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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사무실 이전 및 홈페이지 오픈 안내
올해가 본지가 창간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지의 사무실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전합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본지의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본지 사무실 이전 일시 및 장소 안내
- 이전일시 2012년 6월 30일(토)
- 새주소

			

140-9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140-900, South Korea

- 전화번호 : 02-568-2402, 팩스번호 : 02-558-1207

■ 본지의 홈페이지 오픈 안내
- 오픈일시 : 2012년 6월 30일(토)
- 새웹주소 : www.scubamedia.co.kr
- 새이메일 : diver@scubamedia.co.kr

새로운 홈페이지는 다이버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이빙과 관련된 알찬정보들로 채워서 다이빙계의 포탈사이트로서의 부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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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의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을 걸고 회원등록, 글올리기, 댓글달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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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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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ARY DESIGN
HIGH COMFORT
어깨 위쪽의 호스배치
• 슈퍼플렉스 호스
• 호스의 엉킴과 당김현상을 줄임

측면 배기시스템
• 배기버블로부터 다이버의 시야확보

뒷부분의 구멍
• 강한 역조류에서도
프리플로우 방지

인스팅트(INSTINCT) 52
‘혁신적인 설계, 최고의 편안함’
• 유체역학적 2단계 디자인
• 측면 배기시스템
• 가벼운 무게
측면 배기밸브는 버블을 옆으로 배출하므로 다이버의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유각을 지닌 다이아프램은 VAD시스템과 결합하여 어떤 자세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1단계의 이중 DFC(다이내믹한 공기공급장치)시스템 덕분에 극한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합니다. NCC(자연스러운 열 대류)시스템은
찬물다이빙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One of a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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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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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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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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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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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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철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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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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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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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EANx)
이홍석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임응순 (Adv. EANx)
장세환 (EANx)
전우철 (Technical)
정국현 (EANx)
정석환 (EANx)

정성윤 (EANx)
정승규 (EANx)
정승욱 (EANx)
정영수 (EANx)
정영환 (Adv EANx)
정재욱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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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EANx)
최윤석 (Adv. EANx)
최종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피성광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우연 (EANx)
한윤수 (Adv. EANx)
현승준 (Adv. EANx)
신규강사
강인한, 정용옥,
박상수, 김영목,
지 훈, 강성인,
윤성환, 박재형,
천세민, 천세은,
추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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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를 모십니다!
SCUBA DIVER지는
25년 동안 광고주의 도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고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www.scubamedia.co.kr

광고 색인표
1	㈜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25 마린파크(제주)

표4, 4, 5, 6, 7, 17, 63, 132, 269,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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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테코
4	㈜첵스톤/SNC코리아

12, 13
8, 9, 42, 43, 64, 65

5 ㈜해왕

10, 11, 44, 45

83

51 제주스쿠바아카데미투어(제주)

225
227

26 마린하우스(제주)

285

52 창원시 스킨스쿠바연합회

27 몬테칼로리조트(아닐라오)

228

53 캠스퀘어

233

54 코코티노스 리조트(마나도)

167

55 타식리아리조트(마나도)

133

28 밈피리조트(발리)
29 바다강/㈜아쿠아스포츠

14, 15

68

30 방이다이버스(제주)

225

56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230

31 보니또아일랜드리조트(바탕가스)

230

57 프로다이브 코리아(대구)

279

6 ㈜msl콤프레서

177

32 블루샤크 제주(제주)

225

58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228

7 38마린 리조트(양양)

284

33 사량도 해양리조트(통영)

194

59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KUPVA)

284

8 강원도 고성군(고성)

286, 287

34 상상채널

163

60 헬시온 코리아

35 서울산업잠수학원

195

61 황스마린포토 서비스

9 경기스쿠바(용인)

71

66, 67, 158
191

10 경포대 씨드림 리조트(강릉)

257

36 스쿠바칼리지

114

62 BSAC KOREA

11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고성)

227

37 씨월드다이브센터(보라카이, 세부)

176

63 DAN Asia Pacific

12 군산돌핀스쿠바리조트(군산)

187

38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양양)

279

64 DEPC

13 군산대 해양과학대학(군산)

201

39 아쿠아텍

159

65 IANTD KOREA

14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25

40 액션스쿠바투어

282

66 NASDS KOREA

15 남진수중잠수학교(익산)

199

41 엠비오션블루(모알보알)

285

67 PADI

16 넥서스BIZ

166

42 오션블루세부리조트(세부)

115

68 PADI 멤버 연합

26

17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228

43 울진해양레포츠센터

69

69 PSI SCUBA

29

18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257

44 원잠수 아카데미(포항)

285

70 SDD International

70

19 대전엑스포다이빙(대전)

193

45 원잠수 해양리조트(포항)

194

71 SDI/TDI/ERDI KOREA

35

20 도서출판 정담

187

46 월드다이브리조트(양양)

279

72 SDI/TDI/ERDI 멤버 연합

34

21 더스쿠바(제주)

226

47 이지다이빙(부산)

192

73 SSI KOREA

31

22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113

48 인구다이브리조트(양양)

282

74 SSI 멤버 연합

30

23 라양라양리조트(말레이시아)

137

49 제주도스쿠바연합회

224

75 SSI 센터 연합

32, 33

50 제주스쿠바라이프(제주)

226

24 마린뱅크

46, 47

23
226, 245
127
19
190
27, 28

원잠수 해양리조트
(포항)

넥서스 BIZ

블루샤크 제주

상상채널

제주도스쿠바연합회

더 스쿠바(제주)

도서출판 정담

창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

멤버 연합

경기스쿠바 다이빙풀

경포대씨드림리조트
(강릉)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
고성군 스쿠바 행사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사방비치)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오션블루세부리조트
(세부)

R

R

R

R

멤버 연합

필리핀 한인 다이빙리조트

Mimpi Resort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

멤버 연합
센터 연합

R

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및 강사 무료구독

본지 사무실 이전 및
홈페이지 오픈 안내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지의 사무실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전합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본지의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본지 사무실을 이전 일시 및 장소

2년(12회)

108,000원

- 이전일시 : 2012년 6월 30일(토)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	새주소 : 140-9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
상하지 않습니다.

			

 ,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3
140-900, South Korea

- 전화번호 : 02-568-2402, 팩스번호 : 02-558-1207

•본지의 홈페이지 오픈 일자

강사 무료구독

본지는 스쿠바 다이빙 강사를 위해 강사 무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오픈일자 : 2012년 6월 3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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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웹주소 : www.scubamedia.co.kr

해 주시고,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주시면 1년간 무

- 새이메일 : diver@scubamedia.co.kr

료 정기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단체 강사분들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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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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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과월호 판매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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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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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다이버 운동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고,
해양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
는 다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
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관행은 해산물을 잡
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 다
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
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
단현상을 이겨내고 다이빙 문화를 품위있게 변
화시켜야 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해양을 오염이나 훼손시키
지 않으며 더렵혀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며, 해
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운동입니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낚싯줄, 쇳조각, 빈병, 깡통, 비닐, 폐그물 등
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
이라도 이것들을 하나라도 주워 나오는 일입니다.

■ 스마트 다이버 운동의 실천 행동 사항
•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맙시다. 다이빙중에 수중사냥이나 해산물 채집을 하지 맙시다.
• 해양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또한 다이빙중에 해양오염 쓰레기를 수거합시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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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동참합시다!
본지가 추진하는 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다이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
록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 다이빙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동참을 원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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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에 게재하며, 우수한 사진은 다음호 포스터 사진으로 사용하며, 게재된 사진을 제공한 다이버
에게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수중정화운동을 하는 단체나 업체 또는 개인은 본지에서 홍보를 해드립니다. 사진에 샵이나 리
조트 이름과 같은 단체 이름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바다식목의 날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SSI 멤버들

바다식목의 날 해양 쓰레기와 불가사리를 수거하는 SSI 멤버들의 모습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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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PADI 강사 시험
시험 장소 델피노 리조트 (제주, 서귀포) 시험 일정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 17일 (일요일)

2010년 7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진행된 PADI 코스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중
6개 사무국의 PADI 스텝들이 선정한
NO.1 코스디렉터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풀장 운영

-코스디렉터 졸업식 평가 내용 발췌

초보 다이버 부터 다이빙 전문가까지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진행
PSI를 통해서 다이빙프로가 되시면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SI 서울 IDC 센터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풀

PSI 필리핀 Cebu 리조트

S
v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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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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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East Asia&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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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02호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1-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이버의 꿈

이용주

010-8553-3500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cafe.daum.net/DreamOfDiver

해인 스쿠버

양영동

010-6209-9403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haein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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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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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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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라이프

www.scubadiving.or.kr

김도열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afe.daum.net/marinelife-01

이기훈(김병국)

010-3350-0973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www.fourplaza.com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1-215-8928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www.expodive.com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0-8571-3331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www.s-world.or.kr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cafe.daum.net/jbjamsu

위덕대학교

054-788-2929

경북 울진군 원남면

포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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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원 다이브 리조트

박상용

011-685-155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www.haewondive.com

남애리스쿠바

양용경

010-6391-9499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속초 모래기 스킨 스쿠버

장일기

010-3382-8588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필리핀 지역 다이브 리조트
SSI East Asia&Micronesia Cebu branch

April

070-8225-6882

세부

www.divessi.com

SSI 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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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유병선

010-5214-8226

세부

www.oceanbl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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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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만 하는 수중사진 분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 to Overcome the Standstill of Underwater Photography?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더위가 기승

도 않고, 출품된 사진도 일정한 수준은 되어야만 수상권에 들게

을 부리는 6월, 다이버들이 바다의 유

되는데 조금씩은 부족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

혹을 뿌리칠 수 없는 계절이 시작되었

다. 또한 비슷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

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다이빙투어

이 이중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생긴다. 원래 유사한 것이 다른 공

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전에서 수상이 되었다면 타 공모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

다이빙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자연스럽

이지만 출품한 사진들이 적다보니 이러한 선택 또한 쉽지 않다.

게 수중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대
다수는 수중사진을 시작할 때 가벼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수중사진을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촬영기술이 조금

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다이빙기술, 사진기술의 습득, 경제적인 여

늘다보면 수중사진에 매력을 느끼게 되

유 등 다양한 조건이 요구되다 보니 수중사진인구가 잘 늘어나지

고, 다양한 예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깊이까지 빠져들게 된다.

않는다. 또한 수중사진을 일정 수준 이상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

수중사진은 눈으로만 보았던 세상을 또 다른 관문을 통하여 볼

미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여 더 이상 공모전에 참석하

수도 있고, 수중의 화려하고 신비한 세상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

기도 난처해진다. 이런 연유로 수준 있는 멋진 작품들은 실제로

는 매개체 역할도 하며, 작은 마크로의 세계를 섬세하게 다가오

출품되지 않고 컴퓨터 파일이나 서랍 속에만 보관하게 되고, 수

게 만든다. 아마도 수중사진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닷속

중사진을 일정 수준 이상 촬영하는 사진가들은 잘 늘어나지 않

미지의 세상을 보여주는 연결통로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보니 점점 더 제자리걸음만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어떤 분야

글 / 구자광(발행인)

가 발전을 하려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개척해 놓은 풍부한 경험
수중사진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

과 축적된 지식이 유산이 되어 후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발전

로부터 평가받고 싶어진다. 아무래도 주관적인 관점으로 판단하

시키고 진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풍

기 보다는 객관적인 잣대로 작품을 평가받는 것이 자신의 사진기

토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다.

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
최하는 다양한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수상의

그렇다면 수중사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

기쁨을 얻기도 한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으로는, 먼저 본지

는가? 먼저 기존에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중사진을 작품으로

에서 격월로 주최하는 SDM 수중사진콘테스트가 18년의 긴 전통

인정해 주고 수중사진작가로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 보통 우리나

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매년 연말에는 한국수중사진콘테스

라에서 사진작가라 함은 육상사진의 예를 들면 사진가협회에 가

트가 지난해로 21회를 맞이했다. 본지의 공모전이 수중사진을 활

입되어 있거나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

성화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후로 다양한 공모전과 촬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중사진은 이러한 협회에서 주관하는

영대회들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농림수산부장관배 수중

장치도 없고 인원수도 적다보니 여러 가지가 빈약하다. 그나마 수

사진촬영대회, 국민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수중사

중사진의 맥을 기존의 수중사진작가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이어

진촬영대회, 고성군 DMZ 수중사진촬영대회 등 그밖에 크고 작은

오고 있는 것이다. 육상에서 사진을 찍는 어려움보다는 수중에서

공모전과 촬영대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중사진

사진을 찍는 방법이 훨씬 까다롭고 힘들다. 수중사진작가의 작품

을 하는 인구에 비해 공모전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우려되는 점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 가치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불을 할

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본지가 공모전을 실시할 때는 다양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그들의 작품 활동을 배가시킬 수

하고 탁월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질적으로도 우수한 작품

있다. 이제는 수중사진 분야도 육상사진의 사진가협회와 같은 수

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상 외로 밀려나는 아까운 작품들이 많았

중사진가 협회를 만들어 수중사진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다. 하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실제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지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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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수중사진을 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중사진

마지막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수중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

을 하고 싶어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유하고, 수중사진 분야를 산업화 시켜야 한다. 현대는 콘텐츠 싸

있지 않다. 수중사진의 기초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배울

움이다. 수중사진은 좋은 콘텐츠 중의 일부인 것이다. 수준 높은

수 있도록 하고, 고급기술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어느

수중사진을 작품으로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필요한 사람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고급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결

은 그 가치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

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수중사진 동호회를 활성화 시

중사진을 오랫동안 촬영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자신만

켜 수중사진가로 하여금 활발히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

이 간직한 채 숨도 못 쉬고 박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이버들의 수중사진에 대한 관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학술적 가치, 미기록종의 가치,

이다. 다이버들도 수중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콤팩트 카메라

예술적 가치, 도감으로서의 가치 등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로 도전해 보라. 눈으로 한번 보고 나오는데 그친다면 아무리 아

이다. 이러한 수중사진들의 활용도를 높여 하나의 콘텐츠를 형성

름다운 생물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이 관찰한 피사체를

해야 한다. 해양관련업종에 자료를 공급하거나, 전문서적의 도감

사진으로 찍어 로그북을 쓴다거나 해양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 기타 업체들의 디자인용으로 이용한다든지 한다면 경제적

데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사진 찍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늘어나게 되어 재미를 느끼게 되고, 수중사진가로 가는
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일부라도 이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수중
사진의 분야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본인은 수중사진을 하는

셋째로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원으로서 늘 지식에 배고파하고 아쉬워하였다. 국내에서는 전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수중사진작가들이 다양한 사진들을 출품하

무한 자료들 때문에 온갖 자료들을 찾아가며 공부하였다. 그 어

여 자신의 작품을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모전이나 촬영대

려움을 알기에 후배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는 다양하게 개최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작품의 품

마음에서 공부하던 자료와 경험을 취합하여 “수중사진”이라는

질을 높이고 부상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최되어 질적으

책을 2011년도에 발간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

로 향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누

어서 수중사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본지의 홈페

구나 인정할 만한 작품으로 선정된다면 상에 대한 믿음과 권위가

이지를 통하여 본지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모든 작품들을 열람할

설 것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들을 그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시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스쿠바포토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회를 개최하거나 잡지 등에서 소개하여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이곳에서는 미약하나마 수중사진을 팔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초보자들이 사진을 찍는 것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수중관련 이미지나 사진들

을 독려하기 위하여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촬영대회를 개최

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사이트이기도 하고, 수중사진가들에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비슷한 공모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각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

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 초보자들에게도 참여의 장을 열어 놓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모든 일은 한걸음부터
시작한다. 누군가가 한걸음을 내딛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한걸음

넷째로 수중사진 촬영법이나 사진들을 자료화시켜야 한다. 수

을 내디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땅이 다져지고 굳건해진다.

중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마땅한 자료나 도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수중사진을 일찍부터

수중사진은 예술과 산업에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훌륭한 정보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들을 자료화시

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중사진이 제대로 대접받

켜야 한다. 앞선 사람들의 경험은 후진들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앞으로도 이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라도 정보를 교환하며 사진뿐만

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중사진은 영원히 취미로만 존재할 것

아니라 사진이론, 수중촬영기법, 생태관련 지식 등 수중사진과 관

이다. 해양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중사진을 촬영하는

련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게

모든 작가들, 취미로 수중사진을 하는 다이버들, 업체의 필요에

되면 수중사진촬영기법은 많이 발전되고 사진자료는 방대해질 것

의해 촬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중사진의 발전을 위

이다. 이와 더불어 수중사진 관련한 산업들도 발전할 가능성이

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높아질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작은 한 방울의 힘이라도 보태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수중사

방법을 찾아보자.   

진의 미래에 한 올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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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만을 위한 걸작품

PLATINA NELEUS
넬레우스(NELEUS)는
티탄만을 고집합니다.
비즘(BISM) 브랜드 중에서 넬레우스 레귤레
이터는 전부 티탄(Titan)으로 만들었습니다.
티탄은 중량이 구리합금의 절반정도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나 환경에도 무
해합니다. 그것은 수심 수천m의 심해를 탐
사할 때 사용하는 심해탐사선, F1머신, 제트
엔진, 그리고 로켓 등의 우주개발에 까지 채
용하고 있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때
로는 극한 환경하에서도 사용하는 레귤레이
터, 넬레우스는 티탄으로 만들어져 아름다
운 모양의 레귤레이터로 유량제어기구 F.C.V
와 스파이럴프로를 탑재하여 다이버가 요구
하는 최고의 안전성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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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6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김광복

금상 윤이용

김광복, 김은종, 김형수, 박정권

은상 박정권

은상 김은종

손동수, 이운철, 정연규, 천재법

동상 우종원

동상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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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4월 콘테스트는 (주)우정사/오션챌린져에서 협찬해

수 있습니다.

주셨고, 이번 5/6월 콘테스트는 (주)테코에서 협찬해 주셨습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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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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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
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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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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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6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테코 협찬
줍(ZOOP)
금상

• 재질 : 강화플라스틱 / 우레탄 시계줄
• 색상 : 노랑
• 사이즈 : 직경 61mm, 두께 28mm
• 중량 : 105g (고무줄 포함)
• PC인터페이스 별매
가격 : 52만원

고프로 수중하우징 GT1
은상

• 적용기기 : Group HD hero / hero2
• 재질 : 내부식성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아세탈 동
• 제작 방식 : 통 알루미늄 CNC 기계 가공 제작
• 도금 방식 : 바렐, 센딩 후 아노다이징 경질 도금, 특수 코팅
• 색상 : 블랙
• 최대 방수 수심 : 300m
• 크기 : 96(가로) x 65(세로) x 68(깊이)
• 컨트롤 : 3개의 조작 버튼으로 모든 컨트롤 가능
• 고프로 정품, 삼각대어댑터 포함
• LCD 스크린 장착 모델용
가격 : 38만원

퓨전 핀 (스프링 스트랩)

동상

• 타입 : 스트랩 조절형 핀
• 버클 : EZ스프링 버클 시스템
• 중량 : 1.5kg (버클 포함)
• 길이 : 660mm(large 기준)
• 재질 : 3가지 폴리머 소재
• 색상 : 검정, 흰색, 파랑
• 사이즈 : SM, REG(ML), XL
가격 : 19만원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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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김광복
인공어초의 풍경
Nikon D700, f/16.0, 1/30

50

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박정권
인공어초의 풍경
Nikon D300, f/7.1, 1/80

동상 Bronze Prize
우종원
망그로브
Canon Eos 7D, f/8.0, 1/200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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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윤이용
해파리
Canon Eos 5D, f/8.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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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김은종
갯민숭달팽이
Canon Eos 5D, f/32.0, 1/200

동상 Bronze Prize
김원
구멍속의 베도라치
Olympus, f/14.0, 1/160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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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김광복 노란 스내퍼 무리

손동수

스타게이져

김형수 인공어초

김은종

복서크랩

박정권

바다나리 공생새우

54

Scuba Diver

김은종

입안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피쉬

강현주

왕벚꽃 하늘소 갯민숭이

이운철

아귀

천재법

이운철

신뱅이

이운철

복어

정연규

말미잘속의 동갈돔

박정권

해삼위의 새우

정연규

해삼위의 새우

손동수

바다거북

바다나리 공생새우

2012 May•June

55

56

Scuba Diver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Underwater Photographer RESERVED SEAT

이종화

내과전문의/이내과의원 원장
한국 사진작가협회 심사위원
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빛흐름 수중사진동호회 초대회장
수중사진집 《제주도》 발간
청록사진연구회 회원
Zone 5 흑백사진연구회 회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심사위원
개인전
제주도 II Motion and Fancy - 갤러리 나우 서울 2007
제주도의 바닷 소리 - 후지포토살롱 서울, 제주공항 2002
우리가 꿈꾸는 바다는 - 청주문화원 1999
초대전
한국 제주도적 수중세계 - 염황예술관 베이징 2004
해저의 신비 - 도원문화제 연기예술회관 2008
제주도 - 청풍명월예술제 청주문화관 2011
그룹전
Light & Shadow 흑백사진교류전 청주 2004
2005 흑백사진 페스티벌 청주
사진집
《우리가 꿈꾸는 바다는》(1999)
《제주도》(2011)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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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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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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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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지퍼
• 어떤 목 사이즈에도 적합하도록
칼라부분에 작은 앞지퍼 설계
•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상
의 편안함을 보장

척추보호 패드
• 등지퍼 부분의 두꺼운 네오프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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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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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a Diver With SDD International

SDD INTERNATIONAL 강사양성센터

김동혁

김영기

SDD INTERNATIONAL
sddihq@nate.com
011-296-6967

119rescue
k1119yk@hanmail.net
010-2698-9948

조지훈

이창호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카페
badacho112@hanmail.net
010-6242-9550

경기스쿠버
changho7776@yahoo.co.kr
010-9412-9433

박세익

김창문

블랙마린
blackmarine@naver.com
010-8230-1001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naver.com
010-9058-9933

정지원

성기영

울산스쿠버
jwjung1009@yahoo.co.kr
010-8510-2609

동해 deep blue
sky79881112@hanmail.net
011-371-7988

이재원

오기현

동명스쿠버
npm271@naver.com
033-632-2215

고창 deep blue
scuba112@hanmail.net
011-656-7988

SDD 강사교육과정 안내
SDD 강사교육과정은...
단지 스쿠버다이빙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개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합격, 불합격보다는 교육내용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 환경에 맞는
가장 한국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비 : 120만원

SDD는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가들의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입니다!

www.sddi.org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B2
TEL. 031-264-1661 FAX. 031-264-1822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용인시 건립)에

스킨스쿠버다이빙 교육전용 풀장 오픈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아르피아 스포츠센타(용인시 건립)에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한
전용풀과 전문시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스쿠버다이빙 교육전용 풀 (수온 30도 유지, 깊은 물/얇은 물: 5m/1.4m)
■ 강의실 및 회의실 완비
■ 사우나 및 샤워실 완비
■ 개장시간
평일 : 06시~22시
토요일 : 07시~18시
일요일 : 10시~17시
■ 넓은 주차공간과 편리한 동선

교육 프로그램
오픈워터교육
강사양성과정 수시 개최
수중사진/비디오 촬영교육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 교육을 위한 강사는 입장 및 탱크비 무료

경기스쿠바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타 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2동 1003-43 Tel. 031)264-1661 홈페이지. www.gscuba.co.kr

[특집]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도시

서귀포

녹색 휴양도시! 국내 최고의 다이빙 천국을 여행하다
- 김재봉 서귀포시장편 글/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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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스킨스쿠바를 즐기는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유네스코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수중 연산호 군락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귀중한 수중 문화재라 할 수 있고, 연중 따뜻한 수온과
아름다운 수중 환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다이버들에게도
찬사를 받는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제주의 탄생 설화도 독특
하지만 각 시대별로 많은 우여곡절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3다3무로 알려져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자리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는 밀려오는 외국 관광객들의 증가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혼 여행지에서 수학 여행지로, 일반 여행지에서 휴양 생태 관광지로, 녹색 관광지로 다시 탈
바꿈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으로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
도의 인증을 받은 곳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12월), 세계자연유산(2007년 2월), 세
계지질공원(2010년 10월 4일)으로 선정된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
하여 남제주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었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남제주군과 통합됨과 동시에 자치시와 비교해 권한이 대폭 제한되는 행정시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면서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이다.
서귀포시는 스킨스쿠바를 즐기는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유네스코에서 보
호지역으로 지정한 수중 연산호 군락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귀중한 수중 문화재
라 할 수 있고, 연중 따뜻한 수온과 아름다운 수중 환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다이버들에게
도 찬사를 받는 지역이다.
대한민국 수중 레포츠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국내 다이
버들이 자주 방문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설들과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제주스쿠바
연합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스킨스쿠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스쿠바연합회(회장 방이)는 서귀포시 동부두 자구리 앞 해상 및 수중에 스킨
스쿠버 다이빙 체험 교육장 설립과 서귀포시 수중 문화재 관련 6곳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 안전관
리 및 시설 설비 등을 서귀포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농업과 어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서귀포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과
어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세계 7대자연경관으로 지정된 후 관광과 스포츠, 수중 레저가 어우러
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 녹색 휴양도시로!’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전진하
고 있는 역동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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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유채꽃 잔치를 시작으로 가파도 축제, 고사리 축제, 쇠소
깍 축제, 성상 일출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고,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는 올레길과 숨겨진
비경을 관광자원화 시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 도시이기도 하다.
서귀포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도 MICE 산업 상품으로 해양자원과 스킨스
쿠바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9월 6일부터 열리는 환경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환
경보존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에 여념이 없고, 2017년 해양레포츠타운 건립 예정과 스킨 스
쿠버 다이버를 위한 수중 올레길 구축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스킨스쿠바의 명소로 거듭
나기 위하여 해양레포츠타운 건립 및 해양생태체험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이빙뿐만 아니
라 다이빙 후에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먹거리나 관광지도 다양해서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김재봉 서귀포 시장은 서귀포 출신으로 서귀포시의회 의원과 부의장 등 7
년여의 기초의회 의정경험과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
귀포 출신으로 서귀포를 가장 잘 아는 김재봉 시장은 취임 후 차별화된 자원과 강점을 활용한 지
역 경쟁력 강화, 환경 문화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정을 펴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로 바쁜 김재봉 시장을 만나 서귀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
어본다.
제주도 바다속 모습(사진 /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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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시장과의 인터뷰

김재봉 서귀포시장
인터뷰 : 본지 발행인 구자광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쿠바다이빙 전문 매거진 격월간 스
쿠바다이버의 발행인 구자광입니다. 늦었지만 서귀포 시장님으
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님을 인터뷰하게 되어 발행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시장에 취임하신지도 100일이 넘었고, 새로운 도전,
희망의 서귀포시 건설을 2012년 시정목표로 정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관광과 레저를 공유하는 서귀포 시장님으로 스쿠
바다이버지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를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전국의 스쿠바다이
버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최남단인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
화한 기후를 지닌 남국의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남태평양을 앞마당으로 하는 낭만과 신비, 휴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로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 해오고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
는 요충지로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동남아 국가 등, 비행거리 2시간 내 인구 5백만 이상
도시가 18개나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 중문 관광단지, 최남단 마라도, 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월드컵
경기장, 아름다운 해안길인 제주올레 등이 산재해 있어 언제든지 관광과 레저가 가능한 세
계최고의 ‘녹색・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의 신비를 간직한 환상의 서귀포
바다는 다이버들에게는 꿈의 코스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귀포
시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 그리고 최고의 감동과 만족이 여러
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Q.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서귀포시는 남제주군과 통합되었
습니다. 범위가 넓어진 서귀포시가 관광과 레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초등학생 시절 봄 소풍 가기 전날 밤잠 설치며 내일 비가 올까 맘 졸이던 기억들이 있
을 것입니다. 여행은 봄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늘 새롭지만, 올 때마다 즐겁고 기대감이 많아 다
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되는 멀티플레이형 관광・레저・휴양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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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청정한 자연속에서 즐거움과 독
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
한 축제들이 열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고장에서 봄을 알리
는 유채꽃 잔치를 시작으로, 가파
도 청보리 축제, 고사리 축제, 자
리돔 축제, 쇠소깍 축제, 표선 백
사 축제, 예래 생태마을 해변 축
제, 서귀포 칠십리 축제, 모슬포
최남단 방어 축제, 성산 일출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누가와도 즐
거운 축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
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느낌
에 관광객이 원하는 특별한 체험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테마 관광 상품 발굴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는 제주 올레걷기,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별다른 수식조차 필
요가 없지만 축제와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올레걷기 축제는 매년 11
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다 떨쳐내고 에너지
를 충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별이 쏟아지는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새연교 콘서트와 중문색달 해변 축제 등 서귀포시의 자연을 십분 활용한 각종 이벤트와 문화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 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세를 타기도 했던 ‘엉또폭포’, ‘정방폭포’, ‘황우지 12동굴’ 등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숨겨진 비경의 관광자원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해변 산책로 정비와 파고라 시설 설치, 야
간경관조명, 휴식 공간 조성, 화장실 정비 등 관광객의 사소한 불편사항도 해소시키고 각종 편
의제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한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상품이 있습니
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 중에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개발하는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MICE 상품 중에 레저에 관련된 상품들
은 적어 보입니다. 따로 레저 상품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
리고 스킨스쿠버 상품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
신가요?

A. MICE 산업육성을 위한 우리 서귀포시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은 없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
제권 휴양형 MICE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의거 긴밀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기업지원, 인
력양성, 네트워킹 등의 3대 사업분야에서 5개 세부사
업의 추진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고, ‘힐링제주-(사)제주올레’, ‘투명유리 청정제주
가파도 청보리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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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비를 담다-제주유리박물관’, ‘렉씨웨딩 샹그릴

라-퍼시픽랜드’, ‘우리모영 놀게 맛씸-(주)삼영관광일출랜드’ 등으로 관광 레저 형 MICE 산업
육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인 해
양자원, 특히 바다속 관광의 대명사인 스킨스쿠버 상품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Q.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흘간 세계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환경보전총회(WCC)
가 중문관광단지내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 W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귀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A.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는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제국국제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며, 180여개 국가의 저명인사 및 환경리더 10,000명이 참석하는 환경올림
픽입니다.
금번 총회는 세계인들에게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를 알리고 환경자산의 가치
를 키우는데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귀포시는 2012 제주 WCC가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적극 뒷받침하고 세계
각국의 손님맞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WCC 성공개최
를 위한 읍면동 지원위원회를 398명의 시민으로 구성,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
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구축을 위한 ‘서귀포시 추진본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
포시 공무원 영어 서포터즈 양성 교육’도 병행하여 총회 개최 시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입
니다.
저는 환경올림픽인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시민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
적인 관심과 동참, 봉사정신, 친절운동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총
회가 우리 서귀포시의 생태자원, 특히 바다자원을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고 세계최고의 녹색・휴
양도시로 도약해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 이번에는 서귀포시 관광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으로 중문관광단지가 민간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의 모습

국제회의가 진행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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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문관광단지 내 공공지원 시설과 골프장의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토지
를 강제수용하며 추구했던 당초의 사업추진 취지와 크게 어긋나며 관광단지의 활성화도 불가
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한 차원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어서 개발사업 승인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조성계획과 반하는 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국관광공사에 표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아무래도 저희 잡지가 스쿠바다이빙 전문 매거진이라서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스쿠바다이버지가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포항, 수원, 창원,
울산, 광주 등에서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척, 영덕(대
진)에서는 해양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울진군(오산리)에는 145억을 투자
해 스킨스쿠버 전용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여 스쿠바다이버들의 교육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이버를 위한 전용풀장을 건설하기도 하고 착공하거나 계획 중인 곳도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서귀포시는 다이버의 원조격인 제주해녀의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고 빼어난 수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바다이버들이나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을 위
한 전용시설 및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서귀포 앞바다의 많은 부분이 천
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입수를 위한 부의 시설 등
해상에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서귀포 항 동방파제 쪽으로 입수는 반드시 당일에
는 안되고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제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며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 편의시설과 입수 편리를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해양 레포츠타운’ 건립을 추진
하여 체험다이빙 관광을 활성화 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20-1번지 방문객센터 건립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789㎡의 규모
로 건립예정인 해양레포츠 타운에는 해양체험용 아쿠아수조(다이버센터)를 비롯하여 교육용
풀, 잠수 역사전시실, 해양레포츠용품판매장, 해양생물체험관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3~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자되는 ‘수중생태체험단지’ 조성도 추
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산호복원, 산호이식, 수중정화 등의 스쿠바다이빙
자원복원과 보존이 병행되며, 특히 서귀포 앞바다에 떠있는 문섬과 범섬을 연결하는 ‘수중 올레
길’도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Q. 대부분의 스킨스쿠바 다이버라면 한국에서 다이빙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서귀포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스킨스쿠바 관광 시장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A. 서귀포해역은 연산호 군락과 다양한 생물들이 펼쳐내는 수중경관이 더없이 아름다운 곳
으로 온대와 아열대의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도 스쿠바다이빙이 가능하여 연중 다이
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는 해양레저스포츠는 물론 축구, 배
구, 요트, 사이클,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의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여건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문화예술의 거리, 작가의 산책길 등 문화
예술적인 자원도 풍부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스쿠바다이빙의 최적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레저스포츠시설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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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인프라들을 결합하여 스쿠바다이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미래는
이끄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 타운건립 및 해양생태체험단지 등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서귀포시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쿠바다이빙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를 전 세계 다이버들이 거점도시로 만들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사계절이 뚜렷
한 우리 시 앞바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
니다.

Q. 해마다 많은 다이버들이 제주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들
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제주를 가려면 차라리 동남아를 가는 것이 낫다는 소리도 하는데 이에 대
한 시장님의 의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서귀포시는 우리나라 해중자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이버들
이 국내에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스쿠바다이빙 명소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항공권 구입문제와
저렴한 인건비와 물가차이로 인해 동남아 지역으로 다이빙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내려서 장비 푸는 것과 돌아올 때 장비 챙기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다 서비스 해준다고 할 정도로 서비스 수준이 뛰어나 인기가 많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물가가 상대적으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라 하겠는데, 제주도내 40여개의 다이빙샵(Diving Shop) 중에서 2~3군데에서 동남아 지역과
비슷한 저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의 수중풍경(사진/이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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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난도 다이버들이 제주로 내려오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
통 한 달 전에 표를 예약해야 단체 구입이 가능한 정도로 항공권 구입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항공권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신공항
건설 등 항공권 구입난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0인 초과
팀은 2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인데 동계전지훈련 기간인 겨울철에 한해 최고
40%까지, 그리고 10인 이하의 팀도 할인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 스포츠 산업과와 공
동으로 항공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뱃길을 이용해서 방문하시는 것도 비용을 많이 절감하
고,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이빙에 대한 관심이나
잠재욕구를 가진 이들을 위한 원 스톱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저렴한 비용
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서귀포시에서 다이빙을 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광지를 추천해주십시오.

A. 관광을 하는데 먹거리는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
소입니다. 서귀포시에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먹
거리가 매우 풍부합니다. 바닷속 체험을 하면서 즐거워진 눈
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다양한 먹거리가 더해진다면 금상첨
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몇 가
지를 추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정도이지만, 해산물을 주재
료로 하는 해물뚝배기, 자리물회, 활어회는 물론 꿩메밀 칼
국수, 몸국, 그리고 청정제주의 특산종인 흑돼지 불고기도 꼭
한번 맛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올레길 따라 ‘놀멍, 쉬멍, 걸으
멍’ 천천히 제주의 속살을 음미하며 여행의 자유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레코스는 현재 1코스부터 20코스까지 개장이 되
었고, 성산에서 시작되는 1코스부터 12코스까지가 서귀포시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려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펼쳐지는
코스마다 달라지는 마을의 풍경을 담으며 제주를 느끼는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 올레길

Q. 서귀포는 제주관광의 중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를 자랑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A.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남태평양을 앞마당으로 하고, 영산중의 영산인 한라산을 배
후로 하여 국토의 최남단을 아우르는 남국의 땅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온화한 아열대성 해양
성 기후를 자랑하는 따뜻한 도시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16.2℃(겨울철 7,5℃)로 최고 추운 시기
인 1월에는 서울보다 평균 9~10℃, 광주보다는 6~7℃ 따뜻합니다. 또한 사계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연중 휴양・관광・레포츠가 가능한 녹색・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크라운 트리플(3관왕) 지역으로서 오름, 곶자왈, 용천수의
하천, 섬 속의 섬인 가파도와 마라도 등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독특한 향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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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잘 보존돼 있는 발전 잠재역량이 매우 큰 고장입니다. 특히 거친 바다에 몸을 맡긴 채 해
산물을 캐며 강인한 삶을 이어온 제주해녀들은 서귀포 바다가 낳은 가장 큰 자랑이자 유형문
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월드
컵경기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로서의 위상을 다져 오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 감귤생산량의 70%이상을 점유하는 감귤의 본고장이며, 청정 친환경 여건을 바탕
으로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물들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Q. 국내외 스쿠바다이버들에게 서귀포시장으로 초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국토의 최남단,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서귀포시로 오십시오!
서귀포시 앞바다에 그림처럼 떠 있는 문섬, 범섬, 섶섬, 지귀도, 가파도, 그리고 마라도까지 서
귀포시의 섬들과 바닷속에는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마력이 숨겨져 있고, 서귀포 바다
속에는 그 어느 해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가 밀집되어 있어 찾는 이들을 사로잡습
니다. 해양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한국산 신종, 미 기록 종들의 많기로 유명합니다. 한국
산 산호 120여종 가운데 70종이 서식하는데 대부분 한국 특산종 세계희귀종으로 분류되어 있
습니다. 어류는 한국산 1300여종 중 약 80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역, 감태,
톳 같은 해조류는 369종으로 전 연안을 둘러가며 자랍니다.
서귀포 바다야말로 대한민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
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이
버 편의 시설을 비롯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기반확충
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서귀포시를 해양레저스포츠
의 파라다이스로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아무쪼록 꼭 한번 방문하셔서 추억과 낭만
을 만끽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머무르
시는 동안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입니다. 전국의 다이버 여러분과 스쿠바다이버
지 독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요트경기하는 모습

서귀포시장 프로필
성
명 : 김재봉(金在奉)
생년월일 : 1952. 11. 27.
현
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
취 임 일 : 2011. 12. 30.
학 력
• 1968. 3. 2. ~ 1971. 2. 10. 제주제일고등학교
• 1991. 3. 2. ~ 1992. 2. 10. 제주대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수료
주요경력
• 1991. 4. 1. ~ 1995. 6. 30. 서귀포시의회 제1대의원
• 1995. 7. 1. ~ 1998. 6. 30. 서귀포시의회 제2대의원(2대 후반기부의장)
• 2001. 1. 18. ~ 2001. 10. 7. 제주도 정무부지사
• 2003. 3. 1. ~ 2004. 12. 31. ICC JEJU 전무이사
• 2011. 12. 30. ~ 현재 서귀포시 시장(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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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포츠타운 건립사업(계획)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0-1번지(방문객센터 건립부지)

•사업기간 : 2013~2017년(5개년)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7,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사 업 량 : 해양레포츠센터 1동 2,789㎡(지하 1층/지상 2층)
•사업내용 : 해양체험용 아쿠아수조(다이버센터), 교육용풀,
잠수역사전시실, 해양레포츠용품판매장, 해양생물체험관 등

■ 아열대 수중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계획)
•위

치 : 서귀포시 UNESCO 생물권 보전해역 일원

•사업기간 : 2013~2015년(3개년)
•사업주체 : 서귀포시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7,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주요 도입 시설
- 수중전망대(홍보관, 전시관, 챔버실, 교육실 등)
- 테마공원조성(문섬~범섬 연결수중올레길, 경관조명, 포토라인 조성 등)
- 복원사업 (산호복원, 산호이식, 수중정화 등)
-기

타 (다이빙전용선, 다이빙장비 구입 등)

- 홍보 및 설계(홍보비용, 설계 및 감리비 등)

제주바다의 연산호(사진/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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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국내유일! 돌고래 실내 체험관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4계절 체험 테마파크
■ 영국 BBC선정 세계 체험관광 BEST50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른 체험관광상품
■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와 함께 꿈에 그리던 다이빙을 할 수 있는곳 마린파크
■ 수심 4M 돌고래 전용 수조에서의 환상적인 돌핀 다이빙으로 즐거운 제주 다이빙 투어를 마무리 하세요!
마린파크 프로그램

돌피누스 씨푸드 뷔페

친구만들기

돌핀 컨텍

조련사 체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23

064)792-7775~7
www.marinepark.co.kr
TEL

064)792-7774
대표 김형태
FAX

화순

다이빙 환경

우리 이렇게 달라졌어요!
안전한 다이빙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제주도 서귀포
글/사진 편집부, 일부 사진은 제주도스쿠바연합회 제공

다이빙 선박의 스쿠류 안정망 설치

보트 다이빙을 할 때 보통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입수나 상승할 때 돌아가는
스쿠류가 굉장히 위험하다. 다이빙 선박의 스쿠류 안전망 설치는 모든 다이버의 바람이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제주도스쿠바연합회(회장 방이)의 요청에 의해 제주도 모슬포에서 성진
호 선박이 스쿠류 안전망을 설치하였고, 5월 9일에는 익진호, 5월 24일에는 어성호가 스쿠류 안
전망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주사랑호, 은성1호, 피싱랜드호가 조만간 스쿠류 안전망을 설치할
예정이라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다이버 여러분들은 다이빙 선박을 타기 전에 자기가 타는 선박이 스쿠류 안전망이 설
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다이빙을 할 때 스쿠류 안전
망이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다이빙 선박이 스쿠류 안전망이 설치될 때까지 다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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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 방파제 핸드레일 설치

지난 1월 18일에 다이버를 위하여 서귀포 동부 방파제 계단
의 핸드레일을 설치하였다.

서귀포항 동부두 하강라인 설치
제주도 서귀포항 동부두에 하강라인 설치를 하였다. 서귀포항 동부두의 하강라인 설치는 방이,
김상길, 정혜영, 이태훈, 유현재, 김덕휘, 이수형 강사 그리고 법환동에서 다이빙샵을 오픈한 한덕
용 강사가 수고를 하였다.

문섬, 새끼섬 하강라인 보수 및 설치
5월 6일 문섬, 새끼섬 하강라인을 보수하고 설치하였다. 이 작업에는 허천범, 랄프, 김병일 강사
그리고 연합회의 여러 임원분들이 수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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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 신제품
오래 기다리셨던 MARES 2012 신제품

i3 마스크와 에르고드라이 스노클이 출시되었습니다.

i3 마스크
- 트라이 콤포트 스커트
- X형 스트랩
- 2 버튼식 버클
- 한국형 마스크
■색상 : 검정
■소비자가격 : 85,000원

에르고드라이 스노클
- 해부학적 디자인
- 배기밸브
- 고품질 실리콘 주름호스와
마우스피스
■색상 : 화이트핑크
화이트블루
■소비자가격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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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WAVE OH) 핀 여성용사이즈 출시
• 풋포켓 윗부분의 부드러운 고무몰드가 최대의 편안함을 보장
• 블레이드에 아주 부드러운 고무를 삽입한 이상적인 슈퍼채널
• 다른 부분은 뛰어난 추진력을 위해서 내구성이 강함

웨이브(WAVE OH) 핀
■ 색상 : 화이트핑크, 화이트블루
■ 사이즈 : XS(210~240),
S(230~260)
■소비자가격 : 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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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제품

BUD OCEANIC
- 보편적인 백업용 다이빙 컴퓨터
- 다른 컴퓨터들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수요
소 설정이 가능한 듀얼 알고리즘 내장
- 간단하고,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 나이트록스 50%까지 가능
-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배터리
- 안전 정지 카운트다운
- 유니버셜 클립
■ 소비자가격 : 600,000원

SMS 50 HOLLIS
- 에어 셀 부력 - 23lbs Lift
- 튼튼한 1000 데니어 코듀라 원단
- 무게 - 2.2KG
- 편의성을 위해 안쪽에 위치한 엘보우
(elbow) 인플레이터
- 트림 포켓 - 어깨 위쪽(3lbs) / 몸통 아
래쪽(3lbs-pair)
- 편안함을 위해 어깨 스트랩에 네오프렌
커버 장착
- 탱크 번지 2개 / 스테인리스 스틸 캠 밴
드 2개 /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 스냅 4
개와 끈 포함
■소비자가격 : 1,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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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NE MASK TUSA
지금까지 우수한 피팅의 마스크는, 아시아인 전용 스커트 등
얼굴에 밀착되어 수밀성이 뛰어난 마스크였지만, 같은 아시
아인이라도 다양한 타입으로 인해 피팅감은 떨어질 수 있었
습니다.
“Freedom Technology”는 안면 골격과 입가 근육 움직임을
연구하여 마스크 스커트의 부위별 두께를 차별화하여, 최적
의 Super Free Fitting을 실현하였습니다.
착용 시, One-Fitting이 가능하고, 착용 후 자국이 남지 않
는 새로운 피팅 테크놀로지입니다.
- 유연성 : 스커트에 최적의 유연성을 주어 얼굴의 밀착성을
높였으며 호흡기 마우스 사용시 인중 근육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피팅감 제공.
-	견고성 : 안면 광대와 밀착되는 부분을 보다 더 견고히 함
으로 안정된 피팅감 제공

-	저 마찰 스커트 : 안면과 접촉되는 스커트 내부의 피팅은
저 마찰 스커트로 제작되어 최적의 피팅감을 실현
-	Freedom Technology : 마스크 스커트의 부위별 두께를
차별화하여 최적의 Super Free Fitting 실현
착용 시 One-Fitting 가능
-	Features
• 자외선 차단 율 98.5% UV 차단 코팅 렌즈(PRO)
• 투영성이 뛰어난 크리스털 뷰 광학용 컬러 렌즈로 95%
투과율 실현(PRO)
• 아시아인을 위한 최적의 피팅라인
• 흔적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배터리
• 안전 정지 카운트다운
• 유니버셜 클립
■ 소비자가격 : 200,000원 (PRO)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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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온코리아 신제품

Halcyon Defender Pro 200
Halcyon Defender Pro 200은 Halycon Pathfinder Reel과 Defender Pro Spool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제품으로 스타일의 변형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 Pathfinder와 Defender 스타일로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합니다.
- 60m 길이의 SMB 슈팅에 제격이며, 짧은 거리의 수중동굴 탐사, 참고라인을 이동할 때에
안성맞춤입니다.
-	표면의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과 특별히 고안된 네임플레이트를
포함합니다.
-	뛰어난 내구성과 휴대성을 갖추었으며, Easy Grip은 다른 Defender Pro Spool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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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6 Nylon Backplate

■Aluminum D-rings

Halcyon Traveler BC System
Halcyon Traveler BC System은 기존 Jacket 형태의 소형 BCD가 가지는 간결함과 Back
Mounted BCD의 탁월한 성능을 개선한 혁신적인 BCD입니다. PA6 나이론으로 구성된
Plate는 Adepter없이 실린더에 연결이 가능하고, Cinch 하네스 조절시스템을 적용하여 쉽
고 빠른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BCD의 경량화에 성공하여 2.5kg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 여행에 최적화되어 가볍습니다.(무게 2.5kg)
- 순간적인 조정이 가능한 Cinch 조정시스템(특허제품)
- 가벼운 알루미늄 D링과 대부분의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12파운드(5.4kg) 용량의 웨이트
부착시스템을 적용
- Bladder 부력은 30파운드이며, 1000데니어 코듀라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된 싱글탱크 전
용제품입니다.
- http://www.halcyo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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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①

God saw that it was good : Genesis 1.10

해양생물, 공생관계 3
Marine Life, Symbiotic Association
공생관계는 수서 환경뿐만 아니라 육상 환경에서도 볼 수 있으나, 해양환경에서 매우 광범위하
고 불균형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며, 더욱 잘 발달되어 있다. 공생관계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더불
어 사는 삶을 포함하여 무작위적, 우연적, 혹은 선택적 관계로부터,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이
득이 되는 필수적 집단화(obligatory grouping)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기생적 관계에 이른다.
기생(寄生, parasitism)은 일반적으로 한 종이 다른 생물 종안이나 혹은 그 위에 살면서, 그 종
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거나 희생시켜 살아감으로 상대에게 손해를 주는 관계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상대에 손해를 끼쳐 이익을 혼자만 얻는 관계이다. 기생은 육지와 해양 환경 모두에
게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관계이다.

글/사진 김지현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Periclimenes cf. ceratophthal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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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acovolva tok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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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danus pedunculatus & Calliactis polypus

공생(共生)의 기원
다양한 공생관계를 종합해 볼 때, 서로 다른 모든 공생유형
의 기원에 대해 한가지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공생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적 요인은 공생관계가 생물이
가장 많이 출현하여 붐비는 해양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피기생 생물, 특히 정착하는 무척추동물 유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공간경쟁 때문에 확립되었을 것이라는 가설
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 결과 많은 생물들이 다른 무척추
동물 위에 정착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관계가 편리공생의 개
체들이 자유생활을 하는 생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더 필
수적인 관계(more obligatory relationship)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설은 많은 회피기생생물이나 혹은 굴속에 서식하는
종류는 어떤 주어진 숙주생물에 강하게 유인되지 않는 반면,

위 사진은 말미잘(Calliactis polypus)이 붙어있는, 패각 껍질
속에 살고 있는 집게(Dardanus pedunculatus)인데, 이 경우의
말미잘과 게의 초기관계는 말미잘이 집게에 의해 이미 점령
된 패각 위에 살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
자택일로, 그 관계는 게가 바닥으로부터 물건을 집고 그들의
위장수단으로서 그것을 갑각위에 올려놓는 습관으로부터 발
생되었을 수 있다.
이번호에 나오는 4가지 생물들 중에서 두 번째의 게오지
(Phenacovolva tokioi)는 산호폴립을 먹은 기생관계이고, 첫 번
째와 네 번째는 바다나리에 서식하는 새우(Periclimenes cf.
ceratophthalmus, Periclimenes amboiensis)인데, 이 새우들과 바다
나리의 관계는 위의 사진에 있는 말미잘과 집게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두종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공생(相利共
生, mutualism)의 관계이다.

다른 생물들은 매우 특이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체동물의 외투강에서 발견되는 종류는
물론 관과 굴에서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에 대해, 우리는 아마
도 공간을 찾아 관계의 기원을 추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참고문헌 : MARINE BIOLOGY (NYBAKKEN·BERTNESS) Life,
The Science of Biology (Purves·Sadaya·Orians·Heller)

관, 굴 그리고 외투강은 잠재적으로 점유 가능한 그리고 반폐

※ 필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진과 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는 것은

쇄성 공간의 특정양을 표현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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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climenes ambo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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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②

제주도의 인공어초
동해, 서해, 남해,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인공어초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매년마다 바다목
장,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
된 시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어초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시설물을 설계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되는 인공어초는 크게 패조류용어초, 어류형어초, 해중림어초, 3종류로 나뉜다.
패조류용어초는 해녀들의 수입원인 소라나 전복, 오분자기 등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
글/사진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인공어초 시설 및 수중구조물
인공어초 효과조사, 해양조사
수중비디오촬영, 수중사진촬영

성을 위해 수심 10m 안팎에 시설되어지는 인공어초이다.
어류형 어초는 물고기들의 산란이나 서식을 도와주는 형태로 제작된다.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
시설한다.
해중림어초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제작되어지고 해역특성에 적합한 해조류를 부착 서식
시키거나 인위적으로 로프 등을 감아 연결하여 해조류의 포자 등을 이식한 어초를 말한다.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인공어초는 패조류형 인공어초인 정삼각뿔 인공어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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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각뿔인공어초는 패조류형 인공어초로 현재 제주에는 서귀포 정방폭포앞 바다 수심 12m
권에 시설되어 있다.
무게는 약 7톤가량 되고, 한면당 3m 가량 된다. 크기는 수치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시설
되어진 인공어초의 모습은 웅장한 멋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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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형태가 동일한 정사면체여서 파도의 영향에 대한 활동과 전도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초내부에 4개의 콘크리트상자가 들어가 있어 어류나 패류등의 은신처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패조류형 어초인만큼 어초삼면에 해조류의 부착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두어 패조류 어초로써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어초면적이 어떤 방향에서든 같은 모양을 보여 경사면이 있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패조류형 인공어초이긴 하지만 구조상으로는 작은물고기들의 안식처를 제공하여
치어들이 많이 모여 있다.
시설 중에도 크고 작은 어류들이 많이 보였고 주변의 감태등과 어우러져 바다환경과 맞게끔
보기 좋은 경치를 제공한다.
필자의 소견이지만 정삼각뿔인공어초는 패조류용 어초 중에서는 마을어장 수산자원 증식과
바다숲 조성사업에서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한다.
수심이 낮은 어류형 인공어초로써의 역할도 수행하고 거기에 해조류를 이식하여 풍성한 바다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또 패조류형 어초인만큼 소라나 전복, 오분자기 등,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서도 가장 적합한 인공어초이다.
필자는 제주 뿐만 아니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도 인공어초의 시설 및 효과조사를 하고 있고 수

98

Scuba Diver

많은 인공어초를 수중촬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의 인공어초는 큰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풍성한 어초 및 바다환경도 조성되지 않아 볼거리가 없었다.
하지만 정삼각뿔인공어초는 이런 필자의 고정관념을 한순간 깨트릴 정도로 적합한 인공어초
이다.
특히 제주도지역에는 마을어장의 어업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다이빙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설치물이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많은 다이버들에게도 제공하는 이
색적인 다이빙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인공어초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많은 수중촬영 다이버들에게 좋은 광각피사체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삼각뿔인공어초는 해주이엔씨(주)에서 2003년 특허권을 시작으로 시험어초를 거쳐 현재는
제주도외에 타지역에서도 시설되어진 상태이다.
정삼각뿔인공어초의 제원 및 정보를 제공해 주신 해주이엔씨(주) 대표이시자 다이빙계의 원로
이신 백상현 대표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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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Travelogue: Scuba Diving in
Valparaiso, Chile, South America

남미 칠레
발파라이소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글/사진 케빈 리(Kevin Lee)
번역 편집부
2012 May•June

101

1

1 VinaDelMar Castle
성
2	Santiago
산티아고
3	Valparaiso Bay
발파라이소만
4	Sheraton
쉐라톤

5	ValpoSub Gang
발포서브 일행
6	ValpoSub Shop
발포서브 다이빙샵

발파라이소

Travelogue: Scuba Diving in Valparaiso,
Chile, South America
The world’s longest north-to-south nation is Chile. The

세계에서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가 칠레이다. 이 협소한 나라

narrow country is bounded on the east by the magnificent

는 동쪽으로 장대한 안데스산맥이 경계를 이루며, 그 봉우리들

Andes mountain range, whose peaks thrust skyward well

은 6,500미터 이상 치솟아 하늘을 찌른다. 수십 개의 활화산이

over 6500 meters. Dozens of active volcanoes smolder and

연기를 내뿜고 지각 변동에 따른 엄청난 힘이 끊임없이 지진을

erupt as tremendous tectonic forces trigger constant

일으키면서 이들 화산은 분화하고 있다. 이 산맥 높이 자리한

earthquakes. Nestled aloft in the mountains is Ojos del

오호스 델 살라도(Ojos del Salado)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Salado, considered to be the highest lake on earth, at an

곳에 위치한 호수로 생각되며, 해발 고도가 6,390미터이다. 안데

altitude of 6390m. The Andes quickly descend westward,

스산맥은 서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면서 내려가 태평양에 면하

down to the Pacific Ocean, where the vast Chilean

고, 여기서 칠레의 광대한 해안선이 6,435킬로미터나 펼쳐지면

coastline extends 6435 kilometers long, across 38

서 남위 38도를 가로지르고 모험심 많은 다이버를 유혹한다.

degrees of latitude and beckons the adventurous diver.
The quickest route to diving in Chile is to fly into

칠레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는 비행기를 타

the capital city of Santiago and take a bus or taxi to

고 수도 산티아고로 가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북적대는 항구

the bustling port city of Valparaiso, about a ninety minute

도시 발파라이소(Valparaiso)로 가는 것인데, 산티아고에서 약

drive away. Prior to the opening of Panama Canal in 1914,

90분이 소요된다. 1914년 파나마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발파

Valparaiso was the most important seaport along the west

라이소가 남미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었는데, 세계적

coast of South America because nearly all the world’s

으로 거의 모든 동서 해상 운송이 남미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

east-west shipping traffic was forced to sail around

항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좁은 마젤란해협을 통과

the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n continent.

하거나 케이프 혼을 돌아가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으며, 흔히 높

Doing so required an arduous journey through

은 놀, 강한 해류, 사나운 바람, 빙산과 심지어 30미터에 이르는

the narrow Strait of Magellan or around Cape

험한 파도로 인해 위험한 운송로이었다. 그토록 길고 험난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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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 an often hazardous shipping route due to high

해를 한 후에는 대개 발파라이소에서 중간 기착할 필요가 있었

swells, strong currents, fierce winds, icebergs and even

다. 발파라이소의 영화로운 시절은 이제 과거일지 모르지만, 이

rogue waves that reach 30m. After such a long, daunting

활기찬 도시는 칠레 의회가 아직도 여기서 열리므로 여전히 정

voyage, a stopover at Valparaiso was usually required.

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많은 관광객이 발파라이소와

Though Valparaiso may have passed its former days of

북쪽에 있는 인근 도시 비냐 델 마르(Vina del Mar)를 즐기기

glory, the vibrant city is still culturally and politically

위해 몰려들기 때문에 관광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mportant as Chile’s National Congress still convenes there.
Tourism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local economy, as
many flock to enjoy Valparaiso and Vina del Mar, its
neighbor city to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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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ypsoblennius sordidus
베도라치 일종
8	Peltodoris marmorata
갯민숭달팽이 일종
9 Sea Slug
씨 슬러그
10 Phidiana lottini
		갯민숭달팽이 일종
11		SeaSpider
		바다거미
12 Jelly
		해파리
13 Snail
		달팽이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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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rab
		게
15	Star
		불가사리
16 Thecacera-darwani
		갯민숭달팽이 일종
17Star
		불가사리
18 SeaPansy
		
19 Triplefin Blenny
		베도라치

14

15

16

17

18

19

After diving the frosty climes of South Georgia

기후가 몹시 찬 사우스조지아 섬(‘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

Island(Scuba Diver #147), I purposely scheduled a 3 day

147호)에서 다이빙을 한 후 나는 칠레의 따뜻한 바다를 즐기기

layover in Valparaiso to experience the warmer waters of

위해 발파라이소에 3일간 들르는 일정을 일부러 잡았다. 인터

Chile. Through an internet search, I had the good fortune

넷 검색을 통해 나는 운 좋게도 발포서브(ValpoSub, www.

of connecting with a dive operator called ValpoSub(www.

valposub.cl)라는 다이빙업체와 연락이 됐다. 이 업체의 소유자

valposub.cl). The owner, Ramon Caballero, an engineer by

로 기술자인 라몬 카발레로(Ramon Caballero)는 스쿠버 다

profession, loves scuba diving with a deep passion. He was

이빙에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친절하였고 이

very friendly and helpful in scheduling two nice days of

틀간의 멋지고 흥미로웠던 다이빙의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을 주

interesting diving.

었다.

We geared up, walked down a ramp beside Meulle

우리는 장비를 준비하고 뮬레 배런 피어 옆에 있는 경사로를

Baron Pier and strode into the water. Our maximum depth

따라 걸어가 입수했다. 최대 수심은 12미터이었다. 비교적 수심

was 12m. Due to the relatively shallow waters, surge was a

이 얕아 크게 물결치는 파도가 끊임없이 성가셨고 시계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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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Urchin
		성게
21 Shrimp
		새우
22 Tubularia Hydroids
		히드라 일종

23 Anem
		말미잘
24 Crab
		게

21

22

23

24

constant annoyance and visibility was hardly 2m, hardly

2미터도 되지 않아 수중 촬영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조건이 아

ideal conditions for underwater photography. Still, there is

니었다. 그러나 박힌 말뚝들에는 볼 것이 많았으며, 이들 말뚝

plenty to see on the pilings, which are festooned with all

은 온갖 종류의 해양 생물로 덮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모래에

sorts of marine life, and amongst them, where huge tractor

반쯤 파묻힌 거대한 트랙터 트럭 바퀴가 있는 곳은 다양한 물

truck tires, half buried in the sand, provide ideal hideouts

고기, 독특한 게, 말미잘과 기타 보기 드문 해양 생물에게 이상

for various fish, unique crabs, anemones and other unusual

적인 은신처를 제공했다.

marine life.
At our second site, I dived solo as Ramon was busy

두 번째 장소에서는 라몬이 일단의 다이빙 실습생을 인솔하

managing a group of student divers, executing their final

느라 바빴기 때문에 나는 홀로 다이빙을 했다. 이들 실습생은

"deep dive" requirement to obtain their scuba open water

스쿠버 오픈 워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종 ‘딥

certifications. The students’ faces beamed with enthusiasm

다이브(deep dive, 깊은 잠수)’를 하고 있었다. 실습생들의 얼굴

and excitement, but were tinged with a touch of anxiety,

은 열정과 흥분으로 빛났으나, 일말의 불안이 감돌았다. 이를 보

which reminded me of my first time diving years ago in the

니 내가 오래 전에 여기서 북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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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ocean, thousands of kilometers north, in Southern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바다에서 처음으로 다이빙을 했던 때가

California.

생각났다.

Our dive was on the wreck of the Caupolican, an old tug

우리는 콘포리칸(Caupolican) 지역의 난파선 위에서 다이빙

boat that now rests at 21 meters at the bottom of the

을 했다. 이 옛 예인선은 발파라이소 베이의 수심 21미터 바닥

Valparaiso Bay. My competent dive buddy, Leo, explained

에 가라앉아 있다. 나의 유능한 다이빙 친구인 레오는 이 예인

that the tug was helping a larger ship, to which it was

선이 큰 배에 묶이어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

lashed, navigate the harbor. After the tug’s assistance, the

했다. 예인선의 도움을 받은 후 큰 배는 이 작은 배가 풀려서

larger ship mistakenly believed the smaller boat had untied,

벗어나 치워진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큰 배가 급격히

cleared and moved away. Alas, the larger ship made a

방향을 틀어 예인선과 충돌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인선이 전복

sharp turn and collided with the tug, which capsized and

되면서 가라앉아 불행하게도 일부 선원들이 익사하고 말았다.

sank, becoming a watery grave for some of the unfortunate

나는 그 난파선을 고스란히 감상하기 위해, 아직도 준비 중인

crew.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wreck undisturbed,

실습생들보다 훨씬 앞서 다이빙 보트에서 크게 다리를 벌려 입

I did a giant stride off the dive boat, well ahead of the

수했다.

students who were still gearing up.
Ascending to the wreck, a feeling of tranquility greeted

난파선으로 상승하면서 나는 고요한 느낌이 들었고 간혹 들

me and the peaceful silence was only interrupted by the

리는 내 숨소리와 내가 내뿜는 물방울만이 평화로운 정적을 깼

occasional sound of my breathing and exhaled bubbles.

을 뿐이다. 난파선은 이끼벌레류와 조류로 두텁게 덮여 있었다.

The wreck is covered with a thick carpet of bryozoa and

난파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갯민숭달팽이(nudibranch) 여러

algae. The wreck provides a safe haven for numerous fish

종을 포함해 수많은 물고기와 많은 무척추동물에게 안전한 피

and many invertebrates, including several species of my

난처를 제공했다. 수온은 영상 11도이었고 시계는 실습생들이

favorite subject, nudibranchs. The water temperature was

내려오기 전까지는 보통 10~15미터이었다. 큰 바다표범이 내 주

11C and the visibility was generally 10-15 meters, until the

위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였고 이 우아한 동물을 목격한 일부 운

students came down! A large seal buzzed me and some of

좋은 실습생들은 굉장히 열광했다. 멀리서 아마도 길이가 1미터

the lucky students who witnessed the graceful animal were

쯤 되어 보이는 큰 물고기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돌아서 헤엄쳐

very excited with the encounter. In the distance, a large

달아났다.

fish, perhaps 1 meter long, approached slowly, turned and
swam away.
During my safety stop, large jellies with long tentacles,

내가 안전 정지를 할 때 긴 촉수를 가진 큰 해파리가 부드럽

gently pulsated by, accompanied by a drifting parade of

게 박동하면서 지나가더니, 이어 일련의 낯선 표영성(pelagic)

strange pelagic invertebrates. On surfacing and re-boarding

무척추동물이 떠다니며 나타났다. 수면으로 상승해 다시 다이

the dive boat, the atmosphere was cheerful and

빙 보트에 오르자 분위기가 쾌활하고 열광적이었다. 보아하니

enthusiastic. Apparently, all the students had passed their

전 실습생이 딥 다이브를 통과해 이제 갓 인증된 다이버가 된

deep dive requirement and were now freshly minted,

모양이었다. 우리는 모두 스쿠버 마스크를 쓴 채 샴페인을 들고

certified divers. We all toasted the happy event by drinking

이 경사를 위해 건배했다.   

champagne from our scuba masks!

ValpoSubRamon
발포서브의 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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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조트 소개

용궁 포인트에서 용궁 구경을 하시고 싶다면

강원도 양양 인구리조트
얼마전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이 온 산하를 꽃으로 치장하더니 벌써 초록의 무성한 잎들이
초여름의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탓인지 올해에 피는 꽃들이 유난히
반갑고 꽃향기도 왜이리 고운지 움추렸던 마음이 활짝 펴지는 듯하다.
봄이 되면 동해바다는 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서풍이 강하게 불어 동해바다의 표면
수를 멀리 외해로 보내고 차가운 심층수를 끌어 올려 수온이 내려가고 송화가루가 바다에 내려
않아 탁한 해류가 들어와 시야는 매우 흐리고 수온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글/사진 이성우
KBS 춘천방송국
CMAS/KUA강사

이런 탁하고 추운 해류가 찾아오면 다이버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다. 시야는 2~3m이고 수온
은 3~9℃ 사이를 오르내리니 정말 다이빙 할 맛이 안 난다. 특히나 수중촬영을 하는 다이버들에
게는 더 최악이다. 수중 부유물이 사진 배경을 망치게 만들고, 노출이 나오지 않아 조리개를 최대
치로 개방해도 어두운 사진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특히 필자와 같이 촬영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는 필름카메라를 쓰는 사람에게는 더욱 더 심각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한다. 물론
동해안에 이 계절에 이러한 해류가 들어와 머무르다 지나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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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번 호에 인구리조트를 취재하게 된 것은 인구리조트의 용궁 포인트에 관한 소문의 진
실을 확인해 보고 독자들에게 알려서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소문에 의하면 인구리조트의 용궁 포인트는 수심 25~45m로 이어진 남성적인 암초로 각종 말
미잘의 집합소이며, 말미잘들의 군집과 짬의 형상이 그랜드캐넌과 같고 말미잘과 산호, 해면들의
색상이 금강산의 가을 단풍 같으며, 수중 계곡의 정상마다 볼락 무리가 장관이여서 시야가 좋은
날을 잘 맞춰 가면 마치 용궁에 들어온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소문이었다.
계절적으로 요즘은 시야가 썩 좋지는 않은 때라 웅장하고 시원한 광각사진은 만들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혹시 시야가 조금이라도 받쳐 준다면 독자들에게 멋진 사진을 선뵐 수도 있을 것이라
고 기대를 해 본다.
“동해안에서 수중사진을 하려면 시야가 좋은 날은 좋은 데로 나쁜 날은 나쁜 데로 순리대로
촬영해야지 시야 좋은 날만 골라 촬영한다면 아마 촬영장비는 늘 신품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
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구 리조트에 도착하여 장비를 챙겨 일행들과 소문으로 들었던 용
궁 포인트로 향했다. 고무보트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포인트로 데려다 주었다. 설마 하는 마음
으로 입수하는 순간 수중시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수중경치는 소문
이 사실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깎아지른 듯 솟은 웅장한 암초들, 그 암초에
1m 크기의 대형 말미잘들이 대나무 숲처럼 빼
곡히 군락을 형성해 있었다. 마치 장미꽃 같은
각양각색(흰색, 적갈색, 연갈색, 연녹색, 연노랑
색)의 말미잘들이 큰 암초를 뒤덮고, 산호와 볼
락 무리들이 다이버들에 대한 경계심 없이 무리
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포인트의 생동감을 더했
다. 한 봉우리 구경하고 다음 봉우리로 이동하면
서 스쿠버를 하는 재미는 마치 용궁에 들어와
이 봉우리 저 계곡을 구경한다는 생각이 들 정
도이다. 필자와 같이 동행한 친구도 동해안 다이
빙 경력이 오래되어 어지간한 경치에는 감동은
하지 않는데 간만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만한 포
인트여서 독자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포인
트였다.
물론 동해안에 어디에도 말미잘 적산호가 없
는 리조트가 있겠는가 마는 그래도 명품포인트
는 따로 있는 것이다. 이 포인트는 많이 알려지
지 않았기에 이 글을 읽는 다이버라면 한번쯤
인구리조트의 용궁 포인트를 방문해 본다면 후
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치는 좋지만 수
심이 좀 깊은 포인트이므로 스쿠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짝 다이빙, 감압다이

인구리조트 스카이뷰

빙에 대한 준비, 수심과 잔압을 자주 체크해야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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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장비 안내
편리한 다이빙 시스템
리조트에서 인구리 간이항 선착장까지 약 50m정도 된다.
리조트에서 차량으로 다이빙 장비 일체를 실어 선착장까지 이동하면 다이버들은 보트 선착장에
서 장비를 착용하고 승선하면 포인트까지 편안하게 이동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양한 층의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리조트이다.

넓은 주차장
사진에서 보듯이 리조트 바로 코앞에 20여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무거운 다이빙장비를
오르내리기가 편리하다.

각종 휴게시설
겨울철에는 구수한 고구마가 익는 대형 나무난로와 조리공간이 마련된 30여 평의 넓은 방풍 보
온 휴식공간과 날씨가 좋은 봄, 여름, 가을에는 야외 벤치가 여러 개 준비돼 있어 각 팀별로 별도
의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다.
앞마당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햇볕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는 녹색페인트로 도포하였다. 바베큐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저녁에 삼겹살 파티
와 생선구이도 할 수 있고, 디저트도 늘 준비되어 있다.

샤워장
남녀 별도의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으며 특히 드라이슈
트를 많이 사용하는 동해안 실정에 맞게 간단한 야외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슈트를 입고 간단히 샤워할
수 있다. 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샤워용품
도 비치되어 편리하다.
장비세척조

리조트 앞 주차장

숙박시설
인구 다이버하우스라는 펜션을 임대하여 7개의 객실을
운영하며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다이버들
에게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하므로 이곳을 찾는 단골손
님들은 저녁 늦게 한가한 시간에 출발하여 인구 다이
버하우스에서 숙박하고 아침 일찍 다이빙을 마치고 길
이 막히기 전 시간에 다시 올라가는 일정의 손님들이

겨울철 다이버들을 위한 야외 보온실

겨울철 보온실과 대형난로

많다.

장비건조
충분한 건조시설 설치로 동시에 30명까지 사용이 가능
하다. 스킨스쿠버 장비 세척을 할 수 있는 대형수조 2
개와 카메라 등 장비를 세척할 수 있는 소형수조 3개가
있다.
편리한 야외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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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장비건조대

다이빙보트 2대 보유
다이빙전용선으로 FRP15인승 85마력 엔진이 탑제
(출수용 사다리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다. 다이빙보
트는 인프라콤비 7인승 85마력 엔진으로 모든 포인
트에 2~3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

공기탱크 60EA 보유
명수리 대형 콤프레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1회 이
상 탱크 내부를 세척하여 다이버들에게 신선한 공기
를 제공함과 동시에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나이트록스 탱크도 20EA가 준비되어 있으며 충분
한 공기 충전으로 다이버의 공기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인구리조트 스카이뷰

포인트 안내(*인구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용궁 포인트
리조트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수심 25~45m로 이어진 암초로 각종 말미잘
의 집합소이며, 말미잘들의 군집과 짬의 형상이 그랜드캐넌 같고 말미잘과 해
면들의 색상이 금강산의 가을 단풍 같으며, 수중 계곡의 정상마다 볼락 무리
가 장관이어서 시야가 좋은 날을 잘 맞춰 가면 마치 용궁에 들어온 착각을 일
으키게 한다는 포인트이다.

열기리 포인트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 2.5~15m, 평균수심 10m의 넓은 바위 짬으
로 반경 1Km 이상 된다. 수많은 산호와 멍게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
는데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거의 모든 종의 종류가 관찰된다. 집체만한 바위들
이 얼기설기 엉켜 있어 터널과 아치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다양함을 볼
수 있는 포인트이다.

빨간짬 포인트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수심 12m정도이다. 바위에 붙은 멍게가 워낙
많아 암반이 모두 붉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형제바위 포인트
3분 거리에 있으며 수심 5~18m 사이의 큰 암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며 해조류를 비롯해 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대형문어
의 출현이 잦은 곳이다.

대포여 포인트
3분 거리에 있으며 수심 10~15m 사이의 포인트이다. 괴이한 모습을 하고 있
는 바위의 형상이 볼만한 곳이다. 인구정치망 어장 옆에 위치해 있어서 의외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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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숫바위 포인트
5분 거리에 있으며 수심 16~24m의 암반지역이다. 암반의 넓
이는 측정이 안될 정도로 넓으며, 말미잘의 모습이 볼만한 곳
이고, 하강줄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어초1
포인트 5분 거리에 있으며 수심 16~24m이다. 암반위에 인공
어초가 투하되어 있어 아주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작은
물고기들의 집단서식으로 피딩이 가능한 포인트이다.

인공어초2 포인트
다른 인공어초 포인트와 거의 같으나 주변암반의 발달이 아
주 잘되어 있는 곳이다. 수심 16~24m정도이며 어초로 입수
하여 주변암반을 돌다보면 시간이 항상 모자라서 특히 중급
이상 상급다이버에게 각광받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인공어초3 포인트
동해안의 전형적인 어초 포인트이며 수심 16~24m 정도이다.
어초 투하를 가깝게 하여 유영이 빠른 다이버라면 8m 높이
로 쌓인 인공어초 군락을 3개 정도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이
다.

  

인구리조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 033-671-0159
• 010-3717-2982
• www.dive-1.com

강동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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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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21-499-1859 / 63-921-614-2807 http://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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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급 룸 컨디션
▶ 비치 수영장
▶ 교육 풀(야간 교육가능)
▶ 천연 백사장 보유

프로모션 1 : 강사 양성 교육 (ITC) 130만원
- 전 일정 숙박, 식사 무료제공
- 수영장, 공기통, 해양실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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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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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oceanblue.co.kr

카톡 아이디 : oceanblue1

대표 : 유병선

Scyllias and
daughter Cyana

김인영 칼럼

세계 최초 다이버 이름은 누구일까?

스킬리아스와 딸 시아나
Scyllias and daughter Cyana
글 김인영 (본지 고문)

고대 문명의 다이빙 이야기에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나오지만 실명이 기록된 최초의 다이버는
그리스의 스킬리아스(Scyllias)와 그의 딸 시아나(Cyana)이다. (※스킬리스/Scyllis라고도 부른다).
BC 480년경 페르시아 전쟁 때 등장하는 이름이며 그리스의 영웅담으로 전해져 온다.
전설 같은 이야기는 항상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 드라마틱한 맛을 낸다. 스킬리아스 영웅담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다음은 부하 장교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려주었다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된 것이다. (훗날 헤
로도투스는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고 하면서 재해석한 버전을 내놓기도 했다).
스킬리아스는 당대에 알아주는 자맥질 다이버였고 딸 시아나(Cyana)에게 어렸을 때부터 수영
과 자맥질을 훈련시켜 그녀 역시 베테랑 잠수꾼이었다. 인류역사상 선박은 늘 침몰했고 값진 재
화를 일부나마 건져내는 자맥질 다이버들은 항상 있었다. 이 다이버들은 2분간 숨을 참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30m 수심을 드나들 수 있었다.
스킬리아스 부녀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Xerxes)에게 고용되어 침몰선의 재화를 건져내
고 있었다. 크세르크세스는 건진 재화 중 큰 몫을 배당 받을 수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부자
로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모았다.
스킬리아스는 살베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왕에게 전
했다. 그러나 왕은 부녀를 군함에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리스를 침공하려
고 대 선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과 오랫동안 잠수작업을 한 스킬리아스가 군사
비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킬리아스와 그의 딸 시아나가
페르시아 군선의 닻줄을 절단하고
있다. 시아나는 갈대 대롱을 물고
숨쉬고 있다. 문어 외에 뱀같이 긴
물체는 해파리 비슷하게 보이는
반투명 원시동물 살파(salpa)이다.
작자 미상. 바다 이야기 책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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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중 어느 날 큰 폭풍이 불어 정박해 있는 페르시아 함대가 혼란에 빠져 있
을 때 부녀는 탈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혼란을 틈타 바다로 뛰어내리면 수영
잘하는 두 사람이 탈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벌어놓은 재물까
지 가져가지 못하게 된 이들은 보복도 하고 애국도 하기 위해 특공대가 되기로 하
였다.
부녀는 칼을 휴대하고 바다로 뛰어 내렸다. 잠수의 귀재들인 두 사람은 물속으
로 숨어 다니며 모여있는 군선들의 닻줄을 모조리 칼로 끊었다. 배들은 강풍과 파
도에 밀려 서로 충돌하거나 해안 암벽에 부딪치거나 하여 수많은 군선들이 침몰하
거나 크게 파손되었다. 스킬리아스 부녀는 수면 위로 나오는 법 없이 속이 빈 풀
대롱(갈대)으로 수면 위의 공기를 호흡했다고 하며(삽화 그림의 여자가 입에 물고
있는 것), 이는 오늘날 스쿠바 다이버들이 쓰는 스노클(snorkel)과 유사한 것이지

배트맨이 빨대롱을 물고 물속에 숨어있는 장면

만 과학적 내용은 다르다.
스킬리아스는 15km를 헤엄쳐 그리스로 왔으며 페르시아의 침공계획을 알려 그
리스가 페르시아 를 대패시키는데 크게 공을 세웠다. 스킬리아스는 이슬람으로부터 서구문
명을 지켜낸 영웅으로 칭송되어 그와 그의 딸 시아나의 동상이 델피(Delphi) 신전에 세워졌
으며 여인 시아나의 조상은 아름답기로 명성을 얻어 후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의 궁으로 가
져가 즐겼다고 한다.
시아나는 그 이름이 명시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직업 다이버 즉 “해녀“이다.

속 빈 갈대 물고 물속에 숨는 영웅들, 모두 거짓말!
영화의 주인공이 숲이나 정글에서 인디언이나 적들에게 쫓기며 잡힐 듯 말 듯 도망가다가
물웅덩이나 늪이 나타나면 갈대 같은 속이 빈 풀 줄기를 꺾어 그 끝을 수면 밖에 내놓고 물
속에서 호흡하며 숨는다. 추격자들은 그냥 지나쳐가고 관중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영화 람보에서 실베스타 스탤론은 갈대
대롱으로 여러 시간 물속에 숨어 있었다.

위기에 처했을 때나 몰래 적진에 숨어들어갈 때 갈대나 다른 초목의 속 빈 줄기로 물속에
서 숨쉬며 숨는 이야기는 만화, 동화, 전설, 신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판 영화에서도 이따
금 등장한다. 영화 람보에서 실베스터 스탤론은 이 방식으로 무려 여러 시간을 물속에서 숨
는다.
어렸을 때 극적인 갈대 숨쉬기 이야기를 접해본 탓에 성장해서도 이것이 궁금하여 실험해
보는 사람도 있다. 쿠스토도 어렸을 때 이 실험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스노클(snorkel) 때문이기도 하다. 열
대 바다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스노클링(snorkeling)하는 장면은 TV 같은 화면에 자주 나온
다. 자세히 보면 그것도 대롱으로 숨쉬는 것이기 때문에 픽션에 나오는 갈대 대롱으로 숨쉬

전설적인 허리우드 스타 게리 쿠퍼, 인디언과
싸우는 영화에서 갈대 대롱으로 물속에
숨는다, 1945년도 영화의 한 자료.

기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제 유사시에
이 아이디어를 모방했다가는 화를 자초할 것이다.
snorkel은 스노클 또는 스노켈이라 발음하며 원래 잠수함 환기장치를 일컫는 말이다.
갈대 숨쉬기가 허구라는 것은 간단한 실험으로 증명시킬 수 있다. 호스 토막을 준비해 수
영장에 간다. 수영장 사다리를 잡고 서서 머리가 수면 밑으로 잠기도록 내려가 호스를 세워
입에 대고 빨아본다. 폐의 위치가 수면에서 50cm 만 되도 공기는 빨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을 써서 빨아도 반 모금의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수압이 폐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를 들이쉴 때 폐를 확장시켜 주고 내쉴 때
강제로 공기를 뿜어주는 힘은 흉곽 근육과 횡격막에서 나온다. 그러나 폐를 움직여 주는 근
육의 힘이 수압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여 폐가 꼼짝도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노클링 장면을 보고 긴 대롱을
물면 수면 밑으로 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진에서 사람의 폐는 물에
떠있는 것이지 들어가 있지 않다.

더군다나 폐는 내뱉는 힘보다 빨아들이는 힘이 훨씬 약하다. 손바닥에 입을 꼭 대고 힘있
게 불어보고 또 힘껏 빨아보면 후자의 흡착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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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기 리뷰 ①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마레스 매트릭스
글/사진 이신우
SSI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
SSI 인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블루노션 대표이사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는 50~60년에 불가하다. 지금 사용되는 많은 장비들이 그 당시부터
개발되면서 계속 진화되어 왔다. 그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다이브 컴퓨터의 개발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 패턴까지 변화시켰으며 앞으로도 바꾸어 나갈 것이
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마레스 컴퓨터의 획기적인 발전에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
하였다. 다이브 컴퓨터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편리성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
점에서는 마레스 컴퓨터에 최고점을 주고 싶다. 마레스의 고집스런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 마레
스 매트릭스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잡지에서 다루어졌던 마레스 아이콘 넷 에어와
비교하더라도 매트릭스는 컬러 디스플레이와 잔압 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다.

1. 디자인 Design

★★★★

마레스 매트릭스 컴퓨터는 새로운 트렌드에 걸맞게 젊은 층과 여
성 다이버를 주 고객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노클링 장비, 호흡기, BC에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블랙 또
는 원색 컬러에서 이제는 다양한 파스텔과 화이트 톤의 보다 밝고 젊
은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이빙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시계로
차기에는 너무 투박하고 다이빙만을 위해 사용되기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모델이 모두 남녀 누구나 시계 대신하여 찰 수 있을 정
도로 훌륭한 디자인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포장
요즘 나오는 컴퓨터의 포장은
참으로 신선해지고 있다. 기존에
컴퓨터들은 종이박스나 간단한
포장재를 사용하였으나, 요즈음
에는 컴퓨터 시장에도 포장디자
인 개념이 도입되었고 포장 또한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
련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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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필자는 다이빙 계에서 젊은 층과 여성층을 위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다이빙 업계를 살펴보면, 미국 제품들은 실용주의 성향으로 컬러나 외관 보다는 기
능과 견고함에 중점을 두었었고, 유럽의 경우에는 높은 품질과 무채 색 위주의 장비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에는 파스텔과 화이트 톤의 화려한 색상을 선호하여 왔지만, 일본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색상의 장비가 없었다. 이런 면에서 글로벌 브
랜드인 마레스의 변화는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스쿠버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브랜드
를 선보였고 아시아 다이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마레스 매트릭스는 디스플레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특히 디
스플레이에서 도트 매트릭스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의 다이브 컴퓨터들이 표현해
내지 못하던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내어 다이버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더욱 선명
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장점적인 부분은 다이브 프로파일을 그래프로 표
현해 주었으며, 또한 다른 컴퓨터에 비해 글씨와 그래프의 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표
현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응속도 또한 타사 브랜드 컴퓨터에 비하여 빠르게
반응하는 점이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장치나 프린터에서 문자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들의 패턴이
나 배열의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에서 도트의 수가 컴퓨터 프린터에 따라 다른데, 그 수는
DPI(dot per inch)로 표시되며 이러한 DPI가 높을수록 디스플레이나 프린트된 문자의 상
(像)이 선명하다. (출처: 한국언론 진흥 재단)

부속품
가장 눈에 끄는 부속은 단연 충전기와 컴퓨터 연결선을 기본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존의 다이브 컴퓨터들은 컴퓨터와 연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10만
원 이상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다이빙 정보를 컴퓨터와 연동하거나 다운로드 해서 로그북 대신 사
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마레스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와
달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다. 충전을 위해 컴퓨터에 연결하고 마레스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로그를 쉽게 다운
로드 할 수 있다. 기본 부속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성 USB 충전기를 연결하면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도 여행 중 컴퓨터가 없어도 충전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12 May•June

119

2. 기능 Function: ★ ★ ★ ★ ★
시계모드
매트릭스는 시계모드가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한가지
일 것이다. 단순히 다이빙을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모드 또한 중요한 선택사항이라 생
각한다. 시계모드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을 볼 수 있다. 일반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가 모
두 가능하며, 온도와 배터리 잔량, 듀얼시계 모드가 가능
하다.

다이빙 모드
마레스 컴퓨터는 수심 1.2미터부터 작동한다. 또한 공
기, 나이트록스, 바틈타이머로 설정이 가능하며 테크니
컬 다이버들을 위하여 3가지 기체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참고로, 타사의 경우 테크니컬 전문 컴퓨
터를 제외하고 일반 브랜드 컴퓨터의 경우 3가지 기체교
환이 최고 많은 수이다.)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빙
시간, 평균수심, 온도, 질소포화도 바그래프, 무감압 한계
시간 등이 바로 표시되며, 간단한 조작으로 스톱워치, 산
소 부분압, 나침반 등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최신 RGBM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으며, 딥 스톱 기능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마레스 컴퓨터는 타사 제품에 비
교하여 비교적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다이버
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할 때 많은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침반 모드
2009년대 중 후반부터 다이브 컴퓨터에 탑재되기 시
작한 나침반 모드는 아직까지도 많은 다이버들이 이용
하고 있지는 않다. 복잡한 조작방법과 정확성이 신뢰하
기 어려워 아날로그 나침반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저가 컴퓨터에도 나침반을
포함시키고 사용을 간소화 하여 사용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마레스 매트릭스의 경우에도 나
침반과 진로 설정을 통해 삼각형, 사각형, 역방향 평행선
이 나타나 다이버의 진로를 표시해 주며, 스톱워치 기능
을 통해 주기 측정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로그모드
타 사 컴퓨터에 비해 마레스 컴퓨터의 또 한가지 장점
은 로그모드에 있다. 잘 정리된 페이지들과 프로파일을
포함하여 보여줌으로 다이버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로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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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략계층 ★ ★ ★ ★

프로파일 모드
최상위 기종에만 적용
되던 프로파일 모드가

마레스 매트릭스는 다이빙을 시작하는 초보 다이버에서부터

매트릭스에 탑재 되었다.

테크니컬 다이버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젊은 층과

다이빙 중 다이빙 5초 간

여성 다이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다이브 컴퓨터를 단지 다이

격으로 측정된 프로파일

빙용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착용하고자 한다면 강력

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

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디자인

능이며, 수심을 동시에

이나 기능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망

표시해 준다.

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3. 가격 ★ ★ ★ ★

6. 기타

타사 동급 제품에 비하여 125만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마레스 매트릭스의 필자가 판단하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금액은 아닐 것이다. 타사 제품들의 경우에 한국과 국내의 가격

은 충전방식에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유는 많은 대다수의 다

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으나, 마레스 매트릭스의 경우 해외와 국

이버들이 기존의 수은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익

내의 가격차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을 생

숙해져 있어, 다이빙 전 충전 확인을 잃어버렸을 경우, 물속에

각하면 매트릭스는 매력적인 중급 다이브 컴퓨터라 판단된다.

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핸드폰 충전처
럼 다이빙 또는 여행 전 충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문제는 없
을 것이다. 매트릭스의 경우 한번 충전에 2시간 이내면 충분하

4. 업그레이드

★★★★

며, 1회 충전 시 시계모드로는 15일 연속, 다이빙 시간으로는 총
15시간이 가능하기에 해외나 국내 다이빙 출발 전 1번의 충전

마레스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모든 장

으로도 충분히 투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실제 사용해본 결과

비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 조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으

가장 걱정이 많았던 배터리 부분은 생각보다 장시간 사용할 수

며, 일정부분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펌웨어의 경우에는 누구나

있었다.

손쉽게 컴퓨터와 연결하여 다운로드 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

정리해보면, 마레스 매트릭

다. 마레스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한국어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스는 첫 이미지보다 사용하

손쉽게 최신 버전의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한국어

면 사용할수록 더욱 사용하

버전이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마레스 코리아로 보내어 업그레

고 싶어지는 다이브 컴퓨터라

이드 받아야 한다.

평하고 싶다. 마레스의 가장
큰 장점인 쉬운 조작은 다이
버로 하여금 오랜만에 다이빙
할 때 기존의 컴퓨터들의 복
잡한 조작으로 인한 조작 실
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평상
복의 패션용 시계로도 손색
이 없는 디자인이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레스의 다이브
컴퓨터와 관련된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하다. 언젠가는 다
이브 컴퓨터가 모든 장비를 제어해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상
상해 본다. “50년 전에 과연 누가 달나라로 갈수 있을까 상상했
는가?”상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며 마레스 매트릭스
사용기를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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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기 리뷰 ②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순토사의 D6i
글/사진 유병선
현재 오션블루대표이사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필자는 지난 호의 다이빙 장비사용기 리뷰에 이어 두 번째로 새로운 순토 D6i를 사용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랜만에 이신우 SSI 동아시아 담당관을 만나 함께 다이빙 하며, 최신의 컴
퓨터를 같이 비교해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난 호에도 기고했던
것처럼 필자는 1987년 다이빙을 시작한 이후 19년째 다이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이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여 가장 먼저 구입하
여 사용해보고 있는 유저이기도 하다. 순토 컴퓨터는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필자
의 컴퓨터이기에 너무 친숙한 장비이다. 새롭게 출시된 컴퓨터를 사용해 보고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에 흥분을 감출 수 없다.
순토 회사는 스쿠버 다이빙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다. 먼저 순토의 간략한 역사를 설명하고 싶다. 왜 순토가 나침
반과 다이브 컴퓨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어

about Suunto

발췌한다.
순토는 193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창립자 Tuomas Vohlonen 씨는 오랫동안 기존 나침반의 부정확
성과 불안정한 나침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창적인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였던 그는 훨씬 안정되고 정확성을 겸비한 나침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육지나침반과 선박 나침반을 생산하여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성화 점화 식에서 순토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1953년
도에는 최초의 선박 나침반 K-12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또한 1957년에는 나무높이를 측정하는 측
고계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영역을 더 확대하여 다이버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이빙 전용 나침반을 선보였습니다.
영국의 한 스포츠 다이버가 순토 나침반을 착용하고 수중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해주었습니다.
그의 의견과 주도로 인해 새로운 영역으로 순토는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SME 다이빙용 컴퓨터를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회사의 성장 발판을 다
졌습니다. 전에는 다이빙 테이블에 의존해서만 안전한 다이빙 시간과 감압을 계산했습니
다. 하지만 현재는 소형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안전한 다이빙을 도와줍니다.
오늘날 순토는 트레이닝, 스쿠버 다이빙, 등반, 하이킹, 스키, 보트 그리고 골프 제품의
선두주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핀란드 반타에 소재한 순토 본사는 500여명이 넘는 사원
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 국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또한 자매제품 윌슨, 살로
몬, 아토믹, 프레코, 아크테릭스 그리고 마빅을 제조하는 헬싱키 소재 아머스포츠의 자
매 회사이기도 합니다.

순토 컴퓨터를 착용한 프리다이버(출처 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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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uuntokorea.co.kr

위의 역사에서 나온 것처럼 순토는 고집스러운 장인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해온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완성도 높은 컴퓨터를 개발하여 왔으며 다이빙 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
을 미친 회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중 D6i는 공식 수입원(㈜테코) 발표에서 다이브 컴퓨터 분
야 2년 판매 1위를 하고 있다. 주력 모델로 많은 다이버들 또한 필자만큼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보다는 기존 모델과 차이점과 상위 또는 하위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D6i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1. 디자인 Design ★ ★ ★ ★
순토 D6i는 기존 D6에서 외부적인 변화는 크게 없다. 크게 없다는 뜻은
디자인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며, 기능적인 부분을 보
강함으로써 더욱 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D6는 많은 다이버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며 디자인에서는 그 어느 컴퓨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D6i는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
는 프리다이빙과 관련된 모드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D9급 최상위 모델에만
지원되었던 트렌스미터 송수신기를 통한 잔압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중 상위 급 모델인 D6시리즈에 송수신기를 달수 있게 업그레
이드 되었음에도 큰 가격 변동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한 단계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외관
D6i는 중급 다이브 컴퓨터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셀러 중 하나
이다. 기존에 시계형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부터 순토는 시계형 컴퓨터 개발의
선두주자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으
며, 특히 그 외형 디자인은 많은 다이버
들의 취향에 가장 잘 부합하는 디자인
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D6i는 실버
와 블랙 2가지 색깔로 출시되어 있으며
고급스런 스텐레스 소재와 디자인, 우레
탄 시계줄을 채택하였으며 스포티한 젊
은 이미지와 중후한 이미지 모두 포함하
고 있어 전 연령층에 어필할 수 있게 제
작되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블랙 컬러의
경우에는 스텐레스 또한 블랙 컬러로 코
팅 처리하여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판단된다.

디스플레이
순토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는 매트릭스 LCD*화면을 채택하고 있다.
*	매트릭스 LCD란 “셀을 구성하는 2개의 기판(基板) 위에 각각 가로, 세로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전극(電極)을 설치하고, 그들의 교점(交點)을 표시 화소(表示畵素)로 하는 액정(液晶liquid crystal=LC)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출처: 기계공학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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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용해본 D6i는 글씨가 선명하며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응속도 또한 타사 제품과 비교
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며 다이버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가끔 타사 컴퓨터들의 경우 반응속도
가 느려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흥미를 떨어트리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순토 컴퓨터들
의 경우에는 어느 제품들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부속품
필자가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며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외형적인 견고함이다. 가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저가형 컴퓨터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흠집과 외형에 충격으로 인해 누수나 고장이 발생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그런 면에서 순토 D6i는
그 어떤 제품 보다 견고하게 외형이 제작되어 있다. 하지
만 유리의 경우에는 다이빙 활동 중 흠집이 자주 발생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다이버들이 보호 프로텍터를
사용하는데 기존 프로텍터들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누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
이 있었다. 그런 세밀한 점까지 순토는 신경써서 개발하였으며, 순토 프로텍터의 경우에는 프로텍
터를 장착하더라도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디자인 된 것을 볼 수 있다.

2. 기능 Function : ★ ★ ★ ★ ★
시계모드
순토 D6i의 경우 많은 다이버와 강사들이 평상시에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한 방송에서도 종종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연예인들이 다이빙 시계를 차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스쿠버 다이빙 컴퓨터는 시계의 기능 또한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D6i는 스쿠버 다이빙 부분과 일상 부분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해 졌다고 본다. 시계 모드에서는
해외여행을 위한 듀얼타임, 스톱워치, 알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다이빙 모드
순토 D6i는 레크레이션 다이버와 프리 다이버를 위해 최적화 된 컴퓨터라 할 수 있다. 트렌스미
터 기능을 추가함으로 다이빙 시 수심 별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며, 잔압정보를 포함한 모
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프리 다이브 모드를 탑재하여 다이버가 프리다
이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쿠버 다이빙 로그와 별도로 저장되도록 설계되었다. 테크니컬 다이
빙의 경우에는 순토 D6i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지원하며, 2가지 기체 교환을
제공한다. D9x의 기능 중 한가지인 혼합
기체 다이빙은 D6i에서는 지원하지 않지
만, 일반적으로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대
다수의 교육단체에서 별도의 테이블과
사전 계산을 통해 다이빙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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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터 테크니컬 다이빙 전 영역을 커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침반 모드

3. 가격 ★ ★ ★ ★
트렌스미터 연동과 프리다이빙 모드를 추가한 D6i는 타사 동

나침반의 중요성은 모

급 제품에 비하여 무한한 경쟁력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130

든 교육단체에서 강조하

만원의 금액에 트렌스미터를 추가할 경우 180만원이 소요된다.

는 사항이다. 하지만 많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모델들 중 180만원에 잔압정보를 제공하

은 다이버들이 나침반을

는 컴퓨터는 무한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비하지 않고 다이빙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 디지털

4. 공략계층 ★ ★ ★ ★ ★

나침반의 출현으로 손쉽
게 방향을 찾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순토 D6i는 모든 컴퓨터들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 필

기억으로는 순토가 최초로 디지털 나침반을 컴퓨터에 접목시켰

자는 판단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문 다이버의 경우에 초

다고 기억한다. 그만큼 기억되는 것 같다. 순토 D6i는 틸트 기능

보자들은 최상급 모델을 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저가형

(기울어지더라도 작동하는)이 적용된 3D 나침반을 사용한다.

장비를 사기에는 근자에 다시 한번 상위모델로 업그레이드 하
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한다.

로그모드
가장 큰 특징은 기존 D6에 비해 D6i는 프리다이빙 모드의
추가로 이전에 통합 되어진 시간을 스쿠버 다이빙 히스토리와

5. 기타

프리다이빙 히스토리로 나누어 기록된다. 또한 컴퓨터와 연결
하면 한글로 된 순토 DM4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로

순토 D6i는 순토 RGBM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순토 RGBM

그북을 프로그램 안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한글화

알고리즘은 가장 현대적인 알고리즘으로 Bruce R. Wienke 박

된 프로그램으로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와 순토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DAN의 자료와 실험실 자료를
통합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기존 할데인 이론이 미세기포(잠재
적인 감압병을 야기할 수 있는)를 예상하지 못한 것에 비해 월
등히 발달된 이론이다. 순토의 RGBM알로리즘은 미세기포를 예
방하고자, 여러날의 다이빙을 모니터, 반복 다이빙의 계산, 이전
다이빙 보다 깊은 수심에서의 다이빙, 신체적 영향, 미세기포를
유발 가능한 급상승 등을 체크하여 적용하는 최신의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최신의 감압 이론 중 하나인 딥스
톱 (Deep Stop)을 적용하여 안전을 극대화 하였다.
순토 D6i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프리 다이빙, 나
이트록스 다이빙, 2가지 기체 교환 다이빙을 지원하는 컴퓨터
로, 만약 일반적 상황에 다이빙을 위해 주로 사용할 컴퓨터를
찾는다면 D6i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참고로 D9x는 프리 다이
빙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테크니컬 다이빙 중 트라이믹스 다이
빙을 지원한다. 그 외 기본적 기능들은 비슷하다.
명불허전(名不虛傳), 이 한마디가 순토 D6i를 표현해준다고
생각한다.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다이브 컴
퓨터의 개발에 초기부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순토 회사의 고집
스러운 철학과 노력이 집약된 다이브 컴퓨터라 평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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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Histogram)
제6회
히스토그램은 노출의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을 액정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분명히 밝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게 보였음에도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확인했을 때는 너무 어둡게 촬영되었다던 지 또는 그 반대로 사진이 너무 밝아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진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히스토그램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적정 노
출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포토샵으로 후보정할 때도 히스토그램을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글/사진 구자광

히스토그램이란?
사진을 촬영한 후 즉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다. 사진가들
은 사진을 촬영한 후 LCD로 재생하여 잘 찍혔는지를 확인한다.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찍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 장 한 장 재생하면서 확인하
는 방법, 한 번에 여러 장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방법, 한 장을 확대해서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법,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사진을 찍고 난 후, 한 장 한 장 LCD로 확인하지만 전문가들은 히스토그
램을 통해 사진을 분석한다. 사진을 찍을 때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노출을 결정

▲ 포토샵에서 보이는 히스토그램
▲ 포토샵에서 보이는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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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
는 그래프이다. 왼쪽이 어두운 점, 오른쪽이 밝은 점, 가운데가 중간 톤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리
고 왼쪽 끝이 0이며, 오른쪽 끝이 255이다. 0은 Black이며, 255는 White이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잘맞은 사진의 그래프는 왼쪽에서 시작하여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고 오른
쪽에서 끝나는 정상적인 분포를 보여 준다. 사진에 흰 점과 검은 점의 분포보다는 중간 톤의 점들
이 많다는 뜻이다. 노출이 부족한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치
우쳐 있으며, 오른쪽이 비어 있다. 반대로, 노출이 과다한 사진은 전체적으로 밝고, 그래프가 전체
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왼쪽이 비어 있다.

히스토그램의 활용

D E P C

촬영 중 카메라 재생 화면에서 INFO 버튼을 눌러 히스토그램
을 볼 수 있다. 또 포토샵에서 사진을 불러오면 히스토그램이 나
타난다.

(Digital Eco Photo Club)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사진의 노출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적정 노출로 다시 촬영하거나 보정할 수도 있다. 히스토그
램의 가로축은 밝기, 세로축은 화소수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밝
기를 나타내며,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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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 밝아진다. 세로축은 화소수를 나타내며, 위로 갈수록 많아지

1.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 제공

고, 밑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밝기를 나타내는 가로축 기준으로

-	다이버들이 촬영하신 사진을 올려주시면 어떤 생물인지를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해양생물이 있다면 DEPC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이 부분에 많은 화소수가 분포되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의 디테
일이 뭉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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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3. 공익적 목적에 해양생물사진 제공

적절한 노출을 판단하는데 히스토그램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좋은 히스토그램도, 나쁜 히스토그램도 없다. 또한 좋고 나쁜 사진의
노출을 단지 히스토그램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도 안된다. 히스토그램
은 사진을 촬영할 때나 후보정을 할 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
다. 이미지의 적절한 노출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지를 눈
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진의 노출이 원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오직 촬영자만이 판단할 수 있다.

- 연구단체,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에 해양생물관련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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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DEPC 회장 오이환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이용관련 문의 정연규총무 010-5665-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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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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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방수 카메라의 기본적인 조작법
방수 카메라에서는 캐논사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PowerShot S100)와 방수하우징(WPDC43)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콤팩트 디카의 기본 조작
콤팩트 디카를 구입하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본적인 조작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조작방법은 육상에서 실제로 카메라를 하우징에 넣고 각종 모드를 충분히 연습해 보는 것이 좋
다. 최근 시판되고 있는 콤팩트 디카는 성능이 아주 좋고 사용하기가 편리해 모드 다이얼을 카메
라 마크에 자동으로 맞춰두면 올마이티(Almighty)로 촬영할 수 있다. 다이빙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중 모드나 매크로 모드, 스트로보 강제 발광, 스트로보 발광금지, 손떨림 방지 기능 등의
조작법을 알아두면 사진 찍는 데에 훨씬 수월하다.
본고에서는 수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치와 버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①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Power Switch)는 전원 ON/OFF를 실행하는
버튼이다. 다이빙 중에는 몇 분 지나면 자동으로 OFF 모드로
설정해 두면 편리하다.

TIP

일정시간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화면이 꺼지고 카메라 전원도 자동
으로 꺼진다.
[메뉴] - [설정] - [절전 기능] - [자동전원 오프] - [켜기] - [[디스플레이 끄기] - [10초~3분까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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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드 다이얼
모드 다이얼(Mode Dial)은 촬영 모드를 변경할 때 선택하는 다이얼로 제조회사에 따라 다이얼
의 유무나 조작방법은 약간씩 다르다. 자동으로 선택하면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하는 기능도 있다.
•C 모드 : 사용자가 설정값을 조정하여 촬영한다.
•	M 모드 :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사용자가 설정하여 촬영한다.
•	Av 모드 : 조리개 우선모드는 조리개값을 사용자가 설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스피
드를 결정한다. 조리개 우선모드는 주로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하거나 낮은 사진을 촬영할 때
유리하다.
•	Tv 모드 : 셔터스피드 우선모드는 사용자가 셔터스피드를 설정하면, 카메라가 조리개 값을
결정한다. 셔터스피드 우선모드는 속도가 아주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셔터 스피드를 느
리게 설정하여 동작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	P 모드 : 프로그램모드는 카메라가 조리개 값과 셔터스피드를 설정하면, 화이트발란스, ISO
감도, 플래쉬 발광 등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	AUTO 모드 : 완전자동모드로 카메라가 조리개 값, 셔터스피드는 물론 화이트발란스, ISO 감
도, 플래쉬 발광 등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다.
•	SCN 모드 : SCN모드는 인물, 풍경, 야경, 설경 등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할 때 카메라가 조건
에 맞게끔 필요한 설정값을 선택한다.
•	크리에이티브 필터 모드 : 촬영 시 이미지에 다양한 효과를 추가하여 촬영할 수 있다.
•	동영상 모드 : 동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한다.

③ 줌 레버
줌 레버(Zoom Lever)는 W 방향으로 돌리면 와이드(안쪽)로, T 방향으로 돌리면 렌즈가 앞으
로 나오면서 텔레(망원쪽)로 렌즈가 줌인(Zoom-in) 된다. 수중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다.

④ 내장 플래시
수중의 피사체를 원래의 색으로 재현하려면 내장 플래시(Flash)는 강제발광이나 자동으로 사
용한다. 수중에서는 플래시의 빛이 약 50Cm이내의 접사 촬영에서는 아쉬운 대로 내장 스트로보
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으로 ON으로 설정해서 외부 스트로브(Strobe)의 트리거로 이용할
수도 있다.

⑤ 렌즈(Lens)
줌 기능을 활용해 수중에서 다양한 촬영을 즐기는 것이 콤팩트 디카
의 매력이다. 캐논의 PowerShot S100은 광학 5배 줌렌즈로 초점거리
(f)는 5.2(W)~26(T)mm(35mm필름 환산으로 24(W)~120(T)mm)으로
자동 디카에서는 보기 드문 와이드 계열 줌 렌즈를 장착하고 있어 수
중 촬영에 유리하고 별도로 수중 전용 와이드 컨버전 렌즈를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수중 화각을 확보할 수 있다.

⑥ 셔터 버튼
셔터 버튼(Shutter Button)의 반누르기를 하면 카메라의 자동 초점기능을 작동시키고, 끝까지
누르면 촬영이 된다. 하우징에 카메라를 넣고 수중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
하다.

⑦ LCD 모니터

⑫ 플래쉬

LCD 모니터(Monitor)는 촬

플래쉬 기능은 기본적으로 플래쉬 강제발

영시에는 파인더 용도로 사

광과 발광금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뉴 버

용하고, 촬영 후에는 촬영 데

튼을 누르면 플래쉬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

이터 확인용으로, 모드를 바

들을 사용할 수 있다.

꿀 때는 메뉴화면으로 이용
하는 액정 판넬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액정은 2.5~3.0인치의 대
형 타입이 주로 사용된다.

⑬ DISP
화면 디스플레이는 촬영할

⑧ 컨트롤 다이얼
컨트롤 다이얼(Control

때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Dial)은 STD(촬영모드 설정

변경할 수 있으며, 재생 모드

값 변경), ISO, MF, 노출보정,

에서는 정보표시없음, 단순정

스텝 줌, 가로 세로 비율, 커스

보표시, 세부정보표시, 초점

텀 등 카메라의 각 기능을 조

확인표시 등을 순서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다.

작하는 버튼이다.
TIP

RING FUNC. - 콘트롤 다이얼 - FUNC. SET - 콘트롤 링으로 조절

⑭ 접사/MF 모드
이 모드는 가깝거나 먼 거
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는 일반 모드, 매우 가
까운 거리에 있거나 작은 피

⑨ FUNC. SET
FUNC. 메뉴는 자주 사용하
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촬

사체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접사 모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수동초점조정 모드를 조절
할 수 있다.

영모드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
능이 다르게 표시된다.

⑮ 재생 모드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⑩ 동영상버튼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녹화와 경과 시

⑯ MENU
메뉴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간이 표시되며, 한 번 더 누르면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

녹화가 정지된다.

로 촬영, 기능설정, 재생 항목
이 설정되어 있다.

⑪ 노출보정
노출보정은 카메라에서 설
정된 표준 노출을 1/3 스톱단
위로 -3~+3의 범위내에서 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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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하우징의 기본 조작

⑤ 콘트롤 링
하우징 왼쪽 앞에 위치한

① 확산판
내장 스트로보의 조사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빛을 부드럽게

컨트롤 링은 카메라 뒤쪽에

하기 위한 유백색의 판이다.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과 탈부

사용하여 STD(촬영모드 설

착이 가능한 것 등이 있다.

정값 변경), ISO, MF, 노출보

있는 RING FUNC. 버튼을

정, 스텝 줌, 가로 세로 비율,
커스텀 등 카메라의 각 기능을 조작할 수 있으며, 카메라 상단
에 있는 각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촬영모드

설정

C 모드

ISO 감도 조정

M 모드

조리개 값 설정

Av 모드

조리개 값 설정

Tv 모드

셔터 속도 설정

P 모드

ISO 감도 조정

AUTO 모드

초점거리 조정

SCN 모드

초점거리 조정

동영상 모드

초점거리 조정

② 전원 스위치
전원의 ON/OFF를 실행하

⑥ 모드 다이얼
촬영모드를 변경할 때는

는 버튼이다. 피사체를 목표

버튼을 누른 후 사용하고자

로 할 때는 전원이 들어가 있

하는 모드로 돌려 선택한다.

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촬영
을 한다. 액정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다.

③ 줌 레버
줌 레버(Zoom Lever)는 왼쪽으로 밀면

⑦ 개폐용 버클
하우징을 닫을 때 잠그는 부분이다. 머리털이나 스트랩 등이
끼면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렌즈의 화각이 커지며, 오른쪽으로 당기면
렌즈가 앞으로 나오면서 화각이 작아진다.

④ 셔터
WP-DC43은 푸쉬 버튼으
로 되어 있지만 레버식 셔터
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텍터
도 있다. 셔터의 형식이 어느
것으로 되어 있던 모두 오른
쪽 검지로 누르거나 당겨서

⑧ 포트
카메라 렌즈가 수납되어 있는 장소로

사용한다. 육상에서 실제로 카메라를 하우징에 설치한 후 반

포트의 선단에 렌즈 마운트베이스를 장

셔터 감각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착하면 촬영의 폭을 넓히는 컨버젼 와이
드렌즈나 마크로 렌즈, 광케이블 등을 설
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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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하우징의 각종 조작 버튼
하우징 뒷면에는 각종 버튼이 달려있다. 여기를 누름에 따라 수중에서
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조작이 가능하다.

⑩ 핫슈
옵션으로 판매하는 외부 스트로보를 설치하는 장치로 외부 스트로보
의 하부에 있는 고정용 나사를 조이는 것으로 간단히 탈부착이 가능하다

⑪ 하우징 스트랩
하우징을 손목에 걸거나 BC의 D링에
걸기 위한 스트랩이다. 박스 안에 포장되
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
므로 없을 경우에는 꼭 구입하여 사용하
는 것이 좋다.

⑫ 렌즈커버
하우징의 플렛 렌즈 부분에 흠이 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렌즈 커버
이다. 렌즈 부분의 상처는 촬영한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운반
중이나 이동 중에는 반드시 장착한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감압 다이빙이란 무엇입니까?
감압 다이빙은 본래의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하지만, 근
본적으로 모든 다이빙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감압 다이빙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회의 안전정지 이외에 무감압 한계 초과로 인한 몇 회의
감압 정지를 계획에 넣은 다이빙을 감압 다이빙이라 할 수 있다. 안전 정지도
실제로는 감압 정지이지만,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다. 감압정지를 안전하게 행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과 수중에서의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다이빙 기술 ①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브마스터” 3
다이브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중지도 작성이 꼭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가 잘 모르는 길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아무런 정보 없이 간다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다소 모험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길안내를 해주거나 그 지역
의 정보를 줄 경우, 아니면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즐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이빙은 늘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경우이다. 바닷속은 달리 지표도 없고 자주 가지 않는다
글/사진 정상우
마린마스터 대표
PADI 코스디렉터 #81698
PADI 사이드마운트 강사 트레이너 외
22개의 PADI 스페셜티강사 트레이너

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길을 제대로 안내해주고 볼거리들
을 찾아주고 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버마스터이다.
이렇게 좋은 동반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안내자로서 유자격 다이버들에게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수중안내를 하는 것이 다이브마스터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이다. 이번 호에서는
다이빙 교육단체를 불문하고 프로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능력이며 다이브마스터에게 꼭
지도해야 할 수중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수중지도는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버들을 안전하게 인솔하기 위하여 사용하라
다이브마스터가 유자격 다이버를 인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
은 바닷속 환경과 인솔해야 하는 다이버의 수에 따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
다. 한가지 방법은 수중에서 직접 인솔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솔방법이
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7인 이하의 소수의 다이버들을 인솔할 때 바람직하다.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원이 많아질 경우 오히려 통솔이 어렵
거나 재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다이브마스터가 다이버들과 함께 입수하지 않고 다이버들만 입수하는 방식이
다. 보트 위나 해안에서 간접적인 방법 즉, 감독방법을 사용하여 인솔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많은 인원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역다이빙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법은 주로 국내 다이빙 리
조트에서 주로 다이버들과 동행한 강사들에게 인솔 가능한 정보를 주고? 보트에서 간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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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그 지역에 대한 다이빙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이 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선
진국형 다이빙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조직적으로 잘 혼용하여 사용하며, 다이버들의 레벨과 인
원, 경험 정도 그리고 지역 환경에 따라 다이브마스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한
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이빙 브리핑을 위한 시각적 도구로 빠지지 않는 것이 수중지도이다.
일반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다이빙절차, 다이빙 사이트내의 지
형과 수심, 수온, 잠재되어 있는 위험과 비상시 대응방법과 더불어 진행방향과 입 출수지점, 다양
한 수중생물을 포함한 볼거리인데 이 모든 것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내용이 쉽게 느껴진다.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수중지도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첫째, 지도의 기본 특성에 맞는 준비물을 준비하라
지도작성을 위한 도구로 나침반, 수중슬레이트 보드, 수심게이지, 버텀타이머, 릴, 수면마커 부
위, 라인과 고정웨이트, 잠수시계, 그래프종이나 네비파인더, 각도기 그리고 사용이 가능하다면 일
러스트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준비하라.

둘째, 수중지도는 포인트 약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라
범위를 정하고 U패턴 등을 사용하여 지형을 스캔하고 유동성이 없고 특징이 있는 물리적 환경
과 생물정보들을 특정 포인트로 기록하며, 필요하다면 수면마커나 웨이트를 이용하여 마킹한다.
입출 수와 수심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위를 정하고 자침을 표시하며 특정 포인트 간의 거리와
수심을 측정하여 그래프종이나 네비파인더에 기록하고 약도를 만든다.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심변화의 지점과 수심라인, 만조와 간조시의 물의 진행방향을 기초로 다이빙 시작
부터 안전감압을 하는 곳까지의 진행경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간략한 지도를
만든다.

셋째, 정보를 구체화 시켜라
우선 범위내의 포인트간 거리정보를 얻어야 한다 간단하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킥 수를 세
는 방법과 이동하는데 소요시간이며, 팔길이나 릴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하면 좀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다음은, 범위내의 포인트를 윤각선으로 표시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수심과 다이빙 한계
시간에 따라서 내용이 조직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두 개의 봉우리 단면도

위에서 본 두 개의 봉우리 표현

2012 May•June

135

땅이 침하된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지형을 이해하기 쉽게 표

파나로마식의 다이브 싸이트 표현

현한다.
도랑처럼 파인 속이나 침하된 지형 표현

동굴 다이브 싸이트 표현

실제의 다이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를 그리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이빙 포인트는 A, B처럼 표시할 수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나침반을 사용하여 각도에 의한 방향과 거리
를 표시한다.
입체형상으로서의 다이브 싸이트 표현
실제 다이빙 거리 방향에 따른 표현방법

이때 그래프종이나 네비파인더 등의 Sextant를 이용하면 편

지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도 다양하다. 하지만 기본정보

리하다 이 Sextant는 비행기 조종사가 항법을 위하여 사용하였

가 없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정보들에 쉽

던 것으로 Mr. Luchtel이 이것을 스쿠버에 적용시키면서 점점

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간략히 추가하여 표현한다면 화가

발전시켰고 다이버들이 컴파스만 있으면 자신이 물속에서의 위

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치를 파악할 수 있어 익숙하지 못한 수

테이블 산호, 난파선, 침몰비행기, 호박돌지역, 해조류지역 등을

중에서도 처음의 입수지점으로 돌아갈

표현한다면 수중지도는 원하는 지형을 표현하는데 크게 도움

수 있게 되었다. PADI의 수중항법 스페셜

이 될 것이다.

티에서 이 네비파인더 사용법을 쉽게 배

지금까지 “다이브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중지도 작성이

울 수 있다. 이 스페셜티는 수색 및 인양

꼭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수중지도의 필요성과 만드는 기

스페셜티나 수중지도를 그려야 하는 다

본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러분들은 프로에 대한 열정이

이브마스터 과정과 조난자를 수색해야

넘치니 아주 멋지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정보를 주는 수중지도

하는 레스큐 과정에서 그게 도움이 되는

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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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다이빙 ①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ing

(제3회)

제3부
테크니컬 장비의 구성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다보면 정확한 중성부력과 유선형으로 유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테크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어
글/사진 유재철
Halcyon Korea 대표
SSI Txr 트레이너
GUE Tech 2 diver

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장비를 구성할 것인지도 테크닉 못지않게 중요하다. 장비를 잘못 배치하
면 질질 끌리다가 어딘가에 걸려버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다이버가 필요한 백업장비를 손쉽게 꺼
내기 힘들게(때로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 장비를 올바르게 구성 배치하면 장비가 끌
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급할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장비의 사용을 손쉽게 해준다.
장비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유선형에 맞게끔 구성한다.
• 간결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이빙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버디를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도와줄 수 있게 동일한 장비와 배치를 같게 한다.
• 다이빙 시 장비가 끌리거나 어딘가에 걸리지 않도록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한다.
• 모든 장비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구조가 가능해야 한다.

탱크와 매니폴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탱크는 일반 레크
레이션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탱크와 같이 대부분 80
큐빅 알루미늄 탱크 2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전
문 테크니컬 다이버 중에는 웨이트와 공기 소모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스틸 탱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두 개의 탱크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7cm 이상의 두꺼
운 탱크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테크니컬 다이빙
에서 사용하는 밸브는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모두 Din 밸브를 사용해야 하며, 더블탱크는 매니폴
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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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폴드는 두 개의 탱크에 2개의 레귤레이터를 사용한다. 매니
폴드 중간에는 아이솔레이트 밸브가 달려 있는데, 아이솔레이트
밸브는 두 개의 탱크 중 한쪽 공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
우에도 공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테크니컬다이빙에서는 필수
요소이다.

백 플레이트와 하네스
백 플레이트는 실린더를 장착하여 안정된 플랫폼을 제공하며,
무게를 균일하게 분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이버의 슈트 종류에
따라 스틸과 알루미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웨이트 보정이 필요할
때면 백 플레이트를 추가하여 보정할 수 있다. 하네스는 가랑이
스트랩이 있어야 하며, 보조 장
비들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가
슴에 2개, 허리에 1개, 가랑이에
2개의 D-ring이 있어야 한다.
하네스를 조절할 때는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다이버의 몸에 맞
게 조졸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절
하는 것이 좋다. 웨트 슈트에서
드라이슈트로 바꿔 입을 때에
는 재 조정이 필요하다. 퀵릴리
즈 시스템은 불필요한 고장이나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BC(Wing)
BC는 테크니컬 다이빙에 사용되는 탱크 시스템에 정확한 부력
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사용되는 장비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야 하며, 난파선 또는 동굴 다이빙 도중 BC가 손상
되지 않도록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부분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BC는 공기
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원형 또는 말발굽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수중에서 BC를 사용할 때 정
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윙은 백플레이트와 탱크 사이에서 탱크를 샌드위치처럼 감싸도록 해
야 한다.
윙의 안쪽 좌측하단에는 덤프밸브가 위치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치는 의식 없는 조난당한
다이버의 부력 조절을 도울 수 있다.
주름진 인플레이트 호스는 당기는 덤프밸브가 아닌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호스는 다이버의
왼쪽 어깨를 가로지를 정도로 충분한 길이가 있어야 하며, 인플레이트 밸브는 왼쪽 가슴 D링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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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귤레이터와 호스의 구성

레귤레이터는 생명과 직결된 장비이므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높은 성능의
레귤레이터를 고른다는 것이 중요하다. 레귤레이터의 1단계는 피스톤 방식이나 다이아프램 방식
에 상관없이 균형식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불균형식은 중간 압력이 낮아 2단계의 성능을 저하시
켜 다이버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
레귤레이터를 선택하면 적절한 구성을 위해 최소 4개의 호스가 필요하다.
• 메인 레귤레이터에 쓰일 2m 저압호스 1개
• 보조 레귤레이터에 쓰일 55cm 또는 60cm 저압호스 1개
• BC 인플레이트를 위한 55cm 저압호스 1개
• 잔압계에 쓰일 60cm 고압호스 1개
• 필요하다면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트 호스 1
개방수역에서 긴 메인 호스는 다른 다이버가 공기고갈 시 도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2m의 호스가 적당하며, 키가 작은 사람은 그보다 작은 1m 80cm 길이의 호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이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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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라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장비이다. 라이트는 어두운 곳에서 다
이빙 활동을 위한 광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팀 또는 버디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
개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직진성과 확장성이 좋은 라이트가 필요
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밧데리가 필요하다. 대부분 밧데리 팩은 오른쪽
허리밴드에 착용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여분의 웨이트 버클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 좋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용 라이트를 준비해야 하며, 백업용 라이트는 왼쪽 어깨에
있는 D-ring에 고정시킨다.

지금까지 테크니컬 다이빙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와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모든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안전”은 장비 구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종종 다이빙 목적에 따라 지녀야 할 장비가 결
정되고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착용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이버는 하고자 하는 다이빙의 필요성에 맞춰 장비
를 선택하기 때문에 장비 개개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이빙
작업과 안전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템만을 골라
야 한다. 안전한 시스템 없이는 다른 어떤 노력도 소용없
는 일이다. 개인의 시스템을 정하기 전에 다른 다이버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사고가 난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의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봄으로써 다이버 자신에게 적합한 장비를 구성하
고 몸에 익숙해지도록 숙달한다면 훨씬 편안한 상태로 다
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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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다이빙 ②

인트로 케이브와
풀케이브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Intro. Cave &
Full Cave

성재원

이미 소개한 것과 같이 동굴 다이빙 교육과정은 기본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가 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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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ern) 다이빙 과정으로 자연광이 비추는 범위의 동굴을 즐길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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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동굴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인트로 케이브(Intro. Cave)와
풀케이브(Full Cave) 과정이 필수적이다.

■ 인트로 케이브와 풀케이브의 차이점

(점프 또는 갭이라고 칭함)하고 작은 공간이나 분기된 통로로
진입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수중 동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동굴 다이빙은 대부분 이미 탐험이 완료되어 동굴 다이버들

이 두 가지 과정의 차이점은 단지 줄을 연결하는 것과 하지

에게 개방된 동굴 구간을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경로를

않는 것 같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줄을 연

안내하는 영구 안내줄(Permanent Guidelines)이 설치되어 있

결하려면 누가 연결할 것인지, 몇 번 점프/갭 할 것인지, 누가

으며 굵은 노란색 줄로 설치하기 때문에 골드라인(Gold line)이

릴을 회수할 것인지, 원형 경로인 서킷(circuits), 관통형 경로인

라고 부르기도 한다.

트래버스(traverses) 등에서 어떻게 릴을 설치하고 회수하는지

영구 안내줄은 다이버가 엄청난 양의 줄을 매번 설치하고 다

등의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

시 회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중 동굴 안으로 먼 거리를 진입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영구 안내줄은 빛이 도달하지

인트로 케이브와 풀케이브에서는 동굴 다이빙 자체의 기술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동굴 다이빙 교육을 받

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런 논리적인 방법론을 시뮬레이션하

지 않은 다이버들이 줄에 걸리거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는 유

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동굴 다이버가 동
굴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천정이 없는 개방된 수역에서부
터 영구 안내줄까지 임시 안내줄(temporary guideline)을 설치

■ 동굴 다이빙의 다섯 가지 규칙

해야 한다.
임시 안내줄이란 다이빙 하는 동안에 설치하고 다시 회수하

동굴 다이빙의 기초를 수

는 안내줄을 일컫는다. 임시 안내줄은 릴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립한 동굴 다이빙의 대부로

회수한다.

알려진 쉑 엑슬리(Sheck

인트로 케이브는 최초 개방된 구간에서 영구 안내줄

Exley)는 많은 동굴 다이빙

(Permanent Guidelines)까지 설치하는 임시 안내줄 이외에는

사고 사례를 종합하고 분석

더 이상의 임시 안내줄을 설치하지 않고 영구 안내줄 만을 따

하여 다섯 가지 중요한 규칙

라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인트로 케이브 과정을

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오

수료한 다이버는 영구 안내줄에서 벗어나는 작은 공간

늘날까지 동굴 다이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으로 받아

(chamber)이나 분기된 통로로 진입할 수 없다.

들여지고 있다.

쉑 엑슬리(Sheck Exley)

반면에 풀케이브(Full Cave) 다이버 과정에서는 영구 안내줄
에 임시 안내줄을 연결하여 작은 공간(chamber)이나 분기된

1. 적절한 훈련

통로 내에 별도로 설치된 영구 안내줄까지 임시 안내줄을 연결

동굴 다이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훈련을 받아
야 한다. 과거의 동굴 다이빙 사고 사례를 보면 적절
한 훈련을 받지 않고 용기 만으로 동굴에 진입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또 나머지 경우 역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고 교육받은 대로 다이빙을 계획하여 실시하지
않고 규칙을 어긴 경우였다.
동굴 다이빙 훈련 과정은 케번 다이빙, 동굴 다이빙
과 같은 기초 과정은 물론 사이드 마운트, 수중 스쿠
터(DPV), 재호흡기, 스테이지 등의 과정이 있다.
2. 연속되는 안내줄(guideline)을 따른다
다이버는 천정이 개방된 수중에서부터 최대 진입지
점까지 천정이 있는 모든 구간에서 반드시 안내줄
(guideline)을 따라가야 한다. 동굴 다이빙에 숙달되
다 보면 때로는 자주 다니던 익숙한 경로에서 또는 매

영구 안내줄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교육받지 않은 다이버들은 동굴로
진입하지 말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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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부분의 동굴 다이빙 환경에서는
2/3 이상의 기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4. 수심 제한을 관찰한다 (Observe Depth Limitations)
자신의 훈련 수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기체에 따르는 안
전 수심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천정이 있는 환경에서는
마취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훈련 받은 동굴 다이
버가 사망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적절한 수심을 초
과하는 경우이다.
5. 잘 관리된 장비를 사용한다
동굴 다이버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니고 다녀야 하
며 이들 장비는 잘 관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할로클라인(염수와 담수가 만나는 경계에서 시야가 흐려지는 층)에 의해 시야가
흐려진 경우 줄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다.

다이빙 하기 전에 모든 장비들이 있는지 또,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장비뿐 아니라 모든 기체는 사용 전에 정확히

우 간단해 보이는 경로에서 안내줄을 설치하지 않고 뛰어 넘고

분석하여 계획된 다이빙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뒤에 진입한 초보 동
굴 다이버들에 의해 부유물이 일어나거나 할로클라인에 의해
시야가 흐려지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줄이 보이지 않을

■ 동굴 다이빙에서 필요한 기술

경우 줄을 따라 출구로 귀환할 수 없다.
동굴 다이빙은 다이빙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다이
3. 적절한 기체관리(Gas Management)

빙이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기체관리란 필요한 기체와 비상상황을 대비한 기체를 확보하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 동굴 다이빙을 배우는 다이버

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든 동굴 다이빙에서

라면 동굴 다이빙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부

적절한 기체관리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다

력, 균형, 추진, 호흡, 통제 등의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빙에서는 1/3 법칙을 적용한다. 1/3 법칙이란 다이버가 기체
의 1/3이상 사용하여 동굴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되며 2/3를 남

부력 (Buoyancy)

겨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나 1/3 법칙은 개방식 다이버들을

다이버는 동굴 다이빙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부력조절

위해 개발된 규칙이며 사이펀(siphon)과 같은 귀환시 역수류가

에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다이버가 부력조절을 숙달해야 수중

있는 동굴에서 다이빙 할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

에서 위치를 잡는데 신경 쓰지 않고 동굴 다이빙 기술에 집중

라서 동굴 환경에 따라 기체관리가 달라지며 개인적인 기체관

할 수 있다.

리 이외에도 팀으로서의 기체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 팀

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어느 정도의 중성부력

의 사용 가능한 기체는 팀원들 중에 가장 적게 확보한 다이버

은 부력조절기(BCD)에 의해 조절된다. 그 다음 세밀한 조정은

동굴 다이버는 보다 철저한 장비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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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사용하는 장비 역시 중성부

추진 (Propulsion)

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하는 공기량에 영향을 준다.

수중에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

주입되는 기체가 많을수록 수심에 의한 부력의 변화가 커진

지 킥 방법은 각자 상황에 따라 필요하며 퇴적물을 일으키지

다. 따라서 주입되는 기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필요

않고 효과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한 웨이트와 알맞게 선택해야 한다. 알루미늄, 강철, 플라스틱

한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킥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등과 같은 물질들은 무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있다.

역시 다이버가 부력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웨트슈트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다. 많은 동굴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드라이슈트는 다이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드라이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기체만을 주입해야 한다. 너무 많은 기체를 주입하면 이동하거
나 부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동굴 다이버는 수중 공간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이 일관된 자
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력조절을 잘 하면 퇴적물이 일
어나거나 장비가 바닥에 끌리는 위험성과 피로도 줄일 수 있으
며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굴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균형 (Trim)

동굴 다이빙에서는 다양한 킥 방법이 사용된다.

균형이란 수중 공간에서 다이버 몸이 위치한 상태를 의미하
며 동굴 다이빙을 실시하는 동안 안전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 킥 (Frog Kick)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시야가

•변형 프로그 킥 (Modified Frog Kick)

나빠지거나, 동굴 환경에 손상을 주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백 킥 (Backward Kick)

다이버가 균형을 잘 잡으려면 자신의 몸을 동굴 바닥과 평행

•헬리콥터 턴 (Helicopter Turn)

이 되게 유지해야 한다. 수평 통로에서는 수평 자세를 유지하지

•변형 플러터 킥 (Modified Flutter kick)

만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자세 역시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기

•손으로 당기기 (Hand Pulling)

위해 경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다이버가 씰트가 쌓여있
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때 수평 자세를 유지한다면 오리발에
의해 퇴적물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다이버는 이런 경사면을

호흡 (Breathing)

따라 내려갈 때는 수평자세 대신 머리가 아래로 기울어져서 경

동굴 다이빙에서는 일정한 호흡 주기를 유지해야 한다. 호흡

사면과 몸이 평행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이버가 경사면을 따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다이버의 부력조절을 일정하게 유지

라 올라갈 때 역시 경사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앞에 위치한 장

할 수 있다. 호흡을 효과적으로 하면 호흡 주기가 일정하고 기

애물을 관찰할 수 있다.

체 소모량도 안정된다. 정상보다 깊은 호흡을 하면 부력 변화가
커지고 낮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축적된다. 이산화탄소
가 과다 축적되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수면
에서 일반적인 호흡 주기를 살펴보고 수중에서도 비슷하게 호
흡하도록 한다.
다이버의 뇌기능은 내연기관과 비교할 수 있다. 적절한 연료
와 산소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엔진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는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된다. 호흡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지쳐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편안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에 맞추어야 한다. 지치
게 되면 마취 현상, 산소 중독, 감압병 등이 발생하기 쉽다.

부력이나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면 동굴벽과 접촉하거나 오리발의 움직임에 의해
부유물이 일어나서 시야가 차단된다.

정신적 통제 (Mental Control)
동굴 다이버는 육체적인 통제력 이외에도 정신적인 통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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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심리적 불편함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

백마운트

갖추어야 한다. 육체적 통제를 유지하며 동굴 다이빙을 완수하

백마운트 시스템은 주로 매니폴드와 함께 사용한다. 매니폴

기 위해 생각하고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참 동굴 다이버들에게

드는 기체 전체를 하나의 호흡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힘든 요인이다. 경험을 늘려감에 따라 이런 요인들은 몸에 자연

만약 다이빙 도중에 기체가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팀원들

스럽게 배어들지만 다이버는 심리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다. 동

은 롱호스를 이용하여 기체를 나누어 쓴다. 이런 상황에서 좁

굴 다이버는 자만심을 버려야 하며 다이빙에 정신을 집중해야

은 통로를 지나갈 수도 있다.

한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나 심리적 동요는 동굴
에 진입하기 전에 점검해야 한다. 동굴 다이빙에서는 주위가 산

사이드마운트(Side-Mount)

만해져서는 안 된다.

사이드마운트(side-mount diving)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대

수면에서 근심을 통제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수중에

중화되고 있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버들은 주실린더를 등쪽 대

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다. 동굴

신 옆으로 장착하여 사용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다이버들이

다이버는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주 좁은 공간으로 통과할 수 있다. 과거에 다이버들은 자신

대부분의 문제들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이며 통제할 수 있어야

이 기존의 부력조절기를 개조하여 직접 사이드마운트 하네스를

한다.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이드마운트 전용 부력조절기가
출시되어 있다.

■ 동굴 다이빙 장비 구성 형태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하나의 실린더에서 공기가 고갈되더라도 다른 실린더를

일반적인 동굴 다이빙 장비 구성 형태는 3가지로 구분된다.

사용하여 탈출할 수 있다.

•백마운트(back-mount)

• 자신의 장비에서 누출되는 버블을 점검할 수 있다.

•사이드마운트(side-mount)

•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 실린더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재호흡기(rebreathers)

• 천정이 낮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다.
• 한번에 실린더 하나씩 운반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들 장비들은 각기 장점과 제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여러

• 수중에서 안정감이 뛰어나다.

가지 다이빙 장비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장비를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호흡기 (Rebreathers)
최근 재호흡기 다이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재호흡기의

백 마운트 (Back-Mount)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장비가 보다 접근하기 쉬워졌으

백마운트란 주실린더를 다이버의 등쪽에 장착한다는 의미이

며 이런 경향은 가속화 될 것이다. 동굴 다이버에게 재호흡기는

다. 백플레이트(back plate), 하네스(harness), 윙(wing) 등을 이

개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없는 장점을 제공한다.

용하여 실린더를 등쪽에 장착하고 동시에 중성부력을 유지할

동굴 다이빙에서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분의 재호흡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마운트 구성은 넓은 공간에서 사용되며

기를 하나 더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재호흡기 다이버들

대심도 또는 긴 터널에 진입하기 위해 많은 양의 기체를 운반하

은 다른 팀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굴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는 다이버에게 필요하다.

수 있는 개방식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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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다이빙의 접근
최근 동글 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
향으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일부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테
크니컬 다이빙의 마지막이 동굴 다이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그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그 만큼 커다란 감동을 주는 대상이라는 의
미로 이해된다. 필자 역시 다양한 테크니컬 다이빙을 해 보았지
만 동굴 다이빙의 독특한 매력은 다이빙을 할 때 마다 매우 강
렬하고 깊은 인상으로 가슴에 남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굴 다이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대부분 멕시코 또는 플로리다 등 우리로서는 매우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점진적인 훈련과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TDI에서 동굴 다이빙은 케번(Carven), 인트로 케이브, 풀케
이브의 세 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을 마치고 25회 이
상 동굴 다이빙을 경험한 뒤에 동굴 스쿠터(DPV), 동굴 사이드
마운트(Cave Sidemount), 동굴 스테이지, 동굴 측량 등의 동굴

동굴 기본 과정이 끝난 후에는 동굴 스쿠터(DPV) 등의 동굴 스페셜티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스페셜티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 한 가지만
을 섭렵하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TDI에서는 동굴 다이빙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
전 조건으로 최소 200회의 풀케이브 다이빙 경험을 요구한다. 동굴 다이빙에 집중하더라도 족히
몇 년은 걸릴 만한 조건이다. 그 만큼 동굴 다이빙을 배우거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굴 다이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너무
방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소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하여 동
굴 다이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부족하나
마 동굴 다이빙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몇 년 전 방송국과 함께 “씨노테”라는 동
굴 다이빙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수 이은
미씨가 했던 멘트가 기억난다.
“어쩌면 나는 평생 가지 못할지도 모른
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평생 꿈처럼 그리워 할 거라
는 것도… 차라리 몰랐어야 했다.”
MBC 다큐멘터리 씨노테(Cenote)의 한 장면

TDI 에서는 수시로 동굴 다이빙 교육과
멕시코/플로리다 동굴 다이빙 원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전화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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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다이빙 ③

재호흡기 다이빙 (1)
최근 재호흡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특수 목적에서 대중적인 레저 장비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호흡기 다이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기회에 3~4회에 걸쳐 재호흡기에 대
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개념을 소개를 하고자 한다.

글/사진 정의욱
( SDI/TDI/ERDI Korea 본부장 )

이볼루션 재호흡기를 이용한
트라이믹스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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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 다이빙의 시대는 시작되었는가?
재호흡기가 발명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재호흡기는 오랫동안 군사적, 상업
적 영역에서만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자 장비와 기술의 향상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의 출현 등은 재호흡기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에서 활용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이버가 재호흡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개방식 스쿠바와 비교
하여 엄청난 장점을 얻게 된다. 기체 소모를 극도로 줄이고 최상의 혼합기체를 사용함으로써 감
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체온이나 수분의 손실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은 재호흡기를 정확히 배우고 그 특성과 관리적 방법을 충분히 이
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재호흡기의 출현
재호흡기(rebreather)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쿠바(SCUBA) 보다 훨씬 먼저 개발되었다.
즉, 스쿠바의 초기 형태이며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범주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군
사적인 영역에서만 사용되어 왔다.
초기의 재호흡기 사용자들 중 일부는 군대에서 외부로 반출된 재호흡기를 개조하여 사
용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많은 종류의 재호흡기들이 개발되고 사라져 갔으며 지금도 수
많은 재호흡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재호흡기들은 레
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였다. 그러나 이런 실험적인
장비들을 거치면서 재호흡기는 더욱 안전하고 간편해졌으며 현재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업
계에 통용되는 재호흡기들은 대부분 신뢰성이 높고 교육기관의 강습, 기술, 지원 등이 확
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볼루션(Evolution)

다음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재호흡기 중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상품화된 장
비라고 인정되는 재호흡기의 목록이다. (TDI 재호흡기 매뉴얼에서 발췌)
•Ambient Pressure Diving – Inspiration, Evolution
•Diverite - Optima
•Inner Space Corps – Megaladon, Copis
•Jurgensen Marine - Hammerhead
•KISS – Classic, Sport, GEM
•OMG - Azimuth
•Poseidon Diving Systems - MK6
•Submatix – SCR 100
•VR Technology – Sentinel, Ouroboros
이 밖에도 수 많은 재호흡기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장비 제작업체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이
들 목록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테크니컬 교육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작한 재호흡기

옵티마(Optima)

나 개조한 반폐쇄 또는 완전폐쇄 재호흡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다. 비록 혁신적
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생명지원 장비는 인증 받은 기술자와 검사 기관에 의해 제작되고
검증 받아야 한다.
초기 역사 (Early History)
최초의 실용 산소 재호흡기는 1878년에 헨리 후르스(Henry Fleuss)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그는 1880년에 물로 채워진 터널에서 이 장비의 실용성을 보여주었다. 1881년 교틴스키
(Khotinsky)와 레이크(Lake)는 실험적인 재호흡기 장비에서 최초로 이산화탄소 흡수제인 수산화
바륨(barium hydroxide)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였다. 1905년 후르스(Fleuss)는 또 다
시 잠수함 탈출 장치를 실험하고 개발하였다. 1912년 드래거랙(Draegerwerk)사는 잠수함 왕복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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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에서 사용하던 MK15의 개조품

장치에 재호흡기를 장착하고 두 시간 동안 체류하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는 산소 재호흡기를 사용하여 지브롤터 항구의 선박을 공격하였
다. 영국의 코만도 부대는 이탈리아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나이트록스 재호흡기를 사용하였고 보
다 깊은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였다.
근래의 역사 (Recent History)
1969 월터 스타크 3세(Walter A. Starck, III)와 존 칸비셔(John Kanwisher)는 최초의 전자-화
학 산소 센서를 사용한 일렉트로렁(Electrolung)을 개발하였다. 그 다음에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칼튼 테크놀로지의 MK15/16의 전신인 바이오마린의 CCR1000이 개발되었다.
상업 다이빙 분야에서 재호흡기는 주로 대심도 벨 다이빙에서 탈출하는 장비로 사용되어 왔다.
라이머(Reimers), 코멕스(Comex), OBS와 같은 선구적인 업체에서는 자체 개발한 장비로 수심
530m까지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코멕스(Comex) HYDRA VIII는 하이드렐리옥스
(hydreliox   : 수소, 헬륨, 산소 혼합기체) 실험에 사용되었다.

재호흡기란 무엇인가?
재호흡기는 개방식 스쿠바와 달리 다이버가 내쉬는 기체를 재처리하여 다시 호흡하는 방법으
로 반복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를 의미한다. 모든 현대 재호흡기들은 두 개의 호스
(흡입, 배출 호스)에 연결된 마우스피스, 호흡순환계에 산소를 주입하는 장치, 호흡순환계의 이산
화탄소를 제거하는 장치, 호흡주머니(다이버의 흡입, 배출 기체를 저장하는) 등 몇 가지 공통적인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다이버가 숨을 들이마신 다음 다시 내쉬면 들이마실 때와 비교하여 약간의 산소가 줄어든다.
따라서 폐쇄된 순환계로 계속 호흡하면 산소 성분은 점차 줄어들어서 호흡할 수 없는 기체가 된
다. 그러므로 계속 호흡하기 위해서는 다이버의 대사활동으로 소모된 산소를 순수 산소 또는 산
소 성분이 높은 기체를 호흡순환계 내부로 주입하여 보충한다.
그러나 산소가 보충된다고 해도 폐쇄된 순환계로 계속 호흡하면 다이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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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거되지 않고 축적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순환 경로에 화학적인 흡수제를 설치하고 호
흡기체가 이 흡수제를 반복적으로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제거해야 한다.
재호흡기의 장점
1.	공기방울이 배출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기 때문에 조용하며 수중 생물
등에 접근하기 쉽다.
2.	기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기체로 장시간(수 시간) 다이빙
할 수 있다.
3.	트라이믹스와 같은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대심도 수심의 다이빙에서도
기체에 의한 제한 시간을 연장하여 장시간 다이빙할 수 있다.
4.	전자식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센서와 컴퓨터에 의해 기체의 성분이 자
동제어되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다.
5.	상대적으로 질소의 부분압이 낮게 유지되므로 감압병, 질소 마취 등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6.	전자식 완전폐쇄식의 경우 최상의 혼합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감압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반면에 개방식 장비보다 산소 부족 및 산소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
호흡순환계 : 재호흡기에서 호흡기체가 순환되는 공간으로 다이버의 폐와 기도, 마우스피스, 이산
화탄소 여과통, 호흡주머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호흡기 형태 (Types of Rebreathers)
재호흡기는 크게 산소 재호흡기, 완전폐쇄 재호흡기, 반폐쇄색 재호흡기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
한다. 또 완전폐쇄식은 컴퓨터식, 전자식, 기계식, 순수산소 재호흡기 등으로 구분된다.
산소 재호흡기
순수 산소 재호흡기는 군대에서 은밀한 작전을 위해 오랫 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 형태의 재호
흡기는 육상에서도 소방관 등이 사용하기도 한다. 크기가 작고 가슴에 착용하는 형태로 호흡기체
는 순수 산소만을 사용한다. 산소는 다이버의 대사 활동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며,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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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흡수제에 흡수되면 호흡순환계 내의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호흡순환계 부피가 줄어들면
호흡주머니가 수축하여 기체 주입밸브를 개방시켜 산소를 주입한다. 초과 기체는 첵밸브(check
valve)에 의해 배출된다. 산소 재호흡기에는 불활성기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압이 필요 없
다. 그러나 산소 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수심제한을 두며 대개 6m 미만의 수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폐쇄 재호흡기 (Semi-closed-circuit Rebreather)
반폐쇄 재호흡기는 사전에 혼합된 산소 성분이 높은 기체 즉 나이트록스를 사용한다. 산소 성
산소 재호흡기

분은 사전에 정한 최대 수심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체는 산소 부분압이 1.4~15 bar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산소 성분은 재호흡기의 기체 흐름율과 예상 되는 다이버의 산소
소모율을 근거로 계산한다. 반폐쇄 재호흡기는 소모된 산소를 보충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 유형은 산소 또는 산소가 풍부한 기체를 다이버가 선택하는 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일부 장비는 수동 바이패스 기능을 갖고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액티
브 시스템이라고 한다. 산소가 풍부한 희석기체가 주입된 장비에는 다이버가 대사활동에 사용하
지 않는 성분 기체가 포함된다. 따라서 산소 성분이 높은 기체가 주입되면 부피가 지속적으로 증
가한다. 결과적으로 반폐쇄 재호흡기는 주기적으로 초과 기체를 배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5
회 호흡할 때 마다 배출된다. 반폐쇄 재호흡기의 기체 사용량은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개방
식 스쿠바의 1/3 정도이다. 순수 산소가 사용된 만큼 주입되고 희석기체가 따로 주입되는 장비도
있으며 산소부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적절한 공급율을 선택한 경우에 다이빙을 수평으로 진
행하는 동안에는 기체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장비는 나이트록스를 주입하는 장비
보다 기체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반폐쇄 재호흡기는 수심 6m로 제한하지 않는다.
반폐쇄 재호흡기의 두 번째 유형은 산소가 풍부한 기체를 다이버가 소모하는 기체부피 또는

반폐쇄 재호흡기 키스 젬(GEM)

운동량과 연계하여 주입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패시브(passiv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반
적으로 기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되고 내쉬는 기체의 일부가 이산화탄소 여과물질을 통과하
기 전에 배출되도록 한다. 공기의 배출을 조절하는 장치는 호흡주머니에 설치되기도 하고 별도의
기계장치를 채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치들은 산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물질
의 사용시간을 연장시켜준다. 키스 젬(KISS GEM) 재호흡기가 이런 종류에 해당된다.
때로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재호흡기 모두 순수 산소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되기도 한
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며 다이빙 하는 동안에는 산소가 풍부한 기체를 주입하지 않고 대사활
동에 의해 산소가 소모되어 호흡주머니가 수축되는 만큼 순수산소를 주입하는 장치를 사용한
다.(산소 재호흡기와 같은 방식) 즉, 반폐쇄 재호흡기에 (전자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완전폐쇄 재호
흡기의 기능을 혼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를 수동 완전폐쇄 재호흡기(MCCR)이라고 부른다.
반폐쇄 재호흡기에서는 산소부분압이 운동량과 연계되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부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산소부분압의 편차는 세가지 이유에
서 중요하다.
1.	다이버가 최종적으로 흡입하는 기체의 산소부분압에 의해 산소과다 또는 산소부족이 좌우
된다.
2.	산소부분압의 편차, 정확히 말하면 희석기체의 부분압의 편차는 감압 계산을 어렵게 만든다.
3.	흐름율의 부적절한 조절은 흡입하는 산소부분압에 영향을 주어 재호흡기 사용시간이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면 기체 소모율)
패시브(passive) 방식 반폐쇄 재호흡기
반폐쇄 재호흡기는 액티브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새로운 형태의 패시브(passive)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다. 패시브(passive) 방식의 원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액티브 방식과 비교
하여 패시브(passive)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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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의 주입이 다이버의 분당소모부피(RMV)와 비례한다. 개방식 스
쿠바와 비교하여 최대 효율이 80%까지 향상된다.
2.	수심을 보정하는 기능성 호흡주머니를 채택한 장비는 산소 성분
을 더욱 정확하게 유지한다. 산소 성분의 편차가 약 3% 미만으로
정확하게 조절된다.
3.	산소부분압의 편차가 적기 때문에 무감압한계시간/감압계산이 용
이하다.
완전폐쇄 재호흡기 (Closed-circuit Rebreathers)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반폐쇄 재호흡기와 다르다.
1.	호흡순환계에서 기체가 주기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상승시 예외)
2.	호흡순환계 내부의 산소성분이 수심에 따라 변하며 대신 산소 부
분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3.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산소와 희석기체(공기, 나이트록스, 헬레옥스,

근래의 재호흡기는 전자식 뿐만 아니라 헬륨을 포함하는 혼합기테
다이브컴퓨터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트라이믹스 등)를 별도로 장착한다.
전자식 완전폐쇄 재호흡기
(ECCR=Electronic Control Closed-circuit Rebreathers)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는 산소를 산소 센서와 연결된 전자장치에 의해 조절되며 전자
식 산소 주입밸브로 산소를 주입한다. 이 형태의 장비는 매우 복잡하여 과거에는 자주 고장이 발
생하곤 했다.
일부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는 수동식 장치도 함께 갖고 있어서 장비 고장에 대한 안전
성을 향상시켰다. 근래에는 자동차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전자장비의 발달에 의해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 역시 보다 안전하고 세련되게 발전하였다.
최근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 중에는 내부적으로 산소센서 이상, 이산화탄소흡수제 사
용량, 배터리 잔량 등을 자동으로 점검하며 혼합기체 다이브컴퓨터가 내장된 기종들이 개발되어
보다 안전도와 편이성이 증대되었다.
수동식 완전폐쇄 재호흡기(MCCR=Manual Control Closed-circuit Rebreathers)
수동 완전폐쇄 재호흡기(MCCR)는 산소 부분압을 산소 흐름율 또는 운동량과 연계된 패시브
(passive) 방식의 주입장치로 조절한다. 이 형태의 재호흡기는 산소 흐름율을 잘 못 선택할 경우
반폐쇄식과 같은 방식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산소 부분압을 항상 동일하게 유
지하지 못한다.
수동 완전폐쇄 재호흡기(MCCR)는 희석기체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
로 호흡주머니의 수축에 의해 주입밸브가 개방된다. 사용자는 작동 산소부분압 또는 셋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산소부분압을 변경할 수
도 있다. 호흡순환계의 산소부분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호흡기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여러 개의 산소 센서와 최소 한 개 이상의
산소부분압 표시장치를 갖추고 있다.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반폐쇄 재호흡기보다 복잡하며 수동 완전폐쇄 재호흡기(MCCR)는 호흡기
체의 산소부분압이 안전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폐쇄 재호흡기와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기체를 사용하고 일정한 산소부분압을 유지하여 감압에
유리하다는 점 등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산소 재호흡기, 완전폐쇄 재호흡기, 반폐쇄 재호흡기 등의 장비는 각자의 형태마다 고유의 장점

수동식 완전폐쇄 재호흡기 키스
클래식 (KISS Classic)과 사용중인
다이버

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재호흡기의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재호흡기를 사용하려는 목
적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재호흡기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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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 체계의 태동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빙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성장한 SDI.TDI.ERDI는 처음 설립 당
시의 목표를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94년 최초로 설립된 TDI를 시작으로 짧
은 기간 동안 수 많은 혁신을 통하여 현재 세계 25개 지부, 100여 개 국가를 관장하고 있다. SDI.
TDI.ERDI는 스포츠 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 응급구난 다이빙을 총괄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교
육기관이며 RSTC(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와 EUF(European Underwater
Federation)의 멤버인 동시에 ISO인증을 받은 최상급 교육기관이다.

SDI : Scuba Diving International
TDI : 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
ERDI : 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
SDI.TDI.ERDI의 초기 설립자들은 1994년 오늘날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
의 다이빙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TDI를 설립하였다.
TDI는 나이트록스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까지, 그리고 동굴이나 난파선 등 테크니컬 다이
빙 및 수심 100m까지 혼합기체로 다이빙하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하여 훈련 교재와 도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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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정의욱
(SDI/TDI/ERDI Korea 본부장)

함으로써 체계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TDI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수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테크니컬 다이빙 초기에는 많은 다이빙계 지도자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은 일반 다이버들이 접
근하기에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TDI는 이런 두 가지 편견을 세미나, 출판
물, 효과적인 훈련 교재 등의 교육적인 과정을 통하여 불식시켰다.
점차 일반 다이버들도 테크니컬 다이빙에 존재하는 위험성이란 극
복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과 테크니컬 다이빙이 배우기에 그리 어
렵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다이빙 계에서는 더 이상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게 되었으며 나이트록스와 같은 과정
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과정 중의 하나가 되었다.

SDI - 스포츠 다이빙 교육의 혁신
1998년 TDI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스포츠 다이빙 부문을 설
립함으로써 SDI가 탄생하게 되었다. SDI는 강사들의 요구에 따라
의견과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
에 오늘날의 다이버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며 가장 수익성이 높
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SDI는 과거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는 또 하나의 교육
기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이 지난 십여 년간 SDI가 새롭게 정
립한 교육체계들은 대부분의 교육단체에서 답습하며 스포츠 다이
빙의 세계적인 교육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면, SDI는 세계 최초로 오픈워터 과정에서 다이브테이블을 가르
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모든 다이빙에서 다이브컴퓨터를 필수장비
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SDI는 세계 최초로 다이빙 교육의 새로운 형태인 이러닝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의실 대신 온라인 상에서 학
과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당시 다이빙 교육기관 중 누구도 실현
하지 못했던 혁신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응급상황 시 다이버에게 필요한 CPR/응급처치/산소
공급자/제세동기(AED) 과정이 모두 합쳐진 CPROX1st-AED 과정,
솔로(Solo) 다이버 과정, 최초로 만 10세부터 오픈워터 과정 실시,
장애인 프로그램(다이버 등급부터 강사등급까지) 등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응급구난 다이빙 (ERDI)
SDI의 설립에 의해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을 연계하
여 모두 가르칠 수 있게 된 SDI/TDI는 이어서 2000년에 국제 조직
을 갖춘 최초의 응급구난 다이빙 교육기관인 ERDI를 설립하였다.
응급구난 다이빙 기관인 ERDI는 시카고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많
은 주(state)의 경찰 및 연방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였
고, 국내에서는 지난 수 년간 공군항공구조단 등에서 교육이 진행
되어 이후 정식으로 대한민국 공군 본부의 교육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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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의 강점
2000년 출범한 한국 SDI.TDI.ERDI 본부는 지난 십여 년간 한국
다이빙 교육의 태풍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부분의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은 TDI를 통하여 국내에 소개되었고 타 단체의 테크니컬 다이빙
레이스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에도 가장 많은 테크니컬 다
이빙 프로그램과 강사, 트레이너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큰 테크니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SDI의 성장이다. 오랜 불황과 다이빙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SDI는 평균 21%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SDI.TDI.
ERDI 만이 갖고 있는 진보성과 한국 본부의 저돌적인 정책에 힘입은
결과이다.

완벽한 한글 매뉴얼 체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우선 한국 본부는 모든 교육과정의 한글 매뉴얼 확보를 목표로 현
재 40여권의 한글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저가의 가
격 정책으로 누구나 한글 매뉴얼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이 것
은 한글 매뉴얼 없이는 표준화된 교육과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어렵
다는 SDI.TDI.ERDI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의 강자 이러닝 (E-learning)
2011년 SDI.TDI.ERDI는 국내 최초로 한글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100 이상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
치고 있다. 더욱이 회원 가입이나 별도의 정보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접속하여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다이버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SDI.TDI.ERDI에서 제공되는 한글 이러닝 과정은 오픈워터 다이버, 스페셜티(대심도, 야
간, 수중 길찾기, 보트, 심폐소생/산소공급자/응급처치), 나이트록스 다이버, 강사 교환교육
(crossover) 등이다. 역시 모든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SDI.TDI.ERDI는 향후 전 과정을
이러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교재 선도
2012년부터 SDI.TDI.ERDI에서는 강사용 규정과 절차 교재를 이북(E-book) 형태로 그리고 각
종 동영상 강의 등을 강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파격
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즉, 스마트폰에 자료를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및 자습교육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 한 장소에 모여서 일주일 이상 실시하거나 주말만 저녁반 등으로 실시했던 강사교
육의 이론교육 부분을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강의를 통하여 약 40여 시간
자습형태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시간만 모여서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DI.TDI.ERDI
는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비디오와 이북을 사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현장 발급체계(ISCP)
SDI.TDI.ERDI가 갖추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정책
중의 하나는 바로 현장(다이브센터, 리조트 등)에서 자
격증을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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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바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DI.TDI.ERDI 한국 본부에서는 일정
규모를 갖춘 모든 센터 및 리조트에 자격증 발급기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우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교육생은
물론 센터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특히 지방은 물론 해외 센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다림 없이 자격증 발급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
SDI.TDI.ERDI 한국 본부에서는 강사들이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보급하고 활동적인 강사들
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
다. 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30~60개의 자격증을 발급한 강사에게 무상 또는 마일리지를 차감한
가격으로 장비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6년, 2009년, 2010년 :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 무상 제공
•2007년, 2008년 : 테크니컬 다이빙 BC 무상 제공
•2011년 : 사이드마운트/스테이지 호흡기 세트 무상 제공

풍부한 시청각 교재 무상 제공
SDI.TDI.ERDI에서는 모든 파워포인트, 영상교육자료, 사진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높은 가격
때문에 소속 강사들과 다이버들이 자료 구입과 활용에 소극적인 것 보다는 마음껏 자료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SDI.TDI.ERDI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장학생 강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 교육비를 할인해주는
대학생 ITC와는 달리 모든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재, 등록 비용 등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이빙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

SDI.TDI.ERDI 미래
SDI.TDI의 한국본부가 설립된 시기는 2000년 7월이다. 이 당시만 해도 교육단체의
기능은 자격을 인증해주고 강사들에게 규정관련 업데이트 세미나를 해주는 정도의
소극적 기능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SDI.TDI.ERDI 한국 본부는 설립 초기부터 테크니컬 다이빙을 비롯한 각종
스페셜티 세미나와 파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였으며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매뉴얼의 한글화와 자격증 발급 및 행정절차의 자동화를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교육이 모바일
(스마트폰, 타블렛 PC), 이러닝 등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SDI.TDI.ERDI는 과거 군림하던 교육 단체들의 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교육 지
원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SDI.TDI.ERDI는 다이버는 물론
강사들에게 가장 경쟁력 있고 사업성이 높은 독점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다이빙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SDI.TDI.ERDI의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두려운 눈으
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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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의 만찬에 쓰였던 건배
주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미자로 담근 술과 쌀로 빚은 막걸리였다.
기존의 막걸리와 오미자주를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하여 각국이 수장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이제는 막걸리가 더 이상
농부들만이 마시는 농주(農酒)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계인의 입맛에 맞게 변모하고 있다.
요사이 웰빙 트랜드에 발맞추어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효과가 검증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고객을
특별히 대접하는 음식, 한국 방문 기념으로 구입해 가는 선물용으
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농주에서 세계인의 술로…
막걸리는 가장 대중적인 우리나라 전통주이다.
예로부터 농민들은 밀과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으
며, 서로 하나임을 느끼고 힘겨운 노동에 흥과 힘을 돋우기 위한 활
력소로 쓰여 농주(農酒)라 불려왔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발표에 따
르면, 파네졸이라는 항암효과가 있는 성분이 막걸리에 많이 들어 있

전통술!

고, 막걸리를 마시면 체내 콜레스테롤이 조절되고 다이어트에도 효
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막걸리 한 병에 요구르트 100병 정도의 유
산균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요산이
몸에 축적되면 손발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이 오게 되는데, 막걸리는 요산수치 하락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막걸리 속에는 비타민B와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여성들에

우리가 잘 알지 못
하였던 우리나라
술의 대 변신

게는 피부를 투명하게 해주는 피부미용효과도 보이는 등 맥주정도
의 알콜 도수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막걸리야 말로 적당하게 마시
면 어떤 술보다도 건강에 유익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막걸리의 대변신
막걸리가 예전방식처럼 제조되어 텁텁한 맛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면,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걸리
의 맛과 향, 영양성분까지 보강되면서 대변신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술로 인정받아 가고 있다.
일본인들이 잘 찾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막걸리의 판매량도 급속
도로 증가추세라고 한다. 막걸리의 효능이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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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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에게 맞도록 그 맛을 업그레이드 된 탓이
기도 한다. 이제 막걸리는 한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한 병 정도는 구
입해서 맛을 보고, 선물용으로 구입해 가는 품목으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는 것이다.

가양주(家釀酒)를 아시나요?
가양주란 집에서 담근 술을 말한다. 지금도 집집마다 어머님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과실주가 한 두가지정도 집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통적인 누룩으로 빚은 가양주와는 조

금 다르지만, 우리의 독특한 술 문화가 가정 깊숙이 들어와 있
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과거 우리조상들은 가정에서 술을 빚어 마셨다. 이때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갖가지 방법으로 술을 빚어온 탓에 맛과
향이 다양했다. 전통주는 이 가양주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
다. 가정에서 빚은 술은 그 집안의 가풍과도 같은 맛을 지니고
있었으며, 평소에 준비해 두었다가 식사 때나 손님을 접대할 때
쓰였다. 손님에게 밥과 술을 권하는 우리사회의 문화 속에서 자
기 집에서 정성껏 빚은 술을 대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연암 박지원은 술 낚시로 벼슬을 낚았다.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술을 즐기는 애주가였고, 술 낚시로
벼슬을 얻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연암은 집안에서 만든 가양
주를 맘껏 마시고 싶었지만, 부인은 그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손님이 와야만 겨우 술을 내놓곤 하였다. 연암은
바깥을 기웃거리며 은근히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고, 손님이 오
지 않는 날에는 멋진 풍채를 지닌 양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
다가 “저희 집에 가서 약주 한잔하실까요?”라며 손님을 낚시질
하듯 끌어들였다. 어느 날 사인교를 탄 이승지가 그 낚시에 걸
렸고, 그의 호방함에 감동하여 벼슬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처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술을 빚어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약주문화가 있었다.

효능 면에서 뛰어나다.
기침과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는 매실주, 식욕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모과주,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하고 체내
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복분자주,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
과 중풍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솔잎주, 혈관 확장에 효
능이 있어 장수주로 인정되는 국화주등 매우 다양하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만찬에 쓰인 오미자주는 피로회복에

과음을 경계하는 계영배의 깊은 뜻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전통주이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철철

우리민족에게 절제된 음주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

이 각기 다른 재료로 술을 담아 오셨고, 담궈 놓은 술을 건강

는 것이 계영배이다. ‘욕심을 경계하고 정도를 지키며, 과음하지

유지를 위한 보약으로 한잔씩 권했고, 때로는 집안 깊숙이 보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술잔으로 여기에는 7할 이상의 술

해 두었다가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던 것이다.

을 따르면 술이 전부 없어진다. 이 원리를 ‘사이펀 원리’라고 하
는데, 잔속에 관을 만들어 그 관의 높이보다 높게 액체를 채우
면 관속과 액체의 압력이 같아져서 수압차에 의해 액체가 흘러

전통주의 한류열풍을 기대하며…

나오게 되는 원리이다. 우리조상들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술

‘흰 노을 같다’는 백하주, ‘술 빛깔이 푸른 파도 빛을 띈다’는

잔에 응용하여 과음을 경계했다. 계영배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

녹파주, ‘연꽃 향기가 난다’는 하향주등 그 이름만 들어도 은은

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당시 우명옥이라는 상인은 자신

한 향기가 배어나오는 우리나라 전통주가 많다. 전통주는 그 깊

의 방탕한 삶을 뉘우치면서 계영배를 늘 곁에 두고 과욕을 경

고 순한 향과 맛으로 술을 마시는 흥취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

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라 약리성까지 갖고 있어 효능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얼마 전 인천면세점 내에 전통주 전문매장이 문을 열어 외국

세계수장들의 피로회복을 책임진 오미자주

인을 대상으로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적당량의 술은 위를 자극하여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

전통주를 명품주로 세계화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용을 한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술을 마셔주면 효과를 볼 수 있

프랑스의 포도주, 일본의 사케, 중국의 고량주등 세계의 많은

다. 또한 알콜의 연소로 생긴 에너지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

나라들이 저마다 고유한 전통주를 가지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가 있어서 한기를 느끼거나 저혈압인 경우 술을 마시면 근육이

나라의 전통주가 그 독특한 맛과 효능으로 세계인에게 인정받

완화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는 술로 자리잡기 위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

전통주에는 이런 술의 순기능에 약리성이 첨가되어 있어 그

다.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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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체조 요정 나디아

코마네치

어린 그녀에게 체조봉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다.
하지만 나디아 코마네치는 최초로 10점 만점을 받았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이나…….
그녀의 눈빛이 말해 준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글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
대학에서 박사학위(미디어전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
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중재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
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
혹 도시에 말걸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
라〉가 있으며, 다문화 TV 프로그램, 아동
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TV
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깜찍한 요정 같은 한 소녀의 도전을 담은 아디다스의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었다.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소녀는 바로 30년 전 전설적인 기록을 내며 혜성같이 세계무대에
등장했던 나디아 코마네치.
1961년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나디아 코마네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소녀였고, 그
녀의 어머니는 그런 나디아를 위해 유치부 체조팀을 찾았다. 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디아
는 체육관의 크기와 뜀틀, 평균대, 평행봉과 같은 각종 기구에 매료되었다. 그 때부터 체육관
은 그녀의 놀이터이자 에너지를 분출하는 장소였으며, 꿈을 키워가는 전당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조 꿈나무를 찾던 카롤리 부부는 똘망똘망한 눈동자에 몸이 유연하고
열정적인 나디아를 발견한다. 이렇게 해서 나디아는 오네슈티 부속 체조학교에 입학하게 되
고, 본격적으로 체조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남들보다 두 배의 힘든 연습을 견디면서 마침내 기대하던 전국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
나디아. 그러나 9살 때 참가한 이 대회에서 그녀는 생애 최초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다. 연습
할 때는 늘 완벽하였는데도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쓰라린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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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두 배의 힘든 연습을 견디면서 마침내 기대하던
전국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 나디아. 그러나 9살 때 참가한
이 대회에서 그녀는 생애 최초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다.
연습할 때는 늘 완벽하였는데도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기량을 더욱 닦아
이후 참가하는 모든 경기에서 승승장구하며 이름을 떨치게 된다.

으로 그녀는 자신의 기량을 더욱 닦아 이후 참가하는 모든 경기에서 승승장구하며 이름
을 떨치게 된다.
1975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에서 그녀는 대회사상 처음으로 10점 만점
을 받아 체조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 대회에서 개인종합우승을 포함하여 4개의 금메달을
땄다. 이듬해 1976년, 코마네치는 14살의 나이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올림픽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완벽한 이단 평행봉 연기로 올림픽 사상 최
초로 10점 만점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대회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더 10점 만점을
기록한 것이다. 153cm, 39kg의 작은 새와 같은 코마네치는 마침내 개인경기에서 세 개의
금메달과 한 개의 동메달, 단체종합에서 은메달 한 개를 획득하며 전 세계에 루마니아 체
조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온 세계가 체조 요정 나디아 코마네치에 열광하였으나 정작 그녀의 삶은 새장의 새와도
같았다. 독재 정권 하에서 감시와 규제가 뒤따랐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체중도 불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급료가 너무 적어 어머니도 계산원으로 일
해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지주였던 카
롤리 부부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그녀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체조연맹에서 근무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감시당하는 신
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자유롭게 훨훨 날고 싶었던 그녀는 1989년,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11월 영하의 날씨를 뚫고 철조망에 찔려 피범벅이 되며 헝가리에 도착한 그녀
는 이후 오스트리아를 거쳐 마침내 미국으로의 망명에 성공한다.
1993년 체조선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20세기를 빛낸 최고의 여자선수로 뽑힌
코마네치. 인간의 한계를 넘어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였을 뿐 아니라 체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녀는 도전과 모험, 그리고 가능성을 스토리텔링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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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동기부여가 필요해!
★ 지식 다음에 오는 것?

지난 호 칼럼 말미에 필자가 언급했다.
“창의력엔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식이 많으면 다각도로 풍부한 조합과 해석이 가능해
진다. 통합·융합·통섭의 시대에 많은 사람 및 책과의 지식 교류는 풍부한 조합과 해석을 도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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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수 있다.”

이처럼 지식 축적은 창의력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빠
르고 명확한 방법은 바로 ‘독서’라고 했다.
이를 지고지순하게 받아들인 그대는 지난 두 달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단언하거니와, 창의력 계발은 머리가 아니라 그대의 실천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핵심요소 5가지(지식, 동기부여, 다양성, 동심, 기
법) 가운데 ‘동기부여(motivation)’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 동기부여, 백만 마력 엔진!
“일은 왜 하는가?”
“책은 왜 읽는가?”
“운동은 왜 하는가?”
물론 이런 행동을 하는 덴 나름의 까닭이 있다. 인간 행동엔 그걸 부추기는 어떤 욕구
가 존재한다. 그 욕구를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끊임없이 행동하게 하는 심리적 과정
이 바로 ‘동기부여’(motivation)다. 쉽게 말해, 거대한 항공모함의 엔진처럼 대양(大洋)을
거침없이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의지(will)가 동기부여다.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
전 IBM 회장 토마스 제이 왓슨의 얘기로,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잘 일깨워준다.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은 보통 일을 할 때 자기능력의 약 20~30%만을
발휘하지만,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능력의 80~90% 가까이 발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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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nuity, creativity,
originality, creative ability

“한 올림픽 경기의 400m 경주 준결승전에서 한 주자가 결승전에 올랐다. 경기 직후 인
터뷰를 한 그는 자신의 기록에 도취돼 큰 소리로 말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정말 굉장한
거지요. 올림픽 결승전에 올라가기를 항상 원했거든요.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는 행복하게 걸어 나갔다.”
이 선수의 결승전 성적은 어땠을까? 그대의 예상대로다.
‘꼴찌’였다.
꿈에도 그리던 목표를 이미 이뤘기에 결승전 성적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기
필코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동기부여가 몽땅 사라져버린 결과다.
동기부여는 창의력 계발에 더 없이 소중한 요소다. 가령 출중한 창의력의 소유자라 할
지언정 그런 능력을 자발적으로 발산하게 만드는 것은 동기부여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
다.
필자가 힘들어하거나 흐트러질 때마다 옆에서 항상 동기부여를 해주는 명구(名句) 하나
가 있다.
“I will not say I failed 1,000 times, I will say that I discovered there are 1,000 ways
that can cause failure. (나는 1,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
했다.)
그저 그런 보편적 동기부여 상태에선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수준의 인
식은 동기부여가 지극(至極)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가능하다.
20세기 최고의 창의적 인물 두 사람이라면, 단연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을 꼽을 수 있다.
위 명구의 주인공은 에디슨이다. 수 천 번에 이르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지극의 동기부여
가 이뤄진 덕분에 그는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
그대는 한 조직의 리더다.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창의적 결실을 끌어내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음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 위기감 조성!
• 치열한 경쟁의식!
• 적절한 보상!
• 명확한 목적의식!

이 네 사안들이 잘 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구성원들에게 최상의 동기부여가
이뤄질 수 있다. 지면상 이 가운데 ‘위기감 조성’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 위기감 조성, 싫지만 좋은 친구!
창의력을 계발하고 그걸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해선 머릿속을 쉼 없이 흔들고 자극해야
한다.
그런 자극은 자발적인 것과 비(非)자발적인 것으로 나뉜다. 자발적 자극이란 능동적으
로 창출되는 자극으로 호기심을 꼽을 수 있다. 뭔가에 끌린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 손과 눈이 간다.
다음으로는 비자발적 자극을 들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삶의 코너에 몰리면 인간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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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받는다. 벼랑 끝에 서면 비상(飛上)을 꿈꾸는 게 인
간의 본성이 아닌가.
“벼랑 끝으로 오라.”
“아니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안돼요. 추락하고 말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라”

Danger

Opportunity

결국 그들은 벼랑 끝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들을 밀었다.
그러나 그들은 추락하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하늘을 비상할 수 있었다.

위기를 통해 동기부여가 이뤄지면 창의력이란 큰 성장을
약속 받는다.
위기엔 사방에다 눈과 귀를 열어둬라. 과거의 위대한 혁신

작가 기욤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라는 제목의
시다.

과 아이디어는 모두 위기를 통해 재탄생했다. 위기를 겪으며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창의적 아이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성공의 절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롯되었고, 실패

디어를 이끌어냈다. 그래 위기(危機)를 가리켜 기회(機會)라
칭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

는……. 각설탕 하나로 동해 바다 물을 달콤하게 만들 정도
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낸다. 기발한

손자병법 모공(謨攻) 편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혁신과 창의력이 유난히도 위기상황에서만 자주 출현하는

장수와 졸병, CEO와 말단사원, 상사와 부하직원이 모두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동일한 욕구를 가진다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는 의미다.

삶의 고비에 서면 종종 뭔가가 터진다. 두뇌의 강력한

이처럼 구성원들의 목표에 대한 공감지수가 높고 강할수

자극제로 위기만한 게 없어서다. 위기는 지금까지 가던 길

록 그 조직의 목표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동기부여도 그런

을 더 이상 계속 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마지막 경종

틀 속에서 다뤄지고 계획될 때 탁월한 창의력으로 나아갈

이다.

수 있다.   

위기에 눈을 감으면 운 좋게 피해갈 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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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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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인간의 오만이 부른 비극,

딥 블루씨
DEEP BLUE SEA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97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 ‘죠스’가 탄생한 이후
상어영화는 공포 영화의 한 장르를 차지하며 명맥을 이어왔
다. 레니 할린 감독의 ‘딥 블루 씨(deep blue sea, 1999)’ 역시
상어영화의 계보를 잇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수잔 맥칼레스터 박사는 키메라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알츠
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이지만, 지원 중단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최종 실험을 앞두고 프랭클린 회장을 찾아간 그녀는 곧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한다.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 프랭클린 회장은 수잔과 함께 바다에
건설된 연구기지 ‘아쿠아티카’를 방문한다.
1세대 2마리, 2세대 암컷 1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치
매 치료제에 대한 실험이 성공이라고 판명된 순간 상어들이
무차별 공격을 가해 온다. 해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연구실
은 파괴되고, 연구원들은 상어들의 공격을 받아 무참하게 살
해된다.
이러한 비극의 근원은 수잔의 과욕에서 찾을 수 있다. 알츠
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를 둔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수잔은 상어의 뇌
수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양이 너무 적
다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상어를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
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치료제를 개발할 양은 확보되
었으나 상어들은 커다란 두뇌를 가져 영리하게 되었고, 예상
딥 블루씨 Deep Blue Sea, 1999
감독 레니 할린

치도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적 수준이 높아진 상어들은 총을 피해 달아나고, 도구를

배우 토마스 제인 / 새프론 버로즈 / LL 쿨 J

사용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마침내 자유를 찾기 위해 연구원

장르 액션 / SF / 호러 / 스릴러

들을 이용하여 탈출구를 찾아낸 똑똑한 상어들.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시간 104 분

상어를 이용하여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잔에

개봉 1999-09-11

대해 상어조련사인 카터는 이 일은 진보가 아니라며 반박한

국가 미국

다. 아쿠아티카에 갇혀 상어의 공격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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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서로 분열되고 갈등한다. 이 때 프랭클린 회장이 서로 마음을 합쳐 이곳을 빠져 나가자
고 일행을 다독거리는데, 그 순간 상어가 나타나 한입에 그를 삼켜 버린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
한 사건에 사람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떤다.
다시 힘을 내 탈출을 시도한 일행 가운데 수잔, 카터, 그리고 요리사 프리쳐 세 명만이 가까스
로 살아남아 지상으로 올라온다. 그들을 따라 온 마지막 상어 한 마리.
상어가 원했던 것은 깊고 푸른 바다(deep blue sea), 그 속에서 마음껏 헤엄쳐 다닐 수 있는
자유였다. 수잔은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상어를 처치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바다 속에 뛰
어들고, 다리를 다친 요리사 프리쳐와 카터가 협공하여 상어를 퇴치하면서 비극은 막을 내린다.
상어의 피로 붉게 물든 바다.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이 가져온 불행을 지켜보며, 동물 실험의 유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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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가슴뛰게 하는

바다의 친구들
바다의 우주선
-

lay
우주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육지에서 가끔 우주

선을 보았다는 뉴스들을 접한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본 것이 우주선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
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바닷속에서 우주선과 같은 레이의 신비함을….
하얀색에 검은 무늬들이 얼룩얼룩 있으며 우아한 몸짓으로 하늘하늘 신비한 바다속을 유영하
는 그들이 있다. 때로는 무리를 이루어 침략자처럼 돌진하는가 하면, 어쩔 때는 아름다운 춤을 추
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 순하디 순한 눈빛으로 인간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앞에 나타나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이며 춤을 춘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혹적인 자태는 우주에서 온 존재들처럼 신비롭고 궁금하게 만든다.
그들이 내 머리위로 휙하고 지나갈때는 숨이 벅차오름을 느낀다. 인생에서 이러한 황홀함을 느
낄 수 있는 날들이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도 순하고 정감어린 눈빛은 나의 측은지심을 한껏 부축인다. 대
부분의 생물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 친구들은 그 커다란 육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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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플랑크톤을 삼킨다. 가끔 이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우아한
몸짓을 하며 커다란 입을 한껏 벌려 플랑크톤을 흡입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경이롭기 조차
하다.
때로는 이들이 서로를 유혹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다. 서로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서로의 애
정어린 눈빛을 교환하며 춤을 추는 장면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신비롭다. 이렇게 신비로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들은 나에게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다.

공포의 도가니
-

shark
죠스다! 이 영화 한편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어가 아주 흉측

한 생물로 자리잡아 버렸다. 이런 연유로 처음 화이트 팁이라는 상어
를 보았을 때 숨이 멎는 듯한 두려움에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눈에 보였던 상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쓰윽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
스러운 식사를 뒤로 하고… 아니 이건 아닌데, 내 머릿속의 상어는 늘
인간을 잡아먹는 고약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 경험 이후로는 상어를 보면 점점 그 생김새를 귀엽게 생각하게
되었다. 평상시에는 아주 눈이 나빠서 물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니 가여운 생각도 든다. 그들도 아주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 사랑을
받고 싶을지도 모른다. 조물주의 선택인데 어찌하랴! 그들이 무리로
다가올 때는 아직도 긴장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약간의 안도감이 생기
면서 한 생물체로서 존중해야 겠다고 다짐한다. 가끔 뉴스에서 백상아
리가 인간을 공격하여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사람이 공격하지 않는 한 인간
을 공격하는 것은 무언가 그들을 건드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어와 같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같이 유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우
리와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지만 그들도 순정이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사실 상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삭스핀이라는 재료를 얻고자 상어를 잡아 생
명과도 같은 지느러미들을 베어내고 바닷속으로 버려진 상어가 바닥
에서 숨만 헐떡거리는 모습에 너무도 잔인한 사람의 속성이 보인다. 또
한 이미 인간이 쳐 놓은 어망에 무분별하게 포획당하여 개체수가 줄
어들고 있으니 공포의 도가니는 인간이지 결코 상어가 아닌 것이다.

경건함의 극치
-

whale
고래가 나타났다. 순간 스킨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아주 커다란 몸짓으로 물살을 가르며 어딘가의 꿈을 향해 전
진하는 모습으로 유영해 간다. 고래는 꿈이다.
왜 그들의 몸은 이렇게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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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크기의 몇배인 그들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이유는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때문
이라고 하니 가슴 한켠이 찔린다. 이렇게 순한 고래들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고래상어가 순하디 순한 모습으로 새우를 한웅큼 삼키는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들의 등에 배의 엔진에 찢긴 상처를 보거나 상처를 입어도 유유히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조차 하다. 고래가 자신의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 너무도 넘치는 모정의 깊이에 감동
을 받는다. 얼마전 동해에서 병코고래떼들이 나타났는데 한 고래가 죽어가자 그 고래를 살리고자
다른 고래들이 애를 쓰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적이 있었다. 서로 번갈아가며 죽어가는 고
래가 가라앉지 않고 수면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면으로 올려주는 모습이 얼마나 감
동스러웠는지 보는 내내 눈물이 났다.
귀여운 돌고래들도 있다. 배가 움직이면 그 배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온다. 또한 돌
고래쇼를 보여주기도 하니 그 얼마나 귀여운지….
이들의 사회도 인간이 침범하지 않는 한 나름대로의 질서의식을 가지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
아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일까?

침략자의 행진
-

schools of fish
반젤리스의 1942 콜럼버스에 나오는 음악이 울리며 침략자들이 전

진하며 앞으로 돌진한다. 바라쿠다떼들의 행진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
리우며 한 방향으로 전진해간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이들은 떼로 몰려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흩어진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나 행진을 시작한다. 이들은 어디
로 가는 것일까? 몹시 궁금해진다.
싯파단에서 무리를 이루며 먹이를 찾아가는 페롯무리를 본적이 있
다. 커다란 누런 앞이발 두개를 드리우며 전진해가는 모습에 위협이
느껴진다. 순간적으로 칫솔이 있다면 이빨을 닦아주면 좋겠다는 생각
이 강하게 들었다. 어느 곳에서 엄청나게 큰 페롯무리들이 산호를 찍
어먹는 광경을 보았다. 그 커다란 이빨은 산호들을 무참히 부숴버리고
주변에 마치 사막회오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뿌옇게 만들어 도저히 시
야가 보이지를 않았다. 한참을 그들은 먹이사냥을 하고 다시금 줄을
지어 움직인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들 무리 중에 대통령이 있을
까? 나름대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들만
의 영역이 존재하는지?

내몸을 보여줘
-

eel
너의 몸이 보고 싶어 제발 제발 보여줘! 하지만 이러한 애절한 부탁

에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모래에 꼬리부분을 묻고 얼굴만 살짝
보이다가 인기척이라도 나면 어느 순간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 멀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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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살랑살랑 얼굴을 내밀며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 가끔 수중사진에서 그들의 자태가 드
러나는 장면을 포착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나 늘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면서 절대로 보
여주지를 않는다. 얄밉다. 모레일은 어떠한가? 늘 틈바구니에서 아주 귀여운 눈을 굴리며 날카로
운 이빨을 드러내며 꼭꼭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사냥을 위해 온 바다를 휘젖고 다닌다. 평상
시에 그 모습을 보여주렴 내가 많이 이뻐해 줄테니. 가끔 리본일이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기도 하다. 색상은 어찌 그리 이쁜지 그런데 이 놈도 절대 자신의 몸매
는 보여주지 않는다.
귀여워 귀여워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고기와 대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변화무쌍한 그들
-

Octopus
이들은 변신의 천재다. 로봇태권브이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

신을 시도하는 그들은 유쾌하기까지 하다. 가끔 만화나 공상만화속에
등장하는 괴물들이 이들의 모습과 닮아있기도 하다. 그 능글능글한
표정과 커다란 눈을 껌벅껌벅하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은 내 피부가 오
그라들기도 한다. 적을 만나면 색상과 모양을 자유롭게 바꾸며 여러
가지의 방어형태를 취한다. 이들의 연애스타일도 능글스럽기는 마찬가
지다. 유혹을 하여 애정을 표시할 때는 살포시 앉아 다리 하나를 상대
방에게 떡 내밀며 집어넣는다. 늘 징그러운 이미지와 울퉁불퉁한 외모에 호감도가 생기지는 않지
만 이들의 모정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하다. 이들의 모정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가며 자식들을 부양하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세상을 하직한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가?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하고 지양해야 할 자세이다.

내 몸을 나에게 맡겨줘
-

Cleaning Fish
나를 믿어봐! 나는 너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신문광고를 했

나? 어떻게 그 많은 생물들이 청소하는 물고기들을 알 수 있을까? 본
능일까? 무척 궁금하다. 영상매체나 사진속에서 직접 목격한 적도 있
지만 크리닝스테이션이라는 곳에는 늘 청소를 받기 위한 생물들이 나
타난다. 이빨이 무시무시한 상어도 우아한 만타도 사나운 곰치도 아
주 순하디 순한 모습으로 그들의 몸을 맡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지 지금도 미스테리하다. 이들은 청소를 하며 양분을 섭취하고 반면에
청소받는 고기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상호 보완하
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이들을 믿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나도 몸이 푹푹 쑤시니 맛사지나 받으
러 갈까? 난 돈을 주어야 하는데… 웬지 억울하다.

2012 May•June

173

스마트다이버운동 실천행동

“바다 식목일”을 아시나요?
바다 식목의 날 제정 기념 독도 수중 정화활동
내년부터 매년 5월 10일은 ‘바다에 나무를 심는 날’이다.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범국민적 관심 속에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조
류를 심는 날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정부가 세계 최초로 ‘바다 식목일’로 제정하였다. 내년부터 그
첫 시행을 앞둔 2012년 5월 10일, 우리 땅 독도에서 해양관련 단체들에 의해 뜻 깊은 행사가 진행
되었다.
앞으로 바다 식목의 날마다 펼쳐질 바다식목운동의 발상지를 독도로 만들고자,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인 SSI(이명섭 이사 외)와 울릉군특수수난인명구조대(박일관 대장 외)를 비롯한 총 40여
명의 인원들이 독도 수중 정화활동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해양심층수 생산업체인
(주)울릉심층수가 생산한 해양심층수 '청아라' 50박스를 구조대와 독도경비대, 독도 등대, 독도 평
화호 등에 전달하였다. 울릉군은 독도 평화호로 수중쓰레기 운반·처리에 도움을 주는 등 바다환
경보호에 민·관·기업이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이 행사를 하는
동안 경북일보에서 동행하여 심층취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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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이명섭(SSI 평가관)

일정은 이른 아침 울릉(사동)항에서 출발하여, 울릉군 독도 평화호로 입도해 기념식과 브리
핑을 진행한 후, 독도(동도)항 지역을 중심으로 수중 정화작업을 전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조

행사에 참여한 SSI 멤버들(왼쪽)
불가사리 작업(위)

류의 천적으로 알려진 불가사리, 성게와 수중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약 2톤가량 수거하였다.
현재까지 바다의 식목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2월 2일에 공포함에 따라 내
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지구의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4월 5일 식목일처럼, 5월 10일에는
수중생태계의 미래를 위해 바다에 해조류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예정이
라고 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 바다 속에는 갯녹음이라고 불리는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수온 상
승, 해양오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무성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수산생물도 동반하여 감소하
는 현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바다 식목의 날 제정으로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 식목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바다숲은 바다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바다숲은 수산
생물의 서식처가 되어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해조류는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들은 바다 식목일에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생
물 구제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민둥산이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식목일처럼,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바다숲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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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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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잠수의학
질문 : 손과 발의 지릿지릿한 느낌

완연한 봄이네요, 다이빙하기 좋은 때가 다가오니 정말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표제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습니다.
다이빙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이빙 시작 후에 발생된 현상이라서 이렇게 박
사님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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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는 2009년부터 시작했고, 나이는 39세입니다.
현재까지 약 20회 이상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였고, 작년(2010)부터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시작하여 매월 2~4회 수심은 최대 16~7M 정도, 보통 10M이내에서 놀다
가 출수하곤 합니다. 올해도 그와 대동소이하게 다이빙하고 있습니다.
(따~악 한번, 최대수심 27M정도까지 보트다이빙, 머문 시간은 약 20분 아주 천
천히 올라와서 안전정지를 하지 않았고, 30분 후 연속다이빙을 하였으며, 수심은
15M정도, 안전정지를 하였습니다.)
다이빙 스타일은 깊이 16M근처에서는 5분 정도로 머물고, 대부분 10M이내에서
놀다가 안전정지 없이 출수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출
수 시점에는 거의 5M이내에서 5분 이상 놀다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정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왼쪽 새끼발가락 부위에 찌릿찌릿함을 느낍니다.
다리를 쭉~뻗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오른쪽으로 오게 발목을 비틀면(태권도에서
옆날차기 모양) 심하게 찌릿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른쪽 팔을 앞으로 쭉~뻗은 상
태(손바닥은 오른쪽으로 보게…)에서 손목만으로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발에
서 느끼는 그런 찌릿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꼭 신경을 잡아당기는 듯한 증상입니다.
잠수와는 미관한 듯 하면서도 왠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원인과 대책을 좀 알려 주시면 다이빙
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1인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DAN SEAP 후원 다이버 긴급전화

댓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4시간) 운영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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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추간판 탈출증 (?)
우선 적어주신 증상과 다이빙력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이빙을 하신 내역과 하시는 요령 등을 적어주셨지만 손발이 찌
릿찌릿한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는 적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증

이빙 숍과 강사/가이드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서약
서를 쓰시면 해드리겠다고 하십시오.

상이 다이빙 이후 24시간 이내 나타난다면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해

이 정도로 말해 주어도 하겠다고 우기시는 고마운 산모가 계시다

야 하겠습니다만 평소에도 계속 나타난다면 일반적인 종합검진과 정

면 저라면 그런 서류를 만들어두고 적당한 수심(5-6미터 ?)의 체험

형/신경외과 등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적 조치가 필요해 보

다이빙 정도는 해줄 것도 같습니다만 글쎄요 ???!!!

입니다.
손과 발을 어떤 자세로 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감압
병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

질문 : 멀미와 다이빙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박사님
2007년부터 다이빙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170회 다이버

질문 : 임산부와 다이빙

입니다.
하지만 다이빙하면서 유일한 스트레스는 배멀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는 필리핀에서 현직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험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샵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건
강진술서 상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강사입장에서
설명해주고(박사님의 Q & A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좀 난

전날 음주도 문제겠지만 항상 멀미 때문에 고생합니다.
멀미약은 자주 복용합니다. 수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좋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90% 멀미합니다.
달팽이관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 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
이 듣습니다.

해한 부분은 전문의 분과 상의하시고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하

이런저런 민간요법도 통하지 않고, 멀미밴드도 효과가 없네요.

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내원해도 다이버에 관한 자세한 답변은 않해주시

하지만 아직도 정말 답답한 것이 임신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신에 관한 인터넷 자료나 P모 단체에서 만들어 낸 다이빙

네요.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과사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느낌도 들지 않고 중복되
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안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적잖
은 수의 산모(다이빙지식 전무)는 이를 무시한 채 다이빙을 하겠
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가 정보와 지식이 더 있
어야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께 문의
를 드립니다.
혹여 DAN이나 산부인과 학회 등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논문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멀미 – 다이버의 숙명 !!
배멀미(Motion Sickness)는 개인적으로 감수성의 차이가 심한 편입
니다.
저와 제 주인아주머니(채**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도 다이빙을
30년 가까운 세월을 해오면서도 멀미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기억
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약 2주 Live Aboard 여행을 하면서 심
하게 고생을 한 후 멀미가 줄어들더니 나중에 강사활동을 하다 보니

답변 : 출산하고 나서 다이빙 합시다
산부인과 학회는 산모와 다이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
다. 그것은 그쪽 학회로 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꺼낼 필요 조차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DAN 잠수
의학에서는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인지 멀미가 완연히 좋아졌습니다.
채** 트레이너도 최근 나이가 들어가면서 멀미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미는 약을 먹어서 멀미를 하지 않을 정도라면 심한 멀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어주면 됩니다.

현재까지 압력 자체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쾌하게 밝

멀미약을 먹어서 다이빙에 해로운 것보다는 멀미를 심하게 해서 구

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DAN에서는 임산부의 다이빙을 금지하고 있

토를 하고 탈수 상태로 다이빙 하는 것이 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

습니다.

니다.

강사/가이드로서 막무가내로 다이빙을 하겠다고 우기는 산모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약을 드시고 다이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는 “다이빙을 아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의학적으로

그러다가 가끔 약을 빼먹어 보시고 다시 멀미를 하는 경우에는 다

산모는 다이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시겠

시 약을 먹고 하면서 다이빙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희들처

다면 다이빙 중 그리고 추후 출산 후 산모나 영아의 상태에 대해 다

럼 멀미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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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때쯤이면 저처럼 나이 들어 은퇴를 종용 당하게 될지 모르

질문 : 스쿠버 직후 스킨 다이빙과 잠수병의 관계

겠습니다만 ^-^

작년 필리핀에서 스탭으로 있었을 당시에 펀다이빙 2회 후 스

SK 님의 경험담
저의 경우도 배 멀미를 심하게 한 편입니다.

킨다이빙을 하며 놀았답니다. 그 와중에 회원들끼리 스킨다이빙
경쟁이 붙어서 15미터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상승과 동시
에 코피가 났습니다.

군대시절(해양경찰) 얼마나 심했던지 4개월간 물만 먹고 구토를 하

그때 당시에 강사님이 질소가 어쩌고 저쩌고 간단한 설명을

다 보니, 처음에는 위액(노란색 액체)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진한 회색

해줬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잠수병과

의 액체가 나오더라구요,

코피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그 이후에는 정말 거짓말 하듯이 멀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심하게 한 번 하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도 있더라구요. 참고
만 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급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느라 이퀄라이징에 문
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만 스킨다이빙과 잠수병에
관한 여러 글을 여기서 읽어 보는 도중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겼
습니다. 어느 정도 몸에 질소가 녹아든 상태에서 스킨다이빙을
하게 되면 몸속의 질소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질문 : 편도 결석
목속에서 하얀색 이물질이 나와요.
그거 냄새 맡아 보니까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구요.
목속에 뭔가 혀에 자꾸 거슬리고, 양치할 때 또는 기침할 때
한번씩 나오네요,
혀 안쪽 끝에 있는 느낌입니다.
괜찮을까요? 아니면 무슨 병이 있는 걸까요?

답변 :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점 – 스킨 다이빙과 잠수병
스킨 다이빙과 잠수병이란 주제로는 몇 차례 토의가 본 게시판에서
있었고 저의 한결같은 주장은 “일반적인 스킨 다이빙(혹은 스노클링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스쿠바 다이빙에
서 보는 전형적인 잠수병은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토론이 해녀분들이 지속적으로 장시간 시행하는 스킨 다이빙
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었고, 여러 학자 분들이 이런 저런 이론

답변 : 만성편도선염
이런 경우 가장 흔한 것은 편도선 속에서 고름이 응고되어 밀려나
오는 소위 편도결석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인후 세척액
(Gargle - 가글)이 많이 있습니다. 케어가글/탄툼가글 등등

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녀들이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
고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는 해도 제가 알고 있는 해녀들의
활동 정도(수심/시간 등)를 봐서는 전형적인 잠수병(감압병)이 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제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몇몇 단체들이 스킨 다이빙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만들
어서 점차 깊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병 하나 구입하시고 작은 것도 하나 같이 구입하셔서 평소에도

그러면서 일정 수심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비록 수면에서 들이쉰

작은 병에 약을 넣어 다니시면서 식사 후에는 양치를 하신 다음 가글

공기가 1기압 상태였으나 90미터까지 스킨 다이빙으로 하강한다면 폐

액으로 세척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에 닿은 공기가 10 기압으로 바뀌고 비록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하더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편도선 적출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가급적이면 다이빙 관련 문제로 제한해주셨으면 합니
다. 의도와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지요.
다이버가 주신 질문이니 즐겁게 답은 드립니다만–
건강하세요.

라고 높은 기압의 압축된 공기를 흡입하는 경우 신체에 감압병을 일
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스킨 다이빙 용 감압테이블까지
출시해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이빙 직후 스킨 다이빙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감압병의 위험성
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이빙 직후 운동을 한다는
점이 걱정스러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SK 님의 답변

즐겁게 다이빙 하시고 스킨 다이빙도 즐기시길 ~~

죄송합니다. 게시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글을 올려서요.
아무튼 정보에 감사합니다.

질문 : 부비동 통증
강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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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박사님께 편도수술 받은 적이 있는 김**라고 합니다.

‘급작성 심방세동 부정맥’과 다이빙의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

얼마전에 두류풀앞에서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이빙을 6개월 이후 진료결과 차후 이상

다름이 아니라 교육생 중에 한 분이 하강속도가 아주 조금만

이 없다고 한다면 다이빙을 계속 즐겨도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빨라도 눈썹 윗쪽 부비동 공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
니다.

부탁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계속 멋진 활약 부탁 드립니다.^^

수영장교육만 마친 상태입니다.
매번 하강 시 문제가 되어서 하강라인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
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상승 후에는 코피가 납니다.
정확한 검진을 받아 보시고 싶어하셔서….
얼마전 뵈었을 때 대구에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박사님께 검진을 받고 싶어서… ㅎㅎ
계신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Controversies
이런 질환에 대한 이런 질문이 저와 다른 일반적인 DAN Doctor간
에 다른 내용의 답변이 나가는 전형적인 내용일 듯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신장염과 심부정맥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요즘도 가끔 심장부정맥이 다이빙 투어 현장에서 나타나서 주위의
친구 동료 들을 당황하게 하곤 하지요.
그래도 저는 다이빙을 계속해왔고 열흘 전에도 팔라우와 필리핀으
로 연거푸 다이빙을 다녀왔으며 별 문제없이 재미있게 수중 세계를 즐

답변 : 부비동 압착에 의한 출혈

겼습니다.
문제는 부정맥이 다이빙 하는 중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급 하강에 따른 부비동 압착으로 인한 것이고, 통증이 오는

특히 반드시 감압을 해야 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 부정맥을

순간 부비동 내부 점막의 혈관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부비동 속에 남

보이는 심장 상태로 수중에서 감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

아 있다가 경우에 따라 다이빙 후 몇일 간 출혈이 조금씩 혹은 다량

려운 일이겠습니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강 속도를 더 늦추시고 충분하게 압력 평형을 하면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전화주세요 010-4500-9113

무리한 프로필의 다이빙이나 무더운 날, 많이 추운 날, 본인이 알고
있는 부정맥 발인 요인이 있는 날 등은 다이빙을 피하시고 조심하면
서 다이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다이빙에 대한 욕
심과 애정이 포함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잠수 의학의 경우 부정맥은
다이빙을 말리는 심장 상태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질문 : 다이빙과 부정맥
안녕하세요. 박사님! 늘~~눈으로만 보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다이빙을 한지는 약10년 정도 되었
구요. 한달에 많이하면 4~5회 정도 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쯤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 듯하여 병원을 찾
아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급작성 심방세동 부정맥”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이름만 듣고 정말 큰일난 줄만 알았습니다. 이리저리 설명을
듣고 좀 안심은 되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후로 다이빙을 쉬고 있
는 상태입니다.
6개월가량 약을 먹으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
니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하시
더군요.
현재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알씩.(6개월 분량)
다이빙시 신체에 무리가 없도록 안전사항을 모두 이행을 하
고 정석적인 다이빙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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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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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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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과 다이빙
(Drugs and Diving)
글/사진 편집부

다이버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물에 들어가는 일들은 흔히

은 심장 흥분제인 아드레날린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다. 아드

있는 일이다. 지난밤 과했던 술을 깨울 수 있는 숙취제, 미약한

레날린은 심장에서 베타 수용체로 알려진 약물 수용체를 통하

증세를 완화시키는 두통제(파라세타몰(paracetamol, 예: 타이

여 작용을 나타내는데, 이를 차단함으로써 아드레날린의 영향을

레놀), 고혈압과 같은 장기 복용제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한

억제하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라 명명하게 되었다.

다. 하지만 다이빙을 할 때 어떤 약물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베타 차단제는 심근의 수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심장에 대한 부

않지만 어떤 약물들은 다이버를 위험을 직면하게 할 수도 있다.

하를 줄여주고 협심증을 완화시키며 심박출량을 감소시켜 혈압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약물이 신체에 미치

을 낮추게 된다.

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약물 자체의 영향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다이버는 심장 예비 박출량에 상당한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이 신체

제한을 가지게 된다. 만일 다이버가 거센 파도나 심한 조류와 같

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예

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육에 많은 양의 혈액

를 들면 대부분의 항생제는 폐의 압력 손상에 중요한 위험인자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중에는 베타 차단제는 기관지를
덮고 있는 근육에 작용해서 천식이나 폐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네 가지 분류로 나누면 다음과

다. 심장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베타 차단제조차도 천식을 일

같다.

으킬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은 녹내장 치료에도 사용되며 안약에 포함되어 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 (예: 당뇨병)

기도 하다. 때로는 많은 양이 몸에 흡수되어 몸 전체에 영향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 (예: 중풍 예방)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안약을 사용하는 다이버는 신체에 미치는

•질병은 없으나 사회적인 이유로 복용하는 약물 (예: 술, 담배)

전반적인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녹내장이 더 악화

•다이빙 관련 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 (예: 부비동염, 중이

되지 않는 방법을 전문의와 상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

염 관련 약물)

해야 한다.
또 다른 약물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혈
압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늘 관상동맥질환의 고위험 상태에

치료약(TREATMENT DRUGS)

있다.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은 임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미 진행 중인 경우가 있다. 이 약물은 다이빙 시 심박수 감소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약물에 의한 위험요소보다는 다이버

일으키는 다른 원인과 합쳐져 돌연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

다른 고혈압제

■ 심장약, 고혈압제(Caradiac and Blood Pressure
Medications), 베타 차단제(Beta blockers)

베타 차단제와 별도로 혈압을 낮추는 약물은 두 가지 분류에

여기에 속하는 약물들(예: atenolol, metoprolol)은 고혈압이나

오게 하는 약)가 있다.

관상동맥질환(협심증)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이들의 주된 작용

•혈관 이완제는 혈류 저항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말초혈관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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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혈관 이완제와 이뇨제(뇨 생성 촉진제, 즉 소변 잘 나

게(이완)하여 혈압을 낮춘다. 이러한 약은 프라조신(prazosin)
과 휄로디핀(felodipine)이 있다.
어떤 약물은 행동에 제약을 주어 앉았다 일어날 때 현기증을 유
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기증은 다이버가 출수하여 안전하게
보트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새로운 약물 중 하
나인 “ACE inhibitors”는 다이빙 시 마른기침을 유발하여 편안
한 호흡을 방해한다. 베타 차단제나, 베라파밀(verapamil)같은
칼슘이온 통로 차단제는 심장의 신경 상태에 영향을 주어 돌연
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뇨제는 뇨 생성을 촉진한다. 이것이 혈액량을 감소시켜서 혈

다이빙을 할 때 어떤 약물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어떤 약물들은 다이버를 위험을 직면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해서도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약물 자체의 영향 때
문에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항생
제는 폐의 압력 손상에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
는 것이다.

압을 낮춘다. 이뇨제는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증상은
없지만 다이빙 시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인 문제로는 심장 박동 리듬에 치명적인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약물이나 음식과 반응하여 혈압과 의식 상태에 영향

혈액량의 감소는 혈액의 점성도와 혈류역학에 영향을 주어 혈액

을 줄 수도 있다.

내 기포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류의 변화로 인해 기체의 흡수와
배출(감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항 경련제(Anticonvulsants, anti-epileptic drugs)

몇몇 이뇨제는 칼륨이온의 혈중농도를 감소시켜 심장 리듬에

이러한 약들은 대부분의 신경안정제와 비슷한 진정 작용이 있

방해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맥은 추위, 잠수반사,

다. 어떠한 형태의 간질이든 흔히 의식을 잃기도 하고 대뇌활동

과도한 활동 등의 영향에 의해서 더욱 잘 유발되고, 돌연사 증후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약물 작용에 대한 질소 마취의

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영향은 아직 증명된 것은 없지만, 이러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
고 몇몇 잠수상황(스트레스, 반짝이고 흔들리는 불빛, 산소와

■ 정신과적 약(Psychologically Active Drugs)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변화 등)이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신경 안정제와 진정제(Tranquillisers and sedatives)

따라서 간질과 그 조절을 위한 치료제(예: 페니토인,phynytoin;

이 분류의 약에는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상품명: 디아

카바마제팜,carbamazepam)는 안전한 잠수를 방해할 수 있다.

제팜, diazepam; 바륨, valium)과 바비추레이트(barbiturates)가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

■ 항 히스타민(Antihistamines)

한다. 과도한 불안만으로도 다이빙 시에 상당한 위험인자가 되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며, 약물학적으

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용한 약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로 정신과 약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작용(진정작용)도 비슷

수 있다.

하다. 다른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다이빙 시 같은 정도의 잠재적

정신분열증 같은 심각한 정신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분류의 신

인 위험이 있다. 게다가 만일 고초열(계절적 변화를 가지는 알레

경안정제인 페노사이아진(phenothiazine 예: chlorpromazine)을

르기성 비염) 치료 목적으로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복용할 경우, 이 약의 부작용과는 별도로, 정신분열증 환자는 현

다이빙으로 인해 귀나 부비동에 압력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상

실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약하므로 다이빙과 관련된 판단력에 장

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물들이 코나 목의 충혈을 완전히

애를 가지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치료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전된 다른 약물은 진정효

신경안정제와 진정제를 복용하면 졸음이 오고, 판단력과 문제해

과가 적지만, 부정맥 또는 기관지 수축(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결능력에 장애를 보이며, 사고하는 과정이 느려진다. 이러한 영
향은 모든 깊이에서 잠재적 위험을 갖지만, 질소 마취에 의해 더

■ 항생제(Antibiltics)

욱 강화된다.

이 약물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이빙과 특별한 관련
은 적다.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s)은 가끔 햇빛에 대한 광

항 우울제(Antidepressants)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항생체의 부작용으로 구토가 잘 일

우울증은 활동적인 다이버에게는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항

어나기도 한다.

우울제를 복용할 때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 상황, 특히 다이버가

이버는 여전히 약에 의한 해로운 부작용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

압력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주의를

다. 항 우울제의 몇 가지는 진정 작용을 일으키며, 더욱 근본적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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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Analgesics)

함된 에어로졸 분무제를 흡입함으로써 기관지 수축을 경감할 수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이

있다. 이러한 약물은 심장박동의 리듬을 방해하고 돌연사를 유

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이빙과 질환 간의 나쁜 상호작용은

발할 수 있다.

별도로 하더라도,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

이들 약물과 다른 천식 치료제의 사용으로 공기흐름이 향상되

작용이 있다. 또한 다이빙 전에 있었던 통증과 감압병 등으로 인

고 증상이 호전되지만, 천식 그 자체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천

한 통증 간의 감별진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식환자들은 천식 유발인자는 물론 다이빙 시 발생할 수 있는 차
고 건조한 공기의 흡입이나 바닷물의 흡인과 같은 자극에 매우

아스피린(Aspirin)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관지수축을 일으킨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이 진통제는 매우 흔히 사용되는데, 단 한번 사용량으로 혈액응

기도폐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폐에 압력 손상이

고 능력을 방해하고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쉽게 발생되고, 천식-공포-익사로 이어져 사망하기도 한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

몇몇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예: 테오필린)는 폐혈관을 확장시켜

일 사용되는데,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이

안전한 다이빙을 하여도 정맥내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기포를

버가 내이(內耳)에 압력손상을 받거나 심각한 감압병을 일으키

형성하고, 이어 동맥순환으로 들어가서 공기 색전증을 일으킬

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혈액응고의 억제로 인하여

수 있다. 이는 폐의 압력 손상이 없어도 발생하며, 따라서 천식

손상 조직(예: 척수, 내이)에 출혈을 일으키면 매우 치명적인 결

치료제나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할 경우 안전한 잠수를 보장할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위(胃)에서 미란(erosion)도 발생할 수 있

수 없다.

으며, 구토와 때때로 장출혈을 동반할 수도 있다.

■ 이식된 약물(Implanted Drug)의 전달 체계
타이레놀(Paracetamol, acetaminophen)

경구로 복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될 필요가 있는 약을 투여

만일 다이빙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미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

할 때에는 신체 일부분에 이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

용해야 한다면 아스피린보다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타이레놀을

우의 대부분은 스쿠버 다이빙에 부적절하다.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 약은 아스피린에 흔한 혈액응고나 배

이식된 약물은 감압 동안에 기포가 형성되는 주요 위치가 된다.

탈이 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만일 기포가 이식 부위에 생기면, 기체 법칙에 따라 팽창하고,
이로 인하여 약이 과도하게 투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이식된 약물

강력한 진통제(Strong analgescics)

이 삽입된 다이버는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의학적 자문을 구

매우 심한 통증에는 간혹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 또는 덱스트

해야 한다.

로프로폭시펜이 처방된다.
이러한 약들은 신경안정제와 비슷한 정도의 진정 작용이 있어
다이빙 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한 통증이 있

예방약제(PROPHYLACTIC DRUGS)

을 경우에는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경구용 피임약(Oral Contraceptives - the Pill)
■ 인슐린/항 당뇨병약(Insulin and Anti-Diabetic Agents)

이 약들은 다이빙과 무관하게 심각하고 치명적 부작용을 나타

당뇨병 환자가 약을 복용 후 갑자기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 특

낼 수 있다. 오랜 전부터 고용량의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들에

히 운동 중에 이러한 저혈당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불안과 혼

게서 과도한 혈액응고로 인하 폐색전증 또는 뇌졸중이 발생하여

란, 의식 소실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이 다이빙 시

사망하기도 한다. 때때로 피임약은 심각한 생리적 후유증인 편

에 나타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두통, 구역, 구토를 유발하고 그것이 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

경우 다이빙을 삼가야 한다.

든다. 새로운 저용량의 피임약은 이러한 질병의 발생을 낮추었다.
다이빙과 관련된 관심은 감압 동안에 기포와 서로 작용해서 혈

■ 기관지 확장제, 천식 치료제
(Bronchodilator and oher Asthma medications)

액응고가 더 쉽게 되는지의 가능성에 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

천식은 폐기도(氣道)의 염증상태로, 기도의 부종과 기관지 수축

부정할 만한 사실적인 근거는 없다.

을 유발하고, 원활한 공기흐름을 방해한다. 살부타몰
(salbutamol, 상품명: 벤톨린) 또는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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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에 대한 고찰 결과 이러한 이론적인 위험을 확신하거나

■ 배멀미약(Anti-Sea Sickness Drug)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배멀미는 다이버에게 고통스럽고 위험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보통
다이빙 보트에서 배멀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파도가

■ 말라리아 치료약(Antimalarial Drugs)

험하거나 수중에 써지(surge)가 있을 경우에는 수중에서도 생길

열대에는 아주 멋진 다이빙 포인트가 많다. 하지만 열대에는 말

수 있고 닻줄을 잡고 감압하는 동안에도 생길 수 있다. 보트 위

라리아를 포함하는 풍토병이 늘 존재한다. 이러한 풍토병을 방지

에서 배멀미를 하는 다이버는 잠수계획이나 장비준비가 자칫 소

하기 위해서는 클로르퀸과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예:

홀할 수 있다.

Maloprom)과 같은 말라리아 치료약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흔히 동반되는 구토 때문에 다이빙을 시작하기도 전에 탈수증

불행하게도 말라리아 치료 약제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여러 형

상이 올 수 있고, 수중에서의 구토는 다이버가 호흡기(레귤레이

태의 말라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방의 최선책은 되지

터)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못한다. 또한 백혈구 형성의 억제, 빈혈, 눈의 손상을 포함하는

구토물을 먹기 위해 어류들이 몰려와 눈요기가 되기도 한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최근에 개발된 말라리아 치료 약제

이러한 배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할 때, 그 부작용

중 하나인 메플로퀸(mefloquine, 예: Lariam)은 협응 장애(마음

으로 수중에서 판단력의 장애나 질소마취현상을 더 촉발시킬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됨)와 어지러움을 유발하여 다이

수 있다.

빙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이빙을 위해 말라리아가 만연하는 지
역을 방문할 때에는 그 지역의 말라리아와 열대성 질환에 대해

예방

서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잠수 전문의사는 다이버에게 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방된 약물이 다이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상호작용에 대해

•뱃머리가 아닌 배 중앙 선상에 있도록 한다(공간 움직임을 최

서 상담을 해 주어야 한다.

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대로 있는다(예: 누워 있는다).
•눈을 감고 있거나 먼 수평선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춘다(책
을 읽지 마라).

사회성 약물
(RECREATIONAL, SOCIAL DRUGS)

•선실이 닫혀져 있다면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환풍기를 가동
시켜라.

■ 알코올(Alcohol)
다이빙 문화는 전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해 왔다. 하지

약한 배멀미에는 잔잔한 수면에서 가벼운 수영을 하거나 스노클

만 이러한 습관은 다른 약물처럼 다이빙 시 나쁜 상호작용을 나

링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런 다음 장비를 세팅하여

타낼 수 있다.

다이빙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다이빙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안전한계는 없다. 그리

약효가 짧은 싸이클리진(cyclizine)과 같은 약을 배 타기 1-2시

고 술에 취한 다이버가 다이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경우

간 전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 약은 약 4시간 정도 약효가

도 거의 없다. 일부 사람들은 간(肝)이 알코올을 대사하는 능력

지속된다.

이 제한되어 있음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밤에 폭음을 한 경

다른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배 타기 전 날 밤 자기 전에 경구용

우 아침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아침에

항히스타민제로 알려진 프로메타진(promethazine) 25mg을 복

종종 교통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이유다.

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 약을 먹으면 다른 항히스타민제와 마찬
가지로 졸린다. 전 날 저녁에 먹으면 다음 날 오전까지 배멀미를
예방할 수 있고 약간의 진정 효과도 있다. 잠수 수심은 최대한
30미터(100피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18미터 이내로 할
것을 권한다. 한 잔 정도의 커피(카페인)는 배멀미에 효과적이며,
몸이 축 처지거나 졸린 현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
해 미리 투여되어야 한다. 음주 후에는 약의 효과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귀미테와 같이 피부에 붙이는 멀미 방지약제는 다이버에게는 부
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에 있을 때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압봉이나 생강과 같은 한방요법은 비록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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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축제와 관련된 음주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다. 성인남자가

■ 카페인(caffeine)

익사하는 8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 알코올은 판단 장애와 협

이 약물은 커피, 차, 콜라, 그리고 많은 자연산 식품에서 발견된

응 장애뿐만 아니라,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장의 박출능력을 떨

다. 취침 시간에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초콜릿 음료에도

어뜨린다. 또한 소변 배출을 증가함으로써 혈액량을 감소시키고,

카페인이 있다. 대부분 이것은 무해하다.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이 증가되어 체온이 저하된다.

다만 과도한 복용은 심장을 자극하여 부정맥을 유발하고 다이

과음 후에, 숙취로 알려진 생리적 결함은 대부분의 다이버들에

빙이나 강한 운동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소변의

게 알려져 있다. 과도한 알코올은 독으로 작용하여 간, 심장, 뇌

생성을 촉진하므로, 카페인 과다 복용자에게는 슈트를 잘 빌려

에 손상을 입힌다. 폭음 후에 혈관의 장애와 대사의 장애는 감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압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멀미와 구토도 발
생한다. 질소마취(nitrogen narcosis)로 인한 최면 효과가 가중

■ 마약(Narcotics)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사회성 약물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특징인 진정 작용과 판단 장애가 다이빙을 할 때 이 약

■ 담배(Tobacco)

물을 복용하도록 만든다.

담배 잎을 둘둘 말아 태우는 것은 영화속에서도 자주 나온다.

정맥 투약자는 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참으로 멋진장면이 연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흡입방법은 다이버

이 상당히 높다.

들에게는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폐암,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
과 다른 많은 부작용이 있다.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혈색소와

다이빙 질환을 위한 약
(DRUGS FOR DIVING DISEASES)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활동 능력을 상
당히 떨어뜨리고 응급상황(예: 해수면 위에서의 수영으로 인한

■ 부비동, 귀의 문제(Sinus and Ear Problems)

피로에 반응하는 신체적 능력을 손상시킨다.)을 발생시킨다. 담

경험이 많지 않은 다이버들은 압력변화에 따른 귀와 부비동의

배에 있는 니코틴은 심장을 자극하여 부정맥을 쉽게 일으킨다.

압력평형(이퀄라이징)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흡연은 기도의 협착을 유발함으로써, 운동능력의 손상과

어려움은 과민반응(고초열, 일종의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감염

폐 압력손상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상기도의 만성자극은

(감기)에 의한 코의 충혈과 종종 관련이 있으며 미숙한 기술도

귀와 부비동의 압력손상을 일으키기 쉽다.

문제이다.

■ 마리화나(Marijuana)

코의 충혈은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예: “Sudafed")같

이 약물의 만성적 사용은 앞에서 언급한 흡연 시 발생하는 다이

은 알약의 복용 또는 페닐에프(phenylephrine)이나 에페드린

빙과 관련된 모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마리화나를 많

(ephedrine) 같은 비강용(코에 뿌리는) 충혈 완화제에 의해 어

이 흡입하는 경우 만성 기관지염이 매우 흔하며, 이것은 폐 압력

느 정도 해결된다. 하지만 이들 약제들은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

손상을 더욱 쉽게 발생시킨다. 마리화나는 지각(perception)의

켜 돌연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변화, 판단 장애, 기분의 변화 등을 일으킴으로써 안전한 다이빙
을 방해한다. 다른 약물처럼 이러한 영향은 질소마취로 인해 더

이러한 약물은 코의 조직에 대해 충혈 완화 작용이 있지만 가끔

욱 복잡해진다. 또한 추위에 대한 혈관반응을 방해하여 저체온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적당량으로 사용 시 육지에서는 전신

증을 쉽게 일으킨다.

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 오랜 기간 사용은 약에 대한 국소적인
내성을 유발하여,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충

■ 코카인(Cocaine)

혈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비강 내로 분무되는데 다

이 약은 아드레날린과 비슷한 생리적 효과를 가지므로 치명적인

이빙 동안에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 다이빙 후반(상승하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이를 복용

동안)에 부비동 또는 귀의 압력 손상을 일으킨다.

하는 젊은이들에게서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일어나며, 이는

이 약은 때때로 다이버가 상기도 감염(감기) 시 코의 충혈을 잠

특히 운동선수가 코카인을 복용하고 운동할 때 보다 쉽게 나타

시 없애고자 사용된다. 이러한 감염이 있을 때에는 다이빙을 피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각성(覺性)효과와 기분의 상승으로 판단 장애를 일으키고 위험

충혈 제거에 다소 효과가 있다면, 이로 인해 하강 시 압력 손상

한 행동을 충동질한다. 불법과는 별개로 다이빙 시 코카인의 사

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약물의 효과는 분무한 비강 내에만

용은 매우 위험하다.

유효한 것이므로 유스타키오관이나 부비동의 안쪽 개구부(sinus
ostia)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다이버가 수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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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오는 동안 이곳이 쉽게 막히게 되어 ‘상승 시 압력 손상
(barotrauma of ascent)’을 받게 된다. 하강 시 압력손상
(barotrauma of descent)은 단지 다이빙(하강)을 멈추게 하고
하강을 그만 두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질환은 다이버가 안전하
게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여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약들을 의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
은 현명하지 않으며, 충혈 문제가 있는 다이버는 잠수 전문의사
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감압병 약
(Medication for Use in Decompression Sickness)
감압표의 상대적인 비현실적인 관점에서 기포형성을 막고 기포
의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약들이 연구되어 왔다. 동물실험을
통해 몇몇 실험적인 약물은 보다 안전한 다이빙 영역을 제시하
고 있지만,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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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기술

다이버의 수화법

글 편집부 / 일러스트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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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회(마지막회) 수중 생물을 표현하는 수화
본고에서는 같이 다이빙하는 버디에게 수중생물을 표현하여 알리는 수화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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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레이 Eagle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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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피쉬 Glass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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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레이/쥐가오리 Mant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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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피쉬 Napoleon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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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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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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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International Expo Div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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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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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엑스포 다이빙
대표: 황승현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전화: 042-863-0120 팩스: 042-863-0129 휴대폰: 011-21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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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80 번지 (실습장)
전화번호 031-576-2993 / 팩스 031-521-2994
핸 드 폰 010-4211 - 9066

다이빙교육 참관기 ②

필리핀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및 체험
글 권혁기 / 사진 오경철, 백운열, 임희수

각 단체마다 그 과정명은 틀리지만 감압 다이빙, ERD 다이빙, 트라이믹스 다이빙, EOT,
TECK1,2,3, 재호흡기 다이빙 등의 교육과정 위에 동굴 다이빙, 난파선 다이빙 등 여러 가지 형태
의 다이빙이 존재한다. 누군가 지금 나에게 어떤 다이빙이 신나고, 흥분되느냐고 물어본다면 당연
히 테크니컬 다이빙일 것이다. 나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참 재미있다. 테크니컬 다이빙을 해야만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동굴, 난파선, 대심도 등이 나를 유혹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다이버들
이 테크니컬 다이빙에 많은 선입관을 가지고 기피하는 것 같다. 이에 테크니컬 다이빙 인구의 저
변확대를 위해 체험형식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2011년 TDI/SDI 강사트레이너 동기생(팀명: TEAM TRY)들이 중심이 되어 주관하
여 테크니컬 다이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체험형식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첫 행사였다.

3월 21일 수요일
핵안보정상회의 때문에 공항의 보안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있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공항으
로 출발하였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나는 필리핀항공을
이용하는 다른 일행들보다 일찍 서둘러야 했다. 해외다이
빙 리조트에서 테크니컬 다이빙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주저 없이 필리핀을 선택할 것
이다. 한국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비행기로 4시간30분),
자주 있는 할인행사에 의한 저렴한 항공료, 밤비행기를 이
용한다면 최소한의 휴가를 이용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텍다이빙을 하기
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사방의 파라다이스리조트에
서 진행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야간에 바탕카스로부터 사
방비치까지 방카보트의 운행이 힘들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마닐라에서 기다려야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야간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서둘러 이동하니 3시쯤에는 리조트에 도
착할 수 있었다. 리조트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울산의 현
대자동차팀의 김현우 강사가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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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목요일
전체 4박 5일 일정 중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분주하
다. 각 파트별로 팀을 맡은 트레이너들은 각자 장비와 계획 등
을 준비하면서 바쁘다. 불행히도 재호흡기 체험을 위한 재호흡
기가 센서이상으로 재호흡기 체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쉽지
만 재호흡기 체험행사는 다음번을 기약해야 했다. 내가 맡은 부
분은 더블탱크를 포함하는 감압 다이빙과정이었다. 테크니컬
다이빙하면 연상되는 장비가 바로 더블탱크일 것이다. 좀 더 많
은 기체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장비가 더블탱크이
다. 더블탱크는 사실 물속에서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으면 올바

행사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장비들

른 세팅만 한다면 싱글탱크보다도 몸과 일치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일반다이버들에게 더블탱크의 셋팅방법과 착용법 필요장
비 등을 설명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 리
조트들은 딘밸브탱크 매뉴폴더 및 밴드 등의 가격 및 호환성
등의 이유로 더블탱크를 많이 구비해 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다. 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인구의 증가로 점점 더블탱크를 확
보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리조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테크니컬 체험을 위해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는 7개의
더블탱크와 12개의 40큐빅 데코탱크를 준비해 주었다.
첫날은 다들 낮은 수심인 사방렉에서 2시간에 걸쳐 기본 베

이론교육을 할 수 있게 PDP 모니터 등이 설치된 파라다이스 숙소

이직 테크니컬 스킬의 연습이 이루어졌다. 베이직 테크니컬 기
술들은 트림자세를 기본으로 한 각종 킥들이 포함되고 더블탱

감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RMV(공기소모율)과

크의 사용에 따른 S드릴, 밸브드릴 등이 포함된다. 이는 테크니

탱크의 부피와 압력에 따른 필요 기체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컬다이빙의 기본이 되며, 각 단체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다. 이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10분 정도의 간단한 설명만으

훈련과정 중 하나이다. 처음 사용해 보는 장비에 대한 적응이

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이다. 하지만 이 간단

부족한 탓에 처음에는 허둥대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점점 자세

한 이론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다이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들이 잡혀가면서 익숙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 현실이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트림자세의 경우 운동신경

3월 23일 금요일

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을 통해 몸이 기억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트림자세를 할 경우 허리의 통증 등

오늘은 어제 작성한 플랜에 따라 오전/오후 각 1회의 다이빙

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한다면 어느 순간

이 계획되었다. 첫 번째 탱크는 몽키비치에서 계획한 수심까지

에는 본인도 모르게 멋진 자세로 유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려간 후 조류에 따른 드리프트 다이빙 후 플랜에 맞게 상승
이 목표였다.

저녁시간에는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이론교육의 시간이 이
어졌다. 감압플랜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주도

개인적으로 사방비치를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지로서 선호하

적으로 감압플랜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류다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었다. 이제껏 컴퓨터에만 의지하여 다이빙하던 관행을 벗어나

조류라는 변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대응

본인이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계

과 교육, 사전 조류체크 보트맨과의 사전약속 등 위험요소를 통

기가 되었다. 지금은 굳이 복잡한 다이빙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

제할 수 있다면 정말 재미있고 역동적인 다이빙이 될 수 있다.

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몇 가지 변수를 입력하고 이에 따른 프

상상해 보라. 대심도에서의 드레프트 다이빙은 레크레이션 다

로그램대로 감압스케줄을 얻을 수 있다.

이빙에서는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해줄 것이다. 사방비치
의 경우 대심도는 수중 생태계가 낮은 수심에 비해 보존이 상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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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잘 되어 있으며, 수중시야 또한 낮은 수심에 비해 월등히
좋은 편이다.
조류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처음 접하는 체험 및 교육생들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체험하고 극복하는 좋은 기회였다. 안전을
위해 전체 진행은 필자가 하고 4명의 트레이너가 각자의 소그룹
을 리딩하도록 하여 조류에 의해 팀간 분리가 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두 번의 감압다이빙은 각 팀의 팀장인 트레이너들의 통솔아
래 안전하게 무사히 끝이 났다. 역시 역동적인 사방의 조류와

브리핑 중인 울산현대자동차 다이빙팀

함께한 다이빙은 참으로 생기가 있다. 특히 두 번째 사방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 중 하나인 캐년에서의 다이빙은 교육생들에게 이제껏 레저다이빙에서는 경험
해 보지 못한 역동적인 다이빙을 경험하게 되었다. 조류상황에서 적절히 BC의 부력조정과 SMB
를 활용하여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필요한 장비, 또한 장비를
사용하는 적절한 교육, 위험상황에 대한 훈련 등이 짧은 시간동안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의 다이빙 후 교육생들은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또한 나를 포함한 트
레이너들에게 본인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답함으로써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3월 24일 토요일
어제까지의 체험 및 교육생들의 교육다이빙을 마치고 오늘은 각
자 팀별로 펀다이빙이 이루어졌다. 주최자인 우리 트레이너역시 교
육생들과 부담없는 다이빙을 통해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들
이 마련되었다. 저녁에는 일정에 마지막을 축하하기 위해 조촐한 축
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새로운 다이버들과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탄생
하게 되었고 많은 다이버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첫 다이빙 축제라 시작은 미흡하였지만 이런 좋은 기회들의
많아진다면, 많은 다이버들이 필자가 느끼는 이 즐거움들은 좀 더
행사종료 파티

안전하고 편안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
하면서 필자를 포함한 TEAM TRY 멤버들은 이러한 행사를 앞으
로도 국내와 같이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후 5월 중에
도 포항에서 다음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도와주신 울산현대자동차 스쿠바팀(최신욱
트레이너님, 김현우 강사님), 울산현대중공업 스쿠바팀(김기대 강사
님), 전반적인 도움을 주신 TDI/SDI 오경철 트레이너,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신 백운열 작가님,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
면 많은 도움을 주신 파라다이스 리조트 임희수 트레이너님 등 모
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참가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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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검정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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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함민재 트레이너, 최용진 트레이너, 최성기 트레이너, 변정태 트레이너,
오경철 트레이너, 권혁기 트레이너

좌로부터 울산현대자동차 김현우 강사, 현대중공업 김기대 마스터, 울산현대자동차
김승남 강사, 현대중공업 김기대 강사

권혁기
TDI/SDI Instructor Trainner #9186
TDI ERD Instructor, NACD Cave Stage Diver, Cave DPV Diver.
Facebook ID : Ray Hyukki Kwon
YouTube ID : TDI9186
E_mail : ann611@hanmail.net
Mobile : 010-9031-7825

잠수기능사
제 2회

6. 합격자발표

강사 스페셜 코너

GUE 강사! 한국에서 멋진 다이빙을 위하여!
몇 년 전 GUE 펀드멘탈 ITC에 참가하며 ITC 지원

에 대해 핀잔을 주는 타 강사들의 편견들도 있었지

동기를 묻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만 이러한 주변의 시선을 다 이겨내고 지금은 우리나

필리핀에서 입문을 하였는데 막상 한국 바다에서는

라의 동해, 제주도, 서해 어디서든지 텍다이빙을 할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 아파 “한국의 다이버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글 오승철
TNB scuba 대표,
CMAS 테크니컬 트레이너,
GUE 펀디맨탈 강사,
GUE 텍2 레벨

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을

GUE 교육에서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

하겠다” 라고 참가자들에게 다짐했던 부분이 생각

는데 참 멋진 단어인 것 같다. GUE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났다. 그 당시를 떠오르면 내가 생각해도 조금은 대

가 살고 있는 곳을 탐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견스럽고 멋있는 발상이지 않나 싶다.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WKPP, OCEANDISCIVERY,
KARSTODYSSEY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후 몇 년 동안 GUE 펀드멘탈을 하면서 Tech2

KUE에서도 조금씩 시작의 끈을 풀고 있다. 그 첫 번

레벨까지 모든 연습과 진행을 우리나라 바다에서

째로는 한국의 바다에서 텍다이빙을 할 수 있는 포인

KUE(Korea Underwater Explorer) 멤버들과 함께

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한국의 심해에 있는 자료들

진행하면서 “한국의 바다가 참 멋있다”라는 추억을

을 모으면서 정리해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심

간직할 수 있었다.

해에서 안전하게 다이빙하기 위해서 KUE 멤버들을
레벨업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열정으로 꾸준히 다이빙

KUE 멤버들의 활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하

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준다. 이러한 모티브를 얻지

나로 극복해나가며 연습과 진행을 해 나갔다. 더블

못하는 상급 다이버들은 다이빙이 일 년에 한 두번

탱크가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빌려가며 겨우 진행할

하는 행사처럼 식상해 하는데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수 있었고, 컴프레서나 부스터가 약해서 멤버들이 밤

생각이 든다. 모든 취미가 그렇듯이 나이가 들면서 젊

세워가며 충전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과 의사소통

은 사람들보다 즐길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며 차츰 도

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KUE 멤버가 합심해

태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럴까? 체력, 기술

많은 과정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었다. 그 당시 함께

모든 것이 뒤쳐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

했던 멤버들과는 지금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동해에

이지 않을까 싶다.

서 연습을 진행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학습하며 안전
하게 동해의 심해를 즐기고 있다. 동해 심해에 사는

오랜만에 다이빙을 했는데 힘들고 재미없어서 저

대구를 보았을 때는 정말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녁에 다이버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좋은 음식과

이렇게 꿈을 실현할 수 있기까지 정말 많은 연습과

술로 마음을 밤늦게까지 달래고 그 다음날 바로 집

노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강사들끼리 교육생도 없

으로 귀가했다. 필자는 지금 이 말이 가장 하고 싶다.

으면서 수영장을 방문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기도 했

상급다이버님들과 모든 것에 지친 후배 다이버님들!

고, 트림 자세로 상승하며 드라이 슈트 공기 빼기가

열정을 키우십시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쉽지 않아 모두들 수면으로 급부상한 후 트림 자세

서의 멋진 다이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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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수기

살아있는 바다

인도네시아의
마나도 부나켄
글/사진 이상훈

2012년 3월 27일 베트남을 경유해 싱가폴에서 1박을 하
고 인도네시아 마나도 부나켄으로 출발! 그 곳에서의 다이
빙, 그리고 그 지역의 다이빙 환경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
면서 추억의 순간들을 들추어 본다.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새로운 다이빙 지역에 대한 여행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리고 내가 그 곳에 가서 다이빙을 할 생
각만으로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인도네시아 마나도…!
동남아의 많은 지역을 다이빙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지역
자체가 처음이라 많은 정보를 조사하였지만 기대에 찰 만큼
정보를 얻지 못하고 무작정 싱가폴로 향하였다.
사실 마나도를 가게 된 이유는 싱가폴에 살고 있는 친구
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싱가폴에만 있기에는 너무 무료해
서 싱가폴에서 갈 만한 다이빙 지역을 검색하던 중에 마나
도가 눈에 띄었다. 마나도는 절벽 다이빙으로 유명하며, 필
리핀 민다나오에서도 비행기로 이동이 가능하고, 인도네시
아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다. 마나도를 가는 방법은 싱가폴
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필리핀의 민나다오, 인도네시아
자바 등 몇몇 비행기 스케쥴이 있지만 필자는 싱가폴을 경
유해서 들어갔다. ‘실크에어’ 홈페이지에서 비행기 표를 구
매하면 싱가폴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하는 것 보다는 조
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아마도 나의 티켓이 프로
모션 티켓이라 그랬던 것 같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행
기 시간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마나도로 가는 실크에어 항공사 비행기 탑승승객의 절
반 이상이 유럽인들이며, 대부분의 승객이 다이버인 듯 했
다. 모두 다이빙 컴퓨터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202

Scuba Diver

1

2

3

4

마나도 부나켄에서 다이빙!

1	필자가 이용한 샵의 내부 전경. 렌트
장비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2	마나도 공항 모습

마나도는 다이빙으로 유명하지만 유명세만큼 도시에서는 다이빙 샵을 찾아보기 힘들다. 마나
도 해안을 따라 다이빙 리조트들이 있지만 이동 거리도 만만치 않고 예약도 없이 찾아 가기는 힘
이 든다. 무엇보다 마나도 다이빙 하면 마나도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위치한 ‘부나켄’ 이라는

3	부나켄 섬의 마을 모습. 도로가
아기자기한게 포장이 잘 되어 있다.
4	부나켄의 현지 어린이들. 집앞의
비치에서 놀이터 마냥 놀고 있다.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로 다이빙을 한다. 부나켄은 마나도에서도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해 있지만 섬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부나켄의 마을은 우리나라의 시골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지만 마을의 좁은 도로는 깔끔하게 포
장이 되어 있었고 마을은 집집마다 집들이 바로 옆에 붙어서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이었다. 집집
마다 우물을 이용하고, 집 앞은 해변으로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마냥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하며 이용을 하고 있었다.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 신기한지 아이들에게 카
메라를 들이대면 모두들 거부감 없이 해맑은 표정을 지어 주었다. 필자는 마나도를 가서 부나켄
이란 섬에서 2일 동안 7회, 마나도 만에서 1회 총 8회의 다이빙을 하였다. 부나켄의 특징은 앞에
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웅장한 절벽 다이빙이라는 것이다. 맑은 시야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절벽으로 유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고기들과 절벽에 핀 산호, 그리고 틈틈이 거북이와 조우를 하
게 된다. 원래는 3일 다이빙을 목적으로 갔지만 다이빙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마지막 날
비행기 탑승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일만 다이빙을 하고, 하루는 마나도 시내에서
묵으면서 관광을 하였다. 관광이라 하지만 실제로 마나도는 크게 볼거리도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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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켄 다이빙의 특징
부나켄에서 다이빙은 필리핀 세부의 절벽 다이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심 (약
3~5m)대에 있는 모든 산호들이 전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있었고, 비치에서 200미터 정도 만
나가면 수직으로 절벽이 형성되어 있었다. 필자가 가본 절벽 다이빙 가운데 마나도의 부나켄 만
큼 훌륭한 곳은 없을 정도로 바다가 살아 있었다. 하지만 잭피쉬나 바라쿠다 무리같은 대어들은
보지 못했다. 시야는 평균적으로 20미터정도이고 가끔 물이 흐릴 때에는 15미터 정도였다. 시간
때와 포인트에 따라서 시야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섬이다 보니 조류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런 것 같았다. 만조와 간조 때 섬 주위를 조류 다이빙 형식으로 하기에 적당할 정도의 조류가 약
간 있기도 했다. 수온은 평균 28~29도로 3미리 웨트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해도 무리가 없었다.
장비는 리조트에서 대여를 한 후 다이빙을 하였다. 장거리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장비 때문에
들고 다니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부나켄 지역은 장비 렌트를 기본요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힘들
게 장비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마나도 부나켄 첫째 날 다이빙

5

첫 다이빙은 마나도 만에서 다이빙을 하고 돌아와서 부나켄 섬 주위에서 다이빙
을 했다. 스피드 보트는 엔진 두 개를 달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다. 마나도 만에서 미믹 옥토퍼스, 오징어의 산란장면, 플라그 피
쉬, 해마, 고스트 파이프 피쉬, 스팅 레이 등 평소 보기 힘든 물고기를 한번 다이빙
으로 구경했다. 지역은 슬로프 형식의 모래 지역이었지만 그 곳에는 생각보다 다양
한 생물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이드 또한 탁월하게 생물을 찾아내서 다이빙 내
내 심심하지 않게 구경을 하였다. 가이드들은 현지인들인데 필리핀 가이드처럼 친절

6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유럽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계산적인 모습인 것 같았다. 장비
의 세팅도 장비의 운반도 본인이 직접 해야 만 했다. 두 번째 다이빙은 부나켄의 ‘타
무르’ 포인트였다. 곳곳에서 거북이를 보았다. 어종이 다양하고, 특히 나비 고기의
무리가 장관을 이루었다. 이곳의 또 다른 다이빙 특징은 무척 많은 히드라가 울긋
불긋한 예쁜 모습으로 고사리처럼 피어 있는 것인데 많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본인
도 모르게 몸에 긁혀 상처가 날 수 있다.
5	다이빙 보트 - 보통 다이버 5~7명
정도 함께 움직인다. 다이버 인원에
많으면 가이드 2명이 동승하고,
가이드는 4~5명 정도만 가이드를
해준다.
6	갯민숭 달팽이
7	마나도 투아, 부나켄, 실라덴 포인트2
8	피그미 해마, 우연히 가이드가 찾아
주었다.
9	히드리가 많고,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있다.
10	마나도 베이에서 다이빙 도중 만난
라이온 피쉬
11 다이버와 씨팬의 모습
12	부나켄에서 만난 미국인 다이버와
필자, 휴가차 왔는데 나이가 60이고
다이빙을 한지 30년이 넘어었다고
한다.
13 플라그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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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부나켄 둘째 날 다이빙
둘째 날은 오전에 부나켄 주위의 다이빙을 마치고 혼자서 비치 다이빙을 하였다. 비치 다이빙
이라고 해도 일반 보트 다이빙과 차이가 없었다. 맑은 시야에 수많은 물고기, 다양한 산호의 모습,
깍아지른 듯한 웅장한 절벽의 모습….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한쪽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길을
잃을 염려도 없지만 절벽 다이빙이다 보니 맑은 시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심을 깊게 타는 경
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면 된다.
혼자서 약 60분가량 사진을 찍으며 다이빙을 마쳤다. 그리고 다음날 아쉬운 마음에 스노클링
을 한 번 더 했다. 이곳에서는 스노클링을 할 경우에도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다이버들은 이미
입장료를 냈기 때문에 그냥 해도 상관은 없다. 입장료는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필자가 구입한
인식표는 올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7

8

기억나는 부나켄 포인트의 특징

9

개인적으로 ‘사치코. 포인트와 ’레쿠안 2‘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다. 특히 레쿠안 같은 경우
는 레쿠안1, 2, 3 라고 포인트 명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 ’레쿠안 2‘ 는 절벽 다이빙의 진수
를 보여주듯 웅장한 모습과 맑은 시야에 감탄을 하게 만들었다. 수면에서 바라보면 파란 물
색깔에, 그 아래 이어진 절벽은 수면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다이버와 어울려 마치 잘 찍은 사
진을 연상시켜 주었다.

부나켄을 떠나면서
부나켄 왼쪽에 있는 큰 섬이 '마나도 투아' 섬이고 오른쪽에 있는 섬이 '실라던' 섬이다. 그
두 섬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많지 않고 다이빙도 못 해 보았다. 다음 기회에는 그 두 곳에서도
다이빙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떠나 올 때의 아쉬움은 여운을 남기지만 이곳
에서 2박 3일 동안 즐긴 다이빙은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기었다. 무엇보다 아직
까지 살아 있는 바다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말이다.

10

11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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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이곳도 더 많은 다이버로 수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을지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이곳이 깨끗한 모습으로 수많은 산호들이 살고 있다면 꼭 다시 오기로 마음속으로 다
짐을 해 보았다.
마나도 부나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다이빙 지역이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인이 다녀가는
것 같다. 무엇보다 마나도 하면 먹 다이빙으로 유명한 렘베 해협이 있다. 다음 기회에는 렘베 쪽
다이빙을 해 볼 생각이다.

마나도 부나켄을 찾아 가는 방법
싱가폴에서 인도네시아 마나도로 가는 비행기는 ‘실크 에어’가 1주일에 4번 운행을 한다. 비행
기 시간표는 바뀔지도 모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

싱가폴 - 마나도 비행기 시간표 월, 수, 금, 토 (09시 25분 ~ 13시 05분 , 3시간 40분 소요)
마나도 - 싱가폴 비행기 시간표 월, 수, 금, 토 (13시 50분 ~ 17시 05분, 3시간 15분 소요)
필자는 ‘실크에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왕복 442.8 싱가폴 달러를 지불했다.(한화 약 395,000
원) 요금은 가끔 프로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다. 필자가 이용했던 기간
(3월 31~4월 4일)의 요금은 이것이 제일 저렴하였다.
마나도 공항에 도착하면 버스, 오토바이, 택시 또는 리조트 픽업 서비스 등으로 마나도 시내
또는 리조트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필자처럼 배낭 여행으
로 간다면 짐이 있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가격은 흥정을 잘 해야 한다. 요금을 무턱대고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한 화폐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여
유가 있거나 큰 짐이 없다면 버스나 오토바이(약 25,000~35,000루피아)를 이용해도 색다른 경험
이 될 것이다. 버스는 중간에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기사한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안내를 해 준
다. 그리고 모든 버스는 우리나라 경차 정도의 타우너 같은 크기에 파란색이다. 행선지는 앞 유리
창에 적혀 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고, 공항 내에는 라운지가 두 군데 있으
니 출국 전에 이용을 해 보는 것도 좋다.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고 라운지 한 곳은 한화로 7~8천
원 정도였다.
마나도 시내에서 부나켄으로 가는 배는 매일 오후 3시에 있다. 현지인들은 ‘퍼블릭 보트’ 라고
하는 보트를 이용하는데 약 20~30명 정도가 같이 타고 가는 정기 노선 정도 라고 생각하면 된
다. 비용은 약 25,000루피아 정도다. 배는 그리 크지 않았고 배에는 생필품을 가득 싣고 간다. 그
리고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 또다른 방법은 전세를 내는데 혼자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된다면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여러 명이 같이 이용을 하면 1인당 약 50,000루피아 정도에 이용을
할 수 있다. 부나켄에서 마나도로 나올 때는 오전 8시 30분에 배가 출발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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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나도 공항 라운지
15	마나도 시내 버스, 크기가 작아서
많은 사람이 타지는 못한다,
행선지는 앞 유리창에 적혀 있다.
요금은 내릴 때 운전사에게 직접
주면 된다.
16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퍼블릭 보트,
생필품을 가득 싣고 운행을 한다,
그리고 승객들이 지붕위에 올라
타기도 한다. 바다가 잔잔해서
지붕에 앉아서 가도 떨어질 염려가
없다.

인도네시아 마나도 부나켄에서 필요한 다이빙 팁

17

1. 출국 공항세 - 보통 공항세가 항공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마나도를 출국

할 때는 공항세 100,000루피아를 별도로 내야 한다. 현금만 가능하다.
2. 입국 비자 - 인도네시아 마나도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비자를 준다. 비용은 미

화 25불이며 1개월 유효 기간이다. 한화나 유로화, 인도네시아 돈 모두 가능하나
달러로 내는 것이 환율에 유리하다.
3. 부나켄의 국립공원 입장료 - 모든 다이버들은 부나켄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

국립공원 입장료 150,000루피아를 내면 직경 4~5Cm의 정도의 동그란 플라스틱

18

을 표식을 준다, 이것을 비씨(BC)에 착용하고 다이빙을 하면 된다. 나중에 또 다
이빙을 할 사람이면 잘 보관 했다가 다시 사용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1년 동안이
지만 유효 날짜는 연말 까지다.
4. 다이빙 비용 - 마나도 부나켄 지역은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달

러보다는 유로화로 요금을 측정해 놓았다. 1회 다이빙은 보통 25(300,000루피아)
~ 30유로 정도 한다. 장비 렌트비까지 포함한 비용이고 비치 다이빙을 하고 싶으
면 혼자서 가능하고 비용은 15유로다. 필리핀처럼 공기통만 무료로 빌려서 하는
비치 다이빙에 익숙한 사람은 이곳의 비치 다이빙 비용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

19

러나 비치 다이빙도 보트 다이빙과 포인트의 특성이 똑같아 시간이 남는다면 15
유로를 주고도 해볼 만하다.
5. 부나켄 리조트에 대한 정보 - 부나켄 섬 안에는 4~5군데의 리조트가 있다. 사

전에 어디를 이용할 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을 하는 것도 좋고, 공항 내에
있는 현지 관광청에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다. 필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비용이
제일 저렴한 다니엘 홈스테이(1박에 150,000 루피아)라는 곳에 묵었는데 시설은
허접하고, 잠자리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다. 식사는 숙박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
는데 하루 3끼를 준다. 조식은 간단한 토스트 또는 팬케이크를 주고, 점심과 저녁
은 현지식으로 식사를 준비해 준다. 음료수 등은 사 먹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마
나도 시내에서 미리 준비해 가도 된다. 섬 내에서는 물가가 비싸다. 전압은 220볼
트이다.

  

17	비자를 받고 받은 영수증 미화 25불
18	부나켄 입장료를 내고 받은 표 - 이것을 비시에 달고
다이빙을 해야 한다.
19	현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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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교육 참관기 ①

새로운 도전은

나를 행복하게 하였다
스쿠버 다이빙~!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우리 일상에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스포츠
가 아니었던 터라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2004년 주위의 지인과 함께 고성스쿠버의 문을 두드려 오픈워터 다이버를 시작으로 스포츠 다이
빙에 입문하였다.

글 이홍철
수중사진 성재원

처음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었을 때는 마냥 즐거웠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재미있었고 다이빙
가는 날은 늘 좋기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수년 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다이빙 지식이
라곤 오로지 경험밖에 없었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위험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볼 수 밖에 없었
고, 그런 어리석음을 조금씩 아니 한참 깨달아갈 때쯤 다시 고성스쿠버에서 SDI 스페셜티 과정들
을 배우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동안 경험으로만 느
낀 다이빙 지식이 결코 올바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하나 더 많은 부분들을 공부
하는 일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심취해 있었다. 그렇게 오픈워터 강사과정까지 마치고, SDI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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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면서 더욱 더 진보적이고 안전한 다이빙을 요구하는 강사가 되었고, 이런 이유에서 이번에

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워보기로 했다. 고성스쿠버 이주언 트레이너님께서 흔쾌히 함께 하자고
동의해 주셨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속전속결! 적극적인 내 성격답게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
를 하였다.
그동안 해왔던 다이빙과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에 전날 밤잠
을 설치기도 했지만 필리핀 리조트로 이동하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이
되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이번 일정 동안 교육이 진행되는 곳은 필리핀 푸에르또 갈레라 산토니오에 위치한 오션팔라스
리조트였다. 아름답고 고요한 바다를 배경으로 운치 있는 수
영장과 푸른 잔디, 깨끗한 룸에 맛있는 식사, 조용하고 환한
분위기 속에 몸과 마음 모두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다. 이미 몇 번의 방문으로 사장님(김현우 강사님)을 비롯하여
스탭들과도 친해져 더없이 편안했다.
숙소에 도착한 나는 간단하게 짐을 풀고, 늘 그랬듯이 체크
다이빙은 언제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장
장 4시간에 걸쳐서 세심하게 장비를 점검하면서 준비를 하였
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반은 ‘장비’다 라는 말이 실감났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밸브가 없는 두 개의 실린더를 더블 밸
브와 밴드로 연결하여 ‘더블 탱크’를 만드는 일이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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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하였는데 신기하였다. 필리핀 산 볼트 키트 길이가 맞
지 않았지만 톱으로 자르고 문질러 맞추고 그 위에 더블 블래
더, 백플레이트와 하네스를 연결했다.
이번 과정에는 1인당 호흡기 4개씩이 필요했다. 더블 실린더
에 2개, 감압용 실린더에 2개, 기타 액세서리들까지 유선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장착하고 나니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덜컥 겁도 났다.
마지막으로 기체를 충전하는 일이 남았다. 항상 충전되어
있는 공기탱크를 사용하기만 해봤지 그 준비와 절차 등에 대
해선 정말이지 무심했다.
이렇게 다이빙을 준비하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평소 내가 잘 알고 있었던 내 장비였
지만 새로운 다이빙 형태에 맞는 장비적 기술을 습득하고 내
몸에 맞게 최적화 해가며 내가 호흡할 기체를 직접 만들어 보
는 것이 아주 뿌듯했다. 다이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점점 테크
니컬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부푼 마음을 안고 새벽 일찍 일어나 동료들을 깨
우기 시작하였다. 빨리 테크니컬 다이빙의 실체에 대해 더 알
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다이빙 전 장비체크! 필수적인 일이다. 혹시나 어제 준비했
던 내 장비가 정말 몸에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장비를
착용하는 순간 느껴진 그 무게감이란…. “헉, 와이리 무겁노”에서부터 일단 시작되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균형, 추진 등 교육은 약 90여분 간 진행되었다. “와
~~, 이게 아닌데” 정말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수년 간 나름 다이빙을 열심히 해 왔
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의 난 뭔가 잘 안 되는 초짜 다이버의 모습 그
대로다.
앞에서 기술 시범을 보이는 성재원 트레이너님을 따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잡는 것부터 어
려웠다. 내가 늘 사용하던 장비였는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비처럼 느껴졌다.
뭐가 문제일까?
다이빙 내내 궁금했는데 디브리핑에서 해답을 얻었다. 많은 이유들 중에 일단 장비가 첫 번째
였다. 이렇게 다이빙 전후로 다시 한번 장비를 확인하고 조절하는 일은 일정 내내 필요했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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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다이버는 문무를 겸하여야 한다.’
어디서 나온 말이 아니고 모든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진정 실감하는 말일 것이다.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시간까지 교육이 이어졌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심히 집중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익일 다이빙 계획이었다.
주로 남해안에서 다이빙 활동을 해온 나에게 다이빙 계획이라 함은 “우리 가자~ 오늘 다이빙
은 수심 몇 미터에서 몇 분.. 방향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게 다였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계획은 이런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최대수심과 바닥(Bottom)에서의 체
류시간은 기본, 사용 기체 성분, 감압 수심과 감압 시간을 포함한 총 Run Time, 기체 소모량에
따른 기체 준비,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계획 등 체크하는 부분이 너무나 세심하였다. 심지어 입수 후 시간대 별로 내가 머물게 될 곳의
수심은 몇 미터인지 마지막 감압을 끝내고 수면에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까지 정확히 예상
하고 계획 그대로를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이라 하니 대심도가 위험한 환경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준비와 절차들을 보면 안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7일 여간 지속된 교육과정은 감압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은 산소 성분의 나이트록
스를 기본으로 기체 사용과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 나이트
록스를 안전하게 혼합하고 인증하는 기체 혼합자(Blender), 그리고 이러한 준비된 절차에 테크니
컬 다이빙 장비들을 결합하고 올바르게 계획하여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의 관습적인 틀(수심
40M와 무감압 한계 시간 등)을 과감히 넘나드는 감압 절차와 ERD(Extended Range Diving) 과
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성재원 트레이너님이 교육을 맡아 진행하셨고 고성스쿠버 이주언 트레이너님이
스탭으로 참가하여 교육의 긴장감을 적당히 완화시켜 주셨다.
또, 수중 가이드 등 현지에서 꼭 필요한 여러 도움을 주시며
함께 참가해주신 노승환 강사님, 경남 진주에서 온 막내 이재
훈 강사, 이렇게 총 5명이 참가했다.
사실, 이주언 트레이너님을 제외하고 TDI 과정은 다들 처
음이었다. 그러나 많은 다이빙 경험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역
할을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분들이어서 역시 뭐가 달라도 달
랐다.
실습 다이빙이 이어지면서 우리들은 ‘Monkey Wreck’,
‘Sabang Wrecks’ 등에서 기술 훈련 및 감압 다이빙을 실시했
고, ‘Marcus Cave’, ‘Sweetlip Corner’, ‘Secret Reef’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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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 ERD 다이빙을 실시했다.
싱글 실린더를 이용하여 몇 번은 가봤던 곳이지만, 늘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깐 구경하던
곳을 충분한 기체와 다이빙 계획을 가지고 여유 있게 실시하니 이것이 진정 테크니컬 다이빙이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심도에서의 고요함이란…. 지금도 그리운 마음뿐이다.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던 어느 날, 나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한번도 말썽부리지 않았던 내 숏호스 호흡기의 포핏 스프링 장력이 약해져 공기가 새고 있
었다. 입수하기 바로 전에 발견되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나온 끝에 더블탱크의 왼쪽 실린더를 잠그고, 백업 인플레이터
를 사용하여 다이빙하면서 문제발생 시 모두 함께 상승하기로 했다. 성재원 트레이너님은 사진 촬
영을 포기하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내 옆에 바짝 붙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다이빙이 끝난 뒤 해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나 완벽한 절차와 상승 시 부력 조절
등에 관해선 조금 서툴렀지만, 언제 또 이렇게 백업장비를 사용해 보겠는가? 이번처럼 곤란한 상
황이 수중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당
황하지 않았을까?
사실, 일정 내내 기체는 충분하고도 남기까지 했다. 좋은 팀과 함께 이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다
이빙을 하는 중이었기에 그다지 걱정되지도 않았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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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 테크니컬 기본 과정들에 참가하면서 줄곧 느낀 것은 다
이빙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훈련을 통하여 꾸준히 기술 습득
을 해야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다이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정말 이번 교육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란다.
이번 과정을 통해 나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공기보다 분명
더 장점이 많은 혼합기체에 대해 이해하였고, 40M 이상의 수
심에서 계획한 만큼의 시간 동안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배웠으며 아마도 내가 아는 바다에서 교육받
은 수심만큼 깊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육해 주신 트레이너님과 함께 참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10일간의 일정 동안 너무나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 주
신 제임스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투어를 마치고 성재원 트레이너님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우선형의 자세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세를 보
면 그저 웃음만 나온다.
다이빙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즐거웠지만, 이렇게 다이빙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행복
했던 시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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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센터 소개

돌고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국내 유일의 돌고래 실내 체험관

마린파크(Marine Park)
글/사진 편집부, 사진일부 마린파크제공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사는 동물 중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
분의 사람들이 고래라고 답을 할 것이다. 그만큼 고
래라는 동물은 포유류이면서 지능이 높고 온순한 성
질로 인해 종종 상어와 비교되면서 사람, 특히 어린
이들에게는 수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는 동물이
다. 고래의 종류 중 돌고래는 바다의 신 또는 동화속
의 왕자로 비유되면서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도 돌고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와 만화영화가 제작되어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의 눈물을 흘리게도 한다. 또한 돌고래를 형상화 한
많은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볼
때 돌고래는 인간과 아주 밀접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
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수족관에
서 돌고래가 유연하고 날랜 모습으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친근감과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이기
도 한다.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많은 볼거리와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돌고래를 볼 수 있었
던 곳은 중문단지내 퍼시픽 랜드에서였다. 퍼시픽 랜드에서 돌고래쇼를 관람객 차원에서 눈으로
만 즐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 조련사도 되면서 눈으로만이 아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돌고래 실내 체험관인 ‘마린파크’가 국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개관을 하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어 본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돌고래 실내체험관
최근 미국에서 제작된 돌고래 영화중에 ‘돌핀 테일’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뜨
거운 호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돌
고래와 사람과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주인공이 돌고래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장애를 입은 돌고래
의 재활을 돕기도 한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도 저런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 봤을 것인데 이런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마린파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돌고래 체험이다. 돌고래 체험 상품은 영국 BBC방송국에서 선
정한 세계 체험관광 BEST 50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있는 상품으로 이제는 국
내에서도 특히 “마린파크”에서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돌고래 체험

전경모습

체험다이빙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 조련사 체험, 돌고래 스위밍(돌고래 친구 만들기), 돌핀 컨텍(돌
고래와 사진 찍기), 돌고래 체험 다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돌고래와의 체험을 다
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돌고래 조련사 체험 프로그램은 1회에 약 15명의
인원으로 약 30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체험에 참가한 아동들이 직접조련사가 되어 돌고래
와 함께 노래 부르고,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주며, 뽀뽀도 하는 등 조련사로서 돌고래와 자연스러
우면서도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학년 아이들에게 권장할만 하다.
돌고래 스위밍 프로그램은 돌고래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불리는데 체험자가 슈트, 스노클,
마스크, 오리발을 착용하고 풀장에 입장하여 안전수칙과 주의 사항 돌고래에 대한 설명을 들고 조
련사의 지도하에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물속에서 직접 돌고래를 안고 함께 자유롭게 프리 다이
빙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돌고래와 가장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
램이다. 돌고래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은 12명에서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시간이 약 60분
정도이므로 충분히 돌고래와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돌핀 컨텍 프로그램은 돌고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30명의 인
원이 참가할 수 있다. 야외 수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조련사의 지도하에 돌고래를 배경
으로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에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도 자랑

야외돌고래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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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돌고래

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기 만점의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돌고래 체험
다이빙이 있다. 이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은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에
수조에서 돌고래와 함께 다이빙을 하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누
구나 한번쯤 배워보고 싶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면서 돌고래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이며 수신호를 이용한
돌고래 수중 점프, 돌고래와의 스킨쉽, 먹이 주기 등 돌고래의 자유로운 몸짓을
직접 물속에서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다. 스
쿠바다이빙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초보자들도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스쿠바다이빙 교육을 받고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 수조에서
돌고래와 함께 환상적인 수중 유영을 체험할 수 있어 아이는 물론 부모님들도
누구나 도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제주도 바다 체험 다이빙
‘마린파크’에서는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다이빙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바다 체험다이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다이빙
을 접하는 초보자들도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바다로 나가서 아름
다운 제주도의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린파크’에서는 바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기탱
다이빙장비
제주도 바다속 풍경(사진/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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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슈트, 호흡기, BC 등 모든 다이빙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참가자들이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아무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바다속 체험 다이빙을 진행하는 장소는 ‘마린파크’ 앞에 화순리 인근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절
경이 보이는 포인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참가자들은 방송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바다 속을 직
접 체험함으로 전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받게 되는데 평소에 동경하고 궁금해 하던 제주도 바다
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마린파크’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바다
체험 다이빙에 한 번 도전해 볼만 하다.

구멍낚시 프로그램
제주도에서는 방언으로 구멍을 고냥이라고 부른다. 제주 전
통 낚시 방법 중에 ‘고냥 낚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흔
히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낚시 방법이다. 제주도는 화산
섬의 특성상 조간대가 바위나 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바위나 돌 틈(대부분 수심 50cm이내)에 대나무로 만든
짧은 낚싯대를 드리워 우럭이나 배도라치, 놀래기 등 소형어류
를 잡는 것을 고냥낚시라고 말한다. ‘마린파크’에서는 고냥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09시부터 18시까지 관람객
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미의 새우미끼를 제공하여 최고
3마리까지 낚을 수 있는데 낚은 고기 마릿수만큼 기념품을 증
정하여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모두에게 좋은 제주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낚시체험

3D 체험
각종 매체들이 디지털로 넘어 오면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3D 효과이다. 3D는
방송, 영화, 의료,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원리는 눈의 시각차를 이용하여 입
체감을 주는 것이다. ‘마린파크’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돌고래 입체 3D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다. 3D 포토존은 관람객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촬영을 할 때 기존의 2D 영상 포토존
이 아닌 3D 입체 포토존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돌고래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D 포토존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육상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린파크’ 관람할 때 꼭 찾아서 체험하는 것을 추천한다.

3D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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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산호 수족관
“마린파크”에서는 입장한 관람객들을 위해 국내 최대의 산호 수
족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도중에 잠시 쉬어가는 기분
으로 산호수족관 통해 간접적으로 제주 바다 속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제주바다는 기후 변화로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제주 연안에 원래 서식하던 토속어종과 아열대성
토속어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마린파크’에서는 전시테마로 제주
토착어종과 토속어종을 위주로 100여종의 해수관상어를 전시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랑인 연산호 수조와 경산호 수조 등 국내 최대의
산호 수조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어 가족 모
두에게 다양한 바다속 어종을 관찰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돌피누스 뷔페

수족관

‘마린파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온 가족이 돌고래 체험을 비
롯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돌고래 체험 테마 파크이다. 다양한
돌고래 체험 후에는 화순 해수욕장과 산방산이 내려다보이는 맛과 멋이 있는 ‘돌피누스 패밀리
뷔페’가 있어 미식가들의 미각을 유혹한다. ‘돌피누스 패밀리 부페’는 기존의 뷔페와는 차별화된
뷔페로 오시는 손님 한분 한분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손님이 보는 즉석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들
의 즉석요리가 자랑인데, 체험으로 지친 몸에 맛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천혜의 아
름다운 경관을 눈으로 즐기고 정갈한 맛이 있는 요리로 입을 즐겁게 하는 돌피누스 뷔페는 또 다
른 ‘마린파크’의 자랑이기도 하다. 다양한 해산물과 즉석요리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돌피
누스 패밀리 뷔페’는 가족단위나 일반 모임도 가능하니 회갑연, 고
희연을 비롯하여 동호회나 동창회 등 모임장소로도 적격일 것이다.
계절이 벌써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가득
하다. 계절은 벌써 불타는 여름의 초입에 서 있고 야외로 나가는 일
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상과 휴가철이 다가
오는 이 계절에 여행의 기대감을 가득 품고 있는 우리를 ‘마린파크’
의 돌고래가 유혹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에 즐길 수 있도록 온가족
이 함께 ‘마린파크’에서 돌고래 체험 여행으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음식 부페와 샤브샤브
마린파크 스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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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1 )
이 칼럼은 다이빙 투어 중에 꼭 필요한 그리고 기본이 되는 영어회화를
투어 편과 다이빙 편을 나누어 소개하는 코너이다.
투어 편에서 탑승수속, 안내방송, 보안검색, 기내방송, 기내서비스,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호텔 로비, 식당, 관광, 쇼핑, 환전 등과 같은 상황별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회화를 간략히 소개한다. 다이빙 편에서 다이빙 신청, 신청 확인, 장비 랜탈,
다이빙 브리핑의 바다상태, 해저지형, 다이빙 방법, 수중생물 소개, 위험, 금지 및
요구사항 등과 같은 상황별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회화를 소개한다.

투어 편
탑승 수속 상황

Where can I check in?
탑승수속은 어디서 하나요?

Is it too late to catch KAL Flight 710?
대한항공 710편 비행기를 타기에 너무 늦었습니까?

I'm leaving for Manila on flight OZ-712.
나는 OZ-712 비행편으로 마닐라에 갑니다.

Is the flight on schedule?
일정에 맞는 비행기인가요?

Which do you prepar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창가 쪽 자리와 복도 쪽 자리 중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창문 쪽 좌석을 부탁합니다.

How many pieces of luggage would you like to send?
가방을 몇 개 부치겠습니까?

This is diving equipment. Please put a fragile tag.
이것은 다이빙 장비입니다. 취급주의 태그를 붙여 주세요.

It’s over the weight limit.
중량이 초과되었네요.

Would you mind opening your bag?
가방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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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공항
domestic line 국내선
international line 국제선
departure 출발
arrival 도착
delay 연착
on time 정시의
pilot 조종사
flight attendant 승무원
baggage claim 수화물 찾는 곳
luggage, baggage 짐, 가방
carry-on baggage 손가방
airline ticket 항공권
flight number 편명
boarding pass 탑승권
boarding gate 탑승구
security check 보안검색
metal detector 금속 탐지기
conveyor belt 컨베이어 벨트
aisle seat 통로 쪽 좌석
window seat 창 쪽 좌석
middle seat 가운데 좌석
extra charge 추가요금

Can I check my baggage through to Cebu?
나는 세부에 이르기까지 제 수하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Here is your boarding pass. Please present at gate 7.
탑승권 여기 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기다려 주세요.

What is the boarding gate number?
탑승 게이트 번호는 무엇입니까?

다이빙 편
다이빙 신청 상황

I'd like to go diving.
나는 다이빙을 하려고 합니다.

Could you show me the program and the price list, please?
저에게 프로그램과 가격 목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Do you have a reasonable program package?
합리적인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나요?

I want to take this course.
나는 이 과정을 받고 싶습니다.

I'm beginner diver.
저는 초보 다이버입니다.

I'd like to dive with a guide.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Is a check dive required?
체크 다이빙이 필요합니까?

May a non-diver come along?
비 다이버 한명도 같이 갈수 있을까요?

Can I try an introductory course?
입문 코스를 할 수 있나요?

Can I do a night dive?
야간 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Can I do a nitrox dive?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할 수 있나요?

Can I dive only in the afternoon?
오후에만 다이빙을 해도 되나요?

certification card C-카드
beginner diver 초보 다이버
experienced diver 숙련된 다이버
diving instructor 다이빙 강사
introductory course 입문 코스
night dive 나이트 다이브
wreck dive 난파선 다이브
cave dive 동굴 다이브
nitrox dive 나이트록스 다이브
beach dive 비치 다이브
boat dive 보트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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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장비 이름을 영어로 말하기
Let’s say diving

equipments in English

hood
후드

wetsuit
슈트

weight belt

drysuit 드라이슈트

웨이트벨트

weight

dive computer

웨이트

다이브 컴퓨터

gloves
글러브/장갑

fins
핀/오리발
full foot fins
adjustable strap fins

mask
마스크/수경
optical lens 도수렌즈

current hook
조류걸이

boots
snorkel

부츠

스노클/숨대롱

stick / pointer
탐침봉

defogger / demister
slate

수경 서리 방지제

슬레이트/메모판

underwater light / torch
수중전등/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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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knife
수중칼

regulator set
레귤레이터/호흡기 세트

tank / cylinder
공기탱크

hose

o-ring

호스

octopus

오링

pressure gauge

옥토퍼스/보조호흡기

잔압계

tank valve
탱크밸브

mouth peiece
마우스 피스

second stage
2단계

depth gauge
수심계

다
이
빙

first stage
1단계

BC (jacket)
비시/부력조절기

BC = Buoyancy Compensator
BCD = Buoyancy Control Device

deflator valve

장
비

signaling float / buoi
소세지/부이

buckle

배기버튼

버클

inflator button
급기 버튼

reel
릴

cummerbund

deflator button
배기 버튼

허리띠

bag with casters

gear bag

water - proof pouch

바퀴가방

장비 망 가방

방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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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쿠바스쿨
고스다이브 시스템
제주오션
제주바다하늘(사수동)
제주원다이브리조트

우도스쿠바리조트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남원

블루웨이브
스쿠버아카데미

화순

드림아일랜드

모슬포

다이버하우스
마린파크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천지다이브센터
샤뜰레팬션&샵
태평양다이빙스쿨
굿다이버
두나다이브
해마
빅블루33
방2다이버스
오렌지샵
딥어드벤쳐
다이브랜드
블루샤크
블루마린
오션스제주
볼레낭게
마린하우스
더 스쿠바
타크라 다이빙
scuba life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회원샵
서귀포시

제주시

오렌지샵

Scub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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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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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김 원 국
서귀포시 법환동 392-3
064)738-6114
scubaskin@naver.com
www.scubalife.net

천지다이브센터

리조트 건축중

타크라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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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성 일
강사: 한 덕 용
서귀포시 법환동 161-13
011-372-0724 / 010-8675-9448
gksgks411@yahoo.co.kr

제주스쿠바스쿨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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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다이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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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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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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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다이빙스쿨

제주원다이브리조트

굿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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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김 상 길
서귀포시 강정동 2052-8
064)762-7677 / 010-3721-7277
gooddiver@naver.com
www.gooddiv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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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스쿠바리조트
대표 : 고 혁 진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12번지
064)784-5956 / 010-3692-8277
amado98@naver.com
www.udo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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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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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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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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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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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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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어드벤쳐
대표: 유 현 재 (017-204-9456)
서귀포시 서귀동 496-9
doonggarasi@naver.com

다이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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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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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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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 모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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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쿠바

(광고 참조)

(광고 참조)

대표: 이 승 호
서귀포시 서귀동 172-4번지
010-4631-4448
ssi461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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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아카데미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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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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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파크 (광고 참조)
대표: 김 형 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23
064)792-7775~7
www.marin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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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Diving Resort Jeju

다이빙 교육은?
스쿠바라이프에서...

왜?

•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392-3 / 064. 738. 6114
• 서울 강동구 천호2동 312-26 / 070. 8220. 4168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5-24 / 032. 348. 2763
대표 : 김원국

www.scubalife.net

GO SCUBA DIVING
강원도 고성군

그린레포츠
동명스킨스쿠바
속초다이버스
속초수중
영금정스쿠바

38마린리조트 (광고참조)
수산다이브리조트
아쿠아갤러리마린리조트(광고참조)
월드다이브리조트(광고참조)
인구다이브리조트(광고참조)
카리브다이브
팀스킨스쿠바
파라다이스 오션블루
한스쿠바

동해딥블루
추암다이브리조트
행복한해적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진해구

Diving Resort of

Philippines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안내
■ 루손지역

San Pascual

루손지역

Banaba
Center

Baguilawa

Danglayan

San Pedro

①

Sirang
lupa

Pulong
Balibaguhan

Ligaya
Bagalangit

Batangas
City

Gasang

Pinamucan
Ibaba

Mainit

• 몬테칼로 리조트(손의식)광고참조
0919-301-5555
070-8285-6306
www.mcscuba.com
divestone@hanmail.net
• SM 리조트
• 샤크다이브 리조트

•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임희수) 광고참조
63-928-719-1730
070-7563-7130
www.paradise-dive.net
diver-ricky@hotmail.com
• 원다이브 리조트
• 마부하이 다이브 리조트
• 레드썬다이브 리조트
• 다이빙파크 리조트
• 사방비치클럽
• 송오브조이
• 씨퀸
• 오션팔라스
• 블루워터 다이빙

•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김태훈) 광고참조
63-919-539-5822
63-917-805-3323
www.bonitoresort.com
tsonykim@paran.com

Mabacong
Pagkilatan
Ilihan

②

③ 민도루 사방비치

② 바탕가스 보니또

Simlong

Maricaban
Island

① 바탕가스 아닐라오

■ 비사야지역

Verde
Island

④ 세부 막탄

③

• 오션블루(유병선) 광고참조
02-483-8226
070-8245-8226
www.oceanblue.co.kr
ssicebu@naver.com
• 씨월드 다이브센터&리조트
(김순식) 광고참조
63-36-288-3033
070-8258-3033
www.seaworld-boracay.co.kr
• 수중세상
• 돌고래다이빙 임페리얼 팰리스

Aninuan Balatero
Puerto
Galera

비사야지역
Bayanng Liloan

Mandaue
City

Cebu
City

④

Pinamungahan

⑤ 세부 모알보알

Carcar City
Dumanjug

⑤

Ronda

⑥

⑧ 세부 오스롭
Sibonga

Tubigon

• 진스다이브

Calape

Argao

⑨ 네그로스 두마게테

Dalaguete

⑪

Alegria

Tagbilaran
City

Malabuyoc
Samboao

⑧
⑦

Dumaguete
City

⑩

Bohol

• 피플다이브리조트
• 원다이브리조트

Baclayon
Daus

Valencia

⑩ 보홀 팡글라오
• 디퍼다이브리조트(장태한) 광고참조
63-921-499-1859
070-7667-9641
deepper.co.kr
• 딥블루
• 팜아일랜드

⑨

⑪ 보홀 따그빌라란
• 블루워터

• MB오션블루 다이브 리조트
(김용식) 광고참조
63-32-516-0727
070-7518-0180
www.moalboaldive.com
• 준다이브리조트
• 블루스타

⑥ 세부 바디안
• 그린아일랜드 다이브리조트

⑦ 세부 릴로안
• 노블레스리조트(정광범) 광고참조
032-480-9039
63-927-674-0003
www.noblesseresort.com
• 킹덤리조트
• 건우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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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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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멤버포럼

- PDIC 독도 탐방 투어 ~11일

- TDI 재호흡시 트라이믹스 과정 실시 ~22일
- PADI 강사시험 (장소 : 서귀포 델피노리조트) ~17일
- BSAC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업데이트 교육 ~17일

- 3차 CMAS 고급 나이트록스 교육 ~22일, NAUI ITC ~29일
- 대학생 NAUI 스쿠버과정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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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TD 트레이너 워크샵 ~8일

- CMAS 친목다이빙 행사 ~6일
-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8일, 제6회 국민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수중사진촬영대회 ~8일

- CMAS 수중사진 강사 교육 ~11일
-	BSAC 대학생 강사교육 ~19일, CMAS 수중비디오
강사교육 ~13일
- IANTD 트라이믹스 강습 ~25일

격월간

기획기사

(주)대웅슈트/마레스의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X-UV LIQUID SKIN SUNRISE
특별 제작한 한국형 마스크
최고의 편안함, 넓은 시야

• 4% 더 부드러운 재질
• 트라이컴포트 기술
• 2버튼식 버클
X-VU 리퀴드스킨 마스크는 MARES가 한국인의 얼굴형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한 2안식 모델이다.
MARES 리퀴드스킨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프레임을 받치는 부분의 스커트는 단단하며, 얼굴에 닿는
부분의 스커트는 매우 부드럽다.
트라이컴포트 기술을 적용한 코부분의 액체 실리콘은 충격을 흡수하며,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2버튼식 버클로 자연스러운 사용이 가능하다.
시력교정 렌즈(+/-)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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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항
리퀴드스킨 기술 실리콘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MARES 특허기술로, 프
레임을 받치는 부분은 단단한 실리콘을, 얼굴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실리콘을
사용한다. 45% 더 부드러운 재질이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하며, 270% 더 탄력있
는 재질로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한다.

이안식 모델 이안식 마스크는 내부부피가 작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
한다. 시력교정 렌즈를 끼울 수 있다.
시력교정 렌즈 시력교정 렌즈(+/-)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마스크에 렌즈를
빠르고 쉽게 끼울 수 있다.

버클 버클을 스커트에 장착하여 뛰어난 유체역학적 마스크가 완성되었다. 압력
이 프레임이 아닌 스커트에 전해지므로 착용감이 좋다.
트라이컴포트 기술 이마와 코부분의 프레임에 더욱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였
다. 잦은 다이빙이나 장시간 다이빙 시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한다.
넓은 시야

MARES 연구개발팀과 디자인팀은 얼굴형에 관한 수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까다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X-VU 리퀴드스킨 마스크는
넓은 시야는 물론 최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 MARES
전문가용 극한의 환경에서 자주 다이빙하는 경우 우수한 품질과 일관된 성능을
가진 제품이 필요하다. MARES는 항상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MARES 제품의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은 까다로운 전문
다이버를 만족시켜 드린다.

찬물 다이빙 찬물다이빙에서 필요한 성능, 안전성,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적용하
였다. 엄격한 테스트가 최고의 성능과 편안함, 따뜻함, 안정성을 보장한다. 미해군
(US Navy)도 극한의 다이빙을 할 때 최고의 장비로 MARES 제품을 인정하고 있다.

최고의 편안함 ‘한국형 스커트, 리퀴드스킨 기술, 트라이컴포트 기술, 2버튼식
버클, 넓은시야’가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여행용 마스크 비행기 탑승 시 무게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이빙 장
비 설계에서 여행용 제품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MARES 여행용 장비는
가볍고 간편하며 보관하기 쉽다.

• 색상 : 검정, 화이트블루, 화이트핑크, 빨강, 파랑, 화이트
• 소비자가격 : 14만원

(주)대웅슈트/마레스의
2012년 신제품 및 대표상품 1차 체험단 모집 공고
직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다립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 획기적인 마레스 2012 신제품이 출시

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프로텍’ BC는 최상의 편안함과 완벽한

되었다.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신제품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

부력을 제공한다.

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과 장단점을 파악

세계최초 한국형 마스크는 완벽한 착용감과 넓은 시야를 보장

하여 보다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체험단에 참가하여 공정하

한다.

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린다.

다이브 컴퓨터 매트릭스는 출고 전부터 많은 다이버들의 관심

신제품 ‘아이콘 에어’는 가스통합형 다이브 컴퓨터 분야의 개척

을 받았으며, 출시됨과 동시에 놀라운 성능으로 다이버들의 사

자이다. 마레스의 양방향 기술력으로 탱크모듈과 활발하게 교

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신제품의 성능을 직접 체험

신하며, 선명한 칼라화면으로 탱크잔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쿠버 다이빙과 마레스 장비에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직관적인 색상으로 표

관심 있는 분들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 신청하여 주

시한다.

시기 바란다.

가볍고 호흡성능이 뛰어난 ‘카본52’, ‘인스팅트52’와 더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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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단 신청방법
- 제목 : 마레스 장비 체험단 신청
- 내용 : 이름, 연락처, 블로그 / 페이스북 주소, 다이빙 자격증
※	신장비 테스트에 응모하신 분들은 미리 시간 스케줄과 다이브 컴퓨터 매뉴얼을 받아서 테스트 전에
작동방법을 숙지할 수 있다.
•지원자격
- 마레스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신제품 체험을 원하는 분
- 스쿠버 자격증 소지자 (어드밴스드 이상 자격증)
•선발 인원 : 총 8명 (서울)
•체험단 발표 : 5월 25일
•1차 체험 다이빙
- 장소 : 서울 잠실 잠수풀
- 일시 : 6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참가자 준비물
- 개인 스킨장비 (수트, 수영복, 수영모. 부츠 등)
•진행 내용
- 신장비 소개 및 테스트 장비 지급 (약 1시간)
- 신장비 풀장 테스트 (약 1시간)
- 신장비 사용후기 및 질의/응답 (약 30분)
- 기념품 증정 및 기념사진 촬영
•사용후기
-	신장비 테스트에 응모한 분들은 체험느낌을 당사 홈페이지/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
려 주시기 바란다.
- 사용후기를 작성하신 분 중 3명을 채택하여 소정의 상품을 증정
•사용후기 평가
- 당사 홈페이지/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등에 등재한 횟수 및 후기내용을 대상으로 평가
- 발표 일자 : 2012년 8월 30일
※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선정된 사용후기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 장비
- 탑기어 세트
	
카본52 호흡기, 하이브리드 BC, 아이콘HD AIR 다이브 컴퓨터, 미션1P 게이지, X-VU 썬라이
즈 마스크, X-스트림 오리발, 번지스트랩
- 베스트 기어세트
	
인스팅트52 호흡기, 드래곤 AT BC,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 미션1P 게이지 i3 썬라이즈 마스
크, X-스트림 오리발, 번지스트랩

마레스 코리아(www.mares.co.kr) 게시판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areskorea.co.kr)에 신청하세요.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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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MARES 인스팅트(INSTINCT)52 호흡기
전세계 유일한 호흡기
MARES는 다이빙장비 개발의 핵심인 호흡기 분야에서 새로운 차원의 호흡기를 출시하였다.
MARES의 놀라운 신제품 ‘인스팅트52’ 호흡기에는 기존의 제품들에는 없었던 새로운 특징들이
있다. 이 뛰어난 호흡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MARES 연구개발팀은 기존 호흡기의 불편한 점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호흡기 2단계 설
계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인스팅트52 호흡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굉장히 가벼운 무게(150g),
짧고 인체공학적인 최적각도의 호스,
유체역학적 디자인,
고유각을 지닌 호스 연결부’

[ 인스팅트(INSTINCT)52 ]
-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유체역학적 디자인
-공
 기방울로부터 다이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사이드
배기시스템
- 작동이 편리한 플립타입 퍼지버튼
- 수중자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유각을 지닌 다이아프램
- 물의 저항과 호스 당김현상을 줄여주는 호스의 배치
-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한 2단계
※ 인스팅트(INSTINCT)52 호흡기
▶ 색상 : BK, WH
▶ 소비자가격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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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호흡기의 고유 특허인 우회로와 선풍촉진장치(VAD)도 그대로 적
용하였다. 한번의 호흡만으로도 인스팅트52의 탁월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인스팅트52 2단계는 아주 가벼우며 무게중심이 다이버쪽으로 가깝게 설
계되어 기존의 호흡기와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이드
배기밸브는 공기방울을 옆으로 배출하므로 다이버의 시야를 가리지 않
는다. 인스팅트52의 호흡은 부드럽고 편안하다. 인스팅트52는 우회로와
선풍촉진장치(VAD) 덕분에 종래의 호흡기 2단계에 필요한 조절식 놉
(knob)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인스팅트52는 어떤 수심에서도 필요
한 양의 공기를 정확하게 공급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2단계의 다이아프
램이 45도의 고유각을 지니고 있어서 다이버가 어떤 자세에 있더라도 변
함없는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호흡기 내부는 원뿔형 구조로 되어 있
어 숨을 내쉴 때 물을 빠르게 뺄 수 있다(예 : 짝다이버와 호흡시). 윗부
분에 두 개의 큰 구멍이 있는 호흡기의 유체역학적 구조는 강한 조류에서
도 프리플로우를 막는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퍼지버튼은 최초의 플립
스위치 설계로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누를 수 있다. 정교하
게 휘어진 디멘드레버와 확대된 배기밸브 덕분에 호흡이 시원하다. 인스
팅트52에는 MARES가 새롭게 개발한 MR52 1단계가 장착되어 있다. 새로
운 1단계는 해외다이빙을 자주 가는 다이버를 위해서 크기를 축소하여
가벼워졌다. 숨을 들이 마실 때 일관된 공기를 공급하는 1단계 DFC(다이
나믹한 공기공급장치) 특허시스템은 2단계와 함께 완벽한 시스템을 이룬
다. 또한 삼중재질의 포핏이 호흡기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다이버의
필요에 따라 호스연결이 편리하도록 4개의 저압구멍이 설계되어 있다.

[기술자료]

- 전체무게(호스포함) : DIN 810g, INT 987g

■ MR52 1단계
-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DFC(다이내믹한 공기공급장치)특
허, 300bar(DIN)
- 7/16” UNF 고압포트 2개, 3/8” UNF 중간압포트 4개(2개

■ 공기량
- 1단계 : 4800L/min
- 2단계 : 2400L/min

는 2단계의 DFC포트)
· 내구성 강한 황동과 테크노폴리머 소재
■ 2단계

· 세가지 재질의 밸브

- VAD(선풍촉진장치) 특허시스템

· 중간압 : 9.8~10.2bar

- 유체역학적 디자인, 플립 스위치로 설계된 퍼지버튼, 사이

· 탱크밸브 연결부분 : ISO 12209-2(DIN 200/300bar),

드 배기시스템

ISO 12209-3(INT)
· 3/8” 수퍼플렉스 호스, 65cm

■ 무게

· EN250에 따른 호흡 에너지량 : 1.02J/l (limit=3.0j/l)

- 1단계 : DIN 300bar 513g, INT 687g

· 찬물다이빙 가능 (EN250 인증)

- 2단계 :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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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신제품의
‘번지스트랩(Bungee Strap)’ 출시
MARES의 신제품인 ‘번지스트랩’은 핀사이즈에 맞추어 XS/S, R, XL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각 사
이즈의 길이는 18cm, 21cm, 24cm 이다. 이 사이즈의 구성은 대부분의 다이버가 번지스트랩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이버의 발크기가 핀에 꽉 맞거나 다이버가 두꺼운 부츠를 신은 경우에는 번지스트랩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번지스트랩에는 스트랩의 길이를 1.5cm 늘릴 수 있는 익
스텐더(extender)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는 익스텐더 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 번지스트랩이 심
하게 팽팽할 때에만 익스텐더를 끼우시기 바란다. 익스텐더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끼울 수 있다.
번지스트랩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다이빙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핀을 신고 벗기
가 편하다. 이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MARES 신제품 ‘번지스트랩’은 모든 MARES 핀에 사용가능
하다.

- 소비자가격 : 85,000원
- 사이즈 : XS / S,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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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매트릭스 기능
매트릭스 오른쪽 위 버튼 기능
세컨드타임(second time zone) & 로그북
매트릭스 오른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인 메뉴로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서 특정메

DECO DIVE

뉴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매트릭스 오른쪽 위 버튼에는 특별한 기능이 두가지 있다.
첫째는 세컨드타임(second time zone) 기능이다.
세컨드타임 기능은 보통 해외출장 중 이나 해외에 친구가 있을 때 시간을 빨리 확인하
기 위해서 사용한다. 해외여행 중이라면 로그북, 다이빙 중 시간화면, 알람시계 기능 등
을 위해서 세컨드타임을 메인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세컨드타임이 디지털 시계화면에 나타났을 때 오른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된다. 윗줄과 가운데줄의 시간위치가 바뀌면서 설정이 완료된다.
해외일정이 마무리 되었을 때는 세컨드타임 화면을 띄워 오른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DECO STOP

원래 사용하던 시간대로 바꿀 수 있다.

LOGBOOK
둘째는 로그북 기능이다.
시계화면에서 최근의 다이빙 로그북을 확인하려면 버튼을 6번 눌러야 한다.
최근의 다이빙을 언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 다이빙 후 12-24시간이 지나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매트릭스는 이때 포스트다이브(post-dive) 화면(잔류질소 배출시
간, 비행금지시간, 수면휴식시간)을 표시한다. 포스트다이브 화면에서 오른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최근에 다이빙한 로그북이 바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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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2012 카달로그 출시
신상품과 베스트 상품별 QR코드 삽입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2012년 카달로그가 출시되었다. 이번 카달로그의 주요 특징으로는 상품
이미지를 강조한 페이지 구성과 신상품과 베스트 상품 별로 QR코드를 삽입하여 해당 제품의 화
려한 비주얼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카달로그에
담지 못했던 관련 부속품 및 광고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SNS 공유를 통해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즌 중 출시되는 신상품 또는 해당 상품 추가 정보 등
이 계속 업데이트 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카테고리 분류를 명확하게 하여 상품별 정보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2012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카달로그는 전국 다이빙
센터, 리조트 등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E-카달
로그는 홈페이지(www.woojungsa.co.kr)에서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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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제4차(2012년) TUSA 딜러 투어
2012년 4월 5-8일 우정사 초청으로 제4차(2012년) TUSA 딜러
투어가 진행되었다. 우정사 직원을 포함하여 다이빙 잡지 발행
인, TUSA 딜러 등 24명이 대만 현지 타바타 공장 견학과 신제
품 설명회를 비롯하여 대만 현지 다이빙 시장 조사, 지우펀과
Sea Side Resort 방문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정사는 대한민국 스쿠바 장비업체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업
체이다. 1970년 설립을 하여 40여 년간 사업을 전개하면서 스
쿠버 장비시장의 현재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 해로 4번째 맞는 딜러 투어를 통하여 업계의 선두주자에 있
는 우정사가 우수한 딜러들에게 어떠한 마인드로 대하고 있는
지 새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딜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
품들이 어떤 품질 관리와 테스트를 거쳐 출고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본인들이 판매하는 투사 제
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어 판매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한편, 이번
투어에 같이 진행된 대만 현지 다이빙 시장 조사는 다른 나라의 샵을 보면서 새로운 영업 방식들
의 아이디어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TUSA 대만공장 견학 및 세미나
인천공항 M카운터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알만한 분들이었고, 다이빙
투어로 각 리조트나 샵에서 한 번 쯤은 본 듯한 얼굴들이다. 다이빙이
라는 같은 구심점이 있어서 그런지 서먹한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짧은 일정이지만 해외로 나간다는 설레임도 있어서 인지
시종 밝은 얼굴들이었다.
점심을 약간 지난 시간에 대만에 도착한 일행은 타바타 공장으로 이동
하여 첫 날 일정을 진행하였다. 신제품 설명회가 진행된 공장에서는 우
정사 이종석 주임이 타바타와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설
명하였고 세미나 장소에 진열된 신제품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
저한 품질 관리로 대만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
명과 함께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딜러들은 본인들이 취급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
다. 신제품 설명회를 마친 딜러 일행은 자리를 옮겨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을 견학을 하였다.
대만 타바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공정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비롯하여 BC와 핀의 조립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
었고 완제품의 검사와 포장 그리고 제품이 출하되는 일련의 과정을 모
두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나 대만공장 나카무라 사장은 신제품 설명회에서부터 같이 참가
하여서 제조 공정과 완성된 제품의 테스트에 대해서 열정적인 설명을
하여서 공장 대표로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품 생산 공정 중 눈길을 잡은 것은 핀(오리발)의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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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었다. TUSA 핀은 실리콘과 플라스틱이 결합된 제품으로 부드러운 추진력이 자랑인데 이번
투어로 그 제조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몰딩과정과 이종 재료의 접합과 성형으로
만들어진 핀을 보면서 TUSA의 기술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장 견학이 끝난 후에는 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대만 현지 다이빙 시장조사
대만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다. 북쪽으로는 한국과 일
본, 남쪽으로는 홍콩과 필리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
의 해상중계지에 위치하고 있다. 섬나라로 크기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
라이고 아열대 기후로 연간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해양 레포츠에 적합
한 나라이다. 이번 딜러 투어 중 둘째 날은 대만 현지 다이빙 시장 조사를 하였다.
한국과 대만과의 샵 운영에 관하여 비교도 해보고 여러 다이브 센터를 방문하여
다이빙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대
만의 운영방식도 알게 되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면적은 작은 나라이지만 다이빙
센터나 수영장 등은 규모가 크게
느껴졌다. 수영장과 다이빙 풀이
같이 있는 곳도 있었다. 참가자 들
이 다이빙 풀의 시설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
는 듯 하기도 하였다. PADI, SSI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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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 오렌지 샤크라는 다이빙 샵을 둘러보았다. 참가자 들이 다이빙 샵의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프리다이빙을 하는 샵에서는 강의실에 요가 매트가 깔려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
다. 프리 다이빙은 호흡시간을 길게 가져야 하는 종목이라 호흡조절을 위하여 요가도 같이 수업
을 하는구나 생각하였다.
샵 중에 레귤레이터의 호흡저항을 직접 볼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 곳이 있어 끌
었는데 호흡기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다이버들의 호흡
기 선택과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다이빙 시장 조사를 마치고 한국의 현충사라 할 수 있는 충렬사를 방문하였다.
항일전쟁과 국민당 정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의 영령을 모시기 위해
1969년 건설된 곳으로 위병교대식이 유명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틀간의 설명회와 비즈니스 시장조사를 마치고 삼일 째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지우펀과 시사이드 리조트를 둘러보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였
다. 이번 투어를 통해서 느낀 것은 다이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 수입업체
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지만 딜러들에게 판매하
는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 자부심을 갖고 장비를 취급할 수 있
게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 들었다. 투어를 진행하여준
우정사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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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코
■ 테코 카다로그 앱스토어 등록
-	테코 카다로그용 전자책(E-book)을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Play store와 Apple 앱
스토어에 등록하였다.
-	검색창에 테코 또는 TECKO를 입력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무
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

■ 고프로 수중하우징 GT1 수중 100m 테스트 완료
-	컴팩트 하면서도 HD급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Gopro
Hero2 를 위한 수중하우징 GT1 이 본격 발매되었다.
-	파티마에서 제작하고 ㈜테코에서 독점공급하는 GT1은 박
재석, 박헌영 강사팀에서 수중 100m 동영상 촬영을 성공적
으로 마쳤다.
-	가격은 38만원이며, 가까운 테코 취급점에서 구입가능하다.

■ Patima - HERO2 하우징 수중 100m 촬영 테스트
2012년 5월 5-13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된 네파 익스트림 트
라이믹스 딥다이빙 행사 중 Patima-HERO2 수중하우징 테스
트가 진행되었다. 박재석, 박헌영 강사에 의해 테스트된 하우
징은 최대수심 103m에서 촬영에 성공했으며 이번 행사에 동
원된 하우징은 100m 이상 수심에서 수직 핀이 눌리지 않게
개조된 제품으로 이후 150m 촬영에 도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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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 AWARE Shark Conservation 한국어 버전
AWARE Shark Conservation 다이버코스는 학생들에게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서 상어보
존에 기여하게 될 것
상어들은 해양 생태계에 필수적이다. 이들은 먹이가 되는

AWARE Shark Conservation 다이버 코스의 목표는 해양

어종의 인구에 균형을 유지시키고 아프거나 병들은 동물들

생태계와 경제에 대한 상어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을 제거함으로 대양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이들은 낚시와

상어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해 교육하고, 현재 상어 어업 관

다이빙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때문에 지역 경

리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액션

제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원천이다.

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해들을 타파하고, 상어를 보

그러나 상어들은 남획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감소를 겪

호하도록 장려하는데 있다. 당신은 이 AWARE Shark

고 있으며, 상어 개체수의 지속적인 존재가 위협을 당할 정도

Conservation 다이버 코스를 통해 학생들이 상어를 보호

의 레벨로 감소되고 있다. 대부분 상어의 개체 수는 약 80%

하는 데 있어서 액션을 취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열정

이상 감소를 보이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상어 종에

에 찬 상어 옹호자들로 만들 수 있다.

지속적인 유지가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 있기도 한다. 유럽의

AWARE Shark Conservation 다이버 코스는 다양한 층의

상어들은 특히 3분의 1 정도가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쓰여졌으며, 이 코스는 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보이고 있다.

이빙 자격증 코스로 또는 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이러한 이슈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액션들을 취해야

사용할 수 있다. 다이빙 코스로 지도를 할 때에는 트레이닝

만 하는데, 상어 어업 관리가 중요하지만, 무역 규제와 감독

다이브 동안 반드시 상어를 보아야 하는 것이 자격을 받는

역시 중요하다. AWARE Shark Conservation 다이버 코스는

조건은 아니다. 학생들이 코스에 등록할 때 상어를 볼 수 있

이 이슈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상어를 보호

는 객관적인 확률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다. 지식 개발은 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서 상

다이버들을 위한 단독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어 보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데, 이 경우는 AWARE Shark Conservation 프로그램 참가
증명서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무료로 준비된 이 가이드라인의 PDF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Project AWARE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이에 관한 코멘트나 제안을 제공하거나, 기타 다른 Project AWARE
상품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기 원하시면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www.projectaw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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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 DPV(수중스쿠터) 제주 페스티벌

PADI 블루다이버스(대표 : 임욱선)는 2012년도 각 PADI 센터의

이번 행사에는 파란바다 팀 송규진외 6명이 DPV 자체 교육을

DPV 스페셜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5월 12일(토) -

진행하였고, 그밖에 50여명의 다이버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13일(일) 동안 제주도의 범섬, 문섬 새끼섬에서 DPV 페스티벌을

행사를 주체한 블루다이버스는 DPV 7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센

개최하였다.

터 및 강사들의 교육과 투어에 도움을 주었으며, 굿다이버 리조
트(대표 : 김상길)는 이날 행사의 행사장 준비와 숙식에 관한 제

이날 행사는 각 센터에서 교육과 투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특히 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담당관인

만들어 기존 다이버들이 좀더 색다르고 재미있는 교육과 투어를

김부경 담당관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구자광발행인이 행

진행하였고, 특히 DPV를 이용하여 빠른 스피드를 느끼며 효율

사에 참석해 주셨다.

적인 공기관리를 하여 장거리 수중탐험 시간을 가졌다.
향후 계획은 여름캠프 기간에 일정 댓수의 DPV를 현장에 비치
하여 DPV 체험과 교육 및 펀다이빙을 지원할 계획이다.

DPV 렌탈, 워크샵 및 교육관련 문의 사항은
블루다이버스(임욱선) 휴대폰 : 010-3290-4653, www.bluedivers.co.kr 로 연락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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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에

오션블루 세부리조트 오픈!

다이빙 리조트에서 느껴보지 못한 세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1년여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
“교육 한 번 딱 부러지게 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오션블
루 다이브그룹(대표 : 유병선)이 필리핀 세부에 오션블루 세
부리조트를 오픈하였다.
세부 막탄섬의 탐불리 리조트, 세부 비치클럽, 코스타벨라
리조트와 비치를 나란히 하고 있는 오션블루 세부리조트는
막탄섬의 얼마 되지 않는 천연 백사장을 갖고 있으며, 스탠다
드룸 9개, 디럭스룸 2개, 패밀리룸 1개와 레스토랑, 풀장 2개,
강의실, PC룸 및 야외 휴게실을 갖추었다.
오션블루 세부리조트는 기획 단계에서 부터, 20여년 다이빙
전문점, 잠수풀, 다이빙 리조트 운영 경험과 세계 각지의 여
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다이빙 리조트
에서 느껴보지 못한 세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
표로 1년여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로 만들어졌다. 모든 객실
의 컨디션은 고급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바닷가 전
망 좋은 레스토랑과 야간교육이 가능한 다이빙풀은 오션블
루 리조트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골고루 갖추어진 동선 짧
은 시설들과 쾌적한 주변 환경은 편안하고 조용한 휴식을 원
하는 손님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특히 17년 경력의 세프가 제공하는 조식·중식·석식의 각각
다양한 메뉴는 결코 여러분의 입맛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
며, 오션블루 리조트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오션
블루 세부리조트는 세부 유일의 SSI 강사교육 센터로써, 인스
트럭터 트레이너 및 3명의 한국인 강사가 오픈워터 과정부터
강사과정 까지 모든 등급의 교육과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을
진행하며, 11명의 현지 스탭이 펀다이빙, 체험다이빙, 호핑투
어, 제트스키 및 바나나 보트와 시내관광 등 다양한 여러분
의 액티비티를 성심껏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오션블루 세부리조트는 다이버의 교육 및 휴식을 책
임지는 다이빙 리조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모델
로서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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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용인시 건립)에
스킨스쿠버다이빙교육 전용풀장 오픈
교육을 위해 입장하는 강사들은 무료로 사용 가능
- 실시간 수질검사로 최상의 수질 유지
- 30℃의 따뜻한 수온에서 얄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지난 5월 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에 위치한 아르피

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레벌업 과정, 스쿠버 다

아 스포츠센타(용인시 건립)에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한 전용

이빙 강사교육, 수중사진 및 비디오 촬영교육 그리고 아동들을

풀과 전문교육기관(이하“경기스쿠버”)이 스쿠버다이빙에 관련

위한 주니어 프로그램(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주니어리더강사교

한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문을 열

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

었다.
스쿠버 교육 전용풀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터는 죽전사거리의 요지(죽전 전철역앞

10시, 토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후 5시까지이며, 교육을 위해 입장하는 강사들은 무료로 사용

스포츠센터로 수영과 헬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

할 수 있다. 수온은 30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다이빙 풀장에

구장, 육상트랙(6레인), 농구장, 테니스장까지 갖춘 공익 시설로

비해 따뜻한 여건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에서

그 중에서 스쿠버 다이빙 교육 전용풀을 경기스쿠버에게 위탁

2시간 단위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최상의 수

운영을 맡겼다. 경기스쿠버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내의 스쿠버

질을 보장한다.

교육 전용풀과 소강의실 등을 사용하며, 지하2층 주차장 입구
에는 100㎡ 규모의 사무실과 대강의실, 스쿠버 장비 판매 매장

다이빙 전용 잠수풀은 개관된 이후 수지, 분당구 주민들에게

을 갖추고 있어 스쿠버다이빙 교육상담은 물론 각 업체별 스쿠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배

버다이빙 장비를 진열하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으며, 대강의실

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한 때문에 망설

은 잠수풀장을 이용하는 모든 강사들에게 필요시 무료로 개방

였던 분들이 가깝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개관됨

하고 있다.

으로써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는 듯 하며 앞으로도 경기스쿠바
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

경기 스쿠버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체험 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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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스쿠버다이빙 교육전용 풀

■ 넓은 주차공간과 편리한 동선

(수온 30도 유지, 깊은 물/얇은 물: 5m/1.4m)

■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강사는 입장 및 탱크비 무료)

• 오픈워터~마스터 교육
•강사양성과정 수시 개최

■ 강의실 및 회의실 완비

•수중사진/비디오 촬영교육

■ 사우나 및 샤워실 완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아동 및 주니어 스노클링, 스킨, 스쿠버 다이빙 교육

■ 개장시간
• 평일 : 06시~22시
• 토요일: 07시~18시
• 일요일: 10시~17시

■ 경기스쿠바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타 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2동 1003-43
•Tel. 031-264-1661 Fax. 031-264-1822
•홈페이지 : www.gscu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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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영상이 넘쳐나는 93일간의 바다축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2012년 5월 11일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바로 꿈과 영상의 나라로 초대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
는 지구의 71%로 조성되어 있는 바다와 관련된 방대한 인정박람회가 대한민국의 여수에서 개최
되었다. 2조 1,590원이 투입된 거대한 건설이었고,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큰 박람회이다. 세계 104개국의 국가와
10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50여 개국은 개별 전시관을 열었고 나머지는 공동관을 준비한 세
계적인 행사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적 행사이다.
여수엑스포는 각국의 정상 등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날 전야제와 다음날 환상의 개막식
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지구촌의 바다축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대규모 해상
공연이 Big-O에서 열렸으며 각종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특히 놀라울만한 것은 해상에서 펼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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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오쇼였다. 레이저쇼는 홀로그램 영상을 물위에 투사시켜 신비한 느낌을 주었고, 선박들의 진군
은 너무도 멋들어졌다. 해상분수쇼, 불꽃쇼는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여수엑스포는 바다와 인간이 잘 어울려져 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
는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들이 전시되었고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
이는 것들이 많다. Big-O는 최초로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해상이벤트 공간에서 다양한 쇼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대형 해상무대를 천장에 설치한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와 바
다의 귀족 러시아 흰고래, 호수의 팬더 바이칼 물범 등 귀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고 280종 33,000
여 마리의 해양생물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 버려진 시멘트를 활용한 문화공간 “스카
이 타워” 이벤트 등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밖에 엑스포타운, 한국관, 국제관, 주제관 등 넘쳐
나는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에너지파크·바다숲, 원양어법체험장 등 체험 전시시설도 다양하다.
여수엑스포는 93일 간 펼쳐지는 프로그램이 400여개나 되고 각종 공연도 8,000여개가 되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박람회장에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IT기술들이 선보인다. 일반
관람객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고, 입장권은 한 장만 구매하
면 전 시설을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예약할 경우에는 2개관만 예약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
장에서 예약하면 된다.
여수엑스포는 전 세계의 관람객들이 방문할 예정이며,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연
안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존, 새로운 자원기술, 창의적 해양 활동 해양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훼손
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류 공용의 과제인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박람회이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요 시설

주최국 전시관

주제관 (7,413㎡)

인류와 바다가 공존하는 모습 구현

한국관 (5,248㎡)

한국인의 바다 개척정신과 해양한국 비전 제시

부제관 (5,754㎡)

기후환경, 해양산업기술, 해양문명·도시, 해양생물 전시

국제관 (13만 2,649㎡)

참가자 전시관

특화시설

대양별로 배치

기업관 (1만 4,000㎡)

7개 기업별 독립전시관 구성

국제기구관·한국해운항민관

10개 국제기구, 한국해운, 해양생물 본뜬 로봇 등

해양로봇관 (1,000㎡)

주제별 전시

지자체관 (2327㎡)

16개 광역·여수시·6개 기초지자체별 전시

해상무대 빅오 (10만 5,584㎡)

여수 신항 앞바다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현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415m X 21m)

첨단 IT와 조명예술을 결합한 문화예술 공간

스카이 타워 (높이 67㎡. 2기)

민자사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104개 나라 전시공간으로

시멘트 페사일로를 파이프오르간과 해수 담수화
시설로 활용

아쿠아리움(1만 6,400㎡)

국내 최대 지상 4층, 수조 용량 6,030t

엑스포타운 (40만 9,000㎡)

종사자 숙박시설 (1,442가구)

고급숙박시설 엠블호텔

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귀빈용 숙박시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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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 소식

스포츠 다이버 매거진(Sport Diver Magazine)
MARES와 X-스트림 핀 2012 ‘Editors Pick’ 선정
4가지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MARES ‘X-스트림’ 핀은
우수한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뛰어난 제품

- 벌집형 발집: 물이 효과적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패러슈트 현상 방지
- 블레이드의 물골: 최대 추진력 제공
- 사용하기 편리한 ABS 플러스 버클: 쉽게 잠그고 풀 수 있음, 버클이 사고로 풀리는 것 방지
- OPB(Optimized Pivoting Blade) 시스템: 킥 동작 시 블레이드가 항상 최적각도를 유지하여 최
고의 추진력을 제공하므로 다리 피로를 줄임

▶ 색상 : 검정, 화이트핑크, 화이트블루,
화이트검정, 파랑, 빨강
▶ 소비자가격: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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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랩 업데이트 세미나
뉴서울다이빙풀
2012년 3월 25일 일요일 광명 뉴
서울 다이빙풀(대표 : 김영중)에서
MARES 랩 업데이트 세미나가 진행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S를 실
제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부분과 개
선점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업데이트 세미나는 MARES 랩세
미나 엑스퍼트 3일과정의 교육을 통
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2년 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신장비들을 파악하
고 기존장비를 다시 복습하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한국잠수협회
2012년 3월 24일(토) 한국잠수협회 2층 회의실에서 정재훈, 고영호, 김순, 권윤
준, 박영호, 강귀석, 황병률 7명의 강사님과 MARES 랩세미나 베이직코스를 진행
하였다.
이번 MARES 랩세미나에는 소방서 대원분들의 참석으로 여느 세미나보다 집
중력이 매우 높았다. 베이직과정은 다이빙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된
이론위주의 교육과아비스호흡기1,2단계, R2호흡기 1단계, 에르고 인플레이터를
실습하는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참가자 분들은 그동안 구조활동을 하면서 장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가
면서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하셨다.
자동차도 주행거리와 출고일
에 따라 적절한 소모품교환과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장비가 항
상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
이빙장비 전문가가 다이빙장비
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적절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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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소식
TUSA 딜러 투어 2012
2008년부터 전국 각지의 다이빙 센터 대표님들과 함께 해온
TUSA 딜러 투어가 올해로 4회를 맞이하며, 지난 4월 대만에서
24명의 다이빙 센터 대표님들과 함께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TUSA의 역사, 공법, 향후 비젼 제시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강
화시킴은 물론 대만 현지 다이빙 시장의 정세를 체험함으로 국
내 시장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딜러 투어는 매년, 참여
하신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투어는 3박 4일간
의 여정으로 공장 견학, 시장 조사, 관광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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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수중테마 중심의 조각품 투하설치
놀이중심의 기능성 잠수풀 (알까기외 2종)
선명한 수중거울 (최초시도)
편리한 부대시설 (반경 5m이내)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래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취급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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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DI 다이브 센터 메이크오버
PADI 비지니스 아카데미에 참가한 PADI 다이브 센터를 대상

소셜 미디어 마케팅 지원 및 e마케팅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으로 맞춤형 마케팅 팔로우업과 e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쉐리단

PADI 센터는 김부경 한국 지역 담당관에게 연락을 하면 적극적

헷쳐(Sheridan Hatcher–Marketing Executive)씨가 4월 5일

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김부경 한국 지역 담당관과
함께 총 12개 다이브 센터의 소셜 미디어 활용 및 셋업, 그리고
e마케팅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매달 마케팅 효과 분석과 리뷰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센터 상호

대표

위치

1

딥블루 퀘스트

러셀

경기도 파주시

2

아쿠아 마린

한민주

서울 잠실 본동

3

블루 다이버스

임욱선

서울 송파구 석촌동

4

씨월드 부산

차병규

부산 사상구 주례동

5

부산 스킨 스쿠버

박병화

부산 동래구 낙민동

6

양평 코오롱 스포렉스

김정미

경기 양평군 용문면

7

잠실 스킨 스쿠버

윤재준

서울 송파구 잠실

8

넵튠 스쿠버

박금옥

대전 유성구 구암동

9

다이버스 에듀

서종열

서울 송파구 명륜동

10

아쿠아렉스

송종윤

경남 창원시 의창구

11

파아란바다

송규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12

블루존 스쿠버

김시광

용인시 기흥구 중동

PADI 멤버 포럼 - 필리핀 세부, 6월 5일 (화요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PADI 멤버들을 위한 2012 PADI 멤버 포럼, 프라이싱 워크샵 그
리고 멤버 소셜을 이하의 스케줄로 개최 할 계획이며, 행사의 진
행은 필리핀 지역 담당관 지미 크리스트럽(Jimmy Christru)과
한국 지역 담당관인 김부경씨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참가
비용은 없다.
•장소 (Venue)
Palm Beach Hotel, Punta Engano, Mactan, Cebu
•멤버 포럼 (Member Forum) : 오후 4시
•프라이싱 워크샵 (Pricing workshop) : 오후 6시
•멤버 소셜 (Member Social) : 오후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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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김부경 한국 지역 담당관에

스 아카데미의 진행은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마크 스파이어스

게 이메일 bookyung.kim@padi.com.au 또는 핸드폰 010-8561-

(Mark Spiers) 세일즈 & 필드서비스 디렉터, 대니 드와이어

0558로 연락바란다.

(Danny Dwyer) 마케팅 & 비지니스 개발 디렉터, 영희 하니스
(Young He Haniss) 한국 멤버 연락관 그리고 김부경 한국 지역

PADI 비지니스 아카데미 – 서울

담당관이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동시통역은 윤정은씨(PADI 마스
터 인스트럭터 담당)가 부드러운 진행을 도왔다.

2012년 PADI 멤버들의 비지니스 향상을 위한 PADI 비지니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9월 새롭게 업데이트된 비지니스아

아카데미를 전 세계 각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는 멤버는 김부경 한국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난 3월 18~20일까지 3일간 이하의 토

지역 담당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픽으로 다양한 워크샵과 토의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검증된 비지니스 활동으로 파워업

PADI 강사 시험 – 2012년 4월 울진해양레포츠센터

- 가격정책
- 5스타 트레이닝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에 위치

- 세일즈 트레이닝

한 울진해양레져스포츠 센터에서 4월 20~21일에 걸쳐 PADI 강

- 소셜 미디어 활용

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웹사이트

이번 강사 시험에는 윤석란, 김용호, 신기두, 이장헌, 박상용, 신
종헌, 김민재, 장세원, 김여주, 유정환, 박상용, 이항주, 신민우, 안
중병, 김신주, 서예원, 이성재, 이인애, 이성헌, 엄종철, 배해욱, 백
선헌, 정은혜, 김형규, 김영수, 김병구, 김발한, 하주미 총 2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
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그리고 영희 하니스씨가 평가를 담당하
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강정

다이버스 에듀, 부산 스킨스쿠버, 해저 2만리, 엔비 다이버스,

훈, 박금옥, 이호빈, 윤재준, 정회승, 임용우, 송종윤, 김진관, 송관

잠실 스킨 스쿠버, 딥블루 퀘스트, 파아란바다, 넵튠 다이브 센

영, 김정미, 주호민 PADI 코스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

터, 아쿠아렉스, 블루존 스쿠버, 아쿠아마린, 스쿠버 그린피스,

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져스포

피에스아이 스쿠버에서 총 29명의 멤버가 참여하였으며, 비지니

츠센터의 엄대영 교수님과 스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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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소식
독도 바다식목의 날 행사

DRT SHOW 참가

지난 5월 10일에는 2011년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제정되어,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다이빙 리조트 여행 엑스

내년 2013년부터 첫 시행되는 바다 식목의 날을 1년 앞두고, 대

포(Diving Resort Travel Expo)가 개최된다. DRT SHOW는 세

한민국 ‘민족의 섬’ 독도에서 SSI 트레이너 및 인스트럭터 20여

계 다이빙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언어권 시

명 등 SSI 가족들과 울릉군 특수수난인명구조대 회원들이 특별

장에서의 매우 큰
규모를 가진 행사
이다. 또한, 전세
계적으로 아시아
언어권 시장은 경
제 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권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DRT SHOW에는 SSI 본사
의 지원을 받아 SSI의 이신우 동아시
아&미크로네시아 지역 담당관과 SSI

한 수중 정화활동을 펼쳤다. 내년부터 바다 식목의 날마다 펼쳐

일본 지역 대표 Yoshihisa Kuriyama

질 바다식목운동 발상지를 독도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가 참여하여, SSI의 진취적인 마케팅

써,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동도 접안시설을 중심으로

과 더불어 행사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조류의 천적인 성게와 불가사리, 해양쓰레기 등을 2~3t 가량
수거하였으며, 더욱이 바다환경보호에 민·관·기업이 합심하는

오션블루 세부점 오픈

모습을 보여 행사를 더욱 빛낼 수 있었다. 행사하는 기간 내내
경북일보에서 동행 취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경북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센터인 오션블루(대표 : 유병선)가
현재 필리핀 세부에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를 건축하고 있다.
오션블루는 서울점, 천안점, 강원점, 인도네시아가 체인 시스템

신규 교재 안내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리핀 세부 리조트는 현재 막바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리조트는 5월 중 완공 예정이다. 오션블루

■ 5-6월

세부 리조트는 사무실, 교육실, 레스토랑, 객실로 이뤄진 다이

고도 부력 스페셜티 강사 교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빙 전용 리조트로써 다이빙의 수준 높은 교육과 최상의 서비스

어드밴스드 어드밴츄러 스페셜티 강사 교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나이트록스 스페셜티 강사 교재 (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스노클링 교재, 강사 교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스쿠버 스킬 업데이트 교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트라이 스쿠버 강사 교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다이브 가이드 교재 (번역 완료, 출판 예정)
위 일정은 인쇄소 사정에 따라 약간의 기간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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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이용주 인스트럭터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전화 : 031-657-4911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해인 스쿠버
경남 고성에 위치한 해인 스쿠버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
였다. 양영동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전문 교육센터이
며, 최상의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실과 일반 공기와 나이트
록스 전용 탱크를 갖추고 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한
더블 탱크 및 스테이지
를 보유하고 있으며, 쾌
적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정기적인 콤프레셔
및 탱크 청소를 실시하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고 있다. 교육과정은 SSI
■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

서울 송파동에 위치한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이 SSI 신규 딜

한다.

러로 등록하였다. 이

운영 : 양영동 인스트럭터

곳은 김현수 인스트

주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럭터가 운영하는 다

전화 : 010-6209-9403

이버 전문 교육센터

주소 : Po Box 429 Chuuk/Truk 96942 Moen (FSM)

이며, 다이빙 풀장에

전화번호 : 691-330-2727

인접한 송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

신규 다이브 리조트 안내

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운영 : 김현수 인스트럭터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 속초 모래기 스킨 스쿠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모래기 스킨 스쿠버가 SSI 신규 딜러
로 등록하였다. 장일기 인스트럭터가 대표 강사로 운영하고 있
으며, 장사항 근처에 위치하

전화 : 011-325-7741

여 다이빙 이외에도 여러 가
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기도 하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 다이버의 꿈 (D.O.D)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다이버의 꿈(D.O.D)가 SSI 신규 딜러
로 등록하였다. 이용주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전문

대표강사 : 장일기 인스트럭터

교육센터이며, 전국적인 지역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회원들간의

주소 : 강원 속초시 장사동

교류와 여러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센터이기도 하다. 교육과정

전화 : 010-3382-8588

은 SSI 다이버 전 과정부터 다이브콘까지의 과정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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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트레이너)에서 백형철, 진순하, 차상헌 후보생이, 제주대학교(김
진현 트레이너)에서 한영진, 양수지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

SSI KOREA에서는 2012년 3월 22일 울진에 위치한 울진해양

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

레포츠센터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레저클럽(오호송 트레이

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스쿠버 라이프와 휘닉스 파크, 제주바다

너)에서 김태형, 방경호, 송훈섭, 정일면, 서용석, 임한기 후보생

하늘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
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신규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

2012년 4월 3일 수중탐험대(대표 : 김동주)에서 김동주 트레

록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해

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

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행되었다. 코스에는 변용재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SSI 코리

전한다.

아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4월 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I KOREA에서는 2012년 4월 9일 서울에 위치한 삼원 휴스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포 다이빙 풀장(대표 : 김동주)과 레저클럽(대표 : 오호송)에서

4월 17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강사 주관 김종삼, 최지영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콘트롤 스페셜리스트

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레저클럽(오호송 트레이너)에서 박현식,
김선호, 이범호, 전희재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

3월 8일 수중탐험대 김동주 트레이너 주관 김현철 인스트럭터

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3월 12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이효성, 황인태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
록 협조와 도움을 준 삼원 휴
스포 다이빙 풀장과 레저클럽
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인스트럭터
4월 7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임한기, 서용석, 정
일면, 방경호, 김태형 인스트럭터
4월 10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박현식, 전희재 인
스트럭터
4월 23일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김선호 인스트럭터

5월 1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SSI KOREA에서는 2012년 5월 13일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3월 20일네모선장 고영식 트레이너 주관 이재훈 인스트럭터

스쿠버 라이프(대표 : 김원국)과 휘닉스 파크, 제주바다하늘(대

4월 17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방경호 인스트럭터

표 : 김선일)에서 이신우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5월 4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전희재 인스트럭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스쿠버 라이프(김원국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4월 15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나종철, 이종보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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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신규 BSAC 센터 등록

- 일시 : 7월 12일~19일
- 장소 : 동해안

전문 테크니컬 다이빙팀으로 활동하는 다이버스 리퍼블릭과

- 문의 : BSAC 트레이너 및 본부(031-272-0120)

팔라우의 다리 다이버스가 새로운 BSAC센터(DTC)로 등록되

2012 ~ 2013 센터 및 강사 등록 갱신 안내

었다.
다이버스 리퍼블릭은 네파 아웃도어로부터 공식적인 익스트
림 팀으로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다이버들이 가장 가고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싶어하는 팔라우에 유일하게 BSAC KOREA 소속 센터등록을

센터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등록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강사들

마친 다리 다이버스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로 최근 많은

은 예년과 달리 강사 활동 인근 지역의 등록센터에 강사 갱신

한국인 다이버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퍼실리티이다.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각 센터의 연락처는 각종 매체를 통하거
나, 추후 개별 안내된다.

■ 신규 센터
- 다이버스 리퍼블릭 : 02-953-3483
http://www.diversrepublic.co.kr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 다리 다이버스 : 070-7536-6767
http://www.daridivers.com

BSAC 수중사진 공모전이 10월 말경에 마감된다. 건전한 다이
빙 문화와 다이버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진행되어온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업데이트 교육

BSAC 수중사진 공모전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BSAC 다이버(강사)라면 누구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

오는 6월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릉의 '해원 리조트'에서 나

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재에

이트록스 통합 과정과 나이트록스 블렌딩 과정 업데이트 교육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

이 개최된다.

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달력 제작이나 BSAC 홍보물 제

- 기간 : 2012년 6월 16일(토) ~ 6월 17일(일)
- 내용 : 콤바인드 나이트록스(통합과정), 나이트록스 블랜
		

딩, 가속 감압 과정의 소개

- 장소 : 강릉 해원리조트

작에 이용되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 마감 : 2012년 10월 25일까지
- 접수 : 웹하드 업로드
(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수 : 접사 2작품, 광각 2작품

대학생 강사교육 공지
대학생 신분으로써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본부 주관의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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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소식

실시 사항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오픈워터 다이버 DVD 개정판 출시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초 SDI 오픈워터 DVD
개정판(한글자막)을 출시하였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24일(토) 서울/수도권

새로 출시된 DVD는 오픈워터 다

지역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소속 강사들을

이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들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
과 한글자막으로 편집, 제작되었으
며 학생의 효과적인 자율학습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이볼루션 재호흡기 과정 실시(골드피쉬 클럽)
SDI/TDI/ERDI KOREA에서는 4월 6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몬테칼로 리조트, 마따붕까이 리조트, 거문도에서 완전폐쇄식
이볼루션 재호흡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골드피쉬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 울산

(김종환 트레이너)에서 주관하고 SDI/TDI/ERDI 본부에서 교육
을 지원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볼루션을 사용하여 30m 미만에

· 3월 24일(토) 서울/수도권 : 한국체대/올림픽공원수영장

서 무감압으로 재호흡기 다이빙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총 3명의

· 3월 29일(목) 강원/삼척 : 삼척 해양레포츠 센터

교육생이 참가하였다.

· 3월 31일(토) 경북/대구 : 대구 사대부속초등학교
· 4월 14일(토) 경남/부산 : 울산 중앙병원/문수수영장
· 4월 15일(일) 전북/전주 : 익산 남진수중/전북잠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체험 - 삼척

세미나에 참석한 강사들에게 각종 교육자료, 동영상자료,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과정 – 골드피쉬

이볼루션 재호흡기
트라이믹스(100M) 과정 실시(대만)

홍보 포스터 등이 무상 지급되었고,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
볼루션과 스포츠 재호흡기 젬(GEM) 체험 행사도 실시되었다.

SDI/TDI/ERDI KOREA의 정의욱 본부장은 4월 20일부터 27
일까지 대만(Taiwan)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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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어드밴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스드 트라이믹스 과
정(100m)을 실시하
였다.

TDI KOREA에서는 5월 7일부터 1박 2일간 경포 다이브리조
트(양승훈 강사)에서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대만
T D I 존 팡( J o h n
Fang) 본부장과 일
본 TDI의 타쿠 오하라(Taku Ohara) 트레이너가 참가하였고 대
만의 다이빙 명소인 류따오(綠道)에서 진행되었다. SDI/TDI/
ERDI KOREA는 한, 일, 대만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볼루션
재호흡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100m) 과정의 트레이너 자격
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앞선 기술력을 동남아시
아 국가에 전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테
크니컬 다이빙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이번 과정은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과정이 아닌 TDI 사이
드마운트 정식 과정으로 감압절차 다이빙, 어드밴스드 침몰선
다이빙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들
이 소개되었다.
본부의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김대진, 양
승훈, 김형빈 강사가 과정에 참가했다.

이볼루션 재호흡기 트라이믹스(100M) 과정 – 대만

스포츠 재호흡기 젬(GEM) 강사 과정 실시
동 기간 중 새로 출시된 스포츠 재호흡기 키스젬(KISS GEM)
강사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대만 TDI와 일본 TDI의
트레이너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재호흡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
다. 키스젬(KISS GEM) 재호흡기는 가볍고 배우기 쉬운 반폐쇄식
재호흡기로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일본과 대만에서도 키스젬(KISS
GEM)의 사용이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 경포 다이브리조트

SDI/TDI 강사 과정
SDI/TDI KOREA에서는 2012년 1~4월 괌, 필리핀과 국내 각
지역에서 김동훈, 김종환, 남선국, 소유경, 안태수, 유종범, 이성
오, 이승희, 이종술, 전대헌, 정준연, 정홍덕 트레이너 주관으로
SDI/TDI 강사 과정 및 크로스오버 과정을 실시하였다.

스포츠 재호흡기 젬(GEM)

(가나다순) 길진환, 김권웅, 김도광, 김미경, 김석호,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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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찬, 박경환, 박재균, 서형규, 손광현, 이규호, 이창영, 최세미,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정희옥, 황선용
TDI KOREA에서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사방에

크로스오버 : 김도형, 김정우, 배인환

위치한 씨퀸 다이브리조트(정성걸 트레이너)에서 TDI 사이드마
새롭게 SDI/TDI 강사가 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며

운트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SDI/

좋은 활동 기대한다.

TDI/ERDI KOREA와

재호흡기 디스커버리 MK6 과정

씨퀸 다이브리조트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

TDI KOREA에서는 5월 9일부터 포세이돈의 레크리에이션 재

는 행사로 비교적 저

호흡기 디스커버리 MK6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렴한 비용으로 참가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제한수심인 40m 이내에서만 사용하도

실 수 있을 뿐만 아니

록 되어있는 MK6 재호흡기는 컴퓨터에 의해 전자동으로 제어되

라, 2009년 TDI 동굴

는 eCCR이다.

사이드마운트 과정을

이번 과정은 정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의욱 본부장이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사이드마운트를 소개

교육하고 이정

한 이후 국내 각 지역,

우, 우상민 강사

필리핀, 플로리다, 멕시코 등에서 활발하게 교육 중인 현재까지

가 과정에 참가

TDI 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하였으며 추후

이다. 그리고 7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같은 과정을 울진 해

강사과정도 진

양레포츠센터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MK6 재호흡기

예정 사항

이볼루션(Evolution) 재호흡기 감압과정

교육/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본부로 직접 문의해 주시
기 바란다.

ERD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TDI KOREA에서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에서 ERD(55M) 과정부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100M) 과정

TDI KOREA에서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거문도에서 이

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볼루션(Evolution) 재호흡기 감압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볼루션(Evolution) 재호흡기 감압과정은 완전폐쇄식 재호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흡기를 이용하여 수심 45m 미만에서 감압다이빙을 계획하고

수심 100미터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유된 혼합기체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테크니컬 재호흡기 다이빙의 두 번째 과정

사용하여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

이다.

체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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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 트라이믹스 과정– 축(Chuuk)

장학생 강사 과정에
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TDI KOREA에서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마이크로네시아 축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Chuuk)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트라이믹스 과정을

강사 과정과 CPR/First-

실시할 예정이다.

Aid/산소응급처치 과
정, 그리고 세계 최고의
2011년 장학생 강사 참가자들

테크니컬 다이빙 프로
그램인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된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
는 열정과 패기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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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샌프란시스코 마루 갑판 위의 탱크에서

■ 일정

세계2차대전 중 일본의 서태평양 전초 기지였던 축(Chuuk)은
미군의 1944년 2월 대 공습으로 약 70척의 전함과 400대 이상의

1. 신청자 접수 : 4월 30일(월)까지
- 이메일(hq@tdisdi.co.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항공기가 침몰되어 수심 40m에서 70m에 걸쳐 다양한 난파선이

2. 참가자 발표 : 5월 9일(수)

산재 되어있는 곳으로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동경하는 난파선 다

4.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8일(목) - 7월 5일(목)

이빙의 천국이다.

5. 교육 장소 :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 지원자격

1. 2012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만 18세 이상)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
(또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2006년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참가자들 – 축(Chuuk)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공고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
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
KOREA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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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개해제

화 활 동 에 참가한
IANTD 멤버들을 대표

3월 17-18일 2일간 올해는 조금 일찍 삼척의 해양캠프에서

해서 홍장화 본부장이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17일은 잠수를 실시하고, 18일날 오전에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개해제는 많은 강사와 회원들이 참석하였
는데, 특히 삼척 및 강원도 지역의 강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특히 울산의 노틸러스 팀은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모든 강사와 회원들은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
빙이 되길 기원하였다.

양승국 변호사님 본부 방문
5월 3일 양승국 변호
사님께 서 I A N T D
Korea에 방문하셔서,
앞으로 IANTD 강사들
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자문 변
호사 폐를 전달하였다.
양승국 변호사님은 경
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오랫동안 부장 판사로 재직하시가 지
금은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며, KBS 방송국의 법률 자문 변
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다.

트레이너 워크샵
7월 2일부터 8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을 실시한다. 강사
트레이너 대상은 매년 IANTD 강사로 강습 및 활동을 열심히 실
시한 강사 중 3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사이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강사는 본부에 참가 가능여부

수중 정화 활동 참가
4월 27일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

를 확인하기 바란다. 기존 트레이너들은 스텝으로 참가 가능하다.

트라이믹스 강습

다. IANTD는 신진 자율 방제대의 초대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IANTD 멤버 외에 태안 자율 방제대, 태안 해안 경찰 122 구조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트라이믹스 강습을 실시한다. 100회

대, 경인 잠수 및 타 지역의 방제대에서도 참석하였다. 이번 정

이상의 다이빙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이번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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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EANx(나이트록스), 딥, 어드밴스드 EANx, 테크니컬, 노목식 트라이믹스, 트라
이믹스, EAN(나이트록스) 블랜딩, 트라이믹스 블랜딩까지 모두 실시하며, 테크니컬의
모든 강사 코스도 겸해서 실시한다.

데마쇼 참관 일정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스쿠버 장비 쇼가 실시한다. 본부에서
는 13일 아시아나로 출발하여 LA에서부터 랜트카로 라스베가스까지 이동하여, 쇼를 참
관할 예정이다. 참관을 희망하는 강사는 본부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 강사 교육 실시

3월 3일부터 경남에서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IDP(Instructor Develop
Program)은 주말반으로 실시하였다. 제한수역 연습은 창원의 풀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경성스쿠버 김덕근 강사 트레이너(SEI)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개방수
역은 남해의 두미도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강사교육에서는 유근목 강사가 스텝을 실시
하였다.

지상의 낙원 개해제
4월 24일 지상의 낙원
의 개해제가 강릉 해원
리조트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개해제는 대형 전
세 버스를 이용하여 당
일 코스로 실시하였으
며, 참석자 모두 편안하
게 참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참석
자가 사이드 마운트를
이용하여 다이빙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드 마운트 최강 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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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 소식
2012년 1기 강사강습회 개최 결과
CMAS KOREA는 지난 3월 주말을 이용하여 4주, 8일간에 걸
쳐 강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과정은 서울 올림픽수영장과
다이빙풀 강의실에서 김양규 트레이너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모두 6명이 지원하여 지난 4월 15일 1차 평가를 마쳤다. 다음
강습회는 6월 주말 4주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다.
- 참가자 : 김형준, 임영훈, 임지형, 송성석, 송기재, 강윤신,
		

김민욱, 김동욱

든일 떼를 만날 수 있었다. 다이빙 2일차에는 길리 테페콩 근처
인 파당 바이에서 잠수하였다. 이곳에서는 오딧세이 라는 관광
잠수정과 수중구조물, 쉬핌프 피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이빙 3일차에는 누사 펜디아 라는 곳에서 잠수하였다. 이
곳에서는 스팅레이 떼와 만타 레이, 개복치 등을 볼 수 있었다.
발리의 수중세계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소 다른 생태계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만타레이나 개복치 등이 인상적이었다. 5박 6일
간 9회의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행들은 행사 4일차인 4
월 27일 씨푸드 식당에서 단합의 밤 행사를 가져 상호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행사에 참가한 강사와 회원들의 협조 덕분으로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2012 전반기 친목다이빙 개최 결과

이번 친목다이빙에 참가한 대부분의 강사와 회원들은 행사
를 통해 발리 지역의 수중세계를 깊이 감상하는 기회를 얻을

CMAS KOREA는 강사 및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4월

수 있었으며 아울러 강사 및 회원 간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 친목다이빙 행사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준 다이빙리조트 측과

를 개최하였다.

호텔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친목다이빙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사누르 파라다
이스 호텔을 본부로 하여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조동민 스쿠

2012년 2기 강사교육 개최 결과

버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조경희, 정창호, 김상욱, 김창모 트레
이너외 장필순 부산수중협회장, 현암스님, 이항구, 안성옥, 황재

CMAS KOREA는 지난 4월 19일(목)부터 26일(목)일 까지 8

규, 지성일, 김정렬, 최동진, 임선희 강사를 포함한 23명이 참가

일간에 걸쳐 강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습회는 올해 들어

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처음으로 본부에서 개최된 강습회로 모두 6명의 지원자가 참가

발리는 제주도보다 3배나 큰 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하였다. 8일간 진행된 강습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스쿠버다이빙

지이다. 본 협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발리 투어였지만 수중세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인 스쿠버다이빙 관련 기초 및

계는 기대이상으로 볼만했다.

고급 이론, 교수법, 리더십,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기 및 고급실

다이빙 첫날에는 툴람벤 이라는 곳까지 2시간 반 정도 버스

기, 입수지도법, 강사의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본

로 이동하여 침몰선 잠수를 하였다. 이곳은 유명한 비치 다이빙

강습회는 정창호, 정상훈, 함경수, 김양규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포인트로 해안에서 20m 떨어진 곳에 길이 60m인 침몰선이 가

진행하였으며, 장동립 강사(W스쿠버)가 전 과정을 스탭으로 참

라앉은 곳이다. 이 침선의 이름은 Liberty호로 2차 대전 당시

가하였다. 참가자들을 8일간의 교육과정과 1차 평가를 마친 상

미국상선이며 일본군의 포격을 받아 침몰되었다. 이곳에서는 버

태이며 최종 평가는 6월 4주차 주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차기

팔로피쉬, 잭피쉬, 다금바리 등의 물고기와 길이가 매우 긴 가

강사교육과정은 6월 주말 4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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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2 전반기 국내 친목다이빙 행사를 개최한다.
강사 여러분의 많은 참가바란다.
- 기간 : 7월 5일(목)~6일(금) 2일간
- 장소 : 강원도 양양 월드 다이브 리조트
		

(010-3339-2208, 최문식 강사 운영)

- 참가규모 : 30명 내외(트레이너 강사 및 동반 회원 1명)
- 참가비 및 지원 사항
참가비 : 13만원(현지 도착 기준)
지원 사항 : 보트 다이빙 4회, 식대 5식, 만찬, 숙박, 기념품
- 참가 신청 : 강사의 방 EH는 전화 접수(02-420-7494)

6 ~ 8월 행사 안내
고급 나이트록스 교육과정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를 대상으로 고급 나이트록스 다이

- 참가 신청 마감일 : 2012년 6월 29일(금)

7월 특수잠수 교육과정 안내
■ 수중사진 강사 교육과정

버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

- 기간 : 7월 10일(화)~11일(수)

가 바란다.

- 장소 : 올림픽 다이빙풀 및 협회 강의실

- 기간 : 3일간
2차 : 2012년 6월 15일(금)~17일(일)

- 참가자격 : 씨마스 강사 및 강사교육과정 수료자
- 교육과정 : 디지털 카메라의 선택, 사용, 보관 및 관리
수중사진 기초 이론, 라이팅 기법, 포토샵 등

3차 : 2012년 7월 20일(금)~22일(일)
- 장소 : 강원도 고성군 청간정 다이브 리조트

- 교육문의 : 02-420-7494

- 참가 대상 :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 이상

- 준비물 : 잠수장비 및 수중카메라 세트

- 교육내용 : 산소농도 40% 이상인 나이트록스(100% 까지)
		
		

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기술과 이론

■ 수중비디오 강사 교육과정

잠수 중 기체 교환 / 테크니컬 다이빙 기본기 등

- 기간 : 7월 12일(목)~13일(금)

- 참가문의 : 02-420-7494

- 장소 : 올림픽 다이빙풀 및 협회 강의실
- 참가자격 : 씨마스 강사 및 강사교육과정 수료자

6월 주말 강사교육과정 개최 안내

- 교육과정 : 캠코더의 선택, 사용, 보관 및 관리
수중비디오 기초 이론, 편집 이론 및 실습 등

3년 경력 이상의 다이브 마스터를 대상으로 씨마스 강사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관심 있는 다이버 여러분의 많은

- 교육문의 : 02-420-7494
- 준비물 : 잠수장비 및 수중비디오 세트

지원 바란다.
- 기간 :	8일간, 6월 2일(토), 3일(일), 9일(토), 10일(일), 16일

8월 강사 교육과정

(토), 17일(일), 23일(토), 24일(일)
- 장소 : 올림픽 다이빙풀 및 협회 강의실
- 지원 자격 : 다이빙 경력 3년 이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다이브 마스터 이상(잠수경력 80회 이상)

- 교육 내용 : 강사 교양, 기초 및 고급 잠수 이론, 교수법, 기
초 및 고급 실기, 수영장 및 해양실습 지도법 등
- 교육비 : 각종 교재 및 수영장비, 평가비 포함(150만원)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3년 경력 이상의 다이브 마스터를 대
상으로 씨마스 강사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관심 있
는 다이버 여러분의 많은 지원바란다.
- 기간 : 8월 9일(목)~16일(목)
- 장소 : 올림픽 다이빙풀 및 협회 강의실
- 지원 자격 :	다이빙 경력 3년 이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다이브 마스터 이상(잠수경력 80회 이상)

단, 해양실습비는 별도임
- 접수 마감 : 2012년 5월 25일(금)

- 교육 내용 :	강사 교양, 기초 및 고급 잠수 이론, 교수법, 기
초 및 고급 실기, 수영장 및 해양실습 지도법 등

- 참가 문의 : 02-420-7494(강사교육담당자)

- 교육비 :	각종 교재 및 수영장비, 평가비 포함(150만원)

7월 친목다이빙 행사 안내

		

단, 해양실습비는 별도임

국내 다이빙 리조트의 활성화와 강사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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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I 소식
NAUI Rep. 이요섭(대표) 재 임명

2012년 NAUI 개해제

3년전에 NAUI 대표를 사임했던 이요섭(대표)씨가 2011년 워

속초 돌핀잠수에서 4월 28일 개해제가 진행되었다. 한해의

크샵 디렉터로 돌아온 이래 금년 2월부터 정식 대표로 복귀했

안전한 다이빙을 용왕님께 비는 이 행사는 14명의 NAUI 코스

다. 김우형 CD가 공동대표로 임명되던 2008년 자진 사임했던

디렉터들이 공동 주관하였는데 NAUI 한국 대표 이요섭과

이요섭씨는 1997년 TR(교육감)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한국

NAUI 아시아 퍼시픽에서 마이클 통이 참석하였다. 연예인

NAUI의 전성시대를 열었었다. 타 단체들의 급성장으로 한국 다

NAUI 멤버인 점박이 정동남 한국해양구조단 단장과 속초 해양

이빙 교육의 선두자리를 빼았겼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위축

경찰서 특수 구조대장도 참석하였다.

된 한국 NAUI 위상을 되찾고자 지난해 WOR KSHOP
DIRECTOR 로 새 코스 디렉터 양성의 책임을 NAUI HQ로 제
의받고 소극적인 NAUI 대표로 복귀한지 일년만에 모든 강사급
코스(강사코스와 리더쉽 코스)의 관리 업무 담당하는 교육감으
로 재임명 되었다.
이요섭 대표는 지난
해 6명의 새로운 코스디
렉터를 양성하였고, 금
년 4월 두번째 CDW를
통해 3명의 CD를 배출
하였다. 뿐만 아니라

NAUI CD 회의 개최

KUSPO 쇼와 NAUI 개
해제, 전체 CD 회의 등

사상 최대의 인원이 모인 NAUI CD 회의가 4월 28일 속초 썬

을 개최하였고 한국

힐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활동성 CD 전원이 모인 이번 회의

NAUI 개혁을 통해 다이

에 NAUI 한국 대표 이요섭씨가 진행하였다. 2시간동안 진행된

빙 교육계에 최고의 명

이번 회의는 한국 NAUI의 재건을 위한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성을 되찾으려 큰발걸

주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로는 아시아 퍼시픽의 마이클

음을 내 딛었다.

통과 필리핀 세부에서 온 이명진, 한길형, 그밖에 부산의 김주
태, 황승민, 제주의 박창수, 서울 이성훈, 속초 김종은, 지난해

NAUI 코스 디렉터 3명 배출

탄생된 장윤미, 엄태준, 김규영, 임재필과 금년도 CDW의 정근
남, 박천형, 유중근, 그리고 강사 트레이너 라이언 리와 이순영

4월 23일부터 5일간 코스 디렉터 사전교육과 CDW을 통해 3

이 참석하였다.

명의 새로운 NAUI CD가 탄생하였다.
잠실 스쿠버 풀과 속초 천진해수욕장내 돌핀 잠수 (김종은

김종은 CD - 속초 강사 교육

CD)에서 진행된 워
크샵 에는 박천형

3월 25일부터 10일간의 속초 김종은 CD의 강사 교육이 실시

(#18738), 정근남

되었다. 교육생으로는 박도식(#54072)과 김상윤(#54077) 두명

(#40900), 유중근

이며 스탭으로 이성훈 CD가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두명의

(#41894) 그리고 스

NAUI 강사가 탄생하였다.

탭으로 엄태준 CD
가 참석하였다. 다음

박창수 CD – 강릉 강사 교육

워크샵은 2년 뒤에
열릴 예정이다.

5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릉 그린 오션 스쿠버 아카데미에서 4
명의 강사 지원자들을 위한 강사 교육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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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는 신길호, 박태진, 심
광근, 주령이고 스탭에 이의국
(#37203), 구본철(#46638), 오형
근(#53432) 그리고 코스디렉터에
는 박창수 CD 였다.

NAUI ITC (강사 교육) 안내
■ 명지대학교

날짜 : 6월 20일~29일
장소 : 명지대학교 체육교육과 (용인)
연락처 : 유중근 교수 (profy@hanmail.net)

천안 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 스쿠버 행사
1) 대학생 NAUI 스쿠버 과정
날짜 : 6월 21일~25일
2) 청소년 캠프
날짜 : 7월 30일~8월 2일
3) 강사 교육
날짜 : 수시 모집
장소 : 천안시 목천읍 서리4길 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
연락처 : 오션 헐크 정근남 CD (011-403-4528)

딴지 스쿠버사관학교 리더쉽 교육과 주말 강사 교육
한국 유일의 여자 코스디렉터인 장윤미 CD는 NAUI 리더십 코스를 수시로 개최한
다. 주말 강사 교육 코스는 11월 개최 예정이며 직장인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연락처 : 장윤미 (scuba114cok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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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PSAI-KOREA 2012년 개해제

PSAI-KOREA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ERN, TRIMIX

PSAI-KOREA는 2012년 4월 29일 2012 개해제를 실시 하였

과정에 대한 다이버 및 강사 교육을 필리핀 세부 보홀에 위치한

다. 이번 개해제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PSAI-KOREA 골드 퍼

PSAIKOREA 골드 퍼실리티 “보홀 수중세상”(대표 : 김용선)에서

실리티인 해원 다이브 리조트(대표 : 박상용)에서 50여명의 다

실시하였다.

이버들과 진행되었다. 2012년 한 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PSAI ERN 및 Trimix 레벨 3 다이버 과정에 조순천, 김진호,

기원하는 제를 마치고 모든 다이버들은 각 팀별로 팀웍을 다지

강사님께서 참가하였다. 이번 교육에 ERN, Trimix 레벨 3,

는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PSAI-KOREA는 강릉 까지 찾아와주

Nitrox Gas Blender 및 Advanced Gas Blending Technician 다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개해제 기간 동안 수

이버 과정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평가에 합격하였다.

고해주신 해원 다이브 리조트 관계자 및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모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

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이

국의 모든 다이버들께

끝난 후 모든 다이버들이 Trimix 100m 다이빙에 도전하여 성공

서 2012년 한 해 안전

적으로 다이빙을 마쳤다. 이번 교육에 도움을 주신 수중세상의

하고 즐겁게 다이빙 할

김용선 대표님과 스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BIDS CLUB 개해제
PSAI 플래티늄 퍼실리
티인 BIDS CLUB(대표 :
이호우)에서는 5월 12-13
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해
제를 실시하였다. 2012년
한해도 안전하게 다이빙을
기원하고자 비즈클럽 강사
를 비롯한 회원 3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개해제 행
사 및 다이빙을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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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즈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다이버부터 테크니컬 다이버까지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넓은 사이즈의 벨크로로 마감된 포켓의

■ 신규 강사

덮개로 포켓 사용 시 포켓 내부의 내용물의 분실 우려를 덜어

김석호 DM-1152 (Dive Master) - 정동순 IT

주는 안전성과 포켓 내부의 이중구조 및 두꺼운 나일론 끈이 3

이창주 DM-1153 (Dive Master) - 정동순 IT

곳에 용도별로 장착되어 실용성을 더했다. 기존 슈트 포켓과 달

김형섭 DM-1155 (Dive Master) - 정동순 IT

리 고무로 제작된 고급스러운 PSAI 로고가 부착되어 고급스러

김현중 I-1157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움을 더했다.
구입 문의는 각 퍼실리티 및 PSAI-KOREA본부로 연락바란다.

- 성낙훈 ITE
이규길 I-1158 (Mas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도성욱 I-116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이중현 IT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김득기 I-116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이중현 IT
PSAI-KOREA는 5월 30일(수)부터 6월 3일(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되는 2012 경기 국제 보트쇼에 참가한

PSAI-KOREA 공고

다. 수상, 수중 레포츠 분야 중 스쿠버 다이빙 종목으로 이번

고급 난파선 다이빙 (Advanced Wreck Diving
Penetration - Overhead) 교재출시
PSAI-KOREA는 고급 난파선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하여 많은 관람객들에게 참가 기간동안
스쿠버다이빙에 대하여 알릴 계획이다.

퍼실리티 소식

다이빙(Advanced Wreck Diving
Penetration - Overhead)한글판

Tow Scuba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교재를 출시하였다. 난파선 통과
다이빙의 소개, 잠재적 위험성, 난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TOW SCUBA (대표 : 이신

파선 통과 다이빙에 필요한 장비

학)는 5월 30일(수)부터 6월 3일(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

및 다이빙 스킬, 난파선 통과 방

항에서 개최되는 2012 경기 국제 보트쇼에 참가한다. 주 활동

법, 기체관리 및 난파선 다이빙의

무대인 경기도 김포, 인천 지역의 스쿠버 다이빙 활동 홍보 및

절차 및 실행 방법등 난파선 통과

회원 유치를 위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참가 기간동안 스쿠버다

다이빙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이빙 및 TOW SCUBA에 대하여 알릴 계획이다.

수록 되어있다. 교재 구입 문의는 각 퍼실리티 및 PSAI-KOREA
본부로 연락바란다.(저자 : Gary L. Tayor)

PSAI 50주년 기념 차량용 스티커 발매

DIVEWAY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DIVEWAY (대표 : 조순천)
는 5월 30일(수)부터 6월 3일(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

PSAI-KOREA는 PSAI 50주년을 기념하고자

서 개최되는 2012 경기 국제 보트쇼에 참가한다. 주 활동 무대

PSAI 50주년 기념 차량용 스티커를 발매하

인 경기도 고양, 파주 지역의 스쿠버 다이빙 활동 홍보 및 회원

였다. 지름 8cm의 원형으로 뒷면엔 알루미늄

유치를 위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참가 기간동안 스쿠버다이빙

이 앞면엔 실리콘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스

및 DIVEWAY에 대하여 알릴 계획이다.

티커로 차량 및 개인 물품에 부착할 수 있다. 구
입 문의는 각 퍼실리티 및 PSAI-KOREA본부로 연락바란다.

PSAI 로고 슈트 사이드 포켓 발매

SUN DIVE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SUN DIVE (대표 : 정동순)
는 5월 30일(수)부터 6월 3일(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

PSAI-KOREA는 지난 슈트

서 개최되는 2012 경기 국제 보트쇼에 참가한다. 주 활동 무대인

사이드 포켓의 인기에 힘입어

경기도 서울, 경기 지역의 스쿠버 다이빙 활동 홍보 및 회원 유치

슈트용 사이드 포켓을 추가 제

와 정동순 대표의 새로운 브랜드 DEEP & BLUE의 홍보를 위해

작하였다. 포켓은 가로 18cm

많은 관람객들에게 참가 기간동안 스쿠버다이빙 및 SUN DIVE,

X 세로 28cm의 넉넉한 사이

DEEP & BLUE에 대하여 알릴 계획이다.

2012 May•June

275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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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IC 소식
IDIC 프로 강사 지원 센터 - 필리핀 세부 (4월 7일)
IDIC AP HQ는 유럽 오스트리아 세계 본부의 승인을 득하
고, 4월 7일자로 필리핀 현지 IDIC 강사는 물론 전 세계 각지의

행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 마케팅 세미나 – 서울 (5월 9일) 다이
브 여행 조직 절차와 여행 계산기

IDIC 프로 강사들이 필리핀 현지를 여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행
정과 다이빙 서비스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세부 막탄에

다이브 여행은 프로 강사와 다이빙 스토어에 꼭 필요한 수익

위치하고 있는 아구스 호텔 내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지사의 현

원천 가운데 하나이며, 다이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

지 법인 이름은 “투어 다바오” 이며, IDIC의 이석 본부장이 일

다. 체계적인 다이브 여행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준비는 다이

정 기간 현지에서 봉

빙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에서

사한다. 또한 필리핀

다루어진 내용은 다이브 여행의 필수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내선 항공권은 물

실제 사례를 통한 다이빙 여행 조직(Organizing)의 프로세스를

론 비자 연장 등과 같

익히는 것이었다. 하이라이트는 다이브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이

은 여행 서비스 업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

도 병행하고 있다. 현

을 창출할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었으며, 여행 계산기를 통해

재 필리핀 현지에서

수익율과 수익금액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면서 세미나 참석자들

IDIC 프로 강사로 일

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하고 있는 멤버는 3명
이며, 점차 늘어날 전
망이다.

비즈니스 & 마케팅 워크샵 – 천안 (4월 18일) 회계
를 통한 비즈니스 능력 개발
IDIC 본부의 김종철 대표가 주최하는 다이빙 비즈니스 & 마
케팅 워크샵이 4월 18일 천안 필 스쿠버 사무실에서 8명의 코
스디렉터와 트레이너들이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는 다이빙
사업 상품의 구성 방법과 가격 책정 및 수익율을 기초로 한 원
가계산 시뮬레이션,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마진 구조
를 통한 예상 매출 극대화 시뮬레이션 등으로 실제 자신의 사
업 내용을 가지고 흥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성공하는
프로들의 기본적인 사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워
크샵이 되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후기평이다. 이 워크샵에 참
석한 코스디렉터 들은 자신의 샵 운영은 물론 ITS 강사 교육시
이 워크샵 자료들을 가지고 더욱 알차고 효과 있는 세미나를 진

IDIC 개해제 – 제주 오렌지 리조트 (4월 29일)
2012년도의 다이빙 시즌을 알리는 IDIC 개해제가 4월 29일
제주 서귀포 동부두 에서 개최되었다. 항공권 구입의 어려움으
로 많은 다이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IDIC 멤버들

276

Scuba Diver

은 모든 IDIC 다이버들과 다이빙을 사랑하고 바다의 모험을 즐

국내외 다이브 여행과 400여명이 넘는 온라인 회원들을 확보하고

기는 모든 단체 불문의 다이버들의 올해 다이빙 경험의 안전과

있는 가장 성공적인 온라인 클럽이었다. 매장 오픈을 기점으로 더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 행사는 제주 오렌

욱 성공적인 다이빙 사업을 위해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

지 스쿠바 샵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개해제 직후 섶섬으로

하며, 회원들과의 결속을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표인

이동하여 2번의 평화와 무사고 기원의 다이빙을 행하였다.

임현경 강사는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모든 IDIC 프로들을 지원하
는 센터의 역할을 병행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품질 높은 다이버

IA (Instructor Assessment) 강사 인증 평가 실시

교육과 가장 많은 스페셜티 교육을 시키는 전문 여성 강사로 이
름이 높다.

4월과 5월 IDIC IA 평가 과정을 통해 3명의 강사가 인증 배

6월 비즈니스 & 마케팅 세미나 계획

출되었다.
권진구 (TL1) – 여수지역 (인증 코스디렉터 : 순천 잠수 유
		

지수 대표)

김준호 (TL1) – 인천지역 (인증 코스디렉터 : 씨게이트 고성
		

진 대표)

6월 7일 : 고객 창출 마케팅과 유지 기법
7월 18일 : 제주 지역 리조트 대상
			

“다이빙 상품 판매 부스타 플랜”

김대영 (TL2) – 서울지역 (인증 코스디렉터 : 이석 본부장)

IDIC 수중 촬영 및 수중 라이트 세미나 – 제주
인천 렛츠 다이빙 OFF-LINE 스토어 오픈
일시 : 2012년 6월 23-24일 (2일간)
작년부터 크로스오버를 준비를 해오던 인천 지역 온라인 클럽

장소 : 제주 오렌지 스쿠바

의 강자인 렛츠 다이빙(대표 : 임현경강사)이 인천시 연수구 연수

주최 : IDIC HQ

동 소재의 동남 스포피아 스포츠 센터 1층 상가에 OFF-LINE 매

주관 : 제주 오렌지 스쿠바

장을 5월 1일자로 오픈 하였다. 렛츠 다이빙은 매년 50회가 넘는

강연 : 아쿠아코 방주원 사장
주제 : 수중 촬영 기법 (실력에 따라 반 구성을 달리함)
수중 라이트 세미나
참석 대상 : IDIC 전 프로 및 다이버
(단체 관계없이 참석 가능)
문의 및 상담 : IDIC 사무실 070-7674-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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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BOSIET(Basic Offshore Safety Induction
Emergency) 과정 참가
지난 4월9-11일까지
(주)코엔스에서 주관한
O P I T O 인증 과 정인
BOSIET(Basic Offshore
Sa fet y I nduct ion
Emergency) 코스에 김성
길 코스디렉터와 배봉수
강사트레이너가 참여하여
수료과정을 완수하였다.

장 소 : 서울YMCA 종로회관 수영장
문 의 : 02-735-4612

S.E.I 해양교육원(씨킹스쿠버)
STX엔진 백상어스쿠버클럽 개해제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
경남해양과학고 수상안전요원 과정 교육

S.E.I 해양교육원과 STX엔진 백상어스쿠버클럽은 5월 13일,
2012년 개해제를 부산 태종대의 씨킹스쿠버(트레이너 배봉수,

YMCA수상수중안전연합회에서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대표 조영주

55시간 과정으로 창원실내수영장에서 남해수산과학고 학생들

강사)에서 개

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예방에

최하였다. 30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학생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강습회를

여명의 맴버

개최한다.

들과 가족들
이 참여하여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전문지도자 과정 개최

아름다운 봄
바다를 만끽
하였다.

YMCA응급처치운동본부에서는 6월 2일부터 17일까지 60시간
과정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12년 대
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전문지도자 과

PDIC 김영기 트레이너 독도 탐방 투어

정”을 개최한다.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PDIC 코리아 충청지역 김영기 트레이너 주관과 (사)대한수중

문 의 : 051-410-5250

환경연합회 주최로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독도 탐방 투어
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는 다짐의 뜻을

S.E.I-PDIC 맴버 T-셔츠,모자 제작

함께하실 다이버를 모집한다.
진행 : 송재왕, 이선주, 나인탁, 이응오, 김갑수 강사
참가문의 : 070-7627-5900

SEI-PDIC KOREA에서는 맴
버들을 위한 T-셔츠와 모자를
제작하였다. 6월까지 맴버들에

서울 YMCA 인명구조요원 강습회 개최

게 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추
후 다양한 단체 기념품들을 추

서울YMCA에서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말반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해양경찰법령, 문화관광부 승인, 제46기 인명
구조요원 강습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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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작할 예정이다.
문 의 : 070-828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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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투어 소식
2012년 월별 다이빙 투어 일정 안내
문의처 : (주)액션스쿠바 투어 Tel : 02.3785.3535
■ 투바타하 리버보드 수시모집 (5박6일)

■  하와이 (8박9일 예정)

• 국가 : 필리핀

• 출발 : 10월 예정

• 특징 : 6월 첫주 마지막 트

• 특징 : 최고의 리버보드

립, 2013년 3-6월 사전 예

AGGRESSOR를 타고 하와이

약 가능.

를 만납니다.

■ 마나도 수시모집 (6박7일)

■라자암팟 (12박13일 예정)
• 국가 : 인도네시아

• 출발 : 11월 예정

• 특징 : 성수기에 접어든 마

• 국가 : 인도네시아

나도는 지금부터 가장 좋
은 시기

■ 라양라양 수시모집 (8박9일)

• 특징 : 인도네시아의 핫 이
슈! 라자암팟으로 떠납니다.

■ 2013년 석가탄신일 연휴 멕시코 칸쿤 (8박9일 확정)

• 출발 : 4~8월

• 출발 : 2013년 5월 11~19일

• 특징 : 3~8월까지만 문을

• 인원 : 선착순 10명

여는 라양라양 리조트. 동

• 특징 : 멕시코의 유명한 시

남아에서 몇 안되는 망치상

노테 다이빙과 칸쿤 다이

어를 볼 수 있는 곳. 2013년

빙, 그리고 치체니사 관광

3-8월 사전 예약 가능.

■ 오슬롭 (7박8일)

■ 2014년 갈라파고스로 다시 떠납니다. (10박11일 예정)
• 출발 : 6/21-28

• 출발 : 2014년 6월 예정

• 국가 : 필리핀

• 국가 : 에쿠아도르

• 인원 : 추가모집
• 특징 : 인간과 함께 살아가
는 오슬롭의 고래상어를
만나러 갑니다.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등 상시 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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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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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SEAS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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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단체소식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소식
■ 서귀포 새로운 샵 개업

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1. 굿다이버에서는 디지털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활성화를 위
하여 올림푸스 카메라와 하우징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디지털

지난 달 서귀포시에는 2개의 다이빙 샵이 새롭게 개업을 하였

카메라 대여 개수가 5개가 되었다. 1일 1만원에 대여한다.

다. 2개의 샵은 더스쿠바(대표 : 이승호)와 타크라다이빙(대표 :
한덕용)이다.

2. 스페셜티 다이빙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투어기간내 빙
고판 세줄 이상을 성공하면 굿다이버 기념티셔츠, 다섯줄 성공
하면 방수백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투어기간에 상관없이 빙고판
에 있는 25종의 제주
바다생물을 모두 촬
영하면 다이브 컴퓨
터를 선물로 준다.

PSI scuba 소식
■ 김정미 코스디렉터 – PADI 강사교육 진행
김정미 코스디렉터(PSI스쿠버 대표)가 3월 26일부터 4월 14일
까지 PADI 강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사 후보생이었던 엄종철, 백선화, 배혜욱, 정은혜 강사는 자
율반으로 코스를 이수하고 4월 20-22일까지 사흘간 울진에서
진행된 강사시험(IE)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PADI 강사 자격
을 취득하였다. IE 이후엔,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풀에서
진행한 헬씨온 데모데이에 함께 참석하여 새로운 장비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팀티칭으로 오픈워터
코스를 진행하는 등 각별한 팀웍을 자랑하였다. 강사가 된 후에
도 지속적인 스킬과 지식을 늘리는 롤 모델의 모습을 보인 이번
IDC 팀들은 오는 6월말 5가지 스페셜티 강사 코스 등록 역시 마
친 상태다. 앞으로 네 분 강사님의 프로로써의 다양한 행보가
기대된다.
이번 IDC에는 공기놀이 스킨스쿠버의 대표 김성진 강사가
IDC스텝 강사 교육을 이수하여 새로운 PADI 시스템과 기준을
익히고 스텝 강사로써의 준비를 갖추었다.
각자의 업무와 쉽지
않은 교육일정을 빠듯하
게 소화하면서도 끝까
지 프로페셜널한 모습
으로 최선을 다해준 엄
종철, 백선화, 배혜욱, 정
은혜, 김성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
김정미 CD, 백선화, 정은혜, 배혜욱, 엄종철 강사

의 박수를 보낸다.

■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 팀 운영
PSI scuba가 양평에 위치한 코오롱 스포렉스 스쿠버 팀의 운
영을 담당한다. PSI스쿠버(대표 김정미)는 지난 4월부터 용문국민
체육센터 내 다이브센터를 오픈하였다. 시설규모 15M x 6M x 6M
의 스쿠버풀장과 함께 교육, 투어, 장비구매가 일체형으로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쿠버 풀은 수심 6M까지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얕은 물 공간은 초보자 교육에 용이하다. 더블탱크와 V웨이트를
갖추고 있으며, 주차 후 풀장까지 3M 이내로 장비운반이 가능하
므로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한다. 2012년 등
록 강사에게는 별도의 등록 비용없이 입장과 공기통사용을 무료
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다이버 1인 동행시)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과 공휴
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272번지
문의전화 : 031-775-7911~5, 010-6334-4475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대표: 강동원
전화: 033-671-0158 팩스: 033-671-0159
휴대폰: 010-3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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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마린 리조트 소식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가 주최하는 수중사진
촬영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대회명 : 제6회 국민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수중사진촬영대회
기간 : 2012. 7. 6(금) - 8(일), 3일간
장소 :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
본 리조트에서는 촬영대회 참가자 여러분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많은 이용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
로 하시기 바란다.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 033-671-0380~1
팩스 : 033-671-2253
홈페이지 : 38marine.com
휴대폰 : 010-3940-0010
.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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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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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체험행사 및
DMZ 수중사진 촬영대회
1.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에서 고성군스킨스쿠바연합회와 협력하여
『2012 스쿠바다이빙 체험행사 및 DMZ 수중사진 촬영대회』 를 개최합니다.
2.	전국의 스쿠바다이버 유치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주최 :
주관 :
후원 :

2012년 8월 4일(토) ~ 8월 11일(토) 8일간
고성군, 고성군스킨스쿠버연합회
고성군스킨스쿠버연합회, 고성군
KDEC,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수중세계

대.회.내.용.및.방.식

렁수영대회 2012년 8월 4일 _ 참가비 1인당 2만원
종목

경기방식

참가자격

제한인원/팀수

남자 장거리 500m

웨이트를 제외한 스쿠바풀셋 착용

남 (라이선스 소지자)

50 명

여자 장거리 300m

웨이트를 제외한 스쿠바풀셋 착용

여 (라이선스 소지자)

50 명

레스큐 이끌기

일정한 거리에서 이끌기(시간/순위)

남녀 2인1조 (라이선스 소지자)

30 팀

수면 줄다리기

스킨장비만 착용

남 5명, 여 5명

10 팀

수면 OX퀴즈

참가자 전원

무제한

무제한

체험다이빙 2012년 8월 4 - 10일(7일간) _ 참가비 1인당 2만원
종목

참가자격

제한인원

체험다이빙

10세 이상 누구나

1일 100 명

DMZ 수중사진촬영대회 2012년 8월 4 - 11일 _ 참가비 1인당 3만원
종목

촬영방식

참가자격

제한인원/팀수

DMZ 촬영

15M 이내 주제 제시

국내 촬영대회 입상 경력있는 촬영가

20 명/선착순

일반 광각

고성군일대 자유

모든 촬영가

무제한

일반 주제

고성군 일대/제시 주제 중 택일

모든 촬영가

무제한

PT하우징 수중

자유 촬영

모든 촬영가

무제한

PT하우징 수면

자유 촬영

모든 촬영가

무제한

시. 상. 내. 역

렁수영대회
종목

1등

2등

3등

행운권추첨

장거리 500m

다이빙장비(15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1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80만원 상당)

장거리 300m

다이빙장비(15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1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80만원 상당)

200만원 상당

레스큐 이끌기

다이빙장비(15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1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80만원 상당)

상품 / 상품권

수면 줄다리기

5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수면 OX퀴즈

5명 / 500만원 상당의 상품, 다이빙장비

모든 참가자

체험다이빙
종목

시상품

수여

체험다이빙

6일간 매일 추첨을 통한 상품지급 200만원 상당

체험 다이빙 인증증

DMZ 수중사진촬영대회
종목

1등

2등

3등

DMZ 촬영

다이빙장비 (4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200만원 상당)

다이비장비 (100만원 상당)

일반 광각

다이빙장비 (3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200만원 상당)

다이비장비 (100만원 상당)

일반 주제

다이빙장비 (3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200만원 상당)

다이비장비 (100만원 상당)

PT하우징 수중

다이빙장비 (2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150만원 상당)

다이비장비 (100만원 상당)

PT하우징 수면

다이빙장비 (200만원 상당)

다이빙장비 (150만원 상당)

다이비장비 (100만원 상당)

■

조건

·상기 대회의 일정과 방식 및 상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DMZ 촬영지의 출입이 가능.
단, 기상/신원/군,경 작전상의 이유 등으로 촬영지가 변경될 수 있음.
·참가 신청 www.nemocaptain.com 인터넷 접수 - 검색창(네모선장 리조트)
·심사및 저작권 주관사에서 심사위원 구성 / 출품된 모든 작품은 고성군에 귀속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emocaptain.com) 참조할 것.

협찬사

Pantone
1935 C

Pantone
2747 C

Pantone
123 C

Pantone
871 C

Pantone
428 C

Pantone
87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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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호(2010년 3/4월호)
1. 사설·바다에서 훔쳐간 아바타
2.	수중사진·파티마배한국수중사진호별공모
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좋은 사진의 비결
3.	해양생물·암초지대의 보석, 클라운피쉬
와 아네모네·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7
회)·세계 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1회)
4.	특집·2010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참가
업체 소개
5.	해외다이빙·SDD 시밀란 수중사진 투
어·인도네시아 라자 암팟 다이빙·해외다
이빙 여행을 도와주는 팁
6.	테크니컬 다이빙·MK6 재호흡기 해양실습
7. 국내다이빙·서귀포 항 새섬 아치 포인트
8. 업체 탐방·타바타 이바라키 공장 탐방
9.	다이빙드라마·SBS드라마 인생은 아름
다워
10.	강사 코너·수면 스킬 가르치기·나침반
네비게이션
11.	잠수물리·다이빙에서 산소가 나쁜 역할
을할때
12.	독자코너·벨기에 NEMO33에 가다·제2
인생 출발 알리는 100회 다이빙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폐확장 상해
한차원 더 높은 이해
14.	DAN 칼럼·BC가 일으키는 문제들의 분석
15.	다이빙 안전·다이빙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처 방법
16.	Diving Society News·제19회 한국수중
사진공모전 시상식·수중사진 4인전 개
최·마레스 타우첸 델피노 상 3개 부분
수상, 네모 와이드 2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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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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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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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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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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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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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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 (제2회 유
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20.	스페셜 다이빙·트랜스퍼머, 사이드마운
트 다이버를 만들자!
21.	독자코너·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
하다
22.	수중사진 촬영대회·제1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작
23.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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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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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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설·디지털 출판을 염두에 두면서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수중 사진 작가 초대석(DEPC
오이환 회장)
4.	특집·잉어의 전설과 사실들·제1부 잉어
의 전설등용문과 잉어 / 용되는 잉어 /
현장법사와 잉어 / 잉어의 집념을 보고
위대한 화가가 된 로세추 / 김풍등의 잉
어 미신 / 잉어를 먹으면 안 되는 창녕 조
(曺) 씨 / 용이 된 광주의 잉어 할머니 /
잉어 살려주고 용왕 사위되고 사또 된 숯
장수 / 잉어설화 조각들 모음·제2부 잉
어의 사실들잉어목과 잉어과 기본 설명 /
잉어과의 잉어아과 / 잉어이름이 헷갈리
는 이유 / 한종의 표준잉어의 가지 수를
많게 하는 변형들 / 기타 잉어 이야기·제
3부 잉어 음식용봉탕(龍鳳湯) / 동유럽
X마스 만찬 / 게필테피쉬
5.	신제품 소개·2011 TUSA NEW COLOR
COORDINATION
6.	해외다이빙·필리핀 팔라완 구룹의 코론
지역에서의 다이빙
7.	국내다이빙·여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다이빙 여행지-고성 교암리조트(제6회)·
추암에서의 다이빙
8.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25회)
9. 수중사진 테크닉(1)·색공간(Color Space)
10.	해외리조트 탐방·접사피사체의 천국 필
리핀 아닐라오와 몬테칼로 리조트
11. 전시회·2011 중국 장비 전시회
12.	독자수기·대학생 강사교육 참가수기
13.	독자코너·2011년 인스클럽 필리핀 모알
보알 의료봉사
14.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5.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3회
16.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제1회 생
명 위기에 필요한 수화법)
17.	Diving Society News

1.	사설·엄청많은 사람들의 체험다이빙, 그
러나 늘어나지 않는 다이빙 인구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 수중사진작가 초대석(kevin
Lee)
4.	특집·해파리 ANYSTORY, 제4부 해파리
의 개별 이야기들
5.	신제품 소개·(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
제품,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신제품
6. 해외다이빙1·갈라파고스 다이빙!
7.	해외다이빙2·천국과 가까운 섬, 뉴칼레
도니아
8.	해외리조트 소개·모알보알 천상의 다이
빙 포인트와 M.B. OCEAN BLUE 리조트
9.	국내리조트 소개·울진 나곡수중
10.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7회)
11.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타이타닉
12. 수중생태 이야기·성전환하는 물고기
13. 수중사진 테크닉·감마(GAMMA)의 개념
14.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5.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16. 잠수의학코너·압력손상의 증세와 처치
17.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5회)
18.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제3회 행
위와 닮게 하는 수화)
19. 스페셜티 다이빙·드라이슈트 다이빙 팁
20. 스페셜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
21.	독자코너·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
하다 2
22.	교육참관기①·미국 플로리다에서의 케
이브 스페셜티 교육 참관기
23.	교육참관기②·TDI 제주 테크니컬 과정
참관기
24.	수중장비 전시회·DEMA SHOW 세계 수
중 장비 전시회를 다녀와서
25. Diving Society News

제 145호 (2011년 9/10월호)
1.	사설·자본주의 4.0, 다이빙4.0, 그리고
스마트 다이버 운동
2.	스마트 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
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수중사진작가 초대석(좌동진)
4.	신간안내·수중사진
5.	특집·해파리 ANYSTORY·제1부 해파리
전설 1.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 2. 베르
사체 로고 메두사 / 3. 해파리와 원숭이·
제2부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6.	신제품 소개·우정사의 신제품·해왕잠수
의 신제품·캠스케어의 신제품
7.	해외다이빙1·북극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8.	해외다이빙2·갈라파고스 다이빙!
9.	해외리조트 소개·아닐라오의 다이빙 사
이트와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
10.	국내리조트 소개·영덕 대진리조트
11.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6회)
12.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펭귄, 위대한 모험
13.	수중생태 이야기·크리닝 스테이션
14.	수중사진 테크닉·RAW 파일
15.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6.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17.	잠수의학코너·감압병(잠수병)의 진단과
치료
18.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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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8호(2012년 3/4월호)
1.	사설·대형화·고급화된 스쿠바다이빙센
터의 건립, 다이빙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
마트 다이버 운동 실천행동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
중사진작가 초대석(김동혁)
4.	신간안내·나이트룩스 다이빙 매뉴얼
5.	특집·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글로벌 도
시 포항, 해양스포츠산업의 메카를 꿈꾸
다(박승호 포항시장편)
6.	신제품 소개·(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
제품, (주)테코의 신제품
7.	수중생태 이야기①·해양생물, 공생관계2
8.	수중생태 이야기②·제주도의 인공어초(2
단 터널형 인공어초)
9.	해외다이빙·노르웨이 오슬로 피오르드
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10.	해외리조트 소개·세부 릴로안 지역의 다
이빙 그리고 고래상어, 보홀 팡글라오섬
의 디퍼다이브리조트
11.	국내리조트 소개·강원도 양양 월드다이
브리조트!
12.	김인영칼럼·고대 스폰지 다이빙과 잠수
돌 스칸다로페트라
13.	장비사용기 리뷰·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마레스의 아이콘 HD AIR
14.	수중사진 테크닉·노출보정과 그레이 카
드
15.	수중사진 가이드·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2)
16.	다이빙 기술①·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
브마스터2
17.	스페셜 다이빙·케번(Cavern)다이빙
18.	생활속의 과학이야기·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술에 대한 몇 가지 진실
19.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아베베 비킬라)
20.	김광희 칼럼·창의력, 책에서 길을 묻다!
21.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동물과 인간의 따
뜻한 교감(프리 윌리)
22.	독자코너·다이버가 바라본 바닷속 세상
23.	교육단체 소개·SSI
24.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25.	잠수의학코너·호흡기체의 오염과 일산화
탄소 중독
26.	다이빙 기술②·다이버의 수화법(제5회)
27.	교육참관기·다이버마스터 교육을 겸한
시밀란 리브어보드 여행기
28.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9회)
29.	수중사진 공모전·해양생물 수중사진 공
모전
30.	수중사진 전시회·제주수중사진연구회
창립전
31.	레포츠센터 탐방·울진해양레포츠센터
32.	전시회 참관기·제20회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참관기
33.	기획기사
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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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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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6376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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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701호
전화: 02-929-0858
팩스: 02-922-6823
대표: 유재철

본사전화: 051-621-6003
지사전화: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파워스쿠버 상사

캠스퀘어

스쿠버 장비판매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판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58번지 4층
전화: 02-414-1472
팩스: 02-414-1402
홈페이지: www.aquako.com
대표: 방주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1층
전화: 02-572-4522
팩스: 02-572-4524
홈페이지: www.powerscuba.co.kr
대표: 임응순

경기스쿠바 다이빙풀

뉴서울 다이빙풀

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내 다이빙 교육 전용 풀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상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산역 하안동 방향)
전화: 02-892-4943, 893-4943
www.scubapool.com
mail: scubapool@daum.net
대표: 김영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전화: 031-264-1661
팩스: 031-264-1822
홈페이지: www.gscu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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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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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EC (한국 잠수교육단체 대표자 협의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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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I 코리아

세계 수중연맹

다이빙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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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0-2
예원빌딩 2층 NAUI 멤버서비스
전화:
팩스:
대표: 이요섭

KUDA

PSAI 코리아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올림픽컨벤션센터 2층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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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576-2993
02-439-9993
홈페이지: www.scda.kr
원장: 정준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휴대폰: 011-314-5422
홈페이지: www.scuba24.com
대표: 김진규

푸른바다

돌핀스쿠바리조트

NAUI 강사교육, 수중촬영, 국내외 투어

흑도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558-1 103호
전화: 031-567-7857
팩스: 031-567-7858
홈페이지: www.skinscuba.net
대표: 유지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대표: 이상현

대전 엑스포 다이빙

남진수중 잠수학교

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국가 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컬 · 다이빙 전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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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전화: 063-855-4637
팩스: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대표: 노남진
홈페이지: www.nonamjin.com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NASDS 코리아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다이빙 교육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전화: 031-708-6967
홈페이지: www.kupva.com
이메일: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서울 중구 만리동1가 35-4 2F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대표: 장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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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다이브 코리아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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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센터장: 이상진, 부센터장: 엄대영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원잠수 아카데미

BSAC강사교육, 호미곶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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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 동해면 홍환리 314
대표: 최경식 BSAC 트레이너
전화: 054-232-9669
휴대폰: 010-6823-4277
이메일: seaonee@hanmail.net

대진 리조트

아쿠아벨리조트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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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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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권
굿다이버 리조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I강사교육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0-3721-7277
홈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전화: 064-738-7390
휴대폰: 017-215-6577
홈페이지: marinehouse.info
대표: 허천범

마린파크

블루샤크제주

국내최초 국내유일 돌고래 실내체험관

체험다이빙 및 스쿠버교육전문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23
전화: 064-792-7775
팩스: 064-792-7774
홈페이지: www.marinepark.co.kr
이메일: jw3502@naver.com
대표: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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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 다이버스

제주 스쿠바 라이프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다이빙 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592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392-3
휴대폰: 017-344-2095
010-9120-1114
홈페이지: www.scubalife.net
이메일: scubaskin@naver.com
대표: 김원국

스쿠바아카데미 투어

더 스쿠바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스쿠버 다이빙 초급/중급/고급 전원 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전화: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0065
홈페이지: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서귀포시 서귀동 172-4
전화: 064-767-4448 (팩스 겸용)
휴대폰: 010-4631-4448
이메일: ssi46143@naver.com
대표: 이승호

제주오션

태평양 다이빙 스쿨

스킨스쿠버 교육/투어/장비판매/해양조사,작업/산업잠수

수중사진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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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대표: 김병일

업체안내
제주권·강원 권
인구다이브리조트

38마린 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가이드

국내최대규모/호텔급객실/조도다이빙/잠수풀보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전화: 033-671-0158
팩스: 033-671-0159
휴대폰: 011-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대표: 강동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l.net
홈페이지: www.38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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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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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lek0006@hanmail.net
대표: 이의국

네모선장리조트

황스마린포토서비스

강사양성과정 수시개최, 다이빙 교육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2-1
전화: 033-632-4251
휴대폰: 010-6370-0271
홈페이지: www.nemocaptain.com
대표: 고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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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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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PI RESORT

세부 릴로안 다이빙 안내, 숙박일체형 리조트

인도네시아 발리 멘장간/툴람벤 최고급 리조트

LILOAN BEACH SANTANDER CEBU
PHILIPPINES
전화: 63-908-323-3102
070-8259-6125, 070-8241-6125
홈페이지: www.bluestars.co.kr
이메일: udtseal25@naver.com
대표: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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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TINOS RESORT

TASIKRIA RESORT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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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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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다이브 리조트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전화: +6-03-21702185
팩스: +6-03-27309959
www.avillionlayanglayang.com
res@avillionlayanglayang.com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568-240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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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 시안]
▼  메인 페이지
▼ 수중사진 쇼핑몰 페이지

※ 홈페이지 시안에 배치된 광고는 본지의 광고를
기준으로 임시로 배치한 것입니다.

▲  웹매거진 창

[공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사무실 이전 및 홈페이지 오픈 안내
올해가 본지가 창간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지의 사무실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전합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본지의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본지 사무실 이전 일시 및 장소 안내
- 이전일시 2012년 6월 30일(토)
- 새주소

			

140-9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140-900, South Korea

- 전화번호 : 02-568-2402, 팩스번호 : 02-558-1207

■ 본지의 홈페이지 오픈 안내
- 오픈일시 : 2012년 6월 30일(토)
- 새웹주소 : www.scubamedia.co.kr
- 새이메일 : diver@scubamedia.co.kr

새로운 홈페이지는 다이버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이빙과 관련된 알찬정보들로 채워서 다이빙계의 포탈사이트로서의 부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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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의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을 걸고 회원등록, 글올리기, 댓글달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May • June 2012

Since 1987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TATIVE DIVE MAGAZINE IN KOREA. VOL . 149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12

바

특집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재봉 서귀포시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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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scubamedia.co.kr

해양생물, 공생관계 3
제주도의 인공어초
Q&A 잠수의학
약물 복용과 다이빙
인트로 케이브와 풀 케이브
제주 마린파크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딥 블루씨)
재호흡기다이빙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버마스터 3

SDM 수중사진콘테스트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 이종화
히스토그램(Histogram)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남미 칠레 발파라이소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강원도 양양 인구리조트
다이빙영어
안전한 다이빙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제주도 서귀포

스마트 다이버 운동
사설 

제자리걸음만 하는 수중사진 분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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