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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플렉스 호스
• 호스의 엉킴과 당김현상을 줄임

측면 배기시스템
• 배기버블로부터 다이버의 시야확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12

이

특집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에 위치한

한인 다이브 리조트 소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9 / 10월호 제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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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5주년 기념행사

2012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꿈과 희망이 있는 제주바다 속으로」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SDM 수중사진콘테스트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 나카무라 이쿠오
수중사진테크닉 스트로브의 사용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해양생물, 공생관계 (5)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소개
강영천 박사의 Q&A 잠수의학
잠수의학 상식 (다이빙을 배우기 전에 하는 의학적 검사)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더 코브 )
재호흡기 다이빙 (3)
독도의 수중생물

데이비드와 캐빈리의 수중생물 탐구
프리다이빙
다이빙영어

창간 25 주년호

사설 

지난 8월 29일 방영된 KBS의 환경 스페셜을 보고
- 특별기획 3부작 바다와 인간 - 제 2편 : 스쿠버다이빙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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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2,000원

■ 이벤트
• 잠수의학 세미나 및 질의응답 시간 (강영천 박사/진주고려병원)
• 수중사진촬영 강좌 및 촬영대회 진행 (김지현 교수/군산대)
• 모든 참가자는 사은품 제공

■ 항공 기본 일정
• 12/12 21:45 인천출발 01:10 세부도착
• 12/16 15:15 세부출발 20:45 인천도착
※ 개인 신청에 따라 일정을 앞뒤로 연장 가능
1일차
주간
A팀
(펀다이빙)
야간

주간
B팀
(수중사진)
야간

2일차

릴로안 리프 다이빙
(3회)
잠수의학 세미나 및
질의 응답(강영천 박사)

아포섬 다이빙(3회)

야간 다이빙(1회)

3일차
고래상어관찰(1회) 및
수밀론 다이빙(2회)
파티

릴로안 리프 다이빙

고래상어관찰(1회) 및

(3회)

수밀론 다이빙(2회)

잠수의학 세미나 및

수중사진 촬영강좌

촬영한 수중사진

질의응답(강영천 박사)

(김지현 교수)

심사 후 시상, 파티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액션투어에 문의를 바랍니다.

다우인 접사촬영(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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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군산돌핀스쿠바리조트(군산)  

201

37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양양)  

245

63 DAN Asia Pacific  

12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37

38 아쿠아텍  

163

64 DEPC  

13 넥서스BIZ  

178

39 (주)액션투어  

265

65 IANTD KOREA  

19

14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109

40 엠비오션블루(모알보알)  

239

66 KUSPO SHOW  

264

15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243

41 오션블루세부리조트(세부)  

151

67 NASDS KOREA  

16 대전엑스포다이빙(대전)  

205

42 울진해양레포츠센터  

104

68 PADI  

17 더스쿠바(제주)  

238

43 원잠수 아카데미(포항)  

253

69 PADI 멤버 연합  

26

18 도서출판 정담  

201

44 이지다이빙(부산)  

204

70 PSI SCUBA  

29

245

71 SDD International  

68

72 SDI/TDI/ERDI KOREA  

31

19 독도공익광고  
20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21 라양라양리조트(말레이시아)
22 마린뱅크  

136, 137

45 인구다이브리조트(양양)

203
23
239, 243
243

202
27, 28

143

46 제주도서귀포시청

190

47 제주도스쿠바연합회  

236

73 SDI/TDI/ERDI 멤버 연합  

30

48 제주스쿠바라이프(제주)  

238

74 SSI KOREA  

65

40, 41

208, 234, 235

23 마린파크(제주)  

105

49 제주스쿠바스쿨(제주)  

238

75 SSI 멤버 연합  

64

24 마린하우스(제주)  

239

50 제주스쿠바아카데미투어(제주)  

237

76 SSI 센터 연합  

66, 67

제주도스쿠바연합회

상상채널

제주스쿠바스쿨

The scuba (제주)

도서출판 정담

창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

독도공익광고

멤버 연합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사방비치)

경기스쿠바 다이빙풀

R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오션블루세부리조트
(세부)

R

R

R

R

R

멤버 연합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Mimpi Resort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

멤버 연합

센터 연합

넥서스 BIZ

블루샤크 제주

제주도서귀포시청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및 강사 무료구독

홈페이지 접속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를 입력하세요.

본인이 부담합니다.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2년(12회)

108,000원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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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www.scubamedia.co.kr

강사 무료구독

본지는 스쿠바 다이빙 강사를 위해 강사 무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다만 택배비 20,000원 (제주도를 포함한 섬지역은 40,000원)을 송금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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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및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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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년간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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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1권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과월호 판매

수량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가격

수량

가격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

•대금 지불 안내

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 구매신청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

Tel. 02 - 778 - 4981 ~ 3

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
•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맙시다.
   다이빙중에 수중사냥이나 해산물 채집을 하지 맙시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
고, 해양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
먹지 않는 다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관행
은 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 다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
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해
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
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들은 유혹
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단현상
을 이겨내고 다이빙 문화를 품위있게 변화시
켜야 합니다.
• 해양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또한 다이빙중에 해양오염 쓰레기를 수거합시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해양을 오염이나 훼손
시키지 않으며 더렵혀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운동입니다. 다이
빙을 하다보면 낚싯줄, 쇳조각, 빈병, 깡통, 비닐,
폐그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작은 조각이라도 이것들을 하나라도 주워
나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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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어웨어 재단의 Alex Earl 전무이사가 9월 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해양자원보호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다.

www.scubamedia.co.kr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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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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

D

I

T

O

R

I

A

L

지난 8월 29일 방영된 KBS의 환경 스페셜을 보고
- 특별기획 3부작 바다와 인간 - 제 2편 : 스쿠버다이빙의 두 얼굴

지난 8월29일 KBS에서 환경스페셜<특별기획 3부작 바다와 인간 - 제 2편 : 스쿠버다이빙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의 모든 스쿠바다이버들은 수중사냥
꾼이나 해적인 것 같이 느껴진다. 일반 사람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면 스쿠바다이빙이 해
양 스포츠로 건전한 활동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부들의 생활터전에서 그들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것이었다. 공중파 방송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므
로 이번 방송이 다이빙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방송의 내용 중
에 사실과 다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글 / 구자광(발행인)

사실 현재도 먹거리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스쿠바다
이빙을 하면서 다이버들이 어패류를 잡거나 채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이 제정되었고, 다이빙계에서도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건전한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가 훨씬 많아졌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이빙계 스스로도 계몽운동을 하고 있
는 중이다. 먼저 다이빙계에서도 스스로 정화를 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인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만 필자는 공영방송인 KBS의 환경스페셜 담당 PD와 수중촬영 담당자에게 섭섭함을 표시하
지 않을 수가 없다. 방송의 역할로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시키
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문제되는 당사자들에게 경고성을 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
는 것을 보고 반성하는 계기도 마련되니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을
알리고자 할 때는 사실을 기반으로 취재하는 것이 원칙이지, 고발성 프로그램이라도 실제보다 지나
치게 과장되고 무리하게 연출된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방송에서 보인 사
냥 모습은 과장되고 부풀려진 연출이라고 생각된다.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전한 다이버들과 다이
빙계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
다나 이런 과장된 모습을 일반 사람이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이 되어 모든 다이버들을 다 해적
으로 인식하게 한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다이빙계를 지켜가는 사람들
에게도 찬물을 끼어 얹는 격이다.
필자는 수중사진가 겸 취재기자이기도 하다. 수중촬영 때문에 수없이 바다 속을 헤매고 다니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방영된 장면들이 과장되고 연출되었다는 느낌을 너무도 많은 곳에
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만한 크기의 문어가 그 정도로 머리를 친다고 기절하여 맥을 못 추는 장면
은 그야말로 코미디였다. 심장이 고동치는 살아있는 문어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무리한 연출이었
다. 촬영당시 카메라맨의 부탁을 받고 연출에 참가한 다이버들의 증언이 최근 본지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 더군다나 작은 물고기를 잔인하게 찌르는 모습, 생물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는 모습, 알을 낳
기 위해 바위 틈바구니속에 숨어있는 문어를 끄집어내어 잔인하게 다루는 모습, 잡은 문어를 육지에
서 전시하여 기념사진까지 찍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영상은 일반인들에게 스쿠바다이버들은
모조리 물속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단면을 부각하여 그것이 전체
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사냥꾼 다이버에게 경고를 주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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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히려 건전한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와 다이빙계에 너무 큰

은 것은 고래상어를 구경시키면서 오슬롭 당국이 “고래상어를 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지거나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5m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지 못하게 하고, 물에 들어갈 때 선크림이

고발성 프로그램이면 사냥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방영할 것이

나 오일 같은 것을 바르지 말게 한다든지 하는 구경꾼에게 주의

아니라 실제 행해지는 사냥꾼의 모습을 촬영했어야 했고, 실제적

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필리핀 당국이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아주

인 모습을 촬영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영상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칭찬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담

은 너무 과장되었다. 만약 방영된 방송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당 PD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모습이었다면 그 때 사냥에 참여한 모든 다이버를 고발하여 법의

필리핀 당국이 고래상어 보호를 위해 구경꾼에게 주의시키는 잘

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에 나온 사냥꾼 다이

함보다는 자연환경 속에 살고 있는 고래상어에게 먹이주기가 원

버의 행위는 모조리 현행법 위반이다. 그 방송에 나오는 사냥꾼

천적으로 더 큰 잘못된 행위인 것이다. 어떻게 더 큰 잘못된 문제

의 모습은 취미로 잡는 아마추어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라 어부

는 보지 못하고 그보다 작은 일만을 가지고 칭찬하는가 말이다.

가 스쿠바다이빙을 배워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

다행스럽게도 필리핀 당국이 국제환경단체의 거센 압력을 받아

사냥꾼의 모습이다. 필자는 20여 년간 다이빙을 하면서 사냥을

고래상어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한다.

좋아하는 다이버들이 얼마간의 물고기를 잡고, 멍게, 해삼류를
채집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런 무지막지한 모습을 본적이 없다.

다음에 인용된 글은 그 방송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 말

설령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무지막지한 다이버는 극히 일부

이다. “수많은 다이버들이 찾는 필리핀 해역. 필리핀에서는 다이버들의

이다. 극히 일부인 문제를 대다수의 다이버가 그러한 것처럼 묘

해산물 채취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으며 관리 또한 철저하다. 해양 보

사된 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한 마을에 강도 한명이 발생하면

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수중에 투하해 수중환경 및 해양생

마을 전체 주민을 강도로 취급하는가 말이다. 필자는 수중사냥

물 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가이드들은 입수 전 다이버들에게 수중에티켓

을 하는 다이버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극히 일부 무

을 세세하게 알려주며 수중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지막지한 해적 다이버를 가지고, 다이버 전체가 해적으로 인식되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의 수중환경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을 뿐

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니라 어촌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년 무수한 다이
버들이 청정해역을 찾아 필리핀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취재

본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중생물을 잡거나 채집하는 행위를

를 가거나 수중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필리핀을 자주 찾는다. 필

근절하고, 바다 환경을 생각하여 해양오염물을 수거하는 스마트

리핀도 담당 PD가 아는 것만큼 모든 다이버가 건전 다이버가 아

다이버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은 곳곳에서 건전한 다이빙 운

니다. 필리핀 다이버가 수중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장면을 종종

동을 펼치는 단체들과 다이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목격한다. 또한 일부 필리핀 사람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산호초

를 들어 바다청소 행사, 불가사리 구제작업, 스마트다이버 운동,

속에 화공약품을 뿌리거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 한번 상상

그린다이빙 운동, 에코다이빙 운동, 탄소지우기 운동 등을 전국적

해 보라. 그 주변의 물고기와 산호초들이 어떻게 되고 바다환경이

으로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다이버와 비다이버들

어떻게 오염될 지를 … 필자도 다이빙도중 현지인이 고기를 잡기

이 호응하고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저희 잡지뿐만 아니라 여러 단

위해 터뜨리는 다이너마이트 소리를 자주 듣는다.

체에서도 해마다 수중촬영대회를 열고 있다. 1년에 10여개가 넘
는 각종 촬영대회가 지역적, 전국적,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듯이 어느 사회이든 명암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방송의 역

것이다. 우리나라 바다의 아름다움을 촬영하여 일반인들에게 널

할도 일부 어두운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

리 알리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생태도 알려주는 등

지 않다. 문제가 되는 일부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심어주고 바람직

많은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이런 스쿠바다이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버들의 긍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부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라

것이다. 다이빙계에서도 건전한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러면 사냥꾼 다이버에게는 경고를 주면서

운동과 다이버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하도록 꾸준히

다이빙계의 건전한 다이버를 포함하여 모든 다이버를 싸잡아 비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난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다. 최근에는 작살을 든 다이버는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작살을 든 다
이버를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확신한다.
방영된 내용 중에서 필리핀을 너무 미화시키고, 한국 다이버의
어두운 면을 너무 부각시킨 것 같았다. 예로, 필리핀 오스롭 지역
의 고래상어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

그 방송을 본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스쿠바다이버들이
무지막지한 사냥꾼이고, 해적인줄 알까봐 두렵다.   
■ 본고는 한국의 대다수 스쿠바다이버들은 해적 다이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
해 쓴 글이지 먹거리 다이버들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기 위해 쓴 글은 절대로 아
니라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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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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강현주, 김광복, 김은종, 김준연, 박정권, 손의식

금상  박정권

금상  이운철

은상  이태훈

은상  우종원

신은수, 양승철, 우종원, 원하경, 이운철, 이원욱

동상  천재법

동상  김홍수

이홍석, 천재법,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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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콘테스트는 (주)대웅슈트에서 협찬해 주셨고, 이

수 있습니다.

번 9/10월 콘테스트는 마린뱅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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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월호 수상자 시상품
마린뱅크 협찬
호흡기(MK25/S600)

금상

MK25 1단계
• 특허의 디자인으로 확실한 성능을 제공
• MK25 1단계는 모든 타입의 스쿠바프로 2단계와 결합할 수 있으며,
모든 다이빙 환경에서 최적의 호흡기
S600 2단계
• 새로운 전면덮개 : 십자모형의 금속 덮개로 진화
• 중앙의 둥근 퍼지 버튼은 새로운 A700 스타일이 연상됨
• A700처럼 새로운 노브밸브와 호스 프로텍터 스타일
• 구성, 성능, 신뢰도가 현재와 같음
가격 : 128만원

은상

핀(SEAWING NOVA FIN)
• 현존하는 다이빙 전용 핀과의 특별한 차별
• 사용자의 힘을 완벽하게 전달
• 사용자의 첫 킥부터 발생되는 강력한 추진력
• 넓고 부드러운 발집
• 180도 회전이 가능한 핀 스트랩과 손잡이
가격 : 37만원

크리스탈뷰 마스크(CrystalVu Mask)

동상

• 특허의 1안식으로 측면창과의 봉합선이 없음
• 크리스탈 실리콘, 이중 씰 스커트
• 부피가 적은 스타일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회전식 버클
• 강화 유리 렌즈
가격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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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박정권
어초의 풍경
Nikon D300, f/7.1, 1/50

44

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이태훈
솔베감펭과 다이버  
Canon PowerShot G10, f/4.0, 1/320

동상 Bronze Prize
천재법
연산호
Nikon D90, f/18.0, 1/160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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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이운철
알을 지키는 베도라치
Nikon D90, f/8.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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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은상 Silver Prize
우종원
연산호속의 게  
Canon EOS 7D, f/7.1, 1/6

동상 Bronze Prize
김홍수
매끈이 고둥의 산란
Nikon D90, f/18.0, 1/160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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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이운철

알을 지키는 문어

신은수  잭피쉬무리와 다이버

이홍석  붉은산호와 다이버

손의식  라이언피쉬

이운철  신뱅이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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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김광복  섬유세닐말미잘과 다이버

양승철  호박돔

김광복  오키나와 바다

김은종  조개

김준연  나비물고기 한쌍
우종원  점베도라치

강현주  갯민숭달팽이

최지섭  물고기

원하경  갯민숭달팽이

박정권  구멍속의 물고기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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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우종원  갯민숭달팽이

박정권  어초의 풍경

우종원  큰 산호붙이 히드라

우종원  두드럭갯민숭달팽이

우종원  꼬마흰갯민숭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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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우종원  연산호공생게

천재법  귤껍질갯민숭달팽이

이원욱  마블쉬림프

천재법  어초의 풍경

최지섭  비단멍게 위의 집게

최지섭  해초와 다이버

최지섭  청각

우종원  게오지

최지섭  비단멍게 위의 집게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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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her seal lion is comfortably taking a nap.
물개 사자 두 마리가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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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UnderwaterPhotographerRESERVEDSEA
T

나카무라 이쿠오
(中村征夫, NAKAMURA IKUO)

1945년 일본 아키타현 쇼와정 (현 가타가미시)에서 출생. 20세에
다이빙과 수중사진을 시작하여 잡지 사진기자를 거쳐 지금은
바다를 전문으로 촬영 하는 프로덕션 (주)스콜 대표이다.
세계의 다양한 바다를 취재하며 수많은 화제작을 발표하는 저널
리스트의 시점을 가진 수중보도 사진가로서 CM 촬영이나 영화,
HD 영상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09년 가타가미시(潟上市)에 나카무라이쿠오 포토갤러리 블루
홀을 개설하였다. (http://www.squall.co.jp)
1988년 기무라사진상 수상
1994년 신문광고상 및 아사히광고상 수상
1994년 제9회 문화청예술작품상 수상
1997년	제28회 강담사 출판문화상사진상수상
2007년 일본사진협회연도상 수상
2007년 제26회 토문거상 수상

Galapagos sea lions are illuminated by the sunset in the shower of the seawater.
바닷물에 샤워를 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바다사자가 석양에 의해 조명되고 있다.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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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le great frigate bird is inflating his gular sac and
trying to get the attention of a female.
수놈의 큰 군함새가 자신의 목덜미 주머니를 부풀려 암놈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Various colors in San Cristobal Island
산 크리스토발 섬의 다양한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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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The Galapagos penguins are too cute. I fought the
impulse to pick them up.
갈라파고스 펭귄이 너무 귀엽다. 나는 요 놈들을 안고 싶었으나
참았다.

Pink salmon
핑크색 연어

A golden-eye grunt swims in a group in the middle depth.
중층에서 골든아이돔(하스돔류)이 무리를 지어 유영하다.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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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phead wrasse_cheilinus undulatus,common name Napoleon
나폴레옹 피쉬 얼굴

Underwater ruinstif
수중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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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Spangled emperor and diver
반짝이는 황제와 다이버

The art of wind and wave
바람과 파도가 만든 예술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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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lug(Hexabranchus sanguineus)
씨 슬러그

Blenny
베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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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Seastars
불가사리

Brachyuran crab
단미류 게

<추천>

최선미 (Choi Sun-mi)
바다는 나에게 멋진 해우(海友)를 많이 만나게 해 주었다. 그중에서 카메라렌즈로 수중 속 신비를 담는 일본의
대표적인 수중사진가 나카무라 이쿠오씨. 그는 45년 동안 수중 속 신비를 세상에 알렸다.
수중 속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세계의 바다를 다니며 수중생물의 강한 생명력, 모성애,
다정한 커플, 산란의 모습, 아름다운 색상의 모든 자연과 환경 문제 등으로 공감의 힘을 얻은 거라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진집과 재미있는 물고기백과 사진집 등을 계속 발표하며 현재도 테마를 가진
바다를 알리며 잡지와 방송, 사진전시회를 각지에서 개최하는 변함없는 열정적인 자세이다.
• Scuba Diving Instructor, Certified life Guard
• SBS Documentary “PACIFIC” 수중촬영코디 (2011)
• E-Mail : hohoho7070@hanmail.net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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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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원도 고성군 문암진리

www.lfscuba.com

하슬라 레저

권민식

010-9079-7723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www.haslain.com

www.banamresort.com

필리핀 지역 다이브 리조트
SSI East Asia&Micronesia Cebu branch

April

070-8225-6882

세부

www.divessi.com

김태훈

070-8227-5132

바탕가스

www.ssicollege.com

아쿠아가든 비치 리조트

이승재

0920-951-7682

바탕가스

cafe.daum.net/aquagarden

송 오브 조이

송윤호

070-7417-8271

사방

www.soj.kr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김정철

070-561-3662

바탕가스

club.cyworld.com/jresort

씨 퀸 다이브

정성걸

070-8269-2499

사방

www.sqdive.com

다이브파크 블루스타 리조트

전태영

070-4065-7188

모알보알

www.divepark.co.kr

PDA

최종찬

070-4069-9198

세부

www.cebupda.com

세부 블루드림

장국삼

070-4007-7772

세부

cafe.naver.com/cebubluedream

2n2 스쿠바 다이빙 리조트

강해원

63-47-232-6346

수빅

www.2n2scuba.com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유병선

010-5214-8226

세부

www.oceanblue.co.kr

SSI 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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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창간 25주년 기념행사

2012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본지가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고래상어 관찰이 가능하고
접사촬영 하기에 최적인 필리핀 릴로안에서 2012 본지 기고가 초청과
구독자 팸 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알찬 이벤트를 준비하여 진행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2012년 12월 12~16일 (4박5일)

장소

필리핀 세부 릴로안 노블레스리조트

인원

50명 (기고가 10명, 구독자 40명). 단, 리조트 수용인원 관계로 선착순 마감

신청자격

본지의 강사구독자 또는 정기구독자

항공

필리핀항공

금액

항공비 (인천-세부) + 리조트 비용 (리조트 비용중 30%는 본지에서 지원함)
*항공비가 결정되면 본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접수처

(주)액션투어 (02. 3785. 3535)

협찬사
노블레스 리조트, 필리핀항공,
	(주)대웅슈트, (주)우정사, (주)첵스톤, (주)해왕, (주)테코,
헬시온코리아, 마린뱅크, 바다강, 아쿠아텍, 캠스케어

■ 이벤트
• 잠수의학 세미나 및 질의응답 시간 (강영천 박사/진주고려병원)
• 수중사진촬영 강좌 및 촬영대회 진행 (김지현 교수/군산대)
• 모든 참가자는 사은품 제공

■ 항공 기본 일정
• 12/12 21:45 인천출발 01:10 세부도착
• 12/16 15:15 세부출발 20:45 인천도착
※ 개인 신청에 따라 일정을 앞뒤로 연장 가능
1일차
주간
A팀
(펀다이빙)
야간

주간
B팀
(수중사진)
야간

2일차

릴로안 리프 다이빙
(3회)
잠수의학 세미나 및
질의 응답(강영천 박사)

아포섬 다이빙(3회)

야간 다이빙(1회)

3일차
고래상어관찰(1회) 및
수밀론 다이빙(2회)
파티

릴로안 리프 다이빙

고래상어관찰(1회) 및

(3회)

수밀론 다이빙(2회)

잠수의학 세미나 및

수중사진 촬영강좌

촬영한 수중사진

질의응답(강영천 박사)

(김지현 교수)

심사 후 시상, 파티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액션투어에 문의를 바랍니다.

다우인 접사촬영(3회)

[특집]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에 위치한

한인 다이브 리조트 소개
글/사진 구자광 (일부사진 현지 리조트 제공)

필리핀은 서태평양상에 있는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1946년
에 독립한 공화국이다.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필리핀은 열대의 나라로
정확하게는 열대 몬순 기후이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마닐라 지역은 1년 내내 25~29도 정도이고, 6~10
월까지 많은 비가 내리며 고온 다습한 전형적인 열대 현상이 나타나며,
반면 12~2월까지는 25~26도 정도의 한국 초여름 같은 날씨에 건기라
비교적 여행 및 레저 활동을 하기에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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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인천

부산

특히나 필리핀에는 여러 지역을 걸쳐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있고
가격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 다이빙
클락

투어를 하기에 가장 쉽고 가까운 지역이다.
마닐라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 아닐 수
없다. 언어는 필리핀 고유의 언어인 따갈로나 비사야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여행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칼리보
세부

한국에서 가는 방법은 인천이나 김해에서 마닐라 또는 세부국제공항
으로 들어가는데, 비행시간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정도이다. 그런
다음 자동차 또는 선박을 이용하거나 좀 더 먼 거리는 국내선으로 이
동한다.

필리핀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21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21일 이상
체류를 하려면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을 받으면 38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그 후로는 한 달씩 비자연장을 받으면 되고 최장 1
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마닐라

필리핀 해

부수앙가

타클로반
칼리보

세부

푸에르토프린스사

보홀

두마게티

슬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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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항공 스케쥴
대한항공(KE) 운항시간표
비행편명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KE 621

인천(ICN) → 마닐라(MNL)

08 : 00

10 : 50

매일

KE 622

마닐라(MNL) → 인천(ICN)

12 : 20

17 : 15

매일

KE 623

인천(ICN) → 마닐라(MNL)

20 : 05

23 : 00

매일

KE 624

마닐라(MNL) → 인천(ICN)

00 : 30

05 : 20

매일

KE 631

인천(ICN) → 세부(CEB)

20 : 05

23 : 50

매일

KE 632

세부(CEB) → 인천(ICN)

01 : 20

06 : 45

매일

비행편명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아시아나(OZ) 운항시간표
OZ 701

인천(ICN) → 마닐라(MNL)

08 : 40

11 : 25

매일

OZ 702

마닐라(MNL) → 인천(ICN)

12 : 45

17 : 45

매일

OZ 703

인천(ICN) → 마닐라(MNL)

19 : 50

23 : 00

매일

OZ 704

마닐라(MNL) → 인천(ICN)

00 : 10

05 : 00

매일

OZ 7093

인천(ICN) → 세부(CEB)

09 : 00

12 : 30

월, 목요일

OZ 7103

세부(CEB) → 인천(ICN)

13 : 30

19 : 05

월, 목요일

OZ 709

인천(ICN) → 세부(CEB)

20 : 05

23 : 50

수, 목, 토, 일요일

OZ 710

세부(CEB) → 인천(ICN)

00 : 50

06 : 20

월, 목, 금, 일요일

OZ 705

부산(PUS) → 마닐라(MNL)

21 : 05

00 : 10

매일

OZ 706

마닐라(MNL) → 부산(PUS)

03 : 30

08 : 00

매일

OZ 707

인천(ICN) → 클락(CRK)

20 : 50

23 : 45

매일

OZ 708

클락(CRK) → 인천(ICN)

00 : 50

05 : 45

매일

비행편명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LJ 003

인천(ICN) → 클락(CRK)

21 : 40

00 : 50

월, 수, 금요일

LJ 004

클락(CRK) → 인천(ICN)

01 : 40

06 : 20

화, 목, 토요일

비행편명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7C 2301

인천(ICN) → 마닐라(MNL)

20 : 20

23 : 20

월, 수, 목, 금, 일요일

7C 2302

마닐라(MNL) → 인천(ICN)

00 : 20

05 : 30

월, 화, 목, 금, 토요일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진에어(LJ) 운항시간표

제주항공(7C) 운항시간표

필리핀항공(PR) 운항시간표
비행편명
PR 469

인천(ICN) → 마닐라(MNL)

20 : 35

23 : 35

매일

PR 468

마닐라(MNL) → 인천(ICN)

14 : 30

19 : 30

매일

PR 467

인천(ICN) → 마닐라(MNL)

08 : 30

11 : 50

매일

PR 466

마닐라(MNL) → 인천(ICN)

01 : 15

06 : 00

매일

PR 489

인천(ICN) → 세부(CEB)

21 : 45

01 : 10

매일

PR 488

세부(CEB) → 인천(ICN)

15 : 15

20 : 45

매일

PR 417

부산(PUS) → 마닐라(MNL)

21 : 05

23 : 50

수, 목, 토, 일요일

000

PR 416

마닐라(MNL) → 부산(PUS)

15 : 25

20 : 05

수, 목, 토,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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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퍼시픽(5J) 운항시간표
비행편명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5J 195

인천(ICN) → 마닐라(MNL)

21 : 35

00 : 30

매일

5J 194

마닐라(MNL) → 인천(ICN)

15 : 55

20 : 45

매일

5J 191

인천(ICN) → 마닐라(MNL)

07 : 30

10 : 20

매일

5J 190

마닐라(MNL) → 인천(ICN)

01 : 15

06 : 15

매일

5J 129

인천(ICN) → 세부(CEB)

22 : 15

01 : 45

매일

5J 128

세부(CEB) → 인천(ICN)

15 : 55

21 : 15

매일

5J 185

부산(PUS) → 마닐라(MNL)

21 : 40

00 : 05

월, 수, 금, 토요일

5J 184

마닐라(MNL) → 부산(PUS)

16 : 15

20 : 40

월, 수, 금, 토요일

5J 179

부산(PUS) → 세부(CEB)

20 : 30

23 : 45

화, 목, 토, 일요일

5J 178

세부(CEB) → 부산(PUS)

14 : 30

19 : 45

화, 목, 토, 일요일

비행편명

출발 → 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Z2 039

인천(ICN) → 칼리보(KLO)

08 : 25

11 : 35

매일

Z2 038

칼리보(KLO) → 인천(ICN)

01 : 20

06 : 30

매일

제스트항공(Z2) 운항시간표

Z2 049

인천(ICN) → 세부(CEB)

21 : 30

00 : 50

목, 일요일

Z2 048

세부(CEB) → 인천(ICN)

14 : 30

19 : 50

목, 일요일

Z2 059

부산(PUS) → 칼리보(KLO)

08 : 25

11 : 20

목, 일요일

Z2 058

칼리보(KLO) → 부산(PUS)

01 : 20

06 : 15

목,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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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ngas Anilao
바탕가스 아닐라오 지역

접사 피사체의 천국 아닐라오(Anilao)
세계적인 먹 다이빙(Muck Diving) 사이트를 꼽으라면 인도네시아 렘베해협과 필리핀 아닐라오
를 추천한다. 이 중에 필리핀의 아닐라오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당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다.
아닐라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1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다.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마닐라 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지금은 아닐라오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많은 리조트들이 자리잡고 있는 칼룸판 반도
(Calumpan Peninsula)의 서쪽 해변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필리핀의 행정구역상 대부분 바탕가스 지역의 마비니 지역에 속한
다. 칼룸판 반도를 순환하는 도로가 없었던 예전에는 해안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아닐라오항에서 방카보트를 타고 20~30분
정도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도로가 생긴 이후로는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동 시간도 절약되고 접근도 용이해져서 많은 리조트
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명절에는 언제 사람
들의 이동이 잦은지를 살피는 것은 명절을 맞이하기 전 반드시 숙지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닐라오 다이빙 투어의 장점은 좋은 다이빙 사이트들이 리조트
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빙 사이트들은 칼룸
판 반도의 남서쪽 해변을 비롯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마리카반섬
(Maricaban)과 그에 부속되어 있는 카반섬(Caban), 솜브레로섬
(Sombrero), 보니또섬(Bonito), 말라지보마녹섬(Malajibomanoc)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칼룸판 반도의 남서쪽 해변에서 가까운 사이
트는 방카보트로 5분 정도 걸리고, 먼 곳이라 해도 30분 정도면
대부분의 다이빙 사이트에 도착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많다. 대부분
의 사이트들이 해협과 만으로 형성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환경
이 잔잔하고 파도도 높지 않아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편안하게 이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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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라오는 초보자들이 즐길 수 있는 사이트에서부터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 그리고 스펙터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사이트들이 혼재해 있다. 그래서 초보자나 전문
가 모두 부담없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 수중 촬영가들에
게는 접사 촬영 소재들과 광각 촬영 주제들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이곳은 바수라
(Basura)나 마이닛(Manit)과 같은 먹 다이빙 사이트에 다양
한 접사 피사체가 많아 세계적인 수중사진가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 세계적인 접사 사이트
2. 마닐라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한국에서 접근성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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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칼로 리조트 (대표 손의식)
몬데칼로 리조트의 시설은 여느 호텔 못지 않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든
객실에서는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룸에는 더블베드 2개인 트윈룸과 더
블베드가 3개인 스윗트룸 등 18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는 다이빙 교육
을 할 수 있는 전용풀과 넓은 수영장도 2군데나 보유하고 있어 초보 스쿠버 다이
빙교육에서 강사교육까지 다이빙 교육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몬테칼로 리조트에는 많은 인원이나 장거리에 사용되는 15인승 방카보트와 적은
인원인 경우 가까운 거리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 보트를 보유하고 있
다. 또한 리조트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은 나이트 다이빙을 포함하여 원하는 데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나이트록스를 원하는 다이버를 위한 시설
도 준비되어 있다.
리조트 내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인터넷을 원활
히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리조트에서는 수중사진가들의 카메라 세팅은 각자
의 객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몬
테칼로 리조트는 수중사진가들을 위한 커다란 카메라룸을 별도로 분리하여 촬영
장비를 세팅할 수 있어 수중사진가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편리하다.

1. 펀다이빙, 수중사진 가이드 서비스
2. 다이빙 교육, 체험다이빙
3. 아일랜드 호핑, 피크닉다이빙
4. 전용 수중카메라룸 구비
5. 숙식이 가능한 한국적인 리조트
한국연락처 010-555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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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전화

070-8285-6306, +63-927-527-5555

홈페이지

http://www.mcscuba.com

이메일

divestone@hanmail.net

SM 리조트 (대표 최경호)
아닐라오 한인 리조트중에 가장 오래된 곳으로 꾸준히 고객들을 받으며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곳은 SM 리조트라고 할 수 있다. SM 리조트는 올해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아닐라오항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이전하여 리조트 건물을 신축하여
새롭게 오픈했다.
다이빙은 자체 방카 보트를 이용해서 보트 다이빙으로 실시하지만 인원 수나 팀
구성에 따라 방카 보트를 빌려서 다이빙을 나가기도 한다.
SM 리조트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물론 감압절차 다이빙, 재호흡기 다이빙, 트
라이믹스 다이빙 등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및 실습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이트록스 전용 탱크와 블랜딩 시스템을 갖춘 z것은 물
론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위한 블랜딩 패널도 설치되어 있다. 산소와 헬륨도 미리
주문하면 교육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

1. 펀다이빙, 수중사진 가이드 서비스
2. 다이빙 교육, 체험다이빙
3. 숙식이 가능한 한국적인 리조트
현지전화

070-7436-8921(8922), +63-927-302-8921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mscuba

이메일

smscub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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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oro Sabang
민도루 사방비치 지역

필리핀 민도로섬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는 마닐라국제공항에서 바탕가스항까지 자동차로
2시간, 다시 바탕가스항에서 사방비치까지 방카보트로 1시간 가량 소요되는 해변 휴양지다. 90년
대 중반에 처음 한인 다이브 리조트를 오픈한 이후 현재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 등에는
수많은 한인 다이브 리조트가 성업 중에 있다.
사방비치의 다이빙 포인트는 오픈워터 다이버 수준에서 테크니컬 다이버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포인트에서도 수심만 달리해도 수중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다이버들이 함께 다이빙할 수가 있다. 또한 일부 포인트를 제외하면 사방비치의 리조트에서
5분 거리에 포인트들이 밀집해 있어 다이빙 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블랙피쉬 코너는 수심이
깊고 조류의 영향이 커서 상급자 다이버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캐년은 사방비치의 대표적
인 포인트로 사방비치를 방문한 다이버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항상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상급
다이버들에게 흥미롭다. 협곡 안에는 조류를 피하기 위해 몰려든 대형 어류들을 관찰할 수 있다.
벽에는 부채산호들이 자라고 무수히 많은 연산호와 작은 물고기 무리도 만날 수 있다.
사방비치는 스쿠바다이빙이 아니더라도 즐길 것들이 많다. 제트 스키나 바나나보트 등과 같은
수상 레저를 즐길 수도 있다.
1.	마닐라공항에서 바탕가스항까지 자동차로 2시간, 다시 바탕가스항에서 사방비치까지 방카
보트로 1시간 소요
2. 리조트에서 5분이내 거리에 스펙타클한 캐년 사이트 등 다양한 수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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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리조트 (대표 임희수)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사방비치의 최고급 리조트이며, 모든 객실이 비치뷰
로 경관이 아름답다. 그리고 리조트내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 최신의 컴프
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탱크를 충전하며,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 구비되
어 있다. 또한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천국처럼 환상적인 다이빙을 안내하며,
체계적인 다이빙교육을 진행한다.

1.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2. 체계적인 다이빙교육, SDI/TDI 강사교육
3. 최고급 리조트, 모든 객실이 비치뷰, 무선 인터넷 가능
4.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 구비
현지전화 070-7563-1730, +63-928-719-1730
홈페이지 www.paradise-dive.net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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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ol Panglao
보홀 팡글라오 지역

세계적인 5대 다이빙 포인터(팔라우, 타이티, 몰디브, 시파단, 보홀)중 하나인
필리핀 보홀섬
보홀섬은 초콜릿 동산과 타시어 원숭이, 18세기의 파수대 등과 달걀
형상의 섬 전체에 펼쳐져 있는 고풍스러운 기념물로부터 알 수 없는
매력이 풍겨 나는 곳이다. 초콜릿 힐은 1,268개의 원뿔형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한 곳이다.
필리핀 군도에서 발견되는 희귀동물 중 타시어 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 동물이다. 야행성의 이 영장류는 크기가 4~5인치 정
도이며 꼬리가 몸보다도 길다. 코렐라의 산에 있는 자연 서식지에서 이
유명한 영장류를 관찰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열대의 천국인 보홀섬의 해안은 완만한
만과 백사장으로 수놓아져 있다. 이곳은 또한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비자야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주요 명소 중 검은 산호 숲
은 어느 곳을 들어가더라도 황홀한 풍광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발리
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무리를 보는 일은 흔하다. 운이 좋으
면 고래상어와 조우할 수도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성된
수중 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군데 형성된 모래바닥
에는 접사 피사체들로 넘쳐난다.
1.	세부공항에서 배로 가는 방법과 마릴라공항에서 국내선으로 보홀
로 바로 들어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2. 가장 인기 있는 허니문 관광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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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대표 장태환)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발리
카삭(Balicasag)섬을 바로 눈앞에 품고있는 보홀 팡
글라오섬에 디퍼 다이브 리조트가 새롭게 리조트를
신축하여 오픈하였다. 또한 대형 잠수풀을 갖추고 있
어 어떤 등급의 다이빙교육에도 부족함이 없다.
스쿠바다이빙 안내 외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중에
하나인 초코렛 힐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인 안
경원숭이 등을 비롯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관광객
들에게는 생소한 팡글라오(P an gla o)섬과 보홀
(Bohol)섬의 아름다움을 안내한다.

1. SSI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과정)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4. 숙식이 가능한 최고급 리조트 시설 겸비
현지전화 070-7667-9641, +63-921-499-1859
홈페이지 www.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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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u Mactan
세부 막탄섬 지역

세부행 비행기가 내리는 공항 이름이 세부막탄공항이다. 막탄은 세부시 바로 앞에 있는 섬이
며, 두개의 다리로 세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세부 휴양지는 막탄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막탄섬의 다이빙은 현지인과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그 곳의 다이빙은 훌륭하다. 수중의 지형이 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심도 무척 깊다.
막탄섬의 다이빙 포인트는 막탄섬 동남부 해변의 다이빙 포인트와 막탄섬 맞은편의 올랑고 섬
을 비롯한 주변의 섬들을 포함한다. 이들 포인트들은 대부분 리조트가 있는 마리곤돈 비치에서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세부나 보홀지역의 다이빙
포인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중지형을 보이고 있는데 수심 4~5m의
얕은 리이프가 곧바로 수심 30~40m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벽형이
다. 그리고 이러한 절벽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발달해 있어서 해양생
물들의 서식처가 된다.
탐불리피쉬피딩스테이션은 5~6m 수심의 바닥은 모래이며 군데군
데 녹색의 잘피류들이 초원을 이루고 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10m
수심 정도로 내려가면 산호와 해면 말미잘들의 무척추동물들이 풍
부해지고 리이프 피쉬들이 많아진다. 막탄의 다이브샵들이 침몰시켜
놓은 작은 비행기가 있으며, 그 주변을 담셀피쉬와 놀래기류 등이 모
여 있다.
또한 수심 5m 리이프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절벽을
따라 내려가면 수심 30m지점에 마라곤돈 케이브의 입구가 있다
동굴의 입구는 폭이 약 15m이고 굴의 길이는 약 45m이며 몇 개의
작은 굴들도 있다.
1. 세부막탄공항에서 20분(한국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음)
2.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등과 같은 해양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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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씨월드 다이브센터 (대표 김순식)
세부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막탄섬에 위치한 Palm
Beach Resort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Palm Beach
Resort는 58개의 객실을 보유한 신축호텔로서 장기투
숙 고객을 위하여 모든 객실에 조리가 가능한 부엌시
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지하 주차장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세부지
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편하게 묵으며 관광할 수 있다.
세부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PADI라는 스쿠바다이빙 교육단체의 가맹점으로 세계
적으로 교육의 품질이나 안전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PADI의 교육시스템을 사용하며 교육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세부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새로 구비한 최신형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구비하고 있
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 PADI 다이빙 강사를 고용하여, 안전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PADI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과정)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4. 숙식이 가능한 고급 팜비치리조트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연락처 070-86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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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전화

070-8223-3033, +63-917-625-7003

홈페이지

www.cebuseaworld.com

이메일

kimsoonsik@gmail.com

오션블루세부 리조트 (대표 유병선)
오션블루세부리조트는 세부 막탄섬의 얼마 되지 않는
천연 백사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탐불리 리
조트, 세부 비치클럽, 코스타벨라 리조트와 비치를 나
란히 하고 있다. 세부의 바다 빛깔은 시각마다 7가지
색으로 변한다. 세부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다이빙 지역들이 유난히 많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이 많이 찾는 이유도 바로 그 유명한 에메랄드빛의 바
다가 있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하얀 모래 백사장에서 이국의 정
취를 느끼면서 현지인이 준비해 주는 아일랜드 호핑,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체험 다이빙, 세부의 비사야 해역에서 1년 내내 안정되게 즐
길 수 있는 사파리다이빙, 원색의 산호초 사이로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을 무서워
하지 않는 열대어를 구경할 수 있는 스노클링, 그 밖의 제트스키, 실탄사격, 골프,
낚시, 시내관광, 카지노, Bottom Glass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1. SSI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과정)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4. 숙식이 가능한 최고급 리조트 시설 겸비
한국연락처 070-7126-5405, 010-5214-8226
현지전화

070-8245-8226, +63-916-314-1500

홈페이지

www.oceanblue.co.kr

이메일

ssice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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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u Liloan
세부 릴로안 지역

세부섬은 남북으로 약 250km에 걸쳐 길게 놓여 있는데 릴로안은 세부섬 남쪽 끝 부분에 있는 지
역이다. 한국에서 세부까지 직항편을 이용하여 세부공항에 도착하면 자동차로 릴로안까지 약 3시간
소요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에서 마닐라로 가서 다시 두마게티행 국내선을 이용하여 릴로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때 두마게티 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0분거리에 선착장이 있으며, 릴로안 비치까지
여객선을 타고 25분 소요된다.
릴로안 지역은 두마게티가 있는 네그로스섬과 가장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부섬의 릴로안과
네그로스섬의 시불란을 연결하는 여객선 부두가 있는 곳이다. 바다건너로 두마게티가 가깝게 보이
며 네그로스섬과 해협을 만들고 있어서 남쪽 부근에는 물때에 따라 조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중에 서식하는 생물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대형어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멋있는 다이빙 포인트는 릴로안 비치 앞은 초보자에서 상급자까지 모두 좋아
하는 곳으로 야간 다이빙을 즐기기에 특히 좋은 곳이다. 또한 조류에 따라 스피드보트를 이용해
드리프트 다이빙을 한다.
릴로안 비치 끝에서 여객선 터미널 앞으로 이어지는 트로피컬(Tropical) 포인트로 완만한 경사에
펼쳐져 있는 산호초 지대에는 다양한 어류들과 해양생물들이 서식하여 수중사진가들에게 인기가
있다.
릴로안 비치 끝에서 35m 수심의 동굴까지 이어지는 비치 월 포인트
도 다이나믹한 포인트로 25m 수심까지 산호초가 완만한 경사를 유지
하다가 35m 동굴까지 절벽이 형성된다. 다양한 산호들과 어류들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잭피쉬는 물론 고래상어도 만날 수 있다.
딥 다이빙을 좋아하는 다이버들은 계단식의 절벽을 따라 50m 바닥까
지 내려가면 새하얀 연산호들과 모래 바닥이 고원의 설경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짜릿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릴로안 비치에서는 방카로 20분 거리에 있는 수밀론 섬, 1시간 거리
에 있는 카세리스 리이프(Caceres Reef)를 묶어서 데이트립으로 다이
빙을 다녀오기도 하며, 1시간 30분 거리인 아포(Apo) 섬, 2시간30분
거리에 있는 발리카삭(Balicasag) 섬이나 스퀴홀(Squijor) 섬 등 인근
지역의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들로 데이트립 다이빙을 나가기도 한다.
릴로안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은 작은 보트로 다이빙을 하지만 멀리
나가는 경우에는 대형 방카보트를 이용한다.
1. 세부공항에서 자동차로 3시간 소요
2. 인근에 고래상어를 관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3. 수밀론섬, 아포섬, 카세레스리프, 스퀴홀섬 등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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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리조트 (대표 정광범)
노블레스 리조트는 릴로안 해변에 위치한 3층 규모
의 다이브 리조트로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한다. 꽤 알려진 일본인 소유의 리조트인 마린 빌리
지(Marine Village) 보다도 규모면에서 훨씬 크다.
노블레스 리조트는 모두 24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데
더블베드와 싱글베드 그리고 넓은 욕실이 있어 2~3
명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3층에 있는 패밀리
스위트룸은 킹사이즈 베드 2개에 대형 평면 TV, 노
래방 반주기,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넓은 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 외 2층 중앙 홀과 베란다에는 2개의
당구대와 대형 평면 TV, 노래방 반주기, 바 등이 있어서 다이버들의 공용 휴게실
로 이용된다. 또한 1층에는 바다가 보이는 넓은 레스토랑과 베란다가 있어 다이버
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서 다이버들은 자신의 방뿐
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구조이다.
리조트 앞에는 곡선미를 갖춘 수영장과 정자가 있는데 수영장은 리조트를 찾는
가족들의 놀이 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다이빙 강습에 활용되고 있다. 깊은 곳은
수심이 3m로 하강과 이퀄라이징 강습까지 가능하다.

1. 펀다이빙,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2. 객실이 26개 규모의 최고급 대형리조트
한국연락처 010-867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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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전화

070-8234-6200

홈페이지

http://www.noblesseresort.com

킹덤 리조트 (대표 이시영)
킹덤 리조트는 13개의 객실을 갖고 있으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 주로 가족 단
위의 다이버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원할 경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영장은
물론 식당과 노래방 시설이 있는 휴식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족 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 펀다이빙, 호핑투어, 골프투어
2. 조용하고 호젓한 리조트
한국연락처 010-3929-3221
현지전화

070-8202-4488

홈페이지

http://www.liloankingdom.com

이메일

kingdomdi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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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u Moalboal
세부 모알보알 지역

모알보알 지역은 필리핀 세부 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세부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막탄공항
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걸린다. 모알보알은 네그로스 섬과 서부 섬 사이에 위치한 반도지역으로,
태풍과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연중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월(wall)지형으로 발달한
모알보알은 리조트 바로 앞부터 다양한 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포인트까지의 거리도 매우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다이버나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은 모알보알 중에서도 파낙사마(Panagsamam) 비치
로, 유럽인들에게 전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선정된 페스카도르(Pescador) 섬이 바로 앞에 자리
하고 있다.
해안선 전체가 깍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 스케일이 큰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페스카도르 섬은 아름다운 산호밭과 웅장한 절벽을 자랑한다. 리조트들이 모여 있는 파낙사마
해안의 절벽면을 따라 대형 부채산호와 해면들이 줄줄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매우 다양한 어류와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수중사진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고래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모알보알에서는 세부지역의 또 다른 유명 다이빙 포인트인 아포
(Apo)섬, 두마게티, 릴로안에서의 다이빙을 당일치기로 소화할 수 있다.
약 30년 전부터 유럽다이버들에 의해 개척된 모알보알은 유럽인들에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연말/연초 시즌에는 마치 유럽의 어느 곳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
다. 옛 원주민어로 ‘거북이의 알’이라는 뜻을 가진 모알보알은 그 이름만큼 거북이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고래상어와 만타, 끝없이 펼쳐지는 산호 군락과 이를 근거지삼아 살고 있는 수많은 해
양생물들은 모든 다이버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1. 세부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소요
2. 자연적인 고래상어를 관찰할 확률이 있다.
3. 네그로그섬과 세부섬사이에 위치하여 태풍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다.
4. 페스카도르섬 등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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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션블루 리조트 (대표 김용식)
모알보알 다이빙의 중심인 파낙사마(Panagsama)비
치에 위치한 M.B. 오션블루 리조트는 모알보알 최초
의 한인 다이브 리조트이다. 지난 2004년부터 모알
보알의 다이빙을 안내하며 발전해온 M.B. 오션블루
리조트는 객실과 식당, 전용선착장 및 다이빙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 교육장을 자체 운영하는 유일한 한국
인 리조트로써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모알
보알 최대 크기의 방카보트와 소형 선외기선박을 보
유하고 있어, 다이빙그룹의 규모와 관계없이 즐거운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B. 오션블루 리조트의 전 다이빙 가이드는 한국인 강사가 전담하므로, 언어문
제의 걸림돌 없이 세밀한 다이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중사진가를 위하여
추가교육이나 피사체안내에 대한 차별화된 다이빙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용선착장을 이용하므로 편리하게 수중사진 장비 또는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운
반할 수 있다.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리조트 내에 비치도니 산소처치 및 나이트록스/트라이믹
스 블랜딩 시설은 M.B. 오션블루 리조트의 또 다른 자랑이다. 전 소속강사가 테크
니컬 다이빙을 안내하며, DAN Asia-Pacific의 응급처치 강사로 등록되어 꾸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1. 펀다이빙, 체험다이빙 안내 / 2.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교육)
3. 테크니컬교육, 수중촬영교육 / 4. 객실이 12개 규모의 한국적인 리조트
5. 나이트록스 다이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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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전화

070-7518-0180, 070-8229-5282

홈페이지

www.moalboaldive.com

이메일

dive1@naver.com

Dumaguete Dauin
두마게티 다우인 지역
두마게티는 필리핀의 비사야(Visayas)지역에 속한 네그로스(Negros)섬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서 세부섬의 남단과 거의 맞닿아 있으며 릴로안에서도 가까우며 시퀴홀(Siquijor)섬도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포(Apo)와 수밀론(Sumilon)섬이 근처에 있으며 필리핀에서 손꼽을
정도로 보호가 잘된 수중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 다이버들의 방문이 상당히 많은 곳이며 다이빙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다.
두마게티 지역 다이빙은 크게 아포섬과 다우인 지역 다이빙이 있다. 아포섬은 세계적인 포인트로
서 그 웅장함과 원시적인 수중환경이 필리핀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온갖 종류의 산호리프가
잘 보존되어 있고 버팔로피쉬, 잭피쉬 무리 등 대형 물고기부터 프로그피쉬, 고스트파이프 피쉬까지
작은 종류까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수중생물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다우인 지역은
이미 15년 가까이 일찍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쌍뚜아리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양
한 어종들이 산재해 있다.
주변에 큰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연중 바다가 잔잔할 때가 많아
태풍만 만나지 않으면 딱히 피할 시기가 없는 천혜의 다이빙 조건을
갖춘 곳이다. 접근성도 마닐라나 세부에서 두마게티까지 항공편이
있고, 세부에서 훼리나 육로로 갈 수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1. 마닐라공항에서 국내선으로 두마게티공항까지 이동
2. 아포섬 등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
3. 다우인 지역의 접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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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엘로 리조트 (대표 강창호)
필리핀 두마게티 다윈에 위치한 엘시엘로는 두마게티공항에서 남쪽 도로를 따라
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해변 마을로 필리핀 해양공원으로 지정된 최고의 다이
빙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아포섬을 20분 거리에 두고 있는 아름답고 조용한 그림
같은 리조트이다. 해변가에 카티지가 있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엘시엘로 리조트 뒤로 온천이 있는 큰 산과 앞으로 해변이 있어 시원하고 향긋한
바닷바람과 산들바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엘시엘로는 8개의 객실이 있으
며 룸스타일은 전부 더블베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룸마다 에어컨, 냉장고, 온
수기, 세면도구 등이 비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레스토
랑과 수영장, 강의실이 있으며 수영장은 길이 25m 폭5m 깊이2m로 실제로 수영
을 즐길 수 있으며 다이빙교육하기에도 아주 적합하다.

1. 구 피플리조트에서 새롭게 개업
2.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3. 조용하고 호젓한 리조트 방8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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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전화

070-8600-1130, +63-918-964-9979

홈페이지

www.elcieloresort.com

이메일

play8281@naver.com

원다이브 리조트 (대표 원창선)
원다이브 리조트 별관은 유럽고객들을 위한 최고급 시설을 갖춘 편안하고 아늑
한 유럽형 리조트이다. 좀더 이국적인 분위기를 원한면 원다이브 별관을 이용해
도 좋을 것이다.

1.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2. 조용하고 호젓한 리조트
3. 오스롭에 리조트와 연계 다이빙 가능
한국연락처 010-5042-3456
현지전화

+63-908-508-0712, +63-915-894-6543

홈페이지

www.wondive.com

이메일

dive-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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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cay
보라카이 지역
필리핀이 자랑하는 최고의 관광지로는 단연코 보라카이를 꼽는다. 그만큼 하얀 백사장과 코발트
빛을 발하는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보라카이는 세로 길이가 7km, 가로 길이가 1km 밖에
안 되는 작고 길쭉한 섬으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다. 한때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신혼여행
목적지로 상위에 올랐을 만큼 유명한 지역이며 세계에서도 유명세가 높기 때문에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붐비는 곳이다.
보라카이섬에 가려면 마닐라에시 국내선으로 카티클란(Caticlan)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건너야 하거나 마닐라에서 아클란(Aklan) 도(道)
의 수도인 칼리보(Kalibo) 공항에 내렸다가 버스로 카티클란까지 가야
한다. 칼리보에서 카티클란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이며 카티클란에
서 보라카이까지는 방카보트로 15~20분 거리이다. 마닐라에서 카티클
란에 내리는 비행기를 타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 최근에는 만지는
않지만 인천과 김해에서 깔리보까지 가는 직항이 운항된다.
섬 부근에는 다이빙 포인트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관광지답게
여러 종류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으며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가족단위의 다이빙 여행지로 좋다. 어느
곳에 가든지 훌륭한 시설을 갖춘 리조트들이 있으며 먹거리와 즐길거
리가 충분하므로 머무르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다. 오전에는
다이빙을 하고 오후에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해변에서
낭만을 즐기는 여행을 하기에 적합하다.
1. 인천이나 김해공항에서 깔리보공항까지 직항
2. 야팍 등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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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 (대표 김순식)
필리핀 중부 비샤야 제도 보라카이 섬의 화이트 비치
가 장 중앙부 에 위치한 씨월드 다이브 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1월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성업 중에 있다.
씨월드 다이브 센터는 PADI GOLD PALM A 5 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이며 PADI
INTERNATIONAL RESORT ASSOCIATION의
멤버로서 강사 교육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다이빙 센터로 연 6회의 정기 강사 교육과 비
정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매니저와 10여명의 필리핀 스탭이 씨월드에 상주 근무하고 있다.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는 다이버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16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이다.

1. PADI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과정)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한국연락처 070-8600-2154
현지전화

070-8253-3033, +63-36-288-3033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이메일

kimsoonsi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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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위덕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교육풀

대강당

챔버실

국내 최대의 스킨스쿠버 교육 전문 기관
- 2008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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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오션챌린져 신제품

새로운 F2핀은 무게 대비,
다이버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장비의 무게를 줄이고자하거나 가벼운 핀을 선호하는 여행 다이버인 경우,
다른 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 받은 F2는 킥의 종류와 하강 및
상승 운동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습니다. F2는 사출
monoprene을 사용하여 성형되었고 모든 지역에서 손쉽게 민첩성을
향상시키며, 휴대가 간편한 콤팩트 블레이드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조절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HOLLIS F-2
- 높은 등급의 heavy duty monoprene 설계
-	편안함을 위한 각진 스트랩 마운트와 향상된 힘의
전달
- 쾌적한 착용감을 위한 변경 가능한 스트랩 마운트
- 쉽게 잡히는 뒤꿈치 걸이가 포함된 스프링 스트랩
-	블레이드를 뒤 덮는 거친 수중 환경에서도 발목의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수류 배출 블레이드
- 여유 있는 3사이즈 풋 포켓
■	사이즈 : Small, Regular and XL
■	소비자가격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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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는 앞선 기술력의 시계 형 다이브 컴퓨터로서
특허 받은 오셔닉만의 Dual AlgorithmⓇ 기능과
발전된 디지털 나침반과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인
메뉴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OCS는 3개의 나이트록스 혼합 세팅과 PC 인터페이스 kit(옵션)을 통한
프로그램 향상의 펌 웨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OCEANIC
-	딥 스톱(Deep Stop)기능이 포함된 특허 받은 듀얼 알고리즘
내장
- 스텝 백(Step Back) 기능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디지털 나침반 : 나침반 모드, 내비게이션 모드, 자동 복귀 모
드, 편각 조정 모드
- 합성수지 몸체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베젤과 배터리 커버
- 사용수심 : 150M
- 100% 산소 나이트록스 혼합기체 3개 까지 전환 가능
- 일반공기, 나이트록스, 게이지, 프리다이빙 모드
-	게이지 모드 시 런-타이머(Run-Timer) 메인 화면에서 사용
가능
- LED 경고등과 오디오 알람
- 선택 사항인 PC 인터페이스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
■ 색상 : OCS white color
■	소비자가격 :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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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제품

정밀 가공된 부품의 사용과 광범위한 연구,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된 EOS 호흡기는
지상에서의 호흡과 같은 놀라운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OCEANIC EOS
1st
- 타입 :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 재질 : 해양등급 황동
- D.V.T(Dry Velve Technology)시스템 장착
- 나이트록스 40%가능
- 환경 차단키트 기본 장착(동계용)
- 무게 : 793.8g
- 중간압력 : 9.5~9.8bar
- DIN 타입 가능

2st

OCEANIC의 유능한 디자인 엔지니어 팀은 다이버가
손쉽게 움켜 질 수 있는 호흡기를 모티프로 치아교정
마우스피스와 편안한 2단계 스위블, 흡입 강도 조절,
저항 없는 호흡 등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타사의 호흡기와는 비교 할 수 없는
OCEANIC 만의 노하우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	Pneumatically 밸런스 타입의 2단계는 심플하며 흡
입 저항이 없음
-	특허 받은 Dynamic Adjustment는 다이빙을 통해
자동으로 호흡량 유지
- Simple Dive/Pre-Dive의 조절을 위한 인체
- 공학의 Adjustable Venturi Switch(A.V.S.)시스템
-	턱의 피로 감소와 편안함을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직렬 스위블
MaxFlex Hose 기본 장착
땋은 호스 구조로 전통적인 고무호스에 비해 수명이
더 깁니다. 또한 매우 가볍고 뛰어난 유연성을 자랑합
니다.
■	소비자가격 : 128만원

108

Scuba Diver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 포인트가 10분거리에 위치
유명한 아포섬 다이빙 가능

필리핀 세부

노블레스리조트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이브 리조트

에메랄드빛 바다와 편안한 휴식이 있는 최고의 청정 휴양지

노블레스 리조트가 여러분께 최고의 추억과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 세부 릴로안의 호텔형 리조트
■ 객실마다 wifi 설치
■ 기업체 단체연수

■ 전문적인 펀다이빙 가이드
■ 다이빙 교육
■ 체험 다이빙, 호핑 투어

세부 섬

네그로그 섬

보홀 섬

노블레스리조트

Liloan beach, Santander, Cebu, Philippines
인터넷전화 : 070-8234-6200 리셉션 : +63-32-480-9039
정광범 : +63-927-674-0003 윤주현 : +63-927-702-3221
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정광범

책임강사 : 윤주현 대표 :

수중생태이야기

It was very good. Gen. 1:31

해양생물, 공생관계 5
Marine Life, Symbiotic Association
공생자는 모두가 동물의 체내에 있으며, 대부분은 개체의 조직 세포내에 있는 액포나 혹은 조
직층 사이나 조직층 내의 다양한 체공간(body space)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독립영양의 세포
들은 숙주의 특정 조직이나 공간에 제한되어 나타나며, 소화되지 않고 무척추동물의 체내에서 성
장하고 생식한다.

은폐성공생(隱閉性共生)
글/사진 김지현
www.livephoto.kr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전 세계의 해양에서 가장 일반적인 갈색공생조류는 우선적으로 와편모조류(dinoflagellates)
에 속하는 종들이나, 일부 규조류(diatoms), 은편모조류(cryptophyceans), 착색모조류
(haptophyceans), 황색조식물(chrysophycens) 등도 포함된다. 과거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Nausithoe punc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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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ha cristagalli
2012 September•October

111

공생조류를 동정하는데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보다 모든 숙주

은 조류세포들이 세포 본래의 특징을 잃고 숙주의 몸에서 분리

에 단 한 종의 갈색 공생조류가 있는 지에서 각각의 숙주에 서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견되었

로 다른 종이 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다. 이러한 관계를 은폐성공생(cryptic symbiosis)이라고 한다.

개념 수용에 있었다.

이번호의 첫 번째 생물은 해면(Desmaccella, Mycale, Reniera,

그러나 최근의 RNA 서열을 이용하는 분자 기술(Molecular

Esperia, Myxilla, Suberites) 등의 표면에서 군집을 이루며 공생

technique)로 Rowan Powers(1991)는 조사된 22개 숙주 중에

하는 관(管)폴립해파리 Nausithoe punctata이며, 두 번째 생물

서 10개의 조류 분류균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녹색

은 빗살무늬굴 Lopha cristagalli의 표면에서 공생하고 있는 해

공생조류는 해양에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담수에서는 이

조류 Jania sp.이고, 세 번째 생물인 Oxycorynia fascicularis의

러한 공생조류가 우세하다. 엽록체와 무척추 동물체의 공생관

표면에는 공생조류가 서식중이며, 네 번째 생물인 Dendrodoris

계 중에서, 엽록체는 보통 대형 녹조류인 청각류(Codium), 옥덩

tuberculosa 역시 표면에 공생조류가 살아가고 있다.

굴(Caulerpa), 대마디말(Cladophora), 깃털말(Bryosis)의 세포로
부터 유래된 것이며, 이는 동물의 먹이로써 섭취된 후 소화관에
서 동물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 형성된 것이다. 비록 대부분
의 조류 공생자들이 그들의 숙주 내에서 쉽게 동정될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은 섬모충류인 Mesodinium rubrum, 와편모조류인
Peridinium balticum과 Kryptoperidinium foliaceum 등과 같이 예
전에 광합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많은 원생동물들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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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ycorynia fascicu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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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doris tuberculosa

데이비드와 캐빈의 수중생물 탐구

바다 민달팽이(Sea Slugs)

Solar 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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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lugs

태양광으로 생활하는

바다 민달팽이

Words by David Behrens,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번역 편집부

Around the world people are thinking greener all the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친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time. Part of this effort is going to cleaner electric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처럼 좀 더 깨끗한 발

generation technologies, like solar power. I have always

전 기술에 관심을 기울인다. 미천한 바다 민달팽이 친구들도 그

wondered why it has taken us so long to realize the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인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

benefits of doing this when our lowly sea slug buddies

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왜 이다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

have been doing it for eons.

각하면 늘 의문이 든다.

The sun’s energy is free for the taking – why not use

태양 에너지는 공짜인데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지상 식

it? Land plants and seaweeds carry out the process called

물과 해초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이란 과정을 수행하

photosynthesis using the energy from the sun to convert

여 이산화탄소를 당과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로 전환한다. 이러

carbon dioxide into sugar and life sustaining oxygen.

한 전환은 엽록체란 세포 화학 실험실에서 일어난다. 대왕조개,

They do this in a cellular chemistry lab called the

산호와 말미잘도 약간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세포소

chloroplast. Giant clams, corals and anemones do the

기관인 황록공생조류(zooxanthellae)를 이용해 동일한 과정을

same using a different, but incredibly similar organelle

수행한다. 즉 이들 동물은 광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called zooxanthellae. The process is the same – these

탄소를 다시금 당과 산소로 전환한다.

animals use the energy from sunlight to convert water
and carbon dioxide, once again, into sugar and oxygen.
The plants and animals that carry out photosynthesis

광합성을 수행하는 식물과 동물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benefit all of us by reducing the carbon dioxide that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가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탄소 연료를 연

pollutes the atmosphere, and therefore our oceans, when

소시킬 때나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오염된 대기로 인해 바다

we burn carbon fuels in our vehicles and power plants

를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and even when we ex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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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eeds use their chloroplasts as
chemical labs, the same way giant
clam’s and soft corals do with
zooxanthellae, using energy from
sunlight to convert carbon dioxide to
sugar and oxygen.
해초는 자신의 엽록체를 화학 실험실로
사용하고 대왕조개와 연산호도
황록공생조류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여, 광선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당과 산소로 전환한다.

It must not have taken long for several groups of sea

여러 종의 바다 민달팽이가 자신이 먹는 음식이 일석이조의

slug to figure out that the foods they were eating could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

provide a double benefit; a benefit far greater than just

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효과는 단지 기본적인 양식

providing basic sustenance. Rather than digest the

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다. 바다 민달팽이가 자

chloroplasts and zooxanthellae from the foods they prey

신이 먹는 음식에 함유된 엽록체와 황록공생조류를 소화시키

on, why not protect them and store them for the slugs

기기보다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이들을 보호하고 저장하면

own use?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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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sapsucking slugs like Elysia and aeolid nudibranchs like Phyllodesmium and Pteraeolidia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use photosynthesis to their
own benefit.
Elysia와 같은 흡즙 민달팽이 그리고 Phyllodesmium 과 Pteraeolidia 같은 이올리드 나새류는 모두 자신에게 유익하게 광합성을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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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ysia , Oxynoe , Lobiger, Stiliger and Placobranchus feed on seaweeds, and incorporate the plants
chloroplasts into their own tissue.
Elysia, Oxynoe, Lobiger, Stiliger와 Placobranchus는 해초를 먹고 살며, 이러한 식물에 함유된 엽록체를
자신의 조직에 통합한다.

This is exactly what has happened in the sap-sucking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여러 종의 바다 민달팽이에서 일어났다.

slugs or Sacoglossids, which store and cultivate

예를 들어 해초의 즙을 빠는 흡즙 민달팽이류(sap-sucking

chloroplasts and several aeolid nudibranchs, like

slugs), 즉 사코글로시드류(Sacoglossids)는 엽록체를 저장하

Phyllodesmium and Pteraeolidia that store and cultivate

여 기르고 Phyllodesmium과 Pteraeolidia 같은 몇몇 이올리

zooxanthellae.

드 나새류(aeolid nudibranchs)는 황록공생조류를 저장하여
기른다.

Sap-suckers like Elysia, Oxynoe, Lobiger, Stiliger and

Elysia, Oxynoe, Lobiger, Stiliger와 Placobranchus 같은

Placobranchus feed on seaweeds. During digestion, these

흡즙 민달팽이들은 해초를 먹고 산다. 소화시킬 때 이들 종은

species are careful not to kill the chloroplasts in the plant

식물 조직에 함유된 엽록체를 사멸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

tissue. Instead they incorporate these microscopic cells

신 이들은 이러한 미세 세포를 자신의 체조직에 통합시킨다.

into their own body tissue. That’s what gives these

이 때문에 이들 동물은 녹색을 띤다. 여전히 살아서 기능하는

animals their green color. Still alive and functioning, the

엽록체는 계속해서 광합성 과정을 수행해 당과 산소를 만들고

chloroplasts continue to carry out the process of

이렇게 생성된 당과 산소는 민달팽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photosynthesis, making sugar and oxygen which can

체내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 것과 같아, 마치 내부에

now be used by the slug. It is like being fed and

서 정맥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breathing from within your body, sort of like having an
internal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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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eolid nudibranch, Phyllodesmium
longicirrumhas developed a sophisticated
plumbing system connecting bundles of
zooxanthellae. This allows the animal to
route the sugars and oxygen produced
during photosynthesis into the slug’s
digestive system.
이올리드 나새류에 속하는 Phyllodesmium
longicirrumhas는 황록공생조류의 다발들을
연결하는 정교한 배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이 민달팽이는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당과 산소를 자신의 소화기로
유입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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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preading the mantle folds, algae slurping Elysia expose its chloroplasts to greater sunlight.
조류를 흡즙하는 Elysia는 외투막 주름을 펼쳐 자신의 엽록체를 광선에 더 많이 노출시킨다.

Some aeolid nudibranchs can do the same thing.

일부 이올리드 나새류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Species like Phyllodesmium and Pteraeolidia, feed on

Phyllodesmium과 Pteraeolidia 같은 종은 다양한 종의 연산

various species of soft coral. In the instances where the

호를 먹고 산다. 이러한 연산호에 황록공생조류와 같은 내부

soft corals contain internal symbionts like zooxanthellae,

공생생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금 민달팽이가 산호

once again the slugs are keen to carefully digest the coral

조직의 소화에 주의를 기울여 황록공생조류가 손상을 입지

tissue avoiding damage to the zooxanthellae. Capable of

않도록 유의한다. 연산호 조직에서 그랬듯이 민달팽이 조직 내

surviving within the slug’s tissue as they did in the soft

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 황록공생조류는 계속해서 당과 산소

coral tissue, the zooxanthellae continue to photosynthesize

를 광합성한다.

sugar and oxygen.
This remarkable use of the sun’s energy for the benefit of

이렇게 바다 민달팽이가 태양 에너지를 탁월하게 활용해 유

a sea slug is taken to the extreme in Phyllodesmium

익한 효과를 얻는 경우의 극단적인 예가 Phyllodesmium

longicirrum. Although it has taken millions of years, this

longicirrum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체내에서 황록공

species has developed a sophisticated plumbing system

생조류의 다발들을 연결하는 정교한 배관 시스템을 개발했다.

connecting bundles of zooxanthellae within the animal’s

이러한 시스템은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당과 산소를 민달팽

body. This system provides an efficient route for the

이의 장으로 유입시키는 효율적인 통로를 제공한다.

sugars and oxygen produced during photosynthesis to
get into the slug’s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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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lids can maximize the amount of sunlight reaching the zooxanthellae by spreading their cerata.
이올리드는 자신의 외투막 주름인 세라타(cerata)를 펼쳐 황록공생조류에 도달하는 광선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

And if that is not enough, optimization of available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들 영리한 꼬마 녀석은

sunlight is accomplished by these smart little devils by

태양 일사량이 가장 많은 얕은 수심에서 생활하고 또 자신의

living in shallow water where the suns insolation is the

외투막 주름, 즉 세라타(cerata)를 펼쳐 체표면적을 최대로 광

greatest, and by spreading their mantle folds or cerata to

선에 노출시킴으로써 가용한 광선을 최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expose maximal surface area of the slug’s body to

태양의 경로를 추적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연상시킨다.

sunlight. This works identically like a solar photovoltaic
system that tracks the path of the sun.
Who would have thought that a myriad of marine

무수한 해양 동물들이 인간보다 앞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

animals would beat us to the punch, harnessing the sun’s

하여 자신의 영양분과 자신이 호흡할 산소를 생성하리라고 누

energy to generate their own food and the oxygen they

가 생각했겠는가?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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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조트 소개

새로운 다이빙교육의 메카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올해는 유난히도 더위로 힘들게 한 여름이 지나갔다. 나라를 찜통으로 만들어 놓은 지독한 날들
이었다. 태풍도 남부지방에 큰 상처를 남기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태풍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바다를 한바탕 뒤집어 대청소를 시키며 정화작용도 하기 때문이고,
남쪽바다의 따뜻하고 맑은 바닷물을 한반도로 몰고 올라와 우리나라 연안에 흔히 말하는 청물
의 계절을 만들어 다이버들에게 투명한 수중시야를 선물해 주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다이버들은 태풍이 지나간 후 이때부터를 다이빙의 최적기로 생각한다. 다
글/사진 이성우
KBS 춘천방송국
CMAS/KUA강사

이빙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필자의 경험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투명한 바
닷물은 다음해 2~3월까지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겨울철에도 투명한 시야가 보장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태풍이 가져다준 청물은 시야만 투명한 것이 아니다. 수온 또한 많이 상승
하여 한여름에도 늘 한기가 느껴지던 동해안에 20℃를 상회하는 수온을 선물하여 다이버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준다.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고 한다. 열정적인 다이버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어느 계절보다 더 열심히 다이빙을 하는 계절이며, 수중촬영을 열심히 하는 다
이버라면 지금부터가 시원한 느낌의 광각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다. 마크로
사진 또한 만만찮게 재미난 계절이다. 즉 난류를 타고 올라온 파랑돔, 해마, 라이언피쉬 등 각종
열대 해양 생물들이 암초나 해조류 주변에 숨어 있어 사진 소재 또한 다양해지는 시기인 것이다.
이런 좋은 계절을 잘 활용하여 스쿠버 다이빙의 재미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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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과 해양레포츠센터
경상북도 울진군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양 레포츠 중심지역으로 도약을 목적으로 4년간 147억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5천121㎡규모로 울진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여 해양 레포츠를
통한 울진군의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기대하고 있다.

해양레포츠센터와 위덕대학교
울진군은 이제 대규모의 하드웨어는 갖추어 놓았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해양 레
저스포츠 관광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공모하여 공고 후 1차 유찰 과정을 거쳐 2012년 8월18일 위덕대학교 산
학협력단과 2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다이빙 풀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다이빙풀의 시설 규모는 단연 전국 최대를 자랑한다. 길이 36m 수심 5m의
거대한 다이빙풀은 화학약품을 일체 쓰지 않는 오존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최상의 수질을 자랑하
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잠수풀 내에 2마리의 물고기를 기르고 있다. 특히 수온은 늘 27℃ 내외를
유지하도록 울진군과 문서로 계약되어 있어 연중무휴로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다이
빙교육을 위한 강사나 트레이너들뿐 아니라 실습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벌써 입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팀의 스킨스쿠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규모와 편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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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보트
울진 해양레포츠센터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이빙 전용선을 구매 진행 중이며 예산 규모
로 볼 때 초급 잠수에서 텍다이빙, 리브리더잠수 등 모든 교육잠수의 현장실습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할만한 다이빙 전용선을 선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와 주변 리조트와의 차이점
울진 해양레포츠센터는 펀다이빙을 위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 강사를 대동한 교육목적의 다이버
나 교육 후 해양실습을 위한 교육 잠수를 위한 다이빙 안내만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펀다이빙을
위한 다이버들은 이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해양실습 다이빙포인트 안내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앞바다는 오래전부터 다이버들에게 널리 알려진 암초가 있다. 즉 큐잠초이
다. 큐잠초는 해도에도 표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암초이다. 대략 최저수심 50m에 1.5m
에 이르는 봉우리들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큐잠초는 다양한 수심과 볼거리로 수중 촬영가들
이 즐겨 찾는 포인트들이다. 대략적인 볼거리는 무성한 산호군락, 말미잘 군락, 화려한 색상들의
해면군락, 각종 어류 수면쪽으로는 다양한 해조류가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이제 수온이 올라가
면 큐잠초 이곳저곳에는 전갱이 무리가 군무를 추며 이를 노리는 거대한 방어무리들의 질주도 자
주 볼 수 있어 이는 마치 시파단 섬의 잭피쉬 무리를 연상케 한다. 아무래도 큐잠초의 여러 개 다
이빙 포인트는 중 상급자 또는 특수 잠수 해양실습용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막 다이빙 풀에서 교
육을 마친 초급자들은 10m 수심의 암초위에 자연스럽게 투하된 각종 인공어초 군락지에서 편안
하게 실습다이빙을 진행하면 된다. 자연암초위에 설치된 인공어초라 볼거리가 만만치 않다. 특히
각종어류가 많이 서식하여 인공어초의 모범지역이라 어초 연구원들이 연구목적으로도 자주 찾
는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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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학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 및 사용 안내
1. 시설 안내
1) 교육 시설
(1) 스쿠버 풀 : 60명 동시에 교육가능
(2) 강 의 실 : 176석의 대강당과 75석의 중강당 36석 강의실 2개
2) 숙박 시설
(1) 단체실 : 50명 기준의 단체실 1개
(2) 마운틴 : 전망 좋은 산 쪽 창문의 객실 5개(8인기준)
(3) 오 션 : 전망 좋은 바다 쪽 창문의 객실 6실(8인기준)
(4) 벙커베드 : 이층침대 18인실 1개
3) 부대시설
(1) 방재실 :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첨단 방재실
(2) 챔버실 : 6명 동시에 치료 가능한 최신식 재압챔버 1기 운용
(3) 장비실 : 호흡기 및 부력조절기 60개, 마스크, 스노클, 핀 60개,
부츠 112개, 슈트 96개, 웨이트 2KG납 291개
(4) 식 당 : 120명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한 식당
 피, 생맥주 등을 즐길 수 있고 필요한 물품구매가
(5) 매점 및 카페테리아 : 커
가능하며 25명 동시 사용가능한 휴식 공간
(6) 샤워실 : 남녀 동시 60명 사용가능한 샤워시설
(7) 공기압축실 : 동시에 탱크 10개 충전가능하며 최신식 브랜딩 시스템을 갖춘
공기 충전실
(8) 주자장 : 대형 차량 포함 동시 70대 주차 가능한 주차 시설

2. 시설안내 동선
주차장이나 프론트 정문 → 1층 관망창 → 덕신초등학교 게시판 → 중강당 → 대강당 →
매점 → 식당 → 엘리베이터 탑승 2층 이동 → 교육 풀장 → 샤워실 → 탱크 충전실 →
벙커베드 → 강의실 → 엘리베이터 탑승 3층 이동 → 오션, 마운틴 객실 하나씩 소개 →
야외 휴게실 → 312호 안내 → 엘리베이터 탑승 1층 이동 → 야외 풋살장 → 족구장 → 챔버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 위덕대학교 책임교수 엄대영 054-78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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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다이빙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소개>

사수 비치다이빙 포인트
- 제주 최고의 야간다이빙 포인트 -

일반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다이버들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문섬을 가보지 않고는 제주도 다이
빙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여담이 있다. 이처럼 제주도를 찾는 다이버들은 다이빙 포
인트로 서귀포 지역을 많이 찾는다. 물론 제주도 서귀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아름다운 수중경
관을 자랑한다. 해마다 한국 수중촬영대회가 개최되고 2009년도에는 세계 수중촬영대회를 성황
리에 치룰 만큼 서귀포 앞바다에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산호들과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즐비하다.

글/사진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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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이빙 성수기인 여름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서귀포 지역은 다이빙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어선업법 문제로 포인트로 이동하는 어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서귀포 리조트 대표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이곳 “사수동 방파제 포인
트”이다. 기상이 좋지 않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이용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다이버들도 있겠지
만 사수동 방파제 포인트는 제주도에서 크고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비치 다이빙 포인트라 말할
수 있다.
낮에는 많은 낚시인들의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고 동네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혜의 수영장이
되는 곳이다. 사수동 방파제 내항에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용천수가 흘러 수온이 차고 수중에
서 염분약층을 볼 수가 있다.

1

2

3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연안쪽으로는 크고 작은 암반들이 즐비하고 해조류들도 종종 볼 수 있
다. 평균수심이 보통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4~8m 선이라서 체험다이빙을 시키기에는 좋은 환경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체험다이버들의 편리성을 위해 인근 다이빙리조트에서 수중에 가이드라인

1	염분약층
2	가이드 라인 곳에서 교육다이빙
3	체험다이빙
4	사수동 계단

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입출수가 용이하다보니 제주시내권에서는 체험다이빙을 하는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연안을 지나 나침반의 정북으로 어느 정도 핀 킥으로 차고 나가면 수심이 10m 이상이 되고 다
른 암반지대를 만나 더욱더 다양한 생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사수 방파제 포인트
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접근성이 용이하다. 방파제라 차량을 이용해 접근이 용이하고 차량에서 불과 몇m 만
걸어가면 바다를 향하는 계단을 만날 수 있다. 비치다이빙이지만 모래가 아닌 자연 암반으로 형
성되어 있어 바로 입수해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물고기들을 만날 수

4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상을 들 수 있다. 일부 다이버들은 체험다이빙 포인트는 볼 것
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변의 수중환경만 보지 말고 조금만 세심히 들여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수중사진가들에게도 광각의 피사체는 작은 물고기무리와 해조류를 걸고 다이버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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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5	쏠종개무리

를 촬영하면 좋은 광각사진을 만들 수 있다.

6	자연암반 치어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접사 피사체이다. 사수 방파제 포인트는 접사피사체만으로도 서귀포 지
역 못지않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실제로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수중사진작가들
에 의해 각종 미기록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발견되었다. 갑각류부터 후새류, 편형동물, 어류 등 크
고 작은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어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야간 다이빙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스쿠버다이빙 교육과정에 중급과정 이상에 야간다이
빙교육과정이 있다. 초보자인 사람에게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이 바로 야간 다이빙이다. 컴컴한 밤
에 랜턴불빛에 의지하여 주간 다이빙과는 다르게 새로운 다이빙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것이 야간
다이빙이다. 사수 방파제 포인트는 수심이 깊지 않고 입출수가 편리한 장점이 있어 중급과정의 야
간다이빙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포인트가 된다.
서두에서 거론했듯이 접근성과 다양한 피사체가 공존하다 보니 제주에 있는 수중사진가들에
게 편하게 야간다이빙을 즐기면서 접사 피사체에 만족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야간다이빙 진행방향은 보통 방파제 안에서 입수하여 바깥쪽 계단방향으로 출수한다. 방파제
안쪽이다 보니 생활쓰레기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작은 어류나 해양생물에게는 이것이 좋은 은폐
물이 되기도 하고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방파제 안쪽이나 바깥쪽에는 모래바닥이 많이 보이는데 이곳에도 다양한 어류들과 무척추동
7	귀꼴두기의 위장술

물들이 보호색을 띄어 숨어있거나 귀꼴뚜기나 문어들도 다이버들 불빛에 놀라 모래 속으로 들어

8	갯민숭이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또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어류들과 후새류들이 많이 보여 좋

9	미역치

은 접사 피사체를 제공한다.

10	쪽지성대
11	베도라치
12	갯민숭이
13	문어의 은신
14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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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중사진가들과 제주도를 찾는 다이버들이 서귀포쪽에서의 다이빙 후 하루 정도는 이
곳 사수 방파제 포인트를 찾는 것도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또 다른 묘미를 줄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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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

Marine Life in Dokdo

독도의 해양생물
It was very good. Gen. 1:31
독도에 관하여서는 방송, 언론,
인터넷 등 각종매체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므로, 본
난(欄)에서는 독도의 해양생물
을 소개해보는 것으로 진행하
겠다.
Photo by Ph.D. kim, Ji-Hyun

독도 수중을 탐사중인 해양학자, 한국해양연구소 명정구 박사 (한국수중과학 회장)

130

Scuba Diver

Eisenia bicyc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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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eolis gerbe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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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ster bore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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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hopus 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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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elasterias japa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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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Where is Dokdo?

It is in Philippines...?
한국수중과학회 독도 수중탐사 요원들
명정구 박사 (한국해양연구소_회장)
김남길 교수 (경상대학교_수산학박사)
김영식 교수 (군산대학교_이학박사)
오상철 교수 (제주교대_이학박사)
박철원 (이학박사)
윤혁순 감독 (BADA.TV)
노현수 박사 (이학박사)
명세훈 (부경대)
이재호 (학생)

Copyright (c) Photo by PH.D.Kim,Ji-Hyun All Rights Reserved

장비사용기 리뷰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스쿠바프로의 메르디안
글/사진 유병선
오션블루(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표이사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스쿠바 다이빙의 역사는 “다이브 컴퓨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만큼 다이브 컴퓨
터가 스쿠바 다이빙 업계에 등장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스쿠바프로는 다이브 컴퓨
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사용해 본 스쿠바프로 메르디안은 다양한 최신 기술이 복합된 최고의 다이브 컴퓨터라
고 평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자동차나 DSLR 카메라에 열광한다. 자동차 전시회
장이나 광학기기 전시회를 방문해 보면 많은 남자들이 최신의 최고급 자동차와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필자도 다르지 않다. 자동차 전시
장을 방문하면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을 종종 상상해
보기도 한다. 자동차 시장에서 플래그쉽(flagship) 모델은 각 브랜드의 최신기술과 디자
인을 총동원한, 최고 등급의 차를 의미한다. 모든 브랜드들이 자사의 최신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사양을 모두 탑재한 자동차를 만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
는 자동차는 플래그십 모델의 많은 기능들을 공유하지만 그보다는 한 등급 낮은 사양
의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판매된다. 이번 메르디안을 보며 느낀 필자의 생각도 다르
지 않다. 메르디안은 스쿠바프로의 최고급 모델인 갈릴레오 솔의 다양한 기능을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심장 박동기의 채택은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필자와 함께 테스트를 실시해 준 SSI 담당관 이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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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Design ***
스쿠바프로는 그 동안 시계형 컴퓨터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손목형이나 콘솔형
컴퓨터를 주로 제작하였다. 손목형 컴퓨터는 일본의 공장에서 OEM(주문제작) 방
식으로 제작하여 유통되었다. 이번 메르디안은 스쿠바프로 본사에서 심혈을 기울
여 직접 제작하였으며, 타사의 손목형 컴퓨터 시장과 경쟁할 강한 이미지의 컴퓨터
를 출시한 것이다.

A. 포장
스쿠바프로의 이미지는 블랙의 강한 남성을 표
현하는 듯하다. 물속에서 가장 프로답게 보이는
색이 검정이고 색이 가장 변하지 않는 색 또한 검
정이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다이빙 장
비를 살펴보니 대부분 검정계열이 가장 많았고 왠
지 강한 남성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메르디안의 경우 멋진 블랙 박스로 소비자를
안의 내용물을 개봉하기도 전에 설렘으로 가득차게 만든다. 대부분이 선물 상자를 받았을 때 개
봉하기 전이 가장 설레고 기대심리가 있어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다.

B. 외관
필자가 사용해 본 많은 컴퓨터들 중 메르디안은 단연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느낌
이다. 검정 밴드에 메탈 계열의 외부로 심플함을 강조하였다. 디스플레이 화면을 최
대로 늘리고 조금은 크게 버튼을 디자인하여 쉽고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것은 큰 장
점이다. 메르디안은 다이브 컴퓨터 본연의 본질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진 제품인
것이다.

C. 디스플레이
스쿠바프로 메르디안의 가장 큰 장점은 디스플레이다. 필자는 대부분의 동급 기
종의 컴퓨터를 사용해 보았지만 그 중 메르디안은 처리 속도와 반응 속도 면에서
아주 빨랐다. 일반적으로 다이브 컴퓨터를 처음 사용해 본 다이버들은 느린 처리
속도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었다. 하지만 메르디안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글씨가
변경되는 처리속도가 현저하게 빠르며, 글씨 크기 또한 커서 한눈에 정보가 잘 보이
도록 디자인되었다.
또 한 가지 메르디안의 장점은 야간 다이빙을 하거나 시야가 흐린 곳을 다이빙
할 때 사용되는 백라이트 기능이 다른 어떤 시계형 컴퓨터보다 선명하였다. 처음에
컬러로 제작된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선명함에 많이 놀랐었지만, 컬러의 단
점은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시계형 컴퓨터에는 아직까지
컬러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컴퓨터 중 메르디안은 가장 밝고 선명
한 백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었다.

D. 부속품
메르디안은 최신의 트렌드에 맞추어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
다. 케이블은 한국 총판인 마린뱅크에서 50,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박스 안에 동
봉된 Logtrak을 설치하고 컴퓨터와 연결하면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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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프로 컴퓨터의 플래그쉽 모델인 갈릴레오 솔에 탑재되었던 심박 측정기가 메르디안에도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 시 추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박 측정기는 특히 프리다이버
들에게 유용하다. 심박 측정기를 착용하고 프리다이빙 모드로 설정한 후 다이빙 을 하면, 다이빙
시 신체의 심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 기능 Function: *****
A. 시계모드
많은 다이버들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최
근에 출시되는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들은 다이브 컴퓨터 기능뿐만 아니라 모닝 콜 기능, 랩
타임과 99시간까지 런 타임을 측정할 수 있는 스톱워치 기능, 등산을 위한 고도계 기능, 온
도계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B. 다이빙 모드
메르디안 컴퓨터는 공기, 나이트록스, 바텀타이머, 프리다이빙 모드로 설정이 가능
하며 테크니컬 다이버들을 위하여 3가지 기체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중
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빙 시간, 평균수심, 온도, 질소포화도 바 그래프, 무감압 한계
시간, 심장 박동 등이 표시되며, 간단한 조작으로도 스톱워치, 산소 부분압, 나침반
등을 볼 수 있다.
다이빙 모드 중 2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은, 첫째로 메르디안은 심장박동기와 연동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중에서 심장박동수를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메르디안은 심장박동수를 측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심장박
동수를 기초로 감압 알고리즘이 작업부하 정도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
이 있다. 만약 수중에서 다이버가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심박이 증가하게 되고, 다이
브 컴퓨터는 보수적으로 알고리즘을 재설정하여 조절해 준다.
둘째로, 메르디안은 미세기포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미세기포들은 아
주 작은 기포들로써 인체 내부에서 잠수 중 생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그리고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서 휴식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무감압
한계 내에서 이뤄지는 잠수들과 감압의무를 지킨 잠수는 정맥혈 내에서 미세기포의
형성을 예방한다. 메르디안은 이러한 미세 기포의 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ZH-L8
ADT MB라고 불리는 스쿠바프로 알고리즘을 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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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리다이빙 모드
메르디안은 스쿠바다이버 뿐만 아니라 프리다이버에게 적합한 다양한 모드들을 탑재하였다.
프리다이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수심 경고 기능, 수심에 대한 점진 경고 기능, 무호흡 잠
수 지속시간(dive time interval) 경고 기능, 표면 잠수간 휴식시간 경고, 저심박수 경고 기능, 상
승 속도 경고 기능, 물의 밀도 설정 등 다양한 기능들이 프리다이버들에게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D. 로그 모드
로그 모드는 타사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스쿠바
프로 컴퓨터들과 타사 컴퓨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쿠바프로는 다이브 컴퓨터를 스
쿠바 다이버의 블랙 박스라고 판단한다. 그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스쿠바프로 컴퓨터는
질소시간을 재설정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하더라도 모든 다이빙의 정보가 컴퓨터에 남아
있어 자동차의 블랙 박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3. 가격 *****
타사 동급 제품과 견주어 98만원이라는 금액은 가히 획기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타사 제품
들의 경우에 비슷한 사양을 가진 컴퓨터들이 120~13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메르디
안은 100만원 미만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었다. 하지만 타사의 경우 USB 커
넥터나 기타 액세서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메르디안은 추가로 필요한 것만 구입해 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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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략계층 ****
메르디안은 다이빙을 시작하는 초보 다이버에서부터, 테크니컬 다이버까지 폭
넓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리다이버에게도 가장
적합한 컴퓨터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모든 다이빙에 전천후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이기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5. 기타
메르디안은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아래에 메르디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스쿠바프로 본사의 매뉴얼에서 발췌해 보았다.

a. 상승속도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미세기포의 형성 없이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의 감

수심(m)

권장 상승 속도(m/분)

소 정도가 얕은 곳에서보다는 크다. 중요한 것은 압력감소 그 자체가 아니라 주

0

7

변압력에 대한 압력감소의 비율이다. 이것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이상적인 상

6

8

승속도는 얕은 곳에서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들을 따라, 메르디안은 하나의 이상적인 가변 상승속도를 도입하였
다. 즉 상승속도는 분당 7m에서 20m까지 넓은 범위에 해당되며, 수심별 권장
상승속도는 옆 표와 같다.

b. 작동 고도
감압계산 모드: 해수면부터 고도 4,000m까지

c. 최대 작동 수심
최대 120m로, 0.1m 간격으로 99.9m까지 수심이 나타나며,
100m 이상 수심에서는 1m 간격으로 수심이 나타난다. 정확도는
±0.2m 이다.

d. 감압계산 수심 범위:
0.8~120m, 산소농도: 21~100%, 작동 온도: -10~50℃
정리해 보면, 스쿠바프로사의 메르디안은 가장 최신의 기능들과
더불어 다이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능들을 모두 탑재한, 욕심 많
은 컴퓨터라고 평하고 싶다. 스쿠바프로사의 이미지답게 화려함보
다는 소비자의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신의 기능들과 안정성,
심플함에 더욱 집중하여 완성도 있는 컴퓨터를 개발해 냈다고 필
자는 판단한다.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컴퓨터를 찾는 다이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컴퓨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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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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테크닉

스트로브의 사용
제8회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카메라
촬영거리는
카메라 앵글과 함께 사진 표현에 미묘한 영향을 끼친다. 촬영거리가 멀면 상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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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브의 적정노출
사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적정노출이다. 아무리 주제가 멋지고 구성이 뛰어나더라도 적
정노출이 빗나간 사진은 좋은 사진이 될 수 없다.
수중촬영에서 수중사진가가 스트로브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수시로 조작해야 하는 것이 조리
개 값이다. 이때 광량이 큰 스트로브는 조리개를 좁혀야 하고, 광량이 약한 스트로브는 조리개를
넓혀야 한다.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스트로브의 최대 광량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참고로 스트로브의 광량은 사용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다. 스트로브 최대 광량은 가
이드 넘버(GN)라는 수치로 표시된다. 수중용 스트로브의 수중 GN은 대개 16에서부터 강한 것은
50까지 있다. 장비 사용 설명서의 GN이 육상 GN 기준인지 수중 GN 기준인지도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만약 육상 GN이면 수중에서는 물의 투명도, 부유물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
로 줄어든다. 육상 GN이 22인 스트로브는 수중 GN을 16으로 보면 된다.
● 스트로브(Z-240)의 사양
형식
발광 방식

S-TTL 자동 발광(*3)/외부 자동 발광/TTL 자동 발광(*4)/매뉴얼 발광/
매뉴얼+TTL 자동 발광(*2)(*5)

연결 방식

광 D 케이블 접속/광 케이블 접속/광 D 슬레이브 케이블 접속/
일렉트로닉 싱크로 케이블 접속(*6)

가이드 넘버(*1)

24(FULL) 21(-0.5) 17(-1) 14(-1.5) 12(-2) 10(-2.5) 8.5(-3) 7.1(-3.5)
6.0(-4) 5.0(-4.5) 4.2(-5) 3.6(-5.5) 3.0(-6) (1/2EV 단위, 13단계)

조리게 설정(*7)

F1.4+1/2EV. ~ F11(1/2EV. 단위)
F1.4+1/2EV. ~ F11+1/4V.(1/4EV. 단위)

조사 각도
색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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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원형 발광
5500K

가이드 넘버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카메라와 스

조리개 값을 f/8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사체와 스트

트로브 제조업체 간의 실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 값을 통하여

로브와의 거리를 2.75m로 멀리 하면 된다. 그러나 멀리 할 수

스트로브의 최대 강도를 표시한 것이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최

없을 때는 스트로브의 광량 조절 스위치를 이용하여 광량을

대 광량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 숫자를 발광체에서 피사체까지

줄여 사용하면 된다.

의 거리로 나누면 그때의 적정 조리개 값이 산출된다. 가이드
넘버와 조리개 값, 그리고 피사체와의 거리 관계는 다음 수식으
로 표현한다. 이때 GN은 수중 GN으로 해야 한다.

가이드 넘버를 안다고 해도 거리 측정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
에 정확하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는 피사체의 빛 반사도(피사체
의 색상이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 공식에 의한 답을 그대로

가이드 넘버(GN)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항상 브라켓팅

= 조리개 값(f/stop) × 피사체와의 거리(m)

(Bracketing) 촬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 ISO=100 기준)

Tip
이 수식을 다르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리개 값(f/stop) =

가이드 넘버(GN)
피사체와의 거리(m)

역제곱의 법칙

ISO 값을 100에서 200이나 50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리개 값
으로 1스톱 높이거나 또는 줄여서 생각한다. 그러나 피사체와 스트
로브의 거리를 2배로 늘리거나 1/2로 줄여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물리학에서 빛의 이동을 설명하는 역제곱
의 법칙, 즉 “점광원으로 조명된 어떤 면의 조도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때문이다.

이때 스트로브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는 육안거리가 아닌 실
제거리여야 한다. 물속은 육안거리가 실제거리보다 짧다. 일반
적으로 초보자들은 적용거리를 실제거리가 아닌 육안거리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스트로브 가이드 넘버가 22이고, 피사
체와 스트로브와의 거리가 2m일 때 조리개 값이 얼마이면 노
출이 적당할까?
수식에 대입하면 22=X*2가 된다. 여기서 X는 11이 된다. 즉
적당한 조리개 값은 f/11이 된다. 여기서 조리개를 한 단계 좁히

▲ 역제곱의 법칙

면(f/22로 하면) 사진은 어둡게(노출 부족) 나오고, 한 단계 넓
히면(f/8로 하면) 사진이 너무 밝게(노출 과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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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제 1 회>

최근 수년간 영상편집 운용의 큰 변화로 그 동안 영상촬영에서 저장, 편집, 전달까
지 모든 방식이 아날로그 8mm나 VHS계열의 비디오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기
존의 테이프 방식인 아날로그 비디오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DV 캠코더의 출현은
디지털 캠코더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뒤이어 개발된 HDV는 가정에서도 HD급 촬
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캠코더는 Full HD급의 화질을 제공하고 있
다. 저장 매체도 테이프 방식에서 메모리 방식으로 교체되어 테이프리스(tapeless)시
대가 도래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DSLR 카메라에서 HD 캠코더보다 더욱 우수한 고
글/이미지 이홍석
1990년 호주 MIBT대학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전공)
1991년~1998년 현대그룹 홍보실 재직
1998년~2002년 MBC프로덕션 재직
2002년~현재 프로덕션 애드원 제작 이사로 재직

품질의 방송용 Full HD급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상 제작의 디지털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아마추어가 제작한 작품과 프
로가 만든 작품의 차이는 근소해졌다. PC를 이용한 편집이 일반화되면서 아마추어
도 다양한 편집 효과를 이용하여 프로들이 만든 영상물 못지않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상물을 보여주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 자신의 노력에 따
라 양질의 영상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아마추어(영상 작업자들)이 기술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적인 영상 작업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특히, 수중 동영상 촬영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많은 수중 동영상 촬영 인들이 여러
가지 디지털 편집 툴을 이용 창조적인 영상을 창작할 수 있도록 일반 보편화되어 있
는 편집 프로그램의 소개와 그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먼저 영상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다. 여기에 소개되는 편집 툴 중에는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빼고는 거의 전문 프로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시험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한
후에 정식 버전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디지털 영상편집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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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집 프로그램

•윈도우 무비메이커
•에디우스(EDIOUS)
•파이널컷 프로(FINAL CUT PRO)
•프리미어(Premiere)
•아비드 리퀴드(피나클 Avid Liquid)
•베가스(Sony Vegas)
•피나클 스튜디오(Studio Moviebox)
•유리드비디오스튜디오(Ulead Video Studio)
특수효과 프로그램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의 창이

•에프터이펙트(1분미만의 특수효과)

나타난다.

•스튜디오맥스,마야(3차원공간합성)
•에니메이션제작 프로그램등
•시네마 4D
이중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중 가장 기본은 윈도우 무비메이커
다. 윈도우가 설치된 PC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사용
가능하니 별로 부담도 없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많은 편
집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다. 어도비
프리미어만 잘 사용해도 멋진 영화 한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수효과 프로그램 중에선 에프터이펙트, 스튜디오맥스 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동영상 편집기능보다는 특
수효과기능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 하이라이트, 자막효과, 합성
3D효과 등등 영상을 좀 더 멋있고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기능

•	메뉴 : 동영상의 저장이나 출력, 기본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	아이템 창 : 편집에 사용될 영상,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소스

들이 많다. 특히 요즘 프로 영상편집자들은 영상편집은 프리미

가 저장된다.

어 이후 자막이나 효과는 에프터이펙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화면 : 출력창

하지만 에프터이펙트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꽤 어렵고 능

•	편집창 : 시간표시 막대, 스토리 보드, 두 가지 모드 둘 다 편

숙하게 다루려면 일정한 교육과 많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할 때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편집프로그
램 위주로 특징과 그 사용법을 소개하겠다.

무비메이커의 시작
이제 실직적인 무비메이커 편집작업에 들어가 보자. 메뉴에서

본고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어 쉽게 사용할

[파일]-[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무비메이커 화면을 깨끗하게

수 있는 무비메이커에 대해 알아보겠다. 윈도우 무비메이커는

만들어 준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기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PC에 설
치되어 있고, 그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기본적으로 윈도우 무비메이커는 [시작]–[프로그램]–[윈
도우 무비메이커]에서 실행할 수 있거나 또 다른 방법은
C:\Program Files\Movie Maker에서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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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불러오기

바로 편집을 시작하기 보다는 동영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세팅이 끝났으면 편집할 사진들과 영상들을 불러와야 한다. 무

미리 설정해서 편집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무비메이커의

비메이커의 메뉴를 이용해서 소스 가져오기를 한다. 메뉴의 [파

메뉴에서 [도구]-[옵션]을 선택한다.

일]-[모음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한다.

옵션 창을 열고 다음과 같은 창에 편집자의 기본정보 값을 입

사용할 동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한 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

력한다. 편집자의 이름이나 메일을 적어둔다.

한다. 사용할 소스들을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무비메이커로
불러들인다.

이번엔 고급 옵션으로 가본다. 무비메이커에서 특히 사진같이
정지된 이미지는 일괄적으로 재생시간과 전환 재생시간을 조절

무비메이커 모음창에 편집할 소스들이 들어왔다. 다음과 같이 되

할 수 있다. 미리 시간을 조절해 놓으면 편집 작업 시간이 단축

면 본격적으로 자르고 붙이는 편집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된다. 음악의 빠르기나 해당 장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당히 재
생 시간을 미리 맞추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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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작하기

보드에 있는

보통 다음과 같은 모습이 기본 세팅이다. 무비메이커 모음창에

으로 빈 공간 없이 클립들을 지워주기 때문에 앞에 있는 클립

소스들이 그리고 밑에는 [스토리 보드]라는 네모칸들이 있다.

을 지우면 뒤에 있는 클립이 따라와서 채워준다.

Delete    키를

누르면 된다. 무비메이커에서는 기본적

모든 클립들을 똑같은 시간 동안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각각 클립들의 길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다. 방법은 간단하
다. 무비메이커 하단부에 네모칸 위에 있는 [시간 표시 막대를
표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뀐다.

사진/영상 소스들을 큰 박스속에 편집하고 싶은 순서로 배열해
주면 된다. 순서 배열의 방법은 하나씩 밑에 칸에 끌어 놓아도
되고 모음창에서 순서를 정하고 한꺼번에 끌어 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은 자기 길이만큼 사진은 옵션에서 설정해준
길이만큼 편집된다. 소스 순서를 마우스로 드래그엔드롭해서
바꿔줄 수 있다.

클립의 끝부분을 잡고 길이를 조절한다. 좌로 우로 움직이면 클
립의 길이가 조절된다. 참고로 동영상의 경우는 소스의 길이 이
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만약 순서를 잘못 넣은 클립이 있다면 그 클립을 선택한 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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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에는 남길 부분과 잘라낼 부분의 중
간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는다.

무비메이커 메뉴에서 [클립]–[결합]을 눌러주면 두 클립이 한
클립으로 합쳐진다.
그 뒤 오른쪽 출력화면 아랫부분의 분리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 정도면 윈도우 무비메이커에서 순서대로 놓아주고 자르고
붙이는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 화면
그러면 클립은 아래와 같이 두개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자를
부분을 선택 후

Delete    키를 누르면 된다.

효과와 화면 전환 효과 그리고 자막, 음악/효과음 만들기 작업
을 하겠다.   

수중비디오촬영

무비메이커에는 다른 전문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이 있는데 바
로 소스 합치기다. 프리미어나 다른 전문 프로그램은 자르기 기
능만 있지 붙이는 기능은 없다. 합치고자 하는 두 클립을 선택
한다. 단 음악과 비디오 클립은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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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풍등출판사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
217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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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기술

바다를 일터로 하기
다이브마스터 5
반바지에 예쁜 티셔츠 차림으로 출근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더불어 직업선택의 가치 기준이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우리 주변의 새로운 기조를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에서
벗어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필자 주변의 대부분은 대자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가는 다이브마스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반바지에 예쁜 티셔츠 차림으
로 출근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다이브마스터 코스에 도전하며 그들이 지금까지의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어떤 사람들이 다이브마스터 코스에 도전하는가?
지난 호에서 다이브마스터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
한바 있다. 다이브마스터는 프로다운 태도와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수 항목이며 다이브매
니아들의 궁극적 목표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수중환경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매료되어
다이빙을 시작한다. 좋은 다이버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은 수중스쿠터, 수중사진, 난파선 등의 각종 스페셜티 코스들이 또 다른 특별
한 동기가 되어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이빙에 몰입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를 여
행하면서 대자연에 웅장함과 생명력에 놀라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안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가치
를 깨닫고는 레스큐다이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을 다이빙의 세계로 이끌어 준 멘토들
과 함께 하면서 주변 다이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고 프로
과정에 입문하게 된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다. 프로수준의 폭넓은 해양관련 지식은 의학을 공부

152

Scuba Diver

글/사진 정상우
마린마스터 대표
PADI 코스디렉터 #81698
PADI 사이드마운트 강사 트레이너 외
22개의 PADI 스페셜티강사 트레이너

하는 다이버가 시도한다면 압력관련 의학이나 생리학이 발전될 것이고, 공학을
공부하는 다이버가 시도한다면 수중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물이나 기계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물학 물리학 등과 같은 또 다
른 과학분야에서도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시너지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
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이브마스터 과정에 도
전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이브마스터는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는가?
다이브센터에서 다이브마스터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안전을 관리하고,
세계 각지에서의 다이빙 경험을 안내하기도 한다. 코스를 홍보하고, 일부 코스
를 지도하고, 강사를 보조하며, 다이버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고관리, 회계, 경
영전략에 참여하기도 한다. 좀 더 현실화 시킨다면 이러한 것들은 다이브센터
에 꼭 필요한 경영이윤을 가져다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리브어보드
에서는 스텝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리조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여행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고객유치 전
략의 일환으로 리조트를 다이브센터나 다이버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이브마스터의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이빙산업
에 다 필요하다. 다이빙 잡지기자, 수입상의 장비관리자, 수중다큐멘터리 제작
자, 다이빙 보트운영자, 잠수풀 관리자, 다이빙 여행사 등등이다.

다이브 마스터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다이브마스터는 프로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들은 프로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는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며 일하는 것을 원한다. 이는 다음 목
표가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프로강사가 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를 통
하여 다이브 센터나 리조트 운영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가는 경우와 인터넷 동
호회나 클럽운영자로서 사이드잡을 위한 경우 또한 적지 않은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리조트나 리브어보드 회사에 해외취업을 하거나 세계여행에 도구로 여
행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여행비를 벌고 다음여행지에서도 일하는 등
의 유럽다이버 스타일을 선호하기도 한다. PADI의 경우 다이브마스터가 되면
PADI 프로멤버로 인정받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빙조직의 각종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padimembers.com 이나 언더씨 저널 등을 통하여
구인구직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기 훈련회보를 통하여 세계각지에서
공통된 트레이닝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프로과정을 끝내고
해외로 취업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가끔 만나는 유럽 다이버들의 말에 의하
면 “유럽의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얻기 힘든 시점에서 다이빙 강사가 되었고
이 직업은 아름다운 바다로 출근하는 최고의 직업이 되었으며 나의 인생을 바
꾸어 놓았다.”라고 하였다. 물론 다 만족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도 없다 어떤 경
우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후회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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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다.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그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을 좋아하고 즐길수록

1	체험다이빙을 진행하는 다이브마스터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고 한다. 뒤돌아보면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2 리브어 보트

이 짧은 여생을 살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3	로그북작성을 돕는 다이브마스터

까지 다이브마스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였고 다섯 번째 이야기로 다이브마스터는 어
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프로코스는 인생을 바꾸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코스가 될 것이라
말하고 싶다.

  

PADI 프로구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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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칼리지 강사교육코스
www.lovescu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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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12일
(1차 부산)

6월 2-10일
(2차 서울)

9월 1-9일
(3차 경북)

11월 3-11일
(4차 부산)

크로스오버

2월 17-19일
(1차)

4월 6-8일
(2차)

7월 21-23일
(팔라우 3차)

10월 5-7일
(4차)

평가

2월 25-26일

강사업데이트

3월 5-7일
(스페셜 강사)

매월 둘째 주
5월 3-7일
(스페셜 강사)

8월 중
(다이브콘 강사)

Scuba College 1차 ITC

12월 중
(스페셜 강사)

2차 ~ 4차 ITC 진행중

트레이너 소개

▶김문겸 - SSI 강사트레이너
서울스쿠버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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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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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안내

경남스쿠버칼리지

▶문희수 - SSI 강사트레이너
경북스쿠버칼리지

1) 서울 본점 2) 부산 지점 3) 경남 지점 4) 경북 지점

www.lovescuba.co.kr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텍다이빙

재호흡기 다이빙(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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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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의 구성 요소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재호흡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및 기능에 대하여 살
펴본다.
재호흡기는 개방식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이해하고 숙달하고 나면
재호흡기 만이 제공하는 많은 장점과 안전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호흡기 설계
대부분의 재호흡기는 호흡주머니, 마우스피스,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담는 용기(카니스터), 산소
(또는 희석기체)를 추가하는 장치, 호스 등으로 구성된 호흡순환계를 갖고 있다. 또한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센서 및 전자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호흡순환계를 이동하는 기체의 흐름을 설명할 때 상대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업스트림과 다운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기체가 배출되는 방향을 마우스피스의 다운스트림 방향이라고 한다.
마우스피스의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흐르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소량의 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지나고
다시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들어 있는 카니스터를 지나 업스트림 방향으로 돌아온다.

마우스피스, 호흡주머니, 카니스터, 호스 등의 설계는 재호흡기의 호흡 방법에 큰 영향을 준다.
호흡순환계에 기체가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이버가 들여야 하는 노력을 "호흡 운동량(WOB)"이
라고 하며 다이버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이산화탄소 발생은 물론 다이버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힘든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기체를 호흡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단시간 내에는 문제가
없는 호흡 저항도 힘든 활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산소부족이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다
이버의 공기소모부피(RMV)는 다이버가 소모하는 산소의 25~30배 정도이므로 산소 1리터를 소
모할 때 마다 약 25~30 리터의 기체가 호흡순환계에서 순환하게 된다. 다이버가 호흡순환계의 기
체를 순환시키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순환계를 흐르는 기체의 저항을 최
소화해야 한다. 만약 호흡저항이 크다면 다이버의 공기소모부피(RMV)가 호흡순환계에서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기에 부족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며 결국 이산화탄소 과다(hypercapnia) 상태가
된다. 호흡저항이 증가하면 호흡에 소요되는 운동량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저항이 증가하여 보다 복잡
해진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의 설계와 기능은 전체적인 호흡저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들 요소들은 재호흡기의 종류와 제작사에 따라 매우 다르다.
마우스피스
호흡순환계는 마우스피스에서부터 시작되며 재호흡기의 마우스피스는 구형
복관식 호흡기를 연상케 한다. 마우스피스에는 입으로 무는 부분과 기체의 흐
름을 한 쪽으로 유도하는 일방체크 밸브가 양쪽에 달려있다. 일방체크 밸브는
기체를 흡입하고 배출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유도한다. 재호흡기의 마우스피스
는 개방식의 복관식 호흡기와는 달리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밸브가 설치된
다. 이 밸브는 수중에서 호흡순환계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준다. 또
한 마우스피스는 수면 위에 있는 상태로 다이버의 몸이 일부 물에 잠길 때 호
흡주머니 속의 기체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도록 해준다.(일부 장비에서는 호흡
순환계 내부로 희석기체가 자동 주입될 수 있다. 또한 희석기체의 산소가 수면
에서 호흡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저산소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재호흡기

회전형 마우스피스(이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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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마우스피스(이볼루션)

레버 마우스피스

의 마우스피스 부분이 물에 잠길 경우에는 항상 닫혀 있어야 물이 호흡순환계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다.
재호흡기 마우스피스는 크게 마우스피스 자체를 돌리는 회전식과 레버를 이용하여 개폐하는
레버식이 있다. 회전식의 경우 장갑을 착용했을 때 조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
히 연습하고 입수 직전에 열고 닫기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호흡기 중에는 마우스피스에 개방
식 호흡기를 설치하거나 풀페이스 마스크를 설치할 수 있는 종류도 있다.

호흡주머니
재호흡기의 호흡주머니는 매우 다양하다. 다이버
가 호흡할 때 수축하고 팽창하는 유연한 재질로 만
들어진다. 재호흡기 마다 호흡주머니의 위치가 다르
게 설계된다. 산소 재호흡기는 대부분 가슴 앞에 착
용하도록 설계된다. 미해군의 MK15/16 시리즈와 키
스(KISS)는 호흡주머니가 등쪽에 위치하며 이볼루
션(Evolution)과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은 흡기와
호기 주머니로 나누어진 두 개의 호흡주머니가 어
깨와 가슴쪽에 위치한다. 다이버의 폐와 호흡주머니
의 상대적인 위치는 유체 역학적인 특성에 의해 호
흡 방법에 크게 영향을 준다.
사람의 폐에는 이론적인 중심이 있다. 이 중심과
기체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 호흡이 가장 편안하
다. 재호흡기 다이버가 수평으로 수영하는 자세에서
호흡주머니를 가슴 앞에 착용하면 등쪽에 착용하는
경우보다 물의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 따라서 가슴
쪽의 호흡주머니는 흡입할 때 보다 쉽지만 내쉴 때
는 백마운트 형식보다 힘들다. 호흡주머니를 등쪽에
착용하는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부 재호흡기는 흡기와
호기 주머니로 나누어진 두 개의 호흡주머니가 설
치된다. 두 개의 호흡주머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
흡수 물질을 지나갈 때 가장 힘이 덜 들도록 설계되
었다. 다이버가 기체를 들이마시면 흡기주머니가 수
축된다. 이 때 두 개의 호흡주머니는 압력 차이가 발
생하여 기체가 호기주머니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제
를 통과하여 흡기주머니로 이동한다. 다이버가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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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쉬면 호기주머니가 팽창하고 수압에 의해 팽창된 호기주머니의 기체가 다시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통과하여 흡기주머니로 이동한다. 결국 흡기주머니에는 다시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기체가 가득 차게 되어 다음 호흡을 들이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어깨 아래로 늘어뜨린 두 개의 호흡주머니 방식이 수압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백마운트 방식의 재호흡기는 다이버가 몸을 돌리면 호흡주머니와 다이버의 폐
의 상대적인 위치 따라 호흡저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어깨로 늘어뜨린 호흡주머니 방식에
서는 이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호흡주머니가 한 개인 모든 재호흡기에서 이
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호흡주머니가 너무 큰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이버는 재호흡기를 사기 전에 가능한 많은 기종을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볼루션 재호흡기

이산화탄소 흡수제와 카니스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 흡수제 카니스터는 기체의 흐름과 호흡저항에 큰 영향을
준다. 카니스터의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 축 방식
기체가 흡수제를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는 방식
2. 방사 방식
기체가 도넛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
소다라임 흡수제의 재질은 입자 방식과 최근 출시된 고형 카트리지 방식이 있다. 고형 카트리
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사전에 포장되어 있다.(따로 준비하거나 기체가 비효과적으로 흐를 위험이 없다)
•효율성
•반복하여 사용
•침수성이 적다
•호흡저항이 적다
최근에는 이런 카트리지 방식의 재호흡기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여
운반 및 구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소다라임을 포장하는 카니스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이산화탄소 흡수물질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접촉표면을 갖고 있
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기체가 이산화탄소 흡수물질을 통과하는 흐름율이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포장하기에 간단하고 정확해야 하며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이산화탄소 흡수제에 너무 많은 습기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고형 카트리지 방식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사용시간은 흡수물질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수온,
운동량, 습기 등도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사용시간에 영향을 준다. 찬 수온, 과다한 습기, 대심도
등의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사용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기체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통과하도록 하면 사용시간은 늘어나지만 호흡저항은 커진다. 대부분의 재호흡기는 2~8
kg 정도의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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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열이 발생하며 물을 흡수하고 최종
적으로 알카리성 탄산염 형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호흡기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alkali metal hydroxides)이며 수산화바륨(barium hydroxide), 소다라임
(soda lime),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 등이 포함된다. 이 세가지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여
러 가지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재호흡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소다라임(soda
lime)으로 잠수함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소다라임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취급하기가 쉽다.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은 가장 효과적인 이산화탄
소 흡수제이며 같은 양의 소다라임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2배 정도 된
다. 그러나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물과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록 공기 중에서도 취급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형태 뿐만 아니라 입자 크기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입
자가 클수록 입자 사이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흡저항은 적지만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
다.(입자의 바깥쪽은 화학적으로 효력을 다하여도 중심부까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사용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도록 제조한다. 그러나 색깔로 사용시간을 판단하는 것은 신
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종류도 있

색이 변한 소다라임

기 때문이다.
소다라임 흡수제는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수중에서 사용하
는 재호흡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흡수제 카니스터가
침수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은 재호흡기의 안전과 신뢰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물은 단지 마우스피스 조작 실수나 호흡순환계의 손상
에 의한 침수 이외에도 호흡 순환계 내부에서 습기가 응결되어 발생하기도 한
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의 물은 상대적으로 호흡순환계 내부의 온도보다 낮다.
다이버가 내쉬는 기체에는 따뜻하고 습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은 호
스, 호흡주머니 등을 통과하면서 호흡순환계 내부에 습기가 응결된다.(찬 음료
수 병 바깥쪽에 습기가 응결되는 것과 같다) 장시간 다이빙 할 경우에 호흡순
환계 내부에 과다한 물이 고일 수 있다. 또한 물은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기능
을 방해하여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부식성 칵테일”을 생성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다라
임의 한 제품인 소프노라임(sofnolime)은 바로 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 때

레버 마우스피스

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부분의 재호흡기는 호흡순환계로 유입된 물이 이산
화탄소 흡수제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 장치들이 고안되어 있다. 침이나 수분의
응결에 의해 생성되는 적은 양의 물이라도 입에 닿으면 불쾌한 맛을 느끼게 하며 해수가 유입될
경우 역시 냄새와 맛이 불쾌할 수 있다. 또한 물 흡수용 스펀지 등은 장기적으로 습기에 의해 서
서히 손상된다. 해수에서 자주 다이빙할 경우 마우스피스를 잘 못 조절하여도 이런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다.
추위는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수온이 4℃인 경우에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효율이 75%까지 감소되기도 한다. 수산화리튬(LiOH)은 발열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찬 물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 흡수제의 효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이산화탄소 흡수제들은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다. 실제 입자의 크기 역시 영향을 주며 입자가 작을수록 흡수효율이 크다.
다이버는 재호흡기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이산화탄소 제거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이버가 새로
운 이산화탄소 제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추천한 이산화탄소 제거제의 사용 규정과
시간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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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니스터의 형태 마다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주된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포장 단위 및 채널링 가능성
•호흡저항
•사용시간
•물의 유입 방지 장치
1.	일반적인 축 방식 카니스터는 기체가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지나가는 경로가 길다. 도우넛
형태의 축 방식인 미해군 MK15/16 시리즈에서는 경로가 길지 않지만 대부분의 레크리에이
션 재호흡기(이볼루션, 인스피레이션, 키스, 메갈로돈)에서는 경로가 길다. 방사 방식은 일반
적으로 경로가 짧다.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카니스터에 채워 넣을 때 두드려주면 입자들이 자리를 잡으며 빈 공간
이 채워진다. 이렇게 하면 축 방식 카니스터는 약 10% 정도가 줄어든다. 만약 카니스터를 두
드리지 않고 채워 넣은 뒤 옆으로 눕히면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어 이산화탄
소가 여과물질을 통과하는 대신 이 통로를 통과하여 흡수율이 떨어지게 된다.
	방사 방식 카니스터는 주로 기체가 흐르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흡수제를 채워 넣기 때문
에 축 방식과 비교하여 높이가 낮다. 따라서 만약 흡수제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면 축 방
식과 비교하여 적게 가라앉는다. 따라서 흡수제 입자 사이의 공간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 특
히 스프링 압력으로 눌러줄 경우에는 공간 발생이 적다.
	즉 축 방식 카니스터는 잘 두드려서 채워주지 않으면 채널이 발생할 확률
이 높다는 것이다. 압력판이 있는 방사 방식의 카니스터는 일반적으로 적
정량을 채워 넣으면 나머지는 압력판이 눌러주는 방식이다.
2.	기체가 여과물질을 통과하는 길이가 길수록 호흡 저항은 증가한다. 즉, 축
방식 카니스터의 호흡저항이 큰 편이다. 또한 여과물질의 입자가 작을수
록 호흡저항이 크지만 대신 이산화탄소의 흡수 효율은 높다.
축방식 카니스터 - MK15

3.	일반적으로 축 방식의 카니스터는 1kg의 흡수제로 약 1시간 사용한다.(수
온 4℃, 수심 15m, 이산화탄소 발생량 분당 1 리터의 조건) 수심이 증가하
면 기체의 밀도가 증가하여 카니스터의 사용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축 방식의 카
니스터는 수심의 증가에 따라 효율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5m 수심에서 카
니스터의 효율은 약 80%이고 수심 40m에서는 약 50%로 감소한다. 방사 방식의 카
니스터는 축 방식의 카니스터 보다 약 20%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축 방식의 카니
스터는 방사 방식보다 더 오래 사용한다.
4.	마지막으로 침수와 관련된 사항을 생각해보자. 축 방식의 카니스터는 설계상 물통
형태의 용기에 호스가 바닥으로 유입된다. 만약 물이 유입되면 이 바닥 공간에 물이
차고 점차 흡수제가 젖어 들게 되어 호흡 저항이 증가한다.
	방사 방식의 카니스터는 기체가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다이버가
엎드려서 수영하는 상태에서 중심축에 물이 유입되면 카니스터의 아래쪽 방향으로
만 흡수제가 젖어 들어 위쪽으로 호흡기체가 통과하는데 큰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방사 방식의 카니스터는 현재 표준 설계 모델이 없다. 대부분이 실험적인 설
계이다. 예를 들면 축 방식에서는 1kg으로 약 1시간을 사용한다는 실험자료가 있
다. 그러나 방사 방식에서는 약간의 크기 변화에도 사용시간이 크게 차이 난다. 이
런 이유로 효과적인 카니스터를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축방식 카니스터 이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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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주입/조절 장치
산소 재호흡기나 반폐쇄 재호흡기(SCR)의 기체 주입장치는 기계적
인 장치이며 전자식 장치가 필요 없다. 순수 산소 재호흡기는 정해진
일정량의 산소를 호흡순환계 내부로 주입하거나 산소의 소모에 따라
호흡주머니가 수축하는 만큼의 부피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산소를 주
입한다.(산소는 대사활동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변환되고, 이산화탄소
는 흡수제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부피가 줄어든다) 대부분의 반폐
쇄 재호흡기는 고정 흐름방식의 밸브를 사용한다. 산소와 희석기체
두 가지의 기체를 사용하는 반폐쇄 재호흡기의 경우에는 수동식 산
소 주입 밸브가 달려있다.
대부분의 완전폐쇄 재호흡기(CCR)는 전자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산소의 주입량을 조절한다. 흔히 이들 장치에는 전류를 발생하는 산
소 센서가 포함된다. 이 센서들은 컴퓨터와 연결되며 호흡순환계 내

자동 기체 주입 밸브

부의 산소 부분압이 사전에 정해놓은 산소 부분압(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전자적으로 산소 주입 밸브를 작동시킨다. 희석기체는 호흡
주머니 내부의 부피가 줄어들면 그 만큼의 양을 보충하는 기계장치
에 의해 추가된다. 일부 반폐쇄 재호흡기 여기 한 두개의 산소 센서를
연결하여 산소 부분압을 확인하도록 하지만 센서의 측정 수치에 의
해 기체의 주입이 자동으로 조절되지는 않는다.
완전폐쇄 재호흡기 역시 컴퓨터의 고장에 대비하여 수동 기체 주입
밸브를 갖추고 있다. 일부 전자식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중앙 컴퓨터
나 배터리와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모니터를 추가로 갖추고 있다.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이 독립적인 산소 모니터로 호흡순환계 내부
의 산소 부분압을 확인할 수 있다. MK15/16의 경우 보조 모니터는
실제로 산소 센서 자체의 전압에 의해 작동되어 별도의 배터리가 필

수동 기체 주입 밸브

요 없다. 따라서 다이버는 수동 기체 주입밸브만으로도 안전하게 다
이빙을 마칠 수 있다.
산소 조절 장치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거나 전자 조절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어떤 장치를 선택하던 산소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절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다이브테이블이나 산소 부분압 고정식 다이
브컴퓨터를 사용하여 재호흡기 다이빙을 한다면 산소가 정확하게 조
절되어야 한다.
개방식 장비와 다르다.
재호흡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호흡기를 개방식 스쿠바
장비와 비슷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재호흡기는 생각보다 매우 다
른 장비이다. 따라서 장비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다이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MK15 보조 모니터

아이가 전기톱을 다루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비의 기능과 특성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을 정
확히 받아야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다음 호에는 지면상 한번에 소개할 수 없었던 재호흡기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이 연재된
다.

162

Scuba Diver

프리다이빙

바다에서 도전과 자유를 맛보다

프리다이빙(Free Diving)
- 프리다이빙의 소개와 국내 동호회 프리다이빙 기록세우기 이야기는 영화 빅블루(또는 그랑블루)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 프리다
이빙은 여러 형태의 경기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
차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스쿠바다이버 지의 지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6회에 걸쳐 프리다이빙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제1회 프리다이빙의 소개와 국내 동호회
제2회 국내외 프리다이빙의 단체(센터) 및 강사 소개
제3회 프리다이빙 기초 이론과 안전 수칙
제4회 경기종목에서의 프리다이빙과 AIDA
제5회	프로 프리다이버의 트레이닝(국외 트레이닝 일정, 국제 시합 포함) 안내
제6회 국내 프리다이빙 교육 및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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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효민* 강사
(AA 강사, AIDA 강사, SSI 강사)
Apnea Academy Instructor by Umberto Pelizzari
AIDA Instructor by Jean Pol francois- Head of AIDA Education Commission
SSI Freediving Instructor by Akim Adhari

* 바닷가 출신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물놀이를 즐겼으며, 2002년 대학 초년 첫 MT에서
스쿠바다이빙을 경험하면서 수중세계에 매료되었다.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도전의식과 호기심으로 여행 중에
미국의 대자연의 매력에 빠져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등지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게 된다. 2010년 귀국 후 다시
시작한 스킨스쿠버 교육 중 우연한 기회에 프리다이빙을 접하게 되어 태국, 필리핀, 멕시코, 이집트 등지에서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았다. 2012년 5월 움베르토 펠리자리에게서 Apnea Academy 강사 자격을 사사받았다. 또한 한국의
프리다비이빙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전문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 국제 프리다이빙 경기를
주최하는 협회인 AIDA 및 SSI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5분 30여초의 무호흡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59.6m 수심의 다이빙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SSI 프리다이빙 동아시아 및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런칭을 위해
스텝으로 일하고 있다.

제1회 프리다이빙의 소개와 국내 동호회

프리다이빙이란?
최근 대한민국의 수중 스포츠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프리다이빙
(Free Diving)이다. 해양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봤을 만한 단어이지만
“프리(Free)”라는 접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자유롭게 해석될 여지가 많고, 정확하게 규정
지어줄 전문강사를 국내에서 만날 기회가 녹록하지 않아, 그간 국내 프리다이빙 문화는 동호회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5명의 한국인 프리다이빙 강사가 탄생하였고,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가 생겨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프리다이빙의 사전적 의미는 스쿠버장비와 같은 일체의 외부 호흡장치의 도움 없이 다이버의
호흡능력만으로 수면까지 되돌아오는 형태의 다이빙을 총칭하면, 흔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떠
올리는 하강썰매를 타고, 인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은 프리다이빙 중 일부분인 시합의 형태이
며, 그 중에서도 하강썰매를 이용하는 종목은 익스트림한 종목에 속한다. 스피어피싱이나 무호흡
수중촬영 등의 펀다이빙 역시 프리다이빙이며, 넓은 의미로는 스노클링도 포함될 수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IANTD, CMAS, NFDB, PFI 등 많은 교육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
나, 프리다이빙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움베르토 펠리자리(17년간 세계기록 보유)가 직접 강사코스
를 진행하는 프리다이빙 교육 및 연구센터인 Apnea Academy와 국제시합에 관한 규정과 기록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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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는 AIDA(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pnée)와 최근 스킨 스쿠버 배
경을 적극 활용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SSI 프리다이빙 등이 높은 공신력을 얻고 더 넓은 지
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국내 프리다이빙 동호회의 소개
프리다이빙은 일반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스포츠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금까지 국내 프
리다이빙 분야는 동호회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5명의 한국인 프리다이빙 강사가 탄생
하였고, 이제 겨우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센터가 생겨나는 등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먼저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부터 간략하게 소개한다.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snorkeling
국내에서 daum 카페를 기반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로는 Korea freediving
Team(이하 KFT)가 있다. 2004년 스킨다이빙을 좋아하는 몇몇 지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프
리다이빙에 대한 꾸준한 열정을 바탕으로 8년째 지속적인 연구와 훈련을 통해 프리다이빙의 불
모지인 한국에서 현재 최대 규모인 국내외 2,500여명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
다. 일요일 오전 올림픽공원 잠수풀에서 후드일체형 슈트에 롱핀을 찬 다이버들이 단체로 잠영
을 하는 KFT 회원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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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 지역의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프리다이빙에 관한
정보교환 및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나, 오프라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
상의 이유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격주 간격으로 열리는 정기연습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m 풀장에서 이퀄라이징 및 유영이 가능해
야 하고, 간단한 잠수상식 테스트를 이메일로 서면 제출하면 정기연습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연습 전에 프리다이빙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연습은 실력에 맞춰 1,2팀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훈련테이블에 맞춰 이루
어지고, 2회의 정기연습 참여와 2분 휴식 사이에 2번의 50m 잠영의 실기 테
스트와, 프리다이빙 이론 테스트를 거치면, 6월부터 10월까지 행해지는 KFT
정기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정기 투어는 대부분 제주에서 진행되며, 지난 4월에는 허버트니쉬
(Herbert Nitsch)의 훈련 파트너이자 17년차 베테랑 프리다이버인 볼프강
(Wolfgang : 프리다이빙 필리핀 운영자)과 연계하여 모알보알에서 해외투어
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 국내투어는 참석자들의 요구에 따라 캠핑으로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merman
MERMAN은 2011년 5월 “your lungs is twin tanks, your heart is brave”라는 철학을 바탕으
로 시작한 프리다이빙팀이다. 긍정적인 생각, 강한 모험심 그리고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한국 프리다이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필요한 장
비를 직접 제작할 만큼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현재 운동선수 출신인
멤버들을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리다이빙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의 창의적이고 다양
한 퍼포먼스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팀이다.
시작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노력으로 기량이 매우 빨리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프리다이빙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팀원을 계속 모집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다. 국내외 프리다이빙
해양에서의 훈련과 매월 1,3주 일요일 수영장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MERMAN 스쿠버클럽과
함께 움직이며, 많은 해양 프리다이빙 포인트를 확보 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
력이지만 열정과 마음만은 가장 뜨거운 팀이다. 앞으로 한국 프리다이빙에 큰 발전을 이루기 위
해 각자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MFT)

연혁
• 2011년 5월 MERMAN FREEDIVING TEAM 결성
• 매월 2회의 정기 연습과 훈련 실시, 국내 외 프리다이빙 투어 다수
• 2012년 5월 한국 제2회 프리다이빙대회 남자 종합우승, 다이나믹 부분 우승
• 2012년 6월 대전MFT 결성, 부산/경남MFT결성

(사진제공 : M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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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소개

최고의 나이트록스와 테크니컬 다이빙 강습 기관

글/사진 홍장화 (IANTD Korea 본부장)

IANTD 설립

특히 고압챔버는 감압병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병, 뇌성마비,
화상, 절단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IANTD(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itrox and Technical

고압챔버의 운영은 공기로 가압을 하고 산소로 호흡을 하여, 혈

Divers, Inc)는 1985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 최고의 나이

관을 막고 있는 기체 방울을 혈액 속으로 녹아들게 하고, 고압의

트록스와 테크니컬 다이빙 강습 기관이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

산소가 혈액 순환을 높여주며, 막힌 혈관을 자극하여 혈관을 치

에 본부가 있고, 세계에 26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63개국이

료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산소 대신에 나이트록스(Enriched Air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지부로 가입되어

Nitrox)를 사용하여 더 깊은 곳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많은

IANTD 멤버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헌을 하였다.

1985년 딕 루코우스키(Dick Rutkoski)에 의해 IAND가 설립
되었다.

딕 루코우스키는 NOAA 은퇴 후 NOAA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혼합 기체와 재압챔버의 세계적 전문가인 딕 루코우스키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레저 다이빙에 접목시키려 하였지만, 이해

(Dick Rutkowski)는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부족과 오해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났다. 일부 단체에서는 나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다이빙 총괄 책임자 및 고압

이트록스를 악마의 기체로 표현하면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

챔버 운영 전문가로 33년간 근무하였으며, NOAA에서 일반 공

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들이 쉽고 안전하게 나이트록스 다이빙

기 잠수 보다 잠수시간을 오래 할 수 있는 나이트록스

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1985년 딕 루코우스키(Dick

(Enriched Air Nitrox) 다이빙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Rutkowski)와 여러 스쿠버 교육 단체의 리더들과 같이 IAND를
설립하게 되었다.
IAND는 나이트록스 강습을 체계화하고, 관련된 교재와 장비
를 개발하는데 협조를 하였으며, 올바른 사용법을 다양한 방법
으로 홍보도 하였다. 현재의 나이트록스는 안전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우주인들이 수영장에서 연습할 때, 옆에서 도와주
는 다이버들은 더블실린더에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잠수를
하고 있다.

1992년 톰마운트에 의해 IANTD로
초기의 테크니컬 다이빙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소수만이
즐기고 있었고,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소수만이 테크니컬 다이빙
을 즐겼다. 플로리다는 지형 특성상 멋진 바다도 있지만, 내륙에
커다란 동굴이 많이 있어서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요람이다. 초
기의 테크니컬 다이버, 특히 동굴 다이버들은 더블실린더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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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이용하였으며, 복관식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였고, 수중 랜턴은 오토바이 배터리를 방수처리
해서 수중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레저 다이빙은 씨헌터(SeaHunter)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레저 다이빙이 활성화 되
었는데, 초기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열악한 수준으로 BC(부력조절기)의 역할을 부력 조절이 아
닌 백팩 수준으로, 긴급시 수면에서 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레귤레이터는 옥토퍼스 없
이 사용되었으며, 잔압계가 없이 다이빙을 하였다. 수중랜턴은 일반랜턴에 O링을 추가하여 사용
하였다. 그러다가 새로운 스쿠버 장비들이 개발되었는데, 수중에서도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력
조절기,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압계, 디지털 수심계, 디지털 컴퓨터 등 많은 스쿠버 장비가 선
을 보였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장비 운영 방법 및 강습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새로운 스쿠
버 강습 단체들도 하나둘씩 설립되어 다이버들을 양산하였다.
다이버들 중 지리적 특성상 바다가 멀리 있는 다이버는 부근의 호수나 강에서 다이빙을 즐기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동굴을 찾아서 다이빙을 하다가 한 해 동안 130명의 다이버가 사망을 하
는 일도 발생하였다. 미국동굴학회(National Speleological Society)에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동굴 다이빙 분과(Cave Diving Section)를 발족하게 되었다. 동굴
다이빙 분과를 맡게 된 톰 마운트는 미 해군 잠수 다이버, NOAA테스트 다이버, 동굴전문 다이버,
재호흡기 전문가, 국제 태권도 연합회 소속의 관장을 거치며 숙달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몇몇의
다이버와 함께 사고를 분석하여 지금의 테크니컬 장비 구성 및 장비 운용 등, 특히 동굴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되었다.
대심도 탐사에 관해서 연구하던 중, 산업잠수의 헬리옥스(헬륨과 산소)를 이용한 대심도 잠수
방법을 이용하여 대심도 탐사시 공기에 헬륨을 추가하여 트라이믹스 기체를 만들어 질소마취와
산소중독을 예방하면서 다이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탐사 다이빙에 사용하였다. 이런 방법
으로 더 넓은 범위의 테크니컬 다이빙이 활성화되고, 안전을 위하여 올바른 테크니컬 강습을 할
수 있는 다이빙 교육 단체가 필요하게 되면서 1992년 톰마운트와 딕 루코우스키 힘을
합쳐서 IANTD를 설립하게 되었다.
IANTD의 나이트록스와 테크니컬 다이빙을 활용하여 일반 레저 다이빙의 범위를 넓
힐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IANTD의 기술과 지식은 미 해군과 NASA등에서 폭넓게 훈
련에 활용되고 있고, IANTD의 중심 멤버들이 그 강습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다이
빙 강습 단체에서도 IANTD의 이론, 도표, 다이브 테이블 등, 많은 것을 채택하여 강습
에 활용하고 있다. IANTD의 혁신적인 기술은 EANx(나이트록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트라이믹스(헬륨, 산소, 질소의 혼합 기체)다이빙, 최신의 재호흡기 다이빙 및 이런
기술을 활용한 케이브(동굴) 다이빙, 렉(침몰선) 다이빙 등, 테크니컬 다이빙의 강습 프
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체계화하여 강습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빙 강
습 단체이다.

IANTD 강습 프로그램
레저 프로그램
IANTD는 레저 프로그램과 테크니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레저 프로그램은 오픈워터
다이버, 오픈워터 나이트록스 다이버부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엘리트 다
이버, 다이브 마스터로 진행되며, 오픈워터 다이버는 수심 21미터까지 다이빙이 가능하며, 강습 중
에 나이트록스를 같이 받아서 오픈워터 나이트록스 다이버로 인증이 될 수 있으며, 오픈워터와
별도의 스페셜티로도 인증이 된다.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는 오픈워터 다이버가 스페셜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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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외에 트라이믹스 다이버
를 받았을 경우 트라이믹스까지 가이드가 가능하다.

테크니컬 과정
테크니컬 과정은 크게 9개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트라이
믹스(Trimix), 렉(Wreck : 침선), 케이브(Cave : 동굴), 재호흡기
(Rebreather), 무호흡(Free), 기체 블랜딩(Gas Blending), 공공안
전다이버(Publick Safety Diver), 챔버운영자(Chamber
Operator), 실린더 검사관 등 많은 범위의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라이믹스(Trimix) 과정에는 스쿠버 장비로 수심 120미
터(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까지 다이빙이 가능하며, 렉(Wreck)
코스에서는 침선 내부에서 다이빙이 가능하며, 케이브(Cave)에
서는 캐번(Cavern), 인트로 케이브(Intro Cave), 케이브(Cave),
어드밴스드 케이브(Advanced Cave), 테크니컬 케이브
(Technical Cave)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 동굴 탐사 방법 외
에도 지도그리기, 사이드 마운트, DPV외에 깊은 동굴에서의 다
이빙 등 세부적으로 동굴 탐사 다이빙이 가능하다.
재호흡기(Rebreather) 과정은 레저 리브리더부터 반폐쇄식,
폐쇄식, 노목식 트라이믹스, 트라이믹스, 익스피티션 트라이믹스
등의 코스가 있어서 재호흡기를 이용하여 120미터가 다이빙이
가능하다. 재호흡기는 특성상 제조업체마다 별도의 과정이 있는
개를 받고 경험이 되면 인증을 받는다. 레스큐 다이버 강습을

데, 세계 최고, 최다의 재호흡기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회장인

받으면 레저 다이버의 최종 단계인 엘리트 다이버가 될 수 있다.

톰마운트는 동굴다이빙과 재호흡기 신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
다. 4년 전에 미국 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호흡기 강습에 참가하

강사가 되기 전에 조교로서 다이버 마스터 코스가 있다. 다이

였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온 재호흡기 다이버들을 당시 72세의

버 마스터의 사전조건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가 레스큐

나이로 직접 강습하는 모습은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상상을

다이버, CPR/응급처치/AED, 산소공급자를 자격이 있어야 참가

초월하였다.

가 가능하다. 다이버 마스터에서는 보조 강사, 스노클링 강사,
가이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이브 마스터가 나이트록스, 딥

IANTD 다이빙 강습 철학
1. 지식과 그 이해는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
3. IANTD는 자신감과 실력은 수중에서 훈련을 하면 할수록 향상된다고 믿고 있다.
4. IANTD는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 몸에서 반사적으로 실시될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5. IANTD 프로그램 중 기술개발 강습 중에는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부분은 수강생의 능력에 따라 가감할 수도 있다.
6. IANTD는 경험을 중요시 한다.
7. IANTD는 강사가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8. IANTD에서는 수강생이 새로운 수심, 또는 그 보다 더 깊은 수심에 다이빙할 때는 강사가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IANTD에서는 다이빙은 항상 위험성이 수반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
10. IANTD에서는 다이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강습이 일관성이 있다.
11. 케이브 다이빙 강습에서는 NSS/CDS와 NACD의 교본을 IANTD의 표준과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12. 강습의 종료 시에는 이론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 IANTD에는 보조 강사를 강사로 승급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IT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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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교재
강습에 관련된 교재는 오픈워터부터 다이브 마스터, 나이트
록스부터 트라이믹스, 렉, 케이브, 공공안전다이버, 재호흡기, 에

IANTD는 다이빙의 안전성을 최대한 중시하고 위의 여러 요
건들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다이빙 강습에 다소 엄
격하고 철저함을 다이빙 강습 철학으로 삼고 있다.

센셜 외에 테크니컬 백과사전, TAO, 다이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테크니컬 백과사전은 전 세계 모든 테크니컬 다이버의 기
본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엄청난 양이 판매가 되었다.

IANTD는 항상 진보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항상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다이버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넓은 지역에

아래의 테이블은 기체는 4가지로 정해져 있고, 수심은 90미

서 많은 다이버들이 IANTD의 강습을 받고 있다.

터부터 102미터 중에서 선택하고, 체류시간을 정하여서, 테이블
대로 상승하면 간단하게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우리 IANTD는 각 강습 과정을 통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
을 익히고 다이빙 기술, 이론, 실기의 수준 향상을 통해 다이빙

IANTD 강습철학

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우며 감동적이기 위해 다이빙 업계에 공

IANTD는 다이빙은 안전해야 편안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헌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안전성이나 용의주도함, 철저
한 강습과 지속적인 훈련을 중요시 한다. IANTD는 지식과 경험

IANTD KOREA

이 풍부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다이버를 양

IANTD KOREA는 1996년 IANTD에 정식 가입하였다. 설립

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지는 철저한 강습을 통한 안전한 다이빙의 보급과 다이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식 공급과 다이빙 기회를 제공

일반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정해진 수심이나 다이빙 시간을

할 공동체를 결성하고자 시작하였으며 IANTD에 세계 최고의

꼭 지키지 않아도 약간의 관용도가 있었지만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한글화된 교재와 교육을 많은 다이버들에게

에서는 조그만 실수나 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엄청

보급하고 있다.

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체력 향상을 위해 평
소에 체력 단련과 컨디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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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영 칼럼 -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블레이드 러너,

피스토리우스
Oscar Leonard Carl Pistorius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곤란한 일을 겪게 될 때, 생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흔히 남의 탓을 하거나 상황 혹은 환경에 그 책임을 돌리기 쉽다. 그러나 양쪽 다리
에 의족을 단 오스카 피스토리우수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돌리지 않
는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장애로 인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모
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글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
대학에서 박사학위(미디어전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
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중재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
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
혹 도시에 말걸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
라〉가 있으며, 다문화 TV 프로그램, 아동
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TV
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189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난 피스토리우스는 종아리뼈가 없는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첫돌이 채 되기 전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고 의족
에 의지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닌 장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즐겼으며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섭렵하였다. 특히 럭비와 수구, 테니스, 레슬링 등 과격한 운
동을 좋아하였는데, 2003년 6월 럭비 경기를 하다가 심한 무릎 부상을 입고 재활치료를 받
게 되었다. 이 때 재활을 위해 육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육상 선수의 길에 들어
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던 피스토리우스는 마침내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전 분야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족
을 단 채 비장애인 경기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국제육상 경기연맹
(IAAF)이 피스토리우스의 의족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카로운 의족이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의 비장애인대회 출전을 막은 것이다. 피스토리우
스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 어렵게 승리
를 이끌어냈다. 어려운 싸움 끝에 마침내 출전하게 된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신호
탄이 울리고 의족을 단 그가 혼신을 다해 뛰어갈 때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는 400미터 경기에서 비록 우승은 하지 못하였으나 준결승에 진출하였으며, 1600미터 계주
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하였다. 올해 런던올림픽에서 비장애인과 겨룬 그는 이어서 개최된 패
럴림픽에서 400미터와 1600미터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으며, 200미터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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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족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끝이 뾰족하기 때
문에 그는 블레이드 러너로 불린다. 날카로운 의족을 단
그의 열정은 하늘을 찌르기에 충분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그의 능력 앞에 장애는
한낱 평범한 단어에 불과할 뿐이다. 올해 타임지가 선정
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명인 아
름다운 청년 피스토리우스.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
인 ‘스물넷의 질주’에 많은 이들이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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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 창의력의 근원!

이번 칼럼에서는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핵심요소 5가지(지식, 동기부여, 다양성, 동심, 기
법) 가운데 ‘동심(child’s mind)’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 사실일까, 0 + 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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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으로 생각된다.
방금 도서관에서 빌려온 만화를 깔깔대며 넘기던 초딩 1학년 한준이(둘째). 옆에서 신
문을 뒤적이며 연신 하품을 쏟아내는 필자에게 불쑥 이런 말을 걸어왔다.
한준, “아빠!”
아빠, “뭐?”
한준, “2가 1보다 작아요.”
아빠, “으응, 그게 무슨 말이니?”
한준, “첫째인 형보다 둘째인 제 키가 작잖아요.”
아빠, “.……!”
필자는 머리를 꽝하고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둘째 아이 말처
럼 2가 반드시 1보다 큰 법은 없다. 회사에서도 No.2인 부사장의 힘(권력)이 No.1인 사장
보다 적지 않은가!
둘째가 유치원에 다닐 땐 이런 일도 있었다.
“0 더하기 0은 두 개 맞지, 아빠?”
그 옆에서 얘길 듣고 있던 당시 초딩 3학년 장남은 웃긴다는 표정으로 한 마디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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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s mind

“너 바보지? 0 더하기 0은 0이잖아. 아무 것도 없는 것에 아무 것도 없는 걸 더하면, 뭐가 있겠
어. 아무 것도 없지!”
그럼에도 둘째는 형의 매몰찬 훈수를 따를 수 없다는 듯 아빠 얼굴만 쳐다보았다. 지원사격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큼지막한 두 눈에 흥건하다. 그래 필자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0 더하기 0이 어째서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하니?”
“도너츠(0) 하나에 도너츠(0) 하나를 더하면 2개가 되잖아요, 아빠.”
맞는 얘기다.
장남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0을 숫자 영(zero)으로 보았고, 둘째는 0을 숫자가 아닌 도너츠(빵)
의 형태로 보았던 것이다.
이 외에도 둘째는 기발한 발상으로 몇 번인가 엄마와 아빠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랬던 둘째가 초
등학교에 들어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기발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사실 장남도 유치원 시절엔 꽤나 기발한 질문과 생각을 내뱉곤 했다.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
엄마, “이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장남, “음…. 굶는 아이가 늘어날 것 같아.”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장남,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야, 밥 먹어라’하는 엄마 목소리를 못 알아듣잖아.”
기발한 생각들은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슬며시 꼬리를 내린다. 무엇보다 학교(사회)
에서 얘기하는 ‘정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기존 매뉴얼에 맞춰 잣대를 들이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허튼 생각이라도 하는 날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빨리 정답이나 찾아!”라는 주위의 강
요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그러는 동안 창의력 계발 운운하는 것은 짜증스러운 소음으로 바뀐다.

★ 붕어빵 아이?
문제는 왜 우리 어른들에게서 어린이다움(동심)이 사라지는가 하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어린
아이다움을 어른이 돼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
한 초등학교로 가보자.
담임선생님은 여학생에게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압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론 선생님은 이 학생이 건물 바닥의 기압을 재고, 건물 꼭대기 기압을 잰 후,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 건물 높이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다.
정작 학생의 대답은 이랬다.
“좋아요. 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요. 기압계를 들고 건물 계단으로 올라갈 건데요. 기압계
길이가 50cm이니깐, 건물 꼭대기까지 50cm마다 표시를 해서 높이를 잴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가 바라는 정답이 아니야. 기압계로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없
을까?”
“글쎄요. 기압계에 끈을 묶어, 건물 위로 가서 기압계가 땅에 닿을 때까지 아래로 내린 후에 끈
길이를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맞다! 그리고 저는 물리학 시간에 낙하하는 물
체의 방정식은 ‘무게 × 중력계수 × 시간제곱’이라 배웠어요. 그러니깐 저 지붕에서 기압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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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던져서, 그게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인지 재서 건물

grow up.)

높이를 찾는 방정식을 풀면 될 것 같아요.”(마크 폭스, “창조
경영 트리즈”에서)

천재 예술가 피카소 말이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
터 탁월한 창의력의 소유자였건만 차츰 어른으로 성장하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선생님은 그만 뚜껑이 열려버려 학
생을 매섭게 다그쳤다고 한다.

서 그 능력을 상실한다는 게 피카소의 요지다.
왜 사람들은 몸집이 커지고 자라면서 그 많던 동심과 호

대부분의 어른들은 위 선생님이 왜 화를 냈는지는 충분
히 납득할 것이다. 한편으로 학생의 기발함과 유치한 생각
에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할 것이다.

기심,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잃게 되는 걸까?
그건 아동의 창의력이 동조(conformity)나 순종에 대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차츰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속칭 ‘튀

과연 대한민국 학생들은 위 얘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담

어나온 못이 정 맞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두려워 그냥

대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모두

묻어가거나 모방하는 게 편하다는 걸 자라면서 체험한 탓

들 멍청이라고 손가락질 할게 빤하니.

일 것이다.

제도권 교육에 발을 담그는 순간 동심이나 그로부터 자

또 교육을 받으며 우리들은 이른바 ‘상식(常識)’을 배운

연스레 터져 나오는 호기심 따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다. 정작 문제는 상식은 많은 부분 고정관념을 전제로 성립

냥 불편한 존재고 생각일 뿐이다.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축적된 고정관념 때문에 뇌가 가득

암기 위주의 획일화 된 주입식 교육과 현재의 교육 시스

차 동심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템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정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

인간은 모두 창의적 천재로 태어난다. 그렇지만 그 천재

다. 그 결과 학생들이 정답을 찾은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어

성의 유통기한은 대단히 짧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의적 천

떤 의문이나 또 다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재들은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다. 어린이로 일생을 맞이하

진정으로 창의력 흘러넘치는 답과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면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문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가 없듯이 사고의 출입문도
하나가 아닐 때 비로소 창의적인 사고가 분출될 수 있는 것
이다. 학교는 금형(金型)이고, 학생들은 그 금형으로 찍어낸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기 때문이다.
동심은 창의적 발상에 발동을 거는 호기심의 근원지다.
그래 창의력 계발엔 더 없이 소중한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동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딱 세
가지만 평소 그대 삶 가운데서 실천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첫째, 눈높이를 낮춰서 사물을 바라보자!
그러자면, 먼저 유치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가끔씩 괴짜가 되자!

★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나이 들 뿐!

그러자면, 형이상학적이고 유별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
말아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예술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Every child is an
artist.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we

창의력은 밥이다
김광희지음・360쪽・값 15,000원
넥서스biz (www.nexus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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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끊임없는 호기심의 소유자가 되자!
그러자면, How가 아니라 Why와 If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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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더 코브(The Cove)
슬픈 돌고래의 진실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돌고래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일본의 한 바닷가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돌고래의 그림과 형상은 이곳 사람들이
무척이나 돌고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보면 이들의 잔학성에 치를 떨게 되며 불
쌍하게 죽어가는 가여운 동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
다는 의지가 치솟는다.
루이 시호요스에 의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은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
는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며 돌고래 포획을 둘러싼 진실에 다
가간다.
릭 오배리는 196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TV시리즈
‘플리퍼’의 조련사였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 돌고래들은 마이
애미의 수족관으로 옮겨져 쇼를 하게 되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약을 먹으며 괴로워하던 돌고래 중 한 마리인 캐시
는 결국 이를 이기지 못하고 릭의 품에 뛰어들어 삶을 마감한
다. 이런 경험 이후 릭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일에 앞장서
게 된다.
릭은 일본의 타이지라는 곳에서 끔찍한 돌고래 사냥이 벌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 The Cove, 2009
감독 루이 시호요스
출연 조 치솜, 맨디 래-크루이크생크

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실상을 파헤쳐 만
천하에 공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일본 관리들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고래 근처에 접근조차 하기

장르 다큐멘터리/12세이상관람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릭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가진

시간 92분

장비와 기술, 그리고 돌고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합쳐 현장에

개봉 2009.10.29

잠입하는데 성공한다. 막상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도저히 눈

국가 미국

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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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들은 특수한 소음을 내어 돌고래들을 해안으로 유인한 뒤 그물에 가둔다. 타이지의 어부
들이 돌고래를 죽이는 방법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으며 사실 학살에 더 가까워보인다. 어부들이
창으로 여러 번 돌고래들을 찌르면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바다는 온통 벌겋게 핏
물이 든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포획을 금지하지였으나 돌고래는 작다는 이유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일본에서는 매년 2만 3천 마리의 돌고래들이 죽어나간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고래를 학살하는 것일까? 일본에서는 돌고래를 식용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도
공급하였다. 그러나 돌고래 고기는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람이 먹을 경우 몸에 수은이 쌓
이게 되어 건강에 치명적이다. 몸에 좋지도 않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 저토록 잔인하게 동물을 학
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은 인간이 인간성을 되찾을 때 비로소 인간과 자연 모두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처참하지만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하게 만드는 위대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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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코너

잊지 못할
스쿠바 다이빙의
추억 밟기 2

글 이현희 / 사진 편집부

망망대해를 끊임없이 돌고 돌다 - 망치상어를 애타게 찾으며…
망치상어를 볼 수 있다는 홍보(?)에 라양라양으로 무조건 짐을 쌌다.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
르지만 라양랴양에서는 망치상어 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늘 갈라파고스의
망치상어 떼의 실루엣이 눈에 어른거렸기에 꿩대신 닭이라고 부푼 꿈을 가득 안고 여행을 갔다.
경비행기도 처음 타보니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재미도 있었다. 동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로 망치상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할 정도로 기대심이 한껏 부풀어 있었다. 첫날부터 그들
이 출몰한다는 지역을 더듬으며 망망대해를 헤매기 시작했다. 열댓 명이 고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움직이니 장관이었다. 다이버들이 내뿜는 공기방울 또한 예술일 정도로 아름다
웠고 공기방울에 비치는 모습도 멋있었다. 그렇게 마냥 돌아다녔다. 그때 누군가 탱크를 두드리면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힘껏 킥을 차며 달려갔다. 도착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 탱크
소리가 나면 힘껏 킥을 차며 달려갔다. 역시 허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탱크 소리가 나면 우사마
볼트처럼 달려간다. 오늘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왠지 오기가 생겨 꼭 망치상어를 보고야 말겠
다는 투지까지 생겨났다. 한 번의 다이빙이 끝나면 누구는 한 마리를 보았다는 등 누구는 두 마
리를 보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다른 팀들 중에 떼로 보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 헤매고
다녀도 망치 꼬랑지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함까지 느껴지기도 했다. 그날도 탱크 소리가 났
다. 정말 내 생애 그리 힘껏 무엇을 보기 위해 달려간 적이 있었는지…. 내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
게 살았다면 아마도 큰 성공을 했을 것이다. 도착하니 무언가 어렴풋하게 눈동자가 보였다 사라
졌다. 너무도 어이없는 만남이었다. 그것이 망치상어와의 첫 대면이었다. 망치상어는 떼로 지나다
니는데 사방으로 정찰병을 보낸다는 것이다. 내가 어렴풋이 본 것이 정찰병 중에 한 마리라고 한
다. 하지만 난 망치상어를 보긴 본 것이다. 이나마도 못 본 사람들은 아쉬워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데블레이 떼 수십 마리가 유영하는 것을 보는 행운도 따랐다. 이렇게 바다는 깜짝쇼를 보여주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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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망망대해를 헤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망치상어 만이 아니더라도 자유
롭게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와 편안함을 느꼈다. 짙은 푸른색의 바다에 주변에는 아무것
도 없고 오직 다이버들이 깊게 숨 쉬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방
랑자처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집중하여 유영해 다녔다. 팔을 벌리고 한 마리의 새가 된
듯이 내 몸은 깃털이 되어 가벼이 날라 다닌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리라. 이러한 자유로움은 사
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너무도 훌륭한 치료사인 것이다. 그것이 바
다다. 그 커다란 품으로 나를 안아주며 다독거려주고 안식을 준다. 내가 다이빙을 시작하고 이렇
게 바다가 고마운 적이 처음이었다.

팔라우에서 환호성(?)을 받다 - 다이버의 쪽팔림
누구나 한번쯤은 바다속에서 급한 볼일이 생긴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
을 정도로 하늘과 바다가 노래진 적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멋쩍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앞뒤를 잴 그런 상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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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추억의 한 켠을 웃음으로 자리 잡게 하기도 했다.
몇 년 전 벼르고 별렀던 팔라우의 페릴리우를 가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니
그날따라 왜 이리 기내식 빵이 맛있는지 옆 사람 것까지 2개를 먹어 치웠다. 페릴리우는 배로도
한참을 가야했기에 배멀미가 날까봐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항상 처음 오
는 사이트는 설렘이 많다. 이곳도 소문으로 들었던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까지
설치기도 했다.
첫날 첫 번째로 블루홀로 향했다. 다시 한 번 환상적인 푸른빛을 보니 마음까지 몽환적이 되
는 것 같았다. 다시 한 번 풍광을 감상하고 서서히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배가
사르르하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참기는 했지만 점점 더 증상은 심각해져가고 심지어 구토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빵을 먹고 체했나? 아니면 배멀미 때문인가? 바닷물이 너무 차서 그러나 등등…. 몸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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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119를 치라는 삐삐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었다. 갑자기 온 푸른 바다
가 점점 노란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버디를 꾹꾹 찌르며 몸의 이상을 알렸다. 다행히 버디가
알아차리고 출수를 시작했다.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하며 화장실이 급한 것을 참고 또 참았다. 배
에 도착해서 잠시 섬에 내리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나의 인내심을 북돋았다.
어떻게 배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착하여 섬으로 배를 닿게 해달라고 하니 선장이 파도가
심해서 도저히 섬 근처로 배를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한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머릿속에서는 노랗다 못해 하얘지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이버가 탄 배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하랴. 체면이고 뭐고 나부터 살
고 봐야지. 슈트를 벗고 수영복차림으로 사다리에 매달렸다. 옷을 다 내릴 새도 없이 사건은 일
어나고 말았다. 버디는 열심히 핀으로 부유물을 배 저편으로 밀어 보냈지만 하필 배가 물이 흐
르는 방향으로 있어 버디가 부유물을 핀으로 휘저으면 다시 오고 휘저으면 다시 오고 하였다. 물
고기들은 웬 떡이냐 싶어 몰려들어왔고 지나가는 배에서는 이 광경을 보고 휘파람을 불고 박수
를 치며 나를 환호했다. 이 쪽팔림이란….
지나가는 배들마다 환호성을 하니 생각 같아서는 손이라도 흔들어 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
인지라 고개를 푹 숙이고 버디와 같이 핀으로 열심히 부유물을 밀어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계속하여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도 팔라우에 와서
물고기에게 보시를 한 것 같아 내심 쪽팔림에 상처를 입은 내게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한번의 행
사를 치른 후 잠시 쉬고 있었지만 배의 흔들림에 여지없이 속이 뒤집혀져 다시 한 번 고생을 했다.
사실 사람이 너무 급하면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내 생애 그렇게 아름다운 파아란 하늘과 에머
랄드빛 푸른 바다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된 날이기도 하다.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여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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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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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안내방송과 서비스

We welcome you aboard Asiana Airlines.
아시아나 항공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May I get in [through]?
좀 들어[지나]가도 될까요?

Can I change seats?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Please put your seat upright and fasten your seat belt.
의자를 바로 하시고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We'll be arriving in Cebu at 10 a.m. local time.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세부에 도착하겠습니다.

Excuse me, can I have a drink?
죄송하지만 음료수 좀 주세요.

Which would you like, beef or chicken?
소고기와 닭고기 중 어떤 것을 드릴까요?

I'll have the beef, please.
소고기로 주세요.

Do you have any aspirin?
아스피린 있나요?

We'll now begin our duty-free service.
면세품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Please fill out this entry card[customs declaration form].
이 입국 신고서[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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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 비행기의 객실
captain 기장
passenger 승객
in-flight 기내의
life jacket 구명조끼
oxygen mask 산소마스크
baggage compartment 수화물함
seat belt 안전벨트
fasten ~을 매다
lavatory 비행기의 화장실
occupied 사용중
vacant 비어있는
jet lag 시차 피로
airsickness 멀미
exit 비상구

Could I help you put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You can find it down the aisle.

머리 위 짐칸에 가방 넣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The lavatory over there is occupied now.

Yes, please. It’s so kind of you!

저쪽 화장실은 지금 사용 중이에요.

통로 끝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예, 부탁드려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Where can I find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다이빙 편
장비렌탈과 세팅

I'd like to rent a weight belt for two days.
웨이트 벨트를 이틀 동안 렌트하고 싶은데요.

Where can I reave the gear?
장비를 어디에 반납해야 하나요?

This one is too long(short).
이것은 너무 긴(짧은) 것 같은데요.

Do you have a smaller(bigger) one?
더 작은(큰) 것은 없습니까?

May I set up my gears now?
장비 세팅을 할까요?

Please change it to a full tank.
가득 채운 공기탱크로 바꿔주세요?

The O-ring of tank is missing.
탱크의 오-링이 없습니다.

It's hard to breath with this regulator.
이 호흡기는 공기흡입이 잘 안되는데요.

I'd like to know how much weight I should
wear.
내게 맞는 웨이트를 알고 싶어요.

I want to increase one more weight.
웨이트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How can I adjust this?
이것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What's the rate per day?
하루에 얼마입니까?

diving gears(equipments) 다이빙 장비
long-sleeved / short-sleeved 긴소매/짧은 소매
loose / tight 느슨한/ 쪼이는
my own gear 나의 개인 장비
extra 여분, 예비
change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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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해외 다이빙 투어를 갈 때 해당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영어가 서투른 다이버들
은 당황해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양식을 미리 눈여겨 봐두자. 각 국가마다 신고서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각 항목의 단어를 익혀두면 여타 다른 나라의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다.
본고에서는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필리핀과 팔라우를 예를 들어 보겠다.
•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개인당 1매, 세관신고서는 신고사항이 없어도 가족당 1매이다. 세관신고서는 입국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	팔라우는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가 두 장으로 겹쳐져 있다. 승무원이 나눠준 그대로 쓰면 앞장이 먹지로 인해 카피된다. 왼쪽 아래 노
란색 절취 부분은 갖고 있다가 출국시 제출해야 한다.
※ 물론 모든 사항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입국신고서

1 HONG

2 GIL DONG

3
4 05/12/1955
6 KOREAN

5 KOREA
7 INSTRUCTOR

8 huam-dong 123-1, Youngsan-gu, seoul
9 scubamedia resort
10 k123456

입국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

11 seoul

12 08/11/2012

13

12/09/01

1
2

14 홍길동

15 icn

3

16 pr467

2

1

1

4

세관신고사항 없을 시, “NO” 표시
1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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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 이름
남성, 여성 해당되는 곳에 체크
생년월일(월/일/년) 5 출생국가
국적
직업
한국주소 : 발음대로 "동" 까지 영문표기
머무는 호텔 이름 혹은 상세주소
여권번호
여권발행 장소
여권발급일(월/일/년)
방문목적에 표시
서명
출발 공항 : 인천 국제공항 - ICN
김해 국제공항 - PUS
편명 :
아침 출발 (인천 → 마닐라) : PR467
점심 출발 (인천 → 마닐라) : PR465
저녁 출발 (인천 → 마닐라) : PR469
저녁 출발 (부산 → 마닐라) : PR417
저녁 출발 (인천 → 세부) : PR489
저녁 출발 (인천 → 깔리보) : PR487

동남아 지역은 미화 400불이상 면세점 품목에
대해 과세부과할 수 있다. 또한 1인 $10,000이상
에 해당하는 현금 반입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홍길동

5 12/09/22
6

필리핀 도착일
여행목적 관광일 경우 " Tourism" 체크
3 동반가족 수
4 총 짐의 수량/수하물/기내용
5 귀국일자(필리핀에서 출국하는 날짜)를 기재
6 이 아래의 칸은 기재하지 않는다.
1

2

팔라우
입국신고서

세관/검역 신고서

1 hong

2 1

1
2 GIL DONG

3 1

4

3 k123456

4 korean

5 korea

6 25/12/30

7 korea

8 05/12/1955

9 INSTRUCTOR

10

11 pr467

12 5 days

13 scubamedia resort
14 1st, 2nd, 3rd, 4th, 5th, 6th
15

16 홍길동

17 09/21/12

5 홍길동

6

09/21/12

18 hong gil dong
19 pr467

20 09/21/12

21 k1234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성
이름
여권번호
국적
여권발행국가
여권만료일(월/일/년)
거주국가
생년월일(월/일/년)
직업
성별(남/녀)
항공편/편수
예상 체류일
숙박지
팔라우 방문횟수
방문목적 : 여행이 목적일 경우 'Tourist' 체크
서명
서명일자(월/일/년)
성명
입국항공편
입국일자(월/일/년)
여권번호

1
2
3
4

5
6

가져온 가방 개수는?
기내수화물 (핸드 캐리어 짐 개수)
화물 (보딩시 부친 짐 개수)
YES/NO 답변 항목
- 판매 목적의 제품
- 폭발성 및 무기류
- 조제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 면세 범위를 초과한 담배(담배 200개피) & 주류(1리터)
- USD 10,000 이상의 현금
- 과일, 채소, 식물 및 씨앗
- 육류, 어류 및 관련 음식류
- 곤충, 박테리아 등과 같은 미생물
서명
입국날짜(월/일/년)

■	세관통과시 주류 1리터와 담배 한 보루(200개피) 이상은 반
입 불가능하다. 세관원이 직접 짐을 풀어서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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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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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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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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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잠수의학
본지의 홈페이지(www.scubamedia.co.kr) 잠수위학 Q&A에 다이빙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강영천 박사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질문 : 미각 상실
(본질문은 지난 호에 이미 실렸던 질문이고 답변입니다만 – 추가적인 질문이 올라와서 다
시 게제함을 미리 밝힙니다 : 강영천)

1993년도부터 다이빙을 시작했고 1999년도에 다이빙 강사가 된 다이버입니다.
2010년 11월말 경부터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서 2개월가량 치료를 했는데 목
편도는 다 나았는데 계속해서 목이 이상하고 혀가 이상하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해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
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
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
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
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
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
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
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
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
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
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제합니다.

지니 선생님께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라고 권해서 뇌MRA, 목CT, 목MRA, 신
경과에서 근전도검사 일체를 했는데 판정 내릴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서 경희대 침방과에서 침을 맞았는데(아는 한의사 권유) 아무 효과가 없
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보면서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내과의사선생님께서 혹시 다이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
른다고 하시며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 다이빙과 관련이 있는 건지요?
참고로 말이 어눌한 것은 술 취한 사람이 말할 때랑 비슷하답니다,
혹은 풍 맞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바쁘신 분께 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

답변 : 챔버 치료
적어주신 증상은 뇌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CT/MRI에서 발견을 못했다
면 아마 언어중추 쪽에 미세한 손상이 온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이빙 내용을 전혀 안 적어주셔서 감압병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다이버나 다이빙 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압병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그러나 간혹 감압병에 의한 뇌동맥공기색전증은 CT/MRI에 나타나지 않는 작은 크기
의 뇌경색을 초래하고 적어주신 유사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가 될 만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였다면 이미 늦
은 감이 없지 않지만 챔버 치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사람 시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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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빠른 시일에 호전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신 질문
*월22일 질문 드린 아이디 **스윤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스포츠가
스쿠버인데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박사님
께 질문을 드린 후 한양대 병원에 4일간 입원을 해서 많은 비용
을 들여 정밀한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신경과 교수님의 말
씀은 혀로 전달되는 신경에 미세한 손상이 온 것 같다고 합니다.
기다려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아래
로 내려오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말씀하신 챔버 치료에 대하여 생각해 보다

그렇다면 다이빙을 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의 증상 (이미 미각을 잃
었다고 보면)을 더 악화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라면 무리해서라도 다이빙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가 서귀포병원에 챔버 치료를 한다고 해서 서귀포병원 신경과 챔
버 치료를 상의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3번을 치료하고 2주에 3번 정도 하면서 몇 달 했으면 해

질문 : 뇌출혈 ?

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몸에 이상이 오면 다이빙은 하지 말아
야지 무슨 다이빙이냐라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
니다.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저희 회원이 다이빙을 배우는 도중 이틀째 풀장교육을 마치

만은 유일한 즐거움인데 먼저 번에 말씀드린 데로 어릴 때 소아

고 맨몸으로 5M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한 후 4M 정도 내려갔다

마비 때문에 좌측 다리가 불편해서 물에서 하는 운동을 빼고는

올라왔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참고로 혀에 이상이 오고 3월에 필리핀에서 휴양하면 좋아질
까 하여 다이빙을 많이 했습니다. 한 50탱크 정도 했습니다. 그

그런 후 풀장을 나온 후 머리가 아프다며 다음날 병원에 가서
다이빙을 배우다 머리가 아프다며 말을 한 후 검사를 하니 머리
혈관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합니다.

리고 국내에서도 4~6월까지 10탱크 정도 하고요. 제가 느낄 때

그런 후 약을 복용하고 일을 다니다 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는 다이빙을 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박사님의 의

며 신경외과에 가서 입원을 하고 산소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습

견을 듣고 싶네요.(제주병원 신경과 과장님은 상의를 했는데 무

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풀장에서 잠수병이 걸린 것이니 입원 후

리는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데)

치료를 하라고 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위에서 다이빙을 한다고 많
은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은 충고를 하셔서 귀찮을 정도입니다.
이런 질문 박사님께 부담되는 질문은 아닐지 죄송스럽네요.

이분이 정말 잠수병이 걸린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외과 의사 분이 맨몸으로 3M에서도 잠수병이 걸리고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잠수를 하지 말라 하셔서 의문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 다이빙 가능합니다.
여전히 다이빙 프로필에 대한 답변이 없으십니다만, 신경과 관련되는
질환은 많은 경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뇌
 출혈

제주에서 챔버 치료를 했다고 하시고, 또 앞으로 2주 동안 3번정도

적어주신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치료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치료 프로토콜이 왠지 어색합

나이/성별/의료진술을 받으셨는지 - 받으셨다면 고혈압 병력이 있

니다.

으신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다이빙 프로필이 많이 나빴다면 -

우선 수영장에서 3M나 4M에서 다이빙해도 감압병이 올 수 있다는

그래서 감압병이 의심된다면 – 챔버 치료를 시도해보자고 한 것이고,

것은 표현이나 서술 혹은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개

현재 느끼시는 증상은 아무래도 신경의 손상(원인 미상) 이나 질환으

연성이 큽니다. 감압병이 오기에는 수심이나 시간이 너무 얕고 짧기

로 미각을 잃으시고 혀의 운동 기능이 약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그 수심에서도 숨 참기(기도를 열지 않고) 수면
상승을 하는 경우 폐포의 과다팽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2012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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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수영장 폐팽창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는 불과 3미터 정도에서 였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폐팽창 사고를 감압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DAN 정도이고) 폐팽창 사고는 그 나름 별도의 분류를 하고 이에 속
하는 것으로 피하기종/폐기종/종격동기종/동맥공기색전증 등이 있습
니다만, 뇌출혈은 이에 속하지도 않고 실제 이분이 뇌출혈이 왔다면
다이빙과 관련지을 것 없이 자발적 뇌출혈 즉 중풍이 온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분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뇌 속에 출혈이 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약물과 휴식 등으로 출혈된 혈액이 흡수되어 다시 건강한

질문 : 상승 시 어지러음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작년 1월에 강사가 된 새내기 입니다. 항상 박사님의 정
보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영장에서 교육할 때나 바다에서 다이빙을
한 후 상승 중에 어지러움이 가끔 발생됩니다.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입니다. 급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렇지만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하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른 상승은 안 되겠지만 교육 중에 회원을 붙잡고 상승하다 보
면 페이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어지럼증이 아주 심
합니다.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뇌출혈이 재발되는 경향이

핑 도는 듯한 느낌입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수중 유영 중에

흔히 있기 때문에 다시 잠수를 하는 것은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는 전혀 못 느낍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빙빙 도는 듯한 느

서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분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낌이고 그래서 방향감각을 잃곤 합니다.
회원을 잡고 상승할 때 간혹 발생되어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46세 여자분이십니다. 병력은 모르겠고 의
료 진술도 받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경기 시흥 소재 센트*병원 신경1내과 정**과장님(척추신경외

물 밖에 나오면 어지럼증은 사라집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날에
는 반드시 귀속에 물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를 주먹으로 치면 머리속에서 퉁퉁 소리가 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과전문의) 진료 중이시며, 입원 1주일됐습니다.
이분 풀장 오셨을 시 왼쪽 눈에 혈관이 터져서 다음에 하실
것을 권하였으나, 고집을 피우시더니, 혹 이것과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니 MRI 찍은 후 왼쪽머리 혈관에 실핏
줄이 터졌다고만 한 후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였다 했습니다.

답변 : Caloric Test ???
워낙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다이빙이라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만.

그 후 2주정도 괜찮다가 1주일 전에 다시 머리가 아프다며 처

Carolic Test란 것이 있습니다 - 귓속에 찬물을 뿌려 넣으면서 현

음 병원과 다른 현재 이곳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의

기증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안진)것을 전기적

처음질문에 다이빙하고 나오니 머리가 아팠다고 하자 잠수병이

으로 측정합니다. 어쩌면 어떤 이유로 상승 중 차가운 물이 외이도로

니 입원하라고 하고 산소 호흡기만 끼고 있습니다.

보다 많이 솟아져 들어가면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것도 같습

난감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니다. 또 한 가지 - 상승 중 중이와 외이(특히 타이트한 후드를 쓴 경

25일 현재 CT. MRA결과는 알려주지 않고 왼쪽 머리에 두통

우라면)의 팽창하는 공기가 내이를 자극하여 현기증을 야기할 수도

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니까 증상이 무엇이냐? 어떠냐 물으니
갑자기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이 왜
이제 고압산소 치료냐고 하며 싸우고 퇴원하셨습니다. 어디 가
서 치료를 해야 할지요. 의료진술 안 받았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DAN의 문헌을 뒤져보고 새로운 지견이 나타나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다이빙 활동을 기원하면서….

답변사항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박사님 어디 병원이냐고 가겠
다고 알려달라는데 제가 전혀 몰라서 답변 못했으며 알려주시면
전해주고 아니면 병원 추천이라도 해주시면 보내 보려구요.(죄송

질문 : 이명과 다이빙

합니다)
7월 1일 의사분이 고압산소 치료받으라고 하셔서 박사님 의견

얼마 전부터 오른쪽 귀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여 이비인후

보여드리며 제가 다른 치료를 권했으나 굳이 수원 아주대 병원

과를 찾았으며, 약 처방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큰 차도는 없는 것

으로 가셨다 오셔서 금일 전화 오셔서 잠수병이 아니라고 하며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저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박사님 의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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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나 다른 것에 신경 쓸 땐 잘 모르겠으나, 조용하거나
피곤할 때 오른쪽 귀에 초음파 소리처럼 긴 소리가 이어지고 있

으며, 자꾸 의식이 갑니다.
머리가 멍 한 느낌도 들면서 좀 불편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다이빙과 이명의 관계가
무엇이며 다이빙 시 영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치료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치료하면서 계속 다이빙 !!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 이명현상은 가장 흔한 것이
청력이 약화할 때 부수되는 증상입니다. 이명이 다이빙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이빙을 한다고 이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질문자가 올려준 사진

이명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이명의 증상도를 완
화하면서 청력 약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 악화 혹은 약화

야기하여 손톱으로 긁어대면서 2차감염으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

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헤드

이차감염 자체가 더욱 악화되어 아주 장기간 고생하는 경우도 종종

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소리가 반복되는 공장이나 매우 높

있습니다.

은 소리(총소리 대포소리 스쿠바 탱크의 공기 빠지는 소리 등)에 노출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다이빙은 -- 마음 편하게 즐기셔도 좋을 듯합니다.

산호에 처음 손상을 받았을 때는 구할 수 있다면 알코올로 씻어주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지르면 독을 더 퍼트릴 수 있으므로 세척해서 씻어주는 것이 좋
습니다.
부신 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면 알레

질문 : 산호에 찔린 상처

르기도 숙지면서 소양감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손톱으로 문지르는
것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엇 그제 세부 막탄 블루홀 포인트(마리곤돈옆) 월에서 수중
촬영을 하다가 월 벽에 있던 산호(추정)가 목을 감싸서 어렵사
리 떼어 냈는데 당시 목이 많이 쓰렸습니다. 무엇인지는 어두워
서 정확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2차감염을 방지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복용도 필요합
니다.
산호에 의한 피부 손상 - 열대지방 다이빙의 가장 큰 복병 중의 하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날 목이 벌겋게 많이 부어오르고, 그 다음날도 역시 또
그렇고 해서 오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피부과를 찾아 가서
치료를 받으려니 정확하게 처방을 못 내리고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산호도 독성이 있어서 독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니 추가해서 주사 처방을 해 주더군요. 요즘 피부과는 예전과
는 다르게 보톡스니 비만 치료 쪽으로 성향이 바뀌어서 인지 제
대로 이런 치료 처방을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글을 올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려봅니다.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답변 : 산호에 찔린 상처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진료하는 일반 피부과
에서 산호에 의한 피부 손상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피부과
교과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평소 진료 환경에서 산호에 의한 손
상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산호 손상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산호 폴립에 상존하는 독성 물질에 의한 피부 중독(일종의 화상)이
있고 이로 인한 2차감염이 생기면서 복잡한 피부병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산호 독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이고 이 역시 소양감을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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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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배우기 전에 하는

의학적 검사
Medical Examinations for Divers

글 / 사진 편집부

다이빙이라는 상황은 좀 더 특이한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스포츠와는 상당히 다른 의
학적 표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이빙 전문의는 가끔 다이
버 지망생에게 다이빙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거나 충
고를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충고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체
력이 매우 뛰어나며,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은 자신이 다이빙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판정을 받은
것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다이빙 생리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다이버가 체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폐낭종(lung
cysts)이나 천식(asthma)을 갖고 있다면 자칫하면 사망사고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의학적 신체검사를 할 때 다이빙 전문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략 10% 정도가 의학적인 원인
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10~15% 정도가 안전을 위해 다이
빙 전문의로부터 제한사항이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리적 조건 PSYCHOLOGY
가장 이상적인 다이버의 심리적 조건이라면 007 영화에 나
오는 제임스 본드처럼 스트레스 하에서도 냉정하면서도 침
착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압박에도 잘 견디며, 불안해하
지 않고, 적절하게 위험을 무시할 줄 알며, 약간 과체중이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 일 것이다.
의학적 검사를 해보면, 심리적인 안정성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과거 스포츠 경력이나 직업으로부터 조금
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강사가 다이빙
훈련 중에 다이버의 정신적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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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AGE
자료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다이빙에 입
문할 사람의 나이는 18세에서 35살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
다. 다이버의 나이가 45살이 넘으면, 특히 조심해야 할 심장병
위험에 대한 특별한 의학적 검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만 가능하다. 16살 이전에 다이빙을 시작할 때에는 매우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키는 보통 성인보다

폐질환이 있으면 잠수를 할 수 없다.
다이버는 정상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폐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폐 압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포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좋아야 한다.
폐는 급상승 때 갑작스런 용적의 변화에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작고, 근력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다이빙을 배울 때에는 경험이 풍

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병력이나 가족력, 간단한 의학적 검

부한 성인 다이버와 버디 라인(buddy line)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예 : 청진), 생화학적 검사나 심전도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것이 좋다. 경험이 많은 버디 다이버는 자신의 버디인 청소년 다

혈압은 정상이어야 한다.

이버를 통제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경험이 많더라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려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잠수의학 전문가들은 15~16세 이하

비만 OBESITY

의 청소년에게는 쉽게 다이빙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
만 이들은 다이빙 강사로부터 매우 엄격하고 통제가 잘 된 상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감압병에 잘 걸리고 신체적

하에서 “제한된 잠수경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으로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비만이
더라도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다이빙 시간보다 좀 더 짧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잠수할 수

직업 OCCUPATION

있을 것이다.

비행기 조종사, 항공기 승무원들은 다이빙 후에 비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음악가, 초음파 작동자(sonar operator), 심장 전

폐 (허파) LUNGS

문의 그리고 뛰어난 청력이 직업에 바탕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이
빙으로 인한 압력손상의 가능성과 위험을 알려 주어야 한다.

폐질환이 있으면 잠수를 할 수 없다. 다이버는 정상적으로 적당
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폐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폐
압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포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

약물 MEDICATION

의 흐름이 좋아야 한다. 폐는 급상승 때 갑작스런 용적의 변화에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천식, 만성 기관

약물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그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지염, 기관지확장증, 섬유화, 낭종, 자발적 기흉, 폐 외상이나 흉

약 때문에도 다이빙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

곽 수술의 과거력이 있다면 잠수에 부적합하다.

하여야 한다. 진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당뇨
병 치료제(혈당 강하제), 스테로이드, 항고혈압제, 간질 치료제,

의사들은 다이버들에게 심호흡을 시켜서 가슴을 청진기로 진찰

알코올 그리고 마리화나와 같은 환각성 약물들은 다이버들에게

해 보면 국소적으로 기도가 막혀 있는 경우를 알아낼 수 있다.

위험이 될 수 있다.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잠수에 나쁜 영향을 주

이렇게 기관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면, 이것이 폐 파열로

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반드시 약물의 주의 사항을 잘 보고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과거 병력이나 흉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실험적인 증거에 의하면 많은 약물들이

부 X-선 사진, 그리고 폐 기능 검사(exploratory spirometery :

매우 깊은 수심에서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 뇌에 예상치 않았던

호식 폐활량계)를 사용한다.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귀, 코 그리고 목구멍 EAR, NOSE AND THROAT
심장 HEART
귀, 코, 목구멍과 부비동은 다이빙과 관련된 병과 대부분이 한계
대부분의 심장병이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

가 있다. 감기와 같은 급성 질환이 있으면 잠수를 할 수 없다. 만

한 다이빙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

성 또는 재발성 알레르기의 과거 병력이나 고초열(hay fever,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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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라고 함)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시술은 각막을 각
막의 곡면을 따라 햇살이 비치는 모양으로 방사상으로 절제하
는 것이다. 잘라낸 각막부위의 외부의 압력감소나 충격에 약해
져서 파열될 소지를 안고 있다. 안면마스크 압착증(face mask
squeeze)이 생기면, 안구가 파열될 수 있다. 이 수술을 받은 사
람은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색맹 여부는 전문적인 다이버를 제외하고는 다이빙을 하는데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전문 다이버일 경우에는 흔히 실린더
나 와이어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폭발선을 구분하지 못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종의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흔히 축농증이라고 함), 편도선

뇌 BRAIN

염, 또는 치아가 썩어 있다면 특별한 검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병이 있을 경우 다이빙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코

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이빙에 관련된 질환(예 : 공기색

안에 중격이 굽어져 있으면 부비동의 입구가 막히기 쉽다. 이와

전증, 감압병)의 진단과 치료에 혼돈을 야기하거나 다른 합병증

같은 경우, 부비동이나 귀에 압력손상이 잘 올 수 있다.

을 일으킬 수 있다. 비록 약물로 잘 조절되는 간질환자

귀는 아주 자세하게 검사해야 한다. 귀의 바깥쪽은 염증이 없어

(epileptics)일지라도, 작은 간질 발작이 수중에서 생긴다면 사망

야 하고, 귀지에 의해 외이도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고막은

할 수도 있으므로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쿠버 다이빙

발살바법(Valsalva)이나 다른 평형법을 시행할 때 잘 움직이는

중에 산소 분압이 증가하여 간질 발작을 더 잘 악화시킬 수 있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 고막이 천공된 경력이 있으면

다. 이와 같은 간질 발작은 저산소증, 과호흡(hyperventilation),

그 부분이 약하다. 귀를 검사하는 의사는 압력평형을 이룰 때

감각손실(sensory deprivation) 등이 있을 때 더 잘 유발된다.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많은 다이버들이 처음 경험한 발작의 대부분이 수중에서 일어

청기능 검사(순음 청력검사)는 8,000HZ까지 검사해야 한다. 의

난 것이다.

미 있는 청력 손실이 있을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귀에 압력손상

편두통은 흔히 잠수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다. 예전에는 그렇게

을 받게 되면 더욱 심각한 청력손실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하지 않았더라도 다이빙 중에 너무 심한 통증으로 수중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재압 치료 중에도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평형기관의 장애도 같이 온다. 이러

더 악화될 수 있다. 만약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안전을 위해 잠

한 평형감각의 장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사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필요할 때도 있다. 수중에서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평형기관의 기능 이상을 검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인 상태 GENERAL CONDITIONS
눈 EYES

당뇨병이나, 심한 신장 질환 또는 간 질환과 같은 병이 있을 때
도 잠수의 위험은 증가된다. 근육, 뼈 그리고 관절에 병이나 장애

다이버가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 표면에서 멀리

가 있으면 감압병에 잘 걸릴 수 있고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

떨어져 있을 때 다른 다이버나 다이빙 보트를 찾기 위해서 매우

다. 피로도 마찬가지로 더 감압병에 잘 걸리도록 한다. 전문 직

중요하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다이버는 항상 잠수하기 전에 자

업 다이버나 흔히 감압 잠수를 하는 사람들은 장골(긴뼈)의 X

신의 마스크에 교정 렌즈를 이용하여 시력을 보강해 줘야 한다.

선 사진을 혹시 생길지도 모를 뼈의 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

콘텍트 렌즈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해, 그리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찍어 둘 필요가 있다. 레크

필요하다. 하드 렌즈는 렌즈와 각막사이에 공기가 갇히면 압력

리에이션 다이버들은 이압성 골괴사(dysbaric osteonecrosis)의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 렌즈는 이러한 문제는 없으나 특

위험이 낮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찍을 필요는

히 마스크를 끼고 벗을 때 잃어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소프트

없다. 멀미(motion sickness)에 대한 병력 청취는 매우 중요한데,

렌즈를 끼고 다이빙을 할 때는 수중에서나 수표면에서 마스크

왜냐하면 멀미는 안전한 다이빙의 위험 요인이 되고, 구토를 할

를 벗을 때 눈을 감고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수 전문의나 의사의 권고에 따라야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흔히 하는 방사상 각막절제술(흔히 라식

하며 치료약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안전하게 잠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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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흡연은 체력을 약하게 하며 폐, 부비동 그리고 귀의 압력손상을
잘 유발시킨다.
임신이 다이빙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체력 PHYSICAL FITNESS
이것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근력이나 속도와 같은 것을 말한
다. 근력, 폐-순환계의 능력이 더 포함된다. 다이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운동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합리적인 표준으로 흔히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5분 내에
200m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조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다이버들은 적어도 4
분 내에 200m 수영이 가능해야 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다이빙
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안전에 위해 되는 질병이 없다는
의미이다. ‘신체적으로 적합하다(혹은 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바로 ‘의학적으로 볼 때 다이빙하기에 적합하다’는 것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어리지만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성숙한
청소년이 다이빙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 잠수 전문의들이 판단
을 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에 흔치않게 직면하게 된다.
[참고문헌]
1.	Carl Edmonds, Bart McKenzie, Robert Thomas “Diving Medicine for
Scuba Divers” JL Publications, 1992
2.	김희덕, 김동원, 김찬 역,“스쿠버 다이버가 꼭 알아야 할 잠수의학“, 정담,
2005
*	참고 : 본 칼럼은 소유권을 가진 도서출판 정담(대표 : 김정찬)의 허락하에
참고문헌의 내용중에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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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큰 고등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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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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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 개체 (1~8일)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10~17일)

IANTD 실린더 검사관 및 기체블랜더 강습(한국해양대학교)

제주도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19~21일)
IANTD 실린더 검사관 및 기체블랜더 강습(서울)

ERDI 과정 - 공군 항공 구조대 (29~11/2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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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프리다이빙 교재 출시 예정

DEMA SHOW (14~17일)
CMAS 차기 강사교육 (15~23일)

격월간

기획기사

(주)대웅슈트/마레스의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마스크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마스크
'검정색'과 '시력보정용 돗수렌즈'가 입고되었습니다.
'빨강, 화이트 블루, 파랑, 화이트 핑크, 화이트' 색상과 더불어 검정색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마스크 돗수렌즈 ]

[ X-VU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마스크 ]

- 유럽에서 생산된 최고 등급의 렌즈

- 리퀴드스킨 스커트의 편안함

- 근시 : -1.0 ~ -6.0 (0.5 단위)

- 코 주변의 소프트 실리콘은 충격방지 범퍼 역할

- 원시 : +1.5 ~ +3.0 (0.5 단위)

- 두 가지 실리콘의 스트랩
- 2버튼식 버클의 편리함

■ 소비자가격 : 11만원 (한쌍)

- 한국형 마스크
■ 색상 : 빨강, 화이트 블루, 파랑,
화이트 핑크, 화이트, 검정
■ 소비자가격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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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의 장비 체험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실스쿠버풀과 인근의 레스토랑에 2012 마레스 신
제품 및 대표제품 체험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한꺼번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신
제품이 출시된 마레스에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신상품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진
행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본인들이 체험하고 싶은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참가하였던 만큼 장
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쏟아냈으며, 체험 후에도 장비들의 장단점에 대해 진솔하게 밝
힘으로써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마련하게 해주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마레스의 아이
콘 HD 에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하이브리드 BC의 개방감과 에어트림 테크닉의 편리함, 또한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X-VU 썬라이즈와 i3썬라이즈 마스크의 착용감, X-스트림 오리발의 디자인
과 효율성 등에 주안을 두고 테스트를 해보았다.
장비 체험은 A형 B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A형 :	카본52 호흡기, 하이브리드 BCD, 아이콘HD AIR 다이브 컴퓨터, 미션1P 게이지, X-VU 썬라이즈 마스크,
X-Stream 핀. 번지스트랩
B형 :	인스팅트52 호흡기, 드래곤 AT BCD,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 미션1P 게이지, i3 썬라이즈 마스크, X-Stream 핀,
번지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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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체험 후기 ❶

체험자/백창훈(LG CNS)

1. 레귤레이터 : 인스팅트52
저는 인스팅트 52를 사용했었는데 일단 보통의
장비(렌탈)들에 비해 1단계나 호흡기가 훨씬 작은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디자인도 신뢰감이 있게 생
겼구요. 렌탈 장비 중 숨 쉬는게 조금 힘들다는 느
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아주 쾌
적하게 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등에 이동시에 휴대하기 간편하고 짧은 호수
때문에 장비 다루기도 좋은 것 같아서 레귤레이터
를 구매한다면 꼭 순위에 두고 싶은 장비였습니다.
2. BC : 드래곤 AT BCD
드래곤 에어트림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체험 대
상이 아니었다가 급히 투입(?)되느라 S사이즈를 입
었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어트림 방식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딱 정해진 위치에 에어트림이 있어서 한두 번 적응되니 편하게 작동
이 가능했습니다. 단, 뒤집힌 자세를 제외하고는 어느 자세에든 공기가 빠진다고 했는데 수평자세에서 잘 안
빠져서 몸을 세우니 잘 빠지더군요. 몇번 더 해봤는데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빠지는 자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마스크와 핀 : 마레스X-비전 리퀴드 스킨, X-Stream 핀
기존 마스크가 오늘 사용한 마스크와 유사한 마레스X-비전 리퀴드 스킨이라는 마스크인데 해외에서 구매
하다 보니 얼굴에 잘 안 맞아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마스크는 동양인 얼굴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핀은 중간에 제가 쓰는 GULL MEW 뮤핀으로 바꿔가면서 비교를 했는데, 성능은 좋은데 핀질하는 맛이 안
난다? 라는 역시 체험과는 상관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핀으로 바꾼 후 속도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핀질하는 느낌이 확 들어서 역시 이게 핀질이지… 라
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마레스 핀이 부담이 없고 체력소모도 적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적응
이 된다면 정말 좋은 핀인 것 같습니다. 무게도 가벼워 해외용으로 가져가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 컴퓨터
다양한 기능도 좋았고 유영 중 프로파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기능을 알
기에는 수영장이 좀 작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흰색은 이쁘기도 했구요. 충전식이라는 부분
도 배터리 교체 등의 추가적인 비용 및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마레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장비를 풀셋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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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체험 후기 ❷

체험자/류경훈

지난 7월 15일 저희 아라다솜(LG CNS 스쿠버 인포멀 클
럽) 수영장 정기모임에서는 마레스 장비 체험행사가 있었
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레스 코리아 우대혁 사장님과 이성호
과장님 등 직원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시
고 장비설명도 세미나 형태로 상세히 해주시고 체험다이빙
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우사장님께서 한 시간여 동안 장비별로 동영상을
보여주시며 일일이 설명해주신 장비별 작동원리와 특장점
은 무척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우매한 제가 작동원
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해주신 우사장님과 마레스 코리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이빙 공력이 짧아 전문적인 식견이 모자라는 관
계로 각 장비를 사용해본 느낌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체험
후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레귤레이터 : Carbon 52(?)
제가 호흡기만 빼고는 장비를 다 구비했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공기소모량이 많아서 가장 관심
이 가는 장비였습니다. 일단 외형이 컴팩트하고 디자인이 미려하여 첫눈에 기분이 좋아지는 장비
였습니다. 당연히 랜탈 장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요. 오히려 평소와 달리 너무 가볍고 컴
팩트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드는 이질감은 있었는데, 아마도 자기 장비로 익숙해지면 당연히 없어
질 기우에 불과하겠지요.
물속에서 호흡할 때의 느낌은, 매번의 제 호흡 시도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공기도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러다 공기소모량이 많아지는게 아닐까 하는 걱
정이 들 정도로. 하지만 장비설명때 우사장님께서 그런 걱정은 말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Deep이나 극한상황에서도 호흡을 함에 있어 낮은 물속에서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기
능하도록 작동할 뿐이지 공기량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다이빙 내내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던 입도 다른 때에 비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호흡을 쉽고 편하게 하게 해주기에 다이버의 긴장도를 덜어
주어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라 생각됩니다.
2. BC : Hybrid
Hybrid는 기존에 많이 사용해본 조끼형 BCD와는 형태는 유사하면
서도 많은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부피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이동시
휴대성 용이하고,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인해 다이빙 시 허리를 편안하
게 해주었고, 구조 프레임과 공기주머니가 분리된 구조로 인해 인체에
밀착된 착용이 가능하며, 공기를 최대치 넣어도 몸에 압박을 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가 짧아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신체 뒷편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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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조끼형이라 수직으로 위치하면 균형이 잘 유지된다
고 했는데 오히려 앞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3. 컴퓨터 : Icon HD
이번 장비체험의 백미는 당연히 Icon HD 컴퓨터였습니다. 제
가 경제적인 문제로 시계형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Full
Color로 디스플레이되는 대형 LCD 판넬에 온갖 첨단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구나 생전 처음 트랜스미터도 장착되어 무선으로 연결된
상태라 더더욱….
제한된 환경이라 보유한 모든 기능을 전부 경험해 볼 수도 없
었지만,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세세히 구비되어 있었

지만 타 장비와는 달리 마스크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불편함을
많이 느껴 단점 위주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고, 디지털정보 모드, 프로파일 모드, 컴퍼스 모드 등 각 모드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기면 스트랩이 쑥 풀려나와 마스크

로의 전환도 빨랐으며, 제공되는 정보도 이해하기 편할 뿐만 아

가 탈착됩니다. 원래는 또 다른 편의 용도로 만들었겠지만 적응

니라 가독성도 뛰어났습니다.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주 재부

짧은 다이빙 지식이긴 하지만, 장비 설명과 체험에 의하면 기
능면에서 다이빙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최첨단
의 컴퓨터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스크 부착 시 얼굴에 닿는 면의 재질이 너무 부드럽다보니
입주위의 마스크 아랫면이 접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굳이 단점으로 꼽자면 외관 디자인이 투박하고 단순해 보인

이럴 경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기에 계속 물빼기를 하는 것

다는 겁니다. 고가의 전문가용 기기의 격에 맞게 세련되고 첨단

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다시 장착하

스러운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해도 외관 때문에 결정을 망설일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과 일본인 얼굴에 맞게 제작한 제품이라고 했
는데, 왠지 코집만큼은 서양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퀄라
이징 시 재질은 부드러웠지만 코를 잡기 위해 깊숙히 손가락을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코집에 물이 차면 많은 양이 고이기도
했고요.
5. 핀 : X-Stream
체험행사 전부터 특이한 모양새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제품
인데, 아니나 다를까 2010년에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한 디자
인 명품이었더군요. 무게도 아주 가벼웠습니다. 하여튼 저는 유
려한 모양새에 일단 기본점수를 듬뿍 주고 체험을 시작했습니
다.
장비설명 때 많은 내용이 플로터킥 위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
여 내재된 기능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해본 플로터킥은

4. 마스크 : X-VU Liquid Skin Sunrise

아주 부드럽고 생각보다는 진행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이버들과는 달리, 저는 프로그킥에 있어서는

이 X-VU 마스크는 얼굴부착면 소재가 이중 재질로 구성되
어 있어 착용의 편리함과 조류로 부터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랩도 이중 재질인데 머리카락이 긴 여성 다이버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코집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퀄라이징 할 때 편안하게 코를
잡을 수 있는 등 다시 한번 재질의 우수성을 실감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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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물을 차는 순간에 물의 저항으로 인해 핀 중간이
심하게 꺾어져서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도 제가 제트핀에 익숙해져 있고, 제 프로그킥에 문제가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은 스킨다이빙에 사용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6. 전반적인 느낌
이번 체험은 수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다보니 마레스 장
비가 보유한 기능과 특장점을 세세히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
지만 장비의 작동 원리(호흡기, BCD, Fin)나 과학적인 근거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체험
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험 할 수 있게 된 기회였습니다.
특히, 마레스의 과학적인 원리나 데이터를 이용한 보다 안전한 신제품, 신기능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다이버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객과 시장은 항상 정직합니다. 모든 다이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장비를 지속적으
로 개발하시여 시장을 선도하는 장수기업으로 영속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사장님과 마레스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비체험 후기 ❸

체험자/이영근(LG CNS)

1월 이후로 반년만에 참여한 정모라 좀 낮선 감이 있었죠.
잠실 풀장도 정말 오랫만에 찾았는데 내부 공사를 했는지 다이빙대 앞에 샤워기도 설
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넓어졌네요. 도착하니 회장님과 이번에 처음 뵙게 된 조현일 대리
님, 정진이 대리님이 계시더군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이젠 저도 올드보이가
되어 버린 것 같네요.
이번 정모 멤버 중 그나마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했던 사람은 종식대리 정도?
아무튼 새로운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레스 코리아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마레스 코
리아 임직원 분들 휴일에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
으셨네요.
장비 셋팅부터 해체는 우리가 신경 안써도 되
는 일명 황제 다이빙(?)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이 좀 아쉽긴 하죠. 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셋팅
을 했으면 장비 특성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마레스 근속 기간이 최하 7년이랍니
다. 부럽네요.^^
교육실에 있었던 장비들입니다. A형, B형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BCD입니다. 직접 조작을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제 이름표가 붙어 있는 장비입니다(왠지 뿌듯
~). 전 B형 장비를 사용했죠.
제가 썼던 장비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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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 i3 썬라이즈

3. 핀 : X-Stream

공기 공간이 적어서 물빼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코로 숨을

요즘 핀에 관절을 만들어서 추진력을 높이는 것들이 나오고

한번 흥~ 내뱉으면 바로 물이 빠지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 대

있더군요.

신 얼굴과 마스크 렌즈가 가까워서 김이 자주 서리는 바람에

스쿠바프로 씨윙 노바 핀, 아쿠아렁 슬링샷 핀 같은 것들입니

물 넣고 빼느라 정신없었네요. 이건 공기 공간이 적은 프레임리

다. 이 핀도 작년에 올림픽 공원에서 본 기억이 있었죠. 왠지 물

스 마스크에도 있는 문제이니 제품만의 단점이라 할 수 없지요.

고기 지느러미 같은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눈길이 갔었습니다.

3안식이라 측면이 잘 보이는 점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날 강

다른 분들 옷 갈아 입으실 때 먼저 나와서 핀을 신고 잠깐

습생으로 가득한 다이빙 풀 안에서 시야가 잘 확보되니 사람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면에서 스노클

들을 피해 다니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링 하는데 쭉쭉 나가더군요.

마스크 스커트 이마 부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있더군요.

시간이 부족해서 스킨다이빙은 오래하지 못했지만 스킨다이

혹시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백산 과장님

빙 할 때도 나름 괜찮은 성능을 발휘했었죠. 스쿠버 다이빙을

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플러터킥을 해 보니 제가 쓰는 만티스핀보다 잘 나간다

역시 서양인들 얼굴 구조에 맞춰서 그런지 노즈 포켓(코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동양인 얼굴 구조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는 하나 제가 코가 작은 편이라 이퀄라이징 하는데 코가 안잡
혔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노즈 포켓 속에 물이 고이다보니 가끔 콧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더군요.

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볍고 일반 플라스틱 핀보다 물을 미는
힘이 강하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우리 회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킥을 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군요.
제가 고무핀에 익숙하다보니 플라스틱 핀 특유의 물을 모았
다가 미는 느낌이 약하고 허공에 헛발질하는 기분이었구요 특
히 Backward 킥은 잘 안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플라스틱 핀보
다는 프로그킥을 할 때 힘이 좋습니다. 다이빙 마치고 나서 핀
을 벗을 때 포켓에서발이 쉽게 쑥쑥 잘 빠지더군요. 보통 다이

2. BCD : 드래곤 에어트림

빙을 마치고 지친 상태에서 보트에 오를 때 포켓에서 발이 안
빠지면 매우 힘이 드는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체험 행사 전부터 하이브리드 BCD를 써봤으면 했었는데 좀
아쉬웠죠.

포켓에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건 경량화 측면에서도 좋
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 대신 새로운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

험하게 다룰 경우 내구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가네요. 경록씨

실 전혀 새로운 기능은 아닙니다. 아쿠아렁 BCD에도 i3 라는

가 지적했듯이 초보자들이 이 핀을 착용한 상태에서 바닥에

비슷한 기능이 있으니까요. 장점은 공기를 빼기 위해 인플레이

닿을 때 꺾이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터 호스를 잡고 위로 안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트림 자세에서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중성부력을

BCD의 공기를 빼기 위해 일부러 몸을 세우거나 허리 부분의

확보하거나 트림 자세로 하강하는게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고

덤프밸브를 잡아당길 필요가 없이 에어트림 시스템을 조작하기

무핀을 쓰시던 분들이 이 핀을 쓰시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

만 하면 공기가 잘 빠집니다.

니다. 가격만 싸면 해외 투어용으로 추천 할만한데 가격이 제트

그 대신 장비를 착용할 때 에어트림과 호흡기 1단계를 연결

핀 보다 쎄네요. (물론 레보핀 보다는 싸지요.)

한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가 팔에 걸리더군요. 아쿠아렁 i3처럼
아예 BCD 포켓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몸에 착 붙

4. 핀 : 번지스트랩

어서 따로 놀지 않았구요. 트림 자세 잡는게 상당히 편했습니
다. 물론 드래곤 BCD 자체가 풀 자켓 방식으로 뒤쪽에도 공기
가 들어가는 구조라 그럴 수 있겠군요.

X-Stream 핀에 장착되어 있던 고무 또는 실리콘 재질의 스
트랩입니다.

사실 BCD에 있는 공기를 전부 뺀 상태에서 다이빙을 했기

일단 가볍고 발을 포켓에 넣은 다음 당겨서 뒷꿈치에 끼우기

때문에 에어트림 시스템을 통해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일이 별

만 하면 되니 핀을 신는게 한결 수월합니다. 내구성은 좀 의문

로 없었습니다. 참! 이번 BCD들은 전부 통합웨이트 시스템들이

이네요. 스프링 스트랩만큼 내구성이 보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빠졌습니다. 필요없어서 일부러 뺀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죠.

다이빙하다 끊어지면 대박이죠. 그렇다고 예비 스트랩을 사기

BCD에 공기가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는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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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5. 컴퓨터 : 매트릭스
물 밖에서 이것저것 눌러봤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다른건 몰라도 내가 탄 수심을 그
래프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은 정말 좋더군요. 제가 쓰는 스쿠바프로 엑스텐더에는
없는 기능이죠. (아라다솜의 대세인 순토 D4i에는 있나요?)
자세한 기능은 다른 분께 패스~
6. 레귤레이터 - 인스팅트 52
외형을 보면 일단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할 듯 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여성
다이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아
서 놀랬죠. 인스팅트 52 호흡기하고 하이브리드 BCD 조합이 해외 투어용으로 괜찮겠네
요. 호스 각도가 기울어져 있고 호스가 짧아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좋더군요. 강한 조류
를 만나거나 누가 툭 쳐서 물고 있던 호흡기를 놓칠 경우 손으로 1단계까지 더듬거리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입수 전 BWRAF 체크할 때 호흡기를 물고 숨쉬어 봤는데 뭔가 턱턱 걸리는 느낌?
물론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뻑뻑하다는 퍼지버튼도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버튼 자체가 가벼운 느낌이 듭
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누운 자세에서는 호흡 저항이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입에서 빼
고 퍼지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빼봤는데 다른 호흡기와는 달리 공기가 적게 나오더군요.
(이게 좋은 건가요?)
7. 총평
쓰다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군요.
수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
한된 시간 안에 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 제품 기능의 10%도 경험하지 못
했다는게 아쉽습니다. 특히 호흡기의
경우는 적어도 20~30m까지는 들어
가봐야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있죠. 제
지론은 스쿠버 장비는 단순하고 튼튼
한게 최고라는 겁니다.

기획기사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AKIM Adhari와 부인이자 요가강사인 Ksenia와 함께

AIDA의 강사시험을 7월 22~28일 필리핀 모알보알에서 보다

김효민(AA 프리다이빙 강사) -

AIDA와 SSI 프리다이빙 강사가 되다
AA 프리다이빙 강사인 김효민 강사는 지난달 7월 22~28일 필리핀
모알보알에서 시행한 AIDA의 강사시험과 그 다음달인 8월 18~22일
태국 꼬따오에서 시행한 SSI가 주관하는 프리다이빙 강사시험(크로
스오버)에서 합격하였다.
김효민 강사는 한국에서는 단 2명 뿐인 AIDA와 SSI 프리다이빙
강사이다. 지금부터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프리다이빙의 대중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꼬따오 프리다이빙센터 Blue Immersion 수강생들과 함께

김효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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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강사코스 단체샷 샴엘 쉐이크

장남원 수중사진전 - 고래, 움직이는 섬
혹등고래의 사진 30여 점을 집중적으로 발표

지난 8월 8일부터 26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세계적인 수중사진가로 알려진 장남원씨의 “고래”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열렸
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서는 혹등고래의 사진 30여 점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8월 10일 열린 오픈 행사 때는 국내의 많은
유명 수중사진가들이 장남원 사진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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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아름다운 바다의 별,
아쿠아 플라넷 제주
A Dream Bigger than the Ocean aqua planet JEJU

몇 해 전부터 해외 대기업형 아쿠아리움 시공업체가 거대

있는 ‘기생오름’과 ‘화산체의 층리’ 등을 모티브로해 ‘아름다운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

화산섬’이라는 제주도만의 매력을 표현해 냈다. 이로써 아쿠아

임이 보인다. 고급 해양문화를 누리고 싶은 국내 소비자에게

플라넷 제주를 찾은 관람객은 아름답게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아쿠아리움은 요원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자연과 위화감 없이 조화된 외경에서 한 번 감탄하고, 로비에

이에 한화호텔&리조트는 지난 27년간 쌓아온 순수 국내
기술과, 축적된 지식, 인재풀, 그리고 국내의 견실한 자본력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성산일출봉의 절경에 또 한 번 감탄
하게 되는 것이다.

바탕으로 가장 글로벌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풍경과 자연을 알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①아쿠아리움 ②오션아레나 ③마린

릴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쿠아리움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사이언스 ④센트럴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다지게 되었다. 우리 기술로 지어진 <아쿠아플라넷>은 대한민

25,600m²(약 7,740평), 수조 용적량 10,800톤의 초대형 아쿠아

국의 자연과 바다를 우리 국민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찾

리움이다. 현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족관이라 불리는 일본의

는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한화호텔&리조트의 소명의 현

츄라우미 아쿠아리움(10,400톤)을 뛰어넘는 규모이자 아시아

실화인 것이다.

최대, 세계 톱10 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이다. 총 500여종

명불허전(名不虛傳)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그 곳, 평생

48,000마리의 생물이 전시된다. 국내최초로 반입된 고래상어

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그 곳, 앞으로 영원히 제주의 바

와 만타레이는 물론, 돌고래 6마리, 대형 상어, 자이언트 그루

다를 지키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이야기할 그 곳, <아쿠아플

퍼, 1만 마리에 달하는 자리돔 등 수많은 해양생물이 거주하고

라넷 제주>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있다.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섭지코지로 유명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의 주상절리를 모티브로한 3층 구조로 되어서 해안선

성산읍에 위치해 있다. 기획 초기부터 한라산 주변에 산재해

이 만들어낸 풍광과 동화될 수 있도록 넓은 일직선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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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되었다. 로비에 들어서면 넓게 펼쳐진 오색의 ‘문섬수조’가 관람객을 반
긴다. 제주에서도 특히 다이빙으로 유명할 만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
는 문섬을 재현한 만큼,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귀여운 열대어가 관람객을 반긴
다.
입구로 들어서면 원통기둥을 대각선으로 깍아낸 듯 인상적인 대형수조 5
개가 일직선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1층의 메인 수조인 ‘파이브
오션스’ 이다.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바다를 대표하는 생물들이 전시되어있다. 신기한 바다 물고기를 더욱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수조를 비스듬히 깍아내어 더욱
자세한 관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지상 1층은 수중생물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63씨월드에서부터 적용된 행동전시 기법(수중생물의 생태동선을 최대
한 살리고,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기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1
층으로 내려가서 처음 마주하는 곳은 ‘물범 플라넷’ 이다. 일반 수조 옆에 커다
란 원형수조를 세워 참물범 세마리가 일반수조 → 원형수조 → 지상층 수조를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로 23m X 높이 8.5m의 초대형 메인 수조 ‘제주의 바다’는 제주도의 바닷
속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했다. 마치 IMAX영화를 보듯 관람객의 눈에 꽉 차 보
이는 대형 수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바다의 신비를 눈앞에 펼
쳐 놓는다.
‘제주의 바다’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큰 어류, ‘고래상어’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
도 1마리는 만성신부전으로 폐사하였고, 1마리는 야생으로 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고래상어는
온·열대의 바다에서 서식하며 몸길이는 최대 18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20t까지 나간다. 무서운
외모와 달리 성격은 매우 온순하다.
만타레이는 쥐가오리라고도 불리며 성체는 최대 6m까지 자란다. 거대한 지느러미로 바다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UFO와 유사해 ‘바다의 UFO’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성격은 유순한 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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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크릴새우를 40kg가량 먹는다.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는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
다. 해양동물을 수조 밖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오션 아레나(Ocean Arena)’가 있다. ‘오션 아레나’는
입체 구조식 ‘퍼포먼스 아쿠아리움’으로 바다코끼리,
물개의 공연과 큰돌고래의 생태설명회가 진행된다. 보
통 영화관(250석)의 6배인 1,500석을 보유해 콘서트
장을 방불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오션 아레나’는 한화호텔&리조트 63빌딩에서 운
영 중인 63씨월드에서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최고 수
준의 공연장인 63아트홀에서 영상과 음향, 조명 노하
우를 접목시켜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자연의 웅장함
을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관람객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양생물을 보며 교육
적인 효과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퍼포먼스 아쿠아리움인 ‘오션 아레나’에서는 이 외
에도 하루 4차례 싱크로나이즈쇼를 진행한다. 6인의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녀 선수들이 ‘인간과 자연의 하
나됨’을 주제로 경쾌한 음악에 맞춰 공연을 진행한다.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또 하나의 명소가 바로 ‘마
린 사이언스’다. 수업시간에 배울 수 없었던 대양과
해저를 미니어쳐, 체험기구, 첨단CG로 재현해 놓은
장소다. 성인 관람객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까지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전시관으로 아쿠아리
움에 입장하기 전에 관람하면 좋다.

업장명 : 아쿠아플라넷 제주
연면적 : 25,600m² (약 7,740평)
수조규모 : 10,800톤
보유어종 : 500여종 48,000마리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아쿠아플라넷 제주
주요생물 : 고래상어, 큰돌고래, 만타가오리, 대형상어, 대형 그루퍼
운영 : 한화호텔&리조트(주)
개관 : 2012년 7월 14일(토)
요금 : (아쿠아리움+공연장+과학관 전체 이용시, 개별업장 별도관람 가능)
홈페이지 : www.aquaplanet.co.kr

222

Scuba Diver

2012 September•October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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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남

창원시

■바다여행잠수교실
의창구 사림동 31-7번지

스킨스쿠버 연합회

055. 275. 6000 / 010. 5157. 3370 (안광모)
badatour1@daum.net / cafe.daum.net/seatrip

■아쿠아렉스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실내수영장 105
055. 275. 3080 / 010. 5230. 6770 (송종윤)
aquarex@aquarex.kr / www.aquarex.kr

의창구

■해마스쿠버

■비젼스킨스쿠바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8-17
055. 242. 3383
010 7266 1983 (허갑수)
2423383@hanmail.net

의창구 팔용동 131-6
055. 299. 9620 / 010. 2045. 0846 (고경수)
cafe.daum.net/cartou2u

마산회원구
■최기영스쿠바리조트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228-1
055. 247. 4022
011. 528. 5285 (최기영)
Cky528@daum.net

성산구

마산합포구

■경상스쿠버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실내수영장내
010. 2561. 1536 (김덕근)
cafe.daum.net/gsscubateam

진해구

의창구 두대동 145번지 창원실내수영장 107
055. 266. 0062 / 011. 816. 6055 (이종술)
nsdiver@nate.com / www.nadiver.com

■마린스쿠버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54
055-222-6854 (최인찬)

■남해수중

■진해잠수
■마린블루스쿠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3-105
055. 544. 1442 (유남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103-8
055. 542. 7502 / 016. 587. 7502(이성수)

기획기사

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체험행사 및 DMZ 촬영대회

지난 8월 4일부터 11일(8일간)까지 고성군과 고성군 스킨스쿠바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체험 행사 및 DMZ
촬영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수영대회 및 체험다이빙에는 많은 다이버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수중사진 촬영대회에서는 많은 사
진가들이 참가하여 수중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작품들은 폐막식에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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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DMZ 촬영대회의 수상작
광각부문

1등 강호근

1등
2등

226

Scuba Diver

2등 심상선
3등

3등 이홍석

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DMZ 촬영대회의 수상작
접사부문

1등

1등 전태호
2등 김준연

2등

3등

3등 김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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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DMZ 촬영대회의 수상작
PT부문

1등
2등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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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1등 이종순
2등 고대훈
3등 강현주

제1회 강원도 고성군
스쿠바다이빙 DMZ 촬영대회의 수상작
DMZ부문

1등 김광복
1등

2등

2등 김상욱
3등 강호근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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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C의 활동
1. DEPC 오이환 회장의 수중사진앨범을 전자책으로 발간
수중사진 동호회인 DEPC는 오이환 회장이 촬영한 수중사진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DEPC 홈페이지 참조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www.depc.co.kr/freeboard/270627

2. DEPC FISHBOOK 어플 출시
DEPC는 FISHBOOK 어플을 만들었다. 이번에 출시된 어플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추후 출시된다고 한다. 앱스토어에서 "depc"로 검색하면 되고, 어플은 무료이다.
http://www.depc.co.kr/freeboard/270805

230

Scuba Diver

■ 어플의 개요

3. DEPC의 후원 및 협찬 요청

이제 다이빙 여행시에 무거운 도감없이도 아이폰, 아이패드로 언제
든지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본 어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이빙

DEPC FISHBOOK 어플은 DEPC의 자체경비로 제작되었고,

리조트라면 아이폰, 아이패드에 DEPC FISHBOOK만 다운받으면

DEPC는 앞으로도 에코다이빙의 발전과 건전한 다이빙 문화의

된다. DEPC FISHBOOK APP은 스쿠바다이버, 수중사진가 및 수

발전, 수중사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해나

중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다이

갈 것이다. DEPC의 이런 활동에 공감하는 다이버들의 많은 후

버가 만나는 DEPC 어류도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어가

원을 바란다. DEPC는 오이환 회장의 사재와 협찬업체의 도움과

기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복잡하지 않아 사

개인적인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었고, 오이환 회장께서는

용하기가 쉽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DEPC의 활동에 경제적인 이윤추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셨
다. 이러한 오이환 회장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

■ DEPC FISHBOOK APP의 소개

로도 경제적 이윤추구의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 생생한 수중사진

DEPC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 103개과 442종의 사진과 설명

야 한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DEPC가 앞으로도 지속

- 한국 및 전세계 바다에서 촬영한 수중사진

적으로 다이버 여러분들과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일

- 지속적인 업데이트

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쉽지만 강력한 찾기 기능
- 심플한 이용법

• 후원방법 : 후원금 및 협찬품
• 후원계좌 : 부산은행 028-12-043981-9 (예금주 : 정연규)

■ DEPC의 소개
- 수중사진가, 에코다이버들의 자발적인 모임

-	DEPC가 현재는 오이환 회장께서 설립하신 일반 동호회로서

- 수중사진, 에코다이빙의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 수중생태사진의 학술적, 공익적 이용

-	향후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거나 공익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 수중생물에 대한 지식 제공

-	후원금에 대해서 경비처리나 세금계산서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 업데이트 안내
-	어플에 없는 어류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다음 업데이트할 때
반영된다.
-	어플내에 있는 사진이라도 더 좋은 사진이 홈페이지에 등록되
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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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다의 연산호 풍경

海

美
眼

사진/좌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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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꿈과 희망이 있는 제주바다 속으로」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2012 Underwater Olle and Soft coral Festival
• 주최

서귀포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스쿠버다이빙연합회

• 기간

2012년 10월 19(금) ~ 21일(일)

• 장소

천지연 칠십리 야외공연장 및 문섬 연산호 군락지 등

• 참가인원

2,000여명 (도외 다이버 500, 도내다이버 100, 일반 1,400)

• 접수기간

2012년 9월 10일 ~ 10월 10일    

• 접수처

각 단체본부 및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T.064)738-0175 / F.064)738-0360

• 프로그램

전야제, 명품 바다올레 명명식, 바다올레 명품장소 탐방 사진전,
스킨다이빙 보물찾기, 스노쿨링 핀 수영 대회, 해마·어류방류행사

• 부대행사

구분
식
전
행
사

일시

연산호 홍보관, 스쿠버 홍보관, 해양레져장비 홍보관, 해양생태사진전

행사명

장소

시간

내용

연산호 홍보관

행사장 일원

18:00 - 20:00

바다속 비경 산호의 세계 홍보

행사장 일원

18:00 - 20:00

스쿠버다이빙의 어제와 오늘

행사장 일원

18:00 - 20:00

다양한 해양레져 체험 홍보

09:00

개막식

10:00

해마·어류 방사

10:30

스킨다이빙 보물찾기

13:00

바다올레 탐방

19:00

축하공연

20:00

수중사진 경매

09:00

스노쿨링 핀 수영대회

11:00

바다올레 탐방

18:00

바다올레 명명식

19:00

수중촬영 시상식

20:00

어울림 마당

10/19(금) 스쿠버 장비 홍보관
해양레져 홍보관

10/20(토)

연산호 바다 올레
탐방대회

문섬 숲섬,
주행사장 일원

본
행
사

10/21(일)

연산호 바다 올레
탐방대회

문섬 숲섬,
주행사장 일원

* 축제기간의 일정은 기상악화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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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다이브

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회원샵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스쿠바스쿨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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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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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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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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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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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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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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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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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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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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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이버

(광고 참조)

대표: 김 상 길
서귀포시 강정동 2052-8
064)762-7677 / 010-3721-7277
gooddiver@naver.com
www.gooddi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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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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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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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하우스

방2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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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방 이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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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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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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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다이브

(광고 참조)

대표: 이 훈 선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064)732-4832 / 010-8980-4444
sign4444@hanmail.net
www.ara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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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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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 모슬포
블루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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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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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참조)

더 스쿠바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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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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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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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이버 서비스

방2 다이버스(한국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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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ju

scuba school
탐험, 도전!
도시를 떠나 자신을 찾아 도전하라!

체험 다이빙
● 다이빙 교육
● 제주도 투어
● 장비렌탈
● 보트다이빙
●

스쿠버스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동 1669-3
TEL : 064-713-2711 FAX : 064-743-2712
E-mail : daydiving@yahoo.co.kr / www.ssijeju.com
대표 : 강 윤 석

ARA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 에어스테이션
- 장비렌탈전문
- 서비스 샵
- 체험다이빙
- 게스트 하우스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대표 이훈선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T. 064.732.4832 F. 064.767.4832
sign5283@naver.com www.aradive.com

Diving Resort of

Philippines
San Pascual

루손지역

■ 루손지역

Banaba
Center

Baguilawa

Danglayan

San Pedro

①

Sirang
lupa

Pulong
Balibaguhan

Ligaya
Bagalangit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안내

Batangas
City

Gasang

Pinamucan
Ibaba

Mainit

Simlong

Maricaban
Island

Mabacong
Pagkilatan
Ilihan

②

① 바탕가스 아닐라오

② 바탕가스 보니또

• 몬테칼로 리조트(손의식)
    0919-301-5555
    070-8285-6306
    www.mcscuba.com
    divestone@hanmail.net
• SM 리조트(최경호)
    63-927-302-8921
    070-7436-8921
    cafe.daum.net/smscuba
    smscub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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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민도루 사방비치
•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임희수)
   63-928-719-1730
   070-7563-7130
   www.paradise-dive.net
   diver-ricky@hotmail.com

Verde
Island
③
Aninuan Balatero
Puerto
Galera

■ 비사야지역

비사야지역
④ 세부 막탄

Bayanng Liloan

Mandaue
City

Cebu
City

④

Pinamungahan

⑦ 세부 릴로안
• 노블레스리조트(정광범)
   032-480-9039
   63-927-674-0003
   www.noblesseresort.com
• 킹덤리조트(이시영)
   010-3929-3221
   070-8202-4488
   www.liloankingdom.com
   kingdomdive@naver.com

Carcar City
Dumanjug

⑤

Ronda

Sibonga

Tubigon
Calape

Argao
Dalaguete
Alegria

Tagbilaran
City

Malabuyoc
Samboao

⑦

Dumaguete
City
⑧

Bohol

Baclayon

⑥

Daus

Valencia

⑧ 네그로스 두마게테
• 엘시엘로리조트(강창호)
    63-918-964-9979
    070-8600-1130
    www.elcieloresort.com
    play8281@naver.com
• 원다이브리조트(원창선)
    63-908-508-0712
    010-5042-3456
    www.wondive.com
    dive-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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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세부 모알보알
• MB오션블루 다이브 리조트
   (김용식)    
    63-32-516-0727
    070-7518-0180
    www.moalboaldive.com

⑥ 보홀 팡글라오
• 디퍼다이브리조트(장태한)
    63-921-499-1859
    070-7667-9641
    deepper.co.kr

SEA WORLD DIVE CENTER
SEA WORLD DIVE CENTER
보라카이에 위치한 체험 다이빙 및
다이빙 교육 전문 센터

SEA WORLD DIVE CENTER
R
SEA WORLD DIVE CENTER
세부 막탄섬에 위치한 펀 다이빙
교육 전문 다이빙 센터

PADI 강사 양성 2개월 특별과정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소지자가 PADI 강사까지
비용 : 590만원
포함내역 :	2개월 숙식/다이빙 100회 보장
어드밴스드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PADI 강사 양성 6개월 특별과정
완전 초보에서 PADI 강사까지
비용 : 640만원
포함내역 :	2개월 숙식/다이빙 200회 보장
오픈워터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인터넷전화

070-8258-3033

현지전화

63-36-288-3033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PADI 교육 과정 실시
세부 막탄섬 해변가의 숙식이 가능한 고급 리조트
(팜 비치 리조트) 안에 위치
전문적인 펀 다이빙 서비스 제공
(보홀, 발리카삭 등 다이빙 투어 진행)
저렴한 가격으로 1:1 영어 연수 가능
서울 사무소에서 다이빙 교육, 펀 다이빙 등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070-8600-2154
63-917-625-7003
070-8223-3033

홈페이지

www.cebuseaworld.com

서울사무소
현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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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락처(김창모) 010-555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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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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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소식
Project AWARE 세미나
지난 9월 4일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Project AWARE 재단의
전무 이사, 알렉스 얼(Alex Earl) 씨가 한국을 방문 PADI 멤버들
을 위하여 이하의 토픽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날씨가 좋지
않아 폭우 내림에도 불구하고 80명 이상의 멤버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다.
• Project AWARE, 우리의 대양 행성을 보호하기 위한
		- 20년 간의 프론트 라인
•	우리의 바다 상태 그리고우리가 이 순수한 투쟁을 계속해

PADI 강사 시험 –
2012년 9월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야 하는 이유
•	상어, 만타 가오리 및 해양 쓰레기에 대한 Project AWARE
의 노력
• 해양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20 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지난 8월 31일 ~ 9월 2일에 걸쳐
PADI 강사시험을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에 위치한 울진해양
레져스포츠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다이빙 커뮤니티가 해양을 위해 전략적

이번 강사 시험에는 손민재, 이동준, 이지윤, 이선우, 이기호, 강

인 대응과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완, 조정애, 황태호, 조성훈, 모성호, 하성태, 박장수, 이병기, 김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을 위한 특별 프리젠테이션은 우리의 해양

민수, 임근용, 고준, 이원희, 백정범, 이아름, 양지윤, 성기용, 박헌

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우, 이환승, 김정규, 최진호, 유영후, 고승중, 고석환, 이은영, 홍성

가 되었다

준, 이창기, 김상국, 김선삼, 박기석, 변이석, 윤철현, 정원화, 한경

알렉스 얼(Alex Earl)씨는 우리 바다의 웰빙과 이곳에 살고 있

수, 김민재, 홍두석 총 40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지금까

는 동물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비즈

지 한국에서 진행한 PADI 강사시험 중 가장 많은 인원의 후보생

니스 통찰력을 결합하는 능력을 입증한 Sea Shepherd 보존 학

이 참가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

회에서 Project AWARE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제

으로는 김부경, 영희 하니스 그리고 Robert Scammell씨가 평가

주에서 열리는 IUCN 국제 연합 회의에서 알렉스 얼(Alex Earl)씨

를 담당하였다.

를 한국으로 초대 방문의 기회를 가졌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IUCN 국제 연합 회의 중 1600명의 환경 비영리 재단 위원들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앞에서 그는 상어와 가오리에 대한 보호, 그리고 Project AWARE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를 대변할 것이라고 한다.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송관

이번 세미나 중 Project AWARE 재단 기부금 마련의 일환으로

영, 김진관, 박성수, 정회승, 박금옥, 김시광, 이호빈, 송종윤, 김정

Project AWARE 로고가 들어간 알미늄 재질의 물병을 제작

미, 정상우, 황진훈, 임용우, 임욱선, 송규진 PADI 코스디렉터님들

925,000원 그리고 US$30 를 모금 하였다.

과 이번 강사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
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져스포츠센터의 엄대영 교수님과
스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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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소식
SSI EAST ASIA & MICRONESIA
사무실 확장 이전 안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린다.
• 이름 : 김주영
• 직무 :	딜러 커뮤니케이션, 사무업무 지원, 교육 자재 물품

SSI EAST ASIA & MICRONESIA가 사세확장 및 업무환경 개
선으로 인해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었다.

재고 관리
• 근무시작일 : 2012년 7월 9일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원활한 서
비스를 위하여 일반 자격증 및 교재 발송 업무는 당일 3시까지

diveSSI 어플리케이션 한글 지원

입금처리 된 접수 분에 한한다.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하시
는 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경
된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최신의 트랜드를 선도하는 SSI의 어플리케이션이 한글을 포
함한 14개국 언어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위치
한 주변의 SSI 센터 검색 기능, 다양한 수신호 설명, 본인의 인

• 신규 주소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SSI
EAST ASIA & MICRONESIA

증된 자격증 정보 및 사진 파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체크 리
스트 및 다이빙에 관한 주요 정보 설명 기능과 별도로 다이브

• 이전일자 : 2012년 8월 1일

테이블과 나이트록스 테이블 등을 휴대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 대표전화 : 02-408-6418 (이전과 동일)

있으며, 최신의 통합 네트워크로 인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SSI

• Emai l : korea@divessi.com

의 뉴스가 연동되는 기능이 있고, 현재는 14개 언어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30개 언어로 지원될 예정이다. 어플리케
이션 아이디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SSI
의 인증된 다이버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기재했던 이메일 주소
가 아이디로 등록되어 있으며, SSI 다이브프로페셔널의 경우 리
더번호가 아이디로 등록이 되어 있다. 비밀번호는 등록된 이메
일로 자동 전송되며, 분
실 시 SSI 본부로 문의
바란다. 현재 영문버전
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
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
하다.

SSI EAST ASIA & MICRONESIA 신규 직원 안내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FreeDiving ITC) 개최 안내

SSI EAST ASIA & MICRONESIA가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신규 직원이 입사하였다. 주요 담당 업무는 자격증 발급을 포함

최근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는 SSI 프

한 일반 사무업무 및 물품 재

리다이빙 ITC 코스가 10월 1일(월)부터

고 관리 업무이다. 아울러 날

8일(월)까지 7일간 강원지역에서 개최될

로 성장하는 SSI에서는 젊고

예정이다. SSI의 프리다이빙 코스는 3가

참신한 인재를 모집한다.

지로 나누어졌으며, 프리다이빙1은 프리

[모집 분야]

다이빙을 소개하는 등급으로 수심 20미

- IT 분야 0명,

터 내에서 실시되며, 프리다이빙2는 보다

- 교육 비즈니스 0명,

전문적 지식과 30미터, 프리다이빙3은

- 해외무역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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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터 이상을 탐험하는 최고 레벨로 나눠져 있다. 이번 ITC는

프리다이빙 세계챔피언 출신 외국인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를 초

코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사진으로는 한국인 강사로 비공식

청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SSI 프

50미터의 기록을 보유한 노명호 강사, 캐나다인으로 현 한국

리다이빙 ITC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외국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Kattie 강사가 과정 진행

드린다.

중이다. 과정에 대한 문의 및 별도 질문사항은 SSI 본부로 연
락 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

프리다이빙 교재 출시 예정
포세이돈 리브리더 교육 참가
프리다이빙을 소개하고 최대 수심 20미터 내에서 실시되는
프리다이빙1,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최대 수심 30미터를 다루

SSI 유럽 본사 주관으로 포세이돈 리브리더 교육이 9월 16

는 프리다이빙2, 40미터 이상을 탐험하는 프리다이빙3 과정을

일(일)부터 24일(월)까지 발리에서 9일간 개최된다. SSI 동아시

다루는 프리다이빙 레벨 1,2,3 다이버 매뉴얼이 현재 교재 번역

아지역 이신우 담당관, SSI TXR 유재철 트레이너가 참여할 예

중에 있다. 출시 예정일은 11월 1일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으로 레크레이션 리브리더 크로스오버 및 교육이 진행될 예

출시되는 프리다이빙 매뉴얼이니만큼 정확한 매뉴얼과 기준적

정이다. 그 이후 주기적으로 지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프리

포세이돈 리브리더는 세계 최초의 리브리더로서 차후 SSI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자세한 문의는 SSI 본

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리브리더로 배울 수 있는 혁신적

부로 문의 바란다.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최초로 매뉴얼화 할 예정이
다. 한글판의 경우 연말 내에 진행될 예정에 있다. 기타 교육
문의는 SSI 본부로 문의 바란다.

연산호 바다올레 탐방대회 안내
10월 19일(금)에서 10월 21일(일)까지 3일간 제주 서귀포 해
안 일대에서 서귀포 연산호 바다올레 탐방대회가 개최된다. 제
주도 서귀포 바다는 UNESCO 생물권 보전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산호 군락 등 아열대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써 다이빙
산업과 제주 해양 관광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최되는 대규
모 행사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라며, 자세한 문의
는 SSI 본부로 연락 바란다.

SSI 프리다이빙 코스 진행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프리다이빙은 유
럽과 호주 등에서

■ 하슬라 레저

인기 있는 스포츠

강원도 강릉 사천면에 위치한 하슬라 레저가 SSI 신규 딜러로

종목 중 한가지이

등록하였다. 권민식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며 스쿠버 다이빙을 포

며, 현재 한국에서

함하여, 스키 등을 다루는, 익사이팅한 레저 스포츠를 함께 즐

도 많은이들의 관

길 수 있는 다이버 전문 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심을 이끌고 있는

전 과정을 교육한다.

분야이다. SSI에서
는 프리다이빙 코
스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 주
말까지 프리다이빙
1부터 프리다이빙2
까지 지속적으로

2012 September•October

247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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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 권민식

7월 14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 주소 :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103
• 전화 : 010-9079-7723
• 홈페이지 : www.haslain.com

2012년 7월 14일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레저클럽(대표 : 오호
송)과 강원도 공현진에 위치한 네모선장 리조트(대표 : 고영식)
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7월 15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레저클럽(오호송 트레이너)에서 이
동준, 석진봉, 장현준, 추승호 후보생이, CJ네모 스쿠버(고대훈

2012년 7월 15일 바다의 꿈에서 이기훈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트레이너)에서 구진규 후보생이, 네모선장 리조트(고영식 트레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이홍

이너)에서 박동주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

석, 강영철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

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레저클럽과 네모선장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7월 24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2년 7월 24일 씨앤씨 인터내셔널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
육에는 허진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
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
다.

7월 26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2012년 7월 26일 마린하우스 허천범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김
용식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7월 20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2년 7월 20일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오션블루 리조트(대

8월 24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표 : 유병선)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오션블루(유병선 트레이

2012년 8월 24일 헬시온 코리아에서 유재철 트레이너의 주관

너)에서 박성준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

는 남기인, 박성준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

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

준 오션블루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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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럭터
9월 3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주관 박성준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8월 1일	블루노션 이명섭 평가관 주관 김영호 인스트럭터
8월 1일	SSI COLLEGE 김태훈 평가관 주관 이지연 인스
트럭터
8월 17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추승호 인스트럭터
8월 21일	다이브파크 정영수 트레이너 주관 박정훈 인스트
럭터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7월 30일	BWS 다이빙 스쿨 백운선 평가관 주관 이남길 인
스트럭터

8월 6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8월 27일	클럽 J 다이빙 스쿨 김정철 트레이너 주관 서보상,
이승현 인스트럭터

2012년 8월 6일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클럽 J 다이빙 스
쿨(대표 : 김정철)에서 김태훈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클럽 J 다이빙
스쿨(김정철 트레이너)에서 이정일, 이정현 후보생이 참가하였
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
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
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클럽 J 다이빙 스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7월 16일	마린하우스 허천범 트레이너 주관 김현식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7월 17일	JMJ 다이빙스쿨 유성용 인스트럭터 주관 이승원,
이희석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7월 31일	전북잠수 오정선 트레이너 주관 김영규, 김종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수중에서의 긴급상황
버디를 잃어버렸을 때의 절차
수중에서 버디를 잃어버렸을 때는, 서로 헤어진 수심에서 최대 1분
간 원을 그리며 돌면서 버디를 확인한다. 만약 버디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승 속도로 수면으로 상승한다. 다이빙 브리핑에서
버디와 함께 이 절차에 대하여 의논한다면, 수중에서 언제나 서로
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영창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4일	메르블루 고승일 인스트럭터 주관 고다은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8일	스쿠버원 전영조 인스트럭터 주관 이승식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25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이하영, 박건욱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공기가 고갈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버디에게 알리고, 예비 공기원을 사용하여
호흡하면서 수면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	만약 버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12~15m 이내의 수심이라면,
조절된 긴급 수영 상승을 실시할 수 있다.
•	만약 버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15m 이상의 수심이라면, 긴
급 부력 상승을 실시할 수 있다.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7월 24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이동준, 석진봉,
장현준, 추승호 인스트럭터
7월 27일	제주대학교 김진현 트레이너 주관 류형주, 강형석

주의: 긴급 부력 상승은 언제나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이 없고, 상승
을 위한 마지막 선택” 이란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상승
은 상승 속도에 기인하여 감압병(DCS) 또는 폐 팽창 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

인스트럭터
8월 1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권우성, 변정환

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2012 September•October

249

Diving society NEWS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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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 소식

실시 사항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강원 양양 파라다이스 오션블루
SDI/TDI/ERDI에서는 수년 전부터 ISCP(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 다이브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
급하는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SDI/TDI/ERDI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
로써 소속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SDI/TDI 강사 과정
■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SDI/TDI KOREA에서는 2012년 5~8월 필리핀, 사이판과 국
내 각 지역에서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국용관 – 필리핀 SM 리조트

- 카드 프린터 무상 임대

• 권성훈 – 사이판 DPIS
• 김종환/김도형 – 골드피쉬 클럽

■ 현재 서비스중인 자격증 발급 센터

• 문승범 – 안산/동탄 테마스쿠버

-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조트

• 박명덕 – 경기 엉클박스 다이브 아카데미

-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 변정태 – 대구/천안 오션블루

- 필리핀 세부 니모 다이브

• 소유경 – 인천 마린텍

- 서울/경기 인어와 마린

• 윤병철 – 파주 자유로 수중

- 부산 이지다이빙

• 이주언 – 경남 고성스쿠버

- 제주도 제주 다이브

• 전대헌 – 영덕 축산 푸른바다리조트

- 사이판 DPIS

• 정성걸 – 필리핀 사방 씨퀸다이브

- 경남 고성스쿠버

• 최신욱 – 울산 초이스 잠수아카데미

-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 최용진 – 서울 아띠다이브
• 본부(장학생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2년 8월 강원도 양양 파라
다이스 오션블루(김형철 강사)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

주관으로 SDI/TDI 강사 과정 및 크로스오버 과정을 실시하
였다.

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Vison Takahashi, 강문오, 고병희, 김민우, 김승환, 김호갑,

따라서 앞으로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오션블루

나윤호, 노준영, 문한다운, 박영기, 박장렬, 봉위영, 안효범, 오슬

리조트를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

기, 윤동규, 이경진, 이광홍, 이동찬, 이범철, 이선형, 이종기, 조영

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

준, 조준호, 조형진, 최기문, 황성환

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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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오버 : 고도석, 김상길, 김종성, 김형철, 박재홍, 서봉

균, 손의식, 손철훈, 윤승현, 지동원 (가나다순)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새롭게 SDI/TDI 강사가 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며
좋은 활동 기대한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10월 10일(수)부터 17일(수)까
지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정 사항

SDI/TDI/ERDI에서는 국내에서 매년 1회 강사 트레이너 교육
을 실시한다.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 SDI TDI 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TDI KOREA에서는 9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용인 수지로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얄스포츠센터(유종범 트레이너)와 강릉 경포다이브리조트(양승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훈 강사)에서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특히 해외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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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2009년 TDI 동굴 사이드마운트 과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
로 사이드마운트를 소개한 이후 국내 각 지역, 필리핀, 플로리다,
멕시코 등에서 활발하게 교육 중인 현재까지 TDI 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ERDI(응급구난다이빙) 과정 – 공군 항공구조대
ERDI KOREA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북 청주
의 공군 부대 내에 위치한 공군 항공구조대에서 ERD I, II, 텐더
그리고 ERD 슈퍼바이저 및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세계
유일의 국제적인 조직의 공공
안전(Public Safety) 교육기관
으로 미국의 911, 경찰, Coast Guard 등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 훈련 및 강습 내용
-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응급대응 다이빙의 차이점
- 공공 안전 다이빙 팀 설정 및 운용
- 공공 안전 다이빙 작전 및 훈련
- 다이빙 사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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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 Show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DEMA SHOW에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
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의 하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가하여 세
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
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탐색 후 오염 제거 절차

- 현장 탐색
- 익수자 및 차량 인양
- 범죄현장 대응
- 현장 보존 및 기록
- 위험/환경 물질 대응

DEMA Show 참관단

- 드라이슈트 및 풀페이스마스크 운용
- 현장 인원 통제
- 관계기관 협조 등
이번 과정은 ERDI KOREA와 국내 최고의 정예부대인 항공구조
대(SART-Special Air Rescue Team)에서 2010년, 2011년에 이어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응급 구난 다이빙 과정으로 추후 각 공공 안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전 분야의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ERDI 과정에 교육 참가를 원하시면 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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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D II 개방 수역 훈련 – 인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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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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33-67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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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38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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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여름캠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도 금능의 마린게스트 하우스
에서 여름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재호흡기 및
사이드 마운트, 더블 실린더, 스테이지 실린더 등 많이 준비하였
지만, 기간 중에 태풍이 2개가 올라와서 다이빙을 많이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쁜 날씨에도 황영석(노틸러스), 김창제(락 스
쿠버), 김윤석, 김영수, 임용한, 정경원(락 스쿠버), 이승호(The
Scuba) 등 여러 팀이 참석하여 주었고, 김창환 트레이너가 나이
트록스 및 블랜딩을, 김창제 트레이너가 감압테이블을 이용한
CNS 계산을, 유근목 강사가 사이드 마운트를. 김영수 강사가 수
중스쿠터를, 황영석 트레이너가 수색과 인양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특히 기간 중에 원담 축제와 풀문(Full Moon) 페스
트발이 겹쳐서
성대한 폭죽쇼
외에 재미 있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캠프에 고학

실린더 검사관 강습

준 강사님은 동
내 어부로 신선

10월 13일 토요일에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 20일은 서울의

하고, 맛있는

IANTD 강의실에서 실린더 검사관 및 기체 블랜더 강습을 실시

생선들을 무상

한다. 실린더 검사관은 한국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이 진행

으로 공급해주셨고, 임용한 강사는 식기 세척대와 바베큐 통

을 하시며 실린더 내·외부의 상태를 점검하여, 사용가능 여부

바닥을 멋지게 수리하였고, 김동원 강사와 김영수 강사는 밑반

를 판단하는 방법 및 세척, 관리에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한다.

찬을 잔뜩 가져와서 캠프 기간 동안, 한치 숙회, 한치 물회국수,

스쿠버 단체와 등급에 상관없이 참석이 가능하며, 인증은 실

돼지고기 수육, 고등어 구이, 방어 회, 아지(전갱이)국 등 모든

린더 검사의 최고를 자랑하는 PCI(Professional Clinder

식사를 책임져 주었다.

Inspectors)의 검사관으로 인증 받는다. 강습비는 20만원이며,

참석하여준 트레이너, 강사, 다이버 및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

인증카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음을 전하며, 특히 바쁜 기간 중에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IANTD 기체 블랜더 및 기체 블랜딩 강사 강습도 같이 실시

김창환 트레이너와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스텝들 모두에게

한다. 올바른 나이트록스(Enriched Air Nitrox) 블랜딩과 운영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방법에 대하여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한다. 다이버 강습은 누구
나 참석이 가능하다. (IANTD Korea : 02-486-279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습
송년의 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과학 잠수 다이버 과정 중 다이버
강습을 1, 2차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1차는 8월 7일부터 11일까

12월 14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청역 부근의 S컨벤션(02-3447-

지 11명이 참석하였고, 2차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13명이

1133) 7층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송년의 밤을 실시한다. 강사 및

참석하였다. 강습은 부산 해운대의 공단 강단과 울산 문수수영

다이버 모두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위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장, 창원수영장, 울산적십자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참가 대상은

바란다.

관리공단 지원 중 선발하여 실시되었다.

• 장소 : S-컨벤션 (www.sconvention.co.kr)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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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로고 스티커 제작
그 동안 사용하던 IANTD 로고 스틱커가 모두 소진되어서, 새로운 디자인의 IANTD
로고 스티커로 교체해서 제공한다. 이번에 제작한 스틱커는 총 4가지로 원형은 지름
10cm, 20cm,와 검정 사각은 8cm x 12cm와 30cm x 45cm이다.

樂 다이빙클럽 여름캠프 참가
8월 3일~ 8월7일까지 제주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에서 IANTD KOREA 여름 캠프
에 참가하였다.
스탭 강사로 정경원 강사와 이동근 마스터 다이버의 도움으로 허수용, 유경화, 이현
주, 전유리 회원이 새로운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었으며, 비 다이버로 참가한 김영진회원
은 체험다이빙을 통하여 수중 레져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안선희, 최규선, 배
지현, 상용현, 이용진 다이버는 많은 다이빙 스킬을 연습 하였으며, 서울에 올라와 어드
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레벨에 도전하게 되었다.
비록 캠프 참가 기간 동안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 다이빙
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금능
해변의 경치와 비양도 탐방의
시간을 갖았으며, 원담 축제에
참가하여 락 다이빙클럽의 협
동심을 발휘하여 맨손으로 많
은 물고기 잡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 갔다
즐겁고 재미있는 캠프였으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서울로 올
라 왔다.

2012 September•October

255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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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S KOREA 소식
2012 동해안 친목다이빙 개최 결과

• 참가자 :	김동석(문암리조트), 양춘호(한서대학교), 김기준
(제주오션)

씨마스 코리아는 국내 다이빙 리조트의 활성화와 강사간 친
목도모를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12
전반기 국내 친목다이빙 행사를 강원도 양양 소재 월드다이빙
리조트(010-3339-2208, 최문식 강사 운영)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이병두 회장 및 조동민 스쿠버연합회장, 이선명 부
회장, 원종호 대전스쿠버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모두 30여명의
강사 및 임원이 참가하였다. 행사기간 중 비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파도는 높지 않아 동해안 다이빙의 최대 장점인 탁 트인
수중시야와 웅장한 수중경관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스쿠버연합회 소속 강사들이 행사장을 방문
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최문식 강사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해 많이 신경을 써주었다. 참가자들은 양일간 4회의 다이
빙과 친목의 밤 행사를 통해 서로 돈독한 우애를 키웠으며, 다

2012-5기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음 행사에 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틀간의 아쉬운 일
정을 마감하였다. 다음 행사는 250명의 다이버가 참가하는 대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8월 9일(목)부터 16일(목)일까지 8일간

규모 다이빙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 행사는 울진군 스쿠버

에 걸쳐 강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습회에는 모두 7명의

연합회와 울진군청,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후원하고 씨마스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8일간 진행된 강습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코리아가 진행할 예정이며 행사는 10월 마지막 주말 3일간 진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인 스쿠버다이빙

행될 예정이다.

관련 기초 및 고급 이론, 교수법, 리더십,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
기 및 고급실기, 입수지도법, 강사의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
게 되었다. 본 강습회는 정창호, 김상욱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진
행하였으며 장동립 강사(W스쿠버)가 전 과정을 스텝으로 참가
하였다. 참가자들을 8일간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마치고 세계수
중연맹과 대한수중협회가 인정하는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었
다. 차기 강사 교육과정은 11월 15일부터 8일간 서울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 참가자 명단:	이훈상, 유금성, 김진석, 이경진, 이동진,

2012-1기 강사 교환교육과정 개최 결과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7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3일간
에 걸쳐 서울 올림픽다이빙풀에서 강사교환 교육과정을 실시하
였다. 강사교환 교육과정은 세계수중연맹이 인정하는 스쿠버다
이빙 교육단체의 활동성 강사를 대상으로 3일간 씨마스 코리아
의 규정 및 절차, 교수법 및 교재 검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강사 강습회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교환 교육과정에는 모
두 3명의 강사가 지원하였고 교육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씨마스
코리아의 활동성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와 장동립 마스터 인스트럭터가 진행하였으며, 차기 교
환교육과정은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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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식, 최창환

PDIC/SEI/YMCA 소식
2012년 DEMA Show 참가맴버 모집

스페셜티 지도자 과정
[드라이슈트,나이트록스,수중촬영]
SEI-PDIC 한국본부에서는 2012년 하반기 스페셜티 강사과정
을 개최한다.
1. 드라이슈트, 나이트록스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2년 10월13일(토)
- 대상 : 국제인증단체 교육지도자
2.수중촬영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2년 11월3일(토)
- 대상 : 국제인증단체 교육지도자
- 장소 : 창원/경남교육원

PDIC-SEI 한국해상보안 익스트림팀
[해상수중인명구조 교육 진행]
22013년 PDIC-SEI 학생/강사가이드 매뉴얼 개정판
출시

PDIC-SEI 한국해상
보안협회 익스트림팀
은 지난 8월부터 서해

PDIC-SEI 인터내셔널은 2012년 9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정책

입파도 해상수중인명

규범, 다이브마스터, 다이브슈퍼

구조교육과 해안수중

바이저, 나이트록스, DRAM구조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

다이빙, 스페셜티 다이빙 등의

다. 이 팀은 해상특수

강사가이드 및 학생 매뉴얼키트

무술경호단, 수중탐색

를 출시하였다. 한국본부 또한

구조, 수중촬영, 해상수중인명구조원 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교

2013년부터 새로운 한글 교재들

육, 해상보안잠수 특수수색구조, 해상무장보안요원양성을 전문

을 출판예정이며 PDIC-TEC 프

적으로 양성한다.(문의 010-5208-3517)

로그램과 Y-SAFETY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특성화 시
켜나갈 예정이다.

국제본부 임원단 한국본부 방문 /
[사이드마운트 활용법 세미나]
PDIC-SEI 국제본부의

맴버쉽 상품 / 홍보 리플렛 제작

테드바우먼과 케빈김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

SEI-PDIC 한국본부에서는 맴버들을

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

위한 스쿠버 전용가방과 프로그램 소

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

개와 홍보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제작하

이드마운트 활용법에 대

여 9월부터 제공

하여 다양한 토론회를 개

한다.

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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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50주년 기념 다이빙 페스티벌
2012 PSAI 50주년을 맞이하여 PSAI KOREA에서 50주년을 기
념하여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보홀 수중세상 리조트"에서 9월 7
일(금)부터 17일(토)까지 다이빙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PSAI 50
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PSAI 강사 및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PSAI의 50주년을 축하하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PSAI DPV 교재 출시
(DVP Diving for the Overhead Environment)
PSAI에서 DVP Diving for the Overhead Environment 매뉴
얼이 2012년 최신판으로 출
간되었다. 책의 저자는 Edd
Sorenson과 Ja mes T
Charles이며 PSAI ITE 및 IT
들이다. PSAI-KOREA에서는
DV P D i v i ng for the
Overhead Environment 매
뉴얼과 PPT는 한글판으로

PSAI Extream Team

출시 준비 중이다.
PSAI Extream Team(PSAI KOREA 실버 퍼실리티 : 구성란
회장)에서는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4회 “통일 염원 81.5m 다
이빙” 행사를 실시하였다. 8월 14일부터 기체 브랜딩, 팀원의 상
호 작용, 다이빙 계획 및 안전요원의 활용 등 각 팀웍을 이루어

퍼실리티 소식

울진 “두둔바위” 포인트에서

Scubaway

다이빙을 진행하였으며 8월
15일 81.5m 다이빙에 모두

7월 26일 ~ 8월 6일까지 PSAI KOREA Platinum 퍼실리티인

이상 없이 안전하게 다이빙

“펀 다이브 리조트(대표 : 김동윤)”에서 진행되었던 하계 캠프에

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이

많은 강사 및 회원들이 참가하여 체험 다이빙을 비롯하여

주현, 정희철, 김진호, 김동

NITROX, Twin Set, TRIMIX 등 레크레이션 다이빙부터 테크니

윤, 정연석 안은영 탐사팀과

컬 다이빙까지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이 실시되었다. 이번 하계

이신학, 조창용, 이승현 수중

캠프에는 PSAI KOREA가 후원을 하고 SCUBAWAY의 강사님

지원팀 구성란, 한생호, 성낙

들이 주축이 되어

훈, 양세환, 이병규 회원님들

안전하고 즐거운

이 육상 지원팀으로 수고 하

다이빙을 만들어
갔다.

셨다.
제5회 “통일 염원 81.5m" 행사
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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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강사
Umiko, Tabata IT-1202 Crossover / ITQC - 성낙훈 ITE
김범수 I-977 IQC - 성낙훈 ITE
권성철 I-1195 IQC - 성낙훈 ITE
손광식 I-1196 IQC - 성낙훈 ITE
한재철 I-1197 IQC - 성낙훈 ITE
이동연 I-1198 IQC - 성낙훈 ITE
박상배 DM-1201 - 최진전 IT
송승곤 DM-1207 - 정동순 IT
구교찬 DM-1210 - 정동순 IT
전일표 DM-1211 - 정동순 IT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다이브 컴퓨터의 사용
PSAI KOREA 공고

PSAI 50th Anniversary Dinner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 계획과 실행을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그것
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무 감압 위해 한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여러분이 컴퓨터 다이빙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기 따라야
할 몇가지 지침이 있다.

PSAI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DEMA쇼 기간 중
PSAI 전 세계 회의와 PSAI 50주년 기념 만찬을 개최한다. 2012
년 11월 15일 (목) 오후 7시~9시까지 PSAI의 50주년을 기념하
는 만찬이 열리며, PSAI HQ에서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참가인
원을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PSAI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
가한 전원에게 “Hal Watt”의 친필 서명이 된 Hal Watt 한정판
자서전을 제공한다.

1.	언제나 자신의 다이브 컴퓨터를 소유하며 버디와 컴퓨터를 공유
하지 않는다.
2. 다이빙 전에는 컴퓨터의 배터리를 확인한다
3.	주의 깊게 다이빙을 계획하고, 컴퓨터 고장을 대비한 예비 계획을
준비한다
4.	만약 컴퓨터가 고장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버디에게 알리고 상
승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여러분은 버디의 컴퓨터를 보며

PSAI 2013 강사 & 트레이너 갱신

수심을 확인하며 상승할 수 있다. 추가적인 예방책으로서, 일반
적일 때보다 좀더 긴 안전정지를 실시한다.

2013년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을 공지한다.
• 1차 갱신 기간 : 2012년 10월 1일 ~ 12월 31일
•	갱신 대상 : 2012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으신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5. 컴퓨터의 한계를 지키며, 모든 안전 경고를 준수한다.
6.	상승 속도 한계를 지키기 위해 상승 속도를 포함한 컴퓨터 또는
게이지를 사용하라.
	참고: 제조업체 매뉴얼의 상승 속도 정의를 반드시 확인하라. 많

• 갱신 방법 : 홈페이지 참조

은 컴퓨터들이 다른 상승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 KOREA 본부로 문의하거나, 홈페

버디와 곧바로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지를 참고하시오.

7. 여러분의 한계 내에거 다이빙하며, 신중해야 한다.

■ 문의: PSAI KOREA 02-817-4190
www.psaikorea.co.kr psaikoreahq@gmail.com

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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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소식
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마린마스터 소식

1.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제3차 I.D.C(INSTRUCTOR

마린마스터는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의 PADI 강

DEVELOPMENT COURSE)가 진행되었다. 송규진 코스디

사시험을 통하여 2명의 만18세를 포함한 4명의 PADI 강사를 배

렉터의 주관하에 김민수, 임근용님이 참여하였다. 최숙진,

출하였다.

오아네스 강사가 스텝 인스트럭터로 참여하였다.

이지윤(서울여대 1학년)과 이선우(과천고등학교 3학년)양은
주니어 다이버부터 시작하여 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2. 8월 22일부터 8월 28까지 제4차 I.D.C(INSTRUCTOR
DEVELOPMENT COURSE)가 진행되었다. 황진훈 코스디
렉터의 주관하에 강동완, 조정애님이 참여하였다.

이지윤양은 이창선씨의 둘째딸이며, 온가족이 다이빙을 즐기
는 다이버 가족이다.
이선우양은 이용재(과천시민회관. PADI IDC staff 강사)강사
의 둘째 딸로 최연소 PADI 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3. 8
 월 31일부터 9월 2일 I.E에 의해 김민수, 임근용, 강동완,
조정애님이 모두 오픈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가 되었다.
4.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파아란바다팀이 하계캠프를
가졌고,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기놀이팀이 하계캠프
를 가졌다. 참가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5. 스페셜티 다이빙의 활성화를 위하여 9월 22일 어류식별
스페셜티 일환으로 바다생물 빙고게임을 진행하였다. 40여
명이 참가하여 많은 수의 빙고를 완성한 참가자에게 바다
생물에 관한 부상을 선물로 지급하였다. 내년에는 두 번째
로 수중방향찾기 스페셜티 게임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새롭게 강사가 된 이지윤, 이선우, 손민재, 이기호 PADI 강사
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필리핀 세부크리스탈 다이브센터 소식

PSI scuba 소식
■ 김정미 코스디렉터 – PADI 강사교육 진행

■ 필리핀 세부크리스탈  다이브센터 NAUI 강사교육실시

강사 후보생 이었던 모승호, 박장수, 이병근, 조성준, 하성태, 황태

NAUI  최완중 코스디렉터 중심으로 2012년 7월 25일 - 8월

호, 강사는 주중 자율반과 주말반, 평일 저녁반을 각각 이용하여 코

4일까지 세부 자체리조트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9일동안 세계최

스를 이수하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울진에서 진행

고의 프로페셔널 NAUI 강사에 전원합격하여 앞으로 한국NAUI

된 강사시험(IE)을 통해 PADI 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번 IDC에

발전과 스쿠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부크리스탈 다

서는 고3 학생부터, 현직군인, 프리렌서, 회사원과 같이 다양한 직

이브센터는 NAUI 강사지망생들을 위하여 공항픽업, 숙박, 숙식,

업을 가진 개성강한 분들이 함께 코스를 진행해가며 서로 도와주

자체리조트를 보유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게 강사교육이 될 수 있

는 팀웍을 다지고 인연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도록 준비되어 있다. (www.cebucc.com)

8월 후보생들 역시 IDC 과정 중 5개의 스페셜티 강사코스에

서울 롯데크리스탈 다이브센터는 최완중 코스디렉터가 직접

함께 등록하여 특별한 해택을 취득하였다. 또한 티칭상태가 되자

운영하는 샵으로 1달에 한번 강사 모임과 강사 경조사, 국내투

마자 교육을 시작하고, 해외 리조트로의 취업을 하는 등 이미 활

어, 해외투어를 실시하여 정보공유 롯데크리스탈 다이브센터 동

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PSI스쿠버는 이번 6명 강사님들의 도전

문강사모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www.crystaldiving.co.kr)

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 프로로써의 다양한 모습을 보일
• 모알보알 클럽하리리조트 김동준 강사 PADI → NAUI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크로스오버
• 모알보알 클럽하리리조트 전진 강사 NAUI ITC합격
• 세부 정스쿠버리조트 정상정 NAUI ITC합격
• 울산 배왕규 병원장 NAUI ITC합격
• 전주대학교 학생 김은수 NAUI A,I 합격
위 내용은 홈페이지 www,cebucc.com 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PADI강사시험이 진행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
좌측부터 박장수, 이병근, 황태호, 조성준, 하성태, 모승호 강사, 가운데가 김정미CD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 소식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올해 필리핀 최고의 샵으로 씨월드
다이브센터가 선정되었다.

IDC 일자

IE 일자

IDC / IE 일자

2012.09.24 ~ 2012.10.04

2012.10.05 ~ 2012.10.06 보라카이

2012.11.29 ~ 2012.12.09

2012.12.10 ~ 2012.12.11

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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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쿠바연합회 소식

■ 제주지역의 안전망을 설치한 유어선 명단

■ 신규 샵 오픈
• 아라다이빙 (대표 : 이훈선, 010-8980-4444)
• 주소 :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 전화 : 732-4832 / 팩스 767-4832   
• 메일 : sign5283@naver.com
• 홈페이지 : www.aradive.com

• 안전망 설치한 서귀포 유어선
- 성진호 (김무남)
- 익진호 (신상수)

■ 문섬 새끼섬에 다이버 입출수 전용 구역 설정
문섬새끼섬에 다이버 입출수만을 전용으로 하고, 배의 진입
을 금지한 입출수 전용 가이드라인을 8월 18일 설치하였다.

- 스텔스 (오승남)
- 어성호 (김태식)
- 제주사랑 (양동훈)
- 은성1호 (한성국)
• 안전망 설치한 법환리 유어선
- 해조호 (강용옥)
• 안전망 설치한 보목리 유어선
- 블렉스타호 (한인호)

■ 방2다이버스 샵 이전
방2다이버스가 다음의 주소로 샵을 이전하였다.
• 이전주소 :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 전화 : 064-738-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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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스쿠바연합회 공제기금 모금함 설치
제주도스쿠바연합회는 공제기금 모금함을 제작하여 샵 오너
들에게 배포하였다.

본사 내방 손님

■ Alex Earl

Executive Director / PROJECT AWARE FOUNDATION
Tel: +1 949 858 7657 x2439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이빙 상식

독이 있는 수중생물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Email: alex.earl@projectaware.org

1. 청자 고둥에 쏘였을 경우

■ Young Hee Haniss

증상: 작고 통증이 없는 물린 자국, 무감각과 저림. 심각한 경우 근

Member Liaison, Korea

육 마비, 시력 감퇴 그리고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호흡 곤란을

Training & Quality Management / PADI ASIA-PACIFIC

동반한다.

Tel: +61 2 9454 2847

응급처치: 해독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압력을 가해 고정해야

Email: younghee.haniss@padi.com.au

하며, 필요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다.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Boo Kyung Kim

Regional Manager, Korea / PADI ASIA-PACIFIC
Tel: +82 108561 0558

2.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증상: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한 통증, 부풀어오름, 피부의 자국, 심

Email: bookyung.kim@padi.com.au

각한 경우에는 근육 마비, 호흡 곤란 그리고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
는 심부전을 동반한다.

지난 9월 5일에 개최되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차 방

응급처치: 쏘인 다이버를 물 밖으로 옮긴다. 구조대에 연락하고 바

한한 프로젝트어웨어 재단의 전무이사인 Alex Earl 님은 Young

이탈 사인을 확인한다. 식초를 사용하여 쏘인 세포들을 중화한다.

Hee Haniss(패디 아시아퍼시픽의 한국지역 연락관)님과 김부경
(패디 아시아퍼시픽의 한국지역 담당관)님과 함께 본사를 방문

환부를 해수(담수가 아닌)로 씻어내고 모든 촉수들을 떼어낸다.
비 열대지방에서의 해파리 블루 버틀(Blue bottle) 쏘임: 식초는 권
장되지 않는다. 해수로 환부를 씻어 내고 촉수들을 떼어낸다. 뜨거

하였다. 본지 발행인과 스마트다이버운동(본지에서 벌이는 해양

운 물이 심한 쏘임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호 캠페인)과 PROJECT AWARE 재단의 활동인 해양자연보호

비 열대지방에서의 경미한 쏘임: 해수로 환부를 씻어 내고 촉수들을

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떼어낸다. 차가운 얼음 팩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스톤피쉬, 라이온 피쉬 그리고 쏨뱅이 :
증상: 극심하게 욱신거리는 통증이 1-2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
고,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환부가 붉은색을 띄고, 멍이 생기고, 부
풀어 오르고, 무감각, 저림 그리고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심각
한 반응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떨림,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무기력, 숨 가쁨, 발작, 혈압 감소, 졸도, 그리고 마비를 동반하
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응급처치: 사고자가 견디어 낼 수 있는, 가능한 따뜻한 물에 30~
90분간 상처를 담그고, 통증의 조절을 위해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상처에 박혀 있는 모든 가시들을 핀셋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비누
와 물로 상처를 문지른다. 그리고 환부를 민물로 씻어 낸다. 쏨뱅이,
라이온 피쉬 그리고 스톤 피쉬에 중독된 모든 경우에는 상처에 이

Alex Earl 전무이사는 9월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세

질적인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

미나에서 해양자원보호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고, ‘자연의 회복

히, 스톤 피쉬에 의한 중독은 해독제가 필요하다.

력’이란 주제 아
래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의 기간 동안 열

4. 해양 생물에 베이거나 (창상), 긁힘 (찰과상)
응급처치: 환부를 씻어 낸 후,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용 연고를
바른다. 상처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감염이 시작되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리는 제주 세계자
연 보 전 총 회

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WCC)에 참석한
후 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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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신비한 수중세계를 사진에 담는 촬영기법

수중사진
Underwater Photography
글·사진 : 구자광

ISBN 978-89-92082-07-5
정가 : 45,000원 / 46변형판 / 670쪽
풍등출판사
교보문고 또는 인터넷서점 판매중

다이빙투어

2012년 (주)액션투어 월별 다이빙 일정 안내
필리핀 전지역

필리핀 릴로안

출발 상시

출발 12월 12~16일

일정 최소 4일

일정 4박 5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가장 편리한 항공일정으로 언제든 출발 가능.

특징 격
 월간 스쿠바다이버 창간 25주년 기념행사,

2012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인도네시아 전지역

인도네시아 라자암팟

출발 상시

출발 10월 30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13박 14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가장 작은 생물부터 가장 커다란 생물까지, 그 모든 것

특징 인도네시아 핫 이슈! 라자암팟으로 떠납니다.

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말레이시아 전지역

말레이사아 라양라양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3월 2~11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9박 10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시파단. 2013년 시즌을 기다

특징 라양라양 팸투어에 다이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는 라양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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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시파단

미국 하와이

출발 2013년 9월 14~22일

출발 10월 12일

일정 8박 9일

일정 8박 9일

특징 2013년 추석을 시파단에서!

모집 확정일정
특징 최고의 리버보드 AGGRESSOR를 타고 하와이를 만납

니다.

팔라우

서남아시아 몰디브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4월 8~16일

일정 최소 5일

일정 8박 9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정규취항으로 더욱 편리해진 팔라우

특징 서남아시아의 보석 몰디브로 떠납니다. 잔여 2석 추가모

집 중! 2012-2013 시즌 상시 모집.

멕시코 칸쿤

코스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출발 2013년 5월 11~19일

출발 2014년 5월 30일 ~ 6월 19일

일정 8박 9일

일정 20박 21일

모집 확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2013년 석가탄신일 연휴와 함께 떠나는 멕시코 칸쿤. 멕

특징 2014년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

아일랜드로 떠납니다.

시코의 유명한 시노테 다이빙과 칸쿤 다이빙, 그리고 치체
니사 관광까지. 이후 관광일정 추가 가능. 쿠바 관광 예정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등 상시 출발 가능합니다.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 :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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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보석

라양라양 팸투어

6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라양라양의 첫 방문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해마다 매년 3월~8월까지만 문을 여는 라양라양 리조트. 2013년 3월 라양라양
시즌의 시작을 액션투어와 마레스가 함께 합니다. 새로운 마레스 장비의 실제 사용기회가 주어지는
이번 팸투어에 다이브센터와 많은 다이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 일시

2013. 3. 2 토요일 오후 ~ 3. 11 월요일 새벽 (9박10일 일정)

02 장소

말레이시아 라양라양리조트

03 인원

선착순 8개 다이빙전문점 대표 및 다이버 30명 한정

04 신청 및 문의

액션스쿠바 02-3785-3535 / bluemjl@hotmail.com

05 라양라양 정보

www.dive2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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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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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등고래

호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다이빙 성수기

10월

11월

12월

DIVING SEASON CHART

다이빙 가능시기

대보초
밍크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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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다이빙지역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필리핀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지역 : 동남아
날씨 : 건기 12~5월, 우기 6~11월
기본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이 매일 운항하
며 이 외에 저가 항공 운항

돈솔

보홀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아닐라오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레이테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세부/막탄

말라파스쿠아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코론
모알보알

오슬롭

푸에르토 갈레라

투바타하

돈솔

돈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지역 : 동남아
날씨 : 건기 4~10월, 우기 11~3월
기본항공 : 대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싱가포르항공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자암팟

리조트 다이빙

발리

세이셀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모리셔스
코모도

마나도

홍해/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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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제공

리버보드 다이빙

갈라파고스/에콰도르
리버보드 다이빙

호주

미주,남미
코코스아일랜드
코스타리카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칸쿤/멕시코
크리스마스 섬

대보초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바하마

하와이/미국

캘리포니아/미국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통가

리조트 다이빙

피지

솔로몬제도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랑카얀/말레이시아

뉴칼레도니아

파푸아뉴기니

리조트 다이빙

라양라양/말레이시아

기타 동남아, 서남아
리조트 다이빙

시파단/말레이시아

리버보드 다이빙

몰디브

리버보드 다이빙

괌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푸켓/태국

남태평양

리조트 다이빙

사이판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얍

리버보드 다이빙

버어마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오키나와/일본

시말란/푸켓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팔라우

리조트 다이빙

축

마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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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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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내용
본지는 ’87년 9/10월호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이빙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여행정보, 다이빙 이론, 잠수의학, 수중사진교실, 해양생물지식, 실수다큐멘터리 현상공모작, 다이빙
장비 등의 정보들은 단행본으로 엮어 놓아도 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개되는
다이빙계의 뉴스는 다이빙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이빙 강사가 되거나 숍을 오픈하는 등
다이빙계의 프로페셔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본지 과월호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 w w.s c ub a m e di a.c o.k r에서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난 과월호를
웹매거진으로 모두 보실 수 있으며 키워드로 지난 과월호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본지 과월호는 통신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애용바랍니다. (Tel : 02-778-4981)

제 138 호(2010년 7/8월호)
1.	사설·다이빙 시장 불황과 다이빙 스포츠
품격의 문제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염원2
3.	특집·얼음바다 북극해 바닷속 대탐사·상
어와 인간의 관계 역사·쥐치들과의 전쟁
4.	해양생물·세계해수어 원색도감 (완성편
22회)·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19회)
5.	국내다이빙·구룡포 장길리 펀다이버 투
어기·경상도 해안 다이빙 리조트·문섬
동남쪽 포인트를 가다
6.	해외다이빙·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다 아닐라오·해외 여행을 도와주는 팁·필리
핀 레이테 다이빙기·‘축’ 난파선 다이빙
7.	장비소개·우리회사 대표 선수 메인장
비·파티마 PDCH-550D 하우징
8. 상식·아리아드네의 실
9.	신간안내·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부
제: 한국의 어류 연구사
10. 다이빙 입문·초보자 입문 안내
11.	강사코너·프로같은 다이버가 되는 방
법·스노클 사용 테크닉
12.	독자코너·칙소폭포에서의 오픈워터 다
이빙·부산 이지다이빙 수중정화 활동·
아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4.	DAN 칼럼·재호흡기 사망사고
15.	수중사진전·장남원 수중사진전 ‘海’
16.	다이빙클럽 소개·딥블루 포토 클럽·재
필리핀 수중협회 소개
17.	Diving Society News·우정사/오션챌린
져 오셔닉 OC-1 한정판 이벤트, S.M.S
100 입고. 마레스코리아 아이콘HD 한글
버전출시, 지안루카 제노니 영화제 참가,
피레네 아이스다이빙-아비스22. BSAC
산호보호국제회의, 트레이너 워크숍, 강
사재등록, C-Card 디자인 변경, IANTD
트라이믹스강사 교육, DEMA쇼 참가.
PSAI 신규, 업데이트 강사, 퍼실리티소식.
SDD 바다의날 수중정화작업, 친목다이
빙, 신상품, 트레이너워크숍, 수중사진전
시회, ITC, 제주스쿠바다이빙축제 공고.
SSI ISO 인증, 트레이너 2차업데이트, 리
조트 대표, 강사 친목 모임/업데이트,
TechXR 테크니컬 강사트레이닝, 아시아
지역 미팅, 타이완센터 방문, 신규 다이브
리조트, 센터 등록. SDI/TDI 멕시코 동굴
다이빙, 응급대응다이빙, 에코(Eco)다이
빙, 장학생강사4기, CPROX1st-AED, 감
압절차과정, 풀페이스마스크 교육, 트라
이믹스 101 축제, 자격증등록 비용 인상.
IDIC Hoelentauchen 2010 Cavediving
교육, 필리핀/태국지역센터 모집, 코스디
렉터교육, 평가기간 안내, ITS/강사 크로
스오버 모집, 롤러백 출시, 폴로T셔츠 출
시. PADI NOMA Dive-EFR코스, 멤버포
럼, 강사시험, UW네비게이터스페셜티 강
사워크숍. CMAS KOREA 강사강습회,
트라이믹스 다이빙교육, 강사친목다이빙.
Y SCUBA STX엔진, 삼성테크원 스쿠바
팀 연합투어, 광양YMCA 인명구조요원
크로스오버, 부산지방경찰청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서울YMCA-1339 응
급처치&심폐소생술 전문지도자과정, “제
16회 서울어린이 한강 헤엄쳐 건너기“행
사 수상안전요원 지원, 위급상황 대처법
교육, 수상수중안전, 생활응급처치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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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스터 무료보급, 다이버를 위한 생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무료 강습회, 여름
시즌-YMCA SCUBA 강사 강습회. 2010
년 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장
수중사진촬영대회

제 139 호(2010년 9/10월호)
1. 사설·스마트 다이버 운동
2.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블루리본
일·수중사진가에게 추천하는 동해안 다
이빙 포인트 1회
3.	특집·제1부 탄생 100주년에 회고해보는
쿠스토·제2부 쿠스토 후손들의 가족분
쟁과 선점 경쟁·제1부 세계의 고래 전설
들·제2부 다이버가 부러워하는 고래의
잠수능력·물속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
대의 바닷속 연구
4.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0회)
5.	국내다이빙·우리나라 다이빙의 고향 제
주도 바다·섶섬 동북 포인트를 가다·포
항 블루오션 촬영 투어
6.	해외다이빙·필리핀 서던 레이테 - 소고
드만 다이빙·인도네시아 코모도 여행
기·해외여행을 도와주는 팁·세이셸 공
화국 다이빙 안내
7.	장비소개·잠수복 베스트 셀러 모음·한
국형 드라이슈트 - 코리안 아이스블루·
걸스포츠 신제품
8. 잠수의학·Q&A 잠수의학
9.	강사코너·스킨다이빙장비 Q&A·당신은
얼마나 멋진 다이버인가·쇄파1
10.	독자코너·미국 최초 민간인 강사 맥 캘
러스터 박사 인터뷰·재필리핀 수중협회
2010년 의료봉사·TDI/SDI 장학생 강사
교육을 수료하면서
11.	다이빙클럽 소개·대구다이버스클럽 30
주년 생일 잔치
12.	Diving Society News·제13회 물빛 수중
사진전, 클럽 블루마린 수중 사진전, ㈜
우정사/오션챌린져 오셔닉 OC-1 파이오
니어 한정판 명품 이벤트, 마레스 디스트
리뷰터 미팅 참가. 한국형 드라이슈트 코
리안 아이스 블루 출시, 아쿠아렁 아이스
랜드 세미드라이외 다수 입고, 아쿠아스
피어 아만다 비어드 스펀서쉽, 파트너센
타 3호점,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후원, 데
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참가자 모집,
SDD 대한민국의 바다 사진전시회, 국제
스쿠바 다이빙 대회 공고,8월 정규 ITC,
SSI 블루노션의 법인화와 운영변경, 인스
트럭터 평가, 크로스오버 교육, 신규다이
브 리더, TXR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파운데이션 인스트럭터, 경동대학교 계절
학기, 홈페이지 전세계 통합, 프리다이빙
코스런칭, SSI 송년회 안내, BSAC 제2회
사법연수원생 교육, 109차 강사교육, 수
중사진 공모전, TDI 재호흡기 이볼루션과
정, 에코다이빙, 오픈워터 매뉴얼 출시,
풀페이스 마스크 스페셜티, 트라이믹스
101 축제, SDI 강사트레이너 모집, 2차 멕
시코 동굴다이빙, IDIC 필리핀/태국 지역
센터 모집, 제주 패밀리 데이, NAUI 김우
형 미국본부 이사 출마, 플레티넘 업무
재개, 전주대학교 해양실습, 코스디렉터
워크숍, PSAI 수중사진교육, 퍼실리티 소
식,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PADI 인터넷
공동 오버츄어 마케팅, 국제정화의 날,

CMAS 6기강사교육결과, 강사체육대회,
Y SCUBA 씨킹 스쿠바 개장, 간사회 여
름수련회, 10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정
상우 CD 소식, 부산 오스포츠 교사 연수
교육, 제2회 국립수산과학원장배 바다목
장 수중촬영대회

제 140 호(2010년 11/12월호)
1. 사설·한국수중사진공모전 20년에 붙여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3.	수중사진·파티마배 한국수중사진호별공
모전·황윤태의 마린에세이 - 멋진 만
남·김생수의 Image Painting
4.	특집·미스터리 여행자 민물 뱀장어·제1
부 전설로서의 뱀장어·제2부 먹거리로서
의 뱀장어·제3부 사이언스 속의 뱀장어
5.	해양생물·물고기는 색을 보는가? 사용할
줄 아는가?·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1회)
6.	국내다이빙·신혼여행과 새섬 서북단코
지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
천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2회·잊을
수 없는 10월의 제주도 바다·아름다운
포인트를 간직한 38마린에서의 다이빙
7.	해외다이빙·필리핀의 펀다이버를 위한
리조트·인도네시아 마나도 타식리아 리
조트·해외여행을 도와주는 팁
8.	장비소개·드라이수트 그 기초적 이해·
드라이수트 마켓
9.	에코다이빙·2010년 10월의 태종대 비치
수중생물
10.	업체소개·스웨덴 트렐레보리 구룹과 바
이킹 드라이수트·토탈레져를 추구하는
포항 원잠수 해양리조트
11.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2.	강사코너·로그북을 그리는 강사·다이빙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들-왜 규칙을
지켜야 할까?·어린 큰이빨부리고래를
구조하라!·다이빙말고, 시파단섬에 얽힌
이야기·드라이수트 착용에 필요한 기
술·레귤레이터 구분하기
13.	독자코너·마법의 소금 방망이 바닷물은
왜 짤까?·재필리핀수중협회 정기다이빙,
번개다이빙
14.	다이빙 축제·제1회 제주국제스쿠바다이
빙대회
15.	다이빙클럽 소개·다이빙 동호인 클럽 블
루마린의 수중사진전 ‘Blue & See’
16.	Diving Society News·제노니 세계신기
록 수립, 마레스 디자인상 수상, 최대수
중결혼식, 제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협
찬, 데마쇼 참관 및 본사 투어, 아쿠아렁
파트너센타 소식, 아쿠아 스피어 팬텀
수트 출시, 필립 크로아종 영국해협횡단,
테마스쿠바아카데미, 도어스 아트페어
출품, 모비스 래쉬가드, SSI KOREA 패
밀리 투어, 엑스스쿠바 이전, 스피드 스
쿠바 이전, SSI KOREA 송년회, 마이크
로네시아지역 한국 등록가능, 어드밴스
드 트라이믹스 과정, 트라이믹스 101축
제, 에코다이빙 세미나, SDI 강사과정,
IANTD 강사교육, 연간행사계획안내,
TM다이브 강사교육, PADI 강사시험, 정
상우 CD, 고다이빙 뉴스, TUEV, ISO,
EN 품질인증 갱신, IDIC 로그북출시, 나
이트다이빙교재 완성, 제주 패밀리데이,
챌린지 페스티발, PSAI 트레이너 워크
숍, 고급중성부력 교재출시, 무어해저,
BSAC 강사교육, 콤바인 나이트록스 강

사 워크숍, 가속감압 절차과정, 제1회 제
주국제스쿠바다이빙대회, 코스디렉터
워크숍, 익스프롤레이션 강사과정, 수중
사진전, S D D 멤버쉽과정 개편안내,
CMAS KOREA 강사교육, 수중사진 및
비디오 강사교육, 생활체육 지도자 검정
실시, 친목다이빙개최, 강사체육대회개
최, 정상훈 트레이너 대통령 표창,
YSCUBA 한글 매뉴얼 출판, 산업현장관
리자 안전교육 시행, SEI KOREA 2011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양성학교 개최.

제 141 호(2011년 1/2월호)
1.	사설·스마트다이버 운동, 뼈아픈 구조조
정 요구한다
2.	공고·스마트 다이버 운동 포스터·스마
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3.	수중사진·제20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
입상작품 발표·김풍등의 한국수중사진
공모전 20년 심사 회고·한국수중사진공
모전 20년 수상작품 앨범
4.	특집·바다거북 뭔지 알고 즐기자·제1부
세계의 거북신화와 전설들·제2부 거북이
란 동물의 기초적 이해·제3부 바다거북
일곱종
5.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2회)
6.	국내다이빙·2010년 마지막 다이빙 산호
정원을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하
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3회
7.	해외다이빙·세부 막탄섬의 명품 다이
빙·롬복 코코티노스 리조트
8. 에코다이빙·귀산 앞바다 수중정화 활동
9.	리조트소개·펀다이빙이 가능한 세부 막
탄섬의 리조트
10.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1.	강사코너·스넬의 창·다이빙안전을 위
한 중요한 규칙들2-알면 알수록 편하고
안전하다·SSI 40주년 행사를 참관하
고·홍해를 아시나요·고 김억수강사 1주
기 추모제·흔한 실수와 응급처치·오경
철의 테크니컬 다이빙 인생·호흡을 보
다 쉽게
12.	독자코너·이상기 박사 인터뷰를 통해 알
아보는 NOAA·뜻있는 해맞이 다이빙
13.	다이빙클럽 소개·수중사진가 모임 빛흐
름-제7회 수중사진 전시회
14.	Diving Society News·마레스 코리아
랩 세미나, 마레스 인터넷 판매경영 정
책, ㈜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 데마쇼
참관, 아쿠아렁 신제품, 아쿠아렁 본사
방문 및 데마쇼 참가, 북극곰 수영대회
협찬, 아쿠아렁 파트너 센터 소식,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인사 개편, 40주년 행
사, 프리다이빙 세미나 참가, SSI 마케팅
상 수상, 스윔스쿨 런칭, 송년의 밤, 신
규 다이브 리더, BSAC 제3회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새로운 SDC 매뉴얼 출
시, 2011 아이스 다이빙, 샤크 다이브 리
조트 오픈, 멕시코 동굴 다이빙, 강사 마
일리지 프로그램,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기체 혼합자 과정, 사이드마운트
스페샬티 과정, SDD 강사 업데이트, 다
이브리더 강사과정, 이석 본부장 취임,
프레티넘 ITS 센터, 베스트 프로페셔널
어워드, MOU 체결, IDIC 로그북 재출
시, PSAI 신규 트레이너, 신년회, 제26
기 인명구조요원 평가, 정병일 교수 표
창, 강원 영동지역 강사 모임, 고김억수
강사 추모, 김창모 트레이너 표창, ADS
창립 조인식, PADI 다이빙 비즈니스 세
미나, 김정미 CD 강사교육, 수원여대 산
학협력,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
관 및 세미나, 수중세상 리조트 개업 5
주년 행사, 한국 수중과학회 세미나 개
최 안내, 하상훈 대표 감사장 수상, 액션
스쿠바 2011 투어 일정, 보라카이 씨월
드 CDC 센터, 아쿠아 갤러리 마린 리조
트 오픈, 서해바다 물고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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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닝 발표, 에코 다이빙, 멕시코 동굴 다
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모집, IANTD 트
라이믹스 다이버, 장비전시회, SDD 강
사트레이너 워크숍, 지역별 업데이트 및
디렉터 컨퍼런스, IDCI 신규리더, 다이브
컴퓨터 세미나, 비즈니스 세미나, PSAI
신규강사 및 트레이너, 트라이믹스 레벨
1-3 코스, 개해제, YSCUBA 홈페이지
통합 재개정, CPCR/AED 뉴가이드라
인, PADI 아시아퍼시픽 공동전시관, 비
즈니스 솔루션 세미나, 멤버포럼, 강사시
험, 수원여대 산학협력체결

제 143 호(2011년 5/6월호)
1.	사설·입문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저가
경쟁 교육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스
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버
운동에 서명하면서 남긴 스마트 다이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
4.	특집·Anystory 불가사리·제1부 불가사
리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1.엄마, 아빠
가 들려주는 불가사리 전설 동화 / 2.쇠
먹는 불가사리 설화 / 3.그리스 전설의
불가사리 탄생 / 4.고래를 속였다가 넝
마로 태어난 불가사리 / 5.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 6.불가사리와 거미 이론
/ 7.사람들은 별을 왜 ☆ 모양으로 그리
나? / 8.불가사리 수면 자세 / 9.불가사
리를 먹는 갈매기 / 10.불가사리를 먹는
사람들 / 추가.성모마리아와 사랑의 상
징·제2부 알기쉽게 말하는 불가사리
사실들 1.불가사리 / 2.거미불가사리는
불가사리와 어떻게 다른가? / 3.한국의
불가사리 / 부록 불가사리 10 요약 / 부
록 나쁜놈, 좋은놈, 덩치만큰놈 / 부록
한국의 불가사리 106종 명단 / 부록 한
국의 불가사리 앨범
5.	해외다이빙·비사야 다이빙의 교차로 세
부 릴로안 지역·F32, 필리핀 모알보알에

빠지다·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다시 떠
오르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
6.	국내다이빙·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더
욱 가깝게 다가온 강릉, 양양 다이빙·김
건석의 포토리포트 범섬 본섬/작은섬
포인트를 가다·수중사진가들에게 추천
하는 동해안 다이빙 포인트 5회
7.	해양생물·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제24회)
8.	전시회·인도네시아 다이빙 전시회 팸투어·
제5회 국제보트쇼의 스쿠바다이빙 론칭
9.	업체탐방·앗! 이런 곳이 있었다니 수지로
얄다이빙풀
10.	신제품 소개·신제품 LED 다이브라이트
EOS 3·아이콘 HD 펌웨어 2.0 버전 출시
11. 신간안내·한국 개오지류 도감 발간
12.	다이빙 입문·스쿠바다이빙 제대로 배우는 길
13.	잠수의학·Q&A 잠수의학
14.	DAN 칼럼·강한 근육은 다이버에게 자
신감을 준다
15.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 제2회·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교육 팁과 가치·이호빈 코스디렉터 강사
동문회
16.	장비 코너·잠수복을 만드는 네오프렌 원
단은 무엇일까?·살인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사용되는 금속탐지기
17.	Diving Society News·조선닷컴과 콘텐
츠 제휴, 한국개오지류도감 출간, 나카
무라 사장 방문, 대전 수중동행, 엑스포
다이빙, 대천스쿠바 Mares 랩세미나, 순
토 New D-series 컴퓨터 출시, 테코
SB 드라이 슈트, 수중 하우징 Blue Eye
출시, 아쿠아렁 파트너센터 5호점, 6호
점, KDEC의 출범, SSI 필리핀 오피스
개설, 온라인 교육 런칭, BSAC 강사교
육, 수중사진 강사 워크숍, 홍보용 리플
렛 제작, 대학생 강사교육, SDD 해외친
목 다이빙, 정규 ITC, 제2회 제주국제스
쿠바다이빙대회, SDI/TDI/ERDI 지역별
강사 세미나,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에코다이빙 제주, 멕시코 동굴다이빙,
장학생 강사과정, 감압 절차 과정,
IANTD 노틸러스 개해제, 장비 리페어
세미나, 트라이믹스, 강사 트레이너 세미
나, 여름 캠프, IDIC 신규리더, 개해 축제
한마당, C-CARD 패키지, 임페리얼 팰
리스 리조트&호텔 팸 투어, IDIC CPR/
FA 세미나, 다이버 교재 개정, 야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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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4 호(2011년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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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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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자리를 떠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2.	스마트 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 스마트 다이
버 목소리
3.	수중사진·제21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수중사진작가 초대석(김기
준)
4.	특집·세계 최초 잠수함과 최초 군사 잠
수함
5.	신제품 소개·(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의 신제품,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제
품, 테코의 신제품, 헬시온 코리아의 신
제품
6.	수중생태 이야기①·해양생물, 공생관계
7.	해외다이빙·사우스조지아섬에서의 스쿠
바 다이빙
8.	해외리조트소개·발리와 함께 인도네시
아를 대표하는 마나도
9.	국내리조트 소개·강원도 양양군 38 마
린리조트
10. 국내다이빙·김건석의 포토리포트
11.	수중생태 이야기②·제주도의 인공어초
12.	수중사진 테크닉·색온도와 화이트 밸런
스
13.	수중사진 가이드·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14.	다이빙 기술①·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
브마스터1
15.	스페셜 다이빙①·테크니컬 다이빙(제2
회)
16. 스페셜 다이빙②·동굴다이빙의 모든 것
17.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8. 김광희 칼럼·창의력은 밥이다
19.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맘마미아
20. 교육단체 소개·PA야
21.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22.	잠수의학코너·압력손상의 증세와 처치
(2)
23.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길(제6회)
24. 다이빙 기술②·다이버의 수화법(제4회)
25.	교육참관기·BSAC 대학생 강사과정을
마치고
26.	독자코너②·초짜다이버 팔라우바다 정
복기
27.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8회)
28.	독자코너①·스쿠바다이빙과 연애를 시
작하다(제3회)
29.	신제품기획기사·(주)대웅슈트/마레스코
리아, 해왕잠수
30.Diving Society NEWS

1.	사설·자본주의 4.0, 다이빙4.0, 그리고
스마트 다이버 운동
2.	스마트 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마트 다이버 명예의 전당·스마트 다이
버 목소리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 발표·수중사진작가 초대석(좌동진)
4.	신간안내·수중사진
5.	특집·해파리 ANYSTORY·제1부 해파리
전설 1.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 2. 베르
사체 로고 메두사 / 3. 해파리와 원숭이·
제2부 에른스트 헥켈의 해파리 명화집·
제3부 해파리란 무엇인가?
6.	신제품 소개·우정사의 신제품·해왕잠수
의 신제품·캠스케어의 신제품
7.	해외다이빙1·북극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8.	해외다이빙2·갈라파고스 다이빙!
9.	해외리조트 소개·아닐라오의 다이빙 사
이트와 아카시아 다이브 리조트
10.	국내리조트 소개·영덕 대진리조트
11.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6회)
12.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펭귄, 위대한 모험
13.	수중생태 이야기·크리닝 스테이션
14.	수중사진 테크닉·RAW 파일
15.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16.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17.	잠수의학코너·감압병(잠수병)의 진단과
치료
18.	강사코너·훌륭한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는 길(제4회)
19.	다이빙 기술·다이버의 수화법 (제2회 유
사한 모양으로 표현하는 수화)
20.	스페셜 다이빙·트랜스퍼머, 사이드마운
트 다이버를 만들자!
21.	독자코너·스쿠바 다이빙과 연애를 시작
하다
22.	수중사진 촬영대회·제1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바다목장 수중촬영대회 입상작
23. Diving Society News

제 146호(2011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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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7호(2012년 1/2월호)

제 148호(2012년 3/4월호)
1.	사설·대형화·고급화된 스쿠바다이빙센
터의 건립, 다이빙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
마트 다이버 운동 실천행동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
중사진작가 초대석(김동혁)
4.	신간안내·나이트룩스 다이빙 매뉴얼
5.	특집·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글로벌 도
시 포항, 해양스포츠산업의 메카를 꿈꾸
다(박승호 포항시장편)
6.	신제품 소개·(주)우정사/오션챌린져 신
제품, (주)테코의 신제품
7.	수중생태 이야기①·해양생물, 공생관계2

8.	수중생태 이야기②·제주도의 인공어초(2
단 터널형 인공어초)
9.	해외다이빙·노르웨이 오슬로 피오르드
에서의 스쿠바 다이빙
10.	해외리조트 소개·세부 릴로안 지역의 다
이빙 그리고 고래상어, 보홀 팡글라오섬
의 디퍼다이브리조트
11.	국내리조트 소개·강원도 양양 월드다이
브리조트!
12.	김인영칼럼·고대 스폰지 다이빙과 잠수
돌 스칸다로페트라
13.	장비사용기 리뷰·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마레스의 아이콘 HD AIR
14.	수중사진 테크닉·노출보정과 그레이 카
드
15.	수중사진 가이드·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2)
16.	다이빙 기술①·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
브마스터2
17.	스페셜 다이빙·케번(Cavern)다이빙
18.	생활속의 과학이야기·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술에 대한 몇 가지 진실
19.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아베베 비킬라)
20.	김광희 칼럼·창의력, 책에서 길을 묻다!
21.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동물과 인간의 따
뜻한 교감(프리 윌리)
22.	독자코너·다이버가 바라본 바닷속 세상
23.	교육단체 소개·SSI
24.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25.	잠수의학코너·호흡기체의 오염과 일산화
탄소 중독
26.	다이빙 기술②·다이버의 수화법(제5회)
27.	교육참관기·다이버마스터 교육을 겸한
시밀란 리브어보드 여행기
28.	세밀화 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제
29회)
29.	수중사진 공모전·해양생물 수중사진 공
모전
30.	수중사진 전시회·제주수중사진연구회
창립전
31.	레포츠센터 탐방·울진해양레포츠센터
32.	전시회 참관기·제20회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참관기
33.	기획기사
34.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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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Diving Society NEWS

제 150호(2012년 7/8월호)
1.	사설·「낚시어선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시
도하자
2.	스마트다이버·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스
마트다이버운동 실천행동
3.	수중사진·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
중사진작가 초대석(차명수)
4.	특집·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황종국 고
성군수편) 천혜의 자원이 살아있는 강원
도 고성, 살아있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
기면서 힐링을 체험한다
5.	신제품 소개·(주)대웅슈트/마레스 신제
품, (주)테코 신제품, (주)해왕 신제품
6.	수중생태 이야기①·해양생물, 공생관계(4)
7.	수중생태 이야기②·제주도의 인공어초
8.	수중생물탐구·플랑크톤(바다의 표류자
와 방랑자)
9.	국내리조트 소개·포항 원잠수아카데미
10.	장비사용기 리뷰·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홀리스 기어의 SMS50 사이
드 마운트 장비
11.	수중사진 테크닉·접사의 촬영배율과 촬
영거리
12.	수중사진 가이드·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4)
13.	프리다이버 인터뷰·크리스티앙 말다메
인터뷰
14.	다이빙 기술·프로레벨을 향하는 다이브
마스터(4)
15.	텍다이빙①·재호흡기 다이빙(2)
16.	텍다이빙②·테크니컬 다이빙
17.	스페셜티 다이빙·바닷속에서 스피드를
즐기다(수중스쿠터)
18. 교육단체 소개·BSAC
19.	생활속의 과학이야기·남자 그리고 여자,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
20.	홍숙영 칼럼·스포츠 스타와 스토리 텔링
(베서니 해밀턴)
21.	김광희 칼럼·다양성, 내 삶의 존재 이유
22.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그랑블루
23.	독자코너·잊지 못할 스쿠바 다이빙의 추
억 밟기
24. Diving Doctor·Q&A 잠수의학
25.	잠수의학코너·여성과 다이빙
26.	어류도감·한국어류세밀화총도감
27.	다이빙영어·해외다이빙 갈 때, 이것만은 꼭
28.	다이빙교육참관기·TDI 사이드 마운트 교
육 참관기
29.	다이빙 체험기·팀트라이 테크니컬 다이
빙 체험기
30.Diving Society Diary
31.	기획기사
32. 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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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장비업체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주)해왕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14-15
전화: 02-588-0970
팩스: 02-587-0392
홈페이지: www.mares.co.kr
대표: 우대혁

(주)우정사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5 3층
전화: 02-4300-678
팩스: 02-4300-838
홈페이지:www.woojungsa.co.kr
대표: 신명철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35-4
전화: 02-362-8251
팩스: 02-364-9665
홈페이지: www.kingsports.co.kr
대표: 장준득

오션챌린져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전화: 02-478-7273
팩스: 02-478-6174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주)첵스톤 코리아

에스엔씨 코리아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등 고급다이빙 장비수입

미국 에어리스 장비수입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전화: 02-3789-0906
팩스: 02-3789-0190

홈페이지:www.chaxton.com
대표: 유영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0-5
건양빌딩 301호
전화: 02-3143-0594
팩스: 02-3143-0599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성주

(주)테코

마린뱅크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SCUBAPRO 장비수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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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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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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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10-7113-0460
메일: joe7418@me.com
홈페이지: naui.or.kr
Korea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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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DS 코리아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다이빙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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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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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다이빙

부산 기장 다이빙 안내, 다이빙 교육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cafe.daum.net/ilkwangscuba>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74-10번지
전화: 051-722-4402
휴대폰: 010-9655-4402
이메일: sj1894@naver.com
대표: 정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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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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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스킨스쿠바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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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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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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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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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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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 리조트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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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12번지
전화: 054-733-1382
휴대폰: 010-3539-7800
홈페이지: http://djscuba.co.kr
대표: 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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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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홍동 64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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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인구다이브리조트

38마린 리조트

천혜의 자연짬 포인트/편리한 시스템/수중촬영 가이드

국내최대규모/호텔급객실/조도다이빙/잠수풀보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전화: 033-671-0158
팩스: 033-671-0159
휴대폰: 011-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대표: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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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스쿨 제주

ARA DIVE

체험다이빙/다이빙교육/제주도투어/장비렌탈

에어스테이션/장비렌탈전문/체험다이빙

제주시 도두동 1669-3
전화: 064-713-2711
팩스: 064-743-2712
휴대폰: 010-2094-6707
홈페이지: www.ssijeju.com
대표: 강윤석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수중리프트설치 전용선2대 보유/스마트다이버 할인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전화: 064-732-4832
팩스: 064-767-4832
휴대폰: 010-8980-4444
홈페이지: www.aradive.com
대표: 이훈선

네모선장리조트
강사양성과정 수시개최, 다이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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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2-1
전화: 033-632-4251
휴대폰: 010-6370-0271
홈페이지: www.nemocaptain.com
대표: 고영식

원주스쿠버

황스마린포토서비스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31-7(무실로240)
전화: 033-763-0006
팩스: 033-763-0666
휴대푠: 010-5361-5601
070-825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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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lek0006@hanmail.net
대표: 이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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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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PI RESORT

TASIKRIA RESORT

인도네시아 발리 멘장간/툴람벤 최고급 리조트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Jalan Gunung Agung No.105D
Denpasar 80118, Bali, Indonesia
전화: 62-362-94497(멘장간)
62-363-21642(툴람벤)
팩스: 62-362-94498(멘장간)
62-363-21939(툴람벤)
홈페이지: www.mimpi.com
이메일: sales@mimpi.com

COCOTINOS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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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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 25주년 기념행사

2012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본지가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고래상어 관찰이 가능하고
접사촬영 하기에 최적인 필리핀 릴로안에서 2012 본지 기고가 초청과
구독자 팸 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알찬 이벤트를 준비하여 진행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이벤트
• 잠수의학 세미나 및 질의응답 시간 (강영천 박사/진주고려병원)
• 수중사진촬영 강좌 및 촬영대회 진행 (김지현 교수/군산대)
• 모든 참가자는 사은품 제공

■ 항공 기본 일정
• 12/12 21:45 인천출발 01:10 세부도착
• 12/16 15:15 세부출발 20:45 인천도착
※ 개인 신청에 따라 일정을 앞뒤로 연장 가능
1일차
주간
A팀
(펀다이빙)
야간

주간
B팀
(수중사진)
야간

2일차

릴로안 리프 다이빙
(3회)
잠수의학 세미나 및
질의 응답(강영천 박사)

아포섬 다이빙(3회)

야간 다이빙(1회)

3일차
고래상어관찰(1회) 및
수밀론 다이빙(2회)
파티

릴로안 리프 다이빙

고래상어관찰(1회) 및

(3회)

수밀론 다이빙(2회)

잠수의학 세미나 및

수중사진 촬영강좌

촬영한 수중사진

질의응답(강영천 박사)

(김지현 교수)

심사 후 시상, 파티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액션투어에 문의를 바랍니다.

다우인 접사촬영(3회)

REVOLUTIONARY DESIGN
HIGH COMFORT

September • October 2012

Since 1987

어깨 위쪽의 호스배치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TATIVE DIVE MAGAZINE IN KOREA. VOL . 151

• 슈퍼플렉스 호스
• 호스의 엉킴과 당김현상을 줄임

측면 배기시스템
• 배기버블로부터 다이버의 시야확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12

이

특집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에 위치한

한인 다이브 리조트 소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9 / 10월호 제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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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5주년 기념행사

2012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꿈과 희망이 있는 제주바다 속으로」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SDM 수중사진콘테스트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 나카무라 이쿠오
수중사진테크닉 스트로브의 사용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해양생물, 공생관계 (5)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소개
강영천 박사의 Q&A 잠수의학
잠수의학 상식 (다이빙을 배우기 전에 하는 의학적 검사)
다큐멘터리 영화 평론 (더 코브 )
재호흡기 다이빙 (3)
독도의 수중생물

데이비드와 캐빈리의 수중생물 탐구
프리다이빙
다이빙영어

창간 25 주년호

사설 

지난 8월 29일 방영된 KBS의 환경 스페셜을 보고
- 특별기획 3부작 바다와 인간 - 제 2편 : 스쿠버다이빙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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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