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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E-TEX Ⅱ DRYSUIT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를 이용 내구성을 확보
고어텍스사에 방수테이프를 620℃ 열테이핑
목 보온 칼라 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케블라 팔꿈치 패드 / 케블라 무릎 패드
내구성과 투습율을 향상시킨 디센더 Ⅱ 원단 사용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빕엔트리지퍼를 채택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GORE-TEX Ⅱ)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유일한 선택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는 드라이슈트를 입고 있는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어텍스 본사에서는 최신 섬유기술을 적용하여 드라이슈트에 가장 이상적인 고어 “DESCENDER Ⅱ”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Ⅱ 원단은 내구성 증가 및 투습율 증가로
드라이슈트에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www.mares.co.kr

FATHOM DRYSUIT
패텀은 드라이슈트에 필요한
모든 편의 사양을 갖추었습니다.
립스톱이 추가된 벡트라원단은 내구성과 부드러움 제공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목 보온 칼라 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PU 코팅된 팔꿈치 패드
러버 코팅된 케블라 무릎패드
확장 가능한 2개의 주머니 기본장착
주머니와 손목에는 안전을 위한 반사 테이핑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패텀 드라이슈트(FATHOM)
다이빙 강사와 다이빙 전문가를 위한 특별모델
인체공학적 설계로 수중에서의 활동이 더할 나위 없이 편합니다.
최고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의 사양이 모두 기본으로 장착되어있어 어떤 용도로도 완벽합니다.
패텀 드라이슈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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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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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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극한의 수온에서 세계의 다이버가 선택한
바다강 드라이슈트

북극에서 TEK-3000 드라이슈트를 입고 아이스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러시아 북극 탐험가

바다강 TEK 시리즈 드라이슈트
TEK-1000

■한
 국 체형에 맞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용 드라이슈트
■ 인체공학적 입체패턴 설계
국내최초 CE인증 제품

TEK-2000

■코
 두라 부틸원단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화된 드라이슈트
(등지퍼형)
■ 전체 코두라 부틸
전체 나이롱 부틸

TEK-3000

■ 활동성이 탁월한 초경량슈트
■ 고강도 나이론 코두라
아쿠아렉스 원단 사용
■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응하는
페브릭 드라이슈트

부틸콤비

■원
 단 : 부틸 + 코두라부틸
■ 목씰 : 라텍스씰 / 손목씰
■ SI-TECH 밸브
■ BDM 방수지퍼(앞지퍼형)
■ 아쿠아즈 고급형 멜빵

▶ 본사/공장 : 부산시 남구 용호3동 377-3 (부산시범공단 1층)

Tel 080.621.6003

aquaz@aquaz.net / www.aquaz.net / www.badagang.com

Fax 080.621.6004

▶ 서울지사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8-4 (202호)

Tel 02.477.2952

Fax 02.47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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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창간 2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별책부록을 발간합니다.
드라이 슈트, 드라이 슈트 다이빙 기술,
국내의 드라이 슈트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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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채널

제주스쿠바스쿨

Mission Deep Blue

The scuba (제주)

도서출판 정담

창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

독도공익광고

천지스쿠바

멤버 연합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사방비치)

경기스쿠바 다이빙풀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R

R

R

R

R

멤버 연합

오션블루세부리조트
(세부)

Mimpi Resort

멤버 연합

원잠수 아카데미
(포항)

넥서스 BIZ

R

블루샤크 제주

센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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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신청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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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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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레저
다이빙

Deep Diver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40m

Advanced EANx Diver

테크니컬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EC

K(침
몰

선)

Rebreather

-50m

Normoxic Trimix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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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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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서울 02-486-2792)
NSDM 다이버스(속초 011-265-1381)
The Scuba(제주 010-4631-4448)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광명 잠수풀(광명 011-732-4942)
굿 다이버(제주 011-721-7277)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기억해 스쿠버(후포 010-5439-3256)
노도 스쿠버(대구 053-621-0469)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블루아이 스킨스쿠버 아카데미
(경주 054-620-8253)
블루 홀 다이버스(안양 010-8633-0752)
성현 스쿠버(삼척 010-6375-3572)
씨 텍(부산 010-2860-8091)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해원(강릉 033-644-6207)
해양 대국(욕지도 010-7758-7920)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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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트레이너
강신영 (Technical IT)
강신영 (Adv. EANx IT)
고석태 (Technical IT)
권오윤 (Adv. EANx IT)
김정숙 (Trimix IT)
김창제 (Adv. EANx IT)
김창환 (Adv. EANx IT)
박근창 (Adv. EANx IT)
서일민 (Technical IT)
안승철 (Trimix IT)
오현식 (Adv. EANx IT)
이민호 (Adv. EANx IT)
이우영 (Adv. EANx IT)
이원교 (Adv. EANx IT)
이종인 (Adv. EANx IT)
이효진 (Adv. EANx IT)
정영호 (Adv. EANx IT)
정철희 (Adv. EANx IT)
최승혁 (Adv. EANx IT)
황영민 (Technical IT)
황영석 (Adv. EANx IT)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다이빙 팍(사방 070-8625-4870)
샤크 다이브 리조트(아닐라오 070-8248-7098)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iantd korea

강길영 (EANx)
강광일 (EANx)
강제철 (Adv. EANx)
강덕권 (EANx)
강대채 (EANx)
강성인 (EANx)
강영철 (EANx)
강인한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Adv. EANx)
김경하 (EANx)
김기억 (Adv. EANx)
김기종 (Adv EANx)
김대학 (Technical Cave)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민석 (Adv EANx)
김민중 (EANx)
김병섭 (Adv. EANx)
김상길 (Adv. EANx)
김석중 (Adv. EANx)
김성목 (EANx)
김성욱 (EANx)
김성진 (Adv. EANx)
김신래 (EANx)
김영수 (Adv. EANx, MK6)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윤석 (Adv. EANx)
김진성 (Adv. EANx)
김재만 (EANx)

김정명 (EANx)
김정수 (EANx)
김종학 (Adv. EANx)
김주태 (EANx)
김태일 (Adv. EANx)
김태한 (Adv. EANx)
김해중 (Adv. EANx)
김희명 (EANx)
김희준 (EANx)
문대천 (Adv. EANx)
문석래 (EANx)
문성원 (EANx)
문홍주 (Adv. EANx)
박대원 (Adv. EANx)
박덕수 (EANx)
박명원 (EANx)
박상수 (EANx)
박성화 (EANx)
박상용 (Adv. EANx)
박용순 (EANx)
박우진 (Adv. EANx)
박인성 (Adv. EANx)
박재형 (Adv. EANx)
박진수 (Adv. EANx, MK6)
서기봉 (EANx)
서계원 (Technical)
서승훈 (Adv. EANx)
서윤석 (Adv. EANx)
서재환 (EANx)
손경훈 (Adv. EANx)
손현철 (EANx)
송우용 (EANx)
송태민 (EANx)
송한준 (Adv EANx)
신길용 (EANx)
신명철 (EANx)

양성호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정석 (EANx)
오춘수 (Adv. EANx)
유근목 (Technical)
유기정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윤성환 (EANx)
이기영 (Adv. EANx)
이남길 (Technical)
이동준 (EANx)
이상돈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Technical)
이수한 (Adv.EANx)
이승호 (EANx)
이영권 (EANx)
이우식 (EANx)
이장구 (Adv. EANx)
이주헌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필규 (Adv. EANx)
이호석 (Adv. EANx)
이홍석 (EANx)
이행식 (Adv.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장세환 (EANx)
전우철 (Technical)
정경원 (Adv. EANx)
정국현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정승욱 (EANx)
정영환 (Technical)

정용옥 (EANx)
정용진 (EANx)
정재욱 (Adv. EANx)
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EANx)
조선구 (Adv. EANx)
조우선 (EANx)
조성호 (Adv. EANx)
조현수 (Adv. EANx)
지혜자 (Adv. EANx)
지 훈 (EANx)
천남식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추재욱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최형곤 (EANx)
피성광 (EANx)
하우용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영호(Adv. EANx)
한우연 (EANx)
한정우 (EANx)
허 현 (EANx)
현승준 (Adv. EANx)
신규 강사
강대채 (EANx)
강광일 (EANx)
김희준 (EANx)
박성화 (EANx)
우대희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정용진 (EANx)
조현수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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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다이버 운동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맙시다.
다이빙중에 수중사냥이나 해산물 채집을 하지 맙시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는 다
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관행은 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 다이빙 스
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
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단현
상을 이겨내고 다이빙 문화를 품위있게 변화시
켜야 합니다.

해양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또한 다이빙중에 해양오염 쓰레기를 수거합시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해양을 오염이나 훼손시
키지 않으며 더렵혀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
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운동입니다. 다이
빙을 하다보면 낚싯줄, 쇳조각, 빈병, 깡통, 비
닐, 폐그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이것들을 하나라도
주워 나오는 일입니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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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교육단체가 Mission Deep Blue라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 상어보호 프로젝트 등 4가지의 캠페인 미션을 런칭하여 시작한다.
•미션 1 : 인도네시아의 거북이 보호, •미션 2 : 지느러미 포획금지, •미션 3 : 해양 보호구역 만들기, •미션 4 :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재/교육 프로그램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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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풀장 운영

-코스디렉터 졸업식 평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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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 서울 IDC 센터

코오롱 스포렉스 양평 스쿠버풀

PSI 필리핀 Cebu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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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예찬론
The Cult of Scuba Diving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반열

한다. 일단 스쿠바다이빙은 위의 요소 중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

에 올랐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민들의

세, 친밀한 인간관계,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적당한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00위권 밖이다.

체중 등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스쿠바

대다수 국민들이 그다지 행복하다고

다이빙을 하는 것이 행복의 요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보여준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많이 하락했다는
조사도 있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예

먼저, 스쿠바다이빙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며 친밀한 인

전보다 좋아졌는데 상대적으로 행복도

간관계를 형성한다. 수중에서는 약간의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기

는 후퇴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물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짝이 필요하다. 대부분

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높은 교육열

단체로 다이빙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는 시간 외에도

은 고학력자를 양산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우리

서로간에 다이빙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눈다. 저녁에는 약간의

삶은 점점 편리해졌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요즈음의 사람들

술을 곁들며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광활

은 예전의 사람들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한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누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는 증대되었고, 경제적

구나 다 바라는 여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특히 다이빙 여행중에

인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졌다. 또한 스마트폰과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로 자기 일인 듯 챙겨주는 동지애가 있다.

인터넷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각박한 인심은 사람들을

다이빙 여행을 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들 사이에는 서

외롭게 한다.

로 생각과 행동은 다르지만 다이빙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주는

글 / 구자광(발행인)

친밀감이 존재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
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산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두 번째, 스쿠바다이빙은 해양 스포츠 중 하나로 체력관리를

행복을 느끼며 살까? 또 이들이 행복을 느끼며 사는 비결은 무엇

할 수 있다. 물속 무중력 상태에서 바다를 유영하는 것은 뼈에

일까? 여기에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를 연구했던 미국 하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비를 극대화 시키는 운동이다. 수

버드대학의 성인발달연구팀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다소나마 그

중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수압치료 효과를 통한 신경통 등 성인

조건을 알 수 있다. 이 연구팀은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무엇일까

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거기에다 아름다운 수중 풍광들과 다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한 생물들을 감상할 수 있어 정신세계까지 안정되는 일석이조

생각했던 재산, 학벌, 명예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의 운동이다. 이렇게 긴장감과 흥미로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행복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친밀한 인간관계, 안정적인 결혼생

뇌 호르몬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대

활, 금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등 7가지이다.

체로 다이빙 여행지는 오지에 있다. 해외로 다이빙 여행을 가게

이 조건 중에 5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되면 짧아도 4박 5일 이상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회 이

있는 확률이 50%이상이 된다고 기술하였다.

상 다이빙을 하는데 일과가 끝나면 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져 절
대적으로 휴식을 취해야만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위의 7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을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스포츠이다. 물론 나이에 따라 체력소모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

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긴 여행에서 돌아오면 체중이 몇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

kg씩 감량되어 저절로 체중이 조절된다. 이렇듯 다이빙을 하는

고 있는가? 느끼고 산다면 어떤 경우에 많이 느끼는가? 필자는

즐거움 외에도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위의 행복의 7가지 요소를 스쿠바다이빙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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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다이빙을 하면 담배와 멀어진다. 다이빙은 호흡이 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인구가 대략 이십만 명 정

주 중요하다. 물속에서는 오로지 생명줄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도이라고 한다.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호흡을 한다. 호흡은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바람직

다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다이빙은 누구나가

하며 기관지에 이상이 없어야 다이빙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다. 경제적 여유와 시간, 그리고 약간의

그래서인지 다이버는 일반인보다 금연비율이 훨씬 높다. 아무래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여행

도 담배는 기관지를 자극시켜 호흡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횟수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쓰임새를 줄여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전적으로 담배만 그런 것은 아니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간은 최대한 아끼고 아껴 주로 주말과

지만 정말로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이빙에 장애가 되는 조

휴가를 이용하면 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는

그마한 요소라도 배제시켜 즐거운 다이빙을 좀 더 오랫동안 즐기

것도 좋지만, 조금씩 여유를 만들어가면서 과정을 즐기는 것도

고 싶어 한다.

즐거움이다.

네 번째, 다이빙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번 하버드대의 조사에서 보여주듯 행복의 조건은 주변의 환

스포츠 중에는 위험을 내포한 것들이 많다. 스피드를 즐기는 스키

경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변과 조화롭

나, 카레이싱, 모험을 즐기는 절벽에서의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등

게 어울려 살 때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많은 종류가 있다. 스쿠바다이빙도 그 중의 하나이다. 먼저 숨을

28일에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현대리서치·지

쉬는 것부터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과 공동으로 기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바다의 상태도 변화무쌍하다. 갑자기

‘2012 대한민국 행복지속가능지수(HSI)’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의

조류가 흐르기도 하고, 냉수대가 찾아오기도 한다. 바람이라도 심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하게 불면 바다의 수면은 거칠게 반응한다. 이런 날은 입출수를

중년으로 넘어갈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경제상황이 악

할 때 한층 더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수중생물에게도

화되고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경제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

늘 긴장해야 한다. 독이 있는 생물들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고,

년은 자꾸 행복과는 멀어졌다. 이러한 발표를 접할 때마다 행복이

생물들의 산란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수중생물이 신체에 스

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다

치기만 해도 어떤 독이 피부를 뚫고 스며들지 모른다. 이렇게 스

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늦

쿠바다이빙은 늘 위험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

지 않았으니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 행복은 스스로 느끼는

포츠들의 공통점은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릴과 해

만족감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냈다는 자부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은 중독성이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있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이 길어지면 더욱 그 짜릿함이 그립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현재 다이버라면 선택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다
른 사람에 비해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쿠바다이빙은 행복한 요소들을 골고루

이다. 다이빙 여행을 몇 번 다녀온다면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혔

갖추고 있다. 그래서인지 다이빙에 한번 발을 담그면 그 유혹의 눈

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트

빛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이빙 여행 계획

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들과 대화를 하

을 세우게 된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다이빙

고, 에메랄드 빛 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해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

장소가 오지여서 교통이 불편하여 비행기에서 배로, 배에서 자동

릴 것이다. 친밀한 대화상대를 원한다면 많은 다이버들과 긴 여

차로 많은 시간을 이동하면서도 멋진 다이빙 사이트를 찾아간다.

행을 같이 하라. 의리 있고 믿음직한 동료들을 만나 유쾌한 대화

또한 다이빙을 진행할 때에도 기후의 변화나 바다의 상태에 따라

와 공통 화제들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인생의 깊이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한 역경을 다 겪어내며 스릴을 즐긴

알고 싶다면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삶을 관찰해 보라. 약육

다. 이러한 긴장감이 오히려 다이빙의 매력인 것이다. 같은 장소에

강식의 세계에서 저마다의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여정이

가도 늘 다른 환경과 변화 있는 모습은 다이빙에 흥미를 더해준다.

보일 것이다. 이렇듯 다이빙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많은 지혜와

하루의 다이빙이 끝나면 그 어떤 때보다 여유롭고 한가로운 시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다이버라면 마음

을 보내며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준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상

껏 즐겨라. 아직 다이버가 아니라면 스쿠바다이빙을 한번 경험해

에 지친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며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는다. 여

보라. 지금보다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 질 수 있을 테니까.   

행에서 돌아오면 다시금 활기찬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하며 다음
번의 다이빙 여행을 계획하며 사는 즐거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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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만을 위한 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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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PRO & UWAT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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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시계형
다이브 컴퓨터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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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PRO & UWAT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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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연말 공모전)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12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12년 11월과 12월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 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응모부분

• 광각사진부문
• 접사사진부문(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마감일자

• 2012년 12월 31일 24:00시까지 제출된 사진

작품의 저작권

•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단, 당선자 본인의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권은 인정됩니다.
응모조건

•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 작품의 잡티 제거, 색상 보정, 크롭핑, 기울기 조정 등의 기본적인

작품 제출처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응모란
• DEPC 홈페이지 (www.depc.co.kr)의 수중사진 갤러리
• 웹하드 (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
(아이디 : pdeung, 비번 : 2468)

포토샵 보정은 허용합니다.
•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 당선작은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
정기간내 고화질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당선작은 수상이 취소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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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 다이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장비를 바닥에 끌거나 핀킥으로 모래를 일으킬 때)
• 수중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몸을 부풀리는 복어, 먹물을 쏘는 문어나 오징어 등)
• 수중생물을 변칙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 수중생물에게 인공적인 음식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 수중생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의 꼬리, 산호의 폴립 등)
심사위원과 심사방법

• 본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다이빙과 수중사진에 조예가 깊고 다이빙 계에 저명한 분들을 초빙
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입상자 발표

• 입상작은 본지 2013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시상내역
대상

1

상금 10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금상

2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은상

2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동상

2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장려상

10

상패 및 상품

광각5명, 접사5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 대상 수상자는 본지의 수중사진 작가초대석에 수상자의 포토폴리오를 게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합니다.
- 모든 상금에 대한 세금은 본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선작이 없어 시상하지 못한 상금은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시상일자와 장소

• 시상일자와 장소는 추후 발표합니다.
주 최

• 스쿠바미디어
협찬사

• 협찬사들의 많은 후원바랍니다.
■ (주)대웅슈트

■ (주)우정사/오션챌린져

■ (주)해왕

■ (주)첵스톤/SNC코리아

■ (주)테코

■ 헬시온코리아

■ 다이브자이언트

■ 바다강

■ 마린뱅크

■ 캠스퀘어

■ 아쿠아시스템

■ 즐겐슨아시아

■ 38마린리조트(동해안)

■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 몬테칼로리조트(아닐라오)

■ 오션블루세부리조트(막탄)

■ MB오션블루(모알보알)

■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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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2년 11/12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강필선

금상 조성철

강현주, 강호근, 권오용, 김광복, 김상열, 김은종, 박정권

은상 이창수

은상 강필선

박주극, 손의식, 양승철, 염민종, 우종원, 이운철, 이창수

동상 양승철

동상 손의식

이홍석, 정연규, 정희철, 조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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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콘테스트는 마린뱅크에서 협찬해 주셨고, 이번

수 있습니다.

11/12월 콘테스트는 (주)대웅슈트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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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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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출품됩니다.

┃기타┃
┃시상 내역┃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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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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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를 사용하는 수중사진가도 있지만 일명 “똑딱이”라 불
리는 콤팩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콤팩트 카메라는 어안렌즈처럼 초광각이 아니며
전문 마크로 단렌즈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광각과 접사촬영
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모
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 시 피
사체를 부각시키고자 한 작품과 일안리플렉스 카메라에 광
각렌즈를 사용한 경우라도 “광각접사” 촬영을 의도한 경우
는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11/12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대웅슈트 협찬

네모와이드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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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85만원

하드케이스(PL2720)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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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29만원

X-뷰 L.S.S 마스크

동상

• 두가지 실리콘을 이용한 스트랩
• 트라이 콤포트(TRI-COMFORT)
• 2-버튼식 버클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 한국형 마스크

가격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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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강필선

46

상어와 다이버 Nikon D100, f/2.8, 1/15

은상 Silver Prize 이창수

점보어초에서 수중사진가 Nikon D700, f/13.0, 1/40

동상 Bronze Prize 양승철

해파리 Nikon D90, f/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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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조성철

48

푸른점문어 Nikon D800, f/22.0, 1/250

은상 Silver Prize 강필선

밴디트쉬림프 Nikon D100, f/14.0, 1/125

동상 Bronze Prize 손의식 Lined dartfish

Nikon D300, f/18.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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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우종원

박정권

납작벌레

어초의 풍광

강호근

고래상어와 다이버

이홍석

부채산호

권오용

아네모네 치장게

강현주

세줄 볼락

김광복

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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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철

우종원

새우

우종원

양승철

경산호에 둘러싸인 대왕조개

김상열

베도라치

김은종

작은 오징어

손의식

호랑이새우(Tiger shrimp)

청베도라치

갯민숭달팽이

조건환

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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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박주극

이창수

염민종

천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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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원

고동류

흰가오리

비단멍게와 세닐 말미잘

우종원

삼엽갯민숭달팽이와 황제새우

천재법

빨간꽃지붕 아래 망뚝

최지섭

바다풀 새우(Seagrass shrimp)

동굴속의 다이버

화려한 어초

우종원

이운철

정연규

갯민숭달팽이

손의식

황제새우

김광복

모래 속의 도다리

우종원

쑤기미

정희철

빨간눈고비

슬리퍼 가재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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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파이프피쉬

54

Underwater Photographer RESERVED SEAT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강필선

1997 호주 마이크볼 다이브익스페디션
1999 호주 프로다이브 케언즈
2000-2006
코엑스 아쿠아리움 어류연구팀
	현재 Elasmobranch(연골어류) specialist
세계수족관 언골어류협회 정회원
외식 프렌차이즈 대표

작은 물고기들

55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헤리프로그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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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와 다이버

57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스내퍼 무리들

게

58

난파선

고스트파이트피쉬

59

수중사진작가 초대석

어초의 풍경

스위트립스 무리

60

말미잘과 동갈돔

갑오징어 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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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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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5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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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라이프

www.scubadiving.or.kr

김도열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afe.daum.net/marinelife-01

이기훈(김병국)

010-3350-0973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www.fourplaza.com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1-215-8928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www.expodive.com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0-8571-3331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www.s-world.or.kr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cafe.daum.net/jbjamsu

위덕대학교

054-788-2929

경북 울진군 원남면

포프라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다이브 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팀 스쿠버

이기영

010-8963-858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www.teamscuba.kr

JMJ DIVING SCHOOL

조미순

017-573-2212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club.cyworld.com/busanscuba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경북 경주시 감포읍

www.scubahs.co.kr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아쿠아 캠프

조준호

010-9999-4008

경북 울릉군 울릉읍

www.aquacamp.co.kr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황흥섭

011-824-2688

경북 포항시

www.wpcss.co.kr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남해군 미조면

www.bluescuba.co.kr/

마린 하우스

허천범

010-6215-6577

제주도 서귀포시

www.marinehouse.info

방2다이버스

방 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www.bang2divers.com

메르블루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www.chatelet.co.kr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7-344-2095

제주도 남제주군

www.scubalife.net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www.seaskyjeju.com

해원 다이브 리조트

박상용

011-685-155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www.haewondive.com

남애리스쿠바

양용경

010-6391-9499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속초 모래기 스킨 스쿠버

장일기

010-3382-8588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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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컬리지

김태훈

070-8227-5132

바탕가스

www.ssicollege.com

아쿠아가든 비치 리조트

이승재

0920-951-7682

바탕가스

cafe.daum.net/aquagarden

송 오브 조이

송윤호

070-7417-8271

사방

www.soj.kr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김정철

070-561-3662

바탕가스

club.cyworld.com/jresort

씨 퀸 다이브

정성걸

070-8269-2499

사방

www.sqdive.com

다이브파크 블루스타 리조트

전태영

070-4065-7188

모알보알

www.divepark.co.kr

PDA

최종찬

070-4069-9198

세부

www.cebupda.com

세부 블루드림

장국삼

070-4007-7772

세부

cafe.naver.com/cebubluedream

2n2 스쿠바 다이빙 리조트

강해원

63-47-232-6346

수빅

www.2n2scuba.com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유병선

010-5214-8226

세부

www.oceanblue.co.kr

미크로네시아 지역 다이브 리조트
씨월드 팔라우

한주성

070-8624-8686

팔라우

www.seaworld-palau.co.kr

다리 다이버스 팔라우

이성수

070-7536-6767

팔라우

www.daridivers.com

얍 퍼시픽 리조트
얍 다이버스
블루라군 리조트

Dieter Kudler

691-350-6000

얍 미크로네시아

www.yap-pacific.com

Bill Acker

691-350-2300

얍 미크로네시아

www.mantaray.com

691-330-2727

축 미크로네시아

www.truk-lagoon-dive.com

팔라우 어그레서 리브어보드

Gradvin.K Aisek

(1)-800-348-2628

팔라우

www.aggressor.com

덴서 리브어보드

(1)-706-394-6395

팔라우

www.dancerfleet.com

Be a Diver With SDD International

SDD INTERNATIONAL 강사양성센터

김동혁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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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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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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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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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익

김창문

블랙마린
blackmarine@naver.com
010-8230-1001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naver.com
010-9058-9933

정지원

성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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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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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오기현

동명스쿠버
npm271@naver.com
033-63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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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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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D는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가들의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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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용인시 건립)에

스킨스쿠버다이빙 교육전용 풀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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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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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위한 강사는 입장 및 탱크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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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

Keli Wilk’s Gallery

Keri Wilk (캐나다)
With great pleasure, Scuba Diver Magazine is pleased to introduce our readers to Keri Wilk, one of
the most talented underwater photographers living today. Keri's outstanding images have appeared
in multitudes of magazines, scientific journals, field guides, books, and museums. Naturally, Keri is a
very sought-after freelance photographer and he regularly authors articles for major dive magazines
around the world.
격월간 스쿠버다이버지의 이번호부터 현재 가장 유능한 수중 사진가 중 한 사람인 케리윌크의 사진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게 되
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케리의 빼어난 사진들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잡지, 과학저널, 도감, 서적과 미술관에 게재되고 있
다. 당연히 그는 아주 인기 있는 프리랜서 사진가이고 세계적으로 주요 다이빙 잡지들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Wrecked Plane & Diver 난파한 비행기와 다이버

Keli Wilk의 수중사진 감상

In addition, Keri's images have garnered awards in many prestigious international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s. Keri took his first underwater photograph at age 10, so even at the age
of 27, he has already accumulated many years of valuable experience and expertise underwater.
케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많은 수중사진대회에 수중사진들을 출품하여 여러 번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10세 때
처음으로 수중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기에 현재 27세의 나이이긴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수중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
식을 쌓아왔다.

Presently, Keri is co-owner and R&D director of ReefNet, a Canadian firm that offers high quality
products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Being formally educated as a mechanical engineer and
coupled with his love of marine life, Keri has developed photographic tools to enhance underwater
photography.
현재 케리는 수중사진가들에게 수준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에 있는 ReefNet이라는 회사의 공동 소유자이자 연구개
발 책임자이다. 해양생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케리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사진촬영 도구를 스스로 개발하여
수중사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Keri began his photo career by taking images of marine life for ReefNet’s digital marine life field
guides, but shooting simple side-profile photographs for identification purposes became rather
monotonous. Thus, to broaden his photographic horizons and set free his growing talent, Keri
began to consciously search for and capture images of unique, unusual perspectives and
behaviors in the underwater world. His success in this field was both rapid and impressive, and
Keri won several international photo competitions, while still a teenager.
케리는 ReefNet의 디지털 해양생물 도감에 들어갈 해양생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가 일을 시작하였으나, 단순히 생물
들을 식별할 목적으로 도감에 들어갈 사진만을 촬영하는 것은 상당히 단조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사진가로서 지평도 넓히
고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쳐보기 위하여 수중세계에서 독특하고 흔치 않은 장면을 찾아 자신만의 앵글로 사진에 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수중사진 분야에서 놀라울 만한 발전과 결과물을 도출하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
면서 10대에도 여러 국제사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eri’s early success in photo competitions proved he had potential to achieve much more, so he
began experimenting with various modes and styles of underwater photography. He skillfully
pushed the limits of possibilities, using the photographic tools available, thereby earning even more
acclaim. Finally, when Keri reached the limits of existing tools, he deployed his knowledge of
mechanical engineering to invent new ones, which he uses to create images not visualized by
others and to achieve stunning photographs of our underwater world. Some of those notable
innovations are now essential tools that many photographers utilize today, such as the very popular
SubSee Magnifier and fiber optic snoots. In short, Keri has revolutionized super-macro and
underwater snoot photography, and he continues to develop new aids that enable photographers to
create hitherto impossible underwater images.
일찍이 사진대회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의 재능과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며 케리는 수중사진을 다양한 방식과 스타일로
촬영하는 실험을 시도했다. 그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사진촬영 도구를 활용하여 최대한 능숙한 기술을 습득하여 어려운
촬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층 더 많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 도구로는 한계가 있다고 절감한 케리는 자신의 기계공
학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사진가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진을
선보이고 경이로운 수중 세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되어 주목받게 된 혁신적인 도구들 중의 일부는 이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오늘날 많은 사진가가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기 많은 확대 렌즈인 서브시 매그니파이어
(SubSee Magnifier)와 광섬유 스눗(fiber optic snoot)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케리는 슈퍼마크로 및 수중 스눗 촬영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 사진가들이 종전에는 불가능하던 수중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e are honored and proud to present Keri Wilk's works for your enjoyment, in this and upcoming
issues of Scuba Diver Magazine.
다시금 스쿠바다이버지의 이번호와 향후 스쿠버다이버지에서 케리윌크의 작품을 독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자랑스럽다.

Keli Wilk’s Gallery

Crocodile 악어

Keli Wilk’s Gallery

Pesce Volante 날치(Flying Fish)

Lily Pads 수련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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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슈트

타이푼 드라이슈트 ‘프로라이트’ 출시
바람이 많이 불고 무척 추워졌습니다.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이런 날씨에 맞추어
드라이슈트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드라이슈트 2012/13 신제품의 첫번째 모델인
‘프로라이트(PRO LIGHT)’ 드라이슈트입니다.
65년 전통의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TYPHOON)’
사의 한국형 슈트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레저용 드라이슈트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재봉선을 최소화하여 누수의 위험을 낮추었으며, 착용감이 월등합니다.

프로라이트 드라이슈트
■	특 징
- 2중 테이핑 : 최고의 내구성과 밀수성 보장
- PU 코팅된 무릎패드 : 내구성 보장
- 영국산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 내부의 신축성 있는 어깨끈
- 허리의 탄성밴드 : 물의 저항을 줄임
- 360도 회전식 급기밸브
- 자동/반자동 배기밸브
- 옵션 : 손목 배기밸브, 소변지퍼, 벨로우 포켓
■	원 단
내구성이 입증된 클로텍스(CLOTEX) 원단
-	내·외부의 폴리에스터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나일론에 비해서 탁
월한 내구성을 보장
- 추운 날씨에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착용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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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상 : 검정
색
사이즈 : XS, S, M, L, XL
부츠 : 5mm 써믹부츠와 라텍스 버선 중 선택 (3~4일 소요)
소비자가격 : 210만원

드라이슈트 2012/13 신제품 두번째 모델인
‘고어텍스 D2(DESCENDER 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년 전통의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TYPHOON)’사의 한국형 슈트입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고어텍스 D2’ 드라이슈트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최신기술로 드라이슈트에 이상적인 ‘디센더 2(DESCENDER 2)’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2’ 원단은 내구성과 투습률이 높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고어텍스 D2 드라이슈트
■	특 징
-	모든 재봉선 : 싱글 니들록 스티치(single needle lock stitch)를 이용한
이중박음질
내구성을 확보, 평평함을 유지하여 방수성을 높임
-	특별 공급된 방수테이프를 620℃의 고온으로 녹이는 특별공법을 채택
탁월한 내마모성을 보장
■	원 단
-	내구성과 투습률을 더욱 향상시킨 2012년 ‘디센더 2(DESCENDER 2)’
원단
-	육상에서 드라이슈트를 입고 있을 때 내부습기를 배출하여 일사병을 예
방하며,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보장
-	수중에서도 수분을 배출할 수 있어 다이빙시 내부습기로 인한 저체온증
을 막음
- 빕엔트리(bib entry) 지퍼 : 혼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음
-	무릎, 팔꿈치, 엉덩이의 케블라(Kevlar) 패칭 : 내구성 보장, 무릎에는 패
드가 덧대어 있음
- 편리한 소변지퍼와 지퍼커버
- 영국제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 튼튼한 라텍스 손목씰
- 목 보온 칼라
- 내부에 신축성 있는 어깨끈 장착
- 허리 탄성밴드 : 물의 저항을 줄임
- 360° 회전식 급기밸브, 자동/반자동 배기밸브,
- 옵션 : 손목 배기밸브
■
■
■
■

 상 : 검정
색
사이즈 : S, M, L, XL
부츠 : 5mm 써믹부츠/ 라텍스 버선 중 선택(3~4일 소요)
소비자가격 : 410만원(부츠선택, 3~4일 소요) / 맞춤시 460만원(최대 소
요기간 60일)

※	주의사항 : 부력평형 없이 40m이상의 수심에서 다이빙시 고어 멤브레인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채로 오랜시간 활동해야 하는 군, 경, 소방대원을 위한 전용모델입니다.
타이푼사와 오랜 협의를 거쳐 최고의 제품을 고집하는 레저 다이버에게도 2012년부터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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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대웅슈트
드라이슈트 2012/13 신제품의 세번째 모델인
‘패텀(FATHOM)’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년 전통의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TYPHOON)’사의 한국형 슈트입니다.
다이빙 강사와 다이빙 전문가를 위한 특별모델입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수중에서의 활동이 편합니다.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의사양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모든 다이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텀 드라이 슈트
■	특 징
-	25m 핫멜팅 테이프 위에 40m 검(gum)테이핑 : 최고의 내구성
과 밀수성 보장
-	새로운 곡선의 등지퍼, 벨크로 처리된 커버 : 뛰어난 착용감과 편
안함
- 러버 코팅된 케블라(kevla) 무릎패드 : 내구성 보장
- PU패칭 팔꿈치 : 내구성 보장
-	지퍼가 부착된 2개의 주머니 : 확장가능, 용도에 맞춰 편리한 사
용가능
- 안전을 위한 주머니와 손목의 반사 테이핑
- 소변지퍼와 지퍼커버 : 편리함
-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 목 보온카라
- 내부의 신축성 있는 어깨끈
- 허리 탄성밴드 : 물의 저항을 줄임
- 360° 회전식 급기밸브, 자동/반자동 배기밸브
- 옵션 : 손목 배기밸브
■	원 단
립스톱(rip stop)이 추가된 벡트라(vectra) 원단이 탁월한 내구성과
부드러움 제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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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쥐색+빨강
색
사이즈 : S, M, L, XL
부츠 : 5mm 써믹부츠/ 라텍스 버선 중 선택
가격 : 310만원(부츠선택, 3~4일 소요)/ 맞춤시 360만원(최대 소
요기간 60일)

신제품 소개

(주)즐겐슨아시아
리퀴비전 Kaon(카온) 다이빙 컴퓨터
X1으로 유명한 테크니컬 다이빙 컴퓨터의 선두주자
리퀴비전(캐나다)사 Kaon(카온)이라는
Air&Nitrox 텍-렉 컴퓨터를 출시!
카온은 기존의 X1, Xen, Xeo 컴퓨터와 같이 풀컬러
OLED로 독보적인 가시성을 자랑하며, 탭(두드림) 방식
으로 수중에서 조작이 빠르고 용이하다. 레크리에이션
모드, 테크니컬 모드, 게이지모드의 3개 모드를 지원
하며, 렉(Rec) 모드는 Air를  포함한 나이트록스의 1개
가스를 지원하며, 텍(Tec) 모드는 1개의 바톰 믹스와 2
개의 감압 믹스의 3개 가스 교환을 지원한다. 게이지
모드에서는 바텀타이머 기능과 스톱워치, 수심 리셋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제품은 레크리에이
션 다이버로부터 트라이믹스 다이빙 이전의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두루 사용될 수 있는 텍-렉 컴퓨터이다.

리퀴비전 Kaon(카온) 다이빙 컴퓨터
■	특장점
-	풀 컬러, OLED 자체발광 화면으로 뛰어난 가독성 (완전 암흑
상태에서도 가독성 제공)
-	메뉴버튼이 없는 탭(두드림) 방식으로 수중에서 조작이 빠르고
용이
-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에게 적합하도록 조작이 간단하고 쉬움
- 메뉴의 개인화 및 화면/글씨 색깔 사용자 지정
- 작은 사이즈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뛰어난 착용감
■	운용 모드
- ( 1 )레크리에이션 모드, (2)텍 모드, (3)게이지모드
-	렉(Rec)모드 : 1개 가스 사용(예 : 공기, Nx32, Nx36 등) 다이빙
시뮬레이션 및 로그 기능.
-	텍(Tec) 모드 : 3개 가스 사용 (바톰 믹스 +2 감압 믹스), Xeo
컴퓨터보다 사용이 용이함
-	게이지 모드 : 수심, 다이빙 시간 등 바톰타이머 기능, 스톱워
치, 수심 리셋 기능

■	주요사양
- 사이즈 : 6.4 x 5.5 x 3.8cm
- CE 인증 (EN13319, EN61000)
- 200 수심 방수
- 컬러,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170도 시야각
- Buhlman-ZH-L16C GF 알고리즘의 3 단계 안전감압 기능
- 큰 글자/자판 지원, 가시 경보 제공
- 탭 방식의 메뉴 네비게이션 (특허)
- 세라믹 압력 센서 (특허)
-	일회용 및 재충전 건전지 모두 사용 (연장 없이 쉽게 건전지
교체)
-	내구성 플라스틱 몰딩의 본체와 긁힘 방지 광석유리(Mineral
Glass)화면
- 착용 : 손목 스트랩과 번지 마운트 모두 지원
- PC 다운로드 지원
■ 제조사 : 캐나다 리퀴비전(Liquivision)社
■ 공식 수입원 및 유지보수 : (주)즐겐슨아시아

※ 자세한 제품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www.liquivi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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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바다가 아픕니다.
어류 남획, 쓰레기, 소음, 기름 누출 등의 위험요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 함께 활동하게 된다면, 바다를 위한 “푸른 전사” 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각자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통해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어 프로젝트와 함께, SSI는 4가지의 캠페인 미션을 시작합니다.
• 미션 1 : 인도네시아의 거북이 보호
• 미션 2 :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 미션 3 : 마이크로네시아 해양보호구역 만들기
• 미션 4 : 도서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재 지원
오션 레인져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발급비 전액은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확인 : http://www.divessi.com/deep_blue

원조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연중 럭셔리한 강사교육, 평가진행
▶ 호텔급 리조트에서 함께하는 다이빙

▶ 깨끗한 숙소와 최고의 주방장이 제공하는 요리

▶ 비치수영장 및 스쿠버 전용 풀장 보유

▶ 리조트 전용 비치에서 다이빙 보트 승선

세부 연락처 : (인터넷전화) 070 - 8245 - 8226 (현지휴대폰) +63 916-314-1500
한국 사무소 : (오션블루) 070-7126-5405
(한국휴대폰) 010 - 5214 - 8226

E - mail : ssicebu@naver.com
홈페이지 : www.oceanblue.co.kr

대표 : 유병선

수중생태이야기

It was very good. Gen. 1:31

해양생물, 공생관계 6
Marine Life, Symbiotic Association
공생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연체동물에서 나타난다. 비록 전 세계 해양에
서 연체동물이 수 천종에 이른다고 하지만, 조류세포들과의 공생관계를 발전시킨 종류는 9종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연체 동물의 이매패류이며, 그 중 거대조개를 포함하는 거대조개과에 7종
이었다. 그중 6종이 Tridacna 속이며, 나머지 하나는 Hippopus 속이다. 나머지 두 종은 이매패류

Cardiidae 과에 속하는 Corculum cardissa 와 Fragum fragum 이다.

글/사진 김지현
www.livephoto.kr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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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조개과(Tridacnidae)
모든 거대조개류는 단지 옛날에 인도양·태평양의 구세계(the Old World) 열대지역에 분포
되어 있었다. 그들은 현존하는 가장 큰 이매패를 포함하는데, Rosewater(1965)의 기록을 보면

Tridacna gi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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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dacna gigas 의 경우 길이 1.2m, 무게가 263kg이 되는 것도

생존전략은 거대조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있었다.

자세는 조직(tissue)과 갈색공생조류가 빛을 받지 못하게 되기

다른 종들도 크기에 있어 이보다 조금 더 작기는 하지만 여
전히 이종들은 다른 대부분의 이매패류에 비교해 큰 편이다.
이들 거대조개류는 산호초 지역의 거주자이다. 이들은 수심
이 얕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은 연체동

때문이다. Yonger(1975)가 기술한 것처럼, 이런 결과는 모든 거
대조개류가 발에 대해 엄청난 선회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음새가 발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패각은 위로 향해 열
려있다.

물 이매패류가 가지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즉, 그들은

동시에 입수관과 입수조직은 팽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두 패각을 수면의 표층을 향해 위로 열려있고, 산호나 산호암

입수관은 성장하고 스스로 넓어지며, 위로 향해 벌린 길이를 덮

바닥의 표면에 부착한다. 양패각은 보통 넓게 벌리며, 벌어진 구

을 정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색 공생조류에게는 확장된 면

멍 안에 넓고 밝은색을 띠는 조직층에서 갈색공생 조류가 발견

적을 제공한다. 이런 회전과 확장의 결과로써, 거대조개류의 패

된다. 이렇게 거대 조개의 양 패각이 벌어졌을 때 노출되는 밝

각을 닫는 근육의 하나는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중요한 해부학

은 색의 조직이 입수조직(siphonal tissue)이다. 이 밝은 색은 그

적 변화 때문에, 거대조개류는 다른 어떤 이매패류와도 다르게

곳에 침적된 다양한 색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현저히 변화되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공생 조류와의 더불어 삶

밝은 색깔은 조개의 조직을 태양의 손상효과(damaging
effect)로부터 보호해주는 반면, 동시에 햇빛을 충분히 투과시
켜 갈색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거대조개류

(공생)의 탓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호의 사진은 모두 Tridacna 속이며, 아래 사진은 종묘를
양성중인 모습이다.

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몸체가 전형적인 조개
류의 형태에서 이러한 공생관계를 수용하기 위해 겪어왔던 엄
청난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이매패류는 그들의 발을 기질에 묻
거나 혹은 꽉 쥐어 고정한다. 이런 자세에서, 보통의 조개류는
자신의 접번(蝶番, 이음새 hinge)을 위로 향한다. 분명히, 이런

Tridanca gi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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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민달팽이(Sea Slugs)

Department of Defense
- How Sea Slugs Survive without Shells

껍데기 없이 살아가는 바다 민달팽이의
생존전략 - 국방부도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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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by David Behrens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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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편집부

The Moon Snail is certainly slowed by the
size and weight of its cumbersome shell.
옆줄구슬우렁이(moon snail)는 그 주체스런
껍데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움직임이 느린 것이
분명하다.

Like the Moon Snail, Kellet’s Whelk can pull
its entire body into its shell to hide from
predators like sea stars.

Other large shelled species like abalone
cannot flee into their shell, but instead hold
tightly to the substrate to avoid being eaten.

옆줄구슬우렁이처럼 켈레트 고둥(Kellet’s Whelk)도
자신의 몸 전체를 껍데기로 끌어들여 불가사리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다.

전복과 같은 기타 큰 갑각 종(shelled species)은
자신의 껍데기로 피할 수도 있으나, 대신 밑에 있는
판을 단단히 붙들어 먹히지 않도록 한다.

What would Escargot be like without a shell? Not the

식용달팽이인 에스카르고(Escargot)에 껍데기가 없다면 어

same, that’s for sure. How well would an abalone or

떤 모습일까?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전복이나 옆

moon snail fare without their heavy shell? Not well I am

줄구슬우렁이(moon snail)에 두꺼운 껍데기가 없다면 얼마나

sure.

잘 살아갈까? 그리 잘 살지 못할 것임이 틀림없다.

Snails, whether on land or in the ocean, have shells for

육지에 살든 바다에 살든 달팽이는 껍데기가 있어야 할 충분

a very good reason – their own protection. Without the

한 이유가 있다.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몸을 숨길 껍데

shell to retreat into, shelled mollusks are vulnerable to all

기가 없다면 연체동물은 온갖 포식자에 취약할 수 있는데, 자신

forms of predation, because they have no other means of

을 방어할 기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껍데기가 두꺼워

defending themselves. But the burden of carrying an

포식자가 침투할 수 없는 ‘거처’를 늘 달고 다녀야 하기에 대가

impenetrable domicile around all the time has its price.

를 치른다. 갑각 연체동물(shelled mollusks)은 본래 움직임이

Shelled mollusks are inherently slow moving, making

느려 먹이를 먹고 짝을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느리므로 이러한

feeding and mate selection, just that – slow, and possibly

행위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먹이와 짝을 잘

a chance opportunity. Organisms that are efficient

찾는 생물은 대개 움직임이 효율적이다. 바다 민달팽이는 무거

feeders and mates – are usually able to move efficiently.

운 껍데기가 없어 빠르게 기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널리 먹이

Being able to crawl fast, without the weight of a heavy

를 구하고 보다 쉽게 짝을 찾을 수 있어 우연한 기회에 덜 의존

shell has given sea slugs an opportunity to feed over

하게 되었다.

wider areas and find potential mates more easily, relying
less on opportunistic chance.
Evolution works in funny ways, over time some

진화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behaviors or anatomical features may disappear from a

행동 또는 해부학적 특징이 한 종에서 사라지는 반면 기타 새로

species, while other new ones may appear. Before the

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복족류(gastropod)의 무거운 껍데

loss of the heavy gastropod shell could be fully

기가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새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전구체

accomplished, snails with precursors of new defense

(precursor)를 갖춘 달팽이가 선택되어 생존하였을 것이다. 이

strategies had to be selected for. With each subsequent

후 각각의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면서 새 방어 전략을 구비한 개

new generation, those individuals having new defensive

체는 살아남는 반면 그러한 전략이 부실한 개체는 사라졌을 것

strategies survive, while those armed to a lesser degree,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물은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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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ifornia Sea Hare, like its
relative the squid, deploys
clouds of red ink when disturbed.
캘리포니아 군소(California Sea
Hare)는 그 친척인 오징어처럼 방해를
받으면 붉은 먹물 구름을 흩뿌린다.

may not. It’s all about being able to successfully

전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상당한 세월, 아마도 수십 만

reproduce and pass on your genetic information to the

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껍질 없는 바다 민달팽

next generation. Given enough time, maybe hundreds of

이는 무거운 껍데기를 새로운 ‘첨단’ 방어체계로 대체하였을 것

thousands of years, the shell-less sea slugs we know

이다.

today have replaced the heavy shell with new “high tech”
defense systems.
The shell-less species are represented by the dorids,

껍질 없는 종으로 대표적인 것이 도리드(dorid), 이올리드

aeolids, dendronotina and arminina nudibranchs, while in

(aeolid), 덴드로노티나(dendronotina) 및 아르미니나

the more primitive groups the shell has been retained but

(arminina) 나새류(nudibranchs)다. 반면 보다 원시적인 종

is now internal, within the body. Examples of these are

들은 껍데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내부, 즉 체내에 있다. 이러한 종

members of the Family Pleurobranchidae, sea hares and

들을 예로 들면 군소붙이과(Family Pleurobranchidae) 개

some cephalaspians, such as the Navanax. In sea slugs

체, 군소(sea hare) 그리고 나바낙스(Navanax)와 같은 일부

that no longer have a shell, this form of protection has

세팔라스피안류(cephalaspians)가 있다. 껍데기가 사라진 바

been replaced by an array of different armaments and a

다 민달팽이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방어가 일련의 서로 다른

number of unique survival strategies. Some like

무기와 여러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대체되었다. 개스트로프테론

Gastropteron have gained the ability to swim away

(Gastropteron)과 같은 일부 종은 빨리 헤엄쳐 달아나는 능력

quickly. Others such as sea hares produce clouds of ink

을 갖췄다. 군소와 같은 다른 일부 종은 먹물 구름을 내뿜어 공

to confuse their attackers.

격자를 혼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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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have become so cryptic that enemies simply

일부 종은 은폐전략이 아주 교묘해 적이 도저히 자신을 발견

cannot see them anymore. But for most “nudibranchs”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새류’에서는 껍데기로

the need to hide in a shell has been replaced by either a

숨는 전략이 유독한 화학물질을 내뿜는 방어체계를 이용하거

noxious chemical deterrent system, or the use of stinging

나, 민달팽이 자신의 먹이에서 구한 쐐기세포(stinging cell)를

cells acquired from the slugs own prey.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It is hard to tell whether many of the species of sea

오늘날 껍데기를 간직하고 있는 많은 바다 민달팽이 종이 껍

slugs that retain a shell today, are in process of replacing

데기를 또 다른 방어체계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껍

it with another defense system, or in fact are going back

데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to the use of a shell. Many of these groups like the side-

어렵다. 이러한 종들 가운데 아가미가 측면이 있는 민달팽이

gilled slugs, the Pleurobranchs, have both an internal

(side-gilled slugs)인 플루로브랜치류(Pleurobranchs)처럼

vestigial shell, and a chemical defense system.

많은 종이 흔적기관으로 체내 껍데기와 화학 방어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Which way are they going – to the use of the

이들 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화학전을 이용

chemical warfare, or back to the protective shell? And

하는 쪽으로, 아니면 다시 껍데기 방어 쪽으로? 게다가 여전히

then there is that group of sacoglossids that still retain an

체외 껍데기를 간직하지만 몸의 일부를 자기 절단하여

external shell, but can autotomize (release) body parts to

(autotomize) 무자비한 포식자의 주의를 흐트러 뜨리는 사코

distract wanton predators. On land we see this strategy

글로시드류(sacoglossids)란 종도 있다. 육상에서는 도마뱀이

used by lizards who can detach their tails, leaving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 꼬리를 분리시키고 남겨진 꼬리가 꿈틀거

predators confused by the wiggling appendages left

리는 모습을 보는 포식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로비

behind. Examples of these are Lobiger and Oxynoe. Here

거(Lobiger)와 옥시노(Oxynoe)가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

again, which direction is their development going?

다시금 이들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껍데기 방

Towards the shell or towards the alternative?

어 쪽으로 혹은 대체 전략 쪽으로?

The side gilled slug, Berthella ilisima retains its shell internally.
아가미가 측면에 있는 민달팽이 버텔라 일리시마(Berthella ilisima)는 껍데기를 체내에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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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like Lobiger and Oxynoe drop segments of their body when
perturbed by predators or nosey divers.
로비거(Lobiger)와 옥시노(Oxynoe) 같은 종은 포식자나 소란스런 다이버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 몸의 일부를 떼어놓는다.

This specimen of Tylodina has given away its protective advantage by
crawling off its host sponge, Verongia, making itself game to any
wanton predator.
이 타일로디나(Tylodina)는 그 숙주 해면인 베론지아(Verongia)를 기어감으로써
자신의 방어적인 이점을 포기해 무자비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된다.

And, how about Tylodina? It has a pretty large shell,

그리고 타일로디나(Tylodina)는 어떤가? 이 종은 꽤나 큰 껍

but is simply invisible on its encrusting prey sponge,

데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 먹이가 되는 해면인 베론지아

Verongia. What’s up with that?

(Verongia) 위에 있으면 껍질이 구분되지 않아 전혀 보이지 않
는다. 이 경우는 어찌된 일인가?

At the risk of sounding terribly anthropogenic, the

말이 너무 인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가장 진

most advanced survival strategies in my way of thinking

화된 생존전략은 민달팽이가 몸에서 화학물질을 방출하거나 발

are the use of chemical secretions and the firing of

사체(projectile)를 사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소재로 공상

projectiles from the slugs body. This is the stuff Sci-Fi

과학 영화가 제작된다.

movies are made of.
Dorid nudibranchs are the masters of chemical

도리드 나새류는 화학물질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데 달인이

repugnance. Metabolized from organic chemicals found

다. 도리드가 먹이로 하는 해면의 유기 화학물질에서 대사되는

in the sponges dorids feed on, they include an arsenal of

이들 화학무기는 산, 염기와 보통의 역겨운 맛이 나는 액으로

acids, bases and just plain nasty tasting juices. These

되어 있다. 체내 화학실험실은 무해한 화학물질을 도리드가 사

living chemistry labs transform benign chemicals into

용하도록 강력한 화학무기로 전환한다. 외투막 선(mantle

potent weapons for their own use. In most species the

gland)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실험실은 대부분의 종에서 몸 뒤

chemical labs, referred to as mantle glands, line the edge

쪽 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있다. 교란을 받으면 이들 선은 공격

of the animal dorsal surface. When disturbed, these

자에게 역겨운 물질을 내뿜는다. 이러한 유형의 화학전은 매우

glands squirt their nasty products at the attacker. This

혐오스럽고 효율적이어서 포식자들은 이 역겨운 경험을 기억하

form of chemical warfare is so repugnant and successful

고 이 녀석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게 된다.

that predators remember the foul experience and avoid
ever disturbing these guys again.
In the projectile defense group we have the aeolid

발사체로 방어하는 종으로는 이올리드 나새류가 있는데, 이

nudibranchs that harbor stinging cells in the tips of their

들은 외투막 주름(cerata)의 끝에 쐐기세포(독침세포)를 보유

cerata. The stinging cells, properly referred to as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포(nematocyst)인 쐐기세포는 이올

nematocysts, originated in the living cnidarian prey, the

리드가 먹는 먹이인 자포동물(cnidarians), 특히 말미잘,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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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id glands in Conualevia alba are easily seen within the mantle
tissue of this semi-transparent dorid.
코누아레비아 알바(Conualevia alba)에서 산을 생성하는 산선(acid gland)은 이
반투명 도리드의 외투막 조직 내로 잘 보인다.

Many species of dorid nudibranchs warn potential predators that they are carrying nasty chemicals with bright color patterns.
Here are a few examples.
도리드 나새류의 많은 종은 잠재적인 포식자들에게 밝은 색상의 무늬로 역겨운 화학물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사진은 일부 예이다.

aeolids feed on – specifically sea anemones, corals,

히드라, 해파리와 기타 자포동물에서 유래한다. 자포는 외투막

hydroids, jellyfish, and others of this group. Nematocysts

주름의 끝에 있는 자포낭(cnidosac)이란 기관에 저장된다. 호

are stored in the tips of the cerata in an organ called the

기심 많은 포식자가 이 자포낭을 건드리면 원래의 숙주인 자포

cnidosac. When the cnidosacs are touched by a inquiring

동물에서처럼 자포가 발사된다.

predator the nematocysts fire, much as they do in their
original host.
I am repeatedly asked – Why don’t nudibranchs cause

내가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 있다. 즉 나새류는 산호나 히드라

the nematocysts to fire when they eat the coral or

를 먹을 때 왜 자포를 발사시키지 않는가? 민달팽이는 어떻게

hydroid? How come slugs are immune? And, how do

면역이 되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작살을 거두어들

they recoil their harpoon like shaft?

이는가?

Actually, nudibranchs are not immune to the cnidarians

사실 나새류는 자포동물의 쐐기세포에 면역성을 보이지 않으

stinging cells, and do fire them. Once the nematocyst is

며, 그들에게 자포를 발사한다. 또한 자포가 발사되었으면 그것

fired it cannot be recoiled or used again. Interestingly,

은 거두어들이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나새류가

the stinging cells used by the nudibranchs as artillery

포 방어에 사용하는 쐐기세포는 히드라나 산호를 먹을 때 그 자

defense are immature nematocysts maturing within the

포동물의 체내에서 성숙 중인 미성숙 자포이다. 이들 자포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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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와 캐빈의 수중생물 탐구

바다 민달팽이(Sea Slugs)

Drawing of armed (left) and fired (right) nematocyst.
자포(nematocyst)가 장착되어(왼쪽) 발사되는(오른쪽) 모습

The long tapering cerata found on
the back of all aeolid nudibranchs
not only act as lungs for
respiration, but can house an
arsenal of microscopic harpoons.
모든 이올리드 나새류의 등에 있는 길고
끝이 뾰족한 외투막 주름(cerata)은
호흡을 위한 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작살 병기를 보유할 수 있다.

hydroid or coral, when it was fed upon. They are too

무 미성숙해 발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민달팽이가 삼키

immature to fire and therefore get swallowed by the slug,

면 소화기를 통과해 외투막 주름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성숙을

which then passes them up through their digestive

마쳐 완전히 작동 가능한 쐐기세포가 된다. 히드라와 산호는 계

system, into the cerata, where they then complete their

속해서 수백만 개의 새 쐐기세포를 만들어 발사된 세포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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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time you see Cumanotus feeding on a hydroid, pause and watch it twitch as it gets stung by its own prey nematocysts.
다음번에 쿠마노투스(Cumanotus)가 히드라를 먹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거든 잠시 멈춰서 그 자신의 먹이인 자포에게 쏘여 파르르 떠는 모습을 지켜보라.

maturation into fully operational stinging cells. Keep in

체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한다. 나새류도 마찬가지로 미성숙 세포

mind, hydroids and corals are continuously making

를 계속해서 공급해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발사된 쐐기세포를

millions of new stinging cells, to replace those that have

대체한다.

been fired, defending themselves. Nudibranchs must do
the same thing – replace discharged stinging cells as
they are fired at potential predators, with a continuous
supply of immature cells.
Nematocysts can be quite complicated, and varied.

자포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일부는 그 모습과 작

While some look and operate like a whaler’s harpoon,

동이 포경선의 작살과 비슷하지만, 다른 일부는 먹이를 감을

others are able to wind around prey, or are sticky, an act

수 있으며, 혹은 끈적끈적해 점착성 로프처럼 먹이를 붙들기도

like an adhesive rope, holding the prey.

한다.

I am amazed by the diverse collection of defense

나는 이러한 종의 연체동물이 개발한 다양한 방어 전략이 놀

strategies that have been developed by this group of

라울 따름이다. 이와 같은 병기는 하루아침에 개발되지 않았지

mollusks. While this arsenal of weapons was not

만, 그 전술의 복잡성과 효율성은 정말 놀랍다. 국방부도 아주

developed overnight, the complexity and efficiency of the

능숙하고 효율적인 이들 생존자로부터 좀 배워야 할 듯하다.   

tactics is truly amaz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could learn a thing or two from these very adept,
successful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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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조트 소개

다이빙 포인트가 환상적!!! 수중촬영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리조트

교암다이빙리조트
실로 만추의 계절이다. 붉게 물들었던 산과 들이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했고, 그동안 단풍이 곱게
물든 산들은 붐비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느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
가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얼굴에 생기가 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여
유가 생기고 웃음도 따라오는 법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스쿠바다이빙계는 지난 8월에 방영
된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인해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다이빙 리조트 마다 어민과의 마찰이 빈번하
게 일어나고 감시의 눈초리도 심해졌다. 심지어는 다이버들은 몽땅 도둑놈들로 매도까지 당하고
글/사진 이성우
KBS 춘천방송국
CMAS/KUA강사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리조트는 문은 열고 있지만 휴업과 마찬가지로 손님
의 발길이 끊겼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은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인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어 리조
트 대표들은 이 불황의 긴 터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 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
라에서 다이빙리조트를 운영하는 여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따뜻
한 봄날이기가 어렵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정하나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의 사태
로 인하여 이들의 열정과 투지에 상처를 주고 경영상태는 엉망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위로해야 할지... 사실 이들이 이렇게 버텨준 덕분에 다이버들이 마음놓고 우리나라에서 다이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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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악한 현장을 지
켜온 국내리조트의 대표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뚝서리라 믿는다. 화이
팅!!!
필자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동해안 리조트들을 적극 홍보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솟았다. 그 첫 번째
로 강원도 고성군 교암리조트를 취재 대상으로 정했다. 각 리조트들은 나
름대로 대표적인 자랑거리 포인트가 있다. 이번에 방문한 교암리조트의 대
표 포인트는 수중금강산 포인트이다.
우리나라 바닷속 풍광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대표 볼거리는 연산호이고 동
해바다는 붉은 산호와 다양한 말미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종 어류들도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늘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갈 때 마
다 만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동해안의 볼거리중 각종 산
호와 다양한 색상의 말미잘 군락들을 빼놓고 볼거리를 논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런 말미잘과 산호가 수중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면 더욱 더 환상적
일 것이고 마치 금강산의 깎아지른 계곡과 절벽에 각양각색의 단풍이 곱게
물든 것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포인트를 수중금강산
포인트라고 부른다.

교암리조트만의 특징
수중촬영가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리조트
뭐니 뭐니 해도 수중촬영가들은 일단 수중사진이 될 만한 주 피사체가 있
어야 되고 그 주 피사체는 금강산 포인트를 비롯한 17개의 포인트가 저만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암리조트는 이러한 다양한 포
인트를 맛볼 수 있어 다이버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특히 수중 촬영가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하였다. ① 촬영가 전용 컴퓨터 시설을 갖추었고
② 촬영 장비를 보호할 쿠션테이블을 준비했다 ③ 촬영장비 세척전용 대형
수조를 완비했으며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④ 수중모델을 무료로 서비스해
준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사전에 예약이 필수이다. 이처럼 수중촬영을 목
적으로 하는 다이버들에게도 여러 가지를 배려하여 편리한 리조트로 거듭
나고 있다

수중모델은 걱정하지 마라! 리조트에서 책임진다!
교암리조트의 제안은 무척 파격적이다. 수중촬영에서 수중모델은 주 피사
체를 더욱 부각시키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거기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을 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대화를 감상자에게 해주고 있다 그만큼 수중촬영
에서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광각 수중촬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은 수중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암
리조트가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수중모델은 걱정하지마라! 일주일(7일)전
미리 전화만 하면 리조트에서는 주변의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을 섭외하여 무
료로 수중모델을 해준다는 제안이다. 수중촬영을 하는 다이버들에게는 희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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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다이빙포인트가 매력적인 교암리조트
교암리조트는 어선의 출입이 거의 없는 작은 어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쓸모없는 항구를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적한 작은 항이다. 하지만 다
이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항구여서 년 중 쉽게 비치다이빙이 가능하다. 북쪽으로는 북방파
제가 북동풍과 파도를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동쪽으로 길게 이어져 나간 암초들이 자연스럽게
남동풍을 막아준다. 비치다이빙은 주로 이 남쪽 암초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내항에서 입수하
여 수심 10ｍ까지 자연스럽게 입수가 가능하며 동해안의 얕은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나 해조류들이 무성하여 그리 단조롭지 않은 포인트로 즉 겨울에서 봄철에는 문어와
뚝지 등이 흔하게 관찰되고, 여름철에는 각종 치어들의 낙원이 되는 흥미로운 포인트이다.

교암리조트가 있는 고성군 주변 관광지 둘러보기(사진제공 고성군)
리조트 옆에 관동팔경중의 제2경인 천학정이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곳이니 만큼 우리 다이버들도 기왕 그곳에 간 김에 잠시 시간을 내어
천학정에서 마치 옛 선비가 된 듯 주변경치에 취해보길 권한다. 마음이 여유롭
다면 틀림없이 비경이 내 눈에 들어 올 것이다.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천간정, 국내 가장 깨끗한 석호인 송지호와 타워 전망대,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화진포 호수와 과거 호수주변의 절경과 어우러진
김일성 별장(여기를 남한에 빼앗기고 그렇게 아까워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이

천간정

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 등을 둘러 봐도 좋다. 어린이들은 화진포에 위치한 해양
박물관도 한번 볼만 하다(유료). 국토 최북단까지 가셨으면 안보전시관 통일전
망대 등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일정이다.

고성군의 먹을거리
■ 막국수
고성 특유의 동치미로 육수맛을 내서 개운한 고성막국수는 얼
음이 둥둥 떠 있고 굵직한 무가 먹음직스러운 동치미를 떠
서 국수에 부어 먹는데 그 맛이 담백하다. 구수하고 진한

통일전망대

맛을 보고 싶다면 편육을 시켜 막국수와 함께 즐기면 된다
필자는 동루골막국수를 추천하며 이곳은 면발이 순메밀에
가깝고(퍼석거림) 추어탕도 괜찮은 집이다.

■ 가진항 물회
마을 입구의 부부물횟집이 유명하긴 한데 항구 쪽으로 들어가
면 많은 횟집이 있으며 맛은 대부분 비슷한 편이다. 그래도
부부횟집이 유명하고 손님이 많은데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
은 감수해야 할 듯(가진항의 모든 횟집들은 100% 자연산만
을 사용함 - 만약 양식어패류로 장사하다 발견되면 바로 퇴출된
다는 서약서를 어촌계에 제출하고 영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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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박물관

초보자들 집단교육이 가능한 내항교육장 포인트
교암리조트의 간이 항은 정박하는 어선이 거의 없다. 교암어촌계 소속 2척의 배는 인근의
큰 항구인 문암항에 정박된다. 따라서 항내에서 입출수가 비교적 자유롭고 초보자 해양실습
장으로 안성맞춤이다. 조금 허풍을 친다면 자연 풀장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 늘 잔잔하고 투명
한 시야의 항내에서 하강 유도라인을 따라 입수교육이 용이하여 대학동아리나 단체 팀들의
해양실습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혹시나 이 내항 포인트를 지저분한 항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냥 자연암초지역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와 정박할 수 있는 물양장을 만들어
놓은 정도라서 수중은 깨끗한 자연암초지역이여서 다양한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고 처음 입수
하는 입문자들에게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 명태지리탕
지금은 옛말이 되고 말았지만 고성은 명태의 고장이다. 따라
서 명태 요리가 발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명태지리탕
이다. 대부분 원재료가 러시아산 동태이지만 그래도 명태 본래
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 대부분의 식당에서 기본 맛은
내므로 적당한 곳에서 드시면 된다.

고성군의 온천 및 리조트시설 (고성군 제공)
■ 대명 리조트 아쿠아월드 및 온천

해양박물관

지하 45m 100%, 천연 암반수인 아쿠아월드는 실내 워터파크 및 노천탕과 사우나 시설, 썬텐시설, 바베큐
시설로 구성된 물놀이 테마파크로서 탄산나트륨 등 인체에 유익한 각종 무기질 성문을 다량 함유한 양질
의 온천수이다.

■ 파인리츠리조트의 아젤리아 스파
파인리즈는 스파를 위한 최적의 온도인 41℃ 온천수를 직접 이용하는 순수 미네랄 온천수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수준 높은 스파 문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에서 즐기는 노천 스파는 하늘, 바람, 신선한 공기를 벗 삼아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한다.

■ 원암온천지구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위치해 있는 원암 온천지구는 설악권 온천지구 중에도 최근에 개발된 곳이다.
온천수의 용출량이 풍부하고 대형콘도 단지 내에 있어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 켄싱턴 사우나
동해의 맑은 바닷물을 이용한 사우나 시설로, 특히 미네랄 성분인 염화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탄소, 유산
염, 옥소, 탄산염 등이 포함되어 새로운 건강과 미용 사우나로 각광받고 있다. 바닷물을 42℃ 정도 가열해
서 사용하는 해수사우나는 70여 종의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약효가 뛰어나다. 특히 신경안정. 세포
의 노화 방지, 살균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이나 염증성 류머티즘, 비만증, 사고 후유증, 피부 질환
치료에 효험을 볼 수 있다.
※ 기타 관광정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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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금강산 1,2,3 포인트

교암리조트의 다이빙 포인트 안내
수중 금강산 1,2,3 포인트
수심이 17~35m 이상이며, 남북으로 약 1km 이상 넓게 이어진 거대한 수
중산맥으로 광활한 암반지역이므로 1.2.3 포인트를 특정할 수 없지만 하강
라인을 설치한 지역을 칭하고 있다. 각종 방송에도 자주 소개될 정도로 특
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포인트이다. 다양한 산호, 말미잘, 볼락 떼, 쥐치 떼
30m 인공어초 포인트

등 동해바다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가을쯤
에는 방어무리, 돌고래 떼도 자주 관찰되어 다이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준다. 단 수심이 17~35m 정도로 여름철에도 수온이 10℃ 이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

30m 인공어초 포인트
리조트에서 거리는 약 7~10분정도거리이다. 25m 인공어초에서 동쪽으로
약 200m정도 더 가면 있다. 수심은 30m이며 인공어초가 있다. 어초가 오
25m 인공어초 포인트

래되어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어초에서 남쪽으로 10m정도
모래를 지나면 자연 짬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수심은 조금 더 깊어진다. 중
급 다이버 이상 가능하다.

25m 인공어초 포인트
거리는 10분정도이며, 25m의 수중에 어초가 있다. 어초에서 남쪽의 자연
암반을 보고 따라가면 직벽원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나, 또한 서북쪽으로
가다보면 문어바위의 암반과 이어져 새로운 다이빙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음.
그러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중상급 다이버 이상만이 가능하다. 어
초 주변만 다이빙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다이빙이 될 것이다.
우럭바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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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바위 포인트

우럭바위 포인트
거리는 10분 이상 거리 이며, 수심은 15~27m까지 되는 포인
트이다. 수중에 큰 바위산이 4개가 있으며, 가을에 우럭이 많
이 나온다하여 붙여진 이름, 다이버들이 자주 찾는 포인트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개방되지 않은 포인트이기도 하다.

문어바위 포인트
거리는 5~10분정도의 거리이며, 수심은 20~14m까지 자연암
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수중에 협곡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
으며, 협곡마다 아치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통 중급 다이버

고인돌 포인트

이상이 자주 이용하는 포인트이다.

고인돌 포인트
거리는 약 10분정도 이며, 수심은 2~15m정도. 암반으로 형성
된 자연짬이며, 거리가 있어 초보자가 가기에는 불편함이 있으
나 자주 가지 않은 포인트라 훼손이 덜 된 포인트이기도 하다.

20m 인공어초 포인트
거리는 약 3분 이내이며, 모래 위에 덩그러니 어초만 수중에
내려져 있다. 어초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20m 인공어초 포인트

직벽 원 포인트
리조트에서 5분 거리이며, 수심은 약 23m정도. 절벽이 북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절벽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수심 14m까지 상승하게 되며,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심
25m 어초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나 수중지형을 잘 알고 있거
나, 베테랑 다이버들만 가능하다.

직벽 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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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벽 투 포인트

직벽 투 포인트
리조트에서 보트로 5분정도 거리이며, 수심은 약 20m정도이다. 절벽이 북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
어져 있으며, 정상은 수심이 최고 7m까지도 나오고 있다. 중급 정도의 다이버가 즐기기에 최상이
며, 수중 생태계를 관찰하기에 참 좋다.

12m 인공어초 포인트
이곳은 리조트에서 거리가 약 700m정도이며, 어초를 설치하여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한 곳
이다. 수심이 12m라 하였는데 현재는 모래가 많이 유입되어 실제 수심
은 9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오픈워터의 해양실습용으로 많이 이용되
고 있으며, 바닷속 생물을 관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입출수 방법은
보트로 한다. 간혹 특수 잠수에서 내비게이션 교육을 목적으로 비치 출
수도 가능하다.

10m 자연짬 포인트
위치는 방파제에서 동쪽으로 약 250m 되는 지점이며, 수중에 큰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두 개가 있다. 비치 쪽의 암반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으며, 수심은 약 10m 이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초보자
들에게 또는 생물을 관찰하고자 하는 바이버들에게 아주 좋다. 다이빙
입수 방법은 보트로 가능하며, 출수 방법은 비치로 출수하는 방법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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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자연짬 포인트

트로 출수하는 방법 두 가지 가 있음. 비치로 출수 방법은 숙

섭바위 포인트

련된 다이버만이 가능하며, 특수 잠수 중 내비게이션 교육의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섭바위 포인트
옛날에 홍합이 많이 나왔다하여 어민들이 붙여준 이름이 "섭
바위"라 한다. 지금은 섭은 고사하고 갈매기만 많이 모여 있
다. 위치는 리조트에서 해변 방파제 너머에 보이는 아주 작은
섬이다. 거리는 해변으로부터 약 400m정도가 되며, 다이빙 방

용바위 포인트

법은 해변을 통해 입수하는 방법과 보트를 이용한 입수 방법
이 있으며, 이곳은 관광으로 또는 해양실습으로 주로 이용하
고 있으나, 해변 쪽에서 입수하여 방파제를 돌면서 리조트까
지 오려면 지형을 잘 아는 강사와 다이빙해야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있다. 수심은 최고 7m 이내, 자연적인 생태계를 볼 수
있으며, 초보다이버들에게 즐거움을 안겨 줄 수 있다.

용바위 포인트
일명 ‘사각 바위’라고도 함. 용바위라 함은 수중에 있는 바위가 용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어민들
이 지어준 이름인데, 주변의 방파제 사업으로 인하여 용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앞으로 이곳
은 방파제 추가 사업으로 인해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안타까움이 있다. 이곳은 비치다
이빙 위치이며, 주변이 넓은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자연적인 생태계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이다.

갈매기바위 포인트
어민들은 일명 ‘등대바위’라고도 한다. 현재는 다이버들에 의해 ‘갈매기 바위’라고 개명하여 부르
고 있다. 위치는 리조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800m정도 스킨이나 보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안가
바로 옆이라 낮은 수심에서의 다이빙을 원하는 다이버들의 명소이기도 하다. 지형은 동쪽으로 모
래와 서쪽으로는 몽돌바위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포
인트이며, 출수 방법은 보트 출수와 비치 출수 2가지 방법이 있다.

교육장 포인트
교육장은 해양실습장으로서 비치에서 바로 입수가 가능하며, 수심은 3~7m 정도가 된다. 초보다
이버나 체험다이빙 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입수지점부터 약 200m에 달하는 곳까지 안전
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체험이나 초보자가 마음 편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교암 리조트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77-1
• 전화번호 : 010 8730 9185 / 033 632 1187
•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kyoamdiveresort/143
머슴같은 손상돈 강사와 친절하고 싹싹한 그의 부인

105

국내다이빙

해안도로 전경

어영전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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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소개

용천수와 만날 수 있는

어영 비치 다이빙 포인트
최근에 서귀포시 다이빙 포인트들은 낚시어선업법 문제로 인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섬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다. 제주도에서 다이빙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정말 안
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분간은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작은 섬
에서의 다이빙보다는 본섬 비치다이빙을 주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계절풍의 영
향으로 인하여 서귀포지역에서의 다이빙 진행이 어려울 때 북제주 쪽으로 다이빙 장소를 옮겨 다
이빙을 즐길 수 있다.
글/사진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북제주에 있는 여러 비치 다이빙 포인트 중 이번 호에는 제주시 인근에 있는 “어영 포인트”를 소
개하고자 한다. 이곳은 해안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80년대 초반부터 라이브카페나 레스토랑, 횟집
들이 많이 들어서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원래 주간에는 일반 관광
객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해안가 주변에 멋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제주공항에서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아기자기한 다이빙의 맛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바로
어영 포인트이다. 제주에 있는 각 대학동아리 팀이나 제주시 인근 다이빙 리조트들이 해양실습과
체험 다이빙 포인트로도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
어영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어영 비치 포인트와 어영 아치 포인트로 나뉠 수 있다. 어영 비치 포
인트는 2000년도 초반 만해도 바로 바다까지 장비를 메고 조금만 이동해도 좋을 만큼 접근성이 뛰
어나 제주도내에 있는 다이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곳이었다. 또한 민물이 나오는 곳이 있
어 다이빙 후 간단하게나마 샤워나 장비세척을 할 수도 있었다. 자연적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비

비치포인트 입구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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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다이빙 포인트 중에서는 최고였었다. 하지만, 당시 해안도로

빙 스킬이 저조하여 다른 곳으로 출수하면 다소 힘들게 다이빙

인근 상가협회에서 다이버들이 잠수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보

이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정확한 내비게이션 다이빙이 필요한

기 좋지 않다고 시청에 건의하여 바닷가로 이동하기 좋았던 도

곳이다. 수심 30m 대에는 주로 모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

로 위로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여 현재는 다소 불편하

이 좋으면 큰 넙치를 만날 수도 있다. 수심 20~25m 대에 암반

게 다이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사이사이에 물고기들의 무리가 보이고 크고 작은 저서생물들이

어영 포인트를 찾는 다이버가 점점 줄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 당

많은 곳이다. 특히 10~15m 권에는 전복이나 뿔소라 등을 자주

시 제주도 스킨스쿠버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었다면 지금 같은 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엄연한 공동마을 어장이기 때문에

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시 인근에서 다이빙

채취, 채집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 수산물자원보호법에 의해 형

전문점을 운영하는 필자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는다.

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영 비치 포인트 분위
기는 시야가 좋은 동해바다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곳

지금은 어영비치 다이빙을 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전망대
바로 옆 어영마을의 용천수가 흐르는 “섯물” (*제주해안가에서

이다. 이 포인트에서 다이빙 진행시는 조석표를 참고하여 조수
간만의 차 시간을 보고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용천수 즉 민물이 나오는 곳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여름에 멱을
감는 곳)이라는 곳 옆으로 장비를 메고 입수를 할 수 있다.

어영비치 포인트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어영마을이라는 버
스표지판을 볼 수 있다. 이곳 바로 앞바다에는 “어영 아치 포인

비치 다이빙이다 보니 수면에서 20~30m 정도를 이동을 하고

트”가 있다. 이곳에는 약 6m 수심에 약 크기가 2m가 조금 넘는

입수를 하면 5~7m 내에 이른다. 작은 직벽을 내려가면 좁은 면

1번 아치와 15m 수심에 폭이 1번 아치보다는 조금 작은 2번 아

적의 모래바닥이 나오고 직벽옆으로 크고 작은 크랙이 많이 보

치를 만날 수 있다.

인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 초급자인 다이버
들도 다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정북으로 약 100m 가량

1번 아치는 장비를 메고 버스표지판 옆 계단으로 내려가서

을 차고 나가면 수심이 30m까지 내려간다. 경사가 완만하고 암

입수 후 정북방향으로 20~30m를 수면유영으로 이동 하강하면

반과 해조류 등이 많다보니 다이브 마스터급이상 다이버들에게

약 6m 가량의 수심에 도달한다. 옆에 보이는 직벽을 따라 동쪽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 지형지물들이 비슷비슷한 문제로 다이

으로 이동하면 아치를 만날 수 있다. 해조류 등이 많이 있어 단

어영 포인트의 수중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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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물

용천수

1

2

3

4

어영 비치 포인트에서 만난 접사 피사체들
1. 새우, 2. 미역치, 3. 양태, 4. 배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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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우면서도 비치다이빙으로 아치를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포

기소모량을 감안하여 다이빙을 진행해야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

인트이다. 1번 아치를 통과하여 동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수심

길 수 있다.

이 점점 깊어진다. 수심 15~17m 사이에 큰 암반과 붙어있는 작
은 아치를 볼 수 있다. 봄에는 해조류가 많이 붙어 있어 암반 쪽

수중촬영가라면 보통 비치 다이빙 포인트에서 마크로 촬영을

으로 많이 근접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여기 크고

주로 하지만, 이곳 어영 포인트에서는 광각 셋팅을 해도 좋은 작

작은 해조류나 저서생물들이 붙어 있어 나름 아기자기한 다이

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귀포 지역 다이빙처럼 형형색색 아

빙을 맛 볼 수 있다.

름답고 컬러풀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광각으로도 분위기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마크로 촬영에

이곳 1번과 2번 아치를 보면 입수한 지점에서 100m정도 거리

서는 크고 작은 저서생물이나 물고기들을 아름답고 역동적이게

가 나 있다. 어영비치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주변 암반들이 비슷

만들 수 있는 피사체가 즐비하다는 것도 매력이다. 겨울에는 계

비슷하여 입수 지점으로 돌아올 때는 조류방향을 생각하고 정

절풍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가 많아 다이빙 진행시 유의하기 바

확한 내비게이션으로 출수해야 한다. 또한 다이버 자신들의 공

란다.

어영 포인트의 광각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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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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생물

Marine Life in Dokdo

독도의 해양생물 2
It was very good. Gen. 1:31
독도는 바위덩어리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정식 주소다. 그리고 두개의 솟아난 큰
바위 동도와 서도가 마주 보고 있다. 흙이라고는 바
위틈바구니에 쌓여있는 것과 움푹 패인곳에 모여
있는 회색빛 흙가루가조금 있을 뿐이다.
Photo by Ph.D. kim, Ji-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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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해양생물 2
작은 구멍에 얼굴만 내놓고 있는 이 물고기는 서도 인근
해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진만으로는 동정이 어렵고
차후에 채집해서 확인해보아야 알것 같다.

Un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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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해양생물 2
이 해파리류는 동도 구 선착장 앞쪽 수심 7mm에서 촬영할
것인데 국내 해파리에서는 확인이 잘 되고 있는 중이다.

Unidentified

독도의 해양생물 2
암반에 서식하는 이 우렁쉥이류는 짙은 적갈색을 띄고
있으며, 피낭이 매우 두껍다.

Halocynthia hilgendorfi ritterif

독도의 해양생물 2
독도 수심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살아가는 군 부류이다. 보통 여러가지 색이
혼합된 화려한 느낌을 준다.

Lepidozona coreanica

독도의 해양생물 2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홍합으로 동해안에서는
‘섭’이라는 방언으로 불리기도 한다.

Mytilus coru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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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다이빙

Kona Aggressor와 함께 한

하와이 다이빙
글 / 사진 이민정 (주) 액션투어 대표
일부사진 : 현지리조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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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거기 뭐가 있는데??
하와이 다이빙투어를 이야기 하면 하나같이 물어보던 질문…글쎄…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 이번 투어를 기획했다.
하와이는 최근 직항편의 증가로 허니문 여행객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도 많이 증가하는 지역
이다. 따라서 하와이 다이빙에 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인터넷과 도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실제로 하와이 다이빙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외국
인들의 경우 하와이에서 오픈워터를 취득했었다는 친구도 만났던 걸 기억해 보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아닌듯하여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부딪혀 보기로 하였다.
아직도 분화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활화산이 있는 하와이….
영토는 미국이지만 미국적인 느낌보다는 훌라춤과 서핑으로 기억되는 하와이.
하와이는 그냥 하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와이는 크게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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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장 먼저 생성된 카우아이(KAUA’I), 하와이 관문
인 호놀룰루 공항과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오아후(O’AHU), 전
원적 생활방식을 보존하고 있는 몰로카이(MOLOKA’I), 섬 전체
에 신호등 하나 없는 라나이(LANA’I), ‘마법의 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섬 마우이(MAUI)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목적
지인 살아있는 섬 빅 아일랜드(BIG ISLAND)이다.
빅 아일랜드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 있는 섬으로 원래 이름은 하와이 섬이나 하와이 주의
이름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빅 아일랜드라고 부르며 이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빅 아일랜드의
크기는 다른 섬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두 배 가량 크며 사막과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기후대가 분포되어 있는 독특한 섬이다.

10월 12일, 드디어 출발
하와이항공 460편 22:00 인천 출발, 11:45 호놀룰루 도착
하와이와 인천의 시차는 19시간. 밤 10시에 인천을 출발해서 거의 9시간을 날아 도착한 하와
이 호놀룰루는 낮 12시경이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 떠나온 10월 12일을 다시 살고 있는 기분
이었다. 물론, 돌아올 때는 하루를 그냥 잃어버린 느낌이겠지만.
이제 미국은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면 3개월간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름은 무비자이지
만 동남아 지역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건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으로 일행들의 사전 여행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나는 작년 7월에 갈라파고스 여행 때 받았
던 비자가 아직 기한이 남아(2년 유효) 있었다.
짐을 찾아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빅 아일랜드로 이동했다.
하와이항공 178편 14:35 호놀룰루 출발, 15:19 코아 도착
하와이로 출발하기 이틀 전, 13일에 철인 3종 경기가 있어 승
선 위치가 바뀌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철인경기가 열리는 루트
를 몰랐던 나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받을 때 도로 폐쇄 지역 설
명을 듣고서야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바로 그 도로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도로를 따라 간단히 관광을 하고 오
후에 배를 타려고 했던 나는 일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난
감했다. 거기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일행들까지 태우고, 낯선 차량을 몰고 낯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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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운전하려니 운전면허증 따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항을 출발해 한 10여 분이 지나니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가 풀어지며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
온다. 검은색과 풀덤불 코아 공항을 나오며 첫 번째로 들었던 느낌이다. 화산으로 인한 검은 모래
와 사막을 연상시키는 풀덤불들, 그리고 그 뒤를 채우는 푸르디푸른 하늘과 흰 구름. 눈길 닿는
곳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아, 내가 진짜 하와이에 왔구나. 드디어 실감이 나는 순간이다.

10월 13일, 승선
와이콜로아 지역의 HILTON WAIKOLOA RESORT에서 하루를 묵고
조금 일찍 체크아웃을 하여 승선 지역으로 이동했다. 역시 마라톤 행사
때문에 어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길게 이어지는 검은 도로를 따라 달리는 철인경기 참가자와 아무런 연
고도 없으나 뜨거운 태양아래 서서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
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인다.
짐은 먼저 내려놓고 해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하와이 역사
박물관인 PU’UHONUA O HONAUNAU를 방문했다. 이름은 박물관이
지만 HONAUNAU 해변 한쪽에 자리 잡은 열린 공간으로 사원과 왕실
의 카누가 내리던 선착장, 검은 돌로 쌓은 담장과 사원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하와이의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하고 차를 돌려 배로 이동했다.
약속한 선착장에서 스텝을 만나 스피드보트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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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와이 다이빙은 지난 갈라파고스 투어 때 탔던 AGGRESSOR에서 운영하는 KONA
AGGRESSOR를 이용했다. 다이빙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는 리버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다.

10월 14~19일, 다이빙
이곳에서는 밤에 배를 이동하지 못한다. 해서 아침이나 다이빙 중간중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새벽에 항구를 출발해서 빅 아일랜드 섬을 왼쪽에 끼고 남쪽으
로 이동하며 다이빙을 시작했다. 빅 아일랜드는 아직도 살아 있는 화산섬이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섬의 전경은 제주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검은 바위가 눈에 많이 띄며 남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거대한 용암이 흘러 그대로 굳어버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물속 색이 거의 없
는 중간색이다. LOBE CORAL을 기본으로 포인트에 따라 FINGER CORAL, ANTLER CORAL,
PLATE CORAL 등 경산호가 주를 이루며 말미잘을 제외하고 연산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삭막하기도 한 이 전경 속에 눈에 띄는 것은 선명하고 예쁜 색을 가진 열대어들이었다. 고기가
많지 않으니 한 마리 한 마리에 좀 더 시선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선명한 원색들을 섞어놓았으나 전혀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WRASS. 비교적 단순한 색과 무
늬패턴을 가진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하나 대부분 한두 마리씩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
같다.
비슷한 크기와 사이즈의 나뭇잎처럼 바닥을 그냥 흘러 다녀 눈에 잘 띄지 않는 PEACOCK
RAZERFISH. 이곳에서 예쁜 초록색과 얼룩을 가진 유어도 볼 수 있었다. 도무지 거리를 주지 않

124

고 물을 따라, 써지를 타고 계속해서 이동해 갔다.
수 십 마리 함께 떼를 지어 다니는 YELLOWFIN GOATFISH, 멀리서 보면 그냥 SNAPPER 무
리처럼 보인다.
커다란 몸집의 수컷은 기다란 지느러미를 늘어뜨리는데 돌연변이처럼 세 개의 기다란 지느러미
도 있는 ORANGEPINE UNICORNFISH, 몸통에 선명한 오렌지색 밴드를 두르고 무리 지어 다니는
ORANGEBAND SURGENFISH 등이 있다. 여기에 그 어디에서보다 선명한 색을 가진 ANGELFISH,
형광색 줄무늬가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선명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BUTTERFLYFISH, 작고 귀여
운 몸집에 땡땡이 무늬를 가진 PUFFER와 TOBY.
특히 칙칙한 물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TANG. 몸의 가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아주 작은 새
끼부터 큰 손바닥만 한 사이즈를 가지 선명한 노란색의 YELLOW TANG. 모노톤의 물속에 노란
색의 무리가 보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하와이 다이빙을 검색하면 나오는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노란 물고기가 거북이의 등을 청소해주는 사진이다. 하와이 다이빙의 마스코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DWARF MORAY는 다 자란 크기가 새끼손가락보다도
작고 가늘다. 커다란 파란색 두 눈만 반짝거리는 노란색의 이 특이한 곰치는 사람의 눈길을 한 번
에 사로잡는다. 단, 너무 작아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곰치 HAWAIIAN CONGER. 커다란 머리에 그 길이가 3미터
이상 되는 것이 많다. 어두운 동굴 속이나 바위틈에 숨어 지내며 밤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서식지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동굴 안에서 머리만 볼 수 있었는데 머리 크기가 주먹
두 개는 충분히 되어 보였다.
이밖에도 랍스터, 갯민숭달팽이, 잭피쉬, 바라쿠다, 이글레이 등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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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나이트다이빙 MANTA MADNESS
현재 빅 아일랜드에는 두 곳의 만타다이빙 포인트가 있다. 10월 14일, 그 중 최근 개발된
GARDEN EEL COVE에서 첫 만타 다이빙을 했는데 낮에 같은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하며 지형을
익혔다.
입수해서 리프를 왼쪽으로 끼고 이동했다. 약 10여 m 수심의 리프 위쪽은
역시 경산호로 이뤄져 있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수심 약 30여 m의 모랫바
닥에 다다른다. 경사면에서부터 바닥까지 수 백여 마리의 YELLOW
GOATFISH가 무리를 지어 언뜻보면 SNAPPER 무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약
24m 지역부터 이어지는 모래밭에는 GARDEN EEL이 끝없이 보인다. 수심이
좀 깊어지는 듯하여 약 20여 m에 떠서 오랜만에 하는 맑은 물에서의 다이빙
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함과 동시에 저 아래
바닥에서 가이드가 귀에 손을 대고 듣는 듯한 시늉을 한다. 소리가 들렸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저 먼 바다 쪽에서 돌고래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SPINNERS 병코돌고래다! 오전에도 배 주변에 나타나서 한참을 놀고 갔는데
호기심이 발동했나 다시 나타났다. 무리가 제법 크다. 사방에서 나타났다 사
라지곤 하는데 자세히 보니 엄마, 아빠가 양쪽에 서고 가운데 아기 돌고래가
있는 가족 돌고래였다.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아기 돌고래를 부모들이
위치를 바꾸어가며 가운데로 이끌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배 위에서
돌고래를 보거나 스노클링으로 눈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돌고래는 많이 봤지
만 이렇게 여유 있게 가까이 다가와 함께 교감하는 돌고래는 처음이다, 그것
도 다이빙을 하면서!!
한참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함께 놀고 올라오며 큰소리로 환호성을 질렀
다. 이야호!!!
오후가 되니 스노클링보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만타 나이트 스
노클링. 커다란 부위 아래에 아주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부위 주변을 스노클
러들이 붙잡고 있으면 그 불빛을 보고 만타가
몰려든다. 하와이는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여
경산호를 제외하고는 연산호 등이 부착해 살
기 어렵고 그 먹이조달이 힘든 지역이다. 그런
데 만타가 좋아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다이빙을 해보면
알겠지…
스노클러와 다른 작은 다이빙보트들이 한
참 다이빙 하고 있을 무렵, 우리는 저녁식사
를 마치고 천천히 입수해 스노클러들이 떠나
면 배 쪽으로 이동해 배에 설치된 조명을 이
용해 계속해서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만타 다이빙은 조명을 비추면 그 빛을 보
고 몰려드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가까이까
지 다가온다고 한다. 이동하며 하는 것이 아
니라 바닥에 앉아 랜턴을 머리위로 올려 비추
면 된다. 랜턴을 아래로 내리면 만타가 정면이
나 가슴 쪽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머
리 위로 비춰야 한다고 했다. 에이… 정말 만
타가 가슴에 들이댈까…했는데 정말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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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서 비추는 환한 조명 아래, 바로 그곳에 만타가 있었다. 그것도 플랑크톤을 가득 먹기 위해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는 배를 하얗게 드러내고는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두 마리가 함께…아니 세 마
리? 네 마리?? 약 1.5m 작은 크기부터 약 3m 정도까지 봤던 것 같다. 만타 두 마리가 돌다 서로 부딪
히기도 하고 전투기 두 대가 에어쇼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기도 한다. 랜턴을 먹어버릴 듯이 가
까이 달려들고, 뒤통수를 내리 누르며 앞으로 내달리기도 한다.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 촬영이 힘들어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는 화면의 빛을 보고도 뒤에서 달려들어 카메라를 너무 위로 올릴 수도 없다. 랜
턴을 들고 있는 팔이 힘들어 잠깐 아래로 내리면 그 빛을 좇아 가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다가온다. 만
타에게 뺨을 맞아본 적 있는가! 하하하…
스노클러들이 떠나자 우리 쪽으로 몰려 2~3마리의 만타가 사방에서 달려든다. 랜턴을 계속 들고
있기 힘들어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불을 끄거나 아래로 내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랜턴을 잘 들고 있
던 내 옆자리의 다이버를 곰치 한 마리가 휘감고 있었다. 몸 아래쪽부터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 급기야
는 얼굴까지 훑어 내리더니 옆에 있던 내게 옮겨 왔다. 소스라치게 놀라 순식간에 피하며 살펴보니 내
가 있던 곳 주변에 서너 마리 이상의 곰치가 몸을 드러내 놓고 흥분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헉… 여기는 곰치밭이었나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촬영을 했다.
기대 이상이다. 그냥 밤에 들어가서 만타를 볼 수 있나보다라고 생각했던 다이빙이 아니었다. 정말
만타가 눈앞에서 화려하게 날개짓을 하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고 만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져볼 수
도 있는 거리까지 만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아니 오히려 달려드는 만타를 만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피하느라 더 힘이 들었다. 매번 만타를 보고 쫓아가기만 했던 다이빙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곳 빅 아일랜드의 만타는 약 60여 마리로 모두 개체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각각 이름도 있으며
만타 배쪽의 무늬로 식별하는데 촬영 후 사이트에 등록하면 이름을 구별해 주거나 새로운 개체를 찾
게 되면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다고 한다. 60여 마리의 만타 중 약 20~30마리 정도가 정기적으로 만
타 나이트다이빙 포인트를 찾는다고 한다. 다이빙을 끝내고 배에 올라와서도 아직까지 불빛에 입 안
가득 플랑크톤을 먹고 있는 만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검은 바다에 올라오는 새하얀 만타의 배 모
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만타다이빙의 여운이 가시지 않던 우리는 일정의 마지막인 10월 18일 구만타포인트인 MANTA
VILLA에서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입수가 좀 늦었다.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노
클러들이 떠났다. 지난번 첫 만타다이빙 때 만타가 너무 달려들어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랜턴을 다 켜
지 않아 불빛이 많지 않아서 인지 크게 서클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플랑크톤을 먹었다. 이곳에서는 서지가 세서 몸을 지탱하고 있기가 힘들어서 모두 이리저리 굴러다니
기도 했다. 나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던 중이라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리에 산호를 끼고 왼손
으로 버티고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다.
얼마 후에 가이드를 따라 보트 쪽으로 이동했다. 낮 다이빙 때 왔었던 중간크기의 만타처럼 보이는
데 이동하는 우리들을 따라 배 근처까지 왔다. 배에서 밝혀준 불빛과 우리 랜턴 불빛으로 다시 만타
는 서클링을 시작했다. 사이즈가 약 1.5m 정도 되는 만타 한 마리는 가이드 랜턴에 딱 붙어서는 마치

127

강아지가 재롱을 떨듯이 눈앞에서 계속해서 서클링을 하며 먹이활동을 한다. 장장 70여
분 동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만타를 마음에, 눈에 담아왔다. 음… 혹시 몰디브 만타 클리
닝스테이션에 나이트 다이빙 들어가면 혹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내년 몰디브 투어
때 한번 해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암으로 형성된 동굴 LAVA TUBE
동굴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물속 이곳저곳에 용암으로 생긴 터널과 동굴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또한 수면 가까이에 있는 동굴들은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신비한
분위기도 만들어 낸다.
AMPHITHEATER 포인트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동굴로 동굴 중간
에 뚫린 부분이 있어 햇살이 들어온다. 동굴을 빠져나가면 로마의 원형경기장 같은 넓고
아늑하게 둘러싸인 공간에 도착하게 된다.
DOME 포인트는 수면으로 열린 하늘 창이 있는 동굴이다. 육지와 연결되어 여러 개의 창을 동
굴내부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게와 랍스터가 살고 있다.

KONA AGGRESSOR
하와이 리버보드는 본섬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배에서 무료 WIFI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이빙
은 본선에서 직접 진행되며 철저하게 준비된 시스템을 따라 진행된다. 모든 포인트에서 배를 정박
하는 위치도 정해져 있으며 새 포인트로 이동 후에는 스텝이 번갈아 들어가서 돛을 제자리에 묶
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하며 물속 환경도 체크한다. 4명의 다이빙스텝이 하루 5회의 다이빙 스케줄
을 번갈아 진행하는데 배의 선장인 KARL, 포토그라퍼 JOHN, 고프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
던 강사 JAMES 그리고 이제 막 합류한 다이브마스터 MARTIN이다.
다이브데크에는 카메라 보관 및 충전할 수 있는 장소와 전열 코일을 넣어 타월을 따뜻하게 준
비해 두는 센스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다이빙했던 10월은 연중 따뜻한 편에 속하는 수온인데
약 23℃ 정도 되어 5m 수트와 후드조끼를
입었다. 예상했던 21℃ 수온보다는 따뜻해
서 한결 편했지만 그래도 다이빙 후에는
항상 춥게 느껴져 따뜻한 타월이 유용하게
쓰였다. 입.출수 지점으로 내려가는 양쪽에
는 카메라를 담을 수 있는 물탱크가 준비
되어 있다.
선실은 더블베드와 싱글베드가 벙크(2
층 침대)로 되어 있다. 온.냉방 시설이 함께
되어 있으며 드라이어와 개인용 물병이 준
비되어 있다.
신선한 과일로 시작하는 아침식사와 다
양한 국적의 요리로 준비되는 중.석식 그리
고 다이빙 중간 중간의 간식까지 음식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음료와 맥주,
와인도 모두 포함되어 무료로 즐길 수 있
었다.
1일 다이빙 스케줄은 5회 진행되며 1회
다이빙은 약 60분간 하게 되는데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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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인지 다이빙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2회 다이빙 후 장비를 정리하게 된다. 미국 시스템이어서 동남아 리버보드
와는 달리 개인 장비를 직접 세척하고 정리해야 한다. 다이빙이 끝나면 배는 항구로 이동을 시작
한다. 원래 승.하선 지점인 KAILUA KONA HARBOR로 돌아와 잠시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
을 가졌다.

정리하며…
최근 증가된 비행편으로 현재 하와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와이안항공 세 항공사가 호
놀룰루 직항편을 이용한다. 이 중 하와이안 항공은 주내선을 1회(왕복) 무료로 추가 이용할 수 있
어 이웃 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추천된다. 주내선을 별도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이
제공되지 않아 수하물 1개당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하와이 여행을 다이버들로만 모여서 다이빙여행으로 계획한다면 편의성과 경비를 고려, 단연
리버보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하와이로의 가족여행을 계획한다면 일정 중
2~3일 다이빙에 꼭 할애를 해서 만타 나이트다이빙과 용암동굴 등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떠나왔던 이번 하와이 투어는 돌고래와의 다이빙, 그리고 만타 나이
트다이빙 이 두 가지로 투어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모두들 만족해했다. 물론 동남아 인근
의 가까운 곳처럼 두 세 번씩 방문할만한 곳은 아니지만 꼭 한번은 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약 23℃의 차가운 물에서 하루 5회 다이빙은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 다이빙투어에
서 스케줄상의 다이빙은 결코 빠지지 않던 내가 추위 때문에 오후 다이빙 1회와 나이트
다이빙 1회를 빠졌었다. 마지막 날 오후 선상에서 있었던 칵테일파티에서 상장 수여식이
있었다. 일정 중 다이빙을 모두 참가했던 우리 일행의 오상준씨, 미국에서 온 FRED와
AMY에게 철인 다이버 증서가 수여됐다. 그저 작은 종이 상장이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깜
짝 이벤트로 나를 포함해 한두 번 빠졌던 사람들은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다이빙 일정이 모두 끝나고 KONA AGGRESSOR 스텝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았다.
‘1년 중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한결 같은 대답은 “2월”.
해마다 11월부터 하와이에 혹등고래가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보기 위해 모여든다. 나도 예전에 호주 투어 때 운이 좋게 나와 버디만
다이빙 중에 혹등고래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는 지금도 잊
히지 않는다. 2월이면 수온도 21℃ 미만으로 많이 차지고 기온도 많이
내려가 추운 때이다. 하지만 한결같이 2월이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혹
등고래…, 물론 다이빙하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저조하지만 다
이빙하는 내내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혹등고
래의 울음소리를 들어봤던 나는 그 소리에 가슴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
다. 꼭 리버보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2월에 하와이를 다시 찾게 될 것
만 같다…. 행복한 두근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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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기 리뷰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MK6 포세이돈 리브리더
글/사진 이신우
SSI 동아시아 & 미크로네시아 담당관
SSI 인터네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SSI 레크레이셔널 리브리더 트레이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리브리더 다이빙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리브리더라는 장비는 군용
침투 다이빙, 대심도 다이빙, 동굴 다이빙을 위해 제작된 장비”라고.
필자 또한 여러분들과 많이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과연 리브리더 장비
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들이 사용했을 때 위험
하지는 않을까?”, “리브리더 다이빙이 복잡하지는 않을까?”, “무겁지는 않을까? 등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필자도 동일하게 해왔다. 필자는 포세이돈 MK6리브리더를
사용하기 이전에 2~3가지의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리브리더를 사용해 보았다. 리브
리더의 기억은 대부분 복잡한 준비절차와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장비여서 즐거
운 다이빙을 즐기고 싶은 필자로서는 여간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물론 다른 리브
리더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리브리더
들은 전문적인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포세이돈에서는 2009년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브리더를 개
발하였다.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브리더라는 것이 필자도 처음
접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먼 세상 이야기였었다. 2009년 다이
버 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 트레이너가 되기까지 MK6 리브리더는 필자에게 너무 편
안한 장비가 되었으며, 다이빙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장비가 되었다.
지금부터 왜 포세이돈 리브리더가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들을 위해 개발된 장비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MK6 포세이돈 리브리더 특징
•종류 : 폐쇄식 혼합가스 재호흡기(산소, 딜루언트 : 공기)
•용도 : 레크레이션용 재호흡기
•특징
-	초경량(Extreme Compactness) : 여행을 갈 때는 9kg의 무게, 탱크를 포함한 전
체 결합 시 18Kg의 무게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CCR 장비이다.
-	진정한 최초의 전자동 시스템(The First Truly auto) : 칼리브레이팅과 리브리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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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의 명물인 여성 포터

정상 작동유무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며 산소센서를 사용전과 사용 중에 지
속적으로 점검해준다.
-	지능적인 배터리(The Intelligent Battery) : 파워를 위한 배터리와 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결합하면 자동적으로 다이빙 히스토리와 다양한
정보를 인식하며 작동 준비를 한다.
- 카트리지 형태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Plug and play carbon dioxide
absorbent catridges) :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혼합되어 바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SofnoDive 797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사용한다. 소프노다이브 1개로 3시간의 다이빙이 가능하다.(CE 규정을 통과
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장비 사전 테스트

-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리브리더 인터페이스(The World’s most advanced
rebrether interface) : MK6는 기계적 과부하 없이 다이버에게 필요한 정보를
5가지의 경고와 안내 메시지를 포함하여 전달하여 다이버에 지시에 따라 다
이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큰 화면의 패널로 제작되어 있으며, 잔
압, 수심, 산소레벨, 무갑압 한계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긴급 상
황 시 알람을 시각, 진동, 소리를 통해 전달해준다.
-	전환가능 마우스피스(Switchable Mouthpiece) : MK6는 특허를 받은 디자인

레크레이셔널과 48m 트라이믹스 배터리

으로, 폐쇄식에서 개방식으로 스위치를 통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어져 있다. 이는 비상용 여분의 마우스피스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없애 준
다. 또한 초소형의 마우스피스는 가볍고 쉽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며 개방식
과 폐쇄식 모드 모두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마우스피스에 자동 딜
루언트 추가 밸브가 장착되어 폐쇄식 모드에서 호흡 부피를 조절해준다.
-	간편한 유지관리(Easy Maintenance) : 세척, 건조, 보관을 위해 빠르게 분해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다.
-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후 설치가 가능하며, 다
양한 기능을 개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 후 소다라임

사전 테스트

장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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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라임 분해

poseidoncon

2. 교육 가능 단체 및 트레이너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SSI에서는 레크레이션 교육단체 최초로
MK6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MK6의 본래 취지인 레크레
이션 다이빙을 위한 리브리더 교육을 위하여 최초로 매뉴얼을 제작하였
으며, 한글판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번역될 예정이다. 또한 필자를 포함한
유재철 트레이너 2명이 MK6 리브리더 트레이너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수
시로 다이버 과정부터 강사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리브리더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장
비 구매에 앞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수영장 교육

SSI의 경우 교육과정은 포세이돈 레크레이셔널 리브리더 오픈워터 다이
버 과정과 포세이돈 레크레이셔널 리브리더 딥 스페셜티 다이버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오픈워터
과정은 6번의 해양실습을 포세이돈 리브리더로 실시하면 되며, 18미터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과정은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과정의 내용과 리브리더 사용법과 안전기술 등을 포함하
여 교육한다.
리브리더 스페셜티 다이버의 경우에는 베일아웃 기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딥다이빙 스페셜티의
내용이 포함되며 40미터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교육과정은 5번의 다이빙이
실시되며, 10시간 이상의 리브리더 다이빙을 실시한다.

해양 실습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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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강사교육생 전윤식 SSI 평가관과 이기훈 트레이너와 함께

SSI MK6 리브리더 강사교육과정은 활동성 MK6 리브리더 트

수중에서 버블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수중 생물들을 근접거리

레이너에 의해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SSI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에서 관찰 촬영할 수 있기에 더욱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강사 또는 다른 단체 동등 레벨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과정은

이라고 생각한다.

트레이너와 함께 5~6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리브리더로 20시간

또한 테크니컬 다이버의 경우, MK6는 추가 옵션을 장착하면

이상 직접 교육을 받거나, 교육이수 후 총 50시간을 사용하면

100m 다이빙이 가능한 테크니컬 리브리더로의 업그레이드도

인정받을 수 있다. SSI에서는 다른 단체 강사들의 경우에도

가능하기에 필자는 레크레이션과 테크니컬, 2가지 토끼를 모두

7~8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SSI 강사와 SSI 리브리더 강사를 같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취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그 외 단체 : PADI, RAID, IANTD, TDI에서도 포세이돈 리브
리더 과정을 안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단체 본부나 센

5. 선택 및 옵션 사항

터로 문의하기 바란다.
1.	배터리 : MK6 리브리더는 3가지의 배터리가 판매된다, 일
반적으로 기본 유닛에는 40m까지 사용가능 한 무감압 다

3. 가격*****

이빙 용 배터리가 제공된다. 만약 놀목식 트라이믹스 다이
빙 교육과 감압 다이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40미터

리브리더의 경우 다이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가격일

감압 다이빙용 배터리, 48미터 놀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빙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리브리더는 1,500만원에서

용 배터리를 추가 구입하면 IRDA 적외선 통신기를 사용하

2,500만원까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다이버들이

여 설정 변경 후 사용이 가능하다.

쉽게 접근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컸었다. 또한 교육의 경우
에도 100~200만원의 교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다이버가 배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2.	IRDA 적외선 통신 : MK6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로그를 컴
퓨터로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외선 통신 포트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서 IRDA 적외선 포트는

하지만 포세이돈 MK6 리브리더의 경우에는 테크니컬 다이버

20,000원 정도의 가격대에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들처럼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여 다시 리브리더 장비를 구입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이빙을 리브리더로 시작하기 때
문에, 추가 비용부담 없이 바로 리브리더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BC, 레귤레이터, 다이브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을 감
안하면 1,150만원이라는 비용은 조금은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공식 수입원은 첵스톤 코리아로 AS 및 모
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4. 공략 계층****
IRDA 컴퓨터 연결

여성 다이버부터 테크니컬 다이버까지 다양한 다이버에게 사
랑받을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특히 여성 다이버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다. 일반 개방식 다이

3	윙 : 리브리더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한

빙에 비해 가볍고 편안한 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 수

가지는 수중에서 선 자세로 다이빙을 할 경우 공기가 위로

중생물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라가는 성질로 호흡 루프를 위쪽으로 당겨 불편함을 느끼

수중 사진촬영이나 장시간의 다이빙을 요하는 다이버의 경

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테크니컬 다이빙용 윙을 사용한다면

우에도 적절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리브리더 다이빙의 경우

쉽게 수평자세를 만들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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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일아웃 기체 : 리브리더 딥 스페셜티 다이버는 반드시 18m 이상의 다이
빙을 위해서는 베일아웃 기체를 보유하여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주
로 사용되는 40큐빅 피트 탱크가 권장된다.
5.	산소 분석기 : 다이빙 전 반드시 딜루언트와 산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전된 기체를 확인함으로써 더욱 안전
해질 수 있다.

팁2 다이빙 후 호스 정리

6.	300바 충전용 딘 어댑터 : MK6는 300바 딘 밸브를 주로 사용한다. 300바
딘의 경우에는 일반 딘 충전 어댑터로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리조트에 방
문했을 때 충전 어댑터가 없어서 충전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반드시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
7.	웨이트 포켓 : MK6 리브리더를 사용할 경우 허리에 웨이트를 차는 것보다
탱크에 트림 웨이트 포켓을 장착하면 웨이트가 허리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
할 수 있으며, 또한 밸런스를 잡는데 더욱 용이해진다.
8.	탱크 : MK6는 3리터 용량의 알루미늄 탱크 또는 스틸 탱크를 사용한다. 열
대 또는 여름다이빙에는 알루미늄 탱크를, 동계 다이빙에는 웨이트를 줄일

딥 리브리더 다이빙을 위한 스테이지 탱크

수 있도록 스틸 탱크 사용을 권장한다.
9.	아르곤 탱크 : 국내 다이빙의 경우 낮은 바다 수온으로 인해 드라이슈트 다
이빙이 요구된다. 리브리더 다이빙의 경우 딜루언트의 공기를 드라이슈트
주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탱크의 사이즈가 작아서 공기가 모자라는 경우
가 발생한다. 그래서 리브리더를 사용할 경우 아르곤 탱크를 장착하거나 베
일아웃 기체에 드라이슈트 라인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산소 분석기

팁1 300바 충전 어텝터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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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리더 다이빙은 절대 어려운 다이빙이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MK6
를 사용한다면 당신의 레크레이션 다이빙 스타일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50년 전 개방형 SCUBA 시스템이 다이빙 산업에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레크레
이션 마켓에 MK6 리브리더는 새로운 다이빙 스타일,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통
해 다이빙 문화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비웃었지만, 불과 50년 만에 지금은 누구나 자동차를 타게 된 것
처럼 레크레이션 리브리더가 10년 아니 5년 후에는 우리에게 자동차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해본다.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가 필자의 주변에도
굉장히 많다. 그 다이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편견에 앞서 이 혁신적인 리브리
더를 사용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내일의 다이빙을 위하여 짐을 꾸리고 속초로 떠나려 한다. 20년이
넘는 기간 다이빙을 즐긴 필자에게도 이 새로운 장비는 다시금 마음을 설레게 한
다. 오늘은 꿈속에서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팁 3 웨이트 포켓

3리터 용량의 탱크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라! 여러분은 혁신
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신우–

팁 4 옵션 드라이슈트 공기주입용 아르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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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원상 어안렌즈로
수중사진 촬영
글 성재원 / 사진 오경철

제9회

글/사진 구자광

원상 어안렌즈
원상 어안렌즈(Circular Fisheye Lens)는 상하좌우 전경을 모두 180˚화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렌즈이다. 이러한 화각을 통해 일반 렌즈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원근감이나 또 다른 시각을 표현
할 수 있다.
● Sigma 8mm circular fisheye lens(풀프레임 바디용)
Sigma 8mm F3.5 E× DG Circular Fisheye
• 초점 거리 : 8mm
• 렌즈 구성 : 6군 11매
• 화각 : 180°
• 최단 촬영 거리 : 13.5cm
• 최대 촬영 배율 : 1:4.6
• 최소 구경비 : F22
• 크기 : 73.5×68.6mm(최대 지름×전체 길이)
• 중량 : 400g
• 대응 마운트 : 시그마, 캐논, 니콘(FX)

● Sigma 4.5mm circular fisheye lens(크롭 바디용)
Sigma 4.5mm F2.8 Circular Fisheye
• 초점 거리 : 4.5mm
• 렌즈 구성 : 9군 13매
• 화각 : 180°
• 최단 촬영 거리 : 13.5cm
• 최대 촬영 배율 : 1:6
• 최소 구경비 : F22
• 크기 : 76.2×77.8mm(최대 지름×전체 길이)
• 중량 : 470g
• 대응 마운트 : 시그마, 캐논, 니콘(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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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어안렌즈의 사용이 가능한 모델
시그마의 원상 어안렌즈는 씨엔씨의 5DMarkⅡ 하우징의 돔포트에 장착할 수 있으며, 이때 후
드가 장착되어 있는 돔포트인 경우에는 후드 때문에 비네팅이 발생하므로 원상 어안렌즈를 사용
하는 동안 돔포트의 후드를 잠시 떼어내고 사용해야 한다.

▲ 돔포트의 후드가 있는 모습

▲ 돔포트의 후드를 떼어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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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어안렌즈를 사용한 사진
원상 어안렌즈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일반 초광각 렌즈로 촬영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원상 어
안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크롭핑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도를 잡을 때 완벽하게 구도를 잡아야 한다.

▲ 원상 어안렌즈로 촬영한 사진

▲ 원상 어안렌즈로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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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 어안렌즈로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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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5)
글/사진 김동혁,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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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기본적인 촬영기술
입・출수시 카메라 장비의 휴대방법
일반적으로 스쿠바다이빙의 입・출수는 비치와 보트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스쿠바다
이빙을 하면서 수중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소지하고 입수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비치에서 입수한다면 카메라를 BC 홀더에 걸고 다른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가슴
쪽에 안듯이 하고 천천히 걸어서 입수한다. 출수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보트 다이빙을 할 때 입수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떠한 입수와 출수 형태에서도 카메라
는 배위의 스탭이나 버디에게 부탁하고 수면에서 건네받고 주는 것이 기본이다. 입수할
때는 먼저 입수한 후 수면에서 스텝이나 버디에게 건너 받는 것이 좋다. 절대로 카메라
카메라를 BCD 홀더에 걸고 있는 모습

를 소지한 채로 물로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다. 출수할 때에는 입수 때와 마찬가지로 카
메라를 배위의 스탭이나 버디에게 먼저 건넨 후 일반 다이빙의 출수 방법과 같은 방법
으로 나오면 된다.

수중에서의 촬영자세
수중에서는 부력이나 조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래땅이나 바위가 많은 곳에 핀을
붙여 몸을 고정하거나 탐침봉이나 조류걸이 등을 이용해서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는 산호나 해양생물 등과 같은 주위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먼저 입수한 후 스텝이나 버디에게 카메라를
건너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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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는 양손으로 잡는 것이 좋지만 한손으로 잡더라
도 떨림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옆구리에 양쪽 팔을

똑딱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

정확하게 당겨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셔터 버튼을 완전히 누를 때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조심한다.

촬영모드 선택
완전자동 모드(AUTO)
요즈음 콤팩트 디카를 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 이 다양한 기능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
그리고 충전된 배터리만 있다면 바로 촬
영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완전자동 모드(AUTO)를 이용하면 초점 뿐만 아니라 셔터스피드, 조리개,
ISO 감도, 화이트밸런스와 내장 플래시 등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누구나 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모드에서 액정화면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된다.

TIP

촬영한 이미지의 재생

• 촬영한 이미지를 카메라의 LC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드(P)
완전자동 모드(AUTO)에서는 대부분
의 설정한 값이 카메라에 의하여 자동으
로 설정되어 촬영되지만 촬영자가 카메라
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스스로 몇
가지 설정값을 변경하여 촬영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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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프로그램 모드(P)는 노출 보정, 화이트밸런스, ISO 감도

을 수 있다.

와 플래시 ON/OFF를 촬영자가 설정할 수 있다. 셔터스피드와
조리개는 카메라에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므
로 완전자동 모드와는 달리 반자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액정화면을 보면서 구도를 맞추고 반누름 기능을 이
용하여 초점을 맞춘 후 셔터를 완전히 누르면 깨끗한 사진이
찍힌다. 반누름 기능은 먼저 카메라 셔터에 올려놓은 검지에

특수장면 모드(SCN)의 수중자동 모드
캐논 S100과 같이 특수장면(SCN) 모드의 바다색을 자동적

약간의 힘을 주어 최초에 셔터가 걸리는 곳에서 그 상태를 잠

으로 보정해 주는 수중자동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 기종이 있

액정 모니터 상에 AF 프레임인 □ 표시가 나타난다. 그런 다음

는데, 이 수중자동 모드를 이용하면 편하게 수중사진을 촬영할

셔터를 완전히 누르면 촬영이 완료된다.

깐 유지하면 카메라가 초점이나 노출 등의 자동 조정이 끝나

수가 있다. 카메라를 방수 케이스에 넣어 수중에서 사진을 촬
영할 때 사용하는 모드이다. 이 모드는 앞에서 설명한 완전자

반누름 기능을 이용하여도 셔터를 누르는 순간 조류나 서지

동 모드(AUTO)에서 적절한 화이트밸런스로 푸른 색조를 줄이

로 인하여 촬영자가 움직이거나 피사체가 움직이면 초점이 맞

고 이미지를 자연스러운 색채로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연습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면 된다. 플래시 역시 촬영 환경에 따라 작동된다.

좋다.

본고에서는 이 모드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지만 카메라를 움직이면 사진이 흐려진다. 가
능하면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있어야 하며 셔터를 누
를 때는 숨을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내쉬어야 한다. 숨을 참으
면 안 된다. 먼저 고정된 피사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반누름을
연습한다.
수중에서는 조류나 서지가 일어 촬영자 자신의 흔들림과 피
특수장면 모드(SCN)의 수중자동 모드 설정

사체의 흔들림, 그리고 부분적인 손떨림 등이 발생한다. 이때는
먼저 촬영자 자신의 몸을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움직

초점 맞추기
요즈음 콤팩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동 기능 때

이는 피사체는 피사체를 관찰하여 행동유형을 파악하고 예상
되는 모습을 미리 감안하여 촬영한다.

문에 초보자들도 대략 구도를 잡아 초점만 잘 맞추어 셔터만
눌러도 깨끗한 사진이 나온다.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특수장

아직도 기종에 따라 콤팩트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타임래그

면(SCN) 모드의 수중자동 모드로 설정하면 조리개나 셔터스피

(time lag)는 피할 수 없다. 이 타임래그를 극복하는 방법은 셔

드, 화이트밸런스 등의 조정은 모두 카메라가 알아서 해준다.

터의 반누름을 할 때 타임래그를 미리 예측하여 저장되는 순간

그래서 수중에서도 다이버들이 아름다운 수중 사진을 쉽게 찍

의 모습을 감안하여 셔터를 누른다.

TIP

타임래그(Time Lag)

콤팩트 디카에서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셔터를 누른 순간
의 모습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흐른 후의 모습이 찍히는
데 이것은 셔터를 누른 순간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의 처리시간 때문에 조금 후의 모습이 저장된다. 이 시간의 차를 타임
래그라 한다.

초점 맞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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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S100 카메라로 촬영한 수중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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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제 2 회>

코덱(Codec)이란?

디지털 시대의 영상편집은 많은 아마츄어 영상 편집자들도 작업환경의 용이함과 편
리함이 예전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기본적인 컴퓨터 운용법과
디지털 영상파일의 종류 그리고 코덱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다소 복잡한 디지털 영
상편집의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코덱이라는 것은 음성 또는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코더(Coder)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주는 디코더(Decoder)의 기능을 함께 갖춘 소프트웨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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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즉 코덱(Codec)은 Coder와 Decoder의 합성어인데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된 코더(Coder)를 풀 수 있는 디코더(Decoder)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해당 동영상을 풀어 재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peg 형식으로 인코딩된 영상은 mpeg 디코더가 설치되어 있어야 영상
을 재생할 수 있게 되고, mp3 형식으로 인코딩된 음성은 mp3 디코더가 있어야 음
성을 들을 수 있다. 만약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할 코덱을 잘 모른다면
아래의 코덱 중 하나를 설치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코덱의 종류

• Unified CodeC Pack

•XP Codec Pack

•DefilerPack

•The Codecs

•X Codec Pack

•K-Lite Codec Pack

•Codec Pack All in 1

•FFDShow MPEG-4 Video Decoder

코덱이 내장된 재생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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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플레이

•곰플레이어

•아드레날린

•퀵타임

동영상 파일의 종류

무비 메이커의 모음 창에 있던 영상 소스들은 사라지고 여러

동영상 파일의 종류는 압축형식이나 특정 회사 고유의 기술 등,

가지 전환 효과들이 표시된다. 여러 가지 효과들을 영상 소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

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하고 싶은 전환 효과들을 누르면 오

편이다. 그러나 일반 유저들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른쪽 출력 창에 설명과 함께 화면에 표시된다.

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소개하겠다.
• avi : (Audio Video Interleaved)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
든 포맷으로 가장 보급된 형으로 영상편집 작업에 가장 적합
하게 사용되고 있다.
• wmv : (Window Media Video)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포맷으로 avi보다는 작은 용량이지만 영상 작업 시에는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 MPEG :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여러 회사들이 동
영상 표준 개발과 영상 압축기술을 위해 만든 단체
	-	MPEG1 : VHS 테이프(일명. 비디오테이프) 수준의 동영상
인데 비디오CD가 이것이다. 보통 mpg로 표현된다.
	-	MPEG2 : 높은 화질과 음질인 DVD영상에 사용되었다. 고
화질 TV,영화나 광고편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	MPEG4 : 멀티미디어 통신용으로 개발된 영상압축기술.
		낮은 전송으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 주로 디지털 휴대

무비 메이커의 전환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모음 창에 있
는 효과를 선택 후 모니터 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기(스마트폰)의 동영상 파일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mp4
로 표기된다.
• mov : 애플사의 표준 동영상 파일 포맷 깨끗한 화질을 제공
해서 고화질 영화 작업에 많이 쓰인다.
• flv : (Flash Video)매크로 비디오사가 만들었지만 현재는 어
도비사가 개발 중인 파일인데 기존 동영상 파일 등과는 달리
플러그인이나 코덱 등이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무비 메이커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자르고 붙이는 기본적인 작
업 후에는 조금 더 세련된 화면 효과와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
해서 더욱 멋진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무비 메이커에서 이 두 가지 효과는 적용하는 방법이 같기 때
문에 묶어서 알아보겠다.

적용하고 싶은 전환 효과를 선택한 후 스토리 보드에 나열되어

모음 창 왼쪽에 있는 동영상 작업창의 동영상편집에서 [비디오

있는 영상 클립 사이에 전환 효과를 끌어다 놓으면 된다. 앞에

전환보기] 메뉴를 클릭한다.

있는 영상이 사라지면서 뒤에 있는 영상이 나타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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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작업 중에 효과를 넣을 때도 두 클립 사이에 끌어다 놓으

무비 메이커 모음 창에 화면 효과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적용되

면 된다.

는지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무비 메이커에 편집 창에는 트랙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비디

전환 효과와 달리 화면 효과는 적용하고 싶은 효과를 선택한

오, 전환, 오디오, 자막 이렇게 네 가지로 설정되어 있다. 전환 효

후 영상 위에 그대로 끌어다 놓으면 된다. 화면에 효과가 적용되

과는 전환효과 트랙에 따로 들어간다.

면 별 모양의 표시가 나타나고 최대 6개까지 중복 적용된다.

이제는 화면 변화 뿐만 아니라 직접 동영상파일에 여러 가지 효

시간 막대 모드에서도 효과 적용 방법은 마찬가지이다. 클립의

과를 넣어 보겠다.

사이가 아니라 영상클립 위에 그대로 입혀 주면 효과가 적용

무비 메이커 작업 창에서 [비디오 효과 보기]를 선택한다.

된다.

이렇게 해서 화면 전환 효과와 화면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엔 자막을 입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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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작업 또한 시작은 작업창에서 [제목 또는 제작진 만들기]

두 번째, 네 번째 메뉴는 영상의 앞, 뒤에 자막을 삽입하는 경우

를 선택한다.

다. 영상 나오고 - 자막 나오고 - 다시 영상이 나오는 구조이다.

처음과 끝에 자막을 넣는 선택 창들이다. 처음에 들어가는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무비 메이커의 자막 들어가는

막은 보통 제목이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자막은 크레딧(만든 사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람)이다. 물론 자막의 위치는 언제든지 수정도 가능하다.

자막의 위치를 정했으면 자막을 직접 넣어 보겠다. <동영상 맨
영상/사진 위에 자막을 얹는 메뉴는 가운데 있는 메뉴이다.

앞부분에 제목을 추가합니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쪽에는 큰 제목 아래쪽에는 작은 제목을 입력할 수
있다. 만약 두 줄로 자막을 입력하지 않고 여러 줄로 입력하려
면 <제목 애니메이션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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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각종 애니메이션과 함께 제목(자막)의 출력 형태를 한
줄/두 줄/크레딧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목 애니메이션, 내용, 자막의 색깔과 크기까지 수정했으면 영
상에 실제 자막을 입혀 보겠다. [동영상에 제목 추가 완료]를
선택하면 처음에 지정했던 위치에 저장된다.
제목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진] 형식을 선택하면 텍스트 입력창도
바뀌게 된다. 크레딧 형식으로 줄줄이 자막을 입력할 수 있다.

글자의 모양과 색깔 크기의 옵션을 바꿀 수도 있다. 가장 아래
에 있는 메뉴 [텍스트 글꼴 및 색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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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은 무비 메이커 시간 막대 표시 창의 <제목 오버레이>와 <비

일반적인 파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를 선택한다.

디오 트랙>에 표시된다. 즉 앞, 뒤에 들어간 자막은 비디오 창에,
영상과 함께 들어간 자막은 제목 오버레이 창에 표시된다. 영상
에 자막이 들어간 경우엔 자막의 길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영상처럼 각종 효과와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저장할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한다.

무비 메이커에서 음악 넣기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실 음악 편집
에 대한 기능은 거의 없다.
무비 메이커에서 음악 추가/편집은 시간 표시 막대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무비 메이커에서 음악 편집은 영상 편집과 거의 같다.
클립의 끝을 잡고 좌우 이동을 하면 길이가 조절되고(원본 소스
의 길이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클립 몸통을 잡고 음악의 위
치를 지정한다. 무비 메이커에는 음악 트랙이 하나 밖에 준비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과 내레이션 그리고 음향효과가 동시
에 삽입되지 않는다. 만약 음악과 내레이션을 동시에 넣고 싶다
면 음악을 입힌 영상을 먼저 츨력 후 다시 출력물을 불러와서

보통[내 컴퓨터에서 최고 품질 저장]이 권장 사항이지만 편집자

내레이션을 다시 입혀야 한다.

의 의도를 최종 결과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택 확장>을 선
택한다. 만약 블로그나 네이버, 다음카페 또는 SNS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100MB 이하의 용량으로 맞추기를 원한다면 두 번
째 메뉴 [파일 크기에 자동 맞춤]에서 적당히 95MB 정도로 설
정하고 [다음]을 누르면 된다.

무비 메이커로 편집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결과물을 출
력해야 한다. 사실 이 과정 또한 편집 작업 못지 않게 중요한 작
업이다. 최고의 품질과 용량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코
덱 선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메뉴에서 [파일] - [동영상 파일 저장]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pc재생용 파일을 원한다면 [기타 설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다

화면이 나타난다.

운 버튼을 누른다. 일반 재생을 원한다면 [로컬 재생용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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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pbs NTSC)를 권장한다. 품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코덱 오

자신의 컴퓨터 Window에 포함되어 있는 무비 메이커를 이용

류 없이 어느 컴퓨터에서 재생이 가능하다.

해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Tip

이전 윈도우XP에서는 SD급 동영상만 편집할 수 있었으나

윈도우7부터는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인 ‘Live 무비 메이커‘로 HD동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반 편집자들이 비용 없이
HD동영상을 편집 할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나 윈도우 7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Live 무비 메이커'로 대부분의 포맷을 편집할 수 있게 되
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DSRL카메라로 동영상을 쉽
게 편집해 자막, 음악, 효과를 넣을 수 있다. 윈도우7에는 기본적으
로 ‘Live 무비 메이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필요한 사용자들은 아
래의 주소에서 윈도우 Live 필수 패키지를 설치하면 된다.

설정을 한 후 [다음]을 누르면 무비 메이커 동영상 출력 작업이

http://ex plore.l ive.com/w i ndows-l ive-mov ie-

시작된다. 출력시간은 편집된 영상 총 길이의 1.5배~3배정도 시

maker?os=other

간이 걸린다. 출력시간은 동영상길이와 비례된다. 보통 영상이
길수록, 각종 효과가 많이 들어가고 자막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정도면 윈도우 무비메이커에서 순서대로 놓아주고 자르고

출력시간은 길어진다.

붙이는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 화면
효과와 화면 전환 효과 그리고 자막, 음악/효과음 만들기 작업
을 하겠다.   

윈도우 무비 메이커 기본 출력파일은 WMV이다. 작은 용량으로
출력 되지만 색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풍경 영상을 많이
쓴 영상이라면 DV-AVI로 출력을 권장한다.
윈도우 무비 메이커는 MS WINDOW에 포함된 영상 편집 소프
트웨어다. 윈도우 PC에 깔린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해서 초보 동영상
편집자들이 기초적인 영상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없다. 무비 메
이커는 기능은 다양한 편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편집 방법
은 프리미어, 베가스, 에디우스 같은 고급 프로그램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후에 상위 프로그램을 다루기에도 수월하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세대로부터 UCC나 SNS
에 동영상을 포스팅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단
순히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수준을 벗어나 편집까지 가
능한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영상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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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비디오촬영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사례를 소개한 수중
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풍등출판사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
217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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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코너

다이빙이 힘든 추운 겨울에 배워두면 좋을

7가지의 스페셜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이다. 사계절의 풍
광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산들의 계절마다 변화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겨울
바다의 수중세계 또한 그 매력이 뒤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겨울에는 시베리아로 부터 차고
건조한 북풍 또는 북서 계절풍이 불어와 날씨가 몹시 춥고 건조하다. 더구나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 발표도 있었다. 추운날에는 다이버들은 드라이 슈트 등을 입고 체온
을 충분하게 보호하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만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에는 산과 바다를 통틀어
야외에서 사람보기가 쉽지 않다.
글/사진 정상우
마린마스터 대표
PADI코스디렉터 #81698
PADI 사이드마운트 강사 트레이너 외
22개의 PADI 스페셜티강사 트레이너
이메일 : goprokorea@gmail.com

다이버들이 이러한 추운 겨울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는 해외의 따뜻한 바다로 다이빙 여
행을 가거나 바다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다이빙 실력과 지식을 키우는 것이다. 진정
한 다이빙 매니아들에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엔리치드에어, 산호 암초 보존 프로젝트 어웨어, 장
비전문가, 산소관리자 스페셜티나 응급처치 심페소생술, 각종세미나 워크숍 또는 강사수준의 다
이빙 이론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이브마스터 코스 등의 교육을 받
아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등을 추천하고 싶다. 따라서
유난히 추운 겨울을 위한 다이버 매니아들에게 다음의 7가지를 추
천하고자 한다.

1. 엔리치드에어 다이버 과정
엔리치드에어(Enriched Air)는 21%이상의 산소가 포함된 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이다. 일반 공기보다 산소의 농도가 높은 기체로써
잠수병의 원인인 질소의 비율을 줄이고 산소를 늘임으로 무감압
한계시간이 공기보다 늘어나는 원리로 비교적 같은 수심에서 오래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좀
더 쉽고 편안한 시스템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가 있는 스페셜티 과정이다. 해양실습은 대부분의 단체에서 옵션사
항이므로 다이빙 직전까지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과 잠수계획하기
를 배운다. 직접 산소분석기로 본인이 사용할 엔리치드에어를 분석
하고 산소 비율에 따른 올바른 다이빙계획을 세우는 것과 가스 브
랜딩 메커니즘에 대해 배우는 흥미로운 교실 수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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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기와 엔리치드에어의 무감압 한계시간 비교
수심

일반 공기 무감압 한계

EANx32 무감압 한계

EANx36 무감압 한계

18 미터

56분

95분

125분

22 미터

37분

60분

70분

50 피트

80분

155분

220분

80 피트

30분

45분

55분

2. 환경보존 프로젝트 AWARE(Aquatic World Awareness
Responsibility and Education) 스페셜티
이 스페셜티는 다이버와 비다이버 모두에게 위기에 처한 우리의 해양 자연환경
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수중생태계를 포함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이며 우리
가 주변에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해양환경에 대하여 배우고 그 중요성을 알리며 문제가 되는 수산업, 해
안지역의 관리, 해양오염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해양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지에 4시간 정도 배우고 토론하는 중요한 스페셜티가 될 것
이다.

3. A.W.A.R.E 산호암초보존 스페셜티
이 코스는 다이버와 스노클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해양환경의 산호초들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리고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리는 스페셜티이다.
산호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구 해저의 1%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양생
물 종의 25%의 생물을 키우는 공간이며, 알려진 모든 어류의 33%의 서식지이며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많을 것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스페셜티이
다. 우리의 작은 무관심이 산호초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성에 대하여 배우고 토론하게 된다.

4. 장비 스페셜티
스쿠바다이빙은 장비를 사용하는 레저스포츠이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장비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체충전에서 호흡까지의 스
쿠바다이빙 장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비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장점들
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이빙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방법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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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의 예를 들면, 호흡기 1단계와 탱크사이에 공기사이의 O링의 역할과 교환 시기, 실린더
안에서 땡그랑 땡그랑 금속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경우, 2단계에 물이 들어올 때 무엇을 확인해
야 하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경우의 방법, 프리플로우가 거세게 일어날 때와 약하게 일어날 때,
호흡저항이 높아졌을 때 등등 다이버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페셜티이다.

5. 응급산소 관리자 스페셜티
이 스페셜티는 다이버의 생명을 지키는 산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산소의 결핍은 가
장 빠르게 죽음을 초래하는데 산소처치는 산소가 혈액과 조직에 도달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상해나 질병 그리고 중독 환자에게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치료약이 된다. 이 산소
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유용한 장비들의 사용법과 고려사항, 관리법을 배우고 산소 공급시
스템을 호흡이 있거나 없는 환자에 따라 그리고 다이빙 후 여러 가지 징후와 증상에 맞는 최선의
산소 공급방법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스페셜티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와 함
께 배운다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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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론 수업이나 수영장 교육이 큰 가치를 발휘하는 스페셜티
이 스페셜티들은 해양실습을 필히 해야 교육과정이 끝나지만 그 이론 수업이나 수영장 수업들
이 해양실습 전에 하게 될 경우 큰 효과가 있는 스페셜티들이다. 멀티레벨 스페셜티는 감압이론
과 다양한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이론교육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어웨어 어류식별 스페
셜티는 어류를 종속과목강문계중 과별로 분류하여 특성과 서식지 먹이류 등을 배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 이는 수중 자연주의자 스페셜티와 함께 진행하면 효과가 두배
가 될 수 있다.
수중 디지털 사진가 스페셜티는 이론 교실과 수영장 수업이 크게 효과 있는 스페셜티 중의 또
하나인데 이는 카메라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를 소개 받을 수 있으
며, 접사와 광각 촬영방법, 보조광사용 방법, 이미지 저장방식의 차이점 및 이미지 후 보정 방법
을 배우고 수영장에서 실전에 대비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 좋다.

7. 각종 워크숍에 참가하는 활동
워크숍은 너무 다양해서 언급하기 힘들 정도이지만, 다이버라면 요령과 연습이 필요한 미세 부
력조절 워크숍, 핀킥 워크숍, 레스큐 워크숍, 수중지도 만들기 워크숍, SMB 사용 워크숍, 스킨다이
빙 워크숍, 사이드마운트 워크숍 등 이들 중 본인에게 필요하고 관심이 있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산행을 하는 산악인들도 너무 추운 환경보다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 산행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쿠바다이빙 마니아들도 견디기 힘든 추위와 싸우며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며 오히려 사기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이빙은 바다에서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만
은 아니다. 마니아에게는 위에서 추천한 일곱 가지의 스페셜티를 교실에서 그리고 수영장에서 자
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도 진정한 마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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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다이빙

재호흡기 다이빙(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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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에는 재호흡기의 기본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주로 재호흡기 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장치들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소 모니터(핸드 셑)
전자식 산소 조절장치는 재호흡기 센터섹션 또는 소다라임 카니
스터의 뚜껑 부분에 위치하지만 산소 부분압 등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손목에 착용하는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다. 손목표시장치의 기
능은 재호흡기에 따라 매우 다르다.
•단순 산소 부분압 모니터
•한 개의 모니터
•두 개의 모니터(주모니터와 보조 모니터)
•선택형 다이브컴퓨터 연결식
•다이브컴퓨터 내장식

독립적인 주모니터, 보조모니터, 컴퓨터(인스피레이션)

단순 산소 부분압 모니터는 수동식 산소 조절장치에서 단순히 산
소 부분압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개로 구성된 전자식 산소 모니터
는 산소 부분압 이외에 셑포인트, 배터리 상태 등의 정보를 보여준
다. 두 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장치는 주모니터가 고장날 경우 보조
모니터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백업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니
터들은 대부분 산소 부분압을 확인할 뿐 무감압 한계시간, 수면까
지의 총 상승시간, 감압 정지수심 등의 감압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서와 다
이브컴퓨터를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재호흡기들은 모니터는 물론 다이브컴퓨터 기능을

주모니터, 보조모니터, 컴퓨터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이볼루션)

모니터에 추가하여 모니터 하나만으로도 다이빙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에 필요한
나이트록스 또는 트라이믹스 감압 컴퓨터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에
서는 혼합기체와 대심도에서의 무감압 한계시간, 수면까지의 총 상
승시간, 감압 정지수심 등을 보여준다.
재호흡기에서는 사전에 계획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셑포인트
라는 산소 부분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이버
가 수동으로 할 경우 자칫 실수하여 감압병에 노출되거나 너무 높
은 산소 부분압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의 재호흡기에서는 셑포인트
를 감압계획에 맞추어 사전에 변경시점과 산소 부분압을 지정하는
자동 셑포인트 전환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전자식 주모니터, 컴퓨터, 기계식 보조모니터

깊은 수심으로 빠르게 하강하거나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도 산소
부분압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져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산소 조절
장치는 이런 한계를 초과할 경우 경보를 울려줌으로써 복잡한 상황
에서 다이버가 산소 부분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
야 한다. 일부 재호흡기는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산소 부분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산소 부분압이 높아진 것을 발
견하지 못하면 산소중독에 의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인

전자식 모니터, 컴퓨터 통합형(Discovery M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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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CE)과 대부분의 해군 재호흡기 검사에서는 산소 부분압의 조절 상태 변화를 추적하며 검사하
는데 급격한 수심 변화에 따르는 산소 부분압의 최대 변화폭을 검사한다. 최소한의 산소를 고정
흐름방식으로 공급하는 장비에서는 이 최소한의 공급량에 의해 산소 부분압이 제한 범위를 초과
하거나 부족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산소 공급률이 깊은 수심에서 적정 산소 부분압
을 초과하거나 낮은 수심으로 상승할 때 적정 산소 부분압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배터리
재호흡기에서 배터리의 주요 사용처는 모니터링 장비와 산소 조절장치이다. 반폐쇄식이나 단순
모니터의 경우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의 경우는 산소조절 및 백업, 각종 경고 기능 등 전력을 사용하는 장
치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력 소모가 크다. 그러므로 이런 장비들은 한 개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볼루션 재호흡기의 경우 주전자 조절장치(C1)과 보조전자 조절장치(C2)가 각기 독립적인 배
터리 B1과 B2를 사용한다. 그러나 주전자 조절장치는 모니터 기능 뿐 아니라 기계적인 산소주입
밸브(솔레노이드 밸브)를 자주 작동하기 때문에 보조전자 조절장치(C2)보다 전력소모가 많다. 따
라서 이볼루션의 경우 평소에는 배터리 B1과 B2가 조절장치 C1과 C2에 전력을 공급하지만, B1
의 전력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조전자 조절장치(C2)가 주전자 조절장치(C1)의 역할
을 대신하여 산소 주입 밸브(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하게 된다.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고갈된 B1의 배터리를 꺼내고 B2의 배터리를 B1으로 옮긴 다음 B2에
새로운 배터리를 삽입한다. 그 이유는 항상 B1이 전력이 B2 보다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B1에
새 배터리를 삽입하면 때로는 수중에서 B1과 B2가 거의 동시에 고갈되어 백업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B1을 새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최초시점

배터리 소모중

B1 고갈

B2의 배터리를
B1으로 옮기고
B2를 새배터리로
교체

B1 고갈
B2가 주조절
장치로 전환됨

B1을 교체

B1 고갈 B2가
주조절 장치로
전환됨

B2를 새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최초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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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모중

배터리
소모중

동시 고갈
백업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됨

희석기체(공기) 주입 장치
재호흡기로 처음 수면에서 하강하면 호흡주머니에 들어 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 충분한 양의 기체를 들이마실 수 없다. 따
라서 하강할 때는 호흡주머니 내부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희석기체를 추가해
주어야 한다.
많은 재호흡기들이 자동희석밸브(ADV)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줄
어든 호흡주머니의 부피를 보상하기 위해 희석기체가 호흡순환계 내부로 자동
주입된다. 자동희석밸브(ADV)는 개방식 호흡기 2단계와 같이 다이어프램이 설
치되어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보다 현저히 낮으면 다이어프램이 안쪽으로 밀려
들면서 기체 주입밸브의 레버를 눌러서 희석기체가 호흡주머니 내부로 분출되
게 한다.

자동희석밸브(ADV)

그러나 자동희석밸브(ADV)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재호흡기는 수동 주입밸브
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이버가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희석기체를 주입할 수 있다. 또, 자동희석밸브
(ADV)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고장이나 미세한 조절을 위해 수동 주입밸브가 장착되기도 한다.
재호흡기 센서
전자 산소 센서
완전폐쇄 재호흡기(CCR)의 모든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소
센서일 것이다. 대부분의 산소 센서는 갈바닉(galvanic) 센서를 사용한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납극판, 금도금 음극, 전해질로 수산화칼슘 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음
극은 볼록한 금속판으로 많은 구멍이 뚫려 있으며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으로 도
금되어 있다. 센서는 위쪽 면이 계속 젖어있도록 설계되어 멤브레인과 음극 사이의
소량의 전해질이 채워져 있다. 기체 중의 산소 분자가 센서에 접촉하면 납이 산화
되어 산화납으로 변한다. 이런 반응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미세한 전류흐름을 만든
다. 갈바닉 산소 센서는 센서 표면에 접촉되는 산소 분자의 양에 따라 전류의 흐름
이 생성되는 일종의 배터리와 같다. 산소 부분압이 높아지면 센서에 의해 더 높은
전류가 형성되며 재호흡기 컴퓨터에서는 이것을 감지하여 산소 부분압의 수치로
전환한다.
따라서 완전폐쇄 재호흡기 다이버는 호흡순환계 내부의 산소 부분압에 주의를

재호흡기센서

기울여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산소 부분압이 산소과다나 산소부족
상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동시에 감압과 관련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
다. 감압은 호흡기체 내의 불활성 기체(질소, 헬륨 등)에 좌우된다. 재호흡기 다이브컴퓨터는 주위
압력에서 산소 부분압을 빼주어서 불활성기체의 부분압을 계산한다. 산소 센서들을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교정(calibration)을 해야 한다.
산소 센서 교정(Calibration)
각 센서들은 상표, 모델, 형태에 따라 특성이 약간씩 다르지만 재호흡기에 사용
되는 센서는 수중에서 압력을 받았을 때 적절히 작동되어야 한다. 즉 다이빙하는
동안 압력은 지속적으로 변하며 센서 다이어프램의 앞뒤에 변화되는 압력이 즉시
전달되어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호흡주머니의 산소 부분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소
질소

모든 산소센서는 발생되는 전류로 산소 부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소센서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온
도변화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센서 제조사들은 센서의 정상 작동 범위를 0~50℃로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산소센서들은 습도가 95%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만 재호흡기
내부의 습도는 이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센서 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질 경우 산소 부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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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센서의 값이 일정하지 않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다이빙 도중에 값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거나, 표면에 물이 묻거나, 재호흡기의 산소 주입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산소 부분압이 정확히 측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갈바닉 산소센서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센서의 전
류 발생 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센서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산소 부분압
이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 설계된(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재호흡기
는 몇 일에 한번 교정을 실시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매번 다이빙하기 전에 또는 하
루 한번 100% 산소를 주입하고 1기압 상태에서 산소 부분압이 1기압이 되도록 조절하는 교정
(calibration)을 실시한다. 즉 저울에서 물건을 계량하기 전에 0점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1기압이 아닌 상태에서 교정을 실시할 경우 기준점이 틀려져서 다이빙 하는 동안 계속
부정확한 기체가 공급된다. 저울에서 물건을 계량하기 전에 1kg으로 표시된 상태에 무게를 측정
하면 계속 1kg 씩 더해져서 측정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재호흡기의 마우스피스를 닫고 교정
을 실시할 경우 호흡순환계 내부로 산소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어 재호흡기 내부에 산소가 100%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소의 부분압이 1기압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교정을
실시하여 산소 부분압이 1기압으로 측정하도록 지정하면 이후 계속 실제보다 낮은 산소 부분압
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질소 부분압이 유지된다. 이 경우 감압 다이빙을 실시하면
감압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정은 재호흡기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정확하게 실
시해야 한다.
센서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센서는 공기 중에서 2-3년 사용할 수 있으나 산소
성분이 높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수명이 짧아진다. 따라서 센서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재호흡기를 사용한 다음 호흡순환계에서 산소 성분이 높은 혼합기체를 배출시키고 환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센서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려면 센서를 재호흡기에서 분리하여 산소가 차단
된(예를 들면 순수 질소 등이 충전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센서를 이렇게 보관할
경우 다시 교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복시간” (약 15분 정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갈바닉 산소 센서라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거나 갑자기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하나 이상의 센서들을 사용한다. 두 개의 산소 센서는 하
나 보다 났지만 두 개의 센서가 서로 다른 값을 보여준다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가 없
다. 따라서 대부분의 완전폐쇄 재호흡기(CCR)에서는 최소한 3개의 산소 센서를 사용한다. 세 개
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재호흡기는 보팅 로직(Voting logic)이라는 ‘민주주의’의 법칙을 적용
하여 산소 부분압을 조절한다. 즉 다른 두 개의 센서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하나의 센서 값을
무시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센서가 보여주는 값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공교롭게
도 두 개의 센서가 동시에 고장 나고 잘못된 값을 비슷하게 보여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확
률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경우 세 개의 센서 모두가 비슷한 값(오차 범위 내)을 보여주며 평균값
을 실제 산소 부분압으로 보여주거나 적용한다.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일부 완전폐쇄 재호흡기에는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산화탄소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에이피 다이빙(AP Diving)사
의 비젼 일렉트로닉스에는 축 방식의 카니스터 중앙에 축방향 온도센서들이 설
치되어 있다. 이산화탄소가 흡수물질과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동안 열이 발생
하는데 축 방향의 카니스터 중 흡수제가 따뜻해진 부분을 감지함으로써 이산
화탄소 흡수제의 사용시간을 예측한다. 측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기체가 카니스
터를 통과할 때 처음 접촉하는 아래쪽 부위가 먼저 따뜻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부분의 화학적 결합이 완성되면 화학반응이 활성화 되는 부
분이 점차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온도 센서는 활성화되는 부분의 이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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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CCR)에서는 3개의 산소 센서를 사용

여줌으로써 흡수물질의 반응 상황을 근거로 사용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다라임 카니스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여 소다라임의 사용시간을 보여주는 장치

이론적으로 카니스터가 정확히 패킹되었을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이버는 문제
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며 생리적 물리적인 요인 역시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재호흡기가 누수될 수 있으며, 흡수제 불량, 흡수제 시간 초과, 대심도 다이빙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규정을 따른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카니스터 사용시간은 사전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만약 카니스터를 이미 일정시간 사
용했던 것이거나 다이버의 운동량이 많거나 수심이 깊거나 수온이 찬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심
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흡수제가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
고 호흡순환계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다이버가 이산화탄소 중독이
나타나기 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측정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보조 경고장치
다이빙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재호흡기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재호흡기는 개방식 호흡기와 비교하여 복잡하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이버의 실수
에 의해 오작동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근래의 재호흡기는 자체 기능도 중요하
지만 재호흡기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이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주는 보
조 장치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조 경고장치는 주로 시각, 음향, 감각 등을 이용한다.
1. 전방 표시장치 (HUD : Head Up Display)
마우스피스 앞에 부착되어 엘이디(LED) 라이트를 이용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나 경고를 알려
주는 장치로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장비의 정상 유무를 경고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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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매우 나빠서 모니터의 정보를 읽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방표시
장치(HUD)의 엘이디(LED) 라이트의 조합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기도 한다.
전방 표시장치(HUD)는 단순히 켜지고 꺼지면서 포괄적인 경고를
하는 종류에서부터 이볼루션과 같이 4개의 조합된 엘이디(LED) 라이
트를 이용하여 고산소, 저산소, 배터리, 소다라임 사용시간 등 많은 정
보를 제공하는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음향 경고장치
경고 장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부저(buzzer)라고 부르기
도 한다. 대게 주표시장치 또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작
동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다. 음향 경고 장치는 본
인은 물론 팀원들이나 짝 등 다수에게 경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3. 기타 경고장치
그 밖의 보조 경보 장치로는 진동을 이용하거나 짝이나 팀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등이 점멸하도록 하는 종류도 있다.
그 밖의 센서

전방표시장치 (HUD)

일부 재호흡기들은 압력 센서들을 사용하여 실린더에 남아있는 기
체 압력을 표시한다. 압력 센서는 실린더의 압력을 확인하여 비정상적
인 누출 또는 과다 사용 등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소 센
서, 이산화탄소 센서, 압력 센서, 온도, 수심, 시간 등의 정보는 장비와
환경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다이빙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 만약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런 센서로 얻어지는
정보들을 참고하여 다이버가 얼마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미래의 재호흡기는 생물학적인 바이오센서를 활용하여 인간의 수행능
력과 다이버가 느끼는 편안함 등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식 장비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음형경고장치 (buzzer)

학창시절에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울 것인가 일본어를 배울 것인
가 고민하자 누군가 내게 “독일어는 울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나지만 일본어는 웃으면서 시작
하고 울면서 끝난다고” 설명해 주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말은 두고두고 잊
지 않고 다이버들에게 재호흡기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되었다. 즉 재호흡기는 울면서
시작하지만 웃으면서 끝나는 과정이다.
재호흡기를 배우고자 하는 다이버들은 재호흡기는 개방식 스쿠바와 완전히 다른 장비이기 때
문에 개념, 이론, 기술 등을 새로 오픈워터 다이버가 된다는 생각으로 좀 더 끈기를 가지고 배워
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과 기술을 숙달하고 나면 개방식 호흡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 개방식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안전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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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바다에서 도전과 자유를 맛보다

프리다이빙 Free Diving
- 국내외 프리다이빙의 단체(센터) 및 강사 소개프리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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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국내외 프리다이빙의 단체(센터) 및 강사 소개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해양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프리다이빙”이란 스포츠가 친숙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생소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프리다이빙을 소재로 한 뤽베송감
독의 “그랑블루”라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영화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랑블
루”의 극중 주인공 엔조(Enzo Molinari)는 인간의 신체는 50m이하로 다이빙할 수 없다는 당시
과학적 통념을 뒤집고, 62년에 최초로 50m의 벽을 넘어선 프리다이버였고, 쟈크(Jacques
Mayol)는 동양의 요가호흡과 명상을 최초로 프리다이빙에 접목한 현대 프리다이빙 선구자로서
아직까지 칭송받고 있다.
자크메욜과 엔조라는 스타 프리다이버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프리다이빙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움베르토 펠리자리(Umberto Pelizzari)와 피핀(Pipin Ferreras)이라는 2세대 라이벌 스타
들을 만들어냈다. 엔조와 쟈크가 세상에 프리다이빙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움베르토와 피핀은
프리다이빙을 현대화시켰다고 묘사할 수 있겠다.
이들은 1990년경에 NLT(No Limit ; 노리밋트)종목을 같이 훈련하는 등, 초기에 친밀한 훈련
파트너였으나, 수많은 대회에서 서로의 세계기록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었
다. 움베르토는 웨이트 무게의 변화 없이 핀수영으로, 즉 인체 본연의 능력에만 의존해 근육을 사
용하여 잠수하는 CWT(Constant Weight ; 고정웨이트)종목을 정수로 여기는 반면, 피핀은 하강
썰매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더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데 중점을 둔 NLT(No Limit ; 노리밋트) 종목에 매진하면서 두 사
람의 프리다이빙 철학은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각각 펠리자리는
1999년 10월에 -80m CWT, -150m NLT, 피핀은 2003년에 -170m NLT의
공식 기록을 세웠다.
프리다이빙 종목이 규격화가 되고, 정의되면서 이에 따른 규정과 시합
을 주관하는 프리다이빙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유럽에서는 움베르토
와 함께 프랑스인들이 기반이 되어 1992년에 AID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Apnea)를 발족해 현재까지 프리다이빙
국제시합에 관한 규정과 기록관리 및 시합구성을 주관하고 있다. 이와 더

엔조(Enzo Molinari)와 움베르토 펠리자리(Umberto Pelizz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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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피핀도 1996년에 IAFD를 만들었으나, 피핀 위주의 제한적인
주목만 받은 채 2004년에 해체되었다. 현재 프리다이빙 국제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곳은 AIDA와 CMAS가 있다.
2000년대 이르러 유럽 위주의 프리다이빙 문화가 북미 쪽으로도
활성화가 되었는데, 북미 서부 및 캐나다지역에 기반을 둔
PFI(Performance Freediving)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
며, 북미 동남부 아름다운 캐리비안 해역을 배경으론 세계챔피언 출
신인 마틴 스테파닉(Martin Stepanek)이 잘 조직된 FII(Freediving
쟈크(Jacques Mayol)와 움베르토 펠리자리(Umberto Pelizzari)

Instructors International)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스쿠버다이빙 산업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SSI 역시 SSI Freediving을 새롭게 런칭해 오세
아니아지역을 중점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한국에서 최초로 프리다이빙
강사코스를 개최해 5명의 신규 프리다이빙 강사를 배출했다.

Apnea Academy
근대에 이르러 스쿠버 다이빙은 교육과 기술적인 부분 모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조적으로 프리다이빙은 여전히 오래된 구식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움베르토 펠리자리
와 3차례나 스피어피싱 챔피언을 지낸 로렌조 마자리(Renzo Mazzarri)는 이를 극복하고자 1995
년에 APNEA ACADEMY란 프리다이빙 교육 및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다양하고 불뇨불굴(不撓不屈)한 신체 단련을 기반으로 프리다이빙을 준비했던 엔조와 요가와
명상을 통한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호흡과 조절과 이완의 프리다이빙을 모색했던 쟈크 메욜
의 가르침을 모두 받은 움베르토는 전임자들의 훌륭한 기술과 자신의 프리다이빙 경험을 접목한
새로운 프리다이빙 방법론을 개발해 무호흡 심해잠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했으며, 최초의
프리다이빙 교재(Manual of Freediving : Underwater on a Single Breath)를 집필하는 등 교육
과 후진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Apnea Academy 코스는 크게 레벨1, 2, 3 C-card가 발급되는 다이버 코스와, 별도의 C-Card
발급없이 실습훈련에 집중을 한 스테이지 코스, 강사코스 3가지로 나누어진다.
Apnea Academy의 가장 큰 특징은 1996년 이탈리아 엘바섬에서 최초의 강사코스가 개최된
이래로 매년 움베르토가 직접 강사코스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다이빙 단체 본부가 코스디렉터
혹은 강사트레이너를 배출하지 않고, 모든 강사후보생을 직접 교육하는 방식은 스쿠버, 프리다이
빙을 통틀어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며, 프리다이빙분야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여겨지는 움베르
토에게 직접 사사받을 기회란 프리다이버라면 누구에게나 구미가 당기는 코스일 것이다.

2012년 Apnea Academy 강사코스와 한국인 강사
격년간격으로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코스가 개최하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가 가능하다고 해도
2년에 한번밖에 Apnea Academy 강사가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요즘같이 전문적인 스쿠버
교육단체가 많은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하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강사코스를 위해 오랜 시
간을 준비하고 직접 진행하는 방식은 Apnea Academy의 강사배출 철학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
제로 많은 타 단체 프리다이빙 강사들이 이 코스를 경험하고자 등록을 하기도 한다. 강사코스
등록 요건으로는 Apnea Academy 레벨3 다이빙 코스를 이수했거나 타 단체에서 이와 동등한
레벨의 교육을 받았거나, 4분간 수면 무호흡(STT), 80m 잠영(DYN), -35m깊이의 무호흡 다이빙
(CWT) 등의 자격을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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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스의 주된 교육내용은 이완과 호흡, 호흡기관과 귀의 생리학, 식이요법,
의사소통 기술과 교육방법 및 그룹 통제기술 등이며, 모두 각 분야의 최고 권위
자들에게서 강의를 받게 된다. 필자가 참여했던 2012년 코스에서는 20여명의
스텝이 참여했으며, 사라 켐벨을 비롯한 많은 스텝들이 세계기록 보유자 및 세
계기록을 만들어낸 트레이너였다. 뿐만 아니라 Apnea Academy의 교육시스템
과 내규, 보다 전문적인 프리다이빙 훈련절차에 관하여 토론하고, 다양한 레벨
의 고정웨이트(CWT), 가변웨이트(VWT) 다이빙과 제한수역과 해양실습에서의
그룹통솔 기술을 실습하게 된다.
올해는 짝수해로 영어로 Apnea Academy 강사코스가 이집트 샴엘쉐이크
(sharm el sheikh)에서 진행되었고, 28개국에서 50여명의 후보생들이 지원을
했으며 38명의 새로운 Apnea Academy 강사가 배출됐다. 필자는 KFT(코리아
프리다이빙팀)라는 동호회에서 만난 3명의 한국인 강사 후보생들과 함께 강사
코스에 참여했고, 한국인팀은 전원 합격했다.
코스진행은 홍해의 휴양도시 샴엘쉐이크에 위치한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
(Onlyone Apnea Center)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데 숙소, 식당, 이론교육장, 제
한수역 교육, 해양실습 교육이 모두 도보 거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적화되어 있
어 교육기간 동안 이동으로 인한 시간낭비나 불편함은 없었다. 프리다이빙 교육
에 최적화된 환경에 걸맞게 교육 스케줄 역시 빈틈없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는
데, 오전 7시경 기상부터 저녁 11시 취침 전까지 식사시간을 위한 2시간 외에는
거의 휴식시간이 없다. 오전을 해양실습 및 풀장교육으로 보내고 나면, 2~3시
간가량의 식사시간 및 이론교육시간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해양실습을
나간 뒤, 저녁에 이론 교육 및 디브리핑을 하는 순서로 하루가 마무리 된다. 하
루 평균 6시간 이상을 해양 및 제한수역 실습을 하면서 후보생들은 학생들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게 되는데, 여느 프리다이빙단체 역시 강사코스 수료를 위해서는
35~40m정도의 수심까지 언제나 편안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2012 APNEA ACADEMY강사코스 스케쥴

해양실습은 육지에서 직벽으로 떨어지는 지점까지 멀티 플롯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고 직벽부터 2개의 라인에 40~80m 깊이의 하강라인이 내
려진 20개의 부이가 연결되어 있다. 각 라인의 마지막 부이는 노리밋트(NLT)을
할 수 있는 하강 썰매가 설치되어 있다. 각 부이는 3~4의 교육생과 부이 담당
강사가 배정되며, 구역 담당인 마스터 강사, 2개의 라인을 각각 담당하는 움베

직벽까지 연결된 멀티플롯

프리다이빙 해양실습을 위해 준비된 부이와 하강 슬라이드용 플랫폼

르토와 사라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프리다이빙은 명백한 경쟁 스포츠이다. 스쿠버다이빙에 비해 레저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강사의 레크리에이션 역할의 부담이 적은 반면, 일정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검
증 받지 못하면 이수 받을 수 없어, 본의 아니게 교육생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 하지만 어느 교육생도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한 대가로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이 프리다이빙 강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 2012
년 Apnea Academy 강사코스 역시 약 25% 가량의 지원자들이 탈락했다. 수중 졸도
(BO ; Black out)를 일으킨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탈락이다. 자신의 한계와 신
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다이버에게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은 주
각 라인과 해당부이 강사 배정표

어지지 않는다.
그 외의 기술적이거나 언어적, 개인적인 사유들은 스텝진들에 의해 최대한 배려를 받
으며,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코스 종료 후 자국 현지 Apnea Academy강사
입회하에 추후 비디오 촬영으로 대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탈락자들은 차후 교육에
무료로 재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강사는 2008년 탈락 후 2012년 무
료로 신청해 강사자격을 획득하였다.

강사코스를 수료한 후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왼쪽부터 김효민, 김준호, 움베르토,
장휴정, 김률호 강사)

프리다이버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 같은 꿈을 갖고 전 세계에 모인 50여명의 강사 후
보생들과, 움베르토와 사라 켐벨을 비롯한 프리다이빙 영웅들과 물속에서 교감할 기회
를 갖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지만,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받은 교육의 양과 질은 780유로의 교육비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도 교육이나 테스트에 대한 부담감에 의한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프리다이빙 자체를
즐기기 위해 열린 축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
벌써 2년 후 강사 코스가 거의 마감됐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필자 역시 2014년
강사코스에 스텝으로 지원을 했고, 한국인 프리다이빙 강사 지망생에게 조금이나 도움
이 되고 싶은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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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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소개

한국 해양환경과 국내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www.sddi.org
글/사진 이창호
SDD 인터내셔널 Course Director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이사

한국에서 설립된 교육 단체
SDD 인터내셔널은 2000년 11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던 스쿠바다이빙 전문가들에 의하여 한국의
해양환경 및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SDD 인터내셔널(Safer
Diving Development International)은 더욱 안전한 다이빙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기초 과정부터 전
문 멤버십 레벨 과정까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
터 “혁신”의 일환으로 개발한 통일된 티칭 시스템(Oneness Teaching System)은 다이빙을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다이빙 기술과 이론을 전달할 것입니다.

진보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전
SDD 인터내셔널의 교육철학은 교육생이 안전한 상황에서 즐겁게 또는 쉽게 교육받는 것을 지향하
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생의 당연한 권리이며, 요구입니다. SDD 인터내셔널은 그 권리와 요구를 존중
하여 항상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Quantity)적인 우세’

SDD CI(Corporate Identity)의 의미
•SDD 인터내셔날의 심벌마크는 한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다이버의 모습을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자 디자인 되었습니다.
•SDD와 다이버가 만남으로써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신으로 전 세계의
아름다운 바다를 누비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크의 청색은 바다를 나타내며, 적색은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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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Diver

보다는 ‘질(Quality)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단체로

(Oneness Teach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업적인 강사 양성보다는 엄격하고 수준

저 안전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칙과 신념에 가득찬

높은 강사 양성교육을 통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귀감

멤버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되는 교육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SDD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강

책임감 있는 교육자가 되려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처럼 교육

사 교육과정입니다. SDD 모토(Safe Activity & Fun Education)

생을 생각하는 사람, 최고의 강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 강사 교

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리를 토대로 유연

육과정의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알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고 강도 높은 강사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된 티칭 시스템

등 이러한 것들이 SDD 강사 모집과 합격의 기준입니다.

아이스다이빙 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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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교육 프로그램
•주니어 교육 프로그램
8세 이상의 아동과 주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은 미래의 해양 주역인 어린이들에
게 체력 증강과 유연성은 물론 다양한 해양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스노클링

- 스킨 다이빙

- 주니어 리더 강사 교육

- Kids 스쿠버

• 레크레이션 Ⅰ 프로그램
좀 더 모험적이고 수중의 다양한 환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스쿠버다이빙에 필요한 기술
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 레크레이션 Ⅱ 프로그램
싱글 윙 시스템(Single Wing System)을 이용하여 다이빙에
서 가장 기본 기술인 중성부력과 수평자세를 토대로 기존의
BC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 중성부력과 Trim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
는 Technical Diving에서 사용되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니어 교육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Ⅰ 프로그램
[ SDD 스쿠버다이버 과정 Map ]

레크레이션 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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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프로그램

• 테크니컬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영역을 넘어 40m 이상의 수심, 난파선 또는 동굴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다이버에게 안전하고 편한 다이빙을 줄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중사진 전문가 과정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수중 사진은 다이버들의 새로운 취미 및 문화 활동의 새로운 아이콘
으로 등장하였습니다. SDD 인터내셔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수중사진 전문가 과정
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많은 다이버들이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의 커
리큘럼을 선보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SDD 인터내셔널이 한국의 새로운 다이빙 교육단체로서 미국이나 유럽의 단체들처럼 긴 역사
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멤버들 전체가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력적인 교육을 통하여 멤버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내 현실에 맞는 각 종 행사를 진행하여 멤버와 회원들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단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SDD 인터내셔널은 모든 멤버들이 질적 측면
에서 최고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멤버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것입
니다. 조만간 필리핀의 세부와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 지역본부가 개설되면 SDD 인터내셔
널은 이제 한국의 스쿠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하는 유일한 단체가 될 것이며, 더
욱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친목다이빙 - 수중촬영 교육 및 콘테스트

제1회 제주 국제스쿠버다이빙대회

바다의 날 수중정화활동하는 SDD 멤버 및 회원

제6회 제주 스쿠버다이빙대회에 참가한 제주 해녀들과 다이버

SDD 제주 스쿠버다이빙축제에 참가한 SDD 멤버 및 회원

173

홍숙영 칼럼 - 스포츠 스타와 스토리텔링

섬 소년에서 골프 영웅으로 코리안 탱크

최경주
코리안 탱크라고 불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이 골퍼 최경주.
그는 2002년 5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컴팩 클래식에서
17언더파를 쳐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한 이후
PGA 통산 8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1970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난 그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
음도 남다르다. 구수한 완도 사투리에 모든 거리의 기준은 완도
로 잡을 만큼 고향은 그가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이다. 고향을
위해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벌일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요청하
는 일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
향인 완도는 오늘의 최경주가 있게 해준 고마운 땅이며, 섬 소
년에서 골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골
프장이 있었을 리 없었던 섬마을에서 최경주는 백사장에서 골
프채를 들고 연습을 했다고 한다. 마른 모래, 물을 조금 머금은
모래, 축축이 젖은 모래를 번갈아가며 연습에 임했던 그는 마침
내 벙커샷의 귀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의 환경
은 그에게 결핍이 아니라 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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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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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운동에 타고난 소질을 보였던 그는 완도에서 초등학교에 다
닐 때 역도와 축구선수로 활동하였으며, 완도수산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교사의 권유로 골프를 배우게 된다. 이후 재능을 인정받아 서울로 옮기고
골프 선수로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1993년 프로테스트를 단번에
통과한 그는 1995년 팬텀오픈에서 첫 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7위로 골프계
에 데뷔한다.
초기에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던 최경주는 1999년에 미국 무대에
도전하여 PGA 투어 자격 심사에서 공동 35위에 올라 PGA 투어 자격을
얻은 첫 한국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미국 무대에 데뷔한 그에
게 계속 시련이 찾아온다. 언어 장벽에 성적 부진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거듭하던 최경주는 마침내 2003년 PGA 투어
메르세데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이어 유럽투어 린데저먼마
스터스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2004년 4월 최경
주는 제68회 마스터스골프대회에서 단독 3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첫 메이저 대회 ‘톱10’에 입상하는 경이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172cm, 82kg의 탄탄한 체구에 역도로 단련된 강한 체격을 갖춘 최경주
는 간결하고 파워 넘치는 스윙으로 유명하다. 연습 벌레로도 잘 알려져 있
는 그의 발은 반복된 스윙동작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하
여 거의 기형에 가깝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발가락과 혹독한 훈련으로 불
룩 튀어나온 종아리 알통은 프로골퍼의 고단한 삶을 증명해준다. 뿐만 아
니라 하루에 담배를 세 갑씩이나 피우던 골초이던 그는 성적을 위해 담배
를 끊을 만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코리안 탱크 최경주-실패가 나를 키운다’라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하였다. 섬소년의 고난과 좌
절, 그러나 이를 이기고 세계적인 골퍼가 된 최경주의 이야기. 자신과의 싸
움에서 지지 않는 강인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하고 겸손
한 마음이 코리안 탱크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홍숙영 지음・246쪽・값 15,800원,
상상채널(www.nae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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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칼럼

기법,

눈에 보이는
창의력!
★ 창의력 계발을 위한 기법!

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솔루션(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필시 이런 생각은 창의력 계발에 목말라 하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 떠올리는 간절한 바
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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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창의력 계발에는 영어의 5형식처럼 딱 떨어지는 문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은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이르는 각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다듬어 정립해 놓은 일종의 매뉴얼,
즉 ‘사고 발상법(way of thinking)’이 그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방법론이다.
그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핵심요소 5가지(지식, 동기부여, 다양
성, 동심, 기법) 가운데 ‘기법(technique)’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이어갈까 한다.
이전의 내용보다는 다소 딱딱할 수 있으나, 기법의 활용은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에 아
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했으면 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체크리스트법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전, 질문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시작하는 것이 ‘체크리스트법
(idea checklist)’이다. 무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경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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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내려 하기 보다는 발상 기준(질문)을 순서대로 정해두고 아이디어를 도출시키는 것이다.
다음의 〈표   1〉 주요 체크리스트의 사례를 참조해 보자. “~가능성은?” “!한다면?”과 같이 질
문을 던져가며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것이다. 다만, 체크리스트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우
리들의 발상이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되어 전혀 다른 발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체크리스트법은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생
각된다. 독자 여러분도 다음 표를 활용해 꼭 한번 도전해보기를 바란다.

〈표 1〉

주요 체크리스트의 사례

•전용(轉用) 가능성은? (Put to the other uses?)
- 현재 상태로 다른 용도는 없을까?

- 짧게 한다면?
예) 씨 없는 수박, 무가당주스

- 약간 개조해 사용한다면?
- 다른 곳에 쓴다면?
예) 천막 재료를 청바지로

•대체(代替) 가능성은? (Substitute?)
- 다른 사람으로 한다면?
- 다른 재료로 한다면?

•응용(應用) 가능성은? (Adapt?)

- 다른 공정으로 한다면?

- 이것과 비슷한 것은 없을까?

- 다른 장소에서 한다면?

- 어떤 것의 흉내를 낼 수는 없을까?

예) 못을 나사로, 김치 불고기 피자

예) 수상스키, 스노우보드
•재배치(再配置) 가능성은? (Rearrange?)
•변경(變更) 가능성은? (Modify?)

- 순서를 바꾼다면?

-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다면

- 일정을 바꾼다면?

- 색, 소리, 냄새, 의미, 움직임, 양식, 형태 등을 바꾼다면?

- 성분을 바꾼다면?

예) 누드 컴퓨터, 네모난 수박

- 다른 레이아웃은?
- 원인과 결과를 바꾼다면?

•확대(擴大) 가능성은? (Magnify?)

예) 음식점 선불제

- 시간을 준다면?
- 보다 회수를 늘린다면?

•역전(逆轉) 가능성은? (Reverse?)

- 다른 가치를 부가한다면?

- 반대로 한다면?

- 보다 강하게 한다면?

- 상하를 바꾼다면?

- 보다 길게 한다면?

- 역할을 뒤집는다면?

예) 산모를 위한 분유, 녹차먹인 돼지

예) 에스컬레이터

•축소(縮小) 가능성은? (Minify?)

•결합(結合) 가능성은? (Combine?)

- 제거 한다면?

- 혼합한다면?

- 작게 한다면?

- 합체한다면?

- 낮게 한다면?

- 통합한다면?

- 압축 한다면?

예) 지우개가 달린 연필, 스마트폰

- 가볍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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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즈

★ PMI법

‘트리즈(TRIZ)’는 모든 문제가 모순(矛盾)적 상황에서 출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딱 세 가지만 검토해 본다. 좋은

발하고 비롯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 모순을 찾아내

점, 나쁜 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 그런 다음 이 세 가지를

고 극복함으로써 아무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방향성을 검토하는 기법이 ‘PMI법

해결 방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Plus Minus Interesting)’이다. 단순히 장단점이라는 이분법

다시 말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것’, ‘기능(디자인)이 우

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점까지 추가함으로써 보

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 ‘영업사원은 줄이면서도 영

다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자는 취지다. 특히 사물에 대

업력은 강화하는 법’, ‘크고 무거우면서도 연비는 적게 드는

한 판단을 숫자와 데이터만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등 수치

기계’ 등을 들 수 있겠다.

화가 힘든 요소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강점이 존재한다.

모순 극복 없이는 혁신도 창의력도 없다고 TRIZ는 보고
있다. 또 어떤 문제와 그 해결책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되풀

★ 속성열거법

이 된다. 때문에 각종 문제들에서 모순을 잘 분류 및 체계
화 한다면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한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를 둔 기법이다.

각각의 사물 속성엔 답이 들어있다. 그런 취지로 개발된
기법이 ‘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이다. 수많은 사물(공
정, 제품)에는 각각의 속성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물의 속성

★ 브레인스토밍

(문제를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아이디어가 쉽게 도출)에 주
목한다는 점이 속성열거법의 최대 특징이라 하겠다. 다양한

뇌에 폭풍우를 일으켜라! 참여자의 머릿수가 늘어난다면

속성들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간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도출된다는 원칙에 그 기반을
둔 것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다. 많은 의견과

★ 강제연관법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그 안에 유효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
며, 그것을 평가 및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런 브레인스토밍의 활용에는 네 가지 기본 규칙이 존재
한다. 첫째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 절대 비판을 하지 않는다.

두 사물 사이엔 아무리 봐도 관련이 없는 듯 보인다. 그래
도 관련지어라. 이게 바로 ‘강제연관법(forced relationship)’
의 핵심이다. 즉,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사물일지언정 강제
라도 관련지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시킨다.

둘째는 자유분방하며 비현실적 발상이 환영받는다. 셋째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 마인드맵

는 기존 아이디어에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시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마인드맵(Mindmap)’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의 지도’라
는 뜻이다. 이 기법은 전통적인 필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

★ 브레인라이팅

효한 대안으로 종종 활용된다. 다차원적이고 무순서적인 인
간의 특성을 살려 백지 위에다 핵심 주제를 중심에 두고 소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은 브레인스토밍의 확장판
으로 구성원들의 생각을 말이 아닌 글로 표출한다는 것이

주제 단위로 방사형 가지를 펼쳐나간 다음 가지 끝에 핵심
사항들을 정리한다. (아래 그림 참조)

다. 다시 말해,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인 브레인스토밍
과는 달리 글과 침묵을 통한 개인 발상법이 바로 브레인라
이팅이다.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발언이 서투른 이들이 가진 획기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매트릭스
시트를 6・3・5법(6명이 둘러앉아 3개 아이디어를 5분 동안
생각하고 기록해 옆으로 계속 돌린다.)에 근거해 아이디어
를 얻는 방법으로 앞 사람의 의견에다 자신의 발전된 아이
디어를 부가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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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ve-the-solution.com/

★ 창의력의 칼럼을 끝맺으며
이번 회로 창의력 칼럼은 막을 내린다. 그간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창의력은 누구건 얼
마든 계발이 가능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다. 아래처럼 그 계발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창의력(Creativity) = K × M × V × C × T
K : 지식Knowledge
M : 동기부여Motivation
V : 다양성Variety
C : 동심Child’s mind
T : 기법Technique

이런 다섯 가지 핵심요소가 잘 갖춰질 때 비로소 튼튼하고 훌륭한 창의력이란 집을 지을 수
있다.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비록 다른 요소들이 건실할지언정 창의력이라는 집의 기
둥 한쪽은 언제든 쓰러질 수 있음을 잊지 마라.
끝으로 창의력 퀴즈 하나 나간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여는 방법 5가지는?’ 가
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도전해보길 바란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2013년 새해엔 더욱 탁월한 창의력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건
강과 무한한 건투를 빈다. See you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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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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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성애를 그린 바닷속 생물들의 훈훈한 영화,

니모를 찾아서
글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과연 부성애라는 것이 모성애에 맞서 존재하는 고귀한 가치
가 되는 것일까?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에 등장하는 물고
기 아빠 ‘말린’을 보면 부성애 역시 모성애 못지않게 대단하다
는 생각이 든다. 2003년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
상한 이 영화는 감동과 영상미를 맛볼 수 있는 수작이다. 주인
공의 이름인 니모(Nemo)는 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리’에 등
장하는 모험심 강한 주인공 선장의 이름을 따 와서 붙인 것이
라고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알콩달콩 살아가던 흰동가리 물고기 말린
은 무려 400개나 되는 알을 낳아 아빠가 되는 기대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
고기에 의해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잃게 되고, 그의 눈에 유일
하게 남은 단 하나의 알을 부화시켜 금지옥엽 키우게 된다. ‘니
모’라 이름 지은 아들이 혹여 다칠까 말린은 늘 불안하고 초조
하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주변에서 살
아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크고 작은 위험을 헤쳐 나가야 한
다. 말린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니모가 혹여 무슨 일을 당하지
는 않을까 하여 늘 과잉보호하며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쑥쑥 자라던 니모는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되는
데, 등교 첫 날 친구들과 수영시합을 벌이던 중 스쿠버 다이버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 2003

에게 붙잡히게 된다. 이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된 말린

감독 앤드류 스탠튼, 리 언크리치

은 아들을 구하러 가기로 마음먹는다. 말린은 도리와 상어를

출연	앨버트 브룩스, 엘렌 드제너러스, 알렉산더 굴드, 윌렘 데포

만나 함께 모험을 하며 아들을 찾기 위해 먼먼 항해를 하게 된

장르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코미디

다. 엄청난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푸른 고래나 바다 거북 떼

시간 100분

와 만나기도 하고 무서운 갈매기 떼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면

개봉 2003. 6. 6

서 이들은 바다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알려진다.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편 생전 처음 아빠를 떠나 낯선 곳에 갇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니모는 그곳 생활에 적응하며 탈출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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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다. 병원 수족관에 갇힌 니모는 물고기들의 대장인
길, 불가사리 피치, 복어 블로트, 옐로우 탱 버블, 로얄
그래머 거글, 청소 새우 자끄, 댐즐 피쉬 뎁과 함께 생
활하면서 수족관을 벗어나 자유로운 바다로 돌아갈
용기와 기대를 잃지 않는다.
극적인 순간에 수족관을 탈출하여 무수한 모험을
감행한 아빠와 조우한 니모. 부자의 진한 사랑이 감
동을 자아낸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를
통해 부성애를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바닷속 아름다
운 경치가 주는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은 실제 생물들의 특징을 잘 잡아 묘사되어 있어
바다 생물들에 대한 지식도 높일 수 있다. 영화 속 주인공 흰동가리 물
고기 말린과 니모는 광대 물고기 혹은 아네모네 피쉬라고도 불리는데,
해안의 암초 사이에서 말미잘의 촉수 안에 들어가 공생한다고 한다.
이 때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독침에 한 번 쏘이게 되면 세포에서 분비되
는 점액이 표면을 둘러싸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
면 흰동가리 물고기는 말미잘 안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게 된다.
말린과 같이 니모를 찾기 위한 모험에 가담한 ‘도리’는 ‘블루 탱’이라는
물고기로 선명한 파란색 몸통에 검은색 무늬를 띈다. 꼬리 지느러미에도 노란색 무늬가 들어 있으
며 깨끗하고 조류가 강한 산호초 지역에 산다. 위협을 느끼면 죽은 척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는 담젤이나 로얄 그라마, 옐로우 탱 등 아름답고 신비한 물고기들
을 만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아빠의 극진한 사랑과 짜릿한 모험, 환상적인 바닷속 세계.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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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관기

프리다이빙,
한국에서 날개를 펴다
SSI FITC KOREA 1~8 October 2012

2012년 10월 1~8일, 강원도 고성 공현진에 위치한 네모선장 리조트(대표 : 고영식)에서 SSI East
Asia & Micronesia 본부 주관으로 국내 최초로 프리다이빙 ITC(Instructor Training Course)가
개최되었다. 이번 코스를 위해 현재 이집트에서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다
이빙 STA 종목 (전)월드챔피언인 로타 에릭슨 트레이너를 특별히 초청하여 코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ITC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20여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그 중 개인 베
글 정은지
SSI East Asia & Micronesia 주임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SSI 스쿠버 인스트럭터

스트 기록과 경험을 토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정예 멤버가 ITC의 후보자로 선발되었다.
참가자로는 청주에서 바다로 스쿠버 샵을 운영하며 스쿠버 및 테크니컬 다이빙 인스트럭터 트
레이너이신 이상국님, 2004년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프리다이빙
동호회 KFT의 운영자인 정현권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프리다이빙 동호회 Merman
팀의 대표 운영자인 임정택님, 복싱선수 출신이자 현재 액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곽진석님, SSI
East Asia & Micronesia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정은지)까지 총 5명이 참여하였다.
스텝진으로는 SSI East Asia & Micronesia 이신우 담당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자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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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레벨 3 인스트럭터인 케티 뤼시에, 레벨 3 인스트럭터이

이집트에서 강사교육을 위해 20시간
날아 온 로타 트레이너

며 AFIA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명호 대표,
비공식 59.6m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효민 레벨 3 인스트럭터가
스텝으로 참여하였다.
촬영에는 수중 비디오 촬영 전문가인 고태식 감독이 참여하
였으며, 아울러 강원도 공현진에 위치한 네모선장 리조트의 고
영식, 고대훈 트레이너님을 비롯한 많은 스텝분들이 물심양면으
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멀리 일본에서 프리다이빙 ITC 참
관을 위해 자리를 빛내준 SSI 일본 구리야마 일본 대표도 참석
하였다.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코스는 레벨 1,2,3으로 나뉘며,
이번 ITC는 스쿠버 다이빙 인스트럭터의 프리다이빙 인스트럭
터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이 보다 강했기 때문에, 4명의 레벨 1
인스트럭터와 1명의 레벨 2 인스트럭터가 배출되었다.

첫째 날, 아침 8시. 서류 작업을 시작으로 프리다이빙 ITC
가 진행되었다. 모든 강사 서류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
류가 있듯이, 사전 다이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요구되는 건강
진단서 등의 서류 여부를 체크하였다. 그리고 코스를 진행하는

스텝진

트레이너의 소개 및 후보자들의 자기소개와 동기 및 포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ITC의 시작을 알렸다.
프리다이빙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강사의 역할, ITC 기간 동
안 평가되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
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프리다이빙은 복식호흡을 바탕으로,
다이빙 전 약 2분간에 걸친 준비 호흡, 최종 호흡과 다이빙 후
적절한 회복 호흡으로 이뤄진다. 숨을 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호흡을 하는지, 또 호흡 욕구
를 느껴보고, 호흡 욕구가 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해 주는 등 인스트럭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교육 과정 참관을 위해 방문한 SSI 일본 대표
(Kuriyama Yoshihisa)와 이신우 동아시아 담당관

호흡법 강의

있는 BO(블랙아웃)과 LMC(운동 제어능력 상실)가 실제로 일어
났을 경우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지에 대해 다양한 영상들을 토대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BO는 산소량의 부족으로 발생되며, 다이빙을 끝내고 올라오는
시점에 주로 발생하고 수면으로부터 5~10m의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특히 수면과 수면 아래 10m지점 사이에서의
수압 차이 때문에 5~10m 내외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데, 이
러한 이유로 이 현상이 ‘얕은 물에서의 졸도(shallow water
blackout)’라고도 불린다. 블랙아웃은 무의식 중에 빠르게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프리다이빙을 혼자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호흡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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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학과 섹션이 끝난 뒤,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강사 수준의 기술
교육을 평가하였다.
이날은 레벨1 후보생의 경우 8분 이내 400m
수영, STA(Static; 수면 무호흡) 2:30초 이상, 55m
DYN, 25m DNF, 레벨2 후보생은 STA 3:30초 이
상, 75m DYN, 50m DNF와 RRR(Rescue/
Response/Revive; 구출/반응/소생) 기술을 진행
하였다. 이 중 400m 수영은 강사로서의 기본적
인 체력 평가 훈련으로, 일반적인 수영 영법을
사용해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평

400m 수영 평가

가였지만 참가자 모두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앞선 기록으로 성공리에 평가를 마쳤다.
다음으로, STA는 정지 상태에서 숨을 참는 것
을 말하는데 버디 시스템으로 짝을 이루어, 각각
강사와 학생 역할을 바꿔가며 진행하였다. ITC
라는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혹은 로타 트레이너
의 호흡법 수업을 듣고 난 직후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참가자 모두가 원래 보유했던 기록보다
훨씬 더 나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STA 평가

DYN(Dynamic With Fins)은 프리다이빙 종
목 중의 하나로 핀을 착용한 상태에서 숨을 참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레벨 1
강사 후보생은 55m, 레벨 2 강사 후보생은 75m
이상 가는 것을 평가하였다. DNF(Dynamic
Without Fins)는 핀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참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겨루는 종목이
며, 레벨 1은 25m, 레벨2는 50m를 평가하였다.
이 평가에서 참가자 전원 DYN과 DNF 모두 제
시된 거리보다 더 뛰어넘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RRR의 경우 스쿠버 다이빙에서도 사용되는 레

다이나믹 평가

스큐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프리다이
버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응급 처치법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레벨 1 다이버 과정에
서도 RRR 과정을 배우게 된다.
RRR은 구출 단계에서 블랙아웃 된 다이버를 수면 위로 이끌고, 반응 단계로 안면 장비 제거와
눈 주위 호흡 자극, 반사 신경 확인, 청각 자극의 과정으로 이뤄지며, 소생 단계는 소생 호흡으로
폐쇄된 기도를 열고 호흡 반응을 자극하여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강사 수준의 기술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버를 교육하는 방법 및 연습, 평가가 진행
되었다. 몇 시간에 걸친 풀장 과정이 끝나고 저녁식사 후에도 계속해서 코스가 진행되었다. 밤 10
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3일에 걸쳐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발표할 학과 주제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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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강의

둘째 날, 레벨 1과 레벨 2 다이버 시험을 치르고 프리다이
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레칭은 더 나은 유연
성과 부상 방지 등의 이유로 특히 프리다이빙에서는 아주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수영장 평가 후 즐거운 거품욕조 휴식

요가를 하는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프리다이빙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며, 꾸준한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증대시켜 주

타 트레이너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번에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발목, 허벅지, 허리, 흉곽, 어

기란 하늘의 별 따기! 아무리 스쿠버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다

깨, 팔, 목 등 프리다이빙에서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에 대한 스

지만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프리다이빙 강습에서는 임의로 주

트레칭에 대한 강의 방법을 배웠다.

어진 작은 실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
만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체력 평가를 모두 통과한 만큼, 후보

다음으로 풀장 수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일어날 수

자들의 노력과 로타 트레이너의 열정으로 하루하루 더 나아질

있는 실수들에 대한 영상을 보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후

거란 기대를 갖게 되었다. 풀장에서 나와 늦은 점심을 마치고,

보자 모두에게 바로 그날 풀장에서 발표할 주제들을 주어 풀장

다시 학과 수업으로 돌아가 전날 배웠던 호흡법을 발표하는 시

강습을 준비하도록 했다. 갑작스런 발표 준비에 마음이 급해진

간과 미리 주어졌던 학과 강습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보자들은 점심도 부담이 될까 거르면서까지 준비에 열을 올

분위기 적응도 채 되지 않았고 트레이너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렸다.

다들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발표였기에
첫 학과 발표는 트레이너의 기준에서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던

이날은 마침 풀장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800m 수영을 평가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갑작스런 위험상황에 대비해서 인

수준이었던 것 같다. 첫 학과 발표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어
다시금 새벽까지 준비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스트럭터가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평가로 400m 수영보다 더 큰 정신적인 싸움
을 요하는 것이었다. 롱 핀을 차고 먼 거리를 수영한다는 것이

셋째 날,

아침 미리 각각 지목되었던 후보자가 호흡법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꾸준하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스트레칭을 발표하였다. 로타에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강의

이상 얼마 못 가 체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다리에 쥐가 날 수

하는 방법을 평가 받았으며,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해양으로 이

있는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열의는 모든 문제들을

동하였다. 해양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 제일 먼저 부이를 설

불식시켰고 전원 모두 시간 내에 통과하게 되었다.

치하는데, 이는 다이버의 안전과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로프
연결 및 수면 표시를 위한 것으로 부이 설치 즉 리깅법에 대해

호흡을 고를 틈도 없이 바로 풀장 강습 발표가 이뤄졌고, 각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류 방향에 맞게 부이를 어디에 설치

자 주어진 주제에 맞게 발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까다로운 로

할지, 부이와 웨이트를 어떻게 풀어지지 않게 연결하고,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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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에 맞게 라인을 설치하고, 다른 부이와 연결을 하며, 출수
전에는 어떻게 라인을 정리하는지 등을 다루었다. 부이가 안전
하게 설치되고 강사 수준의 기술 이행을 평가하였다.
-	다이빙 중 다리에 쥐가 났거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
한 15m에서 암 스트로크로 상승
-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나 마스크 없이 다이빙할 경
우를 대비한 15m 마스크 없이 상승
RRR의 시행-레벨1은 15m, 레벨2는 20m에서 BO(블랙아웃
된 다이버)를 구출시키고 소생 호흡을 하며, 50m를 이동하는
평가를 하였다. 아무리 다이버 과정에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익
숙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어서 한 번에 통과가 어려운 사람은
통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술을 시행하기도 했
다. 해양 강습이 끝나고, 부랴부랴 점심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미처 쉴 틈도 없이 후보자 전원 두 번째 학과 발표를 하는 시간
으로 진행되었다. 전날의 충격을 거울삼아 전날보다 향상된 실
력을 보여주었다.
고성군의 협조를 받아 이번과정 중에 사용된 프리다이빙 시설

레스큐 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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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날, 해양 수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곧바로
각각 후보생에게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부력 체크법, 입수, 덕 다
이빙, 턴 동작, 출수 등의 주제 중 하나씩을 주고 바로 해양에서 강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
날 배운 리깅법을 그대로 평가하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그날의 리깅법을 평가 받는 2명의 후보생이 부이를 띄웠고, 곧바로 20m
에서 1분 동안을 머무르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수중에서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얼
마나 여유를 가지고 안정감 있게 동작을 수행하는지 등을 평가하며, 덕 다이빙 자세는 물론 핀
킥 동작 등도 세밀히 평가되었다. 얼마간의 수면 휴식 후 20m에서 1분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다이버가 15m 지점까지 하강하여 BO(블랙아웃 된 다이버)상황을 연출하면 그를 인양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모두의 평가가 끝난 뒤, 바로 학과장으로 이동해 미리 지목된 후보자의 두 번째 호흡법 발표와
스트레칭 발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날 많은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바다상황. 차가
운 수온과 함께 어찌나 너울이 심했는지 다들 스트레칭 시간에 육지멀미를 호소할 정도였다. 계
속되는 고된 일정으로 이날은 학과 발표는 없는 대신, 개인적인 상담의 시간을 가지며 ITC에 대
한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다섯째 날, 이날은 코스 중 가장 바쁜 날로 기억된다. 오전에 간단한 미팅 후 풀장에서 발표
할 주제들을 나눠주고, 풀장 발표 평가를 위해 바삐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각각 주어진 주제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풀장 발표에서의 주요 주제들은 스타트 동작, 턴 동작, 피닝(핀 킥 동작),
출수 동작, STA 등이었는데 비슷한 주제들을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다들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으며, 맨 처음 시간보다 더 넓어진 시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재빨
리 찾아내면서 원활한 발표가 이뤄졌다. 물론 후보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로타 트레이너의 반복적
인 피드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풀장 과정이 끝나고 바삐 해양으로 이동하여 다시 해양에서의 후보자 2명의 리깅법 평가와 스
테미너 평가, 해양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스테미너 다이빙이었는데, 레벨
1 강사 과정에서는 1분 간격을 두고 15m를 5번 왕복, 레벨 2 인스트럭터 과정에서는 1분 간격을
두고 20m를 5번 왕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스트럭터가 되면 교육 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
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만만
하게 봤던 스테미너 다이빙, 하지만 완벽한 덕 다이빙 자세를 유지하고,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

보트로 포인트로 이동중

대기 및 수면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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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히 회복호흡을 하며, 수중에서는 몸을 긴장시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상승 동작에도 유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고 그만큼 많은 후보자들을 힘들게 했던 과정이었다. 이어서 학과장으로 이동해
세 번째 학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학과 발표인 만큼 후보자들 모두 심기일전하
여 학과 발표에 임했다. 맨 처음 코스가 시작했을 때보다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성장해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여섯째 날,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한 영상을 보며 토론하는 시간
을 가졌다. 대표적인 실수로 덕 다이빙, 압력 평형, 바디 포지션, 부력 체크, 피닝, 턴,
출수 등을 배워보았다. 그리고 바로 또 해양에서 각각 주제들을 주어 발표하도록 진행
되었다.
학생 역할을 하는 후보자에게 미리 실수동작들을 주문하고, 발표자가 강사로서 올
바른 시범을 보였는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확인하고 설명하며, 어떻게 교정해
주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해양 발표 후에는 마찬가지로 호흡법 발표 시간을 가졌다.
중요한 주제인 만큼 후보자 전원이 발표할 수 있도록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곱째 날, 해양에서의 마지막 리깅법 평가와 몇 가지 동작들에 대한 워터맨 쉽
기술 재시험과 수중 강습 발표 및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후보자들을 대상
을 해양 발표 재시험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연이어 호흡법과 스트레칭 발표 시간을
가졌다.

여덟째 날, 이론 시험인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최종 시험이 진행되었다. 이론 시
험은 50문제 중 90점 이상이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리다이빙의 장비, 물
리, 생리, 기술 등 높은 이론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어서 실제로 프리다이빙 교
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스케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ITC 기간
동안 이행한 부분들에 대해 트레이닝 레코드에 서명하고, 그간의 과정들에 대해, 그리
고 앞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관해 트레이너와 상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코스가 마
무리 되었다.

수영장 연습

하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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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번 ITC에 참여한 실제 후보자들의

스를 통해 프리다이빙에 관한 이해와 상식을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트레이닝하는 방법 등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고
관련기술이나 트레이닝 방법 등이 전혀 체계

이상국 -

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ITC는 국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프리다이빙 ITC에

프리다이빙의 시작점이 된 코스였던 것 같습

참석하게 되어 너무나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니다. ITC 기간 동안 로타 트레이너의 교육은

코스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무사히 끝나기까지

매우 철저하였으며 그로 인해 힘든 일정에도

많이 애써주신 SSI 본부와 코스 기간 내내 늦

불구하고 많은 교육 내용을 소화하며 세심하

은 밤까지 많이 도와주신 노명호 강사님과 김

게 교육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SSI 프리다이

효민 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빙 교육 시스템 또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불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

짜여있어 복잡하지 않게 이론 및 스킬에 관한

신 네모선장 스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부분들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상국 강사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같이 고생한 4명의 동기 강사님들. 뜻 깊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프리다이버 기준

은 인연으로 만나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앞

으로 레벨2강사코스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스

으로도 자주 소통하고 만나서 SSI 프리다이빙

쿠버강사기준으로 참여하게 되어 레벨1강사로

의 발전을 위해 힘써봅시다! 파이팅!

만 인정받은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지
만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가며 교육의 퀄리티

정현권 –

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프

이번 프리다이빙 ITC를 참석하게 된 계기가

리다이빙 강사가 된 후 많은 걱정들이 먼저 생

있다면,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겼는데, 아직 장비나 교육에 대한 룰, 그리고

되었고, 개인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

투어상의 문제점들, 레저가 아닌 트레이닝에

기 때문에 그 동안 쌓은 실력을 검증 받고 싶

목적성이 있는 부분들이 잘 정리 되어야만 대

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중화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았

서 이뤄지는 여타의 ITC가 있었지만, 여러 개

습니다. 아울러 프리다이빙에 매력을 느낀 사

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해외에는 나갈 여건이

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안되었는데 때마침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리다

꾸준한 트레이닝이 가능한 기회, 훈련할 수 있

이빙 ITC가 개최된다고 하여 ‘옳타구나!’하고

는 다양한 풀장과 해양포인트 대회나 시합 등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프

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다이빙의 장점을 소개하자면, 프리다이빙이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

란 가장 흥분되고 두려운 상대(자연, 선입견)

는 이번 코스를 통해 강사가 되신 분들의 노력

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맞이해야만 하는 법을

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

배우는 스포츠이고, 내 몸에 숨겨져 있던 본능

니다. 2012년 10월 8일 이후 세계수준의 프리

을 일깨워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고 개

다이버 양성과 프리다이빙을 한국에서 즐기며

발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의 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 등 적극적인 활동으

부가 되고 수중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스

로, 프리다이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

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ITC

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

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무엇보다도 남을 가르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권 강사

임정택 강사

치는 것은 내 실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다른,
더 많은 노력과 학생에 대한 배려와 준비를 필

곽진석 -

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석씨 주말에 뭐하시며 보내셨어요?” “네 프
리다이빙하러 동해에 다녀왔어요.”

임정택 -

“다이빙? 그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아. 아닌

프리다이빙이란 종목을 안 뒤로 2년 가까이

가?? 아~그거 막 등에 통 짊어지고 하는..와~

단지 즐겁게만 연습해왔던 저로써는, 이번 코

멋지다~.” “아. 아니 그건 스쿠버 다이빙이고

곽진석 강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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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가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
었었는데~그리고 여태껏 내가 액션트레이닝 시킨 배
우들이 몇인데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가르치는 거
정도야~ 자신있게…. 하지만…. 무지 어렵더라…. 휴
~
나의 첫 학과 강습 발표는 마치 미국 한적한 시골마
을 바에서 홀로 스탠딩 코메디를 하는 배우 같았다.
로타 트레이너의 어머니미소와 한숨을 동시에 끌어
낸 나는 그때부터 머릴 싸매고 진지하게 학과강습을
준비했었다. 이 밖에도 ITC기간 동안 나를 힘들게 했
던 것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마다 곁에서 격려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이신우 담당관님을 필두로 한 든든한 스텝분들 그리
고 엄한트레이너이시기도 하지만 어머니처럼 보다듬
어 주시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끌어주신 로타
트레이너님 덕에 우린 단 한 명의 낙오 없이 참가자
전원수료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쓰다 보니 힘들었었
다고 징징대는 꼴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내가 받아본

참가자 단체사진

교육 및 훈련 통틀어 이번 ITC 기간이 단연 제일 많
이 웃고 서로 깊게 교감하며 지냈던 것 같다. 프리다
요. 프리다이빙은(중략).”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

이빙이란 매력적인 친구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이다. 우리 앞

아 프리다이빙이란 단어만 꺼내도 제일 먼저 설명부터 해줘야

으로도 물속에서 그리고 물 밖에서도 자주 만나자구요.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늘 이 매력적인 친구를 다 같이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즐겁게 했으면 했었는데…. 드디어! 국내에도 SS

정은지 –

I프리다이빙 강사코스가 진행된다는 소식! 그래 이거야! 이제야

프리다이빙은 같은 물속에서 활동하지만 스쿠버와는 확연히

이 친구를 내가 제대로 소개할 수 있겠구나~! 국내 첫 ITC라

다른 매력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하며

는 소식에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재야의 고수들이 모였고 그런

무언가 목적을 두고 다이빙을 행한다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릴 교육시켜주실 멀리 이집트 다합에서 활동하는 프리다이빙

고 봅니다. 기존에 프리다이빙을 접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

계의 세계최고 트레이너! 로타 에릭슨이 친히 우릴 가르치시려

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

한국에 오셨다. 난 복싱선수에, 스턴트맨 출신, 그리고 수상 인

직까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겠지

명 구조원 등 이런저런 훈련을 겪어봤던지라 이번에도 충분히

만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ITC가 그 시발점이 되어 한국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가볍게 마음먹고 달려들었지만…. 우리의

프리다이빙계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ITC가 진행

로타 트레이너님! 역시 만만치 않으셨다. 그녀의 열정은 우릴 압

되면서 SSI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많은 강사 및 트레이너

도하고 내가 본 유럽인 중 단연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보여주셨

님들의 관심 어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관심은 있으

다. 해외촬영을 할 때 같이 일했던 유럽인들을 보면 식사시간과

나 선뜻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

휴식시간 그리고 일 마치는 시간 등 자기시간에 대해 굉장히 민

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ITC를 무

감하고 철처한 편이었는데 로타 트레이너는 교육과 훈련내용이

사히 통과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지만, 앞으로 많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식사시간과 휴식 시간 등

분들에게 프리다이빙을 소개하고 한걸음 더 가까이 접할 수 있

에 구애 받지 않고 본인의 시간과 체력을 쏟아 온 열정을 다해

도록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생각에

가르치셨다. 그 덕에 우린 풍요로운 지식과 스킬을 가지게 되었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고생하며 ITC를

고 덤으로 저체중까지 얻게 되었다(개인적으로 로타 트레이너

같이 겪은 동기 오라버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겠지요. 프

의 프리다이빙 ITC 다이어트 추천하는 바이다). 개인적으로

리다이빙의 앞으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어보

ITC 기간 중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부분만 감수하면 될 것이

며, 이제 기지개를 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많은 여러분

란 예상과는 달리 펜을 잡고 책들을 뒤져가며 준비했던 학과

들의 기대와 성원 바랍니다!

강습 발표! 사실 학과 강습 발표도 처음엔 만만하게 봤었다. 내
직업이 배우인데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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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수기 ①

늦은 오후에 인구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강원도 인구에서의 잊지 못할

아름다운 다이빙!
글/사진 이상훈

이른 아침 서울에서 6시에 출발하였으나 추석 전 날이라 서울에서 빠져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일부 구간은 정체가 되고, 중간 중간 휴게소를 들르다 보니 어느새 인구에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
나 되었다.
10월의 가을 하늘은 너무나 고운 푸른빛에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영롱했다. 수평선 바로 아
래 하늘이 있는 듯 맞닿은 망망한 인구의 동해 바다는 마치 널판지 마냥 잔잔했다. 인구에 도착
후 우리 일행은 서둘러 다이빙 준비를 마치고 보트로 승선하였다.
우리 모두 들뜬 마음과 설레임은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오늘의 시야와 수온은 어떨까 하면
서 기대 반, 호기심 반이었다.
우리 일행은 필자까지 총 5명. 첫 번째 포인트는 울산바위라는 포인트로 향했다, 최대 수심 32
미터, 과연 그 깊은 바닷속의 모습은 어떨까 상상하면서 입수 순서에 맞춰 배에서 서서 입수 후,
하강줄을 잡고 차례대로 내려 갔다.
일행들은 기대를 잔득 갖고 깊고 푸른 물 속으로 다 같이 천천히 입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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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전 입수한 다이버의 투명한 물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수 없이 많은 기포들로 부서지며 나의 뺨을 스치우고 머리 위에
서 사라진다. 물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하염없이 좋지만
하강 시 맞은 다른 다이버의 공기 방울들은 다이빙을 한껏 더,
또 다른 즐거운 기분을 북돋아 준다.
수심 5미터. 장비를 잠시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다
시 천천히 하강을 시작하여 버디와 같이 오케이 사인을 번갈아
가면서 오랫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이콜라이징을 한다. 서서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희미한 암반위에 아직 활짝 피지 못
한 섬유 세닐말미잘과 새빨간 비단멍게들이 눈에 들어온다.
유령의 도시에 온 듯한 깊은 수심의 스산한 모습은 잠시뿐.
서로 엉킨 우리 일행은 나의 수신호에 맞춰 모두들 중성부력을
유지한 채 잠시 물속에서 마치 물고기와 친구가 된듯 손, 발을

리조트 앞에서 함께 했던 일행들과

지느러미 삼아 살랑거렸다.
혹시나 시야가 나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과 달리 바닷속의 시야는 투명한 유
리창 마냥 맑고 깨끗했다. 오늘처럼 시야가 맑다면 필리핀 바다가 부럽지 않을텐데 말이다. 항상
느끼지만 언제나 한국의 가을 바다는 너무나 깨끗한 것 같다. 필자는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다니
지만 추석 즈음이 수온도 적당히 따뜻하고 한국 바다의 시야가 매력적으로 좋은 것 같다.
수중에서 협곡과 거대한 암반들을 사이사이 돌아다니고 나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공기
의 양도 상승을 알리듯 게이지를 가르치고 잠수 시간을 살펴보니 어느새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
났다. 첫 다이빙은 딥다이빙을 해서 짧은 잠수 시간에 만족을 해야 했다. 짧은 잠수 시간 때문이었
을까 특별히 사진을 찍기에는 약간 밋밋하며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다시 하강줄 부근으로 와서
다 같이 상승을 시도한다. 모두들 밧줄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승 속도에 맞춰 상승을 하는데 일행
중 한명이 짧은 잠수 시간이 아쉬운지 밧줄을 잡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한다. 상승 수신호를 보여주
지만 알았다는 오케이 사인만 하고 있다. 필자도 아쉬운 마음을 이해하지만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수신호를 보내자 그때서야 그 다이버는 상승을 하였다. 5미터에서
안전 정지 후 보트로 올라가니 서로들 입을 맞춘 듯 이번 다이빙 이야기만 한다. 생각보다 춥지 않
았다는 말들을 먼저 한다. 수온이 18℃, 수심이 깊은데도 수온이 18℃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
로 물이 따뜻했다.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는 분들은 수온 18℃가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동해 바다의 수온이 18℃면, 그것도 30미터에서 그 정도면 따뜻한 것이다. 일행 중
한명은 해외에서 다이빙만 했던 분이 있는데 한국 다이빙은 처음이라고 부담스런 표정으로 걱정
을 많이 했지만 다이빙 후 배위에서 이번 다이빙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2시간 정도의 수면 휴식 후 우리 일행은 두 번째 다이빙을 준비했다. 이번 포인트는 인공어초
포인트. 수심은 23미터. 인공어초와 자연짬이 같이 있는 곳이다.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곳으로 포인트를 정해 주었다. 이번 다이빙은 우리 일행 5명을 포함 다른
팀 3명과 같이 총 8명이 잠수를 했다. 다른 팀의 3분은 다이빙을 많이 해 본 눈치다. 사전 브리핑
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입수를 한다. 우리 일행도 따라 들어가 보지만 어느새 우리의 시야에
서 사라졌다. 하강 후 인공어초가 서서히 눈에 들어온다. 순간 너무나 놀랬다. 화려한 부채뿔산호
가 인공어초 곳곳에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다. 예전에 강릉 경포에서도 인공어초에 산호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곳은 경포에서 보았던 것 보다 더 화려하게 인공어초 주위를 산호가 애워싸고 있
었다.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오랫만에 신선한 바다를 구경하는 듯이 느껴지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어서 인공 어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필자의 카메라는 캐논 S95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사용 중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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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이 침수되어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아까
운 새 카메라를 버리고 중고로 똑같은 것을 다시
장만을 했다. 하우징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러나 똑딱이
카메라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다. 화려한 바닷속
의 모습을 담고 싶었지만 카메라의 한계에 부딪
혀 많은 사진을 남기지는 못했다. 필자의 지시대
로 일행 중 한명이 포즈를 취해 준다. 그 일행은
나의 다이버 마스터 교육생이다. 보통 다이버들
이라면 몇 번 포즈를 취하다 귀찮다고 하지만 다
이버 마스터 교육생은 성심 성의껏 자세를 잡아
주었다. 덕분에 편하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졌다. 옆에 있던
한 분이 약간 미숙한 부력 조절로 인해 부유물
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비키라고 손짓을 하지만
한번 뿌옇게 되버린 수중 시야는 금방 좋아질 기
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나
중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었지만 내가 비키라고
했을때 나의 짜증섞인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면
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금은 무서웠다고 하
길래 잠깐 동안 모두 웃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물
속에서 말도 한다면서 그분은 내가 비키라는 말
에 호흡기를 물고 웅웅~~! 거렸다고 해서 다시
한번 모두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많은 사
진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에 다이빙을 마치고 상
승 후 세 번째 다이빙을 똑같은 곳으로 한번 더
들어가기로 했다. 약간의 간식을 먹고 늦은 오후
서서 입수 자세로 입수를 하는 모습, 바다는 장판이라 할 정도로 파도 하나 없이 조용했다.

4시 30분에 오늘의 마지막 다이빙을 준비했다.
해가 너무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
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도 했고, 사전

에 다이브 마스터 교육생한테 이런 저런 포즈도 취해 보고 나의 지시에 이렇게 저렇게 해 보라는
수신호를 약속하고 다이빙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다이빙 보다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
었다. 이번에는 일행들도 조금은 떨어져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간혹 옆에 일행들 중 오리발 하나
가 끼어 있다거나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같이 찍힐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살짝 애교로
넘겨 버렸다. 나와서 또 무섭다, 포스가 강하다, 꺄칠하다 이런 농담을 듣기 싫어서 그랬을지도 모
르겠다.
3회째 다이빙은 약간의 추위가 밀려 온다. 몸을 움추리며 손목에 차고 있는 컴퓨터 게이지를 살
펴본다.
현재 수심 23미터, 수온은 18℃, 다이빙 시간은 어느새 30분. 화려한 가을 하늘의 23℃ 기온의
현재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물속은 우리 다이버들을 시기하듯 두 팔을 살짝 감쌀 정도로 한기가
느껴져 온다. 참고로 필자는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느껴서 후드조끼를 착용하고 세미 드라이를 입
고 다이빙을 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갑다기 보다 시원한 수중 속의 속삭임은 ‘자연짬과 인공
어초’를 오가며 한순간 즐거움으로 만들어 버렸다. 너무나 맑은 시야! 1년에도 동해를 수도 없이
오지만 오늘처럼 맑은 시야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오늘의 다이빙은 시야
가 좋고 물속의 환경도 멋이 있었다. 뿔뿔히 흩어졌던 우리 다이버들이 한 눈에 다 들어온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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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사인을 주고 받으며 굳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서로의
수신호가 다 보인다.
붉은 색으로 수채화를 그린 것 마냥 크게 탄성을 지를 만큼
아름다웠던 인공어초, 그 속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보니
모두들 한국 바다 같지 않다는 표현을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인공어초 사이를 중성 부력을 맞추고 유영하
면서 그곳 사이사이를 헤쳐 나가고 사진도 찍고 나서 잠깐 이동
을 하니 어느새 자연 암반으로 연결이 되었다. 자연짬 주위로
해삼이 보인다. 혼자서 길을 잃은 듯 잘도 기어 다닌다. 주위에
있는 다이버들이 살짝 입맛을 다시며 접근 하길래 손으로 만지
지 말고 구경만 하라는 사인을 하며 계속 다이빙을 진행했다. 멍
게가 유난히 크다.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건지 아니면 수
중 환경을 잘 보존시키려는 다이버들의 노력인지 그나마 멍게같

5미터 안정 정지를 하면서 함께 다이빙 했던 일행들

은 볼 걸이가 있다는 것도 즐겁다.
우리는 이렇게 아쉬우면서 즐거운 3회의 다이빙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로 향한 시간은 오후 6시
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불과 매회 다이빙 마다 30분의 짧은 시간이
었지만 오늘 있었던 다이빙의 얘기는 끝이 없이 몇 시간을 반복했고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막힐 것 같았던 고속도로가 예상외로 뻥 둘려서 돌아가는 길목이 한층 더 즐거움을 더 했다.
강원도 인구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다이빙을 했던 어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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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잠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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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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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수기 ②

지천명(知天命),
또 다른 새로움을 꿈꾸다
-2012 ‘concordia’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여행기@Subic & Moalboal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불혹(不
惑)’이라는 수식어 조차도 아직은 낯설게 느끼고 싶은 내게 “하늘의 뜻을 안다.”는 더욱더 그럴싸
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知命)·지천명(知天命)’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년 전 스웨덴의 심리학자 퍼트리샤-튜더산달의 『여자나이 50』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갈
수록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기저
기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50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사춘기 시절과 비슷한 고민 속에서 임박
글 표인혜
사진 Atty Dive Center 제공

한 황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요하며, 결국 정체성 혼란 속에서 헤어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인 듯
하다.
또한 책에서도 여성에게 50대 이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나 내가 느끼는
현실은 그것들과 많은 괴리감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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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이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내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년 전부터 해왔던 다이빙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터인가 이 다이빙조차 조금은 진부하게 느
껴지고 갈수록 체력이 약해지기에 많이 힘들어졌다. 그런데 사
이드 마운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뀐 듯하다. 아니 지금도 계속
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이드 마운트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시작하면서부터 많
은 것을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통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기
에 그 많은 것들의 중심엔 사이드 마운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이빙을 하면서 꿈꿔보지도 못했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새로운 미지의 공간에서의 다이빙, 순도 100% 자연산 고래상어
와의 만남, 역사적인 의미까지 함께한 난파선 다이빙, 환상적인
무인도 섬에서의 하루 등 이 외에도 너무도 많은 것들을 한 번
에 즐길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흥분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기에 나의 사이드 마운트 여행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보
고자 한다.

일상의 무료함과 점점 멀어져 가는 다이빙
다이빙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생각난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수영을 시작했으나 남들은 수영장 두 바퀴를 여유 있게 왕복할
때 나는 겨우 한 바퀴도 돌지 못했기에 아무리 허리통증 치료
를 위한 수영이라지만 수영장에 간다는 것은 나에게 그다지 즐
겁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수영장 벽에 붙은 다이빙 사진을 보고
다이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다
이빙에 대한 경험은 TV나 영화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간접 경
험이었다. TV에서 보았던 다이빙이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왜소한 체격과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약골(弱骨)인 내가 다이빙
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하루는 수영이 너무 하기 싫어서 다이빙샵을 찾았다. 그 이후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다이빙을 시작하게 되었고 간간이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이빙을 즐
겨왔다. 또 해외 다이빙 여행은 몰디브 여행이 전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이빙을 열심히 한다
고 생각하며 다이빙을 즐겨왔다.
하지만 몇 년 전 부터인가 똑같이 반복되는 다이빙 여행에 대해 진부하게 느껴지고, 염증을 느
껴 왔었다. 처음 1, 2년은 재미있고 신기하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점점 감
흥(感興)이 없어지는 듯 했다. 이전까지의 다이빙 여행은 너무 짧고 다이빙 외적인 것들에 대해
많은 체력을 필요로 했기에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다녀왔던
몰디브 리브어보드 다이빙 여행은 색다른 경험이었으나 뭔가 부족하다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었
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가면서 나에게 다이빙은 조금씩 멀어져 가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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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은 곳에 있다가 잠시 사무실 문밖에 한
걸음만 내딛어도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미칠 듯이 덥고 불쾌지수가
높았던 올 여름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몇 년 전 다이빙을 통해 친분관계를 맺
고 있던 테크니컬 다이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항상 말
씀하시는 최성기 트레이너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별다른 용건
을 위한 전화가 아니었기에 일상적인 안부만을 주고받다가 농담 삼아
내게 건넨 테크니컬 다이빙 한마디에 내가 반응을 보이니 이상했는지
계속해서 장난을 한다. 9월 필리핀 수빅, 10월 팔라우, 11월 팔라우,
12월 필리핀 보홀, 1월 태국 시밀란 리브어보드… “따라올 테면 따라
와 봐”라는 식의 장난에 내가 뭔가 대답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뭐라고 대답할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기에 “다~갈게요!”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됐다.
이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된 것이 나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인 듯하다.
농담처럼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어쩌면 내가 그동안 새로운 것을 찾고
Tip 사이드 마운트(Sidemount)란?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점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윤곽이 잡혀갔다. 그래

기존의 자켓 타입이나 백마운트
(backmount) 다이빙과 다르게
실린더를 몸의 양 옆으로 착용하는
다이빙 시스템으로 동굴이라든가
난파선과 같은 협소한 장소를
통과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다이버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지나지 않았으나
이 시스템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197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초창기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시스템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방식으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배척되어 왔으나 지금은 다양한
다이빙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이다. 내가 여러 다이빙 중에 사이드 마운
트 다이빙을 선택한 이유는 물 밖에서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뿐 아니라 사이드 마운트는 물론이고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보는 여행에 대한 부차적인 것도
나에게 꽤나 괜찮은 조건이었다.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많은 고민을 해 왔던 나였
지만, 이번 결정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의 것들에 대한 무료함, 언제부턴가 기
계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이제는 새로운 것을 해봐야겠다는 나
의 생각이 있었기에 나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결정은 큰 고민 없이 마무리되었다.
나 역시도 처음 사이드 마운트 교육을 받기 전까지 조금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
다. 나의 기억 속에 사이드 마운트 장비에 대한 첫 이미지는 “이 BCD 하나만 메고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장비 세팅과 이론교육을
통해 사이드 마운트 장비와의 어느 정도 낯설음을 극복하고 수영장 교육을 처음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부력을 맞추는 순간 두 개의 실린더를 감당해내는 부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나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다이빙 입수 직전까지 사이드 마운트 BCD를 입고 모든 준비를 끝
낸 다음에도 사뿐사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가볍고 심플한 시스템이었다. 이전까지
의 다이빙에서 받았던 그 엄청난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또한 BCD에 섬세
하게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트를 나의 신체에 꼭 맞게 조정할 수 있어 BCD와 나의 몸
을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막 사이드 마운트를 시작한 내가 굳이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에 대한 단점을 꼽아 본다면
장비의 세팅이 조금은 복잡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수중에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당황스
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역시도 수영장에서 처음 교육을 받을 당시 물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그토록 고요한 수영장에서 나 혼자 서지(surge)를 타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
나 이러한 어려움은 수영장에서 몇 번의 연습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었다. 오픈워터 교육
을 받았을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장비 세팅을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생각하며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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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이빙전 다이빙계획과 장비세팅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
간은 나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시간과 비례한다.”는 최성기
트레이너님의 지론(持論)을 교육받은 다이버라면 이러한 것들
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나 앞서 언급한 장점
이나 그 외에도 수중에서 신속한 공기교체, 두 개의 실린더를
통한 공기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몸에 익숙해질수록 균형과 전체 장비의 부화를 최소화 시
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은 앞서 언급한 단점을 상쇄시키기에 충
분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한 달여 남짓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어 수영장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이빙여행을 떠나기
위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자 했는데
가서 나 하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선한 발상인 듯하다. 그런데 난 아직 지천명은 아니라고 강조했

것은 아닐까?” “10박 11일 일정이 지루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

지만 소용없었다. 최고 연장자니까 곧 지천명이 다가오니까 그

정, 또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다이빙 여행에 대한 뭔지 모

냥 대충 ‘지천명의 문턱 즈음’으로 하란다. 내가 가장 손해 본

를 불안함까지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듯하고 억울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 의미만큼이나 우리는 멋진
팀을 이루어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다이빙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점은 다이버나 다이빙팀

새로운 시작 그리고 Concordia!

을 구분할 때 젊은 사람들이 모인 팀, 그리고 어른들이 모인 팀
이렇게만 구분해 왔었던 것 같다. 그렇게 구분함과 동시에 서로

수영장 교육을 받을 때 가끔씩 김형호 강사님과 마주 칠 때
마다 항상 내게 묻는다.
KIM : “표인혜 다이버님! 이번 다이빙여행 슬로건이 뭔 줄 아
십니까?”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서로간
의 벽을 인정하고 함께 하고자 했던 모습이 부족했었던 것 같
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고, 겉모
습에 불과한 것들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서로 같은 것을 즐

PYO : “모르죠~ 뭔데요?”

기면서도 서로 간에 허물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

KIM : “Concordia! 입니다.”

없다. 나는 지금껏 다이빙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

PYO : “그게 뭡니까?”(언제부턴가 이 말투가 재밌다.)

가 어우러져 함께 동고동락하며 즐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KIM : “아… 글쎄요…”

또 세대간의 조합이나 화합 외에도 다이빙 여행을 하면서 역사
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다이빙 포인트도 들어가 보고, 다이빙

이런 대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무슨 뜻인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생소한 단어이기에 영어나 불어로 검색을 할 수도

이외에 색다른 여행도 해보는 등 다양한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
시킨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존재한다고 한다.

없었다. 계속해서 물어봐도 그냥 무조건 ‘concordia!’란다. 난 이
뜻을 여행 중간에나 알 수 있었다. ‘concordia!’는 로마 신화 속

역사가 깃든 수많은 난파선(wreck)

조화와 평화의 여신이라고 한다. 즉, 아띠다이브(Atty Dive)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이번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여행지에 대한

는 매번 해외 다이빙 여행이 진행될 때마다 무엇인가 테마를 정

이야기를 하나씩 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는 수

하는데 이번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여행 슬로건이 ‘concordia’

빅(Subic)이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진중공업’ 해외 생산기

인 이유는 다이빙 여행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의 조화와 화합을

지로 유명한 수빅만(bay)은 필리핀의 경제특구지역으로 남쪽을

상징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속에 숨은 뜻을 더

제외한 3방향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1901년 미국해군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손해 본 느낌이었다. 그 속에 숨은 뜻이 참

기지가 건설되었으며 그 이후 미 해군의 극동지역 최대 규모였

재미있다. 본인은 20대라고 항상 강조하는 약관(弱冠)의 김형호

다. 특히나 과거 40여 년 동안 미군의 동남아시아 전략적 해군

강사님, 이립(而立)의 김종성 강사님, 권수은 다이버님, 조윤성

기지로 ‘필리핀 안에 있는 미국’이었다. 90년대 이후 미군의 철

다이버님, 불혹(不惑)의 최성기 트레이너님, 최용진 트레이너님

수와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

그리고 지천명(知天命)의 나까지 각 세대들이 모여 조화를 이

하였고, 1996년에는 APEC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전 세계에 알

루어 다이빙을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역시 젊은 강사님다운 신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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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쇼 바로 앞 바다에 가라앉은 배 길이가 100M가 넘는 EL
CAPITAN등 다양한 난파선을 구경할 수 있었다.
수빅에서의 다이빙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수많은 다국
적 난파선과 역사를 보고 느끼는 다이빙”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
다. 특히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흔적을 보았을 때 느껴지
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까지 어쨌든 수빅 다이빙은 나
에게 수중에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다이빙이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며칠간 비가 많이 와서 궂은 날씨와 수
중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멋진 난파선들
이 곳곳에 가라앉아 있는 수빅에서 확 트인 시야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욕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따라
서 역시 가장 아쉬운 것은 나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스킬이
었을 것이다.
그 누구의 숨결도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무인도에서 즐기
는 다이빙
이러한 수빅 지역은 전 세계 다이버들에게 난파선(wreck) 다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는 수빅에서 40여 분 정도 떨어진 산

이빙 포인트로 가장 유명한 곳이다.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함을

안토니오지역이었다. 가기 전 내가 들은 그곳의 정보는 아름다

비롯해 일본, 스페인 등 다국적 군함이 수빅만 내 수중에 가라

운 섬, 무인도 그리고 다이빙 리조트도 없는 곳. 이것이 전부였

앉아 있다. 만(灣)의 특성상 시야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조류가

다. 반드시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 어느 누구의 숨결도 존재하

없어 다양한 난파선 다이빙을 즐기고 교육하기에 최적의 조건

지 않는 바다에서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찾아 다이빙을 해야

을 갖춘 곳이다.

한다는 아띠다이브 김형호 강사님의 굳센 의지로 우리는 산안
토니오로 향했다.

내가 본 수빅만 내 난파선들에 대한 느낌은 그동안 한국에서

차로 한참을 달려 한적한 어촌으로 진입을 하고, 계속해서

몇 번 보았던 난파선과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스케일로 인한

비포장도로를 달린다. 차창 밖 풍경은 마치 ‘러브인아시아’라는

웅장함이 전해주는 위엄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전쟁의 흔적이

TV프로그램에서 보았던 풍경과 거의 일치하는 듯 했다.

남아 있는 등 역사적인 의미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물

어디서 다이빙 실린더와 기타 필요한 장비들을 조달했는지

속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듯 했다. 수빅의 난파선들은 오랜 시간

신기하게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무인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흐르고 만의 특성상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서인지 형태를

들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역시 청년 김 강사님이다. 확 트인 바

거의 보존하고 있었다. 군함 앞, 뒤에 생긴 포격(砲擊)의 흔적이

다 위에 떠있는 무인도에서 그 어느 누구도 수중세계를 들여다

나 배 위에 남아 있는 포 등을 제외하면 수중생물들의 거대한

본적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다이빙을 진행했다. 그곳의 수중 시야

보금자리라고 해야 하나? 많은 수중생물들이 배 곳곳에 서식하

는 적절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확 트여 있었다. 다만 아

고, 산란을 하고 있었다. 사이드 마운트 해양실습을 처음 하는

쉬운 것이 있다면 과거 현지인들이 어로활동을 위해 다이너마

어설픈 나의 모습이 수중생물들도 우습게 보였는지 트리거피쉬

이트를 수중에 터뜨려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곳곳에 본연의 색

가 자꾸 나에게로 달려들어 조금 긴장했던 것도 생각이 난다.

을 잃은 여러 산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무인도에서의 짧은
다이빙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한적한 마치 내가

수빅의 다이빙 포인트 중 가장 유명하다는 ‘U S S
NEWYORK, USS NEWYORK’은 미군함으로 일본군의 수빅 침

섬의 주인이 된 듯한 무인도 다이빙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봤
을 다이빙이라고 생각한다.

공 당시 배를 뺏기지 않으려고 1941년 미군이 침몰시킨 배라고
한다. 이 군함 위에는 대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배 앞쪽을 자

순도 100% 자연산 고래상어와의 만남

폭하여 배 앞쪽은 많이 손상된 것이 특징이다. 바라쿠다, 잭피

우리의 마지막 다이빙 여행지는 세부 모알보알(MOALBOAL)

쉬, 라이언피쉬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미국

이었다. 모알보알은 세부 서쪽 해안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마을

과 일본의 전투에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배 선미 부분에 폭

이다. 정말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파된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 치열했던 전투를 상상하게 해주

모알보알의 지명에 대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중에 ‘모알보알’이

던 LST(Landing Ship, Tank), 그 외에도 수빅 ‘오션어드밴처’ 돌

원주민의 말로 ‘거북이의 알’을 뜻한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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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에서 우리는 다이빙을 하는 동안 많은 거북이를 볼 수 있었

모알에서의 다이빙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Pescador! 섬

다. 다음으로 모알보알의 지명이 해안가 근처 온천(sping

을 제외한 나머지는 Wall 다이빙이기에 조금은 단조로운 듯한

bubbling)에서 유래된 이름이다라는 설이 있다. 스페인 식민지

다이빙이나 이 단조로움을 이따금씩 나타나는 거북이들이 해

시절 스페인이 원주민에게 이곳에 이름을 물었을 때 원주민이

결해 주었고, 특히나 우리는 순도 100% 자연산 고래상어를 만

“bokal-bokal”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지방사투리로 “spring”

남으로 인해 더욱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를 뜻한다고 한다. 모알보알 다이빙 첫째 날 ‘Talisay’에서 다이
빙 도중 맨 뒤에서 오시던 최용진 트레이너님이 수중 얼럿을 계
속해서 흔드신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숨막힐 듯한 순간을 아

겪어 보지 않고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직도 잊지 못한다. 무엇인가가 우리위로 덮어지면서 갑자기 어

내가 이번 다이빙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하면 나에게 궁금한

두워졌다. 갑자기 이성을 잃은 우리 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

것을 묻는 사람 중에 간혹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라는

두들 고래상어를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가갔다. 심지어

질문을 한다. 그럼 난 또 대답을 하기 위해 생각에 잠긴다. 몇

수중가이드를 담담하신 현지 강사님도 이성을 잃으신 듯 했다.

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꼈던 점은 직접 겪은 내가 어느 한곳

고래상어는 우리를 위해 나타난 것처럼 쉽사리 자리를 뜨지 않

을 대답하기 힘든 것은 나 역시도 그것들의 서열을 구분하기 어

았다.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래상

렵다는 것일 것이다.

어가 우리 주변에 있었던 4~5분의 시간 동안 나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특정지역에서 피딩에 길들여지지 않은 순도

수빅은 친절한 스쿠버719 사장님과 한식이 정말 맛있고 수많

100% 자연산 고래상어를 봤다는 것에 대해 모두들 흥분을 감

은 난파선과 역사가 깃들여진 수중세계, 무인도는 정말 평화롭

추지 못했다. 또 모알보알에서 스스로가 참 대견스러웠던 것은

고 환상적인 멋을 가진 곳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하루 다이빙 일정을 모두 다 소화하고 나이트다이빙까지 해 낼

곳, 모알보알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마을에 멋진 Wall이 펼쳐지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
을 느껴왔고, 어드밴스 교육 이후로 처음 해
보는 나이트 다이빙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함께해주신 분들 덕에 정말 즐거운 나이트다
이빙까지 할 수 있었다. 수중에서 발견한 갑
오징어는 나를 보고 도망가 버리고, 새우는
반갑다는 듯이 눈을 깜빡거리고, 아주 어린
트리거피쉬는 나를 위해 엉덩이를 흔드는 듯
하다. 아기자기한 수중생물들이 나의 호흡소
리에 맞춰 한편의 뮤지컬을 보여주는 듯 했
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어둠이 내린 바다 그
안에 담긴 색은 과연 몇 가지일까 내 눈에 담
지 못하는 색을 어둠이 내린 바다는 모두 다
담고 있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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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 있는 산페드로 요새는 스페인 통치시절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그 곳은 세부의 독립
운동의 거점이 되었으며 미국 식민지,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포로수용소나 군 막사로 사용되어온 험난했던 필리핀의 역사
를 보여주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지 중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무인도 여행이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앞
에 보이는 섬이기에 금방 닿을 줄 알았으나 무인도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보트를 타고 40여 분 이상 이동한 것 같다. 특히

하강 장면

나 무인도에서는 다이빙도 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고 거북이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서 바비큐 파티까지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존의 정

곳들을 감히 어떻게 내가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진 틀을 벗어나 어찌 보면 우리가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간
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내가 섬의 주인 같

다이빙여행 중간 중간에 펼쳐지는 색다른 여행

다는 착각이 들 만큼 여유롭고 평온한 곳이었다. 긴 여정 동안

긴 여정 동안 지칠 법도 한데 다이빙 이외에 또 다른 색다른

의 다이빙을 하는 중간 중간 즐길 수 있었던 잠깐의 여행은 다

것을 즐기는 재미에 지칠 여유도 없었다. 수빅 여행객들이 꼭 구

이빙만큼이나 큰 추억이 남을 것 같다.

경하고 간다는 ‘주빅(Zoobic)사파리’와 ‘오션어드밴쳐’. 하지만
우리는 다이빙 수면휴식 시간을 오션어드밴쳐 바로 옆에서 보
냈기에 주빅사파리를 택했다.

새로운 것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희열

어느 순간 멈춰 버렸던 것만 같은 나의 다이빙세계에 새로운

주빅사파리는 뱅골산 호랑이가 엄청 많은 곳이다. 사파리 전

것을 찾고 실행에 옮겨 그것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 냈다는 성취

용차를 타고 호랑이 먹이를 주러 갔는데 먹이를 주는 것은 위험

감. 마지막 날 세부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마르코폴로 호텔 펜트

해서 직접 못 주고 구경만 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익

하우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다 함께 맥주 한잔 하면서 이번

사이팅했다. 특히나 달리는 차 지붕위로 호랑이가 올라탔을 때

다이빙 여행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정리를 할 때 내가

는 너무 놀라 저절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이곳은 미군이

정말 해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오는 듯 했다. 이번 런던

주둔했을 당시 사용하던 벙커를 활용해 café로 사용하는 모습

올림픽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목에건 선수들도 이

이 신기하기도 했다.

런 느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해서 한쪽에서 밀려오는 불

수빅 게이트를 벗어나 잠깐 들렀던 올롱가포(Olongapo) 재

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에 맞닥뜨렸을 때의 느낌은 마치 남의 이

래시장은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 재래시장 같은 곳이었다. 가

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내가 해냈다는 것에 대해 내 자신이 너

기 전에는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은 찾아 볼 수 없

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번 다이빙 여행을 통해 다이빙이든 어떤

다 기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일을 하든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것들을 해내야겠

줄 몰랐다. 그곳에서 사온 열대과일들의 맛은 다른 곳에서 맛보

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았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호텔방
에서 잠들기 전에 실컷 까 먹었던 ‘란쏘네스(Lanzoness)’의 맛
은 단연 최고였다.

물론 새로운 것에 도전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만족을 보장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새로운 도전이 자칫 잘못하면

세부에서는 필리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산토니뇨 성당과 산

큰 실망감과 좌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확

페드로 요새를 둘러보았다. 카톨릭이 80%가 넘는 국가인 필리

실성 때문에 도전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는 것은 스스로

핀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로 여겨지는 산토니뇨상은 매우 성스

에게 더욱더 큰 손해가 아닐까 싶다. 다이빙의 철칙! 나 혼자만

럽게 여겨진다고 한다. 주말이라 그런지 미사를 보는 사람들이

의 다이빙의 아니기에 다 함께 즐기는 다이빙이기에 그러한 불

정말 많았다. 또 산토니뇨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마젤란의 십자

확실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가’는 마젤란이 세계일주를 하는 도중 필리핀에 상륙해 처음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 만든 십자가라고 한다. 손상을 막기 위해 나무 커버를 씌워
놓아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그 크기나 오랜 역사만큼은 충분히

나는 요즘 매일매일 휴대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산토니뇨 성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

이 너무 재미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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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다이빙에서는 고수와 하수가 없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다이빙여행을 통

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요즘은 내심 내가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

해 사이드 마운트 말고도 나는 더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또

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아 줬으면 하는 조금은 주책없는 생각을

다른 다이빙세계를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좋은 감정을 숨길 수는 없다. 평

다른 다이빙세계 역시 이번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여행을 통해

소 나이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나

얻은 모든 것들과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게 선물해 줄 것이

요즘 나는 나의 나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스스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로에게 관대해 진 것 같다. 내일 모레면 나이 50인데 사이드 마
운트 다이빙을 잘 해냈다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다른 한편

나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번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여행기

으로는 나도 하는데 당신이 못 할 이유가 없다라는 동기부여일

를 통해 그동안 테크니컬 다이빙을 접하지 못했던 많은 다이버

것이다.

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선입견과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
에 대한 망설임을 조금이나마 떨쳐 버릴 수 있다면 나에겐 더욱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꿈꾸다

의미 일일 것이다. 새로운 것을 찾아 간다는 것에 대해 그 성취

수년째 해오던 다이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때 새로

감이 무엇인지 인도해주시고 교육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신 우리

운 다이빙에 대한 도전이 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수빅에서

의 ‘신고배’ 최성기 트레이너님, ‘안전제일’ 최용진 트레이너님,

웅장한 스케일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다양한 난파선 다이빙, 영

‘만능 재주꾼’ 김형호 강사님, ‘거제도 특수요원’ 김종성 강사님,

화에나 나올법한 환상적인 무인도에서 그 어느 누구의 숨결에

‘부산 CEO’ 권수은 다이버님, ‘서면의 파란바지’ 조용성 다이버

도 젖어있지 않은 새로운 수중세계 다이빙, 모알보알에서 순도

님을 비롯해 다이빙 여행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100% 자연산 고래상어와의 만남, 그리고 다이빙여행 사이사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진행된 다양한 관광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
었다. 나는 또 다른 다이빙 계획을 세우려 한다. 아직은 어설픈

Concordia! 상상 그 이상!! JOY W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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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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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여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I’m here on scuba diving.
스쿠바다이빙을 하러 왔습니다.

To see your beautiful country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려고 왔어요.

Is this your first visit?
이 나라는 처음입니까?

No, two times.
아니오, 두 번째입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얼마나 체류하실 겁니까?

Six days.
6일 입니다.

Where will you stay?
어디에 머무르실 겁니까?

Deeper Dive Resort in Bohol.
보홀에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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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ard 입국신고서
signature 서명
fill out 기입하다
arrival gate 도착입구
ticket 항공권
visit 방문
purpose 목적
sightseeing 관광
business 사업
travel 여행

How much money do you have?

Do you have a return ticket to Korea?

돈은 얼마나 소지하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About nine hundred dollars.

Yes, I do.

약 900 달러입니다.

예, 있습니다.

다이빙 편
바다 상황

How is the sea condition today?
오늘 바다 상태가 어떤가요?

Is a current strong?
조류가 센가요?

Which way is the current flowing?
조류의 흐름은 어느 방향인가요?

The sea is flat calm.
바다는 조용합니다.

I don't want to dive because the sea
is too rough.
바다가 너무 거칠어 다이빙을 취소하겠습니다.

Is the tide in or out?
조석이 들물인가요? 날물인가요?

How is the visibility?
시야는 어떠한가요?

What is the water temperature?
수온은 몇 도인가요?

What is the feature of this area like?
이지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sea condition 바다상태
current 조류
rough / calm 거칠다 / 잔잔하다
hi-tide / low-tide 만조 / 간조
murky / clear 탁하다 / 맑다
water temperature 수온
visibility 시야, 물의 투명도
feature 지형
sandy bottom / rocky bottom 모래바닥 / 바위바닥
reef 리프, 산호초

Which way is the drop-off?
절벽은 어느 쪽인가요?

Is the bottom sandy or rocky?
바닥이 모래입니까 바위입니까?

Can we go into the cave?
동굴로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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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다이빙 동작 영어어휘들
Let’s say diving

movements in English

change the air tank
carry(move) the air tank

공기탱크를 교환하다

공기탱크를 옮기다

set up the gear

장비 세팅을 하다

enter

입수하다

wash(hang) the suit

슈트를 세탁하다(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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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on the gear

take a surface interval

장비를 메다

수면 휴식을 하다

swim on the surface

수면 이동하다

ascend / go up
descend / go down

상승하다

하강하다

maintain neutral buoyancy

중성부력을 유지하다

do a safety stop

안전정지하다

clear my mask

check the pressure gauge

마스크 서리를 제거하다

공기 잔압을 확인하다
clear my ears/ equalize my ears

이퀄라이징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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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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의학 Q&A에 다이빙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강영천 박사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질문 : 이관 폐색
친구가 다이빙을 무척 배우고 싶어 합니다.
수영장 교육할 때 1회 5미터 풀에서 하강을 하면서 귀가 아프다고 해서 상승을
하고 다시 하강을 하여 간신히 5미터까지 OK 사인을 받으며 내려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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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귀만 압력평형이 잘 안된다고 하기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한쪽 코에 비염을 앓아왔고 병원에서 진단은 이관
(유스타키오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귀 안쪽이 충혈 되었고 물이
차 있다고 하며 다이빙은 영원히 포기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이빙은 영원히 배울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이관기능검사
이비인후과에서 내린 진단이 정확하다면 불행하게도 다이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염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관이 꽉 막히지는 않습니다. 또
이관이 완전히 막혀 있다면 중이강 내에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중이강 내에 출혈
이 발생하는 경우도 어려운 일이라 아마도 이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압력평형이 되지 않아
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 상태를 완전하게 치료한 다음 대학병원급 이
비인후과를 찾아서 이관기능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스쿠바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압력평형이 잘 안되어서 이관기능검사
를 받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검사를 해줄
것입니다. 이관 기능검사에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스쿠바다이빙 말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고 다른 즐거운 취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24시간) 운영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
에 응합니다.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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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비동 압착

이비인후과에서 CT 및 전두동 자연개구부의 내시경을 통한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자연개구부를 넓혀주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저는 2년전 다이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3번째 강습을 받을 때 부비동에 압착으로 생전 처
음 느껴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통증 부위는 왼쪽눈썹 윗부분

질문 : 다이빙 후 귀에서 악취가 ~~

꼭 편두통이 올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비슷함)
처음 증상은 머리에서 윙~ 하는 소리가 3~5초 정도 들리더니
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강사 분들도 저의 증상을 자세히 모르고 계셨고 천
천히 내려가다 보면 적응이 되서 “괜찮을거야”라는 말만 하였습
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통증도 없고 압력평형도 잘 이뤄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데 다이빙 후에 귀에서 냄새가 납니다. 약국 가서 소독약을 알아
봤는데도 따로 그런 약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당시 친하게 지내는 정형외과 원장님께 저의 증상을 이야
기 했더니 본인의 병원 옆의 이비인후과를 소개하셔서 가보니 원
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가급적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 외이도염(Diver’s Ear)
사실 알게 모르게 모든 분들이 귀속에 냄새를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의 매력에 취해 있던 저는 다시 정형외과에 가

만 그것이 매우 고약한 정도라면 외이도염이 활동적으로 있을 가망성

서 원장님에게 이야기 했더니 코에다 뿌리는 약(현재 리노벤트

이 큽니다. 다이빙 후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오

사용중)을 처방해 주셨고 그 후로 몇 차례 다이빙을 했는데 아

면서 귀속에 잠재해 있던 염증성 귀지를 씻어내면서 냄새를 풍기게

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따로 파는 약

그러던 중 겨울이 다가왔고 이제는 수온이 올라가서 바다에

이 없을 것이고 병원 가시면 Ciprobay 귀약을 처방 받아서 넣어주시

가기 전에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부비동에 통증을 느꼈습

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집에 있는 식초를 물과 1:10 (물이 10 입니다)

니다. 물론 수심이 낮아서 다이빙 시간이 약 1시간이 되었던 게

으로 혼합해서 귀속을 다이빙 들어가기 전에 한번 넣어서 씻어주고

문제이었는지?

다이빙 마친 후 한 번 더 씻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면 약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이브 웹에서 박사님의 Q&A를 보았고 저처럼

해보시고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감사감사 ~~

다이빙을 좋아하지만 부비동에 문제가 있어서 다이빙을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서울 쪽에 계신다면 찾아뵙고 진료를 받아보고 싶

질문 : 귀가 먹먹 !!

은데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대한민국에 이비인후과 원장
님이 모두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전문의가 있을 것 같

안녕하세요, 박사님. SSI강사입니다.

기도 하고, 대학병원에 가야할 지 아니면 동네 병원에 가야할 지

회원분의 다이빙 후 증상에 대해 몹시 궁금합니다.

도 모르겠고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지난 주말 남해/미조/등대섬 2회 다이빙을 마치고 난뒤 3일후

너무도 개인적이고 너무 자주 들으시는 이야기에 지루하셨겠

부터(?) 한쪽 귀가 비행기탔을 때의 느낌처럼 멍합니다. 아무리

지만 박사님에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신다면 다이빙을 사

비행기가 타고 싶어도 그렇지. 평상시 비행기의 느낌이라 아프진

랑하는 사람으로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않고요. 먹먹하고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퀄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올 여름 좋은 포인트에서 즐
거운 다이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징은 잘 안 된다 합니다.
그렇다고 통증이 있다거나 웅웅 울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없답니다.
그냥 멍~하답니다.(흔히 말하는 골 때리는 느낌이랄까!)

답변 : 부비동염
왼쪽 눈썹 윗부분이라면 부비동 중 전두동에 해당됩니다. 이마 쪽

지난 주 다이빙로그는 1회가 수심 17m 50분 잠수, 2회째는
15m 45분 이었습니다.
물론 2회다 5m안정정지 이상 없이 실시했습니다.

에 있는 부비동으로 콧속으로 통로가 열려 있는데(자연 개구부 :

단지 1회 다이빙 때 EQ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

Natural ostium) 이곳이 막히면 하강 시 압착 상승 시 역압착을 경험

만 특별히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다이빙을

하게 되지요. 코에 뿌리는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으나 순간적으로

했답니다.

코 속을 뚫어주기 때문에 잠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먼 장래를 두
고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처치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대학병원

다이빙 가기 전까지는 감기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좀 피곤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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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감기 걸린 채 다이빙간 건 아니구요.

식 후 비행기 탑승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Q&A를 어제 대부분 읽어보았으나 잠수의학에는 문외
한이라~ㅋ
직접 박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체력이 받혀주
기만 한다면 등산을 할 것 같습니다.

답변 : 중이 삼출/귀지 ?
다이빙하고 귀가 먹먹하다면 1) 압착 혹은 역압착으로 인한 중이내

질문 : 사일런트 버블?

액체 저류이거나 2) 외이도에 바닷물이 들어가 귀지와 섞이면서 고막
의 일부에 얹혀있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합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부산에 사는 31세 청년으로 오픈워터 다이버입니다.

가셔서 1) 외이도 및 고막의 진찰 2) 고막운동성 검사를 통해 중이액

파고가 높은날 수심 10m에서 다이빙을 하며 손목에 힘을 좀

체저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고 어떤 경
우이건 2)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막절개를 통한 배농은 피하시도
록 하십시오.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긴 해도 운이 없이 2차 감염이 오
는 경우 다이빙 할 수 없는 세월이 엄청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준 것 같습니다.
50bar잔량 남기며 안전정지 하려다 높은 파고 때문인가 빨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보트 승선 후 구토증상이 심했습니다. 구토, 무기력증 외에는
별증상은 없었는데요. 집에 오는 길에 손목이 시큰거리더니 만지
니깐 종기가 난 것처럼 아프면서 빨갛게 부어있더군요.

질문 : 다이빙 후 등산?

어디 부딪혔나 하며 생각했는데 부딪히거나 삔 적은 없는 듯
합니다.

제주도를 갈 예정인데요.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붓기는 없지만 콩알처럼 딱딱하게 굳

문섬에서 펀다이빙 2회 하고(오후 15시에 끝난다고 가정하고)

은 뭔가가 보이고 만져집니다. 다이빙 후 괜히 찝찝하고 콩알이

다음날 아침 일찍 오전 6시쯤에 등산 시작해서 한라산을 가려

자꾸 거슬리네요. 혹시 손목인대에 압력 때문에 공기방울이 생

고 하는데요.(1950m)

겨 혈액을 응고시킨 것은 아닌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이라도 챔버

괜찮을까요???

답변 : 다이빙 하고 다음 날 등산 !!

에 들어가야 하는지 지식이 없어 여쭙고 싶네요.

답변 : 신경결절(Ganglion)?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지침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미터 수심에서 다이빙 했다면 감압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

등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는 하나 고지대로 급작스럽게 Jump 하

니다. 손목에 통증을 동반한 뭔가가 만져진다면 무리한 작업 등으로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하는 등산은 항공기 탑승과는 조금 차

인한 인대 파열이나 신경결절(Ganglion)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형외

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침을 참고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

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런트 버블이란 증상을

과 같습니다.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기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만져진다고
해서 사이런트 버블인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2001년 까지만 해도 다이빙 1회를 한 후 최소 12시간 후 비
행기 탑승을 권하고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다이빙을 한 경
우 그보다 훨씬 연장된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을 권고 하였

질문 : 압력평형 요령

습니다만 2002년 5월 미국 노스케롤라이나주 덜햄(Dulham아직 햄이 덜된 고기란 뜻인가?)에서 열린 다이빙 후 비행에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Q&A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한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이 지침을 변경 확정했습니다. 따르

저는 직장인이며 강사입니다. 교육은 주로 같은 직장 회원들에

고 안 따르고는 다이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다이버에게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 단 고도 600미터에 해당하는 주위압 이하 압력에서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감압 다이빙을 한 경우 ( 1 ) 일회 다이
빙 - 최소 12시간 수면 휴식 ( 2 ) 2회 이상 다이빙 혹은 여러
날에 걸친 여러 번의 다이빙 - 최소 18시간 감압 정지를 요하
는 다이빙을 한 경우 - 18시간을 초과하여 긴 시간을 수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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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하기에 교육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교육생 중 한 명이 압력평형이 잘 안
됩니다,
교육 전 건강상태를 질의하니 만성 비염 증상이 있다는 얘기
는 들었습니다.
교육하는데 압력평형이 잘 안되어 5m까지 하강하는데 상당
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쪽은 그나마 어느 정도 뚫리는데 다른 쪽은 더 힘듭니다. 그

편두통 증세가 점점 심해지네요. 일주일 정도 되가는데 이마 눈

래도 5m까지는 양쪽 다 되긴 합니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썹 쪽은 포진 마냥 빨갛게 울퉁불퉁 무언가 올라오고 계속 간지

모르겠으나 유스타키오관이 상당히 좁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

럽고 아프네요.

니다. 힘들게 하강해서 체험다이빙 수준으로 30분 정도 바다 속
을 보여줬더니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이빙을 몹시 하고 싶어 하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데
까지 해보고 압력평형이 너무 힘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
을 받고 대책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감압병 증세에 저와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요.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두통약 먹어도 소용 없
구 걱정 때문인지 손도 떨리는 것 같고, 속도 미식거리는 것 같아
요. 제 상황에는 대처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알아보니 치료하는 병원은 아래 지방에 있더라구요. 저

다이빙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후배이기에 도와주고 싶습니다.

는 서울에 살아서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내과를 가보라고 조

바다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점점 깊은 수심에 적응시키면

언해 주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어도 괜찮은지도

해소가 가능할는지요.
아니면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일는
지요.

걱정입니다.
그냥 두어도 자연스레 나아지는지도 모르겠고요. 방법 좀 알
려주세요.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압력평형이 잘 안 된다면 10m 이상
깊이 내려갔을 때 상승 시 역 압착이 쉽게 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피부 엘러지 ?
다이빙 프로필을 봐서는(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로 적혀있기는
합니다만) 감압병이 올만한 프로필은 아닌 듯합니다. 열대지방 바닷

답변 : 압력평형 – 다이버의 영원한 숙제
압력평형 문제는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경험할 수

물에는 해파리도 많고 해서 피부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내과보
다는 피부과를 가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
시는 시점에서는 다 좋아져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 강사 분들
이 참 곤란을 겪게 됩니다. 압력평형(주로 중이강 내 압력평형을 일컫
게 됩니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고

질문 : 내이 감압병

결국 그로 인해 다이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
성 비염이 있다면 비염으로 인해 코 쪽 이관 입구가 막혀서 압력평형

안녕하세요. 박사님.

을 방해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에는 거의 불편함

작년에 내이감압병으로 실례를 무릅쓰고 급한 마음에 전화로

이 없다가 압력평형을 위한 발살바 등 방법을 시작하면 이관의 입구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이빙을 한지는 약 18년 정

가 오히려 막히면서 압력평형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비

도 되었고 다이빙관련업에 종사하지는 않아서 레져로서 한달에

염 치료를 받고 요령껏 약을 복용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한 두번 정도의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입니다. 작년 여름에 다이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빙을 하다 약 17미터 정도에서 급상승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어
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서 혼자 서 있질 못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빙빙 도는

질문 : 피부 감압병?

증상이 있고 어지러움에 구토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
을 감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감압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귀가하여 하루를 보내고 통영으로 가서 고압챔버 치료를 받았습

이번에 푸켓 여행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체험으로 받아봤는데요.

니다. 하루 정도 자고 나니까 증상이 좀 호전되었고 삼사일 후에

8월 9일 1차 실패한 후 2시 경에 2차 입수하여 성공하였습니

는 좀 멍한 느낌 외에는 어지러움이 없기에 괜찮아진 줄로만 알

다. 1차 때 실패한 같이 간 친구가 포기해서 신경 써 주신다구
같이 약 12M 입수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50분가량 하구요. 다 하구 올라오기 전 멈춰서 대기하
다 올라왔는데 이때 몇 분 대기인지는 모르겠네요.
다음날 저녁 11시반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
굴이 무지 간지럽더라구요.
햇빛 알러지인가 하고 이마 쪽을 긁고 지냈는데 왼쪽 눈 주의
도 간지럽고 외쪽 귀두 땅기듯이 아프고 왼쪽 뇌라고 해야 하나

았습니다.
그 이후 한 달 후에 다시 다이빙을 하였고 이전 사고로 인해
정말 조심스럽게 다이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상이 바
로 나타났습니다.
여건상 통영까지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대전 모 대학병원에 고
압챔버에서 응급치료 후에 다시 서울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동
안 어지럼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난 후 한 일년 정도 다이빙을 하
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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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머
리가 개운치 못하고 가끔씩 멍하고 어지러운 증세가 꾸준히 있
었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증상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지, 또
는 이제 다이빙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너무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박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년 정도 지난 후 거문도로 다이빙을 가서 1회 다이빙
을 했습니다. 겁이 나서 깊은 수심은 타지 않고 10미터 정도의
수심에서만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는

답변 : 양성 발작성 자세성 현훈(BPPV : 이석증 ?)

않았지만 거문도를 다녀 온지 며칠 후 운전을 하고 가면서 청양

내이 감압병이 반복된다면 심장내과에서 가셔서 PFO(원형와개존

고추가 들어간 어묵을 한입 먹자마자 순간 멍해지면서 저도 모

증)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천 세종병원 이현* 선생님

르게 제 몸이 한쪽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에게 연락하고 (전화번호는 문자로 넣어 드릴 테니 저에게 문자 주십

다행히 바로 몸을 세워서 차량을 한쪽으로 급히 세워 사고는

시오) 시간 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있은 후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박사
님의 자문을 얻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증상은(특히 청양고추 부분) 감압병과는 무
관하고 이석증 혹은 이성현기증 등을 의심나게 합니다. B P P B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혹은 Otolith(이석증)이라고

지속적으로 약한 증상이 계속 남아 있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

하는 병인데 이석증은 내이 삼반규관 혹은 전정기관에 현미경적 규

니다. 가끔씩 이전에는 없었던 가벼운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있고

모의 작은 부유물이 떠다니면서 존재하지 않는 현기증을 만들어내는

어제같이 운전 중에 그런 증상은 처음 있었습니다.

병으로 요즘 부쩍 진단 횟수가 늘어나는 현대병 중의 하나로 봅니다

주위사람이나 인터넷을 통해 치료방법이나 완전한 치료여부
등에 대해알고 싶었으나 답을 찾기가 싶지 않아 박사님에게 도
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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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석을 구석으로 밀어 넣어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식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반드시 감압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수의학 코너

다이빙 사고의 요인,

유형과 대책
글 / 그림 편집부

다이버가 집을 떠나서 다이빙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
곳에서 다이빙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분석
하여 사전에 대비한다면 다이빙을 하는데 안전한 상태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이빙 전, 후에 만날 수 있는 위험성
실종자가 난파선이나 동굴 등에 갇혔을 경우에는 경험 많은 다이
버만이 그 내부에 들어가서 수색하되 반드시 수색용 줄을 풀어

다이버의 실종(Lost Diver)

가며 수색작업을 한다. 실종자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공기까지 부족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구조용 공기통이나 충분한

짝 다이빙이나 팀 다이빙을 할 때 종종 실종자가 생길 수도 있다.

공기를 옥토퍼스와 함께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구조자

실종 원인으로는 물이 흐려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강한 조류를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색을 포기해야 한다.

만났을 때, 일행을 잃어버려 방향을 상실했을 때 등등이다.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심, 조류, 투명도 등
실종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실종자가 생긴 사실

의 정확한 지역 정보를 토대로 완벽하고 안전한 다이빙 계획을

을 아는 즉시 마지막 실종자를 본 곳, 실종자가 가던 방향에 나침

세우고 계획대로 다이빙을 해야 한다. 계획된 다이빙 시간, 안전

반을 고정시키고 따라가며 수색해 보는 것이다. 수면에 떠있는 보

이 확보된 공기의 소모량에 따라 출수하여야 한다. 다이브 소시

트를 이용하여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방향으로 수색해 본다. 하

지 풍선, 신호용 거울, 호루라기, 다이브 얼라트, 신호용 브이 등의

지만 수면의 조류와 수중의 조류의 방향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

구조용 신호 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하고 반드시 짝 다이빙을

해 보아야 한다. 실종자를 마지막 본 장소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해야 한다.

부표 주위를 잘 살펴본다. 또한 관계 당국에 즉시 구조 요청을 하
여야 한다. 실종 시간, 위치, 조류의 방향 등 정확한 실종 정보를

높은 파도

제공해야 한다.

입출수시(특히 출수시)에 파도가 높으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위지대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다이버가 바위에 몸을 세차게 부

실종자의 경우에는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의 출수 예

딪칠 위험이 있고, 보트에 오르거나 내릴 때 배의 흔들림으로 인

정 위치로 돌아가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력을 유지하며 가능하

해 바위나 선착장에 다리가 끼거나 미끄러져 부상을 입을 수 있

면 수면에 떠 있으면서 부표나 밝은 색의 표시나는 장비를 높이

다. 수중이나 수면에서 위아래로 요동을 쳐서 보트 바로 아래 또

세워 수색자가 발견하기 쉽게 해야 한다. 해안이나 섬이 멀고 접

는 보트와 보트 사이에 끼이거나 부딪칠 수도 있다.

근하기 어려울 때는 힘들여 수영하는 것보다 수색자가 쉽게 발견
하도록 부력을 유지하거나 표시나는 장비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강한 조류

현명하다.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해역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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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류는 때때로 다이버를 원하지 않는 엉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뚱한 방향으로 떠내려 보내거나 수중에 있는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틈새에 꽉 끼이게 할 수 있으며 배의 스쿠류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공포(Panic)

갇힘

수중이나 수면에서 다이버가 공포의 상태에 빠지면 아주 간단한

난파선, 동굴 다이빙에서 갇히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이빙 기술(B.C 부풀리기, 웨이트 풀어 버리기 등)도 실시할 수

다. 충분한 교육 훈련과 안전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없게 된다. 또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급 상승, 가라 앉음 등)로
인하여 심각한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철저하고 반복적인 훈련

수중 폭파

으로 비상시 행동 절차 숙달이 필요하다.

만약 다이버가 수중 폭파 작업 근처에 있다면 물의 높은 밀도 특
성상 다이버의 고막이나 폐가 충격파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폭발의 충격파는 빠른 소리의 전달을 동반하여 비교적 멀

압착(Baotrauma)

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중에서 파일을 박는 거대한 해머의 소
리는 멀리까지 전달되어 다이버의 고막을 손상시킨 사례도 있다.

얕은 수심이나 수면에서 높은 파도는 갑작스런 압력의 변화를 초
래하여 예기치 않은 압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로운 해양 생물

다이버에게 공격적인 해양 생물은 거의 없으며 다이버가 건드리

감압병

거나 본능을 자극시켜 해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독이 있거나 공격

감압병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다이브 테이블이나 컴퓨터는 아

무기를 가진 해양생물은 먹이를 얻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직 없다. 감압병은 다이빙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발병할 수 있

무기를 사용하므로 잘 도망가지 않는다.

다. 항상 안전을 고려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다이빙할 것
을 권장한다.

압축공기 탱크 사용과 관련한 문제들

다이버가 숨을 참으며 호흡하는 것은 탄산가스 축적으로 더욱
많은 호흡자극이 오므로 숨을 헐떡이게 되어 더욱 많은 공기가

다이빙 사고의 주요 요인들

소모된다. 때로는 가쁜 호흡이 공포의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공기 떨어짐이나 가쁜 호흡으로 급상승을 하게 되면 공기색전증

신체 적합성

이나 감압병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부주의한 공기 충전으로

다이버는 높은 압력과 힘든 육체적 운동에 적응력이 있어야 한

일산화탄소나 탱크에 주입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심각한 상

다. 평소 육체적 단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소 소모 능력을 향상

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킬 것을 권장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비상시 대처 능력이 없을
때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

저체온증

다이빙에서 심각한 체온 저하는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종종 발

경험과 훈련의 부족

생한다. 그러나 다이버가 미처 크게 느끼기 전에 서서히 추워지

다이빙의 기본 기술들은 비상시 즉시 발휘되도록 반복 훈련이 필

는 것을 느끼며, 손놀림이 둔해지며 비상시 민첩하지 못하고 사고

요하다. 다이버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성(자연 환경의 다양

대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다이빙 후 수면에서 체온 저하는

성, 장비 사용의 숙달, 압력의 영향, 다이버의 스트레스)에 대처하

당황과 방향감각 상실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다이버 구조 교육 등을 받는 것을 권장
한다.

탈진

조류를 거슬러 힘든 수영을 한다든지 파도와의 씨름은 탄산가스

다이빙 환경에 적응력

축적, 근육 피로 등으로 호흡이 곤란해져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한 다이버의 인체 반응은 예상할 수가 없다. 특
히 다이빙 도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상

부력 조절의 실패

황이 복잡해지면 다이버의 적응력은 저하되기 때문이다.(다이빙

다이버의 BCD나 드라이 슈트의 인플레이터 밸브의 고장은 다량

반사, 질소 마취, 감압병 등)

의 공기가 한꺼번에 주입되어 급상승을 초래하고 공기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상시 효과적인 공기 배출 방법을 숙달하거나

사전 훈련

217

평소 충분한 응급처치 훈련은 응급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휴대하고 다이빙

⑦ 삼키는 반응

침을 삼키도록 하여 목의 복숭아가 뼈가 움직이는지 관찰한다.

여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시에 연락할 가장 가까운 재
압챔버나 병원을 알아 두도록 한다.

⑧ 혀의 반응

혀를 똑바로 내 밀도록 하여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신경 반응 검사

똑바로 내 밀어져야 한다.

다이버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즉각적으로 약 5분 동안 희생자의
중추 신경계의 반응 검사를 해 보는 것은 의학적 치료를 하기 위

⑨ 감각 기능

한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방법은 의료 경험이 없는 일반

머리에서 다리까지 몸의 양쪽으로 동시에 살짝 대고 훑어 내려가

다이버들도 쉽게 할 수 있다. 감압병이나 공기색전증의 증상은 혈

면서 감각이 양쪽에 똑같이 느끼는지 알아본다. 눈을 감도록 하

액이나 X-ray 검사로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증세를 잘

고 중간 중간에 희생자가 느끼는지 확인하면서 내려간다.

판단하는 방법은 신경반응 검사뿐이다.
위의 테스트 중 ①②③은 중요하며 다른 테스트보다 우선하여
① 기초적 질문들

실시한다. 테스트하지 못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적어둔다. 어떤 테

이름과 나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지금이 몇 년 몇 월

스트라도 정상이 아니면 희생자의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것으로

며칠인가? 이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들은 희생자의 증상을 나타

의심해야 한다. 테스트는 여러 번 반복하여 테스트하는 동안 돌

내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비상시라도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다.

발적 사태(경련, 발작, 구토 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테스트
결과를 의료진 도착 즉시 제시한다.

② 근력 반응

희생자의 어깨를 살짝 누르고 들어 올려 보도록 한다. 희생자의
양쪽 손바닥(또는 발바닥)을 밀거나 당길 때 반대로 작용해 보도
록 하여 양쪽의 근력이 동시에 작용하는지 검사한다.

응급구조 활동

③ 균형과 조정능력

1단계 :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주변 상황의 신속한 파악한다.

희생자가 눈을 감은 채 두 팔을 벌리고 똑바로 서 보도록 하여

2단계 : ABC 검사법 등을 통해 환자의 기도(airway)가 열려있는

균형과 조정 능력을 검사한다. 넘어지면 즉시 붙잡을 수 있도록

지 조사하고 호흡(breathing)을 확인하며, 순환(circulation) 즉,

대기한다.

맥박을 검사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3단계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④ 눈 반응

전문의료기관에 구조 요청을 한다.

희생자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 둘, 셋 세어 보도록

4단계 : 환자 상태에 대하여 신체 징후를 면밀히 살피고 신체부

한다. 양쪽 눈동자가 따로 노는지 손가락과 눈과의 거리를 측정

상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 손을 멀리, 가까이, 좌,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한다.

• ABC 검사법 : 환자의 기도(airway)가 열려있는지 조사하고 호
흡(breathing)을 확인하며, 순환(circulation) 즉, 맥박을 검사

⑤ 안면 근육 반응

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휘파람을 불도록 하여 희생자의 양 쪽 볼이 동시에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이를 갈도록 하여 턱 근육이 골고루 작용하는
지 본다. 눈을 감도록 하고 이마에서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살짝
그어 지나간 후 지나간 자국에 감각이 동일하게 느껴지는지 알
아본다.
⑥ 듣기 반응

희생자의 귀로부터 60cm 쯤 떨어져서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비
벼 소리를 내며 희생자가 들릴 때까지 가까이 간다. 양쪽 귀를
번갈아 해보고 당신 자신의 귀에도 똑같이 해보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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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도유지

가도록 누른다. 15회 누르고 (80-100/분) 2번 호흡을 불어 준다.
④ 구조자가 1명일 때는 다른 의료의 처치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한다.
⑤	구조자가 2명일 때는 5회 누르고(60~80/分) 1번 호흡을 불어준
다. 맥박이 뛰고 호흡만 정지했으면 5초당 1회씩 구강대구강 호흡
을 계속한다. 어린이의 경우 3초당 1회씩 약하게 한다.
(b) 호흡확인

인공호흡법
인공호흡법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호흡 정지가 된 환자에게 인공
적으로 폐에 공기를 불어넣어 자력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구강대구강법 (mouth to mouth method)
처음에는 연속 2회 충분히 불어넣고 그 이후에는 1분당 12~15
(c) 맥박확인

회 불어넣는 방법이다.

호흡 정지나 맥박 정지
인체는 호흡이 정지되어 산소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약
3-5분 후에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
간이 되어 버린다. 무산소 상태에서 가장 민감한 타격을 입는 인
체 조직은 뇌이며 심장은 약 30분간 견딜 수 있다. 호흡이 정지
된 다이버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잡 다변한 생

구강대구강법

활 주변에서 각종 사고로 심장과 호흡 정지의 장애가 있을 경우
CPR(심폐 소생법,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의 응급조치

•구강대구강법 실시가 어려운 경우

는 일단 위독한 순간을 넘길 수 있다.

구강대비강법(mouth to nose), 등 누르고 팔 들기법, 가슴 누르
고 팔 들기법 등을 이용한다.

CPR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순서대로 설명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눕힌 후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열어준다. 이마를 누르고, 턱을 두 손가락

심폐소생술

을 사용하여 살짝 들어 올려 준다. 기도가 잘 열리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운동이 정지된 사람에게 흉부를 압박
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때 사용되는 응급처치이다.

②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입 불기를 실시한다.

두 번 크게 불어 준다. 만약 기도가 막혔으면 다시 기도를 열고

•흉부 압박법

시도한다. 그래도 기도가 막혔으면 복부 밀어 올리기를 실시한다.

- 심폐 소생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	명치 상부 약 10cm 상부에 손바닥을 포개어 올려놓고 수직

③ 맥박을 검사한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압박을 실시한다. 흉골이 4-5cm 들어

으로 유연하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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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초기의 산소 응급처치는 중요하다. 산소의 공급은 증세
를 호전시키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경미한 증세라도 최소 30분 이상 산소 공급을 해주며 증세가
사라졌다고 산소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감압하지 않는다.
①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는 산소 응급처치만으로도 증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허전되며 완전히 치료될 수도 있다.
②	심각한 증세의 경우에 거의 틀림없이 의식을 잃거나 돌이킬
흉부 압박법

수 없는 상해로 발전할 수 있다.
③	특히 부적절한 공기 공급과 추위는 더 많은 질소 축적의 원인
이 되어 증세를 악화시킬 뿐이다.

흉부 압박법

•즉각적인 응급 처치의 순서
①	감압병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을 경우 희생자가 “수중에서

압력에 의한 상해와 산소응급처치

호흡했는가?”를 우선 파악한다(수심에 관계없이 호흡했는지

다이버에게 압력에 의한 상해는 감압병과 공기색전증이 있다.

여부의 확인이 필요).

감압병이나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압 치료에 들어가

②	수중에서 호흡이 정지되었다면 압력에 의한 손상이 아닌 다

기 전까지는 방법은 같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른 원인이므로 CPR과 산소 공급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증세를 구별해 보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시간만 허비할 뿐이
다. 재빨리 적절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감압병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옮긴다.
③	수중에서 호흡을 계속하였고 경미한 증세(가려움, 피로감)를
호소하면 즉시 산소를 호흡시킨다.
④	30분 이내에 경미한 증세가 사라지더라도 될수록 빨리 감압

경미한 증세로부터, 심각한 증세로 진행한다. 처음에 나타나는 경
미한 증세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하면 심각한 증세로 진행된다.

병을 아는 의사에게 상의한다.
⑤	산소호흡으로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심각한 증세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치한다.

• 극심한 피로, 비정상적으로 힘들다. 가려움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증세.

① 산소 응급처치는 좋은 치료 방법이다.
②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방심하면 재발하여 심각한 증세로 급격

심각한 증세인 경우의 처치

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거나 재압 치료시설로
가야 한다.
③	수면 또는 다이빙 직후에 경미한 증세를 나타낸 경우 즉시
눕히고(머리를 낮게 왼쪽으로 눕히는 자세) 산소를 즉시 공급

① 필요하면 CPR을 실시한다.
②	기도를 열어준다. 토할 경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희생자의
머리를 낮추고 왼편으로 눕힌 자세를 유지한다.

해준다.

③	순수 산소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산소 흡입 마스크를 유

•심각한 증세

④	산소 공급을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공급한다.

지한다.
①	다이빙 직후에 통증, 무력증, 마비, 현기증, 의식이 가물가물할
경우엔 심각한 증세다. 이 경우 즉시 재압챔버로 가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심각한 증세로 발전한 경우도 역시 같다.
②	재압챔버로 옮기는 동안 계속 산소 공급을 해준다(최소 2시
간 이상). 산소가 떨어질 때가지 계속 산소를 공급한다.
③ 호흡과 맥박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CPR에 대비한다.

경련이나 구토로 인하여 중지하였을 경우엔 그 처치 후 기도
를 다시 열고 공급한다.
⑤	경련이 일어날 경우 억지로 제지하지 말고 희생자를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며 옆으로 눕혀서 토할 경우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한다.
⑥ 희생자가 지나치게 덥거나, 춥거나, 젖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⑦	의식 있는 환자에게 물, 과일쥬스(비 알콜음료)를 주어도 된다.

•산소 응급 처치
①	산소 응급 처치를 받은 환자는 재압 치료 효율이 훨씬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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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압챔버로 즉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재압 치료시설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둔다.

⑩	재압챔버로 옮기는 도중 비행기를 타게 되면 고도를 해수면
수준으로 낮추거나 여객기 내부의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하
도록 한다.
⑪	다이버의 병력, 응급처치 상황, 다이빙한 상황을 함께 적어 보
낸다.
⑫	검사를 위하여 희생자의 장비를 함께 보낸다. 함께 장비를 보
내지 못할 경우 공인 기관에 탱크 내부의 공기 분석이나 장
비의 검사를 의뢰한다.
희생자의 자세 유지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돌발적 사태(경련, 구토)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의 유지가 필요하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
희생자를 편안하게 반듯이 눕힌다. 다리를 꼬거나 팔을 베거나 하
면 혈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체내 질소의 배출이 잘 안된다.
•심각한 증상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구토가 일어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양근택, “다이빙 이론과 실제”, 풍등출판사, 1997
2. 김희덕, 김동원, 김찬 역, “스쿠바다이버가 꼭 알아야 할 잠수의학”, 정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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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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D3(X)

넥서스 D800

넥서스 D7000

넥서스 5D Mark3

아쿠아바짜 NEX7

질리온 Breed 2

프로원 유리돔 180mm

부력암

이논 스트로브

CX550/520V/500용

질리온 5D Mark3

질리온 D7000

씨앤씨 1Ds Mark3

씨앤씨 5D Mark3

씨앤씨 D800

씨앤씨 650D

노티캠 D800

노티캠 5D Mark3

노티캠 650D

노티캠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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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월 December Diving Society Diary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1

2

3

4

5

6

SDI,TDI,ERDI 강사트
레이너 (대만 타이페
이, 11/29~12/5)

9

10

11

보라카이 씨월드
IDC/IE 진행
(10~11일)

16

17

12

7

8

PADI 강사시험

13

14

15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12~16일)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아닐라오,
17~24일)

23

30

24

31
IANTD 강사
갱신 마감

1 월 January Diving Society Diary
Sun

Mon

Tue

Wend

Thur

Fri

Sat

1

2

3

4

5

SSI AOWL, DCSI
등급 인스트럭터, 인
스트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
미나 개최(1~3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보라카이 씨월드
IDC Staff 강사교육
(13~14일)

격월간

기획기사

(주)대웅슈트/마레스

MARES 아비스52, 카본52, 매트릭스로 수심 162m 기록달성,
지안루카 제노니(Gianluca Genoni)
프리다이버와 호흡기, 컴퓨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MR52 1단계를 장착한 아비스와 카본 호흡기, 매트릭스 컴퓨터는 라팔로(Rapallo)에 위치한 아비
스 다이빙센터의 다이버들이 기록달성을 위해서 사용한 주요장비이다. 지안루카 제노니(Gianluca
Genoni)는 9월 28일 포르토피노(Portofino)의 등대 앞바다에서 수중스쿠터를 이용해서 수심
162m에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아래는 지안루카의 기록달성을 위해서 함께했던 다이버들 각자의 수심과 산소/헬륨 혼합가스이다.
• 엘레나(Elena) : 90m, 14/50
• 로렌조(Lorenzo) : 110m, 11/56
• 에도(Edo) : 135m, 14/60
• 조르지오(Giorgio) : 160m, 8/70

여러분의 다이빙이 아무리 깊더라도 마레스가 항상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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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 타이푼(TYPHOON) 방문기
영국 타이푼의 제품을 국내에서 반맞춤으로 제공하기 위한 워크샵

마레스 코리아는 드라이슈트 신제품 출시를 위하여 지난 9월 3일~8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우대
혁 사장, 박우철 부사장, 드라이슈트 담당인 최종철 과장, 허준 사원이 영국 타이푼(TYPHOON)을 방
문하였다.
영국 뉴캐슬 REDCAR 지역에 있는 타이푼은 65년 전 오스카 구겐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는 2차 세
계대전 참전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빙클럽 중 하나인 BSAC(BRITISH SUB
AQUA CLUB)를 설립하여 레저 다이빙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국 바다의 차가운 수온이
항상 문제였다. 이에 그는 영국에서 wet suit를 만드는 최초의 회사인 E.T SKINNER를 설립하였다.

하루에 백 벌 이상을 제작하는 타이푼

기술담당 Nigel이 제품마다의 고유 시리얼번호를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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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 회사는 다이빙과 세일링 장비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회사명을 타이푼(TYPHOON)으로 바꿨다. 타이푼은 전 세계 최초로 부틸
드라이슈트를 만들었으며, 가장 많은 드라이슈트를 생산하고 있다.
타이푼 제품은 각국의 특수부대, 영국 수상안전 기구(RNLI), 영국 수운청
(BRITISH WATERWAYS) 및 환경단체(ENVIRONMENT AGENCY), 주요 정
유 회사들 뿐만 아니라 다이빙, 수상레저용품 사용자들 모두가 사용하고 있
다. 또한 영국 버진 그룹회장 리차드 브랜슨, 영국 전 총리 토리블레어 등 유
명인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007영화(남극탐험과 SAS)에서 제임스본드와
조연들이 입고 출연하였다. 타이푼 드라이슈트를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찾
는 것은 신뢰와 인기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축척된 기술력이 뒷받침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타이푼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드라이슈트 생
타이푼 내부 1

산업체이면서, 다이빙 뿐만 아니라 세일링, 서핑, 카약, 워터스키, 워터보드 등
모든 워터스포츠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타이푼을 방문시 그 규모와 인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술담당 책
임자 Nigel의 설명을 들으면서 최첨단의 기계시설을 접하고, 평균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배테랑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드라이슈트 공정과정을 보니, 타
이푼이 왜 세계 최고의 드라이슈트 회사인지 알 수 있었다. 타이푼은 A/S와
맞춤 드라이슈트도 직접하고 있었다. 엄격하게 품질을 유지하면서 신뢰와 명
성을 얻은 타이푼의 드라이슈트는 최상 규격표준[유럽규격(CE), ISO9000]에
맞추어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마다 수압테스트를 거쳐 시리얼번호로 관리되
고 있다.
마레스 코리아는 타이푼 마케팅 총책임자인 Joe J Paynter와 한국형 드라이
슈트 신제품 3종류를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타이푼 내부 2

첫째, ‘고어텍스 D2(DESCENDER 2)’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드라이슈
트이다. 기존 고어텍스의 내구성과 투습성을 향상시킨 'D2(DESCENDER 2)' 원
단으로 만들어서 내구성 및 투습율(85~87%이상 : MVP)이 높다. 다이버는 드
라이슈트를 육상에서 입고 있을 때 배출되는 땀 때문에 불편하거나 탈수증
에 걸릴 수 있다. 입수시에는 배출된 땀이 식으면서 추위를 느끼게 된다. 하지
만 ‘고어텍스 D2’는 육상에서는 물론 수중에서도 수분(땀)을 배출할 수 있어
서 다이빙시 건조함과 쾌적함을 보장하는 드라이슈트이다.

둘째, ‘패텀(FATHOM)’ 다이빙 전문가를 위한 모델이다. 인체공학적 입체재단으
로 수중에서의 활동이 아주 편하다. 코듀라와 케브라에 립스톱(Rip Stop) 원
단을 추가하여 최고의 내구성과 부드러움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옵션사항을
채택하여 다이빙 강사나 리조트 스텝들이 추가 사양없이 편안한 다이빙을 즐
길 수 있는 제품이다.
25년 근속 기술자의 재봉작업

셋째, ‘프로라이트(PRO LIGHT)’ 가볍고 부드러우며 심플한 레저 다이버용 드
라이슈트이다. 드라이슈트를 입는 다이버들은 보통 드라이슈트의 무게감과
활동의 답답함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데, ‘프로라이트’는 내구성이 입증된
부드러운 폴리에스터 세겹 재질의 CLOTEX 원단으로 만들어 착용감이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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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타이푼 마케팅 총 책임자인 Joe J Paynter가 매우 가볍다고 해서 들어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버선타입의 ‘L’사이즈 무게가 겨우 2.2kg 밖에 나가지
않아서 여성 다이버들에게도 편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드라이슈트 선택 시 가장 큰 문제는 슈트의 기장은 맞는데 부
츠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신제품인 ‘고
어텍스 D2, 패텀, 프로라이트’ 세 가지 모델 주문시 신체에 맞는 기성 드라이
슈트 사이즈와 부츠 사이즈를 따로 선택하면, 원부자재(영국제 본드인 Part A
까지도)를 수입하여 영국 본사의 공정방식 그대로 부착하기로 하였다. 소변
지퍼, 포켓주머니 등은 옵션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마레스 코리아의
드라이슈트 담당자는 타이푼 베테랑 기술자들의 지도를 완벽하게 받고 돌아
왔다. 물론 위 세 가지 모델을 완전맞춤으로 주문 제작할 수도 있다.
마레스 코리아 드라이슈트 담당자들은 이번 타이푼 방문 일정동안 여러 기
술(손목씰과 목씰 교체기술, 전체 테이핑부착 기술, 부츠 장착기술, 누수테스
1. 타이푼 기술담당 Nigel에게 기술전수 받는 중
2. 신제품 채택 중
3. 신제품 협의 중
4. 본드 Part A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박우철 부사장
5. 하이킹(산 정상)
6. 하이킹 후 펍

트 기술 등)을 열심히 연수받았다. 업무 외적으로는 겨울에 몰려드는 드라이
슈트를 처리하려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하다는 Joe J Paynter의 제안으
로 영국 뉴캐슬 지역의 높은 산을 함께 하이킹하고 펍에 가기도 하였다. 최신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타이푼 드라이수트와 함께 한겨울에도 즐거운 다
이빙을 즐기시기 바란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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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 참관
DEMA SHOW 2012 in Las Vegas(2012. 11. 14~17)

쇼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찾은 AUP 부스

올해 DEMA SHOW의 주요 화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HOLLIS 재호흡기의 라인업 구축에 발 맞춰 커리큘럼을 공개하여 한국에
서의 공급 방향을 논의하고 세미나를 통한 기본 토대를 확립 시키는데 그 중요
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는 취급 브랜드 별 신상품의 정보 공유와 2013년 상품 운영에 관한 전
반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업체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구상,
신규 프로모션의 예측 등에 있다.

AUP(AMERICAN UNDERWATER PRODUCTS) GROUP
(HOLLIS / OCEANIC / OCEAN PRO / LAVACORE)
고강 과장, 김태영 과장, 정영윤 부장, 신명철 대표,
이종석 대리 (좌측부터)

최대 규모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AUP 그룹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전통과 명성은 DEMA SHOW를 찾은 어떤 누구라도 그 높은 위상을 쉽
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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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R 재호흡기 PRISM2

레크레이션 타입의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 SMS 50
SPORT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 되는 윙, 하네스 시스템

HOLLIS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결시켜 구축된 HOLLIS의 재호흡기 라인업은 미국 내, 프리미엄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권을 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공급을 목표로 전문 세미나를
통해 기반을 다졌으며 2013 SPOEX 쇼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거기에 더하여, 테크니컬 브랜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사이드 마운트 BCD와 하네스, 윙
시스템은 다이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출시 대기 중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을 증대시킨
것이 아닌 HOLLIS만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에 투영하였음을 전시된 새로운 모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OCEANIC
레크레이션 다이빙 브랜드의 대명사 OCEANIC은 파트
별로 2~3개씩의 상품을 새롭게 런칭 준비 중이다. 그 중
에서 군계일학이라 할 수 있는 OMEGA3 호흡기는 일반
적인 2단계 하우징 디자인을 타파한 자체적인 스페셜 디
자인을 완성시켰다.
슬림 한 디자인의 OMEGA3 2단계와 기존
FDX의 기능에 콤팩트함을 더해 돌아온
FDX-i 1단계

디자인을 강조한 DX 400 드라이 슈트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이빙 컴퓨터
PRO PLUS3가 DEMA SHOW에서 최
초로 공개되었다. 뛰어난 판독 기능과

간단하고 간결한 기능 설정, 여기에 듀얼 알고리즘이 적용된 콘솔 타입으로
보다 쉬운 다이빙이 가능하다.

OMEGA3의 광고 이미지

HOLLIS의 아이덴티티라 담은 500SE 호흡기를
확인하고 있는 (주)우정사 정영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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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PRO
OCEAN PRO는 AUP의 네오프렌 계열과 스킨 및 액세서리 파트를 맡고 있는 브랜드이다. 작년부
터 단계적으로 브랜드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분류 해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OCEANIC으로
출시되었던 부츠와 장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 스노클링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

5

고 있으며 방수 가방과 프리다이빙 장비를 새롭게 라인업에 추가 시켜 홍보 중이다. 국내 역시 이
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LAVACORE
뛰어난 보온성, 활동성, 디자인을 표방한 기능성 슈트는 LAVACORE의 브랜드 모토이다. AUP 그

6

룹은 다이빙 Wet Suit 라인업을 OCEANIC으로, Dry Suit는 HOLLIS로

7

운영 중이었다. 그런데 이번 LAVACORE의 런칭은 기존 다이빙을 포함한
스노클링, 서핑, 웨이크, 카약 등 수면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용 Suit
로서 그 차이를 확실히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LAVACORE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 받은 Polythem 원단의 안감은 보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라이크
라 소재의 겉감 사이에는 PU 라미네이팅 처리된 코팅 원단을 삽입시켜,
땀의 배출은 원활하며 수분의 유입을 절대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만
들어 내었다. 이는 등산용 소재로 익숙한 GORE TEX 원단의 특징과 매
우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이템은 실제 바이크(자전거), 등산용
으로도(동계시즌)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 다이빙 아이템으로 접목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드라이슈트 내피로서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3mm wet suit) 현재 국내 여러 곳에서 다이빙 TEST를 진행 중으로, LAVACORE
역시 OCEAN PRO와 마찬가지로 2013 SPOEX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이렇듯 AUP는 카테고리의 분류를 브랜드화 하였으며 각각의 브랜드는 전문적인 장점을 부각시켜
다이버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다이빙을 장비의 다양화와
전문성에서 찾은 점은,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목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힘을 더해
HOLLIS 사장 NICK HOLLIS는 한국 다이빙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매우 긍정적이고 발전
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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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 PLUS2의 후속 모델 PRO
PLUS 3.0
2.	OCENIC 로고에서 OCENA PRO
로고로 변경된 장갑과 부츠 류
제품
3.	하드 한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이
특징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OCEAN PRO의 스노클링
세트
4.	유틸리티함을 바탕으로 제작된
OCEAN PRO 방수 백팩
5.	다양한 레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LAVACORE의 아이템
6.	NICK HOLLIS 사장과 함께
7.	신축성, 보온성 등의 기능을
강조한 LAVACORE Wet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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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A

은 차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액티브 한 스태프들의 활동
을 필두로 새로운 기대작을 알리고 있었다.

패셔너블한 다이빙 장비로 유명한 TUSA는 DEMA SHOW의 터

올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Z2x는 한국 다이버들을 위해 고안된

줏대감이다. 서양의 브랜드와 차별화된 동양의 감각으로 올해

ATOMIC 만의 독창성이 빚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로 60년간 많은 다이버들을 매료 시켜왔다. 화려하고 강렬한 이

DAVID HARMON 담당관은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

미지의 스킨 장비에서 2013년에도 어김없이 스타일리쉬의 코드

하고 여전히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

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색 중인 현 상황을 자세히 피력하였다. 그리고 2013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TUSA 임직원들 간의 주요 미팅은 변함없는 정책의 기조를 확
인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굳건한 관계는 다변화의 시장

그 중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품은 티타늄 호흡기 T3다.

흐름과는 역학적 구조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ATOMIC 호흡기 중에서 플래그 쉽에 해당하는 T2x의 최신형

것이다.

모델로서 기존의 고급스러움에 디자인의 심플함과 경량화를 집
약시켜, 완벽한 호흡기로 재탄생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형 FIN ‘SOLLA’
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SOLLA 핀은 스쿠버,

이 외에 비공개로 극비리에 개발 중에 있는 스페셜 패들 핀은

스킨용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되며, 포크 엘라스트 테크놀로지

내년 3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컬러 풀 다이빙 컴퓨터

기능을 적용하여 힘 있는 킥을 가능케 하였다. 표현 그대로 포

COBALT의 부가 아이템들이 소개되었으며 부스에 공개되진 않

크의 원리를 적용한 기술로서, 전통적인 플라스틱 패들 핀에 블

았지만 다이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상품들의 정보를 입

레이드와 풋 포켓 사이를 세 갈래의 구조로 제작, 힘의 전달을

수할 수 있었다.

세 채널로 분배하여 효과적이면서도 강하고 빠른 스피드를 구
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쿠버용으로는 화려한 색감이 강조되기
도 하였으며 스킨용은 국내 핀 수영 유저들에게 스피드와 디자
인에 있어서 획기적인 핀으로 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USA는 프로패셔널 스노클 브랜드 TUSA SPORT의 영역 역시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스
노클 분야 외에도 교육 및 렌탈 시장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장비

13

8.	다채로운 컬러를 자랑하는
TUSA의 스킨 장비
9.	TUSA 사장 NAKAMURA
KATS와 MINORU R&D
부서장과 함께
10.	스노클링 파트 TUSA
SPORT
11. 파워 디자인 핀 SOLLA
12.	뛰어난 탄성을 지닌 SOLLA
스킨핀
13.	COBALT 전용 케이스와
교체 가능한 컬러 프레임

의 용도 변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TOMIC AQUATICS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 명성에 걸맞게 AT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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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을 설명하고 있는 Mr. DAN

담당관 DAVID HARMON과 함께

600루멘의 밝기로 3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라이트 TECH 600

미국 시장에서 작고, 가벼우며 밝은 라이트로 정평이 나있는
Light & Motion

요크 부분의 디자인 변경과 크롬 코팅 퍼포먼스의
2단계 스위블

SOLA NIGHTSEA 라이트. 전용 고글(기본 포함)을
마스크에 장착 시 원색을 보존 한 상태의 사물을
볼 수 있으며, 바이올렛 빔을 발산하여 피사체를
야광 색상 그대로의 상태로 촬영이 가능

LIGHT & MOTION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작년 DEMA SHOW를 통해 L&M과의 Distributor 협약을 체결
하여 국내 라이트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잠재되어 있는 스포츠 레크레
이션 다이버들의 고성능 라이트에 관한 관심을 대폭 향상시킴과 함께 구매 접근성을 높
이는 효과로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번 DEMA SHOW에서는 대폭적으로 향상된 기능의
신상품 TECK 600이 다이버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TECK 600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배터리 용량을 바탕으로 한, 길어진 사용한 시간에
있다. 기존 DIVE 600의 사용시간 보다 최대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최대 밝기(600루멘)
설정 시, 3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캐니스터를 대체할 정도로 배터리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방증한다. 낮은 밝기로 설정 시에는 최대 6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
으므로 그 어떠한 다이빙 중에도 라이트의 아웃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의 L&M의 모든 기능을 포함시키고 무게나 크기 역시 동일한 상태로, 다이버는 어떠한 수
고나 노력 없이 사용 시간만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야광 색깔의 표현을 사진에 담을 수 있는 NIGHT SEA와 KMDSI 헬멧에 장착이 가능한
트레이 등이 새롭게 출시되어 2013년 국내 라이트 시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Commercial 다이버를 위한 KMDSI 헬멧 전용 트레이

해외 영업부 Mr. DAN은 2013년 SPOEX를 방문 계획 중이며 이 때, (주)우정사/오션챌린
져는 TECK 600 신상품 런칭 세미나와 테크니컬, 세일즈 세미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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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내실있는 VIKING 부스의 전경

Justyn Thompson대표, 영업부 Miss. Jeanie와 함께

VIKING
스웨덴 최고의 방호, 보호 개발 그룹 ANSELL의 다이빙 브랜드 VIKING은 전통적인 드라이 슈트
의 최고 기술력을 토대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기존 드라이 슈트의 지퍼 기능을 업그레이
드 한 2013년형 X-tream은 방문객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로, 올 겨울에 맞춰 국내 겨울 다이빙
시장에도 공급이 되고 있다.
방수, 내구성에 기반 한 드라이 슈트 본연의 성질에 집중하는 VIKING의 열정은 장인정신의 표본
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것이 DEMA SHOW 전시 담당자들의 현장 전언이다.

WATERSHED
ZIP DRY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방수가방에 적용시켜 시스템화에 성공한 WATERSHED는
DEMAS SHOW에서 흥미로운 브랜드 가운데 하나이다. Justyn Thompson 대표는 다이빙, 카약,
등산, 바이크, 등산, 서핑, 스노클링 등 레저 전 분야로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 원천은
미 해군 수준으로 인증을 받은 ZIP DRY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서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의 장비 이동에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받아 수중, 수
상 레저 시장에서 방수에 관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바이크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 역시 자전거, 등산, 수상 레포츠, 패션 아이템 등으로 런칭되어 호응
도를 높이고 있다.

DEMA SHOW 2012에
참관한 임직원

한해 다이빙 시장의 마무리와 차년도의 시장을 미리 엿 볼수 있는 DEMA SHOW는 액티브 한 현

*(주)우정사
- 신명철 대표이사
- 정영윤 부장
- 고강 과장
- 이종석 대리

장 분위기에 더해 각각의 브랜드 부스마다 고유의 색깔을 담고 있었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방문 결과물을 발판으로, 2013 SPOEX SHOW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품의 취급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공유가 가능하니, 관계자 분들과 다이버
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오션챌린져
- 김태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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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축사를 하는 김재봉 서귀포시장

지난 2012년 11월 1~4일(4일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원에서 서귀포시와 한국수산자원관
리공단이 주최하는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가 열렸다.
연산호 바다올레 탐방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국내외 많은 다이버가 참여하여 즐겁고 유
익한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행사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자원부장관상이 걸린 연산호 바다올레와
바다숲을 주제로 한 수중사진촬영대회가 열렸는데 많은 수중촬영가가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하
였다.

특별이벤트

경연대회

체험행사

홍보/전시

· 개막식 및 바다올레 축하공연

· 연산호 바다올레 생태사진대회

· 연산호 바다올레 탐방

· 수산자원 홍보관

· 연산호 바다올레축제 축하공연

· 바다숲 사진 대회

· 바다숲 탐방

· 웰빙해녀특산물관

· 수산종묘 방류행사

· 사회단체 홍보관

· 명품 바다올레 명명식

· 해양레저장비 홍보관

236

축제 행사장 안내도

행사에 참여한 다이버들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개막식

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

행사한 참여한 다이버를 인터뷰하는 취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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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산호 바다올레 촬영대회 수상작
연산호 바다올레 생태사진 부문

▲ 최우수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상금 1,500,000원 수상자 강익찬

▲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상금 600,000원
수상자 주원

◀ 장려상 서귀포시장상 상금 300,000원
수상자 구본두

▲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위원장상 상금 300,000원
수상자 성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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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상 상금 300,000원
수상자 김기준

바다숲 사진 부문

▲ 최우수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상금 1,500,000원
수상자 김광복

▲ 장려상 서귀포시장상 상금 300,000원
수상자 최상학

▲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상금 600,000원
수상자 송신재

▲ 2012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위원장상 상금 300,000원
수상자 김현덕

◀ 장려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상 상금 300,000원
수상자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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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C 전자어류도감 발간안내(무료)

1. 소개
2009년 출간된 "다이버가 만나는 DEPC 어류도감" 을 전자도감형태로 만들었다. 아이패드전용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도감을 볼 수 있다. PDF파일은 일반 PC,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 가
능하다. 사진 여러장 보기, 확대기능, 퀴즈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각 사진의 촬영자들의 개인 블
로그,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더 많은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색인기능이 제공되며, 학명은
Fishbase와 링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책으로 출간된 도감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사진이 추가,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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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로드 방법
① 웹하드 : webhard.co.kr
- 아이디 : pdeung / 비밀번호 : 2468
- 파일의 위치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 ‘DEPC 자료’ 폴더
② 웹하드 : webhard.co.kr
- 아이디 : depc9999 / 비밀번호 : 9999
- 파일의 위치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폴더 - ‘DEPC 전자어류도감-정식버전-01’

3. 파일의 종류
다음의 파일명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파일을 다운받기 바란다.
아이패드용 파일은 아이패드에서만 볼 수 있다.
① 아이패드용 ibooks파일
DEPC_FishBook_Ver_01.ibooks - 278Mb
② 일반PC, 스마트폰용 PDF 파일
DEPC_FishBook_Ver_01_PDF_High.pdf - 118Mb
DEPC_FishBook_Ver_01_PDF_Low.pdf - 38Mb

4. 후원안내
본 전자도감은 DEPC의 자체 재정으로 만들었다. DEPC에서는 많은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많은 후원을 부탁드린다.
• 부산은행 028-12-040514-1 (예금주 : 정연규)
자세한 내용은 전자어류도감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도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epc.co.kr/2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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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개최

지난 11월 9일~14일까지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2층 갤러리 아라홀에서 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이 열렸다. 2003년에 창립된 빛흐름 수중사진 동호회는 올
해로 9번째 수중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10일 오
후 5시 전시관에서 열린 전시 오픈 행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과천지부의 김정
자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종길, 박태호, 황말남님 등이 참석하였고, 또한 많은
수중사진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빈 소개, 빛흐름 회원소개, 회장 인
사, 축사, 오픈 테프 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오픈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와 함께 수중사진가
과천시민회관 2층 갤러리 아라홀의 전시장 입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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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픈 테이프 커팅

오픈행사에서 빛흐름 회원 소개

오픈행사의 모습

오픈행사의 뒷풀이 모습

오픈행사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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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Specialty Diving Festival)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지난 9월 22일 토요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서귀포 칼 호텔에서 PADI 스
페셜티 다이빙 축제를 매우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PADI 다이브 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
버 그리고 친구와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PADI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다이빙
투어를 즐기며 2012년의 성취를 돌아보는 시간과 PADI 다이버들께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스페셜티 코스 및 연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PADI
멤버의 비지니스 증대와 제주도의 PADI 리조트 및 다이빙 포인트 홍보 그리고 제주
지역 다이빙 리조트 비지니스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번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하 다이빙 장비업체의 많은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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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전화

팩스

홈페이지

1

(주)거천 시스템

(02) 374-8402

(02) 374-8402

divegiant.com

2

우정사

(02) 430-0678

(02) 430-0838

www.woojungsa.co.krㅈ

3

테코

(031) 776-2442

(031) 776-2444

www.tecko.co.kr

4

마레스 코리아

(02) 588-0970

(02) 587-0392

www.mares.co.kr

5

하나 플라자

(02) 478-8951

(02) 478-8951

www.hanaplaza.net

6

(주)즐겐슨 아시아

(02) 402-1244

(02) 402-1243

www.liquivision.co.kr

7

첵스톤

(02) 3789-0906~7

(02) 3789-0190

www.chaxton.com

8

스쿠버텍

(02) 6080-4901

(02) 412-2770

scubatec.co.kr

9

모비스

(031) 763-8272~5

(031) 763-8271

www.mobbys.net

10

헬시온 코리아

(02) 929-0858

(02) 922-6823

www.halcyonkorea.net

11

아이눈 스쿠버

(02) 423-2110

(02) 2202-2110

www.inoon-mall.com

(02) 423-6265

www.nbdivers.com

12

트라이포스

1588-4446

13

포스 엘리멘트

(02) 423-6264

www.tripos.co.kr

14

SID 에듀테인멘트

070-7430-5930

(031) 889-9924

www.clubsid.com

15

인터오션

(051) 625-5665

(051) 625-1735

www.cressi.co.kr

이 있었으며, 총 가격 52,278,000원, 141개 상품들이 PADI

리고 Sharon Loh(PADI 아시아 퍼시픽, 시니어 마케팅 이그

스페셜티 다이빙 축제 참가자에게 상품으로 전달되었다.

제큐티브)가 기획·진행하였으며,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봉사를 하여

이벤트 당일 오전, 최상의 바다 컨디션에서 모든 다이빙 투

주신 이하의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행사 직
전까지 부슬부슬 내려 행사 진행을 걱정했지만 오후 5시 30

· 임욱선 – PADI 코스디렉터 & 블루다이버스 대표

분부터 날씨가 활짝 개어,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참

· 송규진 - PADI 코스디렉터 & 파아란바다 대표

석한 Danny Dwyer “대니 드와이어” (Director, Marketing

· 이달우 – PADI 마스터인스트럭터 & 아이눈스쿠버 대표

& Business Development) 와 Mark Spiers “마크 스파이어

· 김강영 – PADI IDC스텝인스트럭터 & 해저2만리 대표

스” (Director, Sales & Field Services)씨의 축제 오픈닝을

· 채용병 – PADI IDC스텝인스트럭터

시작으로 쾌적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전국에서

· 와이진 – PADI 다이브마스터 & Yzin스튜디오 대표

475명의 PADI 다이버들과 가족이 서귀포 칼 호텔, 야외에

· 노현창 – PADI 다이브마스터 & 트라이포스 대표

마련된 저녁 뷔페를 즐기며, 축제 한마당을 만끽할 수 있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PADI 제주 스페
저녁 식사 후 시작된 참가자 장기자랑은 개그맨 김주철씨가

셜티 다이버 축제를 위하여 많은 협찬을 해주신 각 협찬사

진행을 맡아 참가 전원에게 재미있는 시간과 웃음을 선사하

대표님들과 자원 봉사자 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였고 개인 및 단체 장기자랑을 통하여 참가자 모두 하나가

주신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PADI 프로페셔널 멤버 그

되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리고 가족과 친구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저녁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PADI 스페셜티 코스 어
워드로 2012년 가장 많은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를 마
친 다이버로서, 행사장에 C-card를 소지한 다이버 3분이
경합을 통하여 멋진 장비를 수상하였고, 이번 축제에 참가
한 모든 PADI 강사님들 중 3분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을
직접 협찬사로부터 상품을 받았다. 그 밖에도 PADI 모자
350개를 포함 많은 수의 푸짐한 경품들이 추첨을 통하여 참
가자에게 골고루 전달하여 기쁨을 배가하였다.
이번 축제는 김부경(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지역 매니
저), 영희 하니스(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멤버 연락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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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 Dive Resort 팀

PSI Scuba 팀

Divers Edu 팀

Noma Dive 팀

Lacy Diving 팀

Marine Master 팀

Blue Zone Scuba 팀

Neptune 팀

기획기사

SSI 프리다이빙

1. SSI 프리다이빙 김동하 강사, 김은하 다이버 한국 기록 갱신
2012년 10월 25~28일까지 이집트 다합에서 개최된 Triple Depth AIDA 프리다이빙 대회
에 한국인 김동하, 김고은 선수 2명이 참가하여 국내 기록을 갱신하였다.
■ 김동하 (현 SSI 레벨 2 강사) 강사
2004년 스쿠버다이빙 시작
2006년 군산대학교 해양생물학과 졸업
2008년 스쿠버다이빙 강사 취득
2012년 7월 프리다이빙 시작
2012년 9월 SSI 프리다이빙 강사 취득
2012년 10월 프리다이빙 국제대회참가
4종목 한국기록 갱신 (STA : 5분19초, FIM: 60m, CWT: 60m, CNF : 35m)
■ 김고은 (현 SSI 레벨 2 프리다이버)
2008년 스쿠버다이빙 시작
2009년 스쿠버다이빙강사
2012년 7월 프리다이빙 시작
2012년 10월 프리다이빙 국제대회 참가
2 종목 한국기록 갱신 (FIM : 25m, CWT :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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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현장

1

2

3

4

1. 프리다이빙 준비중
2. 스테틱
3. 심판들과 함께
4. 숨참기 코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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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I 제2기 프리다이빙 강사 과정
지난 2012년 10월 1~8일에 제1기 SSI 프리다이빙 강사교육이 성황리
에 마무리되었다. 많은 프리다이버들의 관심과 지원을 충족하고자 2
기 프리다이빙 강사과정을 2013년 1월 23~28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
최한다. 이번 과정은 SSI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디렉터이자
호주와 세계기록 보유자인 Mike Wells가 진행한다. Mike Wells는 8분
이상의 호흡을 참는 프리다이버로 SSI 교육과정 개발을 이끌기도 하
였다. 이번 과정은 선착순 5명에 한하여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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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 SSI 프리다이빙 강사과정
• 일정 : 2013년 1월 23~28일 필리핀 세부
• 조건 : SSI 강사/ SSI 프리다이버 레벨 3 또는 동등
• 교육 : MIKE WELLS
• 통역 : SSI 동아시아 담당관 이신우
• 신청 : SSI 본부 02-408-6418, eastasia@divessi.com

3.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포세이돈 리브리더 강사교육
- 포세이돈 리브리더 교육 참가 및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인증
SSI 유럽 본사 주관으로 포세이돈 리브리더 교육이 9월 16일(일)~24일(월)까지 발리에서 9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SSI 동아시아지역 이신우 담당관, SSI TXR 유재철 트레이너가 참여
하였으며, 레크레이션 리브리더 크로스오버 및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신우 담당관과 유재철 트
레이너는 이번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SSI에서 처음으로 인증 받은 트레이너라는 점
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레크레이션 리브리더 교육은 지역별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
정이다.
- 포세이돈 리브리더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
SSI 리브리더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가 SSI 본부 주관 하에 개최된다. 포세이돈 리브리더는
세계 최초의 레크레이션 리브리더로써 차후 SSI에서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리브리더로 배
울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최초로 매뉴얼화될 예정이다. 한글판의 경
우 연말 내에 진행될 예정에 있다. 장소와 기간은 협의 중에 있으며, 과정에 대한 문의 및 별도
질문사항은 SSI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과정 : SSI 레크레이셔널 리브리더 다이버/강사 과정
• 조건 : SSI 어드밴스드 강사 이상/타 단체 동등레벨 강사
• 교육 : SSI 동아시아 담당관 이신우, SSI TXR 트레이너 유재철
• 일정 : 수시
• 기간 : SSI 어드밴스드 강사 이상 - 7일, 타 단체 강사 - 8일
• 신청 : SSI 본부 02-408-6418, eastasia@divessi.com

이신우 담당관과 유제철 트레이너

수영장 교육

국내 첫 강사교육생 전윤식 SSI 평가관과 이기훈 트레이너와 함께

포세이돈 본사 부사장과 다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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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SVEGAS
DEMA SHOW 2012 참관기
필자는 현재 SSI EastAsia & Micronesia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외 딜러 서비스
및 물품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DEMA SHOW가 펼
쳐진다. 올란도와 라스베가스가 매년 번갈아 개최되며 필자는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DEMA SHOW 2012를 처음으로 직접 참관을 해보았다. 2012년 11월 14일
~17일까지 3일간 라스베가스 SANDS EXPO CENTER에서 개최된 DEMA SHOW는
전 세계 다이빙 시장과 트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다.

글/사진 천동혁
SSI EastAsia & Micronesia 주임
SSI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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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 SHOW는 전 세계 다이빙 행사 중에서 가장 크고 전통이 있는 행사이다. 매년 DEMA
SHOW에는 수많은 다이빙 교육단체, 장비업체, 리조트, 각국의 관광청 및 그 외 해양/레저 관련
업체들이 앞 다투어 좋은 자리와 좋은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상호협력과 경쟁을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실제로 필자가 참관을 하며 느낀 점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로 이
분위기가 전 세계 다이빙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SSI 프리다이빙 교재

우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매년 초 국내에서 개최되는 SPOEX에 비해 너무나도 큰 행사 규모였
다. 예년에 비해 규모가 줄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필자가 이해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매우 큰 규
모를 자랑했다.
아마도 모든 레져 관련업체들로 이루어져 진행되는 SPOEX의 규모를, DEMA SHOW에서는 전부
순수하게 스쿠버 다이빙으로만 채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조금이나마 그 이해를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행사장 입구

필자는 행사장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외국인들 속을 헤집고 다니며 가능한 많은 부
스를 방문하여 새롭고 신선하며 좋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다이빙 교육단체부터 눈여겨보았다. SSI를 비롯해 PADI, TDI/SDI/ERDI, NAUI, PSAI,
IANTD, NACD, NASE 등등 유수의 교육단체들이 각 특성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었다. 각각의
교재와 홍보 동영상을 이용하였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미팅자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상담과 안내
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모습들이었다. 실제로 교육단체의 부스에 한번 들
어온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시각적으로도 참여부스들
중 가장 북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NAUI 부스

경유지 샌프란시스코 공항

PADI 부스

SSI 부스

IANTD 부스

TDI.SDI.ERDI 부스

PSAI 부스

253

기획기사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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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장비들을 소개하는 업체들을 둘러보았
다. 역시나 기존에 카탈로그에서만 봐왔던 장비들을 눈과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은 새로운 장비와 업체들을 보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다이빙
시장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하여 기분이 좋았다. 각 장비업체들마다 주력장비들의 강화된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으며, 이미지 메이킹 또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이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감동을
줄만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번 DEMA SHOW의 트랜드였다. 생각보다 많은 프리다이빙 교육단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각 장비업체들 부스에는 각각 프리다이빙 관련 장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또
한 리브리더와 수중 스쿠버 등의 발전이 크게 눈에 띄었다는 점과, 그와 관련한 다이브 컴퓨터 및

1. HAS 부스
2. NACD 부스
3. PDIC 부스
4. 행사장 출입증
5. APEKS 신형 호흡기
6. AQUA LUNG 부스
7. BARE 부스
8. MARES 마스크와 핀
9. DAN 응급처치 키트
10. CRESSI 부스
11. HOLLIS 부스
12. DUI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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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장비들 또한 많은 선을 보이고 있었다. 아마도 현재 국내에 불고 있는 프리다이빙의 열기가
어쩌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다이
버들의 동향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더욱 익스트림하고 도전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는 다이빙 관광지와 리조트 부스 등을 둘러보았다.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생각보
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지역별 리조트 특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맘에
들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네시아가 궁금하다면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으로 가서 얍, 축, 팔라우
등의 리조트들의 정보를 즉석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면 하와이, 피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16

20

필리핀, 일본, 온두라스, 호주 등의 정보를 지역별/나라별/포인트별/리조트별로 구분을 지어 많은
정보와 홍보물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다이빙 투어의 예약을 받아 추가할인을 해
주는 곳도 있어서 다이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필자가 열거한 DEMA SHOW의 분위기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21

바로 세미나 문화였다. 필자는 SSI의 일원으로서 SSI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행
사장과는 위치상 떨어져 있는 세미나 홀로 찾아갔을 때 필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
에는 수많은 세미나 참석 대기자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놓은 세미나 일정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단체 또는 장비업체에서 하루 4~5시간씩 매일 세미나 일정을 준비하여 수많은 세미나실을
전세 내어 있었던 것이다. 세미나의 일정과 주제 또한 너무나 다양하여 다이버로써 상당히 흥미로
웠다.

22

25

23

26

24

27

13. SANTI 부스
14. SUNTO 다이브컵퓨터
15. SEAC SUB 부스
16. POSEIDON 리브리더
17. WATER PROOF 부스
18. NATIONAL GEOGRAPHIC
		부스
19 프리다이빙 SALVIMAR
20. SCUBAPRO 신형호흡기
21. TUSA 핀과 마스크
22. BAHAMA 지역리조트
23. HAWAII 지역리조트
24. PHILIPPINES 지역리조트
25. TAHITI 지역리조트
26. YAP PACIFIC DIVE
		RESORT
27. HONDURAS 지역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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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32

33

28. SSI 세미나실과 일정
29. SSI 딜러행사
30. SSI PLATINUM PRO 5000 수상자들
31. 각 세미나실 총 일정
32. INDONESIA 지역 리조트
33. 행사장의 소소한 즐거움

필자가 참석한 세미나는 Ocean Classroom과 테크니컬다이빙,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국내의 업체와 기술, 국내의 서비스가 아

프리다이빙 등 총 네 가지 세미나였다. 모든 내용을 100% 이해

직까지는 세계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생각보다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 만족스런 세미나였고, 토론 방식

꽤 많은 숫자의 중국 및 대만의 다이빙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보며 약간의 문화충격도 느낄 수 있었

했고,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많은 관심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매

다. 필자는 아직까지 국내 세미나에서 교육 중간 중간 손을 들고

년 거듭하여 참여 시도를 하는 반면에 이번 DEMA SHOW에서

질문을 하는 다이버를 본적이 없었고, 질문에 대해 토론의 장을

참여한 한국업체는 인터오션, 이노빔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만들어 주는 강사 또한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DEMA SHOW에 참여함에 있어서 한국인의 뛰어난 기술력
일부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스쿠버 산업의 시장성을 읽지

과 아이디어가 하루빨리 전 세계적인 다이빙 시장에서도 센세이

못하고, 스쿠버 다이빙 시장이 포화상태를 이루어 더 이상 큰

션을 일으켜 세계시장에 널리 퍼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발전을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생각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발맞추어 세계

필자는 다이빙 시장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보다 더욱 향상된

적으로도 인정받는 다이빙 계의 ‘싸이’가 곧 나타나야 하지 않을

기술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이 글에서 모든

까라는 개인적인 바람 또한 적어본다. 또한 이렇게 즐거운 행사

것을 글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

를 한국의 많은 다이버들이 보고 배우며 세계시장에서 중심으

고, 체험해본 장비들 중에는 누구나 깜짝 놀랄만한 장비들이 많

로 우뚝 설 한국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새로운 장비들은 아마도 수일
에서 수년 내로 다이빙을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장비들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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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총회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2012년 BSAC 코리아 총회와
‘Dive Leading’ 한국어 번역판 출판기념회 개최

총회에 참석한 내외귀빈과 멤버들

대사관저 거실에서 정상근 BSAC 트레이너(서울시립대교수)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

지난 10월 19일 오후 6시 서울 시청앞에 있는 주한영국대사관

박종섭 BSAC 본부장은 해외에서 참가한 BSAC 멤버들에게 하

저에서 2012년 BSAC 코리아 총회와 ‘Dive Leading’ 한국어 번

회탈을 선물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출판기념회에 이어

역판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BSAC 코리아에서는 올해 새롭게 탄생한 BSAC 신규 트레이너
와 신규 강사에 대하여 인증서 수여식도 가졌다. 총회 참가자

이 자리에는 스콧 와이트만(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와

들은 중요 행사를 마친 뒤에 대사관저에 마련된 뷔페 식사와

BSAC 다이버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BSAC 현 부회장인

와인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다이빙계의 모

토니 마샬(Tony Marshall), BSAC Japan의 순 호소가와(Sun

임 중에 이렇게 영국식의 의전을 갖춘 모임을 가진 예는 처음

Hosogawa) 회장 등이 참가하여 환영사와 축사를 해주었고,

이라며 즐거워했다.

‘Dive leading’ 저자인 데릭 엘러비(Deric Ellerby) BSAC 전 의
장은 직접 서명한 한국어 번역본을 와이트만 영국대사를 비롯

총회를 마친 뒤에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BSAC 멤버들은 따로

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해 주었다.

뒤풀이를 가지며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
졌다.

환영사를 하는 스콧 와이트만 주한 영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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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하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축사를 하는 토니 마샬 BSAC 전 부회장

박종섭 본부장에게 공로패를 증정

데릭 엘러비 전 BSAC 회장에게 하회탈을 선물하는 박종섭 본부장

BSAC Japan의 순 호소가와 회장에게 선물 증정

이진영 강사가 신규 트레이너로 인정

인정서를 받는 신규강사 대표로 가장 최근에 강사교육을 수료한 최우집 강사

‘Dive Leading’ 한국어 번역판

뷔페 식사와 와인파티를 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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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스쿠바연합회 회원샵
1

제주시
스쿠버스쿨 제주
대표 : 강 윤 석
제주시 도두2동 1669-3
064)713-2711 / 010-2094-6707
daydiving@yahoo.co.kr
www.ssijeju.com
스쿠버스쿨 제주에서는, 스쿠버다이빙에 관한 모든 이론이나 기술들을 교
육한다. 기초교육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단계별 교육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안
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2

제주오션

제주바다하늘(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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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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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43-7223 / 011-211-4745
naui91@yahoo.co.kr

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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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남원

3

3

대정, 모슬포

5

6

4
화순

4

5

화순

남원

블루웨이브

(주)마린파크

드림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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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김 형 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25
010-6820-3999
jmarinepark@naver.com
www.marin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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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과 돌고래와의 감동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곳. 국내최초 마린파크에서 그 감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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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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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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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귀포시

씨플러스

딥어드벤쳐

마린하우스

대표: 김 동 한
서귀포시 서홍동 1256-6
070-4548-2345
010-513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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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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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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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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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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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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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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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대표: 방 이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064)738-0175 / 010-2384-6552
tritonb@hanmail.net
www.bang2divers.com
방2다이버스는 다이빙교육, 강사교육, 테크니컬 교육 등 최고 수준의 강사진이
교육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안전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다이빙을 추구한다.

오션트리

Scuba Life

대표: 양 충 홍
서귀포시 강정동 702-2
064)739-1239 / 010-3692-7252
legna84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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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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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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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천지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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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시스템, Safety Diving, Serious Diving을
모토로 스포츠 레져 다이버의 꿈과 이상을 Marine House가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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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라이프는 다이버들이 감히 접근조차하기 힘들었던 성산포에 위치하여
어촌계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청정한 제주바다를 여행할 수 있다.

제주 블루샤크
대표: 이 태 훈
서귀포시 서귀동 597-1
070-8861-6326 / 010-9688-6326
babocheju@hanmail.net
www.jejublueshark.com
제주블루샤크는 올레 6코스길에 위치하였으며, 모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내
며 다이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아담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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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이 훈 선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064)732-4832 / 010-8980-4444
sign4444@hanmail.net
www.aradive.com
아라다이브는 에어스테이션과 장비렌탈 전문 서비스샵이다. 다이버 뿐만 아니
라 올레 여행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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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다이버
대표: 박 세 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13-1
064)739-4676 / 010-3639-0862
scubaitc@naver.com
www.ilovediver.com
아이러브다이버는 2004년 스킨스쿠버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다이버들의
모임으로 결성되어 명문스쿠버 아카데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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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아름다운 바다공간에서 누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다이빙을 시켜 줄 것인가요?

ARA

- 에어스테이션
- 장비렌탈전문
- 서비스 샵
- 체험다이빙
- 게스트 하우스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입니다.
▶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다이빙

대표. 김덕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064) 733-7774 / 010-8812-0545
dukhwi@yahoo.co.kr
http://cheonjiscuba.com
Facebook. www.facebook.com/cheonji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바로 이곳! 천지스쿠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1:1로

천지스쿠바

Arad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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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C

(Digital Eco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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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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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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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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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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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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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대표: 강동원
전화: 033-671-0158 팩스: 033-671-0159
휴대폰: 010-3717-2982 홈페이지: www.dive-1.com

Diving Resort of Philippines
San Pascual

루손지역
Baguilawa
San Pedro

① 바탕가스 아닐라오

Danglayan

①
Ligaya
Bagalangit

루손지역

Banaba
Center

Sirang
lupa

Pulong
Balibaguhan

Batangas
City

Gasang

Pinamucan
Ibaba

Mainit

Simlong

Maricaban
Island

Mabacong
Pagkilatan
Ilihan

• 몬테칼로 리조트
   (손의식)
070-8285-6306(현지)
010-5550-3366(한국)
www.mcscuba.com
divestone@hanmail.net
몬테칼로 리조트의 시설은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고, 초보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서 강사교육까지 다이
빙 교육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Verde
Island
②

Manila

Aninuan Balatero
Puerto
Galera

Batangas City

② 민도루 사방비치
•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임희수)
63-928-719-1730
070-7563-7130
www.paradise-dive.net
diver-ricky@hotmail.com

Boracay
Tacloban
City

사방비치의 최고급 리조트이며, 모든 객실이 비치뷰로 경관
이 아름답고,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여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을
구비한 천국처럼 환상적인 다이빙을 안내한다.

보라카이 지역

Puerto
Princesa City

보라카이
•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센터&리조트
    (김순식)
070-8600-2154(한국)
070-8253-3033(현지)
kimsoonsik@gmail.com
www.seaworld-boracay.co.kr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1월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
하여 성업 중에 있다. 현재 한국인 매니저와 10여명의 필리핀
스탭이 씨월드에 상주 근무하고 있다.

Cebu City
Bacolod
City
Dumaguete
City

Tagbilaran
City

Davao City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안내
비사야지역

비사야지역
Bayanng Liloan

Mandaue
City

Cebu
City

③

Pinamungahan

Carcar City
Dumanjug

④

Ronda

Sibonga

Tubigon
Calape

Argao
Dalaguete
Alegria

Tagbilaran
City

Malabuyoc
Samboao

③ 세부 막탄
•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유병선)
070-7126-5405(한국)
070-8245-8226(현지)
www.oceanblue.co.kr
ssicebu@naver.com

• 세부씨월드 다이브센터&리조트
   (김순식)   
070-8600-2154(한국)
070-8223-3033(현지)
www.cebuseaworld.com

오션블루세부리조트는 세부 막탄
섬의 얼마되지 않는 천연 백사장
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 내내 안
정되게 즐길 수 있는 사파리다이
빙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막탄섬에 위치한 Palm Beach
Resort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
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여 관광객
이 편하게 묵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PADI 교육단체의
가맹점이다.

Bohol

Baclayon

⑤

Daus

Valencia

⑥

Dumaguete
City

④ 세부 모알보알
• MB오션블루 다이브 리조트
  (김용식)   
070-8229-5282
070-7518-0180
www.moalboaldive.com
dive1@naver.com

⑥ 세부 릴로안
• 노블레스리조트(정광범)
010-8676-5044
070-8234-6200
www.noblesseresort.com

3층 규모의 다이브 리조트로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노
블레스 리조트는 모두 24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데 더블베드와 싱글
베드 그리고 넓은 욕실이 있어 2~3명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3층에 있는 패밀리 스위트룸은 킹사이즈 베드 2개에 대형 평면, TV,
노래방 반주기, 바 등이 있어서 다이버들의 공용 휴게실로 이용된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서 다이버들은 자신이 방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리조트 앞에는 곡선미를 갖춘 수영장과 정자가 있는데 수영장은 리
조트는 찾는 가족들의 놀이 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다이빙 강습에 활
용되고 있다. 깊은 곳은 수심이 3m로 하강과 이퀄라이징 강습까지
가능하다.

파낙사마비치에 위치한 최초의 한인 다이브 리조트이다. 모알보알 최대 크기
의 방카보트와 소형 선외기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다이빙그룹의 규모와 관계
없이 즐거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어문제의 어려움 없이 한국인 강사가 전담하므로 세밀한 다이빙 안내를 받
을 수 있다. 그리고 수중사진가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보홀 팡글라오
• 디퍼 다이브 리조트(장태한)
63-921-499-1859
070-7667-9641
deepper.co.kr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발리카삭섬을 바로 눈앞에
품고있는 보홀 팡글라오섬에 새롭게 리조트를 신축하였다. 대형 잠수풀을
갖추고 있어 모든 등급의 다이빙교육에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쿠바다이빙 안내 외에도 세계 7
대 불가사의중에 하나인 초코렛 힐과 가장 작은 영장류인 안경원숭이 등
을 비롯한 생소한 팡글라오섬과 보홀섬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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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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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031-708-6967 / www.kupva.com /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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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마레스 소식
부산 스쿠버 아카데미 랩세미나

10월 13일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스쿠버 아카데미’에서 마레
스 랩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스쿠버 아카데미 박복룡 대표는 다이버를 대상으로 마레스
랩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장비의 기본원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베이직 코스 세미나에는 박영준, 박민근, 김현, 이창호,
추남진님과 김해 장유에서 마레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윤철현
대표가 참석하였다.
1일차 교육은 이론이 70% 이상이어서 지루함이 있는데, 교육
에 열중하는 모습이 남달랐다. 토요일인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진
지하게 교육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오전 교육이 끝나고 점심식사 시간에도 여러 질문들이 오가
며 교육의 연장시간이 되었다. 오후교육에는 집중력이 최고에 달
했다. 실기교육의 장비분해 부분은 장비구조 원리의 이해를 높
이는 시간이었으며, 각자 사용하는 장비의 내부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레스 베이직 코스 랩세미
나에 참석한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교육장소를 제공해 주시
고 교육시간을 조율해 주신 스쿠버 아카데미 대표에게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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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마레스 랩세미나 EXPERT

뉴·서울 다이빙 풀

5월 12일~14일까지 마레스 코리아에서 마레스랩 세미나가 진
행되었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 장비에 대한 A/S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반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과정과 다이빙샵과 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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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어드밴스드/엑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에 한 과정씩
진행되며 어드밴스드와 엑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서 참가인원이 7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이빙샵에 신청하면
해당샵에서 진행된다. 3일간의 교육비는 15만원이다.(식대 및 별
도의 세미나실 비용 불포함)
이번 세미나의 참가자는 액션스쿠바 이민정님, 헤븐2 이지연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님, 씨플랜 김태효님, 제로원미디어 김현덕님이었다. 주말도 반납
하고 3일간 실습과 반복한 결과 네 분이 모두 시험에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210여명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140여명이 합격했다.
(재시험을 통한 합격자를 포함한 참가인원이다.) 시험에 통과하
지 못하면 2, 3일차 과정을 재수강하여 다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랩세미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메뉴얼과 전용공구
를 살 수 있으며, 공식적인 마레스랩 지정점이 된다. 2년마다 하
루 과정의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i3(아이쓰리) 마스크 재입고
MARES 2012 신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i3(아이쓰리)
마스크가 재입고 되었다. 오랫동안 i3 마스크를 기다리신 분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
[i3(아이쓰리) 마스크]
- 트라이 콤포트 스커트
- X형 스트랩
- 2 버튼식 버클
- 한국형 마스크

Mares의 신뢰와 명성
■ 색상 : 검정
■ 소비자가격 : 8만5천원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래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취급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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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강 소식
바다강/아쿠아스포츠의 “파타고니아사” 수출 계약 체결
2013년 1월부터 미국에 세계적인 기업 “파타고니아사”에
세미드라이를 월간 100벌 년간 1,200벌 수출 계약을 체결
현재 아쿠아스포츠는 낚시의류인 웨이다(플라이 낚시용 가슴장화)를 파타고니아사에 월간 700벌이상
년간 10,000벌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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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DI 리브리더 강사 코스 – 울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레크리에셔널 리브리더 강사
코스를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10월 29일~11월 4일에 걸쳐 성
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코스는 PADI 아시아 퍼시픽 트레이닝 & 퀄리티 매
니지먼트 부서의 테크니컬 컨설턴트 & 교육 담당관으로 있는
Dan Macherel씨가 진행하였으며, 통역은 영희 하니스씨가 담당
하였다.
참가자는 PADI 코스디렉터인 강정훈(스쿠버 그린피스 대표),
한민주(아쿠아마린 대표), 송규진(파아란바다 대표), 임용우(고
다이빙 대표), 김진관(아쿠아마린 트레이닝 매니저)이 참가하였
으며, 2013년 4월 텍 리브리더 코스의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PADI 리브리더 과정은 ‘레크리에셔널 리브리더와 텍 리브리

PADI 강사 시험 –
2012년 10월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더’ 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리브리더 기종별로 자격을 갖추
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포세이돈의 MK VI 모델이 사용되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지난 10월 26일~28일에 걸쳐

PADI 레크리에셔널 리브리더 다이버 코스는 참가자의 안전을

PADI 강사시험을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에 위치한 울진 해

가장 우선하여 PADI 오픈워터 다이버 또는 동등자격 그리고

양레져스포츠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또는 동등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

이번 강사 시험에는 황준위, 정민호, 조현우, 함기현, 김이현,

증을 가지고 있으며, 만18세 이상으로 25회 기록된 다이브 로그

노동현, 김장녕, 유성열, 김성빈, 박진수, 김선미, 정용재, 김기현,

를 갖추어야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이혜경, 강창식, 조성전, 조아영, 박기석, 강종진, 이지윤, 박재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

김동욱, 조영복, 박영수, 정태위, 최우형, 정원희, 김민경, 김유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찬과 협조를 해주신 첵스톤-포세이돈

박영도, 안지혜, 이주현, 김태동, 김선중, 이창호, 모성호, 박기숙,

MK VI 딜러,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엄대영 교수님 그리고 정명해

한성식, 홍두석 총 39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Dan Macherel, 영
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씨가 평가를 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강정
훈, 윤재준, 임용우, 송관영, 김현창, 김용진, 김시광, 이호빈, 정회
승, 김진관 PADI 코스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 해양레져스포츠센터
의 엄대영 교수님과 스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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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소식
AOWI, DCSI 등급 인스트럭터,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안내

딜러 업데이트 세미나 안내
2013년 2월 21~24일에 열리는 SPOEX에서 SSI 딜러 대표님

2013년 1~4월에 걸쳐 AOWI, DCSI 등급 인스트럭터, 인스트

들을 대상으로 딜러 업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

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에서는 신규 장비 안내와 장비 프로모션 계획 및 변화된 SSI

업데이트는 SSI의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 변화된 교재 및 기준

프로그램 안내와 다이브 리더 보험 안내, 마케팅 세미나, 의류

변화 등 강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

프로모션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모션들을 안내해드릴 예정이

다. AOWI의 경우 세미나를 통해 다이빙 과학과 다이브 가이드

다.

를 교육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또한 세미나 기간 중에는 레크레이션 리브리더 체험과 프리

신규 등급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가하기 바란다. 이점 반드시

다이빙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

유의하기 바란다.

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본부로 문의
바란다.

•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미나 : 1월~3월
•	AOWI, DCSI 등급의 인스트럭터 업데이트 세미나 : 2월~4월

2013년도 딜러 & 다이브 프로페셔널 갱신 안내

에 걸쳐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별 일정 및 시간
과 장소 등은 조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부로 문의

다가오는 2013년, 다이브 리더의 활동성/비활동성 지위 유지
를 위해 각 딜러,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IT/

바란다.

IC의 등록 및 갱신을 실시한다.

2013 SPOEX 전시회 참가

등록 및 갱신서류는 각 딜러에게 일괄 우편으로 송부되었으
며, 필요한 경우 본부로 문의하면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2013년 2월 21~24일까지 서울 코엑스 1, 3층 A, B, C홀에서

등록 및 갱신은 SSI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국제스포츠레저산업

서류는 본인과 대표자의 서명이 필히 첨부되어야 한다. 조기 갱

전(SPOEX)이 열릴

신 신청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만약 기간 내에 갱신

예정이다. SPOEX는

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 할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간

국내 최대규모의 스

내에 갱신을 부탁 드린다.

포츠레저산업 종합
전시회이며, 최신 트
랜드를 주도하는 Outdoor Show(아웃도어쇼), Bike Show(바

SSI 글로벌 미팅 및 전세계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디렉터(ITD) 업데이트

이크쇼), KUSPO Show(수중스포츠전시회)로 확대 개최하여
매년 40,000여 명의 국내 스포츠 레저분야 종사자가 참관하는
유일한 전시회이다.
이에 SSI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스쿠버 다이빙을 일반인
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알리기 위해,
넓은 부스 공간을 준비하여 함께 참여를 원하는 딜러들과 공동
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딜러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또한 기간 중 딜러 업데이트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
정이다. 자세한 스케줄 안내는 전체적인 공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산업 발전과 홍보
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
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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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4~9일동안 태국 푸켓에서 SSI 전세계 글로벌 미
팅이 개최되었다. SSI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으며, 전 세계
에 걸쳐 2012년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 각국 SSI의 활동 보고와

2013년 비즈니스 계획 등 전반적으로 전세계 SSI의 품질 유지

QR코드가 자격증에 프린트되어 발급된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

와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용해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 확인 후에

또한 전 세계 트레이너 교육의 퀄리티 유지를 위하여 인터내
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업데이트(ITD)가 진행되었다. ITD는 SSI

발급된 전체 자격증 정보와 등급, 인증강사, 자격증 사본 출력
등이 가능하다.

에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와 인스트럭터 평가관 자격을 인증할

다이브 리더의 경우, 본인이 인증할 수 있는 등급과 프로그램

수 있는 등급이다. SSI의 전세계 ITD는 총 13명이 있으며, 이신

확인 및 다이브 리더의 갱신 상태와 갱신 유효기간 등을 확인

우 담당관 또한 ITD 중 한 명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지위

할 수 있다. 기존 스마트폰의 diveSSI 어플에서는 본인의 아이

를 갱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SSI 인스트럭터 트레

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QR코드를

이너와 인스트럭터 평가관 자격을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함으로써 본인 인증만 거친다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자격
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SSI 롤백 출시
SSI에서는 다이빙 여행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다이빙 가방의
무게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볍지만 견고하고 튼튼한 재질의 롤

자세한 이용 안내는 본부로 문의하기 바란다.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
(FreeDiving ITC) 개최

백을 사용해 출시되었다. 깔끔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강한 지퍼
를 사용하였고, 우레탄 바퀴를 사용함으로써 견고성을 더하였

최근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는 SSI 프리다이빙 ITC 코스가

다. 또한 손잡이 부분에는 명함이나 이름표를 사용할 수 있는

10월 1일(월)~8일(월)까지 7일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되었

네임텍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다. 이번 ITC는 프리다이빙 세계챔피언 출신 로타 에릭슨 트레

방의 무게는 약 4kg이며, 제품의 결함에 의해 문제가 생겼을 경

이너를 초청하여 개최되었고, 이신우 동아시아지역 담당관의 동

우 구매일로부터 1년간 워런티가 적용된다.

시 통역으로 코스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구입 및 가격 문의는 SSI 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

SSI 프리다이빙 ITC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코스에는 4
명의 레벨 1 인스트럭터와 1명의 레벨 2 인스트럭터, 2명의 레
벨 3 인스트럭터가 인증되었다. 코스에는 노명호, 김효민, 이상
국, 정현권, 임정택, 곽진석, 정은지 인스트럭터가 참여하였으며,
스텝으로는 Kattie, 노명호, 김효민 인스트럭터가 참여하였다.

C-CARD에 QR 코드 삽입
2012년 10월부로 다이버 등급 및 다이브 리더의 C-CARD에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
1월 개최 예정
프리다이빙은 유럽과 호주 등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한가지이며,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분야이다. SSI에서는 프리다이빙 코스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이버 과정은 지속적으로 코스가 개최되고
있고, 10월 첫 번째 국내 ITC를 성공리에 마쳤다. 곧 이어 다가
오는 2013년 1월 중, 필리핀에서 프리다이빙 ITC가 개최될 예정
에 있다. 이번 코스에는 프리다이빙 세계챔피언 출신 외국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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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이빙 트레이너를 초청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와 기간은

포세이돈 리브리더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 예정

현지와 조율 중에 있으며, 과정에 대한 문의 및 별도 질문사항
은 SSI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

SSI 리브리더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코스가 SSI 본부 주관 하
에 개최될 예정이다. 포세이돈 리브리더는 세계 최초의 리브리

탁드린다.

더로써 차후 SSI에서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리브리더로 배

SSI 프리다이빙 한국 기록 수립

울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최초로 매
뉴얼화 될 예정이다. 한글판의 경우 연말 내에 진행될 예정에
있다. 장소와 기간은 협의 중에 있으며, 과정에 대한 문의 및 별
도 질문사항은 SSI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아쿠아 시스템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아쿠아 시스템이 SSI 신규 딜러로 등
록하였다. 이명섭 평가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다이빙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상품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곳이
2012년 10월 이집트 다합에서 열린 트리플 뎁스 국제 대회에
서 SSI 김동하 인스트럭터와 김고은 프리다이버가 참가하여 새

기도 하며, 인스트럭터 전문 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
버와 인스트럭터 전 과정을 교육한다.

로운 한국 기록을 세웠다. 김동하 인스트럭터는 STA : 5분19초,
FIM : 60m, CWT : 60m, CNF : 35m 총 네 가지 종목에서, 김

대표 : 이명섭

고은 다이버는 FIM : 25m, CWT : 30m 총 두 가지 종목에서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6-32 1층

기록을 수립하였다.

전화 : 070-8235-5358

한국 기록 수립에 힘써준 두 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10월 15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포세이돈 리브리더 교육 참가 및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인증

2012년 10월 15일 헬시온 코리아에서 유재철 트레이너의 주
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SSI 유럽 본사 주관으로 포세이돈 리브리더 교육이 9월 16일

에는 강일식, 이승욱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

(일)~24일(월)까지 발리에서 9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

SSI 동아시아지역 이신우 담당관, SSI TXR 유재철 트레이너가

수를 보낸다.

참여하였으며 레크레이션
리브리더 크로스오버 및

10월 19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신
우 담당관과 유재철 트레

2012년 10월 19일 바다로 스쿠버 이상국 트레이너의 주관으

이너는 이번 과정에 참여

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SSI

김성훈, 진영철, 한광배, 정구범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

에서 처음으로 인증 받은

에서는 스쿠버 다이

트레이너라는 점에서 그

빙을 선도하고 안전

의미가 더 크다. 레크레이

을 책임질 유능한

션 리브리더 교육은 지역

SSI 프로에게 박수

별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를 보낸다.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교
육 문의는 SSI 본부로 문
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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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2년 9월 16일 포천에 위치한 포프라자와 강원도 공현진
에 위치한 네모선장 리조트(대표 : 고영식)에서 전윤식 평가관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7월 27일	SEA QUEEN DIVE 정성걸 인스트럭터 주관

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바다의 꿈(이기훈 트레이너)에서 정자용, 이
재욱, 민경철 후보생, 네모선장 리조트(고영식 트레이너)에서
노기택, 이성행 후보생, 아쿠아 시스템(이명섭 평가관)에서 탁

유재우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11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이재욱, 민경철
		

8월 21일 아쿠아캠프 정영필 인스트럭터 주관 추연일

재일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25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이미희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포프라자와 네모선장 리조트에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9월 2일 JMJ DIVING SCHOOL 유성용 인스트럭터 주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종범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0월 10일 제이다이버 이주헌 인스트럭터 주관 이진영,
		 최민우, 김성용, 이동열, 박준철, 정동민, 한상조,
			 이호진, 황성문, 최윤락, 최원진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0월 21일 아쿠아시스템 천동혁 인스트럭터 주관
		한국폴리텍Ⅲ 대학 김선준, 신재연, 김해준,
		홍재부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10월 7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이재욱, 민경철,

10월 28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정자용 인스트럭터

10월 19일 헬시온 코리아 유재철 트레이너 주관
2012년 10월 28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삼원 휴스포(대표
: 김동주)와 속초 영금정에 위치한 영금정 다이빙 리조트(대표
: 이호석)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홍광섭 인스트럭터
10월 29일 방2다이버스 방이 트레이너 주관
황균도 인스트럭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레저클럽(오호송 트레
이너)에서 이미희, 이하영, 박건욱, 조병찬, 송영대 후보생이 참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9월 19일 레저클럽 오호송 에프스타일 전석철 인스트럭터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10월 15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임정택 인스트럭터

준 네모선장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9월 26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제주바다하늘 김선일 인스트럭터
9월 28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김용철 인스트럭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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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마따붕까이 리조트와 세부 그랑블루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
필리핀 마따붕까이, 세부 그랑블루

리조트를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
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
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샵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
을 발급하는 시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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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2년 10월 10~17일까지 경
기도 광주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과 용인의 인어와 마린 수영장
(유종범 트레이너)에서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하였다.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본부에서 카드 프린터 무상 임대
•현재 서비스중인 자격증 발급 센터
-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조트

2012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 필리핀 세부 니모 다이브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 서울/경기 인어와 마린

- 김도형(서울 골드피쉬 클럽)

- 부산 이지다이빙

- 김형철(양양 파라다이스 리조트)

- 제주도 제주 다이브

- 조동항(울진)

- 사이판 DPIS
이상 3명이 참가하였고, 모두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쳐 SDI와

- 경남 고성스쿠버

TDI 강사 트레이너가 되었다.

-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 강원 양양 파라다이스 리조트
SDI/TDI/ERDI KOREA에
서는 2012년 9월 필리핀 마
따붕까이 리조트(김천우, 김
성우 강사)와 10월에는 필리
핀 세부 그랑블루 리조트(정
용선 강사)와 ISCP 계약을
필리핀 세부 그랑블루 리조트 센터 협약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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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 SDI TDI 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SDI/TDI/ERDI KOREA에서는 10월 29일~11월 2일까지 충북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청주의 공군 부대 내에 위치한 공군 항공구조대에서 ERD I, II,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텐더 과정을 실시하였다.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
다. SDI/TDI/ERDI에서는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
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감압절차 과정 – 강원도 양양
SDI/TDI/ERDI KOREA에서는 10월 7일, 17~19일까지 강원도

개방수역 탐색 후 오염 제거 절차

양양 파라다이스 리조트(김형철 트레이너)에서 골드피쉬 클럽
(김도형 트레이너) 주관으로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감압절차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세계 유
일의 국제적인 조직의 공공 안전(Public Safety) 교육기관으로 미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파라다

국의 911, 경찰, Coast Guard 등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

이스 리조트는 나이트록스 블

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구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방

랜딩 뿐만 아니라 넓고 편안한

부의 교육 인가를 받아 매년 실시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등급별

고 있다.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수심/

이번 과정은 정의욱 본부장, 강용

환경의 다이빙 포인트들을 서

수,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진행하
고 오경철 트레이너가 스탭으로 참가한 가운데 이주언 트레이너

비스하고 있다.

와 공군 항공구조대원 4명이 참가했다.
• 서울 골드피쉬 클럽
(김도형 트레이너)
연락처 : 010-4914-5690
• 양양 파라다이스 리조트

감압절차(45M) 과정

(김형철 트레이너)
연락처 : 010-6543-0271

ERDI(응급구난다이빙) 과정 – 공군 항공구조대
ERD II 이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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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탐색
- 익수자 및 차량 인양
- 범죄현장 대응
제한수역 교육 – 탐색과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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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

- 현장 보존 및 기록
- 위험/환경 물질 대응

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 드라이슈트 및 풀페이스마스크 운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의 하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가하여 세

- 현장 인원 통제

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

- 관계기관 협조 등

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2012 공군 ERDI 과정 참가자 일동

DEMA Show 참관단

트레이너 평가관(ITE) 교육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국제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SDI/TDI/ERDI는 증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29일~12월 5일까지 대만

되고 있는 트레이너 교육 요청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

타이페이에서, 그리고 12월 17일~24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에

지 국제본부에서 직접 주관했던 강사 트레이너 교육(ITW)을

위치한 몬테칼로 리조트(손의식 강사)에서 각각 강사 트레이너

2013년부터는 본부 트레이닝 부서에서 트레이너 평가관을 지정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여 트레이너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이에 따라 지난 11월 7~10일까지 4일간 미국 플로리다의 SDI/

에서 수시로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개최할 수 있으며 아시아 지

TDI/ERDI 본부 사무실에서는 최초로 선발된 트레이너 평가관

역에서 유일한 트레이너 평가관(ITE)인 정의욱 본부장이 교육을

(ITE)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직접 주관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번 트레이너 평
가관(ITE) 교육에는

■ SDI TDI 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회장 브라이언 카니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Brian Carney)를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비롯하여 4명의 트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레이닝 디렉터가 교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육을 주관하였고 작
년에 선발된 교육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

자문위원(training

다. 특히 해외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2012 SDI/TDI/ERDI 트레이너 평가관(ITE) 교육

advisory) 중 8명이 선발되어 교육에 참가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SDI/TDI/ERDI 한국 본부장이며 교육 자문위
원인 정의욱 본부장이 참가하여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SDI/
TDI/ERDI 트레이너 평가관(ITE)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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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사항

DEMA Show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4~17일까지 미국 라스베
가스에서 개최되는 DEMA SHOW에 참관할 예정이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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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3-671-0380~1

http://38marine.com

아름다운 제주의 다양한 테크니컬 다이빙 포인트를 개발
제주도 다이빙을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안내해드립니다.

BANG 2 DIVERS
TECHNICAL DIVING CENTER
• 외돌개 펜션단지의 시설좋고 전망좋은 펜션 이용
• 테크니컬 다이빙, 펀 다이빙, 체험 다이빙 안내
• 문섬, 섶섬, 범섬 다이빙 및 보트 다이빙 안내
• 숙식 다이빙 포함한 일체형 패키지 투어 제공

방2 다이버스(한국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대표 :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 전화. 064-738-0175 / 휴대폰. 010-2384-6552
이메일. tritonb@hanmail.net /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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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PCI 실리더 검사관 및 IANTD 기체 블랜더 강습

다양한 수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기간 중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바다가꾸기 봉사활동

10월 13일 토요일에 IANTD 본부 강의실에서 PCI 실린더 검

과 금능리 어촌계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 지사가 어촌

사관 및 IANTD 기체 블랜더 강습을 실시하였다. PCI 실린더 검

사랑(1사 1촌)자매 결연 협약식 있었다. 교육에 도움을 주신 한

사관은 미국에서 실린더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가장 인증받는

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제주도 한림에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코스로 한국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이 진행을 하였으며 실린

김창환 트레이너와 스텝에게 감사 말을 전한다.

더 내·외부의 상태를 점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세척, 관리에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 IANTD 기체 블랜

10월 2일 신규 강사 및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더 및 기체 블랜딩 강사 강습
은 홍장화 본부장이 진행을

10월 2일 진해에서 황영민 강사 트레이너 주관으로 강사 교

하였으며 올바른 나이트록스

육 및 크로스오버를 진행하였다. 신규 강사로 강광일(EANx),

(Enriched Air Nitrox) 블랜

김희준(EANx), 박성화(EANx) 성공적으로 강사교육을 마쳤고,

딩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이

또 이재민 강사는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강사로 크로

론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

스오버를 했다. IANTD 다이버 교육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많은

교육에는 고석태 트레이너

활동을 기대한다. (스텝으로 송한준 강사가 참석했다.)

(속초), 김창환 트레이너(제주
도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김창제 트레이너(락 다이빙), 황영
석 트레이너(울산 노틸러스), 박재형 강사, 임용한 강사, 정경원 강

10월 25일 신규 강사교육 및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사(락 다이빙), 조현수 강사(군산 수중세계 잠수산업), 한길영
NAUI 코스 디렉터(세부 포비 다이버스), 박동율, 안영구, 성상용

10월 25일 리쿰 스쿠버에서 이원교 강사 트레이너 주관으로 강

다이버(울산 노틸러스) PCI(Professional Clinder Inspectors)의

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사 교육에는 정용진 (EANx)강사가

검사관 및 기체 블랜더 및 기체 블랜딩 강사로 인증 받았다.

신규 강사로 등록하였고, 크로스오버 강사로 오정선(EANx)강사

PCI(Professional Clinder Inspectors)의 검사관 및 기체 블랜

로 등록하였다. IANTD 다이버 교육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많은

더 강습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활동을 기대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고급 다이버 강습

10월 25일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10월 25~29일 까지 제주 한림 금능 마린 게스트 하우스(수

10월 25일 IANTD KOREA 사무실에서 홍장화 본부장님 주

중 산책)에서 IANTD 나이트록스, 딥,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관으로 크로스오버가 실시되었다. 이번에 크로스오버 강사로

와 기체 블랜더 강습을 실시하였다.

강대채(EANx), 우대희(Adv EANx), 조현수(EANx)가 등록하였
기체 블랜딩, 나이
트록스는 김창환 트레

다. IANTD 다이버 교육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많은 활동을 기
대한다.

이너가 딥 다이버는
유근목 강사가 어드밴
드스 나이트록스는 홍
장화 본부장이 진행하
였다. 개방수역 실습은
금능리 앞바다 인공어
초 포인트와 산호 동
산 포인트, 난파선 포
인트, 비치 포인트, 수
심 10m에서 4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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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신규 퍼슬리티 안내

전남 순천시 가곡동에 위치한 수중세계 잠수산업이 신규 퍼슬리티로 등록하였다. 조
현수 강사가 운영하며 스킨스쿠버 교육 및 수중 촬영, 토목, 용접, 절단, 소나조사,
CCTV, 수색인양, 장비 대여, 장비 판매등을 하고 있다.
• 대표 : 조현수
• 주소 : 전남 순천시 가곡동 6-1(두루미분수대 앞)
• 휴대폰 : 010-3500-2686
• 전화 : 061-721-8006
• 팩스 : 061-904-8006
• 메일 : scuba3985@hanmail.net

IANTD 퍼실리티 소식
11월 1~6일까지 필리핀 아릴라오
MOS리조트에서 울산 노틸러스팀 해
외 정기 투어가 있었다. 이번 해외
투어에서는 나이트록스 다이버, 블랜
딩,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나이트록스 다이버
교육는 유기정 강사와 정승규 강사
가 블랜딩 교육 과정은 김동원 강사
가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교육은 황영석 트레이너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해외 정기 투어 참가자로 황영석
트레이너, 김동원, 유기정, 정승규 강사 김정훈, 박동률, 이희석, 안영구, 송충열 다이브
마스터 성상용, 이남우 다이버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었다.

2013년도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갱신 공지
10월 1일~12월 31일까지 IANTD KOREA 강사/강사 트레이너 갱신을 실시한다.
• 갱신 기간 : 10월 1일 ~ 12월 31일접수
• 장소 : IANTD KOREA 본부 및 본부 이메일(iantd@iantd.co.kr)
• 갱 신 비용 : 다이브 마스터 10만원,
		

강사 15만원,

		

강사 트레이너 20만원

• 입금 계좌 번호 : 100048-56-109556 농협 홍장화 - 강사등록신청서 작성 			

의료용문진 작성

본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바란다.
■ 자세한 문의 본부전화 : 02-486-2792
팩스 : 02-486-2793
이메일 : iantd@iant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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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상급 다이버를 위한 매뉴얼(Dive Leading) 출시

강사해양과정과 평가

새로운 매뉴얼은 특별히 상급 다이버(Dive Leader)를 위해

지난 9월25~29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CEDA리조트(대표 : 최원

집필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보기 편하도록 적당한 양으

철)에서 강사교육 해양과정 및 평가과정이 진행되었다. 총 2명의

로 정리해 놓았다. 저자인 BSAC의 전 의장인 Deric Ellerby氏

강사후보생(김선국, 최우집)의 교육과 평가를 박종섭 본부장의

에 의해 집필된 ‘Dive Leading’은 초급 매뉴얼인 ‘The Diving

주관 하에 이진영 트레이너가 진행했다.

Manual’과 시리즈로 연결된 매뉴얼로써 이제 다이빙 인증을 획
득한 다이버부터 다이브 리더까지를 위하여 서로 보완적인 내
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다른 모든 다이버들을 위한 표준 참고자
료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이브 리딩은 다이빙 계획, 다
이빙 환경, 호흡기체 및 다이빙의 유형 등의 내용으로 단원들이
구성되었다. 총 160페이지 전체를 컬러로 인쇄했으며, 다이브 리
더과정을 위하여 그간에 사용되었던 학습서와 함께 이번의 새
로운 매뉴얼이 교육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것이다.

BSAC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지난 9월 29일~10월 3일까지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워크샵이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MB오션블루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의 전달
과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졌다.

새로운 다이버 인증서 디자인 변경
그동안 사용되었던 인증서에 대한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다이
버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변경된 이번 작업에 이어 조만간
SDC 각 과정에 대한 디자인도 변경될 예정이다.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
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
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트레이너(Approved Instructor trainer)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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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받게 된다.
본 워크샵에는 김기억, 배봉기, 이기호, 천재곤 강사가 참가했으며, 박종섭 본부장이
총괄진행을 했다.

BSAC KOREA 총회
지난 10월 19일 오후 6시 서울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2012년 BSAC 코리아 총회
‘Dive Leading’ 한국어 번역판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스콧 와이트만
(Scott Wightman) 주한 영국
대사와 BSAC 다이버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BSAC 현
부회장인 토니 마샬(Tony
Marshall), BSAC Japan의 순
호소가와(Sun Hosogawa) 회
장 등이 참가하여 환영사와 축
사 를 해 주었 고 , ‘ D i v e
Leading’ 저자인 데릭 엘러비
(Deric Ellerby) BSAC 전 의장은 직접 서명한 한국어 번역본을 와이트만 영국대사를
비롯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해주었다.
박종섭 BSAC 본부장은 해외에서 참가한 BSAC 멤버들에게 하회탈을 선물하며 감사
의 뜻을 전하였으며, 출판기념회에 이어 BSAC 코리아에서는 올해 새롭게 탄생한 BSAC
신규 트레이너와 신규 강사에 대하여 인증서 수여식도 가졌다. 총회 참가자들은 중요
행사를 마친 뒤에 대사관저에 마련된 뷔페 식사와 와인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다이빙계의 모임 중에 이렇게 영국식의 의전을 갖춘 모임을 가진 예는 처음
이라며 즐거워했다.
총회를 마친 뒤에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BSAC 멤버들은 따로 뒤풀이를 가지며 한해
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등록
BSAC의 우수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전담할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센터 두 곳이
BSAC KOREA 본부에 등록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BSAC의 테크니컬 다이빙 프로그램과 강사교육을 진행해왔던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의 MB오션블루(김용식)와 테크니컬 다이빙의 대표 주자로서 최고의 인
지도를 갖고 있는 다이버스 리퍼블릭(박재석, 박헌영)이 이번 BSAC KOREA 강사교육센
터 등록과 함께 전문 테크니컬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곳으로 지정되어 앞으
로 BSAC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MB오션블루

다이버스 리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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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 소식
2012-3기 장비전문가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어졌다.
2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들은 구조잠수 강
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구조다이버 교육과정의 선봉에 서서

CMAS KOREA는 지난 10월 17일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강의

보다 많은 구조 다이버들을 교육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실에서 활동성 강사를 대상으로 장비전문가 강사교육과정을

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차기 구조잠수 교육과

실시하였다.

정은 내년 3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비전문가 교육과정은 장비 전반에 관한 고장의 진단 및 처
치, 적절한 장비의 관리 및 선택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되

• 참가자명단 : 임정식, 이석준, 이경진, 유두열, 유금성,

는 교육과정이다. 호흡기 작동원리를 비롯한 장비의 고장 유형

		

손태욱, 김진석, 김재홍, 김외태

과 처치, 공기통 육안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오전 강의가 이
루어졌고 호흡기 일단계의 구분 및 동계형 판막식 일단계와 균
형식 이단계의 분해 결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오후 강의와 실

2012-3기 나이트록스다이빙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습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호흡기의 이단계와 일단계의 종
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 호흡기의 특성을 이해함은

CMAS KOREA는 지난 10월 13일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강의

물론 호흡기 일단계와 이단계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능력

실에서 활동성 강사를 대상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교육

을 키우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수료 후 각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 장비 리페어
세미나에 참석하여 보다 완벽한 장비전문가 강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교육과정에는
모두 5명의 강사가 지원하였다.
• 참가자 명단 : 이석준, 이경진, 심희광, 임정식, 김태연

2012-3기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2012-3기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이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
일간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강의실과 올림픽 다이빙풀에서 활동
성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40% 미만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안전하
게 잠수하는 절차와 기술들을 다루는 과정이다. 산소 농도를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은 얼음밑 잠수와 더불어 상급 강사

높인 기체를 잠수에 사용함으로써 무감압 한계시간을 연장하

로 승급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다. 교육 첫날에는 구조잠수

고 스포츠다이빙 중에도 나이트록스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

강사 교본 검토 및 수영장 구조잠수 실기과정이 진행되었고 교

하고 즐거운 잠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육 2일차에는 CPR 과 AED 사용법에 관해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산소농도가 높은 기체를 사용함에 있어 항상
산소분압이 1.4~1.6기압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탱크는 나이
트록스 전용탱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게 나이트록스 계획하
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 이론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나이트록스의 역사, 물리, 생리, 계획, 기술, 산소
분석,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배움으로써 나이트록스를 잠
수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특히 산소분석, 산소사용 한계수심 계산, 최적 혼합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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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분압 계산 등과 같은 혼합기체 잠수 기본 지식을 확실히

행사 기간 중 4회의 친목 다이빙이 나곡수중, 수리조트, 털

이해 함으로써 고급 나이트록스나 감압절차, 트라이믹스 다이

보리조트, 그랑블루, 고인돌리조트, 워터월드, 무어해저, 킹스톤

빙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수

리조트, 씨워드스쿠바 등 9개 다이빙 리조트 앞바다에서 진행

있었다.

되었는데 특히 행사 첫날인 10월 27일 진행된 다이빙이 어민들

교육과정은 정창호, 오승철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모두

의 골칫거리이자 유해 생물로 분류되고 있는 불가사리 제거 행

12명의 강사가 참가하였다.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

사를 겸해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3.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들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적극 나설 것

양의 불가사리를 울진군 앞바다에서 제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라 기대되며 차후 바다에서 EAN 32와 EAN 36을 사용하여

불가사리 채취대회에 이어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만찬 겸

각각 1회 이상 잠수하고 그 기록을 본부에 제출하면 나이트록

환영파티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 중에 가수 초청 공연,

스 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불가사리 채취대회 우수클럽 시상,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차기 나이트록스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은 내년 3월 중 서울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불가사리 채집대회 개최 결과 무려 720kg의 불가사리를 채
집한 털보리조트 참가클럽(씨러브클럽/이석준 클럽/이근성클

• 참가자 명단 : 정병일, 이석준, 김재홍, 김태연, 임정식,

럽)이 우승의 영광과 푸짐한 시상품을 얻는 행운을 잡았고 이

			

유금성, 김진석, 이경진, 엄세열, 임선희,

에 이어 2위는 520kg의 불가사리를 제거한 나곡수중팀(가이아

			

최종욱, 최광익

클럽/고대잠우회/광주잠수스쿨)이 차지하였다.
본 행사 기간 중 가이아클럽과 고대잠우회, 광주잠수스쿨이

2012 울진다이빙페스티벌 행사 개최 결과

나곡수중에서, 서울메트로클럽과 w 다이브센터가 수리조트에
서, 씨러브클럽과 이석준 클럽, 이근성클럽이 털보리조트에서,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10월 27일(토)~28일(일)까지 양일간

김상준클럽과 부산수중협회, 바추클럽, 정보윤클럽이 그랑블루

에 걸쳐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및 울진군 소재 다이빙 리조트

에서, 짱스쿠버클럽과 가디언, TK 레포츠, 져스틴즈 클럽, 퐁당

앞바다에서 2012 CMAS Korea 울진 다이빙 페스티벌 행사를

퐁당클럽, 골드피쉬클럽이 고인돌리조트에서 인천대학교사회체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씨마스 회원간 친목도모 및 단합, 울진

육과 학생클럽이 워터월드에서, 씨보우클럽과 에스프리클럽이

군 다이빙 리조트 및 국내 다이빙의 활성화, 건전한 스쿠버다

무어해저에서 강원도스쿠버연합회와 정스쿠버클럽이 킹스톤리

이빙 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는 강사

조트에서 TNB와 조종철클럽이 씨워드스쿠버리조트에서 각각

및 회원 200명, 협찬사 15명, 리조트 15명, 레포츠센터 10명, 임

투숙하며 2박 3일간 총 4회의 다이빙을 즐겼다.

직원 10명 등 250명의 다이버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 진행본부에서는 날씨가 나빠져 다이빙 행사가 취소되

특히 본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레오투어,

지는 않을까 염려하였지만 다행히 날씨가 다이빙을 진행할 수

마레스, 마린뱅크, 모비스, 아쿠아렁코리아, 아쿠아코, 오션챌린

없을 만큼 나쁘지 않아 무사히 4회의 잠수를 모두 마칠 수 있

져, 우정사, 인터오션, 자이언트, 테코, 파티마, 하나프라자, 해

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파

왕, 헬시온 코리아 등 여러 협찬사에서 많은 협찬품을 협찬해

도가 전혀 없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야말로 다이빙하기

준 결과 참가자들 모두에게 많은 상품이 제공될 수 있었다.

에 최적의 날씨이었다.

본 행사는 CMAS KOREA가 주최하고 CMAS KOREA와 울

이번 행사는 강사 체육대회를 대신해서 마련되었고 처음 진

진군 다이빙리조트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울진군청, 수중세계,

행된 다이빙 페스티벌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했던 성

해저여행,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연

공적인 행사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합회 등이 후원하였다.

있게 해주었다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준 씨마스코리아와 울
진군다이빙리조트연합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부족했지만 무사히 2박 3일간의 페스티벌을 마
쳤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 협찬사 임직원, 울진군 다이빙리조트 연
합회 관계자,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관계자, 행
사진행에 도움을 준 씨마스코리아 트레이너, 바
쁜 가운데에서 페스티벌에 참가한 강사 및 회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는 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다이빙페스티
벌을 만드리라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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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SAI-KOREA 소식
PSAI Technical Emergency Analysis &
Management TEAM Program 한글판 교재 출시

PSAI WORLD 소식 : PSAI ISO 인증
PSAI의 교육 과정 및 인증 과정

PSAI KOREA에서 Technical Emergency Analysis &
Management TEAM Program 한글판 교재가 출시되었다. PSAI

들이 국제표준화 기구 ISO의 엄격
한 기준을 통과하고 인증되었다.

Technical Emergency Analysis & Management TEAM

PSAI의 회장인 Gary L.Taylor는

Program 교재는 테크니컬 다이버의 구조, 다이빙 사고 취급 절

PSAI 교육과정의 ISO 인증에 매우

차, 재 호흡기 다이버의 구조, 훈련방법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

기뻐하며 ISO 인증에 성공할 수 있

된 교재이다.

도록 협력하여준 모든 P S A I
PSAI KOREA 에서는 강사

Professional 멤버들과 Country

및 다이버들에게 Technical

Licensees 및 이사회에 감사의 뜻

Emergency Analysis &

을 전했다.

Management TEAM Program

(BS EN ISO 9001:2008)

교육을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교재 구입 문의

해양 경찰청장 해양경찰 감사장 수여

는 각 퍼실리티 및 PSA I
PSAI Korea의 성낙훈 본부장은

KOREA본부로 연락바란다.

지난 9월 24일 해양경찰청으로부
• 저자 : Mark Andrews

터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감사장

• ISBN : 978-89-97068-30-2

은 제 5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

(00690)

이하여 전달 되었다. 해양경찰 소
속이 아닌 일반인에게 감사장이

PSAI Cave Diving – Safe & Smart
한글판 교재 출시

수여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PSAI
Korea와 성낙훈 본부장에게 더욱
뜻 깊은 감사장이 되었다.

PSAI KOREA에서 Cave
Diving 한글판 교재가 출시되었
다. PSAI Cave Diving 교재는

KISS Rebreather 교육

Cave Diving의 역사, 동굴다이
빙에 적합한 장비, 가이드라인과

9월 24~27일까지 4일간 PSAI 퍼실리티인 경북 포항의 구룡

네비게이션 기술, 동굴 다이빙의

포 펀다이브 리조트(대표 : 김동윤)에서 성낙훈 본부장의 주관

계획, 가스 메니지먼트, 긴급상

하에 KISS CCR Rebreather 교

황 대응 방법, 사고 대응, 동굴

육이 진행되었다. PSAI 퍼실리

탐사 기술 등 동굴다이빙에 대

티 울산 스쿠버 다이빙의 최상

해 자세히 설명된 교재이다.

진 IT와 김범수 강사, 최용일

PSAI KOREA에서는 강사 및
다이버들에게 Cave Diving 교육을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 교재 구입 문의는 각 퍼실리티 및 PSAIKOREA본부로
연락바란다.
• 저자 : Steve Gerrard, Gary L. Taylor, Martyn Farr
• ISBN : 978-89-97068-00-5 (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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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참가한 이번 교육에

는 KISS 재호흡기의 구성과 원리, 운용방법 및 관리 방법 등 재

이 열리며, PSAI HQ에서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참가인원을 50

호흡기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명으로 제한한 기념 만찬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Hal Watt”의

이번 교육 진행은 안승철 IT(IT-1170)와 성낙훈 본부장이 진행

친필 서명이 된 Hal Watt 한정판 자서전을 제공하였다.

하였다.

폴리텍3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학과 트윈셋 및
강사 세미나

퍼실리티 소식

PSAI Extream Team

11월 1일 PSAI에서는 폴리텍3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학과

PSAI Extream Team(PSAI KOREA 실버 퍼실리티 : 구성란 회

를 찾아 2학년 학생들에게 트윈셋 세미나, 1학년 학생들에게는

장)과 해양경찰청 테크니컬 연구모임인 포세이돈 익스트림팀이

PSAI IQC 과정에 대해 세미

친선 교류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10월 26~28일까지 3일간 진행

나를 진행하였다.

된 이번 행사는 동해시에 위치한 행복한 해적 리조트에서 총 17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로 인해 이번 세미나를

명이 참가하였다. 동해시 인근 바다의 수중 정화활동과 아울러
마취관리 Lv.5 (61m)와 Advanced Nitrox 과정을 실시하였다.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다.

■ Poseidon Extreme Team
	- 해양 경찰 테크니컬 다이빙 연구모임인 포세이돈 익스트
림 팀은 앞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양경찰 구조 수색 분야에 선도적인 역

PSAI DEMA Show 참관 및
50th Anniversary Dinner

할을 담당하기 위해 발족한 테크니컬 다이빙 연구 모임
-	팀명 : " Poseidon Extreme Team" - 바다의 신을 상징하
는 포세이돈은 해양경찰을 상징적으로 포출함

PSAI Korea에서는 11월 14~17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DEMA
Show 2012에 참관 하였다. PSAI 부스를 찾아 PSAI 전 세계 회

-	고문 및 팀원 구성 :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 계장님 이하 각
지역 구조대장및 구조대원으로 편성

의에 참여하고 PSAI 50주년 기념 만찬에도 참석하였다. 2012년
11월 15일(목) 오후 7~9시까지 PSAI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무어해저
11월 6일 PSAI KOREA 골드 퍼실리티인 무어해저(대표 : 홍정
일)이 위치한 울진군 오산항 인근 바다에 6M 높이의 3단 강제
어초가 설치되었다. 수심 22M에 총 2개의 강재어초가 설치되었
으며 수중생물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 더욱더 멋진 수중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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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될 것이다.

신원섭 I-1229 IQC - 성낙훈 ITE

PSAI KOREA 골

송호연 DM-1215 - 김용선 IT

드 퍼실리티인 무어

조문석 DM-1216 - 김용선 IT

해저(대표 : 홍정일)

조충휘 DM-1217 - 김용선 IT

에서는 12월 30일 ~
1월 2일(3박 4일)까

PSAI KOREA 공고

지 제 3회 무어해저
송년회를 진행한다.

2차 PSAI 50주년 기념 다이빙 페스티벌

참가인원은 고객
님들의 편의상 35명으로 한정되어있으며, 11월 25일 까지 예약
하셔야만 참가 가능하다. 참가하신분 전원에게 3박 4일 동안 숙

PSAI KOREA에서는 PSAI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 2차
PSAI 50주년 기념 다이빙 페스티발”을 실시한다.

식과 무제한 다이빙을 제공하며 고급 방풍자켓과 드라이슈트내
피(선택)를 증정한다. 다이버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다이

• 일시 : 2012 11월 23~28일(6일간)

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 장소 : 필리핀 보홀 수중세상 www.boholssd.com

참가신청 및 참가비여부는 무어해저로 문의해주기 바란다.

• 참가 대상 : PSAI KOREA 모든 멤버 및 다이버
• 주관 : PSAI Extreme Team

• 문의사항 : 054-782-6580(무어해저)

• 후원 : PSAI KOREA, PSAIKOREA 퍼실리티
1) 펀 다이빙 및 테크니컬 다이빙 – 팀별 운영 트레이너 및
강사운영
2) PSAI 각 교육 시스템 운영 여행
3) 사진 콘테스트(육상, 수중)
- 내용 : 50주년 행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육상 및
			

수중사진 선정

- 1위 : 20만원 상당 – 1인
- 2위 : 15만원 상당 – 1인
- 3위 : 10만원 상당 – 1인
- 입선 : 5만원 상당 – 3인
4) 모든 행사 참가자 : PSAI 50TH 기념 T 셔츠 제공
5) 11월 27일 50주년 “디너 행사”

2012년 PSAIKOREA 신년회
PSAI KOREA에서 2013년 PSAI 가족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PSAI KOREA 신년회을 개최한다.
• 일시 : 추후 결정(홈페이지 공지)
• 장소 : 추후 결정(홈페이지 공지)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강사

• 대상 : 내빈 및 PSAI 가족

2013년 Professional 갱신

남성우 IT-1228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박상배 I-1202 IQC - 최진전 IT

2013년 PSAI KOREA에 속한 Professional 갱신을 공지한다.

배성훈 I-1224 IQC - 성낙훈 ITE

• 기한 : 2012년 12월 31일

이순형 I-1225 IQC - 성낙훈 ITE

• 대상 : 2012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 받은 모든

박광호 I-1226 IQC - 성낙훈 ITE

		

조만종 I-1227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 갱신 방법 : psaikore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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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강사, 다이브 마스터 및 퍼실리티

GO SCUBA DIVING
강원도 고성군

그린레포츠
동명스킨스쿠바
속초다이버스
영금정스쿠바

38마린리조트
수산다이브리조트
아쿠아갤러리마린리조트
월드다이브리조트
인구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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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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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2012년 DEMA쇼 SEI-PDIC 아시아 참가

을 기울여온 상기 강사트레이너 평가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2년 11월 14~17일까지 개최
되는 DEMA Show에 참가한다. 올해 대마쇼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샌즈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다. PDIC-SEI의 CEO
탐리어드와 태디어스 바우든 이사, 그리고 아시아 담당 행정관
케빈김은 부스#1523에서 PDIC스탭들을 맞이할 것이다. 11월 16
일 5시에는 309호실에서 전체 국제 지도자 미팅을 개최한다.

SEI / PDIC 홍보 리플렛 제공
SEI-PDIC 한국본부에서는 맴버에게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하

PDIC-SEI 지도자 맴버들을 위한 세미나 및
특별 강습회 개최

는 홍보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본부에서 직접 디자인을
한 SEI/PDIC 각 자료는 스쿠버 입문을 위한 참여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비젼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

PDIC-SEI 코리아는 2012년 11~12월을 지도자 맴버들을 위한
세미나와 특별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월 10~11일은 새
롭게 개정된 2012년 나이트록스, RCCR, 드라이슈트 강좌를 시행
하여 김구 강사, 김종선
강사, 박복룡 강사, 임동
후 강사, 이상태 강사,
정구범 강사가 참여하
였고 정현우 TR, 김덕근
TR이 강좌를 진행하였
다. 24~25일은 수중촬
영과 BLS 강사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PDIC 강사트레이너 평가관 하반기 워크숍
강사 트레이너 양성 강습회
지난 11월 4일 경북 조정면허시험장에서는(전길봉 TR대표)
PDIC 코리아의 강사 트레이너 하반기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김영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3년을 새롭게 선도하고 교육의 리

기 TR, 박찬 TR, 김성문 TR, 전길봉 TR, 김성길 CD가 참여한 이

더로서 각 지역에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책임질 강사 트레이너

모임에서는 2012년 사업경과 보고와 2013년 맴버운영, ITC 평가,

양성 강습회(ITTC)를 지난 7월 1일~10월 30일까지 개최하였다.

TR 평가관제도 등에 대하여 폭넓고 의견들을 협의하였다. 또한
PDIC코리아는 십수년간 한국 PDIC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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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훈Tr(서울), 서규열Tr(전주), 전정원Tr(서울),
피성철Tr(인천)

YMCA 부산,경남 제30-31기 인명구조요원 평가회
YMCA 응급처치 운동본부에서는 인명구조요원 30-31기 대상
으로 BLS(기본인명구조술)수료과정과 평가를 시행하였다. 요원
25명이 참여한 교육에서는 전원 YMCA 심폐소생술 & AED사용
과정을 통과하였다.

한국해양대 해양체육학과 전공과목 시행
SEI 코리아에서는 2012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전공
과목으로 SEI 오픈워터다이버, 어드밴스드다이버, 마스터다이버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해양 체육학과는 선진 해양체육, 레져산업
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최
고의 교육시설 보
유와 전공의 심화
학습 및 실기를
통하여 우수한 리
더들을 배출하고
있다.

YMCA응급처치 운동본부
(주)신화네트웍스 PDIC다이버 리더쉽 안전 강습회

STX 백상어스쿠버클럽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PDIC 대전지역 (주)신화네트웍스 수중사업부에서는(정구범 강
사) 지난 11월 6일, 리더 맴버들을 대상으로 BLS 및 위기상황 대
처요령에 대한 강습회를 운영하였다.

STX 백상어스쿠버클럽은 2012년 11월 4일 창원 컨벤션센터
세코뷔페에서 클럽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회원, 가
족,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STX 백상어클럽은 창원공단에서 모범이 되는 클럽으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이빙
클럽으로 발전하였
고, 또한 창원공단
에서는 최초로 스
쿠버클럽을 창단하
여 스쿠버 대중화
에 많은 노력을 하
고 있다.(책임강사
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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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소식
PSI scuba 소식
김정미 코스디렉터(PSI스쿠버 대표)가 10월 6~21일까지 서울
PSI스쿠버에서 PADI 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사후보생이었던 김선중, 김윤아, 김태동, 박영도, 안지혜,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 소식
2012년 10월 PADI IE(강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관련 참가자들
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IDC 기간 : 2012년 09월 24일 ~ 2012년 10월 4일

이주연 강사는 주중 자율반과 주말반, 평일 저녁반을 각각 이용

- 강사 시험 일정 : 2012년 10월 5~6일

하여 코스를 이수하고 10월 26~28일까지 사흘간 울진에서

- 감독관 : 조지웨그만

진행된 강사시험(IE)을 통해 PADI 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번

- 코스디렉터 : 김현준

강사 동기들은 IDC 때부터 서로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 IDC 스탭 강사 : 정혜경, Peter Tay

잘하는 부분은 이끌어 주는 팀웍을 보였다. 때문에 쉽지 않은

- IE 참가자 : 김태영, 강주봉, 이용도, 이창호
Marion Masse(프랑스)

일정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며, IE 강사
시험 과정에서도 PADI 아시아퍼시픽 평가관님 또한 최고의
팀웍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0월 후보생들 역시 티칭 상태가 되자마자 DSD 체험다이빙

■ 2012년 11~12월 강사 교육 일정
- IDC staff 강사 교육 : 2012년 11월 27~28일

단체교육 및 정규 코스 교육을 시작하고, 각종 리페어 세미나에

- 강사 교육 : 2012년 11월 29일 ~ 2012년 12월 9일

등록 하는 등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PSI스쿠버는 이번

- 강사 시험 : 2012년 12월 10~11일

6명 강사님들의 도전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 프로로써의

- 스페셜티 강사 교육 : 2012년 12월 12일부터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강의실과 수영장 사용 및 교육장
비 렌탈 등 여러 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01월 강사 교육 일정
- IDC staff 강사 교육 : 2013년 1월 13~14일
- 강사 교육 : 2013년 1월 15~25일
- 강사 시험 : 2013년 1월 26~27일
- 스페셜티 강사 교육 : 2013년 1월 28일부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PADI강사시험이 진행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
김정미CD, 김선중, 박영도, 김태동 강사, 아랫줄 좌측부터 김윤아, 안지혜, 이주연
강사(뒷줄 좌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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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 스킨스쿠버연합회

제15회 국민생활

필리핀 세부 수중세상

■ 수중세상 이중현 대표 필리핀 대통령 표창

체육 대전광역시
스킨스쿠버연합회

2012년 8월 18일 필리핀 내무장관을 태운 경비행기가 세부에서

장기 대회를 10월

출발해 ‘나가’로 향하던 중 엔진결함으로 마스바테섬 인근 바다에

6~7일(1박 2일) 경

추락하여 필리핀 로브레도 내무장관과 두 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북 영덕군 대진스

사건이 발생하였다.

킨스쿠버 리조트에

당시 이미 경비행기는 수심 깊은 곳에 가라앉은 상태로 필리핀 해

서 24명의 회원분들

군은 다이버팀의 기술부족으로 필리핀 경찰에 급히 연락을 취하여

과 수중정화 및 주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한인 다이버팀에게 해군 구조팀과 함

변 환경보호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 하
게 되었다.

께 공조 수색작업을 함께 펼쳐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수중세상”의 이중현 대표 외 4명은 4일

대전광역시 스킨스쿠버연합회에서는 매년 3~4월 개해제를 시작

간 수심 62m에서 어려

으로 바다투어와 전국 스킨스쿠버 대회 및 장거리 핀수영대회까지

운 작업을 노련하고 순

연 10개 행사를 진행과 참가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각 구마다 투어와

조롭게 펼쳤으며, 뛰어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리더쉽 발휘로 필리핀
해군 구조팀의 귀감이

대전 스쿠버연합회는 5개구(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로 구

되었고, 필리핀 대통령은

성이 되어 있다.
우선 대전광역시 시연합회(원종호 회장), 서구(지순식 회장), 중구

수색인양작업을 성공시

(고재학 회장), 동구(김영기 회장), 유성구(박금옥 회장), 대덕구(손정

킨 한국인 다이버팀에게

대 회장) 강동호 사무국장, 김남용 책임강사 와 300명 이상의 회원들

필리핀 영웅 훈장 및 표

로 활동하고 있다.

창을 수여하였다. 이는
한국인 다이버로는 처음
있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다.
수상을 하는 이중현 대표

수색작업을 하는 구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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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soci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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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스쿠바연합회 소식

본사 내방 손님

■ 2013년 새로운 임원진 구성

• Kazuaki Ichikawa
- kaz@freediver.jp

제주스쿠바연합회에서는 2012년 11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 www.freediver.jp

전임 방이 회장을 재선출하였고, 2012년 11월 12일 임시 임원회
의에서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새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지난 11월 15일 전 일본의 프리다이
빙 최고 기록 보유자이자 수중촬영가

• 회장 : 방 이
• 자문위원 : 김병일, 유현재, 랄프
• 감사 : 이태훈

인 일본의 가쯔(KAZ)님이 본사를 방
문하였다. 본지 발행인과 프리다이빙
과 수중사진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 사무장 : 이훈선
• 이사 :	허천범(선박관리 운영), 이수형(시설 담당), 양충홍
(조직 관리), 김선일(사업기획 담당)

■ 제주스쿠바연합회의 수중정화작업 공시
제주스쿠바연합회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42
호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는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호를 위
해 수중문화재 보호시설 설치와 안전교육 및 환경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고자 연합회 회원들이모여 수중정화 작업을 다음
과 같이 진행합니다.

카메라를 구합니다!
● 필름 수중카메라 Nikonos-RS Body

•일시 : 2012년 12월 5일(수요일)
•대상 : 연합회 회원 전원
•장소 : 동부 방파제
•기타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간 잘 사용하던 Nikonos RS-AF Underwater Camera Body가 너무
혹사시킨 탓인지 고장이 났습니다. 부품용으로 사용키 위해 혹시 고장
나서 모셔 둔 Nikonos-RS Body 또는 정상 작동되는 Nikonos-RS Body를
양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장식용으로 필요하시다면 저의
Nikonos-RS를 대품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적당한 선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Tel : 010-3711-5176 이성우)로 전화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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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투어

2012년 (주)액션투어 월별 다이빙 일정 안내
필리핀 전지역

단
말레이시아 시파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9월 14~22일

일정 최소 4일

일정 8박 9일

모집 수시

특징 2013년 추석을 시파단에서!

특징 가장 편리한 항공일정으로 언제든 출발 가능.

역
말레이시아 전지

팔라우

출발 상시

출발 상시

일정 최소 6일

일정 최소 5일

모집 수시

모집 수시

특징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시파단. 2013년 시즌을 기다

특징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정규취항으로 더욱 편리해진 팔라우

리는 라양라양

역
인도네시아 전지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4월 8~16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8박 9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가
 장 작은 생물부터 가장 커다란 생물까지, 그 모든 것

특징 서남아시아의 보석 몰디브로 떠납니다. 잔여 2석 추가모

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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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서남아시아 몰디

집 중! 2012-2013 시즌 상시 모집.

스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코코

멕시코 칸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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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

특징 2014년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

아일랜드로 떠납니다.

코의 유명한 시노테 다이빙과 칸쿤 다이빙, 그리고 치체니
사 관광까지. 이후 관광일정 추가 가능. 쿠바 관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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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 : 02-3785-3535

(주)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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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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다이빙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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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다이빙

아닐라오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레이테

세부/막탄

리조트 다이빙

말라파스쿠아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코론, 아포리프
모알보알

푸에르토 갈레라, 사방비치

릴로안, 오슬롭

투바타하, 슬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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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다이빙

세이셀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모리셔스
코모도

마나도, 렘베

홍해/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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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제공

리버보드 다이빙

갈라파고스/에콰도르
리버보드 다이빙

호주, 남태평양

미주, 남미
코코스아일랜드
코스타리카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칸쿤/멕시코
크리스마스 섬

대보초, 용갈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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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티

리조트 다이빙

기타 동남아, 서남아
리조트 다이빙

시파단/말레이시아

리버보드 다이빙

몰디브

리버보드 다이빙

괌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피피섬,푸켓/태국

북태평양

리조트 다이빙

사이판

리조트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얍

리버보드 다이빙

버어마뱅크/버어마
리버보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오키나와, 오가사와/일본

시말란/푸켓,태국

리조트 다이빙

리버보드 다이빙

팔라우

리조트 다이빙

축

마셜제도
  303

본지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실전사례와 촬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수중
사진가의 필독서.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
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이용업, 정의욱 공저·254쪽·값 30,000원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217쪽·
값 30,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 다이빙

다이버가 만나는 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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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만든 어류도감.

수중사진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어류도감

박정호 지음·사진/DEPC·248쪽·
값 38,000원

360쪽·값 12,000원

해몽

13인의 BLUE

Marine Odyssey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
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
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
졌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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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

어드밴스드 다이빙 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초보다이버에서 상급 다이버가 되기 위한
교본.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정의욱 지음·168쪽·값 25,000원

글/사진 정의욱·328쪽·값 20,000원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
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
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
기들은 실감나는 수중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
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
찰 안내서.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의 수화법

상어의 인간사냥

더싸일런트월드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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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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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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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영 지음·280쪽·값 8,000원

인류가 수중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1940년대에 쿠스토와 그의 동료들이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소설.

값 10,000원

김풍등 옮김·336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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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홈페이지 접속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 를 입력하세요.

과월호와 최신호가 모두 수록!!!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스쿠바다이버 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웹매거진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키워드로 지난 과월호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
찾고자 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되는 각 호와 페이지가 검색되고, 이 때 페이지를 선택하면 내용이 보여집니다.

e-book

과월호 목록

2012.09/10 (No.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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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8 (No.150)

2012.05/06 (No.149)

2012.03/04 (No.148)

2012.01/02 (No.147)

2011.11/12 (No.146)

2011.09/10 (No.145)

2011.07/08 (No.144)

2011.05/06 (No.143)

2011.03/04 (No.142)

2011.01/02 (No.141)

2010.11/12 (No.140)

2010.09/10 (No.139)

2010.07/08 (No.138)

2010.05/06 (No.137)

2010.03/04 (No.136)

2010.01/02 (No.135)

2009.11/12 (No.134)

2009.09/10 (No.133)

2009.07/08 (No.132)

2009.05/06 (No.131)

2009.03/04 (No.130)

2009.01/02 (No.129)

2008.11/12 (No.128)

2008.09/10 (No.127)

2008.07/08 (No.126)

2008.05/06 (No.125)

2008.03/04 (No.124)

2008.01/02 (No.123)

2007.11/12 (No.122)

2007.09/10 (No.121)

2007.07/08 (No.120)

2007.05/06 (No.119)

2007.03/04 (No.118)

2007.01/02 (No.117)

2006.11/12 (No.116)

2006.09/10 (No.115)

2006.07/08 (No.114)

2006.05/06 (No.113)

2006.03/04 (No.112)

2006.01/02 (No.111)

2005.11/12 (No.110)

2005.09/10 (No.109)

2005.07/08 (No.108)

2005.05/06 (No.107)

2005.03/04 (No.106)

2005.01/02 (No.105)

2004.11/12 (No.104)

2004.09/10 (No.103)

2004.07/08 (No.102)

2004.05/06 (No.101)

2004.03/04 (No.100)

2004.01/02 (No.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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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No.098)

2003.09/10 (No.097)

2003.07/08 (No.096)

2003.05/06 (No.095)

2003.03/04 (No.094)

2003.01/02 (No.093)

2002.11/12 (No.092)

2002.09/10 (No.091)

2002.07/08 (No.090)

2002.05/06 (No.089)

2002.03/04 (No.088)

2002.01/02 (No.087)

2001.11/12 (No.086)

2001.09/10 (No.085)

2001.07/08 (No.084)

2001.05/06 (No.083)

2001.03/04 (No.082)

2001.01/02 (No.075)

2000.11/12 (No.080)

2000.09/10 (No.079)

2000.07/08 (No.078)

2000.05/06 (No.077)

2000.03/04 (No.076)

2000.01/02 (No.075)

1999.11/12 (No.074)

1999.09/10 (No.073)

1999.07/08 (No.072)

1999.05/06 (No.071)

1999.03/04 (No.070)

1999.01/02 (No.069)

1998.11/12 (No.068)

1998.09/10 (No.067)

1998.07/08 (No.066)

1998.05/06 (No.065)

1998.03/04 (No.64)

1998.01/02 (No.063)

1997.11/12 (No.062)

1997.09/10 (No.061)

1997.07/08 (No.060)

1997.05/06 (No.059)

1997.03/04 (No.058)

1997.01/02 (No.057)

1996.11/12 (No.056)

1996.09/10 (No.055)

1996.07/08 (No.054)

1996.05/06 (No.053)

1996.03/04 (No.052)

1996.01/02 (No.051)

1995.11/12 (No.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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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0 (No.049)

1995.07/08 (No.048)

1995.05/06 (No.047)

1995.03/04 (No.046)

1995.01/02 (No.045)

1994.11/12 (No.044)

1994.09/10 (No.043)

1994.07/08 (No.042)

1994.05/06 (No.041)

1994.03/04 (No.040)

1994.01/02 (No.039)

1993.11/12 (No.038)

1993.09/10 (No.037)

1993.07/08 (No.036)

1993.05/06 (No.035)

1993.03/04 (No.034)

1993.01/02 (No.033)

1992.11/12 (No.032)

1992.09/10 (No.031)

1992.07/08 (No.030)

1992.05/06 (No.029)

1992.03/04 (No.028)

1992.01/02 (No.027)

1991.11/12 (No.026)

1991.09/10 (No.025)

1991.07/08 (No.024)

1991.05/06 (No.023)

1991.03/04 (No.022)

1991.01/02 (No.021)

1990.11/12 (No.020)

1990.09/10 (No.019)

1990.07/08 (No.018)

1990.05/06 (No.017)

1990.03/04 (No.016)

1990.01/02 (No.015)

1989.11/12 (No.014)

1989.09/10 (No.013)

1989.07/08 (No.012)

1989.05/06 (No.011)

1989.03/04 (No.010)

1989.01/02 (No.009)

1988.11/12 (No.008)

1988.09/10 (No.007)

1988.07/08 (No.006)

1988.05/06 (No.005)

1988.03/04 (No.004)

1988.01/02 (No.003)

1987.11/12 (No.002)

1987.09/10 (No.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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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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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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자이언트

아쿠아텍

영국 Apeks 공식수입원 Giant

OMS, D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수입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전화: 02-378-3503~4
팩스: 02-374-8402
홈페이지: www.divegiant.com
대표: 정인호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95-1 조이빌딩2층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업체안내
장비업체·여행사
아쿠아시스템
DUI DRY SUIT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6-32 1층
전화: 02-470-9967
휴대폰: 010-3788-0314
이메일: aquamark38@hotmail.com
대표: 이명섭

바다강/아쿠아스포츠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본사전화: 051-621-6003
지사전화: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헬시온 코리아

(주)즐겐슨아시아

헬시온 한국 수입처

텍 다이빙 컴퓨터

서울시 성동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701호
전화: 02-929-0858
팩스: 02-922-6823
대표: 유재철

캠스퀘어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판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58번지 4층
전화: 02-414-1472
팩스: 02-414-1402
홈페이지: www.aquako.com
대표: 방주원

MSL 콤프레서
호흡용 콤프레서 제조,판매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3
전화: 031-541-7000
팩스: 031-542-2999
홈페이지: www.mslcomp.com
대표: 성세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5-1 2층
전화: 02-402-1244
팩스: 02-402-1243
홈페이지: www.liquivision.co.kr
대표: 김홍학 이사

파워스쿠버 상사
스쿠버 장비판매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1층
전화: 02-572-4522
팩스: 02-572-4524
홈페이지: www.powerscuba.co.kr
대표: 임응순

DEPC
Digital Eco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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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액션투어

Philippine Airlines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항공권 실시간 예약

항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전화: 02-3785-3535, 3536
팩스: 02-6234-5100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대표: 이민정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1층
전화:1544-1717
홈페이지: www.philippineai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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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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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동 88-2번지
SK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104호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홈페이지: www.kuda.or.kr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업체안내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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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576-2993
02-439-9993
홈페이지: www.scda.kr
원장: 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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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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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풀

경기스쿠바 다이빙풀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내 다이빙 교육 전용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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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안내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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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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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량도해양리조트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체험스쿠바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마을 660
전화: 055-641-1278
팩스: 055-755-3224
휴대폰: 011-552-7212
홈페이지: www.donji.net
대표: 박출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센터장: 이상진, 부센터장: 엄대영

이지다이빙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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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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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스킨스쿠바

백스쿠바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다이빙전용풀,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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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 리조트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12번지
전화: 054-733-1382
휴대폰: 010-3539-7800
홈페이지: http://djscuba.co.kr
대표: 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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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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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굿다이버 리조트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052-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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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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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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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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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다이브

원주스쿠버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 다이빙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수중촬영/국내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전화: 064-733-7774
휴대폰: 010-8812-0545
홈페이지: cheonjiscuba.com
대표: 김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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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lek0006@hanmail.net
대표: 이의국

스쿠버칼리지

네모선장리조트

전국 강사교육 트레이닝 센터 운영

강사양성과정 수시개최, 다이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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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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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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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전화: 064-713-0098 팩스: 713-0099
홈페이지: www.marine4to.com
대표: 황윤태

업체안내
해외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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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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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안내
해외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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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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쿠아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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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드라이 슈트를 독점 수입 공급합니다.
소방용

®

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

®

Blue Heat

FLX 50/50

CF 200

TLS 350

FLX Extreme

CLX 450

XM 450/250

ERNATIONAL

®

®

®

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1963년 설립
● ISO, CE 인증 드라이 슈트
● 전세계 가장 많은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세계 최고의 동굴 탐험 팀과 테크니컬 다이빙 팀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미국 Navy SEAL, Air Force 등 20개국 이상의 군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미국 해양 경찰, 소방서 등 다수의 국가 공공 기관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ISO•CE 인증서
아쿠아시스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32 1층
Tel. 02)470-9967 / 010-3788-0314

E-mail. aquamark38@hotmail.com

PRO LIGHT DRYSUIT
프로 라이트 드라이슈트는
레저다이빙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클로텍스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PU 코팅된 무릎패드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충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

프로 라이트 드라이슈트(PRO LIGHT)
가볍고 부드러우며 심플한 레저 다이버용 드라이슈트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L’ 사이즈 무게 : 2.5kg)
재봉 선을 최소화하여 누수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착용감이 월등합니다.
프로 라이트 드라이슈트는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www.mar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