 바람
을 흑룡의 해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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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매트릭스(Matrix)
다이브 컴퓨터의 새로운 시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도트 매트릭스 화면

도트 매트릭스 화면의 Mares 다이브 컴퓨터 ‘매트릭스’는 글자・숫자・
그래픽으로 전례없는 풍부한
정보를 표시하여 종래의 LCD에 비하여 굉장히 뛰어난 화면을 보여줍니다.
시계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모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USB케이블로 업데이트와 다운로드를 하는 동안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충전이 100% 완료되면 최소 20회의 다이빙 또는 2주 이상 시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100%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USB로 PC, 일반전원, 태양충전기, 자동차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나이트록스 모드 선택시 최대 3가지의 혼합기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산소로 감압할 수 있습니다.
로그북은 5초 간격으로 샘플링된 35시간의 다이빙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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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 stops

다이브모드 : 프로파일

콤파스

로그북

매트릭스 기술정보
최대 표시수심

감압모델

마레스-윙키 RGBM

150m

직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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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모드

나이트록스

일반공기

O

산소농도 세팅

다이빙 횟수(충전완료시) 20회

나이트록스

O

최대허용 산소부분압 세팅 O

백라이트

O

멀티가스

최대 3가지 기체

중추신경계 산소노출(%) 표시

바텀타이머

O

알람표시

O

미터/피트 단위선택

O

민물/바닷물 선택

O

계획모드

O

익스텐드 모드

O
O

로그북
다이빙모드 표시

메모리

35시간

O

프로파일 샘플링

5초간격

프로파일 정보표시

그래픽

개인정보(비상시)

O

프로파일 모드

O

PC인터페이스

O (USB)

상승속도(m/min,t/min)

O (디지털/그래픽)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O

감압정보

O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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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매트릭스(Matrix) & 엑스스트림
NEW 색상 출시
[ 매트릭스 WHITE 색상 출시 ]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MARES의 신제품 다이브 컴퓨터 "매트릭스(MATRIX)"의 White 색상이 출시되었습니다.
White 색상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
- 색상 : Black, White
- 소비자가격 : 125만원

[ 엑스스트림 Pure White 색상 출시 ]
MARES 엑스스트림(X-STREAM) 핀의 Pure White버전인 밝은파랑(LB)과 핑크(PK)이 출시되었습니다.
Pure White버전 색상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엑스스트림 핀
-	새로운 벌집형 발집 : 편안함, 가벼움,
파라슈트 현상 없음
- 최적의 효율각도에 의한 최고의 성능
- 슈퍼물골 블레이드로 교란작용 감소
- 레드닷 디자인상
- 색상 : RD, BL, BK, LB, PK
- 소비자가격 :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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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매트릭스(Matrix) 보상판매
기존의 컴퓨터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시계형 컴퓨터
마레스의 연구개발팀은 새로운 차원의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를 출시하는 데에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다이버의 취향에 맞추어 원하는 화면(디지털화면, 컴파스화면, 프로파일화면)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정보(현수심과 최대수심, 평균수심, MOD수심, 다이빙시간과 수온, 현재시간, O₂%, ppO₂,
CNS노출치 등)를 수중에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도록 리튬이온폴리머 충전
식 배터리를 채택하여 다이버의 불편한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다이버에게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하여 기존의 구형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레스의
최첨단 컴퓨터 매트릭스로 교체하시고자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판매를 실시합니다.

- 보상 판매 신청 안내 ■ 보상 판매 모델 : 마레스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
■ 보상 판매 금액 : 75만 원 (소비자가 40%할인)
■ 보상 대상 모델 :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다이브 컴퓨터
■ 보상 접수처 : 전 마레스 취급 다이빙 전문점
		

※ 마레스 코리아 본사에서 직접 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 보상 신청 절차 : 다이빙 전문점 방문→구형 다이브 컴퓨터 반환
		

→신청서 작성→대금 지불

■ 보상 판매 개시 및 수량 : 4월 16일부터 총 150개
■ 출고 조건 : 신청서 & 구형컴퓨터 본사 도착 및 대금 지불 완료 후 다이빙 전문점에 발송

Two Gs
Global quality, Global price
새로운 차원의 시계형 컴퓨터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 보상 신청서
●신청자 이름 :
●E-MAIL 주소 :
●연락처 :
●교육단체 :
●보상대상 컴퓨터 :
- 브랜드 :
- 모델 :
●신청 색상 : BLACK / WHITE
●신청일 :
●보상 대상 컴퓨터 발송일 및 송품장 번호 :
위의 다이버는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의 보상 판매를 신청합니다.
접수처 :
상 호:
대표자 :
(서명)

MAR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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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의 Light&Motion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협회로부터
환경 사업 부문 올해의 기업 상을 수상
Light&Motion은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
업한두 명의 창업자에 의해 1989년 캘리포니아의 몬테레
이에서 시작되어, 고성능 휴대용 수중 랜턴 시스템을 발
전시켜 왔습니다. Light&Motion은 수중 랜턴 외에도 자
전거와 아웃도어용 스포츠 랜턴 부문에서도 굉장한 인정
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LED 랜턴과 수중 비디
오 시스템 시장에서의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
운 기술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결과, 기술 혁신 부
문에서 지속적으로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ight&Motion은 그들의 기술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
을 가지고 있어 기술의 역외 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생산팀, 판매, 회계, 물류 등 모든 직원들
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ight&Motion의 모든 상품들은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Light&Motion은 일찍이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을 최소
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한 결과, 2008년 미
국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협회로부터 환경 사업 부문 올
해의 기업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ight&Motion 랜턴의 큰 장점으로는 57mmX101mm
와 105g(sola 1200기준)의 적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1200루멘(다이빙/카메라용), 4000루멘(비
디오용)의 밝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랜
턴으로 확산형과 집중형(다이빙/카메라용)을 모두 사용
할 수 있고, 각 모드에서 밝기 조절을 상/중/하(다이빙/카
메라용) 또는 7단계(비디오용)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런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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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용 랜턴(Sola 1200)
루멘(확산/집중)

사용시간

충전시간

상 1200/226

상 65분

150분

중 600/113

중 130분

크기

하 300/57

하 260분

57mmX101mm

비디용 랜턴(Sola 4000)

다이빙용 랜턴(Sola 1200)

루멘/사용시간(단계별)

충전시간

7단계 4000/60

Full - 150분

6단계 3000/90

80% - 90분

5단계 2000/12070% - 60분

70% - 60분

루멘(확산/집중)

사용시간(확산/집중)

충전시간 - 150분

4단계 1000/240

상 1200/500상

65/70분

크기&무게

3단계 500/480

중 600/250중

130/140분

57mmX101mm

2단계 250/800

하 300/125하

260/280분

350g

1단계 125/XXXX

크기&무게
85mmX143mm
		

80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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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의 TUSA
BCJ-4000
● 가격 : \ 980,000
● 새롭게 디자인된 독립 하네스 시스템
● 극도로 안정화된 하네스
● 허리 보호 시스템
● 3차원 형태의 패드가 들어간 허리와 등 부분
●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딥 패드 어깨 스트랩
● 커머번드는 수심을 상쇄하는 편안함을 제공
● 진보된 웨이트 로딩 시스템(A.W.L.S.)과
리얼 트림 포켓
● 최고의 내구성을 갖춘 500D 코듀라 나일론 원단
● FK-10 나이프 장착 가능
(TC-752 나이프 마운트 사용 시)
● 사이즈 : XS / S / M / L-XL
● 부력
□ XS/23 lbf.
□ S/30 lbf.
□ M/37 lbf.
□ L-XL/43 lbf.

M-211
● 가격 : \ 150,000
● Freedom Technology
●	부위마다 실리콘의 두께에 변화를 주어 지금까
지 없었던 피팅감 실현
●	저 마찰 스커트에 착용 시의 달라붙음을 방지하
고 부드러운 감촉을 실현
● 동양인을 위한 완만한 피팅 라인
●	소프트한 얼굴 당김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 라운
드 에지 구조
●	스커트를 끌어당기는 스트랩을 채택한 깔끔한
디자인

232

Scuba Diver

(주)우정사의 WATERSHED
신 개념 방수 가방
방수 가방 제조업체인 WATERSHED社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
습니다. WATERSHED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지퍼락
시스템을 방수 가방에 응용하여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고 안전한 방
수 설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방 타입
외에도 구급용, 군사용 등 광 범위 한 영역에서 활용 되어지고 있습
니다. 또한 다이빙, 카약, 아웃 도어, 바이크 등 거의 모든 레저 활동
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스포츠 방수 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ZIPDRY 시스템
■ 수심 90m까지 물이 새지 않음
■ 한 번 닫히면 공기 중의 습기가 차단되고, 수중에서
물이 새지 않음
탐험대 수준의 품질 구조
■ 바느질 없이 천을 녹여 붙임
■ 군 규격으로 바느질된 손잡이와 버클
폴리우레탄 코팅된 나일론 섬유
■ UV와 화학적 성질에 저항력이 강함
■ PVC 섬유보다 마모 저항이 5배 강함
■ 갈라지거나, 색이 바래지 않으며, 유연성을 잃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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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강의 2012년 영업 정책 안내

<2012년 영업정책 개요>
오랜 세월 동안 공급의 관행처럼 되어버린 다이빙 장비업체의 공급정책을 현 시대 유통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므로
써 소비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주어 당사는 자사의 제품이 어느 곳에 판매가 이
루어지든 2011년 이전처럼 판매점 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가격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
여 2012년도부터는 당사가 정한 규정서인 2012년도 영업정책에 의해 예외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
러 당사제품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할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시행은 2012년 3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합니다.

<거래관련 정책>
① 일반거래
일반 거래란 도,소매 구분없이 공장도가격을 말하며 항상 같은 공급가로 수량에 관계없이 상시 거래를 말함. 결
재는 주문 후 제품 출고전 마감하는 선입금 후출고 제도로 시행됩니다.

② 대량거래
주문수량 및 주문 성격에 따라 구분 되는 거래를 말하며 이 거래의 경우 수량관계를 명확히 해주며 결재관련 및
납기관련 등의 사항을 당사와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대량거래는 그 건에 대해서만 가격이 조율될 수
있으며 이후 일어나는 일반거래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③ 제휴거래
의뢰인의 브랜드를 제작하여 주는 거래를 말하며 거래의 관련 수량, 단가, 제품의 종류, 결재관련 등을 논의 후에 거
래 계약서를 작성 후 진행 되는 거래입니다.

④ 거래처구분
판매점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에 거래처 등록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당사에 정책대로
물품을 공급 받아 소비자판매를 하는 사업체를 말함.
소비자 :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를 말함.

<제품관련 정책>
바다강은 2012년부터 기존 맞춤 주력의 영업정책에서 기성 및 주문형 기성 전문으로 판매정책을 전환하여 공급하기로 정
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맞춤복은 옵션사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품구분
① 기성복
1) 카다로그상의 남, 녀 사이즈표에 의해 주문가능.
2) 슈트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 환불 가능.
(남: S, SB, M, MB, L, LB, XL, XLB, XXL 여: S, M, MB, L, LB, XL)
3) 드라이슈트 사이즈교환이나 반품, 환불 가능.
(남: M, MB, L, LB, XL, XLB, XXL / 여성용 드라이는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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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080. 621, 6003 지사: 02. 477. 2952
www.badagang.com aquaz@aquaz.net

적용모델: 기성세미/기성네오드라이 / 기성부틸
4) 사이즈교환이나 반품, 환불 불가능 사이즈는 반품가능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 및 이미변형 제품들.
(주머니부착, 손 / 발목 / 소변 지퍼부착 등 변형된 제품들)

② 주문형 기성복
1) 카다로그상의 남, 녀 사이즈표에 의해 주문가능.
2) 바다강 모든 제품을 원하는 디자인 / 원단 / 색상 소비자 선택가능.
(단 카다로그상의 제품에 대하여 가능함.)
3)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 환불 불가.
4) 제품출고 후 사이즈 수정시 수리비 청구함. (당사 규정된 수리비용에 준함.)
5) 소비자 신체에 맞는 사이즈 선택필수. (카다로그 사이즈표 참조.)

③ 맞춤복
1) 주문형 기성 패턴을 실측 사이즈로 만들어 주는 옷
2) 별도의 옵션 비용 발생함.
④ 기타제품
1) 잠수복(슈트 / 드라이슈트)을 제외한 나머지 소품들을 말함.
(장갑, 신발, 조끼, 후드 사파리등 써포터용품)
2) 써포터용품은 카다로그 기제된 사이즈외 특이 사이즈의 제품은 제작은 해주나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 환불 불가.
※ 주문형 기성 주문시 교환, 반품, 환불이 안되고 사이즈 수정시 별도의 수리비가 청구되니 사이즈 선택시 실측후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네오프랜(스텐다드) 및 부틸기성은 상기 사이즈는 교환, 반품, 환불이 가능하나 주문형 맞춤 패턴의 제품과 네오프랜 주문형 드라이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며 사이즈 수정시 수리비 규정에 의한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A/S관련 정책>
▶ 상품 거래와 완전 분리운영
당사 제품 거래와 분리운영 실시 수리거래는 수리 담당과 직거래 방식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보다 원활한 A/
S 체제 유지합니다.
▶ A/S 접수 및 절차
절 차 : 당사 본.지사로 접수 → 본사A/S 부서 전달 → 수리견적 통보(A/S담당부서) → 고객 수리여부 확인 → 수리실시
→ 수리완료 고객통보 → 수리비용 청구 및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고객 전달
- 상품 매출과 수리 원장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수리는 입금 확인후 발송 실시함.
▶ 기본 수리비
-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 수리가격 이원화 실시
- 작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 수리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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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 2012년 방수하우징 패키지 출시

“물 속에서도 고화질 촬영 자유자재”
- 올림푸스한국, 2012년 방수하우징 패키지 출시해
- 컴팩트 카메라부터 PEN까지 라인업별 방수하우징 패키지 선보여
올림푸스한국(대표 방일석, www.olympus.co.kr)
은 물 속에서도 고화질 사진촬영이 가능한 2012년
방수하우징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올림푸스 2012 방수하우징 패키지 신제품은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DSLR 카메라 PEN 시리
즈 중 PEN E-PL3와 E-PM1 전용모델 2종이다.

PT-EP05L은 PEN E-PL3에, PT-EP06L은 PEN
E-PM1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수심 45m에서도
1,230만 화소로 최상의 전문가급 화질을 구현해준
다. 새롭게 장착된 LED 조명은 수중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수중 속 작은 생물을 찾는데 유용하며, 수
중 화이트밸런스 기능이 탑재되어 선명한 수중사진
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들은 방수하우징은 크고 무겁고 비싸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깬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다. 내장 플래시로 촬영이 가
능하며, 수중에서도 탈부착 가능한 와이드 및 매크로 렌즈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촬영할 수 있다. 수중 플래시와 수중 전환렌즈 등
다양한 전문 액세서리 확장도 가능한 본 제품들을 통해 수중 촬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 속에서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고화질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시판되어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PT-050은 하이엔드 컴팩트카메라인 XZ-1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수심 40m까
지 방수 가능하며, 동급 카메라 중 가장 밝은 F1.8 렌즈를 장착해 어두운 물 속에서도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1,000만 화소에 고감도 센서로 DSLR에 육박하는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며, 듀얼 IS를 탑재해 손떨림 방지 기능도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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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T-050은 휴대성을 극대화한 컴팩트카메라의 성격상

한편, 올림푸스는 2012년 방수하우징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수중 촬영 및 수

세계 최대의 스킨스쿠버 공인단체인 PADI (Professional

상 스포츠, 수상 레저 인구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의 다이빙센터와 다이빙강사
를 대상으로 방수하우징 특별판매를 진행한다. PADI는 전세계

올림푸스한국 영상사업부 성기일 팀장는 “방수카메라의 원조

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버 단체로서, 국내

올림푸스는 뛰어난 카메라 방수 기술을 바탕으로 방수하우징

에 전국 약 80개 다이빙센터와 약 1,500명의 다이빙강사를 보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점차 늘고

하고 있다.

있는 해양 레포츠 인구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홍보 담당자 연락처
소속

이름

이메일

연락처

Olympus Korea

조혜영 팀장

carrie@olympus.co.kr

02-6255-3420 / 010-3639-6560

PR팀

이용석 대리

david@olympus.co.kr

02-6255-3360 / 010-3137-8405

Olympus Korea

김미라 차장

cebs32@goodwillpr.co.kr

02-2263-4754 / 010-7447-6255

PR Agency

이민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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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
수중에서 더 오래 더 재미있게 -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멋진
PADI 티셔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 휴가에 열대 나라로의 여행을 생각하시나요? 아직 겨울이라 장비를 챙겨두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PADI
다이브 센터에서 PADI 엔리치드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를 마치는 분들에게 2012년 8월전까지(재고 소진시까지) 엔리치드에
어 다이버 스
‘ 페셜 에디션’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엔리치드에어 다이버 티셔츠 스페셜 에디션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는 PADI스페셜티 코스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수중에서 더 오래 더 재미있게!
다른 다이버들이 어쩔수 없이 상승한 후에 몇몇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더 오래 다이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가
능성은 그 다이버들은 엔리치드 에어 다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머물고 빨리 물에 들어가기 – 여러분의 수중 모험을 최고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난파선을 더 잘 볼 수 있
고,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다이빙 시간을 넘어선 흥미로운 새로운 사이트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를 마친 여러분은 PADI 텍렉(PADI Tecrec) 다이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첫 번째 스페셜티 코스로 엔리치드에어 다이버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여러분의 탱크안에 있는 질소를 산소로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더 긴 다이빙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이빙 하는 동안 질소를 적게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은 더 긴 무갑압 한계 시간과 여러분이 원하
는 것을 더 할 수 있습니다 - 수중에서 오래 머무르는 시간
코스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기를 만들고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엔리치드 에어의 높은 산소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
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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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스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다이빙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안전 테크닉
- 짧은 수면 휴식시간으로 인해 더 빠르게 물에 들어가는 더 즐거운 다이빙
- 엔리치드 에어의 높은 산소율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과 공기를 만들고 분석하는 것

▶ 어떤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가?
여러분은 모든 기본적인 장비를 이 코스에서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는 EANx 실린더와 산소분석기, 여러분이 머무르게 되는 각 수심에서 정확히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
는 EANx기능이 있는 다이브 컴퓨터. 이 코스를 위한 장비렌탈과 패키지에 대해 여러분의 지역 다이브 샵에서 확인
하세요.

▶ 어떤 교재가 필요한가요?
엔리치드 에어 모험을 위해서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PADI e-러닝 엔리치드에어 다이버 코스 온라
인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Padi.com/eLearning) 또는 만약 여러분이 더 고전적인
방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매뉴얼과 비디오를 보면서 이론 관련 부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도구로써 여러분의 계획이나 다음 엔리치드에어 다이브 설정을 도와주는 EANx 컴퓨터 다이브 시뮬
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DI 엔리치드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와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티셔츠 '스페셜 에디션'
을 무료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위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에 방문하세요. 가장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를 찾기위해
www.padi.com/divecenterskorea에 방문하세요. www.padi.com

PADI 엔리치드에어 다이버 코스 - it’s a GAS, GAS,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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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코 순토 보상 판매

핀란드 순토 본사의 주관으로 국내 순토 딜러인 테코에서
순토 보상 판매행사를 실시합니다.
국내에서는 특별히 테코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27% 할
인 조건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 보상 판매 조건
- 대상 :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컴퓨터를 가진 다이버
- 신청 : 가까운 테코 취급점으로 방문하여, 구형 컴퓨터를 반납하고 새로운
컴퓨터(D9tx, D6i)를 선택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브랜드 구별, 제품의 작동의 유무 상관없습니다)
- 할인 : 제품 가격에서 27% 할인.

구분

판매가격

보상판매가격

트랜스미터 추가

D9tx

180만원

130만원

30만원 추가

D6i

130만원

95만원

30만원 추가

- 기간 : 3월 15일부터 4월 30일
- 보상판매 기종 : 2기종으로 한정. (다른 기종 선택 불가)
○ D9tx : PC 인터페이스 케이블 포함, 트랜스미터 선택
○ D6i : PC 인터페이스 케이블 포함, 트랜스미터 선택

■ 순토 A/S 업데이트 교육 수료

Suunto D9tx

Suunto D6i

테코의 순토 A/S를 담당하는 신혜리 대리와 최연숙 주임은 홍콩에서 2박3일간 개최된 순토 A/S 업데이트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딜러 10개국에서 모인 기술자들 중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인정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A/S를 약속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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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시상식

본지 발행인과 대상 수상자 김기준님

본지는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개최되는 기간중인 지난 2012년 2월 26일 강남구 대치동 더부페클레식에서 격월간 스쿠바다
이버가 주최하는 제 21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자들의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심사위원,
협찬사 대표, 교육단체 대표 등 많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입상자 명단

협찬사

대상 김기준
광각 금상 천재법

접사 금상 김은종

광각 은상 정희철

접사 은상 이원욱

광각 동상 오경철

접사 동상 황 익

장려상

(주)대웅슈트

헬시온코리아

(주)우정사/오션챌린져

38마린리조트
(동해안)

(주)첵스톤/SNC코리아

노블레스 리조트
(릴로안)

해왕잠수

디퍼다이브리조트
(보홀)

(주)테코

몬테칼로리조트
(아닐라오)

강현주, 김형수, 김흥수, 윤태근, 정연규,
강동완, 박경순, 박정권, 우종원, 한국형
특별상
김건석 : 김건석의 포토 리포트
이민정 : 갈라파고스 다이빙

캠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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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각각업체
업체또는
또는단체에서
단체에서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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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므로본지의
본지의의견과
의견과다를
다를수수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대웅슈트 소식

스포츠 다이버 매거진 편집장이 2012년 선정한
MARES ‘매트릭스’
'스포츠 다이버 매거진 2012 Editor’s Pick’ 선정
다이브 컴퓨터의 혁명, MARES ‘매트릭스(MATRIX)’가 ‘스포츠 다이버 매거진(Sport Diver Magazine,
장비구매 가이드) 2012 Editor’s Pick’에 선정되었다. 특히 이 상은 기술과 디자인이 모두 뛰어난 제품에 주
어지는 상이다.
“다이버 개인의 취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트 매트릭스 화면과 같이, 다이버 친화적인 특징들로 가득한
MARES 신제품 ‘매트릭스’는 최신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조합이 완벽하다”
매거진에는 이 탁월한 손목형 컴퓨터 ‘매트릭스’의 사용자 친화적인 특징과 아방가르드한 특징들이 실려
있다. “정교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은 MARES 신제품 매트릭스는 즉각적인 운영체제와 다양한 성능을 결합
했다. 밝고 선명한 화면에 개인의 선호에 맞는 정보들을 볼 수 있다”

Mares랩 업데이트 세미나
2011년 12월 28일 MaresKorea에서 인천스쿠바몰, 잠실스킨
스쿠바, 별통광학, 순천 한국산업잠수 사장님들을 모시고
Mares랩 업데이트 교육을 진행하였다.
랩업데이트 세미나에서는 카본42 2단계, 프레스티지12S 1단
계, 에어콘트롤 외 신제품과 아비스22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분들은 몰랐던 부분과 A/S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에 대해서 랩업데이트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랩교육을 받은지 2년이 지났지만 모든 참가자분들이 장비를 숙
달된 솜씨로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랩교육이 장비에 대한 숙련
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
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랩 업데이트 교육에 참석하신 사
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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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첸 시상식
(TAUCHEN AWARD) 2012
MARES가 타우첸 상을 다시
한번 수상하였다. 이번 BC분야
의 수상으로 MARES는 총 13
개의 돌고래 트로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타우첸 시상식에서
MARES는 최고 제조업체로 4개
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그 중 BC부문에서 수상하였다.
타우첸 시상식이 개최된 이래로
MARES는 BC부문에서 최고 제
조업체로 10번 선정되었다. 호흡기와 수트 부문에서 받은 3개의 상을 합해서 총 13개
의 돌고래 트로피가 MARES 독일의 Feldkirchen에 전시되고 있다.
MARES의 판매-마케팅 책임자 Michael Hiller는 “BOOT 쇼의
중요한 이벤트이자, 돌고래 트로피로 유명한 타우첸 상은 업계에
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타우첸 상은 특히 MARES
의 새로운 BC인 하이브리드(Hybrid) 라인의 혁신성을 인정하였
습니다.” 라고 하였다
MARES가 BC 이외의 3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된 것은 탁월한 브랜드 이미지와 시
장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MARES는 이것을 새로운 시즌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
이고 있다. 1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된 타우첸 시상식은 Dusseldorf에서 열린
국제 수상스포츠 전시회인 ‘BOOT 2012’ 기간에 이루어졌다.

Diving society NEWS

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레스 랩세미나

통영 스쿠버팰리스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통영 스쿠버팰리스에서 마레스 랩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월4일 부산스쿠버아카데미에서 1일차 마레스 랩교육을 실
시하였다. 오전 9시부터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총 7분의 다이브
마스터 및 강사분이 참석하였다. 이후락 사장님께서는 개인업무
로 조금 늦은 시간에 참석하셨다.

첫째 날에는 창원비전 고경수 사장님과 스쿠버팰리스 김실환,
박소정 강사님이 참석하였다. 첫날은 이론 비중이 80%정도여서

1일차 교육은 실기보다 이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할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집중하였

수 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였으며, 질문과 응답이

다. 휴식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재를 보며 진지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랩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모습을 보였다.

점심시간 후 오후 교육이 시작되었고 참가자 분들의 열의로

오후에는 실기교육에 들어가면서 더욱 집중하였다. 그동안

1일차 교육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박복룡 사장님과 교육에

스쿠버장비는 많이 사용해 보았지만 실제로 장비구조를 배우고

참가한 구진희, 천영훈, 이성효, 서진석, 이상민, 이후락, 한미란

분해, 조립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님께 감사한다.

않으려고 하였다. 늦은 시간까지 수리공구를 손에 익히는 하루
를 보냈다.
둘째 날은 오전 9시부터 이용득 강사님도 함께 교육을 시작
하였다.
2일차는 실기시험 연습과 구체적인 실기교육을 진행하였다.
모두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긴장하였
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이론과 실기공부가 계속
되었다.
마지막 날인 3일차 교육 아침은 4명 참가자 모두의 피곤함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
지만 휴식시간에도 자
리에 앉아 시험을 앞두
고 마지막 점검을 하
는 열의를 보였다. 오
후에는 이론과 실기시
험이 진행되었다.
고경수, 김실환, 박소
정, 이용득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셨다. 스쿠버
팰리스 서민욱 사장님
과 이수민 강사님도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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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소식
DIVE BIZ SHOW 2012

ONE MASK와 극대화된 추진력
의 K AIL FIN은 DIVE BIZ

작년 일본 동북부 지역 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난 지 1년
이 지난 시점에 개최된 DIVE BIZ SHOW 2012는 다이빙 시장

SHOW 최고의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에도 엄습한 피해로 인해, 숙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재기를 위한

‘마스크의 피팅감이 갖는 절

발판으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 (주)

대적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원

우정사, 오션챌린져 임직원은 TABATA JAPAN(TUSA / REEF

론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탄

TOURER / VIEW)과의 2012년 연간 운영 미팅과 시장 조사를

생된 FREEDOM ONE MASK는

행사 기간 동안 진행하였다.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특수 실
리콘 스커트와 부위별로 두께에
차이를 둔 인체공학적 설계가 주
요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색상
의 일반 모델과 UV/AR 렌즈가
부착 된 PRO 버전도 출시 준비 중에 있어 선택의 폭과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FF-16 KAIL FIN은 스킨 핀 타입으로 고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블레이드의 길이를 콤팩트하게 디자인하여 물의 저항을
대폭 경감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작년과 올 상반기에는 인
스트럭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필드 테스트를 거쳐 피드백 되
어진 내용들이 추가 보완되어 높은 완성도의 핀으로 출시 될
계획이다.

차분한 회장 분위기는 전체적인 일본 다이빙 시장의 현 상황

이 외에도 마케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용 장비

을 대변하고 있는 듯 보였다. 대부분의 참가 업체들은 가급적

의 라인 업 강화가 눈에 띠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절제된 부스 구성으로 작년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보

있는 ‘컬러 코디네이션’ 정책은 그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었다.

였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의식은 새롭게 출시된 상품들과 정책

다양한 색상의 스킨 장비를 자유자재로, 다이버가 원하는 색상

에서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었다.

으로의 조합이 가능하여 이미 일본 다이빙 시장에서는 하나의

올 해 TUSA의 핵심 포인트는 스킨 장비에 있다고 할 수 있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하였다. 이에 당사 역시

다. 기술진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신감각의 FREEDOM

지난해 여성 전용 컬러 상품 출시와 올해에도 일본의 ‘컬러 코
디네이션’ 상품을 추가로 도입 준비 중에 있다.
(컬러 코디네이션: 스킨 3종의 상품 별 색상을 20가지 이상
추가 하여, 각각 다른 색상으로의 조합으로 최대 100여 가지 이
상의 코디가 가능한 일본 다이빙 시장의 패션 코드)
이렇듯 스킨 장비의 뚜렷한 아이덴티티가 일본 시장에서도
절대적인 영역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REEF TOURER는 올해도 여러 색상의 추가가 이어졌다. 거기
에 더해 TUSA의 높은 기술력은 REEF TOURER의 제품에 그대
로 반영되어지고 있어 디자인과 기능, 두 가지 측면이 보다 강화
되어졌다. 그리고 하이클래스 스노클링 브랜드 TUSA SPORTS의
런칭도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신제품의 도입 시기를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데 TABATA JAPAN측과 합의 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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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개발과정에도 일정 부분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

2012 SPOEX 참가

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략적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 점진
적 방안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 등의 안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매년 SPOEX에 참가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온 (주)우정사 /

물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다이

오션챌린져는 올해는 예년과는 차별성을 두고 보다 특별한 볼거

빙 시장에도 흥미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리와 재미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바로 전시회 기간 중

양사의 발전 방향과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한 DIVE BIZ
SHOW 2012의 참관을 필두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는 시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브랜드의 매력을 살린 부스와 다양한 이벤
트, 그리고 세미나였다.

의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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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EW BRAND: LIGHT & MOTION / WATERSHED
먼저 당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규 브랜드인 ‘LIGHT &
MOTION’과 ‘WATERSHED’를 본격적으로 알렸다. 신규 브랜
드의 런칭은 기존 스쿠버 다이빙 시장의 연장선에 더해 더 포괄
적이고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당사의 부스 구성에도 적극 반영하여 전체적인 부스
의 분위기를 신규 브랜드에 파격적으로 할애하여 기존 브랜드
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조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
다. 실제 부스를 찾아 주신 관람객들은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또한, L&M의 모든 상품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
장에서 직접 시현해 볼 수 있게 전시하여 주요 특징을 직접 체
감할 수 있었다.
- Light&Motion

수중 랜턴과 자전거와 아웃도어용 스포츠 랜턴 부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성능 LED 랜턴과 수중 비
디오 시스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기술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결과, 기술 혁신 부문에서 지
속적으로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 WATERSHED

방수 가방 제조업체인 WATERSHED社 는 미국에 본사를 두
고 있다. WATERSHED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지
퍼락 시스템을 방수 가
방에 응용하여 간편하
면서도 확실하고 안전
한 방수 설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것은 일반적인 가방 타
입 외에도 구급용, 군사
용 등 광범위한 영역에
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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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들을 위한 실용적 가치의 QR CODE
또 다른 컨셉은 QR 코드의 활용이었다. 예전에는 전시 품목
의 상세설명을 인쇄물을 부착하여 소개해 왔었지만 올해는 심
플한 QR코드를 해당 상품별로 부여하여 각각의 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케 하였다. 그동안 단편적인 이미지와 텍
스트만을 담아왔던 다이빙 시장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정보 전
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디지털화 하여 홍보 동영상과 커뮤
니티 기능을 추가시킴과 동시에 유저 SNS로의 손쉬운 정보 공
유가 가능하다. 향후 당사의 카탈로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앞
으로도 유용히 활용될 것이다.

마스크계의 일대 혁신을 몰고 올 'FREEDOM ONE'과 고무 핀
의 특성을 살린 'KAIL FIN'

고급스러움과 중후한 분위기의 OCEANIC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HOLLIS SMS 50

TUSA 파트에서는 세

OCEA NIC, HOLLIS 파트는 미국 DEM A SHOW의

계 최고의 피팅감을 바

AUP(AMERICA UNDERWATER PRODUCT) 그룹 스타일의 중

탕으로 4월 출시 예정인

후함과 고급스러움에 액티브 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렸다. 이러

FREEDOM ONE 마스

한 부스 구성은 실제 해외 담당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으며

크를 필두로 F F-16

AUP 웹사이트와 SNS 페이지에 링크 및 기사화 작업 중에 있

KAIL 핀을 집중적으로

다. 그리고 국내의 레저,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홍보하였다. 마스크를 착

전시회 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용한 사실 자체를 잊을
정도의 편안한 피팅감과
유연성의 FREEDOM
ONE 마스크는 스킨 시
장의 선두주자로서 수많
은 센세이션을 불러 모
아 왔던 TUSA의 고유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이다. FF-16 KAIL FIN은
고무핀 특유의 탄성과
추진력에 날렵한 디자인
이 더해진 스킨 핀 타입으로 인스트럭터용이 시장에 먼저 런칭
되어 필드테스트 후 본 상품이 하반기 이후 출시될 계획이다.

OCEANIC의 신상품 라인업은 다이빙 컴퓨터에 포커스가 맞
춰졌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OCS는 화려한 색감에 안
정된 알고리즘이 강점으로, 처음 공개되었다. 신개념 다이빙 컴
퓨터 BUD는 백업 디바이스를 타이틀로 그동안 다이버들이 갖
고 있는 다이빙 컴퓨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올 것이다.
4월 출시를 앞둔 사이드 마운트 BC SMS 50은 현지사정 상,
본 상품을 전시하지 못하고 이미지로 아쉬움을 달랬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제한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궁
금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블레이더를 제외시킨, 간결
한 트라이 앵글 디자인으로 다이빙 중, 움직임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구조에 23파운드의 용량으로 휴대가 간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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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SWIVEL 호흡기로 재탄생되어진 ATOMIC Z2x

새롭게 출시된 VIKING HAZE TEK 드라이슈

Z2x는 기존 Z2에 1단계

VIKING HAZE TEK 드

에만 장착되어있던 SWIVEL

라이 슈트는 바이킹 드라

기능을 1, 2단계에 모두 적

이슈트의 장점만을 모아

용시킨 ATOMIC의 2012년

만들어졌다.

신상품이다. Z2x는 국내 다

최근의 저가, 세미화 된

이버들의 다이빙 패턴에 최

드라이슈트 시장에 반한,

적화된 한정판 호흡기로서

정통 드라이슈트의 기능을

뛰어난 퍼포먼스 외에도

강조한 방수성의 극대화,

ATOMIC만의 희소가치를

오염 방지 등 내구성에선

담고 있다. ATOMIC 파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특

서는 단연 관심도가 높았으

히 효과적인 부분으로는

며 버전 업된 컬러풀 다이빙

손목 링의 교체를 사용자

컴퓨터 COBALT와 함께 하이클래스 시장을 주도 해 나갈 것으

가 직접, 간편하게 할 수

로 기대되어 진다.

있다는 것이다. 드라이슈
트 본연에 충실하게 제작

스노클링 시장의 선두주자 REEF TOURER와 고품격 스킨 세
트 TUSA SPORTS

되어진 HAZE TEK 드라
이슈트는 다이버들 외에도 군, 관공서 등의 관계자분들의 관심
을 모았다.

산업잠수의 대명사 KMDSI
SL-27 HELMET과 KMB-28B BAND MASK, FULL FACE
MASK와 엄브리컬 시스템은 당사 부스에서 많은 호기심을 부르
는 전시품이라 할 수 있다. 레저 다이빙 인구의 산업 잠수로의
이동 및 좀 더 깊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다이버의 증가를 방증
하듯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문의를 받았
다. 현재 출시된 상품 외에
SUPER MASK가 새로 출시
될 계획이며 관련 상품의
공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그 영역을 조금 씩 넓혀가고 있는 스노클링 시장은 이제 워

나갈 것이다.

터 레포츠 시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
었다. 그 중심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해온 REEF TOURER

2012 DEALER SEMINAR / 상품 이벤트 ‘500만월 쏩니다’

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수영 관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
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더해 주5일 수업제로 여가 활동의 증

1부 순서는 (주)우정사 / 오션챌

대가 주말 레저 인구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린져의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직접

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TUSA의 한 층 강화된 품질

기획하여 정책 및 신상품정보를 소

의 TUSA SPORTS가 런칭 대기 중이다.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

개 하였으며 2부에는 HOLLIS SMS

클링 시장의 중간 지점에서 좀 더 전문적인 물놀이 용품을 컨

50, ATOMIC Z2x, VIKING HAZE

셉으로, 최고의 스노클링, 혹은 다이빙 입문용 스킨 세트 등 다

TEK 3가지 상품에 관한 테크니컬

양한 각도로의 접근이 가능한 유틸리티 아이템이다. 해당 라인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업은 SPOEX를 통해 최초 공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될 계
획이다.

2012년도 카탈로그 운용 정책은
QR 코드 활용 방법과 해당 컨텐츠
가 소개되었다. 이것은 다이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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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A 고급 마스크 40개와 CHICO 열쇠 고리, 스노클링 세
트 등 파격적인 경품을 지급한 '500만원을 쏩니다‘ 이벤트는
TUSA / OCEANC / HOLLIS / ATOMIC 등 각각의 테마를 주
제 삼아 퀴즈, 추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행사로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스쿠버 다이빙 에 대한 재미난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경
품은 현장에 전시된 상품이 즉석으로 지급될 정도였다. 성황리
에 마무리된 오프라인 이벤트의 후속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준
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려 드리
겠다.)

2012 SPOEX를 마치며
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QR코드가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

2012 SPOEX는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에 있어 2012년의 목표

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와 계획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관심을 가져

딜러들의 온라인 활용 방법을 도모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성원만으로도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할

기대를 모았다. 신상품 소개는 담당 직원들의 소개로 보다 친밀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앞서 언급된 주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

감 있고 편하게 다가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여 ‘성공적인 한 해’ 가

심도 깊은 내용과 핵심 사항만을 전달하는 2부 테크니컬 세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

미나는 궁금증 해소의 시간으로 해당 제품의 전문가로 양성 시

갈 것이다. 전시회 기간

킬 만한 컨텐츠가 포인트이다.

동안 당사를 방문해 주

이 세미나는 당사의 금년도 영업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며, 전

신 여러분들께 지면으로

국 다이빙 센터를 대상으로 한, 맨투맨 방문 세미나로 확대 되

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

어 질 것이다. (신청 및 참여 방법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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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코리아 소식
아쿠아렁 SPOEX 2012 성황리 종료

내 다이빙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NEW LEGEND LUX 호흡기는 전세계적으로 한정 판

NEW LEGEND LUX 호흡기는 대단한 인기를 누려

매되는 제품으로서 그 디자인의 우아함과 성능의 우수성으로
인해 실제 사용하기 보다는 소장의 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예

아쿠아렁 코리아는 2012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
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SPOEX 2012에 참가하여 아쿠아

상되어 호흡기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다이빙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참관객들로부터도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
또한 전세계 다이빙 장비시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아쿠
아렁의 신기술과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아쿠아렁의
장비 중 “익스프레스 오리발”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좋은
사례로써 기존의 제품에 디자인(색깔)을 산뜻하게 하여 많은
관객으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군수(軍需) 제품에서도 본사인 「아쿠아렁」社 의 ”도미
닉 수미안 (Dominique Sumian)” 군수장비담당 슈퍼바이저가
군수장비 소개와 올림픽 수영장에서의 실습을 위해 프랑스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성의를 보였고, 그의 완벽한 설명과 수영장에
서의 능수능란한 실습 데모를 하여 세미나에 참가한 군수(軍
需) 제품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에게 “군수(軍需) 제품도 역시

렁 다이빙 제품 및 군수(軍需)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인 스포츠레저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
한 이번 전시회에서 아쿠아렁 코리아는 최대 규모로 참가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이빙 제품의 레전드를 창조하고 있는 아쿠아렁
의 다이빙 장비들을 소개하였고, 아쿠아렁 부스를 찾은 많은
다이빙 애호가들로부터 “역시 스쿠버 장비는 아쿠아렁 제품이
최고다”라는 찬사와 함께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새롭게 출시된는 2012년 신제품과 기존제
품을 모두 전시하였으며, 특히 2012년도에 출시되는 신제품인
2012년형 NEW LEGEND LUX 를 포함한 NEW LEGEND
SERIES와 액시엄 i3 (AXIOM i3) BC를 국내에 첫 선을 보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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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렁”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주)해왕 소식
비즘 사장님과 함께한 미니투어

되는 골드 레귤레이터! 특별한 골드와 함께 럭셔리 다이빙을 즐
기세요~

2012 스포엑스 전시회를 맞이하여, 해왕의 새로운 장비를 적
은 인원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신상품 미니투어를 진행하
였다.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Bism과 입체패턴과 저
렴한 가격으로 다가온 BEUCHAT, 라이트 세상의 빛을 전파하
는 Bigblue 랜턴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시회 기간 중 Bism대표(스미즈)와 아시아 매니저(마
츠오)도 매일 함께 함으로 Bism의 우수성을 직접 국내 다이버
에게 설명하고, 경품도 지원해 줌으로 전시회 자리를 한층 빛내
주셨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여 장비투어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상 빅블루 라이트 시리즈
1300루멘의 니켈수소 충천 배터리 비
디오 라이트 VL1300은 빛이 넓게 분포될
뿐 아니라 강한 라이트 빔 성능까지 갖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비디오
VL1300

라이트에 가장 적합하다. 내부 부품이 절
연 처리되어 있어 누수의 위험을 없앴으

며 스마트 충천기로 1시간 이내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알루미늄 LED 충천 비디오 라이트
VL1800은 3개의 초고밀도 LED를 통해
1800루멘의 빛 출력을 자랑한다. 열 방지
VL1800

시스템으로 70℃ 이상 열에 장시간 노출
될 때 자동으로 전원을 꺼 라이트가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골드맨 글러브를 이

용하여 다이빙 동안 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넓은 각도의
빔부터 집중 조

Come Back!! 40개 한정! 비즘 골드 레귤레이터

명까지 초점 조
절이 가 능한

RK3100G 모델로 새롭게 다가오는
혁신의 호흡기 골드…
360° 회전이 가능하여 다이빙 동안

CF250은 SOS
CF250 SOS

기능까지 추가
되어 안전한 다

좌,우 회전 시 레귤레이터가 이탈하는

이빙이 가능하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귤레이터를 꽉

다. 파우치가 있어 휴대가 편리할 뿐 아니라 글러브를 사용하여

물어야 하는 구강의 피로를 덜었다. 2

다이빙시 라이트를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단계 스파이럴 플로우는 가볍고 안정된
호흡을 도와준다. 특별히 올해 한국 다
이버만을 위해 40개 한정판으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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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2 KUSPO Show 전시 부스를

전시회 기간 중의 적극적인 코스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PADI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와 협력하여 공동 운영하였다. 이

PADI 공동 전시관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번 전시회 참가의 최대 목적은 2012년 PADI 멤버의 다이빙 비

창출에 기대 이상의 결과 및 추가적인 매출 상승을 얻을 수 있

즈니스 창출과 홍보의 극대화였다.

었고,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빠른 시간 내의 코스 완료를

지난해에 이어 국내 다이빙 교육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 하였다.

시관을 확보,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총

전시회 기간 중, 공동의 목표와 각 센터의 목표를 정확히 설

10개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업체들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운

정하여, 모두 웃으며 열심히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었으며, 커다

영 하며 전시회 기간 중, 신규 고객 다이버 획득 및 연속교육 그

란 상품은 아니었지만, 전시회 기간 중 코스 판매 우수 센터상

리고 강사 레벨 코스 홍보를 통하여 이하의 결과를 창출 하였다.

을 마련, 정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본인들의 비즈니스 증
대에 집중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 환경 보

KSUPO 2012

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어웨어(Project AWARE) 활
동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상어 보호 서명운동을 하여 총
PADI 코스명

코스별 신청 인원수

1

오픈워터

126

2

오드벤스드 오픈워터

50

3

레스큐

78

4

스페셜티 다이버

88

5

다이브 마스터

26

6

강사 개발 과정 및 크로스오버

42

7

스페셜티 강사

98

8

기타

7

총계

515

71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자선기금을 위한 아이템을 판
매 총 928,000원 기금을 모아 기부하였다.

전시회 둘째 날은 참가 센터/리조트 스텝들과 PADI 직원들이
함께 전시회에 참가한 다이빙 장비 업체를 탐방하는 기회를 마
련,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정보 획득은 물론 장비 업체 스텝들과의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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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USPO Show 기간 중, 대니 드와이어(Danny Dwyer

(SNS) 이용한 효과적인 e마케팅, e뉴스레터 그리고 PADI 이브

–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 비즈니스 개발부, 디렉터), 샤

(Eve) 템플렛을 이용한 코스 홍보 및 연속교육 증진을 위한 마

론 로(Sharon Lo–마케팅 코오디네이터), 영희 하니스(한국 멤

케팅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여 보는 워크샵을 함께 진행 하였다.

버 연락관) 그리고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씨가 참여 업체 스

2012 PADI 서울 멤버 포럼 및 PADI 통합 배상 책임 보험 세미나

탭들과 함께 공동 전시관 운영하며 멤버들의 비즈니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Show 기간 중, 2012 PADI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참여 업체

멤버 포럼을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COEX 3층 세미나 룸에서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락관)씨와 김부경(한

PADI 센터 및 리조트 이름
1

고 다이빙

대표

국 지역 매니저)씨가 공동으로 포럼을 진행하

위치

임용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였으며, 포럼에 참석한 135명의 멤버들께

2

다이버스 에듀

서종열

서울 송파구 문정동

PADI 멤버들의 다이빙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3

다이브 트리

김용진

서울 강동구 성내동

2012년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지원 방

4

베스트 다이브-통영 리조트

김현찬

경상남도 통영

안들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PADI 트레이닝 기

5

블루 다이버스

임욱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준, 위험관리, 프로젝트 어웨어 및 새롭게 출시

6

블루존 스쿠버

김시광

경기도 용인시 중구 정동

7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주호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될 제품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 하였다.

8

아쿠아 마린

한민주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9

엔비 다이버스

정회승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10

파아란바다

송규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그리고 PADI 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윌리스
코리아(Willis Korea)의 김윤기 매니저가 아시
아 퍼시픽 멤버들을 위한 PADI 프로 통합 배
상 책임 보험에 관한 자세한 소개를 직접 진행
하여, 다이빙 비즈니스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

PADI 아시아 퍼시픽 다이빙 비지니스 마케팅 세미나

요성 및 또한 이를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강조함으로서 고객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음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Show 기간 중, 2012

강조하였으며, 멤버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PADI 다이빙 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를 2월 26일 오전 11:00
~ 오후 13:00 COEX 세미나 룸에서 PADI 멤버를 초대하여 대
니 드와이어(Danny Dwyer –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 씨와 그리고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씨가 함께 세미나를 이하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 글로벌 다이빙 산업 및 한국 지역 현황 (마켓 트렌드와 통계)
- 2012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캠페인
- 다이빙 비즈니스 향상을 위한 마케팅 지원
또한 샤론 로(Sharon Lo–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코디
네이터),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락관)씨가 소셜 네트워크를

2012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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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강사 시험
2012년 2월 &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 별 세미나 진행시 PADI
멤버소셜의 자리를 마련, 참가 멤버들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2년 두 번째 PADI 강사 시험을
울진에 위치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2월 17~19일에 걸쳐 성

1. PADI Tec 사이드-마운트 / 주호민 PADI 코스디렉터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하주미, 이윤
상, 김종웅, 이태영, 오태환, 방동민,
엄대영, 김다연, 남기배, 김형식, 박
성수, 김발환, 김선택, 서기원, 박규
오, 정병원, 허철 총 17명의 강사 후
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
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
로는 김부경 그리고 영희 하니스 씨
가 평가를 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
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강정훈, 박금옥,

2. PADI 수중 스쿠터 / 임욱선 PADI 코스디렉터
(블루 다이버스)

김시광, 임용우, 이호빈, 서종열, 송관영, 김진관 PADI 코스 디렉
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
움을 주신 울진해양레저스포츠센터의 엄대영 교수님과 스텝 일
동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이번 PADI
강사 시험을 통하
여 울진해양레포
츠센터의 엄대영
교수님이(위덕 대
학교) PADI OWSI
강사로 크로스오
버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PADI 다이브 센
터로 등록하였다.
3. PADI TecRec 코스 / 김시광 PADI 코스디렉터
(블루존 스쿠버)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세미나
KSUPO 전시회 기간 중, PADI 멤버들을 위한 스페셜티 코스
세미나를 2월 25일 오후 1:00부터 5시까지 COEX 세미나룸에서
4개의 PADI 스페셜티 코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참가한 PADI 멤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현장에서
의 PADI 스페셜티 강사를 등록하였으며, KSUPO기간 중 총 98
스페셜티 강사 코스를 판매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번 세미나 진행을 지원한 김부경 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지역 매니저는 앞으로도 PADI 스페셜티 또는 코스 워크샵을 진
행하려는 계획이 있는 각 지역 또는 개별적인 PADI 코스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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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중 쵤영 / 송규진 PADI 코스디렉터
(파아란바다)

2012 PADI 대구 멤버 포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2 PADI 멤버 포럼을 3월 10일
오후 5시부터 대구 인터불고 호텔 세미나 룸에서 김부경 한국 지
역 매니저가 진행하였으며, 대구 근역의 PADI 멤버 32명이 참가
하여 PADI 멤버들의 다이빙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2012년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지원 방안들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PADI 트
레이닝 기준, 위험관리, 프로젝트 어웨어 및 새롭게 출시될 제품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멤버 포럼을 마치고 참석하신 멤버들과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
였고, 대구 지역 다이빙 비지니스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이야
기를 나누었으며, 이번 대구 멤버 포럼에 임욱선, 김시광, 송종윤,
주호민 코스디렉터들이 참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면에서의 정보
공유와 토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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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소식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막이래쇼 무작정 탐험대 촬영

SSI에서는 2012년 1년 동안 각 리조트, 센터, 수영장들과 함
께 SSI 강사 및 딜러에 체험 다이빙 인증서와 폴더 총 20,000장

필리핀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대표 : 김태훈)에서 투니버스

을 한정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강사님들과 딜러 대표님들

채널 막이래쇼 무작정 탐험대 촬영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촬

이 신규 다이버 창출을 위하여 체험다이빙을 적극적으로 활용

영되었다. SSI에서도 교재와 자격증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 출연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5%의 신규 다이버 증가를 목표로

자 모두 성공리에 SSI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로 등록되었다.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위치한 SSI 리조트들에서도 적극

출연진으로는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해를 품은 달 연우의

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많은 수의 체험다이버가 SSI 체험 프
로그램을 통하여 다이버로 전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SSI는
기존 다이빙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새로운 시장의 진출을 위
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참여 또는 보다 자세
한 문의는 소속 딜러 또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프리다이빙 교육
나날이 늘어가는 프리다이빙에 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
고자 SSI에서는 첫번째 공식적인 프리다이빙 코스가 개최되었
다. 2012년, 현재 한국에는 2명의 프리다이빙 강사가 상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노명호 강사, 한국인 강사로 비공식 50미터의
기록을 보유한 프리다이버이다. 두 번째로 Kattie 강사. 캐나다
아역으로 출연한 김유정양, KBS 공주의 남자 단종으로 출연한

인 강사이며, 현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수이다. 앞으로 노명호 강

노태엽군, KBS 제빵왕 김탁구의 마준 아역 신동우, 최연소 걸

사와 함께 프리다이빙 전파를

그룹 걸스토리의 김혜인양, 김구라씨 아들 방송인 김동현군, 외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프리다

국인 아역탤런트 낸시양이 출연하였으며, SSI에서는 김태훈 평

이빙 과정은, 현재 한국에서 제

가관, 이지연 강사, 이세일 강사가 출연진과 함께 강사진으로 방

한수역과 이론교육이 평일에도

송에 출연하였다. 막이래쇼는 필리핀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에

가능하다. 그리고, 4월 초순경에

서 2박 3일간 오픈워터 교육과 각종 게임이 진행되면서 출연자

필리핀 세부에서 프리다이빙 교

모두에게 매우 즐거운 촬영이 되었으며, 이번 보니또 탐험편은

육이 가능하다.(4월3~7일) 세부

2월 24일, 3월 2일 2주간 방영되었다.

에서 해양 실습까지 모두 한번
에 레벨 1, 2 교육을 모두 받을

체험다이빙 지원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신규 교재 및 업데이트 일정 안내
3월~4월 : 다이빙 과학 스페셜티 교재, 강사 교재
(70% 번역 완료, 출판 예정)
스노클링 교재, 강사 교재(번역 완료, 출판 예정)
체험 다이빙 강사 교재(번역 완료, 출판 예정)
고도 부력 스페셜티 강사 교재(번역 완료)
다이브 가이드 교재, 강사 교재(50% 번역 완료)
다이브 콘 교재, 강사 교재(60% 번역 완료)
드라이슈트, 강사 교재(번역 완료, 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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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정은 인쇄소 사정에 따라 약간의 기간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오픈워터 다이버 스텐다드 키트 출시
SSI에서는 기존의 오픈워터 다이버 디럭스 키트(테이블 버전
또는 컴퓨터 버전)와는 별도로
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오픈워터
다이버 스텐다드 키트를 출시하
였다. 구성품은 오픈워터 다이
버 교재, 리조트 로그북, 트레이
닝 레코드를 포함한다. 이번 스
텐다드 키트는 해외 리조트 지

과 건물 잔해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역이나 단체 교육 등에 적합한

대표 : Gradvin.K Aisek

키트 구성이다. 본 제품의 구매

홈페이지 : www.bluelagoondiveresort.com

및 문의사항은 각 딜러 또는 본

주소 : Po Box 429 Chuuk/Truk 96942 Moen (FSM)

부로 문의 바란다.

전화번호 : (691) 330 2727

한글판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용 어플 출시 예정

2월 1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2년 2월 SSI

SSI KOREA에서는 2012년 2월 19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에서는 영문판 아이

두류 다이빙 풀장(대표 : 손완식)과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

폰, 안드로이드폰용

빙 리조트(대표 : 황흥섭)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

SSI 어플을 출시하

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스쿠

였다. 이를 통해 모

버월드(손완식 트레이너)에서 김동진, 김철희, 박성혁, 박정권,

든 SSI 다이버, 강

이효성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

사, 트레이너는 본인

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의 모든 온라인 자

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격증(전체 등급), 다

두류 다이빙 풀장과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에 감

양한 수화, 주변에

사의 말을 전한다.

위치한 다이브 센터, 리조트를 검색, 응급처치 방법과 컴퓨터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어플에 자격증을 다운받아 둔다면 재발급 없이 장기적으
로 보관할 수 있다. 현재 한글판은 번역이 완료되어 어플 제작
업체에 의뢰를 보내놓은 상태이며, 3월말경 출시될 예정이다.
어플 다운로드 비용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신규 다이브 리조트 안내
미크로네시아 축 지역에 위치한 블루라군 리조트(Blue
Lagoon Resort/Dive Shop)가 SSI 다이브 센터로 등록되었다.
교육 과정은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해변에 인접한 블루
라군 리조트는 약 54개의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숙소를

2월 26일 인스트럭터 평가, 크로스오버 실시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다이빙을 즐기지 않더라도 많은 볼거리
가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점령

SSI KOREA에서는 2012년 2월 26일 부산에 위치한 스쿠버

지였으며, 아직까지도 군인들이 주둔했을 당시의 많은 전리품

컬리지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이신우 평가관의 진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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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럭터 평가와 크로스오버 약식평가가 함께 성공적으로 진

12월 30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행되었다. 인스트럭터 평가에는 스쿠버 컬리지(이성복 트레이너)
에서 노소영, 최병준 후보생이 참가하였으며, 크로스오버 약식

2011년 12월 30일 SSI KOREA에서 정준상 트레이너의 주관

평가에는 박찬용 강사, 박준일 강사, 권대현 강사가 참여하였다.

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오정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석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SI KOREA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

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스쿠버 컬리지와 울진해양레포츠센
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2월 27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2년 2월 27일 SSI KOREA에서 정준상 트레이너의 주관으
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코스에는 최선호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SI KOREA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월 07일	다이브 칼리지 이우빈 강사 주관 현지영 다이브콘
트롤 스페셜리스트
1월 13일	스쿠버월드 조준현 강사 주관 이효성, 박정권 다이
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1월 17일	J-DIVER 이주헌 강사 주관 주경남 다이브콘트롤

2월 27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스페셜리스트
2월 01일	J-DIVER 이주헌 강사 주관 조용철, 최진호 다이브

SSI KOREA에서는 2012년 2월 27일 울진에 위치한 울진해양
레포츠센터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J-DIVER(정준상 트레이
너)에서 권우성, 변정환, 양승관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콘트롤 스페셜리스트
2월 10일	J-DIVER 이주헌 강사 주관 위영동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2월 22일	J-DIVER 이주헌 강사 주관 양승관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3월 05일	팀스쿠버 윤일규 강사 주관 석진봉, 추승호 다이브
콘트롤 스페셜리스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2월 22일 J-DIVER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양영동 인스트럭터
2월 23일	다이브파크 정영수 트레이너 주관 박정훈, 손주은,
김성채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1월 25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박성룡 인스트
럭터
2월 02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박기석 인스트
럭터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
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2월 14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주관 이용남 인스트럭터
2월 29일 JMJ 박헌영 트레이너 주관 유성용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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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TXR 소식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수난구조 전담 SSI TXR 유재철 트
레이너가 수난구조대원 7명(특수구조대 박재준 외 6명)을 대상
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하저터널, 댐, 하천 밀폐 복개구간(평균 3km)등
대심도 및 장거리 수난사고 전문 대응 「민・관 합동 긴급구조팀」
에 대한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수난사고 긴급 구조 활동에 본격
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이 도입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교육참여

박대준 대원(특수), 남기인 대원(광진), 임운호 대원(영등포), 백
광천 대원(영등포), 이영호 대원(강남), 홍광섭 대원(성북), 손술
곤 대원(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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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소식

실시 사항

2012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참가

해경 특수구조팀 세미나
SDI/TDI/ERDI KOREA에서는 1월 11일(수) 부산에 위치한
해경 특수구조팀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및 어드밴스드 트라

SDI/TDI/ERDI KOREA는 2012년 2월 23일(목)부터 26

이믹스 과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일(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한국 수중스
포츠전시회(KUSPO)에 참가하였다.

해경 특수구조팀 세미나

TDI KOREA는 국내 최초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정을 도
입하여 지난 12년간 꾸준히 100미터 트라이믹스 과정, 각종 재
2012 KUSPO 참가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화된 풍부한 교재, 시청각

호흡기 과정, 침몰선 과정, 동굴 다이빙 과정 등을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모든 과정의 매뉴얼들은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
되었고 자체 강사진들을 보유하여 누구나 국내/외에서 쉽고 안
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료 등을 선보이고 모바일 교재, 센터에서 자격증 발급(ISCP),

제한된 환경에서의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은 이러한 환경에서

강사 마일리지 상품 등 고객 중심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업 정

의 다이빙을 의무로 해야 하는 군/경/관공서 등에 실제 적용되

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2012년 한 해 한발 더 앞서

고 있으며 TDI KOREA에서는 수시로 세미나 및 체험 다이빙 등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을 통해 테크니컬 다이빙과 응급구난 다이빙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필리핀 사방비치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다이
브리조트(임희수 트레이너)의 최용진 트레이너와 아쿠아텍의
성재일 강사가 공동으로 참가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수많은
강사/트레이너 분들이 먼 길 마다 않고 방문하여 아낌없는 격
려를 해주셨다.
장학생 강사들을 포함하여 행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해경 특수구조팀 세미나 - 재호흡기 이볼루션 설명

아이스 다이빙
SDI/TDI/ERDI KOREA에서는 1월 28일(토) 강원도 홍천에
서 오경철 트레이너 주관으로 아이스(Ice) 다이빙을 실시하다.
2012 KUSPO - SDI / TDI / ERDI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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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아이스 다이빙
감압절차 - ERD 과정에 참가한 참가자들

본부장, 정무용 교육이사를 비롯하여 십 여명의 트레이너와
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겨울철의 별미, 아이스 다이빙을 즐기

이번 행사를 진행한 오션팔라스 리조트는 사방비치에서 차

는 이번 행사는 SBS 8시 뉴스에 방영되어 일반 대중에게 소개

또는 배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산토니오에 위치한 조용하고 쾌

되었다

적한 리조트로 리모델링을 통해 넓고 깔끔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각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기에 편안한 다이빙 포인트와
인접해 있으며 나이트록스 블랜딩 시스템을 갖추어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츠 재호흡기(GEM)를 이용한 아이스 다이빙

감압절차-ERD 과정
• 오션 팔라스 다이브리조트(김현우 강사)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사방에 위치한 오션팔라스 리조트(김현우 강사)에서 본부와 이
주언 트레이너

인터넷 전화: 070-8242-7870
휴대폰: +63-916-510-7878
홈페이지: www.ocean-palace.co.kr

주관으로 어드
밴스드 나이트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과정

록스, 감압절
차, ERD, 기체

TDI KOREA에서는 지난 3월 8일부터 골드피시 클럽(김종환

혼합자 과정을

트레이너)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볼루션 재호흡기 교육을 실시

실시하였다.

하고 있다.
이볼루션 1단계 교육은 수영장 교육을 포함하여 총 5일간 실

수심 55미터 ERD(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빙) 과정

이번 과정은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맡아 진행하고 이주
언 트레이너가 다이버 및 강사 과정에 노승환, 이홍철, 이재훈
강사 등이 다이버 과정에 참가하였다.

시된다. 이볼루션은 감압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식 최첨단
재호흡기로 수중에서 수심과 관계없이 3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
으며 수심 20m 미만에서는 감압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TDI KOREA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재호흡기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재호흡기 GEM, MK VI,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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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볼루션 등의 다이버
교육은 물론 강사 교육
또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재호흡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부로 연
락하기 바란다.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과정
스페셜티 강사과정

예정 사항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2012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24일(토) 서울/수도권 지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18일(금)부터 5월 27일

역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

(일)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2012년도 제1차 동굴

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이빙 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굴 다이빙은 동굴 입구에서만 싱글 실린더를 사용하여 가

➊ 서울/수도권 지역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볍게 즐기는 케이번 과정부터 점프(분기)없이 가이드(메인)라인

- 3월 24일(토) 서울 올림픽공원 수영장

만 따라 더블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 1/6 법칙을 적용하여 다이

- 오전 10시~12시 :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빙하는 동굴 입문 과정, 이 모든 제한 없이 다양한 동굴의 형태

- 오후 2시~5시 : 재호흡기, 사이드마운트, DPV 체험 다이빙

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풀 케이브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풀 케이브 과정을 이수한 고급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티 과정으로 동굴 사이드마운트 과정, 동굴 DPV 과
정, 동굴 스테이지 과정 등이 있다.
동굴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다이빙 기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
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다이버라면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TDI KOREA는 지난
10여년 동안 멕시코, 미
국 플로리다, 일본 오키
나와, 한국 우도 등에서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동굴 다이빙 행사를 진
행함으로써 다양한 경

➋ 서울 외 각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일정

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 3월 29일(목) 강원/삼척 : 삼척 해양레포츠 센터

왔다. 현재 국내 최초로

- 3월 31일(토) 경북/대구 : 대구 두류수영장

동굴 다이빙 강사 2명

- 4월 14일(토) 경남/부산 : 부산(장소미정)

을 배출하고 이젠 적지 않은 Full Cave Diver들이 동굴 다이빙

- 4월 15일(일) 전북/전주 : 전주(장소미정)

을 즐기고 있다.

소속 강사님들께서는 각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반드시 참
석해 주기 바란다.
상세 일정과 세미나 내용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할 때에는 노트북이나 외장하드 등의 저장장치
를 지참하시오.(파워포인트 교육 자료 등 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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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동굴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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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동굴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동굴 다이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장학생 강사과정 공고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2011년 장학생 강사 참가자들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
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
KOREA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
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

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강사 과정과 CPR/First-Aid/산소응급처치 과
정, 그리고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빙 프로그램인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실시된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과 패기를 기다리
고 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330만원) 전액 지원
2.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90만원) 전액 지원
3.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 일정

1.	신청자 접수 : 4월 30일(월)까지 - 이메일(hq@tdisdi.co.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2.참가자 발표 : 5월 7일(월)
3. 참가자 사전 미팅 : 5월 12일(토) - 참가자 면담 및 교육자료 지급
4.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8일(목) ~ 7월 5일(목)
※ 교육 일정은 교육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5. 교육 장소: 미정
■ 지원 자격

1.	2012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
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
스터 자격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전까
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4.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
상의 다이빙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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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SPOEX(스포츠레져산업전시회)에 BSAC참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본부 주관의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육으
로써, 1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방학)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
스 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한 스포츠레져산업전시회에 BSAC

일시 : 7월 12~19일

KOREA는 작년에 비해 4칸의 조립부스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장소 : 본부 및 동해안

참가했다. 기간 중 BSAC Korea를 찾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문의 : BSAC 트레이너 및 본부(031-272-0120)

께 감사드린다.

BSAC 팸투어 진행
BSAC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BSAC Korea 강사 및 다이버들
오는 5월 29일부터 BSAC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이 필리핀에
서 개최된다.

을 위한 팸(familiarization)투어를 필리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BSAC 강사에게 필리핀 아닐라오의 BSAC 소

트레이너 워크샵

속센터에서 취급하는 다이빙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형식의 투

프로그램은 강사 교

어로써, 이번 행사는 작년에 새로이 단장하고, 재정비한 ‘아닐라

육 전반에 관련한

오 다이브 센터(대표 한상준)에서’에서 진행한다.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간 : 2012년 5월 24~28일

며, 진행과 평가 능

대상 : BSAC 강사 및 다이버

력에 대한 훈련이 함

장소 : 필리핀 아닐라오

께 이루어진다.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
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
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BSAC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
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이너
로써도 활동할 수가 있다.

BSAC 대학생 강사교육
대학생 신분으로써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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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 소식
2012년 얼음밑 잠수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신호법, 얼음밑 잠수 기법, 뻘 바닥에서 뻘 일으키지 않는 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 이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과

해마다 2회씩 개최 되오던 얼음밑 잠수 강사교육과정이 금년

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에도 동강과 한탄강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2년 1기

하고 있다. 차기 얼음밑 강사교육과정은 2013년 초에 다시 개최

얼음밑 잠수 강사교육과정은 올림픽 잠수풀 사무실에서 이론

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강원도 동강의 동강빌리지 펜션으로 이동
하여 현장준비 및 추가적인 이론교육과정으로 이어졌으며 실

■ 1차 교육과정

제 얼음밑 잠수는 서강의 당마루 앞에서 실시되었다.

기간 : 2012년 1월 28-29일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및 강원도 동강
참가자 : 민순철, 서범석, 유영승, 유재성, 장석왕, 최규진,
		

최동진, 황현종, 임정호

교육진행 : 정상훈, 정창호, 오승철, 정보윤, 장동립
■ 2차 교육과정
기간 : 2012년 2월 11-12일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및 한탄강 모래내
참가자 : 유준철, 정해춘, 김이조, 김구일, 조종철, 김성태
교육진행 : 정창호, 이항구, 장석왕

2012년 강사의 밤 행사 결과
2차 교육과정 역시 올림픽 다이빙풀 강의실에서 이론교육을
마친 후 경기도 포천의 한탄강 모래내 포인트로 이동하여 2일
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CMAS KOREA는 지난 2월 24일 한울컨벤션 웨딩홀(강동구
둔촌동 소재)에서 강사 및 회원, 협찬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얼음밑 잠수 강사교육과정은 해마다 겨울철에 개최되는 특

2012 CMAS 강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 유

수잠수강사 교육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상급강사

공인 시상, 만찬, 2부 여흥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

(Master Instructor)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해

히 원종호 강사 외 20명이 15년근속강사로 선정되어 공로상을

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얼음밑 다이버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

수상하였으며 최강진 강사외 5명이 최우수강사로 선정되어 수

는 강사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얼음밑 잠수 과정은 잠수활동

상의 영광을 안았고 양영철 강사외 2명이 신임트레이너로 임명

이 위축되기 쉬운 겨울철에도 지속적인 잠수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트레이너 인증서를 수영하였다. 2부 여흥 및 경품 추첨 중

만든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는 호흡기 동결 예방 및 올바른

에는 여러 협찬사에서 제공된 다양한 경품이 참가자들에게 전

호흡기 선택, 드라이슈트 잠수 기술, 팀워크 배양, 매듭법 및 줄

달되었다. 이날 행사는 참가한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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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
모 행사로 치러졌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협찬사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에서 묵묵히 다이빙 활성
화에 힘써오신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최우수 강사상 : 최강진, 박종범, 장동립, 최억, 장재구, 조태호
-	공로상 : 조경희, 김창모, 장상균, 신인섭, 김덕근, 박경훈,
임성룡, 이우영, 김영중, 고경영, 신경하, 김영호, 박경문, 육
현철, 방주원, 김선종, 원종호, 신준민, 김경렬
- 신임 트레이너: 양영철, 김상준, 오승철
-	협찬사 : 대웅슈트, 레오투어, 마린뱅크, 모비스, 아쿠아코,

과정은 2012년 5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정사, 오션챌린저, 인터오션, 자이언트, 테코, 파티마, 하
나프라자, 해왕잠수, 헬시온 코리아

2012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결과

- 참가자 : 오균섭, 김훈광, 유준철, 김인철, 이성기

2012년 1기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CMAS KOREA는 지난 2월 24일 코엑스 컨벤션 홀 327호에

씨마스코리아는 지난 3월 9일

서 활동성 강사를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업

(금) 올림픽공원 대한수중협회 강의

데이트 세미나에는 50여명의 강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세미나는

실에서 씨마스 강사를 대상으로 나

금년도 사업소개, 신교재 소개, 중상급 교육 과정절차 준수, 특

이트록스 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을

수잠수교육활성화, 전반기 친목다이빙 안내 등에 관한 내용으

개최하였다.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

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강사의 방 자료실을 통해 강

회는 40% 미만의 나이트록스를 안

사들께 전해질 예정이다.

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를 교
육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
으로 모두 8시간의 이론과 평가과
정과 2회의 해양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실습은 각자 실시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
사들은 나이트록스다이빙 이론 및 기술과 절차를 익혀 앞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 보급에 앞장서리라 기대되며 모두 3명의 강
사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정창호 트레이너가 모든 과정
을 진행하였다. 차기 나이트록스 강사과정은 2012년 5월 중 서
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 : 강창현, 조현수, 최규진

2012년 1기 장비전문가 강사교육개최 결과
2012년 1기 구조잠수 강사과정 개최 결과
CMAS KOREA는 지난 3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강의실에서
CMAS 활동성 강사를 대상으로 장비전문가 강사교육과정을 개

상급강사(mater instructor)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구조잠

최하였다. 이 과정은 호흡기, BCD, 공기통, 게이지 등 각종 스쿠

수강사 강습회가 지난 3월 10일(토)과 11일(일) 양일간에 걸쳐

버장비에 대한 작동원리 및 특성을 이해하고 기능 고장시 응급

서 올림픽다이빙풀과 협회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강습회에

처치, 호흡기 분해결합, 공기통 육안검사 등 스쿠버 장비에 대한

는 모두 5명의 강사가 지원하였다. 교육 첫날에는 심폐소생술과

전반적인 보수 및 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특수잠수 강사교

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튿날에는 구조 잠수

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6시간의 이론교육과 2시간의 일단계

실기와 구조잠수 강사교본 검토에 관한 내용으로 강습회가 진

분해 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가

행되었다. 교육과정은 표형근, 정창호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진행

전 과정을 진행하였고 모두 5명의 강사들이 참가하였다. 다음

하였다. 교육과정을 성공적을 마친 지원자들은 상급강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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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정 중 하나인 구조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교육
일선에서 구조잠수 강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차기 구조잠수 강
사교육과정은 2012년월 5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석한 강사님들께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상급 교육용 DVD에는 다음과 같이 중급 및 상급 다이버
교육은 물론 강사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다이버들을 교육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	중, 상급용 스쿠버 이론 파워 포인트 교본(소개, 물리, 생리,
장비, 환경, 생물, 감압이론 등)
-	기본 8가지 특수 잠수 파워 포인트 교본(방향찾기, 흐린물
잠수, 야간 잠수, 고도 잠수, 심해 잠수, 드라이슈트, 침몰선
잠수, 표류 잠수 등)
- 실기 동영상편: 종합편 + 실기 항목별
초급편과 마찬가지로 전문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실기
시범을 보이는 장면을 16:9 비율로 촬영하였으며 전문 성우의
해설을 곁들여 강사님들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도 교육생들이
실기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가자 : 이성기, 최규진, 김훈광, 조종철, 신정철

씨마스 코리아 3~5월 행사 안내
초급 및 중상급 교육용 DVD 제작 완료
5월 특수잠수 강사교육과정
씨마스 코리아에서는 초급 및 중상급 다이버 교육용 DVD를
완성하여 강사님들께 보급할 예정이다.
초급 다이버 교육용 DVD에는 다음과 같이 초급 다이버 교
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 규정 및 절차

구분
장비전문가
나이트록스
구조잠수

기간

장소

5월 10일(목)

서울 올림픽 수영장

5월 11일(금)

서울 올림픽 수영장

5월 12일(토)
~ 13일(일)

비고

서울 올림픽 수영장 상급강사 필수과목

- 각종 서식
- 다이빙 강사 소양 교육용 자료

4월 강사교육과정

- 초급용 파워 포인트 교본(총 10장)
- 초급 다이버용 실기(종합편 +항목별)

- 기간 : 2012년 4월 19일(목) - 26일(목)
- 장소 : 서울 올림픽 다이빙풀
- 대상 : 잠수 경력 3년 이상인 다이브 마스터 자격 소유자
(잠수 경력 80회 이상)
- 접수 마감 : 2012년 4월 10일(화)
- 참가 문의 : 씨마스 코리아(02-420-7494, 함소희)
- 수료 후 특전 :
	국내 최대 규모인 강사회에 가입하여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활동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시험 중 실기시험 면제
각종 강사회원제 혜택 수여
(회원 동반시 올림픽다이빙풀 무료입장)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다이버자격증 발급

특히 동영상 실기 부분에는 전문성우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

2012년 전반기 친목다이빙 안내

고 모든 실기 동작은 전문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배우로 참
여하여 세련된 동작을 볼 수 있으며 화면도 16:9 비율로 촬영하

- 기간 : 2012년 4월 24일(화) - 29일(일)

여 보기에 편하도록 제작하였다. 본 DVD는 업데이트 세미나에

- 장소 : 인도네시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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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포인트 : 툴람벤 난파선, 길리 테페콩(산호 군락, 개
복치, 대형 어류), 누사 펜디아(만타레이)
-	5박 6일(대한항공/ 특급호텔 4박/ 3일 9회 다이빙 + 1일 육
상 관광)
- 참가 문의 : 02-420-7494(함소희)
- 참가 자격 : 씨마스 강사 또는 동반 회원

5월 고급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 안내
- 기간 : 2012년 5월 18일(금) - 20일(일)
- 장소 : 강원도 고성군
- 참가자격 :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 이상
- 교육 내용:
수중에서 기체교환, 트림과 균형, 변형 핀킥, 드라이슈트
	잠수 기술, 상승 기술, 100%까지 산소 사용, 스테이지 사용
기술 등
- 준비물 :
	개인잠수장비(드라이슈트 포함), 계산기와 필기도구, 감압
용 호흡기셋트 1조
기타 장비는 교육진행본부에서 준비함
- 참가 문의 : 02-420-7494, 정창호
- 참가 규모 제한 : 선착순 4명
-	본 과정은 6, 7, 9, 10, 12월 3주 금,토,일 3일간 강원도 고성
에서 개최될 예정임

3급 생활체육지도자 검정 안내
한국체육과학원구원 체육지도자 연수검정팀과 대한수중핀
수영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생활체육 3급 수중(스쿠버부문)
지도자 실기검정을 실시한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
란다.
- 검정 과정 이름 : 생활체육지도자 수중(스쿠버)부문 3급
- 일정 : 2012년 4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올림픽수영장 수중훈련장(올림픽공원 내)
- 자격 검정 : 실기 및 구술시험
-	심사료 : 5만원(입장료, 공기통 대여료 포함), 실기시험 면제
자-1만 5천원
- 준비물 : 개인잠수 장비 일체
-	가능하면 강사 자격 이상을 보유하신 분이 지원하기 바란다.
- 실기 시험 면제 : 씨마스 강사 자격 보유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름으로 발급
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스쿠버지도자 자격이다.
-	2급 지도자 검정과 추가 취득자 검정과정은 하반기(9월 또
는 10월)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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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IANTD KOREA 소식

IANTD KOREA에서는 영문교재들을 한글로 번역을 하여 새
롭게 여러종류의 한글매뉴얼들을 소개하였다. 관람하는 많은

2월 IANTD KOREA 정기투어

분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에 관심을 갖고 많은 문의를 하여으며
금번 전시회의 성과로는 강사 크로스오버 신청, 트라이믹스 과

2월 11일 1박2일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해양캠프(대표 서
일민 강사트레이너)리조트에서 2012년 첫 정기 투어모임을 가
졌다. 서울지역에서 임용한 강사와 정경원 강사, 유근목 강사, 김

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트라이믹스 교육일정은 시기를 맞추어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할 예정이다.

창제 강사가 참석하였으며,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겨울철 다이
빙 퍼실리티를 순회 다이빙 하는 목적을 가졌다.

퍼실리티 소식

겨울철 다이빙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 드라이슈
트의 종류와 착용시 주의점 글러브의 선택 보온을 위한 내피와

이민호 트레이너 Foull Cave 교육

발열 조끼등 겨울철 다이빙에 필요한 장비들 관한 정보들을 공
유하게 되었다. 다음 투어는 제주 금능 마린 게스트하우스의 개
해제 참석으로 모임을 가지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민호 트레이너는 지난해 올란도에서 열린 Dema Show에
참관하여, 프랑스계 미국인인 IANTD Trimix Full Cave
Trainer 죠지 가위노스키로 부터 NSS-CDS Full Cave Diver
과정과 IANTD Technical Full Cave Diver 과정, 그리고
IANTD Essentials of Technical Diving Instructor 과정까지
약 한달간에 교육기간을 거쳐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왔다.
또한 지난 1월 세부 포비다이버스(대표 한길형강사)에서 사
이드 마운트 과정을 교육받았으며, 세부 막탄 지역에 있는 동굴
에서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까지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민호 트레이너는 이번교육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으며, 동굴 다이빙과 사이드마운트다이빙을 한국
의 다이버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리라 믿는다.

2월 KUSPO SHOW 참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KUSPO SHOW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교육단체들 뿐만 아니라 장비업체들도 새
로운 장비를 많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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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김대학 강사 피-밸브 워크샵

능하다.
- 게스트하우스 예약 및 펀 다이빙 예약 문의

지난 1월 14일(토) 오후 3시~6시까지 김대학(테크니컬 케이
브)강사가 경북 울진에 위치한 케이브 다이버스코리아에서 피_밸

김창환 강사 : 010-3008-4739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jejuilmare

브(P-Valve)워크샵을 진행하였다. 피_밸브는 드라이슈트에 장착
되는 소변장치이며, 안전한 다이빙에 필요한 다이버의 수분섭취
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이다. 이번 워크샵에서 밸브
의 종류, 밸브의 장점과 단점 및 선택에서 구매방법, 설치와 사용

IANTD KOREA 행사공지

4월 IANTD KOREA 정기 투어 공지

방법에서 사후관리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는 워크샵이 되었다.
4월 14일 1박2일 강원도 사천 해원다이브 리조트에서 정기모

2월 블루홀 다이버스 이전 개업

임을 가지려 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4년전 이벤트로 묻어놓은
와인을 수색하여 찾을 예정이다.

2월 11일 토요일 박우진 대표(IANTD Adv EANx Instructor)

자세한 내용은 본부홈페이지 및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가 운영하는 블루홀 다이버스가 안양에서 수원으로 자리를 옮
겼다.

문의 : 02-486-2792

수원 월드컵경기장에 가까운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에

유근목 강사 : 010-9109-2802

위치해 있다. 보다 넓어진 사무실과 교육장, 장비 수리실 및 기

김창제 강사 : 010-7257-3420

체브랜딩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다이빙 투어에 나이트록스 기
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부력조절과 트림 워크샵

박우진 대표는 자이언트, 스쿠버 프로, 마레스등의 장비 A/S
업체로 지정되어 수원지역의 다이빙장비 수리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월 24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케이브 다이버스코리아에서 김
대학(테크니컬 케이브) 강사가 부력조절과 트림 워크샵을 진행
할 예정이다. 워크샵 내용은 다이버와 장비의 균형, 장비의 선택
및 트림 웨이트의 사용, 자세교정, 킥의 선택과 사용기초, 실제
사용을 위한 응용 등을 배우며, 비디오촬영을 통한 자세 교정
을 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5만원(강의료), 기타비용은 별도이다.
-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
김대학 강사 : 010-5492-9541
daehag.kim@cavediverskorea.com

제주 금능 마린 게스트하우스 개해제
제주 금능 마린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3월 31일 제주 금능에 위치한 마린 게스트하우스(대표 김창
환 강사)가 여러 다이버님들을 모시고 2012년 개해제를 실시한

제주 한림읍 금능에 위치한 금능 마린 게스트하우스(대표 김
창환강사)가 새단장을 하였다.

다. 다이빙은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7만원이다. 식사
와 숙박은 별도이며, 많은 참석을 바란다.

예전 다이빙샵의 이미지를 벗어나 제주여행객의 쉼터 및 새
로운 다이빙샵으로 탈바꿈 하였으며, 2012년 부터는 새롭게 펀

- 자세한 문의

다이버들의 예약을 받으며 한명의 다이버라도 다이빙을 진행한

김창환 강사 : 010-3008-4739

다. 제주서쪽 금능 앞바다와 비양도 주변을 보트다이빙으로 수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jejuilmare

중 탐험을 실시한다.
김창환 강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쉼터 뿐 아니
라 IANTD KOREA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받을 수 있으며, 나이
트록스 브랜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나이트록스 다이빙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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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Deep Diving & Sidemount Diving 세미나

행사로 인해 PSAI KOREA 소속 회원님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
용되었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PSAI KOREA에 대해 더욱 많이

PSAI-KOREA는 2012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월 4~5일 경북 울진에 위
치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서 Deep Sport Diving,
Sidemount Diving 강사 및

PSAI는 2012년에 50주년

트레이너 세미나를 개최하

을 맞이한다. PSAI HQ에서

였다. 이번 세미나는 성낙훈 본부장의 진행으로 10여명의 강사

는 PSAI 50주년을 맞이하

및 트레이너가 참여하였으며, Deep Sport Diving 한글판 교재

여 나라별 행사지원 및 본

(ISBN: 978-89-97068-12-8) 출시와 변경된 기준에 대해 세미나

부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준

가 진행되었다. 위 두 교재에는 실제 다이빙 활동에 필요한 부분

비 중이다. PSAI KOREA에

들이 수록되었으며, 교재 구입 및 교육은 PSAI KOREA HQ 이하

서도 PSAI ASIA를 대표하
여 ASIA지역의 PSAI 5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 50주

각 퍼실리티에 문의하기 바란다.

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SAI KOREA 본부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트레이너
김용선 IT-443 (Adv. Nitrox Instructor Trainer)
김삼규 IT-456 (Nitrox Instructor Trainer)
이용범 IT-480 (Adv. Nitrox Instructor Trainer)
■ 신규 강사
조영휘 I-1034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이지운 I-1138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최진호 I-1139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박재범 I-114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PSAI-KOREA 2012
서울 국제스포츠 레저 산업전 참여
PSAIKOREA는 2012년 2월

■ 신규 퍼실리티
마린 하우스

대표 : 허천범

보홀 수중세상

대표 : 김용선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서울
COEX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2
서울 국제스포츠 레저 산업전에
참가하였다. 4일간 개최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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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공고

PSAI-KOREA 2012년 개해제

행사에서 PSAI KOREA는

PSAI-KOREA는 2012년 4월 29일 2012 개해제를 실시한다.

각종 교육 자제 및 교육 프

이번 개해제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PSAI-KOREA

로그램을 전시하였으며, 많

골드 퍼실리티 해원 다이브 리조트(대표 : 박상용)에서 진행된

은 분들이 PSAI KOREA 부

다. PSAI-KOREA는 2012년 한 해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스에 방문해 주셨다. 이번

즐겁게 다이빙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www.boholssd.com
boholssd@gmail.com

PSAI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 과

인터넷 전화 : 070-4306-4324,

Trimix 레벨 3 과정 다이버 과정과 Trimix레벨 2 강사 과정을

070-4306-4394

실시 한다.
•일시 : 2012년 3월 21일 ~ 3월 27일

필리핀 현지 전화 : 63-38-502-9233,
		

63-906-505-6884

•장소 : 필리핀 세부 보홀 “보홀 수중세상”(대표 : 김용선)

울산 다이빙
퍼실리티 소식

보홀 수중세상

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울산 다이빙(대표 : 최상
진)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 스킨스
쿠버 다이빙 수업을 진행한다.

PSAI KOREA 신규 퍼실리티 보홀 수중세상을 소개한다. 보홀
수중세상 리조트는 PSAI 김용선 트레이너(IT-443)가 운영하는

BIDS CLUB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 스노클링, 체험다이빙부터 테크니컬 다이
빙까지 모두 가능하다.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해 5세트의
더블탱크와 5개의 스테이지 실린더가 구비되어 있으며, 나이트
록스, 트라이믹스 블렌딩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았다.

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BIDS CLUB(대표 : 이호
우)에서는 2012년 개해제를 실시한다.
일시 : 2012년 4월 22일
장소 : 강원도 양양

SUN DIVE
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SUN DIVE(대표: 정동순)
에서는 2012년 개해제 및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한다.
보홀 수중세상 리조트는 필리핀 보홀 팡라오섬 돌로비치

일시 : 강사 업데이트 2012년 4월 14일

SEA CORAL BEACH RESORT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앞

(Deep Sport Diving, Twin Set Diving)

이 비치로 이루어져 있다. 리조트앞 포인트는 테크니컬하기에

개해제

좋은 지역이며 대게 wall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씨코럴 리조트

2012년 4월 15일

장소 : 강원도 양양 “동호 다이브 리조트”

는 12개의 스텐다드룸과 1개의 도미토리룸을 갖추고 있다. 도미
토리룸은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룸으로 단체나, 학생들

일산 잠수풀

단위로는 적당한 룸이다. 또한 이 리조트내에 자체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어 현지식이나 유러피안 스타일의 음식을 원하는 손

PSAI KOREA 골드 퍼실리티인 일산 잠수풀 (대표 : 구 자운)

님들에게 권장한다. 보홀 팡라오에서 유명한 아로나 비치까지는

에서는 2월 24일 ~ 29일 필

자동차로 15분거리이며, 발리카삭 아일랜드까지는 방카보트로

리핀 해외 정기 투어를 진행

2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하였다. 일산 잠수풀의 개해
제는 5월 13일에 진행될 예

지금까지의 테크니컬을 위한 포인트 가이드는 좀처럼 찾아보

정입니다.

기 힘들었다. 하지만 BSSD에서는 원하는 수심에 따른 포인트
개발으로 인해 언제든지 가이드를 직접해 줄 수 있다. 또한 80
피트의 대형 방카보트 한척과 소수의 인원이나 가까운 포인트

돌핀 스킨스쿠버

로의 이동에 편리한 스피드 보트 한척을 구비하고 있다.
PSAI KOREA 골드 퍼실리티인 돌핀 스킨스쿠버 (대표 : 임
옥현)에서는 2012년 개해제를 실시한다.
일시 : 201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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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PDIC KOREA 소식
SEI-PDIC ASIA·KOREA 2012 SPOEX 참가

강사)에서 개최한다. 아름다운 부산 봄바다의 풍경을 만끽하며
힘찬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자 한다. 많은 참석과 성원을 보내

2012년 2월 23~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2서울국제스

주시기를 바란다.

포츠레저산업전이 개최되었다. 여러사정으로 급하게 준비하여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은 전시회 참가 부스였지만 기간 동안 많은

- 일 시 : 2012년 4월 14일(토) 11:00~

SEI/PDIC/YMCA 강사님과 트레이너님, 많은 선배님들께서 성

- 장 소 : 씨킹스쿠버(SEI KOREA 해양교육원)

원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성황리에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더욱 노

- 문 의 : 조영주 강사 051-405-1339 / 010-5519-7279

력하는 아시아-한국교육서비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감사한다.

STX엔진 백상어스쿠버클럽 수중 결혼식
2012년 3월 1일, 창원실내수영장 잠수풀에서 STX엔진 백상
어스쿠버클럽 회원이 수중결혼식 큰 잔치가 있었다. 1991년 창
단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STX백상어스쿠버팀은(책임강사.
정세홍) 지역사회에 안전교육 및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많은 사
랑을 받고 있다. 2012년은 회원들의 업무 특성상 바다를 자연
스럽게 접하고 또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여 더욱 더
많은 활동과 회원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PDIC KOREA 강사트레이너 전략회의 개최
PDIC KOREA에서는 4월 6일(금), 2012년 사업소개와 운영정
책에 대하여 강사트레이너 전략회의 개최한다. 국내에 새롭게
탄생한 아시아·한국 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2012년 잠수세미나,
지도자워크샵, PDIC홈커밍데이 등 주요한 년 중 사업추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전방향을 찾아 나아갈 것이다.

S.E.I KOREA 신년하례회 및 개해제 개최
S.E.I KOREA에서는 2012년 신년하례회 및 개해제를 부산 태
종대의 씨킹스쿠버(해양교육원, 트레이너 배봉수, 대표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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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인명구조요원 - 부산, 경남지역 강습회 개최
YMCA에서는 4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해

울, 경기 지역의 교육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 예비과정 : 2012년 4월 15일(일) 10:00~

양경찰법령, 문화관광부 승인, 제31기 인명구조요원 강습회를 개

- 장 소 : 서울 YMCA(종로회관 대강당)

최한다.

- 내 용 : 기본인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 BLS)
전문인명구조술(Advanced Life Support, ALS)

- 입문평가 : 2012년 4월 8일(일) 10:00~
- 장 소 : 경남교육원(창원실내수영장 경상스쿠버)

YMCA 응급처치운동본부
“First Aid&CPCR 교육전문강사 강습회” 개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장비에 표시되어 있는 EN250은 무슨 뜻인가요?
EN250은 European norm 250의 약어로 유럽 기준 (European
Standard)을 의미한다. 호흡 장비, 개방형 자급식 압축 공기 다

YMCA 응급처치운동본부에서는 3월 10일부터 3월24일까지,

이빙 장치 (Open Circuit self contained compressed air

각종 재난사고와 응급환자 발생시 행동요령과 구조 및 응급처치

diving apparatuses) 를 유럽 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사고나 응급질환을 예방하고 응

는 테스트를 의미하여 통상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일반시민과 국제 선박업 관련종사자 및

이 테스트는 최대 50미터 수심 내에서 호흡기가 안전하게 작동

선원들에게 널리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코엔스 교육 교

하는지 검사하는 호흡 성능 테스트 등을 포함한다.

관들을 대상으로 First Aid&CPCR 교육전문강사과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말반으로 서

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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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 소식
2012년 월별 다이빙 투어 일정 안내
■ 4월 30일 투바타하 리버보드 (6박7일)

문의처 : (주)액션스쿠바 투어 Tel : 02.3785.3535

■ 5월 23일 보홀 (5박6일

• 출발 : 4/30

• 출발 : 5/23

• 인원 : 추가 2명

• 국가 : 필리핀

• 특징 : 슬루해의 유네스코

• 인원 : 추가모집
• 특징 : 바라쿠다, 잭피쉬를

문화유산 투바타하리프. 해
마다 3~6월까지만 운항

■ 투바타하 리버보드 수시모집 (5박6일)

만나는 곳, 보홀!

■  하와이 (8박 9일 예정)

• 출발 : 4~6월까지

• 출발 : 10월 예정

• 국가 : 필리핀

• 특징 : 최고의 리버보드
AGGRESSOR를 타고 하와이
를 만납니다.

■ 마나도 수시모집 (6박7일)

■라자암팟 (12박13일 예정)
• 출발 : 4월~

• 출발 : 11월 예정

• 국가 : 인도네시아

• 국가 : 인도네시아

• 특징 : 4월부터 성수기에

• 특징 : 인도네시아의 핫 이

접어든 마나도는 지금부터

슈, 라자암팟으로 떠납니다.

가장 좋은 시기

■5월 31일 라양라양 (11박12일)

■ 2013년 석가탄신일 연휴 멕시코 칸쿤 (8박 9일 확정)

• 국가 : 말레이시아

• 출발 : 2013년 5월 11~19일

• 인원 : 추가 3명

• 인원 : 선착순 10명

• 특징 : 3~8월까지만 문을

• 특징 : 멕시코의 유명한 시

여는 라양라양 리조트. 동

노테 다이빙과 칸쿤 다이

남아에서 몇 안되는 망치

빙 그리고 치체니사 관광

상어를 볼 수 있는 곳

■ 라양라양 수시모집 (8박9일)

■ 2014년 갈라파고스로 다시 떠납니다. (10박 11일 예정)
• 출발 : 4~8월

• 출발 : 2014년 6월 예정

• 국가 : 말레이시아

• 국가 : 에쿠아도르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등 상시 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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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사이트의 성수기 안내
1월
필리핀

모알보알, 보홀
투바타하
아닐라오, 민도루

인도네시아

발리
코모도
마나도, 렘베
라자암팟

말레이시아

시파단
랑카얀
라양라양

인도양

몰디브

태국

시밀란, 피피섬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얍
남태평양

피지

중미

갈라파고스

하와이

하와이

호주

대보초

혹등고래
밍크고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이빙 성수기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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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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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1.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강사개발과정(IDC)이 열렸다. 송진
규, 조영현(크로스오버), 현재형 강사후보생이 참가하였으며 28
일-29일 IE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서 PADI 인스트럭터로 활
동하게 되었다. 스텝강사로 정혜영(굿다이버), 최숙진, 윤두영(아
쿠아마린) 강사가 참석하였다.
2. 정혜영강사가 2월 21일 EFR INSTRUCTOR TRAINER 교육
에 참가하여 EFR INSTRUCTOR TRAINER가 되었다. EFR
INSTRUCTOR가 되고자 하는 분은 굿다이버에 문의하기 바란다.
▶ 교육진행 (서울 양영복, 제주 정혜영)
3.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제 스포츠 레져 산업전에
참가하였다. 굿다이버 부스를 찾아주신 많은 강사님과 회원분
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4. 3월 1일과 3일에 걸쳐 경기여고 학생을 중심으로 12명이
(김민선, 정윤진, 김수현, 이가원, 최윤서, 최보람, 변유미, 신다은,
송서현, 최정이, 김지현, 정초록) 서울사무소(양영복강사)에서
EFR 교육을 수료했다.

5. 올해 스페셜티 다이빙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2-23일 스
페셜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PADI 어류식별 라이
선스 보유자에 한하며 기존의 투어때 스페셜티 다이빙으로 신

280

Scuba Diver

청하면 빙고게임을 통해 1등한 팀에게 굿다이버에서 라이선스
를 선물로 드린다.

씨월드 보라카이
이번에 보라카이에서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2월강사 교육
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지원자 전원이 다 합격하였다.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지회장
(정연동)은 포항 죽천원잠잠수아카데미 앞에서 안전기원제를
올렸다. 포항 특전동지회는 특전사출신들이 1985년도에 발족시
켜 약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친목도를 떠나

• 강사교육 : 2012/02/03 ~ 2012/02/12

포항지회는 포항지역 응급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

• 강사시험 : 2012/02/13 ~ 2012/02/14

역 시절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정신이 어떠한 재난상황

• 강사 시험관 : George Wegmann

에도 출동해 일사불란하게 구조활동을 함으로서 지난해 포항시

• 코스디렉터 : 김현준

로 부터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학교

• IDC Staff 강사 : 임호섭, 정혜경

및 각 기관 단체 직장 등에 CPR(심페소생술)을 보급함으로서 꺼
져가는 한사람의 생명도 소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강사 합격자 명단

포항특전 동지회재난 구조 협회 활동이 기대된다.

박태진, 이응현, 김상욱, 김형태, 유도영,
Emma Priestland(영국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호흡 성능을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WOB는 무슨 뜻인가요?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호흡하는데 필요로 하는 운동 노력은
리터당 줄(Joules)로 측정된다. 호흡 저항은 호흡 시뮬레이터에
서 들숨과 날숨의 운동을 테스트하여 결정되고, 실험은 레귤레
이터를 테스트 다이버(마네킹)에 부착하고 안쪽에 재압 챔버가
있는 수조 속에 위치시킨다. 인공 폐가 정해진 비율로 호흡기체
를 들이쉬고 내쉬어서 호흡저항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
인 다양한 수심, 수온과 탱크의 공급압력을 조절하여 실시되며,
컴퓨터가 실험된 자료를 분석하여 호흡운동 곡선(WOB: Work
of Breathing Curve)을 작성한다.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레귤레
이터는 중앙의 0점 근처에 곡선이 형성되며 흡입(아래) 배기(위
쪽) 경계 사이가 적게 표시된다.
* 1줄(Joules)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움직이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영국의 물리학자 J.P.줄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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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사진작가 사진문화상 수상

PSI scuba 소식

사진가 이종화(이내과원장)는 지난 2012년 2월 26일 서울 강

■ 김정미 코스디렉터 – PADI 강사교육 진행

서구민회관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하는 사진문화상(출판
김정미 코스디렉터(PSI스쿠버 대표)가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부문)을 수상했다.
2011년 11월 1일에 사진집 “제주도”를 발간 (현재 교보문고에

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서 판매중) 사진집 “제주도”는 사진가 이종화가 10여년간 제주도
에서 촬영한 푸

PADI 강사후보생이었던 모해종, 박민경 강사는 3월 2일부터

른 바닷속 내밀

8일까지 자율반으로 코스를 진행하고, 3월 14~15일 이틀간 두

한 표정을 앵글

마게티 다윈에서 진행된 강사시험(IE)에서 좋은 성적으로 PADI

로 포착한 담아

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프로로써의 변모된 모습으로

내고 있다. 국내

다양한 다이빙 활동을 펼칠 계획인 두 강사는 IDC이후 추가적

에서는 몇 안 되

인 이틀간에 걸쳐 5가지의 스페셜티강사 강사 코스를 곧바로

는 수중사진작가

진행함으로써 강사시험 전에 추가적인 강습경험을 얻음과 동시

로 활동중인 이

에 프로로써도 지속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롤모델의 모습을 보

종화씨는 “바다

여주었다.

와의 만남은 운
명이라고 밖에

이번 IDC에는 두마게티 피플다이브리조트의 공동대표 강창

할 수 없다”며 수

호 강사가 IDC스텝강사 교육을 이수하여 새로운 PADI 시스템

중 촬영에 애정

과 기준을 익히고 스텝강사로써의 준비를 갖추었다.

을 드러냈다.
IDC스텝강사코스부터 스페셜티강사코스까지 2주간의 긴 일
수심 40m 제주 바다속 풍경은 경이롭다. 섬세한 촉수와 시시

정내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피플다이브리조트 대표 전은형, 강

각각 변하는 물고기들의 지느러미, 눈빛, 산란장면이 파노라마처

창호 강사님과 이틀간의 IE 통역을 담당해준 김매리씨께 감사의

럼 펼쳐지며 생생한 바다를 보여준다.

인사를 대신하며, 쉽지 않은 교육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하면서도
끝까지 프로페셜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준 모해종, 박민경

이종화 작가의 작품들은 제주박물관의 요청으로 제주박물관

강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에 44점이 소장되었다. 무엇보다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처
음으로 제주도 바다를 사진으로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
라서 제주도만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제주
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출간 소회를 밝
힌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사진집의 가치를 인정하여 수
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창호 강사, 김매리 씨, 박민경 강사, 김정미 CD, 모해종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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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소식
지난 3월7일 제주도스쿠바연합회 1/4분기 정기총회 및 개해제가 있었다. 개해제는 서
귀포항 동방파제에서 고문 황치전님과 협회회원, 유어선 선장님 등 30여명이 모여 한해
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오후 1시반에는 제주다이브씨월드
팬션(대표 강규호)에서 회원총회가 열렸다.

지난 3월 7일 서귀포항 유어
선 선착장에 스텐으로 된 사다
리를 2곳 설치했다. 많은 다이
버들이 사리때 올라오느라 고
생하던 기억이 난다. 조그만 배
려가 큰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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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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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도감

박정호 지음·사진/DEPC·248쪽·
값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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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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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호(201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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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트리서브 디스트리뷰터 미팅·마린뱅크
신제품 세미나·BSAC 뉴스; 송년회, 수
중사진공모전, 기념달력 배부, ITC·SSI
뉴스; 송년의 밤 행사, 김동주 트레이너
ITC, 이명섭 평가관 ITC, 강릉 폴리텍
ITC, 마스터 다이버 챌린지, 트레이너 세
미나·SDI/TDI 뉴스; 송년의 밤, 트레이
너 전략 미팅, 매뉴얼 출시, SDI 강사과
정, 홈페이지 개편·NAUI 뉴스; 송년의
밤, 마스터 다이브 및 응급처치 교재, 전
주대 교육·PSAI 뉴스; 트라이믹스 레벨
III 교육, 신년회, 트레이너 세미나, 워크
숍·IDIC 뉴스; 송년회, 김종철 대표 본
부 방문, 신규리더, 플레티넘 ITS 센터·
김억수 강사 사망·SSI 뉴스; 송년의 밤,
트레이너 워크숍, 강사교육 과정·남진
수중 잠수기능사 대비 과정·PADI 뉴스;
강사시험, TM 다이브 송년모임, NB 다
이버스 송년회, 마린마스터 강사 교
육·IANTD 뉴스; 송년의 밤·제주수중사
진 연구회 창단식·Y스쿠바 뉴스; 다이
버 안압/시신경 연구 참여, 수상인명구
조원 강습회, 강사교육·서울대 수중탐
사대 졸업생 모임 창립총회

제 136 호(2010년 3/4월호)
1. 사설·바다에서 훔쳐간 아바타
2.	수중사진·파티마배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좋은 사진의 비결
3.	해양생물·암초지대의 보석, 클라운피쉬
와 아네모네·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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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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음밑 잠수 100m 신기록, SDAA 오션 어
워드 수상·(주)하이파-모비스 스노부드
장비 수입판매·우정사/오션챌린져 일본
다이빙 테스티벌 참관·탑스쿠바 장비
리페어 세미나, 스쿠바프로 테크니컬 워
크숍·아쿠아렁 드라이슈트 업체 화이
트인수, 주마 BC 엑스프레스 핀 스포츠
다이버지 소개, 일본 다이빙 페스티벌
참관·IANTD MK6 재호흡기 강습, 신규
매뉴얼 출시, 유근목 강사 본부 근
무·BSAC 아이스 다이빙 행사, 강사교
육 개최, 신규 다이빙 매뉴얼 출시·SDD
해외 다이빙 및 수중촬영 교육·SSI 스
쿠바레인져 시연회, 트레이너 최종 인
증, 강사 평가/크로스오버·TDI 테크니
컬 다이빙 축제, 사이드마운트 과정,
CPR 강사 과정, SDI 강사과정·IDIC 마
케팅 세미나, 코스디렉터 전략회의, 프
로 아크로폴리스, 롤러백 출시·롯데크
리스탈 NAUI 강사교육·PSAI 퍼실리티
회의, 동굴 다이빙 교재 출시·한국수산
안전협회 혹한기 합동훈련, 구미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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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응급처치
안전본부 개설 준비, STX 엔진 클럽
CPR 강습회·PADI 공동전시, 강사시험,
ERR 강사 트레이너 코스, 김현준 CD
강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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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태사진전·김생수 개인전·우정사 장비
전시실 및 세미나실 개설·마레스 네보
테스트 다이버상·아쿠아렁 파트너센터
1호점, 여행용 ZUMA BC 5월시판·제주
스쿠바아카데미 리조트 신축이전·자이
언트 시스템 상품설명회·제2회 국립수
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중사진 촬영
대회·SSI 강사평가, 크로스오버, 어드밴
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업그레이드,
신규딜러 등록, 인스트럭터 평가관 트레
이너 재임명 세미나·NAUI 세부 막탄
동굴탐험, 사이드마운트 세미나, 사이드
마운트 코스개설·IANTD 산소공급자
CPR AED 워크숍, 개해제, 강사트레이
너 강습·BSAC 몰디브 합동투어, 개해
제·SDI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국내서비스 센터개설, 에코다이빙, 강사
과정, 카다로그 출시, 다이브마스터 매
뉴얼과 강사가이드 출시·SDD 개해제,
몰디브 친목다이빙, 사무국 주소이전,
정책세미나·IDIC 2010년 코스디렉터
코스·잠수협회 회장 이,취임식, 장비전
문가 과정개최, 마레스 리페어 랩세미
나, 82기 ITC 개최, 사무실 이전·PADI
코스디렉터 스텝인스트럭터 업데이트,
강사시험, 노마다이브 응급처치 지
원·CMAS 전반기 나이트록스 강습회, 1
기 장비전문가 강사교육, 상반기 구조잠
수강사 강습회, 친목다이빙, 3기 강사강
습회, 테크니컬 다이빙 세미나·PSAI 트
라이믹스 레벨3 어드밴스드 가스 브랜
딩 교육, FULL CAVE 교육, 한국 폴리
텍 3대학·다이브존 개해제, 난파선 다
이빙탐사, 신규강사·Y스쿠바 마창진클
럽개해제, 남해 두미도 리조트 개장, 사
회체육분과회의, 응급처치운동본부 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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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트 출시, 필립 크로아종 영국해협횡단,
테마스쿠바아카데미, 도어스 아트페어
출품, 모비스 래쉬가드, SSI KOREA 패
밀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전, 스피드 스
쿠바 이전, SSI KOREA 송년회, 마이크
로네시아지역 한국 등록가능, 어드밴스
드 트라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
제, 에코다이빙 세미나, SDI 강사과정,
IANTD 강사교육, 연간행사계획안내,
TM다이브 강사교육, PADI 강사시험, 정
상우 CD, 고다이빙 뉴스, TUEV, ISO,
EN 품질인증 갱신, IDIC 로그북출시, 나
이트다이빙교재 완성, 제주 패밀리데이,
챌린지 페스티발, PSAI 트레이너 워크
숍, 고급중성부력 교재출시, 무어해저,
BSAC 강사교육, 콤바인 나이트록스 강
사 워크숍, 가속감압 절차과정, 제1회 제
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 코스디렉터
워크숍, 익스프롤레이션 강사과정, 수중
사진전, S D D 멤버쉽과정 개편안내,
CMAS KOREA 강사교육, 수중사진 및
비디오 강사교육, 생활체육 지도자 검정
실시, 친목다이빙개최, 강사체육대회개
최, 정상훈 트레이너 대통령 표창,
YSCUBA 한글 매뉴얼 출판, 산업현장관
리자 안전교육 시행, SEI KOREA 2011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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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 중요한 규칙들2-알면 알수록 편하고
안전하다·SSI 40주년 행사를 참관하
고·홍해를 아시나요·고 김억수강사 1주
기 추모제·흔한 실수와 응급처치·오경
철의 테크니컬 다이빙 인생·호흡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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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 데마쇼
참관, 아쿠아렁 신제품, 아쿠아렁 본사
방문 및 데마쇼 참가, 북극곰 수영대회
협찬, 아쿠아렁 파트너 센터 소식,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인사 개편, 40주년 행
사, 프리다이빙 세미나 참가, SSI 마케팅
상 수상, 스윔스쿨 런칭, 송년의 밤, 신
규 다이브 리더, BSAC 제3회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새로운 SDC 매뉴얼 출
시, 2011 아이스 다이빙, 샤크 다이브 리
조트 오픈, 멕시코 동굴 다이빙, 강사 마
일리지 프로그램,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기체 혼합자 과정, 사이드마운트
스페샬티 과정, SDD 강사 업데이트, 다
이브리더 강사과정, 이석 본부장 취임,
프레티넘 ITS 센터, 베스트 프로페셔널
어워드, MOU 체결, IDIC 로그북 재출
시, PSAI 신규 트레이너, 신년회, 제26
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정병일 교수 표
창, 강원 영동지역 강사 모임, 고김억수
강사 추모, 김창모 트레이너 표창, ADS
창립 조인식, PADI 다이빙 비즈니스 세
미나, 김정미 CD 강사교육, 수원여대 산

학협력,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
관 및 세미나, 수중세상 리조트 개업 5
주년 행사, 한국 수중과학회 세미나 개
최 안내, 하상훈 대표 감사장 수상, 액션
스쿠바 2011 투어 일정, 보라카이 씨월
드 CDC 센터, 아쿠아 갤러리 마린 리조
트 오픈, 서해바다 물고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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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쇼 참관, SPOEX 참가, 마레스 HD
2.0 펌웨어 출시, 랩세미나, 마레스 본사
방문 및 EUDI 쇼 참관, 테스트 다이버
상, 아쿠아렁 신제품, KUSPO 참가, 파
트너센터 소식, SSI 코리아 마이크로네
시아 서비스센터 등록, 아시아지역 서비
스안내, 리저 등록비용 조정, 응급처치
자격 허용,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한글
판 브로셔 출시, 홈페이지 업데이트, 인
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탄생, 인스트
럭터 평가, BSAC 아이스다이빙, 트레이
너 워크숍, 수중사진 세미나, SDC 매뉴
얼 출시, 대학생 강사교육, SDI 사이드
마운트 스페샬티 강사과정, 한국최초
이러닝 발표, 에코 다이빙, 멕시코 동굴
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모집, IANTD
트라이믹스 다이버, 장비전시회, SDD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지역별 업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 IDCI 신규리더, 다
이브 컴퓨터 세미나, 비즈니스 세미나,
PSAI 신규강사 및 트레이너, 트라이믹
스 레벨 1-3 코스, 개해제, YSCUBA 홈
페이지 통합 재개정, CPCR/AED 뉴가
이드라인, PADI 아시아퍼시픽 공동전시
관, 비즈니스 솔루션 세미나, 멤버포럼,
강사시험, 수원여대 산학협력체결

던지는 사람 / 6.불가사리와 거미 이론
/ 7.사람들은 별을 왜 ☆ 모양으로 그리
나? / 8.불가사리 수면 자세 / 9.불가사
리를 먹는 갈매기 / 10.불가사리를 먹는
사람들 / 추가.성모마리아와 사랑의 상
징·제2부 알기쉽게 말하는 불가사리
사실들 1.불가사리 / 2.거미불가사리는
불가사리와 어떻게 다른가? / 3.한국의
불가사리 / 부록 불가사리 10 요약 / 부
록 나쁜놈, 좋은놈, 덩치만큰놈 / 부록
한국의 불가사리 106종 명단 / 부록 한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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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무라 사장 방문, 대전 수중동행, 엑스포
다이빙, 대천스쿠바 Mares 랩세미나, 순
토 New D-series 컴퓨터 출시, 테코
SB 드라이 슈트, 수중 하우징 Blue Eye
출시,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5호점, 6호
점, KDEC의 출범, SSI 필리핀 오피스
개설, 온라인 교육 런칭, BSAC 강사교
육, 수중사진 강사 워크숍, 홍보용 리플
렛 제작, 대학생 강사교육, SDD 해외친
목 다이빙, 정규 ITC, 제2회 제주국제스
쿠바다이빙대회, SDI/TDI/ER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에코다이빙 제주, 멕시코 동굴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감압 절차 과정,
IANTD 노틸러스 개해제, 장비 리페어
세미나, 트라이믹스, 강사 트레이너 세미
나, 여름 캠프, IDIC 신규리더, 개해 축제
한마당, C-CARD 패키지, 임페리얼 팰
리스 리조트&호텔 팸 투어, IDIC CPR/
FA 세미나, 다이버 교재 개정, 야간다이
빙 업데이트, SEI Diving-YSCUBA 지도
자 맴버 단합대회, 뉴가이드라인 BLS
과정, PADI CDTC코스, 멤버 포럼, 다이
빙 비즈니스 세미나, e런닝 세미나 & 멤
버 소셜 파티, 아쿠아 렉스, PSAIKOREA 2011년 개해제, ADEX 참가, 한
강 수중 정화 활동, 드라이슈트 교재출
시, 트레이너 세미나, 탱크 육안 검사,
BIDS CLUB 7주년 기념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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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법)
17.	Diving Society News

제 143 호(2011년 5/6월호)

제 144 호(2011년 7/8월호)

제 146호(2011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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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 들려주는 불가사리 전설 동화 / 2.쇠
먹는 불가사리 설화 / 3.그리스 전설의
불가사리 탄생 / 4.고래를 속였다가 넝
마로 태어난 불가사리 / 5.불가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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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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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2 호(2011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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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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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호(2012년 1/2월호)
1.	사설·발행인 자리를 떠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2.	스마트 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스마트 다이
버 목소리
3.	수중사진·제21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수중사진작가 초대석(김기
준)
4.	특집·세계 최초 잠수함과 최초 군사 잠
수함
5.	신제품 소개·(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의 신제품,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제
품, 테코의 신제품, 헬시온 코리아의 신
제품
6.	수중생태 이야기①·해양생물, 공생관계
7.	해외다이빙·사우스조지아섬에서의 스쿠
바 다이빙
8.	해외리조트소개·발리와 함께 인도네시
아를 대표하는 마나도
9.	국내리조트 소개·강원도 양양군 38 마
린리조트
10. 국내다이빙·김건석의 포토리포트
11.	수중생태 이야기②·제주도의 인공어초
12.	수중사진 테크닉·색온도와 화이트 밸런
스
13.	수중사진 가이드·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14.	다이빙 기술①·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
브마스터1
15.	스페셜 다이빙①·테크니컬 다이빙(제2
회)
16. 스페셜 다이빙②·동굴다이빙의 모든 것
17.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8. 김광희 칼럼·창의력은 밥이다
19.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맘마미아
20. 교육단체 소개·PA야
21.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22.	잠수의학코너·압력손상의 증세와 처치
(2)
23.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길(제6회)
24. 다이빙 기술②·다이버의 수화법(제4회)
25.	교육참관기·BSAC 대학생 강사과정을
마치고
26.	독자코너②·초짜다이버 팔라우바다 정
복기
27.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8회)
28.	독자코너①·스쿠바다이빙과 연애를 시
작하다(제3회)
29.	신제품기획기사·(주)대웅슈트/마레스코
리아, 해왕잠수
30.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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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장비업체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주)해왕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14-15
전화: 02-588-0970
팩스: 02-587-0392
홈페이지: www.mares.co.kr
대표: 우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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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35-4
전화: 02-362-8251
팩스: 02-364-9665
홈페이지: www.kingsports.co.kr
대표: 장준득

오션챌린져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전화: 02-478-7273
팩스: 02-478-6174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주)첵스톤 코리아

에스엔씨 코리아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등 고급다이빙 장비수입

미국 에어리스 장비수입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전화: 02-3789-0906
팩스: 02-3789-0190
홈페이지:www.chaxton.com
대표: 유영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0-5
건양빌딩 301호
전화: 02-3143-0594
팩스: 02-3143-0599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성주

(주)테코

마린뱅크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SCUBAPRO 장비수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
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전화: 031-776-2442, 팩스: 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김형준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전화: 02-2297-5006
팩스: 02-2297-5070
휴대폰: 010-3899-9484
홈페이지: www.scubapro.co.kr
이메일: marinebank@hanmail.net
대표: 김주성

아쿠아텍

MSL 콤프레서

OMS, D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수입

호흡용 콤프레서 제조,판매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3
전화: 031-541-7000
팩스: 031-542-2999
홈페이지: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업체안내
장비업체·다이빙풀·여행사 ·동호회
바다강/아쿠아스포츠

헬시온 코리아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헬시온 한국 수입처

본사전화: 051-621-6003
지사전화: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캠스퀘어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판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58번지 4층
전화: 02-414-1472
팩스: 02-414-1402
홈페이지: www.aquako.com
대표: 방주원

서울시 성동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701호
전화: 02-929-0858
팩스: 02-922-6823
대표: 유재철

파워스쿠버 상사
스쿠버 장비판매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1층
전화: 02-572-4522
팩스: 02-572-4524
홈페이지: www.powerscuba.co.kr
대표: 임응순

아쿠아렁 코리아

(주)하이파/모비스

아쿠아렁 그룹 전 장비수입

모비스 잠수복 제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4 한주빌딩 2층
전화: 02-541-0118
팩스: 02-517-5415
홈페이지: www.firstdive.co.kr
대표: 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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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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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 김경석
총무(정연규): 010-5665-0278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업체안내
교육단체·협회
PADI

SSI 코리아

다이빙 교육단체

SSI/React Right/Scuba Rangers 교육단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20-2
전화: 02-848-0558
팩스: 02-848-0558
담당관: 김부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층
전화: 02-408-6418, 팩스: 408-6419
홈페이지: www.divessi.com
담당관: 이신우

SDI/TDI/ERDI 코리아

BSAC 코리아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다이빙 교육단체

R

R

R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www.tdisdi.com
본부장: 정의욱

전화: 031-272-0120
팩스: 031-272-0858
홈페이지: www.bsac.co.kr
본부장: 박종섭

IANTD 코리아

SDD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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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호
전화: 031-708-6967
팩스: 031-706-6685
이메일: sddihq@nate.com
대표: 김동혁

CMAS 코리아

PSAI

세계 수중연맹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112호
전화: 02-420-7493~4, 070-8230-4494
팩스: 02-421-8898
휴대폰: 010-5357-3632
www.cmaskorea.com / cmas045@hanmail.net
대표: 정창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NASDS 코리아

다이빙교육단체

다이빙 교육단체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올림픽컨벤션센터 2층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서울 중구 만리동1가 35-4 2F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대표: 장준득

업체안내
수도권·충청권·호남권
PSI 스쿠버

PADI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PADI 강사교육 · 다이빙투어 · 장비도소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3-3 3층
전화: 0505-334-4475
휴대폰: 010-6334-4475
홈페이지: www.psiscuba.com
대표: 김정미

마린 마스타
전화: 02-420-6171, 홈페이지: www.scubaQ.net

서울산업잠수학원

성남 해마 스킨스쿠바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수중용접과정/스쿠버 강사 교육
/산업잠수사 과정/수강료 국비 지원

TDI/SDI 강사교육, 테크니컬 · 재호흡기 교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휴대폰: 011-314-5422
홈페이지: www.scuba24.com
대표: 김진규

전화: 031-576-2993
02-439-9993
홈페이지: www.scda.kr
원장: 정준상

푸른바다

돌핀스쿠바리조트

NAUI 강사교육,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흑도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대표: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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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전화: 031-708-6967
홈페이지: www.kupva.com
이메일: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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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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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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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칼리지

백스쿠바

전국 강사교육 트레이닝 센터 운영

다이빙전용풀,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55-10번지 201호
전화: 070-8888-5971
팩스: 051-529-8005
휴대폰: 010-4543-0724
홈페이지: www.lovescuba.co.kr
이메일: deepblue@lovescuba.co.kr
대표: 이성복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9-1
전화: 052-294-7372
휴대폰: 010-5388-7372
대표: 백성기

업체안내
영남권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원잠수 아카데미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사양성교육/테크니컬 다이빙/국내외 다이빙 투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1리 104-4
전화: 054-251-5175
휴대폰: 010-3524-5175
홈페이지: cafe.daum.net/phonejamsu
이메일: onejamsu@korea.kr
원장: 김광호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센터장: 이상진, 부센터장: 엄대영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아쿠아벨리조트

BSAC강사교육, 호미곶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리 97번지
전화: 054-251-6189
휴대폰: 010-6372-0037
홈페이지: aquabel.co.kr
대표: 황득식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314
대표: 최경식 BSAC 트레이너
전화: 054-232-9669
휴대폰: 010-6823-4277
이메일: seaonee@hanmail.net

대진 리조트

프로다이브 코리아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PADI DSAT 프로그램), 장비 도소매, 다이빙 교육, 다이빙 풀, 메가로돈 CCR 다이빙

대구 남구 봉덕 2동 1071-6 효성 코아 1층
전화: 053-471-9707
팩스: 053-471-9708
홈페이지: www.prodive.co.kr
대표: 이규식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12번지
전화: 054-733-1382
휴대폰: 010-3539-7800
홈페이지: www.scubadj.co.kr
대표: 최 억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강원 권
인구다이브리조트

38마린 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가이드

국내최대규모/호텔급객실/조도다이빙/잠수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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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리 1-27
전화: 033-671-0158
팩스: 033-671-0159
휴대폰: 011-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대표: 강동원

월드 다이브리조트

강릉 씨드림 다이브 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경포대 십리바위, 난파선, 인공어초 다이빙,140마력 콤비보트 2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033-671-1524
홈페이지: www.worlddive.kr
대표: 최문식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전화: 033-651-8082
휴대폰: 011-365-1247
대표: 이주일

원주스쿠버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수중리프트설치 전용선 2대 보유/스마트다이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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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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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제주권
굿다이버 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I강사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전화: 064-738-7390
휴대폰: 017-215-6577
홈페이지: marinehouse.info
대표: 허천범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0-3721-7277
홈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스쿠바아카데미 투어

블루샤크제주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체험다이빙 및 스쿠버교육전문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97-1
전화: 064-763-6326, 070-8861-6326
팩스: 064-762-6326
휴대폰: 010-9688-6326
이메일: babocheju@hanmail.net
cafe.daum.net/bsj09
대표: 이태훈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전화: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0065
홈페이지: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방2 다이버스

제주 스쿠바 라이프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성산포 다이빙 안내/SSI강사 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43-4
휴대폰: 017-344-2095
010-9120-1114
홈페이지: www.scubalife.net
이메일: scubaskin@naver.com
대표: 김원국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592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대표: 방이

제주오션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스킨스쿠버 교육/투어/장비판매/해양조사,작업/산업잠수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도 제주시 이호1동 1764-1 1층
전화: 064-743-7470
팩스: 064-711-7470
휴대폰: 010-2692-7470
홈페이지: www.jejuocean.kr
이메일: jejuocean@paran.com
대표: 김기준

태평양 다이빙 스쿨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대표: 김병일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필리핀
오션블루 세부리조트

디퍼 다이브 리조트

펀다이빙/다이빙 교육/강사교육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 101호
전화: 02-483-8226, 070-8245-8226
070-8245-8226 (세부연락처)
팩스: 02-473-8226
휴대폰: 010-5214-8226
www.oceanblue.co.kr / ssicebu@naver.com
대표: 유병선

전화: 63-38-502-9642
인터넷 전화: 070-7667-9641
휴대폰: 63-921-499-1859
63-921-614-2807
홈페이지: http://deepper.co.kr/
대표: 장태한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MonteCarlo Resort

사방비치 리조트, TDI/SDI 강사교육 실시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 리조트 운영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 임희수

전화: 0919-301-5555, 0927-527-5555
070-8285-6306, 070-4025-6306
홈페이지: www.mcscuba.com
이메일: divestone@hanmail.net
대표: 손의식

노블레스 리조트

MB오션블루

다이빙교육/체험다이빙/펀다이빙/호핑투어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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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2-516-0727
인터넷 전화: 070-7518-0180
070-8229-5282
홈페이지: www.moalboaldive.com
대표: 김용식

킹덤 리조트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킹덤리조트/PG 다이브 리조트

고요하고 아늑한 환상적인 다이빙 전문 리조트

한국사무소
전화: 010-3929-3221
010-3282-5566(이시영)
홈페이지: liloankingdom.com
대표: 이시영

전화: 63-919-539-5822
63-917-805-3323
홈페이지: www.bonitoresort.com
이메일: tsonykim@paran.com
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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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258-3033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대표: 김순식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업체안내
필리핀·해외
돌고래 다이빙

수중세상 다이브 리조트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필리핀 세부 리조트/리브어보드 운영
Hadsan Beach, Agus,
Lapu-Lapu City, Cebu, Philippines
전화: 032-495-2203
휴대폰: 0918-254-1999
인터넷 전화: 070-7570-8197
대표: 이중현

임페리얼 팔라스 호텔 내
해양스포츠센터
전화: 070-7579-3723
www.cafe.naver.com/dolgorae02
대표: 신영호

건우다이브리조트(GUNWOO DIVE RESORT)

팔라우 씨월드

세부 릴로안 다이빙 안내, 숙박일체형 리조트

맞춤형 체험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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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Box 10245 KOROR PALAU 96940
전화: 680-488-8686 / 779-8308
팩스: 680-488-5152
서울: 02-798-6336
홈페이지: www.seaworld-palau.co.kr

COCOTINOS RESORT

MIMPI RESORT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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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mimpi.com
이메일: sales@mimpi.com

마나도/세코통(롬복)/오딧시 다이버스
전화: 62-812-430-8800(마나도)
62-819-3313-6089(롬복)
홈페이지: www.cocotinos.com
이메일: info.desk@cocotinos.com

LAYANG LAYANG

TASIKRIA RESORT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다이브 리조트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Manado,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444
이메일: info@tasikria.com

전화: +6-03-21702185
팩스: +6-03-27309959
www.avillionlayanglayang.com
res@avillionlayanglayang.com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 시안]
▼ 메인 페이지
▼ 수중사진 쇼핑몰 페이지

※ 홈페이지 시안에 배치된 광고는 본지의 광고를
기준으로 임시로 배치한 것입니다.

▲ 웹매거진 창

[공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홈페이지 주소가 www.scubamedia.co.kr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2012년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오픈일자는 4월 30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홈페이지 시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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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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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쿠

SDM 수중사진콘테스트

특집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박승호 포항시장 편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 김동혁
노르웨이 오슬로 피오르드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3 / 4월호 제148호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노출보정과 그레이 카드

해양생물, 공생관계 2
제주도의 인공어초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scubamedia.co.kr

Q&A 잠수의학
호흡기체의 오염과 일산화탄소 중독
케번(Cavern) 다이빙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9회)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프리 윌리)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버마스터 2

스마트 다이버 운동
사설 : 대형화·고급화된 스쿠바다이빙센터의 건립,
다이빙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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