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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플렉스 호스
• 호스의 엉킴과 당김현상을 줄임

측면 배기시스템
• 배기버블로부터 다이버의 시야확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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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황종국 강원도 고성군수 편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7 / 8월호 제1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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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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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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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정보가 클릭 한번으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스쿠바다이버 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웹매거진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사와 칼럼은 목차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DO YOU STILL DIVE
/WHITE?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ares.co.kr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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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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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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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원잠수 해양리조트(포항)

190

70 SDI/TDI/ERDI KOREA

31

19 더스쿠바(제주)

212

45 월드다이브리조트(양양)

235

71 SDI/TDI/ERDI 멤버 연합

30

20 도서출판 정담

184

46 이지다이빙(부산)

188

72 SSI KOREA

71

21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113

47 인구다이브리조트(양양)

244

73 SSI 멤버 연합

70

22 라양라양리조트(말레이시아)

169

48 제주도스쿠바연합회

210

74 SSI 센터 연합

72, 73

49 제주스쿠바라이프(제주)

212

50 제주스쿠바아카데미투어(제주)

211

23 마린뱅크
24 마린파크(제주)

75

44, 45
85

23
212, 221
221
19
186
27, 28

넥서스 BIZ

블루샤크 제주

상상채널

제주도스쿠바연합회

The scuba (제주)

도서출판 정담

창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

멤버 연합

경기스쿠바 다이빙풀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
고성군 스쿠바 행사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사방비치)

오션블루세부리조트
(세부)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Mimpi Resort

R

R

R

R

R

R

멤버 연합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

멤버 연합

원잠수 해양리조트
(포항)

센터 연합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및 강사 무료구독

사무실 이전 및 홈페이지 오픈 안내
본지의 사무실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전했습니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본지의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지 사무실 이전 장소
-	새주소 : 140-9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2년(12회)

108,000원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후암동 123-1, 스쿠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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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2-778-4931~3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

- 팩스번호 : 02-778-4984

•본지의 홈페이지 주소

상하지 않습니다.

- 웹주소 : www.scubamedia.co.kr
강사 무료구독

본지는 스쿠바 다이빙 강사를 위해 강사 무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이메일 : diver@scubamedia.co.kr
- 웹하드 : www.webhard.co.kr ( ID : pdeung, PW : 2468)

다만 택배비 20,000원 (제주도를 포함한 섬지역은 40,000원)을 송금
해 주시고, 강사 C-카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해 주시면 1년간 무
료 정기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모든 교육단체 강사분들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기사 및 원고 모집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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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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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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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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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과월호 판매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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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8 - 4981 ~ 3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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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는 PSAI-KOREA 멤버들

환경의 날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PSAI-KOREA 멤버들

www.scubamedia.co.kr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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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현
E: abysmch@nate.com
T: 010 3665 2255

정
상
우

박
성
수

정
회
승

김
수
열

마린마스터

고 다이빙

엔비 다이버스

노마 다이브

T: 011 226 4653

T: 010 9053 83335

T: 02 423 6264

T: 010 7114 9292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송
종
윤

W: godiving.co.kr
E: godiving7@hotmail.com

W: nbdivers.com
E: nudiblue@hotmail.com

위
영
원

김
현
찬

W: nomadive.com
E: noma@nomadive.com

한
민
주

강
정
훈

아쿠아렉스

베스트 다이브

씨씨 다이버스

스쿠버 그린피스

파아란 바다

T: 010 5230 6770

T: 010 9310 1377

T: 010 3648 1886

T: 010 5256 3088

T: 011 284 0393

W: e-aquarex.com
E: padipros@naver.com

W: bestdiver.co.kr
E: kim462311@naver.com

서
종
열
다이버스 에듀

W: diversedu.com
E: webmaster@diversedu.com
T: 010 4173 4113

박
현
정
에버레져

T: 011 280 9371

T: 010 3704 8791

E: studioin00@hotmail.com

E: ky70700@hotmail.com
T: 010 7419 9658

W: scubamall.kr
E: james007@korea.com

우
인
수

루씨 다이브

송
관
영
인투 다이브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E: wooinsu@hanmail.net

임
욱
선

W: scubain.com
E: webmaster@scubain.com

임
용
우

김
진
관

고 다이빙

파아란 바다

T: 010 6317 5678

T: 010 3000 4679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이
호
빈

W: scubain.com
E: chingwan83@hotmail.com

윤
재
준

김
정
미

블루 다이버스

스쿠버 인포

잠실 스쿠버 풀장

PSI 스쿠버

T: 010 3290 4653

T: 010 8731 8920

T: 010 6351 7711

T: 010 6334 4475

W: bluedivers.co.kr
E: lws2201@naver.com

박
금
옥

W: scubainfo.co.kr
E: hobin@nate.com

김
시
광

W: jsscuba.co.kr
E: pipin642@nate.com

김
용
진

W: psiscuba.com
E: jungmi@psiscuba.com

송
규
진

주
호
민

넵튠 다이브 센터

불루존 스쿠버

다이브트리

파란바다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T: 011 408 4837

T: 010 3110 0364

T: 010 5216 6910

T: 010 9926 0140

T: 010 9501 5928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W: bzscuba.co.kr
E: ksk1655@hotmail.com

W: divetree.com
E: ygoll@ecoscuba.co.kr

W: paranbada.com
E: idbsea@paran.com

W: seouldive.com
E: seouldive@naver.com

스페셜 제안 – PADI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무료 PADI사전 강사 개발 코스를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와 상의 하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 원 . 지금 PADI 강사가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황
진
훈
Red Sea 다이빙 팀

W: redseadive.co.kr
E: jinhoon.hwang@gmail.com
T: 010 5434 1800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 하세요.

다음에 진행될 PADI 강사 시험; 장소; 울진 레포츠 트레이닝 센터
날자; : 2012년 8월 31일 -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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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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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1

오늘 PADI 강사와 다이빙 하기

옵션 2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4번째 다이빙을 엔리치드 에어로
다이빙 하기

옵션 3

PADI 엔리치드 에어 어드벤쳐
다이빙을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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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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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com/padi

facebook.com/padiscuba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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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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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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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하자
Let's Try Changing the Fishing Boat Law Again.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인 제주에서 스쿠바다이빙 투어를 진행할 수 없는 사
태가 발생하였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지난 7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러 온 국내
외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즐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스쿠바다이빙은 주로 바다에
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라 반드시 배로 이동을 해야 한다. 다이빙시 사용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낚시
어선인데 이것이 낚시어선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스쿠바다이버를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다. 현행 낚시어선업법에는 낚시객을 제외하고는 다이버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 / 구자광(발행인)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해양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이
유는 무엇일까?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서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스쿠
바다이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12년 제주도스쿠바연합회가 결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제주도 다이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으며, 미비된 기반시
설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일은 무엇보다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문섬에서 스쿠류에 치인 다이버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이빙을 하면서
스쿠류에 의한 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 이후 제주도스쿠바연합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
이버의 안전을 위해 유어선에 스쿠류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유어선 선장들에게 요청을 하였다. 대부
분의 유어선들이 스쿠류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여 장착을 하였지만 일부 스쿠류안전망 설
치를 반대하는 특정인이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유어선에 다이버를 태우는 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
기하였다. 민원요청이 들어오자마자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이
버들의 유어선 탑승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제주 서귀포는 우리나라에서 바다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생물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는 국내외 다이버만도 약 5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제주특별시에 관광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득향
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묵과하고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 대어 단속한다는 것은 불
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변의 스쿠바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영업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다이빙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
며 제주도의 해양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사안인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이빙계에서 꼭 풀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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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다시 붉어진 낚시어선업법이 무엇인지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
해 잘 모르는 다이버를 위하여 스쿠바다이버 지의 사설과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모든 다이버들은 이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
기를 바란다.
먼저 해상운송을 규율하는 국내법을 살펴보면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어선업법, 수상
레저안전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법은 ‘해운법’이다. 그러나 해운법은 육지
에서 울릉도나 제주도를 왕래하는 대형 여객선과 같은 대대적인 해상여객 운송 사업을 예상하고 규
정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규모의 유람선이나 도선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해상레저 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낚시객과 같은 소수의 인원이 작은 배를 이용하는 횟수
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다시 소형 어선에게 최소한의 안
전시설을 갖추게 하고, 적은 수의 해상운송을 소형 어선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어촌의
소득증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해양레
저장비의 종류가 발달하면서 그동안 치외법권지역에 놓여 있던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으로 해상이
동이 많아지자 다시금 안전사고의 발생이 대두되면서,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다양화된 해상운송수요의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정된 것들
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설비기준, 안전운항의무, 안전점검, 보험가입강제 등으로 이루어
졌다.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스쿠바다이버의
운송에 대한 법률은 없었다. 당시 이러한 법제정을 할 시기에는 스쿠바다이버의 인원수가 적어 의견
이 반영되기는커녕 스쿠바다이빙업계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조차 몰랐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여수시에서 스쿠바다이빙 샵을 운영하면서 다이버들의 운송수단으로 낚시어선을 사용
하고 있던 정xx 강사가, 2004년 7월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
반”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낚시어선에 다이버가 탑승하
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만일 유죄라면 낚시어선업법을 개정이라도
해서 다이버들이 합법적으로 다이빙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2004고정 646호 사건에서 2005년 7월 8일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정xx 강사와 검찰
이 쌍방 항소한 광주지방법원 2005노 1417호 사건에서 2005년 10월 26일 쌍방 항소기각 판결을 선
고하였다. 정xx 강사가 다시 대법원에 2005도 9023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년 1월 26일
정xx 강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사건이 있었다.
기각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선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스쿠버다이버들
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는
“낚시어선업”이라고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
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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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낚시객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유선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락하
는 사람’에 해당하는 스쿠버다이버 등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바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는 유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유선법이나 낚시어선업법의 적용범
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이빙계로서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대법원은 스쿠바다이버를 낚시어선에 승선시키는
행위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스쿠바다이빙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할 때는 일반어선을 이용해 왔고 낚시
어선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거의 예외 없이 위법상의 “낚시어선”을 그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스쿠바다이빙이 어촌계 주민들의 생활터전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문제 삼아 스쿠
바다이버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1999년 제주도의 일부 어촌계 주민들
은 스쿠바다이버들의 운행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공서에, 낚시어선이 스쿠바다이버
를 태워다 주는 것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999년 8월 28일 해양경찰청에 “스쿠바다이버를 태워다 주는 것은 낚시어선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
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제주도는 도내 각 시장, 군수에게 1999년 10월 22일 “스쿠바다이버를
태워다 주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법령질의내용 회신을 보낸 바 있었
다. 이에 제주도 내 모든 낚시어선업자들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스
쿠바다이버들의 운송을 거부했던 일이 있었고, 제주도내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기에 이르자 서귀포
시가 2003년 8월 23일 협조 공문을 해양경찰측에 보내 위 분쟁을 잠정적으로 잠재웠던 일도 있었다.
다이빙업계와 스쿠바다이버 지는 부당한 낚시어선업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우
리 다이빙업계가 낚시어선업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지는 15년 이상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
은 2004년부터였다. 그 당시 주체는 여러 교육단체의 협의체인 FDEA와 소매상연합회 및 스쿠바다
이버 지였다. 모두들 한 마음이 되어 많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
였다. 이 운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스쿠바다이버인 홍지욱 변호사
는 국회의원과의 접촉도 시도했다. 최우선 목표는 낚시어선업법에 나와 있는 ‘낚시인’을 ‘낚시인과 다
이버’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내용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도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
람이 해양생물학자이며 스쿠바다이버인 전 국회의원 제종길 박사였다. 당시 제종길 국회의원은
2006년 11월에 낚시어선업법 ‘전부개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청회 단계에서 1차 발의안은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되었고, 6개월 뒤에 재발의 된 것이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제출하여 17대 국회가 해산됨으로써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자 다들 지쳐
버렸다. 낚시어선업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다이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스쿠바다이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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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하는 관련부서 또한 인지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여 낚시어선에 스쿠바다이버의 승선 행위
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스쿠바다이버 지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사설에서 언급하며 관심을 가지고 법제정을
하기 위해 앞장서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말인 2007년 6월에
제종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안’은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되
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
실이기에 서귀포시에서도 해양경찰에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도 한다.
현실은 이렇지만 실제로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양관련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
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중에 스쿠바다이빙을 하는 인구는 대략 20~30만 정도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늘어난 다이버들의 활동영역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게 되고, 성실하게 샵을
운영하면서 다이버를 바다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 일
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낚시어선업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대부분의 다이빙 샵들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이버들을 낚시어선에 승선시킨 것
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차선의 선택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정상
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마치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제대
로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관련법도 여기에 맞추어 개정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배가 아니면 보트 다이빙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주
도의 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 이제 다이빙계에서는 힘을 모
아 낚시어선업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 다이빙을 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낚시어선업법에 낚
시어선의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스쿠바다이버가 포함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는 다이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스쿠바다이빙 활동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다
이빙 인구가 미미하여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이빙 인구가 20
만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하고 정당하게 레저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현행법의 그
늘로 인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불법자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범다이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
이빙 교육단체, 다이빙 장비업체, 다이빙 샵 또는 리조트 운영자, 다이빙 강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의 바다를 사랑하고 다이빙을 좋아하는 모든 다이버들이 힘을 모아 부당한 현실을 고쳐나가야 한
다. 여러 사람들의 머리와 힘을 모은다면 불합리한 이 법안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늘 마음을 조이며 불안해 할 것이다. 잘못
된 법은 선량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우리 모두 낚시어선업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모금운동이라도 벌일 때라고 생각한다.   
■ 위의 사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본지의 사설과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사설과 칼럼은 본지의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과월호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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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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강현주, 김기준, 김은종, 박정권, 손의식

금상  박정권

금상  손의식

은상  우종원

은상  김은종

우종원, 이운철, 이종순, 이홍석, 천재법

동상  김기준

동상  이홍석

최지섭, 손동수,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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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콘테스트는 (주)테코에서 협찬해 주셨고, 이번

수 있습니다.

7/8월 콘테스트는 (주)대웅슈트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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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란에 등록
- DEPC의 홈페이지(www.depc.co.kr)의 수중사진갤러리

동으로 출품됩니다.

┃기타┃
┃시상 내역┃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을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가 쉬웠지만 디지털 카메
라가 대세인 현재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안리플렉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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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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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대웅슈트 협찬
네모와이드
금상

• 넓은 화면으로 뛰어난 판독 가능
• 인체 공학적 디자인, 본능적인 사용과
즉각적인 정보 파악 가능
•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가격 : 85만원

하드케이스(PL2720)

은상

•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로 씌운 편안한 인체 공학적 손잡이
• 전면에 밸블르 설치하여 외부 압력의 변화에 맞춰 내부 압력을 조절
• 방수씰로 케이스 본체와 뚜껑을 밀폐시켜 -40℃ ~ +70℃ 사이의
고온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
• 측면 보강된 특허 받은 잠금장치
가격 : 29만원

X-뷰 L.S.S 마스크

동상

• 두가지 실리콘을 이용한 스트랩
• 트라이 콤포트(TRI-COMFORT)
• 2-버튼식 버클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 한국형 마스크
가격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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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박정권
수중어초의 풍광
Nikon D300, f/6.3, 1/40

48

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우종원
불가사리와 수중어초
Canon Eos 7D, f/7.1, 1/30

동상 Bronze Prize
김기준
범돔무리  
Nikon D90, f/7.1, 1/50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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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손의식
할리퀸쉬림프
Nikon D300, f/32, 1/250

50

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김은종
고비  
Canon Eos 5D, f/14.0, 1/200

동상 Bronze Prize
이홍석
할리퀸쉬림프
Canon Eos 5D, f/16.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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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김은종 알을 돌보는 담셀피쉬

김은종  자벌레

김기준 청황문절

박정권  무리를 짓는 물고기

이운철  모자반과 다이어

52

Scuba Diver

우종원  해파리

강현주  베도라치

손의식  산란하는 갯민숭달팽이

천재법  수중어초와 다이버

손동수  뱃피쉬무리

양승철  연산호와 다이버
이홍석  해조류

우종원  스콜피온피쉬

최지섭  붉은 베도라치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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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이홍석  패롯피쉬

박정권

어초의 풍경

손의식  타이거쉬림프

우종원  고동

손의식  마블 쉬림프

54

Scuba Diver

우종원  스콜피온피쉬

김은종  갯민숭달팽이

천재법  어초와 다이버

우종원  갯민숭달팽이

이종순  어초와 다이버

박정권  고등어

손의식  오징어

손의식  해삼위의 쉬림프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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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초대석

방가이 카디날피쉬의 무리

사랑행위를 하는 한 쌍의 만다린피쉬

56

Scuba Diver

Underwater Photographer RESERVED SEAT

인도네시아 렘베해협의 추억
차명수

•의학박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산제통의원 공동 원장
•F32 회원

사랑행위를 하는 한 쌍의 블루링 옥토퍼스

어린 플로그피쉬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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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쉬림프

먹이 사냥에 성공한 황색 플로그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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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먹이 사냥에 성공한 플램보이얀트 커틀피쉬

활강 중인 원더푸스

사랑행위중인 한 쌍의 갑오징어

해리 플로그피쉬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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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본 스콜피온 피쉬

데몬 스콜피온 피쉬

60

Scuba Diver

데코레이션 크랩

성게를 지고 있는 게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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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믹 옥토퍼스의 유영

Hermit crab

62

Scuba Diver

먹이 사냥 중인 갑오징어

먹이 사냥에 성공한 만티스 쉬림프

2012 July•Augus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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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 40년 전통 ■ ISO 인증 ■ 110개국 2600여 곳의 센터 ■ 50여권의 한글교재
■ 10여종의 한글판 DVD ■ 유소년 다이빙 ■ 프리 다이빙 ■ 테크니컬 다이빙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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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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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다이브 매니아

김명선

010-9087-333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ww.divemania.co.kr

액션스쿠버

이민정

010-8521-470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ww.dive2world.com

오션블루

유병선

010-5214-8226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www.oceanblue.co.kr

레저클럽

오호송

010-9097-91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scubaitc.co.kr

다이브 컬리지

이우빈

02-408-641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www.divessi.com

다이브 파크

정영수

010-3766-68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www.divepark.co.kr

W-STATE

우정석

010-6489-7689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바스트 스쿠버 클럽

홍두표

010-6212-894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cafe.daum.net/scubafrnd

그린 다이버 센터

조영재

011-789-6303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cafe.naver.com/greendivercenter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blog.daum.net/swim-love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cafe.daum.net/crow143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0-5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www.kue.or.kr

양천 씨앤씨

김형진

017-332-4530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www.ycdive.com

스쿠버 컬리지

김문겸

070-8888-5971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www.lovescuba.co.kr

블루 드림

강한식

010-5483-749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경기도 고양시

수작코리아

박윤철

011-212-6725

경기도 고양시

www.suzax.net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cafe.daum.net/speedjs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www.scda.kr

마린 어드벤처 다이버

허 명

010-8636-5852

경기도 성남시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www.blueholedivers.kr

다이빙 존

국봉기

010-5214-7783

경기도 안양시

www.dxr.co.kr/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cafe.daum.net/seadreaming

썬 스쿠바

최창호

011-289-3733

경기도 하남시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010-9991-011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씨 플랜

김태효

011-335-2613

강원도 강릉시

www.seaplan.co.kr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www.kwsek.or.kr

플랙스 스킨 스쿠바 클럽

박진석

010-5366-6188

강원도 춘천시

cafe.naver.com/flexgym

레포츠 카스

박장근

011-710-3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CJ 네모 스쿠바

고대훈

010-9482-0059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www.nemocaptain.com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www.scubaone.co.kr

앤 스쿠바

고영민

010-6348-8822

충남 서산시 운산면

www.nscuba.co.kr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8872-44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상당구

cafe.daum.net/scuba0072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운선

016-9575-1007

광주광역시 남구

cafe.daum.net/bwsscuba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1-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www.devilsdivers.com

X-스쿠버

강광순

010-7424-9111

전남 광양시 광양읍

club.cyworld.com/xscuba

넵튠다이빙샵

오승룡

010-3012-4512

전남 광양시 마동

(사)발달장애운동능력개발협회

이성복

010-4543-0724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www.letsgotogether.org

고성 스쿠바

이주언

011-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gsscuba.com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919-2572

경남 진주시 칠암동

해우스쿠버 클럽

김달균

010-9337-6545

경남 진주시 상대2동

cafe.daum.net/kim-scuba

더 블루 웨이브

김민승

010-9323-4060

제주도 서귀포시

cafe.naver.com/bluewave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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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tyle

전석철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www.ssidive.co.kr

노명호

010-4105-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afia.kr

이상준
유재철
정인호

010-4566-1122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www.scubatec.co.kr

프리다이빙 센터
AFIA   

다이빙 장비업체
스쿠버텍
헬시온 코리아
다이브 자이언트

010-3888-6763
02-387-3503

www.halcyonkorea.net
www.divegiant.com

다이빙 학교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ww.sugong.org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동서대학교

소 훈

011-834-1982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www.dongseo.ac.kr

제주대학교

김진현

010-2699-7278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club.cyworld.com/JENUSS

제주산업정보대학

윤상택

010-2272-5805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www.jeju.ac.kr

다이빙 풀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

김동주

010-3306-944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www.scubapool.com

수원 월드컵 다이빙풀

김동주

010-3306-944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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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라이프
포프라자

www.scubadiving.or.kr

김도열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기훈(김병국)

010-3350-0973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www.fourplaza.com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한국폴리텍Ⅲ 대학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1-215-8928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www.expodive.com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0-8571-3331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www.s-world.or.kr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cafe.daum.net/jbjamsu

위덕대학교

054-788-2929

경북 울진군 원남면

전북잠수전문학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다이브 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팀 스쿠버

이기영

010-8963-858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www.teamscuba.kr

JMJ DIVING SCHOOL

조미순

017-573-2212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club.cyworld.com/busanscuba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경북 경주시 감포읍

www.scubahs.co.kr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아쿠아 캠프

조준호

010-9999-4008

경북 울릉군 울릉읍

www.aquacamp.co.kr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황흥섭

011-824-2688

경북 포항시

www.wpcss.co.kr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남해군 미조면

www.bluescuba.co.kr/

마린 하우스

허천범

010-6215-6577

제주도 서귀포시

www.marinehouse.info

방2다이버스

방 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www.bang2divers.com

메르블루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www.chatelet.co.kr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7-344-2095

제주도 남제주군

www.scubalife.net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www.seasky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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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강원도 고성군 반암리

www.banamresort.com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원도 고성군 문암진리

www.lf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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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성

070-8624-8686

팔라우

www.seaworld-palau.co.kr

다리 다이버스 팔라우

이성수

070-7536-6767

팔라우

www.daridivers.com

얍 퍼시픽 리조트
얍 다이버스
블루라군 리조트

Dieter Kudler

691-350-6000

얍 미크로네시아

www.yap-pacific.com

Bill Acker

691-350-2300

얍 미크로네시아

www.mantaray.com

691-330-2727

축 미크로네시아

www.truk-lagoon-dive.com

팔라우 어그레서 리브어보드

Gradvin.K Aisek

(1)-800-348-2628

팔라우

www.aggressor.com

덴서 리브어보드

(1)-706-394-6395

팔라우

www.dancerfl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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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의 자원이 살아 있는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 강원도
살아 있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기면서 힐링을 체험한다 !
- 황종국 고성군수편 글/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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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는 동해안 해안길과 백두대간 길을 주축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9가지의 코스로 조성되어
고르는 재미와 고성의 문화와 역사를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또한 산소길, 해파랑길, 평화누리길,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낭만가도 등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길들이 많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은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다.
우선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해 이름 붙여진 화진포는 둘레 16km의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이
며, 넓은 갈대밭 위에 수천 마리의 철새와 고니가 날아들고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주변경관이
빼어나 예부터 주변에 유명한 별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지금도 이승만 전 대통령별장과 이
기붕 전 부통령별장 그리고 화진포의 성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별장이 안보전시관으로 남아 있다.
또한 옛 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으로 알려진 고성 왕곡마을은 19세기 전후하여 건립된 북방
식 전통한옥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밀집・보존되어 온 곳으로 600년 넘게 마을의 전통을 지녀온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된 곳으로 매년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를
열어 따듯한 인심과 시골의 정 그리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을 주고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 4대사찰 중 한곳으로 신라 법흥왕때 지어진 금강산 건봉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당에서 가져
온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와 무지개 모양의 능파교, 불이문이 옛 건봉사터에 남아 천년이 넘는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고성에는 동해안 해안길과 백두대간 길을 주축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9가지의 코스
로 조성되어 고르는 재미와 고성의 문화와 역사를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또한
산소길, 해파랑길, 평화누리길,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낭만가도 등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길들이
많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을 벗어나 바다와 어우러진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
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고성군 송지호오토캠핑장은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송지호 호수와 깨끗한
백사장을 끼고 있으며, 바다가 가깝고 물이 얕아 가족과 함께 특별한 휴식을 취하기엔 안성맞춤
으로 관내 대표적인 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망향과 분단의 설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는 한국
제일의 명산으로 이름 높은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과 해금강의 절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다. 아울러 고성군의 특산품으로는 먼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국내 유일 이음
매 없는 단일관을 통해 수심 605m 이하에서 취수하여 미네랄을 비롯해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한
'지구상 가장 순수한 물'이라고 알려진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해양심층수
아라김치, 해양심층수 코팅쌀, 해양심층수 송이주 등 다양한 제품들이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자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가을철 단풍관광객과 어린이들과 함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고성군의 대표
적인 축제는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고성명태축제이다. 고성명태축제는 명태할복체험과 명태골든
벨, 명태경매체험, 명태낚시찍기 등 명태를 소재로 한 이벤트는 관광객들이 어촌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싱싱한 수산물을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장
과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 명태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명태요리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국내 최고의 해양테마 축제라 할 수 있다.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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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아름다운 해안선

고성군은 우리나라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도약하고, 고성의 정체성을 보전시킬 최북단
마을 명파리 일대에 2020년까지 743억원을 투입하여 역원마을, 평화・생명지대(PLZ) 국토횡단웰
컴센터, 북한민속마을, 숙박시설, 전통먹거리촌을 조성하여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연계한
안보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고성군을 찾는 걷기 마니아를 위한 아름다운 고성의 산소길,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평화누리길,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을 조성하여 각종 편의시설 및 스
토리텔링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국 제1의 석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화진포 호수주변에는 자연 생
태박물관을 조성하였으며, 금강산 구선봉과 아름다운 동해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에 28억을 투자하여 조형물 설치, 쉼터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 전국 최고의 산소 체험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힐링 체험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화진포부터 봉포항까지 해
안의 특색을 살려 해양레포츠체험공간을 조성해 봉수대를 사계절해양레포츠단지로 육성함은 물
론 천연수림이 잘 보존되고 있는 도원리 마을을 산림치유마을로 집중 육성하여 장단기 체류형
산림치유마을로 변화시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체험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회의
정연수원과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시설, 송지호 휴양관광시설 등을 조기
에 건립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지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걷기・자전거길 조
성사업에 총 19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해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누리길 등에 40억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화진포 둘레길 등에 54억원을 투입하여 걷기・자전거길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2014년까지는 현내면 명파검문소에서 토성면 용촌군계까지 7번 국도를 타지 않고 해안길을
따라 5개 읍면을 순환 연결하는 걷기・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고성군 인접 백두대간에 강
원고성갈래구경길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
량강화 등 분야별 71개 사업에 304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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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국 군수와의 인터뷰

황종국 고성군수(강원도)
인터뷰 : 본지 발행인 구자광

먼저 동해안을 접한 시, 군중에서 포항시장님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뷰를 허
락해 주셔서 스쿠바다이버지의 발행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잡지의 독자들을 위해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수 황종국입니다. 고성군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
는 전국의 스쿠바다이버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고성군은 대한민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북으로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을
경계로 통천군(通川郡)과 접하고, 동쪽은 동해(東海), 서쪽은 향로봉 경계
로 인제군(麟蹄郡), 남으로 속초시 장사동(章沙洞)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14,000여세대 3만여명의 인구와 2읍 3면, 127개리 561반 행정구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664.34㎢(북고성 645.61㎢ 미포함) 면적을 보유하여 남・북
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군(郡)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남북
교류와 새로운 동북아시아 시대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국회의정연수
원 유치와 국내 최대 명태 가공산업육성, 해양심층수 특화사업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천혜의 관광 부존자원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원동력으로 연계
해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실현하는 군(郡)이며, 특히 청정해역에 길게 뻗은 고성의 동해바
다는 천연의 신비를 간직하여 매년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주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고
성을 방문해주시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고성군은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고성군의 위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강원도 최북단에 위
치한 고성군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열어갈 길목으로써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북한땅 아름다운 금강산을 직접 가
볼 수 있었던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의 시작은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였
습니다. 하지만 2008년 총기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변화된
지금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가 고성군의 발전을 넘어 타협과 양보로 상호간 신뢰를 증진하
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
성군은 남북간 평화적 상생발전과 분단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DMZ의 가
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업무 특성상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힐링 체험산업”중, 특히 화진포~봉포항까지의 해양
레포츠체험 공간 조성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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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성군에서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해양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해양관광 중장기사업을 계획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진포 해양생
태관광지 테크로드 조성사업, 화진포 체험관광 시설사업, 문암・교암리 앞바다 근해에 해저수중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봉수대 해양레포츠육성 기반시설 조성사업, 오호리 지역에 해양심층수
체험 전시관 건립, 문암1리에 바다
위를 걷고 싶은 길 시설사업, 천진․
봉포해양체험 관광지 조성사업 등
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동해안의 최
북단 청정해역 및 남북으로 길게 형
성된 해안선의 다양하고 우수한 해
양자원을 활성화하고 접경지역 해
양레포츠 육성과 관광 기반시설 확
충은 물론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
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도 큰 도
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여 계획한바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
니다.

군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성군이 접한 동해안을 따라 많은 스쿠바다이빙 리조트들이
있는데 리조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의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건의사항들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1989년도 문암다이빙리조트의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리조트에 220여명의 회원이
리조트별 바다수중투어, 체험다이빙, 자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여 오다 작년 9월에 고
성군 스쿠바연합회(회장 고영식)를 창단하여 지금까지 수난구조와 정기적인 해안정화 활동 등
청정바다 유지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고영식회장과 임원 몇 분이 방문하여 어족 자
원고갈에 따른 어민 생계를 위하여 인공어초 조성 등 수중관광 자원화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건
의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문암리・교암리 앞바다 근해에 난파선, 군 폐장비, 인공
어초 등을 이용한 해저 수중관광 인프라조성 중장기 사업을 국토해양부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
다,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어민은 물론 주민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
로도 스쿠바연합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성 해양관광 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서로 윈-윈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스쿠바연합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고성명태축제”인데요. 이것 이외에 스쿠바다이버를 위한 축제도 계
획해봄직한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매년 10월에 가을철 단풍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고성군의 대표적인
고성명태축제는 명태할복체험과 명태골든벨, 명태경매 체험, 명태낚시찍기 등 명태를 소재로 한
이벤트는 관광객들이 어촌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싱싱한 수산
물을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 명태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명태요리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국내 최고의 해양테마 축제입니다. 스쿠바
다이버지 독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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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제1회 고성군 스쿠버 체험 및 DMZ 수중촬영대회를 고성군 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고
성군 스쿠바연합회가 주관하여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봉수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처
음으로 개최합니다. 렁수영대회, 체험다이빙행사, DMZ 및 일반 수중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대회전반에 걸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대회를 전국단위 해양레포츠 메카로 부각시켜 매년
다이버들과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대회에 참가도 하시고 고성의 진미
도 느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성군을 방문하는 스쿠바다이버들에게 추천할 만한 먹거리나 관광지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고성에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국내유일
이음매 없는 단일관을 통해 6km 앞바다 수심 605m에서 취수하여 미네랄을 비롯해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지구상 가장 순수한 물’이라고 알려진 먹는물 해양심층수(천년동안)와 해양심
층수를 이용한 아라김치, 코팅쌀, 송이주, 특히 해풍건조북어 『고성태』는 일반수돗물을 사용한
북어보다 마그네슘 성분이 1.5배, 숙취해소 및 독소를 배출하는 함황 아미노산 성분이 5배정도
높아 전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소리 바닷바람과 함께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자연산 물회, 생태지리탕, 메밀막국수, 도루묵찌게, 털개침, 도치두르치기, 토종흙
돼지, 추어탕 등 고성 8미가 여행의 진정한 맛과 행복을 느끼는 먹거리로 다이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음식들입니다. 아울러 고성의 관광지는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인 화진포(둘레
16km)와 호수주변에 남아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별장과 이기붕 전 부통령별장 및 김일성별장,
19세기 전후하여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는 왕곡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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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라 법흥왕때 지어진 우리나라 4대 사찰 중 한 곳인 금강산 건봉사, 1560년 명종 15년에 세
운 강원도유형문화재 제32호 관동팔경의 하나인 청간정,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망향과 분단의
설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고 금강산의 일만이천봉과 해금강의 절경을 잘 볼 수 있는 통일전
망대가 있으며, 그밖에 동해안과 백두대간 구간에 산소길, 해파랑길, 평화누리길,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낭만가도 등 소박한 길들이 조성되어 있어 머물다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고성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쿠바다이버들에게 고성군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신비』해양심층수의 본고장 고성군에 오십시오. 청정한 우리고장은 금강산 관문의
통일전망대,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긴 해안의 황금빛 백사
장과 푸른 동행안 최고의 해수욕장, 그림같이 크고 작은
항포구와 섬,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화진포와 송지호 호수,
눈부신 설경의 아름다운 알프스스키장, 조상의 숨결이 어
린 건봉사와 청간정 등이 함께 어울어진 천혜의 4계절 관
광지이며, 건강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가 있는 신비의 고
장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차근차근 성취해나
가는 희망찬 고장이기도 합니다. 꼭 방문하셔서 추억과
낭만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머무시는 동안 후회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다이버 여
러분들과 스쿠바다이버지 독자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군수 프로필
성 명 : 황종국(黃鍾國)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1리 3반 176번지
생년월일 : 1937. 6. 4(만 71세)
가족사항 : 처, 1남, 1녀(배우자 : 전숙녀 / 1942.4.10)
학력사항
56. 2. : 동광중 졸업
93. 8. : 강릉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정책관리자과정 수료
주요경력
1978. 1. 4 : 재향군인회 고성군연합분회장
1988. 1. 4 : 88올림픽 고성군지부장
1989. 7. 1 : 고성라이온스클럽 회장
1991. 7. 1 : 제1대 고성군의회 의원
1993. 7. 1 : 제1대 2기 고성군의회 의장
1997. 12. 6 : 산좋고 물맑은 고성군협의회장
1998. 7. 1 : 제30대 고성군수
2008. 6. 5 : 제33대 고성군수
2010. 7. 2 : 제34대 고성군수

82

Scuba Diver

고성군의 스포츠. 관광 사업계획
■강원명품 화진포해맞이 산소길 조성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조성

•	코 스 : 금강산자연산 박물관 →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

•위

치 : 거진읍 거진리 산1번지 일원

→ 찻골 → 거진등대공원

• 사업내용 : 해변쉼터 1개소, 자전거도로 L = 2,000m

※ 2011년 3월 강원명품산소길 18선 선정

• 사업기간 : 2008. 1월 ~ 2012. 12월

• 사업기간 : 2012. 2월 ~ 8월
• 사업내용 : 꽃길조상, 편의시설 설치
• 향후계획 : 2012년 9월 산소길 걷기 축제 개최

■화진포관광지 생태박물관 개발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

• 사 업 량 : 박물관 1동 지상 3층(1,354㎡ / 410평)

•위

• 사업내용 : 전시장, 외부조경

• 사업내용 : 주차장 12,000㎡, 해안데크 800㎡

• 사업기간 : 2007. 1월 ~ 2012. 12월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8. 12월

치 : 죽왕면 문암1리 백도해변 일원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
• 위 치 : 죽왕면 삼포해변 일원
• 사업내용 : 주차장 A = 2,500㎡, 우·오수시설 L = 1,000m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
■송지호 관광지 개발

•위

• 위 치 : 죽왕면 송지호 해변 일원

• 사업내용 : 자전거길 및 광장조성 2,000㎡

• 사업내용 : 다목적운동장(야구장) A = 7,000㎡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6. 12월

치 : 거진읍 대대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2. 12월
■ 명파 DMZ 평화마을조성
•위

치 : 현내면 명파리 23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관광형 해변부지조성 A = 2,000㎡
• 특산물센터, 비지터센터, 산책로조성, 해변부지조성 등
• 사업기간 : 2006. 1월 ~ 201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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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위덕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교육풀

대강당

챔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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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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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잠수풀 이용

•라이센스 보유 이용객 입장
•스쿠버 교육단체 세미나 및 강사 교육

스쿠버다이빙 교육

•교육 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해양스포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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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해양스포츠 수업지원
하계해양캠프
수상인명구조 교육
수중촬영 교육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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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

•수중촬영 전문가 교육과정

각 이용요금 홈페이지 참조
초급입문 과정에서 지도자 과정까지 라이센스 발급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Tel: 054-781-5115

Fax: 054-781-5170

http://www.uljinle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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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소개

(주)대웅슈트/마레스 신제품
네오프랜 신제품 출시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MARES 2012 신제품

‘플렉사(FLEXA)’ 수트와
‘플렉사 피트(FLEXA FIT) 5mm 장갑’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플렉사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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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사 5.4.3
/ 플렉사 3.2.2 수트
- 100% 울트라 스트레치 사용
-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 써모 플러쉬 안감
- 한국형 사이즈
- 등지퍼
■	사이즈 :	남자(S, M, ML, L, XL, XXL, XXXL)
여자(S, M, ML, L)
■	소비자가격 : 플렉사 5.4.3 - 49만원
		

플렉사 3.2.2 - 39만원

■플렉사 3.2.2

플렉사 피트 5mm 장갑
- 울트라 스트레치 네오프렌
- 최고의 신축성과 기능성
- 손목부분 글라이드스킨 원단
■	사이즈 : S, M, L, XL
■	소비자가격 : 6만원

품절되었던 스카우트 주니어 튜닉과 사이즈별 일시품절 상태인
트리라스틱 5mm 부츠와 리프원피스도 입고되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2012 May•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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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테코 신제품

순토 D6i 화이트 출시
3년 연속 컴퓨터 판매량 1위 모델인
‘순토 D6i 시계형 컴퓨터’의
화이트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3D 디지털 나침반과 무선 트랜스미터 적용, 2가지 혼합기체 스위칭,
전문 프리다이빙 기능까지 최고의 기능을 탑재하고,
고급 시계에 적용되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와 화이트 우레탄 밴드를
적용하여 컴팩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순토 D6i
■	소비자가격 : 140만원
(PC 인터페이스 케이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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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해왕 신제품

기능을 충실히 탑재한 멀티메탈타입 컴퓨터
터프한 메탈페이스 채용

“Limited GRANDE 데뷔”

DG3200CK
선택사항
- 유리 protector
-	폴리우레탄수지 유리 protector 시인성을 잃
지 않으면서도 유리면을 확실히 보호합니다.

■DG3200CK

교환용 밧데리키트
사용자 자신이 밧데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밧데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몰
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로 밧데리 교환을 의
뢰할 것을 추천합니다
■ 칼라 : 블랙, 화이트
■ 소비자가격 : 140만원(미정)

■DG3200BK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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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①

God saw that it was good : Genesis 1.10

해양생물, 공생관계 4
Marine Life, Symbiotic Association
열대해역의 물은 온대해역의 물보다 산소가 더 낫다. 왜냐하면 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산소함
유량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한편 조류의 광합성 과정은 산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공생조
류에 의해 생산되는 산소를 부수적으로 더 얻는다. 그런데 이것은 열대해역의 수심이 얕은 생물
들이 붐비는 혼잡한 환경조건에서는 특히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공생(共生)의 기원
공생관계는 한쪽 또는 상대가 양쪽 모두에게 분명한 가치가 있으며, 각자의 관계에서 상대적
가치는 다양하다. 체외공생자(epizoite)에 관해서, 공생관계의 중요한 가치는 숙주생물보다 체

글/사진 김지현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Eulim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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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yot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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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공생자에 있는 듯하다. 몇몇의 체외공생자에 있어서 공생

물 및 극피동물 같은 광범위한 무척추 동물들에게서 기생 생

의 가치는 숙주가 부적절한 서식지역에 있을 때 유일하게 이

활한다.

용 가능한 적정기질(suitable substrate)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물 Dictyota sp.는 숙주인 Ventricaria ventricosa한테

체외공생자들을 숙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호흡 해류

는 별다른 손해가 없고, 편리자인 Dictoyata sp.는 안전한 부착

(respiratory current)나 또는 섭식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 자신

기질 이라는 이익을 얻는 편리공생·commensalism 관계이

을 숙주위에 부착시킨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매우 흔하다.

다.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새우 Pilopontonia furtiva는 말미잘과

여러 종류의 체외공생성 내항동물(內肛動物, entoproct)이
흔히 호흡해류가 있는 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상리공생·mutualism 관계로 숙주인 말미잘은 청소를 위탁하
고 편리자인 새우는 먹이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

숙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먹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
는 해류로부터 먹이를 걸러낸다. 아마도 대부분의 체외공생자
들은 더 큰 숙주에 의해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번호의 첫 번째 나오는 Eulima sp.와 위쪽 사진의
Pyramidellidae는 전형적인 기생관계로 Eulima sp.는 바다
나리의 팔줄기 또는 성게의 체표면에 붙어서 체외기생하며,
Pyramidellidae는 사진에서 보듯이 해삼의 체표면에 붙어서
체외기생중인데, 이 종은 거인조개를 포함하는 쌍각류 연체동

참고문헌 : MARINE BIOLOGY (NYBAKKEN·BERTNESS) Life,
The Science of Biology (Purves·Sadaya·Orians·Heller)
※ 필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진과 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
하는 일입니다.

Pyramidel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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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opontonia furtiva

수중생태이야기 ②

어류형 어초의 종결자
원통2단형 강제 어초
제주에는 어류형 어초의 종류들이 다양하다. 어류형 어초는 주로 10m 이상 크기를 가진 철재
어초나 시멘트로 이루어진 사각어초들의 다단으로 쌓아서 만드는 어류형 어초가 많다. 특히 어류
형 어초가 주를 이루는 곳은 투하되는 수심이 40~60m 이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레크레이션 다이빙으로는 다이빙 시간과 한계수심에 따른 제제가 있기도 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에게는 좋은 볼거리와 훈련장소가 된다.

글/사진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인공어초 시설 및 수중구조물
인공어초 효과조사, 해양조사
수중비디오촬영, 수중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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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형 어초는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고 낚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어류형 어초는 보통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효과
를 볼 수 있다. 제주 지역 원통2단형 강제어초는 서쪽 차귀도 인근과 한림인근인 옹포 어장, 동쪽
인 세화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한림 옹포 인근과 세화지역에 있는 원통2단형 강제 어초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제주도에서도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조류가 강한 지역의 어류형 어초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이 빠른 조류를 피하고자 어초 내부나 외부 쪽에 조류를 피하는 경우가 종
종 보인다.

원통2단형 강제 어초에는 상단과 하단부에 다양한 어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경제성
을 높여주는 고급어종인 돌돔 무리들이 많고, 쥐치 무리와 제주를 대표하는 자리돔 무리들도 많
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토착성어종인 능성어들도 서식하고 있다.
원통2단형 어초 외부에는 무리를 이루는 어종인 자리돔이나 줄도화돔 무리들이 조류를 피하
기 위해 조류가 치는 반대방향 외부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돌돔 무리나 불볼락이나 쥐치들은 어
초 내부에 서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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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형 어초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여 어족 자원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
이다. 원통2단형 인공어초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호에 소개하는 원통2단형
인공어초는 감히 “어류형 어초의 종결자”라는 칭호를 부를 만큼 어느 지역에서도 다양한 어류들
을 볼 수가 있다.
물론 어류형 어초는 상자형이나 사각어초 또는 팔각반구형 어초, 팔각삼단격실형 어초들도 어
류 위집을 위함에는 빠지지 않지만, 필자가 본 어류형 어초에서는 원통2단형 강제 어초가 그 중
도드라지게 많은 종류의 어류와 다양한 어족자원을 위집하게끔 한다. 제주도는 섬지역이기 때문
에 물의 흐름이나 방향이 중요한 요인인 것 같기도 하다. 같은 어초이지만 지역에 따라 많이 서식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원통2단형 인공어초를 건설사의 요
청을 받아 먼저 3지역의 어초를 조사했고 3지역 전부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류의 군집조사는 주로 수중비디오나 수중사진 등으로 어류의 종류와 어류의 개체수를 판단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많은 개체의 어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샘플채집을 통해
해조류나 저서 생물들의 분포도도 조사한다.

원통2단형 인공어초는 다른 인공어초 보다도 어류측면에서 다양한 위집을 보여 주었고,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많은 개체 수의 어류들이 군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단순 어류형 어초이
지만 외부판에는 자연착상이 된 해조류 등이 보였고, 해면류나 이끼벌레 같은 저서생물들의 모습
도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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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촌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이버들을 단순히 고기를 잡아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어촌에서는 다이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점점 더 이러한 다이빙의 형태를 벗어나서 많은 다이버들이 수중 환경을 생각하고, 스마트한 다이
빙을 하고, 수중사진을 찍고 수중세계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어촌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동해나 남해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인공어
초 포인트를 오픈하여 일반다이버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는 인공어초
쪽의 다이빙 포인트는 오픈하지 않고 있다. 촬영하는 내내 일반다이버들에게도 이런 형태의 인공
어초를 공개하면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어촌계
에서도 다이빙에 관한 인식전환이 되어 많은 수중사진가들이 이런 인공어초를 멋지게 담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이번호에 필자가 제공하는 수중사진들은 건설사의 요청을 받아 필자가 직접 촬영한 수중사진이고, 건설사로부
터 허가를 얻고 기고한 사진입니다. 지난호의 사진들도 특허권과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동의하에 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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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와 캐빈의 수중생물 탐구

플랑크톤(Plankton)

Oceanic Drifters
바다의 표류자와 방랑자
Words by David Behrens,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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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lanet is comprised of 29% land and 71% water,

지구는 육지가 29퍼센트, 바다가 71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which is true if we only view the two-dimensional

는 지구를 2차원적인 표면으로 본 경우이다. 이렇게 보면 지구

surface of the Earth. Thus, terrestrial animals and plants

의 동식물은 매우 협소한 표면에서 서식하는 셈이다. 하지만

occupy a very narrow vertical range of habitat. On the

바다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훨씬 더 깊어 11,000여 미

other hand, in the vast vertical depths of the oceans,

터까지 내려가며, 이렇게 깊은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which plummet nearly seven miles down, a distance far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바다가 지구상에

greater than Mt. Everest is high, there is a multitude of life

사는 생명체의 99퍼센트가 서식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우리

forms, many yet undiscovered. This means, the ocean is

의 생각과는 달리, 바다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생명체를 유

home to 99% of life on Earth. Contrary to what we may

지하고 있는 것이다.

expect, open waters everywhere, support a vast,
astonishing abundance of life.
As the water gets deeper, off our shorelines, life in the

해안선으로부터 수심이 깊어지면서, 바다의 생명체는 바닥

ocean changes from the bottom crawlers and finned

을 기어 다니는 생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등 우리에게 아

fishes most familiar to us, to a showcase of sparkling

주 친숙한 것으로부터 빛을 내는 젤라틴성 투명 동식물의 전

gelatinous and transparent plants and animals that spend

시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동식물은 생애의 전부는 아닐지라

most, if not all, of their lives drifting with the currents.

도 대부분을 해류에 떠다니는 부유생활을 한다.

and Wanderers

The variety of crystalline organisms with pulsating and ciliated bodies goes beyond imagination. From tiny to huge, their
diversity rivals that of any other group.
수정 같이 맑고 깨끗하면서 섬모가 달린 몸으로 박동하는 이들 생물의 다양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주 작은 것에서 거대한
것까지 그 다양성은 기타 여느 생물에 못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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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fer to these creatures generically as plankton, a

이와 같은 생물을 총칭해 플랑크톤이라 하는데, 플랑크톤은

Greek word meaning wanderer or drifter. Plankton

그리스어로 방랑자 또는 표류자란 의미이다. 플랑크톤에는 거

includes members of almost every animal group and a

의 모든 동물과 일부 식물에 속하는 종들이 포함된다. 플랑크

few plants. Inaccurately portrayed in “Sponge Bob Square

톤은 만화 시리즈 ‘스펀지 밥’(Sponge Bob Square Pants, 노

Pants” cartoons, as a villainous and antagonistic critters,

랗고 네모난 해면 스펀지 밥의 수중생활을 그린 미국 케이블

by the character Sheldon J. Plankton a protagonist beast

T V의 인기 만화 시리즈)에서 셸던 플랑크톤(Sheldon

looking like a one-eyed hot dog with antennae, plankton

Plankton, 촉수가 있고 눈이 하나인 핫도그 모양의 생물)이란

are anything but this

인물에 의해 사악하고 적대적인 생물로 잘못 묘사되고 있지
만, 결코 그렇지 않다.

The identification of these tiny medusa is very difficult, even for experts. Subtle differences in body morphology require
microscopic examination, and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genera.
이러한 작은 메두사 해파리들을 식별하기는 아주 어려우며, 전문가조차도 마찬가지이다. 몸의 형태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현미경을 통한 검사와 아울러 속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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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plankton refers to the “lifestyle” of certain

플랑크톤이란 용어는 특정 생물들의 ‘생활양식’을 말하며,

organisms, and is not a phyllogenetic or taxonomic

나새류(nudibranchs), 갑각류(crustaceans) 혹은 불가사리처

designation like nudibranch, crustacean, or sea star.

럼 계통적 또는 분류적 명칭이 아니다. 이 용어는 소위 종의

Rather, it refers to what ecologists call a species niche, or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즉 생물이 자신의 생애 또는

the way the organism lives its life or part of it. Tongue in

그 일부를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농담이지만, 이들 바다의

cheek – these ocean gypsies really “go with the flow.”

집시는 정말로 ‘흘러가는 대로 산다.’

Although capable of some locomotion, members of the

플랑크톤 종들은 약간의 운동능력이 있긴 하지만, 수중에서

plankton float freely in the water column and are fully at

떠다니고 해류에 몸을 맡긴다. 플랑크톤에 대해 흔히 잘못 생

the mercy of the currents. One common misconception

각하고 있는 것 하나는 그들이 전부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

about plankton is that they are all microscopic. While

인다는 오해이다.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 케빈의

many are, Kevin’s photos here clearly demonstrate that

사진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는 경우도 많

many are easily seen by the naked eye, and some like

으며, 해파리와 군집 살파류(colonial salps, 부유성 멍게류에

jellyfish and colonial salps may reach huge sizes,

속하는 통 모양의 플랑크톤으로 사슬 형태의 군집을 이뤄 떠

measured in yards.

다님으로써 해파리로 오인되기도 함)처럼 일부는 크기가 수
미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As we take closer looks at who are these wandering

떠다니는 이들 방랑자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

vagabonds we see that we can categorize them into

게 3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는 종생플

three major groups. First is the holoplankton. These are

랑크톤(holoplankton)이다. 이들 플랑크톤은 전 생애주기를

plankton species that spend their entire life cycle drifting

힘들이지 않고 해류에 떠다니는 부유생활로 보낸다. 구체적으

effortlessly with the currents. Specifically, species

로 이 부류에 속하는 종으로는 익족류(pteropods), 눈이 하나

belonging to this group include pteropods, tiny

인 검물벼룩(Cyclops)을 닮은 작은 요각류(copepods), 큰 턱

copepods resembling Cyclops with one eye, voraciously

으로 먹이를 붙잡아 게걸스레 육식을 하는 화살벌레(arrow

carnivorous arrow worms that grasp their prey with huge

worms), 빗해파리류(comb jellies), 살파류(salps), 관해파리류

jaws, comb jellies, salps, siphonophores and plant

(siphonophores), 그리고 식물플랑크톤으로 규조류(diatoms),

plankton (called phytoplankton) like diatoms,

쌍편모조류(dinoflagellates,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 탄산

Salps are the open ocean’s sister to bottom living tunicates, or Sea Squirts. Individual zooids are
much larger in size than their benthic counterparts. Their pulsating bodies propel long chains, many
yards long, through the water. Large jellyfish may attain lengths up to 15-20 yards in length.
살파류는 부착생활을 하는 멍게와 자매지간인 부유성 멍게류이다. 살파류는 사슬 형태의 군체를 이루어
떠다님으로써 해파리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군체를 형성하는 각 개충(zooid)은 저서생활을 하는
멍게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크다. 개충들이 몸을 박동시켜 길이가 수 미터에 이르는 긴 사슬의 군체가
물속에서 추진력을 얻는다. 큰 해파리는 길이가 14∼18m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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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flagellates (the guys that cause red tides) and strange

칼슘 판들로 이루어진 낯설고 작은 단세포 식물인 인편모조

little single celled plant made up of calcium carbonate

류(coccolithophores) 등이 있다.

plates, called coccolithophores.

The Sea Angel, Clione limacina,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ecologically important species of
pteropod along our coastline. Different species differ in size, shape and color. Their broad muscular
swimming wings provide propulsion.
클리오네(Clione limacina)라는 바다의 천사(Sea Angel)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익족류의 하나이다. 종에 따라 크기, 형태와 색깔이 다르다. 이들은 넓고 강한 날개로
헤엄쳐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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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agic polychaete worms, such as Tomopteris, live their entire
life in the holoplankton.
토몹테리스(Tomopteris)와 같은 표영성 다모류(polychaete worms)는
전 생애를 종생플랑크톤으로 산다.

Phytoplankton are truly the foundation of the oceanic

식물플랑크톤(phytoplankton)은 바다 먹이그물의 토대를

food web, and the protectorate of our oceans and

이루며, 바다와 대기를 보호하는 생물이다. 햇빛 에너지를 이

atmosphere. Using the energy in sunlight, diatoms

용해 규조류는 물과 이산화탄소(우리가 내뿜고 자동차와 발전

convert water and the carbon dioxide we exhale and

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생명을 보존하는 산소와 에너지원인

emit from automobiles and power plants, into life

당으로 전환한다.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화학반응을 광

preserving oxygen and nutritious sugar. Biologists call

합성이라 한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식물플랑크톤은 빛의

this amazing chemical reaction – Photosynthesis. As the

광자를 이용해 새 화학물질(이 경우에 산소와 당 분자)을 ‘합

name implies phytoplankton have the ability to

성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 후

“synthesize” new chemicals (in this case molecular

그들은 요각류, 익족류 등 많은 작은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oxygen and sugar) using Photons of light. After providing
this earth preserving service they are fed upon by the
many tiny microscopic species like copepods and
pteropods.
The next category is the meroplankton is made of

다음 부류는 일시플랑크톤(meroplankton)이며, 이 부류는

animal plankton, referred to as zooplankton. This group

동물플랑크톤(zooplankton)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플랑크톤

is comprised of species that spend only the larval portion

은 자신의 생애에서 유충기에만 해류에 떠다니는 부유생활을

Bottom fish like this larval flounder are born with normal eyes,
one on each side. As they mature, and take on their bottom
dwelling life style, the lower eye migrates around the skull to the
upper side of the body
이러한 치어 가자미처럼 저서성 물고기는 양쪽에 눈이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부화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저서생활 방식에
적응함에 따라 아래쪽 눈이 머리 위로 돌아 몸의 위쪽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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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e jellyfish provide delicious “eye candy” for divers and photographers alike.
거대한 해파리가 다이버와 사진가들에게 흥미로운 ‘눈요깃거리’를 제공한다.

The shrimp-like crustacean, Kril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nkton species.
They are the trophic link between phytoplankton and large plankton eating
animals like seals, penguins, whale sharks and baleen whales.
새우와 비슷한 갑각류인 크릴새우는 가장 중요한 플랑크톤 종의 하나이다. 이들은
식물플랑크톤과 바다표범, 펭귄, 고래상어, 수염고래 등 큰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들 사이에 있는 영양 고리이다.

of their life drifting with the current. Meroplankton

한다. 일시플랑크톤은 결국 성체가 되어 정착해 저서생활 또는

eventually matures and settles out to a benthic or bottom

부착생활을 한다. 이러한 종에는 온갖 게, 새우, 달팽이, 나새류

existence. These species include all the crabs, shrimp,

(익족류 제외), 조개, 해삼, 성게, 불가사리, 벌레 등과 많은 종

snails, nudibranchs (except pteropods), clams, sea

의 물고기가 있다.

cucumbers, sea urchins, sea stars, and worms, etc. and
many species of fish.
Lastly is the macroplankton or all the rest of the

마지막 부류는 대형플랑크톤(macroplankton) 또는 나머지

drifters, but those larger than about a half inch. This

모든 부유생물이나, 보통 크기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들이다.

category includes jellyfish, krill (the shrimp-like

이 부류로는 해파리, 크릴새우(새우와 비슷한 갑각류로 수염고

crustacean fed upon by baleen whales) and large comb

래의 먹이가 된다), 그리고 큰 빗해파리류 그리고 매우 위험한

jellies and siphonophores like the very dangerous

작은부레관해파리(Portuguese Man-Of-War) 같은 관해파리

Portuguese Man-of-War.

류가 있다.

Some areas support more abundant and diverse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일부에서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플

plankton populations than others. Divers on the west

랑크톤 개체군이 유지된다. 미국의 서부 해안은 기타 대부분

coast of the US are fortunate as plankton is more

의 바다보다 플랑크톤이 더 풍부하므로 그곳의 다이버에게는

abundant there, than most other oceans. This is primarily

행운이다. 이는 주로 해수가 상승하는 ‘용승(upwelling)’에 기

due to an oceanographic process called “upwelling.”

인한다. 이러한 용승에 따라 영양이 풍부한 심층수가 표층으

Upwelling brings nutrient rich waters from the deep

로 올라와 여기서 식물플랑크톤이 번식하며, 이러한 플랑크톤

ocean, to the surface, essentially fertilizing phytoplankton

은 다시 3가지 부류의 플랑크톤에게 먹이가 된다.

which in turn is fed upon by members of all three
plankton categories.
Along this coast upwelling is caused by a combination

이 해안을 따라 발생하는 용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of winds blowing from the north to south and the global

바람과 코리올리 효과(Coriolis effect)란 지구 현상이 합쳐져

phenomenon called the Coriolis Effect. The Coriolis

일어난다. 코리올리 효과에 따라 공기와 물이 북반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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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Pacific is home to many species of ctenophores, or Comb
Jellies. Distinct from true jelly fish, they have 8 rows of ciliated plates, which
are used for locomotion, and produce rainbow patterns when they refract
divers light.
북태평양에는 많은 종의 유즐동물(ctenophores), 즉 빗해파리류가 서식한다.
진정한 해파리와는 구분되는 유즐동물에는 섬모가 있는 8줄의 즐판대(comb
plate)가 있으며, 이들은 이동에 사용된다. 유즐동물은 다이버가 손전등을
비추면 무지갯빛 패턴을 연출한다.

Siphonophores are an exotic group of creatures. Reaching many yards in length,
biologists have yet to prove whether these animals are single organisms or a
colony of animals of different morphologies, working together. Some of the parts
of the animal are replicated, by a budding process, producing long beautiful
chains.
관해파리류는 이색적인 생물이다. 길이가 수 미터에 달해, 생물학자들은 이 동물이
단일 생물인지 혹은 형태가 다른 동물들이 모여 협력하는 군체인지를 아직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동물의 일부 부위는 출아과정(budding process)을 통해 복제되어,
길고 아름다운 사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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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blowing south combine wth Coriolis to
drive the surface waters offshore.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코리올리 효과와 합쳐져
표층수를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시킨다.

Nutrient rich deep water rises to the surface.
영양이 풍부한 심층수가 표층으로 올라간다.

Effect causes air and water to turn to the right in the

오른쪽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northern hemisphere and to the left in the southern

는 지구의 회전(자전)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싱크대에서 물

hemisphere, due to the rotation of the earth, on which

이 빠질 때나 변기의 물을 내릴 때 관찰된다. 북반구에서는 싱

they lie. We see this effect when we watch water drain

크대나 변기의 물이 빠지면서 오른쪽으로 향한다. 동일한 현

from a sink or when we flush the toilet. In the north

상이 미국의 서쪽 해안을 따라 일어난다. 강한 바람이 북쪽에

hemisphere the water in a sink or a toilet turns to the

서 불어와 표층수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코리올리 효과로

right as is goes down the drain. The same occurs along

인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힘이 합쳐지면, 이 표층수가 근해

this coastline. Strong winds from the north force surface

에서 외해로 이동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아래의 심층수가

waters to move south and when combined with the right

올라온다. 용승은 영양이 풍부한 바다의 심층수를 표층으로

hand turning power of Coriolis, those same waters move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다.

offshore, being replaced by deep water below. Upwelling
is a pump bringing deep ocean water, rich in nutrients, to
the surface.
The role of plankton, particularly phytoplankton is

플랑크톤, 특히 식물플랑크톤의 역할은 대기와 바다 전체의

crucial to the health of our atmosphere and the oceans

건강에 중요하다. 산업화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의

on a whole. Industrialization and automotive vehicle use

이산화탄소는 계속 증가한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의

continues to increase carbon dioxide (CO) levels in the

해 흡수된다. 해수에 용해되면 이산화탄소는 탄산이 되고 이

atmosphere. This CO is then absorbed by the ocean.

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수의 산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산도의

Once dissolved in seawater the CO becomes carbonic

상승이 일시플랑크톤에 미치는 효과는 요각류와 익족류 같은

acid which over time will raise the acidity of the water.

중요한 플랑크톤 종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The effects of increased acidity on meroplankton can

는 게, 새우, 바다가재, 전복과 조개 같은 상업적으로 귀중한

mean not only the end of keystone species like

식품 종 전체의 멸종을 의미할 수도 있다.

copepods and pteropods, but eventually can wipe out
entire commercially valuable food species like crab,
shrimp, lobster, abalone and clams.
When most of us dive we focus our attention to the

대부분의 다이버는 물속에서 저서생물과 물고기에 관심을

bottom dwellers and fishes. When you get a chance look

기울인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올려다보고 수영해 올라가면서

up, swim up and visit the smaller drifters. A whole new

보다 작은 부유생물을 살펴보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world will open to you. What mysteries are waiting for us

펼쳐질 것이다. 어떤 신비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to dis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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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Kevin did he found a whole collection of hitch-hikers and symbiotic relationships like
these tiny amphipods within their gelatinous bodies of a salp and a comb jelly, and these
pelagic barnacles firmly attached to the bell of a drifting Egg Yolk Jelly.
케빈이 촬영한 사진들은 여기서 보듯이 살파 및 빗해파리 개충의 젤라틴성 몸체 내에 있는 작은
단각류(amphipods) 그리고 떠다니는 계란노른자 해파리(egg yolk jellyfish, Phacellophora
camtschatica)의 반구체 부분에 단단히 붙어 있는 표영성 따개비처럼 편승하거나 공생관계를 가지는
생물들을 많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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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조트 소개

다이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올여름 휴가지

포항 원잠수아카데미!
지루한 장마가 지나가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전국의 유명해변과 이름 있는 바닷가는 수많
은 인파로 붐비고, 산과 계곡에도 넘치는 피서객들로 인해 북적이게 된다. 이렇게 많은 장소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버들은 다이빙도 즐기고, 가족들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
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자칫하면 다이버는 즐거운데 가족들이 무료해지게 되고, 반대로 가족들 위
주로 계획을 짜다 보면 황금같은 휴가때 좋아하는 다이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매년 여름시즌이 다가오면 휴가를 떠나는 다이버들에게 도움
글/사진 이성우
KBS 춘천방송국
CMAS/KUA강사

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올해는 강원도를 벗어나서 경상북도 포항 쪽을 소개
하고자 한다.
포항하면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이 포항종합제철(포스코)과 영일만 일 것이다. 천혜의 항구조건을
가진 영일만은 좌우의 지형이 파도의 원인 풍인 북동풍과 남동풍을 막아주어 만 내에는 늘 잔잔
하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거대한 제철공장이 설립되고 화물선들이 안심하고 드나드는 곳
이다. 우리나라 스쿠버 리조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친 파도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것인데
영일만 주변은 늘 잔잔하여 타 지역에 비해 다이빙활동이 왕성하다.
또한 영일만 주변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들과 작은 항 포구, 갯바위 등이 있어 여름
철 휴가지로 적합하다. 아침 일찍 항 포구에서 어민들에게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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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갯바위 낚시와 주변의 간이해변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도 있다. 놀다가 지루해
질 쯤엔 근처에 큰 해수욕장인 송도, 칠포, 북부
해수욕장(해변)에서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어울
릴 수 있고, 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특히 북부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펼쳐지는 불꽃축제는 아주
아름답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가족들과 행
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추억으로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여름 영
일만친구와 훈훈한 인심,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포항으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것
을 적극 추천한다.

포항 원잠수 아카데미
1987년 샵을 오픈하였고, 1988년에는 그 당시 아
무도 생각하지 못한 해수다이빙풀장을 국내 최
초로 건축하여 수많은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강사교육과 수중관련 각종 행사 촬영장으로도 이용
되었고 그 후로도 늘 최초와 첨단을 달리던 리조트며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을 갖추다 보니 현재까지 원잠수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스쿠버다이버는 약 3,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당시 포항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을 무렵이었기에 교육생이 너무 많아 새벽강습, 야간강
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하기에 곳곳에서 활동하는 스킨스쿠버 강사들 중 포항 원
잠수아카데미 출신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포항으로의 접근
여름철에는 휴가지마다 인파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 고속도로는 늘 정체
가 심하다. 포항은 근래 여러 개의 고속도로망이 새로 건설되어 예전보다
는 교통편이 원활할 것이다. 하지만 KTX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휴가철이니 미리 예약을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편안한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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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즐길 거리
여행지에서 비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
는 대표적인 것이 낚시이다. 리조트 앞
에 갯바위 낚시나 리조트 옆 간이 항구
주변에는 낚시를 즐길만한 포인트가 많
아 포항시내의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또 이곳은 강원도 같이 접경지
역이 아니라 해안가 야간출입 통제가
없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야간낚
시와 포항의 야간 정취를 즐길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야식거리가 될만한 고기도
낚을 수 있다. 또 어린아이들은 리조트
주변의 간이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
놀이를 즐기면 되니 파라솔 1개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원잠수아카데미에
서 운영하는 카누, 요트학교도 있어 새
롭고 좋은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숙박 및 식사
가족과의 여행에서는 풍광 좋은 곳에 깔끔한 잠자리와 맛있는 식
사를 원한다. 이를 간파한 원잠수에서는 숙식 일체형 럭셔리 펜션레
스토랑을 안내하고 있다. 리조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네치아
펜션레스토랑(www.k-venezia.co.kr)은 가족단위 력셔리 숙소, 단
체 단위 공동숙소 등 다양한 숙박형태를 제공한다. 1층은 넓은 주
차장, 2층은 전문 레스토랑 3, 4층은 숙소로 이용되는데 레스토랑
과 숙소운영이 전문적이라 보통의 펜션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베네치아를 운영하는 여성 오너는 과거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준비
끝에 전망과 입지조건이 좋은 이곳에 베네치아를 건축했고 본 건물
뿐 아니라 많은 부대시설에도 투자하여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포항원잠수를 통한 예약은 필수이며 이곳에서의 숙식과 여행은 마
치 포항에서 베네치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각종시설안내
다이빙 시스템
원잠수의 다이빙 시스템은 개인 스쿠버장비를 챙긴 후 공기통을 지
급받고 장비를 셋팅한 후 리조트 차량에 옮겨 두면 리조트 차량은
옆의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선착장에서 다이빙 보트가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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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주차장
리조트 앞은 도로 겸 간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다이버들이 무거운 짐을 운반할 필요없이 주차 후
바로 장비 세팅이 가능한 편리한 시설을 자랑한다.

각종 휴게시설
리조트 앞 바닷가에는 평상이 마련되어 있어 탁 트인 바다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쉴 수 있으며 음료 및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또 사무실 내부에도 여러 개의 소파와 테이블이 마
련되어 있으며 특히 사무실 내부에는 원잠수아카데미와 김광
호 박사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빼곡히 부착된
사진과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전시되어 있어 휴식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샤워장 및 장비실
남녀 별도의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라이슈트 다이버들
은 야외에서 바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원잠수아카데미의 수중 포인트
원잠수아카데미는 과거에는 외해의 여러 포인트를 관리하며
다이빙을 진행하였지만 근래 들어 다이빙의 주 활동무대가
영일만 위주로 진행되므로 특정 포인트를 관리하지는 않는다
고 한다. 즉 영일만 내는 어민들과의 마찰이 없고 늘 바다가
잔잔하여 기상변화에 좀 더 자유롭고 또 광활한 암반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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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수하면 모두 포인트여서 특별히 몇 곳
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늘 들어가는
몇몇 곳을 드나드는 것 보다 새로운 이곳저
곳 다양하게 잠수하는 재미 또한 만만치 않
다. 필자가 원잠수를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들을 참고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지역의 특징
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포항 원잠수아카데미의 김광호
그는 특수부대 출신이며 우리 잠수계에 전설 같은 인물이다.
김광호 사장이 만약 서울에서 활동했다면 우리 잠수계는 훨
씬 더 발전했을 것이며 그의 명성 또한 더 높았을 것이다. 사
실 지방에서의 활동은 인지도 면이나 대외 활동 면에서 그만
큼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의 각 지방에는 스쿠버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여러 다이
버들에게 고루 알려지지 못한 거물들이 더러 있다. 다이빙 잡
지에서 가끔 소개되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묻혀 지내는 거물
들이 있다는 말이다. 김광호!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가 많
이 따라 다닌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학박사(스포츠마케팅),
최초의 해수풀장 건축, 1인 최다 교육생배출, 최초의 해외리
조트개발, 동국대, 동아대, 선린대, 경주대, 위덕대 등 요트 및
스쿠버교육 외래교수, 현 포항시청 해양레포츠팀장 등 참 많
은 도전과 이력을 가진 잠수계에서 숨어있는 전설 같은 인물
이다.

  

포항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시청 해양스포츠 팀장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전1리 104-4
• 054-251-5175
• 010-3524-5175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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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용기 리뷰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홀리스 기어의
SMS50 사이드 마운트 장비
글 이신우

필자는 2011년 전부터 사이드 마운트 교육과 다이빙을 즐기기 시작했다. 필자가 소속된 SSI단

SSI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
SSI 인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블루노션 대표이사

체에서 2011년 레크리에이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교육프로그램을 런칭한 이후, 국내에 보급되

사진 편집부

교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홀리스 기어에서 새로 출시된 SMS50 사이드 마운트 장비는 필자를

어 있는 4개 회사의 장비를 모두 사용해볼 수 있는 운 좋은 다이버가 되었고, 다양한 장비를 비
아주 설레게 하였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경우 수중 동굴 탐사나 좁은 지역을 탐험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던 장
비였으나, 최근에는 정밀한 부력을 조절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많은 다이버들에 의해 급속도
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테크니컬 다이빙의 흐름과 맞추어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사
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앞다투어 보급하였으며, 테크니컬이 아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도 즐기
는 레크리에이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에도 많은 팀들이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즐기고 있으며, 수시로 교육과 투어를 겸
해서 수영장과 바다를 오가며 실시하고 있다. 특정 교육단체를 떠나 여러 교육단체의 젊은 트레
이너들과 코스디렉터들을 주축으로 각각의 팀들을 구축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만약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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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다이빙 장비를 생산하며 크게 도약하게
되었다. 홀리스는 1980년대 디지털 다이빙 컴퓨터의 개념을 다
이빙 산업에 도입한 브랜드였다. 지금은 다이브 컴퓨터가 다이
빙을 하는데 필수 장비로 인식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다이브 컴
퓨터의 출현은 혁신 그 자체였다.
현재 홀리스는 AUP 아래에 몇 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지속적
으로 다이빙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
도 잘 알려진 오셔닉을 비롯해 에이리스(Aeris 중저가 브랜드),
펠라직(Pelagic 게이지 제작), ROMI(정밀가공 부품)와 홀리스
인더스트리스(Hollis Industries, BC 제작) 등이 있다. 지난
2007년, 마이클 홀리스는 새로운 브랜드 홀리스 기어(Hollies
gear)를 런칭함으로써 다이빙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패밀리 브
랜드를 완성하였다. 홀리스 기어는 노리미트(No Limit)라는 슬
로건과 함께 대심도는 물론 난파선과 동굴 통과 다이빙 등의
다이버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극한의 다이빙에서
도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SMS50
홀리스 사의 두 번째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장비인 SMS50은
기존의 SMS100과 달리 SMS100처럼 레크리에이션과 사이드 마
운트 다이빙 모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만을 위한 기능만을 선택하여 보다 간결해지고 사용이 용이하
게 제작되었다.
오셔닉의 창업자이자 CEO인 밥 홀리스(Bob Hollis)와 (주)우정사 신명철 사장

마운트 다이빙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적인 강사진을 찾아가서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권장한다.

About Hollis gear
미국 브랜드인 오셔닉의 창업자이자 CEO인 밥 홀리스(Bob
Hollis)의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열정과 꿈을 그의 아들 마이클
홀리스(Michael Hollis)가 이어받아 보다 극단적인 수중 환경에
서도 안전하게 모험할 수 있도록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브랜드
인 홀리스 기어를 개발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밥 홀리스
는 1950년대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여 1965년부터 스포츠 숍
을 운영하며 다이빙 장비를 수공업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2년 홀리스 아메리칸 언더워터 프로덕트(American
Underwater Products, AUP)를 설립하고 오셔닉(Oceanic)브랜
드를 런칭하여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생산한 제품은 주
로 카메라 하우징이었다. 하지만 4년 후 다이빙 장비제작업체
파라론(Parallon)을 인수하면서 오셔닉은 혁신적인 전자계기들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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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Design *****
SMS50의 디자인은 무척 세련되었다. 필자가 수영장에서 SMS50을 사용하다 보면 많은 다이버
들이 새로운 장비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필자 또한 기존의 사이드 마운트 장비
에 비해 홀리스 SMS50은 외형적으로도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강조하며 사이드 마운트 장비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한 기능성 디자인을 채택함으로 이 영역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었다.

2. 특징***
형태****
일반적으로 사이드 마운트 장비의 경우 사이드 마운트 전용 타입과 레크리에이션/테크니컬 다
이빙 겸용 장비로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사이드 마운트 전용 장비의 경우 국내에는 스
쿠버 텍 사에서 수입하는 RAZOR2와 OEM 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이글레이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우정사에서 수입되는 홀리스 SMS50이 있다. 레크리에이션/테크니컬 다이빙 겸용 장비
의 경우에는 ㈜우정사에서 수입되는 홀리스 사의 SMS100, ㈜거천 시스템(자이언트)에서 제작한
삼족오 등이 유통되고 있다.
재질****
홀리스 SMS50의 재질은 1000 데니어 코듀라 원단을 사용하였다. 1000 데니어 코듀라 원단은
코듀라(Cordura)사의 원단으로 데니어는 생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의 하나로 실길이 450m가
0.05g 인 것을 1 데니어로 규정한다. 1000 데니어 원단은 스쿠버 장비에 널리 쓰이는 원단 중 하
나이다. 많은 사이드 마운트 장비들과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에 사용되고 있다.
부력***
홀리스 SMS50은 사이드 마운트 전용 장비이다. 사이드 마운트 전용 장비는 일반적으
로 레크리에이션 겸용 장비에 비해 부력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의 부력만을 필요
로 하고 부피를 줄인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다이버들과 프로 다이버들에게 홀리스
SMS50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홀리스 SMS50은 23파운드의 부력만을 제공하는 에어 셀
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다른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장비들과 비교해 보
면 같은 사이드 마운트 전용인 RAZOR2의 경우 45파운드, 레크리에이션 겸용인 홀리스
SMS100은 52파운드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가 꼭 좋은 장비는 아니지만 적절한 부력은 중요
한 선택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사이드 마운트 장비와 교육
을 전문적으로 개최하는 강사에게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구성 ****
웨이트 포켓**
홀리스 SMS50은 자체 부력이 5파운드 음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웨이트 포켓이 부착되
어 출시되었고 웨이트 균형을 위하여 다양한 곳에 위치시켜 제작하였다. 어깨 윗부분의
웨이트 포켓의 경우에는 3파운드 웨이트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아래 양쪽
포켓의 경우에는 3파운드 구슬납 형태의 웨이트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필자가 홀
리스 SMS50을 사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웨이트 포켓이었다. 국내의 경우 어깨 윗
부분에 들어가는 웨이트는 1kg 납을 사용하면 가능하나 아래부분 양쪽 포켓에 들어가는
웨이트는 구슬납 형태만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다이빙 리조트에서는 이 웨이트의 대
여가 어려워 웨이트 벨트를 추가로 착용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테스트를 마치고 이 부분을 국내 수입사인 ㈜우정사에 문의한 결과, 조속한 시

116

Scuba Diver

일 내에 구슬 납 형태의 웨이트를 수입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다이빙

실정에 맞는 웨이트 포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사에 문의할

도중 공기를 빼고 싶다면 오른쪽 뒷면에 있는 덤프 밸브를 사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

용하여 빼면 된다. 반드시 수영장에서 반복 연습한 후에 바다
에 나가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캠 밴드(Cam Bands), 볼트 스넵(Bolt Snaps) 과 라인***
홀리스 SMS50의 경우 2개의 캠 밴드가 포함되어 있다. 타 사

4. 가격 ****

의 경우 캠 밴드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홀리스 사의 경

기존 홀리스 사의 SMS100의 경우에는 높은 성능에도 불구

우에는 캠 밴드가 기본 구성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하고 다이버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다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바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이 가능하

버가 많다. 하지만 SMS50의 경우에는 128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도록 판매하고 있다. 단, 홀리스 SMS50에 포함되어 있는 캠 밴

책정되어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희망하는 다이버들에게 새로

드의 경우에는 퀵릴리스밴드 타입이 아닌 일반적인 탱크 밴드

운 스타일의 다이빙을 위하여 적절한 금액 대라고 필자는 생각

로 되어 있으며, 만약 퀵릴리스 타입을 원할 경우 추가로 구매해

한다. SMS50과 함께 호흡기 호스와 싱글 게이지 등 몇 가지의

야 한다. 그 외 탱크 목 부위와 아래 부분 고정을 위한 4개의 볼

장비만 추가한다면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하는 데 불편함 없

트 스텝과 연결에 필요한 라인이 들어 있어 추가적인 구입이 필

이 즐길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다이빙을 통해 새로운 물속에

요하지 않다.

서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플레이터****

5. 공략계층 *****

홀리스 SMS50의 경우 인플레이터가 다른 일반적인 레크리에

필자의 견해로는 레크리에이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은 레크

이션 BC에 비해 짧으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도록 디자인되어

리에이션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중간 단계가 아닐까 생각

있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의 경우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된다. 전문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과 달리 항상 수평 자세로 유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시작할 수 있으며, 기술 연마와 정밀 부력 조절 등 한 단계 스킬

때문에 어깨 위쪽에 달린 인플레이터로는 공기를 빼기가 어렵

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한다. 만약 기존 다이

다. 그래서 많은 사이드 마운트 전용 장비의 경우 아래쪽에서

빙의 즐거움이 줄어들었거나, 테크니컬 다이빙을 입문 전 경험

위로 인플레이터가 달려 있어 수면이나 수중에서 서 있는 자세

해 보고 싶은 다이버들, 수중에서 장시간 수중사진촬영을 하는

로 공기를 제거할 경우 완전히 다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다.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용하기를 권장

홀리스 SMS50 사이드 마운트 BC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세

한다. 또한 인플레이터 연결

련된 디자인과 현대 다이빙 산업의 트랜드를 잘 반영한 장비라

호스의 길이도 기존의 호스

고 필자는 평하고 싶다. 특히 국내의 경우 다이빙 산업이 잘 발

에 비해 짧은 15인치 호스

달된 열대 바다 지역과 달리 추운 환경과 긴 겨울로 인해 다이

를 사용하여 복잡하지 않

빙 시즌이 짧아지고 있는 요즘, 다이빙 스킬 개발과 새로운 트렌

고 간단히 선정리를 할 수

드를 원하는 다이버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장비라고 판단한다.

있도록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장비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면, 반드시 가까운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강사나 트레이너를 찾
아가서 장비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고 교육을 받고 다이빙할 것

디플테이터/덤프 밸브****

을 당부하고 싶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홀
리스 SMS50으로 다이빙을 할
경우 공기 배출에 각별히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홀리
스 SMS50은 수평자세로 다이
빙하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
에 공기 배출을 위한 인플레이
터/디플레이터의 위치와 덤프
밸브의 위치 모두 일반적인 레
크리에이션 다이빙 BC와 다르
기 때문에 능숙하게 다룰 수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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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접사의 촬영배율과 촬영거리
제7회
카메라 촬영거리는 카메라 앵글과 함께 사진 표현에 미묘한 영향을 끼친다. 촬영거리가 멀면 상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까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워지면 상의 크기는 커진다. 접사 촬영을 위해서라면 최대 촬영배율도 잘 참고해야 한다. 촬영배율이란 렌즈의 화각, 촬영
거리에 관계없이 피사체를 어느 정도 크기로 담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글/사진 구자광

촬영배율
촬영배율(Image Magnification)은 접사를 촬영할 때 피사체가 촬상면에 비쳐진 이미지의 크기
와 피사체 실물 크기의 배율을 말한다. 촬영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구체적인 예는 피사체 크기가 48mm이고, 이미지 센서에 비치는 이미지 크기가 24mm일 때
이다.
배율 = 이미지 크기/피사체의 크기*X
= 24mm/48mm *X
= 0.5   X
촬영배율 = 이미지 크기 : 피사체의 크기
= A : a = B : b = 24mm : 48mm = 1 : 2

▲ 촬영배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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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촬영배율은 렌즈가 최대로 접사 촬영했을 때 피사체를 촬상면에 비춰진 이미지의 크기와
피사체 실물 크기의 배율을 말한다. 최대 촬영배율은 접사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 접
사 렌즈는 최대 촬영배율이 1:1이다. 여기서 말하는 1:1은 피사체 실물의 크기를 그대로 촬상면에
잡아 준다는 의미이다. 즉, 1cm 크기의 피사체를 촬상면에도 1cm 크기로 기록하는 것이다. 보통
의 렌즈들은 실제 크기보다 작게 촬상면에 상을 맺게 된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사람의 전신을 찍
었다면, 175cm가 되는 사람도 세로 24mm 이내에 기록을 하는 것이다.
35mm 필름의 가로, 세로 크기는 36×24mm이다. 필름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1:1 센서’(풀바디 센서)라 한다. 1:1 센서에서 1:1 접사(등배)가 가능한 접사 렌즈라고 하는 것은
36×24mm의 피사체 크기를 촬상면에 가득 담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최대 촬영비율이 1:2(0.5배)이면 촬상면에 가득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실물의 크기 72
×48mm이고, 1:4(0.25배)이면 144×96mm, 2:1(2배)이면 18×12mm, 4:1(4배)이면 9×6mm이라
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1:2 배율은 1:4 배율보다 사물을 2배 더 크게 찍을 수 있고, 4:1 배율은
2:1 배율보다 사물을 2배 더 크게 찍을 수 있다.

촬영거리
사진촬영을 할 때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와 상이 맺히는 촬
상면까지의 직선거리를 ‘촬영거리’(Working Distance)라고 한다.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짧은 촬영거리를 ‘최단 촬영거리’
(Closest Working Distance)라고 한다. 접사 렌즈뿐만 아니라 어
떤 렌즈라도 최단 촬영거리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최단 촬영거리
이내에 있는 사물에는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렌즈의 화각이 클수록(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최단 촬영거리도

▲ 촬영거리

짧아진다. 광각렌즈들은 대략 25~30cm 정도가 된다. 표준렌즈는
약 45cm 정도이며, 망원 렌즈들은 1.5~3m 정도가 되므로 가까이 있는 물체는 망원으로 찍기가
어렵다. 접사렌즈들은 60mm가 22cm, 105mm가 31cm, 200mm가 50cm 정도가 된다. 렌즈의
초점거리를 이용하여 촬영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촬영거리 = 초점거리 ×

피사체의 높이
촬상면의 거리

2012 July•August

119

접사사진의 구분
접사사진은 ‘마크로(Macro) 사진’ 또는 ‘클로즈업(Close-up) 사진’이라고도 한다. 마크로
(Macro)와 비슷한 말로는 ‘마이크로’(Micro)라는 말이 있다. 마이크로 주제(Micro Subject)는 육
안으로는 볼 수 없는 현미경적인 주제를 말하며, 마크로 주제(Macro Subject)는 눈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표준렌즈로는 촬영할 수 없는 주제를 말한다. 촬영배율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눌 수 있다.
● 마크로와 마이크로의 촬영배율
1:100 ~ 1:1

마크로(Macro, Close-up, 접사)

1:1 ~ 30:1

수퍼 마크로(Super Macro, 초접사)

30:1 ~ 2000:1

마이크로(Micro)

▲ 마이크로 사진-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바다가재의 알(출처 : NIKON Small World)

▲ 마크로 사진-접사렌즈로 촬영한 알을 품고 있는 만티스 쉬림프

▲ 수퍼 마크로 사진-초접사 렌즈로 촬영한 만티스 쉬림프(Mantis Shrimp)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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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2012년 SSI 강사교육 정규과정
2차 : 09월 08-15일
3차 : 10월 20-27일
4차 : 11월 17-24일
※각 코스 시작 7일전 신청마감
교육풀 (야간교육가능)

호텔급 룸 컨디션

SSI 강사교육(2개월) 특별과정
대상 : 오픈워터다이버 소지자
비용 : 590만원
내용 : 리조트 숙박, 식사, 세탁 제공
※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연수 가능
특급전망 레스토랑

천연 백사장 보유

세부 연락처 : (인터넷전화) 070 - 8245 - 8226 / (현지휴대폰) +63 916-314-1500

E - mail : ssicebu@naver.com

한국 사무소 : (오션블루) 070-7126-5405 / (한국휴대전화) 010 - 5214 - 8226

홈페이지 : oceanblue.co.kr

대표 : 유병선

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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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법부터 콤팩트 카메라의 수동기능과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고급 기법까지 초
보자도 쉽게 이해하여 누구나 쉽게 수중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제4부. 방수카메라의 세팅과 보관
카메라와 스트로브 등 수중촬영장비는 항상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촬영을 하기
전이나 촬영이 끝난 후에도 개폐 부분이나 방수 처리된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금속부분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민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닦아내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항상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꼼꼼하
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이빙 직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침수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다이빙 전 점검 사항
오링(O-Ring)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전용 카메라든 일반
카메라든 방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오링의 관리는 필
수적이다. 방수에 필요한 오링에는 탄성이 좋은 둥근 오링
을 사용해야 하며, 꼭 하우징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해수
용 오링을 사용해야 한다. 오링에는 크게 탄성이 좋은 실
리콘 오링과 내구성이 강한 고무 오링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무 오링은 검은색으로 구별되며, 질기고

고무오링과 그리스

튼튼한 것이 장점이다. 실리콘 오링은 노란색, 파란색 등
고무 오링과는 달리 색깔로 구별할 수 있으며, 고무 오링
보다는 탄성이 좋아 방수력이 좋지만, 쉽게 손상될 수 있
을 정도로 약하여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실
리콘 오링은 고무 오링과는 달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
용 오링 그리스를 사용해야 하며, 오링과 그리스는 색깔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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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오링과 그리스

배터리
카메라와 스트로브 배터리가 다이빙하기에 충분한 용량인지 확인한다. 만약 한 시간 이상
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해야 한다.

카메라와 스트로브의 기능 점검
배터리를 점검하였으면, 카메라와 스트로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카메
라는 전자적인 기능들을 점검하며, 특히 하우징의 조작 버튼과 관련된 기능들이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다이빙전 배터리 용량이 완전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준다.

메모리카드
자신이 사용하려는 파일 형식과 촬영하기에 충분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용량이 충분치 않
은 경우에는 현재 입력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를 초기화(포맷) 시킨다.

수중촬영 장비의 세팅
촬영모드 및 주요기능의 결정
카메라를 하우징에 장착하기 전에 촬영모드 및 주요 기능들을 미리 선택한다. 기본적인 주요
기능들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수중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갑자기 지나가는 피사체
들을 순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① 촬영모드(M, A, S, P)를 결정한다.
② ISO 감도 설정
③ 화이트밸런스 설정
④ 내장 플래시 사용
⑤ 측광모드 선택 등
기본적인 주요기능들을 선택하였으면, 하우징 내부에 먼지와 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
우징 표면에 얼룩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렌즈의 앞부분과 디스플레이 창 부분을 주의 깊게
점검한다.

오링의 관리
수중촬영장비에서 오링은 수중카메라, 하우징, 스트로브, 하우징과 스트로브를 연결하는 케이
블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사용된다. 하우징에 부착된 각종 버튼에도 오링이 사용되고, 이러한 오
링은 1년에 한번, 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간에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교환을 해야 하며, 제
조사 또는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특수 공구를 이용하여 분리, 교환하여야 한다. 그 외에 사용자
가 직접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오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①	오링을 분리할 때는 오링 리무버 또는 신용카드와 같이 날카롭지 않는 도구를 이용하여 홈
에서 벗겨낸다. 오링에 상처가 나게 되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벗겨낼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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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벗겨낸 오링은 깨끗

하우징에 카메라 장착

한 물이나 부드러운

하우징에 카메라를 삽입한다. 가이드 레일이나 나사로 조이

천으로 오링에 묻어

는 것처럼 하우징에 따라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다르겠지

있는 그리스나 이물

만, 하우징 안에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시킨다. 그

질을 닦아낸다.

리고 하우징의 뚜껑을 닫는데, 이때는 오링이 삐져나온 곳이 없
는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등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
장치를 이용하여 꼭 닫는다. 하우징이 닫혔으면 하우징에 장착

③	손가락에 그리스를
묻힌 후 적당한 량의

된 버튼들이 카메라의 해당 버튼에 조작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야 한다.

그리스를 오링에 골
고루 발라주는데, 이
때 오링에 흠집이나
상처가 있는지 확인
한다.
④	면봉이나 먼지가 묻
지 않는 티슈를 이용
하여 오링이 들어갈
홈을 깨끗이 청소한
다.

⑤	오링을 원래 위치에
삽입한 후, 그리스가
묻은 손가락을 한 방
향으로 돌리면서 오
링이 완전히 삽입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마지막으로 커버를
닫을 때에는 먼지, 머
리카락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확인한
후 커버를 닫는다.

스트로브와 케이블 연결
스트로브에 충전된 배터리를 넣고 오링을 확인한 후 케이블
을 연결한다. 그리고 암을 이용하여 하우징에 장착시킨다.

수중촬영장비를 사용

기능 및 누수 테스트
카메라 세팅이 끝나면 다이빙하기 전에 셔터를 눌러 카메라

할 때는 카메라의 오링뿐

나 스트로브의 작동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만 아니라 스트로브, 케이

으로 민물 수조에 담가서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

블 등 모든 오링은 반드시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장비의 해체

홈에서 제거한 후 깨끗하
게 청소해서 직사광선이 없고 서늘한 곳에서 똑바로 펴서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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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이 끝난 후 촬영장비를 깨끗한 민물에 30분 이상 담가
두어 염분을 제거한다. 이때 하우징의 각종 버튼들을 여러 번

눌러 버튼사이에 끼여 있는 염분을 배출시켜야 한다. 염분이 제

수중촬영장비의 보관

거되었으면 촬영 장비를 꺼내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
시킨다.

모든 다이빙 일정이 끝났으면 장비를 해체하여 외부 충격에
보호할 수 있는 가방, 파우치 등 장비 보관함에 넣어 열고 습기

①	블러어를 이용하여

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물기가 스며드는 곳
을 찾아 불어낸다.

①	카메라와 스트로브에서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완전히 충
전하여 보관한다.

②	타올로 물기를 깨끗
이 닦아 낸다.

③	카메라를 하우징에
서 제거한다.

④	오링 리무버를 이용하
여 오링을 제거한다.

②	오링을 장기간 보관할 때는 지퍼백에 구겨지지 않도록 펼
⑤	면봉이나 먼지 없는

쳐서 보관한다.

티슈를 이용하여 홈
을 깨끗이 닦아낸다.

⑥	오링을 장기간 보관
할 때는 지퍼백 같은
곳에 넣어 둔다.

2012 July•August

125

③	하우징과 스트로브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 충격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방이나 파우치 등 장비 보관함에 보관시킨다,

침수 후 조치 방법
수중에서 하우징이나 스트로브가 침수된 경우에는 제일 먼저 물 밖으
로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다. 침수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상승하는 동안 카메라 또는 스트로브의 전원을 끈다.
② 수면에 올라 왔으면 먼저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빼낸다.
③	카메라와 하우징을 깨끗한 민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다. 염분이 남
아 있으면 계속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염분 제거는 필수 조치 사항
이다.
④	카메라, 하우징, 스트로브 등 모든 장비의 겉과 안의 물기를 제거하고
전문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한다.

TIP

카메라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주위가 어둡거나,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된다.
세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입수하기 전에 민물에 하우징을 넣어 내부에 물방울
이 생기지 않는지, 밖으로 공기 방울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보트로
이동할 때는 햇빛과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함이나 타월로 감싸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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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다이버 인터뷰

격월간스쿠바다이버 본사를 방문한 프리 다이빙의 세계적인 선수

프랑스의 Christian Maldamé와
그의 코치 Aymeric Allard

글 / 사진 편집부

일부 사진 크리스티앙 제공

그의 코치 아이메릭 그리고 통역을 해 주실 방송인 이다도시 씨를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가 초
청을 하였다. 초청 게스트들의 살아온 길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프리다이버와 일반인
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는 우리 다이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들에게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꿈을 위해 달려온 에너지가 있다.
그들의 성공을 이끌어 온 추진력과 에너지의 원천인 열정을 인터
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게스트
•	크리스티앙 – 생산관리 엔지니어, 프리 다이빙 부문 세계
챔피언.
•	아이메릭 – 20년전의 암투병 생활, 물리치료사, 프랑스
자유 다이빙 국가대표팀 내면 심리 코치.
•	이다도시 – 두 나라와 그 문화. 미디어 경영분야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메니저

크리스티앙 말다메 www.underwaterfly.com
Apnea (무호흡) 세계 챔피언, 기업 조직 전문 컨설턴트
어린 시절 책에서 처음으로 숨을 참고 미지로 탐험하는 사람들의 이야
기를 접한 이후부터, 그는 그들처럼 되기를 항상 갈망해 왔다. 하지만 서른
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바다에 갈 수 있었고 첫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 그의 기록은 점차 좋아져 세계랭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 분
야에서 전설이 되어 갔다.
- 2008년 세계 무호흡 챔피언(단체전)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AIDA 세계대회에 참여할 국가대표로 개인전과 단체전을
포함 총 16차례나 선발됨.
-	경쟁 부문에서 경이로운 기록 보유 (101m-CWT, 75m-CNF, 7’08"-static, 150mDNF, 200m-DYN)
-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수상 기록.
그는 지난 5년간 스포츠에서 호흡을 참는 전반적인 훈련에 있어서 프랑스의 단연 최
고의 선수였고, 같은 기간 세계무대에서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였다. 최고를 달성한 스포
츠맨으로서 그는 또한 “라 까포에이라”라는 브라질 무술의 운동단체를 설립하고 현재 회
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본업에서도 큰 열정으로 기업조직과 기획경영분야에서 성
공을 이루었다. 그는 “일과 열정의 균형”이라는 그의 핵심 가치관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여 상호간에 힘을 불어 넣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몸소 선례를 만들
어 가고 있다. 그는 기획경영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자아훈련과 스포츠 경쟁력을 향
상시키고 있고, 또한 반대로 스포츠에서 얻은 경험을 내면의 힘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일
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그의 한계와 업무 스트레스를 팀의 긍정적 요소와 좋은 결과물
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 스포츠 경력을 이용해 내 일에 임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가오는 장애물을 뛰어 넘는다. 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능력
을 최고로 끌어 올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람의 한계를 다룰 줄 아는 나의

Christian Maldamé

여수 엑스포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프리다이버 크리스티앙 말다메와

지식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기획경영과 능률적인 조직운
영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끝으로, 그의 스포츠 경력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사업상 이해
관계를 바르게 보는 힘을 부여해 왔고 위기 때마다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 왔다.

아이메릭 알라드
물리치료사, 프랑스 무호흡 국가대표팀 코치
그는 남을 돕는 자신의 직업에 그의 열정을 투입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왔다.
그의 철학은 세상 밖을 더 잘 이해하고,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도달하는 것이다.
고교 졸업 후 그는 과학기술 대학에서 전산학을 수료하였고, 그 후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
았다. 그러던 중 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는 개인의 꿈과 전문적 일의 야망을 혼합
시켜 봐야겠다는 인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는 B-B재단이 수여한 "희망의 상"
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의 인생
의 진로변경과 더불어 99년에 수료증을 받고 나서 그는 개인의 삶과 전문적인 일의 인생
을 재정비하고 그에게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인생철학을 바탕으로 그는 "로코맘스"라는 어린이 입원환자 협회를 세웠고, 그로부
터 몇년 지난 후엔 "삶이 최우선"이라는 뜻을 가진 "라 비에 다보르"라는 조직을 세웠다.
2008년에 그는 삶과 치유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 감독하기도 했다. 그는 다양
한 스포츠 분야에서 물리치료사로 활약해 오다가, 마침내 2010년 자연스럽게 프랑스 무
호흡 국가 대표팀에서 선수들을 돕는 일을 맡았고, 그의 뛰어난 기술과 능력으로 그는
공식 물리치료사 겸 내면심리 코치가 되었다. 단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
는 내면 치료와 안마 치료까지 갖춘 전문성으로 그는 프랑스 무호흡 팀에서 다방면에 두
각을 나타냈다. 그가 코치한 이 팀은 2011년 그리스 칼라마테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금
메달 하나와 동메달 두개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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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다이버 크리스티앙 말다메와의 인터뷰
인터뷰 : 구자광(본지 발행인)
통역 : 이다도시(Ida Daussy) 방송인

프리다이빙은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프리 다이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숨을 참고 미지로 탐
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은 후부터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동경하였습니다. 유년시설 프랑스
남동부에서 살았는데 7살 때 다이빙에 관심이 많아 재미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바다에서 많이
놀았지만 집안의 목욕탕과 수영장에서도 숨을 참는 연습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10대에 다이빙
클럽에 들어가서 좀 더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게 되었고, 15살이 되었을 때 3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니 18살 때는 30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프리다이빙에는 여덟 가지 종목이 있는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

크리스티앙 말다메(Christian Maldamé)

는 세계 기록은?
작년 그리스 갈마타에서 핀을 착용한 불변 웨이트(CWT) 경

Apnea (무호흡) 세계 챔피언, 기업 조직 전문 컨설턴트.

기에서 101m까지 내려갔고 핀을 착용하지 않는 불변 웨이트

주요 직업경력

(CNF) 경기에서는 75m 깊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의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엔지니어

수평잠영경기(DYN)에서는 200m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	슈나이너 전기에서 8년 : 프로젝트 엔지니어의 개발업무,

대회에서는 핀없이(CNF) 75m 깊이까지 내려간 기록이 있고, 다

프로젝트 디렉터와 같은 거대 국제 계약의 매니지먼트

이나믹 핀없이 150m[DNF]의 기록이 있습니다. 수중 무호흡 시

- 알트란에서 6년 : 전문 조직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간경기(STA)에서는 7분 8초까지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자유

- 전문 자격증 : PMP, CoBit, ITI1, princess 2

하강(FIM) 공식적인 기록은 93m이고 비공식 기록으로는 101m
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다이빙 선수라면 한과목만

주요 스포츠 경력

택해서 기록을 세우는데 저는 3년 동안 아마추어 중에 여러가

2011년	그리스의 칼라마타에서 열린 아마츄어 세계대회에서

지 종목에서 놀랄만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프로파일

심해잠수 101m로 동메달 획득

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양한 기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단체전 4위

이러한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2009년	바하마의 롱비치에서 열린 아마츄어 세계대회에서 심
해 잠수 부문 종합 5위

프리다이빙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요?
자연을 새롭게 발견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
다. 또한 호흡과 관련된 스포츠라 정신집중을 하고 호흡을 조절

잠수부 물갈퀴 무착용 부문에서75m로 세계 신기록
자유 다이빙 부문 세계 랭킹 2위
2008년	이집트의 사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단체

하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호흡을 관리하려면

전 금메달 획득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

자유 다이빙 부문 세계 랭킹 3위

하여야 자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동양적인 참선같은 것이 아주

2007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장비 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의 조

착용 부문 개인전 6위

화로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0m, 150m의 프랑스 기록 두개 달성
자유 다이빙 부문 세계 랭킹 3위

프리다이빙을 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8년 동안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회사생활과 같이 병행을

2006년	이집트 후르가다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단체전 동
메달 획득

하며 선수생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사실 취미로 시작한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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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이었지요. 하지만 선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술과
담배 그 밖에 생활을 최대한 간결하게 세팅시켜야 하며,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받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여 체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했기에 전
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다도시 : 저도 프리다이빙
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못 관리하면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 패닉이 올 수가 있어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잘
하려면 호흡만 길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력도
좋아야 하고, 수영실력도 있어야 하며, 판단력도 좋아야 합니다. 물
론 정신집중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로 핀을 이용한 수영, 자전
거, 등산, 컨츄리경기(걷는 경기), 요가, 스트레칭 등 몸과 마음을 둘
다 관리해야 하기에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나 패닉 등
정신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마인드인컨트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이 중요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몸 관리를 해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관리는 근성이 없다면 유지하
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근성이 무엇보다도 필
요합니다. 또한 다이빙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며 제대로 된 프로토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프리다이빙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
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리스크가 큰 운동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스쿠바다이빙을 해본적은?
프랑스, 이집트, 스위스의 호수에서 일 년에 2~3번 정도 다이빙
투어를 하곤 합니다. 난파선을 구경하기도 하고 커다란 고기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이빙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친구들이 갑자기 장비없이 나
타난 나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스쿠바다이빙은 올라가면서 일
정기간 동안 멈추면서 감압을 해야 하지만 프리다이빙은 마음대로 오
르락내리락하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매력이기
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프리다이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프리다이빙은 절대로 혼자서 다이빙을 하면 안되고 반드시 버디와
같이 해야 합니다. 훌륭한 매니아가 되려면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순
차적으로 밟으면서 검증된 프로그램대로 정확히 지키며 해야 합니
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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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여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며 무리하지 않고 지속
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프리다이빙을 배우다면 스쿠바다이빙을 할 때
도 자신감이 많아지고, 공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국 도착하기 3일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
해 이집트 근처의 바다로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을 나갔습니다. 수심 20m정도에서
햄버작이라는 물고리 무리를 만났는데 그 무리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유형을 하
기에 나도 똑같은 소리를 흉내를 내며 따라갔더니 내가 자신들의 동지라고 의식하
며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같이 유형을 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물고기와 되어 그들과 친구가 되어 소통을 하는 듯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학
생들과는 바다에서 실습을 자주 하는데 수업할 때 다양한 테크닉에 대해 가르치기
도 하고, 자연환경을 수호해야 하는 점도 교육하며,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은 실제로 다이빙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스쿠바다이버지에서는 건전한 스쿠바다이빙을 하자고 하는 스마트다이버운동을 펼치고 있습
니다. 프리다이빙 또한 바다환경에 대하여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프리다이빙과 바
다환경에 대해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바다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기
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를 주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각 나라마다 해양오염과 관련된 올바른 정책들을 수립하고, 다이버나 해양관련 종사자들 각자
가 바다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오신 소감과 꼭 해보고 싶은 일?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도 들었지만 많은 사람
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주 친절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이버이다 보니 대도시 환경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바다에 접해있는 도시의 환경과 바다속 환경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
지 스케줄을 만들어 한국의 바다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7월 14일에는 여수엑스포에서 개최
하는 박람회에 한불상공회의소와 관련된 분들과 함께 프랑스의 날 행사를 참여합니다. 7월 16일
에는 제주도에서 해녀와 함께 다이빙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해녀는 프
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니 해녀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러한 일정들은 방송 촬영팀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스쿠바다이버나 프리다이버에게 한마디 한
다면?
아직까지 한국은 프리다이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
다이빙도 스쿠바다이빙 못지않게 멋진 스포츠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의 프리
다이버들과 멋진 다이빙을 하고도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역 : 이다도시(Ida Daussy)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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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기술

실전적용하기
다이브마스터 4
다이브마스터의 능력은 워크숍과 실전 적용 트레이닝에서 평가된다.
의학드라마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리얼
함이 흥미 있게 다루어진다. 여기서 꼭 빠지
지 않는 등장인물들은 의사를 목표로 하는
인턴들이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여러가지 이
론과 실기능력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글/사진 정상우
마린마스터 대표
PADI 코스디렉터 #81698
PADI 사이드마운트 강사 트레이너 외
22개의 PADI 스페셜티강사 트레이너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선배의사나 스승에게 배
우는 과정은 다이브마스터 교육과정의 여러가
지 워크숍과 시나리오 그리고 실전적용 과정
과 유사하다. 다이브마스터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워크숍과 시나리오 등을 통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트
레이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다이브마스터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워크숍과 실전적용에 대하여 간
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프로 워크숍은 다이브마스터가 실전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단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이브마스터라
함은 강사를 보조하고 초보 프로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강
사의 특별 지도와 워크숍, 시나리오 등의 트레
이닝을 통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실전에서 무기하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무기들은 다이브마스터 코스에 임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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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며, 강사의 모범적인 가르침과 기술 전달이 꼭 필요한 것
이다.

실전에 필요한 워크숍을 연습하게 하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꼭 필요한 교육을 누락시키고 피교육자의
열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예로, 함께한 일행의 안주거리를 만들기 위한 멍
게 훌치기나, 해삼 잡아 관리하기, 키조개 손질 등의 워크숍이 이루어진다면 다이브마스터를 위한
트레이닝과는 동떨어지고 다이브마스터 코스와 상관 없는 머구리 다이버를 키우기 위한 직업 훈
련이 될 것이다. 또는 “나는 되지만 너는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초딩에게도 먹히지 않는 유치한
행동이다.
다이브 마스터는 마스터라는 단어가 뜻하듯이 전문가 수준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프로강사
수준의 태도와 이론과 실기능력이 요구된다. 이론이 바탕이 된 실기는 그 가치가 뚜렷하고 올바
른 판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실기도 스테미너 테스트를 기본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스펙의 다이브마스터로 업그레이드 되는 지름길이다.
다이브마스터가 실전에 필요한 워크숍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은 강사가 사전에 워크숍의 실전
가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를 시켜야 효과가 크다.

다이브마스터가 실전에 필요한 워크숍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레스큐 워크숍
-	다이브사이트 평가와 셋업 및 관리 워크숍의 일부분으로 교육중인 강사를 보조하기 위해 교
육다이빙 계획을 강사와 함께 조직관리 워크숍
-	다이빙 계획에 필요한 보트나 해안에서 보트 형태와 해안에서의 특성을 고려한 부표와 깃발
설치방법과 설치를 위한 매듭법
- 수중지도 만들기 워크숍
- 지역다이빙 소개 및 브리핑하기 워크숍
- 강사를 보조하고 시범하기 위한 다이빙기술 시범 워크숍
- 보트 종류에 따른 입출 수 테크닉 워크숍
- 보트 다이빙이나 해안에서 초보자의 안전을 위한 하강상승 테크닉 워크숍,
- 다양한 수색패턴과 인양방법을 위한 수색과 인양 및 이에 필요한 매듭법 워크숍,
-	대심도 다이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대심도 다이빙 시스템 중
에어스테이션 설치법
- 유자격다이버 인솔하기 워크숍
-	팀 인솔시 짝을 잃거나 다이빙 팀이 분리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워크숍
-	초보자를 컨트롤하고 다이버인솔을 위한 핀킥 테크닉 워크숍
-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면 마커부이와 사용방법 워
크숍
-	오랜시간 다이빙 경험이 없었던 다이버를 위한 스쿠버리뷰프로그램 워
크숍
-	체험다이빙을 제한수역, 개방수역에서 조직하고 진행하는 워크숍
- 디스커버로컬다이빙 워크숍
- 스노클링 및 스킨다이빙 교습방법 워크숍
- 단체마다 다른 다이브마스터가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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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시나리오를 통하여 형상화된다.
워크숍이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시나리오는 무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경험하고 강사와의 토론을 통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시나리오는 워크
숍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대심도 다이빙 시나리오를 하기 위하여 지역
다이빙의 정보를 얻고 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부표와 다이빙깃발을 비롯한
안전감압을 위한 에어스테이션과 백업웨이트 등을 준비하고, 설치 상황에 따
라 필요한 5가지의 매듭법을 활용하여 준비한다. 사이트브리핑을 통하여 대
심도 다이빙에서의 고려사항과 시스템을 알리고, 다이버들을 통솔하여 하강
하고 상승하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수면 마커부이를 활용해야 하듯이 워크숍
들은 시나리오에 중요한 요소들로 적용된다.
이렇듯 시나리오는 다이브마스터가 그 지역다이빙을 할 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이브마스터가 진행할 수 있
는 프로그램에서는 강사매뉴얼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가지 상황이 주어지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토론
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목적이라 하겠다.

다양한 워크숍과 시나리오는 실전 훈련에서 다이브마스터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당신의 다이브마스터가 없어서는 안될 나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이기를 원하는가? 두말하면 잔
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전 훈련 또한 시작과 끝을 당신의 다이브마스터와 함께 해야 한다. 내
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다이빙을 진행할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오른팔인
훌륭한 다이브마스터가 되는 것이다. 실전적용 훈련은 주로 초보자를 컨트롤 하는데 자신감을 갖
도록 지도해야 한다. 초보단계인 오픈워터 다이버들은 걸음마 단계와 비슷함으로 다이브마스터의
관심이 크게 도움이 된다, 초보자들을 케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
기 때문이다. 제한 수역에서 오픈워터 과정을 진행할 때와 개방수역에서 오픈워터 다이버코스를
진행할 때의 다이브마스터가 해야 할 다양한 임무와 가치에 대해 알리고 평가기준을 설명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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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워터 교육에 필요한 장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장비의
이상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장비를 조립하는 법을 지도
하는 것과 강사의 감독하에 있지 않은 다이버와 함께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필수이다. 제한 수역에서는 기술 시범능력이 필요하며, 개방수
역에서는 학생을 위해 수중관광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추가
된다.
오픈워터다이버 보다 높은 레벨을 교육할 때 강사를 보조하
는 것은 유자격 다이버에게 다이버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쉬울 수 있으나, 보조하는 다이버 과정의 강사가이드를 참고한
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이브마스터가 될
수 있다. 유자격 다이버를 인솔한다는 것은 다이브마스터가 독
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말해주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흥미로운 다이빙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따
른다. 하지만, 이 모든 실전훈련에서의 다이브마스터의 가치는
워크숍과 시나리오의 산실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실전
에 임할 수 있다. 추가로 추천할 것은 충분히 본인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해 다양한 스페셜티 훈련을 받는것으로 다이브마스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중자연주의자 스페
셜티를 교육 받음으로써 인솔하는 유자격 다이버들에게 수중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가지 실전훈련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프로 다이브마스터로서
의 자질이다. 이미 다이브마스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최고의 실기와 이론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페셔널리즘이 결여된다면 영혼이 깃들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다이브마스터는 학생다이버와 강사의 중간에 징검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범이 되
는 긍정적인 태도는 학생 다이버에게는 훌륭한 멘토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강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환경을 보호하는 철학에 동의할 것이며, 항
상 다이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다이브마스터 트레이닝 중 워크숍과 시나리오 실전적용에 대한 몇몇 글을
담았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바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그 양적인 증가는 질적인 향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종
종 듣는다. 어디에서 문제인가? 그 강사들 스스로 위에 언급한 워크숍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
들이 교육하는 다이브마스터들 또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 없이 다이브마스터가 될 것이며, 어쩌면
비교적 거칠고 힘든 우리바다에서 마케팅만 잘하는 강사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2013년이면 나의 강사생활 20년째이다
그동안의 다이브마스터교육을 거슬러 보
니, “좀더 성실히 교육에 임할 것을…” 후
회가 스쳐간다. 우리 모두 앞으로 강사로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다이브마스터에게
열정을 다하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자.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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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다이빙 ①

재호흡기 다이빙( 2 )
최근 재호흡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특수 목적에서 대중적인 레저 장비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호흡기 다이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기회에 3~4회에 걸쳐 재호흡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개념을 소개를 하고자 한다.

글/사진 정의욱
( SDI/TDI/ERDI Korea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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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 기초 생리학
지난호에서는 재호흡기의 역사와 종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재
호흡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생리학에 대하여 설명한다.
재호흡기에서 이해해야 할 다이빙 관련 생리학 부분은 대체로 개방식 호흡기에서
배웠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 생리학에 대하
여 보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며, 재호흡기 고유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알
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이미 배운 다이빙 생리학을 복습하며 부가적
으로 재호흡기와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기를 호흡할 때 인체에서는 단지 4%의 산소만을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체외
로 배출하며 나머지 96%의 기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호흡기는 배출되는 기체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추가하며 재순환 시킴으로써 산소 실린더에서 다이
버가 신진대사에 의해 소모하는 만큼의 산소만 줄어들게 된다. 산소는 다이버에 따
라 또는 다이버의 운동량에 따라 분당 0.5리터에서 3.5리터 정도가 소모한다. 남성

11리터

다이버의 경우 평균 분당 1리터의 산소를 소모하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보

3리터

2리터

다 적게 소모한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리터 산소 실린더에 200bar를
충전할 경우 용량은 400리터가 되므로 약 6시간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체의 호흡 충동은 산소부족보다는 이산화

기체 소모량 (리터/분)

수심(m)

절대압 (bar)

개방식

폐쇄식

은 흡입기체 내의 산소 성분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양에 의해 결

0

1.0

25

1

정된다. 반면에 호흡기체의 산소 성분이 높아도 호흡율은 현격

10

2.0

50

1

20

3.0

75

1

30

4.0

100

1

탄소의 과다에 의해서 촉진된다. 따라서 호흡율(분당 호흡횟수)

히 낮아지지 않는다.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는 다이버에게 공급되는 산소의 대부
분을 대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다만 상승 도중, 마스크 물빼
기 또는 다른 이유로 배출되는 산소는 버려진다) 더욱이 다이

40

5.0

125

1

50

6.0

150

1

60

7.0

175

1

70

8.0

200

1

호흡순환계를 따라 순환되기 때문에 거의 소모되지 않는다. 반

80

9.0

225

1

폐쇄 재호흡기는 완전폐쇄 재호흡기와 같이 기체의 사용 효율

90

10

250

1

이 높지 않다. 그러나 개방식 스쿠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

100

11

275

1

빙하는 동안 질소와 같은 불활성기체는 동일한 성분의 기체가

체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호흡기에서 기체의 소모율은 수심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즉, 수심이 깊을수록 개방
식과 비교하여 재호흡기의 기체 사용효율이 더 높아진다. 이런 요인 때문에 재호흡기는 상대적으
로 매우 작은 실린더를 사용하며 같은 양의 기체로 개방식과 비교하여 훨씬 오래 다이빙할 수
있다.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는 호흡 속도가 아닌 대사활동의 속도에 따라 사용시간이 결정된다. 재
호흡기는 빠르게 호흡해도 사용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호흡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더라
도 사용시간을 연장하지 못한다. 호흡율은 대사활동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표에서는 완전폐쇄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개방식과 재호흡기의 기체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개방식 호흡기는 수심
에 따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재호흡기는 수심과 관계없이 사용량이 일정하다. 그러나 다
이버의 운동량, 수심, 기체 누출, 다이빙 습관 등의 요인에 따라 사용량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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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식 호흡기에서 마스크 물빼기, 잦은 수심 변화, 호흡기 자유방출 등은 기체 사용량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지만 재호흡기에서는 사용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체 독성 (Gas Toxicity)
재호흡기는 기체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감압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장비가 고장
나거나 다이버가 나쁜 다이빙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호흡순환계 내부의 혼합기체가 부적절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 문제들은 대부분 개방식 스쿠바 다이버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재호흡기 다이
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재호흡기에는 이런 문제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호흡순환계의 기체가 모든 경우에 항상 안
전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장비는 없다. 따라서 모든 재호흡기 다이버들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응급 대응 절차를 주기적으로 연습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산소 부족 (Hypoxia)
개방식 스쿠바 다이버들 중에는 산소 과다와 관련된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산소 부족에 대한
사항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소 부족은 세포에서 산소의 비율이 충분하지 않아 세포
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뇌세포는 산소 부족에 가장 취약하며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 된다. 모든 재호흡기 사용에서는 산소 부족을 고려해야 하며 완전폐쇄 재호흡기
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산소 부족은 치명적인 결과 뿐 아니라 산소 독성과 같이 사전 징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재호흡기에서 산소 주입장치가 고장 나거나 재호흡기의 전
자장비 스위치를 켜지 않고 다이빙 또는 수면 유영을 할 경우 산소 부족이 매우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 재호흡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다라임을 사용
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전자장비에 의해 감지
하고 경고해주지 않으면 크게 호흡곤란을 느끼지 못한다. 매우 예민한
다이버들 만이 기절하기 전에 조절 능력의 저하, 행복감, 판단 또는 수
행 능력 저하 등을 인식할 수 있다. 산소부분압이 0.15bar 이하에서 이
런 증상들이 나타나며 산소부분압이 0.10bar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된다. 만약 다이버가 산소 부족 상태라고 판단되면 산소를 공급
하는 것 만으로 호흡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뇌기능의 손실에 의
해 호흡 통제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는 산소부족을 사
전에 경고함으로써 산소 부족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가 재호흡기의 전원을 켜지 않고 다이빙을 시도하거나 수면 유영을 할
경우에 산소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호흡이 정지되기 전에 공기 또는 나이트록스를 호흡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 증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고 행
복감이 증가하며 판단력이 저하되어 다이버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재호흡기 다이버는 호흡순환계 내부의 호흡기체가 산소부족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범위를 유지
하는지 항상 모니터로 확인해야 한다. 비록 반폐쇄 재호흡기는 일반적으로 완전폐쇄 재호흡기에
비해 저산소가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어떤 종류의 재호흡기를 사용하더라고 산소 부족은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140

Scuba Diver

산소 부족은 사전 징후 없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으므로 재호흡기 다이버
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산소 과다 (Hyperoxia)
산소 과다는 세포 내에서 산소의 농도가 과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산소부분압

1회 제한시간

분당 CNS%

1회 제한시간

의 인간은 일반적으로 산소부분압 0.35bar에서 장시간 견뎌낸다. 만약

1.6

45

2.22

150

흡입하는 기체의 산소부분압이 0.5bar를 초과한 상태로 장시간 경과한

1.5

120

0.83

180

다면 두 가지 유형의 산소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소 부분압이

1.4

150

0.67

180

1.0bar 이상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증상이 나타나며 사전 징후 없

1.3

180

0.56

210

이 심하게 나타난다. 매우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으나 산소 과다

1.2

210

0.48

240

1.1

240

0.42

270

가 심한 경우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 경련은
사전 징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극히 위험하다. 산소에 의한 경련이 발생
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편차가 심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산소부분압, 노출시간, 운동량과 누적된 산소 노출 등이다.
나이트록스 다이버들에게는 누적 산소노출을 계산하는 것이 익숙

1.0

300

0.33

300

0.9

360

0.28

360

0.8

450

0.22

450

0.7

570

0.18

570

0.6

720

0.14

720

하겠지만 재호흡기에 응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다.
노아(NOAA)의 산소노출제한표에서는 1회 다이빙시 CNS% 계산을 보
여준다. 산소부분압에따라 정해진 1회 다이빙 최대 노출제한시간을 초
과하면 중추신경에 산소중독이 나타날 수 있다.
개방식 스쿠바 또는 반폐쇄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은 가장
깊은 수심에서 흡입하는 산소 부분압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
을 것이다.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 흡입하는 산소부분압은 수심과 관
계없이 다이빙 전반에 걸쳐 일정하다. 만약 산소 포인트가 비교적 높
게 지정되어 있다면 감압시간은 최소화 되지만 다이빙 시간을 제한하
는 요인은 CNS%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 날에 걸친 다이빙에서는
OUT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산소부분압( 포인트)이 높은 경우에는
감압에 유리하지만 누적된 산소 노출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 산소

포인트는 최대 1.4bar를 초과하지 않게 조절하며 반

폐쇄 재호흡기의 경우 일반적인 운동량에서 산소 성분이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가능
하면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는 1.4bar 보다 더 낮은

포인트를 권장하며 반폐쇄 재호흡기에서는

보다 더 높은 산소 성분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특정 다이빙에서 높은 산소 포인트을 적용하면
감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항상 다이빙 시간과 운동량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산소 중독의 경우 발작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징후와 증상이 나타난다.
•경련

•시각 이상

•귀울림

•메스꺼움

•안면 또는 손가락의 경련이나 떨림

•과민 반응

•현기증
이산화탄소 과다 (Hypercapnia)
이산화탄소 과다(세포에서 이산화탄소 과다)는 모든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재호흡기에서는 배출하는 기체를 호흡순환계로 재순
환시키기 때문에 대사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
다. 이산화탄소는 호흡순환계의 기체가 이산화탄소 분자와 화학적으로 결합하

이산화탄소 카티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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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통과시켜서
제거할 수 있다. 이 흡수제를 이산화
탄소제거제 또는 소다라임 등으로
부르며 카니스터(깡통) 형태로 채워
진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흡수되
기 때문에 흡수제를 장시간 사용하
면 화학적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없게 된다.
이산화탄소 흡수 가능 시간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변하지만 주로 다
이버의 대사활동, 주위 온도, 수심,

재호흡기 탈출 훈련

흡수제의 량에 따라 결정된다. 재호흡
기 다이빙에서는 인체의 세포에서 이산화탄소 과다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여과물질
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여과물질을 잘 못 채워서 빈틈으로 호흡기체가 새는 현상(channeling)이
발생하거나, 여과물질이 젖었을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산화탄소 과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여과통이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되었을 경우와 마우스피스
의 일방밸브가 고장 난 경우 등이 있다. 다이빙 하는 도중에 호흡이 빨라지는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신속하게 개방식 탈출 공
기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흥분, 균형감각 상실, 방향감각 상실, 기절 등의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산소부분압 1.0~1.3바(bar)로 재호흡할 경우에는 초기의 이산화탄소 경고(예 : 호흡이 부자연스
러움)를 감지하기 어렵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흥분하거나 기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므로 여과물질의 유효 시간 내에서 다이빙을 끝내야 하며 혼자 다이빙해서는 안 된다.
재호흡기 다이빙에서 이산화탄소 과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탈출용 기체로 전환해야 한다. 이산
화탄소 과다 증상은 신선한 기체로 교환하더라도 수 분 이상 지속되며 통증이 심할 수도 있다.
질소마취
순수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질소가 포함된 기체를 사용하는 모든 다이빙에서는 어느 정도 마
취효과가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다이빙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이버는 공기를 사용하여 마취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
는 수심을 정해 놓는다. 그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혼합기체 내의 질소 성분을 이용하여 해당 기
체로 질소마취가 나타나지 않는 최대 수심을 계산한다. 트라이믹스와 같은 혼합기체로 대심도 다
이빙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산된 질소 이외의 성분을 헬륨으로 대치한다. 예를 들어 공기로
다이빙할 경우 질소마취 한계수심을 40m라고 한다면 40m에서의 질소부분압은 5기압 * 0.79 =
3.95 기압이 된다.
그런데 재호흡기의

포인트(산소부분압)를 1.3으로 지정하여 수심 30m에서 다이빙할 경우 질

소의 부분압은 4기압 – 1.3기압 = 2.7기압이 되지만.

포인트(산소부분압)를 0.7로 지정하여 수

심 40m에서 다이빙할 경우 질소의 부분압은 5기압 – 0.7 기압 = 4.3기압이 되기 때문에 공기로
다이빙했을 경우보다 질소마취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심에 따라 적절한
한다. 최근에는

포인트(산소부분압)을 지정해야

포인트를 수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개발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도 한다. 또한 40m 이상의 대심도를 다이빙 하려고 한다면 희석기체를 공기 대신 헬륨이 포
함된 기체(트라이믹스, 헬리옥스 등)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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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기압

0

1

개방식 공기다이빙

완전폐쇄 재호흡기

완전폐쇄 재호흡기

산소부분압

질소부분압

산소부분압

질소부분압

산소부분압

질소부분압

0.21

0.79

0.7

0.3

0.7

0.3

10

2

0.42

1.58

0.7

1.3

1.3

0.7

20

3

0.63

2.37

0.7

2.3

1.3

1.7

30

4

0.84

3.16

0.7

3.3

1.3

2.7

40

5

1.05

3.95

0.7

4.3

1.3

3.7

50

6

1.26

4.74

0.7

5.3

1.3

4.7

공기보다 높은 질소 부분압

질소마취수심(PN2=3.95) 초과

안전한 재호흡기 다이빙 습관
•충분히 연습하고 숙달한다.
•입수 전에 반드시 산소부분압을 확인한다.
•지속적으로 핸드 (모니터)을 관찰하여 산소부분압을 확인한다.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시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산소와 질소의 노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감압다이빙을 피한다.
•산소 제한 범위에 가깝게 다이빙 하지 않는다.
재호흡기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는 개방식 다이빙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방식과 같이 호흡하는 것
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실수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예방하도록
경고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재호흡기는 개방식 호흡
장치에 비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마치 스쿠바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오픈워터 과정과 같이 하나 하나 새로운 시각
으로 배우고 익혀나가야 한다.
재호흡기에 숙달되면 개방식 호흡기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고 공기고갈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수면까지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식 다이빙을 배울 때 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노력하고 배우는 자에게만 허용되는 새로운 영역
인 것이다.
앞으로 재호흡기는 보다 대중화 되고 활용 영역도 넓어질 것이다. 이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호흡기라는 광대한 영역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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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다이빙 ②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ing

(제4회)

제4부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본적인 기술
이번 호에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본인의 다이빙 경력이나 주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여러 다이빙 서적을 참조하였으며, 테크니컬
글/사진 유재철
Halcyon Korea 대표
SSI Txr 트레이너
GUE Tech 2 diver

다이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숙련된 다이버들은 다이빙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합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기술은 일반적인 다이빙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인 것이다. 쉽게 말해 동굴 다이빙이나 난파선 다이빙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다이빙
을 많이 하는 다이버는 릴 워크가 아주 숙달되어 있다. 하지만 부력 조절 같은 기본 기술은 특수
한 환경은 물론 일반적인 다이빙에서도 중요한 기술인 것이다. 부력조절과 같은 기초적인 기술은
다이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다이빙을 하던지 꼭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다이버들은 습득한 기
술들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기초적인 다이빙 기술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중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어 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다수의 다이빙 협회와 기관들은
다이빙 능력을 개선하는 것보다 다이빙 훈련시간을 줄이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왜
나하면 보다 편하게 스쿠버다이빙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교안이나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초보 다이버들의 기술은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는 이야
기들이 많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에게 요구하는 특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오
픈워터부터 테크니컬 대심도(Trimix 강사)까지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다이빙 기관은 많이 있다.
다이버들이 이 코스들을 수료하고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취득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다이버들이 탄탄한 기초실력이 부족해 보인다. 오픈워터부터 강사에 이르기까지 다이버들은 좋
은 버디가 되기 위한 노력, 수중에서의 효과적인 추진력, 그리고 숙달된 부력 조절과 같은 기본적
이지만 중요한 기술들이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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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기초부분의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필
요 없는 긴장과 피로, 심지어는 심각한 사고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미숙한 다이빙 기술은 다이버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위
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키며 패닉과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불러온다. 대부분의 위급상황은 미숙
한 다이빙 기술과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능숙한 다이버들은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대처할만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다이빙 훈련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기술들을
다루는 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상급 다이
버들은 이미 기본기술은 숙련되어 있기에 또 다른 기술들을
익혀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동굴이나 난파선의 퇴적물을 일
으키지 않는 기술과 조류의 흐름과 항해의 복잡함을 이해해
야 한다. 하지만 초보 다이버들은 다이빙 훈련의 기초를 형성
시켜 주는 기본기술인 부력조절, 마스크 물 빼기, 가스관리,
추진기술, 균형조절, 장비취급, 방향과 버디의 인지 등과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하다.

기본 체력
건강은 훌륭한 다이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아
무리 개인이 뛰어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속
에서도 편안한 것은 아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수영을 잘하지 않으면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버라면 시간을 투자하여 수영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
영실력이 좋으면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다이빙에 임할 수 있
어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다.

Where do you rank i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categories?
당신은 다음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체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은 다이빙의

A. 수영

모든 기술에 앞서 필수조건이다. 건강한 다이버는 다이빙 스

- 최소 쉬지 않고 400미터를 수영한다.

트레스를 잘 견디며 패닉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동료들과의

- 보통 쉬지 않고 1600미터를 수영한다.

소통도 원활하기에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체력을 기

- 고급 쉬지 않고 5000미터를 수영한다.

르는 것은 훈련이다. 다른 것을 배제하고 한 형태의 훈련에
집중하면 그 부분의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

B. 조깅

저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개개인

- 최소 쉬지 않고 30분을 뛴다.

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방법은 많지만 다이빙과 관련된 몇가

- 보통 쉬지 않고 60분을 뛴다.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고급 49km을 뛴다. (마라톤)

다음의 내용은 GUE의 DIR 소개 책자의 내용 중 일부이다.

C. 자전거
- 최소 쉬지 않고 45분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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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쉬지 않고 3시간을 탄다.
- 고급 400km을 탄다.
D. 줄넘기
- 최소 쉬지 않고 5분을 한다.
- 보통 쉬지 않고 15분을 한다.
- 고급 쉬지 않고 45분을 한다.

마스크 물빼기
이제 막 다이빙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자
신의 마스크를 클리어링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이버들
은 이 기초적인 기술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한다. 자신의 마스크를 똑바로 클리어링을 하지 못한
다면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거나 벗겨졌을 때 당황하여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수영장
에서 마스크 클리어링을 배울 때의 불편함은 다이빙 도중 마스크가 벗겨졌을 때 오는 공포를 대
비하기 위한 연습일 뿐이다. 전자는 단지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후자는 위협이며 어떤 경우에는
공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개인의 다이빙 수준에 맞추어 다이버들이 마스크 클리어링 능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훈련이다.
A. 초보 다이버
-	부분적으로 물이 찬 마스크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5초 내에 클리어링 할 수 있다.
- 깊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쓴다.
-	버디의 팔을 잡고서 마스크 없이 천천히 수면으로 상승할 수 있다.
B. 고급 다이버
-	적어도 10초 안에 마스크를 벗었다가 쓰고 클리어링 할 수 있다.
-	버디의 팔을 잡고 15m를 수영하면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천천히 상승한다.
-	마스크를 벗은 채로 버디와 짝호흡을 할 수 있다.
C.	어드밴스드 테크니컬 다이버(완벽한 장비와 데코탱크를 착용한 상태)
-	마스크를 벗은 채로 버디와 짝호흡을 하며 숨을 참고 30m 수영을 하면서, 적어도 5초 안에 마스크
를 다시 쓰고 클리어링 한다.
-	마스크를 벗은 채로 숨을 참고 라인을 따라 가면서 적어도 5초 안에 마스크를 다시 쓰고 클리어링
한다.

낮은 볼륨의 마스크는 고생을 덜고, 시야를 넓혀준다. 누군가 어떤 타입의 마스크를 고르든지
간에, 능숙한 마스크 클리어링 기술은 자신의 마스크가 벗겨졌을 때의 긴장을 방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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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조절

-	부력조절을 할 때 손을 사용하지 않으며 손으로 부력조절을
하지도 않는다.(언제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부력조절은 다이빙을 숙달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초보 다이버가 마스터하기에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이다. 숙달된 부력조절 능력이 없으면 다이버들은 본
의 아니게 산호의 생명을 파괴하기도 하고 수중환경을 망가

-	시작한 수심으로부터 60cm내를 유지하며 수평자세로 자세
로 2분간을 정지한다.
-	수평자세를 한 상태로 1.5m이내의 수심을 유지한 채 바디와
가스 나누어 쓰기를 한다.

뜨리기도 한다. 또한 수중지형이나 다른 다이버와의 충돌로
부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미숙한 부력조절 능력을 가진 다이버는 중성부력을 유지하

C.	어드밴스드 테크니컬 다이버(완벽한 장비와 스테이지 보틀을
갖춘)

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보

-	가능한 천천히 하강하며 바닥에서 30cm내에 정지할 수 있다.

다이버들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해서 킥을 차

-	부력조절을 할 때 손을 사용하지 않으며 손으로 부력조절을

야만 한다. 이것은 다이빙을 할 때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킥으로 부력을 조절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술이 아니라 임시방편인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아주 오
랫동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조차 부력조절 기술이 형편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본인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

하지도 않는다.(언제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	시작한 수심으로부터 30cm내를 수평자세로 자세로 2분간을
정지한다.
-	수평자세를 한 상태로 60cm이내의 수심을 유지한 채 바디와
가스 나누어 쓰기를 한다.

각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중성
부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데는 그리 어렵

Trim(평형상태)과 부력은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쓰여 왔다.

지 않다. 먼저 수심계를 보며 부력을 맞춘 후에 킥을 차며 유

트림과 부력은 같은 맥락이지만 효과적인 다이빙을 위해서는

영을 하다가 정지를 한다. 수심계의 수심이 처음과 이상이 없

연습하고 익혀야할 내용이 다르다. 적절한 트림과 부력조절을

다고 판단되었으면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5초나 10초

완벽하게 익히면 수중에서 추진을 하기 위한 힘과 가스소비

후에 다시 쓴다.(또는 마스크 크리어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

가 감소된다. 부력이 ‘중립’과 연관되어 있다면, 트림은 수평

다) 그 후에 수심계를 확인했을 때에도 수심의 변화는 없어

혹은 수직의 정도에 따른 물속에서 다이버의 ‘자세’와 관련이

야 한다. 이것이 중성부력 상태인 것이다. 다이빙을 할 때 부

있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발을 아래로 한 자세에서 아래쪽

력조절과 같은 정말 본질적인 다이빙 기술은 몇 개 되지 않

으로 밀어내는 킥을 하며 유영을 한다. 이것은 쓸데없는 에너

는다. 사실, 많이 긴장하거나 공포에 빠진 다이버들 대부분은

지를 발생시킨다. 더구나 발을 아래로 한 자세는 다이빙 시에

그들의 미숙한 부력조절 때문이다. 숙달된 부력조절을 연마하

침전물을 일으키고 수중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훌륭한 트

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능숙해지면 다이빙이 즐거워지고
다이빙실력도 일취월장할 것이다. 또한, 상급레벨로 올라가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다음은 개인의 다이빙 레벨에 맞추어 다이버들이 부력조
절의 능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훈련들이다.
A. 초보 다이버
- 가능한 천천히 하강하며 바닥에서 3m내에 정지할 수 있다.
-	시작한 수심에서 수평자세로 1.5m에 1분씩 정지하며 떠 있
는다.
-	다이빙 하는 동안 부력조절기(BCD)에 에어를 빼거나 추가하
지 않고서 멈추거나 수평으로 유영할 수 있다.
B. 고급 다이버
- 가능한 천천히 하강하며 바닥에서 1.5m내에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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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다이버가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것은 머리를 약간 숙인 자
세로 발을 어느 정도 올리고 바닥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때 최상의 자세가 완성된다. 수평 자세
로 트림을 유지함으로써 자세가 유선형이 되고(stream-lined) 이런 자세는 비교적 적은 물의 저
항(drag)을 받게 된다. 정확한 부력조절과 더불어 훌륭한 트림은 물속에서 유연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아 훨씬 안정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전통적인 재킷 스타일의 BC는 몸의 앞쪽을 들어 올려서 수평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능숙한 다이버들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지만 다이버의 등 쪽에 설치되는 부력조절기(Bladder, Wing이라 불리는 것)들은 적합한 트
림을 쉽게 만들어주며 움직임을 개선시키고 다이빙을 편안하게 해준다. 더구나 백플레이트와 하
네스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BCD와 같이 S, M, L사이즈 등 대충 맞게 입는 것이 아니
라 정확하게 자기 몸에 맞춰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타입의 디자인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축성이 있는 번
지(윙을 감는 고무줄 형태)를 가진 제품은 가스이동(Gas Tripping)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윙
내부에서 거친 흐름을 발생시켜 저항(drag)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비를 선택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정된 트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오픈워터 다이버의

148

Scuba Diver

웨이트닝 시스템, 즉 다이버의 허리 주변에 웨이트벨트를 착
용하는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보통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이
러한 영향을 더블 탱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레크리
에이션 다이버와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적당하게 웨이트를
분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적합한 트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이버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백플레이트를 써
서 웨이트를 등쪽에 가져가거나 탱크를 조이는 밴드에 포켓
을 달아 허리 쪽에 웨이트가 치중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다. 스틸 탱크는 자신의 웨이트 무게를 감량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이버들은 자신의 웨이트가 초과중량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개인은 그들의 부력을 재서 그에
따르는 적합한 웨이트 무게를 계산하고 탱크가 거의 비었을
때에도 수심 3m(안전과 감압의 목적으로)에서 수평 자세로 트림을 맞춰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웨이트가 초과된 다이버들은 그들의 B.C에 더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운동량과 저항도 함께 늘어난다. 수중에서 부적절한 웨이트 무게는 그 자체로 위급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A. 초보 다이버
- 머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수영을 한다.
- 하강해서 중립부력을 얻고,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유영을 시작한다.
B. 고급 다이버
- 하강해서 중립부력을 얻고,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유영을 시작한다.
- 버디와 가스 나누어 쓰기를 하며 수평자세를 유지한다.
-	수평 자세를 유지한 채로 다리만을 이용해(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각각의 방향으로 완벽한 원을 그
린다.
-	수평 자세로 유영하면서 다리만을 이용해(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회전했다가 돌
아온다.
C. 어드밴스드 테크니컬 다이버(모든 테크니컬 장비와 데코 탱크를 착용한 상태)
- 하강해서 중성부력을 얻고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수영을 시작한다.
- 버디와 짝호흡을 하며 수평자세를 유지한다.
-	수평 자세를 유지한 채로 다리만을 이용해(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각각의 방향으로 완벽한 원을 그
린다.
-	수평 자세로 유영하면서 다리만을 이용해(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회전했다가 돌
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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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 다이빙

바다속에서 스피드를 즐기다
수중 스쿠터
(DPV, Diver Propulsion Vehicle)

글/사진 임욱선

DPV는 다이버 추진장치(Diver Propulsion Vehicle)의 약자로 보통 수중 스쿠터라고 말한다.

(블루다이버스 대표, PADI CD)
TEL : 02-424-6103,
HP : 010-3290-4653,
메일 : lws2201@naver.com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다이버에게는 생소한 기구였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이 보급되고
일반화되면서 DPV 필요성은 물론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요즘 일반 레크레이션 다
이빙에서도 종종 DPV를 이용한 다이빙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서 DPV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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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V의 장점과 단점
DPV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프로펠러의 추진력으로 다
이버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켜 먼 거리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
다. 보통 조류가 없는 경우 일반 다이버가 핀 킥으로 갈 수 있
는 거리는 분당 15m~25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데, DPV의 기
계적인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다이버는 약 50m~60m 정도, 즉
평상시보다 약 2~3배의 거리를 탐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DPV
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킥과 활동을 경감시켜 호흡량과 CO2 누
적량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공기 호흡량과 CO2 누적량을 줄
이게 되면 결국 감압병의 발병율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다이빙을 하다보면 아주 센 조류 때문에 과다호흡에 의
한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를 느낄 수 있는데, DPV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체력소모와 스트레스는 물론 공기소모량을 최대한

배터리와 충전 아답터

줄일 수가 있다.

수중에서 DPV를 이용하여 다이빙하는 다이버
DPV는 육상에서의 무게가 최소 2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육상이나 수중에서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수중에서 DPV
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이버는 큰 짐을
안고 다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DPV를 사용하여
다이빙을 계획할 때는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다
이빙을 할 때 마다 DPV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개인 공기 소모
량을 고려하여 안전한 다이빙 계획을 세워야 한다.

DPV의 일반적인 구조
보통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DPV는 가격이 저
렴하고 부피가 적어 휴대하기 편리하나 출력 및 전력량이 적어

DPV 내부 모습. 프로펠로가 있는 엔진부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바디 모습. 바디에는
부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웨이트 조절장치가 있다.

속도 및 사용시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DPV는 출력 및 전력량이 많고 사용범위가 넓다. 그
리고 깊은 수심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하고 방
수력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크기와 중량이 무거워 휴대하기
가 매우 불편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DPV 제조회사에서 제품의
중량 및 크기를 줄이는 대신 고출력의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
여 테크니컬과 레크레이션의 장점만을 살린 제품들을 출시하
고 있어 조만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도 DPV 시장이 급속
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DPV는 간단하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바디와 모터와 프로펠라가 들어있는 모터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디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내
부의 배터리와 모터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모터부는 모

이동할 때 편리하게끔 하드 케이스 넣은 모습

터와 프로펠라, 셔우드, 조종대로 구성되어 있다. 동력 전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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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의 클러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DPV의 배터리는 보통 니켈수소 또는 납산을 사용하는데,
납산은 배터리가 무겁고 출력 시간이 짧은데 니켈수소는 가볍고 출력시간이 긴 장점이 있다. 하
지만 배터리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배터리 수명을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DPV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방수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주행성능 및 편리성이 있다고 해도 수중에서 사용하
는 장비인 만큼 어느 정도의 방수능력을 가졌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 견고한 구조인가를 고려한다.
다이빙투어를 진행할 때 차량이동 및 보트에 선적하여 이동
시에 어느 정도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속력을 낼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수중에서 DPV로 이동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만 진행하지 않

DPV 세미나

는다. 시야가 좋고 탐색거리가 넓을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가 필
요할 수 있고 반대로 시야가 나쁘고 탐색거리가 좁을 경우 팀
과의 헤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느린 스피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는 기능도 필요하다.

DPV를 BC의 D링에 연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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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의 형태를 고려한다.
배터리는 크기, 중량, 전력량에 따라 납축전지, 니켈수소, 리튬이
온, 리튬폴리머 등으로 나뉜다. DPV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배터리
가 쓰이지만 항공기 선적이 안 되는 배터리도 있으므로 항공으로
국내 및 해외로 이동할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최대수심을 고려한다.
DPV의 종류마다 최대수심의 한계가 있다. 한계수심 이상으로
DPV를 운영 시 침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된
수심에서도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

수영장에서 조정, 유영, 상승 하강, 버디 다이빙 등 충분한 연습을 가져야 한다.

• 제조사의 보증기간과 A/S를 고려한다.
DPV를 운용하다보면 물리적인 파손 및 작동불량 소모성부품의
교환 등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항이 생긴다. 제조사마다 보증기간
은 1~3년 사이로 두고 있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부분을 명
시하고 있으므로 사후 A/S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회사를 선택하
도록 고려한다.
그밖에 고려사항은 작동스위치, 핸들의 모양, 부력의 특성, DPV
의 무게, 기타 액세서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DPV를 이용한 다이빙 계획

DPV로 훌라후프 통과하기

DPV를 사용하여 다이빙할 때는 항상 DPV의 사용시간을 미리 알아야 한다. 그리고 3분의 1법
칙을 적용해서 목적지까지 거리는 전력량의 3분의 1까지 정하고, 돌아올 때는 거리 전력량의 3
분의 1, 그리고 출수후의 잔여전력량은 3분의 1을 남겨야 한다. 계획을 짤 때는 DPV의 전력량과
다이버의 공기소모량 중 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항상 다이버 레벨별 수심
을 고려하고 DPV가 작동하지 않을 때 끌고 올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DPV 다이버가 되
기 위해서는 조정방법부터 해안 및 보트에서 입수법, 수면 항해 시 DPV 사용법, 하강 및 상승방
법, DPV 고장 시 대처방법, 버디와 고려해야 할 사항, DPV가 물체에 엉키거나 막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 친환경적인 DPV 사용법, 마커부위의 사용법, 유영
시 포지션, DPV를 2인승으로 이용하는 방법, 출수방법 등의 기술
을 연습해야 안전하고 재미있는 다이빙을 줄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이빙의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다. 일부 한정된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있던 DPV를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접목시
킴으로써 재미있고 편하고 충분한 거리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DPV 다이버가 많아진다면 장비도 적정한 가격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이빙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DPV를 운용하는 다이버는 항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을 전문가에게 이수를 하고 새로
운 다이빙세계로 입문하길 바란다.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과
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다이버야 말로 진정한 다이버라 할 수 있

DPV 세미나 끝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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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소개

세계 최초의 다이빙 단체

글/사진 박종섭
(BSAC Korea 본부장)

BSAC(The British Sub-Aqua Club)는 1953년에 ‘수중탐험, 과학 그리고 이
런 활동들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다이빙 단체이다. 본래의 비영리적인 취지와 활동으로 영국과 전 세계에
BSAC 클럽들이 각 지부에 형성되었고 국제적인 단체로 발전하면서, 설립 이
후부터 세계 스포츠 다이빙 계에 중심적인 단체이자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
게 되었다. 또한 초기부터 수중 스포츠와 기타 연관된 활동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
도록 연구와 개발 능력,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강
조해 왔다.

다이빙 교육단체 이상의 단체
다이빙 교육을 하는 다른 조직과 BSAC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1993년, 영국 황실에서 BSAC 회장인 찰스 황태자를 통해서
하사한 BSAC 공식 문장(紋章, coat of arms).
문장에 들어가 있는 모토(motto_文字에 의한 題銘)인 Sub Aqua
Scientia Est는 Underwater there is knowledge(수중_그곳에
지식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도 BSAC는 스포츠 다이빙 역사 초기의 다이버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의 비영리적인 설립 의지로 인하여 ‘다이버를 위한 다이버의 조직’이 되었
다는 것이다. 다이빙 교육 단체의 대부분이 강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BSAC는 일반 다이버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BSAC는 ‘다이빙 교육 단체’가 아니라 ‘다이빙 단체’이며, 이것은 BSAC
가 인스트럭터에 의하거나 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좀 더 포괄
적인 기관임을 의미한다.

연구조직으로의 BSAC 클럽 시스템
1993년의 BSAC 40주년 기념식 장면. 축하연설을 하고 있는 찰스황태자는
BSAC의 회장(president)이며, 그의 옆에는 당시의 선출 의장(chairman)인 데
릭 엘러비씨가 자리하고 있다. BSAC의 의장 및 임원은 일반다이버를 포함한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BSAC의 우수성은 초기부터 발전시켜온 다이빙 멤버십 제도이며 그 근간
이 된 것이 각 지역의 지부(지역적인 클럽) 제도이다. 이러한 클럽 형태의 지
부는 바닷가와 같은 다이빙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이빙 리조트의 모습을 갖
1993년의 BSAC 40주년 기념식 장면. 축하연설을 하고 있는
찰스황태자는 BSAC의 회장(president)이며, 그의 옆에는 당시의 선출
의장(chairman)인 데릭 엘러비씨가 자리하고 있다. BSAC의 의장 및 임원은
일반다이버를 포함한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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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지부에서부터 훌륭한 트레이닝 시설과 많은 회원이 활동하는 지부까지 아
주 다양하다. BSAC 지부들은 6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는 동안 각 지부
가 독립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지부의 운영 방안, 다이빙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여러 가지 노하우의 교류를 포함한 전반에 대하여 BSAC 본부

있는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에 위임하여 집중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은 ‘원칙에 충실

BSAC 본부는 다시 각 지부가 통합된 정보들을 공유하게 함으

하라’라는 BSAC의 모토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BSAC는 인

로써 BSAC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BSAC

스트럭터 교육에서 인스트럭터 지원자에게 다이빙 교육의 목적

의 각 지부가 하나의 연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하는 효

이 “다이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이빙을 할 수

과를 발휘하게 되었고 그것이 BSAC의 명성을 유지시키는 체계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가 되었다.

BSAC의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미국 단체들과 달
리 초보 다이버의 수준을 찬물 다이빙에 맞도록 가르치게 되

‘Diving for Divers’ _ 사람들이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어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BSAC의 첫 번째 등급인 오
션 다이버(Ocean Diver)의 수준은 타 단체의 어드밴스드 다이

BSAC 다이빙 교육의 중요한 차이점은 항상 영국과 같은 험난

버(중급)와 비교가 된다. BSAC의 중급인 스포츠 다이버

한 다이빙 조건에서 안전하게 다이빙 하고자 하는 다이버를 교

(Sports Diver)는 타 단체의 레스큐 다이버의 교육 내용과 유

육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어왔다는 것이다. 영국의 다이빙 환경

사하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적인 다이빙 환경에 적합한 다이빙

은 조수와 날씨가 갑자기 변해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교육 시스템으로 적용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며, 이는 열대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난파선이 많은 덕분에 난파선을 안전하

다에서의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을 거듭한 미국의 다이빙

게 탐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이나 그와 유사한 국내 단체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중요

기술들이 지난 60년 이상동안 지부와 상업적인 다이브 센터에

한 이유가 된다.

제공되면서 다이버 교육과 인스트럭터 교육에 대한 최상의 결
과를 가지게 하였다. BSAC는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할 때 무슨

다이빙계의 바이블 _ BSAC 다이빙 교재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

BSAC는 대부부의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들을 오래 전부터 보

BSAC 교육 프로그램

BSAC Technical Diving Courses
Flow Chart
Expedition Mixed Gas
(125m)
Advanced Mixed Gas
(80m)
＜18% O2
＞35% He

Explorer Mixed Gas
(60m)
≥18% O2
＞20% & ≤35% He

Sports Mixed Gas
(50m)
≥20% O2
≤30% He

Advanced Mixed Gas Rebreather
(80m)
＜18% O2
＞35% He
Explorer Mixed Gas Rebreather
(60m)
≥18% O2
＞20% & ≤35% He
Sports Mixed Gas Rebreather
(50m)
≥20% O2
≤30% He
Closed Circuit Rebreather
(40m)

Semi-Closed Circuit Rebreather
(40m)

Accelerated
Decompression Procedures
Nitrox Blending, Advanced Gas Blending
Advanced Nitrox, Diver Propulsion Vehicle, Full Face Mask

BSAC 교육프로그램

BSAC는 대부부의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들을 오래 전부터 보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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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여 왔다.

BSAC의 독립된 지부와 달리 BSAC 센터에서는 센터에 기초

BSAC의 다이빙 교재는 60년 이상 스포츠 다이빙 분야에서

해서 지부를 형성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이 지부를 통해 BSAC

바이블이 되어왔으며, 쉽고 안전하게 수중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에 가입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전 세계적으

기초 지식에서부터 여러 방면의 전문적인 다이빙 기술까지 체계

로 가장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적인 이론과 실제 경험들을 망라하고 있다. BSAC의 우수한 기

BSAC에서 인증하는 다이버(회원)가 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레벨

술력을 자랑하는 구체적인 예로써 스포츠 다이빙 조직으로는

업 교육이나 더 나은 기술발전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최초로 1988년에 자체 개발한 감압 테이블을 연구, 개발하여

게 하였다.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포츠 다이빙에 맞게 발전
시키고 모든 바다와 고도에서의 다이빙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

BSAC International 설립 및 활동

하였다.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1987년에
는 보다 적극적으로 BSAC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센터 시스템

‘BSAC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다.

1976년에는 BSAC 센터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센터는 상업적

이로 인해 설립된 아시아 지역의 BSAC KOREA와 BSAC

인 다이빙 센터나 다이빙 샵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JAPAN, BSAC THAILAND 및 BSAC PAN-PACIFIC 소속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지부에서 제공되는 것과

BSAC CHINA 등은 프로그램을 공유한 독자적인 기관으로 존

같이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그 후 꾸

재하며, 독자설립 기관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시스템 적용에 유

준히 성장해 센터와 리조트에 의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

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성하고 있으며 지부와 함께 모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광
범위한 훈련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BSAC의 기본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단, 그

The British Sub-Aqua Club의 역사
1943	Jacques Yves Cousteau와 Emil Gagnan에 의한 아쿠아렁
(디맨드밸브) 발명
1950	Siebe Gorman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아쿠아렁 장
비를 만듦

1970 BSAC가 ‘A형 다이빙 깃발’을 채택함
	Alexander Mckee가 난파선 ‘Mary Rose’를 찾아냄
1974	찰스 황태자가 BSAC의 2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회장
(President)으로 취임

1953 The British Sub Aqua Club이 10월 15일 조직됨

1976 처음으로 BSAC School이 조직됨

	Dunlop과 Typhoon에 의해서 처음으로 드라이 슈트가 판

1977 BSAC 매거진이 ‘Diver’로 개명됨

매됨
1954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다이빙 센터가 생김
BSAC 매거진이 ‘Neptune’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됨
1955	BSAC가 영국정부로부터 수중 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
으로 정식 인가를 받음
	아쿠아렁(스쿠버 세트)을 이용한 수중사냥이 BSAC에 의
해서 금지됨
CO2카트리지를 이용한 다이빙 자켓 등장
1956 BSAC 매거진이 ‘Triton'이라는 이름으로 바뀜
1957	트윈 호스식 호흡기가 주종을 이루면서 싱글 호스가 프랑

1979	수백 명의 BSAC 다이버들이 ‘Mary Rose호’의 발굴에 자
원함
1981	최초의 다이빙 컴퓨터(Decobrain)가 영국에서 판매됨
1987 BSAC International이 조직됨
1988 BSAC Japan 설립
1989	최초로 한국인이 BSAC Japan으로부터 정식 강사교육
1994	BSAC Korea와 BSAC International간의 BSAC Korea설립
을 위한 계약 체결
1995	BSAC가 나이트록스를 호흡기체로 인가하고, 나이트록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소개함

스와 스페인으로부터 보급됨

2001 BSAC가 폐쇄회로 재호흡기의 사용을 인가

BSAC의 해외 지부가 처음으로 자마이카에 조직됨

2006	BSAC 혼합기체다이빙(트라이믹스) 과정의 교육이 시작됨

1959 모나코에서 세계수중연맹(CMAS)이 조직됨

2008 BSAC PAN-Pacific에 의해 BSAC China가 설립됨

1961 Phillip왕자가 BSAC의 회장(President)이 됨

2009	태국의 BSAC보급과 진흥을 위해 BSAC Thailand가 설립됨.

1962	BSAC를 조직했던 피터 스몰이 수중 1000피트에서의 다이

2010	기초 나이트록스 과정이 BSAC 초보 다이버 교육과정에 기

빙 실험 중 사망
1965	북해에서의 유전개발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위한 전문 다이
빙이 발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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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합됨
2012	현재 BSAC Korea 강사 430명 배출, 40여개의 소속 센터가
활동 중

한국인 최초 우주인 후보 8인의 다이빙 과정 위탁 교육. 당시의 우주인 후보들은
러시아 우주센터로부터 BSAC 교육을 권장 받았다.

최근의 필리핀 아닐라오 팸투어 기념사진

것이 BSAC의 이념과 프로그램 및 기본 교육시스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이수와 프로그
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적인 영향력 _ CMAS, EUF, ISO
BSAC는 명예회원인 자끄 이브 꾸스또와 함께 1958년에 CMAS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
며,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다이빙 기준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 유럽연맹(EUF)의 창립과
기준 설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ISO의 다이버 규격인 Level 1의 명칭은 Supervised Diver(관리대상 다이버)이며,
Level 2는 Autonomous Diver(자립적인 다이버)이다. 주목할 것은 흔히 마스터로 불리는 고급 다
이버 등급인 Level 3의 명칭인데, BSAC의 세 번째 다이버 등급인 다이브 리더(Dive Leader)와 그
이름이 동일하다. BSAC는 ISO의 몇몇 중요한 다이빙 분야에 등록을 하였으며, BSAC Internationl
은 지역적으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각 지역 조직의 독립적인 ISO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다이빙 환경에 맡긴다 _ BSAC KOREA
1994년에 BSAC International은 한국 내에서의 BSAC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BSAC KOREA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 설립계약에는 BSAC KOREA가 BSAC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위치와 한국에서의 BSAC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정식 다
이빙 단체로서 격상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SAC KOREA는 영국의 BSAC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BSAC의 국내 활동 및 보급을 관장하게 되어있다. BSAC
KOREA를 중심으로 한 모든 멤버는 BSAC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해야 한다. 기초적인 체계는 BSAC의 권고를 따르되, BSAC KOREA는 한국에서
의 다이빙과 한국인의 다이빙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
나 노력은 BSAC의 기본적인 충고와 지도를 받게 된다.
본부 사무실과 그에 속한 강사와 회원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BSAC KOREA는 기본
적으로 영리사업체이다. BSAC KOREA는 BSAC의 한국 내 활동을 보급하고 발전시키
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위하여 ‘영리를 위한 다이빙이 아니라 다이빙을 위한 영리’
라는 사업이념을 추구한다. 이것은 BSAC KOREA의 사업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다
이빙의 안전한 보급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 이념과 목표가 회원들
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BSAC KOREA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3년 전, 1989년 BSAC가 국내에 보급될 당시부터
그 사용을 권장했던 DSMB(Delayed Surface Marker
Buoy, 수면유도표시부표)를 이용한 다이빙 방식은 다른
많은 다이버로부터 눈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다이버들에게 필수의 아이템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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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과학이야기

남자 그리고 여자!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
글 김연진(성남 수진중학교 과학교사)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원시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
기 시작하였다. 약 38억 년 전 바다에 단세포 생물이 살기 시작한 후 서서히 생물들의 진화
가 일어나면서 몸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암수의 성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약 1만
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진화된 생물체인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성의 구분은 종족보존 때문인가?
생물이 탄생하고 번식을 통해 자손을 퍼트리면서 진화의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번식
의 방법에는 성의 구분이 없는 무성생식과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한 유성생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성생식은 똑같은 유전자를 반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번식방
법이다. 이렇게 쉬운 번식법을 두고 왜 암수 각각의 유전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성의 구분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만약 성의 구분이 없는 무성생식으로 번식한다면 세대 간에 똑같은 유전자를 전수하기
에는 유리하지만 이로 인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른 생명체와의 경쟁에서는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속 패스워드를 바꿔가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전자의 후손을 남기는 유성생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짝짓기와 끊임없는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 생존하면서 진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성은 반드시 필요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생물은 암과 수의 두 가지 성을 가진다. 물론 인간도 여성과 남성의 두 가지
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두 존재는 생물학적 분류상으로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느
끼고 반응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암수의 차이 특히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행동 특성의 차이는 오랜 인류
의 역사 내내 많은 이들의 관심거리였다. 끊임없이 연구되어지고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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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이 되면서 성은 항상 인류와 함께 해온호기심과 궁금증
의 대상이었다.

본능으로 말한다. 유전자에 숨겨진 매력 법칙!
최근 암수의 행동 특성과 심리적 차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진화심리학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진화심리학의 관
점에서 보면, 진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데 있다. 우수한 후손을 통해 자신과 공통되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두뇌는 프로그램
을 짜 넣은 로봇과 같이 행동하면서 스스로 진화해 나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유전자에 입력된 매력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즉 건강하고 생존력 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더 나은
짝을 본능이 알고 찾아간다는 것이다.
배우자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진화심리
학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남성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가능한 많은 파트너와의 성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트리고자 한다. 따
라서 남성은 성적 자산이 풍부한 파트너를 아주 공격적으로 찾
고 또 금방 다른 파트너로 옮겨가면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많
은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때 남성들이 선호하는 성적 자산이
풍부한 여성의 조건은 무엇일까?
보통 남성들은 얼굴이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 어떤 얼굴이 예
쁜 얼굴일까?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깨
끗한 피부와 좌우대칭인 얼굴형일 때 호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것은 좋은 건강상태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표
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남성들은 몸매가 뛰어난 여성을 좋아한

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남성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몸매는 보통 허리와 엉덩이의

실제 짝짓기 심리에서의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비율이 7대 10인 일명 모래시계와 같은 몸매라고 한다. 풍만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성적 매력

엉덩이에 대한 잘록한 허리의 0.7비율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이 넘치는 낯선 이성이 접근하여 ‘오늘 나랑 데이트 할래요?’,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생식능력의 표상이기도 한

‘오늘 밤 나랑 잘래요?’ 라고 유혹하는 실험을 해보았다고 한다.

것이다. 굳이 따지고 분석하지 않아도 남성들은 유전자 속에 훌

그 결과, 남성의 72%가 침대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긍정적

륭한 어머니가 될 만한 자질과 매력을 품고 있는 여성을 본능적

인 반응을 보이고 50%가 데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으로 알아보고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은 성적자

여성의 경우 침대 상황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경

산이 풍부한 배우자를 선택해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고자 하

우는 0%이고 53%의 여성이 데이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는 비교적 단순한 전략으로 행동한다.

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

반면, 여성의 경우 유전자 전수를 위해 임신과 출산의 과정

어서 신중하고 까다로운 전략을 사용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을 겪으면서 남성보다 훨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소모해야 한다.

러한 남녀의 성에 대한 심리의 차이는 에로물을 대하는 태도에

그래서 여성은 남성적 호르몬이 넘치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파

서도 볼 수 있다.

트너뿐만 아니라 동시에 안정적으로 자신과 자식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을 선택하고자 한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외모를 일순위로 보는 남성과 달리 여

여자는 왜 포르노보다 로맨스 소설에 더 끌리는가?

성은 외모도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성의 용기와 아량, 자신감
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게 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인류학과 교수인 도널드 시먼스는

다. 그러니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복잡하

‘Warrior Lovers’라는 책에서 에로물을 통해 본 남녀의 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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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자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럴 때 여성은
약해진 성적 교섭력을 어떻게 보충해갈까?
여성은 제도적인 교섭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약해진 성적
교섭력을 세련되게 향상시켜 나간다. 자식이나 친인척의 네트워
크를 공고히 만들어 가면서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로 옮겨가기
에는 그 전환비용이 너무 크게 드는 것에 부담을 느껴 쉽게 옮
겨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를 지키면서 진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또 다른 심리적 매커니즘의 예로 질투심을 들 수 있다. 흥미로
운 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파트너에게 가장 질투심을 많이
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느끼는 경우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대체로 아주 값싼 비용으로 끊임없이 성욕을 표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성 파트너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

하는 남성의 판타지를 담은 포르노그래피티를 좋아한다. 하지

졌을 때 가장 크게 질투심을 느낀다. 왜냐면 가족 부양의 의무

만 여성들은 낭만적인 부분이 없이 성적인 이야기만 가득한 포

를 가지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의 유전자를 키우기 위해 자

르노에는 열광하지 않는다. 대신 여주인공의 사랑에 의해서만

신의 노력을 허비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가장 꺼리기

길들여지고 평등한 연인관계 속에서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는

때문에 본능적으로 강한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강하지만 로맨틱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 로맨스 소설에 더 열
광하게 된다.

그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남성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정서적 교감을 가질 때 가장 강한 질투심을 느낀다. 이는 자신

여성들의 이러한 심리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자신과

많은 여성들이 열광하는 남자 주인공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으

자식들을 돌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

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외모, 경제력 등을 모두 갖춘 완벽한 남

고 한다. 이러한 질투심은 여성의 경우 훨씬 민감하게 작동되어

자 주인공이 오직 한 명의 평범한 여주인공 앞에서는 너무나 로

진다.

맨틱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성의 판타지를 담은 그
모습에 수많은 여성들은 몰입하고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 전수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심리

진화하는 인간의 미래

적 특성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진다. 남자는 보통 상대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여자는 자기가 사

이상에서 살펴본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암수 그리고 남녀

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만족감과 의욕을 가지게 된다. 또 남자는

의 행동특성의 차이는 지극히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것으로 인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사랑을 원하고, 여자는 관심을 기

간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울여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남

인간은 생물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문화적 영향을 동시에 받

성과 여성은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만나고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자손을 번식하는 일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이 가
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남녀의 심리적 매커니즘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만 살 수 없고 보편적인 사회의 윤리와
의식들 속에서 서서히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녀가

배우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남녀의 각기 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

른 심리적 매커니즘을 살펴보는 것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

에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남

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준다.

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차이로 눈을 돌려본다면, 이성을 대할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는 여성의 성적 교섭력이 더 강하여 대
부분의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과

때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쉽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시하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게 된다. 동물의 경우 수컷이 공작의

존 그레이가 말했듯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

꼬리처럼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

자’처럼 전혀 다른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변화시

력하면서 암컷으로부터 선택받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키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상호보완적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의 성적 자산은 급
격히 소진되면서 교섭력이 약해진다. 남성은 또 다른 배우자를
찾아 눈을 돌리게 되는 근성이 있고, 여성은 안정적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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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인간 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홍숙영 칼럼 -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영혼의 파도타기, 소울 서퍼

베서니 해밀턴

인간의 의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순간까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인
지 궁금하다. 우리는 하와이 출신 서퍼 베서니 해밀턴(Bethany Hamilton)을 보면
서 인간의 한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베서니 해밀턴은 서핑을 즐기는 부모와 함께 바다
에서 놀며 성장해 간다.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세계적인 프로 서퍼를 꿈꾸는 소녀
베서니는 여러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량을 뽐내고 유수 업체의
글 홍숙영

후원까지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 덮친 불행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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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열세 살 때, 서핑 연습을 하던 중 상어에게 한쪽 팔을 물리는 끔찍한 사
건이 일어난다.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베서니에게 의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
적이라고 했지만, 서퍼에게 있어 외팔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바다를 사랑했으
나 바다에서 이 같은 불행을 당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좌절했을까?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베서니는 2004년 태국 푸켓 쓰나미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과 가족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날 한 가닥 끈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때부터 그녀는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축복
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두 팔이 있을 때보다 더 많
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베서니.
끊임없이 넘어지고 물에 빠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마침내 2005년 미
국 학생 서핑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이어 2009 서핑프로협회(ASP) 주최 세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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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말한다. 인생은 서핑과 같다고.
서퍼는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곧바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빠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대로 휩쓸려 가버리듯
절망에서 헤매다보면 불행한 채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파도 너머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희망의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회에서 2위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제 그녀는 몸으로 서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
인한 의지와 서핑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영혼을 바쳐 파도를 타게 된 것이다. 베
서니 해밀튼의 이야기는 최근 영화 <소울 서퍼>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녀는 말한다. 인생은 서핑과 같다고. 서퍼는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곧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빠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면 그
대로 휩쓸려 가버리듯 절망에서 헤매다보면 불행한 채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파도 너머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희망의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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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내 삶의
존재 이유!
이번 칼럼에서는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핵심요소 5가지(지식, 동기부여, 다양성, 동심, 기
법) 가운데 ‘다양성(variety)’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 천상천하유아독존!
아마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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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때 개그콘서트의 터줏대감 코너였던 ‘봉숭아 학당’. 여기서 선도 부장으로 나오는 훤
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의 개그맨 이정수. 그의 짙은 눈썹만큼이나 고독 어린 표정에서 튀
어나오는 독백!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친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어지는 독백은 그의 클라이맥스다.
“천상~천하~ 유아~독~ 존!”
그리곤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줘 시청자들의 폭소를 샀다.
어느 순간부턴가 ‘천상천하유아독존’은 이정수의 강력한 유행어로 굳어졌다. 그러는 동
안 오해(誤解)도 함께 쌓여갔다.
일부 시청자들은 지금도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 쯤으로 이해를 한 것이다. 즉, ‘독존’의 ‘존’을 존재의 ‘존(存)’으로 인식했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본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하다.’라는 뜻이다. 더 정확하게는 우주(만물)의 생물들은 저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이
니 소중히 대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 말은 본시 석가모니가 탄생 직후 하늘과 땅을 가리
키며 설파한 것이다.
시인 김지하의 ‘대설(大說) 남(南), 첫째 판 산수(山水)’의 첫 머리엔 이런 글이 등장
한다.
“사람사람이 본시 모두 다 제가끔 저 생겨먹고 싶은 대로 생겨먹어 그 쌍통 생김새가 하
나도 똑같은 놈 없고.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에 풀 나무 돌멩이 왼갖 버러지 갖은 병균나
부랭이마저 다 저마다 내노라 하고 뻐겨싸면서 혹은 길게 혹은 짧게 어떤 놈은 빨갛게 어
떤 놈은 퍼렇게 제멋대로 이리저리 각각이 생겨먹었건마는 똑 한가지 같은 것이 있으니
다름아닌 생명이라 하는 바로 그 물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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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그냥 막 써내려간 것처럼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예사롭지가
않다.
‘생명’이란 물건을 제외하곤 어디 하나 똑같은 것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은 힘줘
말한다. 인간도 짐승도 풀도 나무도 돌멩이도 심지어는 병균 나부랭이도. 한 마디로 ‘천상천하유
아독존’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나와 그대, 그리고 우리 삶의 철칙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Distinct or Extinct.”(차별화냐? 죽음이냐?)

남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음뿐. 우리들이 가진 지문(指紋)이 제각기 다르듯 생각의 지
문도 행동의 지문도 달라야 그게 정상이 아닐까.
70억 지구촌 구성원 가운데 나 자신과 동일한 외모나 두뇌, 성격을 가진 존재는 없다. 절대자
신(god)은 나 자신 외엔 그 누구도 빚어 내지 않았다. 우리들이 가진 DNA가 부동의 증거가 아
닌가.
따라서 나 자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희소성으로
따지자면 다이아몬드 따윈 애당초 비교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존귀한 존
재란 없는 것이다.
그걸 수긍한다면 자신만의 개성(個性)을 마음껏 표출해야 옳다. 그런 개성들이 서로 얽혀야 우
리 사회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다양성은 창의력의 모태(母胎)다.

★ 동조, 영혼이 사라진 인간!
질문 하나.
물의 흐름에 맞춰 가장 완벽하게 움직이는 물고기라면?
“고등어, 다랑어, 참치…”
머리에 든 물고기 이름은 몽땅 쏟아져 나온다.
그럼에도 모두 빗나간 답변뿐이다.
정답은 ‘죽은 물고기’다.
Only dead fish swim with the stream.

더 이상 신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죽은 물고기라면, 분명 완벽하게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
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개성을 가린 채 늘 주변 상황에 편승(便乘)하고 권위에 잽싸게 동조(同調)하는 삶이
라면, 그건 죽은 물고기와 진배없다.
살아 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의 흐름에만 편승해 움직이지는 않는다. 살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험난한 물살을 거스르고 나아간다.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존재한다.
뭐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말없이 동조하는 사람, 동조를 거부하는 사람. 앞의 두 사람은
관리하기 좋은데, 마지막은 늘 눈엣가시거리다.
일요일 날 축구 동호회 모임을 끝내고 몰려간 짜장면 집. 메뉴판이 돌면서 은근히 옆 사람 눈
치를 살핀다. ‘난, 유산슬밥’이라고 입안을 맴돌지만, 총무의 “오늘은 짜장면으로 통일!”이라는 발
언에 그냥 묻어간다. 괜히 잘난 척 깐죽거리다가 손가락질 당하기 싫다. 우리는 하나라는 무언의
동조 압력이 연출한 서글픈 해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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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웃집 아이가 발레학원 다니면 우리집 아이도 발레
학원을 가야 한다. 또 같은 반 친구가 미술학원 가면 우리
아이도 미술학원 보내야한다. 안 그러면 속이 불편하다. 모
두 조바심이 낳은 동조현상이다.
기업도 그렇다. 창의력이나 업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도 좋
지만, 협조적이고 충성심 높은 인재가 애정이 간다고 공공
연히 드러낸다.

★ Create or Die!
한 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시크릿 가든’. 드라마 속에
서 주인공 현빈이 읽은 책들은 다음 날 대형 서점 베스트셀

다음 사례를 보자.

러 목록에 올랐다.
교수님이 음악을 한 곡 틀어놓고 ‘이퀄라이저’라는 기계

친구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약정기간이 한

로 고음대와 저음대의 소리를 조절하면서 무엇이 다른

참 남았고 딱히 통화와 문자메시지, 게임 외엔 별로 사용하

지, 어떤 소리가 더 좋은지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

는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기존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최신

다. 다른 학생들은 ‘이전 소리가 낫다’ ‘아니다’ 하며 열띤

형 스마트폰으로 곧장 갈아탄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아무 차이도 느낄 수 없

동조는 발상의 근친(近親) 교배다. 지금도 기억에 선하다.

었다고 한다.

한반도에 들어온 무례한 포식자 황소개구리. 10여 년 만에

당황한 친구는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에게 ‘정말

그 모습이 사라졌다. 결정타는 새로운 천적의 등장 때문이

들리냐’ ‘혹시 음색 조절하는 기계가 꺼진 것은 아니냐’

아니라 바로 근친교배가 원인이었다.

고 두 번이나 확인을 했다. ‘잘 들어보라’는 위로의 말이

삶 속에서 동조해 잃는 이익과 동조하지 않아 잃는 이익,

돌아왔을 뿐이었다. 친구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에 회의

어디가 클까? 단언커니와 전자(前者)가 훨씬 크다. 그대의

가 들었다고 했다.

길을 간다는 것을 두려워 마라. 가다보면 간혹 길을 잃을 수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난 뒤 교수는 기계가 꺼져 있었던

도 있다. 하지만 길을 잃는다는 것은 머잖아 새로운 길을 찾

것을 확인하고 사과했다.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주위에 동조를 잘 하는 인재를
(이지선의 ‘푸르메 칼럼’에서)

‘협조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반겨왔다. 조직의 동질성
과 협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

누구나 위와 같은 경험을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우린

다. 하지만 이런 동조현상은 결국 개개인의 창의력과 독창성

다수파 의견이나 권력자, 언론 등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을 짓밟고 고정관념 타파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조직

수용(동조)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

의 역량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다.   

창의력은 밥이다
김광희지음・360쪽・값 15,000원
넥서스biz (www.nexus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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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에 미쳐라
김광희지음・351쪽・값 15,000원
넥서스biz (www.nexusbook.com)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그랑블루
심연의 자유와 고독을 사랑한 두 남자의 우정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그리스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
서로 경쟁하며 동시에 진한 우정을 나누는 두 소년 자크와
엔조가 살고 있다. 자크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나고 아
버지마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강인한 어머니 밑에
서 자란 엔조는 동네 패거리를 이끈다. 감수성이 강하고 여린
자크와 천하무적 엔조의 공통점은 잠수를 사랑한다는 것.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자크에게 프리다이빙 세계챔피언인
엔조는 세계대회 참가를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자크는 보험사
직원인 조안나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사랑을 나눈 뒤에
도 바다로 들어가 돌고래와 시간을 보내는 자크를 보며 조안나
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바닷속 깊이 잠수해 들어간 뒤 수면
으로 다시 올라올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자크에게 조안나는 당
신 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사랑에 서툰 자크는 우정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유일한 벗인
엔조를 보내고 만다. 자크와 함께 다이빙을 겨루던 엔조가 무리
하게 그를 넘어서려다가 숨지고 만 것이다. 자크가 조금만 엔조
를 이해했더라면 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로 인해 자크는 자책감에 빠지고 자크의 아이를 가진 조안나
는 결국 자크가 자유롭게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떠
나보낸다.

그랑 블루 Le Grand Bleu The Big Blue (1988)
감독 뤽 베송
출연	장-마크 바 (자크 마욜 역), 로잔나 아퀘트 (조안나 베이커 역),
장 르노 (엔조 몰리나리 역), 폴 셰나르 (로렌스 박사 역),
세르지오 카스텔리토 (노벨리 역)
장르 드라마, 로맨스/멜로
시간 110 분

<그랑블루>는 전설적인 프리다이버 자크 마욜과 엔조 마이
오르카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영화이다. 인간은 폐
구조상 40~50m 이상을 잠수할 수 없다는 상식을 깨고 자크
마욜은 수심 105m 무호흡 잠수에 성공하였으며, 엔조 역시
101m까지 잠수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자크 마욜은 영화에
서처럼 실제로도 돌고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호모 델피누스

개봉 1993-05-15

(Homo Delphinus : 돌고래 인간)라고 불릴 정도로 돌고래와

국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교감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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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다이빙 장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인데 이는 뤽 베송 감독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스쿠버 다이빙 교사를 부모로 둔 뤽 베송은 늘 자크 마욜을 동
경하였으며 잠수에 능숙하였다. 그는 신기록에 도전하는 도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그랑블루>에
카메오 출연하기도 하였다.
신비하고 변화무쌍한 바다의 매력에 빠져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
거나 바다에 도전한다. 그 중에서도 프리다이버들의 바다에 대한 사랑은 보다 특별한 것 같다. 태
생적으로 심연으로 잠수해 들어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바다와 하나
가 된다. 아무런 도구나 인위적인 처치 없이 그대로 바다로 스며드는 축복 받은 종족이며, 바닷속
에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유전자를 지녔다.
심연의 자유와 고독, 다이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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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잊지 못할
스쿠바 다이빙의
추억 밟기

누구나 다이빙을 하다보면 한번 이상은 멋진 풍광을 본적이 있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을 것

글 이현희 / 사진 편집부

이다. 위험한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바다 속의 멋진 풍광을 보기도 했을 것이며, 재미있는
사연들도 많을 것이다. 아마도 다이빙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추억의 앨범을 채워줄 사연들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이다. 가끔은 로그북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싶어 추억의 바다에 잠시 풍덩하고 빠져보려고 한다.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은 상어와의 조우 - 피지에서의 샤크피딩
처음 다이빙을 필리핀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다이빙을 간 크게도
피지의 샤크피딩하는 곳으로 향했다. 샤크피딩하는 곳이 몇 군데 있
다는 것을 듣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는 곳을 가야지 하며 간을 잠시
붙들어 놓고 호기를 부려 초짜다이버의 모험을 시작하였다. 가는 길
은 육신을 괴롭혀야 했다. 좁은 비행기안에서 몸을 10시간 이상 접어
야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도 몸을 펼 기회를 주지 않아 도착할
때쯤에는 몸이 반쯤 접혀 있어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다이빙 두 번만
갔다가는 반병신이 될 것 같았다. 이렇게 고생하며 도착했는데 향이
짙은 음식을 대하는 순간 또다시 나의 육신의 반란이 일어났다. 비위
가 약한 나는 일주일내내 향이 없는 음식을 고르다보니 튀긴 음식만
죽어라 먹어야 했다. 욱! 지금도 생각하면 느끼하다.
피지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았다. 다이빙을 나갈 때에는 본의 아니게
목숨을 저당 잡히고 험한 파도를 헤치고 엉덩방아를 쪄가며 신나는
바이킹의 모험을 즐기게 되었다. 오후에는 파도가 더 높아져 오전에 2
회 다이빙만 하였다. 아마도 무모한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피지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만 샤크피딩을 하였다. 드디어 상어와 조우하는 날이다. 설레는 마
음으로 배를 탔는데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혹시 상어에게 물려서 나의 다리가 한
쪽 떨어져 나간다면? 상어가 나만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피냄새를 맡으면 더 사나워진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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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생각은 우주를 넘어 무한대로 뻗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

가 방향을 돌려 돌아가는 것이었다. 휴우! 살았다. 나는 마치 새

삼 실감하며 콩당콩당 거리는 마음을 주저앉히려 애를 썼다.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듯 했다. 그것도 잠시 먹잇감이 더 많이

가는 길은 험난했다. 그 험난함에 나는 그만 항복하여 아침에

나오니 상어들의 요동이 시작되었다. 타이거 상어. 화이트 팁 상

먹었던 음식을 물고기들에게 보시를 하기 시작했다. 도착했을

어 등 여러 종류의 상어들이 먹이를 받아먹고 사라졌다 다시

때는 이미 눈은 풀려 있고 위는 뒤집힐 대로 뒤집혀 있었다.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도 이 잔치상을 스쳐 지나
갈 수 없었는지 전쟁이었다.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아수라장이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다이빙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미지

되었다. 먹이를 앞에 두고 경쟁할 때 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

근한 물로 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들어가기도 전부

간만이 가능한 것 같다. 이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왜 이리 대

터 심장박동이 예사롭지 않았다. 진짜 상어를 본다고 하니 그

견하고 격이 있다고 느꼈는지….

것도 수십 마리를… 도저히 심장 방망이가 런닝머신의 속도를
올리듯이 빨라졌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슈트가 심장을

여하튼 상어에 대한 나의 첫 경험은 거의 혼수상태 직전이었

더 조여 왔다. 여러 명의 가이드가 동반했는데 상어에게 피딩을

지만 출수해서 나왔을 때는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

하는 가이드는 정해진 사람만 한다고 한다. 그 가이드는 손에

내 인생의 남는 날들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

쇠사슬장갑을 끼고 생선이 가득한 먹이상자를 들고 아래로 내

하고 또 다짐했다. 물론 작심삼일이었지만 말이다.

려갔다. 내려가지 전에 주의사항을 들었지만 너무 겁이나 버디
를 꼭 잡고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

인생은 모험이다. 이러한 모험은 늘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준
다. 동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어야

20m정도 내려가니 상어피딩하는 장소가 있었다. 가이드가

생존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주변에 둥그렇게 앉아있었다. 이미 피냄

인간사회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새를 맡은 동네물고기들이 잔치상을 받으려고 모여들었다. 음

새삼스레 자연의 섭리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왔다. 인정

산한 기운이 감돌더니 드디어 상어들이 한 마리씩 나타나기 시

하기는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내가 만

작했다. 상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갑자기 멘탈 붕괴가 일어

일 강자 편에 서게 된다면 나라도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야 하

나는 듯 했다.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띵하였다. 거기다 엎친데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나는 생존만이 전부가 아닌

덮친 격으로 속까지 다시 뒤집혔다. 그때다. 커다란 상어 한 마

인간이니까!

리가 먹이를 받아먹더니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상어
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포감은 죠스에 의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서 어떤 공포영화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숨이 멈추기 일

패롯피쉬의 잔치날 - 시파단에서의 생일잔치

보 직전 다른 가이드가 쇠막대기로 상어의 입부분을 치니 상어
예전에는 시파단의 본섬에서 다이빙이 가능했는데 이
제는 그것이 어려워졌다. 할 수 없이 바다위에 떠 있는
멋진 리조트인 카팔라이를 가려고 했지만 일본인들의
점령으로 마블섬에 짐을 풀었다. 이곳도 그림같은 리조
트의 풍광들이 펼쳐져 있고 천상의 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시커멓고 오염된
공기만 마시고 살다가 청정지역에 와서 마시는 공기만으
로도 배가 부르니 갑자기 무언가 더 갖겠다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 내 모습이 허망해졌다.
6박 7일 동안의 일정이었지만 시파단의 바다는 이 날
들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과 귀여운 친구
들과 환상적인 바다정원이 늘 반겨 주었다. 만나는 친구
들마다 여유로워 보였고 늦잠꾸러기 거북이는 곳곳에서
자고 있었다. 반짝이는 햇살은 이들이 입은 옷들을 더욱
더 화려하게 비추니 내가 입은 검은색의 슈트가 부끄러
울 정도였다. 이렇게 며칠을 산보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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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그러던 어느 날, 호주에서 온 팀과 같이 다이빙을 나갔는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든 끝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는 부류가 있

그 곳에는 바라쿠다 무리들이 무리를 이루며 휘감고 있었다. 침

는데 여기서도 역시나였다. 잔치가 끝난 장소는 마치 전쟁이 지

략자라고 붙여진 이름만큼 이들은 마치 군인처럼 일사분란하

나고 간 것처럼 폐허가 되었다. 매너도 없이 청소도 하지 않고

게 바다를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빨에 가득 담고 행진을

사라진 것이다. 누런 이빨이 이미 이들의 매너를 말해주고 있기

하고 있었다. 표정만큼은 아주 결연하다. 한참을 이들과 잡담을

는 했지만….

하며 놀다가 더 이상 화젯거리가 없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동한 곳에는 패롯피쉬들이 잔치를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패롯피쉬들은 아침 새벽에 무리를

벌이고 있었다. 아마도 높은 레벨의 패롯의 생일잔치가 아닌가

이루어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싶다. 몸무게가 나의 다섯 배 이상 정도 될 것 같은 100여 마리

한다. 비록 이들의 행진은 보지 못했지만 잔치하는 모습을 본

의 패롯무리들이 주변의 산호들을 커다란 이빨로 쪼아 먹고 있

것 만으로도 무언가 가슴에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일상을 살

었는데 온 바다가 스모그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다. 먹이에 집중

면서 사소한 일들이 행복감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하느라 우리가 다가서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덩치큰 거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뿌듯함을 안겨주는 것은 많다. 이 글을

도 초청을 받았는지 같이 먹이를 먹고 있었다. 혹부리 영감처럼

쓰면서 그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며 기분이 좋아졌다. 이참

머리에 혹을 하나씩 붙이고 토끼이빨처럼 돌출된 앞니 두개가

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한 번 더 생

양치질을 안해서인지 누렇게 찌꺼기들이 끼어 있었다. 그런 이

각해 보아야겠다.

빨들을 들이대며 음식을 먹는데 그 식성이 무서울 정도다. 주변
의 산호들이 무참히 깨져나가고 이빨사이로 산호가루가 튕겨져

생각해보니 패롯피쉬가 우리를 초대한 것이었는데 감사의

나오며 주변을 아주 초토화를 만들고 있었다. 만일 시간이 된

인사를 못했다.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 지면을 빌어

다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마리씩 잡아서 양치질을 시켜주

패롯의 짱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그 잔치에 초대해 주어서 고

고 싶었다. 얼마나 개운하겠는가?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러한 귀

맙다. 고마움에 나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무래

한 풍광을 놓칠 수가 없어 사진셔터를 꼭꼭 눌렀으나 뿌연 안

도 살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참는 것이니 이해해 주리라 믿

개 속에서 무엇인들 제대로 나오겠는가? 결국 인간사진기에 담

는다.

아둘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지나 파장분위가가 되었다. 큰 놈
들이 움직이니 나머지도 그 무리를 따라 하나 둘씩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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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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력평형 장애와 코피

처음 다이빙을 접하고 한달 후 연속으로 다이빙을 일주일 정도 한 후부터 이퀄
라이징이 잘 안되더니 왼쪽 귀(오른쪽 귀는 거의 정상)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
니다. 어떤 때는 왼쪽 귀가 며칠 멍멍하기도 하고, 코를 잡고 바람을 빼보면 왼쪽 귀
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보니 담당 의사께서 왼쪽 귀가 어렸을 적 중이염을 앓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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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냐 하면서 왼쪽 귀의 상태가 원래 안좋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니 다이빙을 포기하지 않을거라면 절대 무리해서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이빙할 때 마다 코피가 흐르네요.
특히 하강 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승할 때 뭔가 간지럽고 부글부글 하는 느
낌이 나면서 코피가 조금 나올때도 있고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이빙 할때마다 코피가 나오네요.
출수 후 코피를 닦고 코를 풀거나 침을 뱉으면 피가 섞여 나오고 잠시 후 괜찮아
지기는 하는데…. 왼쪽 귀는 뭔가 상태가 계속 안 좋은 느낌이며 한나절 멍멍하기
도 합니다. 이제는 고질적으로 자주 왼쪽 귀가 압력평형이 원활하지 않네요. 그리고
후드를 쓰고 다이빙 할 때는 더욱 심해지고 특히 왼쪽 귀는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서 웬만하면 후드는 안 쓰고 다이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이빙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왼쪽 귀에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닌지….
박사님 의견을 들어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압착에 의한 비출혈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개제합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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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다이빙을 하다 보니 공기 공간의 압착으로
인해 귀(중이) 속의 출혈과 어쩌면 부비동의 출혈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압력 평형이 안되는 상태로 다이빙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디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한번 봐드렸으면 합니다. 연락 한 번 주십시요.

질문 : 압력 평형

2010년 11월말경부터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서 2개월가
량 치료를 했는데 편도는 다 나았는데 계속해서 목과 혀가 이상

안녕하세요. 박사님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해져서 선생님께서 종합병원에서 검사

얼마 전에 왼쪽 귀만 압력평형이 되지 않아 질문을 올렸던 다

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 MRA, 목 CT, 목 MRA, 신경과

이버입니다.
박사님의 조언대로 강릉의 아산병원을 찾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해 달라 하였으나 당장 검사는 해줄 수 없
고 2주간의 약물치료를 먼저 받아보라기에 어쩔수 없이 약을 처
방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약의 처방전에 보면 알레그라정
120mg 하루 한알싹 14일분, 슈다페드정 1일 3회 14일분입니다.
며칠전 삼척의 광징항에서 무료교육행사가 있어 참석하였으
나 왼쪽귀가 여전히 압력평형이 되지 않아 다이빙을 포기하고

에서 근전도검사 일체를 했는데 판정 내릴 병명을 찾지 못했답
니다.
답답해서 경희대 침방과에서 침을 맞았는데(아는 한의사 권
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신경과에서 몇 달을 기다려보면서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다이빙과 혹시 관련이 있
는게 아닐까라고 해서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7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저의 경우 다이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받았는데 우연히 MRI 찍은 결과에 심하지는 않으나 축농증이

참고로 말이 어눌한 것은 술취한 사람이 말할 때랑 비슷하답

조금 보인다고 하였고 치료를 요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본

니다. 혹은 풍 맞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

인이 불편하다면 이비인후과를 연결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치

고요. 바쁘신 분께 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

료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낮에 잠깐 코를 잡고 육지에서의 압력평형을 시도해
보았더니 아주 쉽게는 아니었지만 압력평형이 되었습니다. 이 글
을 쓰는 순간에도 다시금 생각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다시 또 왼

답변 : 뇌
 동맥공기색전증
(CAGE : Cerebral Arterial Gas Embolism)

쪽 귀만 되지를 않습니다.
오는 6월 9일에 필리핀 세부로 다이빙 투어가 약속되어 있습

적어주신 증상은 뇌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CT/MRI

니다. 만약 정 안되면 그냥 스노클링이라도 하고 올 생각으로 나

에서 발견을 못했다면 아마 언어중추 쪽에 미세한 손상이 온 것이 아

가기는 합니다. 박사님! 강원도 태백에서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닌가 보여집니다.

박사님께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에 뿌리
는 스프레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효과가 있는 것인
지요?
긴 글 읽어주신 데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빙 내용을 전혀 안 적어 주셔서 감압병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
란하군요.
다이버나 다이빙 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압병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감압병에 의한 뇌동맥공기색전증은 CT/MRI에 나타나

답변 : 압력평형 – 다이버의 영원한 숙제

지 않는 작은 크기의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적어주신 유사한 증상
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가 될 만한 프로필의 다이빙

부비동염이나 만성비염 등은 그 쪽 이관 입구에 염증을 동반하여
압력평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이 가능합니
다만 수술 등 치료법은 아직 확실한 치료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는 강원도 태백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경남 진주에서 진

을 하였다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챔버 치료를 조속한 시간 안
에 시작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바쁜 사람 시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이
정도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호전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료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질문 : 다이빙 후 어눌해진 말투

이어진 질문 :

앞서 질문드린 아이디 한***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스포츠

1993년도부터 다이빙을 시작했고 1999년도에 다이빙강사가
된 다이버입니다.

가 스쿠버인데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박사님께 질문을 드린 후 한양대 병원에 4일간 입원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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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비용과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검사결과는

질문 : 삼출성 중이염 수술 후 다이빙

명확하게 판단이 나온 것이 없고 신경과 교수님의 말씀은 “혀로
전달되는 신경에 미세한 손상이 온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기다려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아래
로 내려오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션블루 인도네시아점 이** 강사입니다.
오픈워터 해양실습을 마친 교육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0대 후반 여성분이고요, 한쪽 귀는 3번, 다른 한쪽은 1번 수

그래서 박사님의 말씀하신 챔버 치료에 대하여 생각해 보다
가 서귀포병원에 챔버 치료를 한다고 해서 서귀포병원 신경과 챔
버 치료를 상의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3번을 치료하고 2주에 3번 정도하면서 몇 달 했으면 해
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몸에 이상이 오면 다이빙을 하지 말아

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조고막을 사용 중이고요, 다이빙하기 전 병원을 다녀
왔고, 귀마개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다시 병원을 갔을 때 약간 찢어져 있던 고막
이 더 크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이비인후과 입니다.

야지 뭔 다이빙이냐라고 핀잔을 받을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릴

고막 안에 물이 약간 차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의사 말로는

까 하다가 저에게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만은 유일한 즐거

약처방을 해줄 테니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다이빙을 해도 좋다

움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 드린대로 어릴 때 소아마비 때문에 좌

고 합니다.

측 다리가 불편해서 물에서 하는 운동 빼고는 하는 게 없어요.
참고로 혀에 이상이 오고 필리핀(3월)에서 휴양하면 좋아질
까 하고 다이빙을 많이 했습니다(50탱크 정도). 그리고 국내
(4~6월까지)에서도 10탱크 정도 하고요.
제가 느낄 때는 다이빙을 하고 안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주병원 신경과 과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무리는 하지 말고 하

중이염은 없다고 하는데, 왠지 다이빙을 모르는 의사분이라서
믿음도 좀 덜가고….
유** 대장님께 여쭤봤는데,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이빙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위에서 다이빙을 한다고 많
은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은 충고를 하셔서 귀찮을 정도입니다.

답변 : 삼출성 중이염으로 환기 튜브 삽입 수술 후 다이빙은 무리

이런 질문 박사님께 부담되는 질문은 아닐지 죄송스럽네요.
고막에 환기 튜브 삽입 수술을 그것도 세번씩이나 했다면 다

답변 : 스스로 결정하셔야 할 문제

이빙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받은 고막은 정상고막과 비교해서 약하고 얇게 붙기 때
문에 압력 차이에 의해 쉽게 손상이 됩니다. 현지 의사 분이 하

신경과 관련되는 질환은 많은 경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에서 쳄버 치료를 했다고 하시고 앞으로 2주 동안 3번 정도
치료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 치료 프로토콜이 왠지 어색합
니다.

신 말씀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차있다면 어째서 중이염이 없는 것인지,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인
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 판단으로는 스쿠바 다이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다이빙 프로필이 많이 나빴다면,
그래서 감압병이 의심된다면 챔버 치료를 시도해보자고 한 것이고 현

합니다만 최종 판단은 직접 보고 또한 검사를 해본 후에 해야
할 듯 합니다.

재 느끼시는 증상은 아무래도 원인 미상의 신경 손상 혹은 질환으로
미각을 잃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이빙을 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의 증상(이미 미각을 잃

질문 : 감압병?

었다고 보면)을 더 악화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라면…. 무리해서라도 다이빙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여성 35세 다
이빙강사입니다.
금일 3회 다이빙 후 문제 발생
약 10일만의 처음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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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보름간 식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답변 : 감압병 ?

1회다이빙 일반공기사용
수심 10미터, 25분

“다이빙 후에 나타난 증상은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

2회다이빙 나이트록스 36%

은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지만 감압병을 간과해서 더

수심 12미터 25분

큰 문제로 키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측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안전정지 시 어지러움증 느낌

말입니다.

출수 후 상태가 양호해져 3번째 다이빙 그대로 진행

“다이빙 후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감압병이 아닐 수도 있다” 라

3회 다이빙 나이트록스 36%

는 말도 역시 다이빙을 너무 위험한 레포츠로 간주하게 될 것을 두려

15미터, 25분

워해서 드리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이빙 중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출수,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방카보트 위에서 30여분 취침

어지러움이 다이빙 후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기상 후 전신에 힘이 없어 부축 받아 샵으로 이동

다이빙 후 바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지속된다면 내이 감압병 혹은

구토, 현기증 지속

중추신경 감압병 증상으로 간주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

현재 100%산소 (다이빙레귤레이터로 공급 중)

런 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고 하신다면 “예

우선, 산소 공급 중인데 응급조치 및 환자 케어 향후 상태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변화에 따른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이빙 프로필이 완만하고 안전해 보이는데도 감압병이 왔다면 ‘원
형와 개존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 탈진 ?

쭈욱 괜찮다가 개존증으로 기포가 한번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부터는 계속 통과하면서 감압병을 야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이빙 하고 나서 하루 이틀 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강사가 될 정도의 경험이 축적된 분이시라면 이 정도 프로필로 감
압병이 오기는 힘들 듯 하고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탈수 등 요인이 있으므로) 더위와 부실한 식사와 탈수 등으로 인한 탈
진 상태일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소는 어차피 도움이 될 것이니 병원 가셔서 링거 1~2 병 정맥주

다이빙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어지럼증으로 간주해야겠습니다.
이석증(양성 발작성 자세성 현훈) 혹은 전정신경절염 등 어지럼증
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 질환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저것 잘 맞지 않을 때는 뇌의 MRI/MRA 촬영을 해보는 것도
권하고 싶은 진단 절차입니다. 얼른 쾌유하시길 빕니다.

사로 넣어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물도 많이 마십시요.
가급적이면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터 같은 액체가 좋을 듯 합니다.

질문 : 다이빙 후 현기증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 경험은 전혀
없었는데 다이빙 후에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
니다. 다이빙 경력은 8년 정도 됩니다.
3일전 다이빙을 갔었습니다. 평소 배를 아무리 오래 타도 배
멀미나 배에서 내려도 울렁거림증 같은건 전혀 안 하는 체질입
니다. 그날 입수 3번 하였구요. 공기통도 3통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정정지 제대로 지켜서 하였구요.
배를 탄 시간은 대략적으로 50~60분 정도 탔습니다.
다이빙 다녀온 후 3일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귀 쪽은 전혀 불편한 곳 없구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박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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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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다이빙
글 편집부 / 사진 SSI Korea 제공

현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다이빙을 배우고 있고 능력있는 여성

알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다이빙 강사도 많이 활동하면서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

로 본다.

고 있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인 1960년대만 하더라도 다이빙이
란 영역이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레저 활동이라고 모든 사람

반면 해외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만들어진 시기부터 많

들이 생각해 왔으며 일부 활동적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

은 여성들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발

분의 여성들도 이런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믿어온 것이 사실이

명자인 자끄 쿠스토(Jacques Cousteau)의 부인인 시몽 쿠스토

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이 절대적으로 남성적이고 공격적이며

(Simone Cousteau)나 호주의 발레리 테일러(Valerie Taylor)와

많은 근력을 요구하는 레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게

에바 크롭(Eva Cropp), 미국에서 상어 여인으로 알려진 유진 클

더욱 잘 어울리는 레저스포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

락(Eugenie Clark) 등이 대표적인 여성들이다. 이처럼 과거로부

가고 있는 추세이다.

터 현재까지 직업이든 취미이든 다이빙의 역사와 여성들도 함께
하였음을 볼 때 다이빙이 결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란 착각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언제부터 여성 다이버들이 생겼을까?
과거 우리나라에서 여성 다이버가 언제부터 활동하였는가는 분
명치 않으나 “해녀 연구(강대원(1973).한진 문화사)”란 문헌에 따

다이빙시 남성과 여성은
어떤 신체적 차이가 있을까?

르면 4세기경에 해녀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자료가 있으며, 다산
정약용이 경상도 장기현에 유배되었을 당시 지은“잠수하는 아가

흔히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사(兒歌詞)”라는 시가의 내용을 보면 잠수를 하다 죽은 며느리

특징이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피하지방층

를 기리는 어느 시아버지의 슬픈 심경을 노래하는 것으로 조선

이 발달되어 추위에 강하다는 등의 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해안에도 많은 해녀들이

런 사실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일본의 해녀

생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해가 반영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가 3만여 명이었고 그중 제주도에서만 11,000여명이 거주하였던

먼저 근육량은 남성에 비해 덜 발달하였는데 이는 호르몬의 영

것으로 보아 제주도가 해녀의 발상지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

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빙이란 관점에서 볼 때 근육량

며 이들 해녀가 우리나라 최초의 다이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 부족이 결코 다이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해본다. 이들 해녀들은 수중 활동에 적응하면서 대단히 놀라운

수중에서는 부력이 물체의 무게를 감소시켜 주므로 영향을 미치

생리학적 적응성을 나타내었는데 겨울이 되면 해녀들은 신진대

지 않으며 육상에서는 주위 남성들의 도움을 받거나 한 번에 모

사율이 약 30%가 증가되면서 체온 증가가 이루어지고 피부로

든 장비를 운반하는 것보다 여러 번 분산해서 장비를 운반하거

가는 혈액량이 30%정도 감소되면서 체온 손실을 방지하며 파하

나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 등으로 근육량의 부족

지방의 량도 증가하여 겨울철 보온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근육량이 많으면 근육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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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거나 떨면서 발산하는 열량이 증가하여 추위를 견
디는 능력이 향상되나 이것은 적절한 보온력을 가진 슈
트를 착용함으로써 보완이 된다.
폐(호흡)는 기능면에서 남녀의 차이는 없으나 크기 면에
서는 여성이 조금 작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은 호흡
을 얕게 하는 반면 효율적인 호흡을 하게 되며 이로 인
해 수중에서 공기소모량이 작아 다이빙 시간이 증가하

여성은 피하지방이 많은 대신에 단위 무게당 부피가 남
성들 보다 크다(즉 같은 몸무게라면 여성의 덩치가 훨
씬 크다). 이것은 물과 접촉하는 표면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체온의 손실을 빨리 가져온다. 따라서 적절한
보온력을 가진 슈트를 착용해야 하며 여성 다이버와 버
디가 된 남성의 경우는 여성 다이버의 추위에 대한 상
태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심장 박동은 남성보다 조
금 빠르다. 이는 같은 운동량을 소화한다는 면에서 남성
들보다 호흡과 맥박이 빨라져 일찍 지치게 되는데 이는 평소 여

적인 검증을 거쳐 증명되진 않았지만 계속 연구를 추진 중에 있

러 가지 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단련과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

는 분야이다. 만약 생리 중인 여성이 다이빙을 할 것인가?에 대

을 통해 극복하면 된다. 또한 여성은 피하지방이 많은 대신에 단

한 문제에 봉착한다면 대부분 “몸의 컨디션(기분이 좋을 때)이

위 무게당 부피가 남성들 보다 크다(즉 같은 몸무게라면 여성의

좋을 때는 하라”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

덩치가 훨씬 크다). 이것은 물과 접촉하는 표면이 크다는 것을

거나 먹는 피임약을 복용중이라면 다이빙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하므로 체온의 손실을 빨리 가져온다. 따라서 적절한 보온

좋다. 이것 역시 증명된 내용은 아니지만 DAN과 영국 고압챔버

력을 가진 슈트를 착용해야 하며 여성 다이버와 버디가 된 남성

협회 발표 내용 중 생리 중에 감압병에 걸린 여성 다이버 중 약

의 경우는 여성 다이버의 추위에 대한 상태변화에 관심을 가질

85%가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먹
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생리 중인 여성 다이버는 다이빙을 기간

피하지방은 질소와의 친화력이 강해 근육질에 비해 많은 질소가

중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용해될 수 있으므로 근육질에 비해 감압병의 확률이 증가한다

있는 잘못된 사실 중 생리시 발생하는 출혈이 상어의 공격을 자

고 한다. 따라서 여성 다이버가 다이빙을 할 때는 무감압 한계시

극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

간을 초과하지 않고 좀 더 낮은 수심과 남은 공기량에 연연해하

혀졌으므로 생리중 상어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 말고 좀 더 적은 잠수시간을 가지는 보수적인 다이빙 패턴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빙 테이블은 미국 해군의

임신 중 다이빙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사실을 증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보

명해 줄 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임신 중일 때는 다이빙을 가급

수적인 시간과 수심을 적용해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여성은 남

적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임산부에 나

성에 비해 땀샘수가 적어서 남성에 비해 체온이 1~2℃ 정도 더

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은 다이빙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 먼저

상승해야 땀을 흘리게 된다. 땀을 흘리는 것은 몸속의 체온을

“입덧”은 뱃멀미를 하게하고 수중에서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식히는 활동이므로 땀샘수가 적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체온

임신 4개월 이후부터는 부비동과 귀의 압력평형에 어려움을 겪

이 올라가고 탈수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이빙 전과 후에

어 압력손상을 받기 쉬우며, 태아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가슴이

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눌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태아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데 성인의 경우 혈액이 순환하면서 정맥의 혈액이 새로운 산소
를 공급받기 위해 폐의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혈액속

여성만의 생리적 특징이 다이빙시 미치는 영향

의 기포가 걸러지는 것에 반해 태아는 폐로 호흡할 필요성이 없
기 때문에 혈액이 폐를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들어가게 되

여성과 남성의 가장 특징적 차이는 임신과 생리 등의 차이에서

는 구조로 이루어져 기포를 걸러주지 못하므로 단 하나의 기포

현격히 드러난다. 즉 일정 주기를 가진 생리와 임신, 또는 임신을

라도 공기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지하기 위한 피임약의 복용 등이 남성들과 다른 여성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리는 처음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생리혈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호흡하는 산소의 분압도 높아지는데 태아

액량이 불규칙해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순환계통에

의 조직중 높은 산소분압은 수정체 뒤에 섬유증식증을 발생시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해 감압병 발병확률이 증가한다고 추측하

킬 수 있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고 있다 특히 DAN(Diving Alert Network)과 영국 고압챔버 협

이같은 가능성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많지 않기 때문

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감압병 환자 956명중 사고 당시 38%

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몇 가지의 단편적인 사례에

가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추측케 한다. 다만 이것이 체계

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해녀들은 임신말기까지 다이빙을 하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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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유순하므로 수중 동식물을 해치거나 남획하는 경우가
없어 무분별한 채취와 포획으로 인한 어민들과의 마찰도 발생하
지 않으므로 해양환경의 보존적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 효과
를 나타낸다.

여성들이여 다이빙을 마음껏 즐기자!
우리는 앞에서 여성 다이버가 가진 신체적, 심리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여성이 가진 고유의 특징(생리, 임신 등)을 제외하
면 여성으로서 다이빙을 즐기질 못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는 경우가 많았는데 같은 지방의 다이빙을 하지 않는 여성들과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남성들보다 나은 다이빙 여건들을 가지

비교할 때 미숙아 출생률이 44%나 높았으며 미국 플로리다 대

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여성 다이버들이 활동하고 있

학의 마가렛 볼턴(Margaret Boulton)의 연구자료에서는 임신중

으며 특히 강사로 활동중인 많은 여성들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이

다이빙을 한 여성 208명중 유산, 사산, 저체중 출산 등의 비율이

며 힘이나 허세보다는 지식과 기술로써 그들의 교육생들을 리드

높았으며 30미터 이상의 깊이를 다이빙 했던 24명의 여성중 3명

하고 있다. 통계상 나타난 자료들 중 여성 다이버가 남성들에 비

(12.5%)은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하였다. 이는 다이빙을 하지 않

해 훨씬 정확하며 배운 대로 다이빙을 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는

는 일반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율(2%)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

데 다이빙 교육생중 30%이상이 여성 다이버 인데 비하여 다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 중 다이빙을 하고 싶더라도 만에 하나

빙 사고중 여성 사고가 10%미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를

있을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임신기간 동안은 다이빙을 피하는 것

검증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남성

이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과 여성이 아닌 동등한 다이버란 입장에서 서로의 신체적 특징
을 배려해 줌으로써 보다 진보된 다이빙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여성 다이버들의 긍정적인 측면
여성 다이버를 교육 시키거나 같이 다이빙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다이빙을 하는데 있어 남성들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중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나
타난다. 이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목적(수중 탐험,관찰 등)
을 더욱 강하게 하여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투어를 유지할 수 있
는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 여성은 다이빙 교육을 수강하면서 비
교적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준다. 그
리고 가르쳐준 다이빙 수칙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남성
들처럼 자신의 다이빙 실력을 과신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어에서
도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므로 다이빙 사고로부터 훨씬 더 안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
안하여 신중한 다이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
는데 이러한 점은 남성 다이버들도 배워야할 부분이다.
여성들은 자신 스스로가 많은 연습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완전
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
에 흔히 남성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조금 연습하면 되겠
지!”란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많은 연습을 하게 되므로 교육
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성격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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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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검정시행일정

잠수기능사
제 2회

제 4회

3월 16일 ~ 3월 22일

6월 29일 ~ 7월 5일

2. 필기시험

4월 8일(일)

7월 22일(일)

3.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 필기원서접수(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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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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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상식

프리 다이빙(Free Diving)의 경기 종목과 기록
맨몸으로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멱

3) 수직 하강 수심 경기 (Depth Apena)

질 또는 무호흡 잠수라고도 하며, 해녀들은 물질이라고도 한다. 서양

( 1 ) 불변 웨이트 경기(Constant Weight Apena, CWT, CNF))

에서는 이것을 프리 다이빙(Free Diving) 또는 브레스홀드 다이빙

한 번의 호흡으로 가장 깊게 하강하여 상승하는 경기이다. 안전을

(Breath-hold Diving)이라고 한다. 현재 프리 다이빙은 여러 형태의

위해 설치된 하강 라인을 따라 다이빙을 하나 중간에 라인을 잡거나

경기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관심과 인기를

당길 수 없으며, 최종 턴을 할 때 한번만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규정

끌고 있다. 프리 다이빙 경기는 수중 무호흡 시간 경기, 수평 잠영

이다. 자신의 목표 수심에서 정확하게 탭을 떼어 왔을 때 성공이 된

거리 경기, 수직 잠수 수심 경기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다시 핀

다. 다이빙 도중 본인의 웨이트를 풀거나 다른 어떤 부력 기구를 사

의 사용 유무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현재는 8가지 종목으로 구분하

용할 수 없어, 일정한 웨이트로 다이빙을 한다고 해서 불변 웨이트

여 기록 경쟁을 하고 있다.

경기로 명칭이 붙어졌다. 이 경기도 핀을 사용한 경기(CWT)와 핀 없
이 맨발로 하는 경기(CNF)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수중 무호흡 시간 경기 (Static Apnea, STA)
수중에서 호흡을 하지 않고 가장 오래 참는 경기(STA)이다. 물속에

( 2 ) 가변 웨이트 경기(Variable Weight Apnea, VWT)

얼굴을 넣은 체 호흡을 참는 경기이며, 모든 경기는 최종 다이빙을

하강 시에는 무거운 웨이트를 착용하거나 하강 슬레드(Sled, 썰매)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오케이 사인과 정상적으로 안정된 호흡을 했을

잡고 하강하며, 상승 시 웨이트를 버리고 자신의 힘만으로 상승하는

때 성공으로 인정된다.

경기(VWT)이다. 하강과 상승시 착용 웨이트 무게가 변한다고 해서
가변 웨이트 경기라 한다.

2) 수평 잠영 거리 경기 (Dynamic Apnea, DYN, DNF)
한 번의 호흡으로 수평으로 잠영하면서 가장 멀리 가는 거리 경기이

( 3 ) 자유하강 경기(Free Immersion Apnea, FIM)

다. 일반적으로 25m 수영장에서 경기를 시행한다. 경기 중에 턴을

맨몸으로 하강 라인을 당기면서 가장 깊게 하강하여 상승하는 경기

할 때 벽을 잡거나 차는 것은 가능하나, 잠영을 하며 바닥을 손으로

(FIM)이다. 핀이나 다른 부력 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당기거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 수평 잠영은 바다에서 다이빙하기 어

수영 능력과 하강 라인만 이용할 수 있다.

려운 조건에서 자세 교정 및 수심 증대를 위한 적합한 훈련 방법이
다. 수평 잠영 경기는 모노핀, 또는 짝핀 어느 핀이든 사용 가능한

( 4 ) 무제한 경기(No Limit Apnea, NLT)

핀을 사용한 잠영 경기(DYN)와, 핀을 사용하지 않는 맨발 잠영 경기

종목 이름과 같이 특별한 제한이 없이 최대 깊게 하강하여 상승하

(DNF) 2가지로 나누어진다.

는 경기(NLT)이다. 하강 시 무거운 웨이트 썰매를 잡고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상승 시에는 부력 기구를 이용하여 빠르게 상승하는 경기
이다. 참고로 이 경기는 룩베송 감독 영화 ‘그랑블루’에 소개되어 많
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AIDA의 세계 기록 ( 2011년 6월 8일 기준 )
종목

거리(시간)

Constant Weight Apnea (CWT)

M

125m

Constant Weight Apnea (CWT)

W

101m

Constant Weight Apnea Without Fins (CNF)

M

Constant Weight Apnea Without Fins (CNF)

W

이름

기록날자

기록장소

Alexey Molchanov

2012-06-06

Sharm El Sheikh, Egypt

Natalia Molchanova

2011-09-22

Kalamata, Greece

101m

William Trubridge

2010-12-16

Dean's Blue Hole, Long Island Bahamas

62m

Natalia Molchanova

2009-12-03

Dean's Blue Hole, Long Island Bahamas

Free Immersion Apnea (FIM)

M

121m

William Trubridge

2011-04-10

Dean's Blue Hole, Long Island Bahamas

Free Immersion Apnea (FIM)

W

85m

Natalia Molchanova

2008-07-27

Crete, Greece

Variable Weight Apnea (VWT)

M

142m

Herbert Nitsch

2009-12-07

Dean's Blue Hole, Long Island Bahamas

Variable Weight Apnea (VWT)

W

127m

Natalia Molchanova

2012-06-06

Sharm El Sheikh Egypt
Spetses, Greece

No-Limits Apnea (NLT)

M

214m

Herbert Nitsch

2007-06-14

No-Limits Apnea (NLT)

W

160m

Tanya Streeter

2002-08-17

Turks and Caicos

Static Apnea (STA)

M

11분 35초

Stéphane Mifsud

2009-06-08

Hyères, Var, France

Static Apnea (STA)

W

8분 23초

Natalia Molchanova

2009-08-21

Aarhus, Denmark

Dynamic Apnea With Fins (DYN)

M

273m

Goran Čolak

2011-10-16

Lignano, Italy

Dynamic Apnea With Fins (DYN)

W

225m

Natalia Molchanova

2010-04-25

Moscow, Russia

Dynamic Apnea Without Fins (DNF)

M

218m

Dave Mullins

2010-09-27

Naenae &Porirua, New Zealand

W

160m

Dynamic Apnea Without Fins (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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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lia Molchanova

2009-08-21

Aarhus, Denmark

제 2 회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배

해양생물 수중사진 공모전
본 대학에서는 바다사랑의 일환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통하여 바다를 이해하고 보
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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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에
본 대학에서 공모전 상패 및 부상을 시상함.
•	 심사 및 저작권
- 본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동심사하며, 모든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촬영자 본인에게 있음

제30회

韓國魚類細密畵總圖鑑

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한국어 / 영어 병용

Miniature Guide to Whole Korean Fishes
Korean / Englis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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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을 가진 모든 해수어와 담수어가 빠짐없이 수록되며, 이해를 돕기 위한 국외 종도 참고로 추가됩
니다. 한가지 명시해 두는 점은 목(目, Order)은 정상적인 순서의 반대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정순서로
진행되는 세계해수어원색도감에도 당연히 한국명 어류가 포함됩니다만 세계시리즈는 대단히 방대하여
진행 속도가 느림으로 한국어류도감을 조기에 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명 어류만 따로 추려서 역순으
로 거슬러오면 두 시리즈가 빨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명 어류 정밀화 콘텐츠의 완성’이 먼저 시급하
다고 판단합니다.
We, here in this magazine, run two kinds of illustrated fish series: the one is the series for world marine
fishes(ofcourse, Korean marine fishes included) and the other is Korean marine/freshwater fish series.
This Korean fish series is run by reverse sequence in taxonomic Orders. This is for early completion of
‘Korean Fish Book’. The world series would go a very long way, on the other hand, if we go backward
sequence, the Korean series which contains far much less species would converge soon with world
series. At the moment when the world fish series that going on regular order would meet the reverse
order Korean Series, for the first time, the complete colour illustrated Korean Fish Book would be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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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 놀래기과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혹돔
English.N. Bulgyhead wrasse
(벌지헤드 래스)

Semicossyphus reticulatus
(Valenciennes, 1839) 100cm TL
D/ spine 12 soft ray 9~10 A / spine 3 soft ray
12   P1/17 LLp/42~52

Figure 1 수컷

Figure 2 암컷

서태평양: 한국의 동해 중부 이남, 울릉
도, 남해, 제주도, 일본 남부, 남중국해에
분포.
● 몸은 측편되었고 체고가 다소 높은 타
원형이다. 모두 암컷으로 태어나며 성장하
면서 머리가 커지다가 성어가 될수록 이마
가 점점 튀어나온다. 이 단계에서 수컷으
로 변하면 튀어나온 이마는 혹 모양으로
확대 되고 더 성숙되면 아래 턱도 혹 모양
으로 불거진다. 따라서 암컷은 혹이 없다
는 설명이 있게 된다. 혹은 정소 호르몬에
의해 생긴 것으로 혹 속에는 지방분이 채
워져 있다. 어릴 때(약 20cm 이내)는 적황
색(약 20cm 이내)이며 눈에서부터 꼬리지
느러미 기부까지 수평으로 황백색 띠가 있
으며 등, 뒤, 꼬리,배 4지느러미에 넓은 흑
색 반점이 있다. 성어는 띠와 흑색 반점이
없다. 성어는 살아있을 때 선홍색이거나
청백색이며 죽으면 적자색이거나 적갈색
으로 변한다. 지느러미들도 몸색과 동일하
나 모든 지느러미들의 후단이 어둡거나 검
다. 양턱에 큰 송곳니가 여러 개 있다. 꼬
리지느러미는 어릴 때 밖으로 둥글다가 성
장하면 절단형이 되거나 안으로 약간 오목
해 진다. 바위 틈이나 굴 속에서 쉬며 활동
은 낮에 한다. 육식성이며 조개 전복 등 단
단한 껍질을 가진 무척추동물을 쉽게 부숴
먹는다. 돔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도미처럼
맛이 있지는 않다. 큰 낚시 대상물로 인기
가 있다.

Figure 3 유어

Order Perciformes Family Labridae(wrasses)

Bulgyhead wrasse
Korean.n. Hok dom (혹돔)
Semicossyphus reticulatus (Valenciennes, 1839) 100cm TL
D/ spine 12 soft ray 9~10 A/ spine 3 soft ray 12   P1/17 LLp/42~52
Distribution: Northwest Pacific: south of central East Sea, South Sea and Jeju Island of Korea, southern Japan, and South China Sea.
General: Compressed and oval shaped body with relatively deep depth. All specimen born female, head becomes bigger with growth. Male comes from
adult female, forehead of male protrudes like a bump, also another bump under lower jaw in old adult male. The bump mainly consisted of fat tissues.
Body color of juveniles orangish red with a yellowish white lateral stripe from eye to base of caudal fin and with a large black blotch on dorsal, annal and
caudal fins. Body color of adult bright red or bluish white when alive with dark or blackish posterior areas in fins, reddish brown or gray in spirits. Caudal
fin rounded in juveniles, truncate or slightly concaved in adults. Carnivorous. Upper and lower jaws with big and strong teeth, easily destroy hard shelled
animals. Active in daytime, rest in caves or rock crevices at night. Not popular as a foodfish but game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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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다이버운동 실천행동

환경의 날 수중 정화 활동 및 해양생태계 복원활동
수중 폐기물 수거 등 수중 정화 활동
새로운 해양 인공어초인 해중림 패널을 이용한 해조류 이식 작업
글/사진 PSAI-KOREA 제공

PSAI-KOREA는 2012년 6월 3일 ‘6월 5일 환경의 날’ 및 ‘5월 10일
바다 식목일 재정’을 기념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 해양 항만청, 특
전사 환경 전우회 인천시지회가 주관하고 PSAI KOREA 산하 퍼실
리티 해양환경 지킴이 경기 지부에서 후원하는 해양정화 활동에 참
가하였다. 인천시 월미도 일원 앞 바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총
5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수중 정화 활동 및
해조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다이버와 육상 지원팀들이 수고 하였
고, 내빈으로는 최원식 의원, 특전사 9여단장 및 인천시 환경 정책
담당 외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중 폐기물 수거 등 수중 정화 활동과 새로운 해양 인공어초인 해
중림 패널을 이용한 해조류 이식 작업, 해조류 이식 작업 체험 등으
로 이루어 졌다. 바다 환경에 무해하며 해조류를 바다에 직접 이식
하여 갯녹음 복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해중림 패널을 이용한
갯녹음 복원 및 체험 활동은 ECO21 및 (주)환경21 대표와 이사진
이 참여하여 진행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중 생태계 보존 및 보호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PSAI KOREA 및 산하 퍼실리티는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 보전 행사를 통해 바다 환경 되살리기에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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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다이빙을 위한

스마트다이버운동 한마디
양승철 스마트다이버운동에 동참합니다.
손호진 스마트한 다이빙으로 항상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계속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강현주 우리나라 바다가 풍성해지는 그날까지….
임현철 보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수중환경조성을 위하여….
손동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지구환경을 위하여 작은 실천 꼭 지키겠습니다.^^
박영민 실천하는 다이버가 되겠습니다….
신양현 스마트다이버 운동에 동참합니다.
신은수 사진을 배우면서 바다 속 풍경이 아름답다는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방경호 자연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

습니다.^^
양문천 이후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돌려줘야 합니다.^^
김병현 지속 가능한 수중 환경 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일환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다이버 입니다. 저는 다이빙을 그리 잘하지도, 다이빙 입

문경력이 그리 길지도 않지만, 제가 여지껏 수중사냥을 하지않고 다이빙을 즐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삶에서 다이빙하는 동안 수중사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스마트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위 바다를 느끼고, 몸만 적셔갑니다. Leave only foot print, Take only idea in Korean

beutiful coast.

스마트다이버운동 참여방법
www.scubamedia.co.kr에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스마트다이버운동 서명하기”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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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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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편
공항 안내방송과 보안검색

We'll begin boarding now.
지금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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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lace your belongings on the
belt.

This is the last call for the flight to
Manila.

소지품을 벨트 위에 올려 놓아 주십시오.

마닐라행 비행기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입니다.

가방 좀 열어 봐도 되겠습니까?

The flight will be departing shortly.

Are you carrying any knives?

비행기가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칼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Due to the bad weather, our flight will
be delayed for an hour.

You're not allowed to carry this on the
plane.

악천후로 인해 비행이 한 시간 지연되겠습니다.

이건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Scuba Diver

May I open your bag?

다이빙 편
다이빙 접수 및 면책동의서 작성

Where and what time should I go
tomorrow?

Can I have a receipt, please?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갈까요?

May I pay in US dollars?

Could you pick me up at the resort?

미화로 지불해도 되나요?

리조트까지 픽업해 주실 수 있습니까?

I think you gave me the wrong change.

Is there a toilet on the diving boat?

거스름돈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이빙 보트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Where will we eat our lunch?

Would you fill in the LIABILITY
RELEASE AGREEMENT?

점심식사는 어디서 하나요?

면책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Is there anything to drink on the boat?

Thanks. I'll be here tomorrow morning
at 9 o'clock.

보트에는 마실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Will you keep my valuables during the
dive?

영수증을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 9시에 여기로 오겠습니다.

다이빙하는 동안 귀중품을 맡길 수 있나요?

Do you have a divers' insurance?
다이빙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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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동의서와 책임문제
책임문제
다이버들이 보통 외국의 리조트를 이용할 때 귀찮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면책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다이버는 귀찮아서
또는 영어가 서툴러서 면책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서명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이버들이 면책동의서(권리포기각서)
를 작성함으로써 리조트 측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셈이 된다. 그런데 다이버들로서는 위 권리포기각서에 의
하여 리조트 측의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 리조트 측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었으
므로 리조트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의 주의 의무를 철저히 하여 스스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면책동의서의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다이빙 전 작성하는 면책동의서 (권리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는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의 홍지욱변호사의 칼럼에서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이 칼럼은 잡지의 과월호나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과월호 보기에서 참조할 수 있다.
2004년 5/6월호 (제101호)

참고로 다음은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타식리아 리조트의 면책동의서이다.

LIABILITY RELEASE AND ASSUMPTION OF RISK FOR SUPERVISION OF CERTIFIED DIVERS
유자격 다이버의 관리와 관련한 면책 및 위험 수용 동의서

PLEASE READ CAREFULLY BEFORE SIGNING.
서명하기 전에 잘 읽어 보세요.

THIS IS A RELEASE OF YOUR RIGHTS TO SUE Tasik Divers, Tasik Ria Resort Spa & Diving,
all Tasik Divers Staff AND THEIR EMPLOYEES, AGENTS, AND ASSIGNS (HEREIN AFTER
„RELEASED PARTIES“) FOR PERSONAL INJURIES OR WRONGFUL DEATH THAT MAY OCCUR
DURING DIV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INHERENT RISKS ASSOCIATED WITH SCUBA
DIVING OR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THE RELEASED PARTIES.
본 동의서는 타식 다이버스, 타식리아 리조트 스파 앤 다이빙, 모든 타식 다이버스 직원과 그 고용인, 대행사 그리고 수탁자(이하 면책자들)에
게,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본질적인 위험 혹은 면책자들의 경과실로 인해 다이빙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1. I acknowledge that I am a certified scuba diver trained in safe diving practices.
나는 안전한 다이빙 교육을 수료한 유자격 스쿠버 다이버임을 인정합니다.

2. I am aware of the risks inherent in this sport and accept these risks.
나는 스쿠버 다이빙에 본질적인 위험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수용합니다.

3.	I am in good mental and physical fitness for diving, and I am no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nor am I under the influence of any drugs that are contra indicatory to diving. If I am
taking medication, I affirm that I have seen a physician and have approval to div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dication/drugs.
나
 는 다이빙을 하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술에 취하거나 다이빙에 금기인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약물
을 복용하고 있다면, 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해도 좋다는 의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4.	I am aware of the dangers of breath holding while scuba diving, and I will not hold the
Released Parties and related entities (such as employees, instructors, certified assistants,
boat operators, or diver training agencies) responsible if I am injured doing so.
	나는 스쿠버 다이빙에서 호흡 정지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서 손상을 입더라도 면책자들과 관련자들(직원, 강사, 유자격 보조
자, 보트 운전자, 다이버 교육기관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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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am aware that I will be diving with a buddy, and it will be our responsibility to plan our dive
allowing for our diving limitations and the prevailing water conditions. I will not hold the
Released Parties responsible for my failure to safely plan my dive.
	나는 동료와 함께 다이빙을 할 것이며, 우리의 다이빙 한계와 현재의 바다 상태에 맞게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이빙 계획을 안전하게 세우지 못한 책임을 면책자들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6.	I will inspect all of my equipment prior to the activity and will notify the Released Parties if
any of my equipment is not working properly. I will not hold the Released Parties responsible
for my failure to inspect my equipment prior to diving.
	나는 다이빙에 앞서 장비 일체를 점검하고 장비가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면책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나는 다이빙에 앞서 장
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책자들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7.	I acknowledge that I am physically fit to scuba dive, and I will not hold the Released Parties
responsible if I am injured as a result of heart, lung, ear, or circulatory problems or other
illnesses that occur while diving.
	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인정하며, 다이빙 중에 발생하는 심장, 폐, 귀 또는 순환계 문제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더라도 면책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8.	I understand that even though I follow all of the appropriate dive practices, there is still some
risk of my sustaining decompression sickness, embolism or other hyperbaric injuries, and I
expressly assume the risk of said injuries.
나
 는 적절한 다이빙 수칙을 모두 준수할지라도 여전히 지속성 감압증, 색전증 또는 기타 고압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이해하며, 이와 같은 부상 위험을 명백히 수용합니다.

9. I expressly assume the risk and accept all responsibility to plan my dive and dive my plan.
나는 그러한 위험을 명백히 수용하며, 다이빙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다이빙을 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0.	I understand that scuba diving is a physically strenuous activity and that I will be exerting
myself during this diving excursion, and that if I am injured as a result of a heart attack, panic,
hyperventilation, etc., that I expressly assume the risk of said injuries and that I will not hold
Released Parties responsible for the same.
		 나
 는 스쿠버 다이빙이 육체적으로 고된 활동임을 이해하고 이번 다이빙 여행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심장발작, 공황, 과호흡 등으로 인
해 손상을 입더라도 이와 같은 부상 위험을 명백히 수용하고 또 이에 대해 면책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11.	I understand that on this open-water diving trip, I will be at a remote site and that there will
not be immediate medical care or hyperbaric care available to me, and I expressly assume
the risk of diving in such a remote spot.
		 나
 는 이번 오픈워터 다이빙 여행에서 외진 장소에 갈 것이고 또 그곳에서는 의료나 감압 치료를 즉각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
며, 이러한 외진 장소에서 다이빙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명백히 수용합니다.

12. IT IS THE INTENTION OF __영문이름___ BY THIS INSTRUMENT TO EXEMPT AND RELEASE
		 이 각서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면제하고 해제한다는 것이 ___영문이름___의 의도입니다.

Tasik Divers and, Tasik Ria Resort Spa & Diving and, all Tasik Divers Staff AND ALL RELATED
ENTITIES AS DEFINED ABOVE FROM ALL LIABILITY WHATSOEVER FOR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WRONGFUL DEATH HOWEVER CAUS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NEGLIGENCE OF THE RELEASED PARTIES.
타식 다이버스, 타식리아 리조트 스파 앤 다이빙, 모든 타식 다이버스 직원 그리고 위에서 규정한 모든 관련자에게서 면책자들의 경과실(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 인한 일체의 신체 상해, 재산 피해와 불법 사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해제합니다.

I HAVE FULLY INFORMED MYSELF OF THE CONTENTS OF THIS ASSUMPTION OF RISK AND
RELEASE BY READING IT BEFORE I SIGNED IT ON BEHALF OF MYSELF AND MY HEIRS.
나는 본 면책 및 위험 수용 동의서를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나와 내 상속인을 대신해 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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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관기

TDI 사이드 마운트
교육 참관기
2011년 겨울 지인들로부터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던가?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다. 같이 스키를 즐기
는 멤버들이 3월 2일 필리핀에 다이빙을 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지금
이 아니면 배울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원래 호주로 정해놓았던 예정을 필리핀으로 바꿔버
렸다.

글 안영종
사진 성재원

수영도 전혀 할 줄 모르고, 물을 너무나 무서워했기 때문에 기대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다이
빙에 입문한 곳은 사방비치에 있는 씨퀸 다이브 리조트. 사방비치 선착장에 들어오면 바로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 리조트와 비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비치가 바로 코앞이라 다이빙 나갈
때 굉장히 편리하다. 내가 묵은 곳은 3층 오션뷰 룸이었는데,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다이빙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며 경치를 바라보면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 했다.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
해 완공했고, 그 때문인지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 또한 너무 훌륭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외국
나갈 때마다 먹을 것 걱정이 가장 많았었는데, 한국 식당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는 한식이 나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저것 사올 필요도 없었는데 괜한 수고를 했다.^^;;
식사를 마친 뒤 오픈워터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다이빙 영상을 보는데 두려움보다는 빨리 해보
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다. 처음 풀장교육 받으러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난 정말 물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무려(?) 3m나 되는 풀장을 보면서 “와… 저기 빠지면 죽겠는데….” 라는 생각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었으니….
하지만 오픈워터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물과 친숙해졌고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다. 많은 스포츠를 해보면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는 스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스
키와 전혀 다른 다이빙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처음 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다이빙의 매
력에 푹 빠져버려서 원래 5일로 계획했던 다이빙이 어느덧 2달을 넘겼다.
씨퀸 사장님은 늘 더블탱크를 사용하여 다이빙 하셨는데 다이빙 배운지 겨우 2달쯤 됐을 때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교육을 받았다. 처음 더블탱크를 착용했을 때의 엄청난 무게감
이란…. ^^;. 한참 더블탱크에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사장님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TDI 사이드 마운트 교육이 있는데 배워보지 않을래?” 라는 말씀을 하셨다. 며칠간 더블탱크로
다이빙을 하면서 적응도 됐고, 이어서 다른 다이빙도 바로 배울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
가!! 바로 OK~!!를 외쳤다.
5월 11일 밤새, TDI 본부의 성재원 트레이너를 비롯, 국용관, 임재현 트레이너, 신성일, 하기형
강사, 장두한 회원, 씨퀸 다이브리조트의 정성걸 트레이너, 박재홍 강사와 나를 포함하여 총 9명
의 TDI 사이드 마운트 과정 팀이 구성되었고 다음날 아침 기다리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교육
이 시작되었다. 늘 하던 대로 빨리 장비 챙겨서 물속으로 풍덩~ 할 줄 알았는데, 오전 내내 장비
소개와 셋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202

Scuba Diver

SDI/TDI에는 세 가지의 사이드 마운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장비 소개와 비교적 간단한 기
술 등을 익혀 일반 스포츠 다이빙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SDI 스페셜티 사이드 마운트 과정, 보다
심도 깊고 다양한 테크니컬 다이빙 - 감압 절차, 트라이믹스, 침몰선 통과 과정 등 - 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된 TDI 사이드 마운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굴(Full Cave) 다이
빙에서 천정이 낮은 구간을 통과하기 위한 스페셜티 과정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TDI 동굴 사
이드 마운트 과정이 있다.
TDI 사이드 마운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비 구성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과정에서
준비하고 실습한 호흡기 셋업 방법도 개방된 곳에서 사용하기 편한 방식, 천정이 낮거나 좁은 구
간을 통과할 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 일반적인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기술 실습에 적합
한 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당연히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에서는 두 개의 실린더 사용이 원칙이다. 하나만을 사용하는 건
규정에 위배된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짝을 위해 사용하는 롱호스도 기본적으로 하나는 필수이
고, 두 개가 권장되었다.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구성 하나하나에 모두 분명한 이유는 있었고 사
용해 보면 모든 게 효율적이었다.
다이빙을 시작한 후로 매일 다이빙만 했지 장비에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뿐 더러 공부
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따라
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박재홍 강사님이 테크니컬 다이빙은 “장비 셋팅이 반이야”라고 한말
이 실감났다.
부력 조절기는 다이빙 형태와 장소에 따라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
는 참가자 모두가 DiveRite의 노매드(Nomad)를 사용하였는데, 사이드 마운트 뿐만 아니라, 싱글
탱크 다이빙, 더블 탱크 다이빙 모두 가능한 이 장비는 라마 하이어스(Larmar Hires)를 비롯한
동굴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역작이다.
견고한 재질에 기본적인 부력과 균형이 좋고 실린더의 종류와 부력의 변화에 따른 조절이 용이
하다.
전체적인 교육과 진행을 맡으신 성재원 트레이너님께 오전 동안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다이빙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는 ‘사방베이’로 출발~!! 입수하고 나서 이리저리 뒤집어도 보고 유
영을 해봤는데, 싱글탱크를 맨 듯 편안했다. 바닥에 도착해서 성재원 트레이너님이 기본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과 다양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기술 시범 등을 하나씩 보여주셨다. 크게 어려워 보
이는 건 없어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다리가 자꾸 밑으로 떨어져서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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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음 오픈워터 교육을 받았던 때로 되돌아간 듯 답답했다. ‘아직 적응이 안돼서 그런가 보
다….’ 라고 생각하면서 90분간 기본적인 기술 교육을 받았다.
2차 다이빙은 수심 30m에 있는 대형 선박 ‘알마제인’에서 진행됐다.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지만
침몰선 구조의 특성 상 좁은 구간들이 많아 사이드 마운트 장비를 이용하여 이리저리 통과해보
는 맛이 있는 좋은 포인트이다.
먼저 호흡량(RMV)을 측정하고 배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장비를 몸에 적응시켰다. 처음 교육 받
을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긴 했지만 여전히 핀을 차지 않으면 다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였다. 고민하다가 버디를 맡아주셨던 국용관 트레이너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
론부터 자세교정까지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셨다. 어느 정도 사용한 실린더의 양성 부
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양쪽 실린더 하단부에 장착했던 웨이트 등의 문제로 계속 그런 상태가 지
속된다면 허리의 웨이트를 어깨 쪽으로 옮겨보라고 말씀해주셨다. 노매드는 옵션으로 웨이트 플
레이트를 등쪽 위에 장착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이긴 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사이드 마운트의 장・단점, 장비 구성, 기체 관리, 핀킥 기술 등의 이론 교육
을 받고 마지막으로 다이빙 계획을 세웠다.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전혀 노력하고 있
지 않았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알마제인, 캐년 등에서 실습 다이빙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제 열심히 연습했으니
오늘은 좀 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원래는 양쪽 어께에 웨이트를 한 개
씩 달아서 무게를 앞쪽에 싣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웨이트 포켓이 없어서 왼쪽 어깨에만
착용했더니 훨씬 더 불편한 결과가 나와버렸다. 다른 트레이너, 강사님들은 왼쪽 어깨에 하나만
착용해도 BC의 공기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오랜 경험으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었지만, 경험이 부
족한 나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래도 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기술 훈련을 위해 얕은
수심으로 이동했다. 성재원 트레이너님의 아름다운(^^?) 유영, 기술 시범을 보면서 ‘난 언제쯤 저
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넋이 나가 있다가 훈련을 마치고 출수~
알마제인에서 조금은 고생스러운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보려고 고민하다
가 웨이트 차는 위치를 다시 바꿔보았다. 원래는 허리에 2파운드 웨이트 두 개를 착용했었는데
한 개로 줄이고 가운데 위치해놨다가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반대쪽으로 돌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캐년으로 향했다.
WoW!! 이제서야 균형이 잡혔다. 기술 훈련 때 배웠던 핀 킥, 좌우로 몸을 돌려서 하는 유영, 몸
을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유영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해봤는데, 굉장히 편안했다. 한 가지 아쉬웠
던 점은 두 개의 호흡기를 번갈아 사용하지 않으면 양쪽 실린더의 기체 사용량에 따라 몸이 조금
씩 기울어지기 때문에 종종 호흡기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지만, 간단
한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장점은 상대적
으로 많았는데, 처음에 균형만 잘 잡아준다면 나처럼 스포츠 다이빙만
위주로 하던 사람도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실린더가 양 옆
에 있기 때문에 더블탱크에서 사용하는 아이솔레이트 밸브 셧다운 보
다 간편하고 허리에 가중되는 부담이 적어 유영 시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탱크의 포지션을 세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어서 알마제인과
같은 선박이나 작은 동굴에서 좁은 곳을 통과할 때 굉장히 용이했다.
셋째 날에는 좀처럼 듣기 힘든 정사장님의 옴팡지게 아름다운(?) 브
리핑을 듣고 사방비치에서 찾기 힘든 포인트 중 하나인 마르커스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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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출발했다. 정사장님하고 가면 매번 동굴 위쪽에 딱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마르커스
케이브와 스위트 립스의 중간에 떨어져버렸다. 조류도 반대로 흐르는 바람에 스위트 립스로 목적
지를 바꾸었고, 다들 본의 아닌 마라톤 끝에 스위트 립스에 도착했다. 재미 삼아 양쪽 실린더를
앞쪽으로 쭉 빼서 작은 동굴도 통과해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고생스러웠던 어제와는 달리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겼다.
교육 마지막 다이빙은 사방비치 최고의 포인트로 뽑히는 캐년에서 펀다이빙~!! 수십 번을 가본
곳임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른 캐년은 언제 가도 즐거운 곳이다. 더해서 오늘은 시야
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배가 됐다. 때때로 재미 삼아 몇몇 분은 사이드 마운트의
기본 자세인 약간 뒤쪽에 실린더를 착용하는 것보다 앞쪽 양 옆으로 옮겨서 타고 다니며 다이빙
을 즐겼고, 난 개인적으로 로켓펀치(?) 자세가 좋아서 실린더를 앞쪽으로 쭉 빼낸 다음 신나게 돌
아다녔다.
이제 막 장비에 적응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교육이 끝나버렸다. 씨퀸으로
돌아온 뒤 다들 레스토랑에 모여 성재원 트레이너님이 찍어주신 동굴 다이빙 동영상을 감상했는
데, 너무나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동굴 내부에 완전히 매료되어버렸다. 이미 갔다가 오신 분들은
실제로 가보면 동영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아름답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라고
하시는데… 사이드 마운트도 배웠으니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겠다.
약 두 달 동안 다이빙을 배우면서 이제 스포츠다이빙에 조금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테크니컬
다이빙인 더블탱크, 사이드 마운트까지 배우고 나니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과 함께 다이빙에
대한 호기심이 배가 됐다. 교육 받는 동안 나 혼자만 초보자여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
이 했었는데, 국용관 트레이너님이 교육 기간 내내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던 성
재원 트레이너님, 정성걸 사장님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초보 다이
버의 사이드 마운트 체험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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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체험기

팀트라이
테크니컬 다이빙 체험기
내가 테크니컬 다이빙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2011년 봄에 내가 속한 협회의 테크니컬 다이
빙 세미나를 통해서였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기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여러 종류의 잠수 기술
을 접목하여 진행되는 다이빙이다. 먼저 사용하는 기체는 나이트록스, 산소, 트라이믹스, 헬리옥
스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장비도 더블탱크, 데코탱크, 재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다이빙을 실시하거나 보다 깊은 수심에서의 다이빙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도에 가
까운 강사와 함께 투어를 갔었는데 조금 색다르게 사이드 마운트와 영화 생텀에서 본 풀페이스
글 임선희
2010년 CMAS INSTRUCTOR
현 롯데카드 다이버여행상품 TF팀 책임

마스크와 스쿠터를 사용하였다. 사이드 마운트 외엔 너무나 생소해 많이 어색했지만 재미난 경험
이었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같은 동호회에 책임강사로 있는 지인이 자신이 속한 팀에서 주최하고,
바다에서 진행되는 테크니컬 다이빙 체험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수영장에서 하는 테크니컬 다이
빙 세미나는 알고 있었지만 바다에서 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은 어떨지 몹시 궁금하여 바로 참석
을 약속하였다.
나의 지인은 SDI/TDI 권혁기 트레이너로서 트레이너 동기들끼리 뜻을 모아 만든 Team Try라
는 이름아래 보다 많은 사람에게 테크니컬은 어려운 것이고, 대심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하
는 것이라는 한쪽으로 쏠린 고정관념을
조금이나마 깨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림픽
공원역 앞에서 모여 포항으로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많이 지
쳐있었다. 트레이너 분들은 포항의 어느
펜션에 여장을 풀자마자 전화하면 출발
하라며 먼저 행사장으로 떠났다. 참가자
들이 바로 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
인트 및 행사장을 꾸미기 위해서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 우리가 도착한
체험장은 멋지게 셋팅되어 있었다.

행사장 전경 _ 사진 제일 오른쪽 아래 파란색 슈트입은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한민재 트레이너의 후카], 그 위가
[권혁기 트레이너의 사이드 마운트], 사진 중앙에서 제일 멀리 있는 바위 끝이 [최용진 트레이너의 더블탱크]
장소이다. [최성기 트레이너의 재호흡기]는 산소충전을 위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진은 변정태
트레이너가 담당하였고, 이렇게 5명이 Team Try의 멤버 중 이번 포항 테크니컬 체험행사의 진행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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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체험. 사이드 마운트

하여 갯바위로 나올 때의 역시나 힘들었던 무게감은 내가 향후
혹시나 더블탱크를 사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체력단련을

먼저 실시한 체험다이버들이 장비를 풀어서 전달하는 인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인수 중에 즐거운 표정으로 아주 편안하다며 체험담을 전했다.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 마음으로 BC를 먼저 입고, 탱크를 왼쪽
옆으로 하여 D링에 고리를 끼우는데…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세 번째 체험, 후카

역시나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워 권혁기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
아서 장비 셋팅을 마친 후 5미터 정도를 수면으로 전진한 후 입
수를 하게 되었다.

한민재 트레이너가 담당하며 장비셋팅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일전에 경험했던 풀페이스 마스크 착용방식과 비슷하였는
데, 다른 체험다이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경우 후카

평소 드라이슈트를 입을 때 내가 사용하는 납 벨트의 무게는

다이빙 체험을 위한 마스크를 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

10kg이다. 그러나 사이드 마운트를 할 때는 공기통의 위치가 등

스크가 무거워 두 손으로 지탱하여야만 했고 다 된 것 같아 손

에서 옆으로 옮겨진 이유로 무게중심이 달라 조금더 무겁게 차

을 떼면 마스크가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흘러 내려 인중을 내

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10kg 이상의 납 벨트

리누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착용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었기 때문에 10kg 그대로 착
용하겠다고 하였다. 역시나 입수가 쉽지가 않았다. 전문가의 조

서너 번 고쳐 써도 역시나 같은 상태의 반복이라 너무 힘들

언을 들을걸 하는 후회 속에 입수를 위해 허둥대는 것을 조금

기도 하고 세팅을 해주느라 고생하는 한민재 트레이너에게 미

부끄럽지만 권트레이너의 BC의 공기배출 도움으로 인해 해결이

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 구강구조가 후카에는 안맞는 모양입이

되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긴장감과 납 벨트가 가벼워 입

라고 하고 그만두려고 했지만, 여러 번에 걸쳐 끝까지 포기하지

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공기를 완전히 빼는 것을 잊

않고 계속적으로 마스크 조임 구멍 위치를 바꿔가며 테스트를

어버리게 만들어 마치 처음 다이빙을 시작하여 입수가 안 되어

한 후 드디어 알맞게 숨이 쉬어지고 이퀄라이징도 잘 되는 상태

어찌할지 모르는 초보자로 만들었던 것 같다.

로 조정해 주었다.

탱크를 옆에 차고 하는 사이드 마운트는 앞선 사람의 경험담

입수는 종아리 정도부터 기어서 들어갔다. 이미 마스크를 쓰

처럼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였다. 수중에서의 중성부력을 유지

면서부터 호스를 통해 공기호흡을 하고 있으면서도, 입에 호흡

한 채 실시한 탱크의 아래쪽 고리를 풀어서 앞으로 대포처럼

기를 물고 있는 않은 상태에서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라 수

들어서 이동하는 체험은 그 자세로 통과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중에서의 숨쉬기가 제대로 될까 하는 두려움이 기어서 물속으

있었으면 하는 추가 바람까지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로 들어가는 시간을 느리게 하였다. 이윽고 물속으로 나의 머리
가 완전히 잠긴 후 처음 내쉬고 들이쉰 숨은 안도감에 가슴에
뭉친 무언가가 내려가게 하였고,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가

두 번째 체험. 더블탱크 체험
더블탱크 체험은 탱크의 무게로 인하여 탱크를 얹어놓고 장
비를 착용할 수 있는 바위가 있는 곳에서 실시되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재미난 체험이라는 만족감에 기분이 좋았다.
후카라는 것은 수면으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
를 사용하는 다이빙으로서 바깥에서 수중의 후카다이버를 위

더블탱크의 체험 중 가장 큰 난관은 탱크의 무게였다. 롱호스
착용은 이전 연습을 통해 별 부담감이 없었지만, 몸에 맞게 비
씨를 조이고 나서 일어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주
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물에 들어간 후 무게감은 없어져서
괜찮아졌지만 나름 트림자세 잡아보고자 고개를 살짝 들추니
탱크 밸브가 머리에 걸렸다. 싱글탱크와는 다른 부력조절 타이
밍 또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출수 후 수중에서 느낀 것
에 대해 디브리핑시 머리가 걸리는 것이나 부력조절 부분은 자
신만을 위한 비씨장비로 기본 세팅이 되고, 연습을 하면 모두
사라지는 경험치 들이며, 싱글 탱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
한 다이빙장비 세팅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도 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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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텐더가 필수적으로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후카다이버가
수중에서 작업을 하며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체크
를 하고, 출수시 공기호스를 다이버가 잡은 상태에서 지상에서
끌어 당겨 출수를 도와준다.
일단 입수한 후 수중에서의 나의 상태는 어땠을까? 한번 뒤집
어져서 못 일어나는 마치 거북이 같은 상황이 있었고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익숙하지 않아 수중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발차기
하며 나도 모르게 수영을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출수할 때는 너무 빨리 끌어당기는 탓에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
같다는 생각도 했다. 다행히 통신을 통해 천천히 끌어줄 것을 요

사이드 마운트 장비 셋팅 중인 모습

구하여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 이번 테크니컬 체험다이빙을 전체
프로그램을 놓고 볼 때 물속을 걸어 다닌 후카다이빙을 안했다
면 그저 밋밋한 간단한 체험으로 끝날 것이었는데 엄청난 것을 경
험했다는 만족감이 이번 체험다이빙의 총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총 네 개의 체험 다이빙 중 재호흡기 체험은 하지 않았다. 최성기
트레이너의 장비 교육은 같이 들었지만, 후카를 체험하는 상황이라
라첫 체험자의 장비 착용과 입수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체험을 하
고 나온 안수진강사의 장비 착용상태를 보니 마치 에어리언(^^) 같
후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웨이트벨트는 조끼식으로 어깨에 메게끔 되어 있다.

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숨쉬기를 잘못하면 떠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직접 할 때 바보같이 실수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지레 겁을 먹었다고나 할까.

안수진 강사의 재호흡기에 대한 소감을 빌면 호흡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더라도 약하게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일반 공기 호흡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비씨의 렁이 부풀어서 떠오르게 되는 실수를
했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장비라고 했다. 다음에 또 이런 체험의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상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로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준비된 테크니컬 체험 다이빙을 모두 마치고 나니 모두들 재미난 체험이어서인지 기분
이 좋았었고,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같이 참가한 다이버 중에 21살인 어린
친구가 또래 선배들 5,6명과 같이 참가하였
는데 이번 체험다이빙이 너무나도 재미있었
다고 예쁘게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 젊은 층에서도 테크니컬 다이빙에 관
심을 두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
람들이 있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후 우리나라 다이빙계를 이끌어 나갈 훌
륭한 테크니컬 강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
음이 가득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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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제주스쿠바스쿨
고스다이브 시스템
제주오션
제주바다하늘(사수동)
제주원다이브리조트

우도스쿠바리조트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남원

블루웨이브
스쿠버아카데미

화순

드림아일랜드

모슬포

다이버하우스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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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회원샵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스쿠바스쿨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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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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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다이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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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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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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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바다하늘(사수동)

천지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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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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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다이빙스쿨

제주원다이브리조트

굿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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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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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샵

Scub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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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트리

타크라 다이빙

대표: 양 충 홍 (010-3692-7252)
서귀포시 강정동 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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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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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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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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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참조)

바다이야기
대표: 이 계 준
서귀포시 서홍동 754-4
064)762-0170 / 011-635-2288
seastory57@naver.com
www.seastor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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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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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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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ust

Diving society Diary

September Diving society Diary

8월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BSAC 센터및 강사대상 등록갱신 진행 1~31일
- IANTD Korea 여름캠프 (7월 28~8월 6일)
- 제1회 고성군 체험 다이빙 및 DMZ 촬영대회 (4~11일)

- 장남원 수중사진전 (8~26일 롯데갤러리 본점)
- CMAS Korea 강사강습회 개회 (9~10일)
- 장남원 수중사진전 오픈식 (15:00)
- PSAI 통일염원 다이빙 행사 (11~12일, 15일)

- S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18~27일)

9월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SDI 괌 다이빙 축제 (7~11일)

- SDI 사이드마운트 감압절차 과정 (11~15일)

- SDI 어드밴스드 침몰선(통과)과정 (17~22일)

- PADI Diving Festival 2012

- PADI 강사시험 (8월 31~9월 2일)

격월간

기획기사

(주)대웅슈트/마레스의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X-UV LIQUID SKIN SUNRISE
한국형 마스크 MARES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와 ‘에르고드라이’

스노클이 출시되었다. 최고의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확인해 보세요 !

[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
- 이안식 마스크
- 리퀴드스킨 스커트의 편안함
- 코주변의 소프트 실리콘은 충격방지 범퍼 역할
- 두가지 실리콘의 스트랩
- 2버튼식 버클의 편리함
- 시력교정렌즈 부착가능
■ 색상 : 빨강, 파랑, 화이트블루, 화이트핑크, 화이트, 검정
■ 소비자가격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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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에르고드라이 스노클

[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
- 해부학적 디자인
- 배기밸브
- 고품질 실리콘 주름호스와 마우스피스
■ 색상 : 화이트핑크/화이트블루
■ 소비자가격 : 5만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다이빙 깃발
다이빙 깃발은 지나가는 보트에게 다이버가 수중에 있음을 알린다. 다
이빙 깃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이버가 수중에 있음을 알리는
붉은 바탕에 흰 띠가 대각선으로 그려진 깃발과 국제 흰색과 파랑색으
로 구성된 알파 깃발(alpha flag)이 있다. 일반 보트는 국제 깃발을 게
양한 다이빙 보트를 비켜 가야 한다. 다이버가 수중에 있음을 알리는
깃발은 빨간색 직사각형에 흰색의 대각선 줄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
래쪽으로 그려져 있다. 이 깃발은 모든 수중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널
리 알려진 신호 깃발이다. 다이빙 보트가 가까이 없는 해안가에서 다이
빙을 할 때에는 깃발을 부이에 달아서 줄로 끌고 다녀야 한다.

다이빙 깃발(스포츠 다이버용 깃발과 국제신호 A(alpha) 깃발)

제공 : SDI/TDI/ERDI Korea

2012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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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
다이브컴퓨터 매트릭스와 아이콘 에어의 펌웨어
최신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 매트릭스 펌웨어 1.1 버전 출시 ]
• 전체적으로 향상된 안정성
• 사소한 버그 해결
• 혼합기체 다이빙시 기체교환후 빨라진
감압계산
• 새로운 배터리 경고시점 : 첫번째 경고
25% → 15%, 다이빙 금지(no dive) 15%
→ 10%

[ 아이콘 에어 펌웨어 3.06 버전 출시 ]
아이콘 에어 펌웨어 3.06 버전은 영문버전이다.
한글버전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비용 만원이 청구되며, 업그레
이드시 기존 3.04 버전은 삭제된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다이빙을 위해서 마레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란다

▶펌웨어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www.mares.co.kr - DATA CENTER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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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P C

(Digital Eco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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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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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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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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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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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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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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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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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웅슈트/마레스의
신제품 및 대표제품 체험 이벤트

마레스 신제품 및 대표제품 체험 이벤트에 제공된 장비들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실 스쿠버풀에서 2012 마레스 신제품
및 대표제품 체험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이 출시된 마레스에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신상품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동차 회사의 신차 시승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10명의 체험단을 선정하였는데, 이날 행사에는 김준연, 조영철, 문슬기,
현수현, 박승희, 박화목, 정영호, 백승균, 강현주 등 9분이 참가하였다.
마레스 신장비 테스트는 오전 10시에 잠실 스쿠버풀 세미나실에서 스태프 및
참가자 인사로 시작하여, 10:30분부터 1시간 넘게 마레스 코리아의 우대혁 대표
가 신장비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잠깐의 휴식 후 수트를 착용하고
12시부터 1시간 동안 조별로 다른 제품들을 교대해가며 신제품 체험을 했다. 세
미나실에서 잠깐동안 체험 후의 느낌들을 이야기 하다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
여 2시간 가량 식사와 함께 신제품들과 마레스 장비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
잠실 스쿠버풀 내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신장비 소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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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눈 후에 행사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본인들이 체험하고 싶은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참
가하였던 만큼 장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쏟아냈으며, 체험 후에도 장비

1

들의 장단점에 대해 진솔하게 밝혔다. 이에 우대혁 대표는 마레스의 테크니컬 미
팅에서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마레스의 아이콘 HD 에어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며, 하이브리드 BC의 개방감과
에어트림 테크닉의 편리함, 또한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X-VU 썬라이즈와 i3썬라
이즈 마스크의 착용감, X-스트림 오리발의 디자인과 효율성 등에 주안을 두고
테스트를 해보았다.
마레스 신제품 체험이벤트 참가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체험후기를 각자의
블로그나 까페 등의 SNS를 통해서 소개하기로 했고,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이들
중에서 알찬 후기를 자사 홈페이지와 스쿠버 다이빙 전문매체를 통해 소개할 계
획이다. 참가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마레스 제품들을 평가하도록 부탁
했다.
마레스 코리아는 이번 신제품 및 대표제품 체험이벤트와 관련하여 만약 다이
브센터나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마레스 신제품 체험을 신
청할 경우 언제든지 10세트의 장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레스 코리아로

1. 	마레스 신제품 및 대표 제품 체험 이벤트 참가자들과
스태프들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함께한 기념 촬영
2. 마레스 레귤레이터에 대해 소개하는 우대혁 마레스 코
리아 대표
3. 레귤레이터를 관찰하는 정영호 강사
4. 마레스 스태프들은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체험장비
를 세팅하고 기다리는 중
5. 체험에 사용할 하이브리드 BC를 소개하는 이형렬 과
장. 휴대를 위해 접은 모습
6. 게이지를 확인해보는 박화목씨
7. 마레스 신제품 테스터들이 잠실 다이빙풀을 전세낸 듯
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
8. 드래곤 에어트림의 성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박승
희씨가 에어트림을 작동시켜 보는 모습
9. X-VU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물빼기를 해보는 문슬기
강사

문의하기길 바란다.

2

5

3

6

8

9

4

7

마레스 코리아(www.mares.co.kr) 게시판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areskorea.co.kr)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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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스킨 세트 및 하드 세트 프로모션
스쿠버 다이빙은 해마다 늘어나는 다이버와 그에 따른 저변 확대로 여름 레저 스포츠의 대명사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킨 장비는 다이버로의 입
문과 동시에 갖춰야 할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다이버 외에도 일반인
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패셔너블한 아이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다이버의 인
구 증가와 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아날로그 컴퓨터에만 의존해오며 부수적 요소로 밖에 인식되어 오지 못했던 다이빙
컴퓨터는 물속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이빙 이후에도 다이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없어서
는 안 될 장비가 되었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 국한 되어진 것이 아닌, 세계적인 다이빙 시장의 흐
름으로 교육단체와 제조업체에서도 그 기준을 다이버의 다이빙 컴퓨터 사용에 맞춰 계획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발표된 감압 질환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버의 다이빙 컴퓨터 사용 유
무가 발병 원인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될 정도로 그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스킨 세트 및 하드 세트 구매와 관련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 아래의 세부 사항을 통해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뿐만 아니라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A. 스킨 세트 프로모션
TUSA 마스크 + TUSA 스노쿨 + TUSA 핀을 동시에 구입했을 때,
총 금액이 35만원 이상일 경우 TUSA 스프링 스트랩 TA-81 무상 제공

TUSA 마스크

TUSA 핀

TUSA 스프링 스트랩 TA - 81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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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A 스노쿨

B. 하드 세트 프로모션
호흡기 + 보조 호흡기 + BCD + 게이지(컴퓨터 또는 아날로그 게이지)를
동시에 구입 했을 때, 총 금액이 4백만원 이상일 경우
OCEANIC 다이빙 컴퓨터 BUD 무상제공 (소비자가격 : 60만원 상당)

호흡기

게이지

보조 호흡기

BCD

OCEANIC 다이빙 컴퓨터 BUD 무상제공

문의전화. 02-4300-678
www.woojung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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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임직원 TABATA 방문(2012. 7. 11-14)
- 목적
• 2012년도 상반기 국내 및 일본 시장 판매 현황 데이터 공유 및 하반기 전략 수립
• 일본 내, 스노클링과 수영, 다이빙 시장 조사
• 제65회 TABATA배 골프 대회 참가
- 일정
• TABATA JAPAN 본사 방문(정기회의)
• 일본 스노클링/다이빙 시장 조사
• TABATA TAIWAN 본사 방문(정기회의)
• TABATA 골프 대회

(주)우정사는 TABATA社와의 2012년 상반기 결산에 관한 정기 미팅을 위해 지난 7월 11일
일본 아사쿠사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 목적으로 일본 내, 다이빙/스노클링/수영 시장
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접근 방향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무엇보
다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로 경색되어 있는 레저 시장을 양사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협력 관계
를 바탕으로 그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TABATA TAIWAN의 방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13년도 신상품별 샘플 테스트와 하반
기의 안정적인 상품 공급, 서로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 중에는 전통 있는 TABATA배 골프대회가 진행되어 지난 대회 우승자인 (주)우정사

1

의 신명철 대표가 참가하기도 하였다.

정기회의
금년도 상반기 결산에 관한 사안을 양사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의 계획이 논의
되었다. 이번 미팅의 최대화두는 단연, 스노클링 시장이었다.
일본의 경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작년과 비슷한 흐름의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스노클링 시장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스노클링이 전문적인 레저에서 대중

2

화된 레저로 그 포지션을 옮겨가고 있는 현 시점과 맞물려,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이어가고 있
었다. 캠핑, 물놀이, 수영 등과 접목된 스노클링은 더 이상 바다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물과 관
련된 모든 아이템과 결합될 수 있는 연결 고리 역할로서 레저 스포츠의 질을 높이고 있기도
한다.
국내 역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져온 당사의 결과물로 최근 2년 사이, 스노클링 시장
은 영역 확대에 따른, 꾸준한 상승세에 놓여 있다. 특히 워터파크와 해외여행의 증가는 유아
용품, 부수적 소모품 등 이전까지 주로 인식되어 오던 저가형 이미지를 탈피하여 고급 레저로
자리 잡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 특화 되어진 온라인 시스템의 확

3

장은 일본과는 차별된 잠재된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에 당사의 적극
적인 마케팅 정책과 신규 아이템 개발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듯 각각의 호황을 보이고 있는 시장 정세와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기존 다이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자, 하반기 시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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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ATA JAPAN 본사 앞에서
2. 일본에서 인기 있는 TABATA의 VIEW
3. TABATA JAPAN 미팅중
(해외 담당자 SUGAYA, SHIINA).
4. 스포츠 매장의 스노클링 코너
(REEF TOURER)
5. 프리미엄 브랜드 TUSA SPORTS
6. TUSA SPORT 코너
7. 다이빙 코너 TUSA
8. 캠핑코너와 결합된 스노클링 세트 코너
9. 신형 오리발 테스트

Main Agenda 1 : TUSA
2012년 신상품과 출시 예정인 상품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FF-16 KAIL은 인스트럭터를 대상으로 한정판을 판매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될 것이며, 정규 상품은 기존에 알려진 색상에 윤기와 발색을 더해 내년 초 국내에
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다이빙, 핀 수영 시장에서 테스트되기도 했던 KAIL은 장점
과 추가 보완 사항을 취합하여 일본 개발진에도 전달되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급 스킨
핀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AIL 외에도 새로운 핀이 출시 대기 중으로 이번 방문 중에 당사의 임직원들과 함께
샘플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내년 상반기 런칭 예정으로 엄청난 파워와 유연성을 겸비한
차세대 핀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핀과 비교한 레이스에서 뚜렷한 기록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발목의 피로도를 최소화한 핀 킥이 가능하고 날렵한 디자인 등이 다이버와 핀 스

7

위머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은 스쿠버 핀과 스킨 핀 두 가지 타입으로 개
발 되어졌다. 색상은 투톤으로 TUSA 고유의 화려한 색채가 반영된 2013년도 최고의 아
이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플렉시블 호스와 컬러풀한 호흡기에 대한 신규 정보
는 기존 라인업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 외에 판촉 아이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리페어 세미나와 관련하여 당사는 TABATA社와 긴밀한 관계속에 단계별 코스를 협의
중에 있다. 메인 호흡기 별 키트와 샘플 지원에서부터 메카니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최
종적으로는 테크니션의 인증까지, 모든 과정에서 TUSA만의 노하우와 아이덴티티를 결
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8

Main Agenda 2 : 2012 NEW BRAND 'TUSA SPORT'
올 초 성공적으로 런칭된 TUSA SPORTS는 일본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
고 있다. 유통 채널의 특징으로, 일본 유수의 메이저 쇼핑센터에 입점된 스포츠몰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리미엄마켓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
업체보다 발빠른 행보로서,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자국의 스노클링 인프
라가 매우 포괄적인 점을 감안한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REEF TOURER가 이미 하이퀄리티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로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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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USA의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최상위 개념의 스노클링 시장

하며 일본의 새로운 상징이기도 하다. SKY TREE의 완공과 함

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다이빙 시장의 활용도롤 높여

께 4층에는 SUMIDA AQUARIUM이 개관되었다. SUMIDA

가고 있는 점은 전문적인 다이버로의 유입으로 이어져 갈 수

AQUARIUM은 차세대 친환경 수족관으로서 효율적인 공간 활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스크, 스노클, 핀 세트외에도 아

용과 다양하고 희귀한 어종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

쿠아 슈즈 등의 액세서리 등이 있다.

다. TUSA에서는 SUMIDA AQUARIUM에서 활동하는 조련사들
의 모든 다이빙 장비를 공급하였다. 이에 당사는 현장을 방문

Main Agenda 3 : REEF TOURER

하여 그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TUSA에서
는 7월 개봉 예정인 일본 최고의 해양 블록버스터 영화 우미자

지속적인 스노클링 시장의 확대는 다이빙 시장과 수영 용품

루 4탄의 모든 장비를 협찬하였다. 우미자루 1부터 협찬을 해

시장과 견주었을 때, 그 볼륨이 대등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

온 TUSA는 이번 4편에서도 최신형 장비를 영화를 통해 선보일

온 상태이다.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REEF TOURER(RT)는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스노클링에 있어서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일본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아이템 역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베스트

65회 TABATA 골프대회

셀링 아이템은 RN-13 채집통이다. 가족 레저로 즐기는 스노클
링을 자연 관찰이라는 교육적인 측면을 가미시켜, 메인 아이템

ABATA 고위 임직원과 협력 업체 대표들의 참가로 진행되는

못지않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파급력은 다양한 유사

TABATA 골프대회는 올해로 65회째를 맞이할 정도로 권위와

상품의 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TABATA社는 여기에

전통을 자랑한다. 이번 방문 기간 중 (주)우정사의 신명철 대표

서 멈추지 않고 최근, 교육 소스를 첨부시킨 RA-200 채집 세트

이사는 지난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하여 올해도 좋은 성

를 발매하기도 하였다.

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TABATA社의 사

RT를 통해, 스노클링 아이템을 질적으로 높여온 당사에서는

장인 나카무라 사장이었다.

액세서리 품목을 포함한 신규 아이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미팅으로 말미암아 시즌을 비롯해, 하반기 스노클링
시장의 흐름을 넓혀갈 계획이다.

2012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의 계획을 위한 이번 미팅으로,
국내 다이빙 업계의 상황개선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SUMIDA AQUARIUM in SKY TREE 방문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번 미
팅을 바탕으로 (주)우정사는 한발짝 도약하는 업체로 노력할

이번 미팅 기간 중에는 지난 5월 일본의 불굴의 의지로 탄생
한 아시아 최고의 전파탑 SKY TREE를 방문하였다. 도쿄 아사
쿠사에 위치한 SKY TREE는 높이 630.4m 웅장한 규모를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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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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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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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EF TOURER
11. 다양한 REEF TOURER의 스노클링
아이템
12. 일본 메이저 스포츠 몰 XEBIO
13. 일본에서 인기 있는 REEF TOURER
채집통 RN
14. 아사쿠사 신궁
15. SUMIDA AQUARIUM
16. SKY TREE

17. UMIZARU 4(TUSA 협찬)
18. 메인 수족관
19. 수족관에 있는 어종과 TUSA 로고
20. TUSA 로고 확대
21. TUSA 슈트를 입고 있는 조련사
22. 우승자 나카무라 사장
23. TABATA 골프대회 참가자 일동
24. 브리핑
25. 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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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의 마스터리프트 프로
국제 전문 다이버들의 만장일치로 “최고의 BC”로 뽑힌 BC는 무엇일까?
- 인천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블레이더!
- 적절한 분리형 트림 웨이트의 스페셜 세이프티(safety) 버전!

부샤의 마스터리프트 프로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존에 많은 다이버들이 허리에 웨이트
벨트를 차게 되면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허리를 짓
누르는 힘 때문에 공기통에 웨이트를 달려고 따로 스트랩을 구
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좌, 우 후면에 2.5kg 웨이트 포
켓을 장착하여 다이버들의 허리 부담을 줄였다. 호
스 걸이 또한 좌, 우에 장착되어 있어 호스가 다른
장비와 엉킬 염려가 없다.
다이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
을 가장 우선으로 디자인한 부력 조절기이다.
더 넓어진 지퍼포켓과 PU 1000데니아의 튼튼
한 내구성, 적절한 에어볼륨 분산으로 더욱 편
안함을 제공하며 몸에 밀착되어 인체와 일체
감을 더해주는 부력조절기, 국제 전문 다이버
들의 만장일치가 디자인과 성능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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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파/모비스 제품소개

제품명

Shieldmax Dry (쉴드맥스 드라이)

제품NO.

XDD - 1700

제품종류

맞춤드라이슈트 (Unisex)

특징

- 연간 천 번 이상의 잠수를 되풀이하는 프로다이버의 가혹
한 사용 환경에 더 없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하이엔드
모델
- 유연하면서 내구성을 잃지 않는 소프트래디알 코팅, 따뜻
한 기모소재의 에어로반 안감 사용으로 활동성, 보온성, 내
구성을 모두 충족시킨 모델

가격

\ 1,900,000 (소변지퍼, 손목밸브, 다리포켓 등 옵션 별도)

제품명

M-01 Neo - semidry (엠제로원 네오세미드라이)

제품NO.

XDS - 3500

제품종류

맞춤세미드라이슈트 (Men)

특징

- 인스트럭터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 고성능 프로모델
- 컨디션을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잠수하는 인스트럭터를
위하여 변화된 모비스 고유의 세미드라이 모델
- 완전 방수구조의 드라이 목씰
- 어깨부분의 터프텍스원단 사용으로 BC자켓과의 마찰을
고려한 내구성
- 새롭게 개발된 울트라 소프트래디알 겉감 사용으로 내구
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구현. 발수성이 높고 기화열 손실을
최대한 억제
- 슈트 내의 수분을 흡착하여 발열하는 중공기모소재의 Air
N.a.P(에어나프)안감을 사용하여 뛰어난 보온성과 부드러
운 면 느낌의 촉감
- 독일산 T-ZIP 사용으로 최고의 내압방수성

가격

232

Scuba Diver

모비스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bbys.net)

제품명

Neon ID Future

제품NO.

XDS - 4100

제품종류

맞춤왯슈트 (Men)

특징

- 어깨 부분의 새로운 문양이 특징인 남성전용 왯슈트
-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원단으로 맞춤 가능
- 일반 나일론 저지 대비 500% 신축율을 자랑하는 뉴 메가
플렉스 겉감
- 슈트 내의 수분을 흡착하여 발열하는 중공기 모소재의 Air
N.a.P(에어나프)안감을 사용하여 뛰어난 보온성과 부드러
운 면 느낌의 촉감.
- 리더(Leader)를 상징하는 왼쪽 팔의 스트라이프
- 슈트의 탈착을 쉽게 해주는 새로운 목 벨크로 디자인

가격

모비스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bbys.net)

제품명

SHE’S POUPEE (쉬즈푸페)

제품NO.

XDS - 7600

제품종류

맞춤왯슈트 (Women)

특징

- 여성전용모델
- 불어로 “인형”을 의미하는 “POUPEE”. 하트 모양의 상반신
컷팅 디자인과 팔 부분에 리본 혹은 하트 패치가 선택 가
능하다. 귀여운 소녀의 멋내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 디테
일을 곳곳에 배치한 MOBBY’S 신작 왯슈트. 팔 부분의 패
치에 당신만의 이니셜을 새기는 것도 가능
- 여성의 바스트, 웨스트, 힙의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부각시
키는 여성전용피팅 “Queen shape(퀸쉐이프)”로 여성을 위
해 디자인된 왯슈트
- 슈트 내의 수분을 흡착하여 발열하는 중공기모소재의 보
온성을 극대화한 Air N.a.P(에어나프) 안감 사용

가격

모비스 홈페이지 참조(http://www.mobbys.net)

제품명

RG07

제품NO.

래쉬가드 RG07

제품종류

일반 의류

특징

- UV50 자외선 차단 래쉬가드
- 자외선 차단 기능이 탁월하고 신축성이 좋은 UV라이크라
소재
- 해양스포츠 시 자외선 차단 및 다이빙 슈트 언더웨어로 사용
- 슈트와의 마찰을 줄여 슈트를 입고 벗기가 쉬워짐

가격

상의 40,000원 (반팔 35,000원) / 하의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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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Diving Festival 2012 (PADI 다이빙 페스티발 2012 )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9월 22일(토요일) 제주 서귀포에서 이하의 일정으로 PADI 다이빙
페스티발을 진행하여 모든 PADI 다이버 및 멤버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
사를 이하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 날짜 : 2012년 9월 22일
(Date : 21nd September 2012)
• 시간 : 오후 6시 - 10시
(Time : 18:00 - 22:00)
• 이벤트 장소 : 제주 서귀포 KAL 호텔
(Venue : Seogwipo KAL Hotel)
• 이벤트장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486-3
	(Address : 486-3 Topyeong-dong, Seogwipo-city,
Jeju-do)
• 이벤트장 연락처
전화 : 064-733-2001, 080-201-2001
홈페이지 : www.kalhotel.co.kr
	(Contact : Tel. 064-733-2001, Toll Free. (080)201- 2001
Internet Home Page. www.kalho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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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참가 자격 : 모든 PADI 다이버, PADI 멤버, 친구 및 가
족 (Who can join the event : All PADI divers, PADI members,
Families and Friends)
• 참가 신청 : 국내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Booking for joining the event : Contact local PADI dive
centre or resort)
• 참가 비용 : 75,000원
(Entry fee : 75,000 Korean Won)
•	포함 내용 : 뷔페 저녁 식사, 음료 및 맥주, 파티, PADI 방		
풍 자켓, 버프 (스페셜 에디션) & 행운 상품 추첨권
	(What’s include : Buffet dinner, drink, party, PADI
windbreaker & Buff (Special edition) in roll Lucky draw)

장남원 수중사진전 - 고래, 움직이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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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중사진가로 알려진 장남원씨의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고래”이다.
특히 혹등고래의 사진 30여 점을 집중적으로 발표

•전시제목 고래, 움직이는 섬 – 장남원 사진전
•전시기간 2012년 8월 8일(수) ~ 26일(일)
•전시장소 롯데갤러리 본점

(서울시 중구 소공동1번지 롯데백화점 본점 12, 14층)
•전시문의 롯데갤러리 02-726-4456

담당큐레이터 성윤진 010-3893-3017
•홍보담당 오새라 02-726-4428
•전시자료 웹하드 www.webhard.co.kr

(id : lottegallery1/pass : 1111 → 장남원사진전폴더)

- 한국 수중사진계의 1세대 장남원 작가의 혹등고래사진전
-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 고래. 그 중에서도 혹등고래의 모성,
휴머니티 기록.
-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바하마의 혹등고래를 촬영,지면에 게재했으며 집		
채만한 고래와 인간이 어울리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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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형 방수카메라와 함께 신나는 여름을!”
올림푸스, 아웃도어형 카메라 터프시리즈
2종 및 전용 방수하우징 선보여
- 아웃도어형 카메라의 원조 'TG'시리즈 최신작 'TG-820' 'TG-620'선보여
- 수심 45m에서도 촬영 가능한 'TG-820' 전용 방수하우징 'PT-052'도 판매 시작

올림푸스한국(대표 : 방일석, www.olympus.co.kr)이 아웃도어형 카메라의 원조 ‘TG’시리즈의 최신작
‘TG-820’과 ‘TG-620’, 그리고 ‘TG-820’ 전용 방수하우징 ‘PT-052’를 선보인다.
올림푸스는 국내 아웃도어형 카메라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리딩 브랜드로, 올해 역시 한층
업그레이된 기술력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 ‘TG’시리즈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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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제품 2종은 여름 시즌에 유용한 방수기능은 물론 충격방지, 렌즈 보호기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겨울철 레저에도 적합하도록 -10℃까지 견디는 방한 기능을 탑재, 물놀이・등산・스키 등
모든 레저 상황에서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아웃도어형 카메라다.
특히, ‘TG-820’은 거친 아웃도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수중 10m까지 방수가 가능하며,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충격이 흡수되고, 100Kg의 하중에도 부숴지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한다.
(가격 : 39만 9천원)
‘TG-620’은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수중 5m 방수 및 1.5m 높이에서의 충격 방지 기능이
탑재됐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핑크・블루・
그린・화이트・블랙의 비비드한 컬러로, 야외활동에서
도 스타일리쉬한 제품을 선호하는 유저들에게 제격이다. (가격 : 29만 9천원)
두 제품 모두 1200만 화소 및 광학 5배줌이 장착됐으며, 올림푸스의 신기술 iHS로 카메라의 반응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와 야간 풍경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수
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수중에서도 Full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화질이 우수하며, 전
용 방수하우징을 사용하면 스킨스쿠버시 보다 전문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PT-052’는 대상 모델인 ‘TG-820’을 장착해 전문적인 수중 촬영을 돕는 방수하우징 패키지로,
수심 45m에서도 1200만 화소로 전문가급 화질을 구현해주는 제품이다. 수중의 부유물에 의한
난반사를 방지하고, 확산판의 빛 이외의 내장 플래시 빛을 차단하는 블랙 본체를 채용했으며, 양
면 멀티 코팅 전면 유리 렌즈로 내면 반사를 막아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쇼트 암과
수중 광 동조 케이블을 활용한 수중 플래시를 부착해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다.
수중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 글로브 착용 시에도 누르기 쉽도록 대형 셔터 레버와 버튼, 개폐 다
이얼을 설치했으며, 후면을 투명하게 제작해 물이 내부에 들어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면 52mm 지름의 나사선 마운트에 스텝업 링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각종 수중렌즈를
교체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다. (가격 : 42만 8천원)

방수하우징 제품문의: 올림푸스 코엑스직영점
Tel. 02-600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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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에서 스쿠바다이빙 중단 사태 발생!

서귀포항으로부터 문섬에 다이버와 장비를 실어 나르는 낚시어선

제주도스쿠바연합회(회장 : 방이)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오후부터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서귀포지역의
유어선들이 다이버들을 승선시키는 것을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출항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7월
9~10일 서귀포, 법환, 보목리 등지에서 다이빙을 나가려던 많은 다이버와 체험다이빙 관광객들이 다이
빙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스쿠바다이빙은 바다의 다이빙 포인트에서 보트를 타고 나가 다이빙을 하거나 인근 섬으로
이동해 비치다이빙을 해야 하는데 낚시어선으로 스쿠바다이버를 수송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었다. 민원인의 고발이 발생하자 해양경찰은 서귀포항에서 스쿠
바다이버를 수송하는 낚시어선을 즉각적으로 단속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4일 동안 서귀포에서의 스쿠
바다이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휴가를 맞아 육지에서 제주도의 멋진 풍광을 보러 온 다이버들은 다이
빙을 포기해야만 했다.
제주도스쿠바연합회에서는 지난 해 문섬에서의 스쿠류 안전사고 이후 다이버들을 안전을 위해 유어선
에 스쿠류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유어선 선장들에게 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유어선들이 스쿠류안전망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스쿠류안전망 설치를 반대한 특정인이 다이버의 유어선 탑승을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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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에 민원을 넣었고,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이버들의 유어선 탑승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제주도스쿠바연합회에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제주도의 스쿠버다이빙 산업에 막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의회 등의 각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
태이며, 7월 11일에는 서귀포의 스쿠바연합회 회원사들이 모여 서귀포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모든 방
법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낚시어선업법에는 낚시관광객 등을 제외하고는 다이버는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적
으로 하자가 없으려면 다이버들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등록한 선박만을 타야 한다. 관광유람선이나
도항선이 이 사업법에 등록된 선박들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선박들이 다이빙 포인트는 가지 않는다는 사
실이다. 또한 다이버를 수송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허가를 받으려면 선착장에 대기
실을 만들고 구명선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거기다가 유선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면
세유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낚시어선을 운행하는 어민들이 유선 등록을 기피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을 타고 다이빙을 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인 것이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허용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해경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한다면 스킨
스쿠버다이빙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서귀포시도 휴가철을 맞아 한창 관광객을 받아야 할 시점인데 이러한 문제가 터져 자칫하면 서귀포시에
많은 관광수익을 창출해내는 스쿠바다이빙이 축소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
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조속히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스쿠류안전망을 설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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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 소식

스포츠 다이버 매거진이 선정한 MARES 우수장비
MARES 마스크 ‘X-VU L.S.’은 45% 더 부드러우며,
270% 더 탄력 있는 놀라운 실리콘 덕분에 착용감이
아주 편안하며 주문제작한 듯 하다.
MARES 마스크 ‘X-VU 리퀴드스킨’
이 자랑스럽게도 스포츠 다이버 매거
진(Sport Diver Magazine) 장비가이드
편집장이 선정한(Editor’s Pick) 우수한
스쿠버장비 9가지 품목 중 하나로 선정
되었다.
마스크 ‘X-VU L.S.’은 리퀴드스킨
(L.S.)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완전한 이
안식 마스크이다. 코 부분의 리퀴드스킨 스커트는 충격을 완
화하며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매거진에는 빨리 풀 수 있
는 버튼 두 개의 새로운 버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편집장이 선정한 우수한 스쿠버 장비에는 MARES ‘에르고
플렉스(Ergo Flex)’ 스노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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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스노클 ‘에르고 플렉스’는 단순한 호흡용 기구에
서 더 나아가, 발전된 시스템을 가진다. ”
MARES의 새로운 에르고(Ergo) 스노클 라인은(Ergo Flex,
Ergo Dry) 스쿠버 다이버와 스노클러 모두에게 최고의 성능
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 스노클의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은
머리부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에르고 스노클 라인의 주
름잡힌 플렉스(flex) 호스는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다. 또
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스노클 키퍼가 있다.
에르고 스노클 라인은 빠른 물빼기를 위해서 마우스피스
에 배기밸브가 있다.
마우스피스는 충격을 완화하고 배기밸브를 적절하게 보호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졌다. 특히 턱의 피로감
을 줄이는 각도로 설계되어 스쿠버와 스노클링에 이상적이다.

마레스 랩세미나 EXPERT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마레스 코리아에서 마레스 랩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장비에 대한 A/S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다.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반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과정과 다이빙샵
과 강사들을 위한 어드밴스드/엑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에 한 과정씩 진행되며 어드밴
스드와 엑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서 참가인원이 7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이빙샵에 신청하면 해당샵에서 진행된다. 3일간의 교육비는 15만원이다.(식대 및 별도
의 세미나실 비용 불포함)
이번 세미나의 참가자는 액션스쿠바 이민정님, 헤븐2 이지연님, 씨플랜 김태효님, 제로
원미디어 김현덕님이었다. 주말도 반납하고 3일간 이론과 실습을 반복한 결과 네 분이 모
두 시험에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210여 명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140여명이 합격했다. (재시험을 통한 합격자
를 포함한 참가인원이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2, 3일차 과정을 재수강하여 다시 자
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랩세미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메뉴얼과 전용공구를 살 수 있으며, 공식적
인 마레스랩 지정점이 된다. 2년마다 하루 과정의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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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파 - 모비스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모비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가 개설되었다. 다이빙 인
구의 젊은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급부상
하였으며, 이에 모비스에서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소셜마케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에서는 모비
스의 제품정보와 새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
벤트로는 오픈 기념으로 다이빙 장갑을 쉽게 말릴 수 있도록 개
발된 글로브행거를 8월말까지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의 QR코드 혹은 사
이트(www.facebook.com/mobbys.net)로 접속 후 “좋아요” 버
튼을 클릭하여 모비스 팬이 되면 된다. 이후 상품 받을 주소를
모비스 홈페이지(www.mobbys.net) 게시판에 기재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상품은 매주 참여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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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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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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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The 2012 Instructor Development Update is a
combined Course Director and IDC Staff Instructor Update

PADI 아시아 퍼시픽의 2012년 강사 개발 업데이트가 대한민
국 서울에서 7월에 진행될 것이다. 업데이트에서의 주 요점은 :

and programmes will commence at 9.00am and finish at
approximately 5.00pm.)

(PADI Asia Pacific 2012 Instructor Development Updates
will continue through July in Seoul, South Korea. Key

현재의 스케줄은 (Currently dates scheduled include) :

focuses for the updates are : )
•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새로 개정된 프로그램과 교재, 강사 개발 커뮤니티에 관련된

(Wednesday, July 25, 2012 9am-5pm)

PADI 기준과 커리큘럼의 변경
(New and revised programmes and products, PADI

2012년 강사 개발 업데이트에 프리퀀트 트레이너 등급 적용

Standards changes and curriculum changes that relate

은 3월 1일 부터 나머지 한해 동안 적용된다. 2012년 강사 개발

to the Instructor Development community)

업데이트에서 뵙기를 기대한다.

• 새로운 레크레이션 리브리더 강사와 트레이너, Tec 리브리더

(Please note : 2012 FTP Ranking rebates will apply to

강사와 트레이너 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Instructor Development Updates from March 1st through

(How to acquire the new recreational Rebreather and

the remainder of the year.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ec Rebreather Instructor Trainer credentials)

at an Instructor Development Update in 2012.)

• 고 프로 행사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힌트와 조언
(Keys to success and tips for organising Pro Events)
• 지식 개발 평가 범주의 최신 설명과 평가 트레이닝 		

PADI 리브리더 다이버 &
어드벤스드 리브리더 다이버 코스

(Up-to-date explanations of the Knowledge
Development criteria and Evaluation Training)
• PADI 멤버를 위한 시장 성장의 기회
(Growth market opportunities for PADI members)
• CDTC에 신청하기 위해 – IDC 스탭 강사들만
(Applying for the CDTC (IDCSI’s only)

PADI 아시아 퍼시픽의 Dan Macherel (테크니컬 다이빙 디비
젼, 교육 담당관)이 방한하여 6월 18-24일 까지 울진해양레포츠
센터에서 PADI 리브리더 다이버 & 어드벤스드 리브리더 다이버
코스를 통합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코스에는 강정훈(스쿠버 그린피스), 한민주(아쿠아마린),
임욱선(블루다이버스), 송규진(파아란바다), 임용우(고 다이빙),

프로그램 참가 비용에 포함되는 것 :

서종열(다이버스에듀),

(Included in the programme fee) :

김진관(아쿠아마린) 코
스 디렉터가 참가하였으

•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 레슨 가이드
(PADI Divemaster Lesson Guide)
•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 강사 큐카드
(PADI Divemaster Instructor Cue Card)
• PADI 다이브마스터 최종 시험지
(PADI Divemaster Final Exam booklet)

며, 통역과 코스 지원은
김부경, 영희 하니스씨가
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
에서는 오는 11월 PADI
리브리더 강사 코스를

• PADI 플로 셔츠 (PADI Polo Shirt)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 점심과 다과 (Lunch & Refreshments)

코스 진행을 위하여 많
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

2012년 강사 개발 업데이트는 코스 디렉터와 IDC 스탭 강사

지 않은 첵스톤 유영재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함께 묶여졌으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후 5시경에 종료될 예정이다.

전하였다.

246

Scuba Diver

PADI 멤버 포럼 – 필리핀, 세부

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필리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PADI멤버
서비스를 위하여 PADI 멤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PADI 강사 시험
2012년 6월 오션트리 리조트 (제주 서귀포)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오
션트리 리조트에서 6월 15-17일에 걸쳐 PADI 강사 시험을 성공
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유재규, 이성구, 정운화, 이순진, 한경수 정
전, 김영민, 오정옥, 조경원, 김충회, 박지수, 홍윤종, 유종욱, 윤시
몬, 이성수, 김보국, 김정훈, 한덕진, 배봉기, 홍두석, 김남혁, 구자
일, 신창훈, 이계훈, Jeffrey Chi Keung Ng 그리고 Ka Yuen
Cheung 총 26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
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그리고 영희 하니스
씨가 평가를 담당하였다. 특히 Jeffrey Chi Keung Ng 그리고 Ka
Yuen Cheung씨는 대만에서 참가하였고 PADI 강사 시험에 합격
하여 더욱 보람있었으며, 시험 후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 투어
를 계획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정상우, 정회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필리핀 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 송종윤, 김수열, 서종

한국인 PADI 멤버들을 위한 2012 PADI 멤버 포럼을 지난 6월 5

열, 김현찬, 강정훈, 김시

일 세부 막탄에 위치한 팜비치 호텔에서 한국 지역 매니저 김부

광, 주호민, 김진관, 이호

경씨와 필리핀 지역 매니저인 Jimmy Christrup씨가 공동으로 진

빈, 김용진 PADI 코스디

행하였다.

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

필리핀 세부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멤버들이 참가하여 새

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

롭게 업데이트된 PADI소식 및 2012 PADI 멤버 마케팅 지원 방

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안, 위험 관리, 규범 등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보다 질

주신 오션트리 리조트의

높은 고객 서비스로 차별화된 타겟 마케팅, 소셜 미디어 활용 및

양충홍 대표님과 스텝

적용, 국내 PADI 센터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토픽으로 세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지역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방향과 코스 프라이싱 정책 등에 관

전하였다.

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팜비치 호텔 내
에서 씨월드 세부 다이
브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순식 대표가 한
국식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한 멤버들
이 함께 식사를 하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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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소식
SSI 프리다이빙 코스 진행 안내

험 다이빙은 선착순 1,000명, 수중촬영은 다이빙 전문가/일반
200명 내외, DMZ 수중 촬영대회는 전문 촬영인 20명으로 제

프리다이빙은 유럽과 호주 등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한가지이며,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한되어 있다. SSI KOREA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SSI 본부로 문의하기 바란다.

분야이다. SSI에서는 올해 초에
안내되었던 대로, SSI 프리다이빙

SSI 폴로 티셔츠 추가 제작

코스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진
행되었으며, 9월 첫째 주부터 넷

SSI 자수로고가 새겨진 폴로 티셔츠가 기존의 기존의 티셔츠

째 주 주말까지 프리다이빙1부터

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재질로 원단을 업그레이드하여 제작, 신

프리다이빙2까지 지속적으로 코

규 출시되었다. 색상은 남색 한가지이며, 사이즈는 S부터 3XL까

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

지 남녀혼용 디자인으로, 상품은 인스트럭터용과 일반용으로

자는 SSI 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

구분되어 판매된다. 보다 자세한 구입 문의는 각 딜러를 통해

란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요청하기 바라며, 딜러 및 강사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

부탁드린다.

린다.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
(FreeDiving ITC) 개최 안내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 SSI 프리다이빙
ITC 코스가 10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SSI의 프리다이빙 코스는 3가지로 나누어졌으며, 프리다이빙1
은 프리다이빙을 소개하는 등급으로 수심 20미터 내에서 실시
되며, 프리다이빙2는 보다 전문적 지식과 30미터, 프리다이빙3은
40미터 이상을 탐험하는 최고 레벨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ITC
는 프리다이빙 세계챔피언 출신 외국인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를
초청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SSI 프
리다이빙 ITC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은 본부로 문의하기 바란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

제1회 고성군 체험 다이빙 행사 및
DMZ 촬영 대회 참가

신규 프리다이빙 센터 안내
■ AFIA
서울 성내동 위치한 AFIA(아피아)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
였다. (현)한국 프리다이빙 기록 보유자이며, 국내 최초로 SSI

201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8
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군과 고
성군 스킨스쿠버 연합회 주최 및
주관으로 제1회 고성군 스쿠버체험
& DMZ 수중촬영대회가 개최된다.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장거리를
수영하는 렁 수영 대회와 체험 다
이빙, DMZ 수중촬영대회 등이 진
행되며, 참가 인원은 렁 수영 및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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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노명호 대표가 운영하

• 대표 : 김동석

며, 국내 최초의 SSI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기관이다. AFIA는 한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1-4

국의 환경적인 교육실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으

• 전화 : 010-5368-7738

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프리다이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

• 홈페이지 : www.banamresort.com

이다. 교육과정은 SSI 프리다이빙 과정을 교육한다.

■ Fstyle

대표 : 노명호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강원도 원주 단계동에 위치한 Fstyle이 SSI 신규 딜러로 등록

전화 : 070-8285-2864

하였다. 전석철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며 스쿠버 다이빙을 포함

홈페이지 : www.afia.kr

하여, 등산, 스키 등 각종 레저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
이버 전문 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
육한다.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다리 다이버스
팔라우에 위치한 다리 다이버스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
다. 이성수 대표가 운영하며, 노소영 SSI 인스트럭터가 책임강사
로 있는 다리 다이버스는 다이버 전문 교육센터이며, 숙소와 다
이빙 센터와의 이동거리가 짧아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다이빙 투어와 관련된 여러 패키지 상품들도 홈페이지
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다이빙 이외
에도 여러 가지 해
양 스포츠 프로그
램이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찾

• 대표 : 전석철

을 수 있다. 교육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43-3

정은 SSI 다이버 전

• 전화 : 033-745-7175

과정을 교육한다.

• 홈페이지 : www.ssidive.co.kr

• 대표 : 이성수

신규 다이브 리조트 안내

• 주소 : P.O BOX 1266 Koror 96940
• 현지전화 : 680-488-6767

■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 인터넷폰 : 070-7536-6767

강원도 고성 문암에 위치한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가 SSI

• 홈페이지 : www.daridivers.com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김동석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
■ 반암 스마일 스쿠버

버 전문 교육센터이다. 이론 교육장과 휴게실 및 별도의 여성

강원도 고성 반암에 위치한 반암 스마일 스쿠버가 SSI 신규

전용 휴게실과 수심 3m의 수영장이 갖춰져 있어 교육에 편리

딜러로 등록하였다. 김동석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는 다이버 전

성을 더하였고, 모든 포인트에는 하강 라인을 설치, 몇몇 포인

문 교육센터이다. 반암 스마일 스쿠버는 강원도 고성 반암항 주

트에는 가이드 라인 또한 설치되어 다이버의 안전을 고려하였

변에 위치하며, 짧은 시간안에 주변 모든 포인트까지 도착할 수

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있다는 장점을 가

• 대표 : 김동석

지고 있다. 교육과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정은 SSI 다이버 전

• 전화 : 010-9326-8162

과정을 교육한다.

• 홈페이지 : www.lf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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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필승, 이영기, 조희권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
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2012년 5월 31일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네모선장에서 고영식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
을 준 영금정 다이빙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 이번 교육에는 김동석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박수를 보낸다.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6월 16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3월 07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노승욱 다이브
콘트롤 스페셜리스트

2012년 6월 16일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레저클럽에서 오호송

4월 22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장현준 다이브콘트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
다. 이번 교육에는 김용철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롤 스페셜리스트
5월 14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인스트럭터 주관 김동오, 김동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균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5월 29일	제이다이버 이강국 인스트럭터 주관 최광일, 조승
환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7월 10일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인스트럭터 주관 박규철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6월 27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김정호
인스트럭터
7월 09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전석철, 김용철
인스트럭터
■ 신규 다이브콘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6월 27일	SSI COLLEGE 김태훈 평가관 주관 천안 스쿠버 스
쿨 이동호 인스트럭터

7월 1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SSI KOREA에서는 2012년 7월 1일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영
금정 다이빙 리조트(운영 : 이호석)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
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수중탐험대(김동주 트레이너)에서 이용진, 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치아 압착
비록 드문 경우이지만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치아 내부에 작은 공기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공간은 이퀄라이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버가 수면 아래로 하강하면 압착이 발생한다. 치아압착은 굉장
히 고통스럽다. 만약 하강 중에 치아압착이 온다면 다이빙을 포기해
야 한다. 그러나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제공 : SDI/TDI/ERD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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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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8월 4일(토) ~ 8월 11일(토) 8일간
주최 : 고성군, 고성군스킨스쿠버연합회
주관 : 고성군스킨스쿠버연합회, 고성군
후원 : KDEC,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수중세계

협찬사

Pantone
1935 C

Pantone
2747 C

Pantone
123 C

Pantone
871 C

Pantone
428 C

Pantone
87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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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소식

실시 사항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사방에 위치한 씨퀸 다이브리조트(정성걸 트레이너)에서 7월 5
일부터 7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엄대영 강사)에서 TDI 사이
드마운트 과정을 실시하였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은 사이드
마운트(Side-Mount)형식의 부력
조절기를 사용하여 기존의 다이빙
장비로는 통과할 수 없는 좁고 낮

사이드마운트 과정(울진해양레포츠센터)

은 공간에서의 다이빙을 즐기거나,
더블 탱크를 구성하기 위해 별도
의 밸브나 밴드 등의 조립 장비없
이도 두개의 탱크를 장착하여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테크니
컬 다이빙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이빙의 한 형태이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사이드마운트 과정(울진 오산항)

감압절차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몬테칼로 리조트에서 감압절차(45M) 과정부터 어드밴
스드 트라이믹스(100M) 과정까지 실시하였다.

사이드마운트 과정(필리핀 사방 씨퀸 다이브리조트)

이번 과정은 SDI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과정이 아닌 TDI 사
이드마운트 정식 과정으로 감압절차, ERD, 트라이믹스, 어드밴스
드 침몰선 다이빙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였다.
본부의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국용관, 변
정태, 임재현, 정성걸, 최용진 트레이너, 김도형, 성재일 강사가 강
사 과정에, 박재홍, 이광홍, 노준영, 신성일, 하기형, 황성환 강사,
장두한, 안영종 회원이 다이버 과정에 참가했다.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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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몰선이 수심40m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감압 다이빙 또
는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다이빙이 적합한 곳이다.
이번 축 다이빙 일정에는 정의욱 본부장, 반평규, 최성기 트레
이너, 김석곤 강사가 참가하였고 권혁기 트레이너와 오상준씨가
개방식 감압다이빙으로 참가하였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4단계에
대한 다이버 및 강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필리핀)

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번 과정에는 골드피쉬클럽의 김도형 강사가 단독으로 참가
하여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였다.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과정 – 축(Chuuk)
SDI/TDI/ERDI KOREA에서는 7월 14~22일(9박 8일)까지 남
태평양 침몰선 다이빙의 천국인 축(Chuuk)에서 완전폐쇄 재호
흡기 트라이믹스 과정을 실시하였다.

장학생 강사 과정 (개방수역 강의 평가 후)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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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축(Chuuk) 샌프란시스코마루 (-60m)

축(Chuuk)은 우리에게 트럭라군(Truk Lagoon)으로도 잘 알
려져 있는 침몰선 다이빙의 메카이며 보존 상태가 좋은 대부분

장학생 강사 과정 (이론 교육)

이번 장학생 강사 6기 과정은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해양레저스
포츠센터에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 동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과정 - 축(Chuuk)

안 SDI 강사 교육/평가, CPR/First Aid/산소응급처치 과정, T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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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과정에는 변정태, 최성기, 최용진 트레이너가 자원
하여 전 일정 교육 스탭으로 수고해 주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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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CPROX1st-AED 과정
장학생 강사 과정(제한수역 강의 평가 후)

나이트록스 강사 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총
27명의 신청자 중에, 사전조건 및 기타심사에 합격한 16개 대학
(경기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명지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양
대 , 영 남 대 , 위덕대 , 이 화 여대 , 충 남 대 , 한 양 대 ,
KAIST,Cornell,SanDiego)의 장학생 강사 후보생 23명이 참가하
여 성공적으로 과정을 모두 마쳤다.

CPR(심폐소생술) 실습

SDI/TDI/ERDI KOREA에서는 7월 1일(일) 울진해양레포츠센
터에서 장학생 강사 과정과 함께 CPROX1st-AED 과정을 실시
하였다.
이 과정은 CPR(심폐소생술), First Aid(응급 처치), Oxygen
Provider(산소 응급처치), AED(자동제세동기) 과정이 하나로 통
합된 프로그램이며, 인명구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한차원
장학생 강사 과정(제한수역 수중기술 실습)

높은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SDI 기본 인명구조 교육으로 보
급/활용되고 있다.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엄

이번 과정을 통해 총 7명의 CPROX1st-AED 강사가 배출되었다.

대영 강사를 비롯한 스탭들과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보여준
최신욱 트레이너외 15명의 강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산소 응급처치 실습

2012년 장학생 강사 과정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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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이빙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참가자 팀별로 렌트카가 지급되며, 다이버라면 누구나 참가할

감압절차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8월 18일(토)부터 27일(월)까
지 필리핀에서 감압절차(45M) 과정부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100M) 과정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수심 100미터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체
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2007년 나이트록스 축제 - 괌(Guam)

■ 일정
- 9월 7일(금) : AM 10:00 (진에어 005편) 인천
 괌 PM 3:30
- 9월 8일(토) : 보트 다이빙 2회
- 9월 9일(일) : 보트 다이빙 2회
- 9월 10일(월) : 보트 다이빙 2회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 9월 11일(화) : PM 4:30 (진에어 006편) 괌
 인천 PM 8:20

괌(GUAM) 다이빙 축제
사이드마운트 – 감압절차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9월 7일(금)부터 11일(화)까지

남태평양의 푸르른 낙원 괌(GUAM)에서 재호흡기 체험 및 다이
빙 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9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괌(Guam)에서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과 사이드마운트를 이용
한 감압절차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 TDI 동굴 과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사이드마운
트를 소개한 이후 국내 각 지역, 필리핀, 플로리다, 멕시코 등에

재호흡기 다이빙 - 괌(Guam)

이번 행사는 SDI/TDI/ERDI KOREA 본부와 괌 드림다이브의
안태수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재호흡기와 괌에서의 다

사이드마운트를 이용한 감압절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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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발하게 교육중인 현재까지 TDI 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
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
에서는 괌(Guam)에서 동
기간 중에 완전폐쇄식 재호
흡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
스(Advanced Mixed Gas
Diluent) 과정을 실시할 예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상급 혼합기체희석 과정

정이다.

어드밴스드 침몰선(통과)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9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
지 필리핀에서 TDI 어드밴스드 침몰선(Wreck)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TDI 어드밴스드 침몰선(Wreck) 과정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10월 10일(수)부터 17일(수)까

지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SDI/TDI/ERDI에서는 국내에서 매년 1회 강사 트레이너 교육

이 과정에서는 사전에 인증된 교육 등급 규정의 한계 수심 내

을 실시한다.

에서 침몰선(통과) 잠수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필요한 장비 그
리고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한다.

■ SDI TDI 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특히 해외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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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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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다이빙 교육을 선도하는 SDI/TDI/ERDI의 강사 트레이너 과
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BSAC KOREA 소식
필리핀 아닐라오 팸투어가 성황리에 마쳐

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 마감 : 2012년 10월 25일까지

지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리핀의 아닐라오
스쿠버 다이브 센터(BSAC 다이버트레이닝센터)에서 BSAC
KOREA의 강사멤버 및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가

- 접수 : 웹하드 업로드
(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수 : 접사 2작품, 광각 2작품

진행되었다.

2012-2013 센터 및 강사 등록 갱신 안내
오는 8월 1~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센터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등록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강사들은 예년
과 달리 강사 활동 인근지역의 등록센터에 강사 갱신등록을 신
청해야 한다. 각 센터의 연락처는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추후
개별 안내된다.
특별히 이번 팸투어 기간 동안에 정상근 트레이너의 수중사
진 세미나가 2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많은 다이버들의 성원에 힘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입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BSAC 강사 트레이너 워

신규 BSAC 센터 등록

크샵을 개최한다. 트레이너 워크샵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
에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진행과 평
필리핀 아닐라오 지역의 리드
마린 리조트가 새로운 BSAC센
터(DTC)로 등록되었다.

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
는 강사들을 대상으로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

리드마린 리조트는 10개 룸

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과 다이빙 전용풀을 자체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Approval course)을

운용하고 있다.

거쳐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BSAC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 기본과정

■ 신규 센터

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이

- 리드마린: +63 939 856 6021

너로도 활동할 수가 있다.

http://cafe.daum.net/Divers

BSAC 총회 공고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연말에 진행되었던 총회가 올해부터는 10월 19일에 진행된
BSAC 수중사진 공모전이 10월 말경에 마감된다. 건전한 다이

다. 그동안 연말의 송년회를 겸한 총회가 올해부터는 초청된 인

빙 문화와 다이버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진행되어온

원에 한해 10월 19일에 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다. 영국, 일본

BSAC 수중사진 공모전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등의 BSAC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이번의 총회에는

BSAC 다이버(강사)라면 누구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

BSAC KOREA에 등록

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재에

된 센터장, 트레이너, 강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사 및 공로자들에게 초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

청장을 발부할 것이며,

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

개최 장소의 문제로 인

고 있는 BSAC 달력 제작

하여 초청된 인원 중 선

이나 BSAC 홍보물 제작에

착순 접수로 마감한다.

이용되며, 입상 작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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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트레이너 워크샵

시한다. 본부에서는 27일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목포를 통해서 배편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다. 행사 기

7월 3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금능 마린 게스트 하우스에서

간 중에는 1일 2회의 정규 다이빙이 실시되며, 더블, 사이드 마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대상은 황

운트, 재호흡기 등 많은 장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현재 더블을 5

영석(울산 노틸러스), 김창환(금능 마린 게스트 하우스), 김창제

세트, 사이드 마운트 실린더는 2세트, 재호흡기는 8대가 준비되

(IANTD Korea) 3명이 참석하였다. 스텝으로 김정숙 트래이너,

어 있다.

고학준 강사, 김윤석 강사, 김동원 강사, 김영수 강사가 참석하
였다. 기간 중에 마린 게스트 하우스 스텝들의 많은 도움으로

테크니컬 백과사전

편안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3명의 트레이너 후보는 미국에 트레
이너 등록을 할 예정이며, 강사 강습 스텝 2회를 거쳐서 트레이
너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1998년 톰마운트에 의해서 업계 최초로 테크니컬 백과사전
(Technical Encyclopedia)제작되었으며, 2003년 8월에 개정판이
나와서 테크니컬 다이빙에 최고의 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일
부분은 IANTD의 많은 강사들에 의해서 번역되어 사용되었지만,
모든 부분을 한국해양대학교의 강신영 박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완료되었으며, 리쿰스쿠버의 이원교 트레이너가 교정에 많은 도움
을 주었다. 편집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 인쇄가 될 예
정이다.
IANTD 테크니컬 백과사전은 테크니컬의 배경, 원리, 역사, 철학,
실습, 장비 운용 등 테크니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데마쇼 참관 일정
트라이믹스 코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스쿠버 장비
쇼가 실시한다. 본부에서는 13일 아시아나로 출발하여 LA에서
부터 렌트카로 라스베가스까지 이동하여, 쇼를 참관할 예정이
다. 참관을 희망하는 강사는 본부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중 체험
다이빙 행사에 참가
6월 27~29일까지 양양의 38리조트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 UN 산하의 봉사활동 단체에 소속된 대학생들 중 선택하여
양양 조도에 조성된 인공어초에서 체험다이빙을 실시하였다. 1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트라이믹스 강습을 필리핀에서 실시

일차 행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

할 예정이다. 이번 코스에서는 나이트록스부터 트라이믹스까지

무 소개 및 수중 작업 방법 소개를 하였으며, IANTD 강사들이

실시되며, 나이트록스 블랜딩, 트라이믹스 블랜딩 등 수심에 관

체험 다이빙 맡아서 이론 교육 및 스킨 장비를 사용하고 비치

련된 모든 강습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이버 및

에서 스킨 연습을 했다. 2일차에는 인공어초 지역에서 체험을

강사는 IANTD 본부로 연락 바란다.

실시하였다. 체험에 참가하였던 참가자들은 인공으로 잘 가꾸
어진 인공어초를 보고 수중 식목일 성과에 매우 놀라워했다.

여름캠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도 금능에서 여름 캠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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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는 다시마, 군소 등 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었다.

SCUBA Diving A, B, C…
7월 3일 리쿰스쿠버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ABC…" 라는 새로운 초보자 입문서 출판
식을 실시하였다. 전체 컬러 인쇄판이며, 본문에는 최신의 장비 사진 및 정보, 그리고
다이빙 기술을 구분 동작 사진으로 쉽게 설명하였으며, 교육 단체와는 상관없이 참고
할 수 있는 교재이다.
• 판매처 : 리쿰스쿠버 070-7776-5288
• 가격 : 20,000원

2012 July•August

259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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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S KOREA 소식
2012년 2기 장비전문가 교육과정 개최 결과

40% 미만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잠수하는 절차
와 기술들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산소농도를 높인 기

장비 전문가(Equipment specialist)교육과정이 지난 5월 10

체를 잠수에 사용함으로써 무감압 한계를 연장하기 위해 마련

일(목) 올림픽 다이빙 풀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장비전문가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산소농도가 높은 기체를 사용함에 있어

교육과정은 해마다 3~4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데 장비 전반에

항상 산소분압이 1.4~1.6기압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탱크는

관한 고장의 진단 및 처치, 적절한 장비의 관리 및 선택 등에

나이트록스 전용탱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게 나이트록스 계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다. 본 교육과정에는 모

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 이론들을 배우는 과정이

두 5명의 강사가 지원하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

다. 참가자들은 나이트록스의 역사, 물리, 생리, 계획, 기술, 산소

전에는 호흡기 작동원리를 비롯하여 장비의 고장 유형과 처치,

분석,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배움으로써 나이트록스를 잠

공기통 육안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습회가 진행되었고, 오

수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후에는 호흡기 일단계의 구분 및 동계형 판막식 일단계와 균형

키우게 되었다.

식 이단계의 분해 결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

교육과정은 정창호, 오승철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모두 7

들은 호흡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 호흡기의

명의 강사가 참가하였다. 이들은 차후 바다에서 EAN 32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호흡기 1단계와 2단계를 분해

EAN 36을 사용하여 각각 1회 이상 잠수하고 그 기록을 본부

하고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에 제출하면 나이트록스 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수료자들은 장차 각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 장비리페어 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들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보다 완벽한 장비전문가 강사로 거듭나

활성화와 보급을

게 될 것이다.

위해 적극 나설 것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자이언트 레포
츠의 정인호 사장이 호흡기 분해 결합과정에 샘플을 제공하고
분해결합과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차기 장비전문가 교육과정은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알찬 교
육과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라 기대된다.
차기 나이트록
스다이빙 강사 교
육과정은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 명단 : 여동훈, 장성부, 류효정, 오남현, 강호근,
김주찬, 염민종

2012년 2기 구조잠수 강사 교육과정 개최 결과
지난 5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구조잠
수 강사교육과정이 올림픽공원 다이빙풀과 강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구조잠수 강사 교육과정은 얼음밑잠수와 더불어 상급강사로
승급하기 위한 필
수 교육과정이다.
교육 첫날 에 는
- 참가자 명단 : 여동훈, 장성부, 류효정, 오남현, 김주찬

CPR과 AED 사용
법에 관해 집중적

2012년도 2기 나이트록스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인 교육이 이루어
졌고 교육 2일차

2012년 2기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과정이 지난 5월 11일

에는 구조잠수 강

(금) 올림픽 다이빙 풀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교육과정은

사 교본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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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실기과정이 진행되었다.
2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들은 구조잠수 강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구조다이버 교육과정의 선봉에 서서 보다 많은 구조다이버들을 교육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차기 구조잠수 교육과정은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명단 : 이종규, 여동훈, 장성부, 류효정, 오남현
김동성, 김주찬, 임지형, 임영훈, 안길필

2012년 2차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결과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5월 22일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에서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2명을 제외한 트레이너 전원
이 참가하였다. 특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그동안 거의 트레이너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던 트레이너도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여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였다. 업데이트는 전
자칠판 사용법 소개, 2012년판 초급 및 상급
다이버교육용 DVD 검토, kua 잠수표가 만들
어진 배경과 원리 소개, 감압계산 알고리즘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업데이
트 세미나를 마친 후 트레이너들은 친목을 도
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기 세미나는 하반기
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2년도 3기 강사강습회 개최 결과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6월 2일(토)부터 24일(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강사 강습회를 개
최하였다. 본 강습회는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4주간에 걸쳐 개최된 강습회로
모두 7명의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8일간 진행된 강습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스쿠버다이
빙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인 스쿠버다이빙 관련 기초 및 고급 이론, 교수법, 리
더십,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기 및 고급실기, 입수지도법, 강사의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본 강습회는 정창호, 김상욱, 조경희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장동립 강사(W스쿠버)와 정보윤 강사(한국수중모델학교 교장)가 전 과정을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을 8일간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마치고 세계수중연맹과 대한수중
협회가 인정하는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차기 강사 교육과정은 8월 9일부터 8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 명단 : 임정식, 이재호, 김재홍, 김태연, 이석준, 손태욱, 김형일

2012 July•August

261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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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I-KOREA 소식
해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 심해잠수 위탁 교육 수행

PSAI-KOREA는 2012년 4

PSAI KOREA는 해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이 교육 수료 후 활

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할 국내 바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교육 과제의 초점을 국

총 30일간 해양 경찰청 특수

내 바다로 맞추어 동해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PSAI

구조단 SSRT(Sea Special

KOREA 성낙훈 본부장외 PSAI 트레이너 및 안전강사 총 14명이

Rescue Team)의 심해 잠수

참여한 가운데 Nitrox, Twin Set, Advanced Bouyancy Control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해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의 발

Trim & Technique, Narcosis Management Lv.1 ~ Lv.5(60m),

대 목적인 특수 구조에 필요한 심해 잠수 능력과 대심도 수색 구

Advanced Nitrox, E.R.N, Trimix Lv.1 ~ Lv.2(80m), Sidemount

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시스템

Diving, Advanced Wreck Diving 과정을 울진 일원에서 교육을

을 갖춘 PSAI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국내 바다의 열악한

진행하였으며, 해양 경찰청 특수구조단 11명 전원 성공적으로 교

환경 속에서도 특수 구조단의 임무 완수를 위한 심해 해난사고

육을 이수하였다.

대응할 수 있고, 대심도 수색 구조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Trimix Lv.3 (100m), Rebreather Diving 과정은 필리핀 지역
교육 과제로는 공기를 이용한 대심도 다이빙, 혼합기체를 이
용한 대심도 다이빙, 재호흡기를 이용한 대심도 다이빙, 사이드

에서 교육 진행되었고, PSAI 필리핀의 Simon. So도 함께 참여하
여 교육의 질을 높였다.

마운트 등을 이용한 침몰 선박 통과 다이빙과 그에 수반되는 트

30일간 각 분야의 전문 트레이너들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지

윈셋다이빙, 고급중성부력, 가스 블렌딩 등의 과목이 함께 진행

식을 빠르게 습득하게 된 해

되었다.

양 경찰청 특수구조단 SSRT
전원은 이번 교육의 모든 과
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
하였고, 특수 구조단의 이름
에 걸 맞는 다이빙 기술을
겸비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내외의 심해 해
난 사고 및 유사 임무에서 해
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의 활
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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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KOREA 2012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해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 탱크 육안 검사 기술자
(PSAI Visual Inspection Technician) 및
산소 서비스 기술자(O2 Service Technician)
과정 교육
PSAI-KOREA는 2012년 6월 27일 해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
심해 잠수 교육 후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PSAI 탱크 육안 검사
기술자(PSAI Visual Inspection Technician) 및 산소 서비스 기
술자(O2 Service Technician) 과정을 부산 다대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탱크의 안전성, 위험 요소, 호흡 기체의 관리 및
장비 기능 등으로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PSAI-KOREA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경
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2012 경기 국제 보트쇼에 워터
스포츠(스쿠버 다이빙) 부문으로 참가하였다. PSAI KOREA 및
산하 퍼실리티인 딥앤블루다이브(대표 : 정동순), 다이브웨이(대
표 : 조순천), 토우스쿠버(대표 : 이신학)이 참가하였으며, 스쿠
버 장비 및 스쿠버 체험존,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며 스쿠버 다이빙에 관하여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
었다.

남해지방 해양 경찰청 특수 구조단 심해잠수 기술
고문 위원 위촉식
남해지방 해양 경찰청에서
심해잠수 기술고문 위원 위촉
식이 7월 5일 남해지방 해양
경찰청에서 있었다.
기술고문 위원으로 성낙훈
(PSAI KOREA 본부장), 안승
철(IANTD KOREA 부회장),
반석동(폴리텍 3대학 강릉 캠퍼스 산업 잠수학과 교수), 최종문
(PSAI 트레이너)이 선정되어 위촉장을 받았다.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수색기술과 능력을 겸비, 사
회와 국민에게 일익을 담당하는 해양 경찰 특수 구조단과 기술
고문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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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Extream Team
PSAI Extream Team(PSAI KOREA 실버 퍼실리티 회장 : 구
성란)에서는 6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의 의지”와
“통일 염원”을 담아 제3회 8.15 “통일염원 다이빙”행사를 수심
81.5m에서 실시한다.
• 일시 : 2012년 8월 11-12일, 15일
• 장소 : 울진 일원
• 주관 : PSAI Extream Team
• 후원 : PSAI KOREA

퍼실리티 소식

2012' SCUBAWAY COMMUNITY 하계캠프
P S A I KO R E A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S c u b a w a y
Community(대표 : 김용숙)에서는 2012년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하계 캠프를 실시한다.
• 기간 : 2012년 7월 26일 ~ 8월 6일
• 장소 : 경북 포항시 구룡포 '펀 다이브 리조트'
• 다이빙 형태 : 비치, 보트 다이빙
• 다이빙 내용 : 일반 Air, 더블탱크, 스테이지 실린더,
Trimix 다이빙 지원
• 예약 및 문의 : 02)812-4190, 010-6338-9173

BIDS CLUB 대학수업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비즈클럽(대표 : 이호우)은 대학 스쿠버
다이빙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 6월 23-29일까지 강원도 양
양의 38마린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학수업은 2개 대학
교(동양대학교, 극동대학교)가 참여하였으며, 비즈클럽 이호우
강사 외 6명의 강사진이 교육을 주관하였다. 2012년 대학수업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은 새로운 세계로의 첫발을 내딛으며, 스킨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과 즐거움을 안겨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비즈클럽은 계속해서 새로운 다이버를 양성함으로써,

■ 신규 강사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이다.

오호용 DM-1176 (Dive Master) - 오명석 IT
김석호 I-1152 (Open Water Instructor) IQC - 정동순 IT
이창주 I-1153 (Open Water Instructor) IQC - 정동순 IT
김형섭 I-1155 (Open Water Instructor) IQC - 정동순 IT
이우형 I-1178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오명석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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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S.E.I-PDIC 사이드마운트 세미나 개최
PDIC-SEI 인터내셔널은 오는 7월 23일 맴버와 회원을 대상
으로 사이드마운트 활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장비를 이용한 이론과 실기를 시행한 후 일반 여
가잠수 다이버가 사용하고 있는 백마운트형 BC를 사용하여 별
도 장비 없이 공기통을 옆으로 멜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잡
고 세미나 및 토론회를 시행한다.
• 일시 : 7월 23일(월) 오전 10:00 ~ 오후 5:00

PDIC 대전지역 동호인 안전교육 시행

• 장소 : PDIC-SEI KOREA 경남교육원
• 문의 : 010-9312-1252

PDIC 코리아 대전지역 (주)신화네트웍스 수중사업부(책임강
사 정구범) 맴버들은 지난 7월 8일, 수중 활동중 발생할 수 있

S.E.I-PDIC 국제본부 임원단 한국방문

는 위기사항에 대한 대처법과 기본인명구조술(BLS)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맴버들의

PDIC-SEI 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 새로운 CEO의 운영 경

100%안전교육 보급”을

영체제를 구축하면서 2012년에는 PDIC-SEI 아시아, 유럽 등 전

지향하는 (주)신화네트

세계적으로 전통있는 역사적 교육기관으로의 새로운 발전적 확

웍스 수중사업부는 정

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본부를 인가 받으며 7개

기적인 교육을 시행하

월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국제본부에서는 Asia

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Coordinator인 Kevin Kim과 Excutive Director인 Thad

수 있는 초석을 다질

Bowden이 7월21일
한국을 방문하여 오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문의 : 010-8456-2591

랜기간 동안 맴버로
서 활동해준 지도

서울 YMCA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 교육

자들과 회원들과의
국제적 친교를 위하

서울YMCA 응급처치운동본부에서는 지난 7월 4일, 서울사회

여 "PDIC-SEI 맴버

복무요원 심층 응급처치법 교육 강습회를 시행하였다. 현재 서

를 위한 만남"의 시

울YMCA 레져사업부 류지

간을 가진다.

한, 이성구, 임승태 간사는

• 일정 : 2012년 7월 23일 18:00부터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안전

• 장소 : 창원 컨벤션 센터(CECO) 뷔페 연회장

교육 보급을 위하여 찾아가

• 대상 : 전국 지도자 및 맴버회원

는 상설강습회와 위탁교육

• 내용 : PDIC-SEI맴버를 위한 만찬

을 상시 시행하고 있다.
• 문의 : 010-5312-7851

• 문의 : 010-4440-1339

STX 엔진 백상어스쿠버클럽 팔라우투어

광양, 부산YMCA 인명구조요원 강습회 개최

STX엔진 백상어스쿠버팀(책임강사 정세홍)은 창립 이후 제8

광양과 부산YMCA에서는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말반으

차 해외투어를 팔라우로 다녀왔다. 현지 마믈다이빙샵을 이용

로 광양, 부산, 경남 지역의 해양경찰법령, 문화관광부 승인, 제32

하여 4박 5일 동안 총8회 다이빙으로 동호인들은 다양한 수중

기 인명구조요요원 강습회를 개최한다.

동・식물을 보고 수중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고, 사내 동

• 장소 : 광양YMCA 수영장 / 창원종합운동장

호인들의 우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밀키웨어에서의 색다

• 문의 : 광양 010-4005-2125 / 부산 010-4440-1339

른 체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2012 July•August

265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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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투어 소식
2012년 월별 다이빙 투어 일정 안내
하반기 추천, 기본일정

■ 모알보알 5일 / 6일

■시파단 6일 / 7일
• 국가 : 필리핀

• 국가 : 필리핀

•특
 징 : 더 이상의 설명이 필

•특
 징 : 세부공항에서 차로 2

요 없는 그곳, 시파단! 이제

시간 반, 페스카도르 섬이

는 예약이 어려워 일정을 미

있는 모알보알. 아기자기한

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크로 생물들과 그 빈도가
높아가는 고래상어의 출몰

•숙
 소 : P S R K A PA L A I

을 기대하시라!

RESORT, BORNEO DIVERS

•숙
 소 : MB 오션블루, 블루스타

■ 보홀 5일 / 6일

■ 랑카얀 6일 / 7일
• 국가 : 말레이시아

• 국가 : 필리핀

•특
 징 : 몰디브만큼 아름다운

•특
 징 : 리틀 시파단의 명성

섬의 백상장에서 즐기는 휴

답게 바라쿠다, 잭피쉬 그리

양과 오랑우탄을 만나는 자

고 바다거북을 만날 수 있는

연학습을 함께…. 가족여행

곳.
•숙
 소 : 디퍼다이브, 블루워터

또는 허니문 최적지

다이브

•숙
 소 : PSR L ANK AYAN
RESORT

■ 아닐라오 3일 / 4일 / 5일

■팔라우 5일 / 6일
• 국가 : 팔라우

• 국가 : 필리핀

•특
 징 : 팔라우의 만타, 블루

•특
 징 : 가장 짧은 시간에

홀, 블루코너…. 9월부터는

갈 수 있는 최고의 다이빙

주 4회로 증편되는 항공을

포인트 아닐라오. 언제든

통해 좀 더 편하게 만나실

떠날 수 있는 다양한 항공

수 있습니다.

스케줄로 바쁜 직장인들에
게 최적의 다이빙지역.
또한 풍부한 마크로 생물로 수중촬영의 메카로 급부상!
• 숙소 : 디퍼다이브, 블루워터다이브

■ 팔라우 리버보드
• 국가 : 팔라우
•특
 징 : 2012년 겨울, 새로운 팔

• 국가 : 필리핀

라우 리버보드가 운항을 시작

•특
 징 : 인간과 함께 살아가

합니다. 우리 일정에 잘 맞춰

는 오슬롭의 고래상어를 만

주며 한국인에게 친근한 새로

납니다.

운 리버보드를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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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롭 5일 / 6일

•숙
 소 : 진스다이브

■마나도 6일 / 7일

■발리 6일 / 7일
• 국가 : 인도네시아

• 국가 : 인도네시아

•특
 징 : 지금부터 몰라몰라

•특
 징 : 여름 ~ 가을, 태풍

시즌이닷! 100여미터 길이의

없이 맘놓고 다이빙할 수

대형 난파선이 있는 툴람벤

있는 건기의 마나도. 마크

과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로 성지 렘베와 부나켄 국

수 있는 그곳 발리.

립공원을 만납니다.

•숙
 소 : BIDP 다이브센터,
SCUBA SERAYA RESORT

단 1~2명 만을 위한 개인 보트, 가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최상의 조건을 경험합니다.
• 숙소 : COCOTINOS RESORT, KUNKUNGAN RESORT,
DIVERS LODGE LEMBEH

스페셜투어

■하와이 어그레서 리버보드 10일

■갈라파고스 13일 / 코코스 아일랜드 17일

• 일정 : 2012. 10. 12(금) ~

• 일정 : 2014년 예정 (갈라파

21(토) (9박 10일)

고스 : 2014년 7월, 코코스

•장
 소 : 미국, 하와이

아일랜드 : 2014년 5월 예

KONA AGGRESSOR

정)

•출
 발 : 최소출발 10인 이상

 소 : 에쿠아도르 갈라파
•장

시 확정

고스군도 / 코스타리카 코
코스아일랜드

• 특징 : 세계적인 리버보드 그룹인 어그레서를 타고 빅아일랜드

• 특징 : 세계적인 다이빙지역인 갈라파고스와 코코스 아일랜드

를 일주합니다. 하와이 특유의 자연환경을 물밖에서 뿐만 아니

로 다시 떠납니다. 예약이 어려운 지역으로 사전 예약신청 후

라 물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밤에 만나는 만타

일정이 확정됩니다.

다이빙까지…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봅니다!

■라양라양 마레스체험 팸투어 10일

■멕시코 유카탄반도 칸쿤 9일
• 일정 : 2013. 5. 11(토) ~ 19

• 일정 : 2013. 3. 2(토) ~ 11월

일

•장
 소 : 말레이시아, 라양라

•장
 소 : 멕시코, 칸쿤

양리조트

• 신청 : 즉시, 신청과 동시에

•출
 발 : 최소출발 10인 이상

개별 항공예약 들어갑니다.

시 확정

동굴다이빙과 세계적 휴양
지 칸쿤에서의 다이빙 그리
• 특징 : 마레스 신제품을 직접 이용하여 다이빙하실 수 있는 체
험 팸투어. 다이브샵 오너 선착순 8분과 회원을 초대합니다. 망

고 치체니사 관광까지…. 동굴다이빙의 새로운 경험과 관광을 함
께하는 최적의 일정에 초대합니다.

치상어를 만날 수 있는 라양라양의 시즌 시작에 맞춰 준비, 6개
월 동안 닫혀 있던 라양라양의 바다를 2013년 3월 2일, 직접 열
어봅니다.

문의처 : (주)액션스쿠바 투어 Tel :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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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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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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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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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체
업체 또는
또는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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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소식
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1. 굿다이버에서는 다이브 컴퓨터 대여 장비로 마레스 퍽 세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
2012년 7월 PADI IE(강사 시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개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 IDC 기간 : 2012년 6월 29일 - 2012년 7월 8일
2.7월 7일 서울 사무소에서 양영복 EFR 트레이너가 경기여고

- 강사 시험 일정 : 2012년 7월 9-10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EFR 코스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손영

- 감독관 : 조지웨그만

주, 이경은, 이연수, 이민형, 윤은빈, 김재윤, 최지우, 윤준아,  

- 코스디렉터 : 김현준

이상 여덟명이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다.

- IDC 스탭 강사 : 임호섭, 정혜경, 장기영
- IE 참가자 : 이재익, 김혜림, 심기한, Peter W. Burton(영국),

3. 굿다이버에서 오픈워터를 수료하면 드리는 기념 티셔츠의

Rowell C. Entrena(필리핀)

그림과 문구 내용이 바뀌었다. 스페셜티 다이버의 활성화
를 스페셜티 라이센스를 받는 다이버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온도 변화에 따르는 압력변화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여름철 햇빛과 수중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실린더 내부의 압
력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온도 변화에 따르는 압력 변화를 계
산하는 방법은 게이뤼삭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으로 표현
한다.
P2 = T2 × (P1 / T1)
이 식에서 절대온도와 절대압력을 섭씨와 계기압으로 전환하면 다
음과 같다.
bar2 = [(C2 + 273) × [(bar1 + 1) / (c1 + 273)]] - 1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암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온도가 1°C 변할 때 마다 0.6 바(bar)가 변한다고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면 기온이 섭씨 30도의 육상에서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시작했다면 실린더를 섭씨 10도의 수중으로 가져갔을 때
실린더 내부의 잔압은 육상에서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온도 차이가 20°C 이므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12바(bar)가 줄어든다.
30°C – 10°C = 20°C, 20°C × 0.6 = 12 bar

제공 : SDI/TDI/ERDI Korea

PSI scuba 소식
■ 김정미 코스디렉터 – PADI 강사교육 진행

료로 이용할 수 있다.(1일1회) 풀장연습을 자주하는 동호인들과
초보 다이버들에겐 놓칠 수 없는 희소식이다. 연간이용권은 스포

김정미 코스디렉터(PSI스쿠버 대표)가 7월 13-20일까지 필리
핀 CEBU에서 PADI 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렉스 양평점과 PSI스쿠버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다이버라면 레벨
에 상관없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스포렉스 양평풀에는 PADI

강사 후보생이었던 조문기, 박승호 강사는 자율반으로 코스를

코스디렉터부터 마스터강사, IDC스탭강사, 스페셜티강사, 오픈워

이수하고 일주일 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이틀간 세

터강사가 PSI스쿠버와 교대로 상주 근무하여, 다이빙 전문가부터

부에서 진행되는 강사시험(IE)을 통해 PADI 강사자격을 취득한

초보다이버까지 모든 레벨을 최상의 교육품질로 안내한다. 초보

다. 이번 IDC에는 두마게티 엘씨엘로 리조트의 강창호 강사가

자격증 취득 이후 추가적인 교육과 투어가 필요했다면 일석이조

IDC스텝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수업진행과 조직에 많은 도움을

의 효과이다.

주었다.

강사에게 별도의 등록비용 없이 입장과 공기통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 역시 함께 진행중이다.(다이버 1인 동행시)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찾아오시는 길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272번지
• 문의전화 : 031-775-7911~5, 010-6334-4475

IDC를 진행한 CEBU 샹그릴라호텔 내 스카티다이브센터에서
- 김정미CD, 조문기, 박승호, 강창호강사(우측부터)

이번 코스엔 5개의 스페셜티 강사코스 역시 함께 진행하였다.
IE 이전에 스페셜티강사 코스를 이수하며 더 많은 강습 테크닉
을 쌓은 후보생들은 추가적으로 6개의 스페셜티 강사코스를 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신청하고 IDC스텝 강사코스까지 등록하였다. 김정미 코스디렉터
는 오는 11월 예정된 PSI 세부투어에서 이들 스페셜티 강사코스

이안류(Rip current)

와 IDC스텝 강사코스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안류란 해안선과 수직으로 바다 쪽으

향후 코스디렉터까지 도전 계획이 서 있는 조문기, 박승호 강

로 흐르는 해류이며, 폭이 좁고 유속이

사님의 프로로서의 다양한 행보를 기대하며, IDC 진행에 도움을

빠르기 때문에 다이버나 여름철 수영객

주신 슈퍼피쉬다이브의 김정대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풀 9만9천원 이면 연중 무료이용 가능!

들을 먼 바다로 떠내려가게 할 수 있다.
이안류는 파랑에 의해 해변으로 밀려든

이안류

물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며 두 개의 모래톱이나 산호
초 사이를 빠져나가는 경우와  같이 좁은 폭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
간다. 이안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흐름이 약해지며 쇄파지대에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 풀장이 연간회원권을 절찬리 접
수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다이브센터를 오픈하고 스
쿠버풀 공동운영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PSI스쿠버(대표 : 김정
미)가, 시즌을 맞아 다이버들을 위해 마련한 추가적인 해택이다.
연간회원들은 스쿠버풀 입장료와 공기탱크를 1년간 얼마든지 무

서 외해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소멸된다. 이안류는 거품과 같은 부
유물들이 해안선과 수직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만약 이안류를 만나면 흐름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안선과
수평 방향으로 빠져 나온 뒤 다시 해변으로 수영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공 : SDI/TDI/ERD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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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출판사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수중사진

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상어의 인간사냥

더싸일런트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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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실전사례와 촬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수중사진가의 필독서.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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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이용업, 정의욱 공저·254쪽·값 30,000원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217쪽·
값 30,000원

김인영 지음·280쪽·값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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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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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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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가 만나는 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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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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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만든 어류도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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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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SDM’s all past issues
교육, 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
장 수중촬영대회

지난호 내용

제 140 호(2010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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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호(2010년 5/6월호)
1.	사설·다이버의 시각에서 본 천안함 사건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노출값의
결정
3.	특집·인어의 전설과 인어 이미지의 변천사
4.	해양생물·해양무척추동물, 아홉 카테고
리·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8회)
5.	국내다이빙·강원지역 다이빙 리조트
6.	해외다이빙·인도네시아 마나도 다이빙
안내-타식리아 리조트·해외다이빙여행
을 도와주는 팁·미얀마해역 다이빙 투어
7.	다이빙 안전·모든 다이버가 레스큐 교육
을 받아야하는 이유
8.	강사 코너·마스크 물빼기 교육·부표 사
용 방법
9. 독자코너·GUE ITC를 마치고
10.	잠수의학·비행사도 벤즈에 걸린다·Q&A
잠수의학
11. DAN 칼럼·야간다이빙의 위험성 분석
12.	장비소개·미국 홀리스의 테크니컬 신장
비·마레스 칼라컴퓨터 HD/엑스트림 핀
13.	리브어보드 다이빙 여행·크루징 다이빙
보트 처음 타보기
14. 수중사진전·정상근 수중 이미지전
15.	Diving Society News·권주훈 국회 생
태사진전·김생수 개인전·우정사 장비
전시실 및 세미나실 개설·마레스 네보
테스트 다이버상·아쿠아렁 파트너센터
1호점, 여행용 ZUMA BC 5월시판·제주
스쿠바아카데미 리조트 신축이전·자이
언트 시스템 상품설명회·제2회 국립수
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중사진 촬영
대회·SSI 강사평가, 크로스오버, 어드밴
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업그레이드,
신규딜러 등록, 인스트럭터 평가관 트레
이너 재임명 세미나·NAUI 세부 막탄
동굴탐험, 사이드마운트 세미나, 사이드
마운트 코스개설·IANTD 산소공급자
CPR AED 워크숍, 개해제, 강사트레이
너 강습·BSAC 몰디브 합동투어, 개해
제·SDI 지역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국내서비스 센터개설, 에코다이빙, 강사
과정, 카다로그 출시, 다이브마스터 매
뉴얼과 강사가이드 출시·SDD 개해제,
몰디브 친목다이빙, 사무국 주소이전,
정책세미나·IDIC 2010년 코스디렉터
코스·잠수협회 회장 이,취임식, 장비전
문가 과정개최, 마레스 리페어 랩세미
나, 82기 ITC 개최, 사무실 이전·PADI
코스디렉터 스텝인스트럭터 업데이트,
강사시험, 노마다이브 응급처치 지
원·CMAS 전반기 나이트록스 강습회, 1
기 장비전문가 강사교육, 상반기 구조잠
수강사 강습회, 친목다이빙, 3기 강사강
습회, 테크니컬 다이빙 세미나·PSAI 트
라이믹스 레벨3 어드밴스드 가스 브랜
딩 교육, FULL CAVE 교육, 한국 폴리
텍 3대학·다이브존 개해제, 난파선 다
이빙탐사, 신규강사·Y스쿠바 마창진클
럽개해제, 남해 두미도 리조트 개장, 사
회체육분과회의, 응급처치운동본부 개
소식 및 기념세미나

제 138 호(2010년 7/8월호)
1.	사설·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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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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설·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에 붙여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3.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멋진 만
남·김생수의 Image Painting
4.	특집·미스터리 여행자 민물 뱀장어·제1
부 전설로서의 뱀장어·제2부 먹거리로서
의 뱀장어·제3부 사이언스 속의 뱀장어
5.	해양생물·물고기는 색을 보는가? 사용할
줄 아는가?·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1회)
6.	국내다이빙·신혼여행과 새섬 서북단코
지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
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2회·잊을
수 없는 10월의 제주도 바다·아름다운
포인트를 간직한 38마린에서의 다이빙
7.	해외다이빙·필리핀의 펀다이버를 위한
리조트·인도네시아 마나도 타식리아 리
조트·해외여행을 도와주는 팁
8.	장비소개·드라이수트 그 기초적 이해·
드라이수트 마켓
9.	에코다이빙·2010년 10월의 태종대 비치
수중생물
10.	업체소개·스웨덴 트렐레보리 구룹과 바
이킹 드라이수트·토탈레져를 추구하는
포항 원잠수 해양리조트
11.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2.	강사코너·로그북을 그리는 강사·다이빙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들-왜 규칙을
지켜야 할까?·어린 큰이빨부리고래를
구조하라!·다이빙말고, 시파단섬에 얽힌
이야기·드라이수트 착용에 필요한 기
술·레귤레이터 구분하기
13.	독자코너·마법의 소금 방망이 바닷물은
왜 짤까?·재필리핀수중협회 정기다이빙,
번개다이빙
14.	다이빙 축제·제1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
빙대회
15.	다이빙클럽 소개·다이빙 동호인 클럽 블
루마린의 수중사진전 ‘Blue & See’
16.	Diving Society News·제노니 세계신기
록 수립, 마레스 디자인상 수상, 최대수
중결혼식,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협
찬, 데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아쿠아렁
파트너센타 소식, 아쿠아 스피어 팬텀
수트 출시, 필립 크로아종 영국해협횡단,
테마스쿠바아카데미, 도어스 아트페어
출품, 모비스 래쉬가드, SSI KOREA 패
밀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전, 스피드 스
쿠바 이전, SSI KOREA 송년회, 마이크
로네시아지역 한국 등록가능, 어드밴스
드 트라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
제, 에코다이빙 세미나, SDI 강사과정,
IANTD 강사교육, 연간행사계획안내,
TM다이브 강사교육, PADI 강사시험, 정
상우 CD, 고다이빙 뉴스, TUEV, ISO,
EN 품질인증 갱신, IDIC 로그북출시, 나
이트다이빙교재 완성, 제주 패밀리데이,
챌린지 페스티발, PSAI 트레이너 워크
숍, 고급중성부력 교재출시, 무어해저,
BSAC 강사교육, 콤바인 나이트록스 강
사 워크숍, 가속감압 절차과정, 제1회 제
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 코스디렉터
워크숍, 익스프롤레이션 강사과정, 수중
사진전, S D D 멤버쉽과정 개편안내,
CMAS KOREA 강사교육, 수중사진 및
비디오 강사교육, 생활체육 지도자 검정
실시, 친목다이빙개최, 강사체육대회개
최, 정상훈 트레이너 대통령 표창,
YSCUBA 한글 매뉴얼 출판, 산업현장관
리자 안전교육 시행, SEI KOREA 2011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양성학교 개최.

제 141 호(2011년 1/2월호)
1.	사설·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
정 요구한다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포스터·스마
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3.	수중사진·제20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입상작품 발표·김풍등의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20년 심사 회고·한국수중사진공
모전 20년 수상작품 앨범
4.	특집·바다거북 뭔지 알고 즐기자·제1부
세계의 거북신화와 전설들·제2부 거북이

란 동물의 기초적 이해·제3부 바다거북
일곱종
5.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2회)
6.	국내다이빙·2010년 마지막 다이빙 산호
정원을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
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3회
7.	해외다이빙·세부 막탄섬의 명품 다이
빙·롬복 코코티노스 리조트
8. 에코다이빙·귀산 앞바다 수중정화 활동
9.	리조트소개·펀다이빙이 가능한 세부 막
탄섬의 리조트
10.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스넬의 창·다이빙안전을 위
한 중요한 규칙들2-알면 알수록 편하고
안전하다·SSI 40주년 행사를 참관하
고·홍해를 아시나요·고 김억수강사 1주
기 추모제·흔한 실수와 응급처치·오경
철의 테크니컬 다이빙 인생·호흡을 보
다 쉽게
12.	독자코너·이상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 알
아보는 NOAA·뜻있는 해맞이 다이빙
13.	다이빙클럽 소개·수중사진가 모임 빛흐
름-제7회 수중사진 전시회
14.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코리아
랩 세미나, 마레스 인터넷 판매경영 정
책, ㈜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 데마쇼
참관, 아쿠아렁 신제품, 아쿠아렁 본사
방문 및 데마쇼 참가, 북극곰 수영대회
협찬, 아쿠아렁 파트너 센터 소식,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인사 개편, 40주년 행
사, 프리다이빙 세미나 참가, SSI 마케팅
상 수상, 스윔스쿨 런칭, 송년의 밤, 신
규 다이브 리더, BSAC 제3회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새로운 SDC 매뉴얼 출
시, 2011 아이스 다이빙, 샤크 다이브 리
조트 오픈, 멕시코 동굴 다이빙, 강사 마
일리지 프로그램,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기체 혼합자 과정, 사이드마운트
스페샬티 과정, SDD 강사 업데이트, 다
이브리더 강사과정, 이석 본부장 취임,
프레티넘 ITS 센터, 베스트 프로페셔널
어워드, MOU 체결, IDIC 로그북 재출
시, PSAI 신규 트레이너, 신년회, 제26
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정병일 교수 표
창, 강원 영동지역 강사 모임, 고김억수
강사 추모, 김창모 트레이너 표창, ADS
창립 조인식, PADI 다이빙 비즈니스 세
미나, 김정미 CD 강사교육, 수원여대 산
학협력,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
관 및 세미나, 수중세상 리조트 개업 5
주년 행사, 한국 수중과학회 세미나 개
최 안내, 하상훈 대표 감사장 수상, 액션
스쿠바 2011 투어 일정, 보라카이 씨월
드 CDC 센터, 아쿠아 갤러리 마린 리조
트 오픈, 서해바다 물고기 출간.

제 142 호(2011년 3/4월호)
1. 사설·죽음에 대하여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제20회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4.	특집·해마 스페셜·제1부 해마 신화와 고
대 역사 속의 해마 이야기들·제2부 보물
급 해마 유물이 일으킨 세기의 미스터리
사건들·제3부 동서양의 만병통치약 해
마, 그것이 가져온 멸종 위기·제4부 해마
의 특징과 생태적 의문들·제5부 해마의
간추린 어류학·당신 두뇌 속에도 해마가
있다·세계 해마 도감
5.	발행인 칼럼·조광현 화백과 나
6.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3회)
7.	전시회·2011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이
모저모·세미나 순례
8.	국내다이빙·김건석의 포토리포트 섶섬
한개창 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
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4회
9.	해외다이빙·2011년 설을 맞아 찾아가 본
발리카삭·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지역
수중촬영 여행·두마게테 투어기·고래상
어의 성지, 돈솔을 가다
10.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1회·새롭게 밀려오는 트렌드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스쿠바 탈착
12.	특수 장비·물에 빠진 인명 수색에 활용
되고 있는 소나 장비들
13.	독자 코너·매혹의 섬 에콰도르, 갈라파
고스 군도를 찾아서
14.	Diving Society News·우정사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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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사용되는 금속탐지기
17.	Diving Society News·조선닷컴과 콘텐
츠 제휴, 한국개오지류도감 출간, 나카
무라 사장 방문, 대전 수중동행, 엑스포
다이빙, 대천스쿠바 Mares 랩세미나, 순
토 New D-series 컴퓨터 출시, 테코
SB 드라이 슈트, 수중 하우징 Blue Eye
출시,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5호점, 6호
점, KDEC의 출범, SSI 필리핀 오피스
개설, 온라인 교육 런칭, BSAC 강사교
육, 수중사진 강사 워크숍, 홍보용 리플
렛 제작, 대학생 강사교육, SDD 해외친
목 다이빙, 정규 ITC, 제2회 제주국제스
쿠바다이빙대회, SDI/TDI/ER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에코다이빙 제주, 멕시코 동굴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감압 절차 과정,
IANTD 노틸러스 개해제, 장비 리페어
세미나, 트라이믹스, 강사 트레이너 세미
나, 여름 캠프, IDIC 신규리더, 개해 축제
한마당, C-CARD 패키지, 임페리얼 팰
리스 리조트&호텔 팸 투어, IDIC CPR/
FA 세미나, 다이버 교재 개정, 야간다이
빙 업데이트, SEI Diving-YSCUBA 지도
자 맴버 단합대회, 뉴가이드라인 BLS
과정, PADI CDTC코스, 멤버 포럼, 다이
빙 비즈니스 세미나, e런닝 세미나 & 멤
버 소셜 파티, 아쿠아 렉스, PSAIKOREA 2011년 개해제, ADEX 참가, 한
강 수중 정화 활동, 드라이슈트 교재출
시, 트레이너 세미나, 탱크 육안 검사,
BIDS CLUB 7주년 기념 투어.

5.	특집·해파리 ANYSTORY·제1부 해파리
전설 1.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 2. 베르
사체 로고 메두사 / 3. 해파리와 원숭이·
제2부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6.	신제품 소개·우정사의 신제품·해왕잠수
의 신제품·캠스케어의 신제품
7.	해외다이빙1·북극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8.	해외다이빙2·갈라파고스 다이빙!
9.	해외리조트 소개·아닐라오의 다이빙 사
이트와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
10.	국내리조트 소개·영덕 대진리조트
11.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6회)
12.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펭귄, 위대한 모험
13.	수중생태 이야기·크리닝 스테이션
14.	수중사진 테크닉·RAW 파일
15.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6.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17.	잠수의학코너·감압병(잠수병)의 진단과
치료
18.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4회)
19.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 (제2회 유
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20.	스페셜 다이빙·트랜스퍼머, 사이드마운
트 다이버를 만들자!
21.	독자코너·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
하다
22.	수중사진 촬영대회·제1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작
23. Diving Society News

제 143 호(2011년 5/6월호)

제 144 호(2011년 7/8월호)

제 146호(2011년 11/12월호)

1.	사설·입문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저가
경쟁 교육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
4.	특집·Anystory 불가사리·제1부 불가사
리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1.엄마, 아빠
가 들려주는 불가사리 전설 동화 / 2.쇠
먹는 불가사리 설화 / 3.그리스 전설의
불가사리 탄생 / 4.고래를 속였다가 넝
마로 태어난 불가사리 / 5.불가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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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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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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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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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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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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호(2012년 5/6월호)
1.	사설·제자리걸음만 하는 수중사진 분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
마트다이버운동 실천행동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
중사진작가 초대석(이종화)
4.	신간안내·나이트룩스 다이빙 매뉴얼
5.	특집·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김재봉 서
귀포시장편)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도
시 서귀포, 녹색 휴양도시! 국내 최고의
다이빙 천국을 여행하다
6.	다이빙 환경·우리 이렇게 달라졌어요!
안전한 다이빙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제주
도 서귀포
7.	신제품 소개·(주)대웅슈트/마레스 신제
품,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제품, 헬시
온코리아 신제품
8.	수중생태 이야기①·해양생물, 공생관계3
9.	수중생태 이야기②·제주도의 인공어초
10.	해외다이빙·남미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의 스쿠바 다이빙
11.	국내리조트 소개·강원도 양양 인구리조트
12.	김인영칼럼·스킬리아스와 딸 시아나
13.	장비사용기 리뷰①·프로 다이버의 다이
빙 장비 리뷰(마레스 매트릭스)
14.	장비사용기 리뷰②·프로 다이버의 다이
빙 장비 리뷰(순토사의 D6i)
15.	수중사진 테크닉·히스토그램(Histogram)
16.	수중사진 가이드·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3)
17.	다이빙 기술①·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
브마스터3
18.	텍다이빙①·테크니컬 다이빙
19.	텍다이빙②·인트로 케이브와 풀케이브
20.	텍다이빙③·재호흡기 다이빙(1)
21.	교육단체 소개·SDI,TDI,ERDI
22.	생활속의 과학이야기·전통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던 우리나라 술의 대 변신
23.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나디아 코마네치)
24.	김광희 칼럼·창의력, 동기부여가 필요해!
25.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인간의 오만이 부
른 비극, 딥 블루씨
26.	독자코너·가슴뛰게 하는 바다의 친구들
27.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28.	잠수의학코너·약물 복용과 다이빙
29.	다이빙 기술②·다이버의 수화법(제6회,
마지막회)
30.	다이빙교육참관기②·필리핀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및 체험
31.	강사스페셜코너·우리나라 심해에 도전
하다
32.	독자수기·살아있는 바다 인도네시아의
마나도 부나켄
33.	다이빙교육참관기①·새로운 도전은 나
를 행복하게 하였다
34.	다이빙센터 소개·제주 마린파크, 돌고래
가 내 눈앞에 있어요!
35.	다이빙영어·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36.Diving Society Diary
37.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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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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전화: 031-776-2442, 팩스: 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김형준

아쿠아텍
OMS, D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수입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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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L 콤프레서
호흡용 콤프레서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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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헬시온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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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스퀘어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판매

파워스쿠버 상사
스쿠버 장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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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다이버 센터 & 리조트
SI 강사/응급처치/국가공인 인명구조원
래프팅가이드 전 과정 교육 및 다이빙 투어진행

1588-0842
www.ilovediver.com

서울센터•광주센터•여수센터•제주도리조트 운영

회장: 오이환 부회장: 김경석
총무(정연규): 010-5665-0278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778-49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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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 코리아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긴급구난다이빙 교육

R

R

R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www.tdisdi.com
본부장: 정의욱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층
전화: 02-408-6418, 팩스: 408-6419
홈페이지: www.divessi.com
담당관: 이신우

BSAC 코리아
다이빙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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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271-6800
팩스: 063-271-4300
홈페이지: kna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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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수중용접과정/스쿠버
강사 교육 /산업잠수사 과정/수강료 국비 지원

마린 마스타
전화: 02-420-6171, 홈페이지: www.scubaQ.net

성남 해마 스킨스쿠바
TDI/SDI 강사교육, 테크니컬 · 재호흡기 교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566번지
전화: 031-741-5550
휴대폰: 011-314-5422
홈페이지: www.scuba24.com
대표: 김진규

전화: 031-576-2993
02-439-9993
홈페이지: www.scda.kr
원장: 정준상

대전 엑스포 다이빙

돌핀스쿠바리조트

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흑도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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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
전화: 063-463-8002
휴대폰: 010-9504-1994
다음카페: 돌핀스쿠바리조트
대표: 이상현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남진수중 잠수학교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국가잠수기능사 교육 및 테크니컬 · 다이빙 전과정 교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전화: 031-708-6967
홈페이지: www.kupva.com
이메일: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NASDS 코리아
다이빙 교육단체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번지

전화: 063-855-4637
팩스: 063-853-4637
휴대폰: 019-654-0717
홈페이지: www.nonamjin.com
대표: 노남진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서울 중구 만리동1가 35-4 2F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홈페이지www.nasds.co.kr
대표: 장준득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영남권
일광스쿠버

이지다이빙

부산 기장 다이빙 안내, 다이빙 교육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cafe.daum.net/ilkwang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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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74-10번지
전화: 051-722-4402
휴대폰: 010-9655-4402
이메일: sj1894@naver.com
대표: 정세중

이응구스쿠바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해운대스킨스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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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스포츠교실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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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칼리지
전국 강사교육 트레이닝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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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동삼2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051-405-4111
팩스: 051-405-8335
휴대폰: 017-573-2212
대표: 조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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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쿠바
다이빙전용풀,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거제 덕포동 51-7번지
전화: 055-747-9713
휴대폰: 018-514-9713
다음카페: 정수다이빙스쿨
대표: 허정수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9-1
전화: 052-294-7372
휴대폰: 010-5388-7372
대표: 백성기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영남권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프로다이브 코리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PADI DSAT 프로그램), 장비 도소
매, 다이빙 교육, 다이빙 풀, 메가로돈 CCR 다이빙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센터장: 이상진, 부센터장: 엄대영

포항원잠수해양리조트
BSAC강사교육, 호미곶 일대 다이빙 포인트 확보

대구 남구 봉덕 2동 1071-6 효성 코아 1층
전화: 053-471-9707
팩스: 053-471-9708
홈페이지: www.prodive.co.kr
대표: 이규식

원잠수 아카데미
강사양성교육/테크니컬다이빙/국내외 다이빙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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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아쿠아벨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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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jscuba.co.kr
대표: 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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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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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제주권
굿다이버 리조트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0-3721-7277
홈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마린하우스
제주도 다이빙안내, SSI강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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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아카데미 투어
나이트록스다이빙/테크니컬교육 수시실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84-7
전화: 064-794-1117
팩스: 064-794-9728
휴대폰: 010-4356-0065
홈페이지: www.jejudoscuba.com
대표: 문수은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392-3
휴대폰: 017-344-2095
010-9120-1114
홈페이지: www.scubalife.net
이메일: scubaskin@naver.com
대표: 김원국

더 스쿠바
스쿠버 다이빙 초급/중급/고급 전원 교육
서귀포시 서귀동 172-4
전화: 064-767-4448 (팩스 겸용)
휴대폰: 010-4631-4448
이메일: ssi46143@naver.com
대표: 이승호

제주오션

태평양 다이빙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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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다이브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l.net
홈페이지: www.38marine.com

네모선장리조트
강사양성과정 수시개최, 다이빙 교육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2-1
전화: 033-632-4251
휴대폰: 010-6370-0271
홈페이지: www.nemocaptain.com
대표: 고영식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번지
전화: 033-671-1524
홈페이지: www.worlddive.kr
대표: 최문식

원주스쿠버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수중리프트설치 전용선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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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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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필리핀
오션블루 세부리조트
펀다이빙/다이빙 교육/강사교육

디퍼 다이브 리조트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 101호
전화: 070-1726-5405 (한국사무소)
070-8245-8226 (세부연락처)
팩스: 02-473-8226
휴대폰: 010-5214-8226
www.oceanblue.co.kr / ssicebu@naver.com
대표: 유병선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DI/SDI 강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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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eCarlo Resort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 리조트 운영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 임희수

노블레스 리조트
다이빙교육/체험다이빙/펀다이빙/호핑투어

전화: 0919-301-5555, 0927-527-5555
070-8285-6306, 070-4025-6306
홈페이지: www.mcscuba.com
이메일: divestone@hanmail.net
대표: 손의식

MB오션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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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보라카이
필리핀 보라카이 다이빙/PADI강사교육

씨월드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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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고요하고 아늑한 환상적인 다이빙 전문 리조트
전화: 63-919-539-5822
63-917-805-3323
홈페이지: www.bonitoresort.com
이메일: tsonykim@paran.com
대표: 김태훈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
년/5권이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안내
필리핀·해외
돌고래 다이빙

MIMPI RESORT

세부 막탄 다이빙/각종 해양레포츠

인도네시아 발리 멘장간/툴람벤 최고급 리조트
Jalan Gunung Agung No.105D
Denpasar 80118, Bali, Indonesia
전화: 62-362-94497(멘장간)
62-363-21642(툴람벤)
팩스: 62-362-94498(멘장간)
62-363-21939(툴람벤)
홈페이지: www.mimpi.com
이메일: sales@mimpi.com

임페리얼 팔라스 호텔 내
해양스포츠센터
전화: 070-7579-3723
www.cafe.naver.com/dolgorae02
대표: 신영호

건우다이브리조트

TASIKRIA RESORT

세부 릴로안 다이빙 안내, 숙박일체형 리조트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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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TINOS RESORT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Manado,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444
이메일: info@tasikria.com

LAYANG LAYANG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다이브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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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6-03-21702185
팩스: +6-03-27309959
www.avillionlayanglayang.com
res@avillionlayangla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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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모범 다이버가 되는 지식창고!!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열린공간입니다.
참여하고 나누십시요.
1. 뉴스
다이빙계의 최근의 소식과 행사일정 및 신제품을 소개합
니다.
2. 사설·칼럼
다이빙계의 이슈와 풍요로운 시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교육·기술·장비
다이빙교육단체 소개 및 교육, 기술, 장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합니다.
4. 다이빙투어
어디로 다이빙 투어를 가야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창입니
다.
5. 수중사진
수중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술공간입니다.
6. 의학·법률
누구나 관심이 많은 공간입니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
니다.
7. 해양지식
수중세계를 알면 다이빙이 더욱 즐겁습니다.
8. 독자마당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지고 계신 정보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www.scubamedia.co.kr
다이빙 정보가 클릭 한번으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스쿠바다이버 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웹매거진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사와 칼럼은 목차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REVOLUTIONARY DESIGN
HIGH COMFORT

July • August 2012

Since 1987

어깨 위쪽의 호스배치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TATIVE DIVE MAGAZINE IN KOREA. VOL . 150

• 슈퍼플렉스 호스
• 호스의 엉킴과 당김현상을 줄임

측면 배기시스템
• 배기버블로부터 다이버의 시야확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12

다

특집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황종국 강원도 고성군수 편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7 / 8월호 제1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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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edia.co.kr

뒷부분의 구멍

해양생물, 공생관계 (4)
제주도의 인공어초
Q&A 잠수의학
잠수의학 상식 (여성과 다이빙)
프리다이버 인터뷰 (크리스티앙 말다메)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그랑블루)
재호흡기다이빙 (2)
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버마스터 (4)

데이비드와 캐빈리의 수중생물 탐구
포항 원잠수아카데미
다이빙영어

SDM 수중사진콘테스트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 차명수
접사의 촬영비율과 촬영거리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스페셜티다이빙(DPV)
테크니컬다이빙 (4)

스마트 다이버 운동
사설 

「낚시어선업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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