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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텍스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충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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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코팅된 무릎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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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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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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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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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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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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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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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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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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sk in scub a

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여행 및 A/S 등 여러분이 필요로한 스킨스쿠바 다이빙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www.mares.co.kr/maresproshop
서울

Tel : 02-545-3912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4층

http://www.paransum.co.kr
Tel : 031-262-18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타 213호

http://www.mnmscuba.co.kr

대전

Tel : 042-863-0120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77-4

http://www.expodive.com

대구

저스틴즈스쿠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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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51-405-3737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49-43

http://www.ezdiving.co.kr
Tel : 051-751-9496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8-9

http://www.diveok.com

김해
전북

장유스쿠버

Tel  : 055-326-1500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로 26번길3 101호

http://cafe.naver.com/jangyudiving
Tel : 063-855-4637
전북 익산시 신동 814-17

http://www.nonamjin.com

광주

Tel : 062-653-0528
광주시 서구 덕흥동 984-3

http://www.div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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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투어

구독자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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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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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강당, 강의실, 회의실, 식당, 매점 및 카페테리아, 풋살장, 족구장 등의 시설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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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교육생 동시 수용
-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콘텐츠 개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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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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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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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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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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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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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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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문희 (EANx)
송우용 (EANx)

송태민 (EANx)
송한준 (Adv EANx)
신길용 (EANx)
신명철 (EANx)
양성호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정석 (EANx)
오정선 (EANx)
오춘수 (Adv. EANx)
유근목 (Technical)
유기정 (Adv. EANx)
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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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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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EANx), 김명옥(EANx)
류학열(EANx), 송문희(EANx)
오정선(EANx), 이동우(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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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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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과월호 판매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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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기구독 스페셜 이벤트!!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카라나의 마린팩과 수중사진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1
1년 정기구독시 수중사진책 1권
+ 마린팩(5L, 색상 선택 가능) 1개 증정
1년(6회) 정기구독료 6만원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에 한함)

02
2년 정기구독시 수중사진책 1권
+ 마린팩(5L, 10L, 15L, 20L 중 택 1, 색상 선택 가능)
1개 증정
2년(12회) 정기구독료 10만

8천원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에 한함)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443102-01-324557 (예금주 : 구자광)
주소변경 및 구독문의
TEL : 02)778-4981, FAX : 02)778-4984
Web : www.scubamedia.co.kr / E-mail : diver@scubamedia.co.kr

정기구독 문의 및 신청

02-778-4981

스마트 다이버 운동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맙시다.
다이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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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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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스쿠바연합회의 수중정화작업

필리핀 노블레스리조트의 수중정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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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s

Column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Let Wisely Overcome the Economic Recession

신년 초에는 주로 한해의 계획을 세운다. 계획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자주 등장한다. 이런 경제적인 결핍은 정신까지 흐
리게 만들어 설자리를 위태롭게 만든다.

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그래서 매년 1월에는

글 / 구자광(발행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기가 넘친다. 희망적이기 때

다이빙산업분야는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불황

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새해가 밝았지만 이상하리

인 경기 탓과 동해안과 남・서해안은 작년에 방영

만큼 조용하다. 신문의 사설들조차 희망적인 메시

된 KBS 환경스페셜의 후유증으로 인해 패닉

지보다는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다. 그

(panic) 상태이며, 제주도에서는 낚시어선업법에 의

중에서 단연 경제 불황에 관한 내용이 많다. 불황

해 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해 다이빙계의 불황은

이 지속되면서 소득은 감소되고, 가계 빛은 늘어났

극에 다다랐다. 필리핀의 한인 다이빙리조트들은

다.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대형 태풍들이 연이어 몰아치면서 다이버들의 발

는 갈수록 줄어든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자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연재해와 인재들로 인해 리조트를 찾는 방문객의

아니라 세계 경제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발길이 끊어져 임시휴업을 하는 리조트들이 줄을

올 겨울은 지독한 한파까지 겹쳐지면서 피부로 와

이었다. 리조트나 다이빙샵 운영하는 사람들의 신

닿은 실물경제의 체감온도는 무척 낮았다. 이런 불

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

황의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로 한파로 인하여 꽁꽁 얼어버린 날씨까지 불황을

없다.

부채질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들이 겹
치면서 지난해 다이빙업계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불황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먼저 지출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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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고, 수입이 기초생활마저 위협할 지경에 이

하지만 아무리 불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르게 되면 불평이 절정에 다다른다. 여기서 다시 일

저 좌절하고 낙담만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상황을

어설 수 없는 무기력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절망의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

그림자를 바라본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행복과

다. 즉, 불황을 타파해 나가려는 대응방법에 따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력이라는 것이 우리

미래의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사

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

업가이며 현재의 파나소닉을 일으켜 세웠고, 독창

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양극화가 심화되면

적인 아이디어로 전기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한, ‘경영의 신(神)’으로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최근 5년간 최저생

케(松下幸之助, Matsushita Konosuke)는 “위기를

계비도 벌지 못하여 절대적 빈곤상태라고 한다. 어

기회로”라는 책에서 ‘호황은 좋다. 불황은 더 좋다.’

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꼴찌이

라고 이야기 한다. 이 말은 불황이 바로 또 다른 기

고 자살률은 세계 1위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

회라는 것이다. 불황인 시기에 위기관리 능력은 호

주기 싫다고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

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앞

으로 한 가족이 무모한 결정을 하는 것도 뉴스에

서 대비하고 변화하여 체질을 개선시키는 조직과

개인은 불황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극복할

새롭게 론칭하고 있다. 불황속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노력한다면 이를 준

벌여오는 업체들도 많아졌다. 다이빙 교육단체들은 보다

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다각화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이빙 인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과 개인

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

의 경쟁력을 변별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이빙계

서는 해양관련 스포츠 전시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대대

가 늘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어려

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잠수

움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

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

고 현재까지 꿋꿋하게 잘 버티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난해 본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관련 산업에 투자

어려운 상황은 늘 다가온다. 불황에 좌절하거나 멈춰서

를 하는 계획들을 인터뷰했던 사안들이 올해부터 차근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던 일을 다시 재정비해서

차근 이루어질 예정이라 한다.

더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지난해가 힘들기는 했지만 희망적인 좋은 소식도 많

꿋꿋이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이빙업계 종사자들 모두 힘

다. 낚시어선업법으로 갈등을 빚었던 제주도는 다이빙전

을 합쳐 시장을 확장시키고, 다이빙산업의 활로를 모색

용선을 이용하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

해야 한다. 물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진

다. 올해에는 다이빙전용선을 위한 배를 건조하여 다이

곳도 있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

버들이 합법적으로 다이빙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

록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모두들 ‘위기는

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다

곧 기회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이빙리조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에 제주도를 시작으

것이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 지금은 힘들어도 굳건

로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합법적으로 운영

히 견뎌내면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다이빙

는 이길 자가 없으니까. 세상은 노력하는 한사람의 힘으

리조트들이 연합회를 결성하여 그 지역의 다이빙산업을

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힘이 된다. 불황일수록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된

다이빙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다. 제아무리 혹독한 겨울도 언젠간 끝날 것이다. 다이빙

그러나 혼자서 무언가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산업 또한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일이다. 다이빙산업 종사자들과 그 지역의 문제점들과

다하고 다이빙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쳐 타계해 나가려는 노력

다이빙산업에도 봄날이 올 것이다. 좌절과 불안에 떨고

과 지혜가 필요하다. 본지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리조

만 있을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남을 것

트연합회가 결성되어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면 미력이나

이라는 배짱과 용기, 그 어떤 일에도 지치거나 좌절하지

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않는 끈기와 뚝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나
아가자.   

올해는 다이빙계도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아이템들도
늘어났다. 지지부진했던 브랜드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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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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기술혁신의 50년
우리는 SCUBAPRO의 역사를 경축하고 브랜드의 영향력과 상징성에 기여
한 직원과 제품들을 기리고자 한다. SCUBAPRO는 가치관과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전문성과 헌신으로 놀라운 열정을 격려하면 그러한 집단적
노력이 개인의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확실한 증
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오직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
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첨
단 제조공정을 갖추고 최신 자재를 사용하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다.
SCUBAPRO의 경영진, 기술자, 판매사원과 직원들은 모두 품질, 전문성과
혁신에 헌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CUBAPRO는 다이빙 업계에서 세계 최
고의 제조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new 1963 edition

scubapro professional skin and scuba div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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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지원이 가능한

특별한 수중 경험을 위해 필요한

세계 유일의 다이빙 컴퓨터

모든 것을 제공

갈릴레오 솔 (Galileo Sol)

갈릴레오 루나 (Galileo Luna)

갈릴레오 솔은 무제한적이고
업계 고유의 기능을
탑재한 궁극의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갈릴레오 루나는 모든 핵심 SCUBAPRO
기술,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솔(Sol)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DEEP DOWN YOU WANT THE BEST

MK25/S600 레귤레이터는 SCUBAPRO의 품질, 그
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학 기술을 대변한다.
이 제품은 회사 최대의 판매 제품인 공기 균형식 2
단계와 회사 최고의 제품인 피스톤 제어식 1단계를
결합해 완벽한 성능과 편안한 호흡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1991년에 생산된 MK10/G250 금도금 제
품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수한 첨단 금색
코팅으로 처리되어 24금처럼 닳아 벗겨지지 않으므
로 오랫동안 스페셜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SCUBAPRO는 1971년 최초로 스테빌라
이징 재킷을 발명함으로써 부력 조절에
혁신을 가져왔다.
금년에 SCUBAPRO는 스테빌라이징 재
킷 발명 5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50
주년 기념 금색 Classic BC 제품을 출시
하였는데, 이 제품은 금실, 금색 테두리,
금색 D링과 금색 로고의 밸브 커버를 특
징으로 한다.

SCUBAPRO & UWATEC KOREA

On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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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작품모집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요강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
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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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한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진다.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
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
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웹하드 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 ( ID : pdeung, PW : 2468)에 올리기
- DEPC의 홈페이지 (www.depc.co.kr)의 수중사진갤러리

┃기타┃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을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가 쉬웠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인 현재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안리플렉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수중사진가도 있지만 일명 “똑딱이”라 불리는
콤팩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콤팩트 카메라는 어안렌즈처럼 초
광각이 아니며 전문 마크로 단렌즈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광각과 접사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
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 시 피사체
를 부각시키고자 한 작품과 일안리플렉스 카메라에 광각렌즈를 사용한 경우라도 “광각접사” 촬영
을 의도한 경우는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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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입상자 명단
대상

1

금상

2

은상

2

동상

2

대상 강필선
상금 10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금상 강동완

접사 금상 우종원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은상 최상학

접사 은상 김기준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동상 이민정

접사 동상 김 원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장려상
장려상

9

권오용, 김용식, 김은종, 원하경, 이운철, 이창수, 정연규, 조건환, 허세창
상패 및 상품

입선

다수

입선
강필선, 권오용, 김준연, 우종원, 원하경, 이민정, 이창수, 조건환, 좌현우, 천재법

- 대상 수상자는 본지의 수중사진 작가초대석에 수상자의 포토폴리오를 게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합니다.
- 모든 상금에 대한 세금은 본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본 지 홈페이지 참조할 것

협찬사
(주)대웅슈트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주)해왕

(주)테코

다이브자이언트

마린뱅크

바다강

캠스퀘어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hotos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심사평
해서 아는 독자라면 전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어는
칼날같이 날카롭고 안으로 휘어진 이빨을 볼 때, Tiger shark
(Galeocerdo cuvier)나 청상아리(lsurus oxyrinchus)가 분명하
며,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낚시에 걸린 큰 물고기를 뼈만
남기고 먹어치운 악명 높은 종이기 때문이다. 이 종들은 몸길이
가 4m까지 자라며, 백상아리와 함께 상어 전문가들이 바다에서
마주쳤을 때 가장 무서운 종류의 상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백상아리가 연안에서 주로 사는 반면에, 이 종들은 주
로 먼 바다에서 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가를 유추해 보기를 바란다. 우측 다이버는 잔뜩 긴장한
심사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저, 심사 후 소감이

눈빛이지만 손에 장갑이 없고 머리에 후드가 아니라 두건을 쓰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제출한 작품들 대부

고 있으며, 위쪽에서 비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 같다.

분이 필자의 사진보다 좋았기 때문이다. 본 잡지사 사무실에서
필자를 포함하여 세 사람의 심사의원과 발행인 및 직원, 모두 5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자연환경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명이 모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최측에서는 심사 전반에 일

자연환경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오직 진행만 도와주었다.

아니다. 이 작품은 심사의원들 모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
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역시 사진예술은 ‘포착하는(seeing)’것

매호별 응모한 작품을 포함하여 1,334여 점에 이르는 많은 작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대목이다.

품이 응모했고, 시간절약과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먼저 70
여 작품으로 압축한 뒤 본 심사를 하였다. 심사의 핵심은 공정성
이라고 본다. 심사위원 세 사람은 각자의 관점에서 작품의 예술
성과 창작성 그리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선 가부(통과, 탈락)로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한 작품을 골라내

김지현 - 심사위원장
수산학박사/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세계 해저의 생태와 생물 전5권 저자

고, 그 작품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한 후, 각각의 작품을 순위
별로 점수화 시킨 후 합산하여 최고점을 대상으로 확정했다. 그
리고 나머지 금, 은, 동은 부분별 점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동점
이 나올 경우는 세 사람의 의견을 재차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했

이종화 - 심사위원
내과전문의/이내과의원 원장

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가의 작품들이 독점하

한국 사진작가협회 심사위원

여 수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작가의 여러 작품에서 좋

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하

빛흐름 수중사진동호회 초대회장
수중사진집 “제주도” 발간

나만을 선택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예전과 다른 점은 접사보다
광각작품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다.

정의욱 - 심사위원
SDITDIERDI KOREA 본부장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외 다수 저

독자들은 대상을 받은 작품을 유의 깊게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사진은 처음에 접할 때는 흥분이 된다. 하지만 상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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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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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Grand Prize

강필선  상어와 다이버  Nikon D100, f/2.8, 1/15

55

금상 Gold Prize 광각사진부
56

강동완  비단멍게와 다이버  Canon EOS 550D, f/8.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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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광각사진부
최상학  부채산호와 작은 고기떼  Nikon D700, f/18.0, 1/125

동상 Bronz Prize
광각사진부
이민정  우베공상어  Camon PowerShot S95, f/3.5, 1/80

57

금상 Gold Prize 접사사진부

58

우종원  기생충이 붙어 있는 고비  Canon EOS 7D, f/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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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Silver Prize 접사사진부

동상 Bronz Prize 접사사진부

김기준

꽃돔  Nikon D90, f/20, 1/125

김원  구멍 속의 배도라치  Olympus E330, f/14.0, 1/160

59

장려상
권오용  
갯민숭달팽이
Nikon RS-AF, f/22, 1/125

장려상
김용식
정어리무리와 다이버
Nikon D300S, f/5.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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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김은종
구내보육을 하고 있는 카디날피쉬  
Canon EOS 5D, f/20.0, 1/200

장려상
원하경
말미잘 속의 동갈돔
Nikon D800, f/16.0, 1/250

61

장려상
이운철
철갑둥어
Nikon D90, f/6.3, 1/200

장려상
이창수
해면과 다이버
Nikon D700, f/18.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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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정연규
산호초와 다이버
Canon EOS Kiss Digital N, f/9.0, 1/100

장려상
조건환
조개 속의 문어
Canon EOS 400D, f/16.0, 1/250

장려상
허세창
불볼락 무리
Canon EOS 600D, f/8.0, 1/80

63

입선작

권오용  나뭇잎고기

권오용  해면

강필선  탈피하는 크랩

김준연  쥐치

64

우종원  뿔산호 속의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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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고스트파이프 피쉬

좌현우  라이온피쉬

천재법  고스트파이프 피쉬

강필선  개오지

65

이창수  유령멍게와 다이버

강필선  탈피하는 크랩

강필선  보호색을 띄고 있는 물고기

강필선  연산호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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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원  관갯지렁이

이창수  어초의 풍경

원하경  연산호 속의 크랩

조건환  우럭과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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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Wilk (캐나다)

Dolphins
by Keri Wilk
Shot in Kona, Hawaii while
snorkeling. The diving live-aboard
ship was moored in a large bay
where a large pod of dolphins can
often be seen. While everyone on
the boat decided to go for a dive on
the reef below, I opted to get in a
skiff and dropped off right in the
middle of the dolphins path. They
seemed to be traveling in a circle,
so it was relatively easy to intercept
their pod for a few photo
opportunities every couple of
minutes. After almost 2 hours of
shooting them, the pod eventually
left me alone, so I called the skiff
back and got back on the boat.
When I showed others on the boat
the images I got, they all started
kicking themselves for not joining
me as well!
돌고래
하와이의 코나에서 스노클링하면서 촬영.
리브어보드는 돌고래의 무리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커다란 항만에 정박했다. 배의 모든
사람들은 암초 아래쪽으로 다이빙하기로
결정했지만, 난 작은 보트에 타기로 결정했고
돌고래들이 이동하는 경로 한가운데 제대로
떨어졌다. 그들은 원형으로 여행하듯 보여서,
이 무리를 향해 쉽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거의 2시간가량 찍은
후에 작은 보트를 다시 불러 리브어보드로
돌아왔다. 내가 리브어보드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나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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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Lily
by Keri Wilk
Shot in a lake, in Ontario, Canada. Yellow
water lily just below the surface of water,
shot from below toward the sky, giving it
the appearance of earth.
수련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호수에서 촬영. 수면아래에
있는 노란 수련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였고,
하늘을 향해 촬영하여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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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Wilk’s Gallery
Sargassum
by Keri Wilk
Shot in Domincan Republic, Caribbean Sea. A few friends and I decided to venture
to the windward side of an island to search for different marine life, which isn't found
on the lee side. Once we got across the island, we saw large expanses of floating
sargassum mats (a type of seaweed) about as far as we could see in every
direction. Since rare organisms sometimes inhabit this type of seaweed, I got my
macro lens and swam out almost 200 meters to the large floating mats. As we
approached the seaweed, I immediately regretted my choice of lens, since it
presented a wide angle scene like no other that I'd seen before. Recognizing the
opportunity, I swam back to shore, dried my equipment, changed lenses/ports, and
made the swim back out. In some parts, the seaweed was so thick that it
resembled a night dive when swimming below it! I've never come across a similar
situation since then.

모자반(사르가슴, 조류)
카리브 해(Caribbean Sea)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 몇몇 친구와 나는 새로운 해양생물을 찾기
위해 섬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모험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섬을 가로질러,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으며, 떠있는 모자반 매트(뗏목)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끔 희귀한 생물들이 모자반
매트에 서식하기 때문에, 나는 접사렌즈를 장착하여 거대한 모자반 매트를 향해 거의 200m의 거리를
수영하였다. 우리가 모자반 매트에 접근했을 때 이제껏 본적이 없을 정도의 넓게 찍어야 할 장면이었다.
나는 렌즈의 선택을 후회했다. 나는 즉시 해변으로 돌아와서 내 장비를 건조시켜 렌즈와 포트를 바꾸고
다시 그 장소로 갔다. 일부에서는 모자반 매트가 너무 두꺼워 그 아래에서 수영할 때는 야간 다이빙을
하는 것 같았다. 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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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a
by Keri Wilk
Shot in Kona, Hawaii on a night
dive. 10-20 divers gathered in a
circle, and all pointed our torches
toward the surface to attract as
much plankton as possible. After a
few minutes, there were swarms of
plankton, which almost immediately
attracted over a dozen mantas
which started somersault feeding
through our light beams. Once most
of the plankton was consumed, and
most of the mantas and divers had
left, I was alone with one of them. It
followed me back to the boat, and
gave me a private show. Extending
my camera up over my head as this
manta swooped over me, I was able
to get this high-impact down-thethroat shot.
만타가오리
하와이의 코나에서 야간 다이빙 중에 촬영.
10~20여명의 다이버가 원을 그리고 최대한
많은 플랑크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횃불을
모았다. 몇 분후에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찾아온 수십 마리의 만타가오리들이
플랑크톤의 물결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플랑크톤을 먹어치운 만타가오리들은
사람들과 함께 전부 떠났다. 그 중에서도 난
혼자 남았는데, 보트 뒤에 남은 만타가오리
한마리만의 쇼를 볼 수 있었다. 이때 내
카메라를 머리위로 올려 나를 향해
헤엄쳐오는 만타가오리의 임팩트 강한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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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파크

(제주 서귀포)

(서울 동작)

(전북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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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스쿠바

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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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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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다이버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경북 영덕)

네모선장
리조트

(경기 남양주)

(강원 고성)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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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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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레저클럽
(서울 강동)

고영식

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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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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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CJ 네모
스쿠바

(제주 성산포)

오호송

고대훈

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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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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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탐험대
(삼원휴스포풀
수원월드컵풀)
(경기 수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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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쿠버
(전남 광양)

(충남 연기)

(경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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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 풀
(경기 광명)

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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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마린하우스

.c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서울/세부)

SI

오션블루

S
ve
Di

SSI East Asia & Micronesi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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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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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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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칼리지

방2다이버스

바다로 스쿠바

제주대학교

동서대학교

(서울 강동)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

(제주 제주시)

(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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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연락처: 010-4543-0724
웹주소: www.letsgotogether.org
이메일: lsbz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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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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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헬시온 코리아
(서울 성북)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경북 경주)

▶ 테크니컬

(필리핀 아닐라오)

문희수

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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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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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달장애
운동능력개발
협회 (부산 동래)

스쿠버 컬리지

김진현

이상국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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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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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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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인스트럭터 -즐거움이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더 많은 지식

더 다양한 선택

최신의 교육자료들과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즐거움과
최상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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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전문성

더 넓은 세계적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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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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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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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브칼리지
(경남 진주)

채효숙
연락처: 010-4808-2572
이메일: divech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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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781-5115

경북 울진군 원남면

www.uljinleports.co.kr

포프라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위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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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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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무소 (오션블루) 070-7126-5405

(현지휴대폰) +63 916-314-1500
(한국휴대폰) 010 - 5214 - 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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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유병선

Interview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도록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쿠바다이빙 전문 매거진인 격월간

해 요트대회 및 국제보트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스쿠바다이버의 발행인 구자광입니다. 지사님을 인터뷰하
게 되어 발행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벼

앞으로는 보트에 관련된 행사뿐 아니라 낚시, 스쿠바다이

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스포츠를

빙,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수상수중레저 전 분야까지 확

좋아하십니까? 평소 즐기시는 스포츠가 있다면 소개 부탁

대하여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는 이유와

드립니다.

계획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즐기는 스포츠는 없고, 시간 날 때 틈틈이 등

경기도가 보트쇼 및 요트대회를 통해 해양레저문화의

산, 산책, 맨손체조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국내
해양레저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도정 중에서도 경기도내에 해양산업단지
와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는 등 해양스포츠 산업에 많은 관

또한 해양레저산업이 1, 2년 안에 큰 성과를 바라는 것

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최근에는 지사님이 코리아매치

도 무리가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컵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하여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는
등 보트에 관련된 행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따라서 경기도는 2013년부터 경기국제보트쇼를 화성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요트보
트 및 부품 위주의 전시회에서 다양하게 해양레저를 즐

해양레저산업은 자동차, IT, 금융, 관광 등 연관산업에

길 수 있는 낚시, 스쿠바다이빙,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24%의 고성

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레저문화에 한발

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입니다.

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서해안은 수도권에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

아무래도 저희 잡지가 스쿠바다이빙 전문 매거진이라서

는 최적지이고 대중국 관광의 전진기지로 지리적 강점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스쿠바다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버)지가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수원, 창원, 울산, 광주, 포항 등에서는 스포츠센터를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자동차, IT 등 최첨단 생산기반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척, 영덕

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

(대진)에서는 해양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고 판단되었기에 먼저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를 위

2011년 울진군(오산리)에는 145억을 투자해 스킨스쿠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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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3년부터 경기국제보트쇼를 화성에서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요트보트 및 부품 위주의 전시회에서 다양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낚시, 스쿠바다이빙,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레저문화에 한발 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여 스쿠바다이버들의 교육명소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이버를 위한
전용풀장을 건설하기도 하고 착공하거나 계획 중인 곳도

학교 체험학습, 꿈나무 안심학교, 평생교육 학습의 일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으로 요트스쿨과 같은 토요 해양레저프로그램 운영하
고 있으며, 도내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을 활

경기도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

용한 레저 및 스포츠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렴한 비용으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도록 여러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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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여주군 등에는 공공요트(보
트) 규모를 확대해 보다쉽고 편하게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린 내용과 같이 스포츠마케팅을 추구하
는 것이 도정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008년부터 경기도가 개최한 코리아매치컵 요트대
회는 대회 개최 5년 만에 세계 3대 요트대회로 이름
을 알리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요트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의
인지도 향상, 수출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시장
에서의 수입품 대체, 내수 확대로 이어져 국산화 보
급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요트, 해양레저스포츠의 관심을 증
가시켜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요·보트 제작, 마리나 건설,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발

김문수 경기도지사 약력

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951. 8. 27

본적지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남

경기도의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

1958 ~ 1964. 2

경북 영천초등학교 졸업

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무엇입니까?

1964 ~ 1970. 2

경북 중·고등학교 졸업

1970. 3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입학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대형 조선부분 수출이 270

1971. 10. 15

부정부패척결 전국학생시위 관련 제적

억 달러로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그에 비해

1974. 4

민청학련 사건관련 제적

선진국의 요트시장은 47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상

1976. 6 ~ 1980. 9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당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1985. 2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986. 5

인천 5.3직선제 개헌투쟁으로 구속(2년 6개월 복역)

대형 조선산업이 단일시장인 반면 해양레저장비산

1990. 11. 10

민중당 노동위원장

업은 다양한 시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

1994. 8. 27

서울대 경영학과 25년만에 졸업

업 수준은 현재 낮은 실정입니다.

1996. 5. 30

제15대 국회의원(경기 부천 소사구)

1998. 1 ~ 3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경기도에서는 해양레저의 확산을 위하여 화성 전곡

1998. 6 ~ 1999. 8

노사정위원회 위원(대통령 자문기구)

항에서의 세계요트대회 및 요·보트 체험행사를 지속

1998. 12 ~ 2000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적인 추진, 제부마리나 등 4개 마리나 건설, 고양 킨

2001. 5. 14 ~ 2002. 6

한나라당 제1사무부 총장

텍스에서 요·보트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2000. 4. 14

제16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부천 소사구)

것입니다.

2000. 6 ~ 2001. 6

제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2001. 5. 14 ~ 2002. 6

한나라당 제1사무부 총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지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

2002. 7. 18 ~ 2003. 6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합니다.

2004. 4. 16

제17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부천 소사구)

2006. 5. 31

경기도지사 당선

감사합니다.

2006. 7. 1 ~ 2010. 6. 30 제32대 경기도 도지사(민선 4기)
2010. 7. 1 ~ 현재

제33대 경기도 도지사(민선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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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 전문산업전시회와 대중전시회를 결합한 BtoBC 전시회로 추진
■ 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및 전문전시회로서의 보트쇼 포지셔닝
사업개요
■ 기간/장소 : ‘13. 5. 30 ~ 6. 2(4일간) /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6~8홀) 28,500㎡
■ 주최/주관 : 경기도 / KOTRA, KINTEX
■ 소요예산 : 2,000백만원(도비)
■ 주요행사 : 전시회(요보트, 캠핑, 스쿠바다이빙, 낚시, 아웃도어 포함) 컨퍼런스 등
- 보트쇼와 함께 개최하던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해상체험과 같이 화성시 전곡항에서 같은 시기에 개최
<2012년과 달라진 점>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규 모

총 전시면적 28,500m2, 전년대비 전시면적 약 2.5배 확대

12년 11,600m2

품 격

야외 → 실내 이동에 따른 전시회 품격 강화, 품목별 존 구분 강화

자립화

부스료 인상, 인센티브 지원 축소, 협찬 및 전시품목 확대

행사관리

KORTA 및 해외협회를 통한 우수 업체 유치

이벤트

체험 및 시연을 공간 마련, 참관객 대상 해상레저 소개

추진계획
■ 보트쇼 주관기관(민간위탁기관)선정 (‘13. 1월중)
※ 경기도사무수탁조례에 의거 주관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참가업체 유치 (‘13. 4. 12일한)
- 유치목표 : 360개사(32개국) / ‘12년 340개사(32개국)
		 • 참가업체 / 해외바이어, 투자가 : 210개사(국내 120, 해외 90) / 150개사
		 • 전시부스 : 1,000개 (‘12년 620개)
- 참가업체 및 바이어 숙박시설 확보(‘13. 3) : 1,000실(누적수량)
■ 마케팅 및 홍보계획
- 국내 : 참가업체 사업설명회(13년 초), 매체광고, SNS, 온라인 홍보 등
- 해외 : 사업설명회(해외 보트쇼 참가 홍보), 코트라, 전문지(IBI)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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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WHAT’S IN A NAME

– Scientific names, where do they come
from and why do they keep changing?

생물 이름 속에 담긴 비밀
- 학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계속 변경될까?
Text by David Behrens

글 데이비드 베렌스 / 번역 편집부

Photos by Kevin Lee

사진 케빈 리

Strongylocentrotus franciscanus and Pycnopodia helianthoides are two of the longest scientific tongue twisters in the animal kingdom.
Strongylocentrotus franciscanus 와 Pycnopodia helianthoides 란 두 이름은 동물계에서 가장 길고 발음하기 힘든 학명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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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ylocentrotus franciscanus, Pycnopodia helianthoides,
Diaphorodoris lirulatocauda What kind of names are these?
Who made them up?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Strong ylocentrotus franciscanus, Pycnopodia helianthoides,
Diaphorodoris lirulatocauda. 이것들은 무슨 이름일까? 누가 만
들었을까?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Daily, I get a dozen e-mails asking to help out and ID

매일 나는 다른 사람이 찍은 최근 사진을 보내 사진 속의 생

someone’s latest photo. I respond when I can with

물을 식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십여 통씩 받는다. 나

the scientific name which many view as just a tongue

는 가능하면 학명으로 답장을 보내는데, 이러한 이름은 발음

twister you would rather not have to remember. Yes,

하기가 어려워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와

these names usually are difficult to pronounce, but

같은 이름들은 대부분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

they are the most accurate name to use. Many divers

장 정확한 이름이기도 하다. 많은 다이버는 가급적 ‘일반적인

would prefer a “common” name, but do not realize

명칭’을 사용하나, 일반적인 명칭을 가진 종은 얼마 안 되고,

that very few species even have a common name,

일반적인 명칭은 대부분 여러 종에 사용되는 데다 지역마다

and many of those are used for multiple species, and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새류인 시 레몬(sea lemon)

vary from region to region. Do you know how many

과 스페니시 숄(Spanish shawl)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sea lemons and Spanish shawls there are? Fish-wise,

레드 스내퍼(Red Snapper, 붉돔)는 25종 이상에 사용되고

Red Snapper is used for over 25 species!

있다.

So now you say “Yeah, but these scientific names are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학명은 늘 변

always changing – what the heck happened to

Hopkinsia rosacea and Anisodoris nobilis?”

경되잖아요 - 예를 들어 Hopkinsia rosacea와 Anisodoris nobilis
는 대체 어찌된 거죠?”라고 말할 것이다.

So let’s look at the name game one step at a time.

그래서 이름 짓는 명명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

Let’s begin with the construction of a scientific name,

자. 먼저 ‘종명(species name)’이라고도 하는 학명의 구성을

also called the “species name.” A species name is

알아보자. 종명은 속명(genus name)과 종명(trivial name)

made up of two words, the genus and the trivial

이란 두 단어로 이루어진다. 당신과 나를 비롯해 우리는 호

name. For you and me, we are Homo sapiens. Homo is

모 사피엔스이다. 여기서 Homo는 우리가 속해 있는 영장류

the primate genus we belong to, and sapiens is the
trivial name. Together they make up our species

속이며, sapiens는 종명이다.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종명이 된
다. 그런데 관용적으로 종명은 항상 이탤릭체로 쓴다.

When the names of Hopkinsia rosacea (left) and Anisodoris nobilis (right) were changed nudibranch lovers across the ocean were very upset.
Hopkinsia rosacea (좌)와 Anisodoris nobilis (우)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국내외 나새류 애호가들은 몹시 화가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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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s are made up of two names, the Genus names and the Trivial or species name, hence - Phidiana hiltoni .
학명은 Phidiana hiltoni 처럼 속명(genus name)과 종명(trivial name)이란 두 가지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name. Incidentally, as a matter of accepted usage,
species names are always written in italics.
So, where do these crazy words come from?

그렇다면 이들 괴상한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처음으로

Biologists, naming (i.e. describing) a new species for

새로운 종의 이름을 명명하는(작명하는) 생물학자들은 새로

the first time, are responsible for selecting the genus

운 종과 가장 비슷한 기타 종들이 속해 있는 속(genus)을

in which other species, with close similarities to the

선택한다. Phidiana hiltoni의 경우에 명명자 오도노휴(O’
Donoghue)는 분류학적으로 이 종과 비슷한 특성이 가장

new species, are found. In the case of Phidiana hiltoni,
the author, O’Donoghue, determined that the genus

Phidiana had the greatest number of similar taxonomic
characteristics to this species, so that was the genus
name used. He then could use/create any name he

많은 것이 피디아나(Phidiana) 속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래
서 이 속명을 사용했다. 이 경우에 오도노휴는 윌리엄 앳우
드 힐튼(William Attwood Hilton)을 기리기로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종명이 Phidiana hiltoni 가 된 것이다.

wanted to, for the trivial name. In this case, O’
Donoghue chose to honor William Attwood Hilton,
with his name; hence, Phidiana hil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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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an name their new species after just about

명명자는 새로운 종을 발견하면 사람, 장소, 색깔 등 무엇이

anything, people, places, colors, anything, but the

든지 이름을 따서 명명할 수 있으나, 국제동물명명학회

author must follow very specific rules, established and

(ICZN)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controlled by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Zoological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종을 명명한다고 하

Nomenclature (ICZN). For example, if you were to

자. 가령 Dendrodoris spaldingi의 경우에 나는 다이버 조지 스

Mexichromis porterae was named for the biologist’s wife – Wilmatte
Porter Cockerell.
Mexichromis porterae 는 생물학자의 아내 윌맷 포터 코커럴(Wilmatte Porter
Cockerell)에서 따온 이름이다.

name a new species after a person, say Dendrodoris

폴딩(George Spalding)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조지는 ‘남

spaldingi, for which I recognized diver George
Spalding, because George is a “male”, the trivial

성’이기 때문에 종명은 ‘i ’로 끝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름다

name must end in an “i.” Similarly if a new species
recognizes a female, such as the beautiful, Mexichromis

porterae, the name must end in an “ae.” Chromodoris
orientalis was named for the Orient. Species named
after a place must end in “ensis.” And so on. The
ICZN Rules even have rules for double patronyms.
Cadlina limbaughorum was named to recognize Scripps
dive master, Conrad Limbaugh and his wife Nan
Limbaugh. In this case the trivial name had to end in

운 Mexichromis porterae처럼 여성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종을
명명할 경우에 종명은 ‘ae’로 끝나야 한다. Chromodoris
orientalis는 동양(Orient)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장소 뒤
에 붙여진 종명은 ‘ensis’로 끝나야 한다. ICZN 규약에는 부부
의 성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에 대한 규칙도 있다. Cadlina
limbaughorum 은 스크립스 다이브 마스터 콘라드 림보
(Conrad Limbaugh)와 그의 아내 낸 림보(Nan Limbaugh)
의 성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 경우에 종명은 ‘orum’
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를 둘 다 가리키기 때
문이다.

“orum”, since it refers to both husband and wife.
From time to time, names are challenged and must be

때때로 이름에는 이의가 제기되고 국제규약을 따르기 위해

changed to follow the International Rules. More

이름을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름이 변하는

commonly we see names changing because

경우를 흔히 보는데, 분류학적 및 체계적 연구에서 애초에

taxonomic and systematic research shows us that the

종의 속이 적절히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species was not properly placed at the genus level

또한 오늘날 가장 흔한 이유는 속들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

Some species have fun names that depict their brilliant colors like
Chromosoris festiva – the Festive Chromodoris.
일부 종은 Chromosoris festiva(즐겁고 화려한 바다의 여신)처럼 그 화려한 색상을
묘사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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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doris spaldingi (left) is named after friend and avid deep water diver, George Spalding, and Cadlina limbaughorum (right)
was named to recognize Scripps dive master, Conrad Limbaugh and his wife Nan Limbaugh.
Dendrodoris spaldingi (좌)는 친구이자 열렬한 심해 다이버인 조지 스폴딩(George Spalding)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Cadlina limbaughorum (우)은
스크립스 다이브 마스터 콘라드 림보(Conrad Limbaugh)와 그의 아내 낸 림보(Nan Limbaugh)를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The Latin translation for Chromodoris orientalis means – Colorful Sea
Goddess from the Orient.
라틴어 Chromodoris orientalis 를 해석하면 동양에서 온 화려한 바다의 여신(Colorful
Sea Goddess from the Orient)을 의미한다.

originally, or as is most common today, our

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곳 남부 캘리포니아에

understanding of genus groups is improving. The latter

서 이루어진 많은 이름 변경의 이유는 후자에 해당한다. 몇

is the cause of the many name changes we have seen

가지 예를 들면 Hopkinsia rosacea 는 Okenia rosacea 로,

in the last several years here in Southern California.

Anisodoris nobilis 는 Peltodoris nobilis로, 그리고 Archidoris
montereyensis는 Doris montereysensis로 이름이 변경됐다.

These include Hopkinsia rosacea changing to Okenia rosacea,

Anisodoris nobilis changing to Peltodoris nobilis, and Archidoris
montereyensis changing to Doris montereysensis, just to
mention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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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many of our nudibranch genera is being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과학원의 동료 분류학자인 테

spearheaded by fellow ‘brancher (pronounced

리 고슬리너(Terry Gosliner) 박사의 주도 하에 미국 전역의

‘branker), Dr. Terry Gosliner at the California Academy

활동적인 남녀 분류학자들이 많은 나새류 속들(nudibranch

of Sciences, in San Francisco, and his band of merry

genera)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men and women taxonomists across the country.

일단의 대학원생들은 보존된 표본을 절개해서 형태학적(신

Behind these folks is an army of graduate students,

체 해부학적) 차이를 살펴보고 DNA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slicing away at preserved specimens and looking for

다. 이들의 연구 결과가 다양한 과들 및 속들 그리고 일부 경

morphological (physical anatomic) differences and

우에 그 상위 분류에서 항목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Bornella japonica was named after Japan where it was first discovered.
Bornella japonica 는 이 종이 처음으로 발견된 일본에서 따온 이름이다.
Diaulula sandeigensis was named after San Diego, California, USA
where is was first discovered.
Diaulula sandeigensis 는 처음으로 발견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따온
이름이다.

conducting DNA genetic analyses. What they are

향상시키고 있다.

learning is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amilies and genera, and
in some case even higher.
So what happened with a couple of our familiar slug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몇몇 바다 민달팽이 녀석들은 어떻

buddies? How about Hopkinsia? Personally I hated
seeing this wonderful name retired. Careful analysis

게 되었을까? Hopkinsia는 어찌되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 멋진 이름이 폐기되는 것이 싫었다. 형태학적 특성 분석

including both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과 유전자(DNA) 서열분석을 포함해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

genetic sequencing (DNA) indicated the species were

결과, Hopkinsia 속으로 분류되었던 종들이 실제로는 더 크

assigned to the genus Hopkinsia, actually had
characteristics which placed within the larger and

고 오래된 Okenia 속에서 보이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
다. 이름은 항상 오래된 것에 우선권이 있다.

older genus Okenia. The age of the name always takes
precedence.
When we see a change in the trivial name, such as

Dendronotus frondosus changing to Dendronotus venustus, the
story is a little different. For many years animals from
the Atlantic were thought to be the same species as
the similarly looking animals from the Pacific. In this
case, after careful analysis, the animals from the two
oceans were found to be different. Now things get
even more complicated. For awhile we all thought the

Dendronotus frondosus가 Dendronotus venustus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종명(trivial name)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조
금 다르다. 오랫동안 대서양의 동물들은 비슷하게 생긴 태평
양의 동물들과 동일한 종으로 생각됐다. 위의 경우에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바다의 동물들이 다른 것으로 밝혀
졌다. 이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한동안 우리는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서식하는 D. frondosus에 고든 로빌리어드
(Gordon Robilliard)의 이름을 따서 D. robilliardi라는 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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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notus venustus lives on both sides of the North Pacific
Dendronotus venustus 는 북태평양의 양쪽 바다에 서식한다.

This chiton species is named after a Japanese biologist – Dr. Hirase.
이 딱지조개 종(chiton species)은 일본 생물학자 히라세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California version of D. frondosus was going to be given a

름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D. robill iardi 는

new name, D. robilliardi, recognizing Gordon Robilliard,

Dendronotus diversicolor와 D. albopunctatus를 명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일찍이 프랭크 메이스 맥파랜드(Frank

author of Dendronotus diversicolor and D. albopunctatus. But
surprise – early ‘brancher, Frank Mace McFarland had
already given the Pacific specimens who matched the old

D. frondosus identically, the name D. venustus. Guess which
name won out? The older name always takes
precedence. Additionally, since this name is fabricated
from the Latin word meaning graceful and beautiful, its
ending need only match the gender of the genus name,

Mace McFarland)란 분류학자가 종전의 D. frondosus와 동일
한 속이라고 보아 이미 태평양에서 채취한 표본에 D. venustus
란 이름을 부여한 상태였다. 어느 이름이 선택되었을까? 앞
서 말하였듯이 더 오래된 이름이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 아
울러 이 이름은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로
만들어졌으므로 종명의 끝이 속명의 성별과 일치시킬 필요
때문에 ‘us.’가 됐다.

hence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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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uthor/describer, names can be a challenge

명명자 및 작명자에게 이름은 어렵고도 아주 재미있는 과제

and a lot of fun. I felt really good recognizing Pulitzer

일 수 있다. 내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존 스타인벡(John

Prize winning author John Steinbeck and “Doc”

Steinbeck)과 스타인벡의 소설 ‘캐너리 로(Cannery Row)’에

Edward Ricketts from the Steinbeck novel “Cannery

등장하는 인물 ‘독(Doc)’의 실제 모델 에드워드 리케츠

Row”, with the species names, Eubranchus steinbecki and
Catriona rickettsi. Incidentally Doc was a real biologist.
Some of my favorites are species my buddy Terry and I
named from the Philippines. In Southern California,

(Edward Ricketts)를 기려 종의 이름을 Eubranchus steinbecki

when Terry named Anetarca armata, he had to describe a
“new” genus, as he could not squeeze this new critter

들이다.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테리가 Anetarca armata란 이름
을 명명할 때 그는 ‘새로운’ 속명을 지어야 하였는데, 이 새로

into any existing genera. So he took the genus name

운 생물은 기존의 어느 속들에도 끼워 넣을 수 없었기 때문

“Cratena”, which the animal was closest to, reversed the

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동물에 가장 가까웠던 속명인

spelling, and added an “a.” Yes, the author can do that
under the ICZN rules. Okay, now we have a new Genus

‘Cratena’를 채택하고 철자를 거꾸로 해서 ‘a.’를 추가했다. 물
론 명명자는 ICZN 규칙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된다. 이제 새로

level name, how about the trivial name. Since this tiny

운 속명이 지어졌는데, 종명은 어떻게 할까. 아주 작은 이 이

aeolid has an unusually armored penis, giving it a trivial

올리드(aeolid) 나새류는 남달리 무장한 음경(penis)을 지니

와 Catriona rickettsi로 명명한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다.
그런데 독은 실제로 생물학자였다. 내가 사랑하는 종들 중
일부는 내 친구 테리와 내가 필리핀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

Ancula pacifica’s name is now Ancula gibbosa .
Ancula pacifica 의 이름은 이제 Ancula gibbosa 로 변경됐다.

name of “armata” seemed perfect. So we now have

고 있었으므로 종명으로 ‘armata’란 이름을 부여하면 더할

Anetarca armata.

나위 없을 듯했다. 그래서 Anetarca armata란 이름이 탄생하
게 된 것이다.

So how about another local favorite, Ancula pacifica.

그러면 이곳에서 사랑받는 또 다른 바다 민달팽이 Ancula

Why is it now Ancula gibbosa? Same story – teams of
taxonomists determined that the Atlantic species of

pacifica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종은 현재 왜 Ancula gibbosa로
이름이 변경되었을까? 이야기는 똑같다. 즉 분류학자 팀들이

Ancula was identical to our Pacific species. Since
“gibbosa” was the older name, it takes precedence.

Ancula의 대서양 종이 여기의 태평양 종과 동일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gibbosa’가 더 오래된 이름이므로 우선권이 있다.

Daily I have to explain the quirks of opisthobranch

매일 나는 식별하기 어려운 놀라운 발견물을 내게 보내고는

taxonomy to all of you great ‘branchers who send me

내가 기이한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

wonderful finds you have trouble identifying, and then

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위대한

want to know why I give you a weird name, or one

분류가)에게 후새류(opisthobranch) 분류의 기묘함을 설명

different from that which you were used to. Remember,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과학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the science is improving. Welcome to my world!

다. 어쨌든 내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Who cares what the name of Ceratosoma tenue means – It’s just
beautiful.

Chromodoris aureopurpurea’s name is as beautiful as itself.
Chromodoris aureopurpurea 란 이름은 생물 자체만큼이나 아름답다.

Ceratosoma tenue 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신경 쓰겠는가. 그저
아름다우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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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글/사진 구자광 감수 김지현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철갑둥어

몸길이는 15cm 정도에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다. 몸은 광택이 나는데 공생하는 발광 박테리아에 의해
청백색의 센 빛을 낸다. 또한 아래턱에 있는 한 쌍의 발광관에는
발광 박테리아가 있어 밤에는 빛을 발광한다. 우리나라와 필리

철갑둥어(Pinecone fish, Knight fish)는 몸이 단단한 골질판

핀, 남아프리카 등지의 따뜻한 바다에 분포하여 집단 서식한다.

(몸 표면을 덮고 있는 골화된 판 모양의 비늘)으로 덮여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철로 만든 갑옷에 비유하여 철갑둥어라

철갑둥어는 평균길이가 13cm에 달하고 대양의 바닥에서 떼

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 골질판은 몸을 덮으면서 전체적으로 격

를 지어 살며 배지느러미의 가시를 비벼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무늬를 이루는데, 서양에서는 철갑둥어의 색이 노란색의 격

저층에서 떼를 지어 생활하지만, 야간에는 다소 부상하는 것으

자무늬가 파인애플 무늬를 하고 있다 하여 파인애플피시

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는 봄부터 가을이며, 먹이는 새우류, 게

(Pineapple fish)라 부른다. 또한 Pinecone fish라는 영어 이름

류 등의 작은 갑각류이다.

은 커다란 판 모양의 비늘로 덮여 있어 마치 솔방울을 닮은 난
형의 몸에서 유래한다.

학명 : Monocentris japonica
영명 : Pinecone fish, Knight fish
한국명 : 철갑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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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티스 쉬림프 앞발의 힘
만티스 쉬림프(Mantis Shrimp)는 산호초에서 서식하는 가장
화려한 채색의 동물 중에 하나이며, 바닥에서 살아가는 야행성
포식자이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250여 종(種)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크기가 다양하여 1~30cm 가량 되며, 주로
얕은 바닷가에 살고 있으나 때때로 1,300m나 되는 깊은 곳에
서도 발견된다. 많은 종들이 구멍을 파고 그 속에서 살며, 성체
와 유생은 다 같이 헤엄을 아주 잘 친다.

학명 : Odontodactylus scyllarus
영명 : Mantis Shrimp
한글명 : 사마귀 새우(만티스 쉬림프)

만티스 쉬림프는 아주 크게 발달한 2번째 가슴다리 쌍의 모
양이 사마귀가 무엇을 움켜쥘 때 쓰는 커다란 앞발처럼 생겼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조그만 만티스 쉬림프가 자기 발에 별 손

그래서 이 새우를 영명으로 사마귀라는 뜻의 Mantis를 붙여

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유리를 깰 수

Mantis Shrimp라고 한다. 앞다리는 사마귀 앞다리를 닮은 종류

있는지를 밝혀 그 원리를 응용하면 방탄복 등에 사용할 수 있

와 펀치처럼 생긴 종류가 있으며, 펀치처럼 생긴 앞다리를 가진

는 더욱 강력한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만티스 쉬림프는 펀치로 마스크 유리를 깨부술 정도의 파괴력
을 낸다. 길이 3~18Cm인 만티스 쉬림프는 한 쌍의 몽둥이 발

<참고> 뉴턴(N, Newton) 단위

을 시속 80Km 이상의 속도에 달하도록 가속하여 순간적으로

N(Newton)은 힘을 나타내는 단위로 일정한 질량이 갖는 가속도에

700N(뉴턴)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 다이버가 만티스 쉬림프에

의해 발생되는 물리량이다. 1N(=1kg·m/s²)은 1Kg의 물질이 1m/s²의

손가락을 내밀다가 만티스 쉬림프 앞 다리에 맞아 손톱이 빠지

가속도로 움직일 때 갖는 힘을 나타낸다. 만티스 쉬림프 앞발의 힘

는 것을 보았다.

을 나타내는 700N은 엄청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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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서크랩과 폼폼 말미잘의 공생관계
몸통의 각 폭이 1cm밖에 안 되는 복서크랩(Boxer

들고 있던 말미잘 하나를 잃어버리면 남은 하나의 말미

Crab)은 앞발에 폼폼 말미잘(Pompom Sea Anemone)

잘을 쭉 찢어서 두개로 만든다. 말미잘은 금방 회복한

이라는 독성이 있는 말미잘을 달고 포식자가 다가오면

다. 반면에 말미잘은 복서크랩에 의해 쉽게 옮겨 다니며

잽싸게 잽을 날려 물리친다. 이 복서크랩은 이것을 들고

먹이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공생이라 한다.

마치 권투선수들이 글러브를 끼고 방어하는 듯한 행동
을 해서 이름도 복서크랩이라고 한다. 간혹 복서크랩이

학명 : Lybia tessellata
영명 : Boxer Crab
한국명 : 복서크랩

복서크랩이 쥐고 있는 폼폼 말미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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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Bunodeopsis sp.
영명 : Pompom sea anemone
한국명 : 폼폼 말미잘

입속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구내보육(Mouth Brooding)
일부 어류에서 볼 수 있는 새끼 보육방법의 하나
로 알이나 치어를 입속에 넣어 보호하는 것을 구내
보육(Mouth Brooding)이라 한다. 이 구내보육을
하는 동안 부모 물고기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
구내보육의 대표적인 해양생물로는 일부 메기류
(Catfish), 카디날 피쉬류(Cardinal Fish), 죠피쉬
(Jaw Fish) 등이 있지만 우리 다이버들은 다이빙
중에 줄도화돔과 같은 카디날 피쉬류, 죠피쉬 등에
서 가끔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디날 피쉬의 일종인 줄도화돔
(Barface Cardinal Fish)은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이
다. 여느 물고기처럼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
액을 뿌려 수정시키지만, 수정란을 돌보는 것은 수
컷의 몫이다. 수컷은 수정된 알을 입에 머금어 가지
고 부화시킨다. 부화된 후에도 치어들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입 속에 넣어 보호한다. 그
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정란과 치어들에게 산소
가 많은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따금 입을
뻐끔거릴 뿐 먹이를 전혀 먹지 않는다. 치어들이 성
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수컷은 살이 빠져
수척해져 머리만 크게 보이게 된다. 일부는 탈진해
서 죽는 경우까지도 있다.

학명 : Opistognathus aurifrons
영명 : Jaw Fish
한국명 : 죠피쉬

학명 : Apogon compressus
영명 : Split Banded Cardinal fish
한국명 : 줄무늬 카디널 피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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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해양생물 3
It was very good. Gen. 1:31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의 땅이다. 그
리고 1년에 평균 60여일 정도 밖에 배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파
도가 거칠다.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두개의 큰 섬과
주위에 있는 89개의 부속섬 모두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을
부르는 지명이다.
Photo by Ph.D. kim, Ji-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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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중 전체 조하대 암반 틈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이 패류
는 주요 수산 자원을 이루는 종으로, 야행성이며 보통 2~5
개체씩 무리를 지어있다.

Carssostrea nip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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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안 수심 5m 전후의 해중림 사이나 암반표
면 등에서 서식하는 육식성 갯민숭이류이다. 고수
온기인 봄~여름에 발견된다.

Hermissenda crassicor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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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암반조하대에서 서식하는 소형 말미잘이며 촉
수를 펼치면 몸체 직경 1cm전후이다. 대부분
수십개의 개체가 무리를 짓고있다.

Corynactis vir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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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연안의 조간대 하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중형 불가사리류이다. 몸등면의 색체와 문양에 변
이가 심하며 모든 저서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Asterina pectin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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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길이 3cm 전후의 중형갯민숭이류이다, 이종
은 몸표면에 있는 검은 반점의 크기와 수에는 다
소 변이가 있다.

Chromodoris ori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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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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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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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테크닉 제10회

반영사진
Reflection

글/사진 구자광

수중에서 수면에 비치는 반영사진(Internal Reflection)
물고기나 바다거북, 해파리 등과 같은 수중생물이 수면 가까이 떠오를 때가
있다. 이때 피사체를 수중에서 본 수면에 비친 반영을 함께 촬영하면 백색과
청색의 물빛이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이 표현된다.

▲ 반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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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사진 촬영하는 방법

반영이 생기는 곳

반영사진은 주로 조리개 우선(Av) 모드나 매뉴얼(M) 모드를 이

반영사진은 물과 공기 사이의 접촉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

용하고, ISO 감도는 100으로 설정한다. 측광 방식은 멀티측광

이버가 내뿜는 버블의 표면에도 발생한다. 또 물고기의 눈동자,

을 이용하며, 노출은 화면의 중간색인 부분에 측정한다. 반영사

다이버의 수경, 라이트의 앞 유리면 등에도 생긴다. 반영이 생기

진에서 측정한 노출보다 한 스톱 정도 높게 하면 사진이 잘 나

는 접촉 부위를 찾아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사진을 촬영할 가능

올 때가 있다.

한 기회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반영사진은 파도가 치면 수면이 흔들려서 제대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가장 좋다. 그렇다고 수면 상
태가 너무 조용하면 실상과 반영상이 틀에 박힌 평범한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약간의 파도나 잔물결에 흔들린 반영은 빠른 셔
터 속도를 이용해야 깨끗한 반영을 얻을 수 있다. 조리개는
f/8~f/15 정도로 가급적 죄는 것이 좋고, 수면 반사가 심할 때는
노출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1~2 스톱을 더 열어야 한다.
초점은 피사체의 바로 위의 수면에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면
피사체와 반영의 피사계 심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 조광은
피사체 전체를 고루고루 비추게 하는 것이 좋다.
수면에 비친 백색과 청색 촬영은 수면에 파문을 일으켜 운동감
을 표현하고, 하늘의 구름이나 하늘색이 앵글에 들어오면 색 균
형을 잘 조화시킨 구도를 잡는다. 더욱이 하늘에 떠 가는 새나
비행기가 앵글에 잡혀 물속의 피사체와 조화를 이루면 금상첨
화이다.
물은 표면에 물결이 일면 반사된 상을 모자이크처럼 보이게 하
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치고 있는 사물을 희미하게 암시하는
화면이 되고, 좀 일렁거리는 물결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색채의
콜라주(collage)가 된다.

Tip

콜라주

콜라주(collage)는 프랑스어로 ‘붙이기’라는 뜻이다. 신문지, 헝겊, 벽

▲ 버블에 비치는 다이버의 반영사진

지, 인쇄물 또는 일상생활에서 취한 물건 등을 화판이나 캔버스에 붙
여 만드는 미술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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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6)
글/사진 김동혁, 구자광

최근에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다이버들이 자그마한 카메라로 바닷속 풍광이나 수중생물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런 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콤
팩트 카메라를 방수 하우징에 넣은 것으로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불리운다. 본고에서는 방
수 카메라의 선택과 취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수중에서 콤팩트 카메라의 자동기능을 이용하
여 촬영하는 초급 기법부터 콤팩트 카메라의 수동기능과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고급
기법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여 누구나 쉽게 수중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제6부. 수중에서 사진촬영

선명하고 화려한 수중사진을 찍는 방법
수중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하고 화려한 사진을 얻고 싶을 것이다. 초점을 잘 맞추어도 사
진이 흐리거나 색상이 푸르스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속의 햇빛이 부족해서 발
생하는 현상이다. 콤팩트 디카에서 이 푸른색을 띄는 현상은 수중에서 멀리 있는 풍경을 줌
으로 당겨서 촬영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기 쉽다.
수중에서 햇빛이 잘 드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물에 머물고, 피사체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래도 빛이 부족하면 스트로브를 사용하
여 촬영을 하면 좀 더 자연적인 색감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스트로
브의 빛도 1.5m 이상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좋은 구성의 사진을 얻으려면 피사체가 사진 속에서 선명하게 눈에 띄도록
찍고 싶어야 한다. 수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사체보다 약
간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찍는 것이다.
푸르게 나오는 현상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색보정 필터를 사용하는 것
이다. 필터는 잃어버린 색상을 되살리지는 못하지만 남아 있는 색상의 균형
을 맞추어지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푸르게 나오지 않게 약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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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 문제

사로잡을만한 특별한 피사체가 없더라도 어떤 구도로 찍었는

아주 맑은 물이라도 부유물, 즉 휘저어서 일어난 침전물, 미

가에 따라 사진의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생물 혹은 기타 찌꺼기들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떠있기

사진에 있어서 구도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마련이다. 이것이 빛이 정상 통로를 막거나 벗어나게 굴절시
키는 빛의 분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빛의 분산은 사진을

구도에서 삼등분법(Rule of the Thirds)은 가장 기본적인 법

덜 선명하게 만들고, 카메라로 도달할 수 있는 빛을 차단하

칙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사진은 크게

여 사진에 잡티로 나타난다.

발전할 수 있다. 사진의 화면을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하여 9개의 구역과 4개의 교차점으로 분할된 가상의 삼등분

부유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시키려면 가능하면 피사체와

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등분법이다.

의 거리를 줄여서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있는 물의 양 즉
부유입자의 양을 줄여야 한다. 다이버가 사용하는 핀과 신체

주체를 사진의 중앙에 놓으면 시선은 중앙으로만 집중된다.

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바닥의 침전물을 발로 차서 일으키는

따라서 프레임은 입체성이 없이 단순히 평면적인 사진이 된

것을 최소화하여 부유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중심에서 벗어나
가상의 삼등분선에 놓거나 가깝게 놓아야 한다. 그러면 사진

TIP

을 감상할 때 시선이 사진속으로 스며들게 되며, 바로 이 시

안전한 수중사진 촬영

사진을 찍을 때는 부력 조절과 주변의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촬영에 너무 몰두하여 연약한 산호초를 탱크로 친다거나 발로
차서 훼손시키거나 핀 킥에 의한 침전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환경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잔압계, 다이빙 컴퓨터 등을 자
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좋은 습관은 사진을 찍을 때마
다 계기와 본인이 있는 위치 그리고 버디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의 이동은 사진에 깊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물고기나 해면, 산호나 다이버 등 중점적
인 주제의 위치는 가상의 삼등분선 점에 놓거나 그곳에 가깝
게 위치시켜야 좋은 사진이 된다.
수학적인 황금분할에 비해 삼등분할법은 실제 구도를 잡을
때 간단하게 화면을 셋으로 나누어 황금분할과 비슷하게 나
눈 점과 선을 이용하는 구도법이다. 화면을 가로, 세로로 3등
분하면 두 개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나오고 네 개의 교차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교차점 중 한곳에 피사체를 배치하면 삼

구도 잡기

등분할의 화면이 구성되는 것이다.

구도(Composition)는 공간 또는 화면 형성을 위해 소재, 형
태, 색채 등 모든 화면 요소를 배치하고, 명암, 조화, 원근법
등을 고려하여 각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완성하는 수단이

콤팩트 디카의 줌 기능과 수중사진

다. 사진에서의 구도는 프레임 안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

광학 줌과 디지털 줌의 차이

현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화면을 정리하는 것이다. 사진의 좋

콤팩트 디카의 줌 기능에는 광학 줌과 디지털 줌이라는 것이

은 구도를 위해서는 선, 형태, 명암 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활

있다. 줌 렌즈는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렌즈

용하느냐에 따라 느낌과 모양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시선을

들을 조작하여 광각 기능과 망원 효과를 얻어 보이는 피사체
의 크기를 조절하여 보이는 것을
광학 줌이라 부르며, 디지털 줌이
라는 것은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
서(CCD)에서 얻은 화상을 소프트
웨어로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능으
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만 있는 디
지털 처리에 의한 줌 방식이다. 대
부분의 콤팩트 디카가 이 방식을

삼등분법의 9개의 구역과 4개의 교차점

채용하고 있고, 줌 렌즈를 탑재한
기종의 경우 광학 줌과 합쳐 50배
삼등분법에 의한 구도

전후의 고배율 촬영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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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광학 줌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 자체가 변

콤팩트 디카로 피사체에 접근하여 촬영을 할 때, 일반 촬영

하기 때문에 확대에 의한 이미지 손상은 없지만 디지털 줌

모드에서 접사 모드로 전환해 사용하면 최단촬영거리가 훨

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확대율이 높을수록

씬 짧아져 작은 피사체에 10~20cm까지 접근하여 촬영할

이미지 손상이 크다. 즉 화질이 떨어진다.

수 있다. 작은 피사체를 찍을 때에는 반드시 접사모드로 설
정하고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접사/광각 전환 스위치는

초망원 줌과 수중사진

방향 버튼의 ◀( )이며, 토글로 동작한다.

수중촬영에서는 줌 기능은 별 의미가 없다. 줌 기능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확대하여 가까이 있는 것처럼
촬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물의 층과 함께 부유
물 때문에 피사체에서 멀어질수록 화질이 저하되거나 스트
로브 빛이 닿지 않아 색이 제대로 재현되지 않아 가능한 한
피사체에 가까이 가야하기 때문에 줌 기능은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좋다. 수중사진은 피사체를 크게 찍으려면 줌으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크게 찍어야 한다.

작은 피사체를 크게 하려고
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줌 기능을 사용하여 피사
체를 키우면 화질만 떨어진다.
작은 피사체를 크게 찍기 위해
서는 반드시 피사체에 가까이
가거나 접사 모드를 사용해야
한다.

광각 모드와 접사 모드
콤팩트 디카에는 광각 모드와 접사 모드가 있다. 광각 모드
는 풍광이나 피사체가 가로세로 30Cm이상의 피사체를 찍
을 수 있다. 이보다 작은 피사체는 접사 모드에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접사 모드와 광각 모드 전환
 캐논 S100의 광각모드로 촬영한 수중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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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광각 전환 스위치( )

 캐논 S100의 접사모드로 촬영한 수중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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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지퍼
• 어떤 목 사이즈에도 적합하도록
칼라부분에 작은 앞지퍼 설계
•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상
의 편안함을 보장

척추보호 패드
• 등지퍼 부분의 두꺼운 네오프랜
• 뛰어난 차단효과를 제공하며 탱
크로 인한 불편함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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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스킨(2nd Skin)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온변화에 알맞은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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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바다와 관련된 신화이야기

바다의 신
글 편집부

땅의 신 가이아 (출처 : 위키피디아)

그리스로마의 신화나 영웅들의 전설은 서구 문화의 여러

지혜/전쟁의 여신 아테네(Athens) 등은 우리가 많이 들어

분야에 깃들여 있어,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본 이름들이다. 그러하듯이 스쿠바다이빙 분야에서도 바

여러 분야에 걸쳐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문학

다에 관련된 신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포세

이나 예술적인 면에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여 신화에 대한

이돈(Poseidon), 네레우스(Nereus) 등과 같은 해신들의 이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름들이다. 이와 관련된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재미있는 일
일 것이다. 본고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바다와 관련된 신

최초로 달에 착륙을 성공한 우주선 이름인 아폴로(Apollo)
11호, 미의 여신 비너스(Venus), 신들의 왕 제우스(Z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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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만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1. 최초 바다의 신 : 폰토스(Pontus)
천지의 최초는 모양이 일정치 않는 물렁물렁한 덩어리여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한데 뒤
섞여 있었다. 이것을 카오스(Chaos, 혼돈)라 한다. 이때 나타난 땅의 여신이 가이아
(Gaia)이고, 가이아는 넓은 가슴을 갖고, 그 넓은 가슴이 온갖 신들의 집이 되었다. 이
가이아는 혼자 힘으로 사랑의 신 에로스, 암흑의 신 에레보스, 하늘의 신 우라노스, 바
다의 신 폰토스(Pontus)를 낳았다.
폰토스 또는 폰투스(그리스어 : Πόντος, ‘바다’ 라는 뜻)는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의
12신 이전의 태초의 신들인 프로토게노이 중의 하나로 오케아노스와 포세이돈 이전의
최초의 바다의 신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를 의인화한 신의 형태이다.

│참고│ 헤시오도스(Hesiodos, B.C.740? - B.C.670?)가 쓴 (신통기 Theogonia, 그리스 신들
의 계보)에 따르면, 가이아는 카오스와 타르타로스 등과 더불어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태초신
이라고 하며, 또한 카오스의 딸이라는 설도 있다.

폰토스 (출처 : 위키피디아, 만든이: Cristian Chirita)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의 작용으로 자기가 낳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os)와 결
혼하게 되고, 우라노스가 여러 신들의 왕이 된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인 가
이아 사이에 여러 신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우라노스는 처음부터 가이아가 낳은 아이
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모조리 땅속에 처넣어 버린다. 그러자 가이아는 남편인 우라
노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여 땅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누구든지 너희
아버지를 죽여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아버지가 무서워 나서지 않았으나
막내아들인 크로노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가이아는 커다
란 낫을 막내아들에게 넘겨준다. 낫을 넘겨받은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남
근을 거세하고 몸뚱이는 모조리 잘라버린다. 그 남근을 바다에 던지자 남근 주위로 바
다 거품이 모였고, 키프로스섬 근해의 이 바다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영어명 : 비너
스)가 탄생하였다.
│참고│ 비너스(Venus)의 여신상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푸른 바다 거품으로부터 태어나 진주조개를 타
고 바다 위에 서 있다.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
1445? ~ 1510)의 최대 걸작으로, 피렌체의 우피치미술관
에 소장되어 있다. 1485년경 보티첼리가 메디치가(家)의
로렌초 디 피에르프란체스코를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된
다. 로렌초가 자신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한 그림
이라고 하며, 당시 철학자들이 설명한 인간의 영혼을 신
플라톤적 해석을 통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비너스의 탄생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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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의 노인 : 네레우스(Nereus)
가이아는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게 거세를 당한 후에는 또 한명의 아
들 폰토스를 남편으로 맞이했다고 한다. 이사이에 네레우스(Nereus, 바
다의 노인), 타우마스, 포르퀴스, 케토스, 에우리비아가 태어났다.
네레우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물의 신, 바다의 신이며 바다인 폰토
스와 땅의 신 가이아의 아들이다. 거신족으로서 도리스와 결혼해 에게
해를 지키는 요정인 수많은 네레이스들을 낳았으며, 호메로스의 작품에
서는 네레우스를 ‘바다의 노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네레우스는 선원들
의 수호자로 일컬어졌는데 보통 예언의 능력이 강한 것으로 묘사된다.
평소의 모습은 하반신에 기다란 물고기의 꼬리가 늘어져 있는 모습이며
상반신은 긴 수염을 가진 인간으로 표현된다. 변신술에도 능하여 헤라
클레스와 같은 영웅들이 네레우스를 잡으려 할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
으로 변하여 도망쳤다고 한다. 기원전 5세기를 넘어서부터 네레우스의

네레우스 (출처 : 위키피디아, 촬영자 : Bibi Saint-Pol, 2007-06-01)

역할은 점차 트리톤에게로 옮겨간다.

3. 물의 요정 : 네레이스(Nereis)
폰토스(바다의 신)와 가이아(땅의 신)의 아들로 태어난 네레우스는 그리스신화에서
나오는 물의 신, 바다의 신이다. 오케아노스의 딸 도리스를 아내로 삼아 50명(또는 100
명)의 딸, 즉 네레이스(Nereis, 물의 요정들)를 낳아, 그녀들과 함께 해저(海底 : 특히
에게해)에서 살았다. 거신족으로 도리스와의 사이에서 에게해의 바다의 요정들인 수많
은 네레이스를 낳았다. 그는 선원들의 보호자였으며, 자신의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네레이스 또는 네레이데스 (그리스어 : Νηρηΐδες, 라틴어 : Nereide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으로 네레우스와 도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50명(혹은 100명)의 딸
들을 말한다.
이 바다의 요정들은 미모가 빼어났으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도 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그의 아들 트리톤과 함께 다니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도와준다. 이들은 특히 에게해와 관련이 깊으며 바다 깊은 곳의 은으로 된 동굴에서
산다.
네레이드 중에 가장 유명한 요정은 포세이돈의 아내가 된 암피트리테, 인간인 펠레우
스와 결혼하여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낳은 테티스, 키클롭스 폴리페무
스의 사랑을 받은 시칠리아의 갈라테이아 등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네레이드
들은 바다의 여러 측면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버지의 특징들인 미모, 관용, 예언력
등을 참고하여 그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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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레이스 (출처 : 위키피디아,
촬영자 : http://www.artrenewal.org)

4. 바다의 신 : 포세이돈(Poseidon)
우라노스를 물리친 크로노스는 그의 아버지 대신에 여러 신들의 왕이 되었다. 우라노스는 죽
을 때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너도 언젠가는 네 아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저주하였다. 크로노스는 레아와 결혼하여 여러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저주가 마음
에 걸려 아이를 낳는 족족 집어삼켜 버린다. 코로노스의 아내인 레아는 이를 슬퍼하여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만은 크로노스 몰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큰 돌에 배내옷을 입혀 갓 태어난 아기라고 속여 크로노스에게 삼키게 하고, 아이를
몰래 크레타섬에 옮겨놓았다. 그러자 이곳의 요정들이 아기를 릭토스의 동굴에 숨겨 돌보아주
었다고 한다. 제우스는 이 동굴에서 산양인 아말테이아의 젖을 먹고 자랐다. 또 쿠레테스들은
의심 많은 크로노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동굴 밖에서 열광적으로 춤
을 추고 무기를 두드려 큰 소리를 냈다. 이 아이가 제우스(Zeus)이다. 라틴어로는 Jupiter(유피
테르)이고, 영어로는 Jupiter(주피터)이다.
어른이 된 제우스는 횡포한 아버지를 타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현명한 티탄족의 여신 메티

제우스의 흉상
(출처 : 위키피디아, 촬영자 : Jastrow, 2006)

스에게 구혼했다. 그리고 메티스를 설득하여 크로노스의 술에 구토 약을 섞었다. 이 술을 마
신 크로노스는 앞서 삼켰던 다섯 아이와 제우스를 대신하여 먹었던 큰 돌을 토해냈다. 이 돌
은 지구의 중심인 델포이에 놓여 지구의 배꼽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제우스는 형제인 포세이
돈과 하데스, 제우스의 번개를 만든 가이아의 아들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르의 협력을 얻어
크로노스와 그를 지원하고 있던 그 형제인 티탄신 족을 10년 동안에 걸친 싸움 끝에 타도하
고, 그들을 타르타로스에 유폐시켰다. 그리고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들로 그 파수꾼을 삼았
다. 승리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는 세상을 셋이 나누어 다스리기로 결정하고,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바다의 왕은 포세이돈(Poseidon)이다. 포세이돈의 라틴어는
넵튜누스(Neptunus)이고, 영어로는 넵튠(Neptune)이다.
포세이돈(그리스어 : Ποσειδών)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
다·지진·돌풍의 신이다. 로마 신화의 넵투누스(라틴어 :
Neptūnus)에 해당한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났으며,
제우스 및 하데스 등과는 형제지간이다. 올림포스의 12신의

첫 번째 세대에 속한다. 돌고래, 물고기, 말, 소가 대표적인 상
징물이다. 주로 삼지창(트리아이나)을 들고 물고기나 돌고래
떼와 함께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날리며 파도를 타는 모습으
로 묘사된다. 성미가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툭하면 다
른 신들이나 인간들과 다투었다.
│참고│ 올림포스 12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레스, 헤르메스, 헤파이스토
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스티아

포세이돈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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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TUSA

M-212
•TUSA 2안식 마스크 베스트 셀러 모델 M-27의 업그레이드 모델
•최고의 피팅감과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프리덤 테크놀러지 스커트
•크리스탈 뷰 교정 렌즈 제공
•라운드 엣지 스커트는 착용 후 자국을 남기지 않음

SF-22 / FF-23
•TUSA 만의 신기술인 포크엘라스트 구조는 최고 효율의 파워 전달력을 보여줌
•특허받은 20° 기울기의 블레이드 디자인(A.B.D)는 10%의 추진력을 더해줌
•크레센트 팁과 세개의 채널로 구성된 블레이드는 최상의 추진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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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IC

PIONEER SUIT
•핵심 보온 부위에 탁월한 체온 유지 능력을 가진 혁신적인 라바스킨 원단 사용
•활동량이 많은 부분에 오션스판 슈퍼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
•리퀴드 심은 물 유입을 방지하고, 바느질 부분의 내구성을 강화시켜줌
•지퍼 뒷 부분에 부착된 스킨 씰은 등 부분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척추 패드와 같은 효과를 나타냄
•목과 손목, 발목에 부착된 스킨 씰을 통해 물 유입을 최대한 줄여줌
•스트레스 디스크는 이음매 부분의 내구성과 견고성을 키우기 위해 모든 이음매 교차점에 부착되어 있음
•팔과 다리 부분이 안쪽으로 구부려진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착용시 최고의 핏과 편안함을 제공
•팔꿈치와 무릎, 엉덩이 부분의 스판듀라 구조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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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
PRISM2
•전자식 CCR(완전폐쇄식 재호흡기)
•	HDD(Heads-Down-Display)는 지속적인 핸즈프리 모니터링을 위한 배
터리 소모를 순차적으로 LED로 나타내 줌
•	어깨의 호흡낭을 통해 더욱 쉽게 호흡
•	산소 공급 라인과 솔레노이드는 호흡 순환부 외부에 위치해 있어 산소 연
결부의 누출로 인한 산소 농도 급상승의 위험을 줄여줌
•	9V 표준 알카라인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온 21℃ 에서 40시간 사용 가능

LIGHT & MOTION

TECH 600
•조사각 8° 의 집중형 라이트
•최대 밝기에서 3시간, 최소 밝기에서 12시간 사용 가능
•수심 90m 테스트 완료
•외부 충전, 충전시간 : 150분
•무게 : 367g
•최고의 내구성과 입증된 스마트 스위치 디자인
SOS

1단계

2단계

3단계

150

300

600

12

6

3

밝기(루멘, lm)
사용시간(시간)

30+

NIGHTSEA
•수중 형광색 생물을 관찰하거나 촬영할 수 있도록 푸른 빛을 냄
•	필터를 통해 일반 라이트와 같은 백색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듀얼 모드 디자인
•조사각 : 확산형 56°, 집중형 12°
•외부 충전, 충전시간: 150분
밝기(복사속, mW)
확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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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형

사용시간(분)
확산형

집중형

1단계

750

425

280

440

2단계

1500

850

140

120

3단계

3000

1700

70

110

신제품 소개

(주)해왕잠수

울트라사 모트롬 드라이 슈트

•	태광열을 열로 바꾸고 인체의 열을 반사해서 따뜻하게 하
는 포지티브 보온소재의 원단사용
•	웜사 모트롬은 태양광을 열로 변환해서 비축하는 동시에
인체로 발하는 열을 반사해서 의복 내에 유지하는 보온
소재임
•	종래의 소재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보온이
었던 것에 비해 적극적으로 열을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
운 발상으로 태어남
•	솔라 발전에 사용되는 빛 열변환 소재로 만들어진 원단임
•	환화 지르코늄 등의 세라믹 입자를 독자의 기술로 폴리에
스테르 섬유에 봉입 이입자가 태양의 파장이 짧은 원적외
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
•	동시에 인체로부터 발생하는 파장이 긴 원적외선을 반사
하여 우천시나 밤에도 보온효과를 유지해 능동적인 보온
기능을 발휘 (드라이슈트 색상은 올블랙임)
■ 특징
•	기존 드라이 슈트의 무겁고 딱딱한 드라이 슈트를 입고
벗는데 에너지소비가 많아 겨울 다이빙을 포기하는 다이
버의 요구를 반영하여 잘 늘어나고 보온성이 뛰어남
•	해왕잠수 25주년 감사 프리미엄 상품으로 거품을 뺀 혁신
적인 통큰 가격
•	디자인과 주요기능은 몸에 라인을 살려주며 과장되지 않
은 패턴을 보여주며 입었을 때는 편안함
•울트라사 모트롬원단 사용으로 보온효과를 높였고 안감은
얇고 부드러운 기모원단을 덧대어 보온효과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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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 13D COMFORT set
FLY 13D 윙과 FLY COMFORT 하네스로 조합되어 있고
2개의 탱크밴드가 있다.

FLY COMFORT
1. 재질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등판
2. 안전한 어깨 조절 방식
3.	어깨 스트랩를 인체 구조에 따라 모양과 패드를 만들었다.
(사이즈 2개)
4. 스테인레스 스틸 D링
5. 스테인레스 스틸 슬라이드
6.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
7. D링이 장착된 가랑이 스트랩
8. 허리 스트랩 + 스테인레스 스틸 버클밸트
9.	웨이트 시스템은 테크 포켓과 일반버클이고 왼쪽 주머니에
는 D링이 있고, 오른쪽주머니에는 FINN LIGHT 홀더가 장착
되어 있다.
10. 원사이즈는 S-XL 이고 큰사이즈는 XXL사이즈이다.
(요청에 따라 사이즈 주문가능)

FLY 13D
13L/133N/13.8KG
1. 도넛 모양의 싱글탱크(10L, 12L, 15L)용 B.C이다.
2. 내부재질 - Codura 2000(빨간색)
3. 외부재질 - TPU가 코팅된 Codura 500
4. 인플래이터 - 50cm
5. LP 호스 - 65cm
6. 배출밸브 - 3개
7. 통합된 싱글탱크 어답터
8. 지퍼 -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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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 13D COMFORT RESCUE set
FLY 13D RESCUE 윙과 FLY COMFORT RESCUE 하네스로
조합되어 있고 2개의 탱크밴드가 있다.

FLY 13D RESCUE 윙
13L/133N/13.8KG
1. 도넛 모양의 싱글탱크(10L, 12L, 15L)용 B.C이다.
2. 내부재질 - Codura 2000(빨간색)
3 외부재질 - TPU가 코팅된 Codura 500
4. 인플래이터 - 50cm
5. LP 호스 - 60cm
6. 배출밸브 - 3개
7. 통합된 싱글탱크 어답터
8. 지퍼 - YKK

FLY COMFORT RESCUE 하네스
1. 재질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등판
2. 안전한 어깨 조절 방식
3	어깨 스트랩를 인체 구조에 따라 모양과 패드를 만들었다.(사이즈 2개)
4. 스테인레스 스틸 D링
5. 스테인레스 스틸 슬라이드
6.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
7. D링이 장착된 가랑이 스트랩
8. 허리 스트랩 + 스테인레스 스틸 버클밸트
9. 웨이트 시스템은 테크 포켓과 일반버클이고 왼쪽 주머니에는 D링이 있고,
오른쪽주머니에는 FINN LIGHT 홀더가 장착되어 있다.
10. 원사이즈는 S-XL 이고 큰사이즈는 XXL사이즈이다.
(요청에 따라 사이즈 주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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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애월 해안

제주도만 가능한 수중사냥 유어장 포인트

‘애월 다이빙 포인트’
글/사진 김기준

노아 요트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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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해안도로 산책로

애월항 해경 파출소 승선전 신고

요즘은 스마트 다이버가 대세인 듯하다. 동해 서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이빙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남해는 10여 년 전 만해도 다이빙 하면 먹거리가 유행

줄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는 불편하고 못마땅하였

했었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다이빙 리조트간에 서로 협

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력하여 수중사냥과 채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요즘에는 다이버들이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이나 물
고기 등을 채집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창피한 기억이지만 필자도 다이빙 전문점을 오픈하

시선들이 많아졌다. 법적으로 다이버가 해산물이나 물

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들

고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다이버들 스

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는 못

스로 ‘스마트 다이버 운동’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다이빙

했었다. 이 후 수중사진을 접한 이 후부터는 사진에 푹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의 취지는 바

빠져 지금까지도 수중사진을 즐기며 업으로도 활동하

다에 있는 어떠한 생물도 채취・채집하지 말고 바다를

고 있다.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자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다.

10여 년 전 다이빙전문점을 오픈하였을 때 방문자들

또한 다이빙하는 형태에 따라 수중사진을 즐기는 사

이 예약을 할 때 일부 다이버의 질문이 제주도 다이빙

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소형카메라 보급이 점점 늘어

에서 고기를 잡거나 채집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중사진을 즐기는 수중사진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을 이용하는 사례가 여러

다이버가 많아졌고, 다이빙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번 있었다.

있다.

필자도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작살은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다이빙 나이프로 물고기를 잡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수

행위나 해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어쩔

중사냥을 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

수 없이 묵과해 준 기억이 있다. 엄연히 불법이었지만

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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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인공어초 안 물고기 무리 2. 감태붙은 자연 암반 3. 감태와 자리돔 무리

수산물자원보호령의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
취의 제한)

수중관광유어장은 현재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업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47호, 2011.7.25, 타
법개정]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

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

2009.9.21] [[시행일 2009.12.1]]

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제39조 (벌칙)

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
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번호에 소개할 북제주군 이색 다이빙 포인트에서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

는 수중사진을 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또한 합

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

법적이고 안전하게 수중사냥을 할 수 있는 ‘애월 다이

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빙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제주도에서 지정한 수중관광
유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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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

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
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
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
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고기잡는 다이버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수중사냥 관
광을 할 수 있는 유어장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 중에
서 애월 어촌계 관광 유어장은 최초로 발탁된 곳이다.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이미 소문난 곳이기에 많은 수중사
냥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다녀갔으며 인기 있는 곳이다. 이
렇게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합법적으
로 사냥을 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애월 포인트에서는 애월 어촌계에 유어비를 내고 해경에
신고한 후 유어선으로 지정된 5척의 어선 중에 합법적으로

어초속 돌돔 무리

작살을 싣고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을 한다. 주로 자연짬이
나 인공어초 주변이 주된 포인트이다. 다이빙을 즐기면서 잡
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주변 횟집에서 잡아온
수확물을 횟감으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자원보호령
제 10조에 의해 작은 물고기는 잡을 수 없고 물고기는 2마
리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다금바리나 붉바리 능성어(구문쟁
이) 같은 제주 특산어종은 잡을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이빙 활동 중 전복이나 소라 등
패류는 절대로 채집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수산물 자원보호
령에 의해 처벌 받는다.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수중사냥을 하는 다이버들도 만족
할 수 있지만, 수중사진가들에게도 좋은 다이빙 환경을 제
공한다. 특히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다양한 효과를 주는 인
공어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패조류형 어초와 어류형
어초들이 많이 보이고 다양하게 생긴 인공어초들이 많이 있
다. 북제주 포인트의 특징인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없는 곳에
인공어초와 자연암반 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끼는 다이빙 포
인트가 된다.
라이언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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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항 신설공사

LNG항 신설을 위한 플로팅 도크

인공어초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 형형색색 아름다운

지 않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애월항은 2단계 개

물고기들이 즐비하게 있어 수중사진을 찍는 다이버들

발사업으로 LNG항 공사관계로 대형 중장비가 항내에

에게도 색다른 묘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이다. 특히 인

있고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공어초 속 안에나 인공어초 바닥에는 대형 어종들도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어종들과 작은 물고기와의 사진

수중사냥을 하는 다이버들도 다이버고, 수중사진을

은 역동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심이 깊은

하는 다이버도, 에코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도 다이버

곳에는 큰 암반들이 많이 보이고 작은 절벽들도 보인

다. 필자도 스마트 다이버이지만 수중사냥 다이버들이

다. 감태와 가시산호 같은 생물들도 많이 보이고 때로

불법으로 사냥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는 혹돔이나 큰돌돔 같은 대형 어종들이 보이곤 한다.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여러형태의 다이버들에
게 다양한 매력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실제로 수중사냥을 좋아하는 다이버들도 수중사진
에 관심을 두어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모
든 다이버들은 바다의 환경을 보존하고 어촌계와도 공

해안도로 주변에는 펜션과 야외 커피숍, 많은 횟집들
이 있어 가족단위의 다이버들에게도 많은 즐거움을 줄

존하며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지
금보다는 내일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수 있다.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즐길 동안 가족들이나
일행들은 애월 해안도로 산책로 관광이나 요트투어를

<공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가는 일행들에게도 심심하

필자가 2012. 11/12 호에 개재하였던 어영 비치 다이빙 포인
트편에서 어영포인트의 수중지형도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
는 협회에서 가져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해저여행 발행인 신광식님이 직접 창안하고 제작하여
소유권이 있는 지형도로 확인되어 본의 아니게 사용되었던
점을 이글을 빌어 사과드립니다.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인공어초 줄도화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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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rt

국내리조트 소개

속초지역의 다이빙
글/사진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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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하면 우리나라 대표 휴양도시이며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편리해진 접안시설

있는 해양도시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어업과 관광산업이 활성
화되어 국내 최다의 콘도와 리조트가 산재해 있으며 각종 위락

몇 년 전만 해도 속초지역 다이빙은 주로 동명항을 중심으로

시설도 매우 많은 도시이다. 꼭 피서철이 아니어도 주말만 되면

보트다이빙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동명항은 협소한 어선위주의

1년 내내 차량과 관광 인파가 붐비는 속초지역은 설악산이란

항구여서 다이빙보트들이 반갑지 않았고 항구가 높아 다이버

명산을 품었기에 레저 휴양도시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설악

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산의 명성과 웅장한 자태, 계절별로 색다른 설악산은 필자가 특

대형 항으로 재확장되면서 리조트들만의 접안시설이 마련되어

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트다이빙을 즐길 수 있어 속초지역 리조
트들은 보트다이빙 안내에 매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필자

명산인 설악산이 육지에 있다면 다이버의 관심인 수중은 어

의 경험으로도 다이빙이 편안했던 곳이다.

떤 지형이며 어떤 형태의 암초가 있을까? 통상 해양에 종사하
는 사람들 사이에는 육상의 산맥이 그대로 수중으로 이어진다
는 정설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 속초 앞바다 물속에는 수중 설
악산이 있다면 틀림없이 수중경치가 아름다울 것이고 수중경치
가 훌륭하다면 스쿠버다이빙 리조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80
년대 90년대의 속초지역은 강릉 경포 10리 바위와 함께 동해안
스쿠버다이빙의 고향이였다. 특히 속초 영금정은 더욱더 그러했
다. 그러나 속초시의 해안지역이 개발되면 영금정의 백사장이
점점 사라지더니 영금정을 찾는 다이버들의 숫자도 점차 줄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동해안 타 지역에 비해 스쿠버다이빙 인
구의 쏠림 측면으로 보면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강릉이나 고성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교통과 접안시설이 불편한 원인이 있었는데 이젠 서울~
동홍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가까워진 거리만큼 경쟁력이
생겼으므로 속초지역 다이빙 연합회에서는 이런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속초지역 다이빙 활성화를 위
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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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교통과 풍부한 숙박시설

덜 받으면서 안전한 다이빙이 가능하고 외해의 깊은 수심에는
마치 설악산을 방불케 하는 수중암초들이 설악산의 울산바위
와 비선대, 금강굴, 대청봉의 절경을 그대로 품고 있으며 암초에
서식하는 산호와 말미잘들은 가을철 단풍이라도 들은 듯 울긋
불긋 절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각종 수중아치와 암초들의 직벽 또한 남성스러운 속초만
의 수중경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속초 앞
바다는 설악산이 또 하나 있으며 암초의 모양도 설악산이라 생
각하면 틀림이 없다. 이 수중설악산의 다양한 포인트들을 속초
시 스쿠버연합회 3개의 리조트들이 공동으로 관리, 활용하여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서울~동홍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속초 간 차량
운행시간이 2시간대로 가까워져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속초지역 다이빙 포인트 안내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수많은 숙박시설과 온천 휴양시설이
있는 곳이라 가족동반에도 강점이 있으며, 1박 2일 다이빙코스

조도

로도 속초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 속초

• 이동거리 : 11분  

지역 스쿠버다이빙리조트연합회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 최대수심 : 15M
• 평균수심 : 10M
• 등급 : 오픈워터 가능 포인트

수중 설악산이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

• 특징 : 동해안에서 경험해보기 어려운 섬 다이빙이 가능한 포인트
이다. 섬 다이빙의 특성상 얕은 수심부터 깊은 수심까지 다양하게

일단 속초지역은 영금정 비치다이빙 포인트라는 확실한 비치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섬이 자연스럽게 바람을 막아주어

포인트와 조도라는 섬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바람의 반대편에서 다이빙을 진행하면 잔잔한 바다에서 편히 다
이빙을 즐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과거 조도는 군 작전상 금지
구역이였던 탓에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먼등대
• 이동거리 : 15분  
• 최대수심 : 23M
• 평균수심 : 15M
• 등급 : 어드벤스드
• 특징 : 사방으로 펼쳐진 거대한 암반, 입수지점에서 사방으로 각
각 다른 감동의 포인트. 말미잘, 해조류, 가을철에는 방어 떼와 쥐
치 떼를 관찰할 수 있다.
작은등대
• 이동거리 : 10분  
• 최대수심 : 20M
• 평균수심 : 15M
• 등급 : 오픈워터 가능 포인트
• 특징 : 무인등대 포인트로서 수중으로 뻗어 있는 등대주변으로
각종 해조류 관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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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불동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 이동거리 : 15분  
• 최대수심 : 25M

권금성
• 이동거리 : 15분  

울산바위포인트

• 최대수심 : 20M

• 평균수심 : 16M

• 이동거리 : 10분  

• 평균수심 : 16M

• 등급 : 오픈워터 가능 포인트

• 최대수심 : 24M

• 등급 : 오픈워터 가능 포인트

• 특징 : 거대한 암초들이 서로 얽히고 설

• 평균수심 : 17M

• 특징 : 우뚝 솟은 두 개의 암반이 웅장함

켜 아치와 협곡을 만들어 내는 웅장한 포

• 등급 : 어드벤스드 가능

을 자아내고 있음. 각종 멍게류, 말미잘,

인트. 섬유세닐말미잘, 각종 산호의 화려

• 특징 : 수중아치, 부채뿔산호, 기암 등으

어류들이 자주 관찰할 수 있다.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로 형성되어 있다.
우럭여

소공원

EAST END

• 이동거리 : 30분  

• 이동거리 : 13분  

• 이동거리 : 15분

• 최대수심 : 40M

• 최대수심 : 20M

• 최대수심 : 34M

• 평균수심 : 30M

• 평균수심 : 14M

• 평균수심 : 24M

• 등급 : 상급자용 포인트

• 등급 : 오픈워터 가능 포인트

• 등급 : 어드벤스드

• 특징 : 수중 30M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 특징 : 암반이 직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 특징 : 형형색색의 섬유세닐말미잘, 부채

그 암반위로 붉은 산호들이 많이 서식.
수심도 깊지 않아 초급 다이버들이 편히

뿔산호 등을 볼 수 있다.

거대한 수중암초 대형 어류와 말미잘 군
락의 장관을 볼 수 있으나 깊은 수심인
관계로 상급자용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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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여
• 이동거리 : 30분  

■ 속초시 스쿠바다이빙샵

• 최대수심 : 40M

동명스쿠버      

• 평균수심 : 35M
• 등급 : 상급자용 포인트

이재원, 010-8664-2676   

• 특징 : 암반가득 말미잘 군락을 이루고 있어 수중 촬영가들의 단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영랑해안길 18
npm271@naver.com         

골 포인트이다.

네이버카페 ‘동명스쿠버리조트’
플라워파크

속초스쿠버      

• 이동거리 : 10분  

김규영, 010-3943-2222    

• 최대수심 : 21M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영랑해안길 133-11

• 평균수심 : 13M
• 등급 : 오픈워터용 포인트
• 특징 : 비교적 깊지 않은 수심에 붉은 산호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로써 태양광의 수중입사가 필수인 수중 촬영가들에
게 추천하는 포인트이다.

outdoor@hanmail.net       
네이버카페 ‘속초스쿠버’

영금정리조트      
이호석, 010-3380-4707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영랑해안길 93-5

이성우
KBS 춘천방송국
CMAS/KUA강사

ssilhs@hanmail.net          
다음카페 ‘영금정스쿠버다이빙리조트’

그린레포츠      
전화 033-635-0271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1-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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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트라이톤 베이와
남부 라자암팟 투어
(Triton bay and South Raja Ampat)
글/사진 강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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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 리브어보드 템보라의 전경

이리안 자야 대륙과 라자암팟

원주민들은 각각 독특하고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해양국립공원 라자암팟(

인도네시아는 18,000여 개의 섬들이 적도를 중심으

Raja Ampat)은 이리안 자야 대륙에 근접한 바다를 지

로 약 5000km를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경계를 이루

칭하는 곳이며 인도네시아어로 네 명의 왕이라는 뜻이

며 위치한 나라이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남쪽, 호

라고 한다. Misool, Batanta, Salawati, Waigeo 4개의 섬

주와 파푸아뉴기니와 점경을 이루고 있으며 지리적 위

을 중심으로 15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치만으로도 얼마나 자연환경이 환상적이고 풍부할지는

이 지역의 바다는 전 세계의 연산호 50%, 경산호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5%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1320여종의 다양한 어종

많은 섬들이 품고 있는 바다는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

이 확인 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의 3배에 달하며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판, 인도판, 필

한 다이빙에서 발견된 개체수가 파푸아뉴기니 다음으

리핀이 만나는 지역에 있어 약 400여 개의 화산이 확

로 전 세계에서 높다고 한다.

인되고 있으며 그 중 140여 개가 현재도 활동 중이라
고 한다.

필자에게도 라자암팟은 생소한 곳이였다. 평소에 투

그 중 이리안 자야(Irian Jaye)대륙은 서쪽으로 서람

어를 준비하면 2~3달은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지인에게

해와 반다해, 남서쪽으로 아라푸라해, 북쪽으로 태평양

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투어를 결정하여 갑작스러웠고

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와 접한다.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출발하기 전 까지도 2주간
의 여행을 준비해야 하는지라 일에 떠밀려 분주했다.

광활한 열대우림을 가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

이 메일로 보내온 항공스케줄을 보니 4일간 왕복 6번

척지 중 하나이다. 이리안 자야의 동쪽은 파푸아뉴기

의 항공스케줄과 환승의 긴 여정이 였다. 하지만 10여

니이며 이곳의 파푸아족들은 문화적 민족적으로 파푸

년전 파푸아뉴기니를 다이빙할 때의 환상적인 기억을

아뉴기니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남태평양의 말레이시아

더듬으며 여러 색다른 지역의 베이(bay)를 다이빙하며

인들과도 연관이 있다. 환상적인 정글, 적도의 빙하, 만

탐험을 할 생각을 하니 적잖이 기대가 되었다.

년설 덮인 5,000m이상의 산들, 울창한 습지들, 다양한

사진으로 확인한 스페인풍의 인도네시아 전통 범선

종류의 희귀한 새와 동물들, 아름다운 해변과 원시림

은 여러 리브어보드를 이용해 봤지만 원목으로 된 범선

을 통하여 흐르는 엄청난 협곡과 터널, 이리안 자야는

은 처음인지라 어릴 적 누구나 꿈꾸어오던 낭만적인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놀라운 자연의 창조물이다.

항해만으로도 벌써 흥분되었다
대부분의 리브어보드는 베스트시즌인 10월부터 4월

1969년부터 공식적인 인도네시아의 주가 되었고 각

까지 운행하며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투어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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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리조트들은 연중 운영한다고 한다. 수온은 연중 24~30도, 시야
는 시즌과 지역에 따라 다른데 20~30m는 유지 해주며 남쪽보다는 북쪽
이 더 낫다고 한다. 다이빙 난이도는 중상급 이상으로 항상 조류가 있는
다이빙이며, 드리프트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초급다이버는 무리가 따른
다. 현지가이드도 다이브 브리핑 시 항상 입 버릇처럼 “no current, no
life” 외친다.
지역이 방대하고 다이브 포인트가 많으므로 또 리브어보드 특성상 이
동이 많으므로 다이브사이트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가이드는 라
자암팟 다이빙의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다.
2007년부터 라자암팟의 지방정부는 입장료와 태그시스템을 제정해 모
든 방문객들에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500,000 루피아(약 50불)를 지역
마다 지불해야 한다. 현지 인도네시아인들은 절반을 할인 받는다. 지방정부
에서는 이 재원으로 불법어획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용한다고
한다
우리일행은 부산 차명수 원장, 액션투어 이민정 대표 그리고 필자 이렇
게 3명이 동행하였으며 일정은 다이빙은 KAIMANA에서 승선/TRITON
BAY(3~4일)/FAK FAK(2~3일)/RAJA AMPAT, SOUTH EAST MISOOL
다양한 고르고니언시펜

(3~4일)/RAJA AMPAT, SOUTH BATANTA(1일)/SORONG 하선으로 일정
이 계획되어 있었다. 항공스케줄은 10:35-가루다 항공으로 인천출발, 15:35
자카르타 도착한 후 공항 트랜짓 호텔에서 휴식 후 다음날 새벽 국내선으
로 01:30-자카르타출발, 암본 경유 09:50-카이마나 도착으로 잡았다
특이한 점은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은 입국수속을 기내에서 처리하므
로 인천에서 수속 시 카운터에서 $25 미리 지불 후 기내에서 입국비자를
받는 것이다. 자카르타 도착 후 수속 없이 바로 짐을 찾을 수 있으므로 편

라자암팟의 라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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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톤 베이의 전경

리한 시스템이었다. 국내선은 다시 별도로 수속해야 하며 국
내선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수화물 규제가 기종마다 20kg,
15kg으로 다르므로 촬영장비가 있는 사진가들은 어느 정도
추가 수화물요금을 준비해야 하며 국내선 공항세는
(IDR30,000~40,000) 루피아로만 지불해야 하니 미리 환전이
필요하다. 국내선 기내반입 수화물은 국내선 항공기가 작은
기종이고 중간 경유지에서 현지인들의 수화물이 많으므로 선
반에 수납이 안되면 카고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유 시
에는 꼭 주의해서 짐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일행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짐을 분실할 수 도 있었다.
카이마나에 도착하니 템보라(TAMBORA)에서 미국인 메니
져 피터(Peter)가 반기며 마중 나와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 민정씨와 독일에서 온 롤렌드
포인트에 정박한 템보라

(Roland)와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자카르타에서부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었는데 서로 못
알아 보다가 3년 전에도 코모도에서 민정씨가 풀 차트로 투
어를 진행했었다. 그때 유일한 외국인 승객이 롤랜드씨 였다
고 한다. 이번에도 우연히 같이 투어를 하게 되었다고 굉장히
반가워 하였다. 한적한 카이마나시내를 지나 작은 스피드 보
트를 타고 모선에 도착하니 피터와 커플인 크리스틴(Kristine)
이 스텝들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우리 일행과 롤랜드만 도착
했고 아마 다른 승객들은 비행스케줄로 좀 더 기다려야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승객들은 언제 오냐고 물으니 이번
투어는 승객이 4명이 전부라며 우리보고 행운아들이라고 했
다. 리브어보드는 승객이 많으면 공간이 좁아 조금 불편할 수

카이마나 공항에서 차원장님과 필자

도 있는데 인원이 적으니 그만큼 여유롭게 투어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었다. 간단한 스텝소개와 템보라의 배 구
조와 시설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아래층에 있는 선실로
안내 받았다 기존 스틸로된 리브어보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 낭만, 여유를 템보라에서는 느낄 수 있었다. 객실에 나
있는 작은 창은 크기는 작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이고 침대도
편안했다. 화장실과 선반 수납가구도 운치가 있었다.
다이빙은 하루 4회 8시, 11시, 15시 18시 30분(나이트)에 진
행되고 두 대의 다이빙전용 보트를 이용하며 나이트록스와 15
큐빅 빅탱크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60~70분씩 다른 지역보다
다이빙시간이 길게 진행되므로 긴 일정과 수많은 피사체를 감
안하면 나이트록스와 빅탱크는 유용한 서비스라 하겠다.

카이마나의 거리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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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환경
체크다이빙을 시작으로 트라이톤 베이에서 다이빙을 이어갔다
피터의 말을 인용하자면 초록물빛, 거대한 물고기와 멋진 블랙코
랄이 있다면 그 사진은 트라이톤 베이다.
그 만큼 물고기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블랙코랄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블랙코랄의 군락지가 발달해 있으며 블랙코랄 사
이사이에 글래스피쉬가 가득하며 고스트파이프피쉬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앤젤피쉬, 약 1.5m의 워베공
상어와 수많은 코랄코드와 구루퍼, 담숼피쉬 등 수면에서는 엔
초비때가 비가 쏟아지듯이 떨어지고 그 사이로 푸실리어 무리
가 역동적으로 군무를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호물고기 공장으로 들어온 것처럼 황
홀할 따름이었다.
섬과 섬 사이의 수많은 작은 섬들을 항해하며 서서히 라자암
팟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해 갔는데 오랜만에 다시 잡는 카메라
가 점점 익숙해지며 다이빙도 여유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카메
라의 셋팅시 마크로와 와이드를 가이드의 추천에 따라 변경했
일행을 반겨주는 스텝들

보트 전면의 넓은 휴식공간

웰컴 브리핑 중인 피터와 크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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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장비실과 카메라룸

다양한 산호가 뒤덮은 피나클과 스위트립

었는데 잘 보존된 거대한 산호들과 다양한 물고기 또 그들의 생동감 넘치는
어우러짐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해
서 야간다이빙을 제외한 주간 3회 다이빙은 생동감과 다양하게 변하는 어우
러짐을 주제로 와이드 촬영 위주로 촬영해 나갔다. 수중지형이 많은 동굴과
여러 가지의 직벽들이 다양한 어류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다이빙은 하
면 할수록 빠져들 수 밖에 없는 트라이톤 베이의 매력이었다.
트라이톤 베이를 벗어나 라자암팟에 이르니 물빛은 점점 그린에서 블루로
변해 갔다. 그러면서 수중환경도 같이 변해 갔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다이빙 포인트들을 소개하려 한다.

Kaimana Bay
Sunken City
그 중 기억나는 곳이 였는데 입수하자마자 여러 종류의 물고기 때가 군무
를 이루며 반겨 주었다. 무리를 뒤로 하고 수심 15m로 하강하자 여러 마리
의 워베공사크를 촬영하고 미정씨를 모델로 주변의 광경을 촬영하고 30m수
심으로 하강하자 체장1,5m의 자이언트 구르퍼를 만났다. 비록 촬영거리를
주리는 않았지만 멋진 조우였다. 상승하여 안전 정지 시에는 직사각형의 거
대한 바위들이 잊혀진 수중 도시를 연상시키듯 줄줄이 놓여 있었다.

블랙코랄 군락지와 다이버 모델/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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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ed Forest
Little komodo 포인트섬 반대편에 위치하고 여러 강한 조류
가 섞이며 수면 밖에서 보면 세탁기의 수조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거대한 스위트립무리와 폼파노무리 모불라(Devil
Ray) 나폴레옹피쉬, 그린터틀, 블랙코랄, 블루, 주황, 분홍 소프
트코랄 군락지, 고스트파이프피쉬 사딘무리의 군무, 커다란 크
기의 코랄구르퍼가 조화를 이룬 최고의 포인트 약한 조류를
거스르며 시작하여 슬로프를 따라 완만이 하강한다. 조류가 변
화가 심하니 주의하여 다이빙을 해야 한다. 가이드의 리드를
따라야하는 포인트.
수면을 뒤덮은 엘로우테일 피쉴리어 무리

Mommon Bay
새소리와 아침햇살이 너무 평화롭고 평온하다
Luar mommon
30m시야가 먼저 반겨주었고 Tanjung mommon 포인트에서
는 다이빙 중반 정도에 1m 되는 커틀피쉬을 만났다. 지금까지
본 커틀피쉬 중 가장 큰 놈이였다. Batu Jamur에서는 다이빙을
마치고 섬 중간에 있는 작은 폭포를 보려 갔는데 멀리서 보았
기에 작은 폭포 같았는데 절대 작지 않았다. 큰 기대 없이 갔었
는데 폭포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량도 많아서 큰 즐거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글래스피쉬는 장관을 연출한다.

코랄가든과 다이버 모델/크리스틴

142

움을 안겨 주었다. 투어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가고 있었고 멋

진 다이빙이 어느덧 일상으로 느껴질 때, 찬 폭포수는 청량감을

로우스넵퍼와 어우러진 자주 볼 수 없는 풍경과 조우 안전정지

선사해 주었다. 그리고 14시간의 긴 항해….

시 섬 아래 바위아치로 파도가 부서지며 수면 가까운 작은 동
굴들과 어우러져 멋진 광경을 연출해 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

T-bone

터가 항상 동굴 안에 있다는 거대한 스위트립을 보여주었다. 출

수심 7~9m부터 시작되는 원뿔모양의 포인트. 원뿔모양을 따

수 전 나오기가 아쉬운 포인트이다.

라 서서히 원을 그리며 진행 특히 라자암팟에서 유명한 Elepant
ear Sponge 노랑, 파랑, 옥색, 핑크색등 다양한 색상을 자랑하
며 크기도 다른 곳과는 비교도 안되게 크다. 잘 어우러진 씨펜
과 글래스피쉬의 군무는 코끼리귀 해면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Nudi Rock
섬의 모양이 일부러 만든 것처럼 누디브렌치와 닮았다. 조류

Batanta(muck) - 마크로다이빙 포인트
다이빙 브리핑 시 그룹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으
며, 가끔 크로커다일이 발견된다고 한다.

가 강하며 바라쿠다, 잭, Mackerel 등 여러 종류의 큰 어류 무

하지만 멋진 먹다이빙 포인트, 여러 종류의 고스트파이프피

리를 볼 수 있으며 조류걸이는 필수, 5m 수심에는 빨강색이 예

쉬, 커틀피쉬의 메이팅, 다양한 종류의 누디브렌치, 오랑우탄크

쁜 커다란 아네모네 군락과 아네모네 피쉬를 볼 수 있다.

렙 등을 볼 수 있다. 수온은 조금 차며 조류는 약하게 흐른다.
템보라와 함께한 이번 투어는 친절한 스테프와 믿을 수 없을

Fiabacet (Whale rock)포인트

정도로 완벽히 보존된 해양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멋진 투어였
다. 특히 범선 리브어보드 템보라와의 항해는 너무 나도 편안했
다. 캐빈에 누워 있을때 나지막이 들려오는 원목범선 특유의 유

두 개의 큰 피나클을 중심으로 3개의 작은 피나클이 위치해

려한 곡선과 손끝에 느껴지는 나무의 촉감 특유의 삐그덕 거리

있다. 시파단의 버팔로피쉬 정도는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버팔

리는 소리와 뱃잔에 부딪치는 파도소리 작은 창 넘어로 찾아오

로피쉬 무리를 만날 수 있으며 바라문디와 엘로우테일 푸실리

는 아침햇살과 붉은 노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느 화려한 현

어 무리를 만날 수 있다. 고르고니언시펜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대식 리브어보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낭만이 묻어났다. 조금 부

피나클사이에 큰 무리의 글래스피쉬도 어우러져 있다.

족한 공간과 편의장치, 가파른 계단 등은 익숙해지면 불편을 느
낄 수 없었다. 물론 승객이 적었던 것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필

Pulau Pisang

자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주었다. 여러나라의 몇몇 리브어보드

Pisang lighthouse 브리핑 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멋진

에서 느켰던 불편한 엔진소음과 매연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포인트 30m 수심에서 시작하여 화려한 고르고니안 산호가 인

없었다.

상적이었고, 상승을 시작하니 커다란 연산호 군락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협곡도 군데 군데 위치를 잘 잡아주어 촬영이

다이브시스템은 특히 편안했다. 60분의 넉넉하고 충분한 다

편했다. 15m로 상승하니 보라색, 초록색의 휩코랄 군락지와 엘

이브시간과 같은 포인트에 다른 다이버팀과 마주치지 않도록

직사각형의 거대한 바위들이 수중도시를 연상시킨다.

1m가 넘는 거대한 커틀피쉬와 다이버  (모델/이민정)

143

배려하는데 이번 투어 동안 40여회가 넘는 다이빙을 진행했음

일정 중의 식사는 인도네시아식과 양식으로 미리 선택할 수

에도 불구하고 한 두번 정도 그것도 수면에서 다른 다이버팀과

있게 주문을 받으며 일정 중 중복되는 메뉴없이 다양하게 준비

마주칠 정도로 세심한 진행이 단연 돋보였다.

되어진다. 미니바에는 맥주와 소프트드링크, 쥬스, 쿠키, 과일

모선을 옮겨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해 주변에 다른 리브어보
드와 리조트가 있으면 서로 연락하여 다이빙 스케줄과 다이빙

등은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적인 메뉴도 부탁하면 가능하니 부
식도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다.

정보를 교환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포인트를 선정하고 서로 겹
치지 않도록 하였다.

오랑우탄크렙 커플

유영중인 고스트파이프피쉬

딥블루와 멋진 고르고리언시펜

다양한 컬러의 코끼리해면과 앤젤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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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2일 간의 여정이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날 저녁은
일식만찬이 준비되었는데, 주방장이 7년이나 일식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 있는 주방장이라고 했다. 저녁을 마치고 음료를 즐기
며 차명수 원장과 필자는 수중풍경과 생물위주로, 이민정씨는
스텝들과 여행과정을 담은 슬라이드쇼를 진행했는데 반응도 아
주 좋았고 모든 스탭들과 여행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준비
하느라 힘은 들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였다.
라자암팟과 트리이톤 베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여
행하고픈 매력적인 다이브사이트임에 틀림이 없다.
투어 동안 최선을 다해 안전한 진행을 해준 피터와 수중에서
친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가이드를 해준 크리스틴, 항상 해

라자암팟의 수면풍경

맑은 미소로 웃음을 준 말리, 독일에서 온 친절한 젠틀맨 롤랜
드, 수중사진에 대한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신 차명수 원장, 필자
를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 시켜 라자암팟의 수중세계로 인도해
준 액션투어 이민정 대표와 갑작스러운 투어를 이해해준 아내에
게도 다시한번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템보라의 조타실

좌로부터 필자, 이민정씨, 차명수 원장님, 말리, 피터, 크리스틴, 롤랜드

강필선
1997
1999
20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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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군투어 중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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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이브 리조트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 포인트가 10분거리에 위치 / 유명한 아포섬 다이빙 가능

★ 세부 릴로안의 호텔형 리조트
★ 다이빙 교육
노블레스 리조트

★ 전문적인 펀다이빙 가이드
★ 기업체 단체연수

★ 객실마다 wifi 설치
★ 체험 다이빙, 호핑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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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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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 다이빙 ( 5 )

재호흡기
다이빙 절차 1
최근 재호흡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특수 목적에서 대중적인 레저 장
비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호흡기 다이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번 기회에 3~4회에 걸쳐 재호흡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와 개념을 소개를 하고자 한다.
글/사진 정의욱

재호흡기 다이빙 절차는 개방식 스쿠바다이빙 절차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물론 개방식 스쿠바의 경험이 풍부하면 다
이빙 물리학, 생리학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
에 유용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도 재호흡기 다이빙에서는
전혀 예상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흔히 재호흡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개방식 다이빙에 숙달되
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재호흡기 다
이빙에서 어느 정도는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적용되
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의외의 스트레
스를 받곤 한다. 특히 개방식 다이빙을 오래 즐겨온 다이버일수
록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가 더 쉬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재호흡기를 배울 경우에는 지금까
지의 지식을 덮어두고 처음부터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가며 다
시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이빙 전 준비
웨이트

일반적으로 재호흡기는 개방식 장비와 비교하여 상체에 호흡
주머니 만큼의 부피가 추가되므로 개방식 장비보다 더 많은 웨
이트가 필요하다. 재호흡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재
호흡기의 경우 개방식 15리터 탱크로 다이빙하는 것과 비슷한
무게의 웨이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흡주머니가 상체에 위치하
므로 2~3kg의 웨이트를 벨트에서 분리하여 비씨(BC) 위쪽에
있는 웨이트포켓에 넣으면 수중에서 수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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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마스크

웨이트포켓

되며 훨씬 편안할 것이다. 재호흡기로 처음 다이빙 할 경

재호흡기에서는 풀페이스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우 몸이 자꾸 뜨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2~3

수 있다. 풀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장점은 전자통

kg의 웨이트를 추가로 사용한다. 호흡주머니의 부피를 한

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선 통신 장비는 과

번 호흡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하면 웨이트도 적게 사

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재호흡기에서 사용하면 버블

용하고 유영자세도 좋아지므로 기체의 사용 효율도 좋아

에 의한 잡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풀페이스 마스

진다. 만약 웨이트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면 웨이트를 웨이

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

트포켓을 활용하여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르지만 코와 입 그리고 마우스피스가 이산화탄소가 축적
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은 웨이트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은 종종 호흡주머니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준비

부피를 너무 크게 유지하곤 한다. 호흡주머니의 부피가 커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카트리지에 채우기 전에 카트리지

지면 부력이 증가하며 다이버는 중성부력을 유지하기 위

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소다라임을 카트리지의 약 절반 정

해 그만큼 웨이트를 더 착용하게 된다. 또한 호흡주머니의

도를 채우고 잠시 동안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충분히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사용 효율도 떨어진다.

다져지도록 한 뒤 다시 추가하여 채운다. 카트리지의 측면
을 손으로 가볍게 여러 번 두드려서 흡수제가 충분히 가

마스크

라앉도록 한 뒤 뚜껑을 닫는다.

재호흡기의 희석기체 실린더는 대부분 작기 때문에 다

카트리지를 개방한 채로 대기 중에 장시간 노출시켜서

이버는 잘 맞고 기체가 새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

는 안 된다. 만약 흡수제를 채워둔 상태로 보관할 경우에

다. 마스크 물빼기를 자주 하면 기체가 빠르게 줄어들기

는 카트리지는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여과통 안에 넣

때문에 다이빙 전에 반드시 마스크를 이슬방지 용액으로

어 두어야 하며 모든 호스와 호흡 주머니가 연결된 상태

처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40대 이후의 사용자라면 노안의

라야 한다. 이 때 마우스피스는 반드시 잠겨 있어야 한다.

경우 모니터의 정보를 잘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모니

흡수물질을 부분적으로 비웠다 다시 채워서 사용해서

터의 정보를 잘못 읽을 경우 자칫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

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사전에 흡수되어 있

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돋보기가 달려있는 마스크를

는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떨어지며 채널을 형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할 경우 흡수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흡수제는 반드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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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를 충분히 두드리면서 흡수제를 채워야만 채널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과물질을 대기중에 개방시켜 놓은 채로 방치해서는

단기 보관

안 된다. 오염되거나 너무 건조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다이빙 후에 흡수제를 보관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재호

소프노라임은 약 18%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분

흡기 안이다. 호흡순환계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키고 다시

은 이산화탄소와 화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립한다. 흡수제를 완전히 건조시킬 필요는 없다. 사용하

소프노라임은 약알칼리성 물질이므로 다루는데 주의가

고 아직 효과가 남은 흡수제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좋

필요하다. 소프노라임 입자나 부스러기 등이 피부, 점막,

은 방법이 아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서 2~3일간 밀폐해 두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노라임은 사용

었던 흡수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후에도 약간의 알칼리성을 띤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립지
에 폐기하여도 무방하다. 소프노라임이 선박의 갑판에 떨

흡수제 제조사의 사용 지침서를 확인해야 하며, 얼마나

어질 경우 표백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프노라임

사용시간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흡수제는 새것으

을 흘렸다면 닦아내야 한다.

로 교체한 후 다이빙해야 한다.

흡수제의 사용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한다. 일부 재호흡기
는 흡수제 교체시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 장

실린더 구성 (Cylinder Configurations)

소에 같은 종류의 재호흡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카

완전폐쇄 재호흡기에는 주로 2리터에서 3리터의 실린더

니스터에 자신의 이름과 흡수제 사용시간을 기록해 두는

2개가 사용된다. 하나의 실린더는 산소가 충전되며 나머

것이 좋다.

지 하나는 희석기체(dilutant)가 충전된다. 일반적으로 산
소는 산소 조절 밸브를 통하여 호흡순환계로 공급되고 희

흡수제 관련 응급조치

석기체는 수동 또는 자동희석밸브(ADV)로 공급된다. 산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부식성 칵테일’을 생성시킬 위험

소는 체내에서 신진대사에 소모되는 산소와 상승 중에

성을 갖고 있다. 다이버가 실수로 부식성 칵테일을 삼킨다
면 후두개 마비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
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소량을 삼켰을 경우 나
타나는 자극은 산성 과일음료나 물 등을 삼키면 해소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식성 칵테일 액체를 삼키지 않는
것이다.
젖은 손으로 흡수제를 만져서는 안 된다. 손에 비누가
칠해진 것과 같이 미끄러운 느낌이 날 경우는 피부가 부
식성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CCR cyls 2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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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 감압다이빙에서는 충분한 탈출용 기체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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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지는 산소부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추가되며

time)이 모두 경과한 시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

다이버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희석 기체는 6m보다 깊은 수심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바닥 수심에서 수면까지 상

으로 잠수할 경우 재호흡기 내부의 호흡기체 중 산소의 압력이

승하기에 충분한 기체보다 더 많은 양(예를 들면 1.5배)을 준비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희석하기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해야 한다.

하강하는 동안 압력에 의해 압축되는 호흡주머니의 부피를 유

대개 탈출용 기체양은 과소평가되어 재호흡기 다이버들은

지하기 위해 추가하는 기체로 사용된다. 다이버가 목표 수심에

종종 작은(2리터) 희석기체 실린더에 50바(bar)만을 남겨놓고

도착한 이후에 재호흡기 시스템 내부의 희석기체는 더 이상 소

다이빙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호흡기 다이버는 기체를

모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 기체를 호흡순환계 밖으로 내보내

심각한 상황에서 거친 호흡을 할 경우에도 충분한 탈출용 기체

거나 더 깊은 수심으로 하강하면 희석기체가 추가로 소모된다.

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종종 두

희석기체는 부력조절기에 주입하거나, 드라이 슈트에 주입하거

배 이상의 기체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나, 산소 센서를 검사하거나 개방식 탈출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
해 충분한 양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반폐쇄 재호흡기의 경우 실린더에는 나이트록스를 충전한다.
충전하는 나이트록스의 성분에 따라 최대허용수심(MOD)까지
하강할 수 있다. 반폐쇄 재호흡기 중에서 산소부분압을 모니터

희석기체는 다이빙이 이루어지는 전 수심에서 호흡할 수 있

링 할 수 없는 재호흡기는 사전에 산소 성분에 따라 적정한 기

어야 한다. 처음에는 희석기체 실린더에 일반적인 공기를 사용

체 흐름율(flow rate)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하강시, 다이

한다. 공기를 희석기체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공기 다이빙의 한

빙 도중, 상승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체를 환기시켜야 한다.

계수심(35~50m)까지 다이빙 할 수 있다. 공기를 희석기체로 사

또, 산소부분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이빙 도중에

용할 경우 셑포인트(set point)를 1.3기압으로 하면 최대 수심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50m가 되지만 40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헬리옥스나 트라이믹
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0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헬리옥

양압점검

스나 트라이믹스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깊은 곳

재호흡기는 기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으로 잠수하는 것은 무리다.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배우고 경험

2~3리터 정도의 작은 실린더를 사용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혼합기체 제호흡기 과정을 배워야

재호흡되지 않고 기체가 누출될 경우 예상 사용시간은 급격히

한다.

줄어들게 되며 기체가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빙 전에

희석기체는 절대로 헬륨이나 질소와 같은 순수 기체를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수심 20m에서 재호흡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

호흡순환계 내부의 공기가 유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양압점검
을 실시해야 한다.

고 희석기체를 사용하여 탈출하려 한다면 산소가 전혀 포함되

양압점검을 하는 방법은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코로 공기

지 않은 순수 질소를 호흡할 경우 곧 의식을 잃게 되기 때문이

를 들이마신 뒤 입으로 내쉬는 방법을 수차례 반복하여 호흡순

다. 그러므로 희석기체는 반드시 다이빙하는 수심에서 생명을

환계를 공기로 가득 채운 뒤 마우스피스를 잠그고 압력이 빠져

유지하기에 충분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가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 때 호흡주머니 위에 2~4kg의 웨이

희석기체의 산소 성분이 21%미만인 경우에는 낮은 수심에서

트를 얹어서 압력이 작용하도록 한다.

희석기체를 개방식으로 호흡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낮은 수심에서

만약 수분이 지나도 웨이트가 가라앉지 않고 호흡주머니가

희석기체를 재호흡기에 주입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부피를 유지하면 양압점검에 합격이다. 그러나 점차 웨이트가

산소 조절기에 이상이 있거나 꺼져 있거나 산소 실린더가 비어

가라앉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한 뒤 다시 양압점검

있으면 기절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장비를 준비하고 연습

을 시도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음압점검

재호흡기를 사용하여 혼합기체와 감압다이빙을 할 경우에는

재호흡기의 호흡순환계에는 소다라임과 전자 장비들이 포함

무감압 다이빙을 실시할 경우와 실린더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된다. 따라서 물이 호흡순환계 안쪽으로 스며들 경우에는 소다

예를 들면 부력조절기와 드라이슈트의 기체 주입은 재호흡기

라임이 젖어서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장시간 다이빙에서 적절

부식성 칵테일이 발생하거나 전자장비가 손상될 수 있다. 그러

한 기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력조절기와 드라이슈트에 주

므로 재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빙 전에 호흡순

입할 기체를 따로 장착하는 것이 좋다.(특히 감압다이빙에서)

환계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지 확인하는 음압점검을 실시

비상용 탈출 기체는 수중에서 계획했던 다이빙 시간(bottom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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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직전 점검 목록
다이빙 전에 아래 항목들을 검사하고 오른쪽 칸에 표시하시오.
희석기체와 산소 실린더의 성분 분석
희석기체와 산소 실린더의 압력 확인과 실린더 연결 확인
호흡 호스와 마우스피스가 적절히 조립되었는가를 확인
희석기체와 산소 실린더 밸브를 개방한 다음 다시 잠근다. 일정 시간 동안 잔압계를 확인하여 기체가 서서히 새지 않는지 확인
마우스피스의 작동과 기체 흐름의 방향 확인. 다이버의 오른쪽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양압, 음압 검사
실린더 밸브를 열고 밸브와 탈출용 호흡기 검사
드라이슈트/부력조절기 주입 장치를 점검.
전자 핸드셑(electronic handset) 스위치 켜고 다이브 모드로 진행 (완전폐쇄 재호흡기)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유효시간 확인
제조사의 교정(calibration) 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교정을 실시한다. (완전폐쇄 재호흡기)
컴퓨터의 적절한 동작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산소 부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 주 모니터와 보조 모니터 모두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자동희석밸브(ADV)의 작동 유무를 확인.
수동 기체 주입장치(희석기체, 산소) 작동 확인
희석기체를 주입하면 산소부분압이 낮아지고(또는 저산소 경고가 발생) 다시 산소 부분압이 셑포인트로 회복되는지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셑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정했는지, 그리고 다이브컴퓨터가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희석기체를 정확하게 지정했는지 확인 (완전폐쇄 재
호흡기)
셑포인트 자동 전환 수심(하강시, 상승시) 지정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배터리 경고가 날 경우 모니터 확인

호흡하기 직전 점검 목록 (Pre-Breathe Sequence)
호흡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고 오른쪽 칸에 표시하시오.
낮은 셑포인트로 지정 (완전폐쇄 재호흡기)
재호흡기로 호흡을 불어 넣으면 산소 부분압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으로 천천히 반응하는 셀이 있는가를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산소 조절기가 셑포인트의 값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가를 약 3분 이상 지켜본다. (완전폐쇄 재호흡기)
이산화탄소 여과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는가를 확인한다. 수 분간 호흡하며 이산화탄소 과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희석기체와 산소 인플레이터를 조작해 본다.
탈출용 기체 시스템이 작동하는가를 확인
호흡주머니의 위치가 정상인가 확인
마우스피스가 완전히 개방 또는 폐쇄되었는지 확인한다. 완전히 개방/폐쇄되지 않았을 경우에 물이 스며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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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수시 확인
재호흡기는 처음 물에 들어갈 때 실시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다. 이들 절차는 수심 6m 미만에서 실시해야 한다.
처음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호흡을 시작하면 폐 속의 공기가 호흡순환계 내부로 주입되기 때문에 산소부분압이 일시적으로 낮아
지고 이를 감지한 재호흡기가 셑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 산소부분압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한다. 이 절차를 통하여 재호흡기 조절장치
가 켜져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전폐쇄 재호흡기)
처음 물에 뛰어들거나 하강지점까지 이동할 때 마우스피스가 잠겨있는지 또는 입에 물고 입수할 것인지 확인한다.
수면 아래로 하강하면 재호흡기에서 기체가 유출되는지 짝과 함께 서로 확인한다.
산소 조절기가 작동하는지를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셑포인트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보조 산소 모니터가 작동하는지 확인 (완전폐쇄 재호흡기)
기체 공급율이 적절한지 확인 (반폐쇄 재호흡기)
부력 조절 장치 확인
탈출용 기체 재확인

음압점검을 하는 방법은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양
압점검과는 반대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신 뒤 코로 내

(ECCR)를 켜지 않고 입수하는 실수를 예방해주기 때
문에 항상 버릇처럼 실시해야 한다.

쉬는 방법을 수차례 반복하여 호흡순환계의 공기를 모
두 배출시킨 다음 마우스피스를 잠근다. 이 때 많은 종

점검표(Checklists)

류의 재호흡기에서 주름관을 움켜쥐고 다시 복원되지

생명을 좌우하는 모든 절차에서는 점검표 사용이 필

않을 정도로 한다. 그러나 재호흡기에 따라 주름관의 복

수적이다. 예를 들면 조종사의 경우 수 천 시간 이상 비

원력이 매우 강하여 주름관이 압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

행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비행하기 전에 항상 점검표를

다. 재호흡기 제조사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한다.

작성한다. 점검표를 확인하는 것은 단지 기억할 것이

만약 수분이 주름관이 펴지지 않고 압착된 상태를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무엇인가 잊어

유지하면 음압점검에 합격이다. 그러나 점차 주름관이

버리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한 뒤

로 다이버는 재호흡기를 사용할 때마다 점검표를 기록

다시 음압점검을 시도해야 한다.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장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거나 이산화탄소 흡

산소 조절기능 점검

수제를 교환하는 경우와 같이 호흡순환계의 어느 부분

전자식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는 사전에 지정한

이라도 분리한 뒤 다시 연결했을 경우에 반드시 점검표

산소 부분압(예 : 0.7~1.3 PPO2)을 자동으로 유지시켜는

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점검표가 물에 젖지 않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전자식 완전폐쇄 재호흡기

도록 코팅하여 재호흡기 뚜껑 안쪽에 붙여두는 것이

(ECCR)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이빙 전에 전자 조절기능

좋다.

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다이빙 직전에 다이버가 마우스피스로
공기를 불어 넣어서 산소부분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하고, 곧 전자 장치에 의해 산소가 주입되

정의욱
( SDI/TDI/ERDI Korea 본부장 )

어 호흡순환계 내부의 산소부분압이 지정된 수준으로
회복되면 정상 작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산
소부분압이 떨어진 다음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전
자 조절장치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 점검 방법은 특히 전자식 완전폐쇄 재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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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운전자들이 조심

강사코너

오픈워터 다이버가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들 …

운전을 하지만 눈길에 사고차량들이 많이 늘어났다. 많은
운전자들은 일반적인 몇 가지의 운전 조작 기술을 익혀서
크고 작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시에 대비하
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한 운전습관을 들이지 않
은 운전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운전습관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몰
고 가기도 한다. 우리주변의 오픈워터 다이버들을 둘러보
면 자격 있는 다이버이지만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잘못된 다이빙 습관으로 인하여 비상시 대처능력도 모르
고 아슬아슬한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적지 않다. 따
라서 이번 호에서는 초급다이버인 오픈워터 다이버들이
이것만은 꼭 알고 있었으면 하는 기초 다이빙 기술들에 대
하여 다루어보려고 한다. 이글은 오픈워터 코스의 모든 기
술을 소개한 것이 아니며, 20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필자가 생각하는 자격 있는 초급 다이버가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1. 장비가방에서 다이빙 장비를 꺼낼 때부터 다이빙 기술은
시작된다
다이빙을 준비하는 것은 잘 정리된 장비가방에서 하나씩
꺼내어 조립을 시작하거나 가방에서 꺼내어 정리 후 번잡
하지 않게 조용히 조립해야 한다. 다이빙 장비는 크고 작
은 안전장비와 액세서리 등이 메인 장비외에도 다양하다
여러 명의 다이버들이 이것들을 대충 풀어 놓고 조립을 한
다면 시작부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글 정상우

장비조립과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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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수전 장비의 점검은 스스로 그리고 짝과 같이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확인하라.
입수 전 다이빙 장비의 점검은 B.W.R.A.F 를 기억하라. B는 BCD의 급기 배기 시스템 확
인, W는 웨이트 시스템 확인, R은 ‘release’로 느슨하거나 풀린 부분이 없는 지 확인, A
는 ‘air’로 잔압과 공기 공급 시스템과 공기의 질을 확인, F는 ‘final OK’로 전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3. 수
 면에서의 부력점검은 물안에 있는 동안 편안함을 주는 기본이다
이는 다이버의 몸에 맞는 웨이트를 결정하게 해줌으로써 수중에서 과다한 웨이트나 부
족한 웨이트로 인하여 겪는 부력조절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수면에서
BCD에 공기를 빼고 충분한 들숨 상태에서 눈높이에 온다면 적당한 수면부력 점검이
된다.
4. BCD는 쉽고 능숙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편안함을 유지해야 한다.
백마운트, 스테빌라이징, 윙타입 등의 다양한 스타일의 부력조절 장치들은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에 충분하다. 선택한 어떤 BCD이든 공기를 BCD에 넣고

짝과 함께 장비 점검하기

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다이버는 안전과 부력조
절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LPI와 입으로 불기 방법을 이
용하여 부력조절을 할 수 있고, 최소 30초 이상을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 호흡조절만
으로 호버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LPI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LPI 호스
를 제거하는 방법과 결합하는 방법 또한 익숙해야 한다.
5. 하강과 상승은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강의 첫 번째는 하강을 하기 전에 짝과 같이 하강 신호를 하고 준비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 밖의 지형을 숙지하여 다이버의 입수장소나 진행 방향의 기준을
잡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등대나 큰 소나무와 나를 삼각형으로 하
여 출수시에 이동범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다. 세 번째는 수면에서 사용했던 스노클
을 호흡기로 바꾸어 물고 네 번째로 잠수의 시작시간을 확인하여 무감압 한계내에 머
물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로 BCD의 공기를 빼고 다리부터 천천히 하강하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함으로 중심을 잡고 바닥의 수중생물을 보호하는 기본을 지킨다.
상승의 첫 번째는 짝과 같이 상승사인으로 상승준비를 서로 하고 두 번째는 시간확인
을 통하여 잠수시간을 체크하며, 세 번째로 상승으로 인한 BCD의 부력컨트롤을 위해
BCD의 호스를 편안히 잡고 팔을 위로 하여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한다. 네 번째는 시
선을 수면으로 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편안한 호흡을 한다. 다섯 번째는 분당 18m 보
다 느린 속도로 천천히 상승하고 5m 수심에서 안전감압을 최소 3분 정도를 하는 좋
은 습관을 갖는다.
6.	수경에 김서림이 생기거나 벗겨지는 것은 잠시 안개가 끼거나 가로등 없는 어두운
밤거리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수경안과 밖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서림 방지액
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타액을 이용하여 물이 수경에 막을 형성하기 전에 코팅시켜주
는 것이 좋다. 만약 김서림 방지액에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한 다이버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타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경은 중심을 잃은 다이버의 손이나 앞에서 유영하는 다이버의 오리발에 맞아 벗
겨지거나 물이 들어올 수 있으며 재미있는 수중생물이나 짝 때문에 웃다보면 물이

마스크 탈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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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들어 올 때가 있다. 이외에도 비상시의 모든 경우를 위해 수경 안에 물을 제거
하는 것, 벗고 다시 쓰는 것, 수경을 벗고 수영하기를 최소 15m는 할 수 있어야 수경문
제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7.	다이빙 중 공기가 고갈되는 것은 운전 중 연료게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말이 안되지만 어리석게도 가끔 공기고갈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한 트레이
닝으로 수시로 나와 짝의 게이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짝의 보조 호흡장치
를 자연스럽게 도움받아 상승하거나 짝이 멀리 있거나 없을 경우 조절된 비상수영상승
이 가능하도록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절된 비상수영상승은 공기 고갈시 도움
을 줄 다이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분당 18m의 속도로 상승하는데 시선을 위로해 기
도를 확보하고 폐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아~ 소리를 내면서 상승한다. 이때 호흡기
는 꼭 물고 상승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커진 공기의 부피가 다이버
에게 수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적은 양의 공기라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절된
비상수영상승이 역부족이라면 비상부력상승을 시도하는데 이때는 웨이트를 포기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다이버를 양성부력으로 만들어 상승하는 방법으로라도 수면에 도달
할 수 있게 한다. 공기고갈 시에 모든 경우 수면에서 부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BCD에 입
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 방법을 사용하여 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비상시에는 모든 장비의 탈착이 편안해야 대응하기 쉬운 것이 있다.
웨이트는 없으면 다이빙을 할 수 없지만, 비상시에는 버려야 하는 것일 수 있다. 웨이트
시스템은 BCD 통합형과 허리벨트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탈
부착이 쉬워야 한다. BCD도 그물이나 낚시줄이 걸리거나 했을 때는 짝에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장비를 벗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효
과적일 수 있다. 이는 수면에서도 유용한데 배에 오르기 전 웨이트를 풀고 장비까지 벗
어야 출수할 수 있는 고무보트나 플랫홈이 없고 사다리가 없는 보트를 이용할 때 꼭 필
요하다.
9.	문제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운전자가 휴식을 위해 휴게소를 찾는 것
과 같다
바다의 수중환경은 가변적이라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빠른 판단력을 요구
한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판단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흔한 경우가 호흡기가 고장이 나서 프리
플로우가 되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과로로 패닉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플로우
호흡기 호흡하기 최소 30초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과도한 오리발
사용으로 인한 근육의 피로로 젖산이 근육에 쌓이고 이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수축현
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때는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는 쥐풀기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일단 쥐풀기 수신호로 짝에게 알리고 쥐가 난 부분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자세로 15초 이상을 유지시키면 충분히 이완된다. 이 경우 정지 상태에서 다이빙
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면 재발이 쉽기 때문에 상승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경우는 수면에서 배로 이동하거나 장거리 수면이동을 할 때에도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는 짝의 도움을 받아 지친 다이버 끌기법으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대응의 핵심은 문제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인데 STOP - THINK - ACT 일단 멈추고 생각한 후 행동하는 기본 지침
고장이 난 호흡기 호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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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0.	수영을 못해도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빨간 거짓말이다.
수면에서의 다이버의 안전은 장비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비상시에는 수영능력이 필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BCD라는 충분한 부력을 확보해주는 장비가 있지만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을 받으려면 적어도 깊은 물에서 보조도구 없이 수면입영 10분과 200m의 맨몸 수영이나
300m 수면에서 오리발 스노클을 사용한 수영능력이 필요하다. 수영을 못해도 다이빙을 배울
수는 있지만 오픈워터 다이버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수영능력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수영
능력 트레이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수영능력이 전혀 없는 교육생들도 다이빙을
배우며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1.	스킨다이빙은 안전을 위해 BCD를 착용하고 수면부위를 중심으로 짝 시스템을
지켜라
우리는 보통 스쿠바다이빙은 위험하고 스킨다이빙은 가볍고 안전한 물놀이 정도
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스킨다이빙은 무호흡 잠수로 잠수하며 좀 더 오래 숨을 참기 위해 초과호흡을 한
다. 초과호흡을 무리하게 할 경우 낮은 물에서의 기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다. 이는 체내의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뇌에서 호흡충동을 일으켜 수면으로 출수
시키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지나친 초과호흡으로 축적된 이산화탄소의 양
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 호흡충동을 늦게 일으키게 되어 산소가 체내에서 먼저
고갈되는 경우로 늦게 호흡충동을 느낀 스킨다이버가 상승시 산소고갈
로 낮은 물에서 기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킨다이빙에서의 짝 시스템
은 수면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지를 수면에서 확인해 주는 역할이 크다.
또한 스킨다이빙은 체력소모 또한 큼으로 수면에서 BCD와 수면부위를
이용 체력 소모를 줄이고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격 있는 오픈워터 다이버는 독립적으로 짝과 함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버이다. 하지만 강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기술을 제외시켰거나
교육받은 기술이 숙달이 안된 다이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 바다는 초급 다이버들이 가까이 하기엔 멀게 느
껴진다. 하지만 다이버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려는 각오가 있어야 한
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장롱면허 다이버가 되는 수
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다. 어렵게 배운 다이빙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급 다이버 스스로 기술을 점검하고, 수영장에서
라도 꾸준히 연습한다면 멋진 바다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유롭게
바다를 유영하는 다이버가 될 것이다.

정상우
마린마스터 대표
PADI코스디렉터 #81698
PADI 사이드마운트 강사 트레이너 외
22개의 PADI 스페셜티강사 트레이너
이메일 : gopro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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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바다에서 도전과 자유를 맛보다

프리다이빙 Free Diving
- 프리다이빙 기초 이론과 안전 수칙 글 김효민

프리다이빙 기록세우기 이야기는 영화 빅블루(또는 그랑블루)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 프리다이
빙은 여러 형태의 경기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프
리다이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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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red Buyle/nekto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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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프리다이빙 기초 이론과 안전 수칙

프리다이빙은 나이와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
나 적절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거추장스러운 외부 호흡장비 없이도 수중세계를 자유롭
게 비행하듯이 탐험할 수 있다.

프리다이빙 기초 이론
- 장비
프리다이빙 장비는 흔히 물놀이 때 볼
수 있는 스노클링 장비나 스쿠버다이빙시
사용되는 스킨 장비들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더욱 세밀하고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적은
볼륨의 마스크와 단순한 구조의 스노클,
긴 블레이드의 오리발과 투피스의 잠수복
을 연상하게 된다. 자신에게 맞는 프리다
이빙의 장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
는 것이 프리다이빙 훈련 능률과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프
리다이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
는 오리발과 잠수복에 대해 소개하고자
호주에서 활동 중인 70세 프리다이버 짐. 대처 25m의 수심과 3분
5초의 잠수기록 보유

한다.

1. 오리발

프리다이빙용 핀에 쓰이는 소재, 디자인, 구성요소 등은 굉장히 다양하다. 자신의 목적에 알맞은
핀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리다이빙을 위한 최적의 핀은 길고
부드러운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서 물속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짧은 블레이드가 달린 일반적
인 핀보다 더 나은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소재

핀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소재에는 검은색 고무, 폴리우레탄, 열가소성 플라스틱, 탄소 섬유 및 합
성 소재 등이 있다. 각기 다른 소재들을 사용한 블레이드는 내구성, 힘, 사용상의 용이함과 추진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사용한 블레이드는 흠집이나 파손 등에 강해, 기초 과
정의 프리다이빙에 적합하다. 탄소 섬유 및 합성 소재를 사용한 블레이드는 출력 대 중량비(power
to weight ratio)가 좋은 이유로 숙련된 프리다이버들이 선호하는데, 흠집에는 취약하지만 열가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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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블레이드보다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다. 풋 포켓(발이 들어가는 구멍)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착용감이 편안한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소재가 좋다.
블레이드

힘, 효율, 수중에서 이용 시의 편의성 등에 따라 블레이드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블레이
드 선택 시에는 사용자의 체격 조건, 다리 힘의 정도, 계획 중인 프리다이빙의 종류, 다이빙 장소의
주변 환경, 예상되는 다이빙 깊이 등의 요소들을 참고해야 한다. 최적의 디자인은 최소의 힘으로 최
대의 힘(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다.
2. 잠수복

프리다이빙은 다양한 온도의 물속에서 진행되는데, 대부분이 10℃에서 33℃사이이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한 슈트의 두께 및 몸을 커버하는 범위는 이 온도 범위의 극한에서만 실용적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4℃아래의 온도에서는 왯슈트를 완전히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18℃아래에서는 추가적으로 후드(hood, 머리덮개)의 착용이 필요하다. 글러브의 착용 또한
중요한데, 프리다이빙은 찬 물에서의 지속적인 노출과 암초 주변에서 활동 시 베임과 찰과상을 입
는 등 부상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글러브는 스판덱스, 네오프렌 또는 이 두가지의 합성소재
등으로 만들어진다.
프리다이빙 잠수복의 특징

왯슈트의 제작에는 여러 종류의 네오프렌 소재가 사용된다. ‘오픈 셀’(또는 unlined) 네오프렌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이를 사용한 슈트는 탤컴 파우더 혹은 비눗물 등을 사용해야 착용이 용이
하다. 투피스로 된 오픈 셀 네오프렌 소재의 왯 슈트가 보온 효과와 유연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
용한 조합이다. 하지만, 진정한 프리다이빙용 슈트는 하이 웨스트(high-waist)로 된 하의이다. 이 스
타일의 슈트는 자유로운 호흡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왯슈트에는 후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척추를 따라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준다.
몸에 꼭 맞는 왯 슈트의 착용은 아주 중요하다. 슈트가 헐거우면 물이 새어 들어와 몸을 순회하
며 체온을 떨어뜨리며 너무 꽉 조인다면(특히 횡격막 부위) 호흡, 혈액 순환, 움직임 등을 방해하기
때문에 착용자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게 한다.

- 포유류 다이빙 반사 (Mammalian Dive Reflex)
MDR(Mammalian Dive Reflex : 포유류 다이빙 반사)은 포유동물이 수중에서 훨씬 긴 시간을
머무를 수 있게 해 준다. 비록 물개, 수달, 돌고래, 고래와 같은 수중 포유류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사람과 같은 다른 포유동물에게서도 약하게나마 나타난다. 모든 동물의 다이빙 반사는 특
이하게도 찬물이 얼굴에 접촉하게 되면 유발된다. 얼굴이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는 물에 잠겨도 다
이빙 반사가 유발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더 극적으로 나타나서 찬물 속에서의 생존
시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서맥 (Bradycardia)

서맥은 찬물에 얼굴을 담그면 나타나는 반응이다. 정상 성인의 경우 심장 박동수가 10~50% 감
소하며 해양 포유류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면 산소요구
도가 감소하여 프리다이버가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더 많이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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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올라오면 한명이 내려간다.”
버디 조직의 구성은 프리다이빙을 위한
중요한 안전 기준의 확립과도 같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프리다이빙을
혼자 행해서는 안된다”이다.

92m 불변웨이트(cwt) 종목에 도전하고있는 Antonio Koderman(2012 프랑스 니스aida 세계선수권)
출처 : Igor Liberti www.apnea.ch.

말초 혈관수축 (Peripheral Vasoconstriction)

비장 (Spleen) 효과

말초 혈관수축이 일어나면 사지의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사

비장이 수축하면 적혈구를 혈핵 내로 더 많이 방출하여 몸에

지로 가는 혈행이 끊긴다. 손과 발이 먼저, 다음에 팔과 다리가

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프리다이빙 훈련을 많이 할수록 다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혈액을 심장과 폐, 뇌에

빙 반사는 더 많이 작동할 것이다.

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이동 (Blood Shift)

- 초과 호흡 (Hyperventilation)

깊이에 의해 생긴 수압이 흉강 내의 공기 공간을 압박하여

과도 호흡이라고도 불리는 초과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몸에서

폐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흉부 압박이 발생하면 혈액이동이 일

제거하는 일련의 빠른 호흡을 함으로써 생긴다. (일반적으로 들

어난다. 그러면 이 지역의 혈관들이 줄어든 공기 공간을 보상하

숨과 날숨을 같은 시간으로 해서 생긴다. 예를 들면 들숨 2초,

기 위해 부풀어 오른다. 혈액이동은 폐가 폐압착 같은 압력손상

날숨 2초) 초과 호흡은 프리다이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단

을 받지 않도록 하여 깊은 곳에서 프리다이버가 압력에 더 잘

점을 야기한다.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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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세계기록 보유자 Natalia Molchanova 2012 프랑스 니스 AIDA 세계선수권
-출처 Igor Liberti www.apnea.ch.

•	초과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는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고 이완을 깨뜨
릴 것이다.
•	초과 호흡을 하면 뇌혈관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의 장애를 가져오고 BO
의 가능성을 높인다.
•	초과 호흡을 하면 혈액의 pH가 더 알칼리성이 된다. 이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을 더 단
단하게 하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보어 효과(Bohr
effect)’라고 한다.
•	초과 호흡은 몸의 이산화탄소 레벨을 낮추어 호흡 충동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킨
다. 그러면 산소 저장량이 현저히 낮아진 프리다이버가 수면으로 나올 때 BO 현상을 일으킨
다. (신체가 MDR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호흡 충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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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안전수칙

•	과호흡 금지, 2~4번을 초과하는 호흡 금지, 날숨이 들숨보다 길어야
한다.
•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다이빙을 실시한다. 다이빙 시간,
깊이, 거리의 증가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적절한 회복 호흡을 실시한다.
•	호흡이 간절히 필요하기 직전까지 다이빙하지 않는다. 편안한 상태에
서 수면을 향해 출발하여 수면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충분하도록
한다.
•	버디와 소통하며 항상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가는” 버디 시
스템을 사용한다.
•	몇 분간 휴식을 취한다. 각 다이빙을 실시했던 시간에 세 배에 해당하
는 시간을 할애하여 휴식을 취한다.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간
이 필요하다.
•	입수하려는 물에 알맞는 두께를 가지며 몸에 꼭 맞는 왯 슈트를 착용
한다. (물은 공기보다 25배 빠르게 신체의 열을 흡수한다) 프리다이빙
전용 슈트를 입는 것을 권장한다.
블랙아웃 또는 운동 제어능력 상실은 수면에 도달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체내 산소 저장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체가 산소를 혈
액으로 제 시간 안에 흡수시키지 못하거나 호흡 회복이 적절하게 시행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이빙 목표의 1/3지점에서 중성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무
게를 정확히 재도록 한다. 예를 들면 7mm의 왯슈트를 입은 다이버가
수면에서 중성 부력이 유지된다면, 20m수심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는 다이버에게 6kg은 너무 무거울 것이다.
•	수면에서는 항상 양성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게를 잰다. 프리다
이버는 수동적 날숨 이후에도 수면에 떠있을 수 있어야 한다.
•	몸을 최대한 유선형으로 만들어(긴 블레이드 핀과 적은 용량 마스크
를 이용해)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한다.
•	경험이 많은 스승 또는 버디와 함께 한다.
•	절대로 혼자 프리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김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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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Gear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아쿠아렁 BC(Aqua Lung BC)
글 이신우 / 사진 이신우, 다이브 자이언트

스쿠버다이빙의 역사를 살펴보면 Aqua Lung 브랜드의 역사

국내시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와 함께 해왔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스쿠버

많은 스쿠버 강사들이 아쿠아렁 BC와 레귤레이터를 즐겨 사

다이빙의 역사에 Aqua Lung은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필자

용하였다. 필자 또한 아쿠아렁 브

는 판단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형태의 장비는 대부분

랜드의 베스트셀러 중 한가지인

Aqua Lung 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새로운

레젼드 호흡기와 블랙 다이아

장비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Aqua Lung 사라고

몬드 BC를 사용하였다.

생각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아
쿠아렁 브랜드는 국내 시장
에서 잦은 수입/유통 업체의
변경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
와 점유율과 달리 고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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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하였다. 2000년대에만 3번의 수입/유통 업체 변경으로 인

•1997년 : Apeks 인수(호흡기, 밸브)

하여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1998년 : Aqua Sphere 출범(수영용품)

2013년 Aqua Lung 사는 회사 내 브랜드 중 Apeks 브랜드의

•2010년 : Whites Manufacturing 인수(드라이 슈트)

오랜 국내 수입/유통 업체인 다이브 자이언트와 다시 한번 손

1943년 창립 이후 초창기 개발단계는 스쿠버다이빙 장비에

잡고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이브 자

대한 개발과 모험적 기업정신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1980년 이

이언트는 10년이 넘게 Apeks 브랜드를 국내에 홍보하여 왔으

후 정착 단계와 오늘날까지의 발전단계는 장비의 성능을 높이

며, 호흡기 분야에서 선두를 다툴 정도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기 위한 창의적인 기술 혁신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역사와 전통

회사이다.

의 기업이다.
특히, 기업 확장에 따라 관련된 선발 브랜드의 인수/합병을

1. 아쿠아렁 브랜드 역사

통해 그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
로 혁신을 거듭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종류의 고품질 스쿠버다
이빙/해양스포츠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다이버와 해양 스포츠
전문가에게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다이
빙 여행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량화 되어가고 점차 증
가되는 여성 다이버를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발
전시키고 있다.
오늘날 Aqua Lung Group은 전 세계적으로 스쿠버다이빙
포함 해양스포츠 장비/용품 업체 중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추천된다. 미국 본사에는 2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7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아쿠아렁 홈페이지(www.Aqualung.com/kr)

아쿠아렁(Aqua Lung)은 60여년전 스쿠버(S.C.U.B.A)라는 수

2. 아쿠아렁 BC 디자인 ****

중에서 호흡할 수 있는 CG45 호흡기를 계발하며 전 세계 스쿠

아쿠아렁 브랜드의 BC는 총 10여종이 출시되어 있다. 그 중

버다이빙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 시장점유율에서 항

국내에는 5~7종의 한국인의 체형과 다이빙 환경에 적합한 BC

상 1~2등을 다툴 정도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가 수입된다. 그 중 필자가 테스트를 진행해 본 3가지 BC는

Aqua Lung의 모체인 Air Liquide 사는 1902년 프랑스에서

2013년의 Aqua Lung 사의 야심작으로 출시된 새로운 BC들이

설립된 가스 제조회사로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등을 생산하

다. 비슷하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지닌 3가지 BC를 같이 살펴

는 회사다. 당시 대표인 Jean Delorme는 자사 연구원 Emile

보고자 한다.

Gagnam에게 스쿠버 창시자로 불리는 Jacques-Yves
Cousteau를 지원해서 세계 최초로 스쿠버다이빙 호흡기

A. 엑시옴 i3 Axiom i3 – Aqua Lung

CG45를 1943년 개발하였다. 창립 이후 계속적으로 자회사 설

엑시옴 i3 BC는 Aqua Lung 사의 자켓형 BC 중 최신 기능들

립과 선발 업체 인수/합병을 추진 La Spirotechnique, US

이 모두 들어가 있는 플래그십(flagship) 모델이다. Aqua Lung

Divers, Technisub, Sea Quest, Apeks 등을 설립 또는 인수,

사의 최신 기술인 신체를 정확하게 감싸주는 렙쳐(Wrapture™)

합병하였다.
변함없는 스쿠버다이빙의 열정과 투자 그리고 협력을 거듭
한 결과 Aqua Lung Group은 2010년 기준 8개 나라에 직영사
를 운영하며 13개의 스킨스쿠버다이빙 및 수영 용품 전문 브
랜드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1943년 : La Spirotechnique과 Aqua Lung International 출범
•1957년 : US Divers 인수
•1962년 : Technisub 출범(핀, 마스크, 스노클)
•1990년 : Sea Quest 인수(부력조절기)
•1992년 : Deep Sea 인수(부츠, 장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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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시스템, 하나의 버튼

제외한 모든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보급형 BC이다. i3기능의

을 통해 주입과 배출을 강제

경우에는 2000년대의 신기술로 다양한 제조사들이 제작하였

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i3 주

으나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많이 보

입/배출 시스템, 손을 보호하

급되지 않은 기능 중 한가지이다. i3 기능을 제외함으로 가격적

며 쉽고 빠르게 탱크를 결합

합리성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BC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그립
락(GripLock™) 탱크 밴드,

•	형태 : 통합형 웨이트, 자켓형(ADV) 타입, 신체를 감싸주는 자켓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고 웨

•	원단 : 500 데니어의 Armor™ CorduraⓇ로 제작된 공기주머니,

이트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슈어락 2(Sure Lock
II) 통합형 웨이트 시스템 등 모든 기능이 포함된 BC이다. 위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체험해 본 느낌을 자세히 다룰 예
정이다.
•	형태 : 통합형 웨이트, 자켓형(ADV) 타입, 신체를 감싸주는 자켓

Armor X™ 컬러 패드, 1050 데니엘의 나일론, 티타늄 그물망
•	부양능력(파운드) : XS-31, S-31, M-36, ML-41, L-44, XL-47,
XXL-54
•	사이즈 : XS, S, M, ML, L, XL, XXL

C. 블랙 아이스 Black Ice – Apeks

과 i3 컨트롤 시스템
•	원단 : 500 데니어의 Armor™ CorduraⓇ로 제작된 공기주머니,
Armor X™ 컬러 패드, 1050 데니엘의 나일론, 티타늄 그물망
•	부양능력(파운드) : XS-31, S-31, M-36, ML-41, L-44, XL-47,
XXL-54
•사이즈 : XS, S, M, ML, L, XL, XXL

B. 엑시옴 Axiom – Aqua Lung

필자를 포함한 1990년대 다이빙을 즐긴 많은 다이버들에게
Sea Quest 사의 블랙 다이아몬드 BC는 상급 다이버들의 로망
중에 하나였다. 수영장에 가면 많은 상급 다이버들과 프로멤버
들이 백마운트 타입의 블랙 다이아몬드 BC를 착용하고 다이
빙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당시에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보
엑시옴 BC는 Aqua Lung 사의 자켓형 BC 중 가장 대중적이
고 초급부터 상급 다이버에게 적합한 BC라고 생각한다. 엑시
옴 i3 BC의 기능 중 강제적 공기 주입 배출이 가능한 i3기능을

급되기 이전이라 아이스 다이빙이나 동계 다이빙, 작업 다이빙
을 위해 블랙 다이아몬드 BC를 선택하였다.
2013년 Aqua Lung 사에서는 기존의 블랙 다이아몬드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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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Apeks사의 이름으로 블랙 아

A. 밸브 지지 스트렙 (Valve Retention Strap)

이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블랙 아이스는 블랙 다이아몬드 BC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BC

의 장정이었던 백마운트 타입의 BC의 기능들에 추가적인 최신

들은 탱크와 BC가 평행하게

기술을 적용하여 진보시켰다.

장착되지 않고 머리 쪽이나
다리 쪽으로 기울어져 수평

•	형태 : 통합형 웨이트, 백마운트 타입, 테크니컬 겸용

자세로 다이빙 하기 어렵게

•	원단 : 울퉁불퉁한 구조를 가진 840 데니어 나일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부양능력(파운드) : SM/MD-52, ML/LG-52, XL/2XL-52

아쿠아렁은 렙쳐(Wrapture ) 하네스 시스템을 통해 신체를

•	사이즈 : SM/MD, ML/LG, XL/2XL

잘 감싸주며, 정확하게 BC와 탱크가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서

™

수평자세로 유영하기 쉽도록 지원하였다.

3. 기능 Function *****

B. 게이지 홀더 (Gauge holder)

Aqua Lung 사의 다양한 기능들을 한가지 한가지 사용하여

최신 BC들은 간편하게 호

보았다. BC별로 소개하는 것 보다 Aqua lung 만의 특별한 기

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게이

능별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 홀더를 포함하여 제작하
였다. 게이지가 BC에 고정하
지 않으면 다이빙 중 주변 지
형물이나 그물에 걸리거나,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게이지
홀더를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선 정리가 깔끔하
게 된다.

밸브 지지 스트렙

게이지 홀더

C. 옥토퍼스 포켓과 D링 (Octo-pocket and Octo D-ring)

옥토퍼스 포켓과 D링

i3 컨트롤러

평면 E-밸브 기술

칼 장착용 구멍

D. 옥토퍼스 (Octopus)
옥토퍼스는 다이버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이다. 옥토
퍼스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색깔과 주호흡기 보다
긴 호스 그리고 탈착이 가능한 고정 홀더를 사용하여 연결하
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옥토퍼스 포켓을 다이버가 사용
한다면 긴 호스로 인한 정리의 어려움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
SureLock™ II 웨이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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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pLock™ 탱크 밴드

치에 항상 있도록 위치하여 다이버의 안전을 도와준다.

E. i3 컨트롤러 (i3 controller)

다이버에게 칼은 그물이 걸리거나 엉켰을 경우를 위해 반드
시 지참해야 하는 장비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주로 큰 칼을
종아리에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에는 소형의 칼을
BC에 부착하거나 주머니에 보관하여 위험에 대비한다. 이런 용
도를 반영하여 사전에 포켓에 구멍을 만들어 놓음으로 손상
없이 쉽게 탈 부착이 가능하다.
H. 슈어록 웨이트 시스템 (SureLock™ II Weight System)

i3 컨트롤러는 최신의 기술이 포함된 혁신적인 기능 중 한가
지이다. i3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PUSH-ROD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배출하려고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많은 다
이버들이 유영 중 또는 수면에서 공기 양를 조절하는데 실패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공기 양 조절 실패는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지만 일반적인 파워 인플레이터를 사
용하면 인플레이터의 위치에 따라 공기가 덜 빠지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강제방식으로 공기를 주입하고

통합형 웨이트 포켓은 2000년대 가장 대중화된 기능 중 한

배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i3기능은 다이버에게 유용한 장비라

가지이다. 무거운 웨이트의 양을 웨이트 벨트 한곳에 모두 맬

필자는 생각한다. 레버를 올리면 공기가 주입되며, 내리면 배출

경우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찬물이나 드

된다. 또한 미세 조절이 가능하게 제작되어, 미세 부력 조절을

라이 슈트 다이빙 시 웨이트 벨트가 허리를 눌러 고통을 호소

가능케 함으로 이전의 강제 방식의 주입/배출 장치에 비해 업

하는것을 본적이 있다. 이 기능은 더욱 쉽게 웨이트를 보관할

그레이드 되었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Aqua Lung 사는 BC 탱크 밴드에 작은 사이즈의 추가 웨

F. 평면 E-밸브 기술 (Flat e-valve technology)
i3와 연결되어 수압이나

이트 포켓을 부착하여 놓음으로 웨이트를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I. 그립 록 탱크 밴드 (GripLock™ tank band)

설계되어 있다. 이 기능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PUSHROD 기술을 사용하기 때
문에 공기를 배출하려고 몸
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G. 칼 장착용 구멍 (Knife attachment points)
2013년 Aqua Lung에서는 새로운 기능 한가지를 들고 나왔
다. 기존의 제품들을 개량한 그립 록 탱크 밴드를 통해 탱크
교환과 결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간 단계
를 추가함으로써 한번에 장착할 때 손을 찍힐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배려를 보여 주었다.
*http://www.aqualung.com/us/content/view/566에서 실제

173

결합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4. 가격 ****
아직 Aqua Lung 사의 엑시옴, 엑시옴 i3, 블랙 아이스의 가격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2013년 3월경 발표 예정이다. 단 미국 및 기타 선 출시국을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최상위 BC 들이기에 100만원 전 후 일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가격
대비 성능은 아직 국내 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아쉽게도 평을 미루어야 할 것 같다.

5. 공략계층 ****
엑시옴, 엑시옴 i3, 블랙 아이스 모두 중급 다이버부터 상급 및 작업 다이버들까지 다
양한 다이버 군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BC라고 필자는 생각된다. 다양한 기능들과 활용
가능성이 다이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 판단한다.
짧게 정리해보면, 2013년 최신의 기능을 입은 전통의 BC라고 평하고 싶다. Aqua
Lung 사의 전통에 최신의 혁신을 추가함으로 많은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
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많은 다이버들이 최신의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는다면, 충분히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라 필자는 예측해 본다.

이신우
SSI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 SSI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블루노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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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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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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죽음의 랠리 다카르
-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

글 홍숙영

가장 혹독하고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가장 도전적인 랠리

다. 이 경기의 창시자인 티에리 사빈 역시 1986년 다카르

의 대명사가 된 다카르 랠리. ‘죽음의 랠리’라는 별칭처럼

랠리의 코스를 답사하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매년 경기에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지만, 다카르 랠
리의 인기는 여전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죽음의 질주에 도전하는 것일
까? 올해 다카르 랠리 우 승자인 스테판 피터한셀

다카르 랠리의 시작은 한 실패한 모험가로부터 시작되었다.

(Stephane Peterhansel)은 다카르 랠리의 전설로 불린다.

1977년 티에리 사빈(Thierry Sabine)이라는 프랑스인이 모

196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터바이크로 사하라 사막 횡단을 나섰다. 바이크로 사막을

서 선물 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놀았다고 한다. 피터한셀은

건너 다카르까지 가려던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조

스케이트보드에 열정을 가져 1976년 프랑스 스케이트보드

난을 당해 헤매게 되었고, 가까스로 구출되었다. 사빈은 극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6살

한 상황에서의 짜릿한 경험을 잊을 수 없어 사하라 사막을

되던 해 그는 모터바이크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스

횡단하는 자동차 경주를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1979년 파

케이트보드를 그만 둔다. 미성년자였던 피터한셀은 경기에

리를 출발해 세네갈의 다카르까지 달리는 '파리 다카르' 랠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몰

리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래 응시했으나 번번이 발각되었다. 마침내 만 18세가 된 그
는 자신만의 신분증을 갖고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1988년

잘 만들어진 경기장 안에서 맴 돌듯 달리는 자동차 경주와

처음으로 참가한 다카르 랠리에서 18위를 기록하였으나 이

는 다르게 랠리는 코스만 정해놓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길

때 동료 앙드레 말레르브(André Malherbe)가 사고로 식

을 질주한다. 때로 잘 닦인 포장도로를 달리는 행운을 누

물인간이 되는 불행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에 빠진다. 아픔

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잠시일 뿐 사막의 모래바람을 만나

을 딛고 일어선 그는 1989년 랠리에서 4위를 차지하고

거나 험한 계곡을 건너야 하고, 밀림을 헤쳐 나가야 하는

1991년 처음으로 모터바이크 우승을 거머쥐게 된다. 이후

험난한 여정이다.

그는 6번의 우승이라는 신화를 기록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경주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다. 1999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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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수들은 길을 잃지 않도록 차량에 GPS를 장착하도

로 종목을 변경하여 다카르 경주에서 7위를 기록하였고,

록 되어 있지만, 완주에 성공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도 되지

2004년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않는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구르고 뒤집히는 일은 다반사

올해 피터한센은 다카르 랠리에서 48세인 4바퀴의 자동차

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한

로 8,400km의 거칠고 험한 길을 38시간 32분 39초에 돌

“정상에 오르려는 것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듯, 헤엄쳐서 바다를
횡단하는 것이 바다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듯 랠리 참가자들도
자연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광활한 사막에 흙바람을
일으키고, 물웅덩이를 건너거나 좁은 계곡 길을 곡예 하듯 지나며
참가자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려는 것이다.”

파하여 자동차 부문에서 다섯차례 우승을 기록했다.
그는 말한다. “다카르 랠리에서 지금껏 많은 성적을 냈다.
그래도 나는 더 도전할 것이다”라고. 정상에 오르려는 것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듯, 헤엄쳐서 바다를 횡단하
는 것이 바다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듯 랠리 참가자들도
자연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광활한
사막에 흙바람을 일으키고, 물웅덩이를 건너거나 좁은 계
곡 길을 곡예 하듯 지나며 참가자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깨
닫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려는 것이다. 우승을 했어도, 한계
를 느꼈어도, 극한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두려움이 그를 성
장하게 하기에 그는 쉬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다.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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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수의

경영과 경쟁이야기( 1 )
지난 2012년에는 ‘창의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재를 했었다. 금년 2013년엔 경영과 경쟁 등을 주제로
총 6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독자제현의 많은 충고와 격려 바란다.

글 김광희

약점(weakness)에 주목하라!
천 길 제방 둑은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고,(天丈之堤 以螻蟻之穴潰)
백 척 높은 집은 자그마한 연기구멍 때문에 타버린다.(百尺之室 以突隙之烟焚)
- 한비자(韓非子)의 ‘유로(喩老)편’에서
■ 완벽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학벌은?
성골(聖骨)이다.
성격은?
모나지 않았다.
능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외모는?
딸리지 않는다.

178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사업 등에서 실패를 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군(軍)문제 하나가 불거지면서 국내 가수로서의 수명은 끝
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패하는 데는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7급 공무원 출신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초고속 승

제임스 월드룹(James Waldroop)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진을 거듭해 국내 언론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불렸던 모

MBA 과정의 교수들이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某) 차관.
그런 그녀가 불과 수 십 만원의 쌀 직불금 수령이라는
불법 약점 한 방에 치욕적 오명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질문 하나, 대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추정해보라.

지난 2011년 초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
는 하마터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얼굴은?

그 원인은 사라진 7mm짜리 너트 하나가 문제였다.

계란 같은 O라인이다.

지난 1기 오바마 정권에서도 있었다.

가슴 선은?

연방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개혁을 모니터링하게

터질 듯한 V라인이다.

될 백악관의 성과관리 최고책임자(CPO)로 임명된 ‘낸시

허리는?

킬리퍼(Nancy Killefer)’.

짤록한 X라인이다.
뒤태는?
군살 없이 매끈한 Y라인이다.

그녀는 14년 전 고용했던 가정부와 관련 납부해야 할 세
금 겨우 298달러를 미지급한 게 불거져 낙마했다.
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얘기치 못한 CEO의 실
수나 직원의 비리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도

이른바 그녀는 세상의 온갖 수컷들이 갈망하는 S라인

한다.

이다.
물론 이게 그녀의 전부는 아니다.

지난 1925년 창업한 일본의 ‘유키지루시유업(雪印乳業)’.

오뚝한 코와 살짝 튀어나온 이마는 그녀의 자존심을, 두

유제품 업계의 최정상 자리는 물론 매출액도 거의 15조

볼에 파인 보조개와 하얀 건반마냥 가지런한 치아는 단아

원에 달할 만큼 거대한 식품그룹이었다. 실제로 ‘유키지루

함을, 그리고 적당히 두툼한 입술은 남성들의 강한 유혹을

시’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

부른다. 게다가 주어진 일처리마저 오달지다.

드요 기업이었다.

약간의 코맹맹이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 주력 기업이었던 ‘유키지루시식품(雪印食品)’이 2002

겉으로 드러나는 그녀는 ‘꽃도 부끄러워하고 달도 숨을(羞

년 호주산 쇠고기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 것이 내부 고발

花閉月)’ 정도의 미모다.

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 70여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온

이런 그녀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다. 그녀 주변
을 스토커마냥 끊임없이 맴도는 무수한 이성들이 존재하

신뢰가 하루아침에 비수(匕首)로 바뀌어 날아들면서 기업
은 쓰러졌다.

건만, 정작 어느 누구하나 그녀에게 다가서질 못한다. 자신
도 그 까닭을 모른다.
내년이면 이립(而立)과 불혹(不惑)의 정중앙에 위치할
나이건만, 그녀가 싱글 딱지를 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
투명하다.

1763년 런던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상업은행인 ‘베어링
(Barings)은행’.
지난 1993년말 이 은행의 자산총액은 59억 파운드,
1994년 세전 이익은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또 전 세계
49개국에 걸쳐 89개 사무소와 9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질문 둘, 세상의 수컷들은 왜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걸까?

보유했었다.
그런 굴지의 은행이 1995년 ‘닉 리슨(Nicholas Lesson)’
이라는 불과 27살의 신출내기 직원 한 명의 비리에 232년

■ 타이타닉의 비극 이면엔?

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단돈 1파운드에 네덜란드 기
업 ING로 넘어갔다.

“넌 내게 말했지♬ 세상을 떠나 버린 후…♪”(가위)
출중한 외모에다 힘이 넘치는 댄스실력, 여기에 가창력
까지 갖추었던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당시 인기 최정상을 누리며 맹활약을 펼치던 그였지만,

미국 7대 기업에 속하던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은 분
식회계란 요술 방망이를 마구 두들기다, 백제인이 일본에
세운 무려 1,400년의 세계 최장수기업 ‘콘고구미(金剛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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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대 당주의 비이성적인 차입 경영(타카마츠 건설로 흡

즉 약점을 평소 잘 꿰고 있어야 한다.

수)에 무너졌다.
다음으로 ‘질문 둘’에 대한 답변이다.
20세기 초 최대 호화여객선 타이타닉도 배 밑바닥에 구

뭇 남성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그마한 틈새조차 그녀에

멍 하나가 뚫리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되었다. 사람은

겐 없었다. 그래 누구하나 그녀에게 다가가질 못했다. 그냥

산이 아니라 작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

들이대다간 곧바로 튕겨질 것 같아서.

준 사례다.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약점이란 사랑과 우정처럼 때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아무리 미천한 부분일지언정 소홀

는 서로의 마음을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얼마든 허

약점이 없어 뵈는 사람에게선 정(情)을 느끼기 힘든 건 이

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악마는 늘 작은 부분에 숨어 기생

런 연유에서다.

하는 탓이다.

상대방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필시 그 인

강점(强點)으로 커버하고 치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

간의 약점을 발견했을 경우다. 평소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弱點)이 노출

도도하던 인간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약점을 가지고

되면서 천길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새하얀 백지 위에 시커

있다는데, 은근한 흥분과 희열을 주체하질 못한다. 게다가

먼 먹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 역할이 다하듯 말이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

그래 ‘100－1’은 산술적으로 정확히 99지만, 우리 삶에서
는 얼마든 0이 될 수 있다. 슬프지만 이게 세상의 진리(眞
理)다.

도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으나, 내
적 모습(약점)은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뭇 남
성들이 접근할 틈을 주지 않았다.

■ 약점에 울고 웃는 세상!

그래 세상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약점에 울고 약점에
웃는다.

첫 머리에 던진 질문에 답할 차례다.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은, 이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 때문에 실패란 고통스러운 잔을 들어야 했다.
약점은 마치 그림자마냥 어딜 가든 따라 다닌다. 그러다
자신이 가장 힘을 발휘해야 할 중대하고 결정적인 장면에
서 뒷다리를 잡고 넘어진다. 이에 자신도 그만 벌러덩 나자
빠진다.
그런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방치하게 되면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실패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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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金光熙)
공고를 졸업했다.
세 아이의 아빠다.
창의력계발연구원 원장이다.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동 대학 산업경영연구소 소장이다.
도쿄 아지아대학(Asia Univ.) 경영학 박사다.
“누워서 읽는 경영학원론”, “창의력에 미쳐
라”, “미니멈의 법칙” 등 30여권의 저자다.
e-메일은, professorkim@naver.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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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홍숙영

생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어디까지인지 이안 감독의 최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그 해
답을 찾아보자. 이 영화는 2002년 부커상을 수상한 얀 마텔의 소설이 원작으로 영화가 인기
를 얻으면서 소설도 다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하는 집의 아들로 태어난 파이는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믿으며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독특한 종교관을 지니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피신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오
줌싸개와 발음이 유사해 늘 놀림을 받게 되자 이름 대신 ‘파이’라는 필명을 만들어낸다. 마지
막 수학시간에 원주율 π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칠판 가득 외워 적으며 전설이 된다.

182

동물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

하게 되고, 그동안 파이를 지탱해주었던 두려움의 근원이자

자 파이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행을 결심한다.

극복하고 싶었던 존재였던 리처드 파크는 파이를 뒤로 한

동물들과 함께 화물선에 오른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폭풍

채 수풀 속으로 사라진다.

우를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파이와 오랑우탄, 얼룩말, 하
이에나 그리고 호랑이만 살아남게 된다. 이어 좁은 구명보

살아남은 파이는 자신의 생존에 대해 두 가지 버전의 이야

트 안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먹이사슬의 위계

기를 꺼내 놓는다.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

에 따라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파이가 승리자가 된다. 파이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를 길들이며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

는 살아남기 위해 작은 뗏목을 만들어 리처드 파커와 적당

이 소년인지 아니면 상황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길들이며 생

한 거리를 유지하며 구명보트에 매달려 지낸다. 마침내 파이

존 본능에 따랐던 리처드 파크가 소년인지…. 영화는 열린

는 호랑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두려움을 떨

결말로 관객들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 놓는다. 환상적인 컴퓨

쳐버리고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먹을 것과 물을

터 그래픽으로 보는 이의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동물과 바

주고 조련하기 시작한다. 파이는 구명보트에서 발견한 생존

다의 영상과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로 우리를 사로잡는 영

지침서를 토대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채식주의자

화 ‘라이프 오브 파이’. 소년이 망망대해를 떠돌며 절망 속에

였던 약한 소년은 바다 생물을 잡아 날 것으로 먹으며, 호랑

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이가 공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은 채 호랑이와 함께

삶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표류한다.
오랜 시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희망이 보이지 않자 파

홍숙영

이와 리처드 파크는 지쳐서 거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른다.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낙원 같은 섬. 맑은 물과 해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
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대학에서 박사학위(미디어전공)
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중재
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직
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혹 도시에 말걸
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가 있으며, 다문화 TV 프
로그램, 아동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TV
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미어켓 무리가 갈증과 허기를 모두 해결해 주는 그 섬에서
파이는 꿈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낮에는 모든 것을 주지만 밤이면 산성화시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식인섬이었던 것. 파이는 다시 구명선으
로 돌아와 기약 없는 떠돌이 삶을 시작한다. 모든 에너지와
희망마저 바닥을 드러낸 그 때, 파이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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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s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제 3 회>

글/이미지 이홍석

Vegas 편집툴 ( 1 )
동영상 편집은 크게 두 가지 편집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선

베가스는 소니 픽쳐스 디지털사의 제품으로 구입 전 아래 주

형 편집(Liner editing)과 비선형 편집(Non-liner editing)방식

소에서 Trial 버전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다. 선형 편집은(Liner editing) 테이프에서 원하는 영상과 음

http://www.sonycreativesoftware.com/download/

성을 순차적으로 찾고 편집하는 즉 기존의 아날로그 편집 방
식이고 비선형 편집은(Non-liner editing) 편집소스인 영상과

베가스의 특징은 컴퓨터의 사양이 높지 않아도 무리없이 동작

음성을 디지털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 후 그 편집 소스를 불

되고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과 오디오 파일들을 입력, 출력할

러와 편집과 특수효과, 음향효과 등을 컴퓨터로 편집하는 방식

수 있다.

이다. 소스 불러오기로 구분한다면 테이프처럼 소스를 찾을
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선형편집, CD나 DVD경우처럼 원하

편집(Edit)

는 지점으로 갈 때 순서와 상관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비

멋진 동영상의 필수조건은 편집이다.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

선형이다. 초기에는 고가의 장비로 방송국과 영화작업에서 사

분을 잘라내고 적당한 길이로 영상을 연결하는 작업이 편집이

용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PC의 소프트웨어만으로

다. 촬영된 장면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배열할

도 동영상편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편집은 3가지 방법 즉 Cut, Scene,
Sequence로 나누어진다.
➊	커트(Cut) : 영상의 최소 단위로, Cut는 편집에서의 한 클립
의 의미이고 Shot은 촬영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➋	씬(Scene) :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나 대사로 구성된 장면
➌	시퀸스(Sequence) : 여러 씬 들이 모여 구성된 일종의 짤막
한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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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편집(NLE)의 화면 연결 방법

툴바(Tool Bar)명칭

화면 연결 방법은 Cut과 Cut의 편집 방법과 장면 전환을 위한
효과편집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편집은 여러 Cut들의 연결 방법이다.
NLE 편집에서는 Cut 연결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➊ Overwrite(덮어쓰기)
➋ Insert(삽입)

Enable Snapping : 자석처럼 달라붙는 기능
Automatic Crossfades : 자동으로 페이드아웃 되는 기능
Auto Ripple: 클립을 삭제할 경우 공간 없이 양쪽을 붙여주는
기능

➊ Transition effect : Dissolve, Wipe, Fade in-out

Lock Envelopes to Event : 트랙 이동 시 각 클립에 적용된
인벨롭 값이 같이 이동하는 기능

➋	Segment effect : Superimpose, Picture in Picture,
Resize, Chroma key, Luma Key Color effect

Ignore Event Grouping : 비디오와 오디오를 분리할 때 사용
하는 기능

➌ Motion effect : Slow motion, Fast motion, Stop motion

Normal Edit Tool : 일반 편집 기능
Envelope Edit Tool : 적용된 인벨롭 값만 수정할 수 있다.
Selection Edit Tool : 복수의 클립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도구

효과 편집 방법에는

클립과 클립사이에 적용하는 효과는 Transition effect이고 화
면 전체에 적용하는 효과는 Segment effect이다. 베가스에서
Motion effect는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이다.

Zoom Edit Tool : 확대기능
What's this Help : 도움말

메인 윈도우 명칭

미리 보기 창(Preview Windows)

Segment effect는 Video FX라고 한다.

타임라인 각종 명칭
트랙 목록(Tra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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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New Project)
새로운 편집을 위해선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한다. New
Project창이 열린다. 영상편집을 하기 전에 화면의 크기를 결정
하고 초당 몇 프레임을 세팅할 것인지 영상과 오디오의 품질은
어떤 수준으로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등의 환경 설정을 하는
작업이다. Template는 자주 사용하는 값으로 세팅하여 한 번
클릭으로 원하는 환경설정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방송 방식은 NTSC방식이니 DV경우는 NTSC DV(720×480,
29.97 fbs)를 선택하면 된다.

소스 불러오기(Import)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선 소스 즉 동영상, 사진, 오디오 파일을
컴퓨터로 가져와야 하는데 방법은 아날로그 방식인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캡처(Capture)와 파일로 만들어진 비디
오 소스나 사진파일 등을 가져오는 임포트(Import)가 있다.
임포트의 실행 방법은 File메뉴에서 Media를 선택한다.

HDV경우는 Template우측 다운버튼을 누르면 많은 설정 값을
선택할 수 있다.
SONY사의 HDV를 사용할 경우는 HDV 1080-60i(1440×
1080, 29.970 fbs)를 선택한다.
XDCAM-HD는 HD 1080-60i(1920×1080, 29.970 fbs)를 선택
한다.
Media를 클릭하면 Import창이 열리고 가져올 파일들을 선택
하면 된다.

오디오 설정은 Master bus mode에서 Stereo와 5.1채널을 설
정할 수 있다.
Number of stereo에서 스테레오 버스 개수를 입력한다.
Sample Rate는 48KH로 설정한다.
Bit depth는 보통16bit를 설정한다.
Resample and stretch는 Good으로 설정한다.
Recorder files folder는 녹음할 때 저장되는 경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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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편집은 크게 두 가지 편집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선형 편집(Liner editing)과 비선형 편집(Non-liner editing)방식이다.
선형 편집은(Liner editing) 테이프에서 원하는 영상과 음성을 순차적으로 찾고
편집하는 즉 기존의 아날로그 편집 방식이고 비선형 편집은(Non-liner editing)
편집소스인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 후 그 편집 소스를
불러와 편집과 특수효과, 음향효과 등을 컴퓨터로 편집하는 방식이다.”

영상 편집을 하기 전에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아 클
릭하면 우측 미리 보기 창에 영상이 보인다. 동영상인 경우 위
에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 편집(Overwrite)
아래 윈도우 도킹 에어리어에 위치한 편집할 소스를 더블 클릭

앞에서 설명한 편집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여러 개 소스를 한

하면 타임라인 Edit Line 위치에 편집이 된다. 항상 Edit Line,

번에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편집하는 방법이다.

Play Head, Cursor등 같이 사용하는데 편집 점의 기준위치를
말한다.

영상편집(Insert 편집)
인서트 편집 방식은 이미 편집된 클립에 추가로 영상을 삽입할
또 다른 다른 방법은 파일을 드레그해 먼저 편집된 클립 다음

때 사용한다.

에 놓으면 된다.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는데 인터뷰를 추가로 삽입할 경우 인서

먼저 편집된 클립 위에 놓으면 클립을 덮어써 지워지며 새로운

트 편집을 한다. 인서트 편집을 하려면 트리머에서 편집할 구

클립이 편집된다.

간을 선택하고 우측마우스를 클릭해 메뉴에서 Copy를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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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를 사용해도 된다.
키보드 Enter키를 누르면 영상이 Play된다. 다시 Enter키를 누
르면 멈춘다.
Space Bar를 이용해도 된다. Enter키와 다른 점은 Space Bar
를 누르면 재생되고 다시 누르면 처음 Edit line 위치로 되돌아
가서 멈춘다.
Space Bar 또는 Enter키를 사용했을 때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데 재생 속도를 바꿀 수도 있다. 좌측 하단 Scrub Control 아래
삼각형을 이동하면 이동한 속도로 기본 재생 속도가 바뀐다.
본래 값인 정상 속도로 되돌리려면 삼각형 버튼을 더블 클릭
하면 된다.
타임라인으로 가서 원하는 지점에 에디트 라인을 놓고 Edit메

Scrub는 ‘문지르다’라는 의미로 소리가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

뉴에서 Past Insert를 클릭하면 클립과 클립사이에 들어간다.

하는 재생 방법이다.
Scrub Control을 잡고 이동하는 방법 외에 Play Head를 잡고
이동하거나 Ctrl키를 누르고 Edit line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영상과 영상 사이에 추가로 삽입되었다.

Scrub Control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Jog shuttle처럼 사용할
수 있다. 20배속까지 가능하다.
키보드 J, K, L키도 재생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상 재생

L키는 재생(Play), K키는 멈춤(Stop), J키는 역 재생(Rewind)이다.

재생 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L키 또는 J키를 누를 때 마다 속도가 증가한다. 1.5배속, 2배속,

1. Edit line을 잡고 움직인다.

4배속 까지 재생 속도를 늘릴 수 있다. K를 누른 상태에서 J키

2. Play버튼을 클릭한다.

나 L키를 누르면 느린 속도(0.25 배속)로 재생된다.

3. Entr키를 누른다.

F12키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 F12키를 누르면 처음 재생 위치에

4. Space Bar를 누른다.

서 멈춘다.

5. J, K, L키를 누른다.

Space bar와 같은 기능이다. Esc키도 같은 기능을 한다.

6. Scrub control을 이용한다.
7. F12키를 누른다.

레이아웃 기본 값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클릭하다 보면 미리보기 창, 오디오

같은 방법으로 몇 개의 클립을 편집한 뒤 Edit line에 마우스

믹서 창 등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원래 상태로

포인터를 가져가면 아래와 같이 커서 모양이 바뀐다. 이곳을

되돌아가려면 View메뉴 Window Layouts/Load Defaults

잡고 앞뒤로 이동하면서 편집된 클립들을 확인할 수 있다.

Layouts를 클릭하면 원래 레이아웃 상태로 쉽게 돌아간다.

영상을 재생하려면 아래 Play버튼을 이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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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취소
편집을 하다 실수로 클립들을 삭제했을 경우 삭제 취소가 가능하다. Undo기능
이 작업 취소 기능이다. 아래 Undo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한 작업이 취소가 된
다. 방금 취소한 작업을 되돌리려면 Redo버튼을 클릭하면 취소한 작업을 되돌
릴 수 있다. Undo버튼 옆 삼각형 부분을 클릭하면 그 종안 작업한 목록이 나타
난다. Undo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한 단계 이전 작업으로 되돌아간다.   

이홍석
1990년 호주 MIBT대학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전공)
1991년~1998년 현대그룹 홍보실 재직
1998년~2002년 MBC프로덕션 재직
2002년~현재 프로덕션 애드원 제작 이사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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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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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물 찾기

Where can I get my baggage?
짐 찾는 곳은 어디인가요?

Is this baggage conveyor for flight KAL 123?
이건 KAL 123편 턴테이블입니까?

Has baggage from flight KAL 123 arrived?
KAL 123편 짐은 나왔습니까?

I can’t find my baggage.
제 짐이 보이지 않아요.

My baggage is not here yet?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I've been waiting, but it’s still not here.
계속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요.

Please help me find my baggage.
짐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What was your flight number?
타고 오신 비행편은 무엇인가요?

I was on KAL 123.
타고 온 비행기는 대한항공 123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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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age 수하물
traveler 여행자
baggage claim 수화물 찾는 곳
passport 여권
visa 비자
return airplane ticket 귀국항공권
quarantine 검역

Could I see your baggage claim tag?
보관증을 보여 주시겠어요?

Here is my claim tag.
여기 수화물 보관증입니다.

Where is the lost and found desk?
분실물 신고 창구는 어디입니까?

I think your baggage is on the next plane.
손님 가방은 다음 비행기로 올 것 같습니다.

다이빙 편
브리핑

Are there any prohibited matters?
금지사항이 있나요?

What should I be award of?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Is there any dangerous creature?
어떤 위험이 있나요?

Stay beside your guide.
가이드 옆에서 있어요.

Don't go too deep.
너무 깊은 수심을 타지 마세요.

Always be together with your buddy.
버디와 떨어지지 마세요.

Don’t step on the coral.
산호를 밟지 마세요.

Don’t touch any creature.
어떤 물체도 건드리지 마세요.

Don’t kick your fins on the sandy bottom.
모래바닥에 핀을 차지 마세요.

Don’t feed the fish. / Feeding the fish is prohibited.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고기 먹이주기는 금지되어 있어요.

Don’t chase the fish.

Don’ t ~ ~하지마라
prohibited 금지하다
allowed 허가되다
sanctuary 보호구역
dangerous 위험하다
be award, be careful 조심하다
feeding 먹이주기
chase 따라가기
touch 건드리기
coral 산호

물고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191

Tour

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 소개

어디가 제일 좋아요?
- 태국 시밀란
이번 호부터 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 중에서 베스트시즌에 맞추어서 한군데씩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는 정보들 말고 내 맘대로 소개하는
다이빙사이트 안내를 시작해 본다.

글 이민정
사진 이민정, 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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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덕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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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 #9
Koh Ba-ngu

Island #8
Koh Similan

Island #7
Koh Pa-Yu

THE
THE SIMILAN
SIMILAN
ISLANDS
ISLANDS

THAILAND

Island #6
Koh-Hok
Island #4
Koh-Miang

Similans

Island #5
Koh-Ha

롱테일보트
Island #3
Koh Pa-yan

Island #2
Koh Pa-yang

푸켓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2004년 12월 26일의
가슴 아팠던 쓰나미를 떠올리게 된다. 벌써 내년이면

Island #1
Koh Hu-yong

10년이 된다. 너무나 순식간에 안다만 해를 덮쳤던
해일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지만 해
양 생태계도 많이 파괴되었다. 모두들 안타까운 마음

시밀란 지도

으로 바다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걱정
했었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리프가 제 모습을 되찾

2001년 4월, 필리핀 푸에르토갈레라에서의 오픈워터를

게 되었고, 약 10% 정도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

시작으로 아닐라오, 세부, 보홀, 모알보알, 릴로안, 말라파스

하지만 바다는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를 멈추지 않고 진행

쿠아, 투바타하, 말레이시아 시파단, 라양라양 인도네시아

중이다.

발리, 롬복, 마나도, 코모도, 라자암팟, 트리톤베이 태국의
푸켓, 팔라우, 사이판 그리고 좀 더 먼 거리인 몰디브, 하와
이, 호주 대보초, 이집트 홍해, 남미의 갈라파고스. 이렇게

이번에는 푸켓지역에서 겨울에 가장 멋진 바다 모습을
보여주는 시밀란 지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적어보니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왔다. 하지만

시밀란(Similan)이라는 이름은 말레이어 “Sembilan”, 숫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도 많다. 물론 어떤 곳은 한번의 기

자 9를 의미한다.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쪽

회만 있었고, 어떤 곳은 6주씩 지내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에서부터 북쪽에 이르는 9개의 섬을 지칭하며 지금은 그

했다.

섬에 번호를 붙여 번호와 이름을 함께 사용한다. 198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약 140㎢ 에 이르는 지역을 국립

다이빙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닐

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중 10% 정도인 15㎢

수 있다는 것을 무척 부러워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

정도만 땅이며 4번, 8번 섬에 설치된 국립공원 사무소를

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다.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있게 ‘난 이곳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행지마다 저마다의 볼
거리가 다양해서 어디가 정말 좋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자, 그럼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는 정보들 말고 내 맘대
로 소개하는 시밀란 다이빙 안내를 시작해 본다.

없다. 하지만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 어떤 계절에는 어느 사
이트에 가야 멋진 생물과 풍광을 볼 수 있고, 어떤 사이트

시밀란의 9개 섬 중에는 보호를 위해 몇 년에 한번씩 다

에는 그 곳만의 특성과 서식하는 생물들을 볼 수 있는지

이빙을 제한하거나 거북이 보호지역 등으로 상륙에 허가가

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

필요한 곳도 있다. 또 9개의 섬 모두를 다이빙하며 돌아보

다이빙사이트에 관련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개인적

지 않는다. 가까운 지역은 푸켓에서 데이트립(당일 투어) 형

으로 경험했던 자료들이 다이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태로 다이빙을 하지만 시밀란 다이빙의 백미는 역시 리브어

되고자 2013년 1/2월부터 지면을 통해 사이트를 소개하고

보드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다이빙 형태인 리브어

자 한다.

보드는 바다에 떠다니는 다이빙리조트로 밤사이 또는 다
이빙 중간중간 포인트를 이동해 넓은 지역을 편하게 다이빙

그 첫 번째는 바로 태국 푸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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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리브어보드에서 직접 입출수
지역마다 리브어보드의 진행형태와 배 컨디션, 시스
템 등이 다르지만 시밀란의 리브어보드는 그 중 가장
작은 규모로 알차게 꾸려지는 것 중 하나이다. 좋은 선
박은 선실에 개인 화장실이 설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밀란 리브어보드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 조금 불
편하기는 하지만 배의 크기가 작으면 다이빙하는데 더
이로운 점도 있다. 리브어보드는 본선을 자주 이동하
지 않고 딩기보트 같은 작은 픽업보트를 이용해 다이
빙이 진행되며 어떤 곳은 고무보트로 다이빙을 하게
되어 입・출수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밀
란은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배의 크기가 작아 다
이빙포인트로 직접 이동하며 입・출수도 본선에서 직
접 이루어진다. 일정상의 이동이 많지 않아 기본 하루
4회 다이빙이 진행되며 다이빙 시에도 포인트까지 이

바뀐다)은 바다가 잔잔한 편이다. 물론, 때에 따라 거칠

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여

어 지기도 하지만 호수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만

유롭다.

큼 잔잔한 모습이 될 때도 있다. 여기에 따뜻한 수온과
온화한 기온은 리브어보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리브어보드 하면 대부분 멀미를 걱정하게 되는데 시

준다.

밀란 다이빙이 진행되는 12~3월(해마다 시즌이 조금씩

수상, 수중바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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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시밀란 리브어보드의 특징은 이곳을 방문하
는 다이버 연령이 낮다. 다른 지역에 비해 리브어보드

멋지게 다이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 활기가
넘친다.

규모가 작고 이동이 짧으며 소요 경비도 100만원 초반
으로 저렴한 편이다. 푸켓 등지에서 다이빙을 배운 사

007 시리즈 중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배경이 된

람들이 꼭 다시 찾는 곳이 이곳 시밀란이고 보니 일반

팡아만과 피피섬, 푸켓의 밤거리, 세계 3대 음식에 들어

적으로 2~300만원 대를 이루는 몰디브나 기타 지역의

가는 태국의 식도락 등 시밀란 다이빙은 다이빙으로만

리브어보드 다이버 보다는 월등히 젊은 팀들이 많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먹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

배들이 많이 모이는 섬에서는 수면 휴식시간 동안에

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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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시리즈 중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배경이 된
팡아만과 피피섬, 푸켓의 밤거리, 세계 3대 음식에
들어가는 태국의 식도락 등 시밀란 다이빙은
다이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먹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에 열거했던 몇 가지 이유가 아닌 내가 시
밀란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에서 그리고 물 안에서도 멋지게 자리하고 있다.
유명한 코끼리머리 바위(#7-8 사이)도 하나의 돌덩어

물속에 장엄한 바위들…

리다. 멀리서 보면 디즈니 캐릭터 도날드 덕과 비슷하게

옥빛 바다와 해변, 그리고 그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긴 #8 시밀란섬도 바위섬이다.

만질만질하고 예쁜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 사진을 본적

화려한 연산호와 경산호, 하얀 모랫바닥, 완만한 경사

이 있을 것이다. 시밀란 지역은 다른 다이빙포인트에서

면을 가진 동쪽면과 달리 시밀란의 서쪽면은 투박한

볼 수 없는 바위가 있다.

돌덩어리가 만들어내는 신비함과 웅장함에 놀라지 않

그것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집채만한 바위가 물 밖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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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위
칼로 힘껏 내리쳐 잘라버린 것처럼 두 동강이 난 바위 사이에 자라는 연산
호, 드라마틱하게 얹혀진 블록같은 커다란 바위들, 그 바위 틈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거기에 조류를 따라 흐르며 안전 정지하는 내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둥그런 바위들은 신들이 놓고 있는 바둑알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빙산의 일각처럼 커다란 몸체는 물속에 둔 채 수면으로
수줍게 솟아 오른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이 모든 모습들은 이
곳 시밀란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바위만 봐도 시밀란 임을 알 수 있는 지문
같은 모습이다.
다이빙은 무엇을 보러 가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곳을 가는 나의 마음이, 함께 가는 나의 일행이 어떠냐에 따라 여행의 기
쁨이 바뀌는 것이 바로 다이빙여행이다.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백미, 검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이트 다이빙을 끝내고
나와 픽업하러 오는 보트를 기다리며 바다에 누워보면 밤 하늘에 반짝이며 박
혀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가슴 가득히 쏟아져 내린다. 자, 지금 그 보석을 만나
러 시밀란으로 떠나본다.

시밀란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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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위

시밀란 요약
시즌
건기에 해당하는 12-4월(국립공원은 11월 중순 ~ 5월 중순

기명

인천출발

푸켓도착

푸켓출발

인천도착

까지 일반에 개방됨) 리브어보드가 운항된다. 해마다 조금씩 차

대한항공

18:40

23:20

01:15

09:00

이를 보여 12월부터 일찍 바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늦게

아시아나항공

20:20

02:00

09:45

타이항공

08:15

01:00*1
13:05

22:25

06:25*1

시작되어 늦은 4월 이후까지도 좋은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시차

기타

한국시간보다 2시간 느리다.

국립공원 세금 1인 약 1800바트 (4일 기준)
시밀란은 해외 판매를 메인으로 하는 고급 리브어보드 몇 가

가는 방법

지를 제외하고는 태국어 사이트만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

한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이항공의 정규 항공사

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푸켓을 베이스로 하는 다

가 매일 푸켓 직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 저가 항공에서

이브센터에서 투어 인원을 모아 함께 진행하기도 하며 다이빙

운영하는 스케줄도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저녁출발

전문 여행사를 통하면 일정에 맞는 선박을 찾을 수 있다.

로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나 돌아오는 날 오전 9시 즈음 도착으
로 바로 출근은 어렵다. 타이항공은 아침출발로 푸켓 도착 후

다이빙 포인트 안내

조금의 여유시간이 있으며 돌아오는 날 새벽 6시 30분 인천 도

대부분의 리브어보드는 4일간의 다이빙일정으로 진행되며 평

착으로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
배에 따라 공항(또는 호텔) 픽업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예
약 시 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균 14회 정도의 다이빙을 하게 된다. 9개의 섬 모두를 다이빙하
지 않고 남쪽에서 시작해서 9번 섬을 지나 북쪽의 KOH BON,
KOH TACHAI 그리고 시밀란 다이빙의 하이라이트 리쉘리우락

씨팬과 글라스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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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본

레오파드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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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점으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본 일정을 가지고 진행된다.
#1 Koh Hu-Yong

두 번째로 큰 섬. 북서쪽에 시밀란에서 가장 큰 백사
장이 있으며 거북이 보호구역으로 상륙 허가가 필요
하다.
#2 Koh Pa-Yang, #3 Koh Pa-Yan

비치가 없는 거대한 암반섬이다. 섬 인근의 Boulder
City와 Shark Fin Reef의 대표적인 포인트가 있다.
#4 Koh Miang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립공원 사무실이 있다.
이곳에 시밀란 최고의 일출을 볼 수 있는 Haad-Lek
이 있으며 다리에 털이 많은 육지 게를 볼 수 있는 곳
이다.
#5 Koh Ha, #6 Koh Hok

수면에 나와 있는 섬은 작지만 물속에 스펙타클한 지
형을 숨기고 있는 곳이다. 시밀란 다이빙의 시작으로
종종 이용되는 Anita’s Reef가 있다.
#7 Koh Pa-Yu

샤크핀리프

북쪽의 피나클과 동쪽의 길게 늘어선 리프지역을 고
루 갖춘 섬. 연산호와 형형색색의 물속이 에덴동산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East of Eden이 있다.
#8 Koh Similan

시밀란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섬으로 국
립공원 사무소가 있다. 이곳에 시밀란에서 가장 유명
한 절경 포인트인 도날드덕베이가 있다.
#9 Koh Ba-Ngu

섬에 비치는 없지만 피나클과 독특한 전경으로 그 아
름다움을 더하는 곳이다.
# Koh Bon

9개의 시밀란 섬을 지나 북쪽에 위치, 물 속까지 산
능선이 이어지는 절경이 멋지다. 이곳에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 Koh Tachai

국립공원 최 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고래상어와 만타
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Richelieu Rock

수린 국립공원의 일부분이기도 한 리쉘리우락은 시밀
란 다이빙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강한 조류를 뚫고 섬
을 한 바퀴 돌아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물을 만
날 수 있다.

이민정
(주)액션투어 대표

엘리펀트헤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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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2013년 월별 다이빙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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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즌 상시 모집 중!

특징 가장 편리한 항공일정으로 언제든 출발 가능.

역
말레이시아 전지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3월 4~11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7박 8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잔여 2석

특징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시파단. 2013년 시즌을 기다

특징 해마다 3~8월에만 갈 수 있는 곳.

리는 라양라양.

역
인도네시아 전지

라양라양으로 망치상어를 만나러 떠납니다.

암팟
인도네시아 라자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4월 25일 ~ 5월 9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14박 15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가
 장 작은 생물부터 가장 커다란 생물까지, 그 모든 것

특징 인 인
 도네시아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라자암팟을 비롯하여

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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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라양라양
말레
ㅅ이

할마에라 섬까지 가는 최고 일정.

스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코코

브
서남아시아 몰디

출발 2014년 5월 20일 ~ 6월 19일

출발 2013년 4월 8~16일

일정 20박 21일

일정 8박 9일

모집 확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아일랜

특징 서 서
 남아시아의 보석 몰디브로 떠납니다. 잔여 2석 추가

드로 2014년 떠납니다.

멕시코 칸쿤

모집 중! 2013 ~ 2014 시즌 상시 모집 중!

팔라우 리버보드

출발 2013년 5월 11~19일 (23일)

출발 2013년 9월 29일 ~ 10월 3일

일정 8박 9일

일정 5박 6일

모집 확정일정

모집 2013 한국 다이빙엑스포 전시 기간 중 모집 예정

특징 2013년 석가탄신일 연휴와 함께 떠나는 칸쿤. 멕시코의 유

오랫동안 운항해 왔던 팔라우 스포츠가 2년
특징 팔 팔라우에서


명한 시노테 다이빙과 칸쿤에서의 다이빙 후 유명 유적지

여의 리노베이션을 거쳐 SOLITUDE로 다시 태어납니다.

인 치체니사 관광까지. 멕시코 일정 후 쿠바 관광 시 23일

2013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하게 되어 한국 다이버들에

리턴.

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 2013 한국 다이빙엑스포 스페셜
프로모션을 준비합니다.

보드
인도네시아 리버

출발 2013년 11월 3~17일
일정 14박 15일
모집 확정일정
특징 인 알려지지 않은 인도네이사의 보석, 반다해로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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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 :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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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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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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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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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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스쿠바다이버지 창간 25주년 기념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투어

구독자 참관기
글 김미나 / 사진 성재원,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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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12월 12~16일까지 스쿠바다이버 지 창간
25주년 팸투어에 참가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배우게 된 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버란 초
급 자격과 몇 회 안 되는 다이빙 경험밖에 없는 내게 정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다니 너무도 부푼 마음으로 참가 신
청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매서운 추위를 잊고 따뜻한 필리
핀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저 설레고 기쁘기만 했다. 사
실 필리핀도 겨울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기만 했다. 그렇다
고 너무 덥지도 않아 다이빙을 하기엔 더없이 좋았다.

필리핀에서의 다이빙 여행 그것도 낯선 곳으로의 여행….
이제 출발이다.
12일 저녁 7시, 인천공항에서 참가자들을 만나 저녁 9시
비행기를 타고 출발~
4시간 30여분의 비행시간과 설레임 때문인지 잠은커녕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지는 듯하다. 새벽 1시쯤 드디어 세부
공항에 도착을 했다.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
이 참가하는 투어였다. 반갑게 짧은 인사들만 나누고 다시
릴로안까지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동을 한 후에야 목
적지인 노블레스리조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른 새벽 시
간임에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장님과 스텝들…. 그 미소 하

윤주 언니 등 너무 너무 즐거운 이 분들과 필자가 속한 팀

나만으로도 여독이 풀릴 만큼 정말 인상적인 환대였다.

은 B조였다.

때마침 릴로안 앞바다의 일출을 볼 수 있었는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붉게 물들어 떠오르

첫째 날은 리조트 인근 하우스 리프에서 체크 다이빙을

는 태양,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작진 않지만 멀리 보이는

하는 형식이었는데, 사실 올 여름 다이빙을 처음 배운 이후

방카보트들, 잡지나 TV에서나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오랜만에 하는 다이빙이라서 걱정이 많았다.

저 열대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 다이빙 할 생각에 신이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서인지

났지만 일단 일정에 따라 숙소 배정 후 잠시 휴식을 취하

실수가 잦았고, 그 덕에 자꾸만 쉽게 ‘버벅이’가 되었다. 그

러 방에 들어갔다.

러나 버디였던 성재원 트레이너님의 지도 덕분에 너무 늦지

노블레스리조트는 얼마 전까지 숙소와 여러 시설들을 새
롭게 단장하여 너무도 깨끗했다. 넓은 방은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했고 욕실도 마음에 들었다.
사실 필리핀 다이빙 리조트는 처음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는 잘 몰랐는데 함께 참가한 일행들의 만족도는 꽤 높았던
것 같다.

않게 잘 적응하게 되었고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빙을
즐기게 되었다.
사실 난 편안한 다이빙을 하기엔 신체적으로 약간의 불편
함이 있다. 수중 유영뿐만 아니라 보트에서의 이동이나 다
이빙 준비 등, 남들에 비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하지만, 함께 하는 즐거운 일정을 위
해서 이럴 땐 조금의 양보가 필요한 것 같다. 도움을 주고

단시간의 휴식 후 식사를 하고 릴로안에서의 첫 다이빙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이 많아 세 개의 팀으로 나누어 다이
빙이 진행되었는데, 가이드를 맡아주신 김 대장님과 연예인

받고 해야 하는….
다행히 여러모로 우리 팀은 참 좋았다. 고마운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김성민을 닮은 스텝 윤시훈 강사님, 예쁘게 다이빙 하시는

성재원 트레이너님은 ‘미나를 포함해서 이런 양보의 마

액션투어 이민정 대표님과 잘생기신 회원 분들, 웃음이 많

음이 몸에 잘 베어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다이빙’이 정말

으신 해원리조트 사장님과 회원, 외모만큼이나 든든한 강사

즐거웠다고 한다.

님과 손 꼭 잡고 다이빙하시는 초보 다이버, 그리고 TDI 본
부의 성재원 트레이너님, 무서운 사부 안우영 강사님, 착한

‘릴로안’이란 말이 스페인어로 ‘조류’란 뜻을 가지고 있다
  211

는데 정말 조류가 없는 다이빙이 없었고 때로는 굉장했다.

참, 그 와중에 큰 문제도 있었다. 리조트로 가던 배가 망

노블레스의 가이드 김 대장님의 인솔하에 이런 조류를 거

망대해에서 고장으로 멈추어버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

슬러가는 다이빙이 아니라 안전하게 흘러가는 형태의 다이

게 한 두 시간 정도 표류하다 지나가던 배의 도움으로 두마

빙은 너무도 편했다.

게티 방향으로 이끌리던 중, 보트맨의 맥가이버 기질을 발

몸이 가누어지면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물
고기들과 바다 생물들….

휘하여 가까스로 배가 고쳐져 다시 안전하게 리조트로 돌
아오게 되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칫 당황할 만도 한
데 누구 하나 짜증도 내지 않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기다리

특히 세 번째 다이빙에서는 유명한 영화배우를 만날 수

는 모습에 덩달아 안심이 되었던 것 같다.

있었는데 본명은 아네모네 피쉬로 우리에게는 영화 속 이름

필리핀 스탭들의 모습도 그랬다. 정말 이런 것이 행복지수

인 니모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니모는 다이빙을 하는 3일 내

상위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다. 나쁘게 말하면 한도

내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말미잘 독에 내성이 있어 천

끝도 없겠지만 늘 웃는 모습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도 배

적을 피해 그 안과 주변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런 걸 ‘공

울 점이다.

생’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얼
마나 좋을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넘치는 사랑을 나누
며….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리조트로 돌아왔는데, 무슨 힘에
이끌려서 인지 내친김에 난생 처음 야간 다이빙까지 시도해
보기로 했다. 참, 잊지 못할 일정이다.
바닷속이 깜깜할 텐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밤에 활동
하는 성게가시에 찔리면 안 좋다는데…. 하지만 이렇게 걱정

둘째 날은 화산섬인 아포섬에서 다이빙을 했다. 이곳은

했던 것들이 무색할 만큼 너무 재미있고 정말 색다른 경험

필리핀에서 다이빙을 해본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었다. 낮엔 결코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물고기들

유명한 포인트이며 산호와 온갖 수중 동식물들이 잘 발달되

이 눈을 뜨고 잠자고 있는 모습, 밤에 활동하는 각종 게들,

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우주선처럼 유영하는 갑오징어, 낙지 등, 신기함으로 가득

좋았고 그러한 노력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아

찬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직도 화산 활동이 잠정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바다

아~ 이래서 야간 다이빙을 하는구나!

속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은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는 오슬롭, 수밀론섬에서
그 밖에도 부채 산호, 테이블 산호, 항아리 해면 등과 함

다이빙 할 계획이다. 다이빙 중 고래상어와의 조우는 두고두

께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내 기억을 선명하게 만든다. 그저

고 잊을 수 없는 벅찬 일이라는데…. 정말 나도 볼 수 있을까

객일 뿐인데 사진 속엔 예쁜 주인공처럼 만들어주신 성재원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트레이너님과 이민정 강사님, 옆에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챙
겨주던 윤주 언니. 이런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고래상어는 꿈에 그리던 모습과는

주신 안우영 강사님, 그리고 좋은 다이버들…. 모두들 시간

조금 달랐다. 엄청난 크기의 몸으로 조그만 방카보트를 따

가는 줄 모르고 아포섬 다이빙을 그렇게 재미있게 즐기고

라 다니며 먹이를 찾는 조금은 애처로운 모습이었다.

돌아왔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놀랍고 신비
로운 존재인 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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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모인 많은 다이버들 틈에서 함께 구경

해 도전과 용기, 희망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는 장애우다. 그분

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수중에서 서서히

은 일반 스포츠 다이빙부터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을 이용한 심

움직이며 먼 바다를 향해 헤엄치며 나아가는 고래상어를 보기

해 100m 다이빙까지 동네 마실 가듯 즐기시는 테크니컬 다이

도 했는데 그 모습은 역시나 너무도 멋있고 아름다웠다.

버이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 밖에 없을 장애인 재호흡

오슬롭에서의 다이빙은 어쨌든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특

기 강사이기도 하다. 이번 팸투어 참가를 앞두고 내가 여러 가

히 거대한 몸집에 비해 단추 구멍만한 눈은 너무나 귀여웠다.

지 고민으로 망설일 때도 안우영 강사님께서는 걱정보다 격려

어쩌다 가까이 붙게 되어 고래상어의 움직임에 살짝 밀리기도

로써 응원해주셨고, 또한 다이빙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만은

했지만 그 온순함이 정말 덩치에 안 맞는 듯했다.

즐길 수 없는 최소 버디와 함께 하거나 팀을 이루어 함께 하는,

고래상어를 보고 배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해파리 촉수에 쏘
였는데 아프다는 느낌보다 무엇에 쏘인 건지 몰라 순간 더 당황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유희의 스포츠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

을 했던 것 같다. 다행히 일행 중에 비상약을 갖고 계신 분이 있
어서 덧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다이버로서 유념해야 할 한 가
지를 더 알게 되었다.

너무나 즐거웠던 4박 5일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러 생각들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무엇보다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이번 투어를 진행해 주신

두 번째 다이빙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아침부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자광 대표님, 내 집처럼 편안했던 노블레

터 내 웨이트가 보이지 않았는데 고래상어 관찰 때는 다이빙을

스리조트 사장님과 항상 웃으며 도움을 주신 스탭분들, 수중에

하지 않은 윤시훈 강사님이 자신의 것을 양보해 주셔서 문제없

서의 즐거움을 책임져 주신 김 대장님, 아낌없는 여러 도움까지

었지만, 이후 수밀론에서는 당장 웨이트가 부족했다. 그런데 팀

주시며 함께 즐거워해주신 우리 B조팀 멤버 분들, 멋진 다이버

원들이 각자의 웨이트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서로가 조금씩 줄

가 되라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감사

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웨이트를 내주었고 그 결과 전날 착용

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했던 무게의 웨이트 한 세트가 만들어져서 다이빙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사실 별일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무
나 큰 감동을 받았다. 이를 통해 다이빙이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다.

언젠가 분명 더 열심히 다이빙을 배워 이곳에서 받은 성원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것이다.
내가 스쿠바다이빙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다가 좋고
또 그 아름다운 바다 안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다이빙 자
체의 즐거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한가지 더할 수밖

수밀론에서의 마지막 다이빙은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는데
지금도 당시를 회상하면 아름답고 편안한 기분, 자유롭고 따뜻
한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마음이 뭉클해진다.

에 없는 다른 이유는 이러한 좋은 경험을 가진 이들과의 만남
일 것이다.
그들과 똑 같은 즐거움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는 그저
바다를 사랑하고 다이빙을 좋아하는 다이버인 것이다.

나를 이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안우영 강사님은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스쿠바다이빙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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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Q&A 잠수의학
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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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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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갈비뼈의 염증?

항상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수영장에서 초보강습을 실시했는데 5m하강 후 출수하여 한 여성회원이
가슴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가슴이 따끔따끔하다고….
달리 이유를 찾지 못해 이번 기회에 병원을 한번 찾아보라고 권유했는데, 갈비뼈
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왔습니다.
다이빙과 관련된 질병 같지는 않지만 이후 강습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이런 경우
다이빙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
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
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
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
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
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
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
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번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
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제합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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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갈비뼈 쪽 염좌?
“갈비뼈의 염증”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액면 그대로 "뼈의 염증"이라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주로 늑골 간 근육(소위 갈비살)이나 인대의 염좌를 그렇
게 쉽게 부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증이 소실되고(염증이 삭아지고 나면) 다이빙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한 진행보다는 잠시 쉬어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 감압병?

우리 다이버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북 영천에 사는 다이빙 경력 11년 차이며 약 7~800탱크
정도 다이빙을 한 것 같습니다.
*월 27일까지 올해도 거의 한 두 번 정도 외에는 매주 다이빙을 다녔습니다.
그때도 그냥 약간 감기기운이 있었는데 교육생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다이빙을 하
고 왔는데 계속 가래와 기침이 나서(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뼈마디마디 다 쑤셔서 2
주간 다이빙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이빙 감압은 철저히 지키는 편이고, 특히 교육생들이 있기에 컴퓨터 감
압 시간보다 약 1분 정도 더 감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 7일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개인병원에서 단순 감기라면서 주사 맞고 약을 제조해서 먹었
는데 9일에는 더 아파서 다시 찾아가 링겔 맞고 약을 처방 받았습
니다.

약 20초간 참았습니다.(참고로 감압정지 하면서 들쑥날쑥 안하도
록 로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승 후 스쿠버강사는 숨을 참으라는 신호가 아니고 호

연휴 동안 쉬고 더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CT찍어보라 했습니
다. 연휴 당일 12일 결국 머리가 아파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
다. 11시쯤 결국 영천에 큰 병원으로 갔는데 CT(머리), 가슴 x-ray,
피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다고 해서 링겔 하나 맞고 나왔는데 소견
서를 받고 더 큰 병원(영남대, 경북대) 가보라 해서 나왔는데 현재
14일이 되니 머리가 확실히 덜 아프네요.
왼쪽 머리만 좀 그렇고 움직이는 데는 별지장이 없어 일하고 있
습니다.
어떤 분은 통영이나 진해 병원으로 가보라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네요. 제가 좀 많이 바쁜 관계로 여기
저기 몇 곳을 돌아다닐 형편이 안 됩니다.
박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감압병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

흡기를 통해 바닷물이 입안으로 약간씩 들어가니까 호흡기를 제
대로 물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상승 후 바닷물을 약간 먹어서 구역질이 나와 구역질을 하니
가래에 피가 조금 섞여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약 5개월 후 오른쪽 가
슴근육이 찌릿찌릿한게 약간 기분 나쁘게 통증이 왔습니다. 방사
선과에 가서 가슴사진을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 17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끔씩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근육이 약간씩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 감압 정지 시 숨을 참아서 잠수병이 아닐까 걱정
됩니다.
혹시라도 잠수병 증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
감압정지가 아니고 안전정지라고 합니다.

니다.
(그냥 감기를 오래 내버려둬서 그런 것인가 했습니다. 약 3주)

그리고 정지 중 숨 참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았
다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답변 : 감기병 !
이런 상황은 다이버가 심한 몸살에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다이빙 했다면 몰라도 17개월 전에 다이빙 한 경력이
그 이후 5개월 그리고 17개월 있다가 감압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전화통화로 후속 조치를 권해드렸습니다만….

감압병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다이빙을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외과 혹은 흉부 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전화 통화 후 올려주신 글

질문 : 주기적인 쳄버 치료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말씀하신 동대구에 찾아 갔더니 안심하라 하더군요.
이제 두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목 결림이 좀 있어 지금 물리치료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투어 다니려 합니다.

평상시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주위의 다이빙 경험이 꽤 오래된 강사포함 다이버들이 1년에 한
번씩 챔버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감압병
증세가 없는데도 안전을 위해 재압을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궁금합

질문 : 감압병?

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초보 다이버 시절 상승속도를 초과해서 상승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

안녕하세요.

리네요.

저는 약 17개월 전에 스킨스쿠버를 배우다 첫 해양실습을 동해

암튼 다이빙 후 뚜렷한 감압병 증세는 없습니다.

로 나갔습니다. 첫 해양실습이라 정확한 수심은 잘 모르지만(약

그런데 주위 다이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15~17미터로 추정함) 약 20분간 있다가 상승하면서 감압정지를

‟우리도 다이빙 한지 10년 됐는데,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감압정지하면서 스쿠버강사가 손으로 네 입을 가르키고
있어 순간적으로 감압 정지하면서 숨을 참으라는 줄 알고 숨을

까?”
‟요즘 어깨도 많이 결리는데, 예전에 한번 감압다이빙을 몇 번
했는데 그게 문제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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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식이 없으니 뭐라 말해주지 못하겠네요.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 추간판탈출증?
통증과 저림이 감압병과 척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에서 공히 보여
주는 증상입니다.

답변 : 아니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빙 프로필을 봐서 그 정도로 크게 걱정할 프로필은 아니라고 보

유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두 번 정도 드렸던것 같습니다.

입니다만 우선 척추 방사선 촬영을 해보시고 문제가 발견되면 MRI로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소는 몸 속에 계속 축적되어 남아 있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것이 아니므로 증상이 없을 때나 주기적인 챔버 치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고농도의 산소 분압 노출에 따르는 산소 중독의 위험성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일 머리가 아플까봐 오늘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내일 소화
가 안될까봐 오늘 소화제를 먹지 않습니다.

만일 척추 쪽에 별 문제가 없이 통증과 저림이 계속된다면 감압병으
로 간주하고 챔버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쪽에는 정통적인 챔버가 없습니다.
통영을 가시든가 아니면 배로 이동하여 제주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면 또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 견갑골의 통증
질문 : 엉덩이의 통증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7월에 다이빙을 입문하여 한 주도 안
안녕하세요.

쉬고 주말마다 다이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정지도 10회 이후

강사생활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되는 초보강사 입니다.

로는 5m 5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 다이빙 중에 약 8m수심에서 교육생이 떠오르는

지금까지 52회 다이빙을 하였고, 5차례는 15~18m 수심에서 안

일이 벌어졌는데 다급한 마음에 상승속도를 무시한 상승을 했습

전정지 없이 올라온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니다. 컴퓨터에는 급상승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고 로그상에도 급

다름이 아니라 29일 3회 다이빙을 하면서

상승 기록이 남았습니다.

-	1차 최대수심 24.6m에서 31분 다이빙타임에서 1분 30초 정

교육 시작 전에도 펀다이빙을 비롯한 다이빙이 2주가량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원래 군입대전에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뻗치는 좌골통증이 있었
는데 통증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
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었다가 해체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온 통증
인지 급상승으로 인한 감압병 증세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도 안전정지 다시 5m에서 4분 30초 정지 후 출수(200바, 잔
량 50바)
-	2차 최대수심 15.1m에서 31분 다이빙타임. 5m에서 안전정지
5분. 잔량 60바.
-	3차 최대수심 16.8m에서 35분 다이빙타임. 5m에서 안전정지
5분. 잔량 50바.

통증은 한쪽 엉덩이(왼쪽)에 가장 통증이 심하고 발가락 검지,
중지 발가락이 약하게 저릿저릿한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견

다이빙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면서 왼쪽 견갑골 쪽에 약간에 쑤

된 후에도 약 일주일가량 매일 다이빙을 진행했고 물속에서는 통

시는 통증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어제 이후로 바로

증이 많이 완화되어 다이빙은 지장이 없었는데 수면, 휴식 시나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약간 옆으로 눕거나 하면 통증이 옵니다. 왼

보트 이동시에 거의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쪽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면 통증시각 정도는 7정도에 통증이

지금 해외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어서 내일 비행기로 한국에

있습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이후로는 다이빙을 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시설이 부산, 제주도 등지에 위치하고 있던데 머
물고 있을 지역이 서울지역이라 시간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잠수치료시설, 통증의학과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정확한 진
단이 가능한지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로 마무리 하는 하루되
시길 바랍니다.

왼쪽 견관절에 통증은 없고 회전 운동시 견갑골에 통증이 있고
회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9일 보트다이빙시 bcd를 입으면서 왼쪽 어깨를 무리하게 뒤쪽
으로 해서 그런 건지, 흔히 말하는 견갑골 쪽에 담이 결린 건지,
약간은 불안합니다.
왼쪽 가슴은 통증은 없고 약간 우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os 전문병원에서 의료지원 파트 쪽에서 근무합니다. 혹시
이게 흔히 말하는 잠수병에 일종일까요. 혹시나 저희 병원에서 검
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데 불쑥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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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 고신 의료 원챔버에서 2시 20분간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감압병이라기보다 담결림 인것 같습니다.

답변 :  

박사님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때 상세한 다이빙 프로필을 적어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1월 한 달은 다이빙을 접고 편안하게 쉬어야겠습니다.

이 정도 정보면 저도 유추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올 7월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제 건강도 중요해

다이빙 프로필로만 봐서는 정지를 필요이상으로 길게 하시는 것 이
외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서 내년에 편안하게 다시 해야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꾸벅.

그러나 통증이 발현된 시간이 다이빙 직후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
고 지속되는 양상으로 봐서는 물론 단순한 타박이나 소위 담(근막통증

답글에 대한 추가 답변 :

증후군)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는 하나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하고 치

Geo2 컴퓨터는 Deep Stop 개념을 도입했나 봅니다.

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DS 즉 Deep Stop은 ‘안전정지’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 비교적 최

감압병을 확진할 수 있는 임상병리적 검사는 없습니다.
어깨 쪽의 MRI는 인대염증이나 부종 등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그

근 도입된 깊은 수심에서의 고의적인 정지를 의미하겠습니다.
Deep Stop을 도입한 상승의 경우 일반적인 상승 속도인 분당 9미터

런 소견이 없다고 해서 근막통증 증후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감

(혹은 PADI의 경우 분당 18미터) 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방법과 달리 매

압병은 더더욱 진단이 되지 않으며, 그런 소견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3미터를 1분 동안(30초 동안 3미터 올라가고 30초 동안 그 수심에서

감압병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로 촬영해

정지를 하는) 상승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까운 챔버를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 경우 전통적인 안전 정지는 보통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컴퓨터마
다 채택하는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알고리즘
을 잘 이해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안전 다이빙의 첩경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지에 대해 사족을 달자면 현재 일반적인 안전 정지의
방법은 수심 3-6미터(보통 쉽게 말해서 5미터) 3~5분(보통 3분) 정도
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5미터 3분이 일상적이고 통상적

그리고 아무래도 ‘담’ 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고압 산소 챔버 치료에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압병이라면 증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치료한 다음 보충으로
한 번 더 챔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이빙에서 15미터에서 1분 30초 안전정지를 했다고 하셨는
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러셨을까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무감압 다이빙을 하셨다면 1분에 9~18
미터 보다 느린 속도로 천천히 상승을 계속하시고 5미터에서 3분 정도
의 안전정지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차가운 물에서 오래 계시는 것은 그 자체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단체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Ratio Decompression 개념이 테크니컬 교육단체를 통해 소개
되고 있기는 하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기는 합니
다만 그 내용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전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질문 : 감압병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질감압병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다이빙을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11월 1일) 새
벽에 귀국을 했군요.)
10월 27일 첫 다이빙을 했는데 1년만의 다이빙이었습니다.
첫 다이빙은 체크다이빙으로 알고 들어가서 강사분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에게는 컴퓨터가 없어서 몰랐는데 수면에 올라오고 나서 강
사님이 말씀이 최대 수심 51.3m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이후 올려주신 답글 :
감사합니다. 오전에 전화 드렸을 때 상세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일단 제가 geo2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보수적으로 사용하다 보
니 25m정도에서 몇 분 있으면 컴퓨터에 DS 표시화면이 뜨면서, 안정
정지 2분이 15m 부근에서 컴퓨터에 뜹니다.
그래서 15m 부근에서 DS 2분이 뜨면 저도 자연스럽게 안정정지 후
천천히 상승하여(가끔 빨리 상승하면 제 컴에 slow하면서 경고등이) 다

다이빙 시간은 25분이었습니다.
오랜만의 다이빙으로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공기 사용량이 많
아서 상승 중간부터는 강사의 보조 호흡기를 사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사와 항상 같이 행동을 했고, 강사 분은 상승
속도 문제없었다고 하고 5m에서 8분간 안정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의 다이빙을 더 진행했고 다이빙이 다 끝
난 후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 6m에서 안전정지 5분이 뜹니다. 그럼 6~4m 에서 오르락내리락 5
분 안정정지를 하거나 smb로 5분을 하고 상승합니다.

<27일 다이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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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입수시간 오전 11:00, 최대수심 51.3m, 다이빙시간 25분,
감압정지 5m/8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2회 : 입수시간 오후 12:26, 최대수심 14.2m, 다이빙시간 36분,
안전정지 5m/3분
3회 : 입수시간 오후 14:24, 최대수심 18m, 다이빙시간 36분, 안
전정지 5m/3분

P.S : 궁금한 점이 조금 더 남아서 덧글을 올립니다.
2일 오후(귀국 후 34시간 경과)에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팔과
다리에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놀라서 깨서
약 1~2분간 굉장히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3회, 그 다음날 3회의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일 새벽(귀국 후 46시간 경과)에는 옆으로 자다가 명치
부분과 등의 근육이 뭉쳐서 놀라서 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좀

<29일 다이빙 프로필>

나아졌구요, 편한 자세일 때는 괜찮은데 가슴을 펴고 스트레칭을

1회 : 입수시간 오전 09:55, 최대수심 20m, 다이빙시간 45분, 안

할 때 명치 부분 근육이 당깁니다.(불편한 자세로 자다가 담이 들

전정지 5m/3분
2회 : 입수시간 오전 11:30, 최대수심 25.1m, 다이빙시간 38분,
안전정지 5m/3분
3회 : 입수시간 오후 14:00, 최대수심 18m, 다이빙시간 43분, 안
전정지 5m/3분

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3일 오전 현재, 아직까지 손발에 아주 약간씩 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네요.
(마치 냉탕에 있다가 온탕으로 옮겨갈 때의 느낌처럼요.)
가려운 것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제가 서울에 살아서 마땅히 진료 받을 병원도 없어 보이고 치료

<30일 다이빙 프로필>

를 하러 내려가더라고 현업때문에 큰맘을 먹어야 하는 지라 이것

1회 : 입수시간 오전 09:18, 최대수심 14.1m, 다이빙시간 39분,

저것 많은 것을 여쭈어 보게 됩니다.

안전정지 5m/3분

바쁘시더라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회 : 입수시간 오전 10:44, 최대수심 16.4m, 다이빙시간 35분,
안전정지 5m/3분
3회 : 입수시간 오후 12:54, 최대수심 19m, 다이빙시간 38분, 안
전정지 5m/3분

답변 : 감압병이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Q&A에 며칠 접속을 못하고 있다가 상당히 심
각한 다이버 분의 질문에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모든 증상은 너무나 전형적인 감압병 증상이고 특

그런데 몇 일째부터 인가 왼쪽 발가락 끝부분들이 살짝 저리는
느낌이 드는데(아마 29일 오후부터인 것 같은데, 증상이 워낙 경미
해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너무나 경미하고 강사 분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신경쓰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다 마친 다음날도 발가락 끝이 살짝 저리고 오
후에는 양 손이 저리더군요.
손이 저리기 시작한 건 마지막 다이빙이 끝난 24시간 정도 후
(31일 오후3시경)였던 것 같습니다.

히 신경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고압산소 챔버 치료
가 필요합니다.
아주대 병원에 1인용(연탄가스 중독 환자 치료용) 챔버가 있기는 하
나 서둘러 통영의 세계로 병원에 연락하시고 치료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치료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이라도 가까운 병원
으로 가셔서 100% 산소 흡입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체크 다이빙에 50미터를 데려간 그 강사분과는 다시 상종도 하시지
마십시요.

마지막 다이빙 후 35시간 후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고, 현재

또한 그 이후 다이빙 프로필도 수심이 깊지는 않으나 reverse

(다이빙을 마치고 2일 후)에는 휴식을 좀 취하고 나니 손이 저린

profile(얕은 수심의 다이빙 이후 깊은 수심의 다이빙을 하는 프로필)이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발부분이 간헐적으로 약간씩 저립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다이버는 반드시 가장 깊

그리고 피부 여기저기가 약간씩 가려운데 특히 다리와 팔에 수 군

은 수심을 가장 먼저 하시고 재 잠수 시는 점차 얕은 수심으로 진행하

데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서 가렵습니다.

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제 상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이빙 중에 저에게 컴퓨터가 없었고, 40m가 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에 더 걱정이 됩니
다. 참고로 저는 어드벤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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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답변이 미루어진 점을 사과드리고
Diver Hotline : 010-4500-9113 은 언제라도 열려있으니 전화주시
면 제가 여유 있는 시간에 충분한 의논이 가능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질문 : 압력평형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다이빙을 즐기는 IT직종에서 일하는 박병영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테스트 다이빙하는데 수중 3미터 지점에서 한쪽 이
퀄라이징이 어정쩡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귀가 약간 아픈데도 참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이빙 후에도 밖에 나와서도 귀에 느낌이
좋지 않고 물이 안 빠지는 듯하며 지상에서 다시 이퀄라이징하면
귀가 뻑 뚫리는 느낌이 약간 어딘가 눌려 있다가 ‘삑’하는 느낌으
로 귀가 답답하게 뚫리는 느낌이 생기네요.
이거 그냥 둬도 될까요? 물이 시간 지나면 그냥 마르는 건가요?
다이빙시 귀가 약간 아파도 참고하다가 나와서도 찝찝한 경우인
데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이퀄라이징 잘 안되어서 물이 귀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답변 : 다이빙이 불가능합니다
압력평형이 되지 않는 상태로 억지 하강을 계속하면 중이강 내 압착
이 오게 되고 압착은 출혈을 야기하여 출수 후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
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출혈 양이 적은 경우 1주 정도 지나면서 자연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추후 몸이 피로해지는 경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해서 면역이 약
해지게 되면 출혈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급 만성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진
찰 받으시고 상태에 따른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건 바다건 압력평형이 되지 않는 상태로는 절대 다이빙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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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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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잠수의학코너

스쿠바다이버가 알아야 할

중요한 기체
글 / 사진 편집부

공기(Air)

질소(Nitrogen) - N₂

공기는 산소와 질소의 혼합물이며, 여기에 약간의 이산화탄소

질소는 공기의 주요 성분이며 무색, 무향, 무미의 기체이다. 질소

와 소량의 다른 기체들이 섞여 있다. 소량의 기체는 네온, 아르

는 몸속의 액체나 조직에서 잘 용해되며 깊은 수심에서 마취현

곤, 제논, 수소 등이다. 공기 성분의 정확한 비율은 산소(O₂)는

상을 일으키며, 상승 후 용해도의 감소로 인해 기포가 생기며,

20.94%, 질소(N₂)는 79.02%, 이산화탄소(CO₂)는 0.04% 등이다.

이것이 감압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인체에서 생화학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불활성 기체라고 불린다. 지상에서 공기 중
에서 이것으로 산소 독성을 막고, 불로부터의 위험을 줄인다.

산소(Oxygen) - O₂
다이버는 이 질소/산소의 비율을 조절하여 다이빙 시간을 늘린
산소는 공기 중에서 숨을 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 무향,

다. 질소마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소의 비율을 높여서 사용

무미의 기체이다. 이것은 인체 내의 대사와 생명유지에 필수적

한다. 이것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이다.

인 요소지만 과량으로 존재하면 독성을 나타낸다. 공기에서의
비율인 약 20%가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다. 이것보다 많을 때에
는 독성을 나타내고, 적을 때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깊은 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버가 호흡하는 기체
는 불활성 기체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질소
또는 헬륨이 산소와 혼합되는데. 산소의 부분압을 0.2
ATA(0.16~0.40 ATA)로 유지해 준다. 산소는 연소를 강력히 도
와주는데, 산소의 부분압이 충분히 높으면 불꽃을 내지 않는
물질도 밝은 빛을 내며 태울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소의 사용이 요구되거나 높은 산소 혼합물을 가지고 다이빙
을 하고자 할 때, 다이버는 산소의 잠재적인 폭발성과 가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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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질소마취(nitrogen narcosis)

-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는 질소마취를 위험할 정도
질소는 활성이 없는 기체로서, 정상적인 압력에서는 아무런 영

로 높인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산화탄소의 증가되는 것이 원

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깊이와 압력이 증가되면 질소는 생

인 중의 하나이다.

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질소마취 또는 "깊은 수심에서의
환각" 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깊은 수심에서 잠수를 하지 않는

- 현기증

다면 관련이 없다.

깊은 수심을 헤드다운(head-down) 자세로 하강하면 위아래
감각이 혼동되는 현기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질소마취 증상

25m 정도의 깊이에서부터 질소는 다이버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을 빨리 초래할 수 있다.

질소마취는 다이버의 사고력을 흩트리며 신체적으로 능력을 감
소시킨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신

- 기타

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위험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인

추위, 통증, 수면부족, 빠른 속도의 하강,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 경험한 바로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의 게이지가 보

느낌, 익숙하지 않은 장비 등 다이버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

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약해지고,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

소들은 질소마취의 효과를 높인다.

가 된다. 이러한 증상은 수심이 깊어지면 갑자기 나타나고 시간
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진다. 만약, 다이버가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당황하지 말고 질소마취를 생각하라. 그리고 현재의
수심보다 얕은 수심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그러한 증상은 즉시
없어지고, 후유증도 없게 된다.
■ 질소마취를 상승시키는 요인들

질소마취의 주된 원인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숨을 쉬는 공
기의 질소분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질소마취는 18m 이상 수
심에서는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30m 이상에서는 대부분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
들이 복합되면 경미한 마취증상이 심해져서 위험해질 수 있다.
- 알코올

다이빙 중에 음주하면 안되는 이유가 많지만 질소마취 증세를
훨씬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다. 숙취와 그로 인
한 체력의 상실도 질소마취를 증폭시킨다.
- 약물

감기약과 멀미약은 질소마취를 증폭시킨다. 어떤 약의 약효는
다이버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진정
제(신경자극을 둔화시킴) 계통이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속이 마르는 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 CO₂

피로하거나 성능이 나쁜 레귤레이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
이 생성되는 것과 높은 질소분압이 결합하면 질소마취가 증폭

이 기체 역시 무색, 무향, 무미이다. 만일 다이버가 이산화탄소

된다. 호흡을 얕게 하는 것도 이산화탄소의 체내 누적을 일으킨

로 채워진 구명조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한 모금 삼킨다면, 물

다. 내쉬는 호흡을 끝까지 하고 성능이 좋은 호흡기를 사용해야

에서 탄산(carbonic acid)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역겨운 맛

한다.

을 느낄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세포 대사에 의해 생성되고 우
리가 내쉬는 숨(호흡)에서 대략 5%의 농도를 차지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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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고장이 난 호흡기나 과도하게 큰 스노클(snorkel)을

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에겐 별로 영향이 없다.

사용한다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몸에서 독성을 일으킬 것
이다.

오일 가스(Oil Gases)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CO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공기탱크를 채우는 과정에서 윤활유
(lubricant)가 필요한데, 이것에서 실린더 내의 공기를 오염시킬

이 기체도 무색, 무향, 무미이다. 이것은 다이버가 감지할 수 없

수 있는 오일 증기(oil vapor)와 탄화수소가 생길 수가 있다.

고, 비록 소량이라도 의식을 잃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하여 생긴 물
질로, 자동차 매연이나 담배 연기 속에 있다. 일산화탄소에 의
해 오염된 공기가 스쿠바 실린더 속이나 수면 위에서 다이버에
게 공급이 된다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헬륨(Helium) - He
이것은 매우 가볍고 비싼 무색, 무향, 무미의 기체이다. 미국에
서는 지하 천연 가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곳
에서 다이빙할 때의 기체 혼합물에 산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는데 사용된다. 왜냐하면 이 기체는 마취현상을 일으키는
성질이 낮기 때문이다(예 : Heliox = 90% 헬륨 + 10% 산소). 이
기체의 밀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파이프의 작은 틈새와 밸브
등을 통해서도 쉽게 빠져나간다. 또한 열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전도체이기 때문에 저체온증(hypotherm)과 관련된 심각한 문

[참고문헌]
1. Carl Edmonds, Bart McKenzie, Robert Thomas "Diving Medicine for
Scuba Divers" JL Publications, 1992
2.김희덕, 김동원, 김찬 역, 「스쿠바다이버가 꼭 알아야 할 잠수의학」, 정담, 2005

제를 일으킬 수 있다. 헬륨의 낮은 밀도는 발음을 내는 정상적
과정을 변화시켜 다이버가 이 기체를 호흡할 때 오리가 내는 소
리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

수소(Hydrogen) - H₂
수백 미터 이상의 깊은 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 질소마취
(nitrogen narcosis)를 방지하고 호흡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질
소 대신에 사용되는 매우 가벼운 기체이다. 불행히도 이것은 산
소와 매우 잘 결합하지만, 그 산물인 물은 다이버에게 영향을
줄 만금의 양은 아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곳에서 숙달된 전문
다이버가 매우 낮은 농도와 함께 사용하며, 이 기체의 문제점은
헬륨과 비슷하여 쉽게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불활성 기체(Inert Gas)
네온(Ne), 아르곤(Ar), 라돈(Rn), 제논(Xe) 등으로 이들은 대기
중에 소량 존재하며, 생물학적으로는 불활성인 기체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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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할 때 발생하는 감압병 등과 같은 의학적 문제의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을 잠수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다이
빙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다이버들의
필독서.
46배판, 370쪽, 22,000원, 도서출판정담 (www.j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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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휴일은 총 65일,

다이빙 투어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보자

사진제공 : SSI East Asia & Micronesia

일 년간 공휴일 65일은 2011년, 2012년과 같은 수치이다. 주5일 근

은 목요일이니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딱 좋다. 9월 추석 연휴(9월

무를 한다면, 올해 휴일은 모두 116일이다. 연간 다이빙 투어 계획

18~22일)는 주말 포함 5일 연속 휴일이다. 그리고 23년 만에 한글

을 알차게 세워보자.

날(10월 9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좀 많다. 그래서 직장인 다이버들이 다이빙

신정

12/29, 12/30, 12/31, 1/1 (4일)

투어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하다. 기간이 짧은 날은 제주도와 같이

설날

2/9, 2/10, 2/11 (3일)

삼일절

3/1, 3/2, 3/3 (3일)

석가탄신일

5/17, 5/18, 5/19 (3일)

현충일

6/6, 6/7, 6/8, 6/9 (4일)

추석

9/18, 9/19, 9/20, 9/21, 9/22 (5일)

개천절

10/3, 10/4, 10/5, 10/6 (4일)

가까운 곳으로 잡고, 기간이 좀 긴 날은 다소 먼 곳을 잡아도 좋겠
다. 예전에는 연휴에 휴가를 붙이면 직장에서 눈총을 주었지만 요
즘은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다. 연휴 앞뒤에 휴가 하루 이틀을 붙이
면 장거리 투어도 고려해 볼만하다.
신정(1월 1일)이 화요일이라 전날 휴가를 내면 4일 연속 휴일이 된
다.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5월 17일)은 금요일이니 주말과 붙
여 쉬면 좋고,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 청색으로 표시된 날은 평일(휴가를 내면 좋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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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랩이 뽑은 2012 올해의 장비
- 완벽한 다이빙 기기 찾기
(주)대웅슈트/마레스
마레스가 미국 스쿠버 다이빙 잡지(Scuba

명 좋은 스포츠이지만, 바다 속으로 들어가

Diving Magazine)의 오리발과 컴퓨터 부문

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놓

에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편안을
위해 깊은 수심에서도 다이빙 장비들이 우
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다
시 강조하지만, 다이빙 기기는 우리의 생명
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www.scubablab.com)

스쿠버랩(Scubalab)의 테스트팀으로부터

마레스의 웨이브(Wave) 오리발이 스쿠버

수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랩의 오리발 풀풋 부문에서 ‘2012 Tester’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스쿠버랩은

s Choice’ 와 ‘2012 Best Buy’를 수상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여러 브랜드

했다. 스쿠버랩은 수상 제품을 선정할 때

들의 다이빙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다.

여 조사했다.
● 착용성 : 물 밖이나 안에서 모두 쉽게 착

평가한다.

그들은 내가 다이버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

용할 수 있는가 평가한다.

● 탈착의 용이성 : 버클이나 스트랩이 얼

할까 고민하고, 가장 이상적인 제품을 선정

● 조절기능 : 버클이나 스트랩이 효율적이

마나 쉽게 벗겨지는지 평가한다.

했다. 그들의 평가는 고객이 다이빙 기기를

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가격

구매할 때 좋은 정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

● 착화감 : 오리발이 다이버의 발을 편안

고, 스쿠버다이빙 장비 제작자들에게는 제

하게 감싸는지 평가한다.

품의 효율성과 성능에 대한 건전한 피드백

● 수면 추진력 : 다이버가 얼굴을 아래로

(매우 훌륭함)에서 1점(매우 불만족)까지 위

을 제공한다.

하고 수면에서 발차기를 할 때의 나아가는

의 심사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스쿠버랩의 디렉터인 존 브럼은 인터뷰에

정도를 평가한다.

서 스쿠버랩의 다이빙 장비 테스트가 왜 중

● 힘의 강도 : 발차기를 할 때 얼마만큼의

평에 따르면,

요한지 답해주었다.

힘을 주어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평가

“웨이브 오리발은 전반적으로 물속에서 가

“여기 스쿠버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우

한다.

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들 역시 다이빙을 활발히 즐기고 있습니

● 발차기의 효율성 : 물 속에서 얼마나 쉽

가속도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수심에서도

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자유형 킥, 프로

다. 테스트 다이버들은 웨이브 오리발이 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호흡기,

그 킥, 돌핀 킥으로 실험한다.

른 오리발에 비해 특출한 기동성으로 최소

BC, 다리 근육에 무리 없이 해류를 헤쳐갈

● 가속성 : 물 속에서 오리발이 힘을 받아

한의 움직임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했다는

수 있는 오리발, 쉽게 사용하고 읽을 수 있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내는지 평가한다.

점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하며, 종합적인

는 컴퓨터 등 다이빙에 필요한 기기들의 중

● 기동성 : 오리발의 작은 움직임으로도

성능 면에서 최고라 인정했습니다.”

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은 분

쉽게 뒤로 가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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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다이버들은 각각의 오리발을 5점

마레스 웨이브 오리발을 최고로 뽑은 심사

스쿠버랩의 컴퓨터 부문 심사에서 마레스의 2가지
모델 컴퓨터가 ‘2012 Tester’s Choice’를 수상
했다. 손목형 컴퓨터 부문에서 마레스의 아이콘
HD AIR가 스쿠버랩의 테스터들이 선정한 최
고의 제품으로 뽑혔다. 평가에 따르면,
“인상적인 데이터 크런처가 몇 년 전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 이젠 더욱 커지
고 밝아진 컬러의 LCD화면, 스마트폰 스타
일의 메뉴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에서 개선된 점은 다이브 모드와
확장된 기능, 나침반 등 여러 옵션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호스가 없
이 연결된 공기 통합 정보 시스템이 두드러지는 특징
입니다. 그리고 바 그래픽 조직들이 로딩될 때 색상이
훌륭합니다. 무감압 한계시간 및 감압시간 계산과 상승
비율 표시는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빨리 상승할 경우, 빨간색 경고 배너가 깜빡여 다이버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이버가 모든 한계점을 스크린에서
즉각적이고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 없는 공기통합 정보시스템이 추가된 새로운 아이콘 HD AIR는
손목형 컴퓨터 부문에서 테스터들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만장
일치의 지지를 얻었다.
손목시계 스타일 컴퓨터 부문에서 매트릭스(Matrix)는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받았다.
“매트릭스의 놀라운 점은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의 기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잘 표시된 버튼과 이해하기 쉬운 메뉴가 사용이
매우 간편해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매트릭스는 대조되는 색상과
하이라이팅된 감압시간 데이터를 배치하여 스크린을 읽기 쉽도록
했습니다. 조직 내 정보입력 표시 바 그래픽과 심플한 다이브 프로
파일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정사각 보정 컴파스도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은 ‘응급상황기능(ICE : In Case of
Emergency)’ 입니다. 이는 연락처에서부터 보험까지 개인적인 정
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모델은 충전식 리튬 배터리로 사용
하지 않을 경우엔 ‘Off’ 모드로 전환하여 배터리를 아낄 수도 있습
니다. 매트릭스는 손목시계 다이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읽기 편
하고 진화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역시 테스트 다이버
모두의 지지를 받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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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마레스코리아 전 직원 워크숍
장소 : 필리핀 세부 오슬롭 진스다이브리조트
날짜 : 2012년 11월 21 ~ 24일

첫 다이빙을 즐기기 전 모두가 모여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았다.

수영을 하면서 잠시 후에 있을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쿠버다이빙 명품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마레

사용해보는 경험을 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스 한국 공식 수입사인 마레스코리아(대표 : 우대혁)는 2012년 11월

하지만 회사의 영업과 관리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대부분 신제품에

21~24일 까지 3박 4일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 오

관하여 실제 사용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제공하

슬롭에 위치한 진스다이브리조트(대표 : 진신)에서 워크숍을 진행

는 제품 카달로그와 설명서 등의 정보에 의존하여 특성과 새로운

하였다. 그 동안 국내 1위 업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달려

기능들을 파악하고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이처럼

온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회사에서 마련한 특별한 시

장비 수입 업체에 있는 직원들은 밖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간이었다.

과는 달리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마레스코리아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매년은 아니었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거의 해마다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사

평상시에는 업무와 출장에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하며 회사를 쉬는

업무에 더욱 전문성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스쿠버다이빙을 접할

주말에도 다이빙 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생활이 보편적으

수 있는 기회를 꾸준하게 제공해 왔다. 현재 국내 스쿠버다이빙 업

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회사에서 다루는 업무가 스쿠버

계에는 여러 장비수입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이빙 장비이다 보니 회사에서 온종일 장비와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장비에 대해 매년 새로운

사항들을 접하기 때문에 실제 바다를 찾아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해보기는 쉽

싶은 그리움이 덜해진 까닭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유로 마레스

지 않을 것이다.

코리아에서는 기존 업계의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자사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그 특성과 기능들을 몸소 체험하는 효

일반 다이버는 물론, 강사나 다이빙숍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율적인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지므로 인해 고객들과 관계에서 신뢰

장비수입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취급하는 장비를 직접

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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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시행한 결과 직원들의 친목
을 향상시키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더불어 스쿠버다이빙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고객
들과 영업, 상담의 전문성도 무척 발전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왔다. 그래서 마레스코리아는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 계획으로 행사
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원들의 복지 및 여가 생활을 더욱 증
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11월 21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전 직원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인
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내 식당에서 푸짐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밤 10시 15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깜빡 단잠에 빠졌다 깨

통돼지 바베큐를 먹기 전 즐거워하는 마레스 직원들

어보니 세부공항에 도착하였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밤길을 달려
오전 4시 30분경 오슬롭에 위치한 진스 다이브리조트에 도착하니

리했다.

진신 사장님과 먼저 다이빙을 오신 홍지욱 변호사님 내외분과 친

물론 마사지를 빼놓을 수 없으니, 마사지사 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구 분이신 정연일 사장님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인해 전 직원이 교대로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교대로 받다보니 오
가는 사람들로 인해 친목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었다.

곧바로 짐을 풀고 리조트에서 준비해준 구수한 누룽지 밥으로 새
벽의 배고픔을 달래고 나니 잠을 청하기 보다는 시간을 아끼는 마

둘째 날 이른 아침 6시부터 리조트가 떠나갈 듯 소란스러웠다. 다

음에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비행과 차량이동으로 피곤한 몸을 달랜

이버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다이빙 장비를

후 나머지 일정을 가벼운 몸으로 시작해 본다.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까닭이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던 친목의 시간으로 새벽잠이 욕심나긴 했으

오전 8시경 아침 식사를 하고 열두 개 장비가방에 담아온 신제품들

나 고래상어 환영으로 침대를 박차고 뛰어 나와 오전 6시에 보트에

을 꺼내어 정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며 모두가 기다리던 첫 번째

몸을 실었다.

다이빙을 준비하다 보니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보는 다이빙 매니아
직원들은 마음이 설레는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처음 바다에서

리조트 코앞에 있는 고래상어 포인트까지는 1분, 현장에 도착하였

다이빙을 접하는 두명의 직원들은 긴장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설렘

을 때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6마리의 고래상어였다. 정신이 없었

과 긴장감을 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한

다. 수면에 떠있는 녀석, 수중에서 유영하는 녀석, 이런 저런 아이

자리에 모두 모여 첫 다이빙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본격적인 워크

들을 분주히 구경하다 보니 요요 다이빙이 시작된 것이다. 이리저

숍 일정이 시작되었다.

리 보아도 사방에 고래상어 무리가 우리의 정신을 빼놓기 충분했
다. 새벽에 시작한 고래상어 다이빙을 포함하여 총 4회 다이빙으로

오전에 두번의 다이빙을 실시 한 후 점심식사 시간에는 생선구이

또 하루를 마감하니 벌써 마지막 밤이 되었다. 아쉬운 밤을 수놓은

와 고기, 각종 야채로 만든 맛있는 요리 접시들을 남김없이 비워버

메뉴는 필리핀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물, 렉촌이라 부르는 통돼

린 후 오후 다이빙을 준비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 중 한가지가

지 바베큐로 아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 주었다.

신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므로 오후 다이빙에서는 오전에
사용한 것과 다른 장비로 교환하여 사용해 보기로 하였다. 오후 다

통돼지 바베큐가 식어 가는줄 모르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시간을

이빙은 보트 다이빙을 1회 실시 한 후 리조트 바로 앞 하우스리프

보냈고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리조트 앞 바닷가에 테이블을 놓고

포인트에서 비치 다이빙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렇게 모두 4회의 다

모두가 모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두 마음에

이빙을 끝으로 첫째 날 다이빙을 무사히 마쳤다. 저녁 6시경 리조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동료애를 쌓는 소중한 시간

트에서 준비해 준 게와 새우로 어우러진 해산물을 먹으며 즐거운

을 가졌다.

식사 시간을 보냈고, 이후 저녁 시간은 피곤함을 뒤로한 채 반짝이
는 별들로 가득한 열대의 하늘아래서 필리핀의 명품인 산미겔 맥

셋째 날 아침 식사 후 아쉬움을 달래며 리조트를 나와 세부 공항으

주를 음미하며 직원들간 친목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하루를 마무

로 향하였다. 공항 근처 레스토랑에서 필리핀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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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오후 3시

었고 하이브리드BC의 경우 가벼우면서 허리에 서스펜션 시스템

50분경 인천으로 향하는 세부 퍼시픽 비행기에 몸

이 보강되어 공기통을 장착하였을 때에도 허리를 감싸 무게감을

을 싣고 모두가 피곤함에 잠시 잠을 청하였고 오후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9시경 인천 공항에 도착한 후 근처 식당에서 3박 4일
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만찬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엑스 스트림 오리발 같은 경우에는 발집에 벌집 구조의 구멍
이 있어 다이빙 후 오리발을 벗을 때에 압착이 없어 수월하
였으며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힘을 들이지

아직도 세부 진스 다이브리조트에서 지낸 3박 4일 전 직
원 워크숍 여정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내년

않고 편안한 킥으로 조류를 헤쳐 가는 모습이 놀라움
을 자아냈다.

의 여정을 기대해본다.
그 외 아이콘 에어는 칼라 화면에 탱크 잔압까지 색
상 변화로 구분해주며 안정성을 높이고 프로파일
모드, 콤파스 모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매트릭스 컴퓨터는 도트 방식 화면에 충전식이며 별도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으며, 다이빙 정보를 다이버가 식별하기 편리
하도록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프로파일, 콤파스 기능, 기
체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다이버들로
부터 사랑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2년을 기다려 개발된 한국형 썬라이즈 마스크는 한국인 얼굴
형에 맞게 특별 제작되어 얼굴에 잘 맞았으며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이번 워크숍은 직원들의 친목 도모도 목적이었지만 또 하나의 주된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목적이 신장비 테스트였다. 마레스코리아의 신제품을 직원의 입장
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레스코리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

호흡기 인스팅트52는 물속에서 내가 호흡기를 물고 있는지 잊게 할

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대혁 사장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정도로 가벼웠고 또한 호스라인이 짧아서 걸리적거림이 전혀 없이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전한다.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한쪽 배기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생
각을 하였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다이빙 중 버블이 시야를 가리지 않
고 한쪽 방향으로 공기가 배출됨으로써 완벽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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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루카 제노니,
160MT 프리다이빙 세계 기록을 세우다.
(주)대웅슈트/마레스
걸려 올라온 반면, 제노니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수심 160미터까지
잠수하기 시작하여 다시 수면 위
로 올라오는 데 불과 3분 41초밖
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 도전에서 그런 놀라운 기록
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노니가 사용한 파워풀한 스피드
를 자랑하는 수중 스쿠터 덕분이
었다. 그의 빠른 수면 상승을 도
왔던 수중 스쿠터는 바로 마레스
(Mares)에서 제작한 특별 공기주
입식 BC이다. 라팔로에 위치한
마레스는 다이빙 장비 부문의 선
도기업으로 제노니의 기록 경신
노니의 팬들을 제노니의 라팔로

도전에 사용될 장비를 특별히 맞춰 제작·

아비스팀 보트에 태우고 해안으

개발한다.

로부터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라
팔로만 근처의 다이빙 장소로 이
동했다. 지안루카 제노니는 이번
도전에 함께 할 그의 레이저 포커
스를 들고 라팔로 항에 도착했다.

지안루카 제노니가 거친 바다와 바람에 맞
서 프리다이빙 신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을
했다. 이번 도전은 원래 2012년 9월 27일
로 계획되었지만, 리구리아 지방을 거쳐 불
어오는 거센 시로코풍이 제노니를 가로막
았다. 그렇지만 다음 날 북쪽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바다를 잠재웠고, 드디어 다
이빙 보조 장비들을 실행시킬 수 있었다.

15분 뒤 다이빙 장소에서는 새로
운 도전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고, 서
포트 다이버들은 이미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서포트 다이버들은 제노니의 앞뒤
에서 잠수하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사
고에 대비하는 역할을 했다. 가장 깊은 곳
까지 내려가는 서포트 다이버이자 다이빙
아비스의 회장인 지오지오 카네파는 수심

“나의 무모한 도전에 함께 따라와주고
일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폰서와 서포트 다이버들이
없었더라면 이번 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수심과 싸워야 하는 선수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제 옆에서 새로운 기록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
다. 이번 도전은 제 커리어 중에서도 가
장 아름답고 스릴 넘치는
다이빙이었습니다.”

160미터까지 잠수하여 제노니의 도착을 기
오전 9시 20분 서포트 다이버들과 언론, 제

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깊이에서 110분이

–지안루카 제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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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지아니!
(주)대웅슈트/마레스
발 등을 포함한 70여개
의 인체공학적인 특허
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발명 덕분
에 다이빙 기
기는 더 안
전해졌고, 사용
하기도 간편해졌다.
지아니는 70년의 인생에서 50년이
넘도록 다이빙을 즐겼고, 그 중 20년은
다이빙을 사랑하는 파트너 여러분, 지난 6월에 열렸던 마레스

다이빙 전문 교육자였다. 그에게 다이빙은 취미

(Mares) 디스트리뷰터 회의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40년간 마레스

를 넘어 그의 인생과 커리어를 전환하는 행운과도

와 함께 했던 다이빙 프러덕트(Diving Products)의 지아니 가로팔

같다. 마레스 글로벌의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라팔로 출신인 그는

로 부사장이 2012년 9월 30일 은퇴했다. 지아니 부사장은 우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세

라에도 두 차례 방문하여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우리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 모두

나라의 다이빙샵 오너들이 마레스 본사에 방문할 때마다 자세하고

역시 다이버이다.

전문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다. 지아니 부사장이 마레
스를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가족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

그는 고향 이탈리아 투린에

심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물론 다이빙도 포함하여) 더 많은 시간을

서 기계, 수학, 물리 선생님이

보내고 싶은 그의 바람을 충분히 이해한다.

었다. 언제나 스쿠버다이빙에
적극적이고, 마레스 직원들과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언제나

친분이 있었던 지아니는 1973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년 마레스 R&D 매니저가 되

은퇴 후에도 지아니는 프리랜서로

었고, 20년 동안 다이빙 프

마레스의 여러 프로젝트에 도움을

러덕트의 부사장으로 근무

주며 함께 할 것이다.

했다.

지아니는 마레스에서 그의 혁신적

R&D 부서장으로서 지아니

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전 세계

는 수경 시력 보정 시스템,

의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변화시키

특허받은 ABS시스템, 채널

고 한층 발전시켜 나갔다.

트러스트 오리발을 최초로

지아니는 마레스 R&D부서의 적극

개발했다. 그는 1982년 최초

적인 협조에 힘입어 수백여 개의

의 리퀴드 실리콘 기술을 적

새로운 다이빙 제품을 디자인했다.

용한 마레스의 수경을 만들

창조자로서 지아니는 6안식 마스

었다.

크, 세계 최초의 써모플라스틱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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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는 다이빙 기어를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었
다. 호흡기에 선풍 촉진 디자인을 개선했고, 1단계 호흡기에서
높은 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최초의 플로우 시스템을 만들었
다. 그는 루비를 이용하여 페일세이프 1단계 시트를 개발했다.
지아니는 MR12, MR16, MR22를 포함한 새로운 라인의 1단계
호흡기를 디자인하고, HUB 디자인팀을 이끌며 세계 최초의
통합 다이빙 시스템을 세우며 다이빙 산업의 표준을 세웠다.
게다가 새롭고 매우 혁신적인 인스팅트 2단계가 그의 특허 중
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에서 특히 엑스
스트림 오리발, 시라노건, 최신 리퀴드스킨 기술뿐만 아니라
에어트림도 유명하다.
지아니가 이끌었던 마레스의 R&D부서는 골든 컴파스 어워드
수상으로 인정받은 리리카 마스크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서의 엑스스트림 오리발, 인스팅트 호흡기 등 많은 수상과 성
과를 이뤘다.
지아니는 1994년에 열린 국제 스쿠버 스쿨(SSI, Scuba
Schools International)의 플래티눔 프로 5000 어워드(Platinum
Pro 5000 Award)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지아니는 스쿠버다
이빙에 그의 인생을 바쳤다. 그는 10년 간 유럽 다이빙 연합
(ASSOSUB)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유럽 다이빙 표준 위원회
(European CE Standards Commission)의 스쿠버다이빙 부문
이탈리아 대표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수많은 해군과 정부기관
들을 위해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아니가 매우 자랑스럽고, 팀의 일원으로 매우 사랑
한다. 그는 강하고 공정한 매니저이자 훌륭한 멘토, 동료, 친
구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기억될 것이다. 그가 보여준 열정
과 지식, 헌신은 귀감이 될 것이다. 마레스가 전 세계의 다이
빙 산업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아니의 노고
에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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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proof(워터프루프) 2013년 신상품

D7 프로 코듀라 ISS 드라이 슈트 출시
(주)즐겐슨아시아
2005년부터 8년 연속 드라이와 WET 슈트의 세계적
인 상들을 석권하고 있는 슈트
전문 메이커 워터프루프사(스웨덴소재)는 품
질과 스타일을 모두 중시하는 브랜드로 세
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에도 D1 및 D7 드라이슈트, W1 wet 슈트 등
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워터프루프사에서는
2013년 신상품으로 기존의 D7 프로 ISS(실리콘 짚실) 드라이슈트
와 차별된 코듀라 버전을 출시하였다. D7 프로 ISS 제품은 3중 복
합원단에 목과 손목을 실리콘짚씰로 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손쉬
운 교체가 가능한 것이 특장점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D7 코듀
라 ISS 제품은 여기에 외피 부분을 코듀라로 처리하여 내구성을
한층 높였으며, 코듀라 원단이 주는 고유의 느낌과 디자인이 한
층 돋보인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www.waterproof.eu (D7 프로 코듀라 ISS 소비자 가격 \ 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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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국내유일! 돌고래 실내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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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피누스 씨푸드 뷔페

친구만들기

돌핀 컨텍

조련사 체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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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92-7774
대표 김형태
FAX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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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자이언트와
UTD(Unified Team Diving)가
함께 진행한 ICE

Diving

지난 1월 4~5일 양일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강변에서 UTD와
다이브자이언트 주최로 ICE Diving이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명의 전문 다이버들과 30여명의 캠핑족이
참가해 겨울 다이빙의 진수인 ‘아이스 다이빙’과 얼음위에서의
캠핑이라는 이색 체험을 통해 겨울레포츠의 매력을 느껴 본 시간
이었다.
행사가 열린 수하리 강변은 수심이 깊고 얼음이 두꺼워 ‘아이스
다이빙’의 국내에서 최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매년 1월부터 2월
까지는 많은 다이버들이 찾을 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장비지원을 주도 했던 다이브자이언트의 대표(정인호
사장)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하 23도의 혹한에서 치러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어 다시 한번 아펙스 호흡기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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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 25주년(2012년)

기념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투어 실시

본지(격월간 스쿠바다이버)가 지난 2012년 12월 12~16일까지 4박

필리핀 남부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보파로 인하여 바다속도 많이

5일간 창간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리핀 릴로안의 노블레스

훼손되어 마음이 아팠다. 조만간 회복되리라 기대한다.

리조트에서 스쿠바다이빙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참가대상은 지난
1년 간 본지에 년 5회 이상 기고한 기고가들을 초청하고 구독자를

이튿날인 14일에는 3개조로 나누어 고래상어 관찰이 가능한 수밀

중심으로 하였다.

론섬과 세계적인 다이빙포인터인 아포섬에서 다이빙을 3회 실시하
였다. 아포섬 다이빙에서 큰 무리의 잭피쉬를 비롯하여 바다거북과

첫날인 12일 오후 7시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필리핀항공을 이용하

나폴레옹피쉬 등 많은 수중 생물을 관찰하였다.

여 오전 1시에 세부공항에 도착하였다. 버스를 이용하여 5시 세부

야간에는 잠수의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는 강영천 박사께

릴로안 노블레스리조트에 도착하였다. 여장을 푼 후 잠시 휴식을

서 수고하셨고,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다이버들의 질문이 있었다.

취하고 리조트 인근 리프에서 체크 다이빙을 시작으로 3회 다이빙
을 하였다. 신청자에 한하여 야간다이빙도 1회 실시하였다.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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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각조가 행선지를 바꾸어 다시 고래상어 관찰과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터인 아포섬 다이빙을 3회 실시하였다. 야간에는 팸투
어 협찬사들의 상품을 걸고 행운권 추첨을 비롯하여 쫑파티를 실
시하였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아침식사를 한 후 리조트를 출발하여 세부공
항을 거쳐 저녁 8시에 인천공항에서 해산하였다. 참가자들의 뜨거
운 호응을 얻어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인 팸투어가 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팸투어가 끝나고 참가자 중 일부가 리조트에 남아
태풍으로 훼손된 인근 바다속을 청소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노블
레스리조트의 정광범 사장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바닷속을 청소하
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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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항에 다이빙 전용선 도입
오는 3월부터 모든 다이버들의 숙원이던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다이빙 전용선을
타고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사진 (제주도스쿠바연합회가 제작할 다이빙 전용선과 유사한 모습의 유선)

연합회가 할당받은 서귀포항의 선석 입구의 모습

1. 제주도 서귀포항 유선 선석 확보

2. 제
 주도스쿠바연합회의 유선사업을 위한 1월초 법인설립과
법인사업자 등록

지난 도청 회의실에서 시청, 해경, 어선협회, 대국해져, 제주도 스쿠

제주도 스쿠바연합회의 유선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

바연합회의 담당자들이 모여 제주도 스쿠바연합회가 신청한 유선

의 명칭은 (주)제이에스에이이다. 대표이사는 방이, 감사는 유현제,

선석 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본 연합회에서는 방이 회장, 유현

이사는 이훈선으로 선임되었다.

재, 허천범, 이훈선 등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서귀포항의 유선
선석 확보가 결정되었다. 할당받은 선석의 위치는 대국해저의 바지
선 15m부분이다.
제주도 다이빙의 발전을 위해 서귀포 시청에서도 스쿠바다이빙 계
류시설 지원금으로 4억이란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 예산
은 선석의 계류장, 섬 입출수사다리, 섬 보트계류 시설을 설치할 예
정이라 한다.
시청의 해양수산과의 협조를 받아 선석의 위치에 다이버들의 편한
승선을 위해 계류장을 설치하고, 시청 문화유산과의 협조를 받아
문섬, 범섬, 숲섬에 입출수 전용사다리와 계류시설을 설치할 것이
라 한다.
선석을 결정할 때 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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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
 이빙전용 보트 제작을 위해 (주)씨라인을 방문 후 계약
체결
다음 사진에 보이는 유선과 유사하며, 보트 선수에는 섬 이동시

다이빙 전용선 1호는 3월 중순경에 운항이 시작되고, 2호는 4월

탱크를 적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보트 선미에는

초순경에 운항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봄이면

좌석을 설치하여 보트다이빙과 이동시 편하게 설계하였다. 온수

제주도 서귀포 항에서 낚싯배가 아닌 다이빙 전용선을 타고 다

전용 샤워 부스도 설치하기로 하였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 기

위해 2층 구조의 형태로 하여 더운 여름 그늘막 기능과 2층 데

대해 본다.

크에서 선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보트다이빙 시 입출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전용 사다리를 두 개를 설치하였다.

섬에 설치할 입출수 사다리 가상도

연합회가 할당받은 서귀포항의 선석에 설치할 계류장 가상도 섬에 설치할 계류시설 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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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정화작업과 송년 만찬회

수거한 쓰레기를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제주도 스쿠바연합회가 그동안 숙원사업인
선석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연합회 멤버들이 기뻐하였고, 본지도
축하를 보내며, 제주도 스쿠바연합회와 모든 제주도 스쿠바샵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귀포항 동방파제 주변과 수중에 있
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중정화 활동을 벌였다.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저녁에는 아라다이브 2층으
로 자리를 옮겨 송년 만찬을 위한 뷔페와 다과를 곁들인 연회를 가
졌다. 많은 회원샵 멤버들이 모여 단합된 분위기속에 즐거운 시간
을 가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제주도 원로
다이버인 황치전 고문이 참석하였고, PADI 아시아퍼시픽 김부경
담당관과 임욱선 PADI 코스디렉터도 참석하였다.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는 방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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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2. 쓰레기를 들고 출수하는 다이버
3. 육상의 방파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4.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입수하는 다이버

5

5. 수중정화작업을 위해 모인 회원샵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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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중영상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www.imago.co.kr
(주)수중영상시스템(iMago Co., Ltd)은 1997년 수중촬영에
필요한 관련 장비만을 전문으로 보급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수중촬영장비 전문회사이다.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INONkorea.co.kr, Light&motion.
co.kr, uwphoto.kr 등을 통폐합하여 수중촬영장비 선택과
사용, 관리뿐 아니라 촬영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편리하
게 얻고, 구매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몰을 포함하는 새
로운 홈페이지(www.imago.co.kr)로 개편하였다.
•사무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0-167
Tel. 02-3486-5528
• 전시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5-14번지
Tel. 02-477-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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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을 때

기생충 감염 조심!
지난 2010년 9월 29일

할 경우 간질, 마비, 실명 등에 걸리기도 한다. 갈고리촌충

방영된 KBS-2TV ‘비타

은 이름 그대로 머리가 갈고리처럼 생긴 기다란 형태의 기

민’ 프로그램에서 덜 익

생충으로, 최고 5m까지 성장할 수 있고, 이 갈고리촌충이

은 삼겹살에서 대뇌 낭미

낳는 수천수만 개의 알이 사람의 몸 곳곳으로 퍼질 경우에

충이 기생해 간질발작으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로 위험하다고 방송하여,

유구낭미충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대한양돈협회 대표 200

동남아에 나가서 삼겹살을 먹고 싶다면 돼지고기를

여명이 KBS를 방문하여

7~8mm 두께로 자른 후 10초 이상간격으로 뒤집어 1분 30

삼겹살 낭미충과 관련해

초 이상 구워서 속살까지 완전히 익히거나 아니면 펄펄 끓

공식항의하고 항의공문

는 물에 충분히 삶아 익혀야 안전하고, 일단 감염됐을 경우

을 전달하는 등 많은 논

엔 특정 처방약을 써야만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란이 일었다. 국내는 돼지를 사료로만 사육하고 검역 또한
철저해 삼겹살 낭미충이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최근 국내
돼지에서 낭미충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은 밝혔다.
하지만 다이버들은 동남아 등지에 다이빙투어를 다닐 때
낯선 음식에 물리게 되면 흔히 삼겹살 구이를 찾게 된다.
그래서 리조트나 한인식당에서 삼겹살을 먹는 경우가 많
다. 이때 삼겹살 안에 있는 기생충 알도 함께 먹게 되어 기
생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키우는 돼지에선 유구낭미충이란 돼지기생충이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잘못하면 이 기생충이 척추나 뇌에
들어가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한다.
국내 한 대학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로 이 기생충에 감
염된 사람이 3%가량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이 기생충 감염 건수만 매년 800건에 이
른고 2012년 12월 8일 MBC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었을 때 걸리기 쉽다는 유구낭미충
증(cysticercosis)은 돼지가 중간숙주인 갈고리촌충(유구
조충, Taenia solium Linnaeus)에 의해 감염된다. 갈고리
촌충에 감염될 경우 보통 구토나 어지러움을 동반하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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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BS 2TV <비타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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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결성
현재 KDEC 소속 단체는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SI,
SDI/TDI/ERDI 로 총 9개 단체로 4,000여명의 활동성 강사가 소속

한국잠수교육단체 대표자협의회(KDEC) 지난 2008년 다이빙 안전

현재 KDEC 소속 단체는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다이빙의 최소 교육규정을 수립

SDD, SSI, SDI/TDI/ERDI 로 총 9개 단체로 4,000여명의 활동성 강

하기 위해 각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결성하였다.

사가 소속되어 있다.

최초 참가 단체는 BSAC, CMAS,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SI, SDI/TDI/ERDI 로 총 10개 단체였다.
이후 KDEC는 사진촬영대회 등 국내 각종 다이빙 행사를 주관 및
지원하였고, 다이빙과 관련된 공청회 및 입법활동 등에서 국내 다
이빙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으며, 국내 최초로 다이빙과
관련된 공식 통계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13년 KDEC는 경기도의 제안으로 한국다이빙엑스포(KDEX)를 개
최함으로써 다이빙계에서 그 역량을 보여 주었으며 이번 한국다이
빙엑스포(KDEX)를 기점으로 법인 등록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
동을 통하여 다이빙계의 교육과 안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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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개최
1. 명칭 :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2013
2. 기간 : 2013년 5월30일(목)~6월2일(일)
3. 장소 : 일산 킨텍스(KINTEX) 7, 8 홀(면적 22,580㎡)
4. 주최기관 : 경기도,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5. 문의처 :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사무국 전화: 070-4686-1661
■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경과
2012년 12월 11일	경기도 및 킨텍스 관계자 내방하여 전시회 참가
및 운영 제안
2012년 12월 12일	KDEC 임시총회의 투표를 거쳐 전시회 참가 결정
2012년 12월 27일	KDEC 임시총회에서 쇼 명칭을 한국다이빙엑스포
(KDEX)로 결정
한국잠수교육단체 대표자협의회(Korea Diving Educational
Council, 이하 KDEC)에서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한국다이빙엑스포(Korea Dive Expo, 이하 KDEX)를 개최하기
로 하였다.

2013년 1월 3일	KDEC와 경기도 회의에서 부스 규모 및 각종 지원
방한 협의
2013년 1월 7일	KDEC 임시총회 - 킨텍스 현장 방문 및 세부사항
협의

이번 쇼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해온 국제보트 전시회

2013년 1월 10일	KDEX 공식 미디어 협약 (스쿠바다이버, 스쿠버넷)

를 확대하여 스쿠버다이빙, 낚시, 캠핑, 보트, 요트 등의 수상레

2013년 1월 14일 KDEX와 경기도 2차 회의

저 등을 총 망라하는 산업 전시회로 전환하며 장소를 일산 킨텍스

2013년 2월 15일 KDEX 1차 접수 마감 예정

(KINTEX) 전시장 22,580㎡의 넓은 쾌적한 공간으로 변경하여 진행

2013년 3월 15일 KDEX 2차 접수 마감 예정

된다.
한국잠수교육단체 대표자협의회(KDEC)는 지난 12월 12일 경기
도와 킨텍스(KINTEX)의 공식 제안을 수락하여 한국다이빙엑스포
(KDEX)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와 킨텍스(KINTEX)의 파격적인 지원과 한국

* KDEX 참가로 인하여 SDI/TDI/ERDI를 비롯한 KDEC 소속 단체들은 부득이
2월에 개최되는 KUSPO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 KDEC 소속 단체는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SI,
SDI/TDI/ERDI 이다.

잠수교육단체 대표자협의회(KDEC)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외 업체
및 관련 국제 다이빙 전시회와 연계하여 최초의 국제 다이빙 전시
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동 기간 동안 각 교육단체의 업데이트, 세미나, 전략회의, 다이버의
밤 행사 등이 실시되며, 다이버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도 실시할 예
정이다.
또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다이빙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속 단체들의 봉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회
인 만큼 다이빙 관련 업체와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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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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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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대표: 오 재 혁
제주시 외도1동 413-2번지
064)743-7223 / 011-211-4745
naui91@yahoo.co.kr

대표: 김 진 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064)754-2114 / 010-2699-7278
socker468@gmail.com
www.jejunu.a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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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92-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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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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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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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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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560-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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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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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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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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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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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헤븐
대표: 김 연 호
서귀포시 신효동 682-2
010-9411-7265
kyh6005@hotmail.com
www.nhdive.com

스쿠버스토리
대표: 고 승 일
서귀포시 동홍동
010-9889-1874
k27123@hanmail.net

방2다이버스는 다이빙교육, 강사교육, 테크니컬 교육 등 최고 수준의 강사진이
교육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안전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다이빙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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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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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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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대표: 방 이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064)738-0175 / 010-2384-6552
tritonb@hanmail.net
www.bang2divers.com

오션트리

오션스제주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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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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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블루씨
대표: 정 동 순
서귀포시 표선동
010-4711-7295
diveband114@gmail.com

태평양 다이빙스쿨
대표: 김 병 일
서귀동 784-1번지 태평양
064)762-0528 / 011-696-1224
moonsom21@hanmail.net
http://cafe.daum.com/제주태평양다이빙스쿨

천지스쿠바는 체험다이빙, 일반다이빙, 야간다이빙, 보트다이빙이 가능하며 교
육자분들이 1:1로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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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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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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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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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33-671-0380~1

http://38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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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잠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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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잠수 아카데미 원장 이학박사 김광호
■ PADI강사#40632 / KUDA 강사
■ BSAC 강사 / SDI/TDI TRAINER
■ 생활체육수중 2급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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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웅슈트 / 마레스 소식
마레스 인스팅트 호흡기
2012 레드닷 디자인 대상 수상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권위 있
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마레스가 대상
을 수상했다. 국제적으로 널리 명성
이 알려진 레드닷 어워드는 단순하
든 복잡하든 개성 있는 좋은 디자
인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실적인 가치가 어우러진 훌륭한
제품 아이디어를 지향한다. 레드닷
의 목적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솔루션
을 제안하는 뛰어난 제품을 수상하는데
있다.
마레스의 인스팅트 호흡기가 2012 아웃
도어, 레저스포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했다. 레드닷에서 발간한 수상집에 따르
면, “마레스 인스팅트 호흡기의 디자인
은 뛰어난 안정감을 보장하는 2단계로
특화되어 다이버가 호흡하기에 좋다. 최대 부피 계산과 부품의 레
이아웃을 얼굴 윤곽에 맞게 조정하여, 무게 중심점을 다이버에게
가깝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호스를 상당히 짧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무게 중심점과 줄어든 중량이 턱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존보다 더욱 짧아진 호스가 사고의 위험
을 크게 줄여줍니다. 게다가 퍼지 버튼이 인체공학적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게 마레스 인
스팅트 호흡기는 기존 호흡기의
진부한 디자인을 탈피함으로써
최적화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
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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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지다이빙 랩교육
2012년 12월 8~10일까지 부산 이지다이빙에서 마레스 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지다이빙은 매년 소속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랩
교육을 진행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사용중인 장비 및 기본적인 구
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마레스 랩교육은 3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는 이론 교육과정이다.
표준 및 규정, 다이빙장비 재질, 물리학, 호흡기 작동원리 등의 이
론을 익히고, 2일차 과정에서는 호흡기 실습, A/S 부품, 장비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다. 3일차 과정은 호흡기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
과 이론·실기 최종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랩교육에는 이지다이빙 남재주, 손영수, 박석관님과 김해 장
유스쿠버 윤철현 사장님, 진주 마린블루스 이재훈 사장님이 참석하
였다.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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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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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고다이빙 마레스 랩세미나
2012년 12월 14~16일까지 3일간 용인 고다이빙에서 마레스 랩세
미나가 진행되었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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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A/S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
행되며, 일반 다이버도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과정과 스쿠버 다이
빙샵 및 강사들을 위한 어드밴스드와 엑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
에 한 과정씩 진행되며 베이직은 10명까지, 어드밴스드와 익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 7명까지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스쿠바 다이빙샵 또는 마레스코리아에 신청하여 소속된 샵에서 교
육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ARA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마레스코리아가 진행했다.
- 에어스테이션
- 장비렌탈전문
- 서비스 샵
- 체험다이빙
- 게스트 하우스

이번 세미나는 다이빙장비의 이론과 실기를 연속 3일 동안 진행하
였다. 참가자는 블루존스쿠바 김시광, 고다이빙 임용우, 아이눈 이
달우, CEO다이빙 장철기, 씨넥스 솔루텍 김재찬님까지 총 5명이
참가하였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은 2, 3일차 과정 재수강을
통해 다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랩세미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매뉴얼과 전용공구를 구
매할 수 있으며, 스쿠버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마레스장비 지정점
이 된다. 2년에 하루씩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
된다.

대표 이훈선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T. 064.732.4832 F. 064.767.4832
sign5283@naver.com www.ara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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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자이언트
AQUA LUNG 공식 수입원 지정

(주) 해왕
BISM 해왕잠수 방문

영국 APEKS 공식 수입원인 Dive Giant는 2013년부터 AQUA

지난 10월 16~18일

LUNG을 런칭한다.

간 일본 Bism에서

AQUA LUNG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Matsuo와 Nomoto상

다이빙 장비 회사로 2013년 신제품 출시와 함께 Dive Giant를 공식

이 해왕잠수를 방문

수입원으로 지정 본격적인 홍보와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하여 비즘 멤버들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이번 세미
나를 통하여 2013년
Bism사의 호흡기, 부
력조절기, 게이지, 다이브컴퓨터, 마스크 등 신장비 소개와 영업전
략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스쿠버
장비에 대한 수리와 부품에 관한 비즘사의 입장도 전달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해왕잠수 2012 DEMA SHOW 참가
해왕잠수는 11월 14~17
일까지 미국 라스베가

APEKS 리페어 세미나 개최

스에서 개최되는 DEMA
다이브 자이언트(APEKS KOREA) 지난 1월 9일(수요일)과 1월 23

SHOW에 대표이사 외

일(수요일)에 호흡기에 관심 있는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APEKS 호

1명이 참가하여 2013

흡기 리페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호흡기의 전반적인 이론과 작동원

년도 신장비 및 교육

리에 대한 설명과 APEKS 호흡기의 분해 및 조립 실습으로 진행되

시스템에 대한 업무체

었으며, 아펙스 리페어 세미나는 일회성이 아닌 매월 두 차례 이루

결을 하였다. DEMA는

어진다. 세미나 개최 일정은 매월 다이브자이언트 홈페이지(www.

Diving Equipment &

divegiant.com)에 공지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이브 자이언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트로 미리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
시회중의 하나이다.

해왕잠수 SPOEX 쇼 참가 예정
해왕잠수는 삼성동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스포츠산
업전 SPOEX쇼에 2013년 2월 21~24일까지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
에서 해왕잠수의 2013년 신상품 공개와 대표 브랜드인 비즘, 부샤,
빅블루 등 스쿠버 장비의 뛰어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사로
연락주시면 입장권을 발송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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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굿다이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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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064-763-6326 / 010-9688-6326
http://cafe.daum.net/bsj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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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 PADI Go Pro 이벤트

PADI 아시아 퍼시픽 – 2013 KUSPO 전시회 참가

PADI 프로 코스에 관심 있는 모든 다이버들을 위한 PADI에 관한
KUSPO(한국 수중 스포츠 전시회)는 PADI 아시아 퍼시픽이 참가하
는 세계 주요 전시회 중 하나이며, 서울 COEX에서 2013년 2월 21
일(목요일)부터 26일(일요일) 까지 SPOEX(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8개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가 참여할 계획이며, 각 다이빙 센터/리조트의 홍보
와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국내외에서의 PADI 브랜드 이미지 고취
와 공동 부스를 활용하여, 참가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간의 직접적
인 비지니스 연계 및 상호 협력적인 비지니스 관계를 강화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개 및 PADI 강사개발 준비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언 및 안내
- 진행 : 김진관 코스디렉터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 일시 : 2월 23일(토요일) 오후 3~4시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 PADI RCCR (Recreational CCR) 코스 세미나
PADI RCCR프로그램 소개 – 포세이돈 Mark 6
- 진행 : 송규진 PADI 코스 디렉터, 영희 하니스 한국멤버 연락관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 일시 : 2월 24일(일요일) 오전 11~12시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 Go Pro Hero 3를 활용한 수중촬영 세미나
- 진행 : 송규진, PADI 코스 디렉터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 일시 : 2월 24일(일요일) 오후 1~2시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2013 KUSPO Show 참가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KUSPO 기간 중 PADI 행사 일정 및 내용
센터/리조트 레벨

센터 상호

대표

■ 2013 PADI 멤버 포럼
- 진행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영희 하니스 한국 멤버 연락관
연락처

홈페이지

1

고다이빙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임용우

031) 261-8878

www.godiving.co.kr

2

다이브 컴퍼니

PADI 다이브센터

이상호

02) 2202-8447

www.divecompany.co.kr

3

디퍼다이브

5Star Resort

장태한

070) 7667-9641

www.deepper.co.kr

4

블루존 스쿠버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김시광

031) 206-3087

www.bzscuba.co.kr

5

아쿠아 마린

PADI CDC (강사경력개발센터)

한민주

02) 539-0445

www.scubain.com

6

옥토 스쿠버

PADI 다이브센터

박찬원

02) 424-4432

www.octodive.com

7

파아란바다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송규진

02) 547-8184

www.paranbada.com

8

해저이만리

PADI 다이브센터

김강영

070) 7430-7808

www.club.cyworld.com/diving-paradise

■ PADI 마케팅 세미나
PADI e마케팅(e-Marketing) 및 2013년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마
케팅 지원책을 소개
- 진행 : Danny Dwyer, 마케팅 디렉터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 참가 자격 : PADI 멤버
- 일시 : 2월 23일(토요일) 오후 2~3시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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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 PADI 멤버
- 일시 : 2월 24일(일요일) 오후 2~4시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 참고
상기의 일정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PADI아시아 퍼시픽에서 멤버들께 메일로 안내하여 드
릴 것입니다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PADI 강사 시험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2년 최종 PADI 강사 시험을 울진에
위치한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와 “킹스톤 리조트”에서 12월 8~9
일 걸쳐 진행하였다.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이번 강사 시험에는 박근욱, 박현근, 진소연, 김장훈, 이애요,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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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총 6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
쳤으며, 영희 하니스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
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
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
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윤재준, 김용진,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PADI 코스 디렉터님들
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
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
신 울진 해양레포츠센
터와 킹스톤 리조트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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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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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소식
2012 DRT SHOW Hong Kong 참가

2013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참가

12월 15~17일까지 홍콩에서 다이빙 리조트 여행 엑스포(Diving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2

Resort Travel Expo)가 개최되었다. DRT SHOW는 세계 다이빙 시

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언어권 시장에서의 매우 큰

7, 8홀에서 한국다이빙엑스

규모를 가진 행사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언어권 시장은

포(KDEX)가 열릴 예정이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권과 비교

KDEX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

했을때 보다 더 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DRT SHOW

션센터에서 경기국제보트쇼

에는 SSI 본사의 지원을 받아 SSI의 이신우 동아시아 & 미크로네시

와 더불어 함께 개최된다. 국

아 지역 담당관이 참여하여, SSI의 진취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행사

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관련

지원을 하였다.

종합전시회이며, 해외 업체 및
관련 국제 다이빙 전시회와 연
계하여 최초의 국제 다이빙 전
시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교육단체의 업데이트, 세미나,
전략회의 및 다이버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에 SSI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스쿠버 다이빙을 일반인에게 체
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알리기 위해, 넓은 부스
공간을 준비하여 함께 참여를 원하는 딜러들과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딜러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또한 기간 중 업데이트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

2013 일본 딜러 미팅 및 장비 전시회 참가

세한 스케줄 안내는 전체적인 공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앞
으로도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산업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1월 28~30일까지 SSI 활동성 일본 딜러를 대상으로 딜러 미팅이

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동아시아 지역 이신우 담당관이 참석하여
마케팅 계획 및 활동 보고,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 등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0~31일까지 도쿄도립 산업 무역 센터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미나
딜러 미팅 세미나 개최 안내

에서 개최되는 일본 다이브 비즈쇼 2013(DIVE BIZ SHOW 2013)에
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일본 다이빙 시장의 축제로 여겨

2013년 2월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미나/딜러

지며 전문성 넘치는 업체들과 교육단체들이 참여하며, 다이빙 여행

미팅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SSI의 새로운 프

상품 및 갖가지 알찬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다.

로그램 안내, 변화된 교재 및 기준 변화 등 강사교육의 질적 향상
을 위하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AOWI 등급의 경우 세미나를
통해 다이빙 과학과 다이브 가이드를 교육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신규 등급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가 바란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기 바란다. 날짜는
다음과 같다.
•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평가관 업데이트 세미나 : 2월 27일
• 딜러 미팅 세미나 : 2월 28일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지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부로 문
의 바란다.

264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2012년 11월 14일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방2다이버스(대표 :
방이)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

■ DIVE 7000

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방2다이버스(방이 트레이너)에서 홍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DIVE7000 리조트가 SSI 신규 딜러로 등

영민, 김민석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

록하였다. 강재철 인스트럭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SSI 다이버과정

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을 교육한다. DIVE7000 리조트는 편안한 교육 진행이 가능하도록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방2다이

전문적인 교육장과 수영장 시설을 갖추었으며 편안한 숙소와 더불

버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어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규모의 리조트이다. 비치 및 보
트 다이빙 이외에도 별도 예약으로 케이브, 난파선이 가능하다.

11월 18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2년 11월 18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국폴리텍Ⅲ대학 산업잠
수과(교수 : 정의진)에서 전윤식,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
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제이다이버(정
준상 트레이너)에서 정동민, 한상조, 이호진, 황성문, 최원진, 최윤
락, 김성용, 이동열, 박준철, 최민우, 이진영, 이민용, 최재혁, 주경
남, 조성봉 후보생이 한국폴리텍Ⅲ대학에서 홍재부, 김해준, 신재
연, 김선준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도
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
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한국폴리
텍Ⅲ대학 산업잠수과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대표 : 강재철
- 주소 : dive7000 resort brgy bagalangit anilao
mabini batangas Philippines
- 전화 : 070 - 4641 – 1787
- 필리핀 전화 : 0905 - 297 - 1787
- 홈페이지 : cafe.daum.net/diveclubshark

11월 14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11월 1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2년 11월 19일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클럽J다이빙 리조트
(대표 : 김정철)에서 김태훈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클럽J다이빙 리조트(김정철
트레이너)에서 안미경, 김홍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
바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
을 준 클럽J다이빙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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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일 수원 월드컵 다이빙 풀장(대표 : 김동주)에서 이명
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수중탐험대(김동주 트레이너)에서 김현중, 심재오,
한영길, 김동민, 김근애, 이용균, 김민철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
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
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수원 월드컵 다이빙 풀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11월 22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12월 11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2년 11월 22일 필리핀 세부 막탄에 위치한 오션블루 리조트(대

2012년 12월 11일 서울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장(대표 : 김동주)에서

표 : 유병선)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

이신우 담당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

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오션블루 리조트(유병선 트레

었다. 이번 평가에는 아쿠아시스템(이명섭 평가관)에서 백기웅, 김

이너)에서 양준모, 차종무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현진, 채원재, 문태영, 이민용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

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

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록 협조와 도움을 준 오션블루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협조와 도움을 준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12월 2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1월 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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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2013년 1월 3일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이신우 담당관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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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스쿠버월드(손완식 트레이너)에서 박상훈, 김광욱 후보생이 참가
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
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바로 이곳! 천지스쿠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1:1로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말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입니다.

을 전한다.

▶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다이빙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0월 23일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트레이너 주관
		

권혁춘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0월 27일 씨앤씨 인터내셔널 김용태 인스트럭터 주관
		

정상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1월 03일 스쿠버원 전영조 인스트럭터 주관
		

천지스쿠바

이상현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대표. 김덕휘

11월 23일 JMJ 다이빙 스쿨 유성용 인스트럭터 주관
		

최진석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2월 09일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평가관 주관
		

채원재, 백기웅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2월 23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064) 733-7774 / 010-8812-0545
dukhwi@yahoo.co.kr
http://cheonjiscuba.com
Facebook. www.facebook.com/che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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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범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스쿠바라이프 김원국 트레이너 주관

(Digital Eco Photo Club)

조영호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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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11월 30일 엑스스쿠버 강광순 트레이너 주관
		

이요한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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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수중탐험대 김동주 트레이너 주관
		

서용석 인스트럭터

1월 3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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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임한기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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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4. 기타 DEPC의 목적과 부합되는 곳에 자료 제공

11월 15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윤기명 인스트럭터

DEPC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다이빙문화 정착과 에코다이빙의 발전입니다.
● DEPC는 다이빙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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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스
인스팅트 호흡기
실시 사항

하는 시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DEMA Show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4~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
서 개최되는 DEMA SHOW에 참관하였다.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
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전시회이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의 하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
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 대만
SDI.TDI.ERDI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7박 8일간
대만(Taiwan) 컨딩에서 강사트레이너 과정(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1월 정의욱 본부장이 아시아지역의 강사트레
이너 평가관으로 선임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트레이너 교육으로
총 4명의 트레이너 후보자와 5명의 기존 트레이너가 참가하여 신
규트레이너 과정과 기존 트레이너의 업데이트 교육이 진행되었다.

■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카드 프린터 무상 임대
■현재 서비스 중인 자격증 발급 센터
-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조트
-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 필리핀 세부 니모 다이브
- 필리핀 마따붕까이 호텔 리조트
- 필리핀 세부 그랑블루 리조트
- 사이판 DPIS
- 경기 용인 인어와 마린
- 부산 이지다이빙
-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다이브
- 경남 고성 고성스쿠버
- 경북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 강원 양양 파라다이스 리조트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2년 12월 필리핀 모알보알에 위치
한 준다이브 리조트(유병준 강사)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

대만에서 진행된 SDI/TDI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정의욱 본부장이 강사트레이너 평가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에 따
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SDI.TDI.ERDI 트레이너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 필리핀 모알보알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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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모알보알 준다이브 리조트를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 모알보알 준다이브 리조트

계기로 한국 본부가 주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 : www.junedive.com

강사 트레이너 교육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전화 : 070-7152-7156

는 강사 트레이너 교육과 업데이트 교육이 보다 편리하게 개최될
수 있게 되었다.

홍콩 DRT Show 참관
■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SDI.TDI.ERDI에서는 지난 12월 15~16일 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DRT Show를 참관하였다. DRT Show는 Adex와 함께 대표적인 아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시아의 다이빙 리조트, 투어 관련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한국과 중국의 SDI.TDI.ERDI 본부 회의도 개최되었으며, 한국과 중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국의 SDI.TDI.ERDI 교류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에서는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
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서비스하고 있다.

예정 사항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홍콩 DRT Show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3년 1월 12일(토) 오후 2시부터 경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 필리핀

기도 광주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2013년도 강사 트레이너 전
략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SDI.TDI.ERDI에서는 지난 12월 17~24일까지 7박 8일간 필리핀 아
닐라오 몬테칼로 리조트에서 강사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전략미팅 주제

이번 과정은 필리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강사 트레이너 후

-. 2012년도 사업보고 및 2013년도 추진 사업계획

보생들을 위하여 필리핀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3명의 SDI.TDI.ERDI

- 신규 매뉴얼 및 상품 소개

강사 트레이너가 탄생하였다.

- 교육 자료 지급 및 활용 교육

이번 과정을 통하여 탄생한 트레이너 권경혁(세부 씨홀스다이브),

- 규정 업데이트

손의식(아닐라오 몬테칼로), 정용선(세부 그랑블루) 등은 모두 필

- 강사 교육 업데이트

리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트레이너들이며 현지 자격증 발급
시스템 등을 갖추고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SDI.TDI.ERDI에서는 정의욱 본부장의 강사트레이너 평가관 선임을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규정과 강사 교육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과 그에 따른 의무 교
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들은 반드시 이
필리핀에서 진행된 SDI/TDI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번 트레이너 미팅에 참석하거나 또는 2013년 3월 말까지 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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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업데이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3년 4월부터

구성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개방수역 다이빙 기술(부력, 균형, 유영,

강사 교육/평가/등록 등이 불가하다.

주위 관찰력)을 향상시키며 기체 운영에 관련된 높은 수준의 계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 대만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사전 자격과 교육에 관한 상세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SDI.TDI.ERDI에서는 3월 15~31일까지 16박 17일간 대만(Taiwan)에
서 대만 소방관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ERDI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
다. 이번 과정은 대만 본부의 요청으로 ERD 1, ERD 2, 텐더, 슈퍼
바이저, 강사 등의 과정이 2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 인양 실습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 인양 실습

사이드마운트, 감압절차 과정
ERDI 과정은 소방, 경찰, 군, 구조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수색, 인
양, 범죄수사, 증거물 처리 등 공공 안전 다이빙을 가르치는 교육

SDI.TDI.ERDI KOREA에서는 4월 13~17일(수)까지 필리핀 사방 파

체계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보급되고 있으며 이

라다이스 리조트(임희수 트레이너)에서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및

번 과정을 통하여 대만에서도 ERDI 체계가 보다 활발하게 확산되

감압절차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라 기대한다.

이번 감압절차 과정(45M)은 전통
적인 방식의 더블 실린더 대신,
사이드마운트 방식의 실린더와
스테이지 실린더를 이용하여 계
획된 감압 다이빙을 안전하게 실
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TDI 동굴 사이드마
운트 과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
로 사이드마운트를 소개한 이후
국내 각 지역, 필리핀, 플로리다,
멕시코 등에서 활발하게 교육 중
인 현재까지 TDI 만의 경험과 노
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다.

탐색 후 오염제거 절차

TDI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테크니컬 입문(Intro to Tech) 강사 과정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9~10일까지 본부 사무실과 수영

SDI.TDI.ERDI KOREA에서는 4월 18~22일(월)까지 필리핀 사방 씨

장에서 테크니컬 입문(Intro to Tech)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퀸 다이브리조트(정성걸 트레이너)에서 익스텐디드 레인지(ERD)

테크니컬 입문 과정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의

과정 및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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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은 수
심 100미터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

◆ 2013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과정 공고 ◆

륨이 함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

TDI 에서는 5월 11일(토)부터 18일(토)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

합기체를 감압용 기체로 적절하고

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

다이빙 과정을 실시합니다.

는 과정이다.

이번 동굴 다이빙 과정은 사전에 국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2013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TDI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11~18일(토)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

•문의전화 : 070-8806-6273 (담당 : 성재원)

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

•일정 :

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10일(금) 20:20 인천공항 출발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5월 11일(토) 멕시코 칸쿤 도착

사전에 국내에서 동굴 다

5월 12~17일 동굴 다이빙

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멕

5월 18일(토) 멕시코 칸쿤 출발

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

5월 20일(월) 05:20 인천공항 도착

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
록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본부로 문의

멕시코 동굴 다이빙

해 주길 바란다.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공고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30일(목)부터 6월 2일(일)까지 경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기도가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다이빙
엑스포(KDEX)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해온 국제보트 전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시회를 확대하여 스쿠버 다이
빙, 낚시, 캠핑, 보트, 요트 등
의 수상레저 등을 총 망라하여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
22,580㎡의 넓은 쾌적한 공간
에서 진행된다.
또한 경기도와 킨텍스(KINTEX)
의 파격적인 지원과 한국잠수

다이빙 엑스포 참가

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외 업체 및 관련 국제 다이빙 전시회와 연계
하여 최초의 국제 다이빙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비약적
인 발전이 예상된다.
동 기간 중에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및 다이버의 밤 행사 등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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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될 예정이니 소속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 SDI.TDI.ERDI를 비롯한 KDEC 소속 단체들은 부득이 2월에 개최
되는 KUSPO Show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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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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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TD KOREA 소식
DEMA SHOW 참관
11월 13~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실시하는 스쿠버 장비쇼
(DEMA)에 참관하였다. 올해부터는 미국 본부 사무실이 마이애미
에서 중부의 사우스 디코다로 이전을 하여서 톰마운트의 아들인
데이비드 마운트(David Mount)가 총 매니저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각 지역 본부장 회의를 조디듀리(부회장)와 데이비드 마운트(총매
니저)에 의해서 진행을 하였다. 앞으로는 디지털 나이트록스 다이
버(NITROX DIVER)를 제작하여 새로운 정보를 IANTD 멤버들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오픈워터 교재는 새롭게 제작 중이며, 조금
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 중이라고 한다.
톰마운트(Tom Mount) 회장은 마이애미에서 동굴다이빙으로 유명한
플로리다 서쪽 지역인 레이크 시티(Lake City)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재호흡기를 이용한 동굴 다이빙 강습에 전념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데마쇼의 특이사항은 많은 일반 레크레이션 스쿠버 강습 단
체에서 레크레이션 재호흡기를 강습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재호흡
기도 개발이 되고, 기존 재호흡기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이 급
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이드 마운트 장비가 많이 선보였다.

햄머 헤드 재호흡기 강사 및 PSD(공공안전다이버)
강사 인정
11월 6~1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탐파(TAMPA)에서 조디듀리
(IANTD 부회장)로 부터 햄머헤드 재호흡기 강사와 공공안전다이
버(Public Safety Diver) 강사
를 인정 받았다. 공공안전다이
버는 소방관, 경찰, 구조대에
서 필요한 수면공급식 장비 운
영, 수색 인양법, 증거확보, 증
거보존, 회수, 사체 인양 방법
등을 이론과 실기를 실시하였
다. 공공안전다이버 교재가 한
글로 번역 완료되어 있다.

벨기에 본부장인 폴과 이집트 셔먼세이크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리
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티앙, 본부의 아밀리아가 함께 참석하
였다. 홀리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리즘2 재호홉기는 일반 테크
니컬 재호흡기로 트라이믹스 기체로 100미터까지 다이빙이 가능하
며, 미국에서 9,500불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
며, 모든 다이빙 준비가 된 상태에서 28kg 정도의 무게로 여성 다
이버들에게 무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도록 설계되었다. 프리즘
2 재호흡기 강사 트레이너 코스를 마치고 플로리다 서쪽의 레이크
씨티에서 프리즘2 재호흡기를 이용하여 재호흡기 동굴 다이빙을 6
일간 실시하였는데 1회에 2.7리터의 소다라임을 사용하여 3시간씩
동굴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2012년 IANTD Korea 송년의 밤
12월 14일부터 강남구청역 부근의 S 컨벤션에서 송년의 밤 행사가
실시하였다. 송년의 밤은 IANTD 강사 트레이너, 강사, 회원 모두 한
곳에서 모여서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이다. 연말, 금요일
밤, 서울의 강남에서 실시하는 송년의 밤이라 복잡한 교통편을 무
릅쓰고 많은 다이버와 강사, 강사 트레이너 및 관련 업체에서 참석
하여 주었다. 이번 송년의 밤은 제주도 금능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 트레이너 인증
11월 16일부터 IANTD 마이애미 사무실에서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
기 트레이너 강습이 톰마운트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번 코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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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창환 트레이너가 사회를 보았으며, 1부에는 식사를 먼저 하였
으며, 2부에 2012년 행사 내역 및 2013년 행사계획 소개와 우수 멤
버들 시상이 실시되었는데, 최우수 트레이너는 황영민(스쿠버인),
최우수 강사는 이민호(지상의 낙원), 우수 강사는 정영환, 최우수
퍼실리티는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공로상은 황영석(노틸러스),

오현식(태안 해양경찰) 수상하였으며, 신규 강사와 신규 강사 트레

트라이믹스 다이빙(더블실린더, 재호흡기)

이너 인증서 전달식이 실시되었다. 3부에서는 빙고와 추첨을 통해
서 협찬품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업체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파도 리조트에서 트라이믹

트레이너들이 준비한 많은 협찬품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스 다이빙이 실시되며, 28일까지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를 이용
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실시한다. 기간 중에 실린더 검사(VCI) 강

아이스 다이빙

습도 실시될 예정이다. 트라이믹스를 이용한 90미터 다이빙과 재
호흡기를 이용한 40미터(공기), 60미터(노목식 트라이믹스), 90미

1월 25~26일까지 1박 2일 동안 홍천에서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한

터(트라이믹스)까지 코스가 진행된다. 단체와 상관없이 참가가 가

다. 이번 행사는 스쿠버넷(SCUBA Net)의 최성순 대표와 공동으로

능하며, 100회 이상의 다이빙 로그를 필요로 한다.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아이스 다이빙과 침몰선이나 동굴처럼
위가 막힌(오버헤드) 다이빙으로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 드라이슈트 업체에서 참가하여 제품을 비교
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드라이슈트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이상이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10만원이며, 아이
스 다이빙 스페셜티 라이센스 발급 비용은 별도이다.

KINTEX 보트 쇼 참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KINTEX) 전시장
에서 실시하는 국제보트쇼에 참가한다. 이번에 참가하는 국제 보트
쇼는 경기도에서 전곡항에서 실시하던 국제 보트쇼를 킨텍스 전
시장에서 실시하면서 해외의 예와 같이 보트 외에 스쿠버 다이빙,
낚시, 아웃도어, 바이크 등 많은 레저 부분을 합쳐서 성대하게 실
시하여 레저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
었다고 한다. 스쿠버다이빙 부분은 국제 보트쇼 중 KDEX(KOREA
Diving Expo)으로 부제를 정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스쿠버
다이빙이 발전하길 기원하며, 많은 다이버들의 참관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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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큐 교재 인쇄 완료
다이브 마스터 교재 인쇄 완료

(Essential) 코스와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동굴 강사 트레이너이고
메가로돈 재호흡기 강사 트레이너로 IANTD의 핵심 인물이다. 이번
코스 평가는 재호흡기 동굴 다이빙 기간 중에 톰마운트에 의해서

레스큐 교재는 해양대 강신영 박사님의 번역과 강신범 교수님의

직접 실시하였으며, 이민호 트레이너는 우수한 성적으로 동굴 강사

감수로 완료되었으며, 원본은 흑백판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한글판

로 인증을 받았다.

은 천세은 강사와 고은미 다이버의 재능 기부로 모든 삽화를 컬러
로 제작하여, 컬러판 교재로 인쇄하였다. 다이브 마스터 교재도 컬

크리스마스 기념 다이빙

러로 인쇄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IANTD의 레저용 교재는 전부 컬
금능 마린 게스트 하우스 다이버들이 제주도 문섬에서 크리스마스

러로 제작 완료되었다.

를 기념하여 산타 복장을 입고 수중정화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제

이민호 케이브 강사 인증

주도 문섬은 세계적인 다이빙 장소로 수중에는 멋진 연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
이민호 강사 트레이너

며, 방문하는 다이버

는 동굴 강사로 인증을

들에게 항상 멋진 다

받았다. 동굴 강사 인증

이빙 장소를 제공하

은 IANTD 본부에서 트레

는데, 수중 정화 활

이닝 디렉터로 근무하였

동을 통해서 조금 더

던 조지 가운스키에 의

낳은 환경이 되도록

해서 코스가 실시되었다.

노력하였다고 한다.

조지 가운스키는 에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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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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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01-5555

대표 손의식
한국연락처(김창모) 010-5550-3366

G-scuba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 스킨스쿠버다이빙 교육전용 풀장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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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스쿠버

(구 경기스쿠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2동 1003-43 / Tel. 031)264-1661 / 홈페이지. www.gscu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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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제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BSAC 래쉬가드 제작
해양활동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잡수복 내의 이너
슈트로써 쓸림을 방지해주는 래쉬가드를 제작했다. 색상은 파스텔
톤의 오렌지와 스
카이이며, 2013년
의 BSAC 창립 60
주년 기념 로고를
새겨 넣었다. 사이
즈는 80, 85, 90,
95, 100까지이다.
많은 문의 바란다.

2012년 12월 18일 제 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팔라우 다이빙 팸투어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모두 축하드린다.
BSAC KOREA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다리다이버스(대표 : 이성수,
- 입선 : 김재우, 김현석, 윤철, 이상호, 하정민

http://daridivers.com)로 4월 4일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팸투어

- 장려상 : 박헌영

를 진행한다.

- 동상 : 권천중

다이버에게 가장 각광받는 다이

- 은상 : 심상선

빙 사이트로 유명한 팔라우는 아

- 금상 : 김용식

시아나와 대한항공에서 일주일에

- 대상 : 이수호

두 번에 걸쳐 취항하고 있다. (사
진은 지난 아닐라오 팸투어 때의

BSAC KOREA 탁상용 달력 제작
BSAC KOREA 탁상용 달력이 제작되어 배포 중이다. BSAC의 각

단체사진이다.)

주말반 강사교육

등록 센터에는 이미 배포가 되었으나, 일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에는 현재 전달 중에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달력에 들어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주말반 강사교육이 지난주 제주도의 블루

이미지는 제 5회 수중사진 공모전의 입상작으로 디자인 되었다.

오션(대표 : 정윤현)에서 해양 과정 및 평가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총 5명의 강사후보생의 교육과 평가를 박종섭 본부장의 주관하에
최종인, 이기호, 천재곤 트레이너등이 함께 진행했다.

276

KUDA 소식
한국잠수협회 2012년도 대의원 총회

교육관 - 초급·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본 협회 김병선, 이승원 교육관이 12월 7일에 시작하여 15일 해양실습

한국잠수협회 2012년도 대의원 총회가 2012년 12월 21일에 협회

까지 초급·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용택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감독관 주관하에 거제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 16대 김한웅 회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제 17

스쿨과 협회 세미나실

대 회장으로 본 협회 이사이면서 상급 지도자인 박천주를 만장일

에서 6일간 초급·중

치로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신임 박천주 회장은 2013년에 협회의

급 지도자 양성과정에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면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협회를 이

대한 이론과 실습을

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하였다. 한편 대의원 총회에서는 2012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년 결산과 2013년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절차를 습득하였다.

지도자 교육관 양성과정
본 협회 김복식, 임봉우, 오용택 감독관은 11월 10일부터 11일, 17일
까지 협회세미나실과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유대수, 송준용, 김
병선, 김종학, 이승원 지도자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관 양성과정
을 실시하였다. 교
육 수료 후 감독관
과정의 절차를 수

가평지부 원호신 회원 대통령 표창 수상

료하면 협회 감독
관으로 지도자 과

북한강 유역 수난구

정을 독자적으로

조와 수중정화 활동

개최할 수 있다.

으로 한국잠수협회
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평지부(지부

김복식, 홍성훈 감독관 지도자 양성과정

장 유재칠)의 원호신
회원이 물놀이 안전

본 협회 김복식, 홍성훈 감독관은 11월 6~11일 까지 송도 잠수풀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

교육장에서 전기인, 황병국 교육생과 김석일 교환과정 교육생을 대

사회발전에 기여한

상으로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아라뱃길 순찰대로 근무 중

공로로 지난 12월 12일에 대통령 표

인 가운데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평가에 합격을 하여 지도자로 활

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난

동을 하게 되었다.

구조와 수중정화 활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선 가평지부와 원호신 회원의
공로를 국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가평지부가 더 많은 봉사
활동으로 재난예방과 환경보호에 앞
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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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 소식
2012년 6기 강사교육개최 결과
다이빙은 선박 사정으로 인해 둘째 날부터 진행되었다. 첫 다이빙
씨마스 코리아는

은 씨밀란의 일곱 번째 섬에 있는 포인트인 에덴의 동쪽(East of

지난 11월 15~22일

Eden)에서 진행되었다. 첫 다이빙이라 체크 다이빙 포인트 정도로

(목)일 까지 8일간

생각해서 기대 없이 하강했는데 상상이외로 훌륭한 포인트였다. 특

에 걸쳐 강사강습

히 이른 아침에 시작된 다이빙에도 불구하고 탁트인 수중시야와

회를 개최하였다.

형형색색의 각종 열대어들, 대형 씨팬 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본 강습회에는 모

이어서 만타와 고래상어 포인트로 유명한 코 본 포인트와 코 타차

두 11명의 지원자가

이에서 다이빙을 진행한 후 코 타차이에서 야간다이빙을 실시하였

참가하였다. 8일간

다. 불행히도 이 두 포인트에서 만타와 고래상어는 볼 수 없었지만

진행된 강습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스쿠바다이빙 강사로서 갖추어

요즘 시파단섬에서도 자주 보기 힘든 바라쿠다 떼를 여러 번 볼 수

야 할 기본 자질인 스쿠바다이빙 관련 기초 및 고급 이론, 교수법,

있었다. 셋째 날에는 리셀리우 락이라는 수중 암반지대로 이동하여

리더십, 스쿠바다이빙 기초실기 및 고급실기, 입수 지도법, 강사의

다이빙을 진행했는데 특히 이곳에선 스내퍼의 군무가 장관이었다.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본 강습회는 정창호, 김상욱

마지막 날에는 다시 코 본 포인트에서 일차 잠수를 마친 후 난파선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진행 하였으며 장동립 강사(W스쿠버)와 김동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여 마지막 잠수를 진행하였다.

주 강사(파란섬)가 전 과정을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을 8
일간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마치고 세계수중연맹과 대한수중협회가

안다만 해역의 수중세계에서는 태평양과는 달리 인도양의 특징을

인정하는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차기 강사교육과정은 2013

지녔고 생태계 역시 필리핀이나 괌, 사이판에서 보았던 것과는 약

년 1월 17일부터 8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박 6일간 12회의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행들은 행사 4일차

•참가자 명단 : 김성호, 김용목, 김택규, 박기우, 김예슬, 박영일,

에 리브 어보드 선상에서 단합의 밤 행사를 가져 상호 돈독한 우의

이세원, 최정은, 고봉민, 최정석, 박일열

를 다졌다.
행사에 참가한 강사와 회원들의 협조 덕분으로 모든 일정을 성공

2012 하반기 친목다이빙 개최결과

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친목다이빙에 참가한 대부분의 강사와 회원들은 행사를 통해

CMAS KOREA는 강사 및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12월

안다만 해역의 수중세계를 깊이 감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

5~10일(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 친목다이빙 행사를 개최하였다.

며 아울러 강사 및 회원 간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씨마스 코리아

이번 친목다이빙은 태국 북서부 해역인 안다만해(Andaman sea)에

친목다이빙은 매년 2~3회 정도 국내외 유명리조트에서 치러지고

취역 중인 리브어보드(live-aboard) 선박 하마호를 이용하여 진행

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재미있고 프로그램으로 강사 및 회원들과

되었다. 태국 푸켓 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파통시티로 이동하여 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광을 마친 후 승선하여 4박 5일간의 다이빙투어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는 조동민 스쿠버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정상훈, 정창호,
김상욱, 양영철 트레이너 외 이항구, 지성일, 양정훈, 남수현, 김성
찬, 박인욱, 임선희 강사를 포함한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
로 개최되었다.
안다만 해역은 태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씨밀란(Similan),
코 본(Ko bon), 코 타차이(Ko Tachai), 리셀리우 락(Richelieu
Rock) 등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들이 즐비한 곳이다. 이곳은 태국
본토에서 스피드 보트를 타고 몇 시간 이동하거나 리브어보드를
이용해야만 다이빙이 가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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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기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 행사 내용 : 유공인 표창 및 여흥

2012-4기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이 6일과 7일 양일간 대한수중핀

- 참가 자격 : 강사 및 동반 회원

수영협회 강의실과 올림픽 다이빙풀에서 활동성 강사를 대상으로

- 참가 신청 마감 : 2월 15일(금)

개최되었다.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은

■ 2013년 1기 특수잠수 강사 교육과정

얼음밑 잠수와 더불어 상

1. 구조잠수

급강사로 승급하기 위한

- 기간 : 3월 16~17일(일)

필수 교육과정이다. 교육

- 장소 :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풀 강의실

첫날에는 CPR과 AED 사

- 준비물 : 개인잠수 장비 및 필기도구

용법이, 2일차에는 구조잠

- 참가자격 : CMAS 강사 및 강사교육 수료자

수 강사교본 검토 및 수영

- 접수마감 : 교육 개시일 5일전

장 구조잠수 실기과정이
진행되었다. 2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들은 구조

2. 장비전문가

잠수강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구조다이버 교육과정의 선봉에 서

- 기간 : 3월 15일(금)

서 보다 많은 구조다이버들을 교육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 장소 : 서울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과정은 표형근, 정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차기 구조잠수 교

- 준비물 : 호흡기 세트, BC, 장비수리 공구, 필기도구

육과정은 내년 3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격 : CMAS 강사 및 강사교육 수료자
- 접수마감 : 교육 개시일 5일전

•참가자명단 : 김성호, 김예슬, 김용목, 박기우, 김택규, 박영일
3. 나이트록스 다이빙

1~3월 행사 안내

- 기간 : 3월 13일(수)
- 장소 : 서울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 2013 얼음밑 잠수 강사 강습회
- 기간 : 1기, 1월 12일(토) ~ 13일(일)
2기, 2월 2일(토) ~ 3일(일)

- 준비물 : 개인잠수 장비 및 필기도구
- 참가자격 : CMAS 강사 및 강사교육 수료자
- 접수마감 : 교육 개시일 5일전

- 장소 : 강원도 영월 /경기도 포천
- 준비물 : 개인잠수 장비(드라이슈트, 동계용호흡기 포함)

4. 싸이드마운트 다이빙

- 참가자격 : CMAS 강사 및 강사교육 수료자

- 기간 : 3월 14일(목)

- 접수마감 : 교육 개시일 5일전

- 장소 : 서울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 준비물 : 개인잠수 장비 및 필기도구

■ 2013년 1기 강사 강습회
- 기간 : 1월 17일(목) ~ 24일(목)

- 참가자격 : CMAS 강사 및 강사교육 수료자
- 접수마감 : 교육 개시일 5일전

- 장소 : 서울 올림픽다이빙풀/창원 종합실내수영장
- 준비물 : 개인잠수장비, 필기도구

2013년도 강사연회비 납부 안내

- 참가자격 : 다이빙경력 3년 이상 + 다이브마스터 자격 이상
- 접수마감 : 1월 14일(월)

강사회원 자격 갱신을 위해 강사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
해서 2013년 강사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강사회비는 강사

■ 2013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 기간 : 2월 21일(목) ~ 24일(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강사회원제
유효기간은 회비 납부일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이다.

- 장소 : 코엑스
- 전시 내용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 계좌번호 : 174-22-01737-2(외환은행) 예금주 : 주)씨마스코리아
- 강사연회비 : 12만원

■ 2013 강사의 밤 행사
- 일시 : 2월 22일(금) 오후 6~8시

※평생회원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강사님께서는 평생회비 150만원
을 납부하시면 강사연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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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각 나라 지역 회의 및 올해의 PSAI 다이버상

주년을 축하하
는 즐거운 자리

11월 14~17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DEMA 쇼 중

를 가졌다.

11월 15일 각 나라 지역 회의가 DEMA 미팅 룸에서 있었으며 PSAI
HQ에서 준비한 PSAI 50주년 기념 연회에서 2012년 World Wide
ITE 부분에 작년에 이어 성낙훈 본부장이 수상하였다. PSAI 플래티
늄 퍼실리티인 필리핀 세부 “수중세상” 이중현IT는 지난 2012년 08
월 필리핀 마스바티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내무부장관의 경비행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한인다이버로 현장에 참여하여 사고 기체 및

PSAI KOREA 2013 신년회

시신을 수습하며 필리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를 기념하는
PSAI Heroic Merit Award 와 Public Service Merit Award를 PSAI

2013년 1월 11일 PSAI KOREA 2013 신년회를 서울 ‘라무르(구 대
방 웨딩홀)’에서 실시하였다. PSAI KOREA 산하 각 퍼실리티와 소

HQ에서 시상하였다.

속 170여명의 강사 및 다이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
사에서는 2012년을 돌아보고, 2013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
다. 또한 2012년을 빛낸 PSAI KOREA 강사 및 퍼실리티에 상패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번 신년회는 PSAI의 ISO/IAB 인증과 관련하
여 변화한 PSAI의 기준을 알리고 PSAI KOREA 소속 모든 다이버
들이 PSAI ISO/IAB 인증을 축하하며 뜻깊은 2013년을 다짐하는 만
남의 시간이었다. PSAI KOREA는 2013년에 모든 다이버들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PSAI 50주년 기념 다이
빙 페스티벌
•2012 최우수 퍼실리티 상
2012 PSAI 50주년을 맞이하
여 PSAI KOREA에서 50주년
을 기념하여 필리핀 보홀에 위
치한 ‘보홀 수중세상 리조트’에
서 11월 23~28일 까지(6일간)
2차 다이빙 페스티벌을 개최하
였다. PSAI 50주년을 기념하고
자 하는 PSAI 강사 및 회원들
이 대거 참여하여 PSAI의 50

280

- 소속 : 태종대 / 스쿠버대표 : 이재호
•2012 최우수 강사 상
- 소속 : 아산 잠수 / 강사 : 한달현
•2012 우수 퍼실리티 상 		
- 소속 : 펀 다이브 리조트 / 대표 : 김동윤
•2012 우수 강사 상
- 소속 : 스쿠버웨이 / 강사 : 홍성한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장소 : 2월 16일 – PSAI KOREA HQ
		

■ 신규 강사

월드컵 경기장 다이빙 풀

•내용

최승혁 IT-1237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1. 2013년 기준 업데이트

김기흥 I-1238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2. 신규 매뉴얼 및 상품 소개

송호연 I-1215 IQC - 김용선 IT

3. 각 과정별 교육 자료 활용 교육

조문석 I-1216 IQC - 김용선 IT

4. 강사 교육 업데이트

조충휘 I-1217 IQC - 김용선 IT

5. DPV 사용 및 소개

이창업 I-1239 IQC - 이용범 IT
이상우 I-1240 IQC - 이용범 IT

•준비물 : 개인장비 (더블장비, 싱글장비도 무관), DPV
드라이 슈트

윤관진 I-1241 IQC - 이재호 IT

•교육 문의 : PSAI KOREA본부 (02.817.4190)

최장덕 I-1252 IQC - 이중현 IT

•참가대상: PSAI 트레이너 전원. DPV에 관심있는 강사 및 회원

김기범 DM-1250 - 김광섭 IT
김흥렬 DM-1251 - 김광섭 IT

•ISO(국제 표준화 기구 – ES BN 9001:2008/GB2004465)와
IAB(국제 인증 위원회 – No.0044)인증으로 규정과 강사 교육 중,

PSAI KOREA 공고

새롭게 변경된 기준과 그에 따른 교육 의무의 필요성으로 인해
PSAI KOREA 강사 트레이너들은 반드시 이번 트레이너 워크샵에

PSAI 2013 강사 & 트레이너 갱신

참석하여야 한다.

2013년을 맞아 강사 갱신을 공지한다.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2차 갱신 기간 : 2013년 1월 1일 ~ 3월 31일

PSAI 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과 Trimix 레벨

(갱신비의 10% 과징금)
•갱신 대상 : 강사 번호 1217번 이내의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 방법 : 홈페이지 참조

3 과정 다이버 과정과 Trimix레벨 2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일시 : 2013년 3월 13일 ~ 3월 18일
• 장소 : 필리핀 보홀
• 사전 조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 KOREA 본부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 PSAI KOREA / 02-817-4190 / www.psaikorea.co.kr

다이버 과정 - PSAI AD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 단체
동등한 자격이상.
강사 과정 -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이상, ERN 강사 이상
75m 이상 로그 25회 로그자.

PSAI 트레이너 워크샵 & PSAI DPV
(Diver Propulsion Vehicles)
강사 및 트레이너 세미나

• 접수 기한 : 2013년 2월 7일까지
2월 중 접수하신 분들과 상의 하여 사전교육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PSAI KOREA HQ(02-817-4190)으로 문의바란다.

PSAI KOREA에서는 2013년 PSAI 트레이너 워크샵을 1, 2차에 나
누어 진행한다. PSAI DPV(Diver Propulsion Vehicles) - 다이버 추
진장치의 한국어 교재 출시와 기준 변경으로 강사 및 트레이너 세
미나를 개최한다.
•일시
- 2013년 2월 16일 : 트레이너 워크샵 / 17일 : DPV 세미나
		 (서울, 경기, 충청권, 강원)
- 2월 23일 : 트레이너 워크샵 / 24일 : DPV 세미나
		 (경상도 및 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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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2013 맴버 스티커 제작

2012송년 SEI-PDIC 필리핀 아닐라오 팸투어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3년을 맞이하여 국내 맴버들에게
다양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PDIC, SEI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본부에
서는 C-card 발급 시 맴버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예정이다.

PDIC-SEI 코리아 맴버들은 2012년 송년 팸투어를 필리핀 아닐라

PDIC-SEI 수중사진 & BLS 강사 강습회 개최

오에 위치하고 있는 ASDC(대표 : 한상준TR)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맴버들과 지도자들의 하나됨의 공동체 팸

PDIC-SEI 코리아는 2012년 연말에 맴버들을 위한 수중사진과 BLS

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 및 지도자 보수교육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수중사진 강사과정
은 박수현 강사트레이너 주관하였고 새롭게 출간한 「재미있는 수

강사 트레이너/퍼실리티 인가

중사진」을 매뉴얼을 채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BLS 강사과
정은 배봉수 강사트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3년을 새롭게 선도하고 교육의 리더로

레이너가 주관하였

서 각 지역에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책임질 강사트레이너 및 퍼실

고 YMCA에서 발간

리티를 인가하였다. (강재철TR, 손의식TR, 한상준TR, 윤성진TR)

한 「2012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매뉴
얼로 채택하여 SEIPDIC는 독자적인 전
문 프로그램 매뉴얼
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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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매뉴얼 “재미있는 수중사진” 채택

• 지도자를 위한 다이빙 기초
Diving Fundamentals for Leadership

SEI-PDIC 한국본부에서는 박수현
SEI 강사트레이너가 2012년 12월

• 데니스 그레이버의 스쿠버 다이빙
Scuba Diving by Dennis Graver

새롭게 출간한 「재미있는 수중사

• 나이트록스 강사 가이드 Nitrox Instructor Guide

진」을 SEI-PDIC의 수중촬영 다이

• 구조 다이버 강사 가이드 Rescue Diver Instructor Guide

버 교재로 채택하였다. 멤버님들

• 학생 매뉴얼 셋트 Student manuals (kits vary in price)

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

• 2012 S.E.I & PDIC Air Diving Tables  

다. (문의 010-4440-1339)

2013. 상반기 PDIC-SEI 지도자 워크숍
PDIC-SEI 코리아 본부에서는 지역별로 지도자님들을 직접 찾아뵙
고 매해년도의 업데이트 워크숍을 시행할 것이다. 지도자님들의 많
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전라, 충청 : 2013년 1월 26일
- 경북, 강원 : 2013년 2월 2일
- 부산, 경남 : 2013년 2월 3일
- 서울, 경기 : 2013년 2월 16일
- 제주도 : 2013년 2월 23일
- 문의 : 010-4440-1339

PDIC-중부지역 아이스다이빙 개최
- 기간 : 2013. 1 . 20(일)
-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 참가자격 : 드라이슈트 소지 및 어드벤스 이상
- 주최 : PDIC 김영기 TR 외 강사
- 후원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K-다이버스
- 문의 : 김영기TR(K-다이버스) 011-420-8844, 070-7627-5900

New 강사&학생 매뉴얼 출시
2013 리더쉽 리뉴얼을 완료하신 지도자들은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 2012 표준과 절차 매뉴얼
2012 Standards and Procedures Manual
• 오픈워터 강사 가이드 Open Water Instructo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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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단체소식
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 소식

1.	2012년 12월 25일 산타다이빙을 진행하였다. 전날까지 기상이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 2012년 12월 PADI IE(강사 시험)

좋지 않아서 행사는 취소된 상태에서 굿다이버 식구들끼리 진행

관련 합격자들을 배출하였다.

하였다. 6년째 맞이한 산타다이빙, 2013년에는 좋은 기상 상태

•2012년 12월 PADI IE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를 기대해 본다.

- IDC 일정 : 2012년 11월 29일 ~ 2012년 12월 8일

2.	2013년 2월 21일부터 4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될 서울 국제스
포츠 레져 산업전에 굿다이버가 참석한다.

- IE 일정 : 2012년 12월 10일 ~ 2012년 12월 11일
- 감독관 : 조지웨그만 (George Wagmann)

지난 한해 동안 찾아와 주

- 코스디렉터 : 김순식, 김현준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

- IDC 스탭 강사 : 정혜경, 이혜림, James Mc Cann

는 자리이며 2013년에 새
롭게 진행될 이벤트와 서
비스를 회원분들께 알리는

Joanna-Grace JR. Rausa
- IE 합격자 : 김석준, 최상현, 김동철, 김득권
David Paz Paredes(스페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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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 다이버스(한국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www.bang2divers.com

PSI scuba 소식

디퍼 다이브 리조트 소식

■ 필리핀 송년투어 & 스페셜티 강사코스 진행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지금까지 디퍼 다이브 리조트를 사랑해주

PSI스쿠버와 스포렉스 양평스쿠버 풀 회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맞아 필리핀 사방비치로 송년투어를 다녀왔다.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 해온 저희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명실공히 필리핀 보홀 최고

이번 투어는 펀다이빙 팀과 교육다이빙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의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회원분 모두가 각자 원하는 스타일에 맞추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처음 손님을 맞이 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이빙을 즐기기도 하였으며, 비다이버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여 연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맞아 따듯한 시간을 보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가 되겠다.
“최고”만이 “최고”를 지향하며 “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만족을

비다이버로 투어에 참석하려다 오픈워터에서 어드밴스까지 취득하신

얻으며 그리고 “최고”가 된다.

김정현, 친구를 강사로 둔덕에 남다른 애정의 교육을 듬뿍 받은 황상
원 전상훈, 동해 바다보다 거센 너울속에서 레스큐와 수중스쿠터 스

■ 수중 정화 행사

페셜티 자격 두가지를 거머쥐신 정소정, 정소임 자매, 열정의 다이버

2012년 12월 24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있는 “디퍼 다이브

김지헌, 안세원, 오랜만에 사방을 다시 찾은 고정은, 김성법 부부까지

리조트”에서는 수중 정화 행사를 가졌다.

즐거운 송년추억을 만들어 준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PADI의 Project AWARE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24
호 태풍인 보파로 인해 유실된 폐 그물과 폐 타이어 라인 줄을 수

김정미 코스디렉터는 연이은 필리핀 세부 일정으로 PSI세부리조트

거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에서 스페셜티 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모승호, 황
태호 강사는 딥, 수색과인양, 엔리치드에어 나이트록스, 야간다이
빙 스페셜티 강사코스를 이수하였다. 두 분 강사님은 오는 2월 국
내에서 수중스쿠터와 드라이슈트 스페셜티 강사코스에 추가적으로
이수할 계획이다.
PSI는 오는 봄 필리핀 세부에 교육다이빙 전문샵을 추가적으로 오
픈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과 양평 세부 세곳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교육다이빙과 펀다이빙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모임인 CRAZY
DEEPPER 회원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폐 어망과 폐 타이어
라인 200kg 이상을 수거하는 아주 활기찬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 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에 감사하며 이와 같은 행사를 종종 개최할 것을 CRAZY
DEEPPER 회원들과 약속하였다.
자신들의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행사에 참여한 디퍼 다
이브의 교육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진은 좌로부터 장태한 강사, 신희종 다이브 마스터, 최이식 레스
큐 다이버, 염지은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오아영 레스큐 다이
버, 허영준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김현아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안유가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김혜은 어드밴스 오픈
워터 다이버, 고동찬 레스큐 다이버, 차정훈 다이브 마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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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이하 ‘스포엑스2013’)
이미 13년째 열리고 있는 스포엑스
는 매년 트렌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레저 아이템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
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레저 전
시회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
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는 2
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4일에
걸쳐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지난 1~2년 사이 자전거, 워킹, 캠핑
등의 레저 활동은 모든 언론에서 관
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며, 그만큼
독자들에게도 대중화된 활동이 되었
다. 특히 남녀 할 것 없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에서 주말을 보
내고,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많은 레저 활동을 즐긴다.
또한 거리에는 아웃도어 패션을 착용한 사람들이 넘쳐나듯 아웃도어 패션은
일상 생활복으로 변화된 지 오래이다. 남성 독자들은 출근길 재킷 위에 아웃
도어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며, 날이 풀리면 자전
거 라이딩을 떠날 것이다. 홈쇼핑에서는 연일 아웃도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더 이상 레저는 일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니며,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스포엑스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규모로 코엑스 1층과 3층 전시관
모두를 사용하는 규모로 확대되어 참관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
일 예정이다. 참여 제품군도 캠핑, 아웃도어, 자전거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레저 아이템과 수중/수상스포츠, 헬스/피트니스 등 말 그대로 스포츠레저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자리에서, 신제품을 남들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스
포츠레저 분야 종합전시회이다. (www.spoex.com)
■ 2012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요
• 기 간 : 2013. 2. 21(목) ~ 2013. 2. 24(일)
오전 10:00 ~ 오후 6:00
• 장 소 : 서울 삼성동 COEX 1, 3층(Hall A, B, C)
• 주 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입장권 : 5,000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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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Life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Updated Edition of Korean Sea Slugs
'한국후새류도감'(2006년)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50여 국내 미기록종을 더
해 총 25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
후 이 표를 기준삼아 250여 종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후새류도감'에서 잘못 동
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글 고동범(Koh Dong-Bum)

【 개정판 한국산 후새류 목록(Updated List of Korean Sea Slugs) 】
Order 1 :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Order 2 : CEPHALASPIDEA 두순 목
2.Family Bullidae 두더지고둥 과
3.Family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4.Family Philinidae 갯달팽이고둥 과
5.Family Aglajidae 민챙이아재비 과
6.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Order 3 : ANASPIDEA (무순 목 = 군소 목)
7.Family Aplysiidae 군소 과
Order 4 : SACOGLOSSA 낭설 목
8.Family Juliidae 이매패갯민숭붙이 과
9.Family Limapontiidae 꼭지갯민숭붙이 과
10.Family Hermaeidae 돌기갯민숭붙이 과
11.Family Plakobranchidae 날씬이갯민숭붙이 과(영명개칭)
Order 5 : UMBRACULOIDEA 산각 목
12.Family Tylodinidae 삿갓갯민숭붙이 과 (신칭)
Order 6 : PLEUROBRANCHOIDEA 배순 목 (영명개칭)
-“Sidegill Slugs”

13.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Order 7 : NUDIBRANCHIA 나새 목
Suborder DORIDINA
Superfamily PHANEROBRANCHIA
14.Family Polyceridae 능선갯민숭이 과
		 (1)Subfamily Polycerinae
		 (2)Subfamily Triophinae
		 (3)Subfamily Nembrothinae

15.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1)Genus Goniodoris
		(2)Genus Goniodoridella
		(3)Genus Okenia

288

		(4)Genus Trapania
		(5)Genus Lophodoris

16.Family Onchidorididae : 고무신갯민숭이 과
17.Family Gymnodorididae 비단결갯민숭이 과
Superfamily CRYPTOBRANCHIA
18.Family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 과
19.Family Cadlinidae 반점갯민숭달팽이 과 (신설과명)
20.Family Discodorididae 접시갯민숭달팽이 과 (신설과명)
21.Family Actinocyclidae 초가지붕갯민숭이 과
22.Family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 과
Superfamily POROSTOMATA
23.Family Dendrodorididae 수지갯민숭달팽이 과
24.Family Phyllidiidae 혹갯민숭이 과
Suborder ARMININA
25.Family Arminidae 줄무늬갯민숭이 과
26.Family Madrellidae 깃갯민숭이 과
27.Family Proctonotidae 버들잎갯민숭이 과 (영명개칭)
28.Family Dironidae 큰버들잎갯민숭이 과
Suborder DENDRONOTINA
29.Family Bornellidae 긴갯민숭이 과
30.Family Lomanotidae 쌍엽갯민숭이 과 (신칭)
31.Family Scyllaeidae 사슴갯민숭이 과
32.Family Tethydidae 잎갯민숭이 과
33.Family Tritoniidae 예쁜이갯민숭이 과
34.Family Dotidae 솔방울갯민숭이 과
Suborder AEOLIDINA
35.Family Flabellinidae 꼭지도롱이갯민숭이 과
36.Family Eubranchidae 작은도롱이갯민숭 과
37.Family Tergipedidae 도롱이갯민숭이 과
38.Family Babakinidae 구슬하늘소갯민숭이 과 (신설과명)
39.Family Facelinidae 하늘소갯민숭이 과 (영명개칭)
40.Family Aeolidiidae 큰도롱이갯민숭이 과

Order 1 :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 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패각은 얇고 난형이며 나탑은 돌출되어 있지 않고 각구는 크나 뚜껑은 없고 표면은 색 띠가 둘려있고 연체부를 패각
속으로 모두 숨길 수 없다. 환영동물 문의 다모류를 먹이로 하여 얻은 독소로 자신을 방어한다.

001) Hydatina physis
(Linnaeus,1758) 줄물고둥
패각은 얇고 약간 타원형이고 표면은 매끈
하며 유백색 바탕에 진한 갈색 수평띠가
둘려있다. 외투막은 변두리로 갈수록 연갈
색을 띠고 형광색 테두리가 있다.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크 기 : 패각 28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사 진 : 고동범

002) Hydatina zonata
(Solander in Lightfoot,1786)
세로줄물고둥 (개칭)
H. physis 와 패각형태는 동일하며 흰 패
각에 불규칙한 갈색선들이 외순과 나란히
열을 이루나 개체에 따라서 갈색선이 끊기
기도 한다. 연체는 유백색이며 테두리를 따
라 흰선이 있다.
•분 포 :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크 기 : 패각 2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사 진 : 신상열
* 검은색이 이 종의 특징이 아니기에 ‘세로줄물고둥’으
로 개칭.

289

Order 2 : CEPHALASPIDEA 두순 목
2. Family Bullidae 두더지고둥 과
대추모양과 크기의 외형에 약간 두꺼운 패각을 지니며 패각표면은 매끈하나 표면엔 갈색바탕에 흑갈색 구름무늬가
산재한다. 낮 동안은 숨어 지내다가 밤에 먹이활동을 한다.

003) Bulla orientalis
Habe,1950 동양두더지고둥 (신칭)
B. punctulata와 가장 혼동하기 쉬운데 중
간 정도의 크기에 잔 반점들이 많은 표면
에 진한 갈색점들이 산재해 있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크 기 : 패각 32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신상열
* 한국후새류도감 24쪽 No.010 ‘흰반점두더지고둥’은
오동정.

004) Bulla vernicosa
Gould,1859 대추두더지고둥
패각은 좀 더 크고 두껍다. 나탑은 함몰되
어 각 정에 움푹 들어간 구멍이 보이고 광
택이 나는 갈색바탕에 흑갈색 구름무늬가
있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크 기 : 패각 38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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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mily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얇은 중소형의 약간 긴 둥근 패각에 황갈색 각피를 지닌다. 나탑은 없고 연체부의 일부만 수용될 뿐이다. 초식성으로
낮 동안은 저서바닥에 숨어 지낸다.

005) Haloa japonica
(Pilsbry,1895) 포도고둥
패각은 매우 얇고 광택이 나는 반투명이기
에 연체부의 어두운 녹갈색 검은 반점들이
비춰 보인다. 수심이 얕은 조간대의 해조류
에 붙어 서식한다.
•분 포 : 일본 중남부. 한국 동해와 남해.
			 제주도
•크 기 : 패각 15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4m. 동해 추암.
		

경남 통영

•사 진 : 고동범

4. Family Philinidae 갯달팽이고둥 과
폭과 길이가 거의 같은 사각형태의 각구가 크고 넓은 유백색 패각이 퇴화되어 외투막 내에 존재한다.

006) Philine orientalis
A. Adams,1854 동양갯달팽이고둥

= Philine argentata, Philine japonica
유백색 체색에 잘 발달된 근육질 몸통과
크고 넓은 측족 때문에 납작하고 날개달
린 형태를 보이며 이를 사용해 바닥을 쉽
게 파고든다. 종에 대한 분포지가 불분명
하고 원저자의 서술이 완벽하지 않아 P.
argentata P. japonica를 최근에 동일종으
로 보는 추세이다.
•분 포 : 일본. 한국의 황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60mm
•촬영지 : 제주시 화순항 –5m. 충남 태안
•사 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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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mily Aglajidae 민챙이아재비 과
패각이나 치설은 흔적기관으로 남아 몸속에 퇴화되어 있거나 없다. 몸은 유연하며 원통형으로 길이가 짧은

Philinopsis, 몸이 긴 Chelidonura 속이 있다. 몸통 뒤에는 두 개의 옆이 솟아 있어 아가미다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다. 육식성으로 연체동물을 포식한다.

007) Aglaja orientalis
Baba,1949 동양민챙이아재비
긴 원통모양에 황갈색 또는 갈색체색을 띤다. 연
노랑 검은 띠가 몸통의 앞과 뒤 중간에 총 3개가
있고, 몸통에 흰색 반점들이 산재한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2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사 진 : 신상열

008) Chelidonura amoena
Bergh,1905 노랑테민챙이아재비
몸통은 매끈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노랑 띠가 있
다. 두부에서 몸통 중앙부를 따라 뒤쪽 끝까지 검
은색을 띠며 매우 작은 흰색점이 온 몸에 산재한
다. 등 면의 양쪽가장자리가 약간 겹쳐진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해역.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30mm
•촬영지 : 서귀포시 형제섬 –20m.
•사 진 : 한국패류도감

009) Melanochlamys diomedea
(Bergh,1894) 반점민챙이아재비

= Melanochlamys ezoensis
외형이 민챙이아재비 속과 유사해 혼동하기 쉽다.
반투명한 몸통에 개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검
정 또는 진갈색의 반점무늬가 특징이나 완전히 검
은 것도 있다.
•분 포 : 북미의 서해안. 일본 북부. 제주도
•크 기 : 체장 15mm
•촬영지 :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2m.
•사 진 : 신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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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Philinopsis speciosa
Pease,1860 청색민챙이아재비

= Philinopsis cyanea
다양한 체색변이를 보여 바탕은 검정에서 연갈색
이며 파랑, 흰색, 노랑, 연갈색의 무늬가 산재하나
성체 이전단계에서 더욱 화려한 체색을 보인다.
원통형으로 체장 30~70mm되며 대개 끊어지는
진 노랑선이 몸통과 두부 변두리에 둘려있고 머리
는 보호판 같은 것이, 몸통 뒤쪽에 두막이 솟아 있
다. 낮 동안은 모래 속에서 지내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다.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바다.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제주도

•크 기 : 체장 30~70mm
•촬영지 : 서귀포시 해역 –20m. 화순항 –4m.
			 제주시 사수항
•사 진 : 신상열. 윤병로

6. 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작은 콩 모양의 둥근 형태로 마치 날개달린 복족류처럼 보이며 연체 내에는 퇴화된 패각이 존재한다. 치설을 지니며
날개를 펄럭이며 유영하여 이동한다.

011) Gastropteron

sp.

날개달팽이고둥
체장은 작고 약간 길쭉하게 둥근 형태이며 연부조
직 내에는 작고 부서지기 쉬운 퇴화된 패각이 있
다. 측족은 커서 마치 날개처럼 보이며 후면 외투
막에 2~4개의 돌기들이 있다.
•분 포 : 일본남부. 제주도
•크 기 : 체장 8mm
•촬영지 : 서귀포시 사수항 –4m.
•사 진 : 신상열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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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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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업체 ◆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주)우정사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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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오금동 140-14
전화: 02-478-7273
팩스: 02-478-6174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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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챌린져

(주)해왕

(주)첵스톤 코리아

에스엔씨 코리아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고급다이빙 장비수입

미국 에어리스 장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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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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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자이언트

마린뱅크

(주)테코

영국 Apeks 공식수입원 Giant

SCUBAPRO 장비수입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전화: 02-387-3503~4
팩스: 02-374-8402
홈페이지: www.divegiant.com
대표: 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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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전화: 031-776-2442, 팩스: 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김형준

아쿠아시스템

바다강/아쿠아스포츠

아쿠아텍

DUI DRY SUIT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OMS, DIVE RITE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수입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6-32 1층
전화: 02-470-9967
휴대폰: 010-3788-0314
이메일: aquamark38@hotmail.com
대표: 이명섭

본사전화: 051-621-6003
지사전화: 02-477-2952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91
퍼시픽빌딩 302호
전화: 02-487-0894 팩스: 487-6376
홈페이지: www.aquatek.co.kr
대표: 성재일

◆ 장비업체 /여행사 /다이빙 센터 ◆

헬시온 코리아
헬시온 한국 수입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65-2
으뜸빌딩 2층
전화: 02-929-0858
팩스: 070-8286-0858
대표: 유재철

파워스쿠버 상사
스쿠버 장비판매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1층
전화: 02-572-4522
팩스: 02-572-4524
홈페이지: www.powerscuba.co.kr
대표: 임응순

(주)즐겐슨아시아

캠스퀘어

Liquivision(리퀴비전) 컴퓨터
Waterproof(워터프루프) 수트 수입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판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5-1 2층
전화: 02-402-1244
팩스: 02-402-1243
홈페이지: www.liquivision.co.kr
www.waterproof.eu
대표: 김홍학 이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58번지 4층
전화: 02-414-1472
팩스: 02-414-1402
홈페이지: www.aquako.com
대표: 방주원

DEPC

(주)액션투어

Digital Eco Photo Club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
항공권 실시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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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5
전화: 02-3785-3535, 3536
팩스: 02-6234-5100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대표: 이민정

Philippine Airlines

(주)수중영상시스템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항공사

수중촬영장비 전문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1층
전화: 1544-1717
홈페이지: www.philippineair.co.kr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0-167
전화: 02-3486-5528
팩스: 02-3486-3528
홈페이지: www.imago.co.kr
대표: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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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풀

대전 엑스포 다이빙

G－Scuba 다이빙풀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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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scubapool.com
이메일: scubapool@daum.net

대표: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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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전화: 031-264-1661
팩스: 031-264-1822
홈페이지: www.gscuba.co.kr

◆ KDEC(한국 잠수 교육단체 대표자 협의회) 단체 ◆

교육단체
R

PADI
다이빙 교육단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20-2
전화: 02-848-0558
팩스: 02-848-0558
담당관: 김부경

R

R

SSI 코리아

SDI/TDI/ERDI 코리아

SSI/React Right
Scuba Rangers 교육단체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
긴급구난다이빙 교육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 1층
전화: 02-408-6418
팩스: 408-6419
홈페이지: www.divessi.com
담당관: 이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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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TD 코리아

SDD 인터내셔널

BSAC 코리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다이빙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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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272-0120
팩스: 031-272-0858
홈페이지: www.bsac.co.kr
본부장: 박종섭

NAUI

PSAI 코리아

KUDA

다이빙 교육단체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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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SK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104호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홈페이지: www.kuda.or.kr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KDEX 개최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70-4686-1661
팩스: 031-264-1822
이메일: kdex@kibs.com
홈페이지: www.kibs.com
회원단체 : B
 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DI/TDI/ERDI, SSI

◆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

PSI 스쿠버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PADI 강사교육 · 다이빙투어 · 장비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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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3-3 3층
전화: 0505-334-4475
휴대폰: 010-6334-4475
홈페이지: www.psiscuba.com
대표: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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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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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S 코리아

NASDS 코리아

38마린 리조트

세계 수중연맹

다이빙 교육단체

국내최대규모/호텔급객실
조도다이빙/잠수풀보유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112호
전화: 02-420-7493~4 팩스: 02-421-8898
www.cmaskorea.com
cmas045@hanmail.net
대표: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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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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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선장리조트

원잠수 아카데미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강사양성과정 수시개최, 다이빙 교육

강사양성교육/테크니컬다이빙
국내외 다이빙투어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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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1리 104-4
전화: 054-251-5175
휴대폰: 010-3524-5175
홈페이지: cafe.daum.net/phonejamsu
이메일: onejamsu@korea.kr
원장: 김광호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홈페이지: www.uljinleports.co.kr
센터장: 이상진
부센터장: 엄대영

아쿠아벨리조트

대진 리조트

돌핀스쿠바리조트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흑도 십이동파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2리 97번지
전화: 054-251-6189
휴대폰: 010-6372-0037
홈페이지: aquabel.co.kr
대표: 황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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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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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

스쿠버칼리지

이지다이빙

이응구스쿠바

전국 강사교육 트레이닝 센터 운영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55-10번지 201호
전화: 070-8888-5971 (f.051-529-8005)
휴대폰: 010-4543-0724
홈페이지: www.lovescuba.co.kr
이메일: deepblue@lovescuba.co.kr
대표: 이성복

부산 중구 중앙동2가 49-43
전화: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대표: 하상훈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45
전화: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홈페이지: legscuba.co.kr
대표: 이응구

스쿠버스쿨 제주

ARA DIVE

천지다이브

체험다이빙, 다이빙교육
제주도투어, 장비렌탈

에어스테이션, 장비렌탈전문, 체험다이빙

체험다이빙, 일반다이빙
야간다이빙, 보트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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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전화: 064-733-7774
휴대폰: 010-8812-0545
홈페이지: cheonjiscuba.com
대표: 김덕휘

해운대스킨스쿠바

해양스포츠교실

백스쿠바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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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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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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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오션

태평양 다이빙 스쿨

황스마린포토서비스

교육/투어/장비판매/해양조사, 작업/산업잠수

수중사진 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제주도 제주시 이호1동 1764-1 1층
전화: 064-743-747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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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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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

굿다이버 리조트

마린하우스

마린파크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제주도 다이빙안내, SSI강사교육

국내최초 국내유일 돌고래 실내체험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052-1번지
전화: 064-762-7677
휴대폰: 010-3721-7277
홈페이지: www.gooddiver.com
대표: 김상길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전화: 064-738-7390
휴대폰: 017-215-6577
홈페이지: marinehouse.info
대표: 허천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23
전화: 064-792-7775
팩스: 064-792-7774
홈페이지: www.marinepark.co.kr
이메일: jw3502@naver.com
대표: 김형태

방2 다이버스

더 스쿠바

블루샤크제주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스쿠버 다이빙 초급/중급/고급 전원 교육

체험다이빙 및 스쿠버교육전문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72-4
전화: 064-767-4448 (팩스 겸용)
휴대폰: 010-4631-4448
이메일: ssi46143@naver.com
대표: 이승호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97-1
전화: 064-763-6326, 070-8861-6326
팩스: 064-762-6326
휴대폰: 010-9688-6326
이메일: babocheju@hanmail.net
홈페이지: cafe.daum.net/bsj09
대표: 이태훈

원주스쿠버

마린 마스타

에프티커머스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
수중촬영/국내외투어

PADI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카라나 오션팩 수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31-7(무실로240)
전화: 033-763-0006
팩스: 033-763-0666
휴대푠: 010-5361-5601
E-mail: lek0006@hanmail.net
대표: 이의국

전화: 02-420-6171
홈페이지: www.scubaQ.net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73-8 3층
전화: 02-465-0515
팩스: 02-465-0517
이메일: ftc1201@naver.com
홈페이지: www.karanakorea.com
대표: 김준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 해외리조트 ◆

오션블루 세부리조트
펀다이빙/다이빙 교육/강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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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 다이브 리조트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전화: 63-38-502-9642
인터넷 전화: 070-7667-9641
휴대폰: 63-921-614-2807
63-921-499-1859
홈페이지: http://deepper.co.kr/
대표: 장태한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사방비치 리조트, TDI/SDI 강사교육 실시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인터넷 전화: 070-7563-1730
대표: 임희수

MonteCarlo Resort

노블레스 리조트

MB오션블루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 리조트 운영

다이빙교육/체험다이빙/펀다이빙/호핑투어

필리핀 모알보알 다이빙, 다이빙교육

전화: 0919-301-5555, 0927-527-5555
070-8285-6306, 070-4025-6306
홈페이지: www.mcscuba.com
이메일: divestone@hanmail.net
대표: 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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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세부

TASIKRIA RESORT

필리핀 보라카이 다이빙/PADI강사교육

세부 막탄 지역 펀다이빙/PADI 강사교육

럭셔리 다이빙의 천국/인도네시아 마나도

Palm Beach Resort
전화: 63-939-449-9825
인터넷 전화: 070-7594-0033
대표: 김순식

JL. Raya Trans Sulawesi
Mokupa, Manado, North
Sulawesi Indonesia
전화: 62-431-824445
팩스: 62-431-823444
이메일: info@tasik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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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ANG LAYANG

COCOTINOS RESORT

팔라우 씨월드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다이브 리조트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맞춤형 체험다이빙

전화: +6-03-21702185
팩스: +6-03-27309959
www.avillionlayanglayang.com
res@avillionlayanglayang.com

마나도/세코통(롬복)/오딧시 다이버스
전화: 62-812-430-8800(마나도)
62-819-3313-6089(롬복)
홈페이지: www.cocotinos.com
이메일: info.desk@cocotinos.com

Po Box 10245 KOROR PALAU 96940
인터넷 전화: 070-4624-8687 (문자가능)
전화: + 680-488-8686
휴대폰: + 680-779-8308
이메일: palausw@gmail.com
홈페이지: www.seaworld-palau.com
대표: 한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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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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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 February 2013

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TATIVE DIVE MAGAZINE IN KOREA. VOL . 153

클로텍스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충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3년 1 / 2월호 제153호

PU 코팅된 무릎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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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

Keri Wilk‘s Gallery

특별부록

2013 Calendar
2013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개최
KINTEX (5.30~6.2)

제22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강영천 박사의 Q&A 잠수의학
수중사진테크닉

트라이톤 베이와 남부 라자암팟 투어

www.scubamedia.co.kr

프로 라이트 드라이슈트(PRO LIGHT)

특집

잠수의학 상식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13

스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Since 1987

반영 사진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소개

수중사진가이드

재호흡기 다이빙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동영상 편집

프리다이빙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독도의 수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데이비드와 케빈리의 수중생물 탐구
스마트 다이버 운동
사설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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