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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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마스크
X-뷰 리퀴드스킨

CENTER OF VISION.
EDGE OF PERFORMANCE.
한국인의 얼굴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한 마스크
편안함과 환상적인 스타일이 공존하는 곳. 마레스 리퀴드스킨 기술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리퀴드스킨은 다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르게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주는 제2의 피부 같습니다. 커다란 렌즈는 우리가 바라던 넓은 시야를 선사
합니다. 착용하시는 즉시 넓은 시야가 펼쳐집니다.
Be visionary.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

꽈뜨로 +

CENTER OF POWER.
EDGE OF PERFORMANCE.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오리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더욱 좋아진 반응력이 최상의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Be powerful.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

매트릭스

CENTER OF intelligence.
EDGE OF PERFORMANCE.
미래를 향한 한발 앞선 다이브 컴퓨터
디자인과 기능의 완벽한 조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매끈한 메탈 패키지를 자랑하는
풀-도트 매트릭스는 시간, 다이빙 감압 정보와 디지털 콤파스를 보여줍니다. 많은 현대 장비
들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또한 충전식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사용하고 읽기 쉬운 매트릭스
는 물 속이든 밖이든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Be intelligent.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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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TECHNOLOGY
SUPERIOR PERFORMANCE

포트 최적 설계

더블 DFC
두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호흡할 때도
DFC 특허 기술이 어떤 수심에서도
최고성능을 보장

advconsulting.net

2단계와 옥토퍼스 호스의
이상적인 위치를 위한 각도 설정

NCC(자연대류채널)
NCC가 1단계 표면의 채널에 유수를 만들며
찬물다이빙 성능 향상

마레스를 대표하는 호흡기
• 새로워진 고성능의 컴팩트한 1단계
• 자연스러운 대류 채널(NCC)
• 마레스의 전설적인 2단계
아비스를 초소형, 고성능의 MR52 1단계와 함께 세팅하여 최고의 성능을 보
장합니다. 더블 DFC 시스템이 어떤 수심에서도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제공합
니다. 자연스러운 대류 채널(NCC) 시스템은 열교환작용으로 찬물다이빙에서
향상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적각도의 포트 설계는 2단계와 옥토퍼스를 이
상적인 각도로 위치시킵니다.

The combination of high performers.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아비스 52 (ABYS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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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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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2000

■ 코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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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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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a Diver With SDD International

SDD INTERNATIONAL 강사양성센터

김동혁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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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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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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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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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익

김창문

블랙마린
blackmarine@naver.com
010-8230-1001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naver.com
010-9058-9933

정지원

성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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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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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오기현

동명스쿠버
npm271@naver.com
033-63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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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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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D는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가들의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입니다!

www.sddi.org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B2
TEL. 031-264-1661 FAX. 031-26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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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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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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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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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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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월별 다이빙투어 일정 안내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위덕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교육풀

대강당

챔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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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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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잠수풀 이용

•라이센스 보유 이용객 입장
•스쿠버 교육단체 세미나 및 강사 교육

스쿠버다이빙 교육

•교육 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해양스포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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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해양스포츠 수업지원
하계해양캠프
수상인명구조 교육
수중촬영 교육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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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

•수중촬영 전문가 교육과정

각 이용요금 홈페이지 참조
초급입문 과정에서 지도자 과정까지 라이센스 발급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Tel: 054-781-5115

Fax: 054-781-5170

http://www.uljinleports.co.kr

CONTENTS 2013 March/April (No. 154)

Diving Inside
201 본지와 3개의 교육단체는 잡지 공급에 관한 협약 체결

202

202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주최
제22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시상식
		
204 제주 서귀포항에 ‘다이버 전용선 도입’
205 포세이돈 MK6(재호흡기)의 아이스다이빙 필드테스트
206	제2회 제주 수중사진연구회 전시회 개최
208 케빈리(Kevin Lee) 올해의 사진가상 수상
209	스쿠바다이빙을 포함한 해양레저를 즐길 때
해경 허락 받아야…

212

210 개해제는 이렇게 한다
211 마닐라 국제공항(NAIA) 국내선 청사 이용 안내
212 마산항 사일로, 세계적 스쿠바다이빙 명소로
214 대한항공 스리랑카·몰디브 정기편 취항
215

국내에서 최초로 스쿠바다이빙 관련하여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216 제21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COEX에서 4일간 열려
217

일회용 생식기를 사용하는 생물체(망사갯민숭달팽이)

218	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연합회 출범과

208

KDEX 전시회 개최

220 마레스 2013 디스트리뷰터 미팅
224 2013 TUSA 딜러 투어 진행
226 DIVE BIZ SHOW 2013 참관 & TUSA 정기 회의
228 (주)우정사/오션챌린져 SPOEX 2013 참가
232 2013년 새로 출시된 장비들

News In Diving
248 장비업체 소식
252 교육단체 소식
276 기타단체 소식
290 단행본 / 과월호 안내
296 업체 안내

276

최초 발견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ADVERTISING INDEX

2013년 3·4월호 통권 154호
Bi-Monthly Dive Magazine 「SCUBA DIVER」
2013 March·April (No.154)

EDITORIAL

1	㈜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34 아쿠아시스템

		

35 (주)액션투어

184

36 엠비오션블루(모알보알)

275

표4, 4, 5, 6, 7, 21, 83, 162, 271, 273

2	㈜우정사/오션챌린져
표2, 1, 2, 3, 40, 41, 42, 43

발행인·편집인 구자광

3 ㈜즐겐슨아시아

Publisher•Editor-in-chief : Jagwang Koo

4 ㈜테코

편집디자인 신미연, 이자원, 문송이
일러스트 김연경

163
12, 13

5	㈜첵스톤/SNC코리아
6 ㈜해왕

8, 9
10, 11, 44, 45

표3, 304

37 울진해양레포츠센터

23

38 원잠수 아카데미(포항)
39 제주도스쿠바연합회

247
244, 245

40 제주스쿠바스쿨(제주)

250

41 창원시 스킨스쿠바연합회

246

7 38마린 리조트(양양)

247

42 천지스쿠바

264

웹하드 webhard.co.kr

8 경기국제보트쇼

303

43 카라나 코리아

237

(아이디 pdeung 비번 2468 )

9 고성군 스킨스쿠버연합회(고성)

246

44 캠스퀘어

10 군산대 해양과학대학(군산)

193

45 코코티노스 리조트(마나도)

265

11 군산돌핀스쿠바리조트(군산)

235

46 타식리아리조트(마나도)

116

주소 (140-900) 서울시 용산구

12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51

47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239

한강대로 104라길 3 (5층)

13 내하출판사

150

48 팔라우씨월드(팔라우)

164

MAIN OFFICE

(후암동 123-1, 스쿠바미디어)
Address (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Korea (140-900)

14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71

15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257

16 다이브자이언트

16, 17, 18, 25

49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213

51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KUPVA)

273

17 더스쿠바(제주)

251

52 헬시온 코리아

Tel 82-2-778-4981~3 Fax 82-2-778-4984

18 도서출판 정담

195

53 DAN Asia Pacific

19 독도공익광고

94, 95

242, 243

50 필리핀항공

전화 02-778-4981~3 팩스 02-778-4984

이메일 diver@scubamedia.co.kr

99

46, 47
257, 277

54 DEPC

264
289

20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165

55 G-Scuba

E-mail diver@scubamedia.co.kr

21 라양라양리조트(말레이시아)

117

56 IANTD KOREA

27

Website www.scubamedia.co.kr

22 마린뱅크

57 Mission Deep Blue

70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48, 49, 50, 51

23 마린파크(제주)

219

58 NASDS KOREA

등록번호 서울 용산 - 00706호

24 마린하우스(제주)

275

59 PADI

33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25 몬테칼로리조트(아닐라오)

289

60 PADI 멤버 연합

32

61 Project AWARE Foundation

34

인쇄·제본 이기현 (주)현문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영천, 고동범, 김광희, 김기준, 김부경

26 바다강/㈜아쿠아스포츠

14, 15

199

27 방이다이버스(제주)

279

62 PSI SCUBA

35

28 블루샤크 제주(제주)

251

63 SDD International

19

64 SDI/TDI/ERDI KOREA

37

김지현, 김효민, 오승철, 이민정, 이성우

29 상상채널

이신우, 이홍석, 정상우, 정의욱, 조윤희

30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198

65 SDI/TDI/ERDI 멤버 연합

36

홍숙영

31 씨월드다이브센터(보라카이)

184

66 SSI KOREA

67

32 씨월드다이브센터(세부)

184

67 SSI 멤버 연합

66

33 아라다이브(제주)

250

68 SSI 센터 연합

68, 69

David Behrens, Keri Wilk, Kevin Lee

14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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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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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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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은 괜찮은가?
Smart Phone Addiction, Are You All Right?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예전에는 책
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즈음은 거

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승객들중

글 / 구자광(발행인)

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중에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급속화되면서 사용자들의

6명 정도라고 한다. 이용자들은 주로 카톡을 하거

이상증상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나 음악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최신정보를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마

살펴보기도 한다. 간혹 전자책을 보거나 영화를

트폰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보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

문제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본인이 스마트폰 중

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독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

놓았다. 쇼핑, 뉴스, 영화, 음악, 게임, 채팅, 뱅킹,

단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기도 하였다.

문자메시지, 인터넷까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자가진단 결과 본인이 일반 사용자군이 아니라 잠

모든 일을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적 위험 사용자군이나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진

스마트폰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사회적 관

단이 된다면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맺은 사

는 빨리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람끼리 애니팡 게임을 즐기는 것이 유행이 된 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트윗터나 페이스북을 하면
서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된 이유는 스
마트폰이 컴퓨터 역할을 대신 하면서 휴대하고 다
닐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스마트폰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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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

면 누구와도 직접 소통이 가능하며 여가시간에

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재미거리를 주기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중독된

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편리한 점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가정이나 사회문제로까지

들이 많다 보니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한

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있어야 안심이 된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머리맡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율은 8.4%,

에 두어야 한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무의식적

인터넷 중독율은 7.7%이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으로 집어 들고 집중한다. 음식점에서도 사람들이

자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3.2시간이지만 스마

음식을 주문한 후 대화는 하지 않고 서로 고개를

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이용시간은 8.2시간

숙이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광경도 자주 보

으로 2.5배 이상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

인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스마트폰은 사람들

터넷진흥원이 2012년 11월 1~26일 사이에 나이가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단절시키고, 혼자서 생각할

만 12~59세인 스마트폰 사용자 4,000명을 대상으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 오직했으면 ‘디지

로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한

털격리증후군’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까? 스

결과 사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의식

마트폰이 주는 폐해는 가정과 직장, 친구와 지인들

과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한 도구가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인 것 같은 느

에 건강에도 적신호를 주고 있다.

낌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세가 거북목증후군이다. 일명 수구리족이라고 불

필자도 스마트폰을 접한 후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더

리며,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두

듬거리며 기능들을 익히고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매일

통과 어깨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시간과

아침 지인으로부터 아름다운 시가 배달되기도 한다. 페이스북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이렇게 장시간 이용

과 트윗터를 하고,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검색하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이다.

된다.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또 다른 위협요인은 안구건조증이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집

서 요금걱정이 없다는 것에 안도한다. 나이가 조금 든 나에게도

중하다 보면 눈을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들어 결국 눈이 시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되었는데 익히는 것이 쉬운 젊은 친

이물감이 생기며 심지어는 눈이 충혈이 되고 쑤시는 통증이 오

구들은 더 다양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이다. 그야말로 스마

게 된다. 일반적으로 눈은 1분에 15~20회 정도를 깜박이는 것

트폰이 내손에서 떠나면 금단현상까지 일으킬 만큼 생활 속에

이 정상인데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는 사이 깜박이는 횟수가 반 이상 줄어들어 갈수록 증상이 심
화된다. 인간의 두뇌 중에 전두엽은 자극을 받으면 정보를 해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스마트폰과 달콤한 동거를

하고 처리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자극

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스마트폰에

이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반사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있다. 사람들과도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른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참을성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독서도 시간이 없다며 줄어들었다. 스마

부족해지고, 이런 연유로 작은 일에도 무섭게 화를 내거나 생각

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성장도 늦

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각각의 구성원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소통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에 편리한 도구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다.

소통과 공감의 공간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
든다. 함께이면서도 따로따로인 세상인 것이다. 편리하고 유용한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도 스마트폰을 늘 가까이 둔다. 다이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

빙여행을 가서 바다로 다이빙을 나가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

리는 것들도 많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심각

에서 놓지 않는 다이버가 많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도 다이빙

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과연 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내 가

을 하는 중간에 배에서 휴식을 취할 때면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족과 친구,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꺼내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제 스마트폰은 시간

스마트폰에 의해 건강이 나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신

과 공간을 초월한 휴대하는 컴퓨터이다. 먼 곳에서도 국내의 소

이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

식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도 있

닌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다. 전화요금 부담이 없는 카톡으로 고국에 있는 지인과 문자를

다. 제일 먼저 스마트폰과 잠시 거리를 두고 내 가까운 사람과

주고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이야기를 나누어보라. 디지털세상보다

방수케이스가 개발되어 물속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

아날로그세상이 내 삶을 더 윤기 나게 할 수도 있다.   

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다이버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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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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3년 3/4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오경철

금상 임규동

김윤회, 김은종, 손동수, 오경철, 우종원,

은상 임규동

은상 최지섭

이운철, 이창수, 이홍석, 임규동, 최지섭

동상 김은종

동상 김홍수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요강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응모 방법┃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

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

니다.

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이번 3/4월 콘테스트는 (주)우정사,오션챌린져에서 협찬해

수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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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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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출품됩니다.

┃기타┃
┃시상 내역┃

본 콘테스트의 시상은 광각과 접사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다. 과거 필름카메라로 수중촬영을 하던 시대에는 수중사진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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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
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메라를 사용하는 수중사진가도 있지만 일명 “똑딱이”라 불
리는 콤팩트 카메라로 수중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콤팩트 카메라는 어안렌즈처럼 초광각이 아니며
전문 마크로 단렌즈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광각과 접사촬영
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들을 광각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모
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 시 피
사체를 부각시키고자 한 작품과 일안리플렉스 카메라에 광
각렌즈를 사용한 경우라도 “광각접사” 촬영을 의도한 경우
는 접사부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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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협찬
TUSA 다이빙 컴퓨터

금상

IQ-900
• 진보된 2 gas 시계형 컴퓨터
• Air, Nitrox, Gauge, Free Dive, 시계모드
• 물 접촉 또는 버튼터치의 작동 법

가격 : 89만원

TUSA SKIN SET

은상

TUSA 마스크 M-27

TUSA 스노클 SP-240

TUSA 핀 SF-6

• 매우 가볍고, 콤팩트 한 구조
• 아시아인 전용의 완만한 fitting 라인
• 소프트한 얼굴 당김으로 착용 후 자국을 최
소화한 라운드 에지 구조

(국내 미취급 상품)
• Hyperdry Elite Dry Top Technology
• 저 자극성의 crystal silicone 자바라
• 대용량의 드라이 챔버와 타원형의 퍼지 밸브

• 다이버의 피로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힘차게 진행
• TUSA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소재 성형의
어드밴스드 멀티 플랙스 블레이드
• 풋 포켓 전체를 부드러운 소재로 사용하여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

가격 : 13만원

가격 : 19만원

TUSA 라이트
TUL-300

동상

• 스위치 : 마그네틱 ON/OFF
• LED LIGHT : 4.8W / 130 루멘 / 42도
• LED 수명 : 1000 시간
가격 :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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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오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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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속의 다이버 Nikon D90, f/5.6, 1/125

은상 Silver Prize 임규동

동상 Bronze Prize 김은종

신뱅이와 다이버 Nikon D700, f/16.0, 1/100

마블레이 Canon EOS 5D, f/4.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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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임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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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속의 배도라치 Nikon D700, f/10.0, 1/100

은상 Silver Prize 최지섭

아가미 하늘소 갯민숭달팽이 Canon EOS 550D, f/22.0, 1/200

동상 Bronze Prize 김홍수

피그미 해마 Nikon D90, f/18.0, 1/160

57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오경철

동굴속의 다이버

이운철

임규동

사슴뿔 갯민숭달팽이

김은종

레오파드 샤크

김은종

씨팬과 다이버

김윤회

영덕 해파리

최지섭

아가미 하늘소 갯민숭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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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리의 게

이창수

이홍석

대왕문어

이홍석

갯민숭달팽이

손동수

갯민숭달팽이

이홍석

나폴레온피쉬

빨간사슴뿔산호가 만발한 사각어초에서

우종원

갯민숭달팽이

최지섭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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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eri Wilk (캐나다)

DIVER/SEAFAN
by Keri Wilk
A hole in a beautiful red sea fan
made the perfect frame for a
background diver in the Solomon
islands.
다이버/부채산호
아름답고 빨강 부채산호에 있는 구멍은
솔로몬 제도에서 다이버의 배경으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프레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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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Wilk’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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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by Keri Wilk
Shot in Ambon, Indonesia, I used a pair of custom made “snoots” to very
selectively illuminate only the eyes of this stargazer which was buried in the
sand. Just inches out of the frame, the snoot tips.
두눈
인도네시아 암본에서 찍은 사진으로, 나는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얼룩통구멍(stargazer)의
눈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주문 제작한 한 쌍의 ‘스누트’를 사용했다. 프레임에서 불과
몇 인치까지 스누트의 끝을 갖다 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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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Wilk’s Gallery

LILY PADS
by Keri Wilk
Just a few yards offshore from my girlfriend’s
cottage, in northern Ontario, Canada, a field of lily
pads could be found. Occasionally, these lily pads
grow in tight intertwined groups like the one seen
in this photograph. I waited until the sun began to
drop lower in the sky, in order to get the god-like
sun rays to have as much impact as possible.
수련 잎
캐나다 온타리오 북부에 있는 내 여자 친구의 시골집에서
해안으로 몇 야드 가면 수련의 잎으로 덮인 곳이 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간혹 수련 잎은 서로 빽빽하게 얽힌
군락들을 이루어 자란다. 나는 태양 광선이 신성한 효과를
가능한 한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 태양이 하늘에서 더 낮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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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S
by Keri Wilk
In just 3 feet of water in one of
several mangroves of
Indonesia's famed Raja Ampat,
a small patch of algae was
releasing gas bubbles very very
slowly. With my camera focus
locked, I waited for a single
bubble to become isolated from
the rest before taking this photo.
기포(버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라자 암팟의
여러 맹그로브 숲 중 하나로, 수중
3피트에 있는 작은 조류 무리가 기포를
아주 천천히 내보내고 있다. 나는
카메라 포커스를 고정시킨 채 하나의
기포가 나머지에서 분리되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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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Wilk’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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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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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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이브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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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st of us, our eyesight is our most valued sense.

인간에게 시력은 가장 소중한 감각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볼

Personally I cannot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not to

수 없다면 어쩔지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바닷속에서

be able to see. This feeling is not shared by all organisms

사는 모든 생물이 이러한 느낌에 공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living in the ocean however. In fact several animal phyla

사실 많은 동물 종이 보거나 명암을 구분하는 능력을 완전

are completely without the ability to see or even sense

히 결여하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인 바다 민달팽이

Sightless species include sponges, sea anemones and most worms.
시각이 없는 종에는 해면, 말미잘, 대부분의 벌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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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and dark. Think about the sponges, corals, sea

를 포함, 해면, 산호, 말미잘, 히드라, 태형동물, 외항동물, 많

anemones, hydroids, bryozoans, ectoprocts, many worm

은 벌레 종, 멍게 그리고 많은 연체동물(조개 등)에 대해 생

groups, tunicates and many mollusks(i.e. clams),

각해 보자.

including my favorite group the sea slugs.
Tunicates, aka Sea Squirts, are only an evolutionary

우렁쉥이라고도 알려진 멍게는 진화상으로 인간에서 불과

microsecond away from humans, internally having the

100만분의 1초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체내에 척수의 전구물

precursor to our spinal cord, in their case called a

인 척삭(notochord)을 가지고 있으나, 눈은 없다. 일부 나새

notochord, but have no eyes. Some species of

류 종은 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피부의 표층에 있

nudibranch have what appears to be an eye, but it turns

는 점에 불과하며, 가장 원시적인 눈에서도 있는 감각기관이

out to only be a superficial spot of the skin of the

모두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연체동물 내에서도 문어

animal, lacking all the sensory apparatus found in even

와 오징어는 고도로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 척추

the most primitive eyes. And within the same

동물의 복잡한 시각계 및 시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While tunicates are evolutionarily advanced, and some species of sea slugs have what looks like an eye, both are sightless.
멍게는 상당히 진화된 동물이고 일부 바다 민달팽이 종은 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시각이 없다.

The close relatives of the sea slugs, squid and octopus, on the other hand have highly developed eyes.
바다 민달팽이와 가까운 친척인 오징어와 문어는 고도로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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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yes of vertebrates like this juvenile Painted Greenling, form the reverse of the lower invertebrate group, with optical vesicle inside out.
어린 페인티드 그린링(Painted Greenling, 쥐노래미과 물고기의 일종)처럼 척추동물의 눈은 하등 무척추동물과 역으로 형성되어, 안낭의 안이 바깥으로 바뀐다.

phylum(Mollusca) octopus and squid have highly

주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

developed eyes, rivaling the complexity and visual
acuteness of higher vertebrates. There is one main
difference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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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ye of a vertebrate forms during larval development

척추동물의 눈은 유생기에 안포(optical vesicle)의 안팎이

by turning the optical vesicle inside out, so that the inner

바뀌어 형성되므로,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안배(optic cup)의

layer of the double walled optic cup becomes the retina.

내층이 망막이 된다. 따라서 망막, 즉 눈에서 광감수성 부위

Therefore the retina, the light-sensitive portion (the rods

(간체와 추체)가 바깥쪽에 있다. 이는 척추동물의 경우에 들

and cones) of the eye is on the outside. This means that

어오는 빛이 눈의 모든 층을 통과한 후 간체와 추체에 도달

These octopus larvae will develop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eyes in the invertebrate kingdom.
이 문어 유충에서는 무척추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눈이 발생할 것이다.

in vertebrates incoming light has to pass through all of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빛을 감지하는 것은 덜

the layers before it reaches the rods and cones. This

효율적인 듯도 하지만, 보다 원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seemingly less efficient way of sensing light should not

된다. 그저 그러한 방식으로 빛을 받아들일 뿐인 것이다.

be looked at as more primitive; it's just the way it
happens.
In mollusks, like octopus and squid however, the eye

반면 문어와 오징어처럼 연체동물에서는 눈이 다소 다른 방

develops in a somewhat different way. In this group of

식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동물에서 광감수성 부위는 내면에

animals the light sensitive portion is on the inside

있어, 들어오는 빛을 직면한다. 빛은 간체와 추체에 닿은 후

surface, facing the incoming light. Light strikes the rods

눈의 기타 부위를 통과한다.

and cones before the other parts.

Various genera of shrimp have complex eyes having numerous lenses focusing light onto a few retinal cells.
다양한 속의 새우는 복잡한 눈을 가져 수많은 수정체가 빛을 몇 개의 망막 세포에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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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bodies at the base of the tentacles mark the location of the eyes on this jellyfish.
이 해파리는 촉수의 바닥에 있는 빨간 몸체가 눈의 위치를 나타낸다.

Within those invertebrates(animals without backbones),

눈이 있는 무척추동물(척추가 없는 동물)에서 눈은 ‘홑눈’ 또

that have an eye, this organ is either termed "simple" or

는 ‘겹눈’으로 되어 있다. 홑눈(단안, 그렇다고 절대 단순하지

"compound." Simple eyes, which are not necessarily

않다)에서는 하나의 수정체가 빛을 수많은 망막 세포가 있

simple at all, have a lens which focuses light into a single

는 하나의 안배에 집중시킨다. 겹눈에서는 수많은 수정체가

optical cup with numerous retinas. Compound eyes have

빛을 몇 개의 망막 세포에 집중시킨다. 이 경우에 가장 극적

numerous lenses focusing light onto a few retinal cells.

인 예가 구각류(stomatopods, 갯가재)와 새우이다.

The most dramatic examples of these are the
stomatopods(Mantis shrimp) and shrimp.
As we examine the evolutionary ladder of marine

해양 동물의 진화 계보를 살펴보면 가장 원시적이거나 단순

animals, the most primitive or simplest are the eyes found

한 경우가 해파리, 불가사리와 편형동물의 눈이다. 이들 종에

in jellyfish, sea stars and flatworms. These species the

서 눈은 각막이나 수정체가 없는 광감수성 색소점에 불과하

eyes are a light sensitive pigment spot with no cornea or

다. 해파리에서 이런 점은 촉수의 바닥에 있다. 독성이 있는

lens. In jellyfish these spots are at the base of the

상자해파리는 예외로, 수정체, 망막, 홍채와 각막으로 되어

tentacles. The poisonous box jelly is an exception with

있는 복잡한 눈을 가지고 있다.

complex eyes which contain a lens, retina, iris and
cor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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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sea stars extends into the tip of each arm
leading to its primitive eye.
불가사리의 중추신경계는 각 팔의 끝으로 뻗어 원시적인 눈으로 이어진다.

Since sea stars have no head, we won't find their eyes

불가사리는 머리가 없으므로 눈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there. In fact sea stars eyes are at the tip on each arm.

사실 불가사리의 눈은 각각의 팔 끝에 있다. 불가사리가 팔

Recall that when a sea star loses an arm it can regenerate

을 잃을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팔이 재생된다는 사실을

a replacement, and the severed lag can even grow

기억하는데, 절단된 다리에서도 여러 개의 새 팔이 자라나온

several new ones. This is because the nervous system of

다. 이는 방사상으로 대칭을 이루는 이러한 동물의 신경계가

these radially symmetrical animals extends to the end of

각 팔의 말단 부위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

each arm. Each arm therefore has optical capability.

의 팔은 시각 능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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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worms follow the beat of no single drummer when it

편형동물은 눈에 관하여 딱히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comes to eyes. Most marine flatworms we see on our

우리가 다이빙 중에 보는 대부분의 해양 편형동물은 머리에

dives have one, two or three pairs of eyes situated on the

위치한 한 쌍, 두 쌍 또는 세 쌍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head. Some species however may have many eyes situated

일부 종은 뇌 위에 무리지어 위치하거나, 머리의 촉수에 있

in clusters over the brain, or on their head tentacles, or

거나, 혹은 몸의 가장자리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한

spaced uniformly around the edge of the body. Being quite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아주 원시적이므로 이러한 눈은 들

primitive, these eyes can only detect the presence and

어오는 빛의 존재와 방향만을 감지할 수 있다.

direction of incoming light.
The number and placement of eyes varies greatly within

해양 생물군 내에서 눈의 수와 위치는 상당히 다양하다. 연

marine groups. Let's take mollusks for example. While

체동물을 예로 들어보자. 일부 달팽이는 머리에 집어넣을 수

some snails have a simple eye on the end of a pair of

있는 한 쌍의 자루 끝에 홑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머리가

retractable stalks, on their head, scallops, which have no

없는 가리비는 많게는 100개의 아주 작은 눈을 가질 수 있

head, may have as many 100 tiny eyes. It has been

다. 이렇게 연체동물 내에서 눈이 아주 다양한 이유는 이 동

speculated that the reason for the wide diversity of eyes

물에서 눈이 독립적으로 수많이 진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추

within the phylum Mollusca is because the eyes in this

정되고 있다.

group have evolved independently numerous times.
Of the oceanic community, fishes have the most complex

해양 생물계에서 물고기는 가장 복잡한 시각계를 지니고 있

visual system, with a pair of spherical eyes containing both

으며, 한 쌍의 구형 눈에는 간체와 추체가 있어 어두운 빛과

rods and cones, for both low light and well lite vision. The

밝은 빛에서 모두 기능하는 시력을 가진다. 눈이 없는 유일

only group lacking any eye at all is the hagfish.

한 종은 먹장어(hagfish)이다.

Most fish species cannot change the size of their pupil, but

대부분의 물고기 종은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sharks and ray have a muscular iris which allows pupil

상어와 가오리는 근육이 있는 홍채를 지니고 있어 동공의 지

diameter and shape to be adjusted.

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Certainly one of the strangest fish eye stories is that of

물고기의 눈과 관련해 가장 기이한 이야기의 하나는 분명 넙

flatfish species like halibut, sole and flounder. When

치, 가자미와 도다리 같은 가자미류(flatfish) 종들의 경우이

hatched from the egg individuals have an eye on both

다. 알에서 부화될 때 이들 개체의 눈은 머리의 양쪽에 있다.

Notice the group of minute eyes just behind the head tentacles in these two flatworms.
이 두 마리의 편형동물에서 머리 촉수 바로 뒤에 있는 미세한 눈 무리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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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usks show a wide degree of variation in number and placement of eyes.
연체동물은 눈의 수와 위치가 아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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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of the head. During larval development, the eye

하지만 유생기에 아래쪽 눈이 두개골의 꼭대기를 가로질러

from the bottom side of the fish migrates across the top

위쪽으로 이동하여 결국 위쪽에 있던 나머지 눈 옆에 자리

of the skull, and eventually resides with the other eye on

한다. 물론 이에 따라 가자미류는 바닥에 있어도 여전히 두

the top side of the fish. This of course allows flatfishes to

눈을 이용해 먹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lie on the bottom and still use both eyes focus on prey.
Whether an animal has eyes or not has been determined

한 동물이 눈을 가지는지 여부는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 도

over millions of years by the complicated process of

태란 복잡한 과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종

natural selection. In each case, the species has whatever

은 주어진 서식지에서 생존의 필요에 적합한 시각 능력을 보

visual capabilities it needs to survive in its given habitat. If

유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오늘날 하나의 종으로 생존하

they didn't, they wouldn't be surviving as a species today.

지 못하였을 것이다.

Hagfish belong to a primitive group of
boneless, jawless, finless fishes that
have no eyes.
먹장어는 눈이 없는 물고기로 뼈, 턱과
지느러미가 없는 원시 종에 속한다.

Bony fishes cannot change the shape of their pupil while cartilaginous
fish can.
경골어는 동공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연골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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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yes of flatfish start on opposite sides of the head,
but migrate to the same side as the fish develops.
가자미류의 눈은 머리의 반대쪽에서 시작되지만 물고기가
커가면서 같은 쪽으로 이동한다.

Even this lowly benthic isopod has developed complex
"Light gathering" compound eyes to see prey in the
dark depths.
이러한 하등의 저서 등각류도 어두운 심연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복잡한 ‘집광(light gathering)’ 겹눈을 발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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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온두라스 베이 아일랜드에서의 다이빙과 스노클링』

and Snorkeling Honduras' Bay Islands and The Diving Guide -

그리고 『다이빙 가이드 - 코수멜, 칸쿤과 리비에라 마야』

Cozumel, Cancun & the Riviera Maya.

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His scientific publications on this group of amazing animals

이러한 놀라운 종에 관한 그의 과학적 발표물은 과학계

numbers over 80, including descriptions of 30 nudibranch

에 새로 보고된 나새류 30종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 80

species new to science.

편이 넘는다.

He holds a master's degree from San Fransisco State University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캘

and i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California Academy of

리포니아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있다.

Sciences.

데이비드와 아내 다이애나는 워싱턴주 긱 하버에 있는

Dave and his wife Diana operate Sea Challengers Natural History

해양 생물 및 자연사 서적 출판 및 유통 업체인 시 챌린

Book, Etc., a marine life and natural history book publishing and

저스 내추럴 히스토리 북 등(Sea Challengers Natural

distribution business in Gig Harbor, Washington.

History Book, Etc.)을 운영하고 있다.

Nudibranchs are among the most beautiful creatures on the reef,

나새류는 산호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에 속하며, 색

with colours and shapes that dazzle and delight. Unlike fish that

상과 형태가 눈부시고 매혹적이다. 플래시가 터지면 우

may disappear before our eyes in a flash, the showy nudibranch

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물고기와 달리, 현란한 나새류는

glides slowly along the substrate, allowing us the time to savour

바닥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가므로 이 진기한 광경을

this extraordinary sight. With their shell-less unprotected, bodies

즐길 시간을 준다. 껍질 없이 무방비 상태인 몸으로 어떻

how do they survive in seas filled with hungry mouths? How do

게 그들은 배고픈 입들이 즐비한 바다 속에서 생존하는

these sightless creatures navigate the reefs to find food and

걸까? 그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을까? 그들은 어떻

mates? What and how do they eat? How do they reproduce?

게 번식할까? 그들은 기타 산호초 서식 동물들과 어떤

What special relationships have they developed with other reef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들을 포함한 많은 질문에

inhabitants? These and many more questions are answered in

대한 답이 유익하고도 사진이 풍부하게 수록된 이 책에

this informative and lavishly illustrated book. You will never look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나새류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

at nudibranch the same way again.

에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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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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글/사진 구자광 감수 김지현

모자반에 떠다니는 사라가숨 프로그피쉬(Sargassum Frogfish)

사라가숨 프로그피쉬(Sargassum Frogfish)는 알, 유어기 및
성어기 때 일반적으로 수면에 떠있는 사라가숨(Sargassum, 모

프하여 피하기도 한다. 그것은 얼마 동안 물을 떠나 살 수 있다
는 뜻이다.

자반, 조류의 일종)에 붙어서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황갈색, 갈
색과 흰색 반점을 가지고 위장하기 때문에 해초에서 포식자에

참고로 사라가숨(Sargassum)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모자반

게 들키지 않고 은신할 수가 있다. 성어기는 때때로 떠다니는

속이 무성한 곳은 각종 연안생물들이 먹이를 얻거나 산란하기

모자반 수초 더미 아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포식자에 의해 위

에 적합하여, 환경보존과 어업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

협을 받을 때 사라가숨 프로그피쉬는 수초 더미의 물밖으로 점

한 구실을 한다.

학명 : Histrio histrio
영명 : Sargassum Frogfish
한국명 : 사라가숨 프로그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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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내는 물고기 - 성대
성대류(Sea robin, Gurnard)는 죽지성대과에 속하며, 전 세
계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 분포해서 사는 어류이다.
성대류의 몸길이는 35Cm 정도이며,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
하다. 몸빛은 등 쪽이 주홍색이고, 배 쪽은 흰색이다. 성대류는
등과 머리 꼭대기에는 등황색 반점이 촘촘히 나 있다. 머리 뒤

학명 : Dactyloptena Orientalis
영명 : Flying gurnard, Sea robin
한국명 : 죽지성대, 바다울새

에 긴 가시가 있다. 골질의 머리와 2개의 등지느러미를 갖고
있다. 성대류는 보통 체색이 선명하며, 어떤 것은 아주 화려한
모양의 가슴지느러미를 가진다. 가슴지느러미는 날개 모양으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만난 죽지성대

로 매우 크다. 또 성대류는 부채 모양의 가슴지느러미가 변형
된 발을 이용해 바닥을 걸어 다니기도 한다. 이들 가슴지느러
미는 촉각기로 바닥에서 걷고, 연체류, 갑각류 또는 그 밖의
저서성 먹이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성대류는 부레와 몸에 붙은 일부 근육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 이들이 이런 소리를 내는 기관을 가졌기 때
문에 성대(Gurnard) 또는 울새(Robin)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제주에서 만난 죽지성대 (사진/김기준)
학명 : Chelidonichthys kumu
영명 : Gurnard, Sea 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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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Manta birostris
영명 : Manta ray
학명 : Echeneis naucrates
영명 : Shark sucker

만타레이에 세도우 이펙트를 하고 있는 빨판상어

무임승차를 하고 다니는 세도우 이펙트(Shadow effect)
세도우 이펙트(Shadow effect, 그림자 효과)는 어떤 생물이 먹
이를 쉽게 얻거나, 다른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덩치가 큰 물고기 곁에 있으면 다
른 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큰 생물에 붙어 다니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세도우 이펙트를 하는 생물로는 빨판상어가 대표적이다. 이
세도우 이펙트를 하는 이유는 작은 물고기들이 몸의 덩치가

빨판상어는 상어뿐만 아니라 바다거북, 만타레이 등 대체로 큰

크지만 먹이가 달라서 작은 물고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큰

물고기를 붙어 다닌다. 심지어 다이버가 메고 있는 공기탱크나

물고기들에 바짝 붙어 있다가 큰 물고기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오리발 등에도 붙어 다니기도 한다.

먹거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물고기를 갑자기 달려들면 먹

학명 : Pomacanthus xanthometopen
영명 : Yellow-mask angelfish
학명 : Aulostomus chinensis
영명 : Trumpetfish

노란색 트럼펫피쉬가 엔젤피쉬의 위쪽에 붙어서 세도우 이펙트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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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Arothron manilensis
영명 : Striped puffer
학명 : Selenotoca sp.
영명 : Banded scat

독가시치류가 복어의 위쪽에 붙어서 세도우 이펙트를 얻고 있다.

장님새우와 고비의 공생
학명 : Amblyeleotris guttata
영명 : Spotted shrimpgoby
한국명 : 고비, 망둥어

산호초 바닥이나 모랫바닥에는 어김없이 새우와 고비라는 작

사는 방식을 공생이라 한다.

은 물고기가 한 굴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고비는
굴밖에 나와 지속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 같고, 새우는

장님인 새우는 굴 밖을 나오면 다른 포식자에게 쉽게 잡혀

굴을 파고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조금만 인기척이

먹기 때문에 고비의 신호에 따라서 굴밖에 나온다. 새우는 굴

나면 둘 다 바로 굴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다 약 3분가량

밖을 나오기 전에 긴 더듬이로 고비의 꼬리쪽 부분에 접촉을

지나면 조심스럽게 다시 나온다.

하고 있으면 밖에 있는 고비가 안전하다는 신호로 꼬리를 한번
흔든다. 만약에 고비가 바깥에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

이렇게 전혀 다른 생물이 한집에 사는 이유는 새우가 청소를

면 두 번 흔들어 새우를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장님새우

하면서 굴을 깊게 파고, 고비는 집을 얻는 대신 청소하는 새우

는 굴 밖에서 더듬이 하나는 반드시 고비의 꼬리에 대고 있다.

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굳이 고비가 새우의 안전을 지켜

그 이유는 침입자가 나타나면 고비가 굴속으로 숨어드는 순간

주는 이유는 같이 사는 새우의 눈이 장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을 재빨리 감지해 같이 숨기 위해서다.

학명 : Amblyeleotris steinitzi
영명 : Steinitz' shrimpgoby

학명 : Cryptocentrus cinctus
영명 : Banded shrimpg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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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해양생물 4
It was very good. Gen. 1:31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에 ‘우산도’라고 불리다가 조선 고종
때인 1900년 ‘석도’로 이름을 바꾸었고, 1906년부터 ‘독도’라는 지명
으로 부르고 있다.
독도는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216.8km, 울릉도에서는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88

Marine Life in Dokdo

글/사진 김지현
www.livephoto.kr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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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안 조간대 하부에 서식하는 종으로 간
조시에는 노출되는 지역이다. 암반에 단단히 고
착되어 살아간다.

Oulangia stoke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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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혹돔굴부근 수심 19m 암반 지역 틈바구니에서
발견했다. 이종은 쏠배감펭의 어린새끼이다. 우
리나라 동해와 남해, 제주도를 포함해 일본, 인
도양, 서태평양에 광범위하게 서식한다. 등지느
러미의 극조부에 독선이 있다.

Pterois lunu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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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동도 정상의 방송 중계탑

동도 선착장부근 조수에 따라 바닷
물이 들락달락하는 평평한 암반 해
초와 바위틈 사이에서 살아간다. 움
직임이 아주 빠르고 경계심이 많은
종이다.

Pachygrapsus crass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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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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먹 다이빙의
접사사진

글/사진 구자광

먹 다이빙이란?
먹 다이빙(Muck Diving)은 모래사장이나 진흙으로 덮인 곳에서 하는 다이빙
을 말한다. 리프에서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산호나 해면, 물고기 떼처럼 아
름다운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체들을 보는
것이 다이빙의 묘미이다. 먹 다이빙의 유명한 사이트로는 인도네시아 북슬라
웨시의 렘베와 필리핀 바탕가스의 아닐라오 지역 등이다.

Tip

먹 다이빙으로 유명한 사이트

•Anilao, Philippines
•Secret Bay, Seraya, and Padang Bai in Bali
•Dumaguete, Philippines
•Redondo Beach, California
•Lembeh Straits, Indonesia
•Ambon, Indonesia
•Mabul, Borneo
•St Vincent, Caribbean
•Blue Heron Bridge, Florida
•Ulua Beach, Maui, Hawaii
•Milne Bay, Papua New guinea
•The Pipeline, Nelson Bay, Australia

먹 다이빙에서의 사진촬영
모랫바닥이나 진흙으로 덮여진 바닥에는 미믹 옥토퍼스, 스네이크일, 고비 종
류, 죽지성대(Flying Gurnard), 불꽂성게 속의 새우들, 스틱 피시 등의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런 곳에서 평소에 접하지 않은 생물들을 포착하여 촬
영하는 일은 흥미롭다.
이러한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몸을 바닥에 밀착시켜야 하는데, 이때 너
무 빠르게 착지하면 바닥의 먼지를 일으켜 예민한 생물들이 도망가거나 모래
속으로 숨어 버린다. 또 시야도 흐려져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따라서
해저면 1m까지 접근한 후 핀을 바닥에 살짝 대고 폐의 공기를 조절하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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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히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접근한다. 위치를 이동할 때도 폐의 공기를 조절하거나 부력조절기(BC)
를 이용하여 1m 정도 상승한 다음, 핀 킥을 아래위로 하지 말고 옆으로 약하게 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후 같은 방법으로 착지한다. 어떤 경우라도 해저 면에서의 강한 핀 킥은 삼가야 한다.

먹 다이빙에서의 피사체들
먹 다이빙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피사체들은 다음과 같다.

▲ 먹 다이빙의 접사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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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 다이빙에서 착지와 이륙을 하는 방법
먹 다이빙의 착지 기술

➍

➌

➋

➊

➊	해저 면에 있는 피사체를 발견하면 먼저 착지 포인트를 결정하고, 머리를 밑으로 향하게 하고 물
구나무서기와 같은 상태에서 착지 포인트 지점에 다가가 두 번째 손가락이나 탐침봉으로 해저면
에 갖다 댄다.
➋	숨을 크게 내쉬어 가슴에 담겨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 몸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때 무릎을 구
부린다.
➌	무릎을 천천히 해저 면에 대고 안정이 되도록 한 후 천천히 핀을 내린다. 이때 쿵하고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드럽게 한다.
➍	착지가 완료되면 BC의 공기를 조금 빼내어 좀 더 몸이 안정되도록 한다. 꼭 그림처럼 엎드려 누
울 필요는 없다.

먹 다이빙의 이륙 기술

➍

➌

➋

➊

➊	숨을 크게 들이마셔 몸을 떠오르게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민다. 이때 핀은 움직이지 않는다.
➋	좀 더 숨을 들이켜서 무릎과 핀을 해저 면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이때 호흡을 멈추면 안된다. 또
한 핀 킥을 해서도 안된다.
➌	충분히 해저 면에서 솟아오르면 앞구르기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여 수평자세를 잡기 위한 준
비를 한다.
➍	수평자세가 되었다면 이륙이 성공이다. 착지를 위해 BC에서 공기를 뺐다면 이륙을 할 때에는 그
만큼의 공기를 BC에 넣는다. 그 후에는 중성부력을 가지므로 유영하면 된다. 유영할 때의 핀 킥
은 아래위로 하지 말고 옆으로 약하게 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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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7)
글 조윤희

최근에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다이버들이 자그마한 카메라로 바닷속 풍광이나 수중생물의 모습
을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런 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카메
라를 방수 하우징에 넣은 것으로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불리운다. 본고에서는 방수 카메라의 선
택과 취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수중에서 콤팩트 카메라의 자동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초급
기법부터 콤팩트 카메라의 수동기능과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고급 기법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여 누구나 쉽게 수중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제7 부. 외부 컨버전 렌즈의 사용
Canon PowerShot S100 + WP-DC43에 와이드 렌즈와 클로즈업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 전용
액세서리 28LD 마운트 베이스(DC43)를 사용한 예를 설명한다.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나 장면은 개인에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피사체가 촬영되는 범위를 좌우하
는 것이 바로 렌즈이다. 콤팩트 디카는 렌즈가 내장되
어 있어 교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넓은 화각과 피사
체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하우
징 외부에 외부 컨버전 렌즈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본고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캐논 디지털카메
라 PowerShot S100과 방수하우징 WP-DC43을 수중
에서 좀 더 넓은 화각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필요한 28LD 마운트 베이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로, 이 28LD 마운트 베이스를 판매중인 주변
기기(어태치먼트 렌즈나 스트로브 또는 LED 라이트 장
착 옵션)와 PowerShot S100용 WP-DC43 하우징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캐논 디지털카메라(PowerShot S100)
+ 방수하우징(WP-DC43)
+ 전용 액세서리 28LD 마운트 베이스(D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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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조신호를 전달하는 광D 케이블과 S-TTL 자동 스트로브
나 라이트의 설치가 편리하다.
간단한 세팅에서부터 여러 개의 스트로브 또는 LED 라이트
를 사용한 프로페셔날한 세팅까지 자유로운 시스템 업그레이
드가 가능해 이미지대로의 라이팅 촬영을 즐길 수 있다.

PowerShot S100 + WP-DC43 + 28LD 마운트 베이스(DC43) 장착 예

■ 어태치먼트 렌즈
- 와이드 컨버젼 렌즈 등(광각 ~ 준어안 촬영용 렌즈)
•UWL-H10028LD

28LD 마운트베이스(DC43)
28LD 마운트 베이스(DC43)는 캐논 방수하우징 WP-DC43

•UWL-H10028LD + UWL-H100용 돔 렌즈 유니트 II
- 클로즈업 렌즈(접사 촬영용 렌즈)

에 어태치먼트 렌즈나 스트로브 등을 증설하여 시스템을 장

•UCL-165LD

착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다기능 베이스이다. 하우징에 장착할

•UCL-165AD + UCL-165AD용 AD-LD 마운트 변환 링

때에는 하우징 하단 삼각 고정나사와 렌즈 포트 하단 2곳에

• UCL-330 + UCL-330 또는 165 M67용 M67-LD 마운

확실하게 고정되어, 프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하우징
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촬영에 필요한 주변기기의 증설이
쉽고 편리하다.

■ 어태치먼트 렌즈의 장착
바이요넷 방식에 탈부착 잠금장치를 추가한 28LD 마운트는
와이드 컨버전 렌즈 UWL-H100 28LD나 클로즈업 렌즈 UCL-

트 변환 링
• UCL-165M67 + UCL-330 또는 165 M67용 M67-LD
마운트 변환 링
- 수중 접사어안 렌즈(접사어안 촬영용 렌즈)
• UFL-M150ZM80 + UFL-M150ZM80용 M27-LD 마운
트 변환 링

165LD 등의 28LD 시리즈 렌즈를 비롯한 다양한 어태치먼트
렌즈의 장착이 용이하다.
와이드 컨버전 렌즈와 돔 렌즈 유닛을 사용한 준 어안 촬영

•스트로브 또는 LED 라이트 장착시 필요한 옵션

부터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한 초접사 촬영이 가능하다. 또 수

• 슈베이스-스트로브 또는 LED 라이트 설치 용 베이스

중 접사 어안렌즈를 사용한 어안접사 촬영까지 다양한 촬영상

• 그립 베이스 D4

황에 대처할 수 있다.

• 그립 베이스 DIII
• 그립 베이스 DII

■ 스트로브나 LED 라이트의 설치

• 스트로브 접속용 광D 케이블

콤팩트한 슈베이스와 그립과 라이트 암의 역할을 동시에 만

• L형 광D 케이블 SS·캡 W51 세트

족시킨 그립 베이스 D4 등을 함께 사용하면 스트로브에 정확

• L형 광D 케이블·캡 W51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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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hot S100과 WP-DC43에
외부 컨버전 렌즈의 세팅 예

•UWL-H100용 돔 렌즈 유니트 II
•Z-240×2
•외부 자동 대응 -0.5청색 확산판 2×2

• 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L형 광D 케이블·캡 W51 세트
•L형 광D 케이블

• 28 LD 마운트 베이스(DC43)

•그립 베이스 D4

• UCL-165LD

•D홀더

• S-2000

•D홀더 연장 바×2

• S-2000용 -0.5청색 확산판

•스틱 암 M 세트 Z-MV×2

• L형 광D 케이블 SS·캡 W51 세트

•스틱 암 플로트×2

• 슈베이스 셋트

•LD렌즈 홀더-S×2
•UCL-165LD
•UWL-H10028LD ＋ UWL-H10028LD용 화형후드
•LE550-W
•싱글 라이트 홀더·LE
•슈베이스

•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28 LD 마운트 베이스(DC43)

•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UWL-H10028LD ＋ UWL-H10028LD용 화형후드

•28LD마운트 베이스(DC43)

•S-2000

•UFL-M150ZM80

•S-2000용 -0.5청색 확산판

•UFL-M150ZM80용 M27-LD 마운트 변환 링

•L형 광D 케이블·캡 W51 세트

•D-2000×2

•그립 베이스 D4

•외부 자동 대응 -0.5청색 확산판 2×2

•스틱 암 S 세트 Z-MV

•L형 광D 케이블 · 캡 W51 세트

•M5조인트

•L형 광D 케이블

•LD렌즈 홀더-·플로트 암 용

•그립 베이스 D4

•UCL-165LD

•D홀더
•스틱 암 S 세트 Z-MV×2
•LE550-W×2
•싱글 라이트 홀더 · LE×2
•다이렉트 암 YS-MV 세트×2
•와셔 세트(렉트 베이스 III 양면 설치용)×2

•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28 LD 마운트 베이스(DC43)
•UWL-H100 28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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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똑딱이 카메라와 방수 하우징에 외부 컨버젼 렌즈의 부착에 관한 문의처 안내

(주)수중영상시스템

www.imago.co.kr Tel : 02-3486-5528

PowerShot S100 + WP-DC43 + 컨버전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 수중사진의 예

• 촬영거리 : 약 1cm
• 촬영장비：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S-2000×2등(S-TTL
자동 발광), UFL-M150 ZM80
• 촬영데이터：줌 위치 18.4mm(35mm 필름 환산으로 85mm), 1/80, F8,
ISO200, WB 태양광(제어링을 사용한 스텝 줌을 이용하고, 줌 위치를
85mm(35mm 필름 환산)로 지정하여 촬영)
• 촬영자：핫토리 아키라 @INON

• 촬영거리 : 약 80cm
• 촬영장비 ： 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Z-240×2등(S-TTL
자동 발광), UWL-H100 28LD + 돔 렌즈 유니트 II for UWL-H100
• 촬영데이터：줌 위치 6mm(35mm 필름 환산으로 28mm), 1/60, F4,
ISO100, WB 자동 줌 위치를 28mm(35mm 필름 환산)로 지정 촬영)
	(화면의 모서리에 약간의 왜곡이 발생해서 촬영 후에 트리밍을 함)
• 촬영자 : 토리 후카시 @INON

• 촬영거리 : 약 15cm
• 촬영장비：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S-2000×2등(S-TTL 자
동 발광), UCL-165LD
• 촬영데이터：줌 텔레쪽(26mm, 35mm 필름 환산으로 120mm), 1/250, F8,
ISO100, WB 태양광
• 촬영자：핫토리 아키라 @INON

• 촬영거리 : 약 30cm
• 촬영장비：캐논 PowerShot S100 + WP-DC43, S-2000×2등(매뉴얼 발
광), UWL-H100 28LD
• 촬영데이터：줌 위치 6mm(35mm 필름 환산으로 28mm), 1/30, F8,
ISO320, WB 태양광(제어링을 사용한 스텝 줌을 이용하고, 줌 위치를
28mm(35mm 필름 환산)로 지정 촬영)
• 촬영자：핫토리 아키라 @INON

조윤희
(주)수중영상시스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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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OCEANIC
Pro Plus3
•다이빙 컴퓨터

•스마트 글로 백라이트 기능

•제조사 : OCEANIC

•해수 / 담수 칼리브레이션

•	어떠한 장소에서도 쉽게 확인 가

•3 가스 / 나이트록스 100% 설정

능한 매우 큰 디스플레이

•딥 스톱

•	다이버 개인의 기체 소비 데이터와
현재 위치한 수심을 기반으로 한

•조절 가능한 안전 정지 설정
•	지난 50회까지의 디테일한 정보를

매우 정밀한 시간체계의 특허 받은
Air Time Remaining 알고리즘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데이터
•	배터리 교체 시에도 무기한 유지되

•듀얼 알고리즘

는 로그 데이터

•커스텀 알람

•리뷰 카드 및 한글 매뉴얼 포함

•퀵 디스커넥트

\ 288,000

ACTION CAM
•	액션 카메라
•	170도 view angle
•	50m 방수 IPX68 standard
•	충격과 부식으로부터 보호
•	1.5인치 HD LCD
•	Night excellent performance
•	사용시간 : 약 3시간(충전식)
•	1080P 30프레임 HD video recording
•	광범위한 레저용으로 사용 가능
•	수중 하우징 / 차량용 마운트(엑스 박스용) /
자전거 마운트 / 헬멧 마운트 / USB 케이블
(충전용) 포함
•	메모리 카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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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ACORE
LAVACORE WET SUIT
•	Wet Suit
•	제조사 : LAVACORE
•	일반적인 네오프렌 wet suit 보다 보온성과 활동성을 극대화시킴
•	차가운 환경에서도 보온성을 절대 잃지 않고 차가운 냉기에 반(反)하는 방풍
중앙 막 소재
•	수류 저항의 표면 막 구조는 신속한 물의 흐름과 빠른 건조가 가능
•	경량화 되어있고 4방향으로 늘어나는 라바코어 원단으로 놀라울 정도로 쉽
게 입고 벗을 수 있음
•	통기성 있는 중앙 막 구조로 수면 위에서 몸 표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쉽게
증발 됨
•	LAVACORE 원단은 중성 부력을 포함
•	모든 솔기 부분은 수류를 감소시켜 주는 편평한 겹치기 바느질 구조로 제작
•	모든 덧대어진 천은 잘 늘어나고 겨드랑이에서 팔의 뛰어난 움직임을 제공
•	살균력 있는 내부의 양털은 박테리아의 증식을 없애고 악취를 최소화시킴
•	셔츠와 조끼의 착용을 고려하여 슈트 후면은 원단을 확장시킴(보푸라기 발
생 억제)
•	SPF(자외선 차단 지수) 30+ 보호

※ LAVACORE
W E T 슈트거나 드라이 슈트거나, 덥거나 춥거나,
Lavacore는 다이버의 심부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
고 젖었을 때 중성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olyester) 플리스에 엘라스테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원단은 냄새를 줄이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안티-마
이크로비얼(Anti-Microbial)트리트먼트와 같은 안티-필
(Anti-Pill)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Ultraflex Durable Outer Protection +
외피와 내피를 PU 층을 이용해 연결한, Polytherm이 통
합된 플리스 원단은 매우 높은 온도 유지력과 단열 효과
를 보여줍니다. PU 필름 층은 방습, 방풍 효과가 뛰어납
니다. 극한의 온도 유지력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Seam Construction
Lavacore의 모든 이음매들은 Flatlock으로 박음질되어
내구성을 최대화시키고 이음매를 통한 물 흐름을 방지하
였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착용 시 온도 유지력을 최대한
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Waterproof/Breathable MIddleMembrane +
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스트레치 PU 필름은 방풍
효과가 뛰어나지만,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바람은 막아주
고 땀은 배출시켜 줍니다.

Panel Design
Lavacore는 남성용과 여성용의 디자인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또한 팔 아래 부분이나 몸 아래
부분같이 문질러져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천을 덧대어
보강하였고, 최대한 움직임이 부드럽도록 디자인하여 스
트레스를 줄였습니다.

Insulative Thermal Inner Layer +
플리스 층은 240g/sqm 4방향 스트레치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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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 LIGHT 1400 RINGS
모든 스쿠바다이버와 수중 사진, 비디오 제작자를 위한 기본형 다이빙 라이트이다.
독특한 3D 라이트빔 기술로 3D뷰를 제공하고, 특히 난파선이나 동굴 내부에 적합하다.

SHORT
전구

고효율 단일 LED 3개

빛 출력(루멘)

1400LM

재질

알루미늄 합금(산화피막 코팅)
붕규산 유리(높은 열과 파손에 강함)

조사각도

10 ° - UW 사진 및 비디오에 적합

사용시간

2.5시간 (MAX)

색온도

5,000 - 8,300 K(캘빈)

사용수심

200m (MAX)

무게

핸들포함 686g (수중 250g 이하)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700mA)

특징

3D를 구현하는 라이트 빔 확산 기술
상부 회전으로 라이트 동작
교체가능 4가지 실리콘 컬러 헤드링
신호전달에 유리한 명확한 밝기
인체공학적 굿맨 핸들

\ 1,100,000

LONG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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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고효율 단일 LED 3개

빛 출력(루멘)

1400LM

재질

알루미늄 합금(산화피막 코팅)
붕규산 유리(높은 열과 파손에 강함)

조사각도

10 ° - UW 사진 및 비디오에 적합

사용시간

5시간 (MAX)

색온도

5,000 - 8,300 K(캘빈)

사용수심

200m (MAX)

무게

핸들포함 1305g (수중 540g 이하)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700mA)

특징

3D를 구현하는 라이트 빔 확산 기술
상부 회전으로 라이트 동작
검정 실리콘 헤드링으로 조작 편의 제공
신호전달에 유리한 명확한 밝기
인체공학적 굿맨 핸들

\ 1,550,000

FINN LIGHT 1400 SMART
3가지 밝기 조절 모드와 배터리 용량 경고기능을 제공한다.
이 다재다능한 최신 다이빙조명은 모든 다이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SHORT
전구

고효율 단일 LED 3개

빛 출력

1400LM / 700LM / 100LM 3가지 모드

재질

강한 알루미늄 합금 바디
붕규산 유리(높은 열과 파손에 강함)

조사각도

10 ° 포커스 빔

사용시간

2.5시간(1400ML) / 4.5시간(700ML) / 24시
간(100LM)

사용수심

200m (MAX)

배터리

특징

리튬 이온 축전지
(저전압시 경고알람, 방전 및 과충전 방지)
상부 회전으로 라이트 모드 변경
신호전달을 위한 명확한 스팟
인체공학적 굿맨 핸들
사용시 축전지 용량 확인 가능

\ 1,280,000

LONG
전구

고효율 단일 LED 3개

빛 출력

1400LM / 700LM / 100LM 3가지 모드

재질

강한 알루미늄 합금 바디
붕규산 유리(높은 열과 파손에 강함)

조사각도

10 ° 포커스 빔

사용시간

2.5시간(1400ML) / 4.5시간(700ML) / 24시
간(100LM)

사용수심

200m (MAX)

배터리

특징

리튬 이온 축전지
(저전압시 경고알람, 방전 및 과충전 방지)
상부 회전으로 라이트 모드 변경
신호전달을 위한 명확한 스팟
인체공학적 굿맨 핸들
사용시 축전지 용량 확인 가능

\ 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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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뱅크

MK25/S600 GOLD 50th 기념판
- PVD DLC 공법 금 코팅
- 스크레치강도가 높다
(황동 800HV, PVD DLC 4000HV)
- 저자성체
- 부식에 매우 강하다.
- 마우스 피스 착용감이 편해짐

CLASSIC ADVENTURE 50th 기념판
1971년 스쿠바프로가 최초의 스테빌라이징 자켓을 개발했을
때, 부력조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
스쿠바프로는 50주년을 기념하여 50주년기념 한정판 클래
식 부력조절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부력조절기에는 금색
실과 금색 인쇄, 금색D링 및 금색로고 된 밸브 덮개가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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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TEC
- 원단 : 4mm 고밀도 네오프렌은 최적의 열차단 상태를 유지
- 일반 드라이 슈트에 비해 무게는 50% 미만이며 훨씬 부드럽다.
- Si-Tech(씨텍)의 균형식 급기 밸브와 조절식 배기 밸브가 사용됨.
- 다양한 발사이즈를 커버하도록 부드러운 네오프랜 양말
- 헤비듀티 드라이 슈트 부츠나 네오프렌 부츠와 함께 입을 수 있다.
- 남성용 사이즈와 여성 사이즈가 별도로 있다.
- 네오프랜 목씰, 손목씰
- 몸에 더 잘 맞도록 탄력성 있고 조절 가능하며 제거 가능한 멜빵
- 5/6.5mm 두께의 후드

EVER DRY 4
- 일반 드라이 슈트에 비해 무게는 50% 미만이며 훨씬 부드럽다.
- Si-Tech(씨텍)의 균형식 급기 밸브와 조절식 배기 밸브가 사용됨
- 다양한 발사이즈를 커버하도록 부드러운 네오프랜 양말
- 헤비듀티 드라이 슈트 부츠나 네오프렌 부츠와 함께 입을 수 있다.
- 남성용 사이즈와 여성 사이즈가 별도
- 네오프랜 목씰, 손목씰
- 몸에 더 잘 맞도록 탄력성 있고 조절 가능하며 제거 가능한 멜빵
- 5/6.5mm 두께의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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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시스템
TLS350

DUI의 최상위 인기제품으로 나일론/부틸 고무/나일론 삼중 원단
이며, 가볍고, 빠른 건조 제품으로 여행시 편리함. 미 해군 특수부
대, 수중 사진촬영, 심해 동굴 다이빙 시 선호하는 제품. 내부 단
열제품에 따라 따뜻한 지역 다이빙에서부터 아이스 다이빙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착용가능.
- 강도 8.5
- 소비자가격 : 기성 \ 2,998,000 / 맞춤 \ 3,478,000

FLX EXTREME
DUI의 신제품으로 폴리에스테르/부틸 고무/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임. TLS350보다 무거운 중량으로
더욱 튼튼함. 청바지를 입는 듯한 우수한 착용 감을 느낄 수 있으
며 내구성을 위해 다리부분에 코듀라를 덧댐. 탐험 다이버들 사
이에서 빠른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
- 강도 9
- 소비자가격 : 기성 \ 3,238,000 / 맞춤 \ 3,718,000

Men’s Drysuits
(TLS350, FLX50/50, CLX450, CF200X, CF200SE, CNSE, TLSSE, CLXSE Dry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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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드라이슈트
DUI는 50년간 미국 및 우방국의 군대에 양질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DUI는 작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
도록 그에 맞는 제품과 디자인을 생산.

공공안전(소방)

미해군 씰 TLS

미국 해안경비대 구조대 TLS

■ 드라이 슈트/장비/교육
DUI는 공공안전 다이빙 팀의 안전을 보장함. 공공안전 다이버 워크숍을
통해 드라이슈트의 디자인과 제작 및 오염수에서도 안전하고 완벽한 다
이빙 임무를 수행해온 지난 50년의 경험을 나누고 있음.
- PUBLIC SAFETY TLS
- 오염수 다이빙의 인기제품!
- 부틸 고무 3중 코팅
- 화려한 덧붙임, 반사테이프와 마킹이 돋보이는 공공안전 디자인
- 편안하고 가벼움
- 다이빙과 수면활동용 선택 구매 가능
-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
- 강도 8.5
-	오염제거 시스템 : DUI는 또한 업계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특유의 오염
제거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Women’s Drysuits
(TLS350, FLX50/50, CLX450, TLSSE, CLXSE Dry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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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북제주의 이색 다이빙 포인트

제주시 고산리

해안에서 바라본 차귀도 전경

‘차귀도’

글/사진 김기준

지실이섬과 죽도 잠수함관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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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여러 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이중 서쪽 끝에 있
는 가장 큰 무인도가 차귀도이다. 차귀도는 행정구역으로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25번지에 위치한 섬으
로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운 섬이라고 하는 ‘와도’,
메인섬인 ‘죽도’ 그리고 일명 독수리 바위라고 하는 ‘지실이섬’
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귀도는 선상낚시와 바다낚시꾼들의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차귀도가 있는 고산이라는 지역은 수년 전부터 선상 체험 배
낚시로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 또한
차귀도섬은 경관도 빼어나게 아름답다. 섬을 떠받고 있는 절벽
의 경치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고, 평평하게 펼쳐진 들판의 색
지실이섬(독수리바위)

들 또한 아름답다. 이곳에는 82종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
며, 이 가운데 수목으로는 시누대, 들가시나무, 곰솔, 돈나무
등 13종이고, 양치식물은 도깨비고비 1종류, 초본류는 우리나
라에서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해녀콩을 비롯하여 갯쑥부쟁이,
천무동 등 62개 종류가 분포되어 있다.
차귀도라는 지명은 호종단이라는 중국의 풍수지리사 전설
과 관련해서 생겨났다고 한다. 전하는 이야기는 고려시대에 송
나라 임금이 지리서를 보니 제주에서 인걸들이 쉴새없이 나올
땅임을 알고 호종단(胡宗旦)이라는 풍수지리사를 제주에 보
내 물혈을 모두 끊으라고 명하였다. 호종단은 제주를 한 바퀴
돌며 물혈을 끊어가다가 제주시 화북동에서 행기물을 찾지
못하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광양당신이 한 마리의 매로 변
한 후 고산 앞바다에서 호종단이 탄 배를 수장시켰다. 결국 호
종단이 돌아가지 못한 곳이라 하여 차귀도라 불리게 되었다

체험낚시선 관광부두

차귀도잠수함 수송선

오징어 말리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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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고려조정에서는 그 신기함을 보고받은 즉시 광양

로 모든 수중사진 다이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도 하

왕이라는 작위를 수여하고 한라산 호국신사라 하여 매년 향과

였다.

폐백을 내려 제사지내게 했다고 [동국여지승람]이나 [탐라지]
등 옛 문헌에서는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인지도가

필자는 인공어초 촬영이나 해양조사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

있는 지역인 만큼 수중경관도 아주 빼어나다.

기 때문에 이곳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또 차귀도 인근 인공어
초 중에서 필자가 직접 시설한 단지도 많다.

지실이섬(독수리바위)주변에는 제주도의 문섬만큼이나 아름
다운 연산호 군락지가 있다. 이곳에서는 서귀포나 사계지역과

차귀도에서 북쪽으로 수심 40m권에 가면 대형 어류형 어초

같이 잠수함관광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빼어난

들이 많은 단지를 이루고 있다. 대형 인공어초 단지인 만큼 어

자연경관과 산호 군락지와 다양한 어류들이 즐비한 곳이다.

류들의 멋진 군락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심이 깊고 조류
가 유독 강하여 다이빙 레벨이 상위일 때만 다이빙이 가능하다.

차귀도 지역은 제주도 내에 있는 수많은 인공어초들이 시설

그리고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조석표를 보고 정조일 때 다

되어진 곳이다. 해외다이빙에서 난파선 천국이 ‘축’이라면 국내

이빙을 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는 조류가 심하여 예전에 촬영도

다이빙 인공어초의 천국은 바로 제주 ‘차귀도’ 지역이다. 제작년

중 표류되어 해경 선박에 구조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에는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바다목장 촬영대회 및 낚시
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내에서 수중사진을 하는 사진작가들이

20m권 인공어초단지에는 패조류형 어초들이 많다. 어류의

많이 참가하여 아름답고 웅장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고, 기존의

위집도 위집이지만 다이빙하기 적당하다 보니 조금 더 다이내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이 북제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

믹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어류뿐 아니라 암반지대에 군락을

1

2

3

1. 어류형 어초 2. 패조류형 어초 3. 해중림 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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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군락

이루는 해조류 등과 어초에 붙어 있는 형형색색의 해면류

한편 한국수산자원사업관리공단에서도 차귀도 인근에

나 다양한 저서생물들을 볼 수 있다. 10m권 인공어초에는

수중테마파크 조성을 준비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차귀도

주로 해조류형 단지를 이루고 있어 갯녹음 현상으로 황폐

인근해역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중사진

화된 바닷속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다이버, 에코다이버, 체험다이버들에게 제주도의 또 다른
다이빙의 묘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라 하겠다.

차귀도 다이빙 포인트는 사진가들과 모든 다이버들에게
멋진 다이빙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촌계에
서는 다이버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얼마 전
에는 차귀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해산물 채취나 작살
을 하는 행위를 하는 다이버들이 적발되어 해녀 분들이나
어촌계원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곳
을 찾는 다이버들이 스마트한 다이빙을 하여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면 분명 활발하게 다이
빙을 즐길 수 있는 멋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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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하강시 수심 3~5m 지점에서 짝과 함께 기체 유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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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 다이빙 ( 6 , 마지막회)

재호흡기
다이빙 절차 2
최근 재호흡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특수 목적에서 대중적인 레저 장
비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호흡기 다이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글/사진 정의욱

하강 (Descents)
재호흡기로 처음 수면에서 하강하는 것은 개방식의 경우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드라이슈트, 부력조절기 이외
에도 호흡주머니, 다이버의 폐 등에 공기가 들어 있기 때문이
다. 수면에서 쉽게 하강하기 위해서는 부력조절기와 드라이슈트
에서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다음 호흡순환계 즉, 다이버의 폐
와 재호흡기의 호흡주머니에서 공기를 배출함으로써 부력을 최
소화해야 한다.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호흡순환계의 기체가 빠져나가서 부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단 하강을 시작하면 수심 3~5m 지점에서 짝과 함께 번갈
아 한 바퀴 돌면서 짝에게 자신의 장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서로의 장비를 살펴보고 장비의 정상유무와 호흡순환계에서 기
체가 유출되는지 확인한다. 때로는 호흡순환계 이외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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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빠져 나오는 버블들 때문에 실제로 기체가 유출되는

부의 산소 부분압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반폐쇄 재호흡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버블이 줄을 형

기에서는 빠르게 하강하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산소성분

성하며 지속적으로 빠져나올 경우 기체가 유출된다고 의

의 기체가 공급되며 기체 성분에 따라 최대 수심이 사전

심해 보아야 한다.

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짝과 함께 오케이(OK) 수신호
를 주고받으며 하강을 시작한다.

쇄 재호흡기에서는 최대 허용수심을 초과하지 않으면 하
강속도와 관계없이 산소부분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

모든 종류의 재호흡기들은 하강하는 동안 호흡주머니

지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는 빠르게 하

가 압착되어 주위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

강할 경우 산소부분압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 자동희석

흡주머니가 압착되면 부력이 변하고 호흡특성과 산소 부

밸브(ADV)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강 도중에 압착

분압 역시 변한다. 재호흡기의 호흡주머니가 완전히 압착

된 부피를 보상하기 위해 희석기체가 호흡순환계 내부로

되면 호흡순환계에서 다이버가 기체를 흡입할 수 없다. 대

주입된다. 자동희석밸브(ADV)가 없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부분의 재호흡기는 호흡주머니가 압착될 때 자동으로 기

주입한다. 재호흡기에서 희석기체의 성분은 최대 수심에

체를 주입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가 없거

서 개방식으로 호흡하더라도 산소부분압이 안전 범위를

나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주입하는 장치의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하강 도중에 희석기체를 주

사용을 익혀 두어야 한다.

입하면 산소부분압이 위험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을 예방

재호흡기를 사용할 때 빠르게 하강하면 호흡주머니 내

할 수 있다. 또한 호흡주머니의 부피를 필요한 만큼 최소
로 유지하면 하강을 시작하는 시점과 희석기체가 자동으
로 주입되는 시점 사이가 짧아지게 된다. 이 시점 사이에
는 희석기체가 주입되지 않을 경우 산소부분압이 빠르게
상승하여 위험해 질 수 있다. 즉, 재호흡기를 수면에서 산
소부분압 0.7기압으로 유지할 경우 수심 10m까지 희석기
체가 주입되지 않는 상태로 하강한다면 산소부분압은 1.4
기압이 된다. 특히 계획한 최대 수심에 가까워지면 희석기
체에 의한 산소부분압 하강(희석) 효과가 최소화하기 때
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완전폐쇄 재호흡
기로 다이빙 할 경우에는 호흡주머니의 부피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석기체는 안전 범위 내에서 비교적
산소 성분을 낮추어서 사용하고 셑포인트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면 이런 오류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된다. 셑포인트
를 선택할 수 있는 재호흡기에서는 처음 다이빙을 시작할
때(하강할 때) 낮은 셑포인트를 지정하고 바닥에 도착해
서 산소부분압이 안정되었을 때 높은 셑포인트로 바꿀 수
도 있다.

상승 (Ascents)
재호흡기 다이빙에서 상승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
항은 호흡주머니의 팽창에 의한 부력변화와 호흡주머니
내부의 산소부분압이 저산소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이다. 부력과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이미 설
명하였다. 따라서 다이빙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승하
는 동안 산소부분압이 저산소 상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식 스쿠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도중 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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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막기 위해 단지 계속 호흡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되지만 고장, 산소 고갈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산소

재호흡기에서는 상승하면서 계속 호흡하면 호흡주머니의

부분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상승해야 한다.

부피만 커진다. 상승하는 동안에는 기체가 배출되기 않는

특히 호흡주머니 내부의 산소부분압은 0.20기압 아래

한 호흡주머니가 부풀기 때문에 부력이 갑자기 증가한다.

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 수심 40m에서 주위

팽창된 기체는 과압 배출밸브로 배출될 수 있으나 이 밸

압력이 5기압일 때 산소부분압이 1.0이상이라면 이 수심

브에만 의존해서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그러므

에서 수면까지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산소부분압이

로 밸브가 배출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버가 코로 기체를

0.20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더

배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점

깊은 다이빙에서 셑포인트가 1.0이하라면 수면으로 수직

은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재호흡기

상승할 경우 수면에서 저산소상태가 되어 기절하는 심각

순환계통 내에 한번 큰 호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기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식에 익숙한

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이버들은 처음 재호흡기로 상승할 때 부력조절을 하지

만약 상승 중 산소부분압을 0.20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

못해 수면으로 끌려 올라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

는 상황이라면 즉시 탈출용 개방식 호흡기로 바꿔서 호흡

므로 처음 상승할 때는 앵커라인을 잡고 연습하는 것이

해야 한다.

안전하다.
반폐쇄 재호흡기에서는 수면으로 수직상승하기 전에 호
흡주머니를 새로운 기체로 환기시켜서 산소성분이 가장

부력 조절

높게 만들어야 한다. 또 자동 셑포인트 조절기능이 없는
재호흡기라면 상승 도중에 지속적으로 산소부분압을 확

경험 많은 개방식 스쿠바다이버들이 재호흡기로 처음

인하고 안전범위를 유지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물론 대부

입수할 때 거의 대부분이 부력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분의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산소부분압이 자동으로 조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두 가지이며 모두 호흡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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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순환계 적정 부피(최소화) 조절
호흡순환계 부피의 최소량을 확인하려면 동일한 수심
을 유지하며 코로 약간의 기체를 배출시킨 다음 큰 호흡
을 한번 들이마신다. 들이마시는 단계의 마지막에 불편한
정도의 호흡저항이 느껴지거나 자동희석밸브(ADV)가 기
체를 주입하기 전까지 코로 공기를 배출시킨다. 자동희석
밸브(ADV)가 장착된 재호흡기에서는 호흡순환계 부피의
최소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즉, 불필요한 기체 부피
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험 있는 다이버들은
목표수심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희석밸브(ADV)를 사용하
여 기체를 보충하고, 일단 바닥 수심에 도착한 다음부터
과압배출밸브

ADV를 차단하는 플로우스탑(Flow Stop)

는 자동희석밸브(ADV)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조작
하기도 한다. 재호흡기를 처음 배우는 다이버들은 호흡순

와 관련이 있다.

환계 부피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연습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정밀한 부력조절이 힘들다는 것이다. 개
방식 다이버는 호흡으로 폐의 부피를 변화시킴으로써 정
밀한 부력조절을 한다. (예를 들면 들이마시면 뜨고, 내쉬

호흡 특성

면 가라앉는다) 그러나 재호흡기를 사용할 때는 숨을 내
쉴 때 폐의 부피가 줄어드는 대신 호흡주머니가 팽창하기

재호흡기로 호흡하는 것은 개방식 스쿠바로 호흡하는

때문에 호흡에 의한 부력 변화가 없다. 경험이 많은 개방

것과 매우 다르다. 재호흡기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호

식 스쿠바다이버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연습을 하면 호흡

흡저항에 영향을 주며 이 요소들의 일부는 개방식 스쿠

순환계 부피를 섬세하게 조절함으로써 정밀한 부력을 조

바 호흡기와 같지만 같지 않은 요소들도 있다. 대부분의

절할 수 있다.

재호흡기는 다이버의 자세에 따라 호흡 저항이 변한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수심에 따라 부력이 변하기 때문이다.

를 들면 호흡주머니가 등 쪽에 달린 재호흡기를 사용하

재호흡기의 호흡주머니는 부력조절기와 마찬가지로 하강
하는 동안 주위압력이 증가하면 수축되며 이 경우에 일
반적으로 자동 희석밸브가 작동하여 기체를 주입하는 방
법으로 부피를 보충해준다. 상승하는 동안에는 호흡주머
니가 팽창하여 완전히 부풀면 초과 공기가 다이버에 의해
또는 과압배출밸브에 의해 호흡순환계 밖으로 배출된다.
재호흡기는 각기 다른 크기의 폐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
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축되었을 경우와 완전히 팽창하였을 경우의 부피 차이
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관된 부력변화는 서로 큰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재호흡기에서는 호흡순환계의 부피를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동안 이런 부
력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재호흡기에는 과
압배출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호흡주머니가 완전히 팽
창되면 자동으로 기체를 배출하지만 상승하는 동안 다이
버가 코로 기체를 배출하는 방법이 더 좋다. 상승하는 동
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호흡주머니가 등쪽에 위치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더 힘들고 호흡주머니가
가슴쪽에 위치하면 숨을 내쉴 때 더 힘들다.
어깨부터 가슴까지 연결된 호흡주머니 형태가 호흡저항이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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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이버는 엎드려서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저항이 크
다. 가슴 쪽에 호흡주머니가 달린 재호흡기는 반대의 현상
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깨부터 가슴까지 연결된 호흡
주머니 형태가 호흡저항이 가장 적다. 잘 설계된 재호흡기
는 몸의 자세에 따라 호흡저항의 변화가 최소화 한다.
호흡 저항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호스의 굵기
와 이산화탄소 흡수제 용기(카니스터)의 형태이다. 하네스
가 잘 맞지 않아서 다이버의 움직임에 따라 호흡주머니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도 호흡저항이 증가할 수 있다.

반폐쇄 재호흡기 키스젬(GEM)의 산소 부분압 모니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호흡기는 호흡으로 정밀한
부력조절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

으로 산소 센서의 성능을 검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도 부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 개방식 호흡기를 사용하는

반폐쇄 재호흡기에서는 혼합기체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다이버들은 이동 중 장애물을 만나면 호흡을 들이마셔서

만 하면 산소과다의 위험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만약 기체

양성부력으로 만든 다음 장애물을 건너간 뒤 다시 숨을

흐름율이 다이버의 운동량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경우나

내쉬어 부력을 줄이는 방법을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재호

상승 중 낮은 수심에서는 산소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흡기 다이버들은 이렇게 호흡으로 부력을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반폐쇄 재호흡기에서도 적절한 모니터링 장비를

따라서 재호흡기 다이버들이 장애물을 만난다면 장애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산소부분압을 확인할 것을 강력하

옆으로 동일한 수심을 유지하며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

게 권장한다.

다. 만약 재호흡기 다이버가 장애물을 위로 넘어간다면 장
애물 위로 올라갈 때 부력이 증가하여 기체를 배출시키고
다시 장애물을 넘어서 원래 수심으로 내려가면 중성부력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할 산소 부분압과 의미
산소부분압

효과

0~0.10

혼수상태 또는 사망

0.1

의식을 잃음

0.12

산소부족의 심각한 증상

하기 때문에 산소 역시 낭비된다. 그러므로 재호흡기에서

0.16

산소부족의 경미한 증상

는 부력조절을 하기 위해 호흡을 이용하는 것이 개방식에

0.21

수면에서 일반적인 공기 환경

비하여 불리하다.

0.4

이볼루션 재호흡기에서 저산소 경고

재호흡기의 호흡특성에서 유리한 점은 동일한 기체를

0.7

이볼루션 재호흡기에서 낮은 셑포인트

반복적으로 호흡함으로써 습도가 유지된다는 것(탈수증

1.3

이볼루션 재호흡기에서 높은 셑포인트

예방)과 기체가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것(체온손실 감소)

1.6

노아(NOAA)의 산소부분압 제한

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시킨 만큼의 기체를 다시 호흡순환
계 내부로 주입해야 한다. 이때 희석기체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희석기체를 다시 적정 수준의 산소부분압으로 끌
어올리기 위해서 재호흡기가 산소를 순환계 내부로 주입

이다.
재호흡기 조절의 정상범위

산소부분압 모니터링
기체 공급 모니터링
재호흡기에서는 호흡하는 기체의 산소부분압이 산소과
다와 산소부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안전범위 내에서 유지

비록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개방식 스쿠바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이버가 완전폐쇄 재호흡기에

비교하여 훨씬 적은 양의 기체를 소모하지만 재호흡기 다

서 산소부분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빙에서도 기체의 잔압을 주의해서 관찰하는 절차가 중

방법은 전자식 산소센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완전폐쇄 재

요하다. 반폐쇄 재호흡기의 경우 기체의 잔압은 개방식에

호흡기에서 산소부분압이 안전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반폐쇄 재호

위해서는 재호흡기의 설계(다중산소센서, 백업 디스플레

흡기 다이버는 기체 잔압을 주의해서 살피고 응급상황을

이 장치 등)와 다이버의 적절한 모니터링이 모두 충족되어

포함하여 다이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기체

야 한다. 주모니터와 백업모니터를 자주 확인하고 주기적

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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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를 사용하더라도 잔압계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탈출용 실린더

다이버의 자세와 유입된 물의 이동

재호흡기는 개방식 실린더보다 훨씬 작은 실린더를 사

(water trap) 공간에 약간의 물이 유입될 수 있다. 어깨부

용한다. 따라서 잦은 마스크 물빼기, 부력조절, 드라이슈

터 가슴까지 연결된 호흡주머니 형태의 재호흡기에서는

트 주입, 장비의 기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생각보다

호흡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물이 스며들더라도 머리가 아

빠르게 기체의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항상 장비 관

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면 소다라임이

리와 재호흡기에 알맞은 다이빙을 해야 하며 자주 기체

나 센서가 침수되지 않고 계속 다이빙 할 수 있다. 그러

의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나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자세를 취하거나 한 바

완전폐쇄 재호흡기에서(일정한 수심에서 다이빙할 경

퀴 구르는 동작을 한다면 물이 주름관을 타고 여과통 안

우)는 희석기체 보다는 산소에 의해 다이빙 시간이 제한

으로 유입된다. 약간 다이빙 도중에 재호흡기 내부에서

된다. 기체 소모율은 운동량, 마스크 물빼기 등에 의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다이빙 끝내고 출수

기체 유출, 하강/상승에서 소모되는 기체 등에 따라 변한

하여 재호흡기 내부에 고인 물을 버리고 건조시킨 뒤 소

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응급상황을 포함하여 다이빙에 적

다라임을 교체해야 한다.

절한 양의 기체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호흡기는 물고임(water trap) 공간이 충분

재호흡기 종류와 관계없이 재호흡기의 희석기체와 탈

하기 때문에 부식성 칵테일(caustic cocktail)이 입까지

출용 기체를 같은 실린더로 사용한다면 기체가 개방식으

전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소다라임이 과다하게

로 사용하여 수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양보다 적

젖으면 흡입 기체에서 분필가루 냄새가 나게 된다. 만약

을 경우 즉시 다이빙을 종료해야 한다.

이런 냄새가 나거나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며 호흡저항

이 개념은 감압 다이빙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호흡기 자체에 장착된 실린더는 수심 20m보다
깊은 곳에서 장시간 다이빙 할 경우나 감압다이빙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탈출용(bail out)

이 커진다면 즉시 다이빙을 끝내고 수면으로 상승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탈출용 기체를 사용하여
상승해야 한다.

실린더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탈출 (Bail out)
침수 및 대응
재호흡기는 개방식과 비교하여 다이빙 수심과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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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흡기가 침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침수될

매우 길다. 그러므로 낮은 수심에서는 무감압 한계시간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침수량도 원인에 따라 차

을 극대화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압 다이빙에서는 비

이가 난다.

상시에 재호흡기에 내장된 실린더만으로 감압을 수행하

만약 다이버가 마우스피스를 잠시 놓쳤다면 다시 물면

기가 어렵다. 즉, 수심 20m미만에서 산소부분압을 1.3기

된다. 이 경우에 호기(오른쪽) 호흡주머니나 물고임

압으로 설정하는 경우 무감압 한계시간이 없다. 즉 CNS

한계, 소다라임 한계 등이 허용하는 한 무한정 수중에 체

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서

류해도 감압정지 없이 정상속도로 수면까지 상승할 수

오래 건조시켜야 한다. 재호흡기를 건조시킨 뒤에는 실

있다. 반면에 20m를 초과할 경우 무감압 한계시간은 급

(seal)과 오링, 산소 밸브 등에 산소용 그리스를 발라 주어

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재호흡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

야 한다. 재호흡기는 분리한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은 물론 짝과 함께 감압을 실행하
기에 충분한 기체를 확보해야 한다.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사용하고 난 이산화탄소 흡수
제를 버리고, 산소 센서와 배터리 등을 분리해 두는 것이

만약 트라이믹스로 다이빙할 경우에는 바닥 수심에서

좋다. 산소 센서는 분리하여 투명 랩 등으로 외부 공기와

사용하는 기체는 물론 트래블 기체와 감압 기체를 모두

의 접촉을 차단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산소나 배터리

확보해야 한다.

는 외부에 사용시간이나 교체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력

다만 개방식 트라이믹스에서는 스테이지 실린더를 항
상 사용하고 매번 다시 충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재호흡기 트라이믹스에서 스테이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을 관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호흡기마다 제공되는 제조사의
사용자 매뉴얼의 지시에 따른다.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그러므로 한번 충전하면 바닥기체의 범위를 넘어서기 전
까지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기적인 점검
재호흡기의 많은 부분은 스쿠바 장비로 구성된다. 그러

다이빙 후 절차

므로 일반적으로 재호흡기 역시 스쿠바 장비와 마찬가지
로 최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물

하루 다이빙을 마치고 난 뒤에는 재호흡기 역시 개방
식 장비와 같이 외부를 깨끗한 물로 헹구어서 소금기를

론 사용량이 많거나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사용할 경우
더 자주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그 밖에도 매일 다이빙이 끝나면 호흡순

그 밖에도 사용 후 청소 및 소독, 오링 및 소모성 부품

환계 내부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

교체, 산소그리스 적용 등 상세한 내용은 제조사 권장 사

흡순환계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서와 컴퓨

항을 따른다.

터 조절장치 등이 들어 있는 센터섹션을 분리해 내야 한
다. 이 부분은 침수되거나 물이 튀지 않도록 건조한 곳
에 보관하여 응결에 의해 맺힌 물방울이 자연건조 되도

로그 및 다이빙 정보 관리

록 한다.
호흡순환계 내부는 따뜻하고 습하여 각종 세균이 번

다이브컴퓨터가 장착된 전자 완전폐쇄 재호흡기(ECCR)

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세균 번식과 다른 사람에게

는 대부분 컴퓨터로 다이빙 로그를 다운로드하거나 감압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다.

독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소독을 하기

다이빙 로그에는 수심, 산소부분압의 변화, 상승속도,

위해서는 장비들을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

하강속도, 희석기체, 셑포인트, 상승/하강 경고 등의 다양

면 다시 조립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

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루 중이라도 다른 다이버와 장비를 같이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소
독을 해야 한다. 버디 클린(Buddy Clean)과
같은 소독제는 레지오넬라, 출혈성 렙토스피
라, 결핵, HIV 등 광범위한 종류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 소독제
를 분사한 다음 다시 미지근한 민물로 헹구어
내야 한다.
호흡순환계 내부까지 건조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호스, 마우스피스, 호흡
소독제

주머니 내부까지 건조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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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는 단순히 다이빙 과정을 기록한다는 의미

흡기는 수심 30~40m로 제한된다. 기본적인 반폐쇄 재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다이버 자신의 다이빙

흡기는 가격이 완전폐쇄 재호흡기와 비교하여 저렴하기

습관을 관찰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고가의 다이브컴퓨터와 센서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으
면 체내 질소 축적과 산소 노출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재호흡기의 응용 분야

할 수 없다. 반폐쇄식 재호흡기는 키스 젬(KISS GEM), 돌
핀(Dolphin), 레이(Ray), 서브매틱스(Submatix) ST100,아

테크니컬 다이빙의 범주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비

완전폐쇄 재호흡기는 그 종류와 적용 범위가 매우 다

는 수중 영역은 극대화 된다. 물론 초기의 재호흡기들은

양하다. 디스커버리 MK6와 같은 스포츠용 완전폐쇄 재

군사적인 목적에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그 용도가 레크

호흡기는 기본형으로 수심 30m까지 다이빙할 수 있으며

리에이션은 물론 상업 다이빙과 과학 다이빙에 이르기까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트라이믹스를 이용하여 수심 58m

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까지 다이빙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완전폐쇄식 재

일반적으로 재호흡기의 용도는 크게 수심별로 구분할

호흡기는 트라이믹스를 사용하여 수심 100m까지 다이

수 있다. 산소 재호흡기는 수심 6m 미만에서 주로 사용

빙 하도록 설계되며 3~4단계의 교육을 통하여 점차 수

하며 군사적인 침투 목적에 적합하다. 그러나 수심제한

심을 증가시키고 사용기체도 산소와 공기에서 산소와 트

을 초과할 경우 산소중독의 위험성이 크다.

라이믹스로 바뀌게 된다. 이런 기종들은 이볼루션

반폐쇄 재호흡기는 나이트록스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Evolution),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 메갈로돈

라면 어디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이트록스를 사용하

(Megalodon), 옵티마(Optima), 레보(rEvo) 등이 주종을

기 때문에 수심제한은 나이트록스의 성분에 따라 결정

이룬다.

된다.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반폐쇄 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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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스(Azimuth) 등이 주종을 이룬다.

교하여 매우 넓듯이 재호흡기를 활용하면 활동할 수 있

초기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이후 재호흡기는 꾸

준히 개선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공기방울이 배출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기 때문에 예민한 수중 생물 등에 접근하기 쉽다
는 장점을 활용하여 수중 촬영 분야에 사용된다.
해외 유명 프러덕션에서는 재호흡기만을 활용하여
수중촬영을 진행하는 전문 촬영팀들도 있다. 트라
이믹스와 같은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대심도 수심
의 다이빙에서도 충분한 체류시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헬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비용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동굴 다이빙에
서도 재호흡기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무겁고 부피가 큰 여러 개의 실린더를 운
반하지 않아도 장시간의 다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테크니컬 다이
빙뿐만 아니라 군사적, 상업적, 과학적 다이빙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재호흡기는 다이빙 장비의 한 축이다. 그러나 지
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이빙 장비와는 크게 다르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 활동 범위와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이빙을 하는 이유를 수중에서 무중
력 상태로 공간을 이동하는 자유로움에 있다고 말
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심과 시간
의 보이지 않은 울타리 안에서 활동해 왔다. 재호흡
기는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 보다 광활한 수중 세계
를 넘나들도록 해주는 멋진 이동 수단이다. 개방식
과 재호흡기는 마치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와 오프로드를 달리는 4휠 SUV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재호흡기를 활용하여 그동안 우리를
가두고 있던 울타리를 넘어 접근하지 못했던 넓고
깊은 바다 세계를 즐겨보자.

정의욱
SDI/TDI/ERDI Korea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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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강사코너

Formal vs Informal

글/사진 정상우

언제인가 인라인스케이트로 출근하는 젊은 CEO를 상징화하는 CF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당시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는 검정색 고급승용차에 깔끔한 정장차림의 운전기사
가 레벨이 다른 CEO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어떤 수단으로 출근을 하건 자기의 능
력을 자~알 발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고급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는 것이나, 자유로운 복장과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모두 토를 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인백색의 다양
한 개성의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으며, 그들 모두 자기의 개성과 삶의 철학에 근거한
행동을 하며, 그 행동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면
특별히 범죄자의 필이나 싸이코패스의 필이 아니라면 그리고 기본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스쿠바다이빙 또한 다양한 개성과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중에 자신이 받은 교육의 형식
과 틀에 소속되어지는 다이버들과 그 기본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
끼는 편안함과 즐거움 고수하는 다이버들에게 화두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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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하세요! vs 나에게 맞게 잘 할래요!
국내 다이버 매니아들의 다이빙 몰입도는 크게 심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시장과 인구에서 많은 차이로 뒤지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크
게 앞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몇 가지의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도전정신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이버들이 새로운 흐름과 시스템
에 큰 관심을 보이고 배우면서 소속감을 갖으며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르치는 강사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리더급 다이버의 다이빙 철학에 따라서 양분
화되며, 대부분 소속된 그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용 기술에서부터 갈등이 깊어지
는데, 결론은 “똑바로 하세요!”와 “나에게 맞게 잘 할래요!”이다.
교육단체마다 다이빙 기술과 철학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
만 ‘똑바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커지며, ‘나에게 맞게 잘 하는 것과 나
에게 안 맞게 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 모든 기술에는 실행달성 조건이 있으며, 실전적용
가능한 가치가 있고 실행방법이 있으며, 중요한 점과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제
시된다. 하지만 교육단체에 따라 기술들에는 꼭 해야 하는 것과 융통성이 있는 것에 내용의 차
이가 생기기 마련이며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몇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다.

트림 vs 필요할 때만 트림
“왜 저렇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요?”라고 어떤 다이버가 묻는다. 어떤 강사는 다이
빙에 기본이 되는 기술로 트림자세가 모든 기술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다른 어떤 강사는 저항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황에 맞게 편안함과 효율을 위하여 트림자세를 하면
된다고 한다.
트림자세는 아주 중요하다. 수중이라는 환경에서 저항을 줄이는 것만큼 에너지를 줄이는 효
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팔의 위치가 밸런스를 맞추거나 몇몇 기술사용을 쉽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핀킥을 통하여 트림자세가 불편함이 없도록 커버한다. 특히, 오버헤드 환경에서
제한된 공간을 통과하거나 멈추어 있는 다이빙에서는 최고의 편안함을 준다. 예를 들면 위아래
가 막힌 좁은 공간을 엎드려 통과하는 것이 서서 통과하는 것보다 쉬운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오버헤드 환경이 아니라면?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안전감압을 하거나 멈추어 있을
때에 서있는 상태로 중성부력을 하는 것이 물에서도 더 편할 수 있으며, 어떤 이들은 트림동작
을 배우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 동작이 안전감압이나 상승 시에 위쪽을 주시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통일된 다이빙장비 vs 나만의 다이빙장비
어떤 다이버가 말한다. “저 사람들은 같은 장비로 맞춤을 하였네요?” 어떤 강사는 통일된 장
비를 교육 시스템의 하나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강사는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갖추
도록 한다. 통일된 장비는 긴급 상황에서 짝의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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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잠수할 때는 팀위크와 소속감을 강화해 줌으로써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핸디캡을 커버
하고 개인화시키는 범위가 작아 편의를 위한 개인화의 장점을 얻기 힘들 수 있다.

탐사다이빙 vs 펀다이빙
어떤 다이버가 묻는다. “저 사람들은 군인팀 인가요?” 어떤 강사는 탐사다이빙을 주
목표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어떤 강사는 배우며 즐기는 펀다이빙으로 표현한다. 탐사의
표현은 그 목적이 리서치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조직과 계획에 좀 더 치밀
함을 필요로 한다. 탐사에 참여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다이버에게는 안전을 위한 좀
더 많은 책임과 제약이 있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백마운트 vs 사이드마운트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군요….”라고 어떤 다이버가 말한다. 어떤 강사는 백마운트가
편하다고 하고, 다른 어떤 강사는 사이드마운트가 편하다고 한다. 백마운트 다이빙은
실린더를 등 뒤로 한 기존의 스쿠바시스템이다. 그리고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시스템은
등 뒤에 실린더를 마운트 하는 것과 달리 옆 또는 양옆에 실린더를 마운트 하는 형식이
다. 이 둘의 눈에 쉽게 보이는 차이는 백마운트가 등에 짊어진 형태로 출수 시 양손을
사용하기 쉬워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출수 지점에서 적당한 힘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
로 출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력이 약하거나 왜소한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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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 수 있다. 사이드마운트는 입출 수 시 짝이나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기통의 무게
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중이나 수면에서 이동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기통을
쉽게 탈부착 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크다. 기본적으로 시선을 조금 돌리는 노력만으로 호흡기 1
단계와 공기통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쉬우며 수중에서 공기통을 비롯한 공기공급 시스템의
장비조절이 편안한 장점과 수중유영의 좀 더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똑바로 할 것인가? 나에게 맞게 잘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같은 그림을 보고 서로 예쁘다고 느끼는 부분의 차이일 뿐이다. 이는
그림에 대하여 해석하고 지도해주는 사람의 영향이 커서 지도하는 사람의 편견은 의견대립이
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이빙에 있어서 기술은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라도 다이빙의 동기를 유
발시키며, 재미를 주고 계속적으로 다이빙을 즐기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족을 준다.
이것은 곧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이며, 그림의 한부분만을 고집하는 해석은 옳지 않다.
다이버들의 다이빙에 대한 열정과 몰입도가 늘어감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다이브 리
더를 맹신하고, 자신의 색이 아니라고?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자신과 다르게 다이빙한
다고 하여 다른 시스템과 다른 다이버로 잘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야가 넓어지고, 폭 넓은 이해를 통하여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면 이것 또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다. 당신과 다른 시스템으로 다이빙하는 다이버나 장비, 기술을 사용
하는 다이버를 만난다면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 보라.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 객관적 주
관적 시점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긍정적으로 토론하라. 반드시 나와 다르게 하는 이유
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도하고 도전해 보면서 다
이빙을 즐기는 것이 어떠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다이버라는 것이며 다이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서로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기술의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다이빙 활동에
도전하는 다이버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다이빙 기술과 장비, 시스템의 철학을 갖게 되는 것이
며 다이버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제리 양의 명언을 떠올리며 글을 마무리 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기술은 그 다음이다”- 제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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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이빙 Free Diving
- 경기종목에서의 프리다이빙과 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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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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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기종목에서의 프리다이빙과 AIDA

Competitive Freediving

빙도중 착용하고 있는 웨이트를 버릴 수 없다는 의미
이다. 모노핀과 양발핀 모두 사용 가능하다.

경쟁 종목으로서의 프리다이빙은 현재 AIDA Inter-

•	불변웨이트 핀제거(CNF) 불변웨이트의 규칙과 동일하

national(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나 오리발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생종목으로 2003년

Apnea)과 CAMS(World Underwater Federation)가 주관

AIDA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리다이빙 경기는 개인종목으로 개

•	자유하강(FIM) 다이버가 수직으로 하강라인을 당겨서

개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측정하는 공통점을 가지

수심을 향해 하강하고 수면까지 되돌아오는 종목으로

고 있으나, 2년마다 열리는 AIDA 세계 선수권 국가 대항전

흔히 불변웨이트와 비교해 비교적 쉬운 종목이다. 역

은 각국의 대표선수들의 종합 점수로 총점을 낸다. 올해는

시 하강시 착용한 웨이트를 수면까지 착용하고 되돌

AIDA 세계 선수권은 개인전으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

아 온다.

서 수영장 종목이, 그리스의 칼라마타에서 수심종목이 각
각 6월과 9월에 개최된다.
현재 총 9개의 프리다이빙 종목이 AIDA와 CMAS에 의

•	가변웨이트(VWT) 하강썰매를 이용해 최대수심까지 하
강한 후 핀 수영이나 하강라인을 당긴 추진력으로 수
면으로 되돌아오는 종목이다.

해 국제 공인 기록으로 인증이 되고 있다. 모든 종목은 남,

•	무제한경기(NLT) 다이버가 무호흡 상태를 유지하는 동

여 성별로 나누어지며 실내외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

안 가능한 모든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수심을 기록하

록을 나누지는 않는다. AIDA의 종목은 시합을 통하거나

고 수면으로 돌아오는 종목으로 하강라인을 이용해

개인 기록인증을 위해 행해질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깊이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다이버는 하강썰매로 하

NLT(노리미트)종목과 VWT(가변웨이트)종목은 개인 기록

강을 하고 공기주입이 가능한 부력 풍선을 이용해 상

인증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점프블루(Jump Blue) “큐브”라고도 불리며, 다이버가

프리다이빙 공식 시합종목

하강후 15m x 15m의 규격의 입방체를 가능한 멀리

제한수역(수영장) 종목

수영하는 종목(CMAS)이다.

•	수면무호흡(STA) 수면에서 얼굴을 물에 담그고 최대한
숨을 참은 시간을 측정하는 종목.

각 종목에 관해서는 각자의 규칙이 있다. 이러한 각 종목
의 규칙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수평 잠영(DYN) 제한수역 내 수면 밑에서 오리발을 착
용하고 최대한 수영한 거리를 측정하는 종목. 모노핀
(Monofin) 혹은 양발핀(Bi-Fin)을 선택할 수 있다.
•	수평 잠영 핀제거(DNF) 제한수역 내 수면 밑에서 오리
발없이 맨발로 최대한 수영한 거리를 측정하는 종목.
개방수역(수심) 종목

모든 AIDA 종목에서는 사전에 목표 수심을 등록하고 다
이빙을 해야 하며, 이는 공식 시합과 개인기록 도전에 공
통으로 적용된다.
•	불변웨이트(CWT) 선수는 하강라인을 따라 수심을 향
해 하강해야 하며, 턴 동작을 제외하고는 하강라인을
만져서는 안 된다. 불변웨이트란 의미는 선수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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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pnée)

록하는 것이다. 초보자 코스에서는 이전까지 수중에서 상상
하지 못한 수준의 편안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물에 대한 공포
심을 없애 프리다이빙 뿐만 아니라 수영을 비롯한 모든 수중
스포츠의 입문 단계로도 적합하다. AIDA의 모든 프리다이빙
코스는 AIDA본부에서 인증된, 심해 무호흡 다이빙을 포함한
충분한 경험의 프리다이빙 강사에 의해 진행된다.
초보자 코스부터 경기종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의 코스
가 전 세계에서 가능하며 매년 수천명의 새로운 다이버들이
그들의 다이빙 열정을 AIDA를 통해 발견하고 있다.
AIDA코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16이상이어야 하고
AIDA에서 요구하는 의학 보고서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하는
데 일반적인 스쿠버 자격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DA의
교육시스템은 해양실습 능력과 이론지식의 점진적인 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각 코스마다 이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1988년 영화 “그랑블루” 이후에 많은 기록들이 나왔기 때

따라서 다음코스의 등록을 위해서는 이전코스의 성공적인 수

문에….

료가 필수적이다. 마스터 코스인 AIDA 4*를 등록하기 위해서

통일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는 응급처치(First Aid/ CPR)자격이 요구된다.

CMAS가 더 이상 기록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이 국가적 스포츠 연맹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AIDA 교육지도

프리다이버들이 그들의 열정을 공유하고, 가르치기 위
해….
보다 안전한 프리다이빙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프리다이버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해서….
1992년에 AIDA가 창설되었다.

AIDA
AIDA는 전 세계에서 프리다이빙 코스를 진행하고 있고 강
사목록은 http://aidainternationa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는 현재 김효민, 노명호 2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다.
AIDA는 경쟁종목으로서의 프리다이빙 경기를 주관하는 협
회로서의 역할과는 별개로, 프리다이빙 지식과 과학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대 프리다이빙 발전을 위한
지식들을 연구하면서 AIDA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냈다.

입문코스는 수중활동의 경험에 의해 AIDA* 혹은 AIDA**에
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각 코스는 단순히 수심이나 다이빙 시간

1999년에 개발된 AIDA 프리다이빙 교육시스템은 꾸준히 성

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AIDA교육시스템에 의해 나

장해 전 세계 프리다이빙 교육시장을 이끌고 있다. AIDA강사

누어진 각 코스에서 수행하도록 요구된 이론과 기술, 안전에

들은 전 세계에서 각 수준에 맞은 모든 코스를, 각 지역의 수

대한 능력에 의해 나누어진다.

중 환경여건에 맞춰 진행한다. AIDA의 프리다이빙 코스에서
는 단순히 숨을 참는 기초교육에서부터 고급 프리다이빙 기
술이 적용된 스페셜티 코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프리다이빙이 처음이라면, 가장 좋은 접근방법은 코스를 등

134

스페셜티 코스로는 시합을 위한 안전 프리다이버, 경쟁종목
시합 프리다이버, 모노핀 프리다이버 등의 코스가 있으며, 별
도로 AIDA 공인 심판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

AIDA 세계기록
불변웨이트 핀제거 (CNF)

수면 무호흡 (STA)

101 m

67 m

11 min 35 sec

8 min 23 sec

Name : William TRUBRIDGE

Name : Ashley Chapman (USA)

Name : Stéphane MIFSUD (FRA)

Name : Natalia MOLCHANOVA

(NZL)

Date : 2012-11-20

Date : 2009-06-08

(RUS)

Date : 2010-12-16

Place : Long Island, Bahamas

Place : Hyères, France

Date : 2009-08-21

Place : Long Island, Bahamas

Place : Århus, Denmark
자유하강 (FIM)

불변웨이트 (CWT)

121 m

88 m

126 m

101 m

Name : Alexey MOLCHANOV

Name : Natalia MOLCHANOVA

Name : William TRUBRIDGE

Name : Natalia MOLCHANOVA

(RUS)

(RUS)

(NZL)

(RUS)

Date : 2012-11-20

Date : 2011-09-23

Date : 2010-04-10

Date : 2011-09-24

Place : Long Island, Bahamas

Place : Kalamata, Greece

Place : Long Island, Bahamas

Place : Kalamata, Greece

가변웨이트 (VWT)

수평잠형 핀제거 (DNF)

218 m

163 m

142 m

127 m

Name : Dave MULLINS (NZL)

Name : Ilaria BONIN (ITA)

Name : Herbert NITSCH (AUT)

Name : Natalia MOLCHANOVA

Date : 2010-09-27

Date : 2012-11-17

Date : 2009-12-07

(RUS)

Place : Naenae & Porirua, New

Place : Lignano Sabbiadoro,

Place : Long Island, Bahamas

Date : 2012-06-06

Zealand

Italy

Place : Sharm el-Sheikh, Egypt
무제한 경기 (NLT)

수평잠형 (DYN)

273 m

225 m

Name : Goran ČOLAK (CRO)

Name : Natalia MOLCHANOVA

Date : 2011-10-15

(RUS)

Place : Lignano, Italy

Date : 2010-04-25
Place : Moscow, Russia

214 m

160 m

Name : Herbert NITSCH (AUT)

Name : Tanya STREETER (USA)

Date : 2007-06-14

Date : 2002-08-17

Place : Spetses, Greece

Place : Turks & Caicos

AIDA는 1992년에 무호흡 잠수를 위해 설립된 전 세계적인 연맹으로, 프리다이빙
기록 공식 인증과 국제경기 주관, 프리다이빙 교육을 위한 기준안을 확립하고 있
다. 1993년 이래로 현재 230여개의 세계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증했다.
출처 : AIDA International http://aidainternational.org/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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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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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단체 소개

GUE

GUE는 어떤 단체이며, GUE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현재 한
국에서의 활동은 어떠한가?
GUE(Global underwater explorers)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교육과정으
로 운용되는지 알아보고,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GUE는 1998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활동한 동굴탐험 다이버인 제라드 자
브론스키(Jarrod Jablonski)가 수중교육의 품질 증가를 위해 창설하였다.
GUE는 자연보호론자, 탐험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기초가 되어 교육, 보
존, 탐사 3가지 특정 분야의 수중 활동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가장 진취적

글 오승철

인 다이빙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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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인 제라드 자브론스키는 1985년 빌 가빈(Bill Gavin)과 빌 메인(Bill
Main)이 탐사를 시작한 WKPP(Woodville Karst Plain Project) 동굴다이
빙 탐사 그룹에 동참하며 다이버로서 수많은 경험과 전 세계 기록을 보유
하고 있다. 현재는 케이시 맥켄리(Casey McKinlay)와 함께 WKPP를 주도
하고 있다.

WKPP의 초창기에는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다이빙을 배운 사
람들이 참가함으로써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다이버들이 동굴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팀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는 것은 안전이나 효율성 차원에
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라드 자브론스키는 WKPP 다
이빙을 실시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탐험 다이빙을 위해서는 장비와 기
술 그리고 팀워크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그 경험에 기초해 GUE를 창
설하였다.

다이빙의 안전과 효율성의 문제는 제라드 자브론스키 이전부터 시작되었
는데 맨 처음은 빌메인으로 그의 가운데 이름을 딴 호가르시안
(Hogarthian) 다이빙 시스템의 개념이 창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미니
멀라이즘한 철학적인 부분으로 그 이후보다 효율적인 장비 구성을 고민하
던 조지 얼바인(George Irvine)과 제라드 자브론스키가 창안한 것이
DIR(Doing IT Right?)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장비의 종류와 구성 그리
고 사용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1990년대에 동굴 다이버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제라드 자브론스키는 이 시스템을
더욱 세련되게 체계화하여 GUE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GUE 시스템이 엄격한 표준화를 주장하여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장비와 훈
련 구성에서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수중에서 다이버 팀이 효율성을 갖지

GUE의 요약
유형 : 비영리 단체
설립 : 1998년
본부 : High Spring Florida
초점 : 탐사, 보존, 교육
수익 : 회원 가입 및 기부
웹사이트 : www.gue.com

제라드 자브론스키(Jarrod Jablonski)의 약력
•President, Global Underwater Explorers,
1998 ~ present
•Board of Directors, Global Underwater
Explorers, 1998 ~ present
•Chief Executive Officer, Halcyon
Manufacturing, 2000 ~ present
•Chief Executive Officer, Extreme Exposure,
1998 ~ present
•Training Director, Woodville Karst Plain
Project, 1996 ~ present
•Training Director, National Association of
Cave Diving, 1997
•Training Committee Member, National
Speleological Society-CDS, 1995 ~ 1997
•Board Advisor, IANTD, 1996 ~ 1998
•Research Diver, University of Florida
Geology Department, 1993 ~ 1996
•Research Diver, University of Wyoming
Geology Department, 1996 ~ 1998
•Project Leader/Dive Leader: 1999 Britannic
Expedition, 1995 & 1996 Karst Dive (Turkey)
•Board Member, Florida Speleological
Researchers, Inc., 1998 ~ 2002
•Board Member, National Association of
Cave Diving, 1995 ~ 1998
•Board Member, National Speleological
Society, 1996 ~ 1998

못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지금은 GUE 멤버가 아니라도 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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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멤버들의 후원은 교육을 발달시키고 광범위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필수 요건이며 모든 후원금은 다이버의 안전과 수
중환경과 자원보호에 대한 인식 증가 노력을 뒷받침해 준다.

GUE의 교육
GUE 교육은 다른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볼 수 없는 뚜렷한 목
표, 성능, 기준을 수립하고 강사 및 다이버들의 Requalification
을 요구하여 다이버 능력의 높은 수준을 추구하기로 유명하다.
스타일의 다이빙 시스템을 적용하는 다이버들이 늘어나고 있는

GUE 다이버 교육은 GUE 다이빙 방식의 기반이자 가장 인기

추세이다.

있는 클래스인 동굴 다이빙 커리큘럼을 수정하면서 레크리에이
션 교육으로도 확장되어 시작되었다. GUE의 교육 시스템은 표

GUE의 목표

준화 된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다이빙 팀 내에서의 혼란을 줄이
면 팀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효율이 증가하고 각 다이버의 안전

국제적인 기반을 둔 다이버, 교육자, 탐험가들을 양성하고 이들

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주장(캡틴), 절차 시스템을 준수,

의 탐험, 연구 그리고 보존의 교육과 능력을 개발시키고 후원을

유지, 관리한다.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의 사진들은 전 세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탐사들이
며 이 탐사들 중 Project Baseline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세계의
수중 환경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연구한 자료를 공유
하며 전 세계 활동 상황을 알리고 있다.

•교육 과정 요약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케이브

레크리에이션 1

테크니컬 1

케이브 1

레크리에이션 2

테크니컬 2

케이브 2

레크리에이션 3

테크니컬 3

케이브 3

펀디멘탈

리브리더

스쿠터 1
드라이슈트
더블

GUE 다이버 교과 과정의 특징으로는 과정 지원 전 강사와 미
팅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함과 동시에 수영 평가를 받게 되며, 모
든 지원자들이 과정을 마친 후 합격, 불합격 및 조건부 합격 중
평가를 받게 되며, 본인의 가장 높은 자격으로 3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한 위의 과정들 사이에 25회 이상의 경험 다이
빙을 요구한다. 특히 모든 과정내에서는 금연이며, 특히 강사는
비흡연자이어야 한다. 또한 과정을 맞힌 후 과정에 대해 지원자

GUE의 운영
GUE는 비영리 단체로서 멤버쉽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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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평가를 하고 있다.

KUE의 소개

행했고, 2012년 독도 100m 탐사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실패, 그
리고 2012년 왕돌짬 60m 탐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울진 후
포 지역에 블루스톰, 왕돌짬 리조트의 후원을 받아 수심 30m
에서 120m 사이의 난파선들을 탐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두 번의 텍 캠프를 열어
윙 사용법, 스쿠터 체험, 난파선 다이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후포 블루스톰과 왕돌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텍 캠프

KUE는 2006년부터 GUE 교육을 받기 시작한 국내 다이버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2009년 8월에 정식 출범식을 가졌다. 모든 멤
버는 GUE 교육 과정인 펀디맨탈 교육 과정은 기본으로 이수하

* 한국에서 GUE의 자세한 과정 개최 내용 문의처
- KUE(www.kue.co.kr)
- 펀드맨탈 강사 오승철 010-7755-5370
- 펀드맨탈 강사 김영삼 010-3205-1803

여야 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멤버들의 다수는 테크니컬 1,
2와 케이브 1, 2까지 모든 레벨을 이수하였으며 현재까지 두 번
의 ITC를 통해 펀디맨탈 강사 2명을 배출하였다. KUE 회원은
GUE 총칙에 따라 올바른 다이빙 교육과 국내 수중세계를 탐
험 하고자 하는 교육단체를 불문한 멤버들의 모임이다. 교육으

오승철

로는 항시 전 과정이 열리고 있으며 월 정기 모임을 매달 가지

TNB scuba 대표
CMAS 테크니컬 트레이너
GUE 펀디맨탈 강사
GUE 텍2 레벨 다이버

고 있다. 특히 국내 탐사는 동해를 목표로 2008년부터 강릉 영
진아쿠아존리조트에서 바다 40~70m까지 자연 암반 탐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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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헬시온 싱글 인피니티 BC 시스템
글 이신우 / 사진 이신우, 헬시온코리아

이번에 소개할 장비는 헬시온의 윙 시스템이다. 윙 시스템은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레크리에이션과
테크니컬 다이빙 사이의 경계 선상에 서 있다고들 평한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레크리에이션 다이
빙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보수적인 강사나 다이버들도 있고,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하며 오픈워터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강사나 다이버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윙 시스템은 모
든 다이버들에게 ‘핫’한 이슈를 몰고 온 장비이다.

1. 브랜드와 역사
먼저 윙 시스템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처음 도입했다고
할 수 있는 헬시온에 관하여 알
아보아야 왜 이 시스템이 개발
되었고 상용화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잠시 소
개하고자 한다.
A. 헬시온 브랜드
1960년대부터 시작된 플로리다 주의 우드빌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지하동굴을 탐사하면서 탐험가들은 여기에 적합한 장
비를 스스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전세계가 주
목할 탐사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다이빙과 가장 긴 시
간을 다이빙하는 기록을 무려 7번이나 세웠다. 그러기에 헬시
온 장비의 최우선 과제는 내구성이 우선시 되었으며 이러한 노
력은 10년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8번이나 제품을 리콜하
는 정직성을 보였다.
현재 이러한 탐사는 탐험 단체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지역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헬시온은 이러한 모든 탐사를 지원하
고 장비를 테스트하며, 이것을 바로 생산공정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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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글로벌 품질보증/서비스 워런티를 제공한다.
C. 헬시온의 강점
-	16년간 전문 다이버들에 의해 다이버들을 위하여 디자인
된 장비이다.
-	탐사 장비는 무엇보다 내구성과 안전의 신뢰도(안정성)가
탁월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기준에 맞춰 만들어지고 극한
의 탐사환경에서 검증된 장비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에게
도 많은 이득을 준다.
-	제품 연구 및 개발(R&D)에서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과정
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진행된다.
-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헬시온 제품은 다른 장비 제조회사와 같이 다이빙과
관계없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장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극한의 탐사 다

반복되는 품질검증 테스트는 헬시온의 품질에 대한 무한
한 열정과 책임감을 입증해준다.
(출처 : halcyonkorea.net, 헬시온 코리아)

이빙까지 헬시온이 함께 하고 있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헬시온은 철저히 탐험을 위하여
B. 미션

제작되었으며, 탐험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 레크
리에이션 다이버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와 안전성을 보장
하는 장비를 개발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는 흡사 히말라야를 탐

“레크리에이션과 테크니컬 다이빙 탐험
가들 모두에게 최적의 다이빙 경험을 선사
하기 위해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장비를 디
자인, 검증, 그리고 생산한다.”

본사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
- 최고급 품질의 원자재와 생산기술만을 사용, 적용한다.
- 조달 받은 원자재부터 생산과정 중의 부품, 그리고 마지막
완성품까지, 품질 검증을 위한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과정
을 수 차례 진행한다.
- 레크리에이션부터 극한의 환경들 모두에서의 다이빙 경험
들을 두루 기반하여 획기적이고 튼튼하며 안전성을 신뢰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 세계 각국에 탄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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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탐험가들이 착용하는 N사의 히말라야 모델처럼 히말

허리부터 다리까지 항상 바닥으로 처지게 되어 수중에서 수평

라야를 탐험하는 탐험 팀이 착용 가능한 기능과 성능을 지닌

자세로의 다이빙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헬시온에서는 통합 웨

고가의 의류를 탐험 팀보다는 일반인들이 더욱 많이 착용하는

이트 포켓과 탱크 밴드에 연결하는 트림 웨이트 포켓, 그리고

것과 흡사하다고 본다. 요즘 한국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청바지

싱글 탱크 어댑터 사이에 넣는 웨이트까지 다이버의 수평자세

를 착용한 사람들 수만큼이나 기능성 아웃도어나 등산복을 착

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용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종류에는 통합 웨이트 포켓, 트림 웨이트 포켓, 싱글 웨이
트(싱클 탱크 어댑터에 삽입: 4.5Kg)등이 있다.

2. 윙 시스템의 특징

D. 싱글 탱크 어댑터

헬시온 윙 시스템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각

싱글 탱크 어댑터는 백플레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이트와 윙을 고정시켜 탱크와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만약 싱

A. 하네스와 백 플레이트

글탱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

백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1.75Kg) 혹은 스테인리

댑터를 사용하여 장착하고, 더

스 스틸(2.75Kg)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소재들은 더블 탱크를

블 탱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싱

받칠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글 탱크 어댑터를 제외하고 백

가벼운 무게로 해외 다이빙이나 열대 다이빙 시 주로 사용되

플레이트에 바로 더블탱크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

며, 스테인리스 스틸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알루미

댑터 사이에 웨이트를 넣어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늄에 비해 음성을 띄고 다이버

있다.

에게 일정 부분의 웨이트를 경
감해주는 작용을 한다. 헬시온

E. 신치 시스템

사의 장비의 경우에도 스테인
리스로 제작된 백플레이트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B. 윙
윙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는 한 개의 백 플레이트와 하네스를
보유하였다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시
에는 싱글 윙을 테크니컬 다이빙 시에
는 더블 윙을 장착하여 혼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레크리에이
션을 위한 싱글 윙의 경우에는 국내에
서는 대부분 30 파운드 윙을 사용한다.

헬시온 가장 큰 특징 중 하
나는 일반적인 테크니컬 윙 시

C. 웨이트 시스템

스템에 비해 편리성과 안전성
을 극대화한 신치 시스템(하네

스쿠버 다이빙에 있어 웨이트 분배 및 사용은 상급 스킬로

스 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만약 리에만 웨이트를 찰 경우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
이 윙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와 슈트 두께에 따
라 몸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편리성을 증가시켰
다. 따라서 윙시스템은 일반 BC와 달리 모든 체형과 사이즈에
상관없이 한 개의 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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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추가 장착 액세서리

볼트 스넵을 연결하여 게이지 및 레귤레

라이트 : 라이트를 하네스에 고정시키고

이터 고정 : 게이지와 레귤레이터를 볼트

고무밴드를 통해 밀착시켜 엉킴이나 끌

스넵 고리로 연결하여 몸과 밀착시킬 수

림을 방지시켜 준다.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패드 : 일반적인 윙 시스템의 단점인 장
나이프 : 다이버의

비 착용시 어깨에 지나친 하중으로 인한

안전을 위해 추가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패드를 부착할

장착하여 줄의 엉킴

수 있다. (인피니티의 경우 기본 제공)

이나 응급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
장착이 가능하다.
트림 웨이트 포켓 : 탱크를
아르곤 탱크 : 동계다이빙 시 드라이 슈

감싸는 탱크 밴드에 웨이

트의 공기 주입을 위하여 아르곤 탱크

트 포켓을 장착하여 허리

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에 쏠릴 수 있는 무게를 줄
이고 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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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자가 판단하는 타사 장비와 헬시온 장비의 차별성
■	헬시온 사의 다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뛰어나다.
■	일부분을 교환, 교체할 수 있게 유연성 있게 디자인 되었다. (다양한 옵션을 통해 편의성에 맞게 사용 가
능하다.)
■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간결하게 디자인되었다. (복잡한 디자인 보다 필요성이 있는 것만을 장착)
■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의 노력을 한다. (신치 시스템, 라이트 시스템, 스풀 시스템과 같이 불편함을 개선하
고 개량하여 시장을 선도해 간다.)
■	큰 규모의 회사가 되기보다는 작지만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춤 (필자가 만나본 헬시온 사의
대표와 운영진은 최고의 장비를 만들고자 하는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4. 추천의 글
오승철 (CMAS 테크니컬 트레이너, GUE 인스트럭터)
싱글 윙 시스템 초보부터 모든 사람들이 비기너에서 낼 이라도 빨리 상급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똑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여러가지 일 것이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기술을 배우며 다이빙을 많이 하면 된
다. 아주 쉽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일례로 모든 단체들이 자켓형의 BC로 초보 때부터 강사까지 가르친 후 좀 더 심오한 어려운 기술을 소개 한
다며 더블 윙시스템을 소개하며 테크니컬 다이빙을 시작한다. 그러면 테크니컬 다이버는 일반 다이빙을 어떻
게 할까? 테크니칼스럽게 할까? 아니다 그냥 좀 더 중성 부력과 저항에 유리한 싱글윙 시스템과 트림 자세를
유지할 뿐이다.
싱글 윙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좋은 기술을 배우며 다이빙 로그를 쌓는다면 누구보다 상급자로 빨리 갈 수 있
고 특히 테크니컬을 영역도 배운다면 같은 맥락에서 매우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찬 (영화배우, 탤런트 SSI 인스트럭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헬시온 장비를 선호한다.
■	백플레이트의 코팅과 마감처리가 뛰어나다.
■	심플하지만 정교한 장비이다.
■	최소화한 D링으로 모든 액세서리가 장착 가능하다.
■	심플한 하네스 위치 때문에 가슴과 배의 압착이 없어서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다.
■	크러치 스트렙을 사용하여 BC가 내 몸에 정확하게 장착이 가능하다.

5. 결언
헬시온 윙 시스템은 가장 심플하면서도 통일성을 추구하는 장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레크리에이션과 테크
니컬 다이빙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장비라 평하고 싶다. 자동차도 세단과 SUV의 장점들만을 모은 크로스오버 세단
들이 인기를 모으는 것처럼 헬시온 윙 시스템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도 언급한 “과연 윙시스템이 레크리에이션에 어울리는 장비일까?”의 대답은 이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
다. 이 글을 읽고 난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그 대답은 아마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싱글 윙 시
스템을 사용한 다이버의 수가 말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신우
SSI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 SSI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디렉터, ㈜블루노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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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Bobsled

열대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 도전은 늘 무모하다 글 홍숙영

도전은 늘 무모하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전

‘쿨 러닝’은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의 실화를 다룬 것으로 실제

혀 가망성이 없고, 실패가 뻔해 보이는데도 시작하는 이들은 기대

이들은 2000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세계 봅슬레이 챔피언

와 설렘을 안고 출발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하는 자와 관망하는 자

십에서 메달을 획득하였다.

의 차이가 아닐까?

썰매를 탄 선수들의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뜻하는 ‘봅(Bob)’
이라는 단어와 썰매를 뜻하는 ‘슬레드(sled)’의 합성어인 봅슬레이는

눈은커녕 평균 섭씨 삼십 도를 웃도는 더위에 땀만 비 오듯 쏟아지

1884년 스위스의 장크트모리츠에서 첫 경기가 열리면서 공식적인

는 열대 자메이카.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곳에서 동계올림픽 종목인 봅슬레이에 도전하는 어이없는 선수

처음에 봅슬레이의 썰매는 나무였으나 이후 금속제 썰매가 도입되

들이 있다. 영화 ‘쿨 러닝(Cool Running)’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었고, 코스도 비탈진 눈에서 콘크리트길에 인공 얼음을 입힌 전용

출전하려다 실패한 육상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새로운 종

트랙으로 바뀌었다. 스켈레톤과 루지 경기 역시 썰매 종목에 속하

목인 봅슬레이에 참가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욕조에 함께 들어가

며 같은 트랙에서 경기를 치른다. 스켈레톤은 몸을 엎드려 머리가

호흡을 맞추고 허허벌판에서 훈련을 하다가 무작정 캘거리로 떠난

앞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루지는 다리가 앞에 있고 누워서 타게 되

자메이카 선수들. 싸구려 썰매로 벼락치기 연습을 한 이들은 의외

는데, 평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며 브레이크나 조정장치 없

로 성적이 좋아 우승 후보로까지 주목받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순

이 어깨와 발로 조정한다.

간 예기치 않게 썰매가 고장 나는 바람에 썰매를 든 채 걸어 들어오
는데, 사람들은 노메달의 영웅들에게 격려와 환호를 보낸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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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슬레이는 큰 썰매에 2명 또는 4명이 들어가 약 1,500m의 트랙을

“새로운 도전이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 벅찬 기대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성적도 거두어야 하고 위험요소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자신의 성공을 그려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도는데 이 때 평균 시속 135㎞로 달리며, 특히 커브를

동안 근육을 만드는 음식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돌 때 압력이 중력의 4배에 이르기 때문에 봅슬레이나

않았다고 한다.

스켈레톤, 루지와 같은 썰매 종목에서는 종종 사고가 나
거나 선수들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010년 벤

사람들은 쉽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성공은 무모

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개막식 당일 루지 경기에 참가

한 도전에서 출발한다. 지금 하려는 일이 말이 안 되고

하기 위해 공식 훈련을 하던 그루지야 선수가 사망하기

어처구니없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이미 도전은 시

도 했다. 21살의 노다르 쿠마리타시빌리는 결승선 직전

작된 것이다.

에서 커브를 돌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 채 썰매에서
튕겨 나와 기둥에 부딪히면서 끔찍한 변을 당했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도전하는 이들의 심정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은 한결같다. 새로운 도전이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 벅찬 기대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좋
은 성적도 거두어야 하고 위험요소도 고려해야 하겠지
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자
신의 성공을 그려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들의 마음
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대회의 2인승 봅슬
레이 경기에서 원윤종과 전정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
하는 쾌거가 있었다. 선수라고는 실업팀 한 팀이 고작이
고 썰매 트랙이 없어 아스팔트를 질주하며 훈련했던 우
리 선수들의 이야기는 영화 ‘쿨 러닝’에 등장하는 자메
이카 선수들과 비슷하다. 썰매를 멈추는 브레이크맨을
담당했던 전정린 선수는 외국선수들과 비슷한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하루 10공기 이상 억지로 밥을 먹었고,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앞에서 썰매를 조종하는 파일럿을 맡은 원윤종은 3개월

홍숙영 지음・246쪽・값 15,800원,
상상채널(www.nae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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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김교수의

경영과 경쟁이야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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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경쟁 또 경쟁하라!
‘경쟁!’ 제대로 된 개인과 조직이라면 경쟁을 또 다른 성장과 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과정으로 여긴다.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도 그 결실인 행복도 없다.
또 ‘경쟁자’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또 다른 거울이다. 그래선지 개인 및 조직의 위기
는 대개 경쟁자가 사라질 때 시작된다.(김광희의 “당신은 경쟁을 아는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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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자동차’가 존재한다면?

EU 간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경제력 향
상으로 소비자들이 실용성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

기 시작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뭣보다 현대・기아

분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그럼에도 가정(假

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몫을 했음도 부정

定)을 하는 건 남는 미련 때문은 아닐까. 실수를 되풀이
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기(復碁)는 필요하다. 역사가 던지
는 심오한 교훈 때문이리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대・기아차를 욕할 순 없다. 누구건
크게 용쓰지 않아도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차지할

IMF 외환위기 당시로 되돌아 가보자. 1997년 초 기아

수 있다면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동차는 부도(이른바 기아사태)를 맞았다. 이는 외환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탓인

기 발발의 기폭제가 된다.

지 언젠가부터 현대・기아차는 갑(甲)이고 소비자는 을

국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아차는 우여곡절을 겪다
현대차로 넘어갔다. 만약 당시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乙)이다.
기업의 탐욕은 극히 정상이다. 탐욕이 존재했기에 오
늘날의 성장을 일굴 수 있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십수 년 전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다. 뭐하나 부러울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면 그

게 없어 보였던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 이 회장

어떤 고난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기업의 본

에겐 생전 가장 아쉬워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다고 한

성이다.

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산업’ 진출이었다.
이 회장의 숙원처럼 만약 당시 기아차가 현대가 아닌
삼성으로 넘어갔다면, 지금 자동차업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외환위기 당시 삼성은 집요한 노력을 기
울였음에도 기아차 인수에 실패한다.)
오늘날 삼성이란 브랜드와 비견되는 글로벌 자동차회

결국 욕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억제하게 만들어 소
비자를 봉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의 의사결정자(위정
자)들에게 돌아가야 옳다.
아무튼 현대・기아차의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것은,
대(對) 고객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사가 탄생했을까? 아니면 삼성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높은 경제력 집중도에 대한 논란

내 폐해의 목소리가 들끓을까? 둘 다 아닐 수도, 둘 다

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각에선 기업이 충분한 글로벌 경

일수도 있다.

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현대차와 대우차, 기아차 3사가 국내 패권을 두고 치

목소리도 있다. 허나 그 규모로 말미암아 시장 경쟁에

열하게 경쟁하던 시절, 국내 소비자들에겐 더 없는 좋

제동을 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은 시절이었다. 자동차 무이자 할부 판매 등 각종 혜택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쏟아졌다.
허나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해 국내 시장을 거의 독
점하면서부터 소비자들은 진정한 소비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우는 차치(且置)하자. 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 반해 A/S와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또 주요 옵션을 원하지 않는 선택 사양과 패키지 형태
로 묶어 판매해 고객의 선택지를 줄이고 있다. 얼마 전
엔 수출용 차와 내수용 차의 강판을 서로 다른 걸 사용

■ 경쟁은 태풍과 같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긴장하라. 그러다 한 방
에 쓩 갈지도 모른다.
“애국심도 없는 놈, 졸부 ×끼, 확～그어버려….”

승리란 아무에게나 퍼주는 무료급식소의 공짜 점심
(free lunch)이 아니다.

그렇게 취급받던 수입차였다. 덕분에 국내 시장이 개

반드시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큰 희생을 지불해야

방된 1987년 벤츠는 겨우 10대를 팔았다. 비참했다. 그

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참으로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러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수입차는 폭발적

그 피와 땀의 실체는 바로 ‘경쟁’이다.

으로 증가해 현재는 국내 시장점유율 10%대를 넘겼다.
몇 년 사이 수입차가 급속히 확대된 배경엔, 한국과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한 국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도 경쟁이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바로 경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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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앨 수 없는 존재다. 세상엔 경쟁이 존재함으로써 늘 새

문이다.
그래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선(善)이요, 숙명(宿命)이
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공통원리요, 전 세계 개인

롭고 유익한 기술이 태어날 수 있고 한 차원 높은 서비
스가 구현될 수 있었다.
특히, 기업 간 경쟁은 부추기는 게 옳다. 그래야 기업

및 기업이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다.
아는가? 뉴질랜드의 국조(國鳥), ‘키위(kiwi)’!

경쟁력도 생기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로서의 진정한 특권

이 새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는 못한다. 오랜 기간 자신

도 누릴 수 있다. 명심하라.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꽃

을 노리는 천적이나 먹이를 두고 다퉈야 할 상대가 없는

피우는 기름진 옥토와도 같은 존재다.

환경에 살다 보니 키위의 날개는 점차 퇴화했다. 결국엔

그러면 한결 친근하게 경쟁은 다가온다. 사실 우리 인

땅 위로만 거닐게 되었다. 그러다 이주민들이 데려온 개

간은 정자(精子) 단계에서부터 이미 수억 명의 상대와

와 고양이 등 포유류의 좋은 먹잇감이 되면서 한때 멸

물고 물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고, 그 결실이 최종 승

종 위기까지 몰렸다. 천적이나 경쟁자가 사라지면 평화

자로 우뚝 선 그대가 아니던가.

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되레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단 사

누군가 얘기했다. 경쟁은 매섭게 몰아치는 태풍과 같
다고.

실을 키위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 교육 현장에선 불미스러운 사태라도 불거

태풍은 큰 피해를 몰고 온다. 그러나 지구에서 태풍

지면, ‘경쟁 위주의 교육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단 한 마

이 사라진다면 열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

디로 모든 걸 결론지으려 든다.

도(赤道)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지고 그 이외의 지역

작금의 ‘싸이 열풍이 가요계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
범’이라는 맹랑한 비판처럼 말이다. 그런 탓에 경쟁은 거

은 온도가 내려가 생물이 살 수 없는 삭막한 불모지가
될 것이다.
그런 경쟁에 브라보!

악(巨惡)이라는 누명을 쓰고 만다.
로저 브라운 버클리음대 총장은 ‘글로벌 인재포럼
(2012)’에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교육기관은 정원
이 아니라 아마존의 정글이 돼야 한다.” 정글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진화하듯 국적과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융합하면서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선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다. 아니 그래야
만 한다. 교육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남는 건 잔혹한 재
앙뿐이다.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늘 교육에
서 나왔다.
경쟁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니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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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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읽는 경영학원론

마케팅원론

김광희 저, 412쪽, 19,000원
내하출판사(naeha.co.kr)

김광희 저, 320쪽, 19,000원
내하출판사(nae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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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

인어 할머니와 선장
국가 한국
분야 다큐멘터리,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84분
감독 임원순
각본 윤은영
촬영 정석호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쉽게 잊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글 홍숙영

삶의 가치나 일하는 소중함을 깨닫기에는 시간도 지혜도 부족할 뿐이다. 이런 우리의 각박하고 미
련한 삶에 다큐멘터리 ‘인어 할머니와 선장’은 잔잔하고 소박하게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일찍이 시인 유치환이 애달픈 국토의 막내라고 불렀던 울릉도.
고요하고 깨끗한 이곳에는 파도가 잦아들어 바다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어부와 해녀들
이 있다. 김화선 해녀와 양숭길 선장 역시 십 년째 배를 띄우고 물질을 하며 동료애를 다져 나가는
사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해녀의 나이가 91세라는 사실이다. 처음에 이들이 팀을 이루어 바
다에 나갔을 때 이웃들은 모두 할머니의 연세를 들어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아직까지 별 탈 없이
둘은 사이좋게 바다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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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는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는 굼뜨지만, 인어 할머니로 불리

같은 양선장이 있다. 둘은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는 아흔한 살의 김 할머니는 바다 앞에만 가면 마치 마법에 걸

챙기고 보살핀다.

린 듯 몸이 가벼워진다. 잠수복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인어 할머니는 일단 물에 들어가면 날랜 몸짓으로 익숙하게 홍

인어 할머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

합이며 소라, 전복을 딴다. 마치 농부가 밭을 일구듯 바닷속 생

다. 두 마리의 개를 키우다 얼마 전 새끼를 낳아 어미가 된 암캐

물들을 쓰다듬고 그들과 호흡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부지런히

의 산 바라지까지 모두 할머니의 몫이지만 할머니는 이들을 소

생을 일구는 것이다.

중히 돌본다. 가끔 고양이들도 할머니 집에 와서 생선을 훔쳐
먹고, 사고를 치지만 할머니는 이들의 재롱이 귀엽기만 하다.

양 선장은 이런 할머니와 10년째 뱃길을 동반하고 있다. 자신이

할머니가 계시는 방의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맑고 고요하고 바

이름을 붙인 목선 ‘세월’호의 선장인 그는 할머니가 잠수복을

르고 둥근 마음’이라는 글귀는 삶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와 할머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고, 배 위에서 문어 낚시를 하며 할머니

니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를 기다린다. 물질을 하고 돌아온 할머니의 추위를 녹여 주기
위해 선장은 늘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둔다.

우리는 생의 의미란 난해해서 알기 어렵고, 진정한 행복이란 얻
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섬에서 나고 자라 이곳에서 묻힐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어 할머니는 17살부터 물질을 시작했

한 해녀의 일상을 통해, 그리고 그녀 주위의 순박한 사람들을

다고 한다. 3남 1녀를 두었으나 딸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만족하며 사는 삶, 크게 구하지 않고

떠나고 두 아들은 바다가 삼켜버린 이후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

나누며 돌보는 삶, 끝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

마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낸 할머니의 곁에 이제는 아들과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대학에서
박사학위(미디어전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중재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혹 도시에 말걸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가 있으며, 다문화
TV 프로그램, 아동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TV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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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기본 상식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을 합친 합성어로 두 개의 기술을 합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여 가공하고 보존하고 전
달하고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ICT는 산업전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PC, 스마트폰을 통하여 홈쇼핑, 온라인예약, 온라인 금융업무, 원격교육 등과 같은 일을 하는데 바로 핵심
이 ICT 기술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ICT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으면 불편해서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던지 ICT 기술과 정보는 그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본 칼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CT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글 편집부

제 1 부 지능화된 금융사기 수법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최근에는 피싱에 이어 파밍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 홈뱅킹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날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은행과 같은 유명업체의 위
장 홈페이지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 이메일 사용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
하도록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장된 사이트 방문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확인하라고 요구받는다. 이때 입력한 금융정보가 누출된다. 즉 사이트 방문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비밀정보가 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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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개인)
➍
정보 편취

피싱 사기범
➊

피싱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등)

악성코드
유도
➋

➌

정상사이트

이용자

접속시도

파밍(Pharming)은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
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
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자의 컴퓨
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옮겨놓아 은행의 해당 사이트의 도메

피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보안성을 강화

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진짜 사

하고, 웹사이트를 속일 수 있는 위장기법을 차단하는 장치

이트로 오해하도록 유인하여 개인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말

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이나 이메일

한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이 유명회사를 사칭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공인인증서 무단재발급 예방하는 ‘전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장 사이트

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보안승급을 요구하는 이메

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일·문자메시지 응대 않기 등 명확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

등의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다. 즉 파밍은 피싱보다 한

해 주의한다.

단계 진화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파밍은 사용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속기 쉬우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평소 질문하지 않던 개인의 정보를 한꺼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배포

해커
금융정보 갈취

위조 사이트

번에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일단 파밍에 걸려들었
이용자

악성코드

된
위장

코드
동
악성
로이
이트
사
가짜

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된다.

정상 사이트
접속시도

정상 사이트

온라인뱅킹 악성코드 감염 예방법

-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한다.
- 잘 모르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않는다.
-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의 합성어이다. 무료쿠폰 제공,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메시
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메시지에 나타난 주소
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되고, 스마트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기 전, 온라인뱅킹을 이용하기
전에는 V3 검사를 한다.
-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된 링크는 직접 클릭해 접속하기
보다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확인한다.

폰 사용자의 결제정보를 빼돌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
니를 자동으로 구매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법

- 온라인으로 하는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조심하자.
피싱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거래 정보
를 빼내기 위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
해 만든 피싱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금융회

-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자.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하지
말자.

사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을 해도 피싱사이트로

-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자.

유도되는 ‘파밍’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직

-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

접 인증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어 결제사실을 모
르고 있다가 요금청구서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파밍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회사가 제

음에 주의를 하자.
-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자.

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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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제 4 회>

글/이미지 이홍석

Vegas 편집툴 ( 2 )

▶ 영상 Size & 프레임 수
영상 Size
예전에는 SD 720×480 사이즈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아날로
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바뀐 요즘에는 HDV 1280×720
나 HD 1920×1080 Full Size로 많이 제작한다.
최근에는 레드원이라는 4k 카메라로 4096×2304 Size로 영상
을 촬영하면서 HD화질보다 더욱 선명한 해상도의 영상을 제
작하기도 한다. 2013년도 올해부터는 전면 디지털방송으로 바
뀌면서 더 이상 SD Size의 영상은 제작하지 않는다.

베가스를 처음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편집을 시
작할 때 영상 Size와 주사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어
떤 방식으로 촬영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만약 SD 720×480으로 촬영하고 HDV 1280×720을 선택하고
편집한다면 결과물에 이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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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수
프레임수란 FPS(frame per secend), 1초당 몇 장의 화면으로
만들어진다.
영상은 여러 장의 화면들이 연속적으로 보여 지면서 하나의 연
결된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 진다. 영화는 24fbs, TV영상은 NTSC방식은
29.97fbs, PAL방식은 25fbs로 나누어지는데 PAL방식 같은 경
우는 거의 유럽 쪽에서 쓰이며 NTSC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에서 쓰는 방식이다.

▶ 효과편집 Cross fade
Cross Fade 효과를 사용하려면 Automation Cross Fade 버튼
을 클릭하면 된다.
Cut 편집 시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된다.

▶ 효과편집 Transitions
좌측 하단의 탭 중 Transitions를 누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모
아 놓은 창을 볼 수 있다.

Transitions 효과를 사용하려면 탭을 클릭해 클립과 클립사이
의 겹치는 지점으로 드래그 하면 된다.
오른쪽 클립을 선택하고 앞쪽으로 이동해 앞쪽의 클립과 겹치
게 하면 Cross Fade 효과가 적용된다.

효과를 적용하면 Video Event FX창이 열린다. 이 창에서 효과
의 옵션을 조절할 수 있다.
Preset의 우측을 누르면 미리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효과가 적용된 지점의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가 열리

값이 있다.

고 메뉴에서 Fade Type을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모양이 나타

여러 옵션의 항목을 슬라이더로 조정해 보면서 원하는 값의

난다.

효과를 정할 수 있다.

Transition을 선택하면 여러 종류의 디졸브, 와이퍼 등이 있고
선택하고 싶은 효과를 클릭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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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기본 값으로 입력되고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여러 효과를 추가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Fade 효과
각 클립의 우측 모서리 부분에 파란색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잡고 안으로 이동하면 Fade 효과가 실행된다.

▶ Color Corrector
기존 영상에 특별한 분위기의 색상으로 변환하거나 잘못 촬영
된 영상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Color Corrector 효과를 영상 클립에 끌어 놓으면 Video Event
FX창이 열린다.
3개의 원 Low, Mid, High 기능은 영상을 어두운, 중간, 밝은 영
역으로 나누어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Fade Out 효과가 적용된 클립이다.

▶ 비디오 FX
비디오FX는 영상 전체에 효과를 적용 시키는 화면 효과이다.
영상의 색상을 바꾸거나, 노이즈 만들기, 테두리 만들기, 필름
효과 등이 있다.
비디오 FX탭을 클릭하면 좌측에 효과 종류 항목이 보이고 우
측에는 효과 미리 보기 화면이 있다.

선택한 효과를 클릭하고 영상 클립에 드래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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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 : 채도 조절
Gain : 영상의 밝은 값을 조절 어두운 부분은 영양이 없다.
Gamma : 중간 값 조절
Offset : 전체 값 조절

기본 값으로 돌아가려면 더블 클릭한다.

▶ 칼라 커브(Color Curves)
선의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색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Preset
우측 메뉴의 미리 만들어 놓은 Worm Color, Cool Color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앙에 ＋모양을 잡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바뀌고
중심을 이동할 수 있다.
1번은 안쪽 원의 모양과 경계 지점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2번은
바깥 쪽 원의 모양과 경계 지점을 부드럽게 한다.

▶ Color Gradient
Media Generators탭을 클릭해 Color Gradient를 선택하면 많
은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Elliptical Transparent to효과를 선택해서 클립위에 드래그
한다.

▶ 타이틀
타이틀을 만들려면 Media Generators탭을 클릭한다.

Transparent to효과를 클립 위에 끌어다 놓은 화면과 효과가
적용된 미리 보기 화면이다.

좌측 메뉴에서 Text를 선택하면 여러 종류의 예제로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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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색상은 Properties탭을 클릭해서 정한다.

샘플 타이틀을 선택하고 비디오 트랙 위에 드래그 해 놓으면
타이틀을 만들 창이 열린다.

Tracking은 자간 거리, Scaling은 글자 크기를 조절한다.

▶ CD 음악 추출
CD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파일메뉴 Extract Audio From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체, 크기, 정렬방법 등을 지정한다.

CD를 클릭한다.

Placement를 클릭해 글자의 위치를 결정한다.

Exrtract Audio from CD창이 열린다.

마우스 포인터로 글자를 잡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Action : Read by track은 사용하고 싶은 트랙을 선택할 때 사

좌측 메뉴의 기본 설정된 위치를 클릭해도 된다.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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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여러 장의 화면들이 연속적으로 보여 지면서
하나의 연결된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 진다. 영화는 24fbs,
TV영상은 NTSC방식은 29.97fbs, PAL방식은 25fbs로
나누어지는데 PAL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유럽 쪽에서 쓰이며
NTSC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에서 쓰는 방식이다.”

Read entire disc는 CD 전체를 추출할 때 선택한다.
Read by range는 시간을 정하고 추출한다.
Read entire disc 또는 Read by track을 선택하고 원하는 트랙
을 결정한 뒤 Read by range를 다시 선택하면 선택한 트랙들
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고 Play버튼을 누르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Action에서 Read by track을 선택하고 원하는 트랙을 Ctrl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여러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트랙을 결정하고 완료되면 OK버튼을 클릭한다.

▶ 익스포트(Export)
편집이 끝나면 파일로 출력해야 한다.
실행 방법은 File메뉴에서 Render As를 선택한다.

저장 창이 열리면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Render AS창이 열리면 여기서 파일형식과 Template에서 화질
을 선택해야 한다.

추출한 음악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으로 import하여 편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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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스는 여러 종류의 파일을 출력할 수 있다.
Mpeg1, Mpeg2, Mpeg4, MOV, AVI, WMA, MXF 등의 동영상 파일과 각종 오디
오 파일을 지원해 변환 프로그램 없이 여러 종류의 파일 출력이 가능하다.

렌더링 진행과정과 완료가 된 상태이다.
Open을 클릭하면 파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미디어 플레이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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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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글 김부경

Deep Blue Quest
(PADI 5 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S-19577)
E-mail : russellkrogh@deepbluequest.com | Web : http://www.deepbluequest.com/
Russell W. Krogh (PADI Master Instructor)
Dive Center : 031-944-8309 | Cellular : 010-2289-9024

Escape! Explore! Experience! That's the motto for Korea's

탈출하라! 탐험하라! 경험하라! 이 셋은 국내 유일의 PADI

only PADI Five-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 Deep

인증 5성급 강사양성센터인 ‘딥 블루 퀘스트(Deep Blue

Blue Quest.

Quest)’의 모토다.

Run by American expat Russell Krogh (not the Australian

미국인 러셀 크로(Russell Krogh, 동명의 호주 배우와 혼동

actor), the shop not only caters to its Korean clients, but it is

하지 말 것)가 책임을 맡고 있는 ‘딥 블루 퀘스트’는 내국인 상

the only English-speaking dive shop in the country. On

대 서비스에 더해 영어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

staff, Deep Blue Quest has one Korean Course Director,

일의 다이빙 숍이다. ‘딥 블루 퀘스트’에서는 한국인 코스디렉

one Master Instructor, one Korean and one American

터 1명, 마스터 강사 1명, 한국인과 미국인 강사양성센터(IDC)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Staff Instructors, one Korean

스텝 강사 각 1명, 한국인 오픈워터 강사 1명, 그리고 다이브마

Open Water Instructor, and two Dive Masters, all of whom

스터 2명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모든 PADI 교육과정과 고객의

allow the shop to teach any PADI course and to cater to its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clients' need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shop's success is

‘딥 블루 퀘스트’의 주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PADI 교육과정

because the PADI courses they teach to most of their

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국인이라도 영어 과정을

Korean clients are in English. It allows Korean nationals to

수강하며 PADI의 자격증 과정을 밟는 동시에 영어 실력을 쌓을

practice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while getting certified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은 과정을 함께 수강할 수도

in a PADI course. These PADI courses are often mixed with

있어 문화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pats clients as well, so it also becomes a cultural
exchange opportunity.
Because Deep Blue Quest is Korea's only English-

강의가 영어로 제공되는 국내 유일의 다이빙 센터이기에 많

speaking dive center, expats frequently sign up for their

은 외국인들이 PADI 교육과정을 수강하러 찾아온다. 게다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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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courses. And because Deep Blue Quest is the only

내 유일의 PADI 인증 5성급 강사양성센터란 점에서 외국인들

PADI Five-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in Korea,

은 PADI 전문가 과정을 밟아 PADI 전문직에 진출할 기회가 있

most expats tell me that they are amazed and happy that

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반갑다고 말한다.

Deep Blue Quest can teach them all the PADI specialty
courses and help them become PADI professionals.
Deep Blue Quest also host two diving tours annually

‘딥 블루 퀘스트’는 또한 1년에 두 번 해외 다이빙 투어를 개

outside of Korea so its clients can get additional diving

최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여행하며 색다른 다이빙 경

experience while traveling with a group they're comfortable

험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with.
In addition to teaching PADI courses, the Deep Blue

PADI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아울러 ‘딥 블루 퀘스트’의 직

Quest staff involve themselves in Project A.W.A.R.E. activities

원들은 연간 A.W.A.R.E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육지와 해양을 청

throughout the year by organizing or participating in

소하고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다이버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워

community clean-ups both on land and sea, and

크숍을 개최한다.

conducting workshops for divers and non-divers who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To understand how far this dive shop has come, you
must understand its owner.

이 다이빙 숍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해하려면 대표인 러셀
크로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Russ' first visit to Korea was in 1979 as a U.S. Army

러셀은 1979년에 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주둔하

Soldier stationed on the DMZ. And he fell in love with the

게 되면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주둔기간 동안 한국인들과

people, the rich culture we offer, and the beautiful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landscape. But as with most Soldiers, Russ had to leave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러셀도 다음 임무를 위해 한국을 떠

Korea for another assignment. He kept fighting with his

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한국에 보내달라고 상관들과 씨름한

leaders to be sent back to Korea and finally he got his wish.

끝에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 DMZ 인근 기지에 2년을 더

He was back on the DMZ for another two years. When his

주둔하게 된 것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러셀은 고향인 위스콘

contract with the Army finally ended, Russ was shipped

신으로 회송되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온통 사랑하는 한국에

back to his home in Wisconsin. All he could think of was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생기자마자 한국에 돌아

returning to his beloved Korea. First chance he could, he

왔다. 국내 모든 미군 기지에서 경영과 응용범죄학을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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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back as an expat. He got a job as a college professor

대학교수로 부임하여 21년을 일한 것이다.

teaching Business Management and Criminal Justice to
American Soldiers on all the bases for 21 years.
In 2000, Russ' life changed forever. That's when he took

2000년 러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PDAI 과정에 입

his first PADI course. Three years later, he became a PADI

문한 것이다. 3년 후 러셀은 PADI 전문가가 되었으며 다른 한국

professional and opened the Western Quarter Scuba Diving

인 PADI 강사와 함께 파주에 ‘웨스턴 쿼터 스쿠버 다이빙 숍

shop in Paju part-time with a PADI Korean instructor. At that

(Western Quarter Scuba Diving Shop)’을 개설했다. 당시는 파

time Russ catered to the Soldiers stationed here. But as the

주에 주둔 중인 미군을 상대로 영업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

years progressed and the Koreans and expats around the

나 한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에까지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러

country heard about his shop, he quit his job as a professor,

셀은 교수직을 그만둔 후 숍 이름을 ‘딥 블루 퀘스트’로 바꾸고

changed the name of his shop to Deep Blue Quest, and

스쿠버 다이빙 세계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 집중했다.

focused on teaching the wonderful world of scuba diving.
Russ has obviously done a great job with his job and

러셀의 노력은 ‘딥 블루 퀘스트’가 2011년 PADI로부터 5성급

PADI recognized that in 2011 when they named Deep Blue

다이빙센터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결실을 보였다. 또한, 올해 1

Quest as a PADI Five-Star Dive Center, and again in January

월에는 5성급 강사양성센터로 인증을 받았다.

when the shop become a PADI Five-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Russ is a Master Instructor and is training for the Course

러셀은 현재 PADI 인증 마스터 강사(Master Instructor)이며,
2014년에 코스디렉터 과정을 밟기 위해 준비 중이다.

Director course in 2014.

스쿠바 그린피스
Tel : 010-5256-3088 | E-mail : james007@korea.com
Web : http://www.scubamall.kr/
강정훈 대표
• PADI 코스디렉터
• Tec Deep 강사 트레이너

• Tec Trimix 강사 트레이너

• 재호흡기(MK6) 강사 및 다이빙관련 40여종 스페셜티 강사 트레이너

스쿠바다이빙 교육은 인스턴트가 아니다!

바다 환경오염의 척도가 우리의 미래다!

스쿠바 그린피스는 국민 체육 진흥공단에서 주최한 1991년

Project AWARE(Aquatic World Awareness and Education)

서울 국제 레저 산업전이 발족한 그 이듬해 1992년 4월 1일 공

재단과 함께 출범(1992년)했던 스쿠바 그린피스는 세계 최대의

식적인 사업 개시한 이래 오늘에 이르렀고, 내셔날 지오그래픽

전문 잠수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다이빙여행(900여 차례)

에서 인정한 인천 최초의 PADI 강사양성 센터(#6305)로서 수준

에서 일관되어 온 환경활동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의 바다

높은 사업 및 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하는 다이버 훈련, 잠수장

(삶의 터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상어, 거북이, 만타가

비 판매, 다이빙여행, 환경보호 행사 등을 위해 다이버 인구의

오리 보호 및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응, 이 순수한 투쟁을 다이

저변 확대 노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빙과 함께 계속해야 하는 이유 등, Alex Earl(Project AWARE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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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리이사)님 역시 “향후 20년의 해양 보호에 대한 인류의 절

험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며, 세월의 낭비를 막을 수 있

대적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라고 말한다.

다는 점이 유리하지만, 그 메뉴의 다양성 불충분으로 롱런이 어
려워질 것이다. 평생 취미로 손색이 없는 스쿠바 다이빙에서 스

일회성(인스턴트) 교육은 다이빙 교육이 아니다!

쿠바 그린피스의 고객에 대한 모토는 “당신이 스쿠바 다이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나머지 모두를

스노스키어나 골프, 웨이크보드 등 다른 활동적 스포츠를 즐

충족시켜 드립니다.” 이다. 따라서 스쿠바 그린피스에서는 PADI

기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이버들도 초보급과 중급 사이에 묶

프로그램의 기초과정에서부터 강사과정까지는 물론 테크니컬

여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으며,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

다이빙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발전하려면, 우수한 다이브센터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인천 유일의 다이브 센터이다.

통해 기술을 어렵지 않게 발전시킬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다이브센터의 필요성이 교육이다. 스쿠바 그린피스는 이

강사 스스로의 다이빙 정보와 기술 축적은

를 해소하기 위해 매월 5회 이상 잠수풀에서 회원 미팅을 갖는

고객에 대한 약속이다!

반복, 재교육(Scuba review)에서 회원 상호간 친목의 진작이 형
성되어, 2013년 현재 약 900여 차례의 국내외 다이빙여행과 함

이 시간에도 스쿠바 그린피스에서는 “늘 새로운 일이 벌어진

께, PADI 프로레벨 및 강사양성의 300여 명의 강사를 포함하여

다.” 라고 PADI 코스디렉터인 스쿠바 그린피스 대표 강정훈은

3천2백여 명의 다이버를 배출하였다.

말한다. 그는 플로리다 동굴협회 회장(Jeff M Loflin)으로 부터
아시아 최초 사이드마운트 강사과정 수료 후 사이드마운트 다

우리 사회를 슬프게 만들지 말자!

이빙 저변확대에 보탬이 되었고, 지난해 역시 한국최초 재호흡
기(MK6) 강사과정을 거쳐 강습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스쿠바 그린피스는 잠수장비 매출 역시 동일업종의 업계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쿠바 그린피스에서는 지난 1월 20일

20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그동안 회원, 고객님과

섭씨 0℃의 아이스다이빙에서 재호흡기(MK6)의 필드테스트를

함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잠수 장비판매(정품)의 균형발전을 거

거쳤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하여, 현실 적용에

듭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특히 스쿠바 그린피스의 관리 프로그

의한 보다 효과적인 재호흡기 강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

램 중 하나인 장비 및 교육 평생 A/S의 커다란 장점은 고객 만

다. PADI 재호흡기 코스의 우수한 강습 시스템은 재호흡기 다

족도의 커다란 부분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스쿠바 그린피

이버인구 저변확대에 가치를 충분히 제공함은 물론 다이빙산업

스의 기틀이 되었다. 이는 정직한 가격의 의미와 합리적인 유통

에 기여할 추가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을 거쳐 공급되는 가격질서를 지켜왔다는 의미이다. 수두룩한
강제옵션, 끼워 팔기, 애매한 포함사항 등이 거래(강습) 종료 후
우리 사회를 슬프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화가게의 고객은 만화가게 주인과 흡사해진다!
만화가게 주인 스스로 재미없는 메뉴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고객은 주인이 추천한 메뉴를 집어 드는 것이 모

김부경
PADI 한국지역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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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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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검사

Your passport and declaration card, please.
여권과 신고서를 주세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Yes, I do.

No, I don't.

있습니다.

없습니다.

Please open this bag.
가방을 열어 보세요.

What'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Gifts for my friends.
친구에게 줄 선물입니다.

Do you have any other baggage?
다른 짐은 있나요?

You have to pay duty on this.
이것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How much is the duty?
과세액은 얼마입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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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세관
customs duties 관세
declare 신고하다
clearance fee 통관세
clear 신고하다
customs declaration form 세관신고서
duty-free shop 면세점

No, nothing.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is is a gift for my friend.
이것은 제 친구 선물입니다.

It is not new.

이건 새것이 아니고 쓰던 것입니다.

What do you have in this bag?
이 가방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Daily necessities. These are my personal
things.
일용품이요. 이것은 제가 쓰는 물건들입니다.

It's a underwater camera gear.
수중카메라장비입니다.

다이빙 편
브리핑(입수준비)

How long will it take from here to the dive site?
다이브 사이트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What is the name of this dive site?
이번 다이브 사이트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Where should I enter?
어디서 입수할까요?

Should I enter with a back roll?
백롤 방법으로 입수를 해도 됩니까?

How long will we bottom time?
다이빙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How deep will we dive?
수심은 어느 정도로 다이빙하나요?

Drift dive? Or will the boat anchor?
조류다이빙? 아니면 보트 앵커로 합니까?

Can I use the anchor line during the descending
(a safety stop)?
하강(안전 정지)하는 동안 앵커 라인을 잡을 수 있나요?

Who is my buddy?

내 버디는 누구입니까?

Could you assist me when I enter(exit)?
입수(출수)할 때 도와주시겠습니까?

Where will we meet after the entry?
입수 후에 어디서 만납니까?

When should I let you know my air pressure?

dive site / dive pointer
다이브 사이트/다이브 포인터

on the surface 수면에서
at the bottom 수중에서
maximum depth 최대수심
bottom time 잠수시간
descend / go down 하강
ascend / go up 상승
safety stop 안전정지
decompression stop 감압정지
air pressure 잔압
anchor 앵커, 닻
Drift dive 조류다이빙

내 잔압을 언제 알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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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 소개 2

-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You are the ONLY ONE, LAYANG LAYANG

글 / 사진 이민정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 다이빙 리조트가
생겼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곳은 라양라양이 처음이었다. 물론, 시파단
의 카팔라이 리조트도 작은 모래톱 위에 수상 방갈로를 지어 만든 리조트지
만 어느 날 뜬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파단 섬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져 있었고, 본섬에 있던 PSR(Pulau Sipadan Resort)에서 본섬
리조트 철수 계획이 예정되면서 세워진 리조트였다.
라양라양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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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라양라양을 방문했던 것은 2008년 5월, 그리고 이번 2013년 3월 리조

트 문이 열자마자 다녀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안내하고자 한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북서쪽으로 320km. 짙푸른 바다 한가운데 뉴칼레도니아 항공사진처럼 예쁜
타원형의 환초가 있고 그 한쪽에 얹힌 섬, 라양라양 리조트. 그냥 보면 섬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자연적인 섬
이 아니라 시멘트를 부어 만든 인공 섬이다. 섬의 크기도 비행기의 활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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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바다 한가운데에 다이빙 리조트가 존재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살펴보았다.

들고 말레이시아의 공식 영토로 해군이 주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시설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1992
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섬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

라양라양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

양 환경을 가진 환초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되고 다

이 그리고 대만의 6개국이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빙리조트로 개발을 결정하게 되어 최대 수용인원 15

난사군도에 위치하고 있다. 108개의 산호초로 구성된 난

명, 600m의 활주로를 갖춘 리조트가 오픈한 후 꾸준한

사군도는 1930년대 프랑스가 잠시 영유한 이후 2차 대

수요증가로 2년 후인 1994~1995년에 걸쳐 86개 객실과

전 중 일본, 그 후 이런저런 이유로 6개국 사이에 무력충

수영장 그리고 1,300미터의 활주로를 가진 지금의 모습

돌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위치상으로 당연히 말레이시

으로 재 단장하게 된다. 이로써 분쟁은 일단락된 것처럼

아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는 있지만 교통 및 군사상의

보이나 중국이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현재도 섬

이유와 함께 일본이 우리 독도를 탐내고 있는 것과 비슷

의 동쪽에 말레이시아 정규 해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

한 경제적인 맥락으로 난사군도 부근에 해저유전, 천연

반인들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아직도 계속되

가스 등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어느 한

고 있는 말레시아 당국의 긴장의 끈을 엿볼 수 있다.

나라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 들지 않는 까
닭이었다. 거기에 지리상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중국이

라양라양 리조트는 앞서 말한 대로 1,300m의 활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가 리조트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리조트 주변

되어 왔다.

으로 심어진 나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버
려진 잔디밭처럼 되어 있으며 리조트 시설과, 다이브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상세히 보여준다는 구글지도에

터, 선착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 육상관광은 끝이 난다.

서도 LAYANG LAYANG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다만 한 가지 사방이 바다로 열려 있어 날씨만 좋다면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 라양라양의 이름은

바다에서 뜨고 지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SWALLOW REEF는 제비암초라고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전체 환초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준다. 섬의 동쪽

는 표류의 의미를 가진 LAYANG을 두 번 쓰면 연

코너 부분은 조류 보호지역으로 제비, 왜가리, 갈색 발

(KITE)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자유를 상징하는 의

을 가진 부비새, 큰 제비갈매기 등을 포식자로부터 지켜

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아마도 분쟁의 한 가운데

주는 안식처가 되고 있다. 모래톱에는 새들이 알을 낳는

있는 라양라양의 고뇌를 대변해 주는 이름이 아닐까 한

곳으로 3월에는 알을 품고, 4~5월에는 부화되어 보송보

다.

송한 털이 자라고 있는 새끼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포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쟁의 와중에 1982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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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난사군도의 리프 중 보르네오섬의 사바주와 가

현재 리조트는 말레이시아의 대형 호텔체인인

장 가까운 리프 일부를 매립하여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

AVILLON에서 전체 운영을 맡아 관리해 오고 있다. 물

한 준비 작업으로 둥그런 환초에 첫 채널(진입로)을 만

론, 처음 개발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리조트 겸

해군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6개월만 운영하는 리조

산호가 많이 파괴되어 있었는데 지난 3~4년 전부터 크게 번성

트 치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게 된 가시왕관 불가사리(Crown of Thorns Sea stars) 때문
이라고 한다. 이 불가사리는 지금도 필리핀 등지에서 많이 발견

1년 중 3~8월 단 6개월만 문을 여는 라양라양에 왜 전 세계

되는 종인데 산호의 가장 큰 포식자로 산호를 감싸서 몽땅 먹어

의 다이버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일까?

You are the ONLY ONE!!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초는 물때에 따라 물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 지역의 산호는 약 160여종에 이
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0여종의 중대형 어류를 포함한 약
657종에 이르는 다양한 어종(2006년 Gerald R. Allen 박사 연
구 기초)은 그 개체 수 또한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
기에 해마다 6개월 동안의 휴식기간을 통해 말 그대로 자연 치
유의 힘으로 원시의 환초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해 보니 지난 2008년과는 다르게 리프의

가시왕관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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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상어

버리는데 그 천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얕은 수심의 리프는 많은 산호초와 어류의 터전이 되

리조트에서는 사바 주의 허가를 얻어 지난 2~3년 동안

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0여 미터를 전후해 직벽의 형태

꾸준히 불가사리를 제거해 왔으며 지난해 시즌이 끝날

로 수십, 수백 미터의 수중 절벽을 이루고 있다.

무렵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불가사리에 약을 주사

3월 평균시야는 30미터, 4~7월은 통상 40미터로 드라

해서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온이 올라

마틱하게 떨어지는 수중절벽을 잘 감상할 수 있는 맑은

가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고 이로 인해 이미 많은

시야를 자랑한다. 리프에 발달한 마크로 생물과 조류를

부분의 산호초가 파괴되어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타고 근사한 군무를 펼치는 잭피쉬, 바라쿠다, 거북이,

필요할 것 같다.

만타, 이글레이, 모블라레이 그리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
는 돌고래 떼의 방문까지, 다이버들이 원하는 대형 어종

학자의 눈이 아닌 다이버의 눈으로 볼 때 라양라양의

부터 아기자기한 다양한 색상의 물고기들이 이곳에 다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있다. 이 모든 환경과 이유에 더하여 라양라양을 그 중

있는 곳이 아닌 희소성에 있지 않을까 싶다.

에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귀상어
SCALLOPED HAMMERHEAD SHARK 의 출연이다. 끝

지난해부터 전세 비행기가 운항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없이 펼쳐지는 블루워터를 탐험하다 보면 어느새 나타

겨우 12명이 탈 수 있는 경비행기만이 운항되어 말 그대

난 회색 몸통을 가진 귀상어와의 조우, 모든 다이버의

로 주 3~4회 스케줄로 최대 36~48명만이 들어가고 나

꿈이 아닐까 한다.

올 수 있었다. 규모가 큰 리조트를 생각해 본다면 1~2일
에 드나드는 인원과도 비슷한 수치이다. 즉, 1일 12명이

물론 시즌 내내는 아니지만, 저 멀리 남미의 갈라파고

넘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 리조트

스나 코코스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귀상어를 이곳

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비행기

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허탕을 치더라도 다시 한 번 이

좌석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앞뒤가 막힌 고립된 곳이

곳 라양라양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해양 생물들에게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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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었을까…, 해양생물들도 망망대해를 떠돌다 만나

2000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2001년 115마리를 시작

게 된 잘 발달된 산호와 풍부한 먹잇감으로 인해 이곳

으로 2006~2007년 298마리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망치

을 떠나지 않고 그 개체를 늘리며 해를 거듭해 오늘의

상어가 어디로 가버린 건지 잡혀버린 건지 최근엔 그 수

라양라양을 이루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가 다시 줄어드는데 해마다 메인 시즌과 그 개체수가 변

동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동남아 인근에서 귀상어를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곳 또
한 라양라양이다. 리조트 오픈 기간인 3월부터 8월까지 월별로 보면 역시 4월과 5월이 근소한 차이
로 가장 많이 관찰되어 라양라양 다이빙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귀상어가 나타나는 시즌은 3~6
월, 4~7월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2013년 시즌의 시작엔 약 20여 마리의 귀상어를 시
작으로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일행에게 나타나 주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라양라양 요약
시즌
리조트 오픈은 3~8월까지 6개월간이며, 그 중 가장 하이 시즌은 4~5월이다.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
가는 방법
라양라양은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를 통해 들어간다. 인천~코타키나발루는 현재 대한항공(주2
회), 아시아나항공(주6회) 그리고 저가항공인 이스타항공이 주 4회 운항한다. 말레이시아항공은 현
재 직접 취항이 모두 취소된 상태이다. 라양라양은 코타키나발루에서 전세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항공사

인천출발

코타도착

코타출발

인천도착

운항일정

수하물규정

인천도착

대한항공

18:30

22:50

00:20

06:30

주 2회

기본 20kg

09:00

아시아나항공

20:00

00:20

01:30

07:30

주 6회

기본 20kg

09:45

이스타항공

19:35

23:50

01:00

07:10

주 4회

기본 15kg

06:25*1

코타키나발루에서는 당일 연결되지 않으며 리조트 오픈 기간인 6개월 동안 전세기가 주 3회 운
항된다.
항공사

코타출발

라양도착

라양출발

코타도착

운항일정

수하물규

전세기

06:00

07:00

07:30

08:30

주 3회

전체 30kg

2012년 이전 12인승 경비행기와 2012년 이후 40인승 전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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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안내

다이브센터 안내

08:00, 11:00, 15:00 다이빙 스케줄에 맞추어 뷔페 형식으로 1

다이브센터는 07~17시까지 운영되어 제티 다이빙도 17시까지

일 5회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며 커피기계가 있어 말레이시아의

는 끝내야 한다. 최소 수면휴식시간은 1시간이며 매 다이빙 후

유명한 통갓 커피와 화이트 커피를 상시 즐길 수 있다. 바에서

리조트로 돌아와 쉬며 첫날 장비 세팅을 제외하고는 스텝들이

는 매일 4~7시 happy hour를 통해 주류, 음료를 30% 할인을

모두 관리하나 마지막 날 장비정리는 본인이 직접 하게 된다. 현

해준다. 리셉션에는 06~23시까지 직원이 항시 대기하므로 언제

재는 5명의 다이브마스터가 라양라양에 상주하고 있다. 라양라

든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영장 타월(1일1장)과 콘센트

양 시즌 15년차인 다이빙매니저 제스퍼 Jasper Bell Kanau, 7번

소켓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일정 마지막 날 오후에는 새들이 알

째 시즌을 맞는 활발한 에너지가 넘치는 아만다 Amanda

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키우는 작은 모래톱으로 배를 타고

Cheryl La Brooy, 6년차 리치 Ritchie Alester Lee, 이번에 우리

가서 사진도 찍고 새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객실은

팀을 가이드한 뛰어난 노래실력 귀염둥이 3년 경력 벤 Bandzey

전체 84개 구조가 모두 같다. 기본 비누만 구비되어 있으므로

Bin Julian , 2년 경력의 제슨 Jeson Polimin. 모두모두 라양라양

욕실물품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관리되고

의 생활을 즐기며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만들

타월을 이용해 만타, 뱃피쉬 그리고 귀상어 등의 센스가 있는

기 위해 노력한다.

장식도 잊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객실의 복도와 바
닥은 마루로 되어 있고 벽도 얇아 옆방에서 나누는 이야기 소

이후 전세기 좌석현황에 따라 추가로 다이브마스터 5명이 들

리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방음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

어오게 되면 성수기에는 전체 10대의 보트가 운영된다. 대부분

로 배려가 필요하다.

다이브마스터들은 라양라양 시즌을 보내고 시즌이 아닌 때에는
코타키나발루를 베이스로 활동한다고 한다. 다이브마스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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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은 가장 선호 포인트는 단연 Wrasse point와 Gorgonian

한 다이빙 시스템이 운영된다. 기본 하루 3회 진행되는 보

Forest였다.

트다이빙 중 오전 2회 동안을 귀상어 다이빙, 오후 1회 리
프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다이브센터 내에 각각의 포인트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그림 앞에 모여 다이빙 브리핑을 하고 출발한다. 채널을 지

귀상어는 깊은 수심, 대양으로 무리 지어 다니는 특성이

나 환초 밖으로 나가면 파도가 높은 날이 많아 입출수에

있어 얕은 수심에서 입수 후 리프와 떨어져 블루워터에서

특히 유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 팀이 10명씩 다이

흐르는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망치상어 떼가 어디에 몇 시

빙을 하는데 가이드는 1명씩 배정되어 다이빙 포인트를 고

쯤 지나가는지 알 수 없으나 가장 많이 발견되었던 오전시

려할 때 최소 중급 다이버 이상 추천되는 곳이다.

간을 기준으로 Gorgonian Forest와 Wrasse Strip을 메인
으로 한다. 약 15~30분 귀상어를 찾다가 리프로 되돌아와
다이빙을 마무리 하게 되는데 코너에 위치한 포인트의 특

다이빙사이트 안내

성상 조류가 강할 때는 리프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환초를 둘러 약 14개의 다이브 사이트가 개발되어 있고

하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블루워터 다

다이브 포인트까지는 약 10~20분 소요된다. 라양라양에 리

블루워터에서 출수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푸른 물을 제외
이빙마저 특별하게 만드는 곳이 라양라양이다.

조트는 라양라양 리조트 단 한 개밖에 없으므로 다이빙도
스케줄을 맞추어 최대한 겹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진행된

렉 포인트 Wreck Point

다. 대부분의 생물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가

리조트 정면 길게 가로지른 방파제 앞쪽에 위치해 있다.

운데 라양라양의 하이라이트인 귀상어 다이빙을 메인으로

수심 5~15m 사이는 모래사장과 산호 밭으로 형성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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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사이트 지도

평이한 곳이다. 모랫바닥에는 여러 종류의 고비들이 거

레스 스트립 Wrasse Strip

주하고 있고, 모래와 바위틈 사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가

아톨의 북서쪽 편. 완만한 경사가 수심 25m정도까지

오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고개를 돌려 외해 쪽을 살펴보면

이르다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절벽이 되

대형어류를 만날 수 있고, 체크 다이빙사이트로 추천된

어 나타난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풍성한 산호초와 다

다.

양한 대형어종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사이트이다. 물론,
귀상어를 포함해서 말이다. 고고니언 포레스트와 함께

밸리 Valley

현지 가이드가 꼽는 최고의 사이트이다.

섬의 서쪽 끝 환초에 위치해 있고, 추천 다이빙사이트
이다. 수심 5m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경사로 수심 30m
까지 이르고, 이 경사면을 따라서 볼 것이 많다. 다양한

크랙리프 Crack reef / 샤크케이브 Shark cave /D
월 D-Wall / 런웨이 Runway

열대어들이 매우 풍부하고 암초와 모래사장 사이에는 화

전체적인 다이빙사이트들의 모습이 비슷하다. 전형적인

이트팁 상어와 레오파드상어가 한가롭게 쉬고 있다. 수

수중절벽을 따라 다이빙을 하게 된다. 시파단의 사우스

심 20m사이에는 바라쿠다와 만타가오리를 만날 수 있으

포인트나 행잉가든 포인트와 비슷한 모습이다. 수심 10m

며 귀상어가 나타나는 Wrasse Strip과 이어져 있다.

정도까지는 산호 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으로는 수
중절벽이다. 이 절벽의 움푹 패인 곳이나 넓적하게 튀어

고고니언 포레스트 Gorgonian Forest

나온 평평한 곳에는 상어와 가오리 그리고 거북이들이

아톨의 동쪽 편. 라양라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

많이 보인다. 최근엔 산호가 많이 파괴되어 조금 아쉬운

경사면을 따라 다이빙을 진행한다. 수심 25~40m 경사면

포인트이다.

에는 커다란 항아리 산호와 고고니언 씨팬이 장관을 이
루며 잭 피쉬나 푸질리어 떼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제법 큰 사이즈의 Bat fish떼를 만날 수 있으며 커다란
몸집의 톡투스와 바라쿠다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보다 깊
은 수심에는 귀상어가 나타나는 곳이다. 지형상 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곳으로 강한 조류일 때는 경사면
의 하향 조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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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주)액션투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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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2013년 월별 다이빙투어 일정 안내
역
말레이시아 전지

문의처 : (주)액션투어 Tel : 02-3785-3535

보드
태국 시밀란 리버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4월 17~22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5박 6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시파단. 2013년 시즌을 기다

특징 	시밀란 마지막 시즌을 향해 달려봅니다!

리는 라양라양.

역
인도네시아 전지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4월 8~16일

일정 최소 6일

일정 8박 9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가장 작은 생물부터 가장 커다란 생물까지, 그 모든 것

특징 서 서
 남아시아의 보석 몰디브로 떠납니다. 잔여 2석 추가

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라양
말레이시아 라양

모집 중! 2013 ~ 2014 시즌 상시 모집 중!

암팟
인도네시아 라자

출발 2013년 3월 ~ 8월

출발 2013년 4월 25일 ~ 5월 9일

일정 7박 8일

일정 14박 15일

모집 확정일정, 잔여 2석

모집 확정일정

특징 	해마다 3~8월에만 갈 수 있는 곳.

특징 인 인
 도네시아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라자암팟을 비롯하여

라양라양으로 망치상어를 만나러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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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서남아시아 몰디

할마에라 섬까지 가는 최고 일정.

멕시코 칸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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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팔 팔
 라우 스포츠가 2년여의 리노베이션 을 거쳐 SOLITUDE

유명한 시노테 다이빙과 칸쿤에서의 다이빙 후 유명 유적

로 다시 태어납니다. 2013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하게 되

지인 치체니사 관광까지. 멕시코 일정 후 쿠바 관광 시 23

어 한국 다이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 2013 한국 다이

일 리턴.

빙엑스포 스페셜 프로모션을 준비합니다.

단
말레이시아 시파

보드
인도네시아 리버

출발 2013년 9월 14~22일

출발 2013년 11월 3~17일

일정 8박 9일

일정 14박 15일

모집 확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2013년 추석을 시파단에서! 2013 시즌 상시 모집 중!

특징 인 알려지지 않은 인도네이사의 보석, 반다해로 떠납니다.

팔라우 리버보드

스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코코

출발 2013년 11월 17~22일

출발 2014년 9월

일정 5박 6일

일정 20박 21일

모집 확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럭
 셔리 리버보드 SOLITUDE와 함께하는 리버보드 다이빙

특징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아일랜드로

2014년 떠납니다.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등 상시 출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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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대표 : 이민정
대표전화 : (02) 3785-3535~6, 팩스 : 02-6015-4646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52-1 크로바빌딩 본관 401호
홈페이지 : www.dive2world.com

* 항공권 실시간 예약 /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

말레이시아 : 라양라양, 랑카얀, 시파단

몰디브 : 리브어보드

인도네시아 : 마나도, 발리, 롬복,
코모도, 라자암팟

태국 : 시밀란, 리브어보드

팔라우 : 씨월드, 네꼬마린, 리브어보드

필리핀 : 모알보알, 보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등

호주 : 대보초, 리브어보드

홍해 : 샴엘세이크, 후루가다, 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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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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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달팽이관의 염증
저는 49세 남성입니다.
올 봄 4월경에 집에서 갑자기 두통과 구토하는 등 멀미증세를 심하게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1, 2차 병원과 대학병원 모두에서 동일하게 ‘달팽이관 염증’ 진단을 받았
습니다.
2개월 정도 투약하고 평상시 증세는 사라졌으나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많이 흔들거
나 격한 운동(조깅 따위)을 하거나 과로하면 두통과 약간의 멀미증세가 다시 나타
납니다.
얼마전 다이빙을 다녀왔는데 첫날 제2회 다이빙(24m/40분) 후 선상에서 심한 두통
과 구토를 하였습니다. 수면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제3회 다이빙을 마쳤고 하루 쉰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
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
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
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
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
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
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
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번 토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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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시 2일간 반복 다이빙을 하였는데 견딜만한 약간의 두통(이전에는 다이빙
시 느끼지 못했던 두통입니다) 이외에 별 지장 없이 마쳤습니다.
한 달 후쯤 다이빙을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병증을 가지고 다이빙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달팽이관 염증’ 원인이 다이빙과 관계가 있는지요?
자상하신 답변 기다립니다.
다이버들의 건강지킴이로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 : 내이염
달팽이관의 염증이라면 내이염 이라는 질병인데 내이에 실질적인 “염증”이 생겼다면 어지
럼증 뿐 아니라 청력 자체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사 분들이 환
자분에게 설명하기 쉽게 “달팽이관 염증”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내이염이 아니고 내이 기
능 장애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다이빙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실제 달팽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다이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현재 별 증상이 없다면 다이빙을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 다이빙 후 현기증이 나타난다면 다이빙을 중단하시고 내이 감압병을 의심하고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급적 안전한 다이빙 프로필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계획에 의거하여 다이빙을 실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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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권유합니다.
잘 다녀오셔서 결과를 다시 올려주시면 모두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Q : 쳄버 치료 후의 두통
안녕하세요 저는 3년 가량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스터로 생활

Q : 압력평형, 쳄버 테스트

한 다이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제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귀를 다쳤는데 고막에 구멍이 나서 고막 성형술을

주 업무가 체험다이빙을 하거나 가이드를 보는 일을 했는데요. 직

하고 7~8월달에 모두 완벽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이 없다 보니 바쁜 날에는 체험다이빙을 했다가 가이드를 보다

그리고 난 후 수영도 하게 되고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가 하며서 5회에서 6회 다이빙을 했습니다.

탔지만 전혀 이상도 없었고 그 당시 이퀄라이징도 가능했던 것으

말도 안 되는 다이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안

로 기억합니다.

전을 지킨다고 안전 정지와 상승속도 그리고 딥스탑까지 생각하면

제 질문은 ‘해병대 수색대’에 입대하여 정밀신검 중 진해 해군병원

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에서 ‘챔버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 약 18m 수심의 기압으로 준다

잘 아시겠지만 피치 못하게 급상승을 할 때도 있었고, 하루에 몇

고 알고 있습니다.

번이나 다이빙을 하다 보니 추운 다이빙도 많이 하였고, 체험다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퀄라이징 할 경우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한

빙을 혼자 진행하다 보니 두 사람을 동시에 잡고 움직이다보면 힘

지 여쭙고 싶습니다.

든 다이빙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체험과 펀다이빙 가이드를 오가다 보면 10m, 20m를 번갈아 가면

잠수 전문의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서 수면 휴식 시간 없이 다이빙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기전에 코막힘 없으라고 ‘오트리빈’을 한번 코에 뿌리고 들어갈

항상 바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밥값은 하자는 생각에 별말 없이

겁니다(약 2시간전에 뿌릴겁니다).

일했고요.

이 테스트에 통과가능한지…. 그리고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

큰 사고가 있던 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날 무리한 다이빙 후 결국

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벤즈에 걸렸습니다.

A : 압력평형

증상은 다이빙 후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수중 20m 가량에서
골반 통증이 있었고 챔버 치료를 제주에서 받고 제주에서 다이빙

쳄버테스트는 결국 하강할 때와 같은 압력 상승을 통해 압력평형의 가

을 그만두고 올라왔습니다.

능한가 여부를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예 무리없이 통과가

문제는 집에 와서 부터 하루 종일 두통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입니다.

챔버 치료 후에는 가끔 머리가 아팠는데 비행기가 원인인지 지금

그런데 오트리빈을 (2시간 전에) 뿌리고 들어가서 통과하는 것은 좀 곤

은 하루 종일 두통이 있습니다.

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게보린이나 타이레놀 펜잘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는 없고요.

평소에 압력평형에 무리가 없었다면 쳄버테스트에도 아무런 무리 없이

처음에는 감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 지

합격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트리빈을 뿌리고 테스트 할 이유도 없고 필

금도 두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압치료를 다시 받아야하는 건가요?

오트리빈을 뿌리고 테스트에 임한다면 일종의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

재압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제주를 다시 가자니 비행기가 좀 걸리고요.

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고, 오트리빈은 어떤 이유로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곳을 가자니 부산 말고는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도 찾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점이 장점보다 훨씬 많은 의약품 중 하나라는

을 수가 없네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요약을 하자면

걱정 마시고 테스트에 당당하게 임하시기 권유합니다.

1. 쳄버 치료 후 가끔 두통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대답 : 오트리빈
제가 겨울에 입대하고 또한 콧물이 있거나 감기에 걸리면 이퀄라이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 오트리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꺼림
칙한 일이라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비행기에서 내린 뒤 하루 종일 두통이 있습니다.
3. 감압병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재압 치료를 한다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A : 쳄버 치료의 원칙

꼭 합격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쳄버 치료를 어떤 테이블로 몇 차례나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을 말씀 드리자면 모든 감압병 증상이 완전히 소멸된 후 한 차례 더
쳄버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만 국내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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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면 그것도 감압병을 다시

항생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을 복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세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압병의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통증이고 두통이기 때문에 현재 느

다이빙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이런 상흔에 대한 치료는 해줄 수

끼는 두통은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본토에서 치료받는 가장 확실한 곳은 통영 세계로 병원입
니다.
두통이 고정되기 전에 가급적 일찍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쾌유를 빕니다.

Q : 심장판막증
제가 초등학생 5학년쯤 심한 감기로 인하여 류머티스열에 의한 심
장판막증이라는 질환이 생겼습니다.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Q : 뭔가에 쏘였는데

거의 모든 심장판막증이 류머티스열에 의한 심장판막증이라고 하
더군요.

안녕하세요.

질문의 주요는 이게 아닌데^^;;

다이빙 중에 뭔가에 쏘였습니다.

아마도 제생각으로는 약 7년간의 4주마다 주기적인 페니실린 주사

뭐에 쏘였는지는 못 봤는데, 어떻게 치료해야하나요??

와 중학생때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도 아스피린? 항

필리핀 세부 수심 5m 안전정지 중 쏘였습니다.

생제 약을 복용해서 승모판막 협착증인 것같아요.

발은 산호에 근접해 있었으나(5~10cm) 산호에 직접 닿지는 않았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던 것 같습니다.

1) 승모판막 질환 : 승모판막 협착증,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
2) 대동맥판막 질환 : 대동맥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증
3) 삼첨판막 질환 : 삼첨판막 협착증, 삼첨판막 폐쇄 부전증
4) 폐동맥판막 질환 : 폐동맥판막 협착증, 폐동맥판막 폐쇄 부전
네이버에서는 대충 이정도로 심장판막증이 나오더군요.
여기 속하는 어떤 것도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안되나요?
제가 지금 호주에 있는 에얼리비치라는 곳에서 휘트선데이 아일랜
드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합니다.

▲ 쏘인 당일 상태

▲ 이틀째 경과한 후

당장 내일이라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좀 바보 같지만 일단 그냥 무작정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구멍이 여러군데 있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쏘였을 당시에 고통이 매우 심하고 하루정도 통증이 지속되었습

A : 류마틱 심장 질환

니다.

감기로 인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급성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연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다른 주사(뭔지는 모르겠습니다.)를 맞았고

쇄상구균(Streptococcus) 염증을 앓고 나서 그 균에 대항하기 위해 몸

이 상처에 대해서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에서 만들어내는 항체가 관절에 가면 관절염, 콩팥을 공격해서 생기는

진통제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두면 통증은 없습니다.

신장염, 그리고 심장 판막을 손상시켜서 심장판막염 등이 류마티스 질

붓기가 좀 있고(크록스 신발을 신으면 뒷꿈치가 손가락 한마디 정

환입니다.

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이빙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현재 심장의 상태 혹은 판막의 상

상처부위를 살짝 만져보면 감각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심장 내과에 가셔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촬영 등을 해보면 현재 심

현지에서 딱히 답도 나오질 않고 답답하네요.

장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심장이라면 다이빙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A : 해파리
물속에는 해파리 포자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쏘이며, 지금도 그런 것

호주에서는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
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점검해보고 시작하시기 권유합니다.

같습니다만 현재 상처는 처음 다친 것보다 2차 감염이 심해서 사진으
로 봐서는 저도 잘 감이 오질 않는군요.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위를 손가락(손톱)으로 긁어서 2
차 감염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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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감압병?
박사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남기는 첫 글이 이런 글이라 죄송해요.

조속한 시일에 아니 시간 내에 쳄버 치료를 받으시고 작업 환경을 바

우선 저는 7년간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꾸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리한 다이빙을 해오지 않은 탓에 단 한번도 쳄버에는 안가봤는
데요.
문제는 제가 한달 전부터 산업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원양

Q : 수족관 다이빙

상선의 선저 작업이 대부분인데요.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안녕하세요.

300m 길이의 선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수족관에서 근무를 하고

수심은 대부분 10m 안팎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요. 오르락내리

있습니다.

락하면서 평균수심은 10m 안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의 평균수

저는 10m의 수조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3~5m의 수조를

심도 10m에 가깝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수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합니다만 가끔씩 작업이 많아

저희는 수조에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무척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고 지연되면 6시간정도 머무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기통을 2개 쓸정도의 작업도 있구요.

현재 저의 증상을 말씀 드리자면 3일 전에 새벽작업을 했는데요.

물에 나와서는 달리기를 한 것처럼 거친 호흡을 하며 나오게 됩니

새벽 3시에 입수하여 출수를 7시경에 하여 4시간가량 있었습니다.

다. 개장 시간도 있고 다른 할 일들도 많아서요. 빨리 해야 하는

수심은 평균 8m 정도였으며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이빙 사

입장이라….

이사이에 수면으로 몇번에 걸쳐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하강하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잠수병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다는

다를 반복하며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손에 힘을 많이 쓰며 과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흡을 하였습니다. 출수하고 난 후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른

수심이 낮더라도 힘든 작업을 장기간 오래 하다 보면 몸에 안 좋

곳은 괜찮은데 손가락마디(특히, 손가락의 중간 관절들)가 엄지를

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외한 네 손가락 모두에서 욱신거리고 관절부위를 누르면 통증

안전을 위해 챔버 이용을 생각해 보았는데 박사님의 조언을 부탁

이 있는데요.

드립니다.

3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제 증상이 감압병 초기가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부산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만 열악한 환경이

RDP에 의거하여 과호흡을 야기하는 수중노동에 의한 가산수심

아닌가 싶어서요.

4m를 더하여 계산을 하면 무감압한계를 넘기는 작업이 대부분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껴본 것이 처음인지라….

A : 나이트록스 강추

질문드려 봅니다. 이 통증이 그 날의 작업 중에 손을 많이 썼기에

재미있는 질문이라 답변도 길어질 듯 합니다.

욱신거리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미세한 감압병 증세인건지 궁금합

현재 다이빙 교육계에서 다루는 “무감압한계”라는 것을 해부해보면 수

니다.

심, 시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게 써내렸습니다.^^

물론 나이트록스의 경우 사용하는 기체라는 변수가 첨가되고 드라이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상담해주시는 박사님께 감사

슈트 혹은 아이스 다이빙 쪽으로 가면 “수온” 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

드립니다.

나기는 합니다만 “사용하는 공기의 양”에 대한 배려(?) 혹은 고려에 대

늘 행복한 다이빙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A : 감압병!

다이빙 시간, 수심, 사용 기체, 수온 이외에도 사용하는 기체의 양이라
고 하는 변수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불철주야” 라는 표현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감압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고압에서 다이버의 신체 조직에 녹아 들

감압병이라는 것에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가는 질소의 양과 그 질소를 배출하는 속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증상의 경·중이야 있겠지요.

녹아 들어가는 질소의 양은 깊은 수심에서 당연히 고압으로 많은 양이

수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오르락내리락을 했고 시간은 중간 중간 쉬는

녹아들 것이고 오랜 시간 다이빙 하면 역시 많이 녹아들 것이고 사용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무감압한계를 훌 쩍 넘기고 있고

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많이 녹아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리한 작업을 계속하였으면서 현재 그 작업을 주로 한 관절 쪽에 통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용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증이 오고 있다면 감압병이 온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시 깊은 수심과 다이빙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수중에

산업 혹은 상업 다이빙 쪽에서 얼마나 많은 감압병 피해자가 있는지를

서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많은 양

아신다면 아마 그 쪽 일은 하지 않으실 듯 합니다.

의 공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많은 양의 질소가 녹아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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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수족관 작업 뿐 아니라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상업 다

2 )	현장에 100% 산소를 비치하시는 정도의 예방 조치를 해수면 좋을

이빙 등에서도 공기 소모가 많아지는 경우 반드시 잠수 계획에 이에

듯하고, 또 무리한 프로필이라고 판단되면 그 산소를 아낌없이 사용

대한 고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시고

10m에서 무갑압 한계가 잠수 표에 따라 약간 씩 차이가 나지만 대충
180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수면 공기 소모율에 따라 편안한 작

3 )	공기 대신 나이트록스로 작업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면 큰 도
움이 될 듯 합니다.

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기보다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양
의 공기를 소모할 것이고 한 번의 잠수에서 두 탱크를 사용한다면 그
허용 잠수 시간도 분명 짧아져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수심 5m에서 강사교육을 하면서 한 탱크
로 100분 정도 있어보니 거의 공기가 바닥에 가까와져 오더군요.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만일 두 탱크로 200분 정도 있는 경우를 산정해보면 이건 무감압한계
를 분명 초과하는 시간을 다이빙 하게 될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수심이 10m나 되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가 일쑤이
고 두 탱크를 사용할 정도의 작업을 한다면 분명 감압병에 대한 신경
을 쓰는 것이 더 안전한 편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부러워하는 투의 말씀을 남
기셨습니다만 어떤 직종이건 Salvage 작업을 하는 산업 잠수 영역이
아니라면 다이버를 고압 산소에 밀어 넣어가면서 작업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물론 감압병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였습니다만 현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
태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방적인 조치로써
1 ) 가능하면 상승 속도를 더 느리게 조절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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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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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

잠수의학코너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
글 편집부

스쿠바다이빙은 물속에서 하는 스포츠라 감압병 말고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응급처치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한다. 이유는 응급 처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일 경우도 있겠지만 도울 재능이 있는 사람도 확실치 않은 결과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두
려움 때문이다. 응급처치에 관한 이런 문제는 스쿠바다이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Wikipedia)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지 묻는다.
일반인의 적극적 구호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착한 사마리아

없음을 인식하고도 구호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을 처

인의 법이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피해를 준 경우에 민・

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구호자의 보호와 구조할 위치에 있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는 사람이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
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구조 거부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

관련된 사례

지만, 시행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한국에서의 사례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얼마 전에 전 프로야구 임수혁 선수가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사회 구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함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으로써 눈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응급자가 있어도 제대로 구조하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

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라고도

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경우는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

하며,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외국에서의 사례

선한 사마리아인의 유래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치게

•드라마에서의 사례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월화드라마 ‘러브스

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인용하였다. 식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구제해 준다. 예수는 이것을 빗대어

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 폐쇄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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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 이수인(김태희 분)이 아직 전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문적인 의술을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 신분임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에도 불구하고 응급시술을 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

때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며

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

이수인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
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결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반인에게는 약간의 감면 여지를 주지
만, 업무수행 중인 의료종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여기

한국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

서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선박
의 응급처치담당자, 구급대까지 포함된다. 응급구조를 해야 하는

한국은 완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다만 선한 사마리

강제성은 없고 과실을 감면해 주는 정도의 제도인 것 같다. 이것도

아인의 법을 약간 적용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
을 테니,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구제해 줄지는 여전히 의문

•일반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

이다. 앞으로 완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

마음이다.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
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참고문헌]
1.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자료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2.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http://www.kgsn.org/)의 자료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
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
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의료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
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
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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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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다이빙법률코너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글 편집부

스쿠바다이빙은 해양스포츠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종목 중 하나인
데, 이는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도 명시되지 않고 어디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스쿠바다이빙은 종목의 특성상, 해상운송 부분에는
낚시어선어법과 수상레저안전법, 공기탱크충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중
사냥에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
에는 스쿠바다이빙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스쿠바다이버의 이동 수단에 관련된 법률
2. 스쿠바다이빙에 사용하는 공기탱크의 압축공기 충전에 관련된 법률
3. 스쿠바다이버의 수중사냥이나 수산물 채집이 저촉되는 법률
4. 스쿠바다이버가 바닷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취득하면 저촉되는 법률
5. 다이빙 장소에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법률적 효력
6. 다이빙하기 전에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7. 산업잠수 분야에 관련된 법률

1.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스쿠바다이버의 이동 수단에 관련된 법률
1  ) 해상운송을 규율하는 국내법 체계

스쿠바다이버가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서 이동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해상운송을 규율하는 국내법으로는 해운법, 유선및도선사
업법, 낚시어선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법은 ‘해운법’이다. 그러나 해운법은 육
지에서 제주도나 울릉도를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과 같은 대
대적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예상하고 규정된 것이므로 보다
적은 규모의 유람선(예, 성산 일출봉을 한바퀴 돌아오는 정도
의 배)이나, 도선(예, 성산항과 우도 사이를 왕복하는 배)에
대하여 해운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어, ‘유선및도선사업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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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해상 레저활동의 증대로 낚시꾼들과 같이 수 명

현재 다이버가 주로 이용하는 선박은 낚시어선업법에 관리되

수준의 소그룹이 어항 근처의 갯바위나 해역으로 이동해야 하

고 있는 낚시어선을 타거나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리되고 있는

는 소형 해상운송수요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수 명 수준의

개인 레저모터보트를 주로 타고 있다. 그러나 낚시어선은 낚시

소그룹이 이동하는 데 ‘유선및도선사업법’상의 대형 유선이나

어선업법에 의해 스쿠바다이버가 타면 현행법으로 불법이라고

도선을 이용할 수도 없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소형 어선을 이

판례가 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개인 레저보트는 선주 자

용하는 탈법 사례가 많아지자, 차라리 소형 어선에게 최소한의

신과 지인들만이 탈 수 있는 배로써 타인에게 운임비를 받고 태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고, 위 소형 해상운송수요를 ‘소형 어선’이

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물론 리조트 선주들은 다이버에게 받는

담당하게 함으로써 어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에 되게 하자는

다이빙 비용은 공기탱크와 리조트 시설 이용료 또는 서비스 비

취지에서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되었다.

용이라 한다. 그리고 다이버의 선박 승선에 관한 운임비를 별도
로 받지 않고 완전 서비스로 운항을 하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후 다시, 해양레저장비의 발달로 그동안 치외법권지역에 놓
여 있던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에 의한 해상 이동이 많아지고,

다고 항변한다. 이 문제는 법해석이 어떤지는 분명치 않다. 아직
판례가 없다.

그 안전사고의 발생 또한 이를 도외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정한 안전관리의
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된 것이다.

3) 해결책

낚시어선을 주로 이용해 온 제주도가 얼마 전 낚시어선업법
저촉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서 제주도스쿠바연합회가 해

2) 스쿠바다이버가 타는 선박은 어떠한가?

결한 방법은 제주도로부터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선석

스쿠바다이버가 다이빙을 하기 위해 해상에서 이동하는 방법

을 할당받아 합법적으로 다이빙을 위한 유선사업을 하는 것이

으로 첫째로 유선및도선사업법에 관리되고 있는 유선을 탈 수

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있다. 그러나 유선및도선사업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

쉽지가 않다.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
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까다로워

낚시객과 스쿠바다이버가 해상에서 이동하는 형태가 아주

이 요건을 갖춘 다이빙 선박은 거의 없다. 둘째로 수상레저안전

비슷하다. 그런데 낚시객은 앞에서 거론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

법에 관리되고 있는 수상레저사업에 등록된 모터보트를 타야

에 어려웠던 것을 낚시어선업법을 만들어 해결하였다. 당시 낚

한다. 다이빙리조트가 운행하고 있는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사업

시업계가 이러한 법제정을 할 시기에는 스쿠바다이버들은 인원

에 등록을 하려면 비싼 보험에 가입하고, 선박 관리를 위한 시

수가 적어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스쿠바다이빙업계는 이러한

설이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리조트 실정으로는

법이 제정되는 것조차 몰랐을 정도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

수상레저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리조트는 드물다. 현재 바닷가

장 쉽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낚시어선업법에 낚시어

리조트에서 다이버가 타는 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개인

선의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스쿠바다이버가 포함되게 하는 것

레저보트로 등록된 선박이 대부분이다. 이 배는 선주 자신과

이 최선일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가장 간

지인들만이 탈 수 있는 배로써 타인에게 운임비를 받고 태우는

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

행위는 불법이다.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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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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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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 3개의 교육단체는 잡지 공급에 관한 협약 체결

IANTD, SDI/TDI/ERDI, SSI에 소속된 모든 강사(1,300명)는

스쿠바다이버 지를 정기구독하게 되었다
IANTD(본부장 홍장화), SDI/TDI/ERDI(본부장 정의
욱), SSI(담당관 이신우) 3개의 교육단체는 소속된
모든 강사들에게 본지가 발간하는 스쿠바다이버 지
를 구독할 수 있도록 본지와 잡지 공급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였다.
3개의 교육단체는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활동성 강사(Renewal 완료된 강사)
에게 본지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향후 2년간, 공급하
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비용은 본지와 각 교육단
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번 협약으로 3개의 교육단체에 소속된 모든 강사
는 무상으로 스쿠바다이버 지를 매호별로 발간되는
즉시 자택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본지는 그동안 스쿠바다이빙 강사를 중심으로 스쿠
바다이버 잡지의 구독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택배
비만 받고 강사무료구독 이벤트를 해오고 있다. 이
번에 협약한 3개 단체 이외의 강사들은 개별적으로
본지에 택배비만 납부하면 계속해서 스쿠바다이버
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많은 구독 신청바란다.

■ 협약을 체결한 3개의 교육단체

R

IANTD Korea

SSI Korea

R

R

SDI/TDI/ERD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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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주최

제22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시상식
본지는 지난 2월 23일(토) 서울역 2층 뷔페 레스토랑 트레인스에서 제22회 한국수중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심사위원, 협찬사 대표,
교육단체 대표, 본지 기고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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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사 명단 및 협찬품

(주)대웅슈트
프로톤 42메탈/T포핏 호흡기 1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
M-17 마스크 5개

다이브자이언트
Apeks Travelling Flight 1개

(주)대웅슈트
PL2720 포뮬라박스 3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
OCEANIC biolite B.C 1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져
TUSA IQ 900 컴퓨터 1개

(주)해왕
BUECHAT DIP 컴퓨터 1개

마린뱅크
Meridian 컴퓨터 1개

마린뱅크
Mk25/S600 호흡기 1개

다이브자이언트
Nina 마스크 5개

(주)테코
수중 LED 랜턴 아비서스 2개

캠스퀘어
1 Torch Pro mini 1개

입상자 명단
대상 강필선
광각 금상 강동완 / 접사 금상 우종원
광각 은상 최상학 / 접사 은상 김기준
광각 동상 이민정 / 접사 동상 김 원
장려상
바다강
바디글러브 7mm 긴팔 원피스 2벌

권오용, 김용식, 김은종, 원하경, 이운철, 이창수, 정연규, 조건환, 허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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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이용 불가에 제주 서귀포항에

‘다이버 전용선 도입’
제주스쿠바연합회가 출자한 법인인 (주)제이에스에이(대표이사 방이)에서 운영

자료사진

“제주도는 지난 4일자로 제주스쿠바연합회가 신청한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인근 계류장에 대한 선석 신청을 허가”

유선이 정박할 선석의 가상도

제주도에서 스쿠바다이빙을 위해 다이버들을 이동시키는데 낚시어선업법에 의해 낚시어선
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제주지역의 대다수 스쿠바다이빙 샵들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스쿠바연합회에 따르면 한해 서귀포 앞바다를 찾는 다이버들은 약 5만여 명으로 1인당
스쿠바다이빙 비용이 약 50만원 상당이 드는 만큼 현재 연 2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
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 스쿠바다이빙을 위한 전용선을 도입해 이를 직접 운
영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스쿠바연합회는 제주도에 유선부두 사용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서귀포 해경에도

(주)제이에스에이(대표이사 방이)을 설립하여 이 법인

유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제주스쿠바연합회의 신청을 받은 제주도는 기존 유선부두 사

에서 유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용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스쿠바연합회가 신청한 제안을 검토했고, 이들이 유선부
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제이에스에이는 5톤 규모의 유선 3척을 구입키로

제주도는 지난 4일자로 제주스쿠바연합회가 신청한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인근 계류장에 대

하고, 오는 4월 첫 번째 다이빙을 위한 유선이 운영될

한 선석 신청을 허가했다. 제주스쿠바연합회는 소속 회원들의 투자를 받아 출자한 법인인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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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다이브 센터의 스쿠버 그린피스

포세이돈 MK6(재호흡기)의
아이스다이빙 필드테스트
재호흡기는 개방 회로보다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기체의 재순환
으로 인한 호흡이 부력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호흡을 들이마시면 가슴 앞쪽 유니트의 호흡 주머니(카운터
렁)가 폐가 팽창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력의 변화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PADI 재호흡기 코스의 우수한 강습 시스템은 재호흡기 다이버인구 저
변확대에 가치를 충분히 제공함은 물론 다이빙산업에 기여할 추가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습에 참여하신 다수의 사용자들은 포세이돈 MK6(재호흡기)의 우수한
장점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향후 기대감을 토로했으며, 특히 4~5℃ 차
가운 바다 수온에서의 따뜻한 기체의 들숨 호흡은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개방형의 공기통이 차가운 수온에 노출되는 반면, 폐와
카운터렁을 경유하는 재호흡기의 순환기체는 개방형에 비해 상당한 온
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무정지 다이빙시간이 늘어난다
는 핵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이로운 개방 회로와의 차이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쿠버 그린피스에서는 지난 1월 20일 섭
씨 0℃의 아이스다이빙에서 MK6(재호흡기)의 필드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하여, 현실 적용에 의한 보다 효과적
인 재호흡기 강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재호흡기 강습문의 (스쿠버 그린피스 강정훈)
Tel : 080-27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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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주 수중사진연구회 전시회 개최
일 시 : 2013년 3월 1일(금) ~ 6일(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참가자 : 강동완, 김기준, 양승철, 양충홍, 오정석, 이운철, 이태훈, 허천범.

양승철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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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철

강동완

허천범

김기준

오정석

양충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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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기고가이며, 수중촬영전문가인

케빈리(Kevin Lee)
올해의 사진가상 수상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인 케빈리(사진) ‘LA수중사진협회’가
주는 ‘2012년 올해의 사진가상’을 수상했다. 케빈리는 한국의 제
주도를 포함해 전 세계 30여 개국의 바다 속을 탐험해 왔으며
희귀생물이나 바다 속 미생물들을 촬영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알려 왔다. 케빈리의 작품은 그의 웹 사이트 www.diverkevin.
com을 통해 볼 수 있다. 케빈리는 OC 수중사진가협회에서 수
여하는 '올해의 사진작가' 후보로 이름이 올라 있다.

www.diverkevin.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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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을 포함한
해양레저를 즐길 때

해경 허락 받아야…
바다는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없는 곳도 있다.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별로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과 허가구역이
고시되어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스쿠바다이빙을 하고자 할 때는
해양경찰서별로 지정 고시된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곳인지 조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지 리조트나 샵을 통해
이용할 때는 현지 가이드가 알아서 허가된 곳을 안내하고 있다.

1.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요트 / 수상오토바이 / 수상자건거 / 스쿠터 / 수상스키 / 패러세일링 / 고무보트 /

1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레저활동의

모터보트 / 조정 / 잠수장비 카약 / 카누 / 호버크래프트 / 워터슬래드 / 노보트 / 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레저활동 금지

프보드

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	해양경찰서별 해수면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2013년 변경된 고시 일부
지난해 연말 문을 연 창원해경은 통영해경과 부산해경에서 관리하던 허가구역을
변경 지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을 고시했다. 창원시 마산항과 진해항, 부산
시 부산신항, 천성항, 대항항, 눌차항이 포함된다. 부산신항은 해상교통량의 증가
로 해양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월 21일부터 마산항과 진해항, 부산신항, 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은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성항, 대항항, 눌차항 등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수상 자

고시되고 있다.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전거, 스쿠터, 수상스키, 고무보트, 모터보트, 조정, 잠수장비, 카약, 카누 등 19개

는 사전에 해당 해역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레저활동을 즐기려면 사전에 창

이를 위반할 시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제 3항 및 동법 제 76조

원해경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제 2항 제 2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다는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을

된다.

고시했다고 밝혔다.

※ 허가대상 해양레저활동
1 ) 스킨다이빙
2 ) 스쿠버 다이빙
3 ) 윈드서핑
4 ) 다음 각 호의 장비나 기구를 이용한 행위(16종)
	

지난해 연말에 문을 연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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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해제는 이렇게 한다

축문
바다를 다스리는 거룩한 신, 용왕님이시여!
2013년 4월 1일 (단체명) 회원 일동은 (제주도 서귀포

“매년 새해가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해의 다이빙이 시작된다.

항)에서 두려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

다이빙 리조트나 다이빙 동호회에서는 첫 다이빙을 하기 전에

련한 제물을 준비하여 개해제라는 자리를 마련하여 제

올 한해에도 모든 팀원들이 사고없이 다이빙을 즐겁게 안전한

를 올리나이다.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개해제를 지낸다.

바야흐로 온 누리에 푸른 생명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이때 개해제의 식순과 축문의 예를 제시한다.”

봄날에 우리 회원 일동은 용왕님을 찾아뵙고 아뢰올
것은 이제부터 올해의 다이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당
신의 품 안에 안기는 저희들을 너그러이 받아 주시옵
소서!
(단체명) 회원 일동은 땅에서 태어나 옥황상제의 분

개해제 식순

부대로 땅에서만 살아왔으나, 미천한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 낸 스쿠바장비라는 도구의 힘을 빌려 물속을

①	(사회자)가 ‘지금부터 (단체명) 개해제 ⑤ (단체장)이 축문을 낭독한다.
를 거행하겠습니다.’
②	(사회자)가 ‘용왕님 신위’라고 쓴 지방
을 올리고 촛불을 밝힌다.
③	(단체장)이 향을 피워 분향을 한 뒤 절
을 두 번 한다. (단체장)이 재배할 때
모든 참가자가 같이 절을 두 번 한다.
④	다음은 (단체장)이 꿇어 앉아 술을 올

⑥	(부단체장)이 술잔을 올린 후 절을 두
번 한다.

헤엄치면서 건강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
니다.
용왕님이시어!

⑦	(다음 순서의 사람)이 술잔 을 올린 후

당신의 영역에서 있을지 모르는 저희들의 만용이나

절을 두 번 한다. 이때 모든 참가자가

실수, 무엄한 행동들을 자애롭게 받아주시고 또한 (단

같이 절을 두 번 한다.

체명) 회원들 간의 화목과 건강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

⑧	(사회자)가 ‘이것으로 (단체명) 개해제
를 마치겠습니다.’

리는 순서이다. 이때 (사회자)가 술을 ⑨	(사회자)가 지방과 축문을 불에 태우
따라 준다.
고, 모든 참가자가 음식을 나누어 먹
는다.

자 하오니 저희 회원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올해 내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면서 건강을
단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단체명) 회원 일동 모두와 이 땅의 모든 스쿠바
다이버들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으로 풍성한 바다의 혜택을 누리며, 출렁이지 않은 바
다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다이빙 활동이 끊
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2013년 4월 1일 (단체명)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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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국제공항(NAIA)
국내선 청사 이용 안내

2012년 10월 28일부터 변경되는
도착지역에 따른 국내선 공항터미널을 확인하세요!

국내선 출발 / 도착
제2청사(NAIA2)는

제3청사(NAIA3)는 에어필익스프레와

필리핀항공 전용청사입니다.

그 외의 항공사 전용청사입니다.

세부(Cebu) / 다바오(Davao)

부수앙가(Busuanga) / 부투안(Butuan)

바콜로드(Bacolod)

카가얀데오르(Cagayan de Oro)

제네널산토스(General Santos)

깔바요그(Calbayog) / 카타르만(Catarman)

일로일로(Iloilo) / 깔리보(Kalibo*)
라왁(Laoag) / 탁빌라란(Tagbilaran)

코타바토(Cotabato) / 까띠끌란(Caticlan)
디폴로그(Dipolog) / 두마게테(Dumaguete)
깔리보(Kalibo**) / 레가스피(Legazpi)
마스바테(Masbate) / 나가(Naga)
푸에르토프린세사(Puerto Princesa)
로하스(Roxas) / 수리가오(Surigao)
오사미스(Ozamiz) / 타클로반(Tacloban)
투게가라오(Tuguegarao)
잠보앙가(Zamboanga)

깔리보행

깔리보행

PR239, PR240, RP249, PR250 은

PR081, PR082, PR561, PR562, PR565,

터미널2(제2청사)에서 출발 및 도착합니다.

PR566, PR975, PR976, PR969, PR970 은
터미널3(제3청사)에서 출발 및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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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사일로를 스쿠바다이빙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조감도/창원대 건축학과 유진상 교수 제작

마산합포구 마산항에 있는 쌍용양회의 사일로

마산항 사일로,
세계적 스쿠바다이빙 명소로
창원대 유진상 교수는 못쓰게 된 낡은 사일로(silo, 시멘트 저장고)를
스쿠바다이빙 연습장으로 재활용해서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
자는 제안을 하였다.

여수 엑스포의 사일로 활용

지난 1977년 세워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에 있는 쌍용양회의 사일로는 높이가 50m 짜

보고서에 따르면 폐 사일로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리 두 동으로, 산업화시대의 상징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쓸모가 없어진데다, 해양신도시

활용되고 있다. 여수는 여수엑스포에서 폐 사일로를

조성과 맞물리면서 철거될 처지이다.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유진상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전망대, 담수시설, 파이프 오르간 등의 시설이 있는

12월 말까지 마산 시멘트 사일로 활용을 주제로 연구해 오다가 지난 2월 3일 ‘노후 산업문화

‘스카이타워’로 변신시켜 눈길을 끌었다. 독일의 한

유산 공간 재활용 기법 연구－마산 시멘트 사일로 리모델링’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스쿠바다이빙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경 18m,

하였다.

깊이 20m의 원형 풀은 원래 시멘트를 저장하던 원통
모양의 사일로 였지만, 3만리터의 물을 채워 잠수 수

이 보고서에서 유교수는 사일로를 스쿠바다이빙 연습장, 전시, 숙박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조로 재활용했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대 최고 수심의 스쿠바다이빙 연습장으로 꾸몄을 때,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산항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재활용을 반대하고 있다. 유 교수는 사일로

두 개의 사일로 가운데 하나는 천장에 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유리 디자인을 하고, 내부

건립 당시 공사비가 15억 원으로 현재 공사비로 환산

에 우레탄 페인트로 방수처리를 해 스쿠바다이빙 연습장으로 꾸미자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하면 200억 원에 이른다며, 이를 철거하기 보다 재활

수조의 높이를 세계 최대 규모인 45m까지 만들 수 있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용해 지역의 명물로 사용할 수 있게 창원시와 주민을

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일로가 스쿠바다이빙 연습장으로 활용하면, 국내외 유일의 수중 극한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마산

상황 실습장으로 특수부대, 소방경찰, 텍다이빙 동호인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하나

사일로의 재활용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의 모든 사일

의 사일로는 문화 전시시설(스쿠바장비 전시관), 호텔, 스파, 수영장, 헬스장, 전망대, 장비 보

로들도 재활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대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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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스리랑카·몰디브
정기편 취항

스쿠바다이버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진다.

인도양 몰디브 로

대한항공은 스리랑카 콜롬보와 몰디브를 잇는 인도양 직항 항공편의 운항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전 좌석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AVOD)을 장
착한 276석 규모의 A330-300 항공기를 올해 3월 9일부터 주 3회(월, 수,
토) 운항한다.
출발편은 오후 10시 40분 인천을 떠나 다음날 오전 4시 10분 스리
랑카 콜롬보에 도착하며, 이어 오전 5시 40분 콜롬보를 이륙해 오
전 6시 40분 몰디브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후 3시 30분
몰디브를 출발해 오후 5시 30분 콜롬보에 가고, 오후 6시 50분 콜롬
보를 떠나 다음날 오전 6시 10분 인천에 도착한다.
인도양의 최대 다이브 사이트인 인도양 몰디브로 가는 다이버들은 예전보다
한결 편리한 투어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인천-콜롬보

KE 473

인천 출발 22:40

콜롬보 도착 04:10

콜롬보 출발 05:40

말레 도착 06:40

콜롬보 출발 18:50

인천 도착 06:10

매주 월/수/목 출발
말레-인천

KE 474

말레 출발 15:30

콜롬보 도착 17:30
매주 화/목/일 출발

※ 참고사항. 서울－몰디브 시차는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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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스쿠바다이빙 관련하여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수산과학과(해양생명개발전공) 석사학위 과정과
일반대학원 수산과학과(해양생물공학전공) 박사학위 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설한다.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수산과

소수 인원으로 운영될 이들 석·박사 과정은 잠수전문가를 위한 최고위

학과(해양생명개발전공)에서는 국내잠수인력의 학문적인 체계를 뒷받침

과정으로 우리나라 잠수계의 미래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모집

하고자 이학석사 학위과정(5학기, 산업대학원)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전

은 올해 후학기(2013년 2학기)부터 시작된다.

문잠수인력의 양성 및 산업잠수와 잠수관련 교육전문가를 위한 과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잠수를 이용한 해양생물의 생리생태, 잠수의학, 해저탐사

자세한 문의 및 안내

및 발굴기법, 수중사진학의 중추적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일반대학

전화. 063-469-4675~7

원 수산과학과 해양생물공학전공 이학박사 학위과정(4학기, 일반대학원)

군산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www.kunsan.ac.kr

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그간 운영해 온 수질환경, 부유생물, 조류학, 어류
분류학 및 유전공학 분야를 잠수 활동을 통하여 더욱 심화 보완하여 학문
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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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ex KUSPO Show 2013

제21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COEX에서 4일간 열려

일시 : 2013. 2. 21(목) ~ 24(일) 4일간
장소 : COEX
제21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지난 2월 21~24일까지 4일간 서
울 삼성동 COEX에서 열렸다.
장비업체로 (주)대웅슈트,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주)해왕, (주)테
코, 마린뱅크, 바다강, 헬시온코리아, 캠스케어, (주)즐겐슨코리아,
MSL 콤프레서, 하나프라자, 인터오션 등이 참여하였고, 교육단체
로는 PADI, CMAS, KUDA 등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전시회가 코엑스와 일산 킨덱스의 2군데로 분산된 관계로
코엑스 전시회가 조금 한산하였다.
대부분의 교육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잠수교육단체협의회
(KDEC)가 주관하는 KDEX Show (5.30(목) ~ 6.2(일))가 일산 킨텍
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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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식기를 사용하는

생물체(망사갯민숭달팽이) 최초 발견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교미를 한 뒤 자
신의 수컷 생식기를 자르고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일회용 생식기’를 사용
하는 생물체(망사갯민숭달팽이)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지난 2월에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의 생물학
자인 아야미 세끼자와(Ayami Sekizawa) 팀
은 영국 학술원 생물학 저널(Royal Society
journal Biology Letters)의 보고서를 통해

학명 : Chromodoris reticulata

학명 ‘Chromodoris reticulata’로 불리는

영명 : Net Nudibranch

갯민숭달팽이의 특이한 교미방식을 소개하

한국명: 망사갯민숭달팽이

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명 ‘Chromodoris reticulata’로 불리는 망사갯민

수컷 생식기를 자르고 또 재생하는 생물은 현재 학계에 알려진 것 중에는

숭달팽이는 교미가 끝나면 수컷 생식기를 잘라내 버리고 몸속에서 생식

이 망사갯민숭달팽이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를 다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망사갯민숭달팽이가 새 생식기를
만들어 내는 데는 최소 24시간 이상이 걸린다.

일반적인 갯민숭달팽이는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또 일회용 수컷 생식기를 새로 만들어 내는 기능을 최소 3차례 반복할 수

웅동체의 수중생물이다.

있다고 일본 연구팀들은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짝짓기 이후에 자신의 생식
기에 묻어있는 다른 개체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할 때 몸체의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암수 생식기를 서

의 정자들을 없애기 위한

로 맞댄 뒤 각자 자신의 수컷 생식기에서 상대의 암컷 생식기에 정자를 동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처럼 짝짓기를 한 후 수컷 생식기를 자르고난 뒤 다시 자라게 하

이 망사갯민숭달팽이는 등

는 것은 망사갯민숭달팽이가 처음이다.

껍데기가 없고 체표에 붉
은 색의 망사형 무늬가 있
다. 크기는 5cm 정도이다.
주로 동남아의 따뜻한 바
다에서 서식한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일
본의 생물학자들은 “도마
뱀처럼 꼬리를 자르는 것
과 같이 자기 몸체 부위를
자르는 생물들은 많지만,
Chromodoris reticulata 의 생식기의 결합과 형태
(출처 : Biology Letters의 보고서(위)/고동범(아래)

Chromodoris reticulata 의 짝짓기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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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연합회 출범과

KDEX 전시회 개최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DI/TDI/ERDI, SSI로 구성된 한국
잠수교육단체 대표자협의회(KDEC)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한국다이빙전시회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
였다. 지난 2013년 3월 8일에 경기도에 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연합회란 명칭으
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등록하였다.
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연합회에서는 2013년 이후 진행될 경기국제보트쇼 및 한
국다이빙전시회(KDEX)는 물론 각종 다이빙관련 산업전시회 개최, 해양생태보호,
수상안전 교육훈련 등 다이빙과 관련된 공익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연합회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열리는 KDEX 전시회 개최이다. 이번 KDEX 전시회는 KDEC 소속의 많은 스쿠바다
이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D-60 ‘2013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KDEX Show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KDEX Show 5월 30일 ~ 6월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60일 앞으로 다가온 경기국제보트쇼의 성

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전시품 또한 세일, 파워, 고무보트, 카누,

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카약뿐만 아니라 엔진 관련 부품과 요·보트에 내장할 각종 액세서리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열렸던 제1회 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 6회를

등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회는 스쿠바다이빙과 캠핑, 낚시 등 아웃도

맞아 고양시 킨텍스에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어 분야를 총 망라한 레저 전시회와 전문 컨퍼런스, 다양한 교육 프로

해수면이 필요한 해양레저축제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같

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은 기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리고, 또한 바다에서 직접 즐기는 아마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열리는 KDEX Show는 대부분의 스쿠바다이

추어 딩기요트레이싱, 스쿠바다이빙 체험, 비치발리볼 대회, 전통 노

빙 교육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잠수교육단체협의회(KDEC)가 주

젓기 대회, 갯벌 바지락잡기 체험, 누에섬 보물찾기, 범선 데이트 등

관하여 열리며, KDEC 소속의 많은 스쿠바다이버가 방문할 것으로 예

40여종의 다양한 해양레저체험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된다. 또한 스쿠바다이빙 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KDEX 전시회 부스

특히 전시회는 올해부터 보다 많은 관람객을 끌기 위해 개최 장소를

신청이 현재 230여개 부스가 되었으며, 앞으로 300여개까지 될 것으

서울과 근접한 고양시 킨텍스로 옮겨 볼거리가 한층 더 풍부해질 전

로 기대한다.

망이다. 이는 킨텍스가 교통, 숙박에서 전곡항보다 인프라와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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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2013 디스트리뷰터 미팅
(주)대웅슈트/마레스
•BCD
마레스는 이번 시즌 하이브리드(Hybrid)와 프
레스티지(Prestige) 두 종류의 BCD에서 에어
트림 버전을 새로 런칭한다. 특허 받은 마레스
의 시스템이 다이버가 물 속에서 어떤 자세로
있든지 BCD에 공기를 주입하고 빼는 것을 가
능하게 했다.
하이브리드와 프레스티지는 에르고 버전을 유
지하면서 편안한 사용감과 부력 조절력을 향상
시켰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프레스티
지 에어트림은 견고하고 훌륭한 리프트 성능을
자랑한다.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은 이탈리아의 알게

• 호흡기

로 사르디니아섬에서 열렸다. 사르디니아는 유

호흡기는 다시한번 마레스의 가장 강력한 제품

• 컴퓨터

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정평이 나

군으로 확인되었다. 마레스의 주력 호흡기는 더

컴퓨터 제품군에서는 퍽프로가 신제품으로 출

있다. 이번 미팅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블 DFC를 갖춘 고성능의 카본52(Carbon52),

시되고, 네모와이드는 디스플레이와 전자장치

산림으로 둘러싸인 엘 파로 호텔에서 개최되

아비스52(Abyss52)와 같은 52 시리즈 호흡기

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마레스 최상급 컴퓨터인

었다.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이다.

아이콘HD에어와 매트릭스는 펌웨어를 업그레

장소였다. 게다가 호텔의 훌륭한 서비스로 전

이드했다.

세계의 마레스 디스트리 뷰터들은 크루즈 선상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스

에서의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팅트 52(Instinct 52)는 특유의 작고 가벼운 특

퍽프로(Puck Pro)는 기존 퍽 컴퓨터의 성공적

징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

인 혁신을 통해 만들어졌다. 퍽프로는 컴팩트한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에서는 제품과 마케

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널리 명성이 알려진

케이스에 더욱 커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제품 혁신과 새로운

레드닷 어워드는 57개국의 1600여개의 회사들

이는 싱글 버튼을 위쪽에서 옆으로 옮기고, 컴

시즌의 마레스 최신 전략 및 목표를 소개하는

이 출품한 제품 가운데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

퓨터의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3개의 행으로 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춘 훌륭한 제품을 선정한다.

누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혁신으로 누

레드닷 어워드에서 엑스스트림 오리발이 수상

구나 컴퓨터에 보이는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

Mares Hi-Tech

한 이후, 마레스의 인스팅트

마레스의 제품 라인들에서의 첨단기술로 이뤄

52가 가장 혁신적인 제품으로

낸 주요 혁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
상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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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십만개 가까이 팔린 매트릭스(Matrix) 다이

칠 때나 교육을 받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숨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100% 울트라스

브 시계 컴퓨터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경

수 있다. 맥 컴퓨터에서는 다이버스 다이어리

트래치 소재로 만들어 훨씬 더 편안하다. 플렉

고 레벨을 두 번 알려준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Diver’s Diary)로 만나볼 수 있다.

사 썸의 매력은 오른쪽 다리에 위치한 지퍼 포
켓의 안쪽에 D-링이 부착되어 있는 점과 손으

에서 기존 모든 고객이 사용 가능하다. 남은 배
터리 잔량이 15%일 때 첫 번째 배터리경고가

• 네오프랜

로 잡기 쉽게 디자인 된 마스터씰 T지퍼가 건조

나타난다. 이는 다이빙을 허용하지만 사용자에

마레스의 네오프랜 상품군에서 플렉사 슈트 패

할 수 있고, 편안하고 신축성 있다는 것이다.

게 충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배

밀리로 새로운 세미 드라이 슈트가 출시된다.

터리경고는 배터리 잔량이 10%일 때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 버전으로 나뉘는 신제품 플렉사

5mm 후드의 새로운 컨셉도 마레스 네오프랜

매트릭스는 다이빙 기능을 중지한다. 디스트리

썸(Flexa Therm)은 매력적인 새 디자인으로 단

제품들 중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귀 부분

뷰터 미팅 기간 10일 동안 실제 매트릭스를 사

안쪽 구멍에 특별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공기 순

용했을 때, 단 한 번의 충전으로 10시간의 다이

환을 돕는다. 또한 후드는 외부의 후크가 있어

빙이 가능했음을 경험했다.

포켓의 D-링에 연결할 수도 있다.
6.5mm 플렉사 썸을 새로운 6.5mm 부츠와 함

매트릭스 컴퓨터가 배터리 잔량 10%일 때, 다

께 착용 했을 때 최상의 보온력을 제공한다. 이

이빙 기능의 중지를 결정하는 로직은 다음과

슈트는 이소텀 슈트를 대체할 것이다.

같다. 배터리 잔량 11%에서 1시간 다이빙을 하
는 것은 다이버가 물 속에서 대략 6%의 배터리

• 오리발과 마스크

잔량으로 있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매트릭

다이빙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

스는 재충전이 있기 전까지 더 이상의 다이빙

리발과 마스크 제품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을 허용하지 않는다. 6%의 배터리 잔량은 24시

것은 제품 색상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점

간이 넘게 조직 포화도 트랙을 수면에서 모니

이다.

터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아이콘 HD(Icon HD)는 사용자 인터페이

마레스의 역사를 만든 오리발인 아반티 꽈뜨로

스의 개선점들을 시행한 펌웨어 3.06을 소개했

는 새로워진 스타일과 새로운 이름인 꽈뜨로

다. 이번 여름 시즌 8월경에 펌웨어 4.0으로 업

+(Quattro Plus)으로 출시된다. 아반티 꽈뜨로

드레이드 될 예정이다. 아이콘 HD 펌웨어 4.0은

+는 기존 제품의 좋은 특성은 유지하고 기술

퍽프로,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혁신을 추가했다. 우선, 하이플렉스 소재를 사

세 개로 나눈 레이아웃을 선보일 것이다.

용하여 반응과 성능을 최대한
높였다.

윈도우 컴퓨터에서 다이브 오거나이저(Dive
Organizer)가 다양한 구획에서 조직의 로딩을
새로운 그래픽 표현해 준다. 예를 들면, 감압 다
이빙할 경우 감압 상태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
는지 또는 다음 레벨에서 요구되는 감압정지
수심을 보여준다. 이 툴은 특정 다이빙 프로파
일의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따라서 다이빙을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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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욱 안정적인 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레스 특허의 번지스트

아반티 꽈뜨로 플러스는 모던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였

랩을 사용했다. 번지스트랩 역시 오리발을 착용하거나 벗기 쉽도록 새로

고, 흰색을 포함한 여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게다가 대상을 수상한 엑스스트림(X-Stream) 오리발도 3가지 새로운 색
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흰색, 흰색/핑크색 그리고 검정색 버전이 많은 다
이버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 XS사이즈도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와 스노클도 새로운 색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X-뷰 리퀴드스킨(X-Vu Liquidskin) 마스크는 흰색/파란색,
흰색/핑크색 그리고 흰색/검정색, 에센스 리퀴드스킨(Essence LS)은 흰
색, 퓨어비전(Pure Vision)과 벤토(Vento) 마스크는 검정색의 새로운 옵
션을 선보인다.
아울러, 마레스는 아시아 시장을 위해 특별히 X-뷰 리퀴드스킨(X-Vu
Liquidskin)과 i3 썬라이즈(i3 Sunrise)를 아시아인들의 인체에 맞게 스
커트와 코 부분을 새로 설계했다. 스커트를 넓히고, 렌즈와 얼굴 링 사이
의 길이를 줄이고,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코 부분 포켓을 작게 만들
었다.

•가방
2013 액세서리 제품 라인은 새로운 뉴스가 넘쳐난다. 마레스의 가방부터
소개하자면, 잘 알려진 크루즈라인[크루즈 백팩 프로(Cruise Back Pack
Pro), 크루즈 롤러(Cruise Roller), 크루즈 백팩 드라이(Cruise Back
Pack Dry)]은 고품질, PVC프리 소재, 모던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가 특
징이다. 지칠 줄 모르는 소재 개발과 디테일에 집중함으로써 크루즈라인
만의 특별한 견고함, 편안함과 기능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최대 30%가
량 무게를 절감한 덕분에 비행기 여행에 이상적이다. 크루즈가방들의 품
질 표시표에서 모든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마레스 크루즈가방 라인의 핵심 특징은 초경량 버클, 검정 스티치, 마레
스의 작은 지퍼를 비롯하여 부드러운 벌집 형태의 소재, 넓은 바퀴 위치
로 꼽을 수 있다. 이전 크루즈가방 컬렉션과 같이 넓은 내부 부피를 유지
하는 동시에 무게는 20~30% 줄었다. 보관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접을 수 있는 크루즈가방 라인[크루즈 롤러
(Cruise Roller), 크루즈 X-스트랩(Cruise X-Strap)]이 출시된다. 이번 컬
렉션은 모든 목적에 상응하는 크루즈 오피스(Cruise Office), 크루즈 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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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아비스52, 카본52,
매트릭스로 수심 162m 기록달성,
지안루카 제노니(Gianluca Genoni)
(주)대웅슈트/마레스
(Cruise Journey)와 같은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선보
이고 있다.

• 손전등
마레스의 손전등 토치 컬렉션은 신제품 EOS 5와 EOS
2C를 출시하면서 완성되었다. 두 신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가벼운 무게로 많은 다이버들이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를 알루미늄으로 산화처리하
고, 이중 O-링으로 방수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회전식 고무 스위치는 장갑을 끼고 있더라도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 되었다. 아울러, 알카라인 배
터리를 사용했다.
EOS 5의 눈 여겨 볼 특징은 다이빙 하는 동안 넓은
하이 파워 모노 LED으로 넓은 스펙트럼에 밝은 빛
을 집중적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것 이다.(14cm 핫스
팟-12,500룩스) EOS 5는 최대 120m/400f의 수심에서
14~1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EOS 2C는 작은 사
이즈에도 불구하고 17,000 룩스의 밝기로 최상의 성능
을 발휘한다. 그리고 수심 120m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
며, 작은 포켓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탈리아 라팔로에서 지안루카가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는데 엘레나(Elena), 조르지
오(Giorgio), 에도(Edo)와 로렌조(Lorenzo)
가 서포트 다이빙을 해주었다. 지안루카와
서포트 다이빙팀에는 목표 수심과 컨디션
에 맞게 안전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최
고의 성능으로 신뢰를 주는 다이빙 장비
가 필요했다. 마레스의 신제품인 고성능의
MR52 1단계를 장착한 카본52와 아비스52 그리고 매트릭스 컴퓨터를 제공했다. 마레스
의 장비들은 다이버들에게 최상의 안전과 성능을 보장하면서 목표 수심인 162m에 도달
하고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래는 지안루카의 기록달성을 위해서 함께했던 다이버들 각자의 수심과 산소/헬륨 혼
합가스이다.
• 엘레나(Elena) : -90m, 14/50
• 로렌조(Lorenzo) : -110m, 11/56
• 에도(Edo) : -135m, 14/60
• 조르지오(Giorgio) : -160m, 8/70

여러분의 다이빙이 아무리 깊더라도, 마레스가 항상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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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USA 딜러 투어 진행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주)우정사와 오션챌린져가 주관하는 TUSA 딜

작되었다. 대만에서는 미

러 투어가 지난 3월 7~10일까지 TUSA 생산

노루 사장을 포함한 현지

공장이 위치한 대만 타이페이 시에서 진행되었

임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이제는 업계의 연

참가자들을 반겨 주었다.

중행사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TUSA 본사는

그에 더하여 생산 공정을

일본 아사쿠사에 있으며 이바라키현에는 스포

공개함에 있어 한 치의 망

츠 용품 생산 공장이, 그리고 스킨스쿠버 생산

설임 없이, 대부분의 정보

공장은 대만에 위치하고 있다.)

를 공유하여 참가자들은 그동안 알 지 못했던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16명의 다이빙 및

TUSA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수영 업체 대표는 딜러 투어를 통해 새로운 경

대만 공장에는 TUSA 이 외에도 스노클링 브랜

험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투어가 의미 있

드 REEF TOUER가 생산되고 있어서 수영업체

었던 이유는 (주)우정사의 창립 40주년 및 법인

대표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어에 임하였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주)우정사와 오션챌

다. 그리고 담당자들의 세미나가 동시에 이루어

린져 전 임직원이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져 평면적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견학이 될 수

우정사는 지난 1973년 국내 스쿠바다이빙 시장

있었다.

을 개척한 初代 업체로써 전무 했던 70년대 스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딜러 투어는 현지 스

쿠바 시장에서 20여 년간 남대문 시대를 이끌

쿠바 시장에 관한 정보 공유의 기능을 포함하

어 왔었다. 그 후, 삼척 제조 공장과 서울 지사

고 있다. 그리하여 타이페이 중심부에 위치한

를 운영해 오며 본격적인 한국 스쿠바다이빙

다이빙 shop부터 외곽 바다에 있는 리조트까지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하였다. 90년대에 들어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 센터를 방문하여 시스템

서 레저 사업부는 우정사로 독립하였고 마침내

과 커리큘럼 등의 대만 스쿠바 시장의 현황을

2003년, 사업장을 송파구 오금동으로 이전함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아

동시에 법인화가 추진되어 현재의 ㈜우정사로

이디어 등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

자리 잡게 되었다.

일반적인 국내 다이빙 센터와 같은 모습의

이에 (주)우정사는 40주년을 기리기 위해 법인

shop도 있는 반면, 대만 현지의 환경에 의해 설

창립 월인 3월을 맞이하여 임직원 일동, TUSA

계된 리조트는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동시에

생산 공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금번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해안가에 조성된 바다 수

딜러투어는 (주)우정사 40주년 행사로 그 가치

영장, 요트 시설 등은 국내에도 도입 가능한 구

가 격상되었다.

조로 참가자들은 큰 관심을 가졌다.

딜러 투어는 TUSA 생산 공장 견학, 신상품 세
미나, 현지 업체 탐방, 리조트 방문, 명소 관광
등의 스케줄로 진행되었다. 또한 참가 대표자들
은 서로 간의 긴밀한 스킨 쉽을 통하여 타 지역
의 현황, 타 교육 단체와의 교류 등이 이루어져
투어의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신명철 대표
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어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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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대표자이면서 교육생들을 리드하는
입장으로 다이빙 투어에서는 여유를 갖기 어려
웠지만 딜러 투어에서 만큼은 초대 받은 입장
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대만의 유명
명소를 관광하고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보는 기
회를 마련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딜러 투어만의 백미라 할 수 있는 3분 스
피치는 신명철 대표이사의 철학을 담은 시간으
로 약간은 어색할 수 있는 참가자들 간의 관계
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서로의
다이빙 경험과 인생사, 활동 지역의 홍보를 통
해 좋은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즐길 거리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즈니스의 차원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휴식을
취하고 아쉬움을 남긴 체 한국으로 돌아왔다.
(주)우정사와 오션챌린져는 앞으로도 TUSA 딜
러 투어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다
이빙 업계의 신선한 자극제 역할과 발전된 방
향으로의 개선 모색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1. 참가 거래처 선정배경
- 1차적인 선정 배경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우선적으로 삼음.

◇ 잠실스킨스쿠버(http://www.jsscuba.co.kr/)
		잠실 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내 스쿠버풀 , PADI CD 윤재준 부장
이 실무를 담당.

- 정기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참가한 업체는 최대한 배재.
- 활동적이며 참여 의욕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수영 시장을 위한 관련 업계 대표자들도 초대 함.

◇ 인어와 마린(http://www.mnmscuba.co.kr/)
		수지 로열스포츠센터 지하스쿠버풀, 2층 다이빙샵으로 유종범 트레
이너가 운영.

- 이번 5차 투어는 최초로 여성 대표자들 포함시켜 형평성을 높임.

◇ 엑스포다이빙센터(http://www.expodive.com/)
		대전 유성에 위치한 스쿠버풀장 및 스쿠버센터.
2. 거래처 소개
◇ 남해해양레포츠(http://namhaesports.com)
		경남 남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킨스쿠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상 레
포츠를 즐길 수 있는 멀티 리조트.

◇ 머맨(http://www.merman.co.kr/)
		 2012년 오픈하여 랜턴 자체제작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음.
◇ 스쿠버샵(http://www.scuba-shop.co.kr/shop/main/index.php)
		2012년 오픈하여 전 브랜드 다이빙 장비를 온라인 판매 및 청주에
오프라인 샵 동시 운영.

◇ 탑스포츠
		 PADI 다이빙 센터로써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 리조트 수
		 울진군 죽변 지역의 신흥 리조트로써 넓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
◇ 피에스아이스쿠버
(http://www.psiscuba.com/home/main/index.php)
		김정미 대표는 PADI 코스디렉터로서 여성 다이버라는 편견을 깨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남해수중(http://www.nsdiver.com)
		창원 풀장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적인 다이빙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음.
◇ 스쿠바월드(http://www.s-world.or.kr)
		대구 두류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손완식 대표는 SSI 트레이너이
면서 다방면의 레저 자격증을 보유.
◇ 레저캠프
		성낙훈 대표는 PSAI의 본부장이기도하며 오랜 경험과 숙련도로 많
은 다이버들을 배출 시킴.
◇ 씨랩
		장용정 대표는 전 우정사의 직원이었으며 현재 부산에서 도도매 영
업을 하고 있음.
◇ 에이치스윔
		서울에 위치한 수영 업체로 온라인을 토대로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
고 있음.
◇ 스윔닥터㈜ (http://www.swimdoctor.co.kr/main/main.php)
		안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수영 커뮤
니티 ‘스윔닥터’를 운영하고 있음.
◇ 수영사랑(http://www.goswim.co.kr/)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업체로 부산 바다 수영 대회 참가

◆ 2013 대만 투어 참가자 명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거래처명
남해해양레포츠
탑스포츠
리조트 수
피에스아이
남해수중
스쿠바월드
레저캠프
씨랩
에이치스윔
스윔닥터㈜
수영사랑
해저여행
수중세계
잠실스킨스쿠버
엑스포다이빙센터
인어와마린
머맨
스쿠버샵

27

오션챌린져

28

㈜우정사

이름
최길동
이명욱
주확수
김정미
이종술
손완식
성낙훈
장용정
박혜정
김종만
장성수
신광식
이선명
윤재준
황승현
유종범
조우선
황인용
신명철
정영윤
고강
김은경
노은경
이종석
권동환
박은준

지역
분류
경남
대구
울진
서울
창원
대구
㈜우정사 담당
서울
부산
서울
경기
부산
서울
잡지사
서울
서울
대전
경기
오션챌린져 담당
서울
경기
대표이사
부장
과장
팀장
팀장
(주)우정사 /오션챌린저
대리
주임
대표

김태영

과장

이진영

사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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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BIZ SHOW
2013 참관 & TUSA
정기 회의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일본 최대의 다이빙 박람회 DIVE BIZ SHOW(DBS)가 지난 1월
30~31일 까지 일본 아사쿠사에 위치한 도쿄도립 산업무역센터
에서 개최되었다.
TUSA는 DBS의 VIP 참가 업체로써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
원은 2013년 신상품에 관한 정보 공유와 연간 운영 계획의 수립
을 위해 전시회를 방문하였다.

DIVE BIZ SHOW 2013
컬러풀한 색상의 스킨 장비는 이제는 TUSA만의 독자적인 영역
으로 자리매김하고, 실제 일본 다이버들에게 있어 스킨 장비란
수중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필수 디자인 아이템으로 적극 활용
중에 있다. 또한 여성 다이버들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그
수요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상품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MASK 라인업이다.
가장 먼저 다이버들의 이목을 끈 것은 단연 TUSA 최초의 컬러
실리콘 스커트라 할 수 있다. 프레임에만 국한되어 있던 색상
의 변화를 탈피하여 스커트까지 다이버의 취향을 반영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편안하고 정확한 피팅감에 이러한 패션
코드가 더해져 국내 다이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TUSA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TUSA DRAGON
SKY TREE 스미다 아쿠아리움에 입장하는 박은준 대표와
정영윤 부장

마스크는 기존 M-19SQB 마스크의 프레임에 용 문양을 새겨 넣
은 스페셜 아이템이다. 이것은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다이
빙 마스크를 예술적인 가치로 격상 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정판으로 생산되어 희소성 역시 높아, 일본 프로 다이버들에
게는 이미 소장 장비 1호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더욱 화려하고 다양해진 색상의 마스크는 경쟁 업체들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였다. 그 외에도 추가 액세서리로 출시된
안티포그 방지 보호 필름은 스마트폰 구매 시 붙이는 보호 필름
과 같은 성질의 제품으로 마스크 내부에 부착 시, 안티포그 용

SKY TREE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쿄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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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없이 1년 이상 성해 방지를 할 수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TUSA MEETING
올해 새롭게 개발되는 상품은 3월 이후 국내에 공급 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되는 TUSA 원피
스와 세미드라이 슈트는 TUSA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
력 체결을 토대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양사는
이번 미팅에서 더욱 굳건한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래쉬가드의 제작 등, 신규 아이템
개발에 관한 의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스노클링과 수영 아이템에 있어 (주)우정사/
오션챌린져와 TUSA의 광범위한 업무 공유는 차후 국
내 레저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DBS는 2013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다이빙
전시회로써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새해를 계획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이번 출장을 마무리 하였다. 공개된
모든 상품은 3월 이후 국내시장에 공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

(주)우정사 고강 과장, (주)우정사 정영윤 부장, 오션챌린져 박은준 대표,
(주)우정사 신명철 대표, SUGAYA TUSA 영업본 부장,
HWANG TUSA 구매담당자(TUSA 본사에서 단체사진)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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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SPOEX 2013 참가

2월 21~24일 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

전시회 기간에 맞춰 브랜드

된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박람회 SPOEX

별 해외 담당자들이 직접

2013(SPOEX)에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최신

한국을 방문하여 상품 홍보

다이빙 장비와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자 참가

의 지원과 연간 미팅, (주)우

하였다.

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리페어 세미나

“이번 전시회에 있어 참가 컨셉은

까지 어떠한 협력도 아끼지

INDEPENDENT IDENTITY

않았다.

이었다.”

마스크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

TUSA

는 스페셜 에디션 컬러 및 화이트 & 블루 스커트

정교한 디자인과 화려함으로 정평이 나있는

는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스

기존의 스킨 & 하드로 나뉘는 다이빙 장비 체

TUSA는 지난 미국 DEMA SHOW와 일본 DIVE

크는 모두 동일한 색상의 스노클과 조합이 가

계를 거부하는,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정체성

BIZ SHOW에 소개된 모든 상품이 총 망라된 새

능하여 특히 여성 다이버들의 많은 기대를 모

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부스의 구조나

로움의 집대성으로써 국내에서만 가능한 부스

았다.

sector를 브랜드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디자

가 만들어 졌다. 또한 일부 상품은 해외에서도

기존 플라스틱 핀의 소프트함을 깬 높은 퍼포

인 설계되었다. 이것은 방문객들의 브랜드 이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써, 해외 방문객들의

먼스를 자랑하는 SF-22 핀은 포크 테크놀로지

를 돕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관심 역시 매우 높았다.

와 파스텔 톤의 컬러 배합으로 힘과 디자인을

실제 부스를 찾은 많은 분들의 관심도를 높이

국내 최대 판매 마스크 M-27에 최고의 기술력으

겸비한 혁명적인 플라스틱 핀을 출시 대기 중

고 오래 동안 머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로 제작된 프리덤 스커트가 결합되어진 M-2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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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A 호흡기 부스

TUSA RESCUE 다이버

5년 만에 리뉴얼되는 TUSA wet 슈트는 SPOEX에서 최초로 공개되어지

여겨 볼만한 상품으로는 PRO PLUS3 다이빙 컴퓨터와 Pioneer 슈트가 있

기도 하였다. 이 역시, 다이버들의 중요한 정보였다.

었다.
국내 다이빙 컴퓨터의 스테디셀러 PRO PLUS 2의 뛰어난 디스플레이 기

이 밖에도 TUSA 래쉬 가드의 디자인이 공개 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

능에 가시성이 더욱 향상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듀얼 알고리즘 기능과 전

으며 추가된 스노클링 아이템, 남성 & 여성 전용의 3계절용 장갑 등의 액

력 소모를 극소화 시켜 사용시간을 대폭 증가 시킨 신규 시스템으로 콘솔

세서리 등이 TUSA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구

형 컴퓨터 시장에 돌풍의 핵이라 할 수 있다.

조 전문 장비 TUSA RESCUE 상품을 홍보하여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미 DEMA SHOW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Pioneer 슈트는 국내 고
급 wet suit 시장에도 새바람을 불러일

TUSA 신임 사장 Mr. Minol는 Mr. Fukazawa 수석 디자이너, Mr. Shiina

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영업 담당관과 함께 이번 SPOEX를 찾아 (주)우정사/오션챌린져와

국내 최초로 소개된 eCCR 재호흡기

함께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3월에 있을 딜러 투

PRISM 2만으로 HOLLIS의 정체성을 나

어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타내기에 충분했다. 이미 자체 세미나
와 교육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TEST 중

AUP(OCENIC/HOLLIS/LAVACORE)

이며 3월 이후 본격적인 교육과 판매가

미국 최대의 다이빙 기

진행 될 계획이다.

어 그룹 AUP(America
Underwater Product)의

사이드 마운트 BC SMS 50과 SMS 100

2013년 신상품을 한데 모

은 국내에서도 많은 유저를 확보한 상태

아, 그 특유의 강렬하고 활

로 SPOEX에서는 신규로 사용을 희망하는

력 넘치는 분위기를 SPOEX

많은 다이버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를 통해 연출 하였다.

SMS 50의 경우 스포츠 타입(BC 후면 상부에 덤프 밸브 추

전통적인 레저다이빙의 최고

가)이 출시 예정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외에도 테크니컬 다

봉 OCEANIC sector에서 눈

이빙에 필요한 canister 라이트, 액세서리 등을 전시하여 방문객

229

Diving Inside

들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년 전시회 때 일부 이미지만 공개되었던 LAVACORE 슈트는 풀 라
인업으로 SPOEX 관람객들을 맞이하였다.
다이버들은 기존의 불편했던 wet 슈트를 상기시키며 뛰어난 신축성
과 기능성의 LAVACORE에 매료되었다. 우선 겉감이 수분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Polytherm 원단과 안감으로 쓰인 폴리에스테

컬러 실리콘

르 소재를 2중으로 접합시킨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편안
한 피팅감 등에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본격적인 다이빙
시장의 런칭을 계획 중으로 교육 단체 등을 통한 필드 테스트에서 우
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ATOMIC AQUATICS
신형 핀 SF-22

세계 최고의 티타늄 호흡기 T시리즈의 후속작 T3이 공개 되었다. 기
존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함께 최신 디자인 설계된 1단계는 ATOMIC
만의 독보적인 메커니즘을 표출하였고, 또한 국내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Z2x도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컬
러 콘솔형 다이빙 컴퓨터의 선두주자인 COBALT는 중·장년층 다이
버들에게 어필되었다.

LIGHT & MOTION

ATOMIC 부스

수중 전용 라이트 LIGHT & MOTION은 작년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
나였다.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데 이어, 올 해는 사
용 시간을 대폭적으로 증가 시킨 TECK 600시리즈와 야간 다이빙
시 전문적인 촬영을 위한 NIGHT SEA가 출시되어 수중 촬영 전문가
들의 발길이 끈이지 않았다. 그리고 DIVE / PHOTO / VIDEO 라인은
각각의 고유영역에서 활동 중인 다이버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적으로
재호흡기 전면

HOLLIS 파트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방문한 Mr. Dan 해외 영업 담당관은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리페어 세미나를 진행하였
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든 LIGHT & MOTION 제품의 사후 관리는
해외 발송 없이 국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내 딜러
들과의 정보 공유도 계획될 예정이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Mr. Dan

KMDSI

은 국내의 높은 다이빙 열기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KMSDI
전문 커머셜 장비로써 다이빙 시장 외에도 수중 통신, 수중 공사 등
의 다방면에서 쓰여 지는 KMDSI 장비는 매년 SPOEX에서 납품 관련
업체, 관공서 담당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올해도 어김없
이 많은 관계자들의 문의와 관심으로 열기를 띄었다. 또한 어린이 관
재호흡기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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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과 가족단위 방문객들 전용 포토 존으로 일반인들의 스쿠바다이

OCEANIC

액션캠 바이크 마운트

VIKING HAZTECH

세미나 단체사진

PRISM2 재호흡기를 살피고 있는 임용우 CD

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하였다.

액션캠 파트

SMS 50 세팅

다채로운 브랜드, 상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SPOEX 2013은 성공적으

VIKING

로 마무리 되었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12월 울산 앞 바다에서 발생한 크레인 선의 침몰 구조 현장에 투입

이번 전시회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된 해양 경찰청 대원들의 드라이 슈트로 사용되어진 VIKING HAZTECK과

다이빙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소

PRO TECH이 이번 SPOEX에 전시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자

개된 모든 상품과 정보들은 3월 출시 예정인

랑하는 VIKING 드라이 슈트의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13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업

LIGHT and MOTION 부스

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WATERSHED
레저 방수 가방 WATERSHED는 다이빙 시장에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SPOEX에서는 다이버들의 투어 시, 개인 용품을 담아 갈 수 있
는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홍보를 진행하여 높은 호응도를 불러 일으켰다.

ACTOIN CAM

LIGHT and MOTION 부스

국내에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액션 카메라의 인기는 이제 다
이빙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다이버들이

WATERSHED와 ATOMIC 부스를 찾은 관람객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액션 카메라를 개발해 왔으며 이번 SPOEX를 통해
그 실체를 공개하였다.
개발 협력 업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섹터를 마련하여 강원도 양양 25m 수
중에서 촬영된 영상물과 지상에서 촬영된 액티브 한 동영상은 모든 관람
객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기존
의 상품들은 높은 가격대와 전문적인 기술을 수반해야 하는 터라 사용자
들의 진입장벽이 높았던데 반해, 이 액션 카메라는 성능대비 실속적인 가
격대에 손쉬운 사용 방법, 활용도가 뛰어난 기본 구성 품(차량용 마운트,
바이크 마운트, 수중 하우징 포함)에 엑스박스로 대용 가능함까지 혁신적
아이템으로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UKAZAWATUSA 수석디자이너, 신명철 (주)우정사대표,
MINOL TUSA 사장, DAN LIGHT and MOTION 해외
영업관, SHIINA TUSA 해외 영업관,
오션챌린져 박은준 대표 (왼쪽 위에서 아래로)

PRISM2 재호흡기를
조립하고 있는
이종석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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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오션챌린져
Pioneer
마스크/제조사 OCEANIC

FF-16
핀/제조사 TUSA
- 가격 : \ 250,000
-	극도로 낮은 내부 볼륨을 위해 견고한 이너 프레임이 Ultra-soft 실리콘 스
커트와 직접적으로 성형 됨
- 극대화된 견고함과 내구성을 갖춘 Full 메탈 알루미늄 프레임
- 낮은 볼륨, 듀얼 디자인의 렌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야와 각도를 유지
-	얼굴에 압박감을 줄여주는 스커트 튜브 마운트 버클
(Skirt Tube Mounted Buckles)

- 다이빙이 끝날 때가지 확실히, 편하게 찰 수 있는 핀을

- OCEANIC 독점의 조절 되는 원 터치 버클

컨셉으로 함

-	편안함과 기존에 없던 그립 감을 위해, 머리의 만곡에 자연스럽고 아늑하
게 감싸지는 3차원 스트랩 구조

- 뛰어난 추진력을 자랑하는 TUSA 최초의 고무 풀 풋 핀
- 블레이드의 길이를 극도로 짧게 한, 쇼트 블레이드 설계

-	세인트 글로빈 글래스 디아망 울트라 클리어 강화 유리(Saint Gobain

- 부드러움 속에서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 설정

Glass Diamant ultra-clear tempered glass)는 최적의 시야와 색상 퀄리티

- 복사뼈의 어긋남을 방지하는 로켓 형 풋 포켓

를 제공

- 빠르고 쉽게 벗겨지는, 발뒤꿈치에 위치한 3개의 kicker
- 열정과 기세가 살아있는 핀 후면 부의 삼수변 디자인

M-41
마스크/제조사 TUSA

- low profile의 4안식 teardrop 디자인
- 프리덤 테크놀리지 스커트
- Crystal View Optical Glass lenses
- 2안식 마스크 보다 시야를 더 높임
- 스커트에 부착된 Quick-Adjust Buckle System
- 최고의 피팅감과 편안함을 갖춘 Round-edge 스커트
- 해부학적으로 이상적인 피팅이 가능한 3차원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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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WING
Bladder/제조사 HOLLIS

- 고급스러운 레드 / 블랙 디자인
- 모델 종류 : S25 LX, S38 LX, C45 LX, C60 LX
- 테두리에 용접된, 툴이 필요치 않은 정비를 위한 하나의 리테이너
-	외부의 shell은 HD 라미네이트 코팅 처리된 1680 데니아 나일론 코튜라
원단으로 설계
- 420 데니아 나일론의 내부 블레이더
- 레귤레이터와 탱크밸브와의 충돌을 피해 중심 부에 위치한 elbow
- 왼쪽 하단에 위치한 pull relief 밸브
- 캠 밴드 슬롯 포함

LED25 Canister Light
라이트/제조사 HOLLIS

- 가격 : \ 1,800,000
- 1250+ 루멘, 색온도 5600K의 25W LED 랜턴
- 사용 시간 : 8시간
- 10A/h 11.1V 리튬-이온 배터리
- 무게 : 2.2kg (부력 -1.1kg)
- 알루미늄 헤드가 있는 델린 캐니스터
- 캐니스터 길이 : 18.5cm, 직경 : 7cm
- 랜턴 헤드 길이 : 9cm, 직경 : 4.5cm
- 작동 수심 : 1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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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뱅크
G260

MK25/S600 Black Tech

- 새로운 2단계
- G250V 진보한 기술
- VIVA 놉이 넓어지면서 효과가 극대화됨
- PVD DLC 공법 코팅

- 마우스 피스 파이프가 넓어짐

- 스크레치 강도가 높다

- 새로운 유선형 레버

(황동 800HV , PVD 3000HV)

- 조절놉이 그립감이 좋게 조금 커짐

- UV RAYS에 영향받지 않는다.

- 전면 커버 디자인

- 100% 독성이 없다.

- 좌우변환 가능

- 저자성체
- 부식에 매우강하다.
- 2단계 케이스 마우스 피스 쪽이 넓어짐
- 마우스 피스 착용감이 편해짐

R195/095

- 새로운 2단계
- Main technical features
- 전통적인 다운 스트림 밸브 업그레이드
- 다이아프램이 커짐
- VIVA 놉이 커짐
- 강화된 파이버글라스 나일로 케이스
- 2m 호수로 CE 기준 통과

C300 : colour kit

- 좌우변환 가능
- 공구 필요없이 쉽게 조립 불량을 체크 가능
- 새로운 G260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
- R095 랜탈용으로
R195 WOB 0.8-0.9 J/l / R095 WOB is 1.2-1.3 J/l

호흡기 색상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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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 여행용 BCD
- fabric 420 denier 원단
- 조끼타입 부력조절기
- L사이즈 자켓 중량 2kg
- 가볍고, 접을수 있다.
- 높은 품질의 가벼운 원단
- 백팩이 없다.
- 지퍼형태의 전면 포켓
- 전면 버클이 회전됨
- 통합웨이트
- 칼 고리
- 알리미늄 D링
- 휴대용 나일로 가방 포함

X-Black
- Main technical features
- 새로운 블레이더 + 하네스 착용감 향상
- 백팩과 에어넷 Airnet™ 으로 업그레이드됨
- 새로운 조절 어깨끈
- 검회색 알리미늄 D 링
- 양쪽에 옥토 퍼스 홀더
- 나이프 걸이
- 인체공학적인 포켓
- 커머밴드 에어넷
- 새로운 BPI
- 새로운 웨이트
- 자바라호수

Diving Inside

Scubapro의 프로모션
한번에 Scubapro 장비 풀세트를 구입하시면
손목형 컴퓨터를

◆ MK25/S600를 포함한 Scubapro 장비 풀세트
	MK25/S600
옥토퍼스
	B.C(클래식 언리미티드, T-Black, X-Force, X-Tec)
써멀텍 슈트
◆ 손목형 다이브컴퓨터
알라딘(Aladin 2G) 또는 메르디안(Meridian)
◆ 프로모션 기간 : 2013년 3월 15일 ~ 4월 30일
◆ 선착순 100세트 한정
◆ 선착순 50명까지는 4월 1일부터 순차발송
50명 이후 5월 30일 발송

상세한 내용은 www.scubapro.co.kr를
접속하거나 Scubapro 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Tel. 02. 2297. 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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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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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잠수
아이스버그
원피스형 드라이슈트

- 저온 다이빙용 네오프렌 소재 6.5mm 원피스
(후드 분리 - 부츠 일체형)
- 네오프랜 플랩 보호형 방수잠금 메탈지퍼
- 고품질 인체공학적 컷팅
- 관절부위 신축형 시스템 (팔꿈치와 무릎)
- 착용이 손쉬운 이중 3+4mm 엘라스킨 커프
- 팔꿈치와 엉덩이 부분 PU에 강화
- 내부(가슴과 팔) 보호용 밸브
- Si Tech사 밸브
- 사이즈 : XS, S, M, L, XL, XXL

VX10 Iceberg
VX 10 아이스버그는 신개념 “벨벳크롬”시스템으로 표면
처리에 중점을 둔 스타일의 호흡기이다.
- 터렛 회전형 디자인 테크니컬 다이빙
(저온 다이빙용)
-	2HP와 5LP 포트가 있는 균형 잡힌 1 단계 다이어프램
조정기
- 조절용 벤추리의 세밀함
- 수퍼소프트 직물형 LP호스

풀풋 뮤 제트 하이브리드 화이트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옆면이 엣지 처리로 날렵함을 강조하였고, 자연스로운 핀의 동작을 구
현하여 발의 피로를 줄여주며 오리지널 합성고무로 동일한 사양의 타제품에 비해 가벼운 것
이 특징이다.
- 재질 main blade : Rubber (floating)
- Keel : Rubber (non-floating)
- 사이즈 : S, MS, M, L, XL
- 무게 : S 605g, MS 620g, M 710g, L 830g, XL 9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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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900

다양한 보급형 수중랜턴으로 사랑받는 빅블루에서는 CF-250
의 성공을 발판삼아 큰형격인 CF-900을 출시하였다.
- 고성능 LED 3개
- 알루미늄 합금 재질
- 밝기 조절가능 : 90LM, 225LM, 450LM, 900LM (4단계)
- 알루미늄 합금(산화피막 코팅) 재질
- 배터리 리튬 이온 축전지 (2200mA)
- 조사 각 7~ 37도 조절가능
- 사용시간
최대출력(900LM) 2시간 – 최소출력 (90LM) 20시간
- 중량 : 306g (배터리 포함)
- 스위치 타입 : 마그네틱 스위칭

CF-250m

CF-250은 조금 더 컴펙트한 사이즈로 CF-250m(글러브포함)으로
변동되어 재출시되었다.
- 250루멘
-	AAA 건전지 3개를 사용하며 4시간정도 사용가능하여 우수하다.
-	6~31도까지 조사각도를 조정할 수 있으면 193g의 초경량 수중
랜턴이다.
-	네오프렌 글러브에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으며 손으로 마그네틱
회전 스위치를 작동 시킬 수 있다.
- 휴대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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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유명 소형 수중조명

한정수량 특가판매!

(주)해왕잠수

“해왕잠수에서 수중랜턴 특가판매
이벤트를 한다.
핀서브의 1400시리즈와 오마서브의 문라이트,
빅블루의 CF-250m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
어 있다.”

브랜드
cf-250m

소비자가

할인가 (25-30%)

140,000

100,000

250 루멘, 6-31도 조사각 조절, AAA 건전지 x 3개, 3시간 사용, 6500K, 193g
AL 1x5

140,000

콰트로

680,000

수중탐사용

(출력조절 5시간까지 가능), 880g
460,000

320,000

500 루멘, 할로겐전구, 60-40도 확산형 비디오필터, AA건전지 x 8개 ,
전구수명 1000시간, 7500K , 750g
1400 smart

1,280,000

5000 ~ 8300K , 686g
1400 rings

1,100,000

moonlight

70,000

할로겐전구, AA 건전지 x 6, 3시간 사용

동굴탐사, 장시간 잠수용

770,000

1400루멘 , 10도 고정조사각, 충전식 베터리, 2.5시간 5000 ~8300K, 686g
Omersub

비디오 촬영용

896,000

1400루멘 , 10도 고정조사각, 충전식 베터리, 2.5시간 (출력조절_24시간),
Finnsub

일반 비상용 랜턴 캠핑, 기타 아웃도어 스포츠

480,000

1000 루멘, 8-55도 조사각 조절, AA 건전지 x 8개, 1.7시간 사용
BB 10

일반 비상용 랜턴 캠핑, 기타 아웃도어 스포츠

100,000

170 루멘, 60도 고정 조사각, AAA 건전지 x 4개, 6시간 사용, 6500K, 190g
Bigblue

용도

동굴탐사, 장시간 잠수용

49,000
일반 비상용 랜턴 캠핑,
기타 아웃도어 스포츠

한정수량 이벤트로 재고 소진시 마감될 수 있사오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주세요!
Tel. 02)36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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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아쿠아시스템

동일하게 만들어진 내피는 없다. DUI는 높은 압력의 조건하에
탁월한 성능을 가진 최상의 자재만을 사용한다.

폴라텍 파워스트레치 프로
- 점프슈트 300 : 7~15도
- 560gm 이중구조의 다방면 신축성 있는 양털
- 탁월한 신축성과 보온성
- 남성, 여성 사이즈 S-2XL
- 맞춤복 가능
-	스포츠, 테크니컬 다이빙 및 최소의 부피를 희망
하는 다이버에게 적합
- 양말 사이즈 XS-2XL
- 소비자가격 : 기성 \ 718,000/맞춤 \ 838,000

짚글러브-WD

블루(HEAVY DUTY)

- 짚글러브-WD : 손목 고무막. 안감 있음. 사이즈 M, L, XL
- 소비자 가격 : \ 298,000

- 블루(HEAVY DUTY) : 안감 있음. 사이즈 M, L, XL
- 소비자가격 : \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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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스쿠바연합회 회원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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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오션

제주바다하늘(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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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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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원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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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란바다 랩세미나

2년에 하루씩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MARES LAB Technical Seminar BASIC and EXPERT

대구탑스포츠 랩세미나
2013년 1월 24~26일 3일간 대구탑스포츠에서 제2차 마레스랩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되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이명욱, 김주화 사장님,
강종진 강사님, 조춘식 강사님, 박동인 님 모두 감사를 표한다.
마레스랩 교육을 받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알 것이다.
늘 그렇듯 아침 일찍부터 진행되는 1일 차 교육 때는 졸음을 참아가며 또
중간마다 재미있는 질문으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바꿔가며 교육에 집중력
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2일 차 교육 때는 교육 분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웠던 것 같다.
2013년 1월 15~17일 목요일까지 파아란바다에서 마레스랩 테크니컬 세미
나가 열렸다.
총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반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과
정과 다이빙샵 및 강사분들을 위한 어드밴스드 및 익스퍼트 과정이 있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제품 및 다이빙장비에 대한 A/S 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루 한 과정씩 진행되고 어드밴스드와 익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 7명 이하로 수강인원이 제한된다. 다이빙샵에 신청하실 경우
다이빙샵에서 마레스코리아에 신청하여 해당 샵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마레스코리아가 진행한다.
(3일간의 교육비는 15만 원이며 공기통 비용, 식대 및 세미나실 비용은 불포함이다.)

실기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공구와 장비 분해, 조립 과정이 손에 익
숙지 않거나 조립 순서 및 부품 명칭 등이 쉽게 암기가 되지 않았고 이 때
문에 점차 고민에 빠져가며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다.
3일 차 교육 날 아침엔 전날 늦은 공부로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로 진지하
게 교육에 임하시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합격과 불합격 기준을 떠나
이번 세미나는 다이빙 장비이론과 실기를 1일 차 베이직 과정과 3일간의

모든 분께 존경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

익스퍼트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하신 모든 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일간

참가자는 CEO다이빙 장철기, 다이버스몰 박재우, 파아란바다 송규진, 김

보여주신 열정에 많은 것을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수진, 김문자, 함윤호, 전현명이며 실습과 반복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250여 명의 세미나에 참가하여 150여 명이 합격했으며 재시험
을 통한 합격자를 포함한 참가인원이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 3일 차 과정을 재수강을 통해 다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랩세미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매뉴얼과 전용공구를 구입할 수
있고 구입했을 경우 공식적으로 마레스 장비에 대한 지정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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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의스포츠 랩세미나

양양 동호다이브 랩세미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9~11일 3일간 부산 동의대학교 스포츠센터

강원도 양양에 동호다이브에서 마레

에 있는 동의스포츠 다이빙샵에서 마레스랩 교육을 진행하였다.

스 랩세미나가 2012년 2월 4~6일 3

동의스포츠 윤대건, 김욱조 님, 부산 스쿠버컬리지 이성복 트레이너님, 박

일간 이루어졌다.

주현, 류승은, 김성일 님, 태종대스쿠바 이재호 강사님, 진주마린블루스

동호다이브 조명환 사장님과 임용한

이재훈 님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강사님, 영진아쿠아존 김창문 사장님,

마레스 랩 교육은 1일, 2일, 3일 차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이 3일 과정으로

동명스쿠바 이재원 사장님, 스쿠바스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1일 차 과정은 장비 표준 및 규정 다이빙 장비재질,

쿠바 김상열 사장님이 참가하셨다.

다이빙장비에 대한 호흡기 작동원리, 마레스 호흡기특징, 그리고 실습으

동호다이브에서 운영하는 식당 별

로 진행되며 70% 정도 이론과 30% 실기로 마무리되었다.

관에 자리를 마련하여 3일간 교육이

첫째 날 과정은 이론 비중이 높아 지루함과 피곤함이 밀려오는 시간의 연

이루어졌다. 같은 강원도 지역에서

속으로 이어졌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교육 열정이 남달라 즐겁

샵을 운영하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게 1일 차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않아서 첫 만남에서는 어색한 기운
이 감돌았다.
1일 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
분이어서 약간에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든 분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기가 대
부분이어서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가하였다.
3일 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다.

2일 차 과정은 A/S 부품안내, MR22 문제해결 테스트, 호흡기 실습, BC

3일 교육 동안 장비에 이론이나 원

실습 보증수리 안내로 진행되었다.

리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에 대

첫째 날 과정은 이론 비중의 교육이었다면 둘째 날 과정은 실습 비중의

해서 다시 한 번 배움에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장비 실습으로 지루함 없이 진행되지만, 마지막 날

교육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든 분이 친분

최종테스트라는 압박감에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나타남을 알 수 있

을 쌓는 모습을 보니 마레스랩 교육이 교육을 떠나서 지역 샵 간의 친목

듯이 교육 과정이 끝이 나고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이론과 실기 연습을

을 다지는 장이 되어 좋아 보였다.

하며 2일 과정을 마무리되었다.

3일간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주신 사장님들과 강사님들 모두 수고하

3일 차 과정은 호흡기 실습, BC 실습, 장비 세척안내, 컴퓨터 알고리즘소

셨다.

개, A/S 제도, 이론,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테스트 이론과 실기과정
을 통과하여만 장비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주신 윤대
건, 박주현, 류승은, 이성복, 김성일, 이재호, 김욱조, 이재훈 강사님께 감
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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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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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시온 코리아 소식
레저스포츠박람회(쿠스포전시회) 참가
헬시온 코리아는 지난 2월
21~24일에 개최된 쿠스포전
시회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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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시온의 부사장인 케이시 맥켄리가
한국 방문하여 다음 행사에 참석
■	군, 관공서 대상으로 스
쿠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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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대상으로 헬시
온 장비 세미나 개최

ARA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 윌 리휠리 리조트에서 1박2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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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헬시온코리아 2013년 영업 정책
Work-shop을 실시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4월 출시 예정 상품
■ 헬시온 파란색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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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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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퍼시픽 비즈니스 다이빙 세미나

2013 KUSPO Show 참가 및 행사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Show 기간 중, 2013 PADI 다이빙 비
■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즈니스 세미나를 2월 23일 오후 14:00~15:00 COEX 세미나룸에서 국내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3 KUSPO Show 전시관을 국내외 PADI 다

외 PADI 멤버를 초대, 이하의 토픽으로 세미나를 대니 드와이어(Danny

이빙 센터 및 리조트와 협력하여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2013년 다이

Dwyer –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그리고

빙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김부경 (한국 지역 담당관)님과 함께 진행하였다.

도 국내 다이빙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시관을 확보하였고, 현실적이
고 실제적인 마케팅 및 홍보의 일환으로 국내외 충 10개 PADI 다이브 센

- 세계적 다이빙 산업 및 한국 지역 현황(마켓 트렌드와 통계)

터와 리조트 업체들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운영하여, PADI 다이빙 코스를

- 다양한 e-마케팅 효과적인 활용

홍보 및 판매를 하였으며, 전시회 마지막 날 2013 KUSPO Show 전시회

- 소셜 미디어 활용

참가한 각 업체별, PADI 코스 판매 결과 조사에서 총 788코스의 등록이

- padi.co.kr 업데이트

이루어졌음을 집계되었다. 이는 전시회 참가 기간 중 6억 3천 2백만원 상

- 다이빙 비즈니스 향상을 위한 마케팅 계획

당의 비즈니스 매출을 올렸음을 의미한다.

- PADI Pros – 한국어 버전 개발

전시회 기간 중 고객들로부터의 다이빙 상품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새로운 한국 지역 컨설턴트 채용

으로 보다 높은 매출이 기대되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집계된 고객
들의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하
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헨릭 님(Henrik Nimb부사장, 마케팅, 교육 & 비지니스 개발 ) 대니 드와이어(Danny Dwyer –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마크 스파이어스
(Mark Spiers – 디렉터, 세일즈 & 필드 서비스), 샤론 로(Sharon Loh –
시니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락관) 그리고 김
부경(한국 지역 담
당관)님이 원활한
공동 전시관 운영

■ 2013 PADI 멤버 포럼

과 멤버들의 비즈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KUSPO Show 기간 중, 2013 PADI 멤버 포럼

니스 향상을 위한

을 2월 24일 오후 2~4시 COEX 세미나 룸에서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

컨설팅 그리고 다

락관)씨와 김부경(한국 지역 담당관) 씨가 2시간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였

양한 세미나를 함

으며, 포럼에 참석한 107명의 멤버들께 PADI 멤버들의 다이빙 비즈니스

께 진행하였다.

지원을 위한 2013년 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지원 방안들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PADI 트레이닝 기준, 위험관리, 프로젝트 어웨어 및 새롭게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 전시관 참여 업체
PADI 센터 및 리조트
1

다이브 컴퍼니

대표

위치

이상호

송파구 잠실동

2

스쿠버인포

이호빈

송파구 석촌동

3

옥토 다이브

박찬원

송파구 잠실동

4

해저 2만리

김강영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5

고 다이빙

임용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6

아쿠아마린

한민주

송파구 잠실동

7

파아란바다

송규진

강남구 신사동

8

블루존스쿠버

김시광

용인시 기흥구 중동

9
10

딥블루퀘스트
디퍼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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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쎌 코로그
장태한

파주시 금촌동
필리핀 보홀

출시될 제품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PADI 강사시험 – 2013년 2월 실시

■ KUSPO 전시회 기간 중 세미나
2013 KUSPO 전시회 기간 중, 파아란바다의 송규진 PADI 코스디렉터가
이하의 토픽으로 세미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3년 첫 번째 PADI 강사시험을 제주도 성산
에 위치한 피닉스 아일랜드에서 2월 15~17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하

1. PADI 포세이돈 MK6 RCCR 다이버 & 어드벤스 다이버 코스 세미나

였다. 이번 강사시험에는 이준규, 박승규, 이천열, 김신기, 김일규, 김상달,

파아란바다 다이브센터(강남구 신사동 소재) 대표 PADI 코스디렉터 송규

이승호, 어윤나, 함윤호, 추지혜, 이재요 총 11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

진 강사는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코엑스 세미나룸에

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하니스씨

서 PADI 포세이돈 MK6 RCCR 코스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약 20

가 평가 및 진행을 담당하였다.

여명의 강사, 다이버들이 참여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체계적인 교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

육으로 인정받고 있는 PADI

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포세이돈 MK6 RCCR 다이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

버 & 어드벤스 다이버 코

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김진관, 박금옥, 김시광, 송규진, 주호민 PADI 코

스에 대한 안내와 장비 소

스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

개 및 체험, 코스의 장점에

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대해 진행되었다. 참가들의

협조와 도움을 주신 피닉스아일

많은 관심속에 세미나 당일

랜드의 김선일 팀장님과 제주도

다수의 사람들이 코스에 등

성산 씨-라이프 스텝 일동께 감

록했고 3월부터 파아란바다

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다이브센터에서 PADI 코스
디렉터이자 포세이돈 MK6
RCCR 강사인 송규진 강사
가 실시하는 PADI RCCR
다이버 & 어드벤스드 다이
버 코스가 매월 진행될 계
획이다.
2. GoPro HERO3 블랙에디션 수중촬영 세미나
국내 3D 수중촬영의 전문가이자 파아란 바다 PADI 다이브센터 대표
PADI 코스디렉터 송규진 강사가 진행하는 GoPro HERO3 블랙에디션 수
중촬영 세미나가 2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50여 명이 넘
는 참가들의 많은 관심 속에 코엑스 세미나룸에서 진행되었다. 간편하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 2013년 2월

휴대할 수가 있고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GoPro HERO3 블랙에디션의 장
단점과 PADI 수중비디오 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0년 2

페셜티 코스에서 배울 수

월 19일, 서울에서 EFR 강사 트레이너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코스를 영희 하니스 씨가 진행하고, 윤

기술에 대해 소개되었으며,

두영, 김재영 2명이 참가하였으며, 사

수중촬영 시 필요한 정보에

이판에서 이준호, 전용식, 박상만, 곽성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

환, 최준걸, 현광재 총 6명이 참가하여

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를 성공적으로

PADI 수중비디오 스페셜티

수료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코스와 GoPro HERO3 블랙

는 새로운 EFR 강사 트레이너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한국

에디션 프로모션은 5월까지

에서의 EFR 프로그램 마케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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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소식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딜러 미팅 세미나 진행

업데이트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1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본부로

2013년 2월 27~28일에 걸쳐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와 딜

리브리더 다이빙 체험

연락 바란다.

러 미팅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업데이트는 SSI의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 변화된 리더 교재 및 기준 변화 등 강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월 28일 딜러 미팅 세미나가 진행된 후, 수원 월드컵 다이빙풀장에서 리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딜러 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딜러는 2차와 3

브리더 다이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에 손쉽게 접하기

차로 나누어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란다. 2차 세미나는 3월

는 어려운 장비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

30일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지 않을 경

다. 장비 조립부터 부력 조절 및 입수, 출수까지 전반적인 리브리더의 사

우, 신규 등급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바라며, 자세한 스케

용법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줄은 본부를 통해 확인 바란다.

미 기존 다이빙 습관에 익숙했던 참여자 모두 다이빙 교육을 맨 처음 받
았던 초심으로 돌아간 듯 신선한 모험에 흥미를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무
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인 리브리더 교육을 원하는 분
들은 본부로 직접 연락주기 바란다.

기존 AOWI, DCSI 업데이트 안내
새로 변화된 다이브 리더 교육 기준에 따라 4월 1일 이후 신규 등급 및 리
더 등급의 교육 희망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업데이트 후에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3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참가
• 기존의 SSI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의 경우
	a. 업데이트 키트 구입 후 시험지를 본부로 제출하면 다이빙 과학 다

2013년 5월 30일 ~ 6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7, 8홀에서 한국다

이버(신규 다이버 등급)와 다이브 가이드(신규 리더 등급)의 교육이 가

이빙엑스포(KDEX)가 열릴 예정이다. KDEX는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센터

능하게 되며 만약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에서 경기국제보트쇼와 더불어 개최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관

다이버 등급만 교육이 가능하다.

련 종합전시회이며, 해외 업체 및 관련 국제 다이빙 전시회와 연계하여

• 기존의 SSI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의 경우

최초의 국제 다이빙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교육단체의 업데이트,

	a. 신규 AOWI 키트 구입 후 시험지를 본부로 제출하면 다이빙 과학

세미나, 전략회의 및 다이버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다이버(신규 다이버 등급)와 다이브 가이드(신규 리더 등급)의 교육이

에 SSI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스쿠바다이빙을 일반인에게 체계적이

가능하게 되며 만약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이버

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알리기 위해, 넓은 부스 공간을 준비

등급만 교육이 가능하다.

하여 함께 참여를 원하는 딜러들과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b. 새로운 DCSI 키트 구입과 트레이너에게 업데이트를 받은 후에 다
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보조 강사) 교육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딜러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앞으로도 SSI에서는 스쿠바다
이빙 산업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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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씨 SSI 프리다이빙 다이버 과정 진행

빙 교육이 가능한 센터이다. 교육 과정은 SSI 다이버 과정을 교육한다.

SBS ‘정글의 법칙’의 병만족장으로 익히 알려진 개그맨 김병만 씨가 SSI

- 운영 : 황영성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이어, 작년 처음 국내에서 런칭된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SSI 프리다이빙 과정에 연예인 최초로 도전하였다. ‘정글의 법칙’은 금요

- 전화 : 051-510-3745

일 저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얼마 전 방영된 갈
라파고스 편에서는 수중세계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등 다이버로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다이빙은 수중에서의 외면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꾸준한 연습과 컨디
션 조절이 필요한 스포츠이다. 이번 프리다이빙 과정 중에서 김병만 씨는
STA(스테틱 : 정지 상태에서 숨 참기) 최고 3분 57초를 기록하는 등 남다
른 열정과 노력으로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국내 연예인 최초의 SSI 프
리다이버로서 보다 더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약상을 다짐하였다.

■ 스쿠바조아
서울 자양동에 위치한 스쿠바조아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윤기명
대표가 운영하며 스쿠바다이빙뿐만 아니라 윈드 서핑 등 여러 가지 수상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센터이다. 교육 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정수 다이빙스쿨

- 대표 : 윤기명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경남 진주에 위치한 정수 다이빙스쿨이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허

- 전화 : 070-8692-0441

정수 대표가 운영하는 정수 다이빙스쿨은 수중 안전과 신뢰성을 중요시

- 홈페이지 : cafe.naver.com/scubajoa

하며, 리조트와의 연계 및 다양한 레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
력하는 다이빙 센터이다. 교육 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1월 29일 크로스오버

- 대표 : 허정수
- 주소 : 경남 진주시 신안동
- 전화 : 055-747-9713

2013년 1월 29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
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에는 최환규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 부산대학교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도하고 안

부산 장전동에 위치한 부산대학교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황영성

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

교수가 운영하며 대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쿠바다이

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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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번 인스트럭터 교육은 소방방재청 특수 직무 교육 중의 일환
으로 SSI의 유재철 트레이너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재철 트레이너와

2013년 2월 1일 인스트럭터 평가와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이명섭 평가관이 이번 ITC를 진행하였다. 평가에는 소방재청의 김주호,

교육에는 부산대학교 황영성 교수와 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대표가 참여

이상근, 옥진학, 최윤호, 임운호 후보생이, 아쿠아시스템의 구자준 후보생

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삼원 휴스포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2월 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1월 14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2013년 2월 3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동의과학대학 스포츠센터에서
2013년 1월 14일 필리핀 모알보알에 위치한 클럽하리 다이브 리조트(대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

한형철)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

가에는 SCUBA COLLEGE(이성복 트레이너)에서 박주현, 배혁록, 최상국,

행되었다. 이번 평가는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으로 ITC가 개최

김성일, 류승은, 윤대건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되었으며 하리 리조트 한형철 대표, 포프라자 김병국 대표, 아쿠아캠 대표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

박상훈 감독, 주재범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바다이빙을 선

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동의과학대학 스

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클럽 하리 다이브 리조
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월 22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12월 28일	부산해양스포츠교실(JMJ DIVING SCHOOL) 유성용 인스트

2013년 1월 22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삼원 휴스포(대표 김동주)와 본부

1월 26일	바다의 꿈 이민석 인스트럭터 주관 김도현, 여일승 다이브

럭터 주관 박종문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사무실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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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스페셜리스트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2월 6일	서울산업잠수학원(J-DIVER) 이주헌 인스트럭터 주관 강경
태, 장연황, 장희성, 이재우, 정호상, 임진우, 오원태, 표민
선, 조성우, 최 완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2월 26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주관 신명문 다이브 컨트롤 스
페셜리스트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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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2월 12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김광욱, 윤대건 인스트럭터
3월 1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한형철, 김병국, 박상훈,
주재범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1월 7일

상시개장
365일 24시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헬시온 코리아 유재철 트레이너 주관 박성준 인스트럭터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1월 29일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평가관 주관 일산풀 구자운 인스트럭터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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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스
인스팅트 호흡기
실시 사항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3년 1월 12일(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2013년도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을 개
최하였다.
■ 전략미팅 주제
1. 2012년도 사업보고 및 2013년도 추진 사업계획
2. 신규 매뉴얼 및 상품 소개
3. 교육 자료 활용 교육
4. 규정 업데이트
5. 강사 교육 업데이트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필리핀 두마게티, 서울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우수강사 시상
1. 최우수 트레이너 : 국용관 트레이너(아닐라오 SM 스쿠바리조트)

■ ISCP의 장점

2. 최우수 강사 : 권경혁 트레이너(세부 씨홀스다이브)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

3. 우수 강사 : 엄대영 강사(울진 해양레포츠센터)
		

테 자격증 전달 가능

유병준 강사(모알보알 준 다이브리조트)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4. 공로패 : 강용수 트레이너(공군 항공구조대)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SDI/TDI/ERDI 회원분들 지난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카드 프린터 무상 임대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2년 12월 필리핀 두마게티에 위치한 원다
이브 리조트(김민석 강사),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골드피쉬 클럽(김도형
트레이너)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규정과 강사 교육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과 그에 따른 의무 교육의 필
요성으로 인해 이번 트레이너 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트레이너분들께서는
2013년 3월 말까지 본부로 방문하여 업데이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2013년 4월부터 강사 교육/평가/등록 등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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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게티 원다이브 리조트 ISCP 계약 체결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두마게티 원다이브 리조트와 서울 골드피쉬 클럽

■ 참가 사전 자격

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

- SDI 또는 TDI 강사 자격

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

- TDI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감압절차 다이버 이상의 자격

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 대만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 두마게티 원다이브 리조트
cafe.daum.net/wondive
070-4388-4312
■ 서울 골드피쉬 클럽
www.goldfishclub.co.kr
02-3437-5410

예정 사항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 인양 실습

인트로 텍(Intro to Tech) 강사 과정
SDI,TDI,ERDI에서는 3월 14~21일까지 7박 8일간 대만(Taiwan)에서 대
SDI.TDI.ERDI KOREA에서는 3월 9~10일까지 본부 사무실과 수영장에서

만 소방관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ERDI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과

인트로 텍(Intro to Tech)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 대만 본부의 요청으로 ERD 1, ERD 2, 텐더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인트로 텍 과정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의 구성에 친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은 세계 유일의 국

숙해지도록 하고, 개방수역 다이빙 기술(부력, 균형, 유영, 주위 관찰력)을

제적인 스포츠,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공공 안전(Public

향상시키며 기체 운영에 관련된 높은 수준의 계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Safety) 다이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미국의 911, 경찰, Coast Guard

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등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ERDI KOREA에서는 2008년 소속 스쿠버 강사 트레이너를 대상으
로 ERDI 강사 과정을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매년 공군 항공구조대
(SART)에서 ERDI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ERDI 교육 프로그램
은 공군 군사교육과정으로 인가되어 올해부터 연간 2회의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인트로 텍(Intro to Tech)

■ 일정
- 3월 9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본부 : 이론/장비 교육
- 3월 10일(일) 오전 9시부터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 : 수중 기술 실습

탐색 후 오염제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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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ERDI 강사 트레이너 1명, 강사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ERDI

스드 트라이믹스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KOREA에서는 향후 공공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 지원함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은 수심 100m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

으로써 표준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공공 안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
용 기체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사이드마운트, 감압절차 과정
2013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SDI,TDI,ERDI KOREA에서
는 4월 13~17일(수)까지 필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11~18일(토)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

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

조트(임희수 트레이너)에서

할 예정이다.

TDI 사이드마운트 과정 및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사전에 국내에서 동굴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감압절차 과정을 실시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관

예정이다.

심 있는 분들은 본부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

이번 감압절차 과정(45M)
은 전통적인 방식의 더블
실린더 대신, 사이드마운트
방식의 실린더와 스테이지
실린더를 이용하여 계획된
감압 다이빙을 안전하게 실
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
이다.
TDI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또한, 2009년 TDI 동굴 사
이드마운트 과정을 통해 국

내에 처음으로 사이드마운트를 소개한 이후 국내 각 지역, 필리핀, 플로리
다, 멕시코 등에서 활발하게 교육 중인 현재까지 TDI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멕시코 동굴 다이빙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공고

SDI.TDI.ERDI KOREA에서는 4월 18~22일(월)까지 필리핀 사방 씨퀸 다이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30일(목) ~ 6월 2일(일)까지 경기도가

브리조트(정성걸 트레이너)에서 익스텐디드 레인지(ERD) 과정 및 어드밴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에 참가할 예정이다.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260

다이빙 엑스포 참가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해 온 국제보트 전시회를
확대하여 스쿠바다이빙, 낚시, 캠핑, 보트, 요트 등의 수상레저 등을 총 망
라하여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 22,580㎡의 넓은 쾌적한 공간에서
진행된다.
또한, 경기도와 킨텍스(KINTEX)의 파격적인 지원과 한국잠수교육단체대
표자협의회(KDEC)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외 업체 및 관련 국제 다이빙 전
시회와 연계하여 최초의 국제 다이빙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비
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동 기간 중에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및 다이버의 밤 행사 등이 진행될 예
정이니 소속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공고
2012년 장학생 강사과정 – 제한수역 교육 교육 중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ERDI KOREA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
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2007년 1기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 6기 과
정까지 장학생 강사들이 배출되어 각 출신대학, 취업회사, 소셜 커뮤니티,

■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330만 원) 전액 지원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90만 원) 전액 지원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 일정
1. 신청자 접수 : 4월 30일(화)까지
		

이메일(hq@tdisdi.co.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2. 참가자 발표 : 5월 8일(수)
4.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7일(목) ~ 7월 5일(금)
5. 교육 장소 :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 지원 자격

2012년 장학생 강사과정 – 나이트록스 교육 중

미디어, 국내/외 리조트, 교육협회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선배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교육 장소를
방문하거나 멀리서 응원의 메세지로 힘이 되어주고, 때론 교육에 적극 동
참하여 미래 다이빙의 주역이 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강사 과
정과 CPR/First-Aid/산소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빙 프로그램인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된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과 패
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2012년 장학생 강사과정 – 개방수역 평가 후

1. 2013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
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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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TD KOREA 소식
2013년 아이스 다이빙
1월 25~26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군에서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
였다. 이번 아이스 다이빙은 스쿠버 넷(최성순 대표)과 공동으로 개최하였
으며, 장소 선정 및 텐트, 난로 등은 서용석 강사가 준비하였고, 강습 진행
은 이원교 트레이너(리쿰 대표)가 진행을 하였다. 25일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참석자 소개가 실시된 후에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
다. 이론 교재는 이원교 트레이너가 제작한 어드밴스드 다이버 매뉴얼을
사용하였으며,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강습 후에는 여러 장비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소개가 있었는데, (주)테코에서는 UV의 드
라이슈트, 스쿠버 프로에서는 드라이슈트와 레귤레이터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었고, MB다이버에서는 포스엘리먼트 드라이슈트와 내피를
전시 홍보하였으며, 선물로 포스엘리먼트 비니를 협찬하였다.

저녁 비행기를 이용하여 출발하여 14일 아침부터 코스를 실시하였다. 1일
차에는 더블 실린더 준비와 스테이지를 준비하여 다이빙을 하고 EANx,
딥다이버, 어드밴스드 EANx, 테크니컬, 노목식 트라이믹스, 트라이믹스까
지 순서대로 실시하였으며, EANx 블랜딩, 트라이미기스 블랜딩을 실시하
였다. 세부 막탄에는 수심이 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운데 파도 리조트 비
치로 바로 100m 이상 수심이 나와서 편리하게 실습할 수 있었다. 기간 중
에 실린더 강신영 트레이너에 의해서 PCI의 실린더 검사관 과정(VCI)을
실시하였다.

26일 아침에 장비를 이동하고, 안전을 위해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내
부에 난로를 준비하였다, 바닥에 눈을 제거하고, 얼음을 절단 후에 다이빙
을 실시하였다. 공기통은 강릉 사천의 해원리조트를 운영하시는 박상용
강사님이 협찬을 하였다. 다이빙은 버디를 이루어서 실시하였으며, 레스
큐 다이버와 라인텐더(줄잡이) 실습을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였다.
많은 다이버들이 사이드 마운트를 이용하여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는데,
드라이슈트를 위하여 알곤 실린더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수중에서 사이드
마운트로 호흡을 하여 편리하게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수중 시야는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오랫동안 다이빙을 실시하진 않았다. 하
지만 밖에는 숯불에 목살을 굽고, 소시지 구워서, 유럽식(?)으로 바게트
빵에 넣어서 먹으면서 유근목 사무장이 맛있게 끌인 오뎅을 먹으면서 재
미있게 추위를 이기면서 다이빙 할 수 있었다. 특히 강원 방송에서 아이
스 다이빙 취재하여 방송에 소개되었다.

재호흡기 코스는 작년 데마(DEMA)쇼에서 홀리스가 신상품으로 발표한
프리즘2 재호흡기를 사용하였다. 1일 차에는 재호흡기 개념과 장비 조립,

트라이믹스 다이빙(더블실린더, 재호흡기)

프리즘2 재호흡기 특성에 대해서 강신영 트레이너가 강습을 실시하였다.
2일 차부터는 기본 교육부터 안전절차, 비상절차, 관리법을 기준에 따라

2월 13일 ~ 3월 1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파도 다이브 리조트에서 트라이

실시하였으며, 100m까지 다이빙을 하였다.

믹스 다이빙과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를 이용하여 트라이믹스 다이빙

프리즘2 재호흡기는 20kg 정도의 무게로 가볍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을 실시하였다. 국립 문화재 연구소의 양순석, 홍광희가 참석하였고, 13일

호흡이 아주 편리하고, 트라이믹스까지 추가의 옵션 없이 사용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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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경 및 전문 레스큐 다이버 과정으로 법규, 잠수 계획, 장비 운영, 수
색과 인양, 증거물 보존, 증거물 전달 등 많은 양의 내용이 이론 및 실제
로 체험을 하면서 실시할 예정이다.
• 김기억 대표 : 010-5439-3256

프리즘2 재호흡기 강습
3월 25일부터 제주도에서 5일간 프리즘2 재호흡기 강습을 실시한다. 이
번 강습은 40m 까지 실시되며,
재호흡기 운영에 관한 모든 내
용과 안전절차, 비상절차등을
배우게 된다. 기존의 재호흡기
강사들은 이번 코스를 통해서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다. 자세
한 문의는 IANTD 본부로 문의
하기 바란다.

IANTD 강사 트레이너 강습 일정
6월 28일부터 6일간 강사 트레이너 강습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실시한
컴퓨터는 시어워터(sherwater)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다. 이번 참가 대상은 IANTD 강사로 열심히 활동한 강사중에서 3명을 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코스가 편리하게 진행되었다. HUD를 포함

발하여 실시되며, 기존의 강사 트레이너들도 참석 가능하다.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오작동시 HUD를 이용하여 다이빙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린더는 19cu 실린더를 사용하며, 100m에서 10분 사용하고

KINTEX 보트 쇼 참가

수면까지 100분 잠수하는 동안 추가의 장비 없이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다이빙 준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산소의 부분압이 조

5월 28일 ~ 6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실

절되고, 희석기체는 ADV가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기체를 추가

시하는 국제보트쇼에 참가한다. 조립식부스 6개를 사용할 예정이다. 2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본부의 이번에 참가하는 국제 보트 쇼는 경기도에서 전곡항에서 실시
하던 국제 보트쇼를 킨텍스 전시장에서 실시하면서 해외의 예와 같이 보

2013년 IANTD KOREA 개회제

트 외에 스쿠바다이빙, 낚시, 아웃도어, 바이크 등 많은 레저 부분을 합쳐
서 성대하게 실시하여 레

4월 6~7일까지 경북 포항 기억해 스쿠버에서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저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

개해제로 한해의 IANTD 멤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면서 실시하는

출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게

데, 많은 멤버들의 참가를 바란다. 특히 6일 저녁에는 PSD(공공안전다이

되었다고 한다. 스쿠바다이

버)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안전다이버 과정은 소방대원

빙 부분은 국제 보트쇼 중
KDEX(KOREA Diving Expo)
으로 부제를 정하였으며, 이
번 행사를 통해서 스쿠바다
이빙이 발전하길 기원하며,
많은 다이버들의 참관을 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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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퍼실리티

스킨스쿠버전제품취급, 인터넷 쇼핑몰 아이스쿠바 , 프리랜서 강사 모
집, 오프라인매장에서 장비 구매가능.

■ 익스트림 양용석 강사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5-13 건창빌딩 지하 1층

신규 강사

대표 : 양용석 강사님 (010-3891-1391)
모든 브랜드 장비 취급, 프리렌서 강사 교육장 항시오픈, 대여장비 30
세트 항시 대여 가능, 전 장비 A/S 가능, 오닐 슈트 전문점

- 양용석 강사님
- 이충근 강사님
- 박정재 강사님

■ 아이스쿠버 이충근 강사님
전화 : 070-4082-5374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7-2

D E P C

CHEONJI SCUBA

(Digital Eco Photo Club)

천지스쿠바

아름다운 바다공간에서 누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다이빙을 시켜 줄 것인가요?
바로 이곳! 천지스쿠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1:1로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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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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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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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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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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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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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DEPC 회장 오이환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이용관련 문의 정연규총무 010-5665-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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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개최
BSAC KOREA는 지난 2월 22~27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퍼스트 클래스
다이버 과정을 개최했다. 퍼스트 클래스 다이버 과정은 다른 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등급으로써 다이버와 강사를 떠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
이빙 기술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등급이다. 일반 강사가 상급의 다이버 등
급 인증 후에 강사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BSAC에는 일반적인 강사
등급 이상의 다이버 등급이 있으며 이는 탐사단체의 집합체인 BSAC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등급이다.

주말반 강사교육 마무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주말반 강사교육이 지난 주 제주도의 블루오션
(대표 정윤현)에서 해양 과정
및 평가과정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일반적으로 퍼스트 클래스 다이버는 명예이상의 탐사조직의 리더십과 실

총 4명의 강사후보생의 해양

질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등급은 특별히 다이빙 산업에서

교육과 평가를 박종섭 본부

리조트나 리브어보드용 선박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매니저에게도 상

장의 주관하에 최종인, 트레

응하는 필요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과정의 전체 기간 동안 테스트로만

이너 등이 함께 진행했다.

진행이 되며 전체 팀원을 이끄는 능력을 위한 리더십 외에 다이빙 계획,
씨맨십(해도작업 및 운항술), 수색, 인양, 조사 등과 같은 상급의 개인 기
술들과 정규 과정 외의 종합적인 이론능력을 테스트한다. BSAC의 규정상
최고 등급인 내셔날 인스트럭터의 사전 조건에 퍼스트 클래스 다이버 자
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푸켓에서 영국과 태국 등의 외부 스탭
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123차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
123차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가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의 MB오션블루(대
표 김용식 트레이너)에서 지난 1월 25~28일까지 총 5명의 강사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4일간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배봉기 트레이너의 최종 인증을

BSAC 창립 60주년 기념용 상품 제작

위한 과정이기도 했으며, 이상호 강사의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레벨업
과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비슷한 기간에 투어를 진행한 김옥주 트레

BSAC KOREA는 BSAC 창립 60주년 기념용 모자와 래쉬 가드를 한정품
으로 제작했다. 모자의 색상은 오렌지와 곤색이며, 래쉬가드는 파스텔톤
의 오렌지와 하늘색이다. 모자는 로고를 오렌지색 챙에는 곤색 로고, 곤색
챙에는 오렌지색의 BSAC 창립 60주년 기념 로고를 새겨 넣었다.

이너를 비롯하여 천재곤 트레이너 및 임근환 38마린 대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모처럼 많
은 BSAC의 멤버들
이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뜻 깊
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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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 소식
앤디 인터네셔널 폐쇠회로형 재호흡기 과정 접수
■ Nautilus CCR Specifications
인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Enriched Air Nitrox - 세이프에어, SafeAir) 다
이빙 전문 교육 기관으로 시작한 앤디 인터네셔널에서 폐쇠회로형 재호

Height

21 inches (53cm)

Width

18.5 inches (47cm)

Depth

14.8 inches max. (38cm) Back of Cylinders to
bend in Knuckle Assembly. Nominal depth is 11.5
inches (29cm).

Travel Weight

53 pounds (24kg)

Dive Weight

62 pounds (28kg)

Buoyancy

1 pound positive (0.4kg)

Scrubber Type

Radial flow

Scrubber Capacity

5.5 pounds of absorbent (2.5kg)

Scrubber Duration

4 hour duration in 40℉ water (4℃)

Cylinder Capacity

Oxygen - 19 cubic feet at 3,000 psi
Diluent - 19 cubic feet at 3,000 psi

Gas Addition

Oxygen - Automatic addition through a
electronically controlled solenoid. Redundant
manual addition also provided.
Diluent - Automatic addition through hydrostatic
pressure differences. Redundant manual addition
also provided.

Counterlungs

Split back mounted compliant counterlungs.
Nominal capacity 3 liters each.

Batteries

Four standard 9 volt batteries, 20 to 40 hours
dive time.

Sensors

3 galvanic sensors; approximately 12 months in air
or 100 hours dive time.

Displays

Primary and secondary displays at one location.
Constant secondary display of all three oxygen
sensors.
Low battery indicator alarm and dropped sensor
alarm.

Electronics

Setpoint selection of 0.7, 1.0, 1.2, 1,3, or 1.4 ATA.
Push button calibration.
Depth sensor with automatic shallow water switch
over to 0.7 ATA at 18 fsw or less.

Buoyancy Wings

51 pounds (23kg) lift. 40 pounds (18kg). lift with full
loop flood.

흡기를 비롯한 다이빙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교육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된 앤디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영국과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그
리스, 일본, 타이완, 한국, 몰디브,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었
다.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멀티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 앤디는 오픈 워터
스포츠 다이버, 다이브 메딕, 세이프
에어Ⓡ 유저 코스, 테크니컬&탐험
프로그램, SCR과 CCR 시스템을 위
한 리브리더 트레이닝 등의 프로그
램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62-8251로 문의주시기 바란다.
■ Nautilus CCR (노틸러스 폐쇄회로형 호흡 장비)
- 외형 : 너비 47m, 높이 53cm, 무게 24kg, 레디알 타입
- Bottle 용량 : 산소 19 cubic feet (3000psig)
		

혼합 19 cubic feet (3000psig)

- 스쿠버 시간 : 수온 4℃에서 약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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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 소식
2013년 얼음밑 잠수 강사교육과정 개최 결과

■ 2차 교육과정
- 기간 : 2013년 2월 2~3일

해마다 2회씩 개최되오던 얼음밑 잠수 강사교육과정이 금년에도 양평 흑

-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및 홍천강 용소

천과 홍천강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3년 1기 얼음 밑 잠수 강사

- 참가자 :	고봉민, 김진석, 김창영, 김창우, 김태연, 문경원, 배기훈, 손

교육과정은 올림픽 잠수풀 사무실에서 이론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기도

태욱, 여동훈, 우영수, 유금성, 유재원, 윤용수, 이경진, 이석

양평 한화콘도로 이동하여 현장준비 및 추가적인 이론교육과정으로 이어

준, 이재호, 이훈상, 임정식, 조상혁, 황지호, 강윤신

졌으며 실제 얼음 밑 잠수는 흑천 대명콘도 앞에서 실시되었다.

- 교육진행 : 정창호, 이항구, 장석왕

2013년 1기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1월 22~28일(월)까지 7일간에 걸쳐 강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습회에는 창원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어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7일간 진행된 강습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스쿠바다
이빙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인 스쿠바다이빙 관련 기초 및 고급
이론, 교수법, 리더쉽, 스쿠바다이빙 기초 실기 및 고급실기, 입수지도법,
강사의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강습회를 수료한 참가자들은
4월 중 개최될 평가과정을 통해 씨마스 강사로 거듭나게 된다. 본 강습회
는 허명, 김창모, 김상욱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장동립 강사
(W스쿠버)가 전 과정을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차기 강사교육과정은 4월
2차 교육과정 역시 올림픽 다이빙풀 강의실에서 이론교육을 마친 후 강원

18일부터 8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 홍천 서석의 홍천강 용소 포인트로 이동하여 2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참가자 명단 : 우영수, 하창길, 배기훈, 윤용수, 조상혁, 석명희, 김창영,

얼음 밑 잠수 강사교육과정은 해마다 겨울철에 개최되는 특수잠수강사

유재원, 이주연, 황지호

교육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상급강사(Master Instructor)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해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얼음 밑 다이버 교
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얼음 밑 잠수 과
정은 잠수활동이 위축되기 쉬운 겨울철에도 지속적인 잠수활동이 가능하
게 만든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는 호흡기 동결 예방 및 올바른 호흡기
선택, 드라이슈트 잠수 기술, 팀워크 배양, 매듭법 및 줄신호법, 얼음 밑
잠수 기법, 뻘 바닥에서 뻘 일으키지 않는 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
이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차기 얼음 밑 강사교육과정은 2014년
초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 1차 교육과정
- 기간 : 2013년 1월 12~13일
- 장소 : 올림픽 다이빙풀 강의실 및 경기도 양평 흑천
- 참가자 :	오남현, 박찬호, 임선희, 엄세열, 김주찬, 최종욱, 임지형, 임영

2013년 전반기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훈, 박영일, 김예슬, 김용목, 김성호, 김택규, 류효정, 조용태
- 교육진행 : 정창호, 조경희, 함경수, 오승철, 장동립

CMAS KOREA는 지난 2월 22일 코엑스 컨벤션 홀 317호에서 활동성 강
사를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업데이트 세미나에는 50
여명의 강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세미나는 금년도 사업소개, 신교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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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특히 양태빈 강사 외 7명이 25년 근속강사로 선정되었고 강주
영 강사 외 12명이 15년 근속강사로 선정되어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윤
진호 강사 외 4명이 최우수강사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김동주
강사 외 1명이 신임트레이너로 임명되어 트레이너 인증서를 수영하였다.
2부 여흥 및 경품 추첨 중에는 여러 협찬사에서 제공된 다양한 경품이 참
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행사는 참가한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약 22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
사로 치러졌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협찬사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소개, 프리다이빙 소개, 전반기 친목다이빙 안내등
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강사의 방 자료실을 통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에서 묵묵히 다이빙 활성화에 힘써주신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해 강사들께 전해질 예정이다.

2013 전반기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씨마스 코리아는 지
난 1월 30~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올림픽
다이빙풀과 강의실
에서 트레이너 업데
이트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세미나
에는 12명의 트레이
너들이 참가하였다. 업데이트는 2013년 사업소개, 싸이드마운트 다이빙,
고급 잠수 장비, 장비 전시회 준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업데
이트 세미나를 마친 후 트레이너들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
기 세미나는 하반기에 지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3 강사의 밤 행사 결과
CMAS KOREA는 지난 2월 22일 한울컨벤션 웨딩홀(강동구 둔촌동 소재)
에서 강사 및 협찬사를 대상으로 2013 CMAS 강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
다. 이날 행사는 1부 유공인 시상, 만찬, 2부 여흥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

25년 근속강사상 기념촬영

<수상자>
•최우수 강사상 : 윤진호, 차명환, 최종욱, 김등룡, 손자붕
•공로상
- 25년근속 :	김광수, 양태빈, 조동민, 안정훈, 김유복, 김형건, 이선명,
조준
- 15년 근속 :	강주영, 강락희, 이상열, 이상호, 이상준, 최경석, 임석기,
장용석, 최웅수, 장범래, 김한, 최원진, 김건태
• 신임 트레이너 : 김동주(파란섬), 장동립(W스쿠버)
• 협찬사 :	골드피쉬, (주)대웅슈트, 레오투어, 마린뱅크, 모비스, 아쿠아
코, (주)우정사/오션챌린저, 인터오션, 자이언트, 짱스쿠버,
(주)테코, 하나프라자, (주)해왕, 헬시온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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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2013 PSAI 트레이너 워크샵

해양 경찰청 PSAI DPV(Diver Propulsion Vehicles)
세미나

PSAI KOREA는 2월 16일 PSAI KOREA HQ에서 2013 PSAI 트레이너 워
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성낙훈 본부장의 진행으로 10명의 트
레이너가 참가한 가운데 2013 PSAI 기준 업데이트, PSAI의 ISO/IAB, 신규
매뉴얼 및 상품 소개, 각 과정별 교육 자료 활용 교육, 강사 교육 업데이
트 등에 대하여 토론 및 회의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PSAI DPV(Diver Propulsion Vehicles) 세미나
PSAI KOREA는 2월 17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월드 컵 다이빙 풀에서
DPV(Diver Propulsion Vehicles - 다이버 추진 장치)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이번 세미나는 성낙훈 본부장 및 최종문, 이주현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15명의 강사 및 트레이너와 그 외 다이버들이 참여하였으며, DPV(Diver

PSAI-KOREA는 2월 25일 부산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SRU)

Propulsion Vehicles - 다이버 추진 장치) 한글판 교재(ISBN : 978-89-

및 창원 다이빙 풀에서 DPV(Diver Propulsion Vehicles - 다이버 추진 장

97068-29-6) 출시와 기준에 대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위 교재에는 실

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성낙훈 본부장 및 최종문 트레이

제 다이빙 활동에 필요

너의 진행으로 11명의 특수구조단과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

한 부분들이 수록되었으

특공대, EOD 팀 등이 참여하였으며, DPV(Diver Propulsion Vehicles -

며, 교재 구입 및 교육은

다이버 추진 장치) 한글판 교재(ISBN : 978-89-97068-29-6) 출시와 기

PSAIKOREA HQ 이하 각

준에 대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퍼실리티에 문의 하기 바
란다.

270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트레이너
이상희 IT-881 (Adv. Nitrox Instructor Trainer)
한정민 IT-434 (Adv. Nitrox Instructor Trainer)
신승용 IT-1076 (Adv. Nitrox Instructor Trainer)

PSAI KOREA 공고

PSAI-KOREA 2013년 개해제
PSAI KOREA는 2013년 4월 21일 2013 개해제를 실시한다. 이번 개해제는 강원도 동
해시 구미동에 위치한 PSAI-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행복한 해적 리조트(대표
김삼규)에서 진행된다. PSAI-KOREA는 2013년 한 해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즐
겁게 다이빙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PSAI 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과 Trimix 레벨 3 과정 다이버 과
정과 Trimix레벨 2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 일시 : 2013년 3월 21~26일
• 장소 : 필리핀 세부 보홀 “보홀 수중세상”(대표 : 김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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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2013 PDIC-SEI 코리아 지도자 멤버 워크숍 개최

PDIC-SEI YMCA 맴버 공동 팻치제작

PDIC-SEI 코리아 본부에서는 2013년 지도자 맴버 워크숍을 4개 지역으

PDIC-SEI 코리아에서는 PDIC, SEI,

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본부에서는 직접 지도자 맴버들과의 정책 토론 및

YMCA 공동 팻치를 제작하여 맴버

사업보고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

들에게 배포한다. 하나됨의 파트너

하였다.

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 2013년 1월 26일(토) : 전라, 충청지역

구분되어 있어 제공되는 맴버들의

- 2013년 2월 3일(일) : 부산, 경상지역

상품들에 대표적인 팻치로 활용될

- 2013년 2월 26일(화) : 서울, 경기지역

것이다.

STX백상어 스쿠버 제8차 해외 투어
창원에 있는 STX백상어스쿠버클럽(책임강사 정세홍)팀은 2월 27일 ~ 3
월 4일까지 필리핀 사방비치로 8번째 해외투어을 실시하였다. 이번 투어
는 클럽 전 멤버 25명이 사방비치 최고의 시설인 레드썬(김광현 대표)리
조트에서 회원 간의 친선도모 수중기술 나이트록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미나게 활동하였다.

PDIC-TEK, RCCR-MK6 재호흡기
코스 매뉴얼 도입
PDIC-TEK에서는 포
세이돈 MK25 레크리
에이션 재호흡기 다
이버 과정을 국제 본
부 매뉴얼 국내에 도
입하였다. 구성은 강
사가이드 매뉴얼과 학
생매뉴얼, 그리고 프
리젠테이션 자료로 되
어 있다. PDIC 코리아
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멤버들을 위한 한글본
을 준비하여 공개강좌
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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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 강사 양성 정규과정 강습회 개최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3년을 새롭게 선도하고 교육의 리더로서 각 지역에 유
능한 다이버 양성을 책임질 스쿠버 강사 양성 강습회(ITC)를 개최한다. PDIC-SEI 스
쿠버강사는 여가잠수 다이버와 스페셜티 다이버, 그리고 다이브마스터(다이브슈퍼바
이저), 보조강사 과정을 개최하고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문의 : 각 지역 강사 트레이너 및 한국본부 (www.sei-pdic.com)

YMCA 상반기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 개최
한국YMCA에서는 4월 7일부터 서울·경기지역, 부산·경남지역, 광주·전라지역,
경주·경북지역, 대전·충청지역 권역으로 해양경찰법령, 문화관광부 승인, 2013년
상반기 YMCA 인명구조요요원 양성 강습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지역 : 5/11 - 6/02 주말반
- 부산·경남지역 : 4/ 7 - 6/30 주말반
- 광주·전라지역 : 5/11 - 6/30 주말반
- 경주·경북지역 : 6/01 - 6/30 주말반
- 대전·충청지역 : 6/22 - 7/14 주말반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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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031-708-6967 / www.kupva.com /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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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E 소식
쿠스포전시회 참가 및 2월 정기총회

후포 난파선 탐사

KUE는 쿠스포전시회에 참가하였고, 전시회 기간중에 2월 정기총회를 개

GUE의 교육, 보호, 탐

최하였다.

사의 기치 아래 KUE
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
회원 및 준회원들의 회
비와 성금을 통해 한국
의 바다를 매월 정기적
으로 탐사를 하고 있
다. 2012년도에는 후포
지역에서 30~120m 사
이 3-4개의 난파선들
을 발견하고 탐사를 진
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기금 모금 관련
다음과 같이 H2O 팩 행사를 진행하였다.

예정 일정
■ 3월 정기 다이빙 : 강원도 해원리조트
정기 다이빙을 통해 본인의 다이빙 스킬 유지, 한국의 바다 탐사, 테크니
컬 다이빙 홍보 등 KUE 멤버 정회원들은 매월 정기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속적으로 미 참석시 준회원으로 강등되는 강력한 회칙을 적
용하고 있다.
■ 4월초 난파선 교육 실시
동굴다이빙과 같은 오버헤드 과정에서 Non-penetration인 기초과정과
릴을 이용한 라인 설치하여 penetration 고급과정이 개최된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모든 전 과정이 국내 환경에 맞춰 이루어져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 후포 블루스톰과 왕돌리조트에서 펀디맨탈 과정 개최 예정
Documentation Diver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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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 펀디맨탈 교육, 헬시온 장비 데모 교육을 실시

프로그 다이빙 샵 오픈

3월 16일 경남 스쿠버(바다 여행 잠수교실)에서 안광모 사장님과 회원들

3월 17일 KUE 멤버인 조종철씨가 진해에서 프로그 다이빙 샵을 오픈하였

을 모시고 GUE 펀디맨탈 교육, 헬시온 장비 데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다. 레크레이션 다이빙부터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교육, 장비 대여 및 공기

론 교육 및 수영장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행사였다.

충전까지 가능하다. KUE 회원들은 오픈식을 맞이하여 친목도모와 앞으로
삽이 번창하길 KUE 회원들 다같이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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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소식
제주도 스쿠바연합회 소식

• 해양개발시설 사업비의 사용
-	선석을 받은 곳에 다이버 대기시설은 시청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순

■ 정기총회 개최
- 일자 : 3월 7일 목요일 오후4시
- 장소 : 아라다이브 2층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5.6부두 관련 내용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접안 위치가 높아서
기계식 접안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낮은 곳으로 변경된다.

-	참석회원 : 19명(강규호, 강윤석, 김동한, 김병수, 김병일, 김선일, 김

-	섬 접안 시설물은 문화재 보존문제 때문에 시설을 설치불가이다.

성일, 김원국, 랄프, 방이, 오재혁, 유현재, 이수형, 이태훈, 이훈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바지선을 도입할 시에는 접안용 앵커는 설

한철권, 김연호, 허천범, 고승일)

치할 수 있다고 한다.
-	시청과 해양 경찰서와의 회의결과 바지선을 도입할 예정이며, 체험

■ 안건 및 회의 결과

다이버 혹은 교육생의 안전을 고려해서 문섬 혹은 주변의 수심 낮

• 2월 업무보고

은 곳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이 바지선은 제주도 다이빙의 활성화

-	4일 시청 문화유산과 방문(수중문화재 보존 및 관광 자원화 활용사업

에 이바지할 것이다.

서류검토)
-	5일 시청 문화유산과 방문(수중문화재 보존 및 관광 자원화 활용
사업 서류)
-	6일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5.6부두 계단식 접안시설 서류제출) 문화
유산과 방문(서류제출)
-	7~8일 김덕휘 대표 탄원서 및 유선선석 관련 회원동의서 각 샵 방문
-	13일 5.6부두 관련(시설물 위치 확인) 시청 정태권 계장 미팅
- 14일 5.6부두 관련 도청 관계자들 미팅
-	15일 5.6부두 관련 도청 항만 공사계 미팅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5.6부두 관련 미팅

체험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을 위한 바지선의 가상도

-	19일 5.6부두 관련 시청 해양수산과 정태권 계장님 미팅 (도청 시청
협의관계)
- 21일 5.6부두 관련 시청 관계자들과 도청항만 개발과에서 미팅
- 22일 서귀포 해양경찰서 유선사업기준안에 관한 규제완화 논의

• 한국해양구조협회 서귀포지역대 설립의 건
-	한국해양구조협회 서귀포 지역대가 이미 존재함으로 연합회에서
새로운 구조대를 결성하여 창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25일 해양경찰청 방문
- 27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방문 바지선 논의
* 연합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이빙전용선이 나와 모든 샵들의 다이
빙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제주다이빙의 발전(기반시설)을 위해 열심

• 연합회 개해제 진행 건
-	연합회 주최의 개해제를 4월 3일 진행할 것이며, 이날 다 같이 모여서
개해제를 올린 후에 동부 방파제 라인보수를 하기로 하였다.

히 뛰고 있다.
• 연합회 회장 대행 건 관한 토의
• 전년도 감사 누락의 건
-	전년도 감사 누락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해 찬성으
로 통과되었다.
- 회계업무의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간사를 두기로 하였다.
- 간사 : 고승일(스쿠버스토리대표)
• 연합회 경조사 진행 시 부조금
-	경조사 부조금은 회원들은 50,000원, 대외적은 100,000원으로 책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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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스쿠바연합회의 회장과 (주)제이에스에이의 대표이사의 업
무 과다로 인해 연합회 회장을 새로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부회장
을 선출하여 보좌할 것인가를 투표하였으며, 투표 결과로 부회장
선출(찬성28, 반대5, 기권1)로 확정되었다.
- 부회장 : 허천범(마린하우스 대표)

한국다이빙엑스포(Korea Diving Expo, KDEX) 소식

한국 다이버의 밤 공고
■ 경기해양레저산업 다이빙연합회 출범

2013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서는 5월31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한국 다이버의 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단체와 관계없이 400명이 동시에 참가하는 스텐
딩 부페로 진행되며 단체와 관계없이 모든 다이버가 함
께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마당 형식으로 진
행된다. 전시회 참가업체에는 무상으로 초대권 제공되
고, 전시회 참가자들에게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형식
으로 킨텍스 전담 호텔 행사업체와 협의 중이며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한국다
이빙전시회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비
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였고, 지난 2013년 3월 8일에 경기도에 경기 해양
레저 산업다이빙연합회란 명칭으로 정식 등록하였다.
■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점검 회의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에서는 지난 3월11일(화) 한국잠수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관련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였
다. 본 회의에서는 참가업체 현황, 주요행사, 다이빙의 밤, 공공 다이빙관련
비즈니스 세미나 등 전시회 홍보와 성공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토의되었
으며 향후 전시회의 확장과 국제화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3월 11일 현재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신청부스는 약 200여개를 상회하
며 새로 출범한 경기해양레저산업다이빙연합회 주관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향후 전시회의 확장과 질적인 성장의
초석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공공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Public Diving Business Day)
2013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서는 첫날 5월 30일(목)을 공공 다이빙
비즈니스 데이(Public Diving Business Day)로 정하여 군, 경, 관, 소방 등
각종 공공다이빙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행
사의 목적은 공공 다이빙 분야에 필요한 세미나들을 하루에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공공 다이빙 분야에 종사하는 다이버와 관리자들이 하루 동안
한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시회와는 또 다른 서비스의 형태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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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 소식

디퍼 다이브 리조트 소식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 2013년 3월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필리핀 보홀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지난 2월 21~24일까지 서울 코엑

PADI IE 명단은 다음과 같다.

스에서 열린 스포렉스 전시회 참가하였다. 처음 참여하는 전시회 행사였
지만 디퍼 다이브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의 모임인 ‘크레이지 디퍼’ 회원

• 보라카이 IDC 일정 : 2013년 3월 6일 ~ 2013년 3월 14일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 보라카이 IE 기간 : 2013년 3월 16일 ~ 2013년 3월 17일

수 있었다.
198명이라는 놀랄 만큼의 많은 교육 희망자의 싸인을 받은 ‘디퍼 다이브

- 감독관 : 게리크루이어(Gery Cruea)

리조트’는 명실공히 보홀 최고의 한인 리조트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

- 코스디렉터 : 김순식

었다.

- IDC 스탭 강사 : 정혜경

또한 오는 4월 16~24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될 PADI

- IE 합격자 : 이종한, 김우중, 박보령, POCHIEH WANG(대만)

CDTC에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장태한 대표가 참가하게 되어 이제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스쿠바다이빙의 입문에서 강사 코스까지를 아우르는 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천후 다이빙 리조트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다.
디퍼 다이브의 멋진 도약을 기대해 본다.

지난 2월 26~3월 11일까지 필리핀 보홀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텍 트
라이믹스 다이빙과 텍 트라이믹스 다이버 및 강사 과정이 개최되었다.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의 주호민 텍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실시된 트라이
믹스 다이빙에서 배경화, 이승 강사가 트라이믹스 100미터 다이빙을, 장
유성, 장태한 강사가 트라이믹스 120미터 다이빙에 각각 성공하였다.
이로써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레크레이션 펀 다이빙과 텍 다이빙 교육
과 펀 다이빙을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다.
특히나 전자동 트라이믹스 블렌딩 시스템을 갖추어 헬륨의 낭비 없이 신
속히 트라이믹스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텍 트라이믹스 다
이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보다
진보된 텍 다이빙의 메카로 자
리메김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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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킨스쿠바연합회 결성 소식
포항스킨스쿠바연합회 회원사 명단
■ 연합회 모임취지
본 연합회는 포항스킨스쿠바다이빙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목적을 두고
수중정화활동, 해상인명 재난사고 지원 및 건전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
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델타다이빙리조트
대표 : 김외태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413-1번지
전화 : 054-232-3057, 010-2517-2870
홈페이지 : cafe.daum.net/deltascuba

■ 현재 활동 현황

메일 : kot7231444@naver.com

- 2012년 7월 결성
- 2012년 12월 창단식

월포C레저리조트(구,월포리조트)

	(회장: 김외태, 총무: 황흥섭, 회원: 최경식, 이효성, 이충환, 김욱리, 강

대표 : 황흥섭

성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번지

- 2013년 2월 영덕군 구계항 어선침몰사고 실종자 수색

전화 : 054-232-5001, 010-7567-0119

- 2013년 2월 포항해양경찰서장 감사장 수령

홈페이지 : www.wpcss.co.kr(cafe.daum.net/wpcss)
메일 : youhhs@hanmail.net
원잠수해양리조트
대표 : 최경식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용환리 314번지
전화 : 054-232-9669, 010-6823-4277
이메일 : seaonee@hanmail.net
블루오션스킨스쿠버
대표 : 이충환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82
전화 : 054-251-8856, 010-5572-8965
홈페이지 :cafe.daum.net/dive11
메일 : s1hanaro@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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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진스쿠버리조트
대표 : 이효성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199-3번지
전화 : 010-9376-8268
홈페이지 : cafe.daum.net/whajinscub
메일: pk0002@hanmail.net
청우다이브리조트
대표 : 강성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1리 156번지
전화 : 054-262-2848, 011-818-2848
홈페이지 : cafe.daum.net/kangsc2848
메일 : kangsc2848@hanmail.ner

방2 다이버스(한국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돌핀스쿠바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www.bang2divers.com

대표 : 김욱리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환리
전화 : 010-2517-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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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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총 25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250
여 종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후새류도감'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글 고동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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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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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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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ANASPIDEA (무순 목 = 군소 목)

7. Family Aplysiidae

군소 과

연체 크기는 소형에서 대형에 이른다. 머리에 한 쌍의 촉각과 촉수가 있으며 날개모양의 크고 얇은 측족이 등의 양쪽
에 있거나 퇴화되어 붙은 외투공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패각은 퇴화되어 몸속에 얇은 판 모양으로 들어 있거나 없는
종도 있다. 아가미는 등 뒤쪽에 있고 해조류를 섭식한다.

012) Aplysia cf. californica
Cooper, 1863 검은반점큰군소

체장 700mm 까지 성장하며 국내 서식하
는 군소 류 중에서 가장 크다.
흑갈색의 몸통에 서식지에 따라 다소 차이
는 있으나 큰 검은 점들이 산재해 있고 측
족은 크고 몸통 후면까지 잘 발달되어 있
어 이를 펄럭이며 수중유영을 잘한다.
•분 포 :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50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사 진 : 윤병로

013) Aplysia dactylomela
Rang, 1828 큰고리군소 (신칭)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흔한 종으로 두부와
측족 변두리에 가지를 친 검은 선들과 외
투막에 큰 둥근 고리무늬가 특징이다.
측족을 펄럭이며 유영을 할 수 있고, 보라
색 방어액을 분비한다.
•분 포 : 인도 태평양 열대해역, 일본,
		

한국의 남해

•크 기 : 체장 100mm
•촬영지 : 경남 남해 –5m
•사 진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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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Aplysia juliana
Quoy & Gaimard, 1832 말군소
크기와 형태가 군소와 비슷하며 갈색 체색에 유백
색 무늬가 몸통에 균등하게 고루 퍼져 있다. 복 측
뒤쪽의 1/3 정도가 난원형의 흡착 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몸을 물체에 고정시킬 수 있고 공격을 받
으면 흰색의 보호액을 분비한다.
연체부 속에 얇고 볼록한 패각을 가지고 있다.

•분 포 : 전 세계의 온대바다. 한국의 남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30~12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고동범, 윤병로

015) Aplysia kurodai
(Baba, 1937) 군소
흑갈색 바탕에 크고 작은 많은 흰 반점들이 전신
에 퍼져 있다. 체장이 40cm에 이르는 개체도 있
어 군소 과에서 큰 종에 속하며 국내서는 삶아서
식용하기도 한다. 연체부 속의 패각은 갈색에 얇
고 볼록한 렌즈모양이며 자극을 받으면 보라색 즙
을 분비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노란색 라면처럼 생긴 알을 산란
한다.
•분 포 : 일본. 중국.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110~40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문섬. 경북 울진
•사 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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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Aplysia cf. kurodai
(Baba, 1937) 갈색반점군소
연갈색 체색에 흰색과 검은색 반점들이 체표에 산재한다. 측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를 펄럭이며 장거리를 멋지게 유영하는 모습
이 서귀포시 화순 항에서 주간 촬영되었다.
Dr. Bill Rudman은 이를 군소의 체색변이로 보는 견해이며 주로
모래나 펄 지역에서 서식한다.
•크 기 : 체장 45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고동범, 신상열

017) Aplysia oculifera
A.Adams & Reeve, 1850 안경무늬군소
녹갈색 체색에 중앙은 희고 둘레는 검은 둥근 고리모양의 무늬와
흰점, 그물 같은 검은 선이 전신에 퍼져 있다. 봄에서 여름까지 얕
은 수심에 나타나며 라면 발 형태의 산란을 하며, 측족을 펄럭이
며 유영을 한다.
•분 포 : 인도 태평양 해역. 제주도
•크 기 : 체장 30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고동범,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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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Aplysia parvula
Guilding in Morch,
1863 검은테군소
¨
체색은 연갈색부터 진한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작은 흰점들이 산재해 있고 측족 테두리에 검은 테
가 둘려있는 것이 이 종의 특징이다. 체내에 얇은
반투명한 패각이 있고 보라색 방어 액을 내며 해조
류에 서식한다.
•분 포 : 세계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35mm
•촬영지 : 제주시 애월 -10m, 서귀포시 화순항
		

–5m, 강원도 강릉, 경남 사천

•사 진 : 윤병로, DEPC, 고동범

019) Aplysia sagamiana
Baba, 1949 갈색군소
크기는 중형에 갈색 체색을 띠고 있기에 타 종과
구분이 용이하다. 수개의 연한 점들이 몸통에 있
고 자극 시 보라색 액을 방출하며 70mm 정도까
지 성장한다. 내부에 퇴화된 패각이 있고, 족에 흡
착반은 없다.
•분 포 : 호주동부, 일본, 한국의 남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40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3m, 경남 사천
•사 진 : 고동범,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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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Bursatella leachii leachii
de Blainville, 1817 가시군소
몸은 둥글게 부풀어 있고 등 면에는 크고 작은 돌기들이 분지되
어 있다. 체표는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 고리로 둘러진 푸르고 둥
근 눈동자 모양의 무늬가 산재한다.
자극을 받으면 외투막에서 보라색 방어액을 분비하며 모래나 모
래 펄 바닥에서 서식한다.
•분 포 : 세계 온대와 열대해역, 제주도
•크 기 : 체장 8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고동범, 윤병로

021) Albino form of Bursatella leachii
가시군소(백색종)
크기나 외형은 동일하나 어두운 색소가 결핍되어 흰 체색을 보이
는 특이한 종으로, 일반 종에 비해 푸른 반점과 이를 둘러싼 원의
색상도 선명하지 않고 등에 난 촉수 색상 역시 선명치 않다.
•크 기 : 체장 80mm
•촬영지 : 서귀포시 새섬 –6m
•사 진 :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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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Dolabella auricularia
(Lightfoot, 1786) 원뿔군소
크기는 대형 또는 소형에 체색은 갈색 또는 진갈색과 흰 반점무늬
들이 산재하는 등 체색변이가 많다. 원추형 체형에 몸 전체에 잔
돌기로 나있고 뒷부분은 경사지게 절단된 형태로 그 중앙에 동그
란 배설기관(Siphon)이 자리 잡고 있다.
체내에는 유백색의 딱딱하고 부채꼴 모양에 각정이 구부러진 갈
고리 형태의 패각이 한개 들어있고 자극을 받으면 보라색 방어액
을 분비하며 조간대의 암초지대에 서식한다.

•분 포 : 태평양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30mm

•크 기 : 체장 270~30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서귀포시 외항 –3m

•사 진 : 윤병로

•사 진 : DEPC, 고동범

023) Dolabrifera dolabrifera
(Cuvier, 1817) 둥근납작군소
몸통 후방은 둥글고 넓지만 머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
며 납작하고 다소 작은 체형에 진갈색에서 연녹색, 분홍색
으로 체색이 다양하다. 몸통에는 녹색이나 갈색 점들이 산
재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작은 돌기들이 나있다.
측족은 붙어 있고 뒤쪽 중앙부위에 작은 개구부인 외투공
을 통해 호흡과 노폐물 배설이 이루어진다.
•분 포 : 세계적으로 아열대와 온대해역, 제주도
•크 기 : 체장 4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3m
•사 진 : 좌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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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Notarchus indicus
Schweigger, 1820 풍선군소
갈색 바탕에 검은 또는 흰 반점들이 있고 몸통에
는 작은 돌기들이 산재한다. 측족은 붙어 있어 앞
쪽구멍을 통해서 외투강 내의 물 순환이 이루어지
며 패각은 없다.
위협을 느끼면 방어액은 분비하지 않으나 물을 흡
입하여 몸을 풍선처럼 부풀려 중성부력을 유지하
고 느리지만 제트식 물 분사로 회피반응을 보인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30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3m
•사 진 : 윤병로

025) Petalifera punctulata
(Tapparone - Canefri, 1874) 흰점꽃잎군소
갈색이나 녹색 체색에 구강촉수에서 눈을 지나 촉
각으로 연결되는 가는 흰 띠가 있고, 미세한 돌기
에 흰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얕은수심의 해조류 지역에 서식하나, 잘피에서는
녹색, 모자반에서는 갈색을 띠는 것으로 봐 주위
환경에 따라 체색변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체색이 다른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분 포 : 일본, 한국의 남해
•크 기 : 체장 20mm
•촬영지 : 경남 거문도 -5m, 경남 통영
•사 진 : 천재법, 이용업, 최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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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Stylocheilus striatus
(Quoy & Gaimard, 1832) 검은줄기군소
체형은 길지만 군소류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한다. 몸통에는 진한 세로선과 안구모양
의 반점들이 산재하는데, 점 중심은 분홍색
또는 푸른색을 보인다. 자극을 받으면 한쪽
외투막에서는 자주색, 다른 쪽은 백색 액체
를 분비한다. 등 면 중앙에 큰 구멍이 있고
청 녹조류 등을 섭식하며 학명의 의미대로
세로선이 두드러진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과 대서양의 열대해
		

역, 제주도

•크 기 : 체장 50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3m
•사 진 : 윤병로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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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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해몽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13인의 BLUE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
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수중사진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Marine Odyssey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과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
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정의욱 지음·168쪽·값 25,000원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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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0,000원

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 다이빙

다이버가 만나는 DEPC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실전사례와 촬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수중
사진가의 필독서.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실전
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가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만든 어류도감.

이용업, 정의욱 공저·254쪽·값 30,000원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217쪽·
값 30,000원

어류도감

박정호 지음·사진/DEPC·248쪽·
값 38,000원

360쪽·값 12,000원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
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
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
기들은 실감나는 수중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
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
찰 안내서.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의 수화법

상어의 인간사냥

더싸일런트월드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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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김인영 지음·280쪽·값 8,000원

인류가 수중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1940년대에 쿠스토와 그의 동료들이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소설.

값 10,000원

김풍등 옮김·336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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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홈페이지 접속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 를 입력하세요.

과월호와 최신호가 모두 수록!!!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스쿠바다이버 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웹매거진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키워드로 지난 과월호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
찾고자 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되는 각 호와 페이지가 검색되고, 이 때 페이지를 선택하면 내용이 보여집니다.

e-book

과월호 목록

2013.01/02 (No.153)

292

2012.11/12 (No.152)

2012.09/10 (No.151)

2012.07/08 (No.150)

2012.05/06 (No.149)

2012.03/04 (No.148)

2012.01/02 (No.147)

2011.11/12 (No.146)

2011.09/10 (No.145)

2011.07/08 (No.144)

2011.05/06 (No.143)

2011.03/04 (No.142)

2011.01/02 (No.141)

2010.11/12 (No.140)

2010.09/10 (No.139)

2010.07/08 (No.138)

2010.05/06 (No.137)

2010.03/04 (No.136)

2010.01/02 (No.135)

2009.11/12 (No.134)

2009.09/10 (No.133)

2009.07/08 (No.132)

2009.05/06 (No.131)

2009.03/04 (No.130)

2009.01/02 (No.129)

2008.11/12 (No.128)

2008.09/10 (No.127)

2008.07/08 (No.126)

2008.05/06 (No.125)

2008.03/04 (No.124)

2008.01/02 (No.123)

2007.11/12 (No.122)

2007.09/10 (No.121)

2007.07/08 (No.120)

2007.05/06 (No.119)

2007.03/04 (No.118)

2007.01/02 (No.117)

2006.11/12 (No.116)

2006.09/10 (No.115)

2006.07/08 (No.114)

2006.05/06 (No.113)

2006.03/04 (No.112)

2006.01/02 (No.111)

2005.11/12 (No.110)

2005.09/10 (No.109)

2005.07/08 (No.108)

2005.05/06 (No.107)

2005.03/04 (No.106)

2005.01/02 (No.105)

2004.11/12 (No.104)

2004.09/10 (No.103)

2004.07/08 (No.102)

2004.05/06 (No.101)

2004.03/04 (No.100)

2004.01/02 (No.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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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No.098)

2003.09/10 (No.097)

2003.07/08 (No.096)

2003.05/06 (No.095)

2003.03/04 (No.094)

2003.01/02 (No.093)

2002.11/12 (No.092)

2002.09/10 (No.091)

2002.07/08 (No.090)

2002.05/06 (No.089)

2002.03/04 (No.088)

2002.01/02 (No.087)

2001.11/12 (No.086)

2001.09/10 (No.085)

2001.07/08 (No.084)

2001.05/06 (No.083)

2001.03/04 (No.082)

2001.01/02 (No.075)

2000.11/12 (No.080)

2000.09/10 (No.079)

2000.07/08 (No.078)

2000.05/06 (No.077)

2000.03/04 (No.076)

2000.01/02 (No.075)

1999.11/12 (No.074)

1999.09/10 (No.073)

1999.07/08 (No.072)

1999.05/06 (No.071)

1999.03/04 (No.070)

1999.01/02 (No.069)

1998.11/12 (No.068)

1998.09/10 (No.067)

1998.07/08 (No.066)

1998.05/06 (No.065)

1998.03/04 (No.64)

1998.01/02 (No.063)

1997.11/12 (No.062)

1997.09/10 (No.061)

1997.07/08 (No.060)

1997.05/06 (No.059)

1997.03/04 (No.058)

1997.01/02 (No.057)

1996.11/12 (No.056)

1996.09/10 (No.055)

1996.07/08 (No.054)

1996.05/06 (No.053)

1996.03/04 (No.052)

1996.01/02 (No.051)

1995.11/12 (No.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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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0 (No.049)

1995.07/08 (No.048)

1995.05/06 (No.047)

1995.03/04 (No.046)

1995.01/02 (No.045)

1994.11/12 (No.044)

1994.09/10 (No.043)

1994.07/08 (No.042)

1994.05/06 (No.041)

1994.03/04 (No.040)

1994.01/02 (No.039)

1993.11/12 (No.038)

1993.09/10 (No.037)

1993.07/08 (No.036)

1993.05/06 (No.035)

1993.03/04 (No.034)

1993.01/02 (No.033)

1992.11/12 (No.032)

1992.09/10 (No.031)

1992.07/08 (No.030)

1992.05/06 (No.029)

1992.03/04 (No.028)

1992.01/02 (No.027)

1991.11/12 (No.026)

1991.09/10 (No.025)

1991.07/08 (No.024)

1991.05/06 (No.023)

1991.03/04 (No.022)

1991.01/02 (No.021)

1990.11/12 (No.020)

1990.09/10 (No.019)

1990.07/08 (No.018)

1990.05/06 (No.017)

1990.03/04 (No.016)

1990.01/02 (No.015)

1989.11/12 (No.014)

1989.09/10 (No.013)

1989.07/08 (No.012)

1989.05/06 (No.011)

1989.03/04 (No.010)

1989.01/02 (No.009)

1988.11/12 (No.008)

1988.09/10 (No.007)

1988.07/08 (No.006)

1988.05/06 (No.005)

1988.03/04 (No.004)

1988.01/02 (No.003)

1987.11/12 (No.002)

1987.09/10 (No.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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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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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김형준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아쿠아시스템

바다강/아쿠아스포츠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DUI DRY SUIT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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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06-6116
홈페이지: www.badagang.com
대표: 황치효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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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대흥동 152-1 크로바빌딩
본관 401호
전화: 02-3785-3535, 3536
팩스: 02-601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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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일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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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64-1661
팩스: 031-26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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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응구스쿠바

이지다이빙

제주오션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교육/투어/장비판매/해양조사, 작업/산업잠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45
전화: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홈페이지: legscuba.co.kr
대표: 이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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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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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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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태평양 다이빙 스쿨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 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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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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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청담동 130-23 B1F
전화: 02-465-0515
팩스: 02-465-0517
이메일: ftc1201@naver.com
홈페이지: www.karanakorea.com
대표: 김준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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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리조트 ◆

팔라우 씨월드
맞춤형 체험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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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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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LAYANG LAYANG

COCOTINOS RESORT

말레이시아 라양라양 다이브 리조트

인도네시아 마나도/롬복 부티크 리조트/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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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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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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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

본지와 3개의 교육단체,
잡지 공급에 관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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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

재호흡기 다이빙
프로 다이버의 다이빙 장비 리뷰
프리다이빙

www.mares.co.kr

수중사진테크닉

먹 다이빙의 접사사진
수중사진가이드

세계적인 다이빙 사이트 소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PADI 교육센터 탐방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강영천 박사의 Q&A 잠수의학
잠수의학 상식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다이빙영어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독도의 해양생물

ICT의 기본 상식

한국후새류도감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스마트 다이버 운동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디자인입니다. 호흡기에 최초로 적용한
무게집중화 결과로 다이버와 일체화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조
차 잊게 할만큼 편안합니다.
Be innovative.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소개

교육단체 소개

www.scubamedia.co.kr

CENTER OF INNOVATION.
EDGE OF PERFORMANCE.

IANTD·SDI / TDI / ERDI·SSI

Keri Wilk‘s Gallery

사설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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