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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좋아진 반응력이 최상의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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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기능의 완벽한 조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매끈한 메탈 패키지를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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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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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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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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티-----------------IANTD KOREA(서울 02-486-2792)
I 스쿠버(서울 010-7139-0528)
The Scuba(제주 010-4631-4448)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광명 잠수풀(광명 011-732-4942)
굿 다이버(제주 011-721-7277)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기억해 스쿠버(화진 010-5439-3256)
노도 스쿠버(대구 053-621-0469)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블루아이 스킨스쿠버 아카데미
(경주 054-620-8253)
블루 홀 다이버스(경기 010-8633-0752)
성현 스쿠버(삼척 010-6375-3572)
스쿠버 텍(서울 010-4566-1122)
씨 텍(부산 010-2860-8091)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수중세계 잠수산업(순천 010-3500-2686)
아쿠아프로(서울 011-306-0189)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해원(강릉 033-644-6207)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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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트레이너
강신영 (Technical IT)
강신영 (Adv. EANx IT)
고석태 (Technical IT)
권오윤 (Adv. EANx IT)
김정숙 (Trimix IT)
김창제 (Adv. EANx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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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Adv. EANx IT)
최임호 (Adv. EANx IT)
최승혁 (Adv. EANx IT)
황영민 (Technical IT)
황영석 (Adv. EANx IT)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다이빙 팍(사방 070-8625-4870)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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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원 (Technical)
서승훈 (Adv. EANx)
서재환 (EANx)
손경훈 (Adv. EANx)
손현철 (EANx)
송문희 (EANx)
송우용 (EANx)

송의균 (Adv. EANx)
송태민 (EANx)
송한준 (Adv EANx)
신길용 (EANx)
신명철 (EANx)
양성호 (EANx)
양용석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정선 (EANx)
오춘수 (Adv. EANx)
유근목 (Technical)
유기정 (Adv. EANx)
유대수 (Adv. EANx)
유상민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윤성환 (EANx)
이기영 (Adv. EANx)
이동준 (EANx)
이동우 (EANx)
이병호 (EANx)
이상돈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Technical)
이수한 (Adv.EANx)
이승호 (EANx)
이영권 (EANx)
이우식 (EANx)
이장구 (Adv. EANx)
이주헌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춘근 (EANx)
이충로 (Adv. EANx)
이필규 (Adv. EANx)
이호석 (Adv. EANx)
이홍석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장세환 (EANx)
전우철 (Technical)
정경원 (Adv.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정영환 (Technical)
정용옥 (EANx)
정용진 (EANx)
정재욱 (Adv. EANx)
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EANx)
조선구 (Adv. EANx)
조우선 (EANx)
조성호 (Adv. EANx)
조현수 (Adv. EANx)
지혜자 (Adv. EANx)
지 훈 (EANx)
천남식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추재욱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최형곤 (EANx)
하우용 (Adv. EANx)
한덕수 (EANx)
한영호(Adv. EANx)
한우연 (EANx)
한정우 (EANx)
허 현 (EANx)
신규 강사
강상우, 김강태, 김명훈, 김태민,
조영철,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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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및 강사 무료구독

홈페이지 접속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를 입력하세요.

본인이 부담합니다.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2년(12회)

108,000원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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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www.scubamedia.co.kr

강사 무료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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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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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및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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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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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년간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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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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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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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월호 판매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가격

수량

가격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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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불 안내
-구
 매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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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서 지난 1년간 기고하신 분들과 구독자를 위한 팸투어를
예쁘고 편안한 휴식이 있는 곳! 필리핀 아닐라오 DIVE7000 리조트에서 진행합니다.
본지의 구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sort

장소
필리핀 아닐라오의 DIVE7000 리조트
www.dive7000resort.co.kr
일시
2013년 12월 4~8일(4박 5일)
상세 문의
(주)액션투어 (전화 02-3785-3535 / 팩스 02-6015-4646)

일자

12월 4일(수)

12월 5~7일
(목~토)

장소

시간

인천
마닐라
아닐라오

20:40
23:45

세부일정
• PR469 인천출발
• 마닐라도착
• 리조트로 이동(차량 2시간)
• 체크인 후 휴식
• 8~9회 보트다이빙 및 하우스리프 다이빙
(3일간)

아닐라오

• 저녁시간 유익한 세미나 준비
(세미나 일정은 추후 공지)

12월 8일(일)

아닐라오
마닐라
인천

14:40
19:45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PR468 마닐라 출발
• 인천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기후 및 항공사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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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여대 수중정화 봉사활동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서귀포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정화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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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이빙계의 상황으로 두 개의 장비전시회는 부담스럽다
스쿠바다이빙 분야의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
다 가장 큰 행사는 장비전시회일 것이다. 이 전시회 기간 중에
다이빙 분야에 종사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시회를 중심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래서 전시회는 다이빙 분야의 최고의
잔치이고 축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다이빙 분야의 장비전시회는 (사)대한수중·핀수영
협회의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수중스포츠전
시회”라는 이름으로 아웃도어, 해양스포츠 등 기타 스포츠와
관련된 전시회와 함께 지난 21년간 매년 개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장비전시회를 주관하는 주최자가 다이빙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모습이 아니고 독단적인 운영과 주최자와 가까운 단
체만을 위한 전시회라고 생각하는 다이빙교육단체들과 업체들
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그러던 중 그 동안 누적되었던 불만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9개의 잠수교육단체의 대표자 모임인 한국
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중심으로 또 다른 장비전시
회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초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3 경기국제보트쇼가 경기
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회와 더불어 다이빙
분야의 “한국다이빙엑스포(KDEX)”는 KDEC이 주관하여 나흘
간 개최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단체와 업체들이 참가
하였고, 방문객들도 적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인 것 같았
지만 다이빙계의 규모나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절반의 성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개최된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도 올해는 전시회가 둘로 분열되는 바람에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나 관람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번이 첫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KDEX를 주관
한 KDEC도 다이빙계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
함이 많아 보였다. 새로운 전시회를 기획하였으면 기존 전시회
와 뭔가 다른 새로운 구성과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전시회의
부수 가격이 저렴한 것 외는 기존의 전시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였다. 개최되는 시기도 조절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일정
이다. 또한 두 번의 장비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
는 시각이 많아 앞으로도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두 개의 장비전시회로 분산되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은 다이
빙계로서는 실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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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로 인하여 다이빙계의 산업이 갈수록 힘들어 가는데,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이 이중으로 장비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는 경제
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물론 여러 전시회를 참가하여 성과
가 만족할만하여 다이빙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몇
번의 전시회라도 개최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개최되고 있는
두 개의 전시회는 현실적으로는 비용대비 성과가 좋다고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참가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다. 이성적으로 전시회 참가여부를 참가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
기기 보다는 주관하는 주체의 친분과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작용
을 하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내년에도 두 개
의 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채널에서 들려오
는 의견은 두개의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
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심지어 전시회가 합쳐지지 않으면 두 전
시회 모두 참가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소리도 들려온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분야의
큰 잔치가 되어야 한다. 다이빙 분야의 전시회도 마찬가지이다.
전시회를 통하여 다이빙분야의 새로운 상품들을 소개하고, 미
래의 사업들을 모색하여 다이빙산업을 더 키워 사업의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교육단체, 장비업체, 다이빙샵과 리조트
운영자, 다이빙 여행사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이빙계의 활로를 개척하고, 각 업체의 특성을 살려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적인 파트너를 찾고, 각 샵과 리조트
들은 각자의 장점들을 홍보하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담
도 한다. 장비업체들은 신제품을 소개하고 다이버들이 자신들
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의 홍보에 좋은 기회일 것이다. 다이버들
은 새로운 장비와 필요한 장비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여행계획
과 더불어 장비의 구입계획을 세운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잠재
적인 다이버가 될 수 있도록 다이빙의 매력을 한껏 홍보해야 한
다. 이렇게 전시회는 참가자와 관람자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그 분야의 큰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참가자들에
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전시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연 이 두 장비전시회는 누구를 위한 전시회인가? 진정으로
다이빙계를 위한다면 두 전시회 주체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
화를 통하여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다이빙계를 대표할 진정한 주체는 없는가
사실 업체나 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이빙 분야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 보
니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업체나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다. 서로 노력하는 만큼의 각자의 수익이 확보되기 보다
는 제로섬처럼 한정된 파이를 누가 많이 먹느냐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전체적인 공익보다는 자신의 수익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진다. 이러다 보니 다
이빙업계에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자조적인 농
담을 하기도 한다.
만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업체, 업체와 업체 등의 구성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건전한 시장
원리를 두고 회원들간의 분쟁이나 이슈를 조정하는 주체가 있
다면 갈등이나 분쟁이 훨씬 완화될 것이다. 어떤 첨예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다보니
반목하는 일이 심화되거나 더욱 분열되는 상황으로 변한다. 이
번 장비전시회가 둘로 갈라진 것도 이런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이
빙계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결국에는 서로의 이권에 부합되지
않으면 서로 할퀴고, 등을 돌리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같이 논의
하여 방법을 모색해서 같이 발전적으로 하는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이익단체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다면 다이빙업계도 훨씬 더 탄탄하게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다이버들의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이
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또
한 다이빙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끊임
없이 발생하는 다이버나 단체들의 잘못된 행위는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한다. 작게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이빙관
련 용어도 교육단체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들을 통일하는 문
제부터 크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버 운반선이나
공기탱크 충전같은 문제들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일까지 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도 관련업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종사자들은 회원이 되
어 회비를 내고 대표를 뽑아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다이빙계도 전체를 대변할 주체가 있다면 이러한 사안들
을 끊임없이 제안하면서 산재되어 있는 다이빙업계의 어려움들
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이빙계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한다. (사)대한수
중·핀수영협회, (사)한국잠수협회, KDEC, 다이빙관련 교육단
체, 다이빙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장비업체들의 모임, 각 지
역에 있는 리조트나 샵 연합회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형성되
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각자 소속되어 있는 영역의 권
익을 위해 활동할 뿐이다. 현재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나
(사)한국잠수협회가 국가기관에 등록된 협회이기는 하지만 다
이빙계의 종사자들은 이 협회들이 다이빙계를 포괄적으로 대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의 다이버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아우르
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은 다이빙계로서는 참
으로 불행한 일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사)대한수중·핀수영협
회나 (사)한국잠수협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조금 더 큰마음으로 다이빙계를 감싸 안고 맏형
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
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
책으로 모두 힘을 합쳐 전체 다이빙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새
로운 주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한국 다이버의 수는 약 20만 명, 매년 새로 탄생되는 다
이버의 수는 약 2만 명, 현재 활동성 강사의 수는 약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 규모
의 집단을 대변할 주체가 있고, 구성원들이 합심한다면 못할 일
이 없을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이빙계 구성원들이 이 문
제를 놓고 진정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 / 구자광(발행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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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시계형
다이브 컴퓨터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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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PRO & UWAT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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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지원이 가능한

특별한 수중 경험을 위해 필요한

세계 유일의 다이빙 컴퓨터

모든 것을 제공

갈릴레오 솔 (Galileo Sol)

갈릴레오 루나 (Galileo Luna)

갈릴레오 솔은 무제한적이고
업계 고유의 기능을
탑재한 궁극의 다이빙 컴퓨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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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DOWN YOU WANT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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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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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PRO & UWATEC KOREA

On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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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3년 7/8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이종순

금상 김동현

강현주, 김광복, 김동현, 김은종, 김준연, 손동수

은상 천재법

은상 조성철

신은수, 안성현, 양승철, 이운철, 이창호, 장기영

동상 김광복

동상 노남진

정광교, 정희철, 조성철, 천재법,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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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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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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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DEPC의 홈페이지(www.depc.co.kr)의 수중사진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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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8월호 수상자 시상품

(주)대웅슈트 협찬

금상
네모에어(NEMO AIR)
• 멋지고, 컴팩트하며,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해독이 쉽도록 넓은 화면과 매트릭스 점선 방식을 적용
• 공기 소모량을 리터/분으로 측정 가능한 공기 정보 통합형
가격 : 99만 원

은상

이오에쓰 3(EOS 3)
• 고성능의 모노 LED
• 지속적인 밝기 유지
• 포커스 스포트와 장시간 조명가능
가격 : 27만 원

동상

스타 리퀴드 스킨
(STAR Liquid Skin)
• 리퀴드 스킨 기술력을 적용
• 작은 내부 용적
• 프리 다이빙용으로도 이상적
가격 : 12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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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이종순

50

어초위의 문어와 다이버 Canon PowerShot S95, f/3.5, 1/50

은상 Silver Prize 천재법

동상 Bronze Prize 김광복

커튼원양해파리 Nikon D90, f/14.0, 1/160

잘피에 조피볼락 질주 Nikon D700, f/7.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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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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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pigmy Goby Nikon D800, f/32.0, 1/250

은상 Silver Prize 조성철

만다린피쉬 산란 Nikon D800, f/11.0, 1/250

동상 Bronze Prize 노남진

리본힐 한쌍 FinePix S5Pro, f/20.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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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김은종

김동현

천재법

강현주

김광복

손동수

손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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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신은수

양승철

이운철

김은종

김준연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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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철

정희철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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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법

조성철

이창호

정광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위덕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교육풀

대강당

챔버실

국내 최대의 스킨스쿠버 교육 전문 기관
-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1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연면적 5,121m²(1,6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스쿠버풀
- 올인원 다이빙 시스템 구축
- 숙박, 강당, 강의실, 회의실, 식당, 매점 및 카페테리아, 풋살장, 족구장 등의 시설 완비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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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잠수풀 이용

•라이센스 보유 이용객 입장
•스쿠버 교육단체 세미나 및 강사 교육

스쿠버다이빙 교육

•교육 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해양스포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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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해양스포츠 수업지원
하계해양캠프
수상인명구조 교육
수중촬영 교육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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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

•수중촬영 전문가 교육과정

각 이용요금 홈페이지 참조
초급입문 과정에서 지도자 과정까지 라이센스 발급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Tel: 054-781-5115

Fax: 054-781-5170

http://www.uljinleports.co.kr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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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사체,
다른 느낌!

대형 씨팬(체장 4미터) 니콘 D600, 16mm 어안렌즈, 넥서스, f9, 1/250초, Z-240X2, RAW, -25m, 필리핀 모알보알.

약 2년간 중단했던 마린에세이 원고를 재개합니다. 기고를 중단했던 이유는 사소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동안 다이빙과 수중사진을 등한시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간만에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피사체를 각기 다른 구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엔 세로 사진의 앵글로 너무도 당연하게 습관대로
스트로브를 사용했습니다만, 다이빙을 마치고 노트북으로 리뷰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니,
부채산호에 달라붙은 이물질과 지저분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그림이 그리 와 닿질 않았습니다.
하여 이를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였고, 이틀에 걸친 3회의 다이빙으로 간신히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스트로브를 끄고 자연광만을 이용한 실루엣으로 지저분함을 감추고, 어안렌즈 고유의 특징인
원근감의 과장을 끌어내기 위해 근접하였고, 부채산호가 멋진 모양이 되도록 사각(斜角)으로 앵글을 구성하고 셔터를 끊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태양광이 부채산호의 디테일을 골고루 비추는 위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상향앵글이라 버블이 찍힐까
숨 참느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만, 출수하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2달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진가는, 각 피사체에 흐르는 아름다움과 감성을 낚아채고, 그 점이 부각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이한 피사체를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평이한 피사체를 특이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피사체를 찍었음에도 내 사진이 타인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같은 피사체, 다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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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의 Marine Essay

대형 씨팬(체장 4미터) 니콘 D600, 16mm 어안렌즈, 넥서스, f9, 1/250초, 자연광, RAW, -25m, 필리핀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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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씨팬(체장 4미터)

60

니콘 D600, 16mm 어안렌즈, 넥서스, f9, 1/250초, 자연광, RAW, -25m, 필리핀 모알보알.

황윤태의 Marine Essay

황윤태 Hwang Yuntae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주에
거주하면서 국·내외의 바다를 무대
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수중사진가.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수중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목적
으로 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를 운
영중. www.marine4to.com

61

마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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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아카데미

(제주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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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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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서울/세부)

SS
ve

오션블루

Di

SSI East Asia & Micronesi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스트

연락처: 010-9120-1114
웹주소: www.scubalife.net
이메일: scubaskin@naver.com

연락처: 010-9482-0059
웹주소: www.ssiit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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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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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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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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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010-9087-333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ww.divemania.co.kr

액션스쿠버

이민정

010-8521-470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ww.dive2world.com

오션블루

유병선

010-5214-8226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www.oceanblue.co.kr

레저클럽

오호송

010-9097-91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scubaitc.co.kr

다이브 컬리지

이우빈

02-408-641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www.divessi.com

다이브 파크

정영수

010-3766-68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www.divepark.co.kr

W-STATE

우정석

010-6489-7689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바스트 스쿠버 클럽

홍두표

010-6212-894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cafe.daum.net/scubafrnd

그린 다이버 센터

조영재

011-789-6303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cafe.naver.com/greendivercenter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blog.daum.net/swim-love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cafe.daum.net/crow143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0-5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www.kue.or.kr

양천 씨앤씨

김형진

010-6408-7354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www.ycdive.com

스쿠버 컬리지

김문겸

070-8888-5971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www.lovescuba.co.kr

블루 드림

강한식

010-5483-749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경기도 고양시

수작코리아

박윤철

011-212-6725

경기도 고양시

www.suzax.net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cafe.daum.net/speedjs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www.scda.kr

마린 어드벤처 다이버

허 명

010-8636-5852

경기도 성남시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www.blueholedivers.kr

다이빙 존

국봉기

010-5214-7783

경기도 안양시

www.dxr.co.kr/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cafe.daum.net/seadreaming

썬 스쿠바

최창호

011-289-3733

경기도 하남시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010-9991-011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씨 플랜

김태효

011-335-2613

강원도 강릉시

www.seaplan.co.kr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www.kwsek.or.kr

플랙스 스킨 스쿠바 클럽

박진석

010-5366-6188

강원도 춘천시

cafe.naver.com/flexgym

레포츠 카스

박장근

011-710-3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SSI 아카데미

고대훈

010-9482-0059

세종시 조치원 문화길

www.ssiitc.co.kr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www.scubaone.co.kr

앤 스쿠바

고영민

010-6348-8822

충남 서산시 운산면

www.nscuba.co.kr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8872-44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상당구

cafe.daum.net/scuba0072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운선

016-9575-1007

광주광역시 남구

cafe.daum.net/bwsscuba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1-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www.devilsdivers.com

X-스쿠버

강광순

010-7424-9111

전남 광양시 광양읍

club.cyworld.com/xscuba

넵튠다이빙샵

오승룡

010-3012-4512

전남 광양시 마동

(사)발달장애운동능력개발협회

이성복

010-4543-0724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www.letsgotogether.org

고성 스쿠바

이주언

011-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gsscuba.com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919-2572

경남 진주시 칠암동

해우스쿠버 클럽

김달균

010-9337-6545

경남 진주시 상대2동

cafe.daum.net/kim-scuba

SSI East Asia&Micronesia

더 블루 웨이브

김민승

010-9323-4060

제주도 서귀포시

cafe.naver.com/bluewavescuba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1-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 1층

다이버의 꿈

이용주

010-8553-3500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cafe.daum.net/DreamOfDiver

해인 스쿠버

양영동

010-6209-9403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haeinscuba.com

Fstyle

전석철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www.ssi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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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조아

윤기명

010-9844-0442

서울 광진구 자양동

www.scubajoa.co.kr

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진주시 신안동

노명호

010-4105-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divessi.com

프리다이빙 센터
AFIA

www.afia.kr

다이빙 장비업체
스쿠버텍
헬시온 코리아
다이브 자이언트

이상준
유재철
정인호

010-4566-1122
010-3888-6763
02-387-350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www.scubatec.co.kr
www.halcyonkorea.net
www.divegiant.com

다이빙 학교
수원공고
한국폴리텍Ⅲ 대학
동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산업정보대학
중부대학교
부산대학교

장홍찬
정의진
소 훈
김진현
윤상택
소 훈
황영성

010-3282-2649
011-9814-7439
011-834-1982
010-2699-7278
010-2272-5805
011-834-1982
051-510-374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www.sugong.org
gangneung.kopo.ac.kr
www.dongseo.ac.kr
club.cyworld.com/JENUSS
www.jeju.ac.kr
www.joongbu.ac.kr
www.pusan.ac.kr

다이빙 풀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
뉴서울 다이빙 풀
수원 월드컵 다이빙풀
마린 라이프
포프라자
한국폴리텍Ⅲ 대학
엑스포 다이빙 센터
스쿠버 월드
전북잠수전문학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동주
김영중
김동주
김도열
이기훈(김병국)
정의진
황승현
손완식
오정선
위덕대학교

010-3306-9446
010-3732-4942
010-3306-9446
010-3785-2228
010-3350-0973
011-9814-7439
011-215-8928
010-8571-3331
010-4650-7553
054-781-511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전북 익산시 금마면
경북 울진군 원남면

www.scubadiving.or.kr
www.scubapool.com
www.scubadiving.or.kr
cafe.daum.net/marinelife-01
www.fourplaza.com
gangneung.kopo.ac.kr
www.expodive.com
www.s-world.or.kr
cafe.daum.net/jbjamsu
www.uljinleports.co.kr

다이브 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팀 스쿠버
JMJ DIVING SCHOOL
문희수잠수교실
ING 스쿠바
아쿠아 캠프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남해푸른바다스쿠버
마린 하우스
방2다이버스
스쿠버스토리
스쿠바 라이프
제주 바다 하늘
해원 다이브 리조트
남애리스쿠바
속초 모래기 스킨 스쿠버
반암 스마일 스쿠버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하슬라 레저
영진 아쿠아 존
청간정 스쿠버리조트

고영식
이기영
조미순
문희수
전영찬
조준호
황흥섭
윤준호
허천범
방 이
고승일
김원국
김선일
박상용
양용경
장일기
김동석
김동석
권민식
김창문
김이조

010-6370-0271
010-8963-8582
017-573-2212
010-9299-4246
010-9503-0415
010-9999-4008
011-824-2688
010-9018-6555
010-6215-6577
010-2384-6552
010-9889-1874
010-9120-1114
010-8222-2664
033-644-6207
010-6391-9499
010-3382-8588
010-5368-7738
010-9326-8162
010-9079-7723
033-662-8300
033-633-1188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경북 경주시 감포읍
경북 영덕군 강구면
경북 울릉군 울릉읍
경북 포항시
경남 남해군 미조면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양양군 전진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강원도 고성군 반암리
강원도 고성군 문암진리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www.nemocaptain.com
www.teamscuba.kr
club.cyworld.com/busanscuba
www.scubahs.co.kr
www.aquacamp.co.kr
www.wpcss.co.kr
www.bluescuba.co.kr/
www.marinehouse.info
www.bang2divers.com
www.chatelet.co.kr
www.scubalife.net
www.seaskyjeju.com
www.haewondive.com

www.banamresort.com
www.lfscuba.com
www.haslain.com
cafe.daum.net/SCUBAdiving

필리핀 지역 다이브 리조트
SSI East Asia&Micronesia Cebu branch
SSI 컬리지
아쿠아가든 비치 리조트
송 오브 조이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씨 퀸 다이브
다이브파크 블루스타 리조트
PDA
세부 블루드림
2n2 스쿠바 다이빙 리조트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April
김태훈
이승재
송윤호
김정철
정성걸
전태영
최종찬
장국삼
강해원
유병선

070-8225-6882
070-8227-5132
0920-951-7682
070-7417-8271
070-561-3662
070-8269-2499
070-4065-7188
070-4069-9198
070-4007-7772
63-47-232-6346
010-5214-8226

세부
바탕가스
바탕가스
사방
바탕가스
사방
모알보알
세부
세부
수빅
세부

www.divessi.com
www.ssicollege.com
cafe.daum.net/aquagarden
www.soj.kr
club.cyworld.com/jresort
www.sqdive.com
www.divepark.co.kr
www.cebupda.com
cafe.naver.com/cebubluedream
www.2n2scuba.com
www.oceanblue.co.kr

미크로네시아 지역 다이브 리조트
씨월드 팔라우
다리 다이버스 팔라우
얍 퍼시픽 리조트
얍 다이버스
블루라군 리조트
팔라우 어그레서 리브어보드
덴서 리브어보드

한주성
이성수
Dieter Kudler
Bill Acker
Gradvin.K Aisek

070-8624-8686
070-7536-6767
691-350-6000
691-350-2300
691-330-2727
(1)-800-348-2628
(1)-706-394-6395

서태평양 지역 다이브 리조트
J.스쿠버 다이버

나종철

010-6227-3590

괌

팔라우
팔라우
얍 미크로네시아
얍 미크로네시아
축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팔라우

www.seaworld-palau.co.kr
www.daridivers.com
www.yap-pacific.com
www.mantaray.com
www.truk-lagoon-dive.com
www.aggressor.com
www.dancerfleet.com

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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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아닐라오 중심지에 위치하여
모든 다이빙 사이트가 가까운
RESORT
www.Dive7000Resort.co.kr

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 아닐라오의 대표적 포인트인 성당바위(cathedral rock) 바로 앞에 위치
▶ 펀다이빙, 수중사진 가이드 서비스
▶ 다이빙교육(레크리에이션 전과정, 테크니컬 전과정, 체험다이빙)
▶ 아일랜드 호핑, 피크닉다이빙, 사파리다이빙(사방 & 베르데아일랜드), 수빅(난파선) 가이드
▶ 골프투어 가이드(부킹서비스), 마닐라시티투어
▶ 숙박 일체형 리조트, 리조트는 특실(디럭스) 4ROOM, 일반실(스텐다드) 8ROOM 보유
▶ 무제한 비치다이빙 제공(성당바위 포인트)
▶ 리조트 전용보트는 3대(30인승, 12인승, 6인승)전용 방카 구비
대표. 강재철 연락처. 070-4641-1787 현지전화. +63-905-297-1787 / +63-927-226-6402
이메일. kjc1793@naver.com 카카오톡. sidemount(아이디) 페이스북. jea chul kang / Dive7000Resort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A New Twist on the Old Shell Game
새롭게 탈바꿈한 옛 호두껍데기 게임*
Text by David Behrens

글 데이비드 베렌스

Photos by Kevin Lee

사진 케빈 리

번역 편집부

It’s been years since I have seen a swindler on the street,

나는 오래전에 거리에서 어느 호두껍데기 속에 콩이 들어 있

conning passersby to guess which walnut shell the pea is

는지를 알아맞히도록 행인을 끌어들여 속이는 사기꾼을 본

under. But underwater today, divers are charged with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중에서는 다이버들이 반대로 콩

guessing whether there is a shell under the pea – in this

속에 껍데기가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고 있다.(이 경

case, an animal.

우에 대상은 동물이다)

While some species of mollusks show off their shells

연체동물 가운데 일부 종은 껍데기를 보란 듯이 과시하고,

proudly, others like the nudibranchs and octopus have

나새류와 문어처럼 다른 일부는 껍데기를 완전히 상실하였

lost their shell entirely, and still others have amassed a

으며, 또 다른 일부 종은 일련의 껍데기 은폐술을 발전시켰

*	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두껍데기(또는 조개껍질, 병뚜껑, 컵, 종지 등) 몇 개를 엎어놓고 그 중 하나에 콩(혹은 구슬, 동전, 공 등)을 넣은 후 껍질들의 위치를
여러 차례 바꾸어 어느 껍질에 콩이 들어 있는지를 맞히게 하는 눈속임 도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야바위라고 한다.

The Murex, Ceratosoma foliatum and the Cowry, Jenneria pustulata make no attempt to hide from predators.
뮤렉스(Murex, Ceratosoma foliatum)와 카우리(Cowry, Jenneria pustulata)는 포식자로부터 숨으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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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mela undatum’s dramatic lines and aposomatically colored mantle certainly make this species
conspicuous. In fact the bright mantle coloration serves to warn predators that it is capable of secreting toxins.
마이크로멜라 운다툼(Micromela undatum)은 극명한 라인과 경고 색을 한 외투막으로 인해 확실히 눈에 띈다. 사실 밝은 외투막
배색은 자신이 독소를 분비할 수 있다는 점을 포식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menu of shell concealments. The groups playing the old

다. 옛 호두껍데기 게임을 하는 종들은 껍데기를 가리는

shell game are those who have evolved elaborate disguises

정교한 위장술을 발전시킨 종들이다. 나는 항상 그 이유가

hiding their shells from view. I have always wondered why.

궁금했다. 왜 이들 종이 포식자로부터 껍데기를 숨기는 것

Why would it be more advantageous for a species to hide

이 더 이로울까? 아니면 그것은 역발상일까? 즉, 껍데기를

its shell from predators? Or is it the other way around –

숨기는 종들은 이제 주변 환경과 뒤섞임으로써 자신을 위

species that hide their shells, can now disguise it and fool

장해 포식자들을 속일 수 있게 된 것일까?

predators by blending into their surroundings?
The shell game, which has been practiced for centuries by
sleight of hand street swindlers, is also a game of

손재주가 능란한 거리의 사기꾼들이 수 세기 동안 해온 호

deception for many marine critters. But for them, it is more

두껍질 게임은 또한 많은 해양생물이 하는 기만 게임이기

so, a game of protective resemblance. Like the street scam,

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한층 더 나아가 환경에

the underwater game has been played out in many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보호하는 게임을 한다. 거리에서 벌

variations. Some species have evolved a simple form of

어지는 사기처럼 이러한 수중 게임에는 많은 형태가 있다.

visual deception by not looking like anything that could

일부 종은 단순한 형태의 시각적 기만술을 통해 살아 있

possibly be alive, while other species have, overtime,

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느 생물과도 비슷하게 보이지 않도

become mirror images of the host species they live,

록 진화한 반면, 다른 일부 종은 자신이 서식하고 번식하

reproduce and prey on.

며 먹이로 하는 숙주 종과 동일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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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mer form of concealment the covering of the shell

전자 형태의 은폐술에서 껍데기를 덮는 외막은 그저 바닥

gives the appearance of just another inanimate object on

에 있는 또 다른 무생물의 모습을 띤다. 라멜라리드

the bottom. Some species of the shelled gastropods called

(lamellariids)라는 껍데기가 있는 복족류 가운데 일부 종

lamellariids have this mastered. Individuals of the same

은 이러한 전략의 달인이다. 예를 들어 라멜라리아 디에고

species, like our own Lamellaria diegoensis, can take on a

엔시스(Lamellaria diegoensis)처럼 이들 종에 속하는 개

variety of nondescript appearances. There seems to be no

체는 별 특징 없는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어느 특정

preference for any given texture or color. If you didn’t

한 외형 또는 색상에 대한 선호는 없는 듯하다. 외투강으

notice the anterior siphon which draws water into the

로 물을 끌어들이는 앞쪽의 수관을 눈치 채지 못한다면

mantle cavity, it’s just another piece of “stuff” drifting

그러한 개체는 그저 표류하는 또 다른 ‘물질’ 조각에 불과

around.

할 것이다.

Variation in mantle texture and coloration is amazing among the
Lamellariids.
라멜라리드(Lamellariids) 종들 사이에 외투막 외형 및 배색의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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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ivia, Trivia solandri has a spectacular fleshy shell disguise.
트리비아인 트리비아 솔란드리(Trivia solandri)는 굉장한 다육질의 껍데기 위장복을 지니고 있다.

Here the Trivia, Erato vitellina, shows shell disguise covering shell and retracted.
그림은 에라토 비텔리나(Erato vitellina)인데, 껍데기를 덮고 있는 껍데기 위장복과 함께 이를 집어넣어 드러난 껍데기가 보인다.

Another example of looking like nothing particular is our

별로 특이하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종이 카우리류에 속하

cowry-like species, Trivia and Erato. While most

는 트리비아(Trivia)와 에라토(Erato)이다. 대부분의 라멜라리

lamellariids cannot expose their shells, Trivia and Erato

드는 껍데기를 노출시킬 수 없으나, 트리비아와 에라토는 껍

bear mantle tissue that covers the shell completely, but

데기를 완전히 덮고 있지만 방해를 받으면 껍데기로 집어넣

can be retracted in to the shell when disturbed. The

을 수 있는 외투막 조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외형

texture and coloration of this tissue creates visual

과 배색은 무자비한 포식자에게 시각적 혼동을 초래하므로

confusion for any wanton predator, therefore acting as a

위장복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successful disguise.
In southern California we have two species of Trivia, T.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트리비아에 속하는 2가지 종으로 T. 솔

solandri and T. californica. The elaborate attire they wear,

란드리(T. solandri)와 T. 캘리포니카(T. californica)가 있다.

neither looks like the prey they feed on, nor any other

이들이 입고 있는 정교한 복장은 그들이 먹고 사는 먹이나

substrate.

그들이 서식하는 기타 어느 기질과도 비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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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wries practice this same defense strategy, hiding

대부분의 카우리는 껍데기를 다양한 유두모양 돌기

their shell under a cloak of various papillations. Giving the

(papillation)로 되어 있는 외투 속에 감춤으로써 앞서와 동

appearance that they may be sharp or even poisonous,

일한 방어 전략을 구사한다. 모습으로는 날카롭거나 심지어

these tissues are soft and quite benign. Like trivia, this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투막 조직은 부드럽고 아

mantle tissue can be retracted into the shell.

주 양성이다. 트리비아처럼 이러한 조직도 껍데기로 집어넣을
수 있다.

Where the game gets interesting is in those species that

게임이 흥미로워지는 경우는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숙주

have come to imitate their host species in ways almost

종을 흉내 내는 종들이다. 해초의 즙을 빠는 흡즙 민달팽이

unbelievable. While the sapsucking slug, Lobiger has not

인 로비거(Lobiger)는 껍데기를 완전히 숨기지는 않는다. 하

hidden its shell completely, its long fleshy, green mantle

지만 길고 녹색인 다육질의 외투막 엽이 어느 정도 은폐를

lobes provide some concealment, and make it almost

제공하며, 이러한 외투막 엽으로 인해 로비거가 서식하고 먹

invisible in Caulerpa, the algal species it lives in and feeds

이로 하는 조류인 콜러파(Caulerpa) 사이에서 로비거는 거

The ornamentations on the various cowry species demonstrate the extent of variation in the mantle covering.
다양한 카우리 종들의 외투에 있는 장식은 외투막 조직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Abalone-like, Scutus, have similar branched extensions of the mantle which partially hide the shell.
전복과 유사한 스쿠투스(Scutus)에서도 비슷하게 외투막이 갈라져 뻗어 나와 부분적으로 껍데기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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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tle flaps and folds of the sapsuckers(Sacoglossid nudibranchs), Oxynoe (lf), and Lobiger(rt) disguise the animal very well
among the branches of the sea weed they feed on.
흡즙 민달팽이(사코글로시드 나새류, Sacoglossid nudibranchs)인 옥시노(Oxynoe, 왼쪽)와 로비거(Lobiger, 오른쪽)의 외투막 엽 및 주름은 그들이 먹이로
하는 해초의 가지들 사이에서 이들 동물을 아주 잘 위장한다.

upon. Similarly Oxynoe has covered its shell in a manner

의 눈에 띄지 않는다. 비슷하게 옥시노(Oxynoe)도 날카로운

concealing it with a cover of pointed features and bright

가시와 밝은 점들로 이루어진 외막으로 자신을 은폐하는 식

spots.

으로 껍데기를 가린다.

The real kudos has to go to the ovulid snails. These

진짜 영예는 오불리드 달팽이(ovulid snail)에게 돌아가야 한

guys have attained the peak of camouflage – the

다. 이 녀석들은 위장술의 최고봉에 도달했다.(흉내 내기에

penultimate look-alike-ism. Dendrovolva aequalis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이다) 덴드로볼바 이퀄리

matches its host red gorgonian coral, Lophogorgia

스(Dendrovolva aequalis)는 색상과 외형 면에서 모두 숙주

chilensis, both in color and body texture. How many

인 붉은 부채꼴 산호 로포고지아 칠렌시스(Lophogorgia

years did it take natural selection to favor specimens with

chilensis)와 똑같다. 산호충의 색상 및 형태를 묘사하는 외

a mantle texture that depicts the color and shape of the

투막 조직을 갖춘 개체들이 불행히도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

The mantle texture and color, so
closely matches the color and
shape of the coral polyps, earns
this species the Deception
Academy Award.
외투막의 외형 및 색상이 산호충의 색상
및 형태와 너무도 흡사해 이 종은 기만
분야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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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polyps, over those who unfortunately stood out

것들보다 유리하게 하는 자연도태에는 얼마만큼의 세월이

glaringly? Only when briefly disturbed, does the snail

걸렸을까? 잠시 방해를 받을 때에만 이 달팽이는 맛있는 복

expose its real identity as a yummy gastropod, and even

족류로서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며, 그럴 때에도 여전히 산호

then it still mimics the coral surface. How sweet is that?

표면과 비슷하다. 정말 영특하지 않은가?

If you, or any predator, want to play the old shell game

만일 당신(혹은 포식자)이 이 녀석들과 옛 호두껍데기 게임

with any of these guys you are going to have to be

을 하고자 한다면 영리해야 할 것이다. 이 녀석들을 상대하

sharp. With these guys you will have to replace, sleight of

려면 손보다는 눈이 능숙해야 할 것이다.

hand, with sleight of eye.
It is truly amazing that this game of deception for many

이와 같이 많은 해양생물이 하는 기만 게임이 손재주가 능란

marine critters bears so many similarities to the shell

한 거리의 사기꾼들이 수 세기 동안 해온 호두껍데기 게임과

game, which has been practiced for centuries by sleight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누가 먼저 그

of hand street swindlers. I wonder who got the idea first?

러한 생각을 해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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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이 새끼를 낳는 해마(Seahorse)

학명 : Hippocampus sp.
영명 : Seahorse
한국명 : 해마 Hippocampus histrix

조물주는 암컷에게 출산의 아픔과 모성애를 주었다. 그러나 수중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수의 역할이 뒤바뀐 채 자손을 번식시키는 특
이한 종류가 있는데 바로 해마이다. 해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물고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해마도 어류에 속한다.
몸이 골판으로 덮이고, 머리는 말의 머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마
의 크기는 전장이 약 8cm가량 된다. 입은 관 모양으로 작은 동물을
빨아들여 먹는다. 꼬리는 길고 유연하여 다른 물체를 감아쥘 수 있어
이것으로 몸을 지탱한다. 큰 부레가 있어서 일정한 수심에 머무를 수
있으며,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하여 느리게 헤엄친다. 가
슴지느러미는 머리의 양쪽에 붙어 있어서 한 쌍의 귀처럼 보인다.
해마는 특이하게 수컷이 새끼를 낳는다. 암컷 해마가 수컷 해마의
아랫배에 있는 육아낭이라는 주머니 속에 알을 넣어주면, 그 속에서
알이 부화된 후에 새끼들이 수컷의 배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
수는 한 마리가 10개로부터 100여 개나 되고 수정란은 육아낭속에서
약 2주일 만에 부화한다. 해마를 볼 때 배가 아주 불룩하게 나와 있다
면 그것은 바로 임신 중인 수컷 해마이다.
열대의 얕은 바다에 주로 살지만, 우리나라 동해나 제주 같은 온대
바다에서 사는 종류도 있다.
해마는 빛에 민감하다. 그래서 랜턴을 비추면 돌아앉는다. 다이버
는 해마를 관찰할 때 빨간색 빛을 내는 전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유
는 수중생물들은 대체로 빨간색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는 꼬리가 민감해서 절대로 꼬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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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가장 화려하고 몽환적인 물고기, 만다린 피쉬(Mandarin Fish)
해 질 녘이 되어 선셋 다이빙을 하다 보면
바닷속 세계에서는 만다린 피쉬의 짝짓기가
펼쳐진다. 만다린 피쉬는 화려한 외모와 흥미

학명 : Synchiropus splendidus
영명 : Mandarin Fish
한국명 : 만다린 피쉬

로운 습성으로 인해 인기 있는 촬영 모델이
됐다. 아주 작고 수줍음 타는 이 대 물고기는
자꾸만 숨어 버리고 해 질 녘에만 잠깐 나와
서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밝은 빛을 싫
어하는 것 같다.
만다린(Mandarin)이라는 이름은 화려한 색
깔이 고대 중국 관료들의 비단 의상을 연상시
켜서 붙게 됐다. 파란색 바탕에 주황색 물결무
늬가 들어가는데, 노랑, 보라, 녹색도 두드려져
서 상상력 풍부한 아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하다. 너무나 현란해서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가 힘들기 때문에 사이키델릭 피쉬(Psychedelic Fish)라고도 불린다.
낮에는 주로 둥지 속에 숨어 있지만, 산호 가지 위에 앉아 있

정도에 불과하다. 만다린 피쉬는 새처럼 먹이를 세심하게 관찰

거나 이러 저리 움직이는 게 눈에 띌 때도 있다. 헤엄칠 때는 지

한 다음 잡아먹는다. 주로 작은 벌레, 원생동물, 단각류와 등각

느러미를 워낙 빠르게 젓기 때문에 벌새처럼 떠 있는 듯이 보이

류 같은 작은 갑각류를 먹는다.

기도 한다.
만다린 피쉬는 비늘이 없다. 대신 냄새가 나는 점액질로 몸
만다린 피쉬는 수줍음 많고 수동적인 편으로, 부서진 산호

을 덮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기생충뿐만 아니라 포식자도 물

더미나 죽은 산호 밑에서 산다. 경계심이 많아서 산호더미 밑에

리친다. 화려한 몸 색깔 역시 냄새와 맛이 고약할 거라는 경고

서 좀처럼 몸을 들어내지 않는다.

의 의미는 갖는다. 만다린 피쉬의 천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
만, 스콜피온 피쉬가 짝짓기 의식을 하는 만다린 피쉬를 잡아

만다린 피쉬는 머리가 넓고 납작한 것도 특징이며, 보통 6cm

【참고】

만다린 피쉬의 짝짓기

해가 지기 직전에 암컷 3~5마리가 수컷들이 짝짓기를 위해 구애 활동을
하는 리프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다. 수컷은 하루에 여러 곳을 이동하면
서 여러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도 한다. 짝을 찾은 수컷 위로 암컷이 올라타
면, 둘이 배를 맞대고 1m 정도 천천히 상승한 후 여기서 정액과 알을 뿌리
고서 사라진다. 알은 대개 200개 정도이다. 수정된 알들은 조류에 떠다니다
가 18~24시간 후 1m 크기의 유생으로 부화해서 2주 동안 플랑크톤 상태
를 보낸 다음 리프로 내려와 10~15년을 살게 된다.

먹곤 한다.

의 선택을 받아 더 자주 짝짓기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은 수컷들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곳에 다가가 정액을 뿌림으로써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려 든다. 다이버라면 이런 짝짓기는 봐둘 만한 가치가 있
다. 짝짓기는 매년 몇 달 동안이나 이루어지므로 관찰하기는 어렵지 않다.
서태평양과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필리핀, 호주 등지의 잔잔
한 라군에서 산다. 특히 세부북
부에 있는 말라파스쿠아섬에 가
면 쉽게 볼 수 있다.

무리 중에 산란기가 된 암컷이 많지 않으므로 수컷 사이의 경쟁은 치열하
다. 만다린 피쉬의 세계에서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크고 강한 수컷이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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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하나가 잘려나가도 새로 돋아나는 불가사리(Starfish)

학명 : Protoreaster nodosus
영명 : Starfish
한국명 :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겉으로 보기에 별처럼 생겨서 영어로 스타피쉬

리는 이런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양식 어민들에게 골칫거리가

(Starfish)라고도 불린다. 피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어류(Fish)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식력이 강한 해적생물로는 아무르

아니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생김새를 지녔지만, 보통 10~20cm

불가사리와 별불가사리가 손꼽힌다. 물론 이들보다 포식성이 강

크기인데 1cm에 지나지 않는 작은 것도 있고 거의 65cm에 달

한 종들도 있지만 양식장 인근에서 엄청난 개체수를 보이는 것

하는 큰 것도 있다.

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마트 다이버들도 다른 수
중생물들은 보호를 해도 이 불가사리만은 잡아 제거한다.

둘레에 다섯 팔을 가졌고, 뒤집어 보면 가운데엔 입이 있고,
팔을 따라선 발 역할을 하는 무수히 많은 관족이 있다. 이것을

그중에서도 가시왕관불가시리는 산호의 천적으로 산호초를

이용해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바다 밑을 기어 다닐 수도

초토화시킨다. 가시왕관 불가사리는 가시에 강독이 있다. 다이버

있다.

는 이 불가사리를 아주 조심해야 한다.

탐욕스러운 포식자인 불가사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는 것들이면 무엇이든 잡아먹는다. 죽은 물고기의 사체는 물
론 살아있는 조개, 심지어는 같은 불가사리도 잡아먹는다. 주로
바닥을 기어 다니지만 먹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비중을 줄
여 물에 떠서 조류를 타고 흘러가기도 한단다.
불가사리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바다생물이다. 다섯 개의 팔
중 하나가 잘려나가도 그곳에 다시 새 팔이 돋아날 뿐 아니라
잘려나간 하나의 팔이 또 하나의 불가사리로 자라기도 한다. 또
한 물 밖에서도 며칠간 살 수 있을 정도이다.
불가사리의 생식은 전형적으로 자웅이체이지만 자웅동체도
있고, 소수의 불가사리는 분열에 의한 무성생식을 한다. 불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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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Acanthaster planci
영명 : Crown of thorns Starfish
한국명 : 가시왕관불가사리, 악마불가사리

학명 : Spirobranchus giganteus
영명 : Christmas-tree Worm
한국명 : 꽃갯지렁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벌레, 크리스마스트리 웜(Christmas-tree Worm)

크리스마스트리 웜(Christmas-tree Worm)은 관 갯지렁이

촉수를 화사한 꽃잎처럼 펼치고 있다. 옆에서 보면 쫙 펼쳐진

(Tube Worm)의 일종으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우산이 여러 개 겹쳐 있는 나선형 모양이다. 이 촉수를 이용하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양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

여 먹으면서 살아간다. 이 촉수에서 분비되는 점액으로 물에 둥

색, 분홍색 등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화려하고 다양하다. 이들은

둥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낚아채서 먹는데, 이 먹이덩어리들은

식물의 꽃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동물이다. 아름답게 나와 있는

촉수 내부의 섬모가 난 홈을 따라 입으로 운반된다.

부분은 촉수이고, 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렁이같이
생겼다.

그만큼 몸 색깔이 화려해서 위험에 더 많이 드러나 있다. 그
래서 물고기나 다이버가 접근하는 인기척이 나면 펼쳤던 아름

이런 종류의 관 갯지렁이는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지

다운 촉수를 순식간에 접어 산호초 틈새 구멍으로 쑥 들어가

않고 한곳에 정착해 살아간다. 크리스마스트리 웜은 딱딱한 경

숨어버린다.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동물의 살아가

산호나 암초의 작은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머리 위엔 안테나 같

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지켜보면 틈새 속으로

은 촉수가 나 있어 평소엔 꼬불꼬불한 나선 모양으로 말려있는

들어간 촉수는 천천히 다시 나와서 활짝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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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독도의 해양생물 6
It was very good. Gen. 1:31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는 큰 섬이 세 개 밖에 없다. 그 세 개
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일본의 오키도이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87.4km이고, 독도에서 오키도까지는 울릉도와 독도거리의 거의 2배
거리인 157.5km 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일본 영토 어느
곳에서도 아무리 날이 맑아도 눈으로 독도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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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글/사진 김지현
www.livephoto.kr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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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안 수심 3~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서식하는 군 부류이다. 각판은 전체적으로 녹갈
색을 띠며, 표면이 매끈하고 육질부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전체를 덮고 있다.

lschnochiton hakodad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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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종으로, 해조류가 번무하는 암반지역
에서 서식하며 작은 저서 생물을 주로 잡아먹
는 육식성이다. 체고가 약간 높은 타원형이다.

Sebastes longisp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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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배감펭의 어린유어이다. 혹돔굴 근처 수심 15m 큰 자갈 사이에서 찾아냈다.
성어 쏠배감펭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자갈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촬영하
기가 힘들었다. 몸길이 6cm정도 되었다.

Pterois lunu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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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서도 정상으로 오르는 급경사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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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테크닉 제13회

Be A Smart Underwater Photographer

스마트 수중사진가가 되자
글/사진 구자광

수중에서는 육상과는 다른 수중 생물들과 만나게 된다. 실제로 수중 생물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가능한 한 수중생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를 스마트 다이버
(Smart Diver)라 한다. 본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다이버 운동이란 물고기를 잡지 않
고 부착생물을 채집하지 않을뿐더러 수중환경을 보호하고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운
동이다.
일반적으로 수중사진가라고 하면 스마트 다이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중사진가라
고 해서 모두 스마트 다이버가 아니다. 특히 수중사진가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수중환경을 훼손하거나 수중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다. 수중사진가들도 스마트 수
중사진가(Smart Underwater Photographer)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수중
사진가가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행동 10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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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호를 손으로 잡거나 핀으로 건드리지 말자

가시복(Porcupine fish)은 다른 복어 종류와는 달리 독이 없
으며, 위협을 느끼면 몸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가슴지
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를 심히 파닥거리며 도망쳐보지만 그런
느린 움직임으로는 쫓아오는 포식자를 피하기 어렵다. 이때 한
계에 부닥친 복어는 물을 빨아들여 몸을 서너 배까지 부풀려
포식자를 위협한다. 그런데 이 복어가 한번 부풀릴 때마다 복어
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초보자들이 하는 행위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몸을 지탱하기 위
해 산호를 잡거나 핀으로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
도 산호를 만지거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사진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산호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호는
단단하여 강한 것 같지만, 각각의 폴립은 연약하다. 산호는 한
번 부서지면 복구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또한 문어나 오징어에게 먹물을 쏘게도 하지 말자. 이런 사진들

2. 가
 시복어를 부풀리게 하거나 문어나 오징어에게
먹물을 쏘게 하지 말자

은 아무리 잘 찍어도 수중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하면 실격은 물
론이고 비난을 받는다.

3. 피그미해마를 촬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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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산호에 붙어살고 있는 피그미해마는 아주 작고 연약하
다. 이 피그미해마는 건드리지 않고는 사진을 잘 찍기는 거의

5. 바다거북의 등을 타는 행위를 하지 말자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부채산호를 뒤져 카
메라 렌즈 앞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이동시키거나 건드린다. 그
리고 스트로브를 수도 없이 터트린다. 특히 해마는 빛을 싫어한
다. 랜턴을 비추면 돌아앉는다. 해마에게 포커스 라이트의 빛을
꼭 비추어야 한다면 붉은색 빛으로 비추자. 수중생물은 붉은색
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
로 반성한다.

4. 갯
 민숭달팽이나 해마와 같은 작은 생물을 건드리
거나 옮기지 말자

초보자들이 하는 행위로 사진을 찍기 위해 바다거북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다거북을 타고 찍은 사진은 모든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는다. 수중생물에 관심을 갖고 대하며, 절대로
고의로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6. 회초리산호를 만지지 말자

갯민숭달팽이는 패각이 없고 연약하다. 또한, 해마는 꼬리가
민감하다.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이동 시키거나
탐침봉으로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 작은 피사
체를 이동시키거나 건
드리지 말자.
회초리산호에는 포시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고비, 새
우, 게와 같은 작은 생물들이 붙어살고 있다. 사진가들이 이 생
물들을 촬영하기 위해 회초리산호를 만져서 생물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초리산호를 만져서 자세를 잡지 말고, 사진
가의 몸을 이동시켜서 자세를 잡아야 한다. 회초리산호를 만지
면 산호의 폴립이 움츠리기도 하고, 산호가 파괴된다. 산호의 폴
립이 움츠리고 있는 사진은 아무리 잘 찍어도 좋은 평가를 받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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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먹다이빙을 할 때 핀 킥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9. 정
 해진 장소 이외의 곳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

바닥이 모래나 진흙인 곳에서는 핀 킥을 할 때 중성부력 조
절을 잘해 바닥 물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닥

다이빙을 하다 보면 물고기 먹이 주기(물고기 피딩)를 하는

물질을 일으킬 경우에는 단지 시야를 나쁘게 해서 동료를 불편

곳이 있다. 이렇게 정해진 곳 이외의 지역에서 물고기에게 먹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유물에 의해 여러 수중생물이 피해를

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 상태로 살아야 할 물고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에게 먹이를 주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서 자연 상태에서 살
아가기 힘들다고 한다.

8. 장비를 끌리거나 늘어뜨리게 하지 말자
10. 사진을 찍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보호이다

수중에서 다이빙 중에 수중환경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원인
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게 된다. 착용한 장비 중에 보
조호흡기와 잔압계는 호흡기보다도 긴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데

사진의 구도를 잡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자세

이 장비들이 바닥으로 늘어짐으로 인해 다이버가 유영하는 동

를 잡기도 하고 좋은 피사체를 찍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중바닥을 긁고 다니게 된다. 특히

찍은 같은 피사체를 두 번 다시 찍지 못하게 망가뜨리고 가는

국내가 아닌 열대 바다일 경우엔 연약한 산호초들이 단 한 번

경우도 가끔 있다.

의 충격으로 산호가 망가지는 어처구니없는 환경 파괴가 발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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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TUSA FF-16 KAIL
•전체가 고무로 제작되어 마지막까지 튼튼하고, 편안하게 찰 수 있는 핀
•블레이드의 길이를 매우 짧게 한 쇼트 블레이드 설계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 설정
•복사뼈 엇갈림을 막아 주는 로켓 핀 포켓
•빠르고 간편하게 벗겨지는 발뒤꿈치에 배치된 3단 키커
Y

S·M

P

XS · S

R

S·M

TB

S·M

VBL

M·L

BK

XS · S · M · L · XL

W

XS · S · M · L

MGW

M · L · XL

\ 240,000

OCEANIC PRO PLUS 3
•	가장 크고, 가장 읽기 쉬운 대화면 디스플레이
•	현재 수심과 공기 소모량에 근거한 특허 받은 매우 정확한 잔여 공기 시간 알고리즘
•	Oceanic사의 독창적인 듀얼 알고리즘 •각종 경고 및 알람 설정
•	빛 감지 Smart Glo 백라이트 •해수 / 담수 계산 기능 •3 기체 / 100% 나이트록스
•	Deep Stop(딥 스톱)기능 •조정 가능한 안전 정지 설정 •로그기록 50회 저장
•	배터리 교환 이후에도 기존 데이터 저장
\ 1,280,000

LIGHT & MOTION SOLA TECH 600
•메인 라이트의 성능을 가진 367g 집중형 라이트
•최대 사용 수심 90m 테스트 완료
•조사각 8도, 600루벤 밝기로 3시간 사용
•배터리 잔량 및 빛 밝기 3단계 표시
•외부 충전식, 충전시간 150분
•여행 시 잠금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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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00

OCEANIC PIONEER SUIT
•	LAVASKIN
Lavaskin 원단은 혁신적인 크로스 립 니트(Cross Rip Knit)를 통해 물을 가두어 둡니다.
또한 니트에 물을 가두어 보온을 도와주며, 슈트 밖으로 물이 배출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줍니다. 다이버의 몸은 가두어진 물을 데워주고, 다이버가 더 깊은 수심으로
하강할 때 효율적인 단열성을 제공합니다. 씰링 시스템 부문에서 Oceanic의 최신 기술과
접목된 Lavaskin은 다이버의 체온을 길게 유지시켜 줌으로 다이빙을 더욱 즐겁게
도와줍니다.

•최고의 보온성
•오션스판(OCEANSPAN) 슈퍼 스트레치 원단 •리퀴드 심(LIQUID SEAMS)
•스판듀라(SPANDURA) •보강된 어깨부분
MAN
신장

WOMAN
M

ML

L

XL

XXL

167

172

177

182

187

신장

06

08

10

157

161

165

체중

65

68

72

76

82

체중

50

53

54

가슴상

92

95

98

101

103

가슴상

80

82

84

허리둘레

76

79

82

85

90

허리둘레

61

63

65

\ 550,000

HOLLIS LX WING SERIES
SINGLE : S25(11.3kg / 25lbs) S38(17.2kg / 38lbs)
DOUBLE : C45(20.4kg / 45lbs) C60(27.2kg / 60lbs)
•HD 라미네이팅 된 1680 데니어 코듀라 외부 셀
•420데니어 나일론 내부 블레이더
•	탱크 밸브와 호흡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인플레이터 엘보우를 가운데 쪽으로 위치
\ 760,000

•번지 줄이 블레이더 내부에 위치

LED 25 CANISTER LIGHT
가격 : \ 1,800,00
•1250+ 루멘, 색온도 5600K의 25W LED 랜턴

Head : \ 940,000

•사용 시간 : 8시간 • 10A/h 11.1V 리튬 이온 배터리

Canister : \ 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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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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해왕

VR200 소프트터치
•	프로페셔널 다이버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강렬한 레드 색상의 디자인까지 뛰어난 호흡기
•	찬물 다이빙용으로 2개의 HP포트와 4개의 MP포트가 있는
1단계 시스템
•	유연한 소프트 터치 커버가 장착된 새로운 2단계 시스템
•	크롬 도금된 황동과 고품질읠 플라스틱을 합성하여 부식과
충격에 강한 레귤레이터
•	제조사 : BEUCHAT
•	Model No. 316-913(요크형)/ 316-914(딘형)

\ 1,280,000

※ VR200 소프트터치 구매 시, BEUCHAT의
REGURATOR 가방을 함께 드립니다.

VX10 아이스버그
•	테크니컬 방식과 아이스다이빙 용도로 제조된 회전 방식 시스템의 호흡기
•	결빙방지 및 감암방법 밸런스드 다이아 프램의 1단계
•	엮은 듯한 부드러운 호스와 마모에 강한 재질로 공기 조절 시스템으로 실
리콘 마우스피스로 된 2단계
•	제조사 : BEUCHAT
•	Model No. 316-638(요크형)/ 316-639(딘형)

※ VX10 아이스버그 구매 시, BEUCHAT의
REGURATOR 가방을 함께 드립니다.

\ 1,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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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라이트 2
•	많은 다이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2.65kg 초
경량의 다이빙 롤러 백
•	다이빙 외에도 간편하게 수영장 혹은 해수욕장으로 물
놀이 여행 시 백팩으로 사용가능한 다기능성의 에어라
이트 2
•	다이빙 후 접어 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수납 역시
간편하며, 편리하고 유용성에서 탁월한 다이빙 가방
•	이동식 바퀴(휠) 제거 가능
•	용량 : 110L
•	사이즈 : 850 X 470 X 300 mm/ 450 X 450 X 150
mm (접었을 때 사이즈)
•	중량 : 2.65kg
•	제조사 : BEUCHAT
•	Model No. 144-863

\ 320,000

3mm 마린 장갑
•	슈퍼플럭스 소재로 된 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내구성이 탁월하며, 외부 강한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음
•신축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안감과 더블-전면 소매 부분으로 장갑 착용이
쉬움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마린을 연상 시키는 디자인으로 멋을 살림
•제조사 : BEUCHAT
•Model No. 212-14*
\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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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오션플러스

리퀴비전(Liquivision) “링스(Lynx)”
세계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리퀴비전 컴
퓨터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난 1년
이 넘는 시간동안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드디어 트랜스미터 통합
형인 링스(Lynx Air) 컴퓨터를 출시하였다. 링스 컴퓨터는 레크리에
이션 다이버를 위해 2012년에 출시한 카온(Kaon) 컴퓨터 사양에
나침반과 트랜스미터를 추가한 모델이다.

최대 반경 100m까지 지원해주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Lynx-Air(링스 에어) 모드에는 ‘Solo(솔로)’ ‘Buddy(버디)’ ‘Group4’ ‘Group-9’ 모드가 있어 운용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리퀴비전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무버튼의 탭(두
드림) 방식 메뉴이동과 자체발광 풀컬러 OLED의 장점을 그대로
살렸다.

링스 컴퓨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RF(무전주파수) 방식의 트
랜스미터와 달리, 수중에서 도달거리가 길고 안정적인 초음파
(Ultra-sonic)를 전달 매체로 사용하는 T1 트랜스미터를 사용하여,
자신을 포함 10명까지의 가스 잔압, 잔압시간, 다이버 위치 등을

링스는 또 보트에서 동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트키트”와 로케이
션 트랜스미터(L1)도 조만간 출시 예정이다. 이 기능들은 추가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지원된다.

\ 2,950,000
Lynx AI 풀세트
(Lynx 컴퓨터, T1 트랜스미터,
재충전기셋트, PC 인터페이스,
전신보호필름)

Liquivision Lynx
링스 컴퓨터
•	무버튼의 탭(두드림) 방식의 메뉴 이동(특허)
•	세라믹 압력센서(특허)
•	자체발광 풀컬러 OLED의 뛰어난 가독성과 180도 시야각
•	3개의 운용 모드 (1)게이지 모드(바톰타이머), (2)렉모드(공기~40% 나이트록스),
(3)텍모드(21%~100% 나이트록스, 3개 기체 교환)
•	자가 교체형 일회용 및 재충전 건전지 지원
•	적외선 무선통신의 PC 인터페이스
•	초음파(Ultra-Sonic) 기술 사용 에어 트랜스미터(T1)
•	초음파(Ultra-Sonic) 기술 사용 로케이션 트랜스미터(L1) - 출시예정
•	100m 까지 10명의 탱크 잔압, 잔압시간, 다이버의 방향/거리 표시
•	보트에서 동시 메시지 전송 - 출시예정
•	로케이션 마커 기능 (보트 찾기, 포인트 찾기 등) -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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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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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북제주의 이색 다이빙 포인트
여기가 서귀포 앞 바다 물속인지 제주시 앞 바다 물속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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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의 메카 제주”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요

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다이빙 포인트는 시야 좋은 동해바

즘 제주도 다이빙은 힘든 성장통을 앓고 있다. 제주도를

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름다운 산호를 볼 수 없는 곳이

대표하는 연산호 군락지인 서귀포 지역 문섬과 범섬 섶섬

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 다이빙전문점들은 관광객들에게

등에서 다이빙하기가 쉽지 않다.

아름다운 산호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지역으로 1시

이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지를 보려면 서귀포지역에 속

간 정도를 이동하여 다이빙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해 있는 섬들을 방문해야만 하는데 요즘 서귀포 다이빙이
쉽지만은 않다. 레저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빙 전문점

하지만 제주시 사수동에 위치한 “제주바다하늘”이라는

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

다이빙 전문점에서 수개월 동안 제주시 사수동의 포인트

문점들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다이빙을 해야만 한다.

개발을 위해 포인트 작업을 하던 중 형형색색 아름다운

하지만 이 또한 불법유선 행위라 하여 해경에서 단속하고

연산호 군락지를 발견하여 큰 이슈가 되었다. 제주지역 방

있는 실정이라 다른 다이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송뿐 아니라 신문까지 서귀포에 서식하는 수지맨드라미
산호와 연산호 등이 제주시 앞바다에도 안착하여 잘 자라

최근에는 필자도 제주에서 10여 년을 다이빙 업계종사

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연산호를 수중사진으로 담기 위해
서귀포 다이빙을 하려다가 섬으로 오가는 선박이용 문제

제주시 사수동 포인트는 몇 개월 전 본지를 통해 소개

로 종종 포기하여야 했다.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다이빙전

한 포인트이다. 이곳은 체험다이빙이나 교육다이빙 그리고

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섬지기로 유명한 어느 수중사진

야간다이빙에서 수중사진가들에게 매력적인 피사체를 제

가분은 섬으로 다이빙 가기 위해 바로 옆의 선박을 구비

공하는 곳이라고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필자도 믿기지 않았

한 전문점에 손님으로 가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만 소식을 듣고 서둘러 카메라 세팅을 하고 가이드의 안
내를 받아 다이빙 준비를 하였다. 정북 방향으로 1km 정

제주도 다이빙은 아름다운 연산호를 대표로 하여 서귀

도 보트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망망대해에 부이가 띄워져

포지역에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오고 있다. 90년대와 2009

있다. 다이빙 전문점에서는 이 포인트를 “시크릿가든” 다이

년도에는 전 세계 수중사진가들을 초대해 세계수중사진촬

빙 포인트라 했다. 물속에 입수하고 설치한 라인을 따라

영대회를 개최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알리기도

물속으로 이동하니(가지가 굵고 키가 제법 큰 수지맨드라

하였다.

미 산호 군락과 부채산호, 해송 등)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북제주 지역에도 적지 않은 다이빙전문점들이 영업을 하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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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을 다이빙 전문점을 하고 있었지만 다이빙하는

연산호 군락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갯민숭이 종류들과

내내 제주시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는 감탄을 금치 못했

작은 접사피사체들이 눈에 띄고, 해면종류와 다양한 수중

다. 서귀포지역에서도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는 대형연

생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포인트

산호들이 깊지 않은 수심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바닥 수

이름이 ‘시크릿가든’이라는 명칭과 같이 사람들이 다녀가

심 26m, 대부분 산호들이 20m권에서 잘 자라고 있다. 다

지 않는 청정의 아름다운 수중정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이빙하는 내내 이곳이 서귀포 바닷속이 아닌 제주시 바닷

다. 다이버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라 다양한 생물들이

속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주변의 보이는 작은

공존하면서 연산호들과 잘 자라고 있는 느낌이다.

연산호들과 대형 수지맨드라미 군락으로 보통 크기가 1m
는 넘어 보인다. 군데군데 남제주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2m가 넘는 해송도 보인다.

매스컴에서는 이런 현상이 제주바다가 점점 아열대화
되면서 남제주 지역에만 몰려있던 연산호 군락들이 북제
주쪽으로 많이 전이되어 이렇게 변하였다고 한다. 제주를

어떤 수지맨드라미 산호에서는 말미잘이 서식하고 있고,

찾는 다이버들에게는 서귀포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연산

관갯지렁이까지 자리를 잡고 공생을 하고 있다. 수지맨드

호 군락이 북제주 지역에도 군락을 이루고 있어 북제주에

라미 산호와 가까이 붙어 있는 가시산호에서는 검정 큰도

서도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감을 누릴 수 있어 제주를 찾

롱이갯민숭이와 하늘소 갯민숭달팽이들도 보인다. 대형 연

는 다이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산호 군락 주변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물고기인 라이온피
쉬(쏠베감펭)과 자리돔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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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중사진가들에게도 광각 사진을 위한 깊은 수심

의 대형 수지맨드라미 산호를 마스터급 이상이면 들어갈

버들로 인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유지 관리를

수 있는 깊지 않은 수심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좋은 사진

철저히 하여 훼손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 이처럼

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시크릿가든 포인트뿐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들이 많아져 보다 많은 북제주 다

아니라, 주변지역 다른 포인트에도 크고 작은 산호와 다양

이빙 포인트가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한 해양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선두로 앞으
로도 계속 아름다운 포인트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본지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칼럼 수중촬영을 위해 물

고 하였다.

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제주바다하늘 김선일 대표와 현재형 강사
에게 깊은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북제주 지역 다이빙 전문점들도 서귀포 지역에만 의존
하지 말고 북제주 지역의 포인트 개발을 하면 서귀포와 대
등한 다이빙 사이트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
럼 남제주 지역으로만 집중되었던 제주다이빙 관광시장이
이제는 북제주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여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아름다운 색감의 다양한 볼거리와 다이빙
의 불편함이 없는 편의시설이 제공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처럼 북제주 지역 좋은 다이빙 포인트를 다이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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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교육다이빙의 메카, 낙산대기 포인트가 있는 곳!

강원도 고성군 문암다이브리조트
글/사진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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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물폭탄을 퍼붓는 지루한 장마도 시간이 가면 지나가리

성이라면 리조트스텝에게 부탁하면 무거운 장비를 포인트까지

라. 조금 있으면 학교마다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이동시켜 준다.) 비치포인트로 이동하면 4개의 부표가 4각으로

맞이하게 된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올해 휴가지 선호

설치되어 있고 입수지점을 따라 줄을 잡고 서서히 하강하고, 약

도를 조사하였는데 동해안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150m의 거리에 4각으로 설치되어 수심 6m까지 하강이 되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해안 해수욕장(해변)의 뜨거운 태양

입·출수 훈련 및 오리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조

과 깨끗하고 시원한 바닷물은 휴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금 자신감이 붙은 초급자들의 조금 깊은 수심대인 명파대 포인

충분할 정도로 멋진 추억을 심어줄 것이다.

트로 2차 보트다이빙을 할 수 있고, 역시 친절하게도 150m 하
강라인과 유도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교육을

다이버들도 그간의 정보를 총동원하여 가족들과 오붓하게 휴

진행할 수 있다.

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휴가계획을 세우는 시즌이다. 산
도 좋고 계곡도 좋지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로 하는 다이버가

2. 넓은 리조트 부지와 주차 공간, 휴게시설

있는 가족은 늘 바닷가를 고려 대상의 첫 번째로 삼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곳 중의 하나가 문암다이브
리조트이다. 가족들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다
이빙도 편하게 할 수 있다.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피크철 주자
걱정이 없고, 휴가기간 굳이 식사준비를 하지 않아도 리조트 주
변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고 맛도 좋은 가족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다. 오랜만에 바닷가를 나와서 싱싱한 자연산
회를 저렴하게 즐길 수도 있고, 숙소도 편안하고, 가족들이 무
료하지 않도록 주변에 해수욕장 등 관광, 놀이 시설이 있는 곳
이다. 저렴하게 배낚시를 할 수 있어 오랜만에 자족들이 손맛도
볼 수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스쿠버 체험이나 초급교육도 가능
할 정도로 기본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다. 리조트 공간도 여유로

강원도 공성군 문암2리 항구로 접어들면 우측에 넓은 주차공

워 가족들이 편히 쉴 공간이 충분한 곳! 이런 다양한 필요조건

간과 붉은색 몽골텐트 집단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 넓은 주

을 만족할 만한 리조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문

차공간에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면 그곳이 문암다이브리조트이

암다이브리조트를 추천하고 싶다.

다. 2,100평의 광활한 대지에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대
형 주차 공간이 있고 5동의 붉은색 몽골텐트와 20여 개의 목조
테이블과 파라솔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별 팀별 독립공간이 마

휴가지로서의 고성군 문암다이브리조트의 장점!

련되는 등 여유로운 휴가와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문암다이브리
조트의 시설은 동해안 리조트 중에는 대형리조트에 해당하고 1

1. 초급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문암다이브리조트

일 최대 수용인원은 150명이다.

문암다이브리조트는 예전부터 비치다이빙과 교육시설이 잘 갖
추어진 리조트로 그 명성이 높다. 리조트에서 공기통을 메고(여

3. 풍부한 숙박, 관광, 놀이 시설
문암다이브리조트는 근처의 고급 골프텔과 협력관계에 있기 때
문에 32평형 골프텔을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
다. 아직까지 골프는 고급스포츠 축에 들어 숙박시설 또한 그
격에 맞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호텔급 시설이여서 손님들의 만족
감이 높다. 아울러 리조트 근처의 민박(4인실 : 4만 원, 6인실 :
6만 원)이용도 가능하다. 또 고성군은 수많은 콘도시설이 있기
로 유명하고 속초시와 인접한 지역이라 속초지역의 콘도시설을
이용하여도 거리상으로는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한화콘도나 대
명콘도 등 대표 리조트시설 외에 주변에 있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리조트마다 물놀이 시설 및 대형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는 아주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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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
강원도 세계잼버리장
DMZ 박물관

고성관광지 안내

화진포 해양박물관
금강산 자연사박물관
송지호 오토캠핑장
왕곡마을
테디베어 뮤지엄설악
원암 온천지구
캔싱턴 사우나

온천 안내

대명리조트 아쿠아월드
파인리즈리조트 아젤리아스파
일성설악콘도 온천

박물관/전시관 안내

아이파크콘도 온도

에서 직접 취사가 가능하고, 일반식당을 이용하려면 리조트 앞

화진포의성(김일성별장)

집 해녀식당에서 백반이 1식에 6천 원이여서 편리하고 반찬이

통일전망대

나 맛이 준수하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금강산 자연사박물관
배낚시
바다래프팅
스킨스쿠버

레포츠 안내

6. 주변의 저렴한 횟집
문암2리 어항은 작은 마을단위 항이어서 정식 횟집은 없다. 단,
어민들이 어획한 어류들을 직접 수족관에 보관하였다가 이곳

등산

을 찾는 관광객에게 회로 판매한다. 따라서 횟집같이 거창한 상

보트

차림은 아니지만 100% 자연산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골프장

는 것은 큰 장점이다. 즉 4인 정도의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암벽타기

50,000원 정도이다. 필자도 회를 꽤 즐기는 편인데 4명이서

윈드서핑

50,000원짜리 회를 시켜서 배부르게 먹었다. 요즘 어디를 가도
자연산 회를 먹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4. 가까운 접근성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 경기, 충청 등 내륙 쪽에서 고성 속초로 접근하려면 통상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홍천 톨게이트를 이용하
게 된다. 소요시간은 약 2:30분 정도 소요되며 심지어 강일
인터체인지에서는 2:10분 정도의 가까워진 접근성 때문에 과
거의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이 아니라 주말마다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

서울(간성방향)→간성(하차)→시내버스(속초⇔대진간)1번이용→오호리→
삼포리→교암(하차)→문암2리
자가용 이용

박주명 대표와 문암다이브리조트
문암다이브리조트를 운영하는 박주명 대표는 2001년 당시 친

서울→홍천→진부령→대대리검문소(간성방향)→간성→오호리→삼포→

구가 운영하던 문암다이브리조트에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

문암진리→교암(동광중고등학교)→문암2리

이 문암리와 인연이 되어 2009년까지 9년이란 긴 세월을 문암
다이브리조트에서 스텝으로 일한 믿음직한 일꾼이었고 문암다

5. 문
 암다이브리조트 내 취사시설 및 리조트 앞 해녀식당의
편리성

이브리조트의 가이드를 대표하던 인물이다. 필자도 오래전 모
잡지의 취재를 위해 문암다이브리조트를 방문했을 당시 박주명

문암다이브리조트는 다이버 전용 식당시설이 있다. 따라서 경비

강사가 필자를 안내했고, 수중모델로서의 포즈도 알아서 척척

절감 등의 이유로 직접 취사를 원하는 다이버들은 전용취사장

해준 기억이 있다. 당시 여러 포인트를 마치 인간GPS와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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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파대 포인트
보트다이빙으로 하강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역시 교육하기
좋게 수중 가이드라인이 150m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입·출수 교육이 가능한 포인트이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
며 병풍처럼 펼쳐진 암반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포인트이다. 최대수심 12m이고, 포인트까지 이
동거리는 5분이다.
확하게 안내하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기회가 되면 박주명 사
장을 찾곤 했다. 박 대표가 오랜 세월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현지인들과 호형호제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박 사장이 잠시 문
암리를 떠나 있을 때 주민들의 걱정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한
다. 그만큼 긴 세월 현지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인 결과 지역민과
의 유대관계도 매끄럽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업 자산이여
서 행여 문암리조트에 손님이라도 적으면 주민들이 더 걱정한
다고 한다. 이런 현지인들의 마음은 리조트를 찾는 손님들이 그
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고, 이런 자신감 얻은 박주명 사장은 향후 숙식 일체형 다

금강산 포인트

이빙리조트를 장기 비전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

수중환경이 마치 금강산처럼 남성적으로 생겼고, 경치 또한 아

며, 현재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년 안에 가

름답다 하여 수중 금강산 포인트라 부른다. 때때로 볼락떼들이

시적인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자주 출현하여 장관을 연출하고, 암반에는 붉은 산호와 색색의
말미잘 군락들이 다이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인트이다. 수
심 18~25m이고, 이동거리는 10분이다.

다이빙 포인트 안내
비치 포인트
문암다이브리조트의 비치포인트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유
명한데 육상에는 간단히 교육할 수 있는 데크가 마련되어 있다.
데크에서부터 하강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수중에 약 200m 길
이의 가이드라인이 4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초급자 교육에 적합
한 포인트이다. 리조트에서 포인트까지 약 30m 도보로 이동하
는 거리이고, 최대수심은 6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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Ｋ1 포인트

낙산대기 포인트

자연암반 포인트로써 하강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암반에 부채
산호 산호붙이 희드라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 포인트이다. 수심
은 18~22m이고, 이동거리 10분이다.

마이산 포인트

과거 많은 방송매체에서 금강산 포인트라고 소개했던 포인트이

전형적인 산호바위 포인트로 암반 전체가 적산호 천국이다. 따

다. 당시 거대한 암초의 모양이 마치 금강산과 같이 기암괴석으

라서 시야가 좋은 날 포인트의 모습은 가을날 단풍산을 연상케

로 형성되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바위에 서식하는 산호

한다. 수심은 25~30m이고, 이동거리는 10분이다.

와 말미잘군락, 거기서 함께 서식하는 볼락 무리들과의 하모니
는 장관을 연출한다. 현지의 어민들은 이 암초를 난산대기 짬이
라 칭하므로 리조트에서도 낙산대기라 부르고 있으나 일부 다
이버들은 지금도 금강산포인트라 부르기도 한다. 수심 17~40m
이고, 이동거리는 15분이다.

인공어초 포인트
4각 인공어초가 3단으로 쌓여 있는 포인트이다. 섬유세닐 말미
잘과 적산호, 비단멍게 등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심 28~30m
이고, 이동거리는 10분이다.

문암다이브리조트 연락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문암다이브리조트
Tel : 033) 637-6716
Mobile : 010-5163-0920
대표 : 박주명

이성우
KBS 춘천방송국
CMAS/KUA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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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플러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6-19 T. 02-477-4800
홈페이지 : www.liquivision.co.kr 이메일 : oceanplus@gmail.com

Education

강사코너

초보 강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
글/사진 정상우

고래를 춤추게 하는 능력을 키우자!

안하면 이 칭찬법은 다이빙 강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다.
다양한 성향의 학생다이버들에게 스쿠바다이빙의 이론과

5000파운드가 넘는 범고래들이 놀라운 묘기를 보일때

실기를 지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칭찬을 통하

마다 관중들은 웃음과 탄성,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여 어려움을 극복시킬 수 있으며, 교육의 효율을 높일 뿐

범고래 쇼를 즐겼다. 쇼가 끝난 후 관중들이 흩어지고 스

아니라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타디움이 조용해지자 물속에 있는 문이 열리고 거대한 검
은 물체가 풀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조련사가 문을 나와 풀장 주변을 걷기 시작하자 범고래

초보강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 칭찬의 방법들
과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는 곧장 그에게 헤엄쳐왔다. “잘했다 샴” 조련사는 범고래
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휴식시간을 마음껏 즐기렴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넌 그럴자격이 있어.” 조련사가 다시 풀장 주위를 걷기 시
작하자 범고래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조련사는 범고래 샴을 가리키며 샴은 우리에게 인내심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와 스티그마 효과
(Stigma Effect)는 많은 심리학자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검
증이 되었다.

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라고 설명한다. “샴은 그 어떤 사람

피그말리온 효과란 “긍정적인 기대를 받게 되면 긍정적

이 와도 신뢰할 수 있기 전에는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긍정적인 노력의 결

그래서 새로운 고래를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해

과가 초래되는 현상이며,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란 부정적

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 그저

인 낙인이 찍히게 되면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는 현

배고프지 않게 하고, 물에 들어가 노는 것뿐입니다. 그것

상”을 의미한다.

이 우리가 동물들과 일하면서 가장 큰 원칙으로 삼는 것
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캔블렌차드 외 2002년 12
월)” 라는 책의 구절이다.
이 책은 칭찬의 힘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실제로 피그말리온 효과는 인생을 바꾸는 많은 사례가
있었으며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을 주었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유능한 교육자들은 칭찬의 효
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만약 훌륭한 교육자인지 빠르
게 판단하고 싶다면 그들이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이 없이는 다이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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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의 10계명을 기억하자
칭찬을 하는 것은 칭찬을 많이 받아 본 사람이 잘 하

셋째,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는 듯하다. 필자의 경우 칭찬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워했

칭찬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 조용히 선물만 받는 것

지만 지금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

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축하받는 선물이 받는 사람으로

게 한다.(캔블렌차드 외 2002년 12월)” 라는 책의 내용이

하여금 더 큰 가치를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책 내용의

복바이러스는 다른 학생들에게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좀

칭찬 방법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더 많은 학생다이버들에게 서로를 칭찬하는 선의의 경쟁

첫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칭찬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임펙트 있는 칭찬을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하려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래야 칭찬받은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시험 결과에 더 큰 좌절

법인 것이다.

을 하고 다음 시험에 자신을 잃게 된다. 점점 나아지고 있

“여러분의 수업에 학생다이버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

는 과정을 칭찬함으로 더 많은 과정에 노력을 기울일 수

고 싶은데 학생들은 대부분 내성적이다.”라고 생각해 보

있으며, 더 큰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정

자. 여러분은 학생다이버들의 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하여

이 좋다고 하여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정

관심 있을 만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유도할 것이다. 그 중

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진다.

어떤 학생다이버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보
자. 이때 즉각적으로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하고 질문의 의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미를 가치 있게 답하는 것은 학생다이버의 참여도를 높

칭찬을 누구에게 받고 싶을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대

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다이버 스

상이 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좋은 강사로 인정받는 시작

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칭찬 방법인 것이다. 칭찬

인 것이다. 그래서 프로다운 태도와 능력을 쌓아야 하는

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칭찬하는 것은 물론이고 칭찬할

이유인 것이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즉각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잘한 점을 찾기 힘들다면 잘 못할 수 있었던 점들을 역
으로 추론하여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잘한다는 것은
곧 실수할 수 있었는데 실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은 의

여섯째, 거짓없이 진실한 맘으로 칭찬하라.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 진심으
로 격려하고 칭찬할 때 비로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
이다.
일곱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지 않고 잘했다는 것

잘할 때는 무관심하다가 무언가 잘못됐을 때 갑자기

을 칭찬하라. 그리고 실수한 나머지를 이해시킨다면 다른

화를 내고 닦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이고 무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이며, 구체

심함에서 만들어낸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인 칭찬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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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다이버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하나둘

씩 따라 한다. 이렇게 잘 따라 하는 것에는 칭찬하지 않으
면서 가끔 하는 실수에 크게 광분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작은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 한다.
여덟째,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많이 격려하라.
누구나 생각처럼 모든 것을 쉽게 배우지는 못한다. 가
장 어려워하는 학생다이버에게 더 큰 관심과 격려와 칭찬
을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에게는 어려움을 극복
한 후 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며,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다이버가 될 것이다.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다이버들
이 대부분 강사코스에 도전하게 된다.

아홉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
도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전달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이는 편견이 될 수 있다.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한다면 선회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등의

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으로 강사가 교육을 진

방법을 통하여 피교육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긍

찾는 것도 강사의 능력이다. 학생다이버들의 성향을 볼

정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 좀 더 그

때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이론과 실기 중 최소 하나는 잘

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더 많은 장점과 열정을 느낄

한다. 실기를 어려워하는 다이버에게는 이론을 빠르게 커

것이며 강사 스스로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

버하고 남은 시간에 실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욱 많아질 것이다.

주어야 한다. 기술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이론적 접근법을

또한,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강의법

이용하여 그들이 실기를 더욱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을 칭찬으로 좀더 성숙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자의

야 한다.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열 번째,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자기 자신을 피드백 한다는 것은 강사 스스로 다이빙
교육 과정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중요한 방법

찾아 온 학생 다이버에게 아낌없이 칭찬하는 다이빙 교육
자로서 열심히 다이빙을 가르쳐 보자. 열심히 자기 자신
을 훌륭한 다이빙 교육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초보강사
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이다. 스스로가 잘한 것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이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 스미스 홀런드여사

직장 동료나 상사, 가족, 스승과 제자 등등 모든 이들에
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목표한 일을 성공하게 하
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조련사는 범고래 샴을 가리키며 샴은 우리에게 인내
심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다.”라고 하였다.
강사는 학생다이버에게 스쿠바다이빙을 가리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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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도전과 자유를 맛보다

프리다이빙 Free Diving
글 김효민 강사 사진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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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Mike Wells와의 인터뷰
제5회	프로 프리다이버의 트레이닝 안내
제6회 국내 프리다이빙 교육 및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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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프리다이버들로부터 사랑받는 포인트인 만큼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와 트레이너들이
상주하고 있어 거의 매달 작은 규모의 프리다이빙 시합들이 블루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23~25일 Blueimmersion Mini Competition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제5회 프로 프리다이버의 트레이닝 안내

이집트 다합의 블루홀

블루홀

심을 확보할 수 있는 블루홀의 특성상 많은 프리다이버들

자연은 때때로 오랜 침식, 퇴적활동을 통해 경이로운 경관

의 트레이닝 장소로 선호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을 인간에게 선사해 주곤 하는데, 블루홀 역시 좋은 예이

비치 다이빙이 가능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중 홍해 이

다. 블루홀은 빙하기 이전에 생성된 석회암 지형이 물에 의

집트에 위치한 시나이반도의 다합 블루홀(이하 블루홀)은

해 침식되면서 거대한 구멍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다시 해

비교적 저렴한 물가와 탁 트인 시야 90m 이상의 수심 등으

수로 채워지면서 주변 지형보다 유난히 깊고, 검푸른 색을

로 인해 프리다이빙의 성지라는 칭호까지 얻을 만큼 사랑

띄는데, 이곳이 블루홀이다.

받고 있다.

또 다른 블루홀은 유리 립스키의 사고 동영상으로도 유명

다합은 후루가다와 더불어 홍해 스쿠버다이빙 메카로 불

한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벨리즈 공화국의 그레이트 블루

리는 곳이지만, 스쿠버다이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프

홀(Great Blue Hole) 현대자동차 광고에도 출연한 프리다

리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이빙 챔피언 기욤네리의 Base Jumping 동영상으로 유명한

블루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버의 수가 우세이

바하마 제도의 딘스 블루홀(Dean’s Blue Hole)이 잘 알려

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다합에 두 번째 방문이지만, 대한

져 있다.

민국은 물론, 대부분의 세계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프리
다이버들이 주류로 통하는 다합이 고향 못지않게 정겹기

주변 조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수직으로 깊은 수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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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 fill을 배우기에 앞서 몇 가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먼
저 Failure Depth에 대해 알아야 한다.
Failure Depth란 쉽게 말하면 프리다이버가 더 이상 일반적인
(프렌젤) 방법으로 이퀄라이징을 하지 못하는 깊이를 말한다.
폐의 공기 잔량이 ResidualVolume(이하 RV)만큼 남아 일반적
인 이퀄라이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깊이이다. 프리다이버
는 귀와 폐의 기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듯이 Failure
Depth 이하로 내려가선 안 된다. 흔히들 중급(어드밴스) 프리
다이버들이 이퀄라이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계에 직면하
는 수심이다.

 리다이빙시합에 사용되는 안전기구(Counter Balance System)
프
반대편에 무거운 추를 떨어트리면 다이버가 하강라인과 함께 수면으로
상승하는 작동원리이다.

많은 프리다이버들로부터 사랑받는 포인트인 만큼 프리다이빙
전문센터와 트레이너들이 상주하고 있어 거의 매달 작은 규모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의 프리다이빙 시합들이 블루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23~25일 Blueimmersion Mini Competition에서는 많은 한국

우리의 폐는 숨을 최대한 내쉬어도 폐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

인들이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해서 약간의 공기가 항상 폐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걸 RV라고

대수심 프리다이빙과 마우스 필(Mouth Fill)

한다. 페트병을 아무리 찌그러뜨려서 공기를 다 빼내려고 해도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게 되는데, 용기가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프리다이빙 교육단계는 학과이론과 제한, 해양수역 실습으로

이상 모든 공기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허파 역시

및 종합적인 평가로 나누어지지만 수심을 통해 대표적으로 표

형체를 보존하기 위해 일정량의 공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현되곤 한다. 교육단체에서는 주로 -10m 단위의 수심으로 등

한다.

급을 나누며, 강사의 경우 -40m를 편안히 다이빙할 수 있어
야 자격이 주어진다.

숨을 다 내쉬었을 때 폐에 남아 있는 잔존공기량을 RV라고
하고, 이 RV는 우리가 꺼내 쓸 수 없는 영역이다. 사람에 따라

보다 깊은 수심을 향해 트레이닝을 하다보면, 누구나 일정 수

다르지만 보통 총 폐용량(TLC)의 20~25% 정도이다.

심에서 특정이유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보통 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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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연성, 이퀄라이징, 산소 보존능력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그래프에서 작은 물결이 TV(tidal volume)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다. 개인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수심 다이

숨을 쉬는 양을 나타내고, 위로 큰 물결이 최대로 숨을 들이

빙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누구나 거쳐

킬 수 있는 양(IRV) 아래로 내려간 물결이 최대로 숨을 내쉬었

가야 하는 대수심 이퀄라이징에(Moth Fill) 관해 본 호 프로

을 때(ERV)를 나타낸다. RV는 ERV 밑에 있는데 숨을 최대로

프리다이버의 트레이닝 편에 설명하고자 한다.

내뱉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폐에 남아 있는 공기량을 말하는

것이다. RV를 포함한 폐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공기의 양을

위 표를 보시면 30m 부근에서 총 폐용량(TLC)이 25%로 압

TLC라고 하며, TLC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RV를 제외한,

축되는데, 일반적으로 총 폐용량에서 RV가 차지하는 비율이

즉 우리가 호흡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공기량을 VC라고 한다.

20~25%이기 때문에 RV가 25%인 사람은 30m가 Failure
Depth가 되는 것이다. 30m 이상 들어가면 폐에서 공기를 끌

RV를 알면 왜 일정 수심(Failure Depth) 이상 다이빙을 하면

어올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론 더 이상 이퀄라이징이

이퀄라이징을 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

안된다. 사람에 따라 소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30~40m 구간에서 이퀄라이징의 어려움을 호소하

이퀄라이징을 하려면 공기가 필요하고, 외부호흡장치로 공기

고, 마우필을 습득하고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는 수심까지 포

를 공급받지 않는 이상 폐에서 공기를 꺼내서 이퀄라이징을

함해 마지막 교육단계로 정해져 있으며, 역으로는 대수심 다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깊은 수심에 들어가 압력의 변화폭이

이버로서의 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줄어들어도, 이퀄라이징은 지속적으로 공기를 소모한다. 우리
가 폐에 담고 있는 공기는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깊이 들어
갈수록 수압에 의해 폐의 공기는 계속 압축된다.

깊이

압력

총 폐용량(%) TLC

0m

1기압

100%

10m

2기압

50%

20m

3기압

33%

30m

4기압

25%

40m

5기압

20%

비고

김효민

Failur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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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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마레스의 프리다이빙 장비 소개
타나 (마스크)

스타 리퀴드 스킨 (마스크)

•가격 : 12만 원

•가격 : 12만 5천 원

•색상 : 블랙, 블루, 그린

•색상 : 블랙, 노랑, 파랑, 빨강

•특징

•특징

- 스커트 재질이 최고로 부드러운, 항 알래드기 실리콘 적용
(Very soft hypoallergenic liquid silicone)

- 리퀴드스킨 스커트 적용으로 얼굴 밀착성 및 편안함 강화

- 코 포켓 부위의 신축성을 향상 시켰으며, 손 미끄러짐 방지 효과
를 높여 이퀄라이징 할 때 코를 잡기 매우 편함

- 렌즈와 눈과의 거리 최소화로 거리 인식력 강화

- 적은 내부 공간으로 프리다이빙 이상적

- 이퀄라이징 시, 아래 스커트가 당겨져서 물이 누수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성 앰보싱 방식 최초 적용
- 고 내구성 프레임으로 충격 및 높은 외부 압력에 강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음
- 적은 내부 공간 및 넓은 시야로, 전 세계 프리다이버와 스피어피셔
들의 최고 인기 상품

듀얼 (스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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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플렉스 (스노클)
•가격 : 3만 5천 원

•가격 : 3만 5천 원

•색상 : 블루

•색상 : 블랙

•특징

•특징

- 치열 교정형으로 편리한 마우스 피스

- 치열 교정형으로 편리한 마우스 피스

- 프리다이빙용으로 최대의 편리성 제공

- 프리다이빙용으로 최대의 편리성 제공

- 유선형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수중 저항 최
소화

- 유선형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수중
저항 최소화

- 두가지 재질 혼합으로 목 부위의 불편함 최소화

- 두 가지 재질 혼합으로 목 부위의
불편함 최소화

레이져 프로 (핀)

레이져 소프트 (핀)

•가격 : 18만 원

•가격 : 18만 원

•색상 : 블랙, 블루, 그린, 브라운

•색상 : 회색

•특징

•특징

-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마레스 사의 기술이 집약된 프리다이
빙핀

-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마레스 사의 기술이 집약된 프리다이
빙핀

- 고 탄력성 합성 레진 핀으로, 외부 강도에 매우 강함

- 고 탄력성 합성 레진 핀으로, 외부 강도에 매우 강함

- 레이져(그레이) 핀 보다 30% 하드 브레이드로, 순간적으로 보다 강
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 깊은 물에서 다이빙시 효율적임

- 레이져 프로 핀 보다 30% 부드러운 블레이드로, 발목 근육에 무리
가 적음.

- 최적의 효율로 강한 추진력 발생

- 중간 수심 깊이의 다이빙시 효율적임

- 최적화 된 재질의 포켓 적용으로 편안하고, 에너지 전달력을 최대화

- 최적의 효율로 강한 추진력 발생

- 블레이드(블루, 그린, 브라운) 교체 가능

- 최적화된 재질의 포켓 적용으로 편안하고, 에너지 전달력을 최대화
- 블레이드 교체 가능

블랙

블루

그린

브라운

블레이드

레이져 카본(핀)

백팩 어택 (방수 가방)

•가격 : 65만 원

•가격 : 12만 원

•특징

•특징

- 카본 블레이드의 진공 성형으로 카본 블레이드 내 물 흐름
라인 최초 적용

- 등에 맬 수 있는 신개념 프리다이빙 방수 팩

- 카본 블레이드로 합성 레진 블레이드 보다 고 탄성력 강화로
최적의 추진력 구현

-	완전 방수로 다이빙 후, 젖은 슈트 및 장비를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음

- 최적화 된 재질의 포켓 적용으로 편안하고, 에너지 전달력
을 최대화

- 수납량에 따라 가방의 사이즈 조정 가능

-	롱핀도 옆으로 고정 수납할 수 있는 편리함 제공

- 포켓, 블레이드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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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 (방수 가방)

크루즈 프리다이빙(롱핀 가방)

•가격 : 17만 원

•가격 : 5만 원

•특징

•특징

- 100% 완전방수로 고 내구성 원단 사용

- 마래스 롱핀 수납 가능 (길이 95Cm)

- 넓은 내부 공간으로 여러 개의 롱핀과 여러 장비를 동시 수납 가능

- 마스크와 스노클을 수납할 수 있는
개별 공간 부착

- ㄷ 자형 대형 지퍼 방식으로 기존 지퍼 보다 큰 장비를 넣고 빼기
편리함

- 간단한 기본 장비 수납에 편리한 가방

- 물 빠짐 밸브 부착

마레스 러버 밸트
•가격 : 5만 원
•특징
- 신축성 강화 러버 밸트
- 착용시 허리에서 미끄러짐 방지 강화
- 프리다이빙용 러버 밸트
- 수중에서 쉬운 탈 부착
- 자르지 않고도 전체 길이를 조절 가능한 편리함

스무스 스킨 35 (장갑)

인스팅트35 (슈트)

•가격 : 4만 9천 원

•가격 : 45만 원

•특징

•특징

- 프리다이빙용으로 3.5mm 레오프렌 장갑

- 3.5mm 슈트로, 국내 여름 바다 및 실내 다이빙이 많은
다이버(강사)들에게 적극 추천

- 부드러운 원단 및 스크레치 방지 원단 혼합 사용
- 바닥 부위 및 손끝 부위 내구성 강화
- 이음선 완전 방수 처리

- 슈퍼 스트레칭 원단 사용으로 입고 벗기에 매우 편리함
- 내부 오픈셀 타입으로 얇으면서 보온력은 극대화
- 외부 내구성 강화로 스쿠바다이빙에도 적합
- 상하의 분리 투피스 타입의 후드 일체형 슈트

스무스 스킨 30 (양말)
•가격 : 4만 원
•특징
- 프리다이빙용으로 3mm 레오프렌 양말
- 부드러운 원단 및 스크레치 방지 원단 혼합 사용
- 바닥 부위 및 발끝 부위 내구성 강화
- 이음선 완전 방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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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 3.5mm
외부 재질 : 슈퍼 스트레칭 원단
외부 환경에 긁힘 현상을 방지하는 신축성이 강화된 내구성 소재
내부 재질 : 오픈셀 타입으로 피부와 밀착성이 뛰어나 보온력 및 신축성이
매우 우수함

익스트림 55 (슈트)

스쿼드라 텍55 (슈트)

•가격 : 55만 원

•가격 : 55만 원

•특징

•특징

- 신축성이 강화되어 훨씬 편안한 마레스 신형 5.5mm 슈트

- 한국 프리다이빙 조건에 완벽 구현한 부드러운 스킨 타입의 5.5mm
슈트

- 울트라 스트레칭 외부 원단 사용으로 완벽한 편안함을 구현
- 내구성과 보온력을 모두 겸비한 한국 바다에 적합한 슈트
- 5.5mm로 국내 바다와 프리다이빙 및 스피어피싱에도 적합
- 외부 내구성 강화와, 탁월한 보온력으로 스쿠바다이빙에도 적합
- 거친 외부 환경에도 찢김과 흠집이 잘 발생되지 않는 내구성 강화
슈트
- 상·하의 분리 투피스 타입의 후드 일체형 슈트

- 완벽 밀봉 접합으로 이음새로 물이 새어 들어 오지 않음.
보온력 극대로 국내 바다에 적합
- 부드러운 스킨 타입으로, 수중 저항력을 최소화하여 상급 프리다
이버에 적합
- 투피스 타입의 후드 일체형 슈트(프리다이빙 전용)
- 상·하의 분리 투피스 타입의 후드 일체형 슈트

두께 : 5.5mm (국내 바다 적합)
외부 재질 : 울트라 스트레칭 원단
외부 환경에 긁힘 현상을 방지하고 신축성이 강화된 내구성 소재
내부 재질 : 오픈셀 타입으로 피부와이 밀착성이 뛰어나 보온력 및 신축성
이 매우 우수함

두께 : 5.5mm (국내 바다 적합)
외부 재질 : 매끄럽고 부드러운 스킨 타입으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하여 프
리다이빙에 적합
내부 재질 : 오
 픈셀 타입으로 피부와이 밀착성이 뛰어나
보온력 및 신축성이 매우 우수함

마레스 프리다이빙 장비 판매처

AFIA 프리다이빙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8
대표 메일 : afia@afia.kr
연락처 : 070-8285-2864
웹사이트 : www.afia.kr
쇼핑몰 : www.freedivingmall.com
대표 : 노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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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미래 신산업직종에 선정된

산업잠수 (Commercial Diving)를 하려면?
현대사회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름도 생소한 이색 직업이 넘쳐난다.
그중에서 산업잠수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새로 생겼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을 재미있게 소개한 책자에서
이색 직업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본고에서 스쿠바다이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잠수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글 심경보

산업잠수사의 역할

Commercial Diving

산업잠수사는 침몰된 선박의 구조나 수중 교각 설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시설 설치 등 산업적 가치가
있는 수중 작업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 등에서 산업잠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잠수 작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산업잠수사는 주로 수중전문건설업체나 해양경찰 특공대, 소방공무원 119구조대, 해
난구조업체, 정유회사,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근무한다.
1. 산업잠수란 무엇인가?
2. 산업잠수에 관련된 법률의 흐름
3. 국내 산업잠수의 현실과 문제점
4. 산업잠수와 챔버(기압조절실)

산업잠수에 관련된 법률의 흐름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동법 제4장 한국해양구조
협회가 2012년부터 준비 위원회의 과정을 거쳐 2013년 설립

1999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주관으로 스쿠버 잠수와

됨으로써 제26조, 제27조에 의해 일부 사업을 행정기관으로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었다. 당시 스쿠버 잠수교육단체들

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제・개정 되었다. 이로

의 대표자들을 비롯하여 국내 스쿠버 격월간지 발행인들,

인하여 해난구조분야는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직・간접적

기타 스쿠버 잠수업계에 영향력 있는 몇 분들이 참석하여

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 분야에 관한 기존 선박구

상호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다. 토론의 내용은 2000년 2

난 회사들의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격사항이나 장비

월 제정될 수상레저안전법에 스쿠버다이빙을 법의 테두리

들은 어떻게 차등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

안에 두어 앞으로는 스쿠버다이빙도 지역 어촌계와 마찰,

었을 것이다.

해양경찰의 단속에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떳떳
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자는 취지였다(이면적인 내용은 생

산업 분야는 어떠한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가 자본금과

략하기로 함). 하지만 그때는 여론의 거센 반대와 여러 가지

인력,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해당 업종의 등록이

이유로 결국엔 수상레저안전법 안에 스쿠버다이빙은 들어

가능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종은

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관련된 법률 하나 없이 이어져 오고

대략 22개 업종이 있으며, 수중전문건설업체는 2013년 현재

있다.

전국에 약 360여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과거 해난구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16
조 3의 1항에 준하여 선박구난업의 등록규정이 존재했었으
며, 선박구난(Ship Salvage)자격을 얻고자 하는 업체는 관
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가능했다. 선박
구난작업의 한계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졌으며, 1급의
경우 모든 해면에서의 모든 선박의 구난이 가능하고, 2급의
경우에는 연해구역 안에서의 총톤수 1천 톤 미만의 선박의
구난, 3급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관내의 평수
구역 안에서의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구난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산업잠수사들의 10년 이상 경력 증명과 고
용인원의 요구사항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2006
년 일부 개정이 되면서 선박구난업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
다. 하지만 그 업무 영역이 수난구호법 제2조에 선박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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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전문건설업의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 원 이상과 기술능
력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토목・기계

즉각 생산을 중단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어 회사의 존폐 위
기가 왔었다고 한다.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장비 부분에서는 표면공급식 장비 2세트
와 스쿠버 장비 5세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2008년 6월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개정이 되면서 잠수장비에 대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발생하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

게 되었다.

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하였는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
화되면서 국내 수중전문건설업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 세계적인 잠수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페이퍼 컴퍼니 또한 그 한 몫을 담당하고

헬멧을 생산하는 kirby morgan’co 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있고, 페이퍼 컴퍼니에서는 장비도 서류상 존재만 하고 해당 기

되어, 1년이 넘도록 헬멧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술자들의 고용을 꺼려하고 있으니, 이 또한 적잖은 문제가 발생

러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헬멧 공급부족 현상이 생겨 주문을 하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수중공사와 연관된 1년 예산과 비교

더라도 평균 6개월 정도가 되어야 최종 공급자에게 인도가 되

해 볼 때 업체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업체가 난

었다.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 국내에서는 장비의 등록기준 강화

립되다 보니 저가 수주로 인한 업체 간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

로 주문을 하더라도 제때에 공급을 받지 못하니 일부 수입업체

함과 산업잠수사들의 품셈 또한 예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

에서는 잠수헬멧, 밴드마스크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

것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하였고, 생명줄도 기존의 공업용 고압호스를 변경하여 호흡용
잠수호스라 지칭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납품하기도 했다. 그 해

2012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5 [자율안전확인

즈음에 영국의 sub-tech’co 에서도 잠수 헬멧을 생산하고 있었

대상 기계・기구 등] 제1항제1호카목 기압조절실(chamber)과

는데, 기존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서 헬멧

제1항제3호라목 잠수기(잠수헬멧 및 밴드마스크, 생명줄, 안전

의 안면창을 kirby morgan의 수퍼라이트 헬멧과 유사하게 변

멜빵, 잠수조정장치, 통화장치 등)가 신설되어 2013년 3월 1일

형을 시켜 판매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자 kirby morgan에서

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러한 법률적 개정은 산업잠수장비들이

는 곧장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그 결과 영국의 sub-tech은

국제적인 안전기준(IEC, EN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비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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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하게 수입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과 산

실을 일정 수심 이상 잠수작업을 할 때 현장 설치가 이루어

업잠수업체와 산업잠수사들에게는 해외 경쟁력 확보에도

져야 한다고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으니, 결과가 나타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니, 산업잠수장비의 수입업체나 제조업

라 판단된다.

체는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안전인증을 필해야 되니 유념하
시길 바란다.

이 외에도 법률상 산업잠수 인력이 요구되는 곳은 해양환
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

산업잠수와 관련된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률은 일본의

이 있고, 한국선급(KR)에서는 수중검사업자 등록에 필요하

노동성과 후생성을 통합한 현재의 노동후생성의 노동위생

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잠수조사와 관련

안전법령을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업안

하여 기술자 인력을 요구하는 등 필자도 알게 모르게 더 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잠수관련 규정은 일본의 규칙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을 거의 통째로 옮겨 놓다시피 한 법령으로 잠수 용어가 국
내 잠수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상이한 점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산업잠수는 과거에 비해서 관련된 법률들이 빠르진 않지
만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스쿠버 잠수의 경
우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필자가

가령, 생명줄을 송기관으로, 호흡조절기를 압력조정기, 비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욕지거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상기체통을 예비공기조, 공기통을 산소발생기로, 잠수종을

潛水라는 단어만 놓고 보았을 때 한쪽은 법적인 테두리 안

잠종, 상승을 부상, 표면경과시간을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

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

간, 잔여질소량을 체내가스압 계수 등 너무 많았다.

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러한 의무를 저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스쿠버 장비는 다양

그리고 기압조절실(chamber)와 관련된 사항에서

하게 크나큰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그로 인한 안전 문제는

일본의 경우 수심 10m 이상 잠수작업 현장에서는 기압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면 이제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조절실을 현장 배치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내

않을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10m보다 깊은 곳에 잠
수할 때는 반드시 감압장치를 준비토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필자 또한 잠수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어 2013년 6월 현재까
지 국내 산업잠수 현장에서는 기압조절실(chamber)이 없어

심경보

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하지만 한전에서 발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기술이사
고용노동부 직무분야 전문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종별 전문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심사위원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과학잠수운영위원

주하는 해저케이블 공사에는 발주처에서 산업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압조절실(chamber)이 보유되어야 한다라
고 자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잠수 현장에서도 감압증상이나
골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다시금 기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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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mergency Response Diving

응급구난이란 무엇인가?
글/사진 정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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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난 다이빙이란?

청에 의해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다이빙을 해야 할 것

응급구난 다이빙(Emergency Response Diving)이란 공

이다. 선박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침몰하고 사람들은

공안전 다이빙(Public Safety Diving)과 같은 의미이다. 흔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익사하며 자동차는 도로가 빙판

히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상업(commercial) 다

인 경우에 강에 처박힌다. 응급구난 다이버(ERD)는 이런

이빙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하면 레크리에이션

일이 있을 때 그 나쁜 조건에서 다이빙해야 하는 것이다.

다이빙은 스포츠 다이빙(수심 40m 미만)과 테크니컬 다이
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업 다이빙과 약간 성격이 다른
공공안전 다이빙을 또 하나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응급구난 다이빙이 테크니컬 다이빙의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응급구난 다이빙과 테크니
컬은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다이빙계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스포츠 다이빙과 구분하고 있지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테크니컬 다이버는
수심과 시간을 연장하고, 동굴이나 난파선에 들어간다. 그
러나 그것은 단지 즐기기 위한 것이며 위험을 아주 잘 조
절하고 대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테크니컬 다이빙도

응급구난 다이빙(ERD) 과정은 그 동안 스포츠 다이버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며 응급구난 다이버(ERD)가 처한 상

나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받아온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과

황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정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은 교육 참가자
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응급

응급구난 다이빙 환경

구난 다이빙(ERD) 과정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의 자격 요건 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과

응급구난 다이빙(emergency response diving)을 실시

정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와

하는 곳은 일반적인 다이빙이 실시되는 곳과 환경적으로

는 달리 여러분 자신이나 동료가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

크게 다르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받는다. 오픈워터
스쿠버 과정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이버에게 위험한 상
황과 일반적인 응급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

응급구난 다이빙(ERD)에 대한 한가지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자.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벽 4시에 강에 차가 전복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응급구난 다이버(emergency response diver)에

두 명의 소방관 다이버가 어제 다이빙하던 장비가 실려있

게는 레크리에이션 분야와 같이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되

는 픽업트럭에 올라타고 사건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현장

지 않는다. 응급구난 다이빙과 레크리에이션의 두 가지 분

에 도착하자마자 신속한 구조를 위해 잠수복을 입고 강으

야를 비교해 보자. 만약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그룹이 바다

로 뛰어들었다. 물에 들어갔을 때 강물의 흐름이 예상보다

에 도착해 보니 파도가 거칠었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아

빠르고 수온도 매우 낮았다. 첫 번째 다이버가 수류를 타

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이빙 보트가 운행하지 않기로 결

고 전복된 차로 떠내려가서 차를 잡았고 두 번째 다이버

정할 것이고 다이버들은 계획을 변경하여 카페에 앉아 커

가 뒤를 따랐다. 첫 번째 다이버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피나 맥주를 마시며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응급구난

사고자가 있나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다이버가 차량에 도착

다이버(emergency response diver)는 치명적인 상황을

하자마자 다이빙 장비가 차에 걸렸다. 두 명의 다이버의 무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받거나 전문구조사 또는 경찰의 요

게에 의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류 속에서 차가 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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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다이버는 강을 따라 흘러내려갔고 돌출
된 나무 가지를 잡았다. 첫 번째 다이버는 수면에서 1m밖에

왜 응급구난 다이빙 교육이 필요한가?

되지 않는 차 속에 갇혔다. 공공안전관(public safety officials)

왜 응급구난 다이버(ERD)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에 대한

이 도착했고 즉시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두 번째 다이버에 대

대답을 하기 전에 왜 소방서, 구조기관, 경찰에서 다이빙 팀이

하여 수면 구조 절차를 시작했다. 또 차 속에 갇혀 있는 다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구의 2/3는 물로 덮여 있

버를 구조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다이빙 팀을 호출하였다. 그

어서 나머지 1/3만이 육지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오래 전부

러나 다이빙 팀이 도착하여 구조했을 때는 시간이 경과하여

터 범죄의 증거, 도난품, 차량, 사체 등을 물속에 투기하는 방

첫 번째 다이버는 사망한 뒤였다. 첫 번째 다이버의 사체를 인

법을 사용했다. 범죄자들은 바다나 강이 이런 물품을 찾기 힘

양했을 무렵에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순찰 경관과

들고 확률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범죄자들의 관점에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이 운전자는 차량에서 탈출하여 근처

서는 수중환경이 어려운 곳일수록 좋다. 그러므로 응급구난

의 인가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다이버들이 다이빙하는 환경은 유속이 빠르고, 더럽고, 깊은
곳이며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이 시나리오에서는 훈련이 부족한 다이버는 치명적인 상황

곳이다. 불행히도 이런 조건들은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동료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이 지나지 않는다.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환경은 흔히 항구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사례는 가상이다. 그

그들은 별생각 없이 이용하지만, 수중에서의 악조건은 모두

러나 이런 상황은 매년 발생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훈련이

존재하는 곳으로 그들의 목적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이런 곳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보이는 상황일 뿐이다. 실제

에서 응급구난 다이빙을 할 경우에는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이유는 응급구난 다이빙에 필요한 특화된 훈련과 장비의 필

자신의 손도 볼 수 없으며 엉키기 쉽고 보이지 않는 화학적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의 의식에 있다.

또는 생물학적 오염물로 가득하며 수온도 아주 낮아서 저체
온증에 걸리기 쉽다.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를 즐기는 곳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 이외에도 더 많은 특징이
남아 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체 인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살인범은 종종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증거를 없
앨 목적으로 물속에 유기한다. 이런 응급구난 다이빙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 또 다른 경우는 보트에서, 다리, 해
변 등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도 사체 인
양과 사망 확인을 위해 응급구난 다이빙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응급구난 다이버는 사체를 처리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
면하게 된다. 종종 크게 변질하였거나 사망 전후에 큰 외상을
입은 사체를 직면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가족과
함께 일을 처리할 경우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

불행히도 이 시나리오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레크리에이션 교육 기관은 일반인들에게 시야가 좋고 바다 상
황이 좋은 곳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을 한
다. 레크리에이션 구조 다이버 프로그램은 자신을 보호하고
짝을 돕는 정도의 수준에서 좋은 훈련이다. 탐색과 인양 과정
은 웨이트 벨트, 마스크 또는 다른 장비를 찾는데 적절한 프
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야가 좋고 위험성이
적은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기
초적인 훈련으로는 적합하지만 응급구난 다이버가 수행해야
만 하는 다이빙의 성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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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런 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어린이의 사체를 인양한다

리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는

면 어떻겠는가?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아드님을 인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이빙팀이 비가 그치

물론 몇몇 응급구난 다이버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사체 인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급구난 다이버

거나, 조류가 느려지거나, 다이빙 조건이 좋아지기 전에 작업
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사체 인양 중에서 최소한 한번 이상 정
신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많은 팀이 사체 인양 후 참혹
한 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디브리핑(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를 실시한다. 이때는 팀원 중 누구라도 어떤 내용
이라도 개인적으로 상담원이나 다른 팀원들에게 말할 수 있도
록 한다. 다이버가 사체를 인양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감
정적 문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여러
분의 다이빙 팀 리더는 디브리핑에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작업 중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체 인양이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구조
작업으로 국한한다. 팀의 리더는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만한
징후를 잘 살펴보고 상담을 원하는 팀원들을 도와주어야 한
다. 이런 상담에서는 다이버가 남자건 여자건 다이버를 과소

아마도 커머셜 다이빙(Commercial diving)이 응급구난 다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건강한 정신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빙과 가장 가까운 분야일 것이다. 커머셜 다이버들도 아주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 드문 일이지만 레크리

어둡고,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빙한

에이션 다이버가 사체를 인양하거나 어려운 작업을 하게 될

다. 그러나 커머셜 다이버들은 현장에 재압실이 갖추어져 있

경우에는 이런 정신적, 감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고 지원인력 등 응급구난 다이버(ERD)가 갖추지 못하는 시
설들을 갖추고 있다. 응급구난 다이버(ERD)는 트럭에 다이빙

만약 이런 사항들이 자신에게 힘든 상황인 경우 예를 들면

준비를 해야 하고 사고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

시간에 쫓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인양에서는 충분

하며 이런 요인들에 의해 지원구조는 아주 취약하다. 따라서

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증거물을 오래 방치할 경우 손상

공공안전 다이빙 훈련은 필요성에 따라 스포츠, 테크니컬 다

될 수 있고 적기에 인양하지 못하면 재판에 제출되지 못하여

이빙 훈련과 달라야 한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수료한 사

효력이 없게 될 수 있다. 또 사고자의 가족들이 인양을 기다

람에게 60미터 혼합기체 다이빙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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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생각이다. 공공안전에 관련된 인력을 레크리에이션 다

를 대상으로 ERDI 강사 과정을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매

이빙 교육과정에서 “자신을 구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구조

년 공군 항공구조대(SART)에서 ERDI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

다이버(Rescue diver) 과정에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

며, 2012년 ERDI 교육 프로그램은 공군 군사교육과정으로 인

에서 언급한 활동은 각 환경마다 고유의 문제점들과 갖추어

가되어 2013년부터 연간 2회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야 하는 지식과 기술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대만 소방청의 요청에 의해 대만
전국의 소방에서 선발된 요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ERDI 다이버와 강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앞선 공공
안전 다이빙 프로그램을 해외로 전수하기도 하였다.
ERDI KOREA에서는 향후 공공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 지원함으로써 표준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공
공 안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 호에서는 ERDI 교육과정 및 팀 구성 등에 대하여 자
세히 소개된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의 탄생과
도입
오늘날에는 각 다이빙 분야마다 고유의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다이빙계에서는 드디어 공공안전 다이버
(Public Safety Diver)들을 위한 새로운 응급구난 다이빙
(ERD) 과정을 탄생시켰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은 모태
인 TDI(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와 SDI(Scuba Diving
International)에서 공공안전(Public Safety) 다이버들을 위해
설계된 특수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기관이다. ERDI는 국제적인 스포
츠,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공공 안전다이빙을
가르치는 세계 유일의 독립교육기관으로 미국의 소방, 경찰,
Coast Guard 등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에서 구조
요원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거울삼아 구조 인력에 대한 체계적
이고 공인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구조 분야
에서 선진화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
다. 때마침 설립된 ERDI는 자연스럽게 미 전역의 공공안전 다
이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공공
안전 다이빙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8년 ERDI KOREA에서 소속 강사 트레이너

정의욱
SDI/TDI/ERDI Korea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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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천항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와 함께 동해의 아름다운 바닷속 여행을 체험하세요.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로 사랑받는 강릉 사천항 최대 규모의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ㆍ서울에서 가깝고 이동성 좋은 거리에 위치 (약 3시간 소요)
ㆍ향균과 냄새까지 고려,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시설
ㆍ안내 데스크, 장비실, 세미나실, 샤워실, 식당, 다이버들의 휴식을 위한 카페시설 완비
ㆍ총 6개의 객실(온돌3, 침대2, 복층1)을 가지고 있으며, 총 수용 가능한 인원은 50명
ㆍ26인승 다이빙 보트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완비)와 15인승 고무보트 보유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대표 : 김철래 │ 본부장 : 박광석 │ 전화 : 033-645-1472 │ 휴대폰 : 010-4250-1471│ 팩스 : 033-643-1470
이메일 : hyenc1472@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 홈페이지 : bahama1472.com

Gear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글/그림 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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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여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레저스포츠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스쿠바다이빙의 장비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비 없이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다. 호흡기, 부력조절기, 게이지, 공기탱크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가 없다. 다이버는 이러한 장비들의 기능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보 다이버들을 위해 스쿠바다이빙의 기본적인 장비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호흡조절기(Regulator)
2. 부력조절기(BCD, Buoyancy Control Device)
3. 잔압 게이지(Air Gauge)
4. 다이브 컴퓨터(Dive Computer)
5. 공기탱크(Air Tank)
6. 슈트, 후드, 부츠, 장갑(Suit, Hood, Boots, Gloves)
7. 마스크, 스노클링, 핀(Mask, Snorkel, Fins)

1. 호흡조절기(호흡기,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호흡조절기)의 구성
레귤레이터를 구입하면 1단계-조절장치와 2단계-조절장치가 포함
되어 있다. 여기에 옥토퍼스를 구입해서 1단계-조절장치의 저압 포트
에 장착하고, 또 부력조절기(B.C.D)를 구입하면 호스가 포함되어 있
는데, 이것을 1단계-조절장치의 저압 포트에 장착하고, 게이지를 구
입해서 1단계-조절장치의 고압 포트에 장착해서 사용하게 된다.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
여기에서 저압 포트와 고압 포트라는 용어가 있다. 저압 포트에는
레귤레이터 2단계-조절장치와 옥토퍼스, B.C 호스, 그리고 드라이슈
트 호스 등을 장착하며, 3/8인치 구경으로 되어 있다. 고압 포트에는
게이지의 잔압계 호스, 그리고 다이빙 컴퓨터의 트랜스미터 등을 장
착하며, 7/16인치 구경으로 되어 있다. 요즘 출시되는 레귤레이터의
고압 포트 구경은 7/16인치로 동일하다. 몇몇 레귤레이터의 메인 저
압 포트는 3/8인치가 아닌 1/2인치 구경으로 나오는 제품도 간혹 있
었지만,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다.
레귤레이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의 호스를 1단계-조절장치에 장착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토크렌치(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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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호스를 장착할 때의 몽키 스패너로 조이는 힘이 정해져

게 기체를 공급하는 원리로 제작되어 있다. 레귤레이터 1단계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4.5~5 N/m(뉴

조절장치 내에는 수압을 감지하는 이동성이 있는 부품들이

톤 퍼 미터)의 힘으로 조이라고 되어 있다. 이 5 N/m의 힘은

포함되어 있다. 이동성이 있는 부품의 명칭이 피스톤이면 피스

손으로 돌려서 열리지 않을 만큼의 힘이다. 그런데 이것을 엄

톤 스타일, 부품의 명칭이 다이아프램이면 다이아프램 스타일

청나게 큰 힘으로 조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오버홀 시에

로 구분된다. 현재 출시되는 피스톤 스타일은 밸런스드 타입

호스를 분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정도로 조이는 것은 너무나

과 스탠더드 타입으로 구분된다. 밸런스드 타입은 실린더 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큰 힘으로 조인다고 해서 기체가 새어

의 기체 양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다이버에게 공급되며, 스탠더

나는 확률, 또는 그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는 확률이 줄어드는

드 타입은 실린더 내의 기체 양이 줄어들게 되면 다이버에게

것은 아니다. 호스에 장착된 O링이 기체가 새어나오는 것을

공급되는 양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다이버는 스스로 안

방지,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힘을 너

전을 위해, 잔압계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무 주게 되면 O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

다이빙 중에 한순간에 기체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왕 발생된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현재 출시되는 다이아프램 스
타일은 모두 밸런스드 타입이다.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의
재질은 통상 황동으로 무르고 연한 재질이다. 그러나 각종 호
스의 끝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강한 재질이다. 이 강한 재

밸런스드

피스톤 타입

레귤레이터 1ST STAGE

스탠더드

다이아프램 타입

질을 무르고 연한 재질의 레귤레이터 1단계 조절장치에 강하

밸런스드

게 조이게 되면,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의 각종 포트 부
분으로 파고들게 되어 기체가 새어나오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정규적인 O링을 장착하더라도 기체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
고 레귤레이터 1단계 조절장치에 잘 연결해서 안전한 다이빙
을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피스톤(밸런스드)

피스톤(스탠더드)

다이아프램(밸런스드)

저압 포트와 고압 포트라는 용어에 대한 다른 부분도 설명
이 필요한 것 같다. 저압 포트, 고압 포트 중에 어느 부분에서
기체가 더 많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통상 용

밸런스드 피스톤 타입

어대로 이해한다면, 저압보다는 고압 포트에서 더 많은 양의
기체가 새어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레귤레이터의 고압 포트에

밸런스드 피스톤 타입은 수압과 스프링의 힘만으로 작동을

는 EN 250 규정에 따라 분당 40리터의 기체가 새어나오도록

하며, 실린더의 기체 압력이 1단계 조절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되어 있다. 207bar가 채워진 80 큐빅피트 실린더에는 약

주지 않기 때문에, 피스톤이 일직선에 위치하지 않고, 실린더

2,260~2,300리터의 기체가 충전되어 있다. 이것을 분당 40리
터로 환산하면, 약 50~60분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게이
지 호스에 기체가 새어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다. 그렇다면 저압 포트에는 얼마만큼의 기체가 배출될까? 브
랜드마다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분당 5,000~8,500리터가 배
출이 된다고 한다. 즉 저압 호스가 다이빙 도중에 파열된다면
1분 이내에 기체가 방출되어 버리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바로
상승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평상시에도 저압호
스의 균열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는 실린더 내의 고압(통상
207bar, 211kg/㎠)의 기체를 중간압력 8.5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2단계 조절장치는 주변압과 동일한 압력으로 다이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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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드 피스톤 단면도

스탠다드 피스톤 단면도
스프링의 옆면이 보임

파랑색(기체 공급 방향)

밸런스드 피스톤 타입의 고압 시트

파랑색(기체 공급 방향)

스프링의 옆면이 보임

밸브의 기체 주입구와 ‘ㄱ’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실

면이 보인다.(몇몇의 제품은 결빙방지를 위한 드라이 챔버나

린더의 기체가 ‘ㄱ’자로 우회되도록 제작을 한 것이다.

오일 챔버 또는 기타로 인해서 구멍이 없을 수도 있다.) 피스
톤 타입은 피스톤이 움직여, 고압시트와 맞닿았다 떨어졌다

피스톤 타입은 피스톤에 수압이 작용하며, 외형으로 본다면

하면서 기체를 공급하거나 차단하게 된다.

1단계 조절장치 몸통의 옆 부분에 구멍이 있으며, 스프링의 옆
면이 보인다.(몇몇의 제품은 결빙방지를 위한 드라이 챔버나
오일 챔버 또는 기타로 인해서 구멍이 없을 수도 있다.) 피스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타입

톤 타입은 피스톤이 움직여, 고압시트와 맞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기체를 공급하거나, 차단하게 된다.

다이아프램 타입은 현재 밸런스드 타입만 생산되며, 밸런스
드 피스톤 타입과 마찬가지로 수압과 스프링의 힘만으로 작동
을 하며, 다이아프램 타입은 주로 1단계 조절장치의 상단부나

스탠다드 피스톤 타입

하단부에 구멍이 있으며, 스프링의 윗면이 보이게 된다.(몇몇의
제품은 결빙방지를 위해 드라이 챔버나 오일 챔버로 인해 구

스탠다드 피스톤 타입은 밸런스드 타입과는 달리 수압과 스

멍이 안 보일 수도 있다.)

프링의 힘, 그리고 실린더의 기체 압력이 더해서 작동을 하며,
이로 인해 실린더의 기체 압력이 떨어지면 호흡하기가 좀 불
편하게 되게 된다. 이 타입은 실린더의 기체 압력이 더하기 때
문에 실린더 밸브의 기체 주입구와 일직선상에 피스톤이 위치
하게 된다. 또 피스톤과 고압시트가 분리되어 있는 밸런스드
피스톤 타입과는 달리 피스톤의 끝부분에 고압시트가 삽입되
어 있으며, 크기도 매우 작다.(몇몇의 제품은 스탠다드 피스톤
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밸런스드 타입인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피스톤 타입은 피스톤에 수압이 작용하며, 외형으로 본다면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의 단면도

1단계 조절장치 몸통의 옆 부분에 구멍이 있으며, 스프링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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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스트림 밸브는 고압이 작용하면 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에 문제가 발생해서
고압의 기체가 1단계-조절장치에 작용하게 되면, 2단계-조절장
치는 기체가 계속 방출이 되는 프리 플로우(FREE FLOW) 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2단계-조절장치에 프리 플로우 현상
스프링의 윗면이 보임

다이아프램

이 발생하지 않고, 기체의 공급이 차단될 때 다이버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 플

다이아프램 타입은 기체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피스
톤이 직접 하는 피스톤 타입과는 달리 다이아프램이 그 역할

로우 현상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에
는 수입업체에 오버홀을 의뢰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다이아프램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
다이아프램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고압 시트가 움직여서 기체
를 공급하거나 차단하게 된다.

레귤레이터 2단계-조절장치의 다운스트림 타입은 밸런스드
포핏, 언밸런스드 포핏으로 구분된다. 제조사의 데이터를 보면
밸런스드 포핏 타입이 언밸런스드 포핏 타입보다 성능이 월등
히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레귤레이터
2단계-조절장치

다운 스트림

고압 시트

고압 시트는 레귤레이터의 호흡 효율과 내구성 등 기타의
문제로 인해 제조사 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며, 모양이 비슷
하더라도 그 재질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
사용하지 하지 않을 때는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로 기
체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부품(피스톤 : 피스톤과 고압 시트,
다이아프램 : 고압 시트와 크라운)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레귤레이터 1단계-조절장치에 기체가 공급되면, 그때 이 부품
들이 서로 맞닿게 된다. 평소에는 이 부품들이 떨어져 있기

밸런스드 타입

때문에 다이빙을 마치고 세척 시에는 1단계-조절장치의 더스
트캡(먼지 마개)을 꼭 막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몇몇의 제
품은 먼지마개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넣더라도 1단계조절장치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도 출시되
고 있다.)

레귤레이터 2단계-조절장치

레귤레이터 2단계-조절장치는 다운 스트림과 업 스트림 밸
브로 구분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레귤레이터에는 다운 스트림
밸브를 채택하고 있다.(몇몇의 제품은 업스트림 밸브를 사용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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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밸런스드 타입

밸런스드 타입
언밸런스드 타입

레귤레이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즉 기체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저압 시트와 오리피스가 스프링의 힘으로 맞닿아 있게 된
다. 그러므로 세척 시에 민물에 레귤레이터 셋을 담가 놓은 상
태에서 2단계 조절장치의 퍼지 버튼을 누르면 이 부품들(저압
검정색(밸런스드 포핏의 저압시트)

파랑색(언밸런스드 포핏의 저압시트)

시트와 오리피스)이 떨어지게 되고, 레귤레이터 셋의 내부에 민
물이 스며들게 된다. 또 한동안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검정색은 밸런스드 타입의 저압 시트이다. ‘T’자 형태를 하

스프링의 힘으로 저압 시트에 오리피스의 강한 마킹(흔적)이

고 있으며, 그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밸런스드 챔버에

발생하고, 이 저압 시트가 1단계 조절장치의 압력을 견디지 못

기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란색은 언밸런드스 타

해 프리플로우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오랫

입의 저압 시트이며, ‘원통’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저압 시트는

동안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린더에 세팅해서 이

오리피스라고 불리는 부품과 맞닿아 있으며, 떨어지면 기체를

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이빙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좋다.

공급하고 닿으면 차단이 된다.
이원교

스프링의 옆면이 보임

다이아프램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KUDA, CMAS,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아쿠아렁, 아펙스, 마레스, 스쿠버프로,
다이브웨이즈 리페어 전문가 과정 수료
•다이빙 전문 서적 공저
(스킨스쿠버 플러스, 5일이면 당신도 멋진 스쿠버 다이버,
SKIN SCUBA DIVING/초보자를 위한, 스쿠버 다이빙
스페셜티 매뉴얼, 스쿠버 다이빙 A,B,C…)
•현재 리쿰스쿠버 운영
•www.iantd.co.kr/leewongyo
•01154252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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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요트로 세계일주에 성공하다
바람을 가르며, 바다를 가르며
글 홍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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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살 소녀나 예순세 살 할머니나 꿈꾸는 모습은 한결같이 아름답다.
바람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눈앞의 어려운 삶을 가르며 개척해 가는 길.
그 어떤 장애물도 커다란 세상을 향해 작은 요트를 타고 나아가는
그녀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가한 바다, 하얀 요트,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젊은 남녀. 이제 이
런 장면은 외국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사치스런 모습은 아닌 듯
싶다. 우리나라에도 강이나 바다에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을 이용해 속도를 내고 방향을 바꾸
는 요트의 매력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란 쉽지 않다.
요트는 네덜란드어로 ‘추적선’이라는 뜻을 지닌 ‘야흐트(Jaght)’에서
유래하였는데, ‘야흐트’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지닌 ‘야헨(Jagn)’에
서 파생한 단어라고 한다. 요트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바람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근대적 의미의 요트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비롯
되었다. 1660년 영국의 찰스 2세가 즉위할 때 네덜란드에서 선물한
수렵선 2척을 요트의 시초로 보고 있는데, 찰스 2세는 요트를 선
물받은 다음 해 동생 제임스와 함께 템스강의 그리니치에서 그레
이브센트까지 37㎞ 코스를 달리는 레이스를 펼쳤다. 100파운드 상

로라 데커

금을 건 이 레이스가 요트 경기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유럽의 여러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요트경기가 유행하게 되었고, 1720년 아일랜

의 목표는 5대양을 횡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드에서 세계 최초의 요트클럽인 코크하버워터클럽(Water Club of
the Harbour of Cork)이 창설되었다.

열여섯 살 소녀나 예순세 살 할머니나 꿈꾸는 모습은 한결같이 아

미국에서는 1849년 이후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 보스턴, 뉴욕 등

름답다. 바람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눈앞의 어려운 삶을 가르며

지에서 요트협회가 창설되었으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개척해 가는 길. 그 어떤 장애물도 커다란 세상을 향해 작은 요트

도 속속 요트협회가 탄생하였다. 요트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를 타고 나아가는 그녀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된 것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부터였으나 기상 악화로 경
기를 치르지는 못했다. 마침내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 0.5t
급 등 7개 세부 종목의 요트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1907년 국제요
트경기연맹(International Yacht Racing Union)이 설립되면서 세부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규정 등 요트 경기의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통일성 있게 관장하였
는데, 1996년 국제세일링연맹(International Sailing Federation；
ISAF)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바다를 달리는 요트의 세
계에 16살이라는 어린 소녀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로 네덜란드의
로라 데커(Laura Dekker). 16세 소녀 로라데커는 길이 11.5m의 요
트 ‘구피潛水를 타고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어린 소녀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우며 바람을 가르는 또 한 명의 여
성. 익숙한 솜씨로 키를 잡는 63세의 배원영 선장이 바로 그 주인
공이다. 7.6m 길이의 작은 요트 ‘플로라’호를 끄는 배선장은 생활이
어려웠던 1990년대 중반, 어린 시절 막연히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
해 빚을 얻어 중고 요트를 산 뒤 요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요트를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가르치고 팀을 구성해 요트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배원영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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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 경쟁이야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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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스(Chaos) 세계의 생존법!
“사람의 손이 빚어낸 문명은 직선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연은 곡선입니다. 인생의 길도
곡선입니다. 끝이 빤히 보인다면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선의 묘미입니다.”
- 법정(法頂) 스님의 법문 ‘곡선의 묘미’에서

■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
조만간 이 세계의 모습은 ‘선형(線形, linear)’ 또는 ‘순차(順次)’적인 양상을
벗어나 ‘비선형(非線形, non-linear)’ 혹은 ‘비순차(非順次)’적인 흐름이 지배
하게 된다.
선형 세계란 뭔가? 특정 원인과 결과가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는(원인
이 동일하면 결과도 동일) 단순하고 예측이 쉬운 세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삼겹살 1kg을 구워먹을 수 있다면, 둘이서는 2kg
을 셋이서는 3kg의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다. 이처럼 선형은
단순하다. 하나의 원인에는 하나의 결과가 있을 뿐이며, 결과를 보고 원
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비선형 세계란, 원인은 원인이고 결과는 결과일 뿐 양자(兩者) 사이
에 아무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세계를 가리킨다. 한 사람이 1kg의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다고 두 사람이 반드시 2kg의 삼겹살을 먹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엔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식욕 등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래 따지고 보면 이 세계는 온통 비선형으로 가득하다.
선형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공공연히 통용되어 왔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설파다. 인간이든 사물이든 현재와 미래를 가늠
하기 위해선 먼저 과거의 전력부터 살피라는 것이다. 참으로 낭만주의다운 발상이다.
하지만 이젠 그 고개를 좌우로 흔들 차례다. 변화가 꼬리를 물고 부침이 격심한 오늘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분명 어리석고 허망한 까닭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며,
미래는 단지 미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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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가 맞이할 세계다. 그런 이유로 현재 자신이나 타인

안에 들어갈 정답을 ②번이나 혹은 ④번이라고 한 이들은

에 대한 평가는 결국 흘러버린 과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지

선형 사고의 주인공이다. 반면에 ①번에서 ④번까지 모두 정답

나지 않는다. 흘러간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이라고 한 이들은 비선형 사고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선형 세계에선 과거사를 통해 그 이후 펼쳐질 현재나 미래의

일본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中谷彰宏)의 “마음이 예뻐지
는 내 영혼의 비타민”에는 이런 글이 등장한다.

모습들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과거의 많은 부분이
현재를 거쳐 미래로도 연결돼 많든 적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당신의 미래는, 당신 과거의 연장선에는 없습니다.

다.

만약에 과거의 연장선에 있다면 마음대로 미래를 바꿀 수

하지만 이젠 그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배
워야 할 것도 많고, 따라 해야 할 것도 너무 많다. 자고 나면 또
낯선 얼굴의 등장과 그 연속이다.

없겠지요.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시시한 일
이 어디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의 심화, 저출산 및 고령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

바로 눈앞에서 곧게 뻗어 있는 것 같은 당신의 미래는, 조금

일의 다변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급부상, 기술발전과 혁신

가다보면 급한 커브 길로 이어져 있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습

등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지나치게 다양화시킨다. 현재의

니다.

과학기술로는 이처럼 다양하고 미세한 변수들의 영향을 정확
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의 심상을 붙잡아 마음이 훈훈해지는 글이다. 한편으론
작가는 우리 삶에서도 비선형이 지배한다는 걸 정확히 꿰뚫고

■ 펼쳐질 우리 사회의 모습은?
비선형 세계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야기될 우리 사회의 모

있다.
동일 선상(線上)에서 동일 사안을 가지고 동일 시간대에 첫
발을 내디뎠음에도 그 결과는 참가자 모두 다르게 도출되는

습은 어떨까?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 연속된 하나의 선상(線上)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겹치는 경우는 드
물어진다. 또 과거의 궤적(軌跡) 때문에 현재나 혹은 미래의 삶

게 비선형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고 하는 작가의 설
파는, 비선형 세계의 참모습을 가장 정확히 그리고 있다.

이 얽매이거나 영향을 받는 사례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음의 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어려워할까봐(?) 객관
식으로 출제했다. 모르면 찍어라.

■ 야밤에 도둑처럼 슬며시…
대체 이 카오스(Chaos)란 무엇인가?
흔히 예측 불가능한데다 복잡하면서도 불규칙한 모습을 나

2, 4, 6, 

타내는 현상이라고들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측 불가능하다
는 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계산 방법으로는 한계가

① 7.2

②8

③ 9.4

④ 10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내일의 날씨’라거나 ‘늦가을 마지막 잎사귀의 낙
하지점’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 카오스 이론에서는 ‘너무 복

이제 당신의 답을 확인할 차례다. 에 들어갈 숫자로 당신

잡해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②번을 선택했다면 기뻐해도 좋다. 정답을 골라서다. 2, 4, 6

“에이, 뭔 소리?”

다음엔 8이 나와야 맞으니까. 모두 짝수로 앞의 수보다 2씩 커

라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카오스 이

지는 규칙성을 띠고 있다.
어떤 이는 ④번이라고 답했다. 앞 두 숫자의 합을 떠올렸다.
즉 ‘2 + 4 = 6’이므로 ‘4 + 6 = 1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①번과 ②번, ③번 그리고 ④번까지 모두가 정

론에서는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허망하기 그지없는 결론이다. 오늘날 카오스의 정의는 연구자
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답이라고 했다. 이유는 2에서 4 그리고 6까지 모두 앞의 수보

운동법칙이 결정론적(어떤 시점에서의 상태가 결정되면 그

다 다음에 나오는 수가 커져 왔으므로 6보다 큰 수는 모두 정

이후의 상태가 모두 결정된다)일지라도 초기 데이터에는 반드

답이라는 거다.

시 오차가 발생한다. 그 작은 오차가 운동 중에 증폭되면서 결

이처럼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정답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별반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 허나 이 두 관점 사이
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과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며 동시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장래 그 상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오스(그리스어의 Khaos가 어원)는 우리말로 혼돈(混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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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번역되며 사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에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작은 요인이 뜻밖의 거대한 변화를

카오스의 대표적인 특성은 ‘초기값의 민감성(敏感性)’이다.

낳기도 한다. ‘증폭 효과’를 통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조금 어려운 말이다. 그래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기상예

이다.

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하자. 바람의

단적으로 데이터의 정밀도만 높으면 예측의 정확성은 한없이

움직임에서 기압, 온도 등 기상에 관한 모든 현상을 한 치의 오

높아진다고 하는 뉴턴 이래의 일반상식을 확 뒤집는 내용이다.

차도 없이 계산하는 컴퓨터다. 그 계산식은 너무도 완벽해 이

하버드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는

컴퓨터로 계산한 기상예보는 100% 적중한다.

지난 2010년 미 국제시사월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물리현상을 재현한 컴퓨터일지언정

3·4월호 ‘복잡성과 붕괴(Complexity and Collapse)’라는 글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어떤 초기값을 인간이

서 역사학의 정설(established theory)을 뒤집는 새로운 제국

입력해줘야 한다. 이를테면, “12시의 서울 온도는 30도다.” 등과

붕괴론을 제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제국의 붕괴는 수세기라는 시간적 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같이 말이다.
이런 초기값을 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계산도 불가능하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야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다가온다고 했

그래 실제 온도를 측정해 초기값으로 입력한다. 30도로. 그러

다.(What if collapse does not arrive over a number of

자 컴퓨터는 완벽한 계산을 해서 “1주일 후 서울 날씨는 맑

centuries but comes suddenly, like a thief in the night?)”
즉, 역사학에서 정설처럼 다뤄지고 있는 제국 흥망의 순환이

음!”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만 초기값을 바꿔보자. 30.00000001도

론(cyclical theory)은 제국의 붕괴를 올바로 설명하고 있지 않

로 입력한다. 이런 미묘한 차이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다며, 돌연 그리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 제국은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값으로 계산을 하자 이번에는 “1주

단기간에 붕괴한다고 주장한다.

일 후 서울 날씨는 비!”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묘한 초기값의 차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바
로 ‘초기값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sensitive dependence on

향후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스스로 끊임없이 창
조해야 한다.’가 정답은 아닐까. 미래를 읽어낼 혜안이 없다면
스스로 창조하는 길이 가장 완벽한 예측이기 때문이다.

initial conditions)’이다.
초기값의 변화가 장래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결과로 직결되
는 것을 가리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한다. 기상예
보만이 아니라 경영, 경제, 주식 등의 예측 경우에도 단기적 예
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초기
값의 민감성으로 인한 나비효과 때문이다.
일찍이 사마천(史馬遷)이 지적한, “털끝만큼 틀려도 천리가
차이가 난다.(失之毫釐 差以千里)”는 말도 초기값의 민감성과
맞닿아 있다.

김광희(金光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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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라”,
“미니멈의 법칙” 등 30여권의 저자다.
e-메일은, professorkim@naver.com

늘 질서와 무질서 사이, ‘혼돈의 언저리(the edge of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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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

원더풀 데이즈
Wonderful Days

원더풀 데이즈
Wonderful Days
감독 김문생
분야 SF, 애니메이션, 드라마
국가 한국
상연시간 87 분
개봉 2003-07-17
출연 최지훈 (수하 역), 은영선 (제이 역), 오인성 (시몬 역), 김성민 (우디 역)

글 홍숙영

제작 기간 7년, 제작비 126억 원을 투자한 우리나라의 대작 애니메이션 ‘원더풀데이즈’. 남태평
양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전쟁과 평화, 사랑과 질투, 음모와 정의가 교차하며
환상적인 판타지의 세계가 펼쳐진다.
에너지 전쟁으로 폐허가 된 2142년.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태평양의 시실 섬으로 모
여 들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 과학자들과 권력자들은 오염물질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
공지능 도시 ‘에코반’을 건설하고, 이곳에 방사능에 노출된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
한다. 에코반에서 버려진 난민들은 ‘마르’라는 지역에 터전을 마련해 삶을 개척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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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데이즈는 파괴된 지구의 환경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하, 제이, 시몬 세 남녀의 우정과 사랑, 증오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에코반이 건설된 지 100년 후, 오염된 환경이 점차 정화되자 ‘마르’

며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

의 오염된 대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았던 ‘에코반’은 도시의 특성상

한다.

오염물질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급기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
르 지역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세운다. 마르 전역을 불태워 그 에너

이 영화는 제3회 광주국제영화제에서 기술상, 제2회 대한민국영화

지원으로 에코반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것.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대상 시각효과상, 프랑스 로랑제라르메국제판타스틱영화제 애니메

계획을 알게 된 마르에서는 오염물질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델로스

이션 경쟁부문 최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으며, 제7회 부천국제판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작전을 개시한다.

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관객 동원에는 실패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스토리의 빈약성과 음향, 성우

이 일의 선봉에 나선 인물 수하는 에코반의 핵심부에 침입하게 된

문제 등을 꼽았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구를

다. 이때 순찰 대원 제이는 그가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자신의 첫사

보전하자는 뚜렷한 메시지에 묻혀 캐릭터들의 개성이 드러나지 못

랑 수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이는 첫사랑을 다시 만난 설렘에 들

했으며, 눈부신 영상미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뜨지만 제이를 사랑하는 에코반의 경비대장 시몬은 그런 그녀에게

불구하고 봉산탈춤, 하회탈, 사천왕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소

분노한다. 한편 에코반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르인들은

들이 등장하고, 한국적인 정서를 자연스레 녹아냈으며 그래픽이

레지스탕스를 결성하고 에코반으로 돌진한다. 델로스시스템의 핵심

환상적인 영화 ‘원더풀 데이즈’. 영화의 평에 대한 편견 없이 애니메

부에 도착한 수하는 운명적으로 제이와 시몬을 함께 만나게 된다.

이션이 지닌 아름다운 영상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제이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 수하가 시몬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누
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수하를 도와 함께 델로스시스템을 파
괴한다.
마침내 시실 섬에 자리 잡은 어둠의 도시 에코반에도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구를 보며 감격해 한다.
‘원더풀 데이즈’는 파괴된 지구의 환경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과 생
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하, 제이, 시
몬 세 남녀의 우정과 사랑, 증오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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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합친 합성어로 두 개의 기술을 합
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여 가공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활용
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ICT는 산업 전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PC, 스마트폰을 통하여 홈쇼핑, 온라인 예약, 온
라인 금융업무, 원격교육 등과 같은 일을 하는데 바로 핵심이 ICT 기
술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ICT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
으면 불편해서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
던지 ICT 기술과 정보는 그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본 칼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CT에 관
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글 편집부

제 3 부 IT업계의 최대 이슈

클라우드(Cloud) 컴퓨팅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되기도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성장과 멀티 디바이스 시대의 도

이해하기 쉬운 예가 이메일 같은 경우이다. 우리가 이메일

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나타

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이메일이 저장될 장소나 데이터센터,

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드웨어 스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용량과 이메일 주

클라우드는 자신이 소유하면서 가시권에 존재하는 자원이

소만 설정한다. 이는 이메일 서비스를(빌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cloud)과 같이 원격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

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메일을 세팅하려면, 우선 서버가 있

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어야 한다. 네트워크, OS, 이메일솔루션 등을 사야 한다. 이

빌려 쓰고, 이에 사용한 만큼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런 모든 것을 사지 않고 그냥 빌려 쓰는 것이 클라우드이다.

컴퓨팅 서비스이다.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
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로서, 인

이메일을 예로 들었는데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다

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아웃소싱 서비스라고 정의

확장되어 컴퓨팅 자원의 모든 것 즉, 컴퓨팅(VDI), 서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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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다음으로 플랫폼 서비스는 Platform a as service의 약자
인 PaaS로 불리며, 앱 제작에 필요한 SDK등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SDK는 Software
Development Kit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도구의 집합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비싼 장비개발 툴을 구매할
필요없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글 앱 엔진, 페이
스북 F8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마지막으로 software a as service의 약자인 SaaS라고도
불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회선(IaaS), 개발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SaaS)를 구매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나

지 않고 빌려 쓰게 된다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이센스를 직접 구매하여 단말기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웹을 통해서 임대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완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및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품을 서비스로 직접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
이 있다.

향후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을 줄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자료를 보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분류

관할 경우와 달리, 외부 서버에 자료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Private Cloud

작업한 문서 등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회사와 같은 하나의 조직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우리는 구글·다음·네이버 등의 다양한 포털사이트에

서, IBM, HP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단체의

서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하여 태블릿 컴퓨터

요구대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할 수 있고, 공공용 클라우드

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로도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서비스에 비해서 높은 보안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 편의성이 높고 산업적 파급효

구축에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하단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과가 커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2000년 대 후반에 들어 새로운 IT 통합관리모델
로 등장하였다.

Public Cloud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글 앱스, 페이스북 앱스 등과 같
이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의미한
다. 초기에 투자비용이 없고, 사용자의 이용량에 따라 요금

클라우드 분류

을 지불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제공업체의 플랫폼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
Hybrid Cloud
인프라 서비스

시스코, 인텔, LG CNS, KT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먼저, Infrastructure a as service의 약자인 IaaS로 불리는

공공용 클라우드와 사설용 클라우드를 혼합하여 제공하고

인프라 서비스는 각종 컴퓨터 기반요소들을 가상화하여 제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이 공공용, 사설용

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부분 모두 제공하고 있어 그 경계가

객으로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프라 서비스는 IT 인프라
관리 인력과 자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요
서비스 업체로는 아마존과 AT&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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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장점 및 특징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서두르기 위해서 기존의 코드를 재
사용하거나 합성해서 사용하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장점

•비용절감(Reduced COSTS)

3. 악의적인 내부자

•확장성(FLEXIBILITY)

클라우드 컴퓨팅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관련 경험을 가진

•민첩성(AGILTY)

사람을 급하게 채용하면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자동화(HIGHLY AUTOMATED)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쉬운 환경(EASY IMPLEMENT)
•생산력 증가(END USER PRODUCTIVITY)

4. 기술 공유 문제

가상 머신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전체가 위협받을
속성

수 있다.

•사용한 만큼 과금(USAGE BASED)
•셀프서비스(SELF SERVICE)

5. 데이터 유실 또는 유출

•유연성 및 확장성(SCALABLE & ELASTIC)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제어는 새로운 클라우드

•효율성(EFFICIENT)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시하기가 더 큰 어려
움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문제가 되는 보안 위협 7가지

6. 계정 또는 서비스 갈취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각종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데
1. 클라우드 컴퓨팅 오용과 비도덕적 사용

사용하는 하이재킹(Hijacking) 기법에 취약하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
면, 모든 정보가 가상에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봇넷보다
더 찾아내기 힘들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7. 알려지지 않은 위험 프로파일

서비스 제공업체의 투명성이 떨어져 고객사가 시스템의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패치를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2. 불안전한 인터페이스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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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이제는 리브어보드다!
SOLITUDE ONE
14년 간 다이브센터, 리조트, 리브어보드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이빙전문 오퍼레이터 ANDREW LOK!
그가 팔라우에 새로이 선보이는 리브어보드 SOLITUDE ONE
5성급 호텔의 시설을 능가하는 리브어보드로 팔라우 다이빙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2013년 가을, 새로운 팔라우 다이빙을 만나봅니다!!

SOLITU
DE ONE

기본일정 금~금 (7일)
조인일정 기본일정에 인천-팔라우 일정에 따른 개별 픽업
1일다이빙 1일 3회 다이빙 + 나이트다이빙
풀 챠터

인천-팔라우 항공일정에 따라 조정

◆문의 및 예약 : (주) 액션투어 02-3785-3535ㆍbluemjl@hotmail.comㆍhttp://www.solitude-liveaboards.com

Video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6회, 마지막회>

글/이미지 이홍석

애플사의 Final Cut Pro X (2 )

FCP X를 사용하기 위한 맥 컴퓨터의 최소 사양은 코어 2듀어
이상의 프로세서, 최소 2, 4기가 이상의 램이 요구되며 Open-

오디오 조절

CL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로 256이상의 VRAM, 1280×768

FCP X에서 오디오 조절은 오디오 파형이 보이는 곳에 선을 잡

이상의 디스플레이 모니터, 2, 4기가 이상의 설치 하드 공간이

고 아래로 내리면 된다.

필요하다. 맥 운영체제는 OSX 10.6.7이상이 요구된다. $ 299.99

클립 선 위쪽 노란색으로 보이는 파형은 소리가 크다는 표시이

로 맥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학습을 위해 무료로

다. 선을 아래로 내려 노란색 파형이 보이지 않게 하면 된다.

30일간 활용할 수 있다.

▶ 타임라인 클립 길이 조절(Trimming)
오디오미터 on, off기능은 대시보드 끝 부분에 있다.

클립의 끝부분을 잡고 늘이거나 줄이면 클립의 길이는 간단히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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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클립과 비디오 클립이 분리됐다.

오디오 클립이 분리되어 아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오디오 페이드
오디오 페이드는 서서히 나오고 서서히 줄어드는 사운드 기능
이다. 주로 영상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 많이 쓰인다.

화면 전환(Transition Effect)
디졸브 또는 와이퍼와 같은 화
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려면 클

페이드 핸들 바꾸기

립과 클립사이를 클릭한다.

핸들 위치에서 우 클릭을 하면 페이드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사
운드 줄어드는 형태가 그림 모양과 같이 줄어든다.

트렌지션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오른쪽에 브라
우저가 열리고 원하는 효과 이미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

오디오 비디오 분리
편집 작업 시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리하려면 클립을 선택한다.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되면 다
른 효과로 바꿀 수도 있다. 적
Clip 메뉴에서 Detach Audio를 선택한다.

용할 부분에 원하는 효과를 드
래그 앤 드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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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전환 적용 시간을 조절 하려면 클립의 끝 부분을 잡고 늘
이거나 줄이면 된다.
다른 방법은 대시보드 타임코드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시간을 입력해도 된다.

대시보드의 타임코드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된 1초의 시
간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다. 트랜지션 4
초로 하고 싶으면 4:00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트랜스폼(Transform)
트랜지션 효과 전체 적용

트랜스폼은 화면 크기를 조절하고 화면을 회전시킨다. 적용할

전체 클립에 트렌지션 효과를 한 번에 적용하려면 전체 클립을

클립을 선택하고 트랜스폼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에 와이어 프

선택 후 적용할 효과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한다.

레임 형태와 8개 핸들을 볼 수 있다. 모서리 핸들을 잡고 화면
을 작게, 크게 조절할 수 있다.

전체 클립에 트렌지션 효과가 적용 되었다.

뷰어의 핸들을 잡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른
쪽 인스펙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더욱 정밀할 수 있다.

비디오 효과(Video Effects)
타임라인에서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 효과 이미지에
서 원하는 효과를 더블 클릭하면 적용된다. 클립 위에 오랜지
색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랜더링이 필요한 경우이다.
FCP X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랜더링을 수행한다. 자세한 세부
조절은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조절할 수 있고, 인스펙터 브라
우저에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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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Anchor 경우는 숫자 부분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조

Crop경우에도 와이어 프레임이 나타나고 꼭지점 핸들을 잡고

절한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확대할 수 있다. 트랜스폼과 다른 점

Rotation은 원모양의 버튼을 잡고 돌리고 Scale은 조절 바를

은 화면이 줌인 되고 클로즈업 된다. PIP(Picture in picture)화

잡고 조절한다.

면처럼 작게 할 수는 없다.

입력된 모든 수치를 삭제하려면 화살표 모양의 Reset버튼을 클
릭하면 기본값으로 돌아간다.
각각 조절항목 오른쪽 끝에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열리고 Reset Prameter을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의 값
만 Reset된다.

트림, 크롭(Trim, Crop)

디스톨트(Distort)

뷰어 하단 왼쪽의 Crop 버튼을 클릭하면 뷰어에 Trim, Crop,

디스톨트는 화면을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디스톨트 버튼을

Ken Burn 버튼이 나온다. Trim 버튼을 클릭하면 와이어 프레

누르고 핸들을 잡고 이동하면 움직이는 데로 모양이 변형된다.

임선이 나타나고 꼭지점 핸들을 잡고 이동해 화면의 크기를 줄
일 수 있다. 앞의 트랜스폼은 리사이즈가 가능하지만 Trim은
마스크 기능이다.

트림기능으로 마스크된 화면이다.

투명도 조절(Opacity)
타임라인의 클립 왼쪽 위 메뉴를 클릭해 Show Video
Animation을 클릭해 창을 연다.
Compositing : Opacity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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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속도를 조절하려면 클립을 선택한다.

Retiming 팝업메뉴를 클릭하고 Slow나 Fast에서 원하는 속도
클릭하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이 나오고 아래로 내리면

를 선택한다.

어두워진다.
인스펙터 Compositing에서도 조절할 수 있다.

안정화 및 색상 조절을 위한 클립 분석(Clip Analysis)
FCP X는 흔들리는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Stabilization 기능과
클립의 색상 등을 분석 수정하는 기능이 있다. 흔들림을 조절하
려면 클립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메뉴의 Analyze and
클립 투명도 조절은 인스펙터에서 Compositing 항목 Opacity

Fix...를 선택하면 창이 열리고 Video 항목 Analyze stabilization

슬라이더를 조절하는 것이 편리하다.

and rolling shutter를 체크하면 흔들림이 자동 조절된다.
Analyze for balance color를 선택하면 색상이 조절된다.
Find people를 선택하면 사람을 검색하고 Creat Smart
Collections after analysis를 선택하면 Shot까지 분류한다.
Audio Analyze and fix audio problem를 체크하면 오디오 문
제를 해결한다. Seperate mono group stereo audio를 선택하
면 모노와 스테레오를 구분한다. Remove silent channel를 체
크하면 소리가 없는 채널은 삭제한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FCP X에서는 백그라운드로 처리되고 인
스펙터 창을 열고 수동으로 Stabilization, Color 등을 조절할
수도 있다.

소스 클립을 위, 아래로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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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영상 조절(Stabilization)

타이틀 브라우저에 이미 입력된 글자를 더블클릭하고 원하는
글자를 입력한다.

편집 후에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흔들림을 조절하려면 클립

자세한 조절은 인스펙터 브라우저에서 글자입력, 폰트, 색상,

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Video 항목 stabilization 앞 체크

크기 등을 입력한다.

박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조절된다.
조절버튼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이동하면서 미흡한 상태를
확인한다.

색상보정(Color Correction)
대시보드 앞에 백그라운드 보기버튼을 클릭해 진행과정을 볼

색상을 조절하려면 Enhancements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메

수 있다.

뉴가 열린다.
Balance Color를 선택하고 조절하면 된다.
Mactch Color 경우도 원하는 소스 클립을 선택하고 간단히 색
을 조절할 수 있다.
Show Color Board를 클릭하면 인스펙터에서 조절할 수 있다.

타이틀(Title)
타이틀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 브라우저를 열고 미리 만들어
놓은 타이틀 클립을 가져와서 미리보고 원하는 클립 위에 드래그

또 다른 방법은 인스펙터 브라우저에서 Color 항목 중

한다.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뷰어에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입

Balance, Match Color를 선택하면 된다. Collection1 항목에서

력된 글자를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글자를 입력한다. 더욱 자세한

Show Collection 버

조절은 인스펙터를 열어 색상, 크기 등을 수정할 수 있다.

튼을 클릭하면 칼라
보드를 볼 수 있고 여
기서 색상, 채도 노출
들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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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Output)
Share 메뉴를 클릭하고 출력을 한다. Apple Device를 선택하면 아이폰, 아이패
드, 애플Tv, Mac & PC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세밀한 옵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Show Details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일반적인 파일 출력은 Export
Movie를 선택하고 그밖에 You
Tube, Facebook 등에 올릴 수
있다.

출력 가능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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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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MOUNT SYSTEM
INNER SHELL
ㆍ고강도 특수 폴리머코팅 원단
ㆍ6kg 웨이트 장착 가능
ㆍ햇빛, 소금물, 자외선에 강함
ㆍFREE SIZE

CHOICE ELECTION
ㆍ인플레이터 위치 조정 가능
ㆍ웨빙 종류 선택 가능
ㆍ캠밴드 종류 선택 가능
ㆍ버클 선택 가능

OUTER SHELL

DYNAMIC
MOUNT
SYSTEM

ㆍ1200데니아 고강도 원단
ㆍ웨이트 포켓 내장
ㆍINNER SHELL에 쉬운 장착
ㆍFREE SIZE

MULTI-BUNGEE
ㆍ길이 조정 가능
ㆍ손 쉬운 실린더 마운트

COLOR

Manufacturer. Marine Master
Tel. 02.420.6171 Email. goprokorea@gmail.com
Website. www.scubaq.net SNS. facebook.com/scubaqnet , youtube.scubaqnet

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글 김부경

부산 씨월드 다이브센터
대표 : 임호섭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동 693-7번지 2층
연락처 : 080-626-3666
Website : www.seaworld-busan.co.kr

매 주말 아침. 서둘러 계단을 오른다. 이미 센터 안에는 각 다
른 그룹의 다이버들이 커피와 함께 그날의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다. 한편에는 이미 풀장 사이
드에서 장비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팀은 벤에 장비를 싣느라
분주하다. 처음 부산 씨월드에 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
지만 이미 씨월드 가족에겐 일상이다. 국적, 피부색, 성별, 나이
등이 다르지만 모두가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부산 씨월
드에 모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스쿠버다이빙 라이프에 하나의
재미를 더해주지 않을까 한다.
■ 센터소개
부산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지난 2003년 부산 대연동 첫 오
픈 이래 꾸준하게 센터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광안리

■ 스탭  

해수욕장을 거쳐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부산 씨월드 다이브센터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스탭들의 구

부산은 수도권지역보다 바다를 접하기 아주 손쉽다. 하지만 좀

성이다. 부산에서 유일한 임호섭 코스디렉터를 중심으로 PADI

더 기동성이 있는 활동을 원하여 풀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입구

강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 박사과정을 수료

문을 열고 세 걸음만 옮기면 풀장 입구니 이보다 더 가까울 수

한 차병규 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케팅 기법을

있을까.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학 전공과목으로 스쿠바 교육이 10년째

현재 주례동에 위치한 센터는 풀장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다

진행되고 있다.

이빙이나 제한 수역 교육은 방문 즉시 가능하며, 개방 수역까지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 강사들이 센터와 활동하

30분 거리, 공항까지 경전철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다수의 외

고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으로 많은 외국

국인 및 타지방 교육생이 방문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 펀다이브들에게 한국의 다이빙 환경을 안내하고 새로운 다
이버들을 배출하고 있다.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교육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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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원어민에게 외국어로 강습을 받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 해외 부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센터 중 세계최초로 PADI CDC 센터 등
급을 받은 필리핀 보라카이 Seaworld Dive Center와 필리핀

■ 시설, 장비

세부 Seaworld Dive Center와 업무를 연계하고 있으며 매년 1

현재 센터는 풀장, 강의실과 응접실, Display 공간, 교재보관

회 정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해외 지역과 리조트로

실, 주방, 화장실, 렌탈장비 보관실, 게스트룸, 스탭룸, 개인장비

시험적 해외투어를 진행하는 등 연 5회 이상의 해외투어가 진

보관실, 장비 건조실, 3개의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장

행되고 있다.

은 3m 깊이의 풀장과 1.2m 수심의 수중 스테이션으로 어린이
의 체험다이빙에서부터 강사 개발 코스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 세일즈 부문

남녀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스쿠바 관련 전 제품의 판매, 수리 등

왜소한 체구의 사이즈부터 큰 체구사이즈(3XL)까지의 장비
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각종 DPV와 사이드마운트를 비롯한 스

은 물론이고 액션카메라인 Gopro의 국내 정식수입사와 대리점
계약으로 Hero 카메라를 판매 대행하고 있다.

페셜티교육과 다이빙을 위한 장비 또한 센터에 준비되어 교육

2012년에는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 동의대학교, (주)세파스

생과 펀다이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시력 보정용

와 함께 (주)대웅슈트, (주)인터오션의 후원으로 야외풀장, 20개

마스크들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 부스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드라이 슈트도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타지방에서 주말을 이

또한, PADI 전 제품을 직수입하여 보라카이 Seaworld Dive

용하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게스트룸을 마련해 숙소

Center, 세부 Seaworld Dive Center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비용의 부담도 덜게 하고 있다. 부산근교의 다이빙 환경을 대표

PADI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는 남형제섬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데이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 부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0년째 대학 단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
어 부산에서 단체 교육 전문 센터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 외국어대학교, 해운대 고등학
교, 부산 외국인 국제 학교, BCC Canada, 삼성전기, LG 엔시스
등 교육기관 및 대기업 등의 동호회의 교육을 도맡아 진행해 오
고 있다. 남녀노소, 국적, 지역, 개인 및 소그룹, 단체 구분없이
각종 언어로 준비되어 있는 교재와 다양한 부자재를 이용하여
여러 국적을 가진 다수의 스텝들이 개인 맞춤식 교육처럼 안전
과 재미를 가미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CO operator로서 연
중 정기적인 클린업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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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쿠버 다이빙 서비스 센타 “굿 다이버”
대표 : 김상길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052-8
연락처 : 064) 762-7677
Website : www.gooddiver.com

이번에 소개하게 될 다이브센터는 2002년 말 제주에 리조트

굿 다이버의 김상길 대표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아름다

를 오픈하여 활동하다가 2005년 PADI 다이빙 시스템을 도입하

운 제주 바다에 비해 열악한 제주 다이빙 시스템을 바꾸는 것

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굿 다이버’이다.

이 다이빙 인구의 저변확대에 꼭 필요함을 느끼고 굿 다이버만
의 서비스를 매년 업그레이드해 오고 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굿 다이버는 ‘귤향촌’ 펜
션을 다이버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체험 스쿠버다이빙 코
스부터 강사개발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상주 강사 및 소

기본적인 서비스는 그 동안 많이 언급해 왔고, 제일 대표적인
서비스만 나열하겠다.

속 강사들이 많아 서울에서 교육 다이빙을 오시는 센터나 강사
님에게 인기 있는 리조트이다. 웬만하면 소수정예로 다이빙을

■ 단 한 분이 오셔도 가이드 동반

진행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의 만족도 또한 높으며 강사들이 디

문의하는 전화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혼자가도 되

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의

느냐는 내용이다. 당연히 혼자 오셔도 된다. 평일에 혼자오면 더

수중사진도 많이 얻어갈 수 있다.

한가로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센터나 강사와 일정이 맞지 않거나 여행 중에 개인적으
로 혼자 오는 다이버도 일대일로 가이드를 해 주기 때문에 혼

■ 수중사진 서비스

자 왔다고 부담스러워 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자체 수

가이드 하는 강사들이 카메라를 한 대씩 가지고 다니면서

영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픈워터 교육 시 낮은 풀 교육장으로

육상 및 수중 사진을 찍어드리고 돌아갈 때 CD로 만들어 주거

쓸 수 있으며 서울사무소에서 풀장교육과 이론 교육을 진행하

나 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조만간 동영상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

고 오면 제주에서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 나머지 시간을

이다.

다른 여행에 쓸 수 있어서 서울사무소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육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여행 및 장비에 대한 안내
를 받고 싶으면 서울 사무소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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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드라이 슈트 대여
년 최저 수온이 14도인 서귀포에서의 다이빙은 드라이슈트면
좋지만 세미드라이슈트면 한겨울에도 2회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사이즈별로 40벌 정도 준비되어 있다.
본인 슈트가 얇아서 다이빙이 힘들다면 무상으로 대여해 드
린다.

■ 바다생물 빙고판 맞추기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로 꽤 많은 다이버들이 카메라를 소
유하고 있다.
굿 다이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바

■ 로그북용 스티커, 스탬프 보유

다생물이 그려진 빙고판을 하나씩 드려서 빙고판에 있는 바다

제주 바다속의 생물들을 김상길 대표가 찍은 사진으로 스티

생물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가이드와 같이 찍어온 사진에 스티

커를 만들어 로그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생물

커를 붙여서 빙고가 완성되면 완성된 줄 수에 따라 기념품을

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드린다. 빙고판에 있는 바다생물을 모두 다 찍었을 경우 다이브

또한, 강사들 얼굴과 섬의 모습까지도 스탬프로 만들어 제공

컴퓨터를 드린다.

하고 있다.
■ 서울 사무소 운영
■ 굿 다이버 T-셔츠 제공
기념일이거나 바다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첫 다이빙 기념을
위하여 굿다이버에서는 여러 종류의 T-셔츠를 만들어 회원들

반포에 굿 다이버 서울 사무소(양영복)를 운영하여 굿 다이
버 회원의 수영장 교육 또는 레벨업 교육과 회원관리를 하고 있
다.

에서 선물로 드리고 있다.
■ 다이빙 중에 쓰레기를 주워 오시면 작은 기념품을 드린다.
다이빙 중에 수중에서 쓰레기를 주워 오면 물고기 모양의 작
은 기념품을 선물로 준다. 수중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다이버
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 바다에 쓰레기가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되는 굿 다이버만의 작은 이벤트이다.

김부경
PADI Asia Pacific 한국지역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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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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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호텔까지

Excuse me. Where’s the bus stop?
실례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어디죠?

Are there any buses to the Hilton Hotel?
힐튼호텔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Is this going to the Hilton Hotel?
To the Hilton Hotel, please.

힐튼호텔로 갑니까?

힐튼호텔로 갑시다.

How many stops to the Hilton Hotel?
How much to downtown?
Ten dollars.

시내까지 얼마입니까?

10불입니다.

Where’s the taxi stand?

택시 승차장이 어딥니까?

Take me to the Hilton hotel, please.
What’s the fare, please?
Twenty-five dollars.

힐튼호텔로 데려다 주세요.

요금이 얼마입니까?

25불입니다.

Keep the change, please.

거스름돈은 가지세요(팁을 줄때).

Can you break a 100 dollar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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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호텔까지는 몇 번째 정류장입니까?

100달러짜리 거슬러 주시겠습니까?

get off(on) 내리다(타다)
limousine 리무진
baggage 짐
taxi-stand 택시 타는 곳
break 거스르다
fare 요금
bill 지폐
take 가져가다
sure, certainly 물론입니다.
suitcase 옷가방
porter 운반인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Can you call a porter for me?

포터 한 사람을 불러주시겠어요?

Take this luggage to the bus, please.

버스 타는 데까지 이 짐을 들어다 주세요.

Can you take these suitcases to my room, please?
Could you help me with the baggage, please?
I can’t find my baggage.

이 옷가방들을 내 방으로 가져다주시겠소?

이 짐 좀 들어주실래요?

내 짐이 안 보이는데요.

다이빙 편
금지사항

What should I be aware of?

내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Are there any prohibited matters?

어떤 금지사항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dangerous creature?

어떤 위험한 생물이 있습니까?

Stay beside your guide(The wall/ the reef).
여러분의 가이드(월, 리프)의 곁에 있어요.

Always be together with your buddy.
Don’t go too deep.

각자의 버디와 떨어지지 마세요.

너무 깊이 잠수하지 마세요.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touch the coral.
산호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Don’t step on the coral.

산호를 밟지 마세요.

Don’t kick your fins on the sandy bottom.
Don’t touch any underwater creature.
Don’t feed the fish.

모래바닥에서는 핀 킥을 하지 마세요.

어떤 수중생물도 건드리지 마세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Feeding the fish is prohibited.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on’t chase or touch the whale shark.

고래상어를 따라가거나 건드리지 마세요.

prohibited 금지하다
allowed 허락하다
sanctuary 보호구역
dangerous 위험한
be aware, be careful 조심해라
feeding 먹이주기
chase 쫓아가다
touch 만지다, 건드리다
coral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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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1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다양한 보장
글 편집부

우리 다이버들은 사계절 구분 없이 다이빙 여행을 떠난다. 하

의에 의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폭

지만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다이빙 여행에 아

동·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패러글라이딩 등

무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여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

행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카메라

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고가의 장비를 도난당하는 일도 심심
치 않게 일어난다.

다만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의료비는 실손 보험과
중복되거나 대부분이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행

이런 여행 중에 일어나는 만약의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자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있다.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계약 시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

해, 질병 등 신체 사고뿐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기간만큼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약

챙겨야 한다.

1만 원 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이빙을 하다가 생긴 사고는 여행자보험과는 관계가
없다. 다이빙 사고는 다이빙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난
먼저 외국에서 소지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현지경찰

사고(상해, 질병)

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 시에는 프런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받아 둔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당시 시

여행자보험에서 주요 보상 손해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

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

유장해, 질병 치료비 등이다. 해외여행 중에서 발생한 사고로

야 하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담당자 직인도 받아 놓아야 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 등 사고별로

받아 놓고 휴대품의 보상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

필요한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받

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치 않음을 알아둬야 한다.

을 수 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본인 과실로 인한 분실일 때는 여행자보험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마

에 가입했다 해도 보상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즉 휴대품은

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해도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 또

‘도난’일 때만 배상이 가능하고 도난 신고 증명서에도

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stolen’, ‘a robbery(theft) case’ 등 용어로 도난임이 증명돼

발생하면 진료비와 입원 수실비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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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가입한 상품의 보장 내역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추가
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 방법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사, 공항의 여행자보험 전용 창구, 환전
은행, 여행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정보
(자료제공 : 금융소비자연맹)

1. 보험 상품 내용
• 상품내용 해외 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

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단기상품
• 가입방법 여행 전에 손보사 콜 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
특히 도난당한 물품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
기 때문에 사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장기간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까지

휴대품 도난은 1개 품목당 최대 2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 보험료 1~2만 원대(기준: 5일 여행시, 여자24, 사망시 1억

원 12,200원)

보험기간
여행자보험의 기본 보상 기간은 집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순
간까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는 길에 공항버스에서 사고
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상내용

-	상해 사망,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용(180일한도) : 가입금
액 한도
-	질병 사망(여행 중 질병으로 보험기간+30일 이내 사망시) :
가입금액

면책조건

-	질병치료비(여행 중 질병으로 보험기간+30일 이내 사망시)
: 가입금액한도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지진이나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이

-	휴대품손해(여행 중 휴대품에 분실, 파손시) : 1개당 20만원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과거 천재지변은 보험금을

-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치 않음.

주지 않는 면책 사유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이

-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시 : 가입자 부담비용

후 대부분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다만 전쟁이나 내

-	항공기 납치는 예행목적지 도착 하지 못한 1일당 일정금액

란, 사변, 폭동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지역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직

패키지여행의 무료보험
단체 패키지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별로 제공하는 무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 한도가 낮
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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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은 보상에서 제외됨.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함.(2009.10.1이전 가입계약은 40% 보상)

2. 사고발생시 조치 및 구비서류

료 받는 도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났어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보상된다.

• 상해사고 또는 질병발생시 : 현지보상센터 전화연락, 의료기

관 치료시 진단서, 영수증 구비

Q4) 해외여행 시 보상되지 않는 사고로는 어떤 것이 있나?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는 자살,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등

•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 현지경찰, 공항안내소에 신고, 호

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의 출산, 유산과

텔에서 도난시 프런트신고 확인증 발급(신고불가인 경우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 보철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며, 여행

목격자, 가이드에게 진술서 청구)

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한 국가는 피하는

•기타사고 발생시 :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 구비, 귀국 후 청구

것이 좋다.

• 말라리아, 설사,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여행 4~6주전

Q5)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 받기

에 예방접종 등 필요.

위해서 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먼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해외에서 사고가 난

3. 소비자정보 Q & A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다시 또 그 나라를 가
거나 협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한,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

Q1) 카드사나 은행에서도 공짜로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
는데 이것만 가입해도 괜찮은지?

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입증서류를 확보해
야 하며 경찰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격자나 여행가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상품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 위한 상

이드 등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귀국한 후에는 가이드나

품이 많다. 보장 최고액 또는 가입해주었다는 사실만 내세우

동행자의 입증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고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아, 여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액수가 턱없이 작거나 아예 없는

게 좋다.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행 출발 전에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
분히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Q6) 해외여행보험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고 가입은 어떻게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대부분 소멸성으로 가입 기간도 짧아 보험
료가 몇천 원에서 1만~2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인터넷으

Q2) 해외여행 보험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나?

로 가입하면 20%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어 조금만 부지런

여행보험의 주요담보는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질병치

하면 더 알뜰하게 가입할 수 있고,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가

료비, 휴대품도난 등이며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보

입하는 것이 좋지만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장기간, 보장항목과 가입금액을 선택하고 담보 내역별로 보상

없다. 공항에는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데스크가 있어 당일

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카이다이빙이나, 전문등반 등 위험한 활동은 보
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Q7) 그 밖에도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던데?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 항목이 중복

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병원 안내와 입원수속, 현지 의사

되지 않게 가입하고 적정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와 대화가 가능한 통역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여행 중 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권이나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도 보험사에서 이를 추적하고
조치상황을 안내를 해준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

Q3) 만약에 치료를 받다가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상이 되지 않
나?
보상이 된다. 질병 사망과 치료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 부

비서류나 절차도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보
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여행을 가는 게 유사시 도움이 된다.

터 30일 이내에 사망이나 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
고, 치료비는 예전에는 약관 변경 전에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
면 치료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지만, 약관이 변경되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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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자동업데이트로 인한 요금발생 요주의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주의!
글 편집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
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상담 : ´10년 105건 → ´11년 164건 → ´12년 173건 → ´13년 6월말 110건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
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
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
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
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
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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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 소개 4

- 인도네시아 마나도
글 / 사진 이민정

170

이번 여름엔 어디로 가볼까? 2탄
해외 다이빙여행을 가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다. 기본 4일, 5일의 시간밖에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여행지 선택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5/6월호에 소개한 여름시즌 추천지 발리에 이어 여름
이 건기 지역인 마나도를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마나도는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싱가포르 경유 항공편을 이용, 시간을 최대
한 살릴 수 있는 여행의 표본이 될 수 있겠다.
왈라스 라인(WALLACE LINE) 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몇 년 전 이곳 렘베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한 다큐가 방영된 적
도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잘 발달한 나
라 중 하나이다. 영국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왈라스가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연을 서부의 아시아 생태 지역과 동부의 호주 생태
지역 두 곳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경계선을 왈라스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사이를 통과, 발
리와 롬복 사이를 지나는 이 경계선은 후에 술라웨시와 말루쿠,
이리안자야에서도 자연생태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주목하여
더 세분화해 발전시켰다. 이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마나도이
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SULAWESI 가장 북쪽 끝에 위치
한 마나도는 지리상으로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2시간 정도 거리밖
에 되지 않는다. 유럽 다이버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곳으로
대부분의 다이빙리조트는 유럽인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많다. 최
근에는 가까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
고 있으며 한국 다이버들에게도 익숙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마나도는 부나켄 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과 렘
베해협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 그리고 방카와 강가 섬 중심의
북쪽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Diving Map

마나도 서쪽 지역

부나켄 일몰

부나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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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지역은 마나도 베이 해안을 따라 쭉 이어지는 검은 모래의
마크로 지역과 부나켄 BUNAKEN, 마나도투아 MANADOTUA,

한 마크로를 만날 수 있어 나이트 다이빙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만테하게 MANTEHAGE, 나엥베사르 NAENG-BESAR, 실라덴
SILADEN 의 다섯 개 섬으로 이뤄진 부나켄 국립해양공원 지
역을 말한다.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보트를 이용하는데 부나켄 또는
마나도투어까지는 리조트 위치에 따라 40~50분 소요된다. 3회
다이빙 또는 2회 다이빙 후 리조트로 돌아오는 스케줄로 평균

술라웨시 해로 나뉘는 이 지역은 각각의 섬들이 산호초 산맥

4~6명의 다이버에 가이드 한 명씩 다이빙하게 된다. 다이빙 이

으로 연결 되고 잘 발달한 산호들과 풍부한 어류, 조개류 그리

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내가 가깝다고는 해도 최소

고 맑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마나도 베이를 제외하고는 흰모래

30여 분의 시간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위치한

와 직벽, 조류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물고

다이빙리조트에서의 숙박을 추천한다. 이곳은 다이빙리조트의

기를 만날 수 있다. 렘베와는 달리 심해성 어류인 상어, 참치, 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고급의

오리, 잭피쉬 등을 볼 수 있으며, 큰 무리는 아니나 바라쿠다와

리조트도 몇 곳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이빙 오퍼레이션에 문

버팔로 피쉬도 만날 수 있다. 연평균 20~30m의 맑은 시야와

제가 있는 곳도 있어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다이빙리조트를

연중 26~30℃의 따뜻한 수온이 유지된다. 마나도 본섬에 연결

선택하는 것이 좋다.

된 마나도 베이는 렘베와 마찬가지로 검은 모래 해변으로 다양

마나도 동쪽 지역

코코티노스 리조트

바베큐가 준비된 저녁 식사

부나켄 수중

부나켄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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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켄 수중

마나도 공항에서 차로 2시간여 달리면 도착하는 렘베

역이라고는 하지만 평균 15m 이상의 맑은 시야와 달의 주기에

(LEMBEH)는 본섬의 비뚱(BITUNG) 지역 앞에 있는 렘베 섬의

따라 달라지는 조류 다이빙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 해협을 지칭하게 된다. 화산섬인 마나도 본섬에서 뚝 떼어

특이한 마크로의 세계는 수중사진가뿐만 아니라 일반 다이버에

져서 나온 것처럼 생긴 렘베섬은 위치에 따라 겨우 100m 정도

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된다.

벌어져 있을 뿐이지만 특이하게도 흰 모래해변으로 이곳 렘베해
협은 검은 모래와 흰 모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이다.

렘베 마크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
부분의 마크로 생물들은 풍부한 영양소로 인해 그 개체수가 훨

본섬의 해안을 따라서 작은 마을들이 이어지는데 유명한 사

씬 많고 크기가 월등히 큰 것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본섬 쪽 해안

이트는 이 해안 마을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대부분의

도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넓은 평지에 많은 개수의 방을 가진

다이빙리조트도 이곳 해안을 따라 위치한다. 거무튀튀한 모래

다이빙리조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20여개의 객실을 가진

해변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수심 30m까지 이어진다. 산호

중・소규모로 시설은 중・상급을 유지한다. 해안을 따라 리조트

는 거의 없고 듬성듬성 경산호만 조금씩 보인다. 렘베섬은 경사

와 다이빙포인트가 산재되어 있어 대부분 5~20분 정도 보트나

가 급하고 낮은 지형으로 도로가 없다. 해서 해안을 따라 형성

방카로 이동하게 된다. 렘베 다이빙은 마크로를 위주로 하기 때

된 마을은 많지 않으며 다이빙리조트도 소수에 불과하다. 마크

문에 가이드 1인 최대 4명까지 함께 다이빙하게 되며 1인 또는 2

로 지역이라고는 하나 북쪽으로 갈수록 시야는 맑아지고 직벽

인 팀별로 개인보트와 개인가이드 그리고 무제한 다이빙을 제공

과 경산호 군락이 나타나며, 흰 모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리조트도 있다. 마크로 촬영이 메인이나 대부분의 포인트

CALIFORNIA DREAMING, JIKO YANCE 등의 포인트는 다양

수심이 20~30m 정도라서 나이트록스 사용을 추천한다.

한 팬코랄과 연산호 그리고 해면으로 가득한 최고의 광각 포인
트 이기도 하다. 이곳 렘베가 검은 모래의 먹 MUCK 다이빙 지

마나도 북쪽 지역

비뚱 항

현지 아이들

코코넛옥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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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램보이안트 커틀피쉬

코코넛옥토퍼스

커틀피쉬의 알

기생충이 붙은 고비

방카(BANGKA)와 강가 섬(GANGA ISLAND)은 부나켄섬과
렘베 해협의 중간지점 북쪽에 위치한다. 마찬가지로 본섬에서
뚝 떼어져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모양이 물속까지 이어져, 커다
란 기둥형태의 피나클이 이어진다. 크고 작은 연산호와 스펀지
의 다양한 산호가 수심 30여미터까지 펼쳐진다. 커다란 테이블
산호와 바라쿠다, 만타도 가끔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도 다
이빙리조트가 있으나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부나켄지역
에서 배로 이동해 올라가(약 2시간) 다이빙을 하게 된다.
상이에 섬(SANGIHE ISLAND)은 마나도 화산활동으로 이뤄
진 수중산맥으로 40여 개의 화산섬이 북쪽의 필리핀까지 이어
진다. 이중 일부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이며 대표적으
로 시아우 섬이 있다. 이 인근에서는 향유고래, 파일럿 고래, 멜
론헤드 고래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돌고래가 발견되며 범고래도
간혹 관찰된다고 한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수중에서 아직 활동
하고 있는 수중활화산을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지형적 특성상 리버보드만
가능하나 운항하는 리버보드가 많지 않은 곳으로 아직은 다이
빙이 용이하지 않다.
부나켄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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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항

싱가포르

마나도 다이빙계획
자정에 인천에서 출발하면 오후 1시 마나도에 도착하게 된다.
다이빙 날짜에 따라 아래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투어를 떠나는 경우 그에 맞게 일정은 조정된다.
마나도 3일 + 렘베 1일
서쪽의 부나켄지역 리조트에 머물면서 2~3일 부나켄 다이빙

마나도는 자정을 전후해서 출발하는 인천/싱가포르 비행기

을 하고 1일은 차량을 이용해서 렘베로 가서 다이빙 하는 1일

를 이용, 하루의 시간을 절약해서 출발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

피크닉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이동하며 비뚱 시내구경과 로컬

하는 다이버들도 퇴근을 조금만 서둔다면 충분히 인천공항까

시장을 들러보기도 한다.

지 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인천-마나도 이동 중에는 환승 시
간이 4시간여로 공항 내에서 대기 후 탑승하게 된다. 싱가포르

렘베 2일 + 마나도 2일

공항은 환승 항공편이 많은 만큼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 공항

다이빙 4일 이상 일정이 가능한 경우 공항에서 멀리 있는 렘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과 환승객들을 위한 공항 내에 환승 호

베지역 다이빙을 먼저 2일 정도 하고 서쪽 부나켄지역의 리조

텔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곳곳에 설치된 정원이 편안한 휴식을 취

트로 옮겨 2일간 다이빙 하는 일정이다.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면세점도 일찍부터 영업을 시작해 구경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돌아오는 마나도-인천 이동 시에는 싱가포르에서 약 6시간의

마나도는 어떻게 가나?

자유시간이 가능하게 되어 간단한 관광과 저녁식사 그리고 싱

정규 항공편으로는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방법과 자
카르타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항공요금, 이동 시간과 환승 일

가포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물론, 수하물은
인천까지 보내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을 생각하면 싱가포르로 경유하는 것을 추천된다. 싱가포르항
공 이용시 인천/싱가포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수하물도 추가 10kg 받을 수 있어 특히 사진가에게 유리하다.

항공사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경유)
가루다항공
(자카르타경유)

인천출발

00 : 20

10 : 35

경유
05 : 40 도착
09 : 25 출발
15 : 45 도착
18 : 30 출발

이민정
(주)액션투어 대표

마나도도착

마나도출발

13 : 05

13 : 50

22 : 55 도착

12 : 25

경유
17 : 05 도착
22 : 40 출발
16 : 20 도착
23 : 20 출발

인천도착

운항일정

06 : 00*1

주5회

08 : 30*1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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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제주도로 옵서예!
제주도스쿠버연합회가 즐겁고 짜릿한 바다 속 여행에 함께 합니다

섬비치 다이빙 • 보트 다이빙
펀 다이빙 • 체험 다이빙 • 스노클링 • 다이빙 교육

우도
제주
성산

차귀도
서귀포

•합법적이고 럭셔리한 다이빙전용의 유선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다이빙은 제주도스쿠버연합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지역의 해양성 기후에 속해 1년 내내 따뜻합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여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이에스에이 · 제주도스쿠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643번지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국내에서 최초로 스쿠바다이빙 관련하여

석사·박사 학위과정 개설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수산과학과(해양생명개발전공) 석사학위 과정 개설
일반대학원 수산과학과(해양생물공학전공) 박사학위 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설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수산

대학원 수산과학과 해양생물공학전공 이학박사 학위과정(4학기, 일반

과학과(해양생명개발전공)에서는 국내잠수인력의 학문적인 체계를 뒷

대학원)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그간 운영해 온 수질환경, 부유생물, 조

받침하고자 이학석사 학위과정(5학기, 산업대학원)을 개설한다. 이 과

류학, 어류분류학 및 유전공학 분야를 잠수 활동을 통하여 더욱 심화

정은 전문잠수인력의 양성 및 산업잠수와 잠수관련 교육전문가를 위한

보완하여 학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과정이다.

소수 인원으로 운영될 이들 석·박사 과정은 잠수전문가를 위한 최고

이와 병행하여 잠수를 이용한 해양생물의 생리생태, 잠수의학, 해저탐

위 과정으로 우리나라 잠수계의 미래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사 및 발굴기법, 수중사진학의 중추적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일반

모집은 2013년 2학기 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문의 및 안내

전화. 063-469-4675~7 I 학과 직통 전화. 063-469-1831 I 군산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www.kunsan.ac.kr

Tour
2013년 월별 다이빙투어 일정 안내
역
말레이시아 전지

출발 상시

출발 상시

일정 최소 6일

일정 최소 6일

모집 수시

모집 수시

특징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시파단. 2013년 시즌을 기다

특징 가장 작은 생물부터 가장 커다란 생물까지, 그 모든 것

리는 라양라양.

필리핀 전지역

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에라
인도네시아 할마

출발 상시

출발 2013년 9월 14~22일

일정 최소 4일

일정 7박 9일

모집 수시

모집 확정출발

특징 가장 편리한 항공일정으로 언제든 출발 가능.

특징 인 추
 석 연휴를 이용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미크로네시아 축

출발 2013년 10월 1~9일
일정 8박 9일
모집 확정출발
특징 난파선과 상어로 알려진 축. 그 실체를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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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도네시아 전지

보드
인도네시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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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석 모집중!

팔라우 리버보드

필리핀 오슬롭

출발 2013년 11월 17~22일

출발 2013년 12월 24~30일

일정 5박 6일

일정 5박 7일

모집 확정출발

모집 확정일정

특징 팔라우 다이빙의 새로운 제안, 리버보드 SOLITUDE ONE.

특징 서 고
 래상어를 만나러 떠납니다.

짧은 일정이나 페렐리우부터 팔라우 BEST POINT섭렵.

이시아 시파단
말레
v

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코스ㅍㅍㅍㅍㅍ

출발 2014년 6월 6~19일

출발 1 1차 : 2014년 4월 29 ~ 5월 7일

2차 : 2014년 5월 3일 ~ 5월 11일

일정 19일 / 육상 관광 후 21일 귀국예정

모집 확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시파단 본섬 다이빙을 위한 최고 일정. 6일 다이빙 중 4

특징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아

일간 시파단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리버보드+카팔라이

일랜드로 2014년 떠납니다. 좀 더 좋은 바다환경을

리조트 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

만나기 위해 6월로 일정을 옮겼습니다.

린이날, 6일 석가탄신일 연휴를 총 동원한 최고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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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 : 02-3785-3535

2013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서 지난 1년간 기고하신 분들과 구독자를 위한 팸투어를
예쁘고 편안한 휴식이 있는 곳! 필리핀 아닐라오 DIVE7000 리조트에서 진행합니다.
본지의 구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 필리핀 아닐라오의 DIVE7000 리조트 www.dive7000resort.co.kr 일시 2013년 12월 4~8일(4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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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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모알보알, 보홀
투바타하
아닐라오, 민도루

인도네시아

발리
코모도
마나도, 렘베
라자암팟

말레이시아

시파단
랑카얀
라양라양

인도양

몰디브

태국

시밀란, 피피섬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얍
남태평양

피지

중미

갈라파고스

하와이

하와이

호주

대보초

혹등고래
밍크고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이빙 성수기

11월

12월

DIVING SEASON CHART

다이빙 가능시기

1월

Medicine

Q&A

잠수의학
강영천 박사 칼럼

Diving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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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의 이명
저는 33살 남자입니다. 다이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요.
한달 전 다이빙을 하다가 30m 지점에서 왼쪽 귀에 압착이 오더니 그 후로 귀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드라이슈트를 처음 사서 다이빙을 했는데 목씰이 너무 꽉 조여서
약간의 현기증까지 났습니다.
목씰이 너무 꽉 조였기 때문에 펌핑이 잘 되질 않아서 왼쪽 귀에 무리가 온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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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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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가 너무 꽉 조여서 펌핑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도 귀에서 삐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입니다.
근처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청신경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드라이슈트와 발살바의 관계 귀에서 나는 이명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 청력검사
드라이슈트 목실이 너무 심하게 조이는 경우에 목실이 경동맥을 눌러 경동맥동 반사
(Carotid Sinus Reflex)를 야기하여 혈압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현기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
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목실이 조이면서 두경부의 임파선 흐름에 저항을 일으
켜 목 윗부분의 부종을 야기하고 이것이 이관의 입구를 막게 되면서 압력평형이 잘 안되
면서 압착 혹은 역압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무리한 압력평형을 하다 보면 두개골 속의 압력이 증가하
여 그것이 내이 압력을 증가시켜 원형창(Round Window) 파열을 초래하는 경우 청력의
손실과 이명을 증상으로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이것저것 적어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이명이 시작되었다면 청력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이명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 쏠치 중독
제주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쏠치라고 부르는 고기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쏘였는데 지금은 어깨까지 부었습니다.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제주도 잠수부 일을 하고 있는 다이버입니다.

키게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독작용에 대한 대처라면 병원에 가셔서
1 )	수액을 (많이) 맞으시고 – 소변을 자주 봐서 독을 빨리 몸에서 떠나
게 해줍니다.
2 )	항히스타민과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처방을 받아서 주사 및 복용을
하시면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가오리 독에 쏘여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어요.

제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scorpion fish로는

바다에 어떤 독 있는 어류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1 ) 쏠종개

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2 ) 쏠베감팽

독이 있는 걸 알면서도 쏘인 적도 있고요.

3 ) 쑤기미

어떤 어류에 독이 있는지 임시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4 ) 가오리(등 꼬리 쪽 - sting ray 마찬가지)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 : Scorpion Fish

잘 모르는 물고기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픈워터 다

독이 있는 어류를 전체적으로 독고기라는 의미의 “Scorpion Fish” 라

^-^

이버 과정 교본에 나오는 수중 생물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 합니다. 독은 주로 지느러미, 특히 등지느러미 쪽에 집중적으로 모
여 있고, 독의 내용은 주로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마비
까지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것처럼 찔린
자리에서 정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중독 현상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

Q : 숨을 참으면
안녕하세요. 박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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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진을 보니 얼마 전에 동해 월포아쿠아벨에서 한번 뵈온 것
같은 데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Q : 다이빙 후 운동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다이빙 중에는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사람과 같은

안녕하세요?

수심(2~3m)에서는 공기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들이마신 후 자연

박사님 덕에 잠수의학에 의문이 있을 땐 질문할 수 있는 장소가

스럽게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소마취나 잠수병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괜찮은 건지 궁금하

다이빙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 질문을 드립니다. 박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헬스나 달리기 수영 등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체온이 많이 올라갈

A : 호흡

텐데 이런 현상 땜에 감압병에 노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뒤에 적어주신 방법은 Skip Breathing(호흡 빼먹기?)라고 해서 공기 아

운동에서 올라가는 체온 정도는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껴보겠다고 많이 해 온 방법입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주

A : 혈액의 온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빙 후의 생활과 관련된 이슈가 두세 가지 있지요.

초보자 다이빙 교육에서는 “항상 호흡하고 끊임없이 호흡하라” 라는

하나는 다이빙 후 사우나나 더운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가 다이빙

취지로 교육을 합니다.

후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운동은 그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실제 체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

1.	초보일 때는 자신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심장 박동이 올라가서 열이 나는 기분만 들지요)은 근거 없는 이야기

이 떨어지기 때문에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폐팽

같습니다.

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1도 정도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 이것이 기포를 키워서 문제를

2.	숨을 자주 참다 보면 체내 산소 용량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용량이

일으킬 소지는 극히 미진합니다.

높아져 이산화탄소 혈증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

대신 운동 그 자체가 혈류의 속도를 높이고 심장 박동수를 높이기 때

니다. - 물론 이 부작용에는 기체 마취나 산소 중독에 영향을 미치

문에 체내 존재하고 있는 질소 버블이 보다 빨리 체내 순환을 하면서

는 것이 포함됩니다.

혹 감압병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실제 이

다이빙 횟수가 많고 자주 다이빙을 하는 고참 다이버의 경우 자신의 부

역시 제가 봐서는 극히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한 가설이라고 봅니다.

력에 대한 감각을 잘 느끼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단체 중 호

다이빙 후에는 피곤해서 운동 자체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흡기가 입에서 (빠져나온) 경우에도 부력 조절을 위해 숨을 참도록 권

기도 하고….

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빙 후 뜨거운 물 목욕이나 사우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실제 미세 부력 조절을 위해서는 숨을 크게 내쉬거나 들이쉬면 곤란을 겪

다이빙하고 나와서 뜨거운 난로 옆에 앉아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 자신은 이 교육 방법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야기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본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믿고 있는 다이

(물론 시키니까 당연히 저도 숨을 참으면서 스킵을 하긴 했습니다만)

버를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저로서는

숨은 참지 마시고 계속 호흡하시기를 특히 상승할 때는 반드시 기포를

얼른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시면서 안전한 다이빙을 하시길 권합니다.

체온이 36.5℃이고 목욕탕 뜨거운 물이 42~44℃ 정도인데 과연 물속
에 얼마나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심장 내 혈액의 온도가 수온처럼 올라
가고 그래서 버블이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이빙 후 비행기 탑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명확한 증례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조심조심 오래오래 다이빙합시다.

Q : 인공고막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픈워터 교육받을 예정인 언니와 함께 이번에 다이빙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아주 어렸을 때 한쪽 인공고막수술을 받으셨다 하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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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급한 마음에 질문 먼저 드립니다.

A : 밑지면 손해

고막이 잘 재생이 되었는지 인공 펫치술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구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고 다이빙 관련 감압병 병력도 없으시다면 굳이

요.

돈 10만 원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물을 멀리하셨다는데 아예 다이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

마치 간이 신종플루 검사처럼 양성이면 확진이 되나 음성이라고 해서

지 알고 싶습니다.

신종플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게 초음파를 해서 PFO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

보이면 확진이 되나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맹점이 있

는지 알려주세요.

기 때문입니다.

A : 반드시 확인 후 다이빙하시길!

그러나 증상이 있을 정도의 PFO라면 심장 초음파 - Color Doppler
Echocardiography - 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없는 질문이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셔서 나쁠 건

직접 눈으로 검사로 확인하기 전에는 더욱 답변 드리기가 어렵게 느껴

당연히 없겠지요.

집니다.

안전 다이빙 !!

고막 성형술을 통해 고막이 완전하고도 건강하게 재생되었다면 다이빙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막 페치술을 받은 경우 천
공 부위가 얇고 약하게 재생되기 때문에 다이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Q : 이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이번 2월 11일(토)에 아버지 환갑 생신 때 마산 내려가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진찰받으시고 강사분에게 그 결

서 진주에 잠깐 들러 진료받았던 케이 *** 이라고 합니다.

과를 말씀드리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 인사차 들른다는 것이 그동안 너무 바빠서 뵌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Q : PFO

진료 받기 전에는 막연하게 저의 귀 상황에 대해 불안하고 부정
적으로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함은 거의 없어진 듯하

이번에 회사 종합 검진하면서 심장 초음파항목이 있어 PFO 검사

고요.

를 하려고 검진 병원에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도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PFO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심방중격의 결손의 한가지입니다. 결

감사드립니다.

손이 다소 크고, 혈액의 역류가 어느 정도 많을 경우에 심장 초음

송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글

파로 확인이 될 수 있으나, 그 크기가 작고, 역류가 미미한 경우 심

은 쓰고 있는 방금전에 이관 통기법을 시행했을 때도 뻥 하면서

장 초음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쉬이이~ 하고 소리가 나는데, 제가 스쿠버다이빙이나 물속에 전혀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으로 카테터를 넣어 조영제로

들어가지 않은 지 5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관에 평상시

심장의 모양과 혈류를 확인하는 심도자법이 가장 좋으나, 이는 손

에도 물이 조금씩 항상 차있는 것은 염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대학병원 혹은 심장 전문 병원에

요?

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관 통기법을 시행했을 때 뻥 소리가 나지 않

그러므로 일단 순환기 내과 선생님과 상담하여 어떤 검사를 실시

아야 정상이 아닌지.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은 환자분을 뵈시기 때문에, 저의 몸 상태를 다시 말씀 드

감사합니다.

리자면, 어렸을 때, 고막파열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막 수술
을 받았었고(박사님께서 아주 수술 상태가 좋다고 하셨구요.)

답변이 위와 같았는데요.

침을 삼켜보라 하시면서 내시경 같은 것을 입안에 넣어서 모니터

결손이 작은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검사

를 보시더니 이관 기능도 정상적이라고 하셨었습니다.

비용이 10만 원 정도인데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시면서, 나에게 올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일부러 여기까지

참고로 초보 다이버이고,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왔느냐 하셨고,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신 글을 봐서 종합검
진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확진

A : 압력평형시 소리의 다양함

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을 경우에는 어차피 확인이 안 된다

실제 상황과 그 상황에 의해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그 증상을 표현하

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상담 올려봅니다.

는 요령이나 방법의 차이 그리고 그 표현을 듣고 해석하는 상대의 능력
(?) 그리고 그 상대가 관찰한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어
쩔 수 없이 조그만 오차를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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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한계 중 하나 일 듯합니다.

과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고막절개와 경우에 따라서 환

제 기억으로는 **씨 귀(고막)와 이관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기 튜브를 넣어주는 수술을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관 통기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그러나 다이버의 경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압력평형을 할 때 귀에서 “펑” 소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만

것입니다.

**씨나 제가 적은 이 “펑”이란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생각

고막이 치유되었다고는 하나 수술을 하지 않은 고막에 비해 약하게 재

을 할 것 같습니다.

생되기 때문에 압력평형이 잘되지 않거나 조금만 늦게 진행되더라도 고

풍선을 파시는 분은 풍선 터지는 강도의 소리로 시장에서 쌀 튀밥을

막천공이 병발할 가망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튀기시는 분은 그 압력솥이 열릴 때의 소리를 하수구를 뚫는 분은 또

수면에서 스노클링만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귀에 바닷

그 비슷한 소리를….

물이 계속 들낙달낙 하다 보면 외이도와 고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

**씨가 듣는 “펑”이란 소리는 아마 다른 분은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

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스노클링을 하

일 테지만 본인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관이 혹은 고막이 열리거나 떨

시려면 Ear Plug, 즉 귀를 막아주는 실리콘 등을 사용해서 귀를 막고

리는 소리인지라 꽤 크게 들리리라 생각됩니다.

수면에서만 수중 세계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압력평형을 할 때면 고막이 밀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삐직”이라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분에게는 “딸각”하

제가 님의 고막을 직접 육안으로 검사해보지 못했고 이관 기능 검사를

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펑”하고 들려도 괜찮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압력평형을 시켜보아서 고막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은

“와장창”하고 들려도 고막이 실제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면 괜찮습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적은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니다.

것으로 고막 천공이 한두 번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다이빙을 할 수 없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이빙해보셨으면 합니다. 만일 다이빙 하면서

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글 주시거나 연락주십시오.

전문의의 정밀한 검진과 진단 과정을 거쳐 고막이 건강하고 이관 기능
이 정상이라면 적절한 압력 평형 요령을 구사하면서 다이빙을 할 수도

Q : 고막 절개 시술 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30살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겼는데요.
제 고막 상태로 체험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이관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의사선생님께서 양쪽 고
막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가 구멍을 자꾸 막아서 한쪽 귀는 2~3차례 시술을
더 하였고, 그러던 중 다른 병원에도 가보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귀에 구멍을 낼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 왜 이런 시술을 했는지 모
르겠다면서 구멍을 막았습니다. 한쪽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었고
한쪽은 구멍이 좀 크다며 약(?)을 발라서 재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막이 아픈 느낌이 가끔 있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고막이 재생되면서 일반 사람보다 얇아졌고 이명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번에 해외에 나가게 돼서 검사를 했는데 비행기 타는 데는 무리
가 없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스쿠버다이빙은 잘 모르겠다
고 하셔서 박사님께 여쭤봅니다.
박사님,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하게 돼서요. 그 전에 꼭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

A : Ear Plug
이관염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삼출성 중이염의 치료 방법으로 가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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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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Pack

KEEP YOUR THINGS DRY

오션팩은 바다와 강에서 즐기는 각종 워터 스포츠, 여행, 캠핑 등 아웃도어의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용품들을
외부의 습기나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주는 다목적 방수가방 ‘MULTI PURPOSE DRY BAG’ 입니다.

COLOR

5L

10L

15L

20L

190*380mm

190*560mm

240*540mm

240*650mm

카라나 코리아 135-95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23 T.02-517-2916 F.02-517-2917 E. ftc1201@naver.com H. www.karanakorea.com

Medicine

다이버가 꼭 배워야 할

응급처치 교육
글 강영천 / 사진 셔터스톡

1. 응급처치(First Aid)

2. 심폐소생술(CPR with AED)

응급처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곧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마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으로 행

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하는 조치이다. 현재 다이빙 교육단체들의 구조 다이버 발급 기

위한 응급조치이다. 다이빙 상황에서 발생한 중증 감압 질환(뇌

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동맥 공기색전증이나 종격동 기종) 등의 경우에는 다이버가 현

적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때 뇌로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면

응급처치를 교육하고 있다.

서 의료인에게 인계하기 위한 것이 CPR with AED 과정이다.

그러나 다이버에게는 일반적인 응급처치보다 다이빙 상황에서

CPR만으로 심장마비 조난자가 소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중독(스콜피온 피쉬, 해파리 등에 쏘

결국 AED 혹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고도의 소생술이 필요하기

이는 경우) 등에 대한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때문에 현재 일반인들에게 허용된 것은 CPR with AED 사용법

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DAN FA for

이므로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기관에 따라 CPR

Hazardous Marine Life and Injuries 과정 등이 있다.

과 AED를 별도로 다루기도 하고 함께 다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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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공급자 과정(DAN Oxygen Provider Course)

때문에 재호흡기(Rebreather)가 있다면 재호흡기를 사용하여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화학약품(소다라임)으로 흡수시키고, 작

실제 다이빙 상황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AED를 요하는 상

은 산소탱크에서 조금씩 산소를 보충해 주면 작은 산소탱크로

황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감압 질환이 의심될 때의 모든 경우

도 장시간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에 100% 산소를 제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다이빙 후 감
압 질환의 경우에 다이빙 현장에서 바로 산소를 주는 것만큼
확실한 응급처치가 없기 때문에 리조트나 샵 등에 있는 산소탱
크 혹은 다이빙 리더가 가지고 다니
는 작은 산소탱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산소 공급자 교육이다.
가급적이면 100% 산소를 손실 없이
주기 위해서는 Cuffing이 되어 있는
포켓 마스크와 요구형 밸브(Demand
Valve)가 장착된 호흡기를 사용하여
분당 15리터(L)로 제공해 주어야 한
다. 현재 DAN Oxygen Provider
Course가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되었
고 체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다.

4. DAN Remote O2 과정

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DAN Remote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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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도 권장할만하다. 배를 타고 서너 시간씩 나가는 경우가 있

46배판, 370쪽, 22,000원, 도서출판정담 (www.jdb.co.kr)

외딴 지역에서 다이빙 사고나 감압 질환의 환자가 발생 시 충분

는데 이때는 작은 산소탱크로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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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다이빙법률코너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글 편집부

스쿠바다이빙은 해양스포츠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
동하는 종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스쿠바다이빙

글 싣는 순서

은 수상레저안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서

1.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스쿠바다이버의 이동 수단에 관련된 법률

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물론

2. 스쿠바다이버의 수중사냥이나 수산물 채집이 저촉되는 법률

스쿠바다이빙은 종목의 특성상, 해상운송부분에는 낚

3. 스쿠바다이버가 바닷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취득하면 저촉되는 법률

시어선어법과 수상레저안전법, 공기탱크충전에는 고압

4. 다이빙 장소에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법률적 효력

가스안전관리법, 수중사냥에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

5. 다이빙하기 전에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호령,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

6. 산업잠수 분야에 관련된 법률

다. 본고에는 스쿠바다이빙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

7. 스쿠바다이빙에 사용하는 공기탱크의 압축공기 충전에 관련된 법률

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190

3. 스쿠바다이버가 바다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취득하면 저촉되는 법률

스쿠바다이빙을 하다 바다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발견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이를 주워 나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는다. 관련법은

매장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임의로 발굴하지 말고 문화재청장
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 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
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
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17조 (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
자·점유자 또 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

참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 시작

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

제38조 (과태료)

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 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

를 부과한다.

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도굴 등의 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 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구역에 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
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첫 발굴 시동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 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오는 6월 3
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해역에서 고려시

191

• 해군 및 타기관의 도움 없이 2002년 자체 수중발굴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운용하고 있는 바지선 및 임대 인양선은 전
문시설 및 장비부족으로 유물 인양과 발굴조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많았음
• 넓은 면적과 감시가 힘든 해양 특성상 상시 도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수중문화재 발굴 현장의 24시간 상주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굴 예방이 필요해짐
■누리안호 개요 및 주요특징
• 사업기간 : ’10～’12년
• 총사업비 : 47억원(설계 2.5억원, 건조 44.5억원)
• 운영 및 탑승인력 : 선박운영인원 6명, 조사인원 14명(총 20명)
• 주요제원
대 침몰선 발굴을 시작하면서 수중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開水祭)를 지낸다. 특히 이번 조사는 290톤급 수중발
굴 전용 인양선인 ‘누리안호’에 의한 첫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누리안호는 아시아 최대의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으로 2010

항목

규 격

항목

규 격

총톤수

290톤

선수추진기

FPP×1기

총길이

40.32m

발전기

넓 이

9.00m

연속항해

20일

깊 이

4.0m

항행구역

연근해

년 건조를 시작하여 지난해 12월에 취항하였고, 이번에 역사

항해 13노트,

승선인원

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 이 배는 수중발굴을 위한 각종 잠수

속 력

장비와 인양장비를 탑재하여 최대 20명의 조사단이 한 번 출

주기관

1,420BHP×2

선급

추진기

FPP×2기

주요설비

항으로 20여 일간 체류하면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선박이다.
이번에 발굴을 시작하는 영흥도 해역은 2010년 고려청자가
발견신고 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여 침몰선의 위치를 확인
한 곳이다. 이 침몰선 주변에서 고려시대 청자를 비롯한 700

최대 14노트

주발전기×2기,
정박발전기×1기

기본 20명,
일시 15명
KR
잠수설비,
열영상감시장비 등

•주요특징
-	국내 조사선 중 최초로 잠수콘트롤실 및 잠수설비, 잠수사
감압챔버 탑재

여 점의 유물들이 인양되었다. 이 해역은 조류가 강하고 풍랑

-	주·야간 열영상관측시스템 탑재

이 심하여 일반 선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누리안호

-	수중발굴 현장에서 24시간 상주 및 현장 감시시스템 구축

가 투입됨으로써 본격적인 발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누리안호 운용 및 활용계획
이번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 도자사(陶瓷史),

• 운항 일수 : 연간 180일 내외

항해사(航海史) 등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단서들이 확인될 수

• 운항 범위 : 서해 및 남해 발굴해역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발굴조사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

• 주요 운항 목적

이다.

-	중수심해역(20~40m) 발굴조사와 대수심해역(40m이상) 탐
사조사 업무 수행

누리안호 개요 및 운용 계획

-	5~11월 : 인천 영흥도 해역 등 수중문화재 집중 매장해역

■누리안호 건조 배경

• 누리안호 활용계획

• 매년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증가와 대규모 해양개발로 인한

-	최신의 잠수조사 장비와 잠수사 감압챔버 등의 설치로 잠

발굴조사

발굴조사 지역의 급증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발굴조사 시

수조사원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중조사 업무 도모

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하고, 관측망 유지가 어려운 해양

-	우리나라 수중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관리체계 확립

에서 연안 위주의 고정 관측망 운영으로 외해에서 접근하

-	사고해역에서 종합적인 해양기상정보의 실시간 수집·제공

는 위험기상현상의 사전 감지 및 목표관측 능력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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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기

글 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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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필자의 다이빙 연혁은 1995년 우도에서 드라마 촬영
중 수중촬영장면이 필요해서 “이퀄라이징 알지?” “넵.” 이후부
터 시작되었다. 넵 한마디에 바로 15m를 들어가서 수중촬영을
했던, 무지막지한 드라마 촬영환경의 혜택(?)을 받고 물질을 시
작했다. 바로 다음 해에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고, 2002년 강사
자격증을 땄다.
바다여행을 징하게 하고 다니면서도 흔적과 자료를 남기기
싫어하는 성격상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도 19년 만에 처음이다.
그저 나만의 취미이자, 힐링을 위한 수중여행이 목적이어서, 딱

배우 후배인 경우는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었다. 괜히 다이빙을

히 “나 다이빙을 합니다”하고 드러내기 싫었던 것 같다. 그러다

추천해서 맞으면 다행, 아니면 선배로서 엉뚱하게 고생만 시킨

보니, 강사자격증만 있지 제자가 전무하다 시피 했다. 누굴 책임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대단히 개인적인 펀강사 스타

지느니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서 자유롭게 다이빙을 하는 게

일이 내 다이빙 인생이었다. 아, 한 명이 더 있다. 하재숙 후배가

내 다이빙의 전술적 부분이다.

본인은 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덤벼들어 시작된 케이스다. 물론
제한 수역인 잠수풀 교육만 끝났을 뿐, 아직 개방 수역 교육을

이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 다이빙을 권해볼 생각도 한 적이 없

못해서 라이센스가 미발급 상태였다. 배우라고는 꼴랑 한명이

는 듯했다. 사실 바다에서 하는 레포츠라는 게 호불호가 명확

라 투어를 조직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사실, 초보자를 데리고

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 물을 싫어할 수도 있고, 폐쇄공포증

투어가면 내 다이빙을 망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흠 다시 한

이나 건강상 이유나, 취향으로도 많은 부분이 갈리기 때문에.

번 나를 개인적인 펀강사 스타일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 같다.

(이후 필자의 글에는 존칭을 자연스럽게 이름만 부르는 걸로 하
겠다.)

하재숙 후배는 제주도 한번 제대로 가는데 스케줄 잡기가 너
무 힘들어서 방치된 케이스다. 내가 한가하면 하재숙이 바쁘고

이 오픈워터 교육기는 정말 우연히 아주 우연히 조그만 일부
터 시작되었다.

그 친구가 한가하면 이젠 내가 바쁘고…. 이 스케줄 문제는 이
후에도 나를 무척 괴롭혔다. 한 명도 스케줄 잡기가 힘든데, 배
우와 매니저가 5명이나 모여 오픈워터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장우 같은 경우는 모터바이크를 타는 동일한 취미가 있었

처음에는 이걸 교육을 해, 말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했다.

음을 서로 알게 되어 급속히 가까워진 케이스이다.(은근히 선후

돌 지난 큰딸과 만삭의 엄마뱃속에 있는 둘째가 떡하니 집안에

배 연차가 많이 나면 사실 서로가 좀 어렵고 힘들다.) 내가 다

버티고 있는데, 일도 아니고 후배들 다이빙 교육 시킨다고 이리

이빙 강사라는 걸 알고는 바로 가르쳐 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가정이 평온할 리는 없으리라.

게 그 시발점이다. 덩달아 그 옆에 있던 서현진까지 우리의 얘기
를 듣더니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러나 먼저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내가 스쿠
버를 19년째 해오면서 형성된 인맥과 단체, 여러 다이빙 선후배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 다이빙을 해보라고 권했던 적은 필자
본인의 와이프정도가 다다.

분들을 이 후배들이 잘 소개받고 알게 된다면, 내가 나 혼자만
을 위한 스쿠버인생이 아닌 물려주고 알려주는 다이빙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혹시 알아? 진정 바다를 스쿠버다이빙

평소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바다와 다이빙에 호기심이 없

을 좋아하게 될지? 라는 두 가지 생각으로 교육을 결심했다.

는 사람에게 권하면 실패할 확률 또는 그냥 오픈워터까지 하다
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여서 필자는 보통 어디 가서 좋았

훗날 가르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다 못해, 주변에서

다 또는 어디가면 참 아름다워 정도로 얘기를 끊는다. 그런데

애들 좀 말려라 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장우, 서현진,

195

너스레까지 떤다.)나서 필자와 함께 교보재를 보며 이론교육에
들어갔다.
보일의 법칙, 압력에 의한 부피변화, 등등 서현진과 하재숙은
질문도 하며 열심히 듣는 듯했으나, 역시나 피 끓는 20대의 이
장우는 어서 잠수풀에 들어가 실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
습이었다.
“오자룡이 제주도에 쉽게 가나 보자”라고 농담을 던지며, 책
에 있는 내용 시험도 본다고 얘길 하니 그제야 집중을 하기 시
작한다.
먼저 교육생들의 바다경험을 간략히 설명하면, 익스트림 스
포츠와 바이크를 좋아하는 이장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체험다이
빙 경험이 2회 정도 되고, 본인은 적성에 딱 맞는 느낌을 받았
다고 한다.
하재숙, 신동은, 김주연(서현진 매니저) 남자 둘, 여자 셋의 오픈
워터 지망생 팀이 생겼다.

마스터가 붙잡는 게 너무 싫어서 “내 꼭 서울 가서 배우리라”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첫날은 엔터테인먼트 사장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서현진은 별다른 경험이 없지만, 평소에 물리적으로 다른 공

들었다. 구색에 맞게 매니저까지 한 명 포함이 돼서, 그것도 매

간에 여행이라는 생각에 “언제고 꼭 해보리라” 하는 계획이 있

니저계에서 희귀한 여자 매니저.

었다고 한다.

연예인이라고 특혜는 없다. 바다가 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재숙은 평소에도 물을 좋아하고, 체험다이빙 경험도 2회

연의 품 안에 들어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지식과 기술은 확실히

이상 되고 수중생물을 구경하는 것이 무척이나 좋다고 한다. 신

습득을 하는 것이 만수무강 지름길이라는 걸 무수히 봐왔기에

동은은 하재숙의 연극계 선배로서, 평소 스쿠버다이빙에 관심

헬시온 코리아 사무실에서 유재철 트레이너의 간결하고 핵심만

이 있었고, 기회가 생기면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집어주는 기초 설명을 듣고(유재철 트레이너님은 나 때문에 오

김주연은 사회체육과 출신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픈워터를 몇 년 만에 가르쳐 보는지 모른다며 너니까 해준다는

성향과 서현진의 권유가 한몫한 듯하다.
이론 설명을 하고, 숙제와 차후에 이론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장비셋팅에 들어갔다. 보통은 자켓타입의 BC로 오픈워터교육
을 하지만, 헬시온 코리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5명 전원 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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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장비로 교육을 하기로 해서, 장비셋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다) 상대방 대사의 리액션조차도 재빠르게 표현을 해서 좀
아쉬울 때도 있다. 어차피 클로즈업을 찍는 순간은 ‘너만의 시

하네스 방식은 각각의 다이버신체에 맞추고 입수를 해야 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우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픈워터교육

간이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연기해라’ 라고 많은 선배들은
충고를 한다.

에는 렌탈장비를 쓰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체에 맞춰진 것을 매번
다시 조정하는 불편함이 교육기간 내내 한몫 단단히 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군가 “드림팀” 아닌가. 드림팀이었으면 좋겠
지만, 오픈워터들 아닌가!

그리고 대사를 칠 때 호흡은 무척 중요하다. 호흡이 막히거나
짧거나 하면 긴 대사나 격정적인 대사들을 제대로 소화해 내기
힘들다. 발성과 호흡은 연기의 기본이기도 하고, 대사를 빠르게
치는 친구들은 보통 호흡도 가쁘다. 짧게 나눠서 쉬는 숨은 당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그것이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 오픈

연히 가쁘기 마련이다. 무의식중에 머슬메모리가 된 것도 일종
의 습관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

워터들…ㅋㅋㅋ
그렇게 슈트와 본인들 장비를 세팅하고 올림픽 잠수풀로 향했

기술과 자세 등을 배울 때 무척 성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습

다. 먼저, 장비 세팅에서 탱크를 잡는 요령과 오링체크, 장비체결

득력이 뛰어난 친구고 배우란 직업을 이미 10여 년 이상 해서

등등을 교육하고, 오늘 풀에서 교육할 것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런지 눈썰미가 빠르다. 의욕도 넘쳐서 끊임없이 자세교정에

사실 평소 후배들에게 내 이미지는 좀 까칠하고 정확한 걸 좋아

골몰하는 모습이 잠수풀안에서도 보인다. 단, 급하면 체하듯…

하는 선배로 통하는 듯하다. 왜 이렇게 말들을 잘 듣는지^^.

잘 따라 하는 듯하다가 전형적인 오픈워터들의 모습으로 돌아

훗날 하재숙은 마스크를 뚫고 나올듯한 눈빛에 “아 내가 지

가곤 한다. 뭐 물에서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습득하는 사람은

금 뭘 잘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온다고 술자리에서 털어

몇 명 못 봤기에 그냥 연습하라고 뒀다. 혼자 복습하는 스타일

놓기도 했다. 이미지관리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게 이럴

들은 중간에 잔소리하면 오히려 버거워하니까.

때 나온다.
“저는 왜 이렇게 공기소모량이 많을까요?”
가벼운 칼럼답게 가벼운 얘기를 좀 하자면, 배우라는 직업은
누군가로 변신해서 감정과 그 사람을 표현하는 직업이다. 우리끼

일단 넌 다른 여성교육생보다 흉곽과 폐활량이 크다. 크면 그

리는 캐릭터설정이 잘 안 되거나 연기라 잘 풀리지 않을 때, “안

만큼 소모한다. 너보다 작은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되면 모방이라도 해.”라고 종종 조언한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가

마라. 너는 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잘하려고 해라.

슴이 열리지 않으면 누군가 했던 연기를 벤치마킹이라도 하라는

그리고 너의 평소 호흡법이 그런 거다. 긴 듯 안정적으로 호흡하

얘기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기서 거기인

지 않고 무의식중에 스타카토처럼 바삐 호흡하니까.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거기다 본인만의 색깔을 입혀야 함은 당
연한 얘기고 발성과 표현력이라는 기본은 논하지 않겠다.

증상????? “애들아 장우가 대사 칠 때 빠르니 아니면 느긋하
게 조곤조곤 씹어대며 치니???”

몇 개의 강사자격증(스노우보드, 스쿠버다이빙, 래프팅)을 가
지고 있는 나로서 많다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다. 그러

서현진, 18살에 데뷔해서 가수와 배우

다 보니 배우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본인이 가지고

를 넘나들며 10여 년간 연예계경력은 그

있는 성격과 일을 대하는 태도, 자세 등이 보이는 광경을 매번

냥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그리고 평소 연

봐왔다. 배우들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4명

기패턴과 촬영 전에 이미 대사를 완벽히

의 배우들은 평소 본인들이 연기하는 패턴을 오픈워터 교육 중

숙지하고 나오는 준비성, 그리고 여성다이

에 고스란히 보여줬다.

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느리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이 친구는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이장우, 아직 20대 후반으로 에너지와

의욕이 넘칠 때이다.

가, 정확히 자기표현을 하는 존재감이 있고, 연기패턴은 천천히
대사를 처리하고 자신의 감정발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표
현한다는 느긋함도 가지고 있다.

평소 연기패턴 역시 에너지가 넘쳐서
대사를 무척 빠르게 친다.(보통 우린 ‘대

역시나, 그런 모습은 잠수풀에서 고스란히 보인다. 입수 전 브

사를 말한다’ 하지 않고 ‘친다’라고 표현

리핑내용을 더도 덜도 없이 그대로 연습을 하고, 호흡패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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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대사패턴 그대로 보여준다. 물속에서는 절대로 급하거나

패턴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배우로서 사는 인생에는 플러스

바삐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래 봐야 공기소모량만 많아지고 이

알파라고 본다. 감정의 깊은 골짜기를 느껴보지 못하고 연기를

산화탄소 발생량만 늘고 근육에 젖산만 쌓일 뿐이다. 부드러운

한다는 건, 프로젝트그룹이 ‘가왕 조용필 씨’를 흉내 내는 것과

것이 강한 것이다.

비슷하다고 본다.

남성보다 근육량 자체가 적은 여성들은 대체로 물속에서는

집중력과 성실성으로 잘 따라오는 스타일이고, 오픈워터들의

저항과 부력 때문인지 느리고 천천히 움직인다. 이는 초보자였

뻔한 실수와 자세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만, 늘 극복하려

을 때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특질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안정

는 마인드를 보여주는 재숙이는 물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

적인 자세와 몰두하는 모습이 ‘금방 익숙해지겠구나.’ 하는 느낌

주었다.

을 전달해 주는 친구다.
일단 물을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고, 나름 소모하는 공기(의외
그러나 정말 재밌는 것은 신은 공평하다는 것이다. 발전 속도
가 높을 것 같은 서현진은 잠수풀에서도 격한 추위를 호소했다.

로 조금 마셔주신다.)는 오픈워터 과정일 뿐이고, 트림자세는
좀 불안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

“흠…. 이 정도 수온에 저리 추위를 타면, 동남아다이버로 경

하지만, 그놈의 감정 기복은 제주도에서 한번 터진다. 곧바로

력을 쌓는 게 더 빠르겠군.” 이라는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겠

수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차암… 연예계에서 살아

다. 나중에 쭉 지켜보겠지만, 역시 제주도에서 내 생각이 맞았

남는다는 게 뭔지, 다들 집중력들은 발군이다.

다는 결론만…. ㅋ
신동은, 연극과 뮤지컬쪽에서 활동하는 친구로 같이 연기해
하재숙, 20대 초반에 대학로에서 연기

본 적이 없어서 연기패턴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그러나 남자들

기반을 쌓고 한 계단 한 계단 잘 올라온

이 보여주는 패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보통의 남자배우들

친구다. 나이에 맞지 않게 감정기복이 좀

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습득하는 것에 강한 자신감과 열성을 보

있고(착해서) 감정표현력도 섬세함은 발

여주곤 하는데, 물에서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군이며, 평소 말투에 가깝게 대사는 빠

발생한다.

른 편이다.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좀 있
다. 대체적으로 명랑한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지만, 감정이 다운

외이나 부비동의 고통, 부력과 저항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움직

될 때의 속도는 무척 빠르다. 다행히 업될 때의 스피드도 빠른

임, 생전 처음으로 입으로만 호흡을 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물!

편이다. 이런 패턴은 사회생활에서 짜잘 한 상처를 받기 쉬운

마스크 물빼기 실패와 외이의 고통은 동은이를 많이 위축시켰

198

다. 하지만, 그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니, 유승재 마스터의 집

데 무척 재미있는 시간이었고(평소 연기패턴을 물속에서 바라

중적 과외로 금방 극복하고 자연스레 잠수풀에 익수해져 갔다.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 사실 방송관계자를 교육한 건 노
란복수초팀에서 조명팀과 동시녹음팀을 처음으로 가르쳤었다.

내가 재미있어 한 건, 남자 초보 다이버 중에 아주 의욕적인

아주 오픈워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었던 팀이었다.

모습을 보이다가 금세 겸허해지는 자세로 바뀌는 모습을 종종

배우는 이번 팀이 처음인데, 후배들의 다이빙 인생을 설계해준

보곤 하는데, 동은이가 이런 패턴이었다.

다는 생각에 무척 신경이 많이 쓰였던 교육이었다.

이런 경우 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재미

그리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있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재미있어 한 건 아니고, 오
히려 이런 경험이 다이버로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바다는 친구기도 하지만, 자애로운 어머니일 때도 있고 엄한 아

“난 너희들이 부럽다! 지금 이게 안 돼요, 저게 잘 안 돼요. 고
민하지만, 난 너희들이 부럽다!

버지일 때도 있으니까. 이때 느낀 겸허함은 평생 다이빙을 할 바
탕이 되기도 한다. 이 친구도 추위에 약하고, 더구나 뱃멀미도
있어서 제주도에서 고생을 좀 했다.
김주연, 현진이의 매니저인 이 친구는 사체과 출신답게 이론
과 스킬의 습득력은 빠른 편이지만, 물의 매질과 특성의 이해력

내게는 가볼 바다보다 가본 바다가 많다. 물론 바다는 갈 때
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희들에게는 정말 많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가서 즐겨라. 그
리고 바다를 품어라!”

은 적어서 좀 답답하게 배우곤 했다. 그리고 평소 자신에 대한
의욕적인 표현력을 가진 사람과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은 궁금
함에 대한 표현도 극명하게 다르다. 특히나 이 친구에게 부탁한

멋지게 말은 했지만, 이중에 몇이나 그걸 느끼고 품을지, 이
또한 궁금하고 재미있을 듯하다.

건,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로 향했다.
흠…. 역시나 질문이 거의 없는 “YES”형의 다이버였다.
다시는 연예인 다이빙투어 스케줄은 잡지 않으리라.
장점은 가르쳐준 데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상황에서 임기응변에 잘 적응 못하는 유형이 “YES”형
다이버의 단점이다. 물론 필자 본인의 주관적 관점일 뿐이다. 하
지만, 제주도에서 강력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정찬

잠수풀 교육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면 지루할 거 같아서 각
자 특성에 대해 얘기해봤다. 후배 제자들은 처음 교육을 했는

SSI AOWI / Txr 강사
GUE Fundamental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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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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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9월 September Diving Society Diary

1

Diving Inside

BSAC Korea 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잡지공급에 관한 협약 체결
“BSAC Korea 교육단체는
소속된 모든 강사(활동성 강사)와
센터는 이번호부터 앞으로 2년간
본 스쿠바다이버 잡지를 무료로
자택에서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BSAC(박종섭 본부장)는 모든 소속 강사와 센터에게
본지를 정기구독을 할 수 있도록 본 지와 잡지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본 지와 잡지공급 협약을 체결한 5개의 교육단체

BSAC Korea

IANTD Korea

R

SDI/TDI/ERDI Korea

R

SDD International

R

SSI East Asia &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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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메인 수족관에서 체험다이빙을 할 수 있다
현재 인간이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스쿠바다이
빙을 배워 직접 들어가는 것과 유리창이 달린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바다를 육지로 끌어
올린 수족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쿠아리움의
유리창 너머로 보는 바닷속 풍경은 간접적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수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쿠아
리움에서 체험다이빙을 해보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DIVE(대표 : 강규호)에서
는 아쿠아플라넷제주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체험다이
빙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며, 지난 7월 11일에 일간지
기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체험다이빙을 실시하였
다. 본격적인 체험다이빙은 7월 22일부터 실시하며, 아
쿠아리움에서 체험다이빙은 한정된 공간안에서 다양한
수중생물을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다.
수족관의 환경과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 다이빙은
하루에 4~5회로 제한하며, 체험다이빙 비용은 1인당 139,000원(입장료 포함)이다.
•문의처 : 제주다이브(대표 : 강규호)
•016-699-9582, 064-73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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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 삼천포 서울병원에 챔버시설 설치
잠수병 전문시설이 사천시에 건립되고 있다. 사천시는 삼천포 서울병원(정석본 병원장)에 국비를 포함
해 10억 원을 들여 한 번에 9명의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잠수병 전문 치료시설을 건립중에 있다.
잠수병 환자들은 그 동안 전문 치료시설이 없어 인근 도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후송도
중 숨지는 사고도 적지 않았다.
삼천포 서울병원은 전문의를 포함해 8명의 치료 인력을

배관개요도

확보하여, 사천 남해 하동지역 어업인과 다이버를 위한 잠
수병 치료센터가 8월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잠수병 치료센터가 가동되면 남해안 어민들과 다이버들의
장거리 진료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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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지방에서 조개나 산호를 채집말자
中 관광객 몰디브서 스쿠바다이빙 중에 산호 채취 ‘물의’
최근에 몰디브를 여행하던 중 한 중국 관광객이 대표적인 레
저 스포츠인 다이빙을 하면서 불법으로 산호를 채취해 작은
산호를 호텔 방의 테이블로 추정되는 곳에 올려놓고 찍은 사
진 한 장과 함께 “금방 물에서 건져 올린 산호, 아름답지 않나
요”라는 문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대대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
다이빙투어를 하다보면 물속에서 게오지 같은 예쁜 조개껍질
을 주워 가방에 담는 다이버들을 종종 본다. 특히 이들은 다이
빙투어를 처음으로 하는 다이버들이 많다. 물론 처음 보는 아름
다운 조개껍질을 보면 주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출국장에서 이를 발견하면 출국
하지 못하고 많은 금액의 벌금을 물거나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도 모르고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인솔강사나
경험많은 다이버가 이를 잘 알려 주어야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출신 동문

여름 캠프 실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출신의
동문 여름 캠프를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2박 3일)
까지 제주도 한림읍 금릉리에 있는 금릉마린 게스
트하우스(대표 : 김창완)에서 실시하였다.
지도교수 강신영 교수를 비롯하여 김성진 동문회장
(고신대학교 행정), 홍장화 동문부회장(IANTD 본부
장), 오영달 동문부회장(LS산전 홍보팀장), 박진수
동문총무(테코 차장), 신명철(우정사 사장), 박종섭
(BSAC 본부장), 정근남(나우이 코스디렉터), 최종인
(제이마린 대표), 정인우(모아수중공사 대표), 유호
휘(해군 SSU 대위), 염태환(한국초저온용기)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비양도 근처에서 다이빙을 즐기
면서 선후배 사이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즐겁고 유
익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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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살아 있네!!!
우리나라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2006~2013)’의 분석결과를 지난 7월 15일 발표하였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2013년 조사 중인 동해북부 해역 제외)에는 총 4,874종의 해
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영해 면적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1,000km2)당
출현하는 해양생물은 56종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된 국
제 『해양생물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 종수
는 32종/1,000km²으로 나타나 세계 1위로 기록되었으며 2위인 중국(27
종/1,000km²), 3위인 남아프리카공화국(15종/1,000km²) 보다 훨씬 높은 것
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우수한 생물다양성은 2014년경으로 전망되는 나고야의 정서의 발
효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될 각국의 「해양생물 주권화 시대」에서 바이오
산업 등 국가 부(富) 창출을 이끌 주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제주도 돌돔 방류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15만 마리의 어린 돌돔 종자를
잠수함관광 주변 해역 방류키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이생기)에서는 제주도의 수중관광 활성화와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해
15만 마리의 어린 돌돔 종자를 6월 말부터 잠수함관광 어장 주변해역 및 연안 어장에 방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어린 돌돔을 비롯한 어류종묘 방류사업이 대부분 중간 육성장이 위치한 어항 주변 해역 위주로 방류
하여 왔고, 금년도부터 어린돌돔에 대해서는 방류효과와 수중관광을 겸할 수 있게 잠수함 관광어장에 집중적
으로 방류하여 잠수함 관광 등 스쿠바다이버와 같은 수중체험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과 함께 자
원조성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돌돔뿐만 아니라 관상생물로서 가치가 있는 제주 토
착 어종인 쏠베감펭, 자리돔, 범돔 등을 개발하여 방류함으로써 잠
수함 및 스쿠바다이버 관광객들에게 제주연안의 다양하고 풍부한
어류 자원을 홍보함은 물론 해양생물 생태 교육의 체험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 :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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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가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다
한류성 어류 급속히 사라지고 열대어가 급증!!

그 많던 명태·쥐치는 어디로 갔나?

도가 아열대성 어종이 차지하였고, 독도나 울릉도 주변해역에서도 점점 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바뀌는 것은 농작물과 식물만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을 보이고 있었다.

현어류의 분포양상 이 남해안이나 제주해역의 분포 양상과 유사한 특징들

해역에서 살던 물고기들도 거처를 옮기고 있다. 명태와 쥐치가 대표적이다.
모두 수온 변화 탓이다. 박성은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 수산연구센터 박사
문제는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어획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줄면서

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 평균 수온은 0.6∼0.7도 상승했는데 우리는 1.2도

사실상 수입 물고기가 됐다는 점이다. 쥐포로 많이 먹었던 쥐치도 어획량이

나 상승하였고, 평균의 2배꼴로 우리 해역의 수온 상승이 높은 편”이라고

급감했다.

말했다.

동해안에서 아열대성 어종의 출

사라지는 어종이 있지만 한반도 수역으로 이사 온 물고기들도 있다. 참다랑

현사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

어(참치)는 원양어선을 타고 먼 남쪽 바다로 나가야 잡을 수 있는 어종이었

면 지난해에는 강원도 양양과 주

지만 이젠 한반도 근해에서도 잡힌다.

문진 인근해역의 정치망에서 초
대형 노랑가오리, 대형해파리 및

심지어 양식까지 시도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주도와 전남 여수 거문도,

보라문어가 출현하였으며, 울산

경남 통영 욕지도 등 세 곳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을 하고 있다. 거문도에

연안에서는 참다랑어가 시험조

서는 월동 생육 실험 결과 119마리 중 103마리가 겨울을 넘겼다.

사선의 트롤조사에 어획되기도
했다.

제주연안 푸른 점 문어, 쏠종개 등 독이 있는 생물 조심
금년 6월 중순에는 후포 연안 정
치망에서 열대나 아열대해역에

지난 해 11월 28일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에 보면 제주 북부연안 암초에

서 주로 분포하며 새치류중에서

서 독을 가진 문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가장 열대성이 강한 흑새치가 어

강주홍作

획되었고, 6월 말에는 강원도 양

제주 북부 연안 암초에서 독을 가진 문어와 쏠종개가 발견되어 주의가 요

양군 인구리 방파제에서는 붉은

구된다.

바다거북이 발견되었는데 이 바
다거북은 주로 열대, 아열대 및

파란고리문어(Hapalochlaena lunulata)는 호주, 일본 등의 남태평양 해역에

온대해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지

서식하는 열대생물로 성체

난 6월초에는 부산 영도구 감지

의 크기가 발 길이를 포함

해변에서도 한마리가 발견되기도

20cm 미만의 소형종이다.

했다.

낮에는 해변의 바위틈이나
아래에 숨어 있다 저녁에

또한 금년 7월초에는 경북 죽변 연안에서 은행게 2마리가 어획되었는데 이

는 바위에서 나온 뒤 먹이

종은 문헌에 의하면 1969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어획된 기록이 있다.

활동을 한다.

또한 강원도의 고성, 양양, 삼척 및 경북 울진, 포항 등지에서 매월 조사하

적갈색 바탕에 파란 줄무

고 있는 정치망 어종조사에서도 예전에 주로 남해안이나 제주해역에서나

늬가 몸 전체에 산재해 있

볼 수 있었던 아열대성 어종인 강담돔, 백미돔, 독가시치, 자리돔, 철갑둥어

고 위협을 느낄 시 파란색 고리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파란고리문어(Hapalochlaena lunulata)

등이 종종 어획되기도 했다.
턱과 이빨에 maculotoxin의 일종인 맹독이 있다. 때문에 이 문어에 물리면
특히 동해안에서 한류 및 난류의 교차해역인 동해 왕돌초 주변해역은 최근

신체마비ㆍ구토ㆍ호흡곤란ㆍ심장마비 등 큰 위험을 일으키므로 빨리 응급

수중잠수조사에서 확인된 줄도화돔, 파랑돔, 자리돔, 거북복 등 약 20% 정

처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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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동 앞바다에서 수심 20m 아래로 내려가면 연산호인 가시수지맨드라미

구소는 민물메기와 비슷하게 생

군락이 보이고,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자색 수지맨드라미도 발견된다고 한

긴 바닷물고기인 쏠종개에 쏘이

다. 화려한 색깔의 연산호 위에선 갯민숭달팽이와 말미잘이 번식하고 있고,

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좀처럼 볼 수 없는 2m 크기의 대형 해송도 있다고 한다.

주의를 당부했다.
쏠종개의 등지느러미와 양 가슴
지느러미에는 각각 1개씩의 가

쏠종개

열대어들도 이사를 왔다

시가 있으며 이 가시에 찔려 쏘

고준철 아열대수산연구센터 박사는 “제주도 주변에서 어획 시험조사를 하

이면 독액이 분비돼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쏘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면 2000년엔 한두 개체 보였던 아열대 어종이 2005년 이후로는 개체 수가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온 몸에서 땀과 열이 나는 경우도 있다.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근엔 어획 시험조사를 하면 건져 올린 어종 중
40% 이상이 아열대 어종이다. 청줄돔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시복, 독가

차형기 아열대수산연구센터장은 “최근 제주바다에서 어류를 비롯한 무척

시치, 거북복 등도 흔하게 보이는 어종이 됐다.

추동물 등 아열대성 생물들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안가에서
형태나 색상이 화려한 생물은 맨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보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바다 밑바닥 생태계의 변화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같은 해조류와 패조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제주 바다에서 대규모 연산호 군락 발견

고준철 박사는“수심 15ｍ까지를 해녀들이 활동하는 마을어장권으로 보는데
그 안에서 서식하는 생물 중 해조류는 감소하고, 말미잘류, 빛단풍돌산호,

제주 북쪽 바다에서 대규모 연산호 군락이 발견되었다. 연산호는 지금까지

거품돌산호 등 무척추동물이 아열대성 어류 증가 시가와 맞물려 마을어장

국내에선 제주 남쪽 서귀포 앞바다에서 볼 수 있던 아열대성 해양생물이다.

을 뒤덮을 만큼 번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호류의 증대는 바로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을 의미한다.
연안의 바위에 산호류가 들러붙으면서 해조류는 쫓겨나고 해조류를 먹이로
삼던 어패류도 사라지게 돼 어장이 황폐화된다. 갯녹음의 원인은 수온 상승
과 육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박사는 “그 영향으로 기존의 해조류와 패조류는 제주도 마을어장에서
아예 없어졌다.”며 “예전에 10마리 있던 곳에 지금은 1∼2마리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한때 제주도 특산물로 유명했던 오분
자기도 지금은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고 박사는 “바다 표면은 고요하고 잠잠하지만 그 밑에선 토착 생물과 열대
성 생물 간에 치열한 생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저서 생태계
가 변하면 먹이사슬에 따라 어류들도 열대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우리나라 연안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거 출현 예상
국립수산과학원은 동중국해의 특정수역에서 어린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량 출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지난 5월30일 밝혔다. 동중국해에서 어린 노무라입깃해파리들
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올해 여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우리나라 연안으로 대량 유
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예년 이동경로로 볼 때 노무라입깃해파리 무리는 7월 초 제주 및 남부해역, 8월
초·중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경 2ｍ내외에 무게가 150㎏ 이상 성장하는 대형 노무라입깃해파리에 한번 쏘이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중사진가들은

해독제가 없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을 수 있어 치명적이다. 다이버들은 다이빙시

아름다운 피사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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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프로의 월드레코드 수립 이벤트

지난 6월 23일(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의 아르피아스포츠센터에는 150여명의
스쿠바다이버들이 모여 마린뱅크가 주최하는 스쿠버프로의 월드레코드 수립 이벤트를 개최하
였다.
이벤트의 내용은 스쿠버프로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호흡기를 생산하는
회사임을 자부하는 스쿠버프로의 호흡기 중에서도,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MK25/S600의
MK25 한 개의 1단계로 125명이 동시에 호흡하는 행사로, 호흡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스쿠버 프
로 마니아들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스쿠버프로 본사의 총괄기술이사인 기르버 데 코리올리스(Girber de Coriolis)가 총
괄하고, 마린뱅크의 김주성 대표가 주관하였으며, 스쿠버프로 아시아퍼시픽의 크리스 림(Chris
Lim), 엑스포트 세일즈 매니저 존 세단(John Seddon) 등이 참관하였다. 또한 한국다이빙교육단
체연합회(KDEC) 소속의 교육단체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스쿠버프로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6개의 대용량 스토리지 탱크를 연결하여 더블탱크의 한
쪽 밸브에 연결하였고, 더블탱크의 나머지 밸브에 MK25 호흡기 1단계를 장착했다. 그런 다음에
MK25 호흡기의 저압포트를 통해 1개의 호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조인트를 통해 5개씩 가지를
쳐서 125개의 R190모델 2단계를 연결하였다. 또한 10개의 R190모델 2단계를 추가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KBS1 TV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록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125명의 다이버들이 동시에 수중에서 5분간 호흡하는 것을 성공하였다. 추가로 135명의 다이버
가 동시에 11분 5초 동안 수중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도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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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스쿠버프로 세일즈 포인트 세미나 개최
(주)마린뱅크는 6월 18일에는 서울, 19일에는 부산에서 딜러숍들과 소속 강사들을 초청하여
SCUBAPRO 세일즈 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서울지역 세미나
- 일자 : 2013년 6월 18일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식사 제공)
-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4층 아테네홀
• 부산지역 세미나
- 일자 : 2013년 6월 19일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식사 제공)
- 장소 : 센텀시티역 내 벡스코 제1전시장 317호
서울지역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에서는 경제학 금융컨설턴트 박금용 강사를 초청하여 “스킨스쿠버 숍 경영 효율성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컨설팅 세미나를 하였는데, 박금용 강사는 스킨스쿠버 샵이 고객 만족도
를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는데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에 실제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박금용 강사의 경험이 더해져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부에서는 SCUBAPRO 본사의 총괄기술 이사인 Girber deCoriolis가 방한하여 스쿠버프로
레귤레이터와 부력조절기에 대한 Girber de Coriolis 이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이어졌다. 46
년간 다이빙을 하고 29년간 스쿠버프로에서 일했다는 Girber de Coriolis 이사는 스쿠버프로
제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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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2013) 전시회 개최
지난 5월 30일 ~ 6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홀6에서 제1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2013)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KIBS)가 그 동안 경기
도 전곡항에서 진행되었던 실내 전시를 킨텍스로 이전하여 개최하면서 스쿠바다
이빙, 수상레저, 아웃도어 등을 포함하는 워터스포츠 종합 전시회로 발전시키고자
마련한 것이었다.
보트 쇼와 아웃도어 전시는 홀7과 홀8에서 개최되었고, 전시 규모가 예상보다 커
지면서 KDEX는 추가된 홀6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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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전시회 개막사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경기도는
경기국제보트쇼를 올해 비즈니스 중심의 산업전시
회로 전환해 제2의 도약을 하고자 한다.”라며 “국제
적 공인과 국가관 등 협력기반의 확대로 ‘바다가 미
래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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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DEX는 한국다이빙교육단체협의회(KDEC, 의장 김동혁)에서 주관하였는데, KDEC에 소속된 교육
단체와 다이빙 장비업체, 여행사, 국내외 리조트 및 샵, 다이빙풀, 다이빙관련 학교 등이 참가하여 200부
스를 넘었다.
교육단체는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DI/TDI/ERDI, SSI, GUE 등이고, 장비업체
는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주)마린뱅크, (주)테코, (주)해왕잠수, 인터오션, 첵스톤, 바다강, 다이브자
이언트, 동진종합기계, 모비스, 캠스케어, 이노빔, 스쿠버텍, 헬시온코리아, 아쿠아시스템, 포스엘리먼트,
WSE 트레이딩, 오션라이프, G-스쿠버, (주)액션투어, 해양경찰청 등이다. 또한 강릉에 위치한 바하마다이
브리조트, 제주도의 마린하우스, 블루샤크리조트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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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샥스핀 운송 중단
국제환경단체, 멸종위기 상어보호 촉구

만 톤이 잡혔다. 2000년에 약 1억 마리가 잡혔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
부분 샥스핀 요리의 재료로 거래되고 있다.
<참고>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대한항공,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샥스핀
화물운송 전면 중단 결정
지난 3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회의에서 상어류 5종을 멸
종 위기 종으로 등재하였다.
지난 3월 3~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CITES 회의에서 환경보호단
체가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의 보호를 촉구하였다. 상어는 값비싼 샥스핀 요
리의 재료로 쓰이는 바람에 해머헤드 상어 등 3개종이 추가로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고 한다. 상어는 성장 속도가 늦고, 새끼 수도 적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멸종하는 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항공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물 보호에 적극 동참합니다.”
대한항공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
기에 처해있는 상어를 보호하기 위
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장완흉상어, 귀상어 3종, 비악상어, 만타가오리를 해양생물 부속서 II에 등
재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부속서 II에 등재된 해양생물은 18개월 유예기간

샥스핀의 화물 운송을 최근 전면
중단했다.

이후 반입이 되고, 수출입시 CITES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거래
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샥스핀의 운송요청을 의뢰 받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
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명

상어의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가 샥스핀 요리로써 아시아인들이 즐기는 음

서(Permit)가 수반된 경우에만 운송을 허용해 왔다.

식이다. 상어들이 이 고급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 처하
였다. 샥스핀 요리의 재료로 공급되기 위해 남획되는 상어는 연간 1억 마리
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백상아리, 고래상어, 돌묵상어를 멸종위
기에 처한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태국에서 열린 CITES 회의에서 상어류 5종을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하고, 5월 미국 뉴욕주에서도 샥스핀 유통금지 법안도 통과됨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샥스핀의 운송을 막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에 대한항공도 상어 생태계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샥스핀 운송의 전면 중단

그러나 6일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보호회의에서 국제환

을 결정했다.

경보호단체 퓨(Pew)는 귀상어 3종(Scalloped hammerhead shark, Great
hammerhead shark, Smoothhammerhead shark), 악상어(porbeagle/
salmon shark), 장완흉상어(Ocean whitetip shark) 등 3개종을 추가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동식물에 관한 국제협약(CITES) 회원국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더라도 상업적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규제가 따른다.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면 식당들은 상어지느
러미가 불법 남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샥스핀은 가격이 1kg당 최소 800달러(약 90만 원)를 호가할 정도로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희귀 재료이다. 이로 인해 상어 수산업자들은 상어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지느러미 부분만 자른 채 몸통은 다시 바다에 버리는 방식
으로 7,300만 마리가 넘는 상어들을 포획하고 있다.
향후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생동물 항공 운송 규정인
LAR(Live Animal Regulations)에 상어 및 부산물의 운송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정식으로 제출해 규정화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
참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가 상어 보호에 실패해 상어 종류 중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0년에는 상어 9천700만 마리, 약 140

제공 : 대한항공

215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안내 Diving Resort of Philippines
San Pascual

루손지역
Baguilawa

③

Danglayan

San Pedro
Pulong
Balibaguhan
Ligaya
Bagalangit

①

보라카이 섬

Banaba
Center

boracay
Island

Sirang
lupa

Batangas
City

Gasang

Mainit

Pinamucan
Ibaba
Simlong

Maricaban
Island

Mabacong
Pagkilatan

◀

Ilihan

Manila

②
Aninuan

Batangas City

Verde
Island

Balatero

Puerto
Galera

◀

Boracay
Tacloban
City

비사야지역
Bayanng Liloan

Mandaue
City

Cebu
City

Bacolod
City

④

Pinamungahan

Carcar City

Dumaguete
City

Dumanjug
Ronda

C e b u
City

Tagbilaran
City

Tubigon

Sibonga

Calape

Argao
Dalaguete
Alegria

Malabuyoc

Tagbilaran
City
⑤

Davao City

Bohol

Baclayon

Daus

Valencia

Samboao

⑥

◀
Dumaguete
City

루손지역
① 바탕가스 아닐라오

•DIVE 7000 리조트
(유재철)
070-4641-1787
+63-905-297-1787
+63-927-226-6402
www.Dive7000Resort.co.kr

비사야지역
④ 세부 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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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c1793@naver.com
필리핀 마닐라(루손지역) 바탕가스 아닐라오는 마닐라 공항에서 차량으로
2시간 ~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저한 해양관리로 많은 산호
와 어종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류 유명하다. 그중, 마크로 다이빙으로 유명
한 포인트들이 많아 365일 다이버의 발길이 끊이질 않은 곳이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 및 교육이 용이한 포인트도 있어 체험, 교육, 고급 다
이빙이 가능하다. DIVE7000 리조트는 아닐라오의 대표적 포인트인 성당바위
바로 앞에 위치하여, 무감압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한, 비치 다이빙을 무
제한 제공하고 있다.

② 민도루 사방비치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임희수)
63-928-719-1730
070-7563-7130
www.paradise-dive.net
diver-ricky@hotmail.com
파라다이브 다이브 리조트는 사방비치의 최고급 리조트이며, 모든 객실이 비
치뷰로 경관이 아름답다. 그리고 리조트내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 최
신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탱크를 충전하며, 나이트록스 다이빙시
스템 구비되어 있다. 또한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천국처럼 환상적인 다
이빙을 안내하며,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과 SDI/TDI 강사교육을 진행한다.

보라카이 섬

막탄섬에 위치한 Palm Beach Resort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Palm Beach
Resort는 58개의 객실을 보유한 신축호텔로써 장기투숙 고객을 위하여 모든
객실에 조리가 가능한 부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지하 주차장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세부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편
하게 묵으며 관광할 수 있다. 세부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
가 큰 PADI라는 스쿠바다이빙 교육단체의 가맹점으로 세계적으로 교육의 품
질이나 안전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PADI의 교육시스템을 사용하며 교육규
정을 준수하고 있다.

⑤ 보홀 팡글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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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발리카삭섬을 바로 눈앞에 품
고있는 보홀 팡글라오섬에 새롭게 리조트를 신축하였다. 대형 잠수풀을 갖추
고 있어 모든 등급의 다이빙교육에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쿠바다이빙 안내 외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초코렛 힐과 가장 작은 영장류인 안경원숭이 등을 비롯
한 생소한 팡글라오섬과 보홀섬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⑥ 세부 릴로안

•노블레스리조트
③ 보라카이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센터&리조트
(김순식)
070-8600-2154(한국)
070-8253-3033(현지)
kimsoonsik@gmail.com
www.seaworld-boracay.co.kr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 보라카이 섬의 화이트 비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한
씨월드 다이브 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1월에 현재의 위치
로 이전하여 성업 중에 있다. PADI GOLD PALM A 5 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이며 PADI INTERNATIONAL RESORT
ASSOCIATION의 멤버로서 강사 교육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다이빙 센터이다.

(정광범)
010-8676-5044
070-8234-6200
www.noblesse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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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스쿠버연합회 회원샵
제주시

서귀포시

스쿠버스쿨 제주

마린하우스

씨월드팬션&제주다이버

바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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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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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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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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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어드벤쳐

뉴헤븐 다이브&펜션

대표 : 유 현 재 (017-204-9456)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doonggar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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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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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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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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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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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주)마린파크
대표 : 김 형 태
064)792-7775
010-6820-3999
jmarinepark@naver.com
www.marin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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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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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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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블루샤크
대표 : 이 태 훈
서귀포시 서귀동 597-1
070-8861-6326
010-9688-6326
babocheju@hanmail.net
www.jejubluesh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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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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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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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다이버
대표 : 박 세 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13-1
064)739-4676
010-3639-0862
scubaitc@naver.com
www.ilovedi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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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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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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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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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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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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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다이빙스쿨

딥블루씨

스쿠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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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고 승 일
서귀포시 동홍동 192-39
064)733-1874 / 010-9889-1874
k27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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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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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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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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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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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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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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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스킨스쿠버연합회 회원샵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교암리조트

그린레포츠

38마린리조트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대표 : 손상돈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77-1
010-8730-9185
www.kyoamdive.com

대표 : 최성환
속초시 영랑동 1-6
033-635-0271, 011-773-2910
www.greenchoi.net

대표 : 임근환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033-671-0380
www.38marine.com

대표 : 김철래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033-645-1472, 010-4250-1471
bahama1472.com

네모선장리조트
대표 : 고영식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2-1
033-632-4251, 010-6370-0271
www.nemocaptain.com

반암리조트
대표 : 김동석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98-2
010-5368-7738
www.banamresort.com

백상어리조트
대표 : 김대선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3
011-9716-7474
cafe.naver.com/whiteshark0788

봉포리조트
대표 : 김석호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봉포다이빙
010-9159-0199
www.bongposdr.co.kr

송지아이파크리조트
대표 : 박정기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033-632-6526

백도수중
대표 : 강민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033-681-4233

아야진리조트
대표 : 이성행
고성군 죽왕면 아야진리 1-1
033-632-8182
cafe.daum.net/ayajindiveresort

청간리조트
대표 : 김이조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1-18
010-9259-2552
www.cgscuba.co.kr

씨드림다이브리조트

동명스킨스쿠버
대표 : 이재원
속초시 동명동 1-3번지
010-8664-2676
cafe.naver.com/dmscuba

수산다이브리조트
대표 : 곽영옥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48-1
033-672-7002, 010-3118-5714
cafe.daum.net/susanDIVERESORT

속초다이버스
대표 : 박종규
속초시 동명동 1-16
033-638-0638
cafe.naver.com/outdoormall

영금정스쿠바
대표 : 이석
속초시 영랑동 20번지
010-3380-4707
cafe.daum.net/ssihs

동해시
동해딥블루
대표 : 성기영
동해시 천곡동 1000-12
033-535-0208

아쿠아갤러리 마린리조트
대표 : 임창근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033-672-5666
www.aquagallery.co.kr

인구다이브리조트
대표 : 강동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27
033-671-0158, 011-717-2982
www.dive-1.com

CF문암 다이브 리조트
대표 : 김동석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070-4201-7942, 010-9326-8162

보보스리조트
대표 : 이건수
강릉시 사천진리 86-150
033-644-1261
www.bobosscuba.com

사천다이브리조트

팀스킨스쿠바
대표 : 이기영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32
010-8963-8582

문암리조트

대표 : 김형래
고성군 거진읍 22-25
010-3369-3276

대표 : 김병수
강릉시 안현동 32-2
033-644-2772

대표 : 조형철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5리 1번지
033-662-0025
blog.naver.com/27079163

대표 : 최진천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162-5
033-672-2100,011-9002-0060
www.carib.co.kr

파라다이스 오션블루
대표 : 김형철
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 73
033-671-6773, 010-6543-0271

거진리조트

경포레포츠

등대스쿠바

대표 : 정성웅
동해시 추암동 461 추암해수욕장
033-522-1475, 010-5445-6079
cafe.daum.net/sandokabe

대표 : 박주명
고성군 토성면 문암2리 143
010-5163-0920

대표 : 조대현
강릉시 남항진동 1-1 축양장
033-652-3225, 011-3366-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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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브다이브

대표 : 김삼규
동해시 구미동 5통 2반
033-521-9839,011-360-1082
cafe.daum.net/happyhaejuk

강릉핀스리조트

월드다이브 리조트

추암다이브리조트

행복한해적

대표 : 이주일
강릉시 강문동 239-1
033-651-8082
www.gnscuba.com/home/gnscuba

삼척시

대표 : 임종표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99
www.sacheondive.com

안인서브마린
대표 : 현광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2리
033-644-6731, 011-9041-4151

영진 아쿠아존
대표 : 김창문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18-5
033-662-8300
www.yjaquazone.co.kr

주문진리조트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80-84
033-662-1555, 011-377-7177
www.j33.co.kr

스쿠바해양캠프

한스쿠바

해원다이브리조트

대표 : 서일민
삼척시 교동 374번지
033-576-0883, 011-9969-0880
cafe.daum.net/marine-scuba

대표 : 이훈선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6-37
033-672-4444
cafe.daum.net/hanscuba

대표 : 박상용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
033-644-6207, 011-685-1556
www.haewondive.com

울진 스킨스쿠바연합회 회원샵
나곡수중

바다목장

워터월드

대표 : 전병섭
울진군 북면 나곡리 80
010-3534-1070

대표: 채상훈
울진군 평해읍 제장로 9-3
010-3884-2304

대표 : 고장식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78-1
054-782-0528, 010-5135-0528

킹스톤

씨워드스쿠바

왕돌스쿠버

대표 : 한민주, 장진환
책임강사 : 윤두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456-23
010-5284-0393, 010-9866-2585

대표 : 김용철
울진군 평해읍 울진대게로 659-1
054-787-7391, 010-3870-6867

대표 : 이남훈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553-47
010-2677-7690

털보리조트

그랑블루

무어해저

대표 : 최영선, 최미자
책임강사 : 장헌국
울진군 죽변면 중앙로42
054-781-7773
010-5675-3050, 010-5274-4992

대표: 김흥래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514
054-782-0078, 011-724-8520

대표 : 홍정일
울진군 원남면 망양정로 89
054-782-6580, 010-2832-9297

워터피아리조트

리조트수

블루스톰

대표 : 이용범
울진군 원남면 망양정로 57번지
010-8938-0909

대표 : 주확수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05
054-781-6700, 011-829-7422

대표 : 김철광
울진군 흑포5리
010-8991-4100

포항 스킨스쿠바연합회 회원샵
델타다이빙리조트

블루오션스킨스쿠버

돌핀스쿠바

대표 : 김외태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413-1번지
054-232-3057, 010-2517-2870
cafe.daum.net/deltascuba
kot7231444@naver.com

대표 : 이충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82
054-251-8856, 010-5572-8965
cafe.daum.net/dive11
s1hanaro@naver.com

대표 : 김욱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환리
010-2517-2870

월포C레저리조트(구,월포리조트)

화진스쿠버리조트

대표 : 황흥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번지
054-232-5001, 010-7567-0119
www.wpcss.co.kr(cafe.daum.net/wpcss)
youhhs@hanmail.net

대표 : 이효성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199-3번지
010-9376-8268
cafe.daum.net/whajinscub
pk0002@hanmail.net

원잠수해양리조트

청우다이브리조트

대표 : 최경식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용환리 314번지
054-232-9669, 010-6823-4277
seaonee@hanmail.net

대표 : 강성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1리 156번지
054-262-2848, 011-818-2848
cafe.daum.net/kangsc2848
kangsc2848@hanmail.net

창원시 스킨스쿠버연합회 회원샵
해마스쿠버

비젼스킨스쿠바

바다여행잠수교실

진해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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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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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안광모
의창구 사림동 31-7번지
055-275-6000
010-5157-3370
badatour1@daum.net
cafe.daum.net/seatrip

대표 : 이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103-8
055-542-7502
016-587-7502

경상스쿠버

아쿠아렉스

대표 : 김덕근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실내수영장내
010-2561-1536
cafe.daum.net/gsscubateam

대표 : 송종윤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실내수영장 105
055-275-3080
010-5230-6770
aquarex@aquarex.kr
www.aquarex.kr

최기영 스쿠바리조트
대표 : 최기영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228-1
055-247-4022
011-528-5285
Cky528@daum.net

남해수중
마린스쿠버
대표 : 최인찬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54
055-222-6854

대표 : 이종술
의창구 두대동 145번지 창원실내수영장 107
055-266-0062
011-816-6055
nsdiver@nate.com
www.nadiver.com

Tel : 033-671-0380~1

마린블루스쿠버
대표 : 유남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3-105
055-544-1442

http://38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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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웅슈트 / 마레스 소식
다이브포 MARES LAB
Technical Seminar EXPERT

마레스코리아 LAB Technical Seminar EXPERT
5월 22~24일(금)까지 마레스코리아에서 마레스랩 테크니컬 세미나가 열렸
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장비에 대한 A/S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반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과정
과 다이빙샵 및 강사분들을 위한 어드밴스드 및 익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 한 과정씩 진행되고 어드밴스드와 익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
해를 위해 7명 이하로 수강인원이 제한된다.
다이빙샵에 신청하실 경우 다이빙샵에서 마레스코리아에 신청하여 해당샵
에서 진행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마레스코리아가 진행한다.(3일간의 교육
비는 15만 원이며 식대, 탱크비 및 별도의 세미나실 비용은 불포함이다.)
이번 세미나는 다이빙 장비이론과 실기를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가
자는 스쿠바인포 이호빈 PADI 코스디렉터, 김경식 강사, 박정훈 강사, 송규

성내동에 새로 오픈한 다이브포에서 마레스 랩세미나가 6월 18~20일까지

철 강사, 강창식 강사가 참가하였다.

3일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265여 명의 세미나에 참가하여 155여 명이 합격했으며 재시험을

다이브포 정주환 사장님이 사무실의 교육실을 세미나실로 제공하였다. 다

통한 합격자를 포함한 참가인원이다.

이브포 소속강사 이영일 강사님, MDI 박형철 사장님 씨월드리조트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 3일차 과정을 재수강을 통해 다시 자격증에 도

준호 강사님이 참가하셨다.

전할 수 있다.

1일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에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든

랩세미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매뉴얼과 전용공구를 살 수 있고

분들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2일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기가 대부

구입했을 경우 공식적으로 마레스장비에 대한 지정점이 된다.

분이어서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가하셨고, 3일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

2년에 하루씩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다. 3일 교
육 동안 장비에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배움에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든 분들이 친분
을 쌓는 모습을 보니 마레스랩 교육이 교육을 떠나서 친목을 다지는 장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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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소식
2013 하계 MT 및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진행
지난 6월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임직원 일동은 여주 이포 CC에 위치한 별
장에서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시즌을 보내기 위한 하계 MT를 진행하였다.
업계 최고 시즌을 임하는 직원들 간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지난 시즌
에 발생된 문제점의 개선 등, 스쿠버다이빙 서포터즈로써의 임무를 다 잡는
특별한 자리였다. 더욱이 이번 MT 기간 중에는 (주)우정사의 신입사원 오리
엔테이션이 병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미 지난 5월 전산 시스템에 관한
1차 교육 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무사히 끝마친 터라 2차 교육이 진행된
이포에서는 레크레이션 위주의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외적인 신
입사원들만의 개성과 끼를 펼쳐 보였다. 이로써 모든 교육을 끝마친 이들은
진정한 (주)우정사의 멤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외부 인사들
의 찬조로 보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행사가 되었다.
이번 하계 MT의 성과가 시즌을 맞이하는 모든 다이빙 관계자 여러분들에
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주)수중영상시스템 소식
매뉴얼 조광스티커 D/Z를 무상으로 제공
• INON Strobe 매뉴얼 조광스티커D/Z
스트로보를 매뉴얼로 사용할 때, 광량 조정을 쉽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
도록 D-2000과 Z-240의 EV.제어 스위치에 간단하게 접착해 사용할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매뉴얼 발광 설정 때의 발광양(*2)을 큰 문자로 표시하고,
문자색에 축광 도료를 사용해, 더 직감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어두운
장소나 나이트다이빙에서도 표시가 뚜렸해서 읽고 보기가 편리해 광량 조
정이 용이하다.

수중영상시스템 iMago Co.Ltd.에서 D-2000,
Z-240스트로보를 구입하신 고객님께 Flash
Gun(Strobe) D-2000, Z-240의 매뉴얼 발
광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매뉴얼 조광스티커 D/Z를 무상으
로 제공한다.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Company-Contact으로 게시글을 남겨주
시기 바란다. (8월30일까지 접수하신 분에
게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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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다이빙풀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아쿠아코 소식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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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푸스 한국으로부터
방수카메라 및 하우징에 관한 국내 독점공급
아쿠아코(캠스퀘어)는 2013년 4월부로 일본 씨앤씨(Sea&Sea)사와 한국 독
점수입 총판계약을 완료하고 씨앤씨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
게 되었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
확한 대응으로 고객만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올림푸스 한국으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로부터 방수카메라 및 하우징에 관한
국내 독점공급을 하기로 하였다. 이제
아쿠아코(캠스퀘어)에서 수중사진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쿠아코는 지난 2월 코엑스에서 열렸던 SPOEX에는 씨앤씨, 노티캠, 이논,
아쿠아티카, 라이트앤모션, 앰피비코 등 거의 모든 장비를 전시하였지만 씨
앤씨와 올림푸스 국내 독점공급을 기념하기 위해 킨텍스 한국다이빙엑스포
에서는 씨앤씨와 올림푸스만 전시, 홍보하였다.

신간안내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래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취급

구자광 지음｜160쪽
값 18,000원｜판형 46변형판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ISBN 978-89-92082082 93660

ScubaMedia

ARA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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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스테이션
- 장비렌탈전문
- 서비스 샵
- 체험다이빙
- 게스트 하우스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방2 다이버스(한국 테크니컬 다이빙 센터)
대표: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www.bang2div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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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바로 이곳! 천지스쿠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1:1로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입니다.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다이빙

천지스쿠바
대표. 김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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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어드벤쳐 Deep Adventure
대표 유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017-204-9456
doonggar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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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2013년 PADI 코스 디랙터와 IDC 스탭 강사 업데이트(한국체육대학교)
2013년 PADI 아시아 퍼시픽의 강사 개발 업데이트가 2013년 6월 1일 한국

■ 토픽 내용

체육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업데이트는 콜린 멜로즈(Colin Melrose, 강

- 디스커버 스쿠버다이빙 업그레이드

사 개발과 매니저), 영희 하니스(Younghee Haniss, 한국 연락관) 그리고 김

- 오픈워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문조사 통계발표 & 새로운 매뉴얼 출시

부경(한국 지역 매니저)씨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강사 개발 업데이트 과정

- 현장에서의 IDC 진행 팁과 힌트들

을 강의실과 제한 수역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

- 한국어 제품 개발

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17명의 PADI 코스 디렉터 그리고 23명의

- 오픈 포럼

PADI IDC 스텝 강사들이 참가하고 이하의 토픽들을 토론하고 제한 수역 평
가 및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 워크샵 및 제한 수역 평가
- 하강 스킬
- 디스커버 스쿠버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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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업데이트 과정 중, 멤버들로부터의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한국에서 프로레벨 마켓 활성화를 위한 적
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업데이트 중 실시한 워크샵은 PADI 다이브 센
터 및 리조트의 요청이 있으면 김부경 지역 매니저가 개별적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직접 문의를 바란다. 이번 업데이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
여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 체육대학, 최강진 교수님(국가
대표 수구팀 감독)과 하나프라자 스텝 일동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PADI 코스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PADI Course Director Training Course)
도미니카 공화국

PADI 강사 시험
2013년 6월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에서, 지난 6월 이하의 스
케줄로 2번의 PADI 강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의 진행과 평
가는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하였으며, 총 32명의 후보생이 참가
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 2013년 6월 7~9일
	참가자 이정만, 김종우, 정봉근, 김희원, 장동근, 김시영, 김상우, 이삼봉
김민철
- 2013년 6월 21~23일
	참가자 김지웅, 서지주, 유경렬, 권재득, 이승용, 김중열, 박종민, 박대헌
김태식, 신민국, 전경률, 오석, 이진우, Joleen Peternel, Travis Chong, 조
규상, 박형기, 신석환, 노지훈, 배동유, 서중오, 성창현, 윤상선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
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을
배출하신 정상우, 송종윤, 강정훈, 김진관, 송관영, 이호빈, 김정미, 김시광,
김용진, 김영준, 임호섭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
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아주신 울진 해양레포
츠 센터의 엄대영 교수님 그리고 정명해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2013 PADI 코스디렉터 트레이닝 코스가 남미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 카나
리조트에서(Punta Cana Resort) 개최되었다.
이번 코스의 진행을 위하여, PADI 아메리카, PADI 아시아 퍼시픽, PADI 제
팬 그리고 유럽 사무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가했고, 수준 높고 전문적인
코스를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 23개국에서 42명의 PADI 코스 디렉터 후보
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코스를 참가한 2명의 한국인 PADI 코스 디렉터 후보생들은 브라질, 영
국, 카나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온 후보생들과 “SOJU”라는 팀 명으로 하
나가 되어 9일 동안 서로 각 지역의 정보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나누며, 우
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료하였다.
- 장태한 코스 디렉터 : 디퍼 다이브 리조트 / 필리핀, 보홀
- 이종문 코스 디렉터 : 오션 플레이어 / 필리핀, 세부
PADI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앞으로 다이빙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PADI 코스 디렉터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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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제주)
2013년 9월 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2년에 이어 전국의 PADI 다이브 센터, 리조
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PADI 스
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디너 이벤트를 이하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날짜 : 2013년 9월 7일
- 시간 : 오후 6~ 10시
-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중문동)
이벤트 참가 예약은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나 리조트를 이용 하시고, 예
약과 결제는 2013년 8월 9일까지이다.
모든 PADI 다이버,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환영하고 초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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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메카!

www.phseasports.or.kr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스포츠아카데미!

▶ 종목 : 바다수영(스노클링), 조정,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용선, 카약, 요트, 스쿠버다이빙, 수상스키, 서핑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2-5 T. 054-282-2223 E. sam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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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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소식
2013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D.O.D(다이버의 꿈) 재능기부 활동

5월 30일 ~ 6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7, 8홀에서 한국다이빙엑스

지난 5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D.O.D(이용주 트레이너) 주최, 복지원 ‘우리

포(KDEX)가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관련 종합전시회이며,

집’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용주 트레

SSI에서는 20부스 규모로 참가하였다. 해외 업체 및 관련 국제 다이빙 전시

이너와 소속강사들의 진행으로 ‘우리 집’ 강당과 수원월드컵 다이빙풀장에

회와 연계하여 최초의 국제 다이빙 전시회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경기국

서 스쿠버다이빙 재능기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활동은 본인만의 단

제보트쇼와 더불어 총 3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거

순한 레저활동에서 벗어나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재능기부를 통한 힐링 추

두었다. SSI에서는 앞으로도 스쿠버다이빙 산업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구의 목적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이번 재능기

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부 활동에는 스쿠버텍(대표 이상준)에서 자격증 취득 기념품으로 마스크와
스노클을 증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며, 복지원에 어린이용 스노클링
세트를 갖춰둘 수 있도록 다량으로 기부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주었다.

헬시온 코리아 연예인 스쿠버 교육 진행
헬시온 코리아의 전속모델겸 SSI 인스트럭터인 연기자 정찬 강사의 지도하
에 제주도 방이 리조트에서 6월 10~12일까지 후배 연기자 이장우 씨와 서
현진 씨, 하재숙 씨, 뮤지컬배우 신동은 씨가 SS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취득하였다. 많은 연예인분들의 활발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기대해보며,

■ 영금정 스쿠버

앞으로도 SSI에서는 스쿠버다이빙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예인 다이버의 양

강원도 영랑동에 위치한 영금정 스쿠버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이

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호석 대표가 운영하는 영금정 스쿠버는 강원 지역권에서 오랜 시간 자리매
김한 스쿠버 센터로 활발히 활동하는 다이브 센터이며, 교육 과정은 SSI 다
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 대표 : 이호석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 전화 : 010-3380-4707
■ 중부대학교
충남 금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소훈 교수
가 운영하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이
가능한 센터이다. 교육 과정은 SSI 다이버 과정을 교육한다.
- 운영 : 소훈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 전화 : 011-83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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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시설 개선과 환경으로 확장하였다. 박상용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며, 교

■ 청간정 스쿠버리조트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청간정 스

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쿠버리조트가 SSI 신규 딜러로 등

- 대표 : 박상용

록하였다. 김이조 대표가 운영하

- 주소 :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며, 비치 다이빙 및 다양한 다이

- 전화 : 033-644-6207

빙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청간정 스쿠버리조트는 SBS 예
능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공식

5월 19일 크로스오버 – 장유진

지정 교육 다이빙 센터이다. 교육

2013년 5월 19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의

과정은 SSI 다이버 과정을 교육한다.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
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장유진 다이브 프로가

- 대표 : 김이조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선도하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 전화 : 033-633-1188

보낸다.

- 홈페이지 : cafe.naver.com/hechak

5월 26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 영진 아쿠아존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영진 아쿠

5월 26일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에서 전윤식, 김

아존이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

태훈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다. 김창문 대표가 운영하는 영진

에는 투어보니또(김태훈 평가관)에서 이주철, 김태호, 서병주, 김재림, 김강

아쿠아존은 강원 영동권의 대표

현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

적인 다이빙 센터로 활발히 활동

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하는 다이브 센터이다. 또한, 트라이믹스 및 나이트록스를 충전할 수 있는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전문시설 갖추었으며, 15인용 다이빙 전용선 2척을 운영하여 다이빙 포인
트로의 이동 및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센터이
다. 교육 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 대표 : 김창문
- 주소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 전화 : 033-662-8300

다이브 센터 이전 안내
■ 하슬라 레저
하슬라 레저가 강원도 사천에서
인구로 새롭게 이전하였다. 많은
다이버들의 편의사항을 개선하였
으며 이전 센터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하였다. 권
민식 인스트럭터가 운영하며 스
쿠버다이빙을 포함하여, 스키 등을 다루는, 재미있는 레저 스포츠를 함께

6월 6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6월 6일 대구에 위치한 두류다이빙 풀장/스쿠버월드(대표 손완식)에서 전
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즐길 수 있는 다이버 전문 교육센터이다. 교육과정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 대표 : 권민식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
- 전화 : 010-9079-7723
■ 해원 다이브 리조트
해원 다이브 리조트가 기존의 강원도 사천과 더불어 신규 센터를 전진리에
새롭게 확장 오픈하였다. 현재 두 다이브 센터 모두 이용 가능하다. 해원 다
이브 리조트는 늘 이용하는 다이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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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는 스쿠버월드(손완식 트레이너)에서 황재환, 박주백, 김기현, 김남규 후
보생이, 전북잠수전문학교(오정선 트레이너)에서 유진수 후보생이 참가하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였다. SSI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

■ 신규 다이브가이드

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4월 25일 스쿠버월드 김규호 트레이너 주관 김기현, 김남규 다이브가이드

도움을 준 스쿠버월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4월 30일 투어보니또 김태훈 평가관 주관 김성민, 김현중 다이브가이드
5월 16일 투어보니또 김태훈 평가관 주관 김태호, 이주철 다이브가이드

6월 11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5월 26일 CJ네모 스쿠버 고대훈 트레이너 주관 진양욱 다이브가이드

6월 11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하우스(대표 허천범)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6월 22일 동서대학교 소훈 트레이너 주관 김정재, 권기영 다이브가이드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인스트럭터 교

7월 4일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평가관 주관 허윤석 다이브가이드

6월 4일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평가관 주관 이홍길 다이브가이드

육은 소방방재청 특수 직무 교육 중의 일환으로 SSI의 유재철 트레이너 주
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재철 트레이너와 이명섭 평가관이 이번 ITC를 진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행하였다. 평가에는 소방재청의 정봉채, 김성직, 이홍길, 우성훈, 허윤석 후

2월 3일	바다로 스쿠버 이상국 트레이너 주관 김호중, 우홍, 서서영 다이

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
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
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마
린하우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2월 21일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인스트럭터 주관 이원택 다이브 컨트롤 스
페셜리스트
3월 17일 	스쿠버원 전영조 트레이너 주관 최광식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
스트
3월 28일	제주바다하늘 김선일 인스트럭터 주관 문영섭, 고봉준, 강재우 다
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3월 30일	투어보니또 이세일 인스트럭터 주관 김강현, 김재림 다이브 컨트
롤 스페셜리스트
5월 3일	스쿠버월드 김규호 트레이너 주관 김기현, 김남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5월 14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서봉수, 배성현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5월 21일	투어보니또 김태훈 평가관 주관 서병주, 이주철, 김태호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6월 6일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평가관 주관 김성직, 이홍길, 우성훈, 정봉
채, 허윤석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6월 30일	CJ 네모 스쿠버 고대훈 트레이너 주관 조명환, 진양욱 다이브 컨
트롤 스페셜리스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4월 18일 스쿠버 컬리지 소훈 트레이너 김갑균 인스트럭터
5월 31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양준모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5월 29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이하영, 박건욱, 조병찬 인스트럭터
6월 7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이미희 인스트럭터

수중사진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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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P C

jeju

scuba school

(Digital Eco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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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 도전!
도시를 떠나 자신을 찾아 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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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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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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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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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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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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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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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하우스

Marine House는 원스톱 시스템,
Safety Diving, Serious Diving
을 모토로 스포츠 레져 다이버의 꿈과 이상을
Marine House가 만들어 갑니다.

•공항 픽업
•철저한 수중가이드
•장비이동 및 세척서비스
•스노쿨링, 스쿠바 체험 다이빙
•초보에서 강사까지 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대표 허천범)
www.marinehouse.info / 064-738-7390 / 017-215-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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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소식

실시 사항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이집트 홍해, 경기 성남 해마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샵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
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자격증 재발급도 즉시 가능
- 자격증에 센터 로고 인쇄
SDI.TDI.ERDI KOREA에서는 이집트 홍해 RedSea DiveTeam(이윤진 강사),
경기 성남 해마(김진규 트레이너)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
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지속해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사
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집트 홍해 RedSea DiveTeam
이윤진 강사 : 070-8237-1545, +20-10-0498-7471, www.redseadive.net
■ 경기 성남 해마
김진규 트레이너 : 031-741-5550, 011-314-5422, www.scuba24.com

2013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11~18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
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
하였다. 이번 원정에는 케번 다이빙, 풀케이브
교육팀, 동굴 사이드마운트팀, 촬영팀 등으로
구성되어 총 14명이 참가하였다.
- 케번 다이버 : 이민정(액션투어), 홍윤숙
김광천, 남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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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다이버 : 민병승, 예민수, 임선희, 임경택

김현우 강사(070-8285-7870) – 필리핀 사방 오션팔라스 리조트

- 동굴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 권혁기, 오상준

김형철 트레이너(010-6543-0271) – 강원도 양양 파라다이스 리조트

- 촬영팀 : 하기형, 김민성

성재일 강사(010-3749-5110) – 서울 아쿠아텍

- 촬영 및 동굴 강사 : 오경철, 성재원

손의식 트레이너(070-8285-6306) – 필리핀 아닐라오 몬테칼로 리조트

- 동굴 가이드 : Daniel Ortega Moran, Joram Mennes

임희수 트레이너(070-7563-1730) –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하신 모든 트레이너/강사들과 바쁜 와중에 먼 걸음 마다치 않고 방문
해주신 모든 회원분, 홍보 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종성 강사와
아띠다이브팀, 그리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30일(목) ~ 6월 2일(일)까지 경기도가 주
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였다.
해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 교재 및 시청각 교재를 선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소속 트레이너와 강사들이 운영하는 리조트와 함께 참여하
여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되었다.
■ SDI.TDI.ERDI 전시회 공동개최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김도형 트레이너(010-4914-5690) - 서울 골드피쉬 스킨스쿠버
김민석 강사(070-4388-4312) – 필리핀 두마게티 원다이브 리조트
김성우 강사(010-2236-5690) – 필리핀 마따붕까이 골드피쉬 리조트
김종환 트레이너(010-3763-2589) – 추자도 골드피쉬 리조트

제한 수역 강의 평가 후

SDI.TDI.ER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ERDI KOREA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
해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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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2007년 1기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 6기 과정
까지 장학생 강사들이 배출되어 각 출신대학, 취업회사, 소셜 커뮤니티, 미
디어, 국내/외 리조트, 교육협회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선배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교육 장소를 방문
하거나 멀리서 응원의 메시지로 힘이 되어주고, 때론 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미래 다이빙의 주역이 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CPROX1st-AED 과정

■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자)
-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오전 6시 30분에 기상 및 아침 운동

- 다양한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학과 강의 평가 준비 중

이번 과정에는 경기대, 경북대, 경찰대, 계명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명

수면 레스큐 실습 중

지대, 부경대, 서원대, 순천향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 한양여대,
홍익대, Michigan대에서 총 23명이 참가하여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
한 가운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모두 합격한 후보생은 11명으로 과정 이후
재 교육과 평가가 남아있다.
이번 과정은 한국 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와 산학협력 교육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모든 일정이 편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산업잠수과의 정의진
학과장을 비롯한 모든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육비도 없이 실비용까지
내어가며 교육과 평가에 도움을 준 김도형, 김형철, 변정태, 정무용, 최성기,
최용진 트레이너 분들께도 지면으로 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SDI.TDI.ER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330만 원) 전액 지원
-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90만 원) 전액 지원
-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개방수역 평가가 진행된 경포 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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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굿다이버 서비스

◆	PADI 전과정 교육가능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강사교육까지)
◆년 1회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개최
◆	업그레이드되는
굿다이버 서비스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투어사진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템(세미드라이수트, 다이브컴퓨터,
돗수마스크, 사이드마운트 포함)
6.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시)
7.	다이빙 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잠바 무료렌탈
10.물고기빙고판을 완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블루샤크제주
•제주도내 전포인트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및 스쿠버 교육 전문
•주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064-763-6326 / 010-9688-6326
http://cafe.daum.net/bsj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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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신규센터 등록(신천다이버스)

강사교육(제주 씨플러스 센터)

지난 5월에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신

지난 5월 15~19일까지 제주도의 씨플러스 센터에서 제135차 강사해양 과

천다이버스(대표 신현구, 천재곤)가 새

정 및 평가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1명의 강사후보생(김경록)의 교육과 김동

로운 BSAC의 센터(강사 훈련센터)로

한 강사(제주 씨플러스

등록되었다. 보홀의 팡글라오 비치에

대표)의 강사레벨업이

위치한 신천다이버스는 해변에 인접해

함께 진행되었으며 박종

있는 고급 리조트 시설을 갖추었다.

섭 본부장의 주관 하에

- Sinchun Divers : 070-4686-1901

김윤석 트레이너가 함께
진행했다.

신규센터 등록(블루드림호 & 스킨스쿠버)
지난 5월에 경남 기장군에서 부산잠수센
터 소속의 강사로 활동하던 신창민 강사가
다이빙 센터를 오픈했다.

강사교육(세부 블루드림 센터)
지난 6월 9~13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블루드림 센터에서 제136차 강사해

유어선(블루드림호)을 보유하여 낚시와 다

양 과정 및 평가과정이 마무

이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이빙 센터로 새

리 되었다. 2명의 강사후보

로이 오픈했다.

생(김영주, 조덕희)의 교육이

- 블루드림호 & 스킨스쿠버

진행되었으며, 박종섭 본부

: 010-7761-5844

장의 주관 하에 서민욱 트레
이너와 장국삼 강사가 도움
을 주었다.

BSAC 래쉬가드 제작
해양활동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잠수복 내의 이너슈트로써
쓸림을 방지해주는 래쉬가드를 제작했

KDEX(한국다이빙전시회) 참가

다. 색상은 지난 12월에 제작한 파스텔

지난 2013년 5월 30일 ~ 6월 21일까지 일산의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한

톤의 오렌지와 스카이와 함께 이번에

제1회 한국다이빙전시회에 BSAC Korea는 작년에 비해 규모를 늘린 조립

검은색으로 새로이 제작되었으며, 2013년의 BSAC 창립 60주년 기념 로고

부스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참가했다. 기간 중에 BSAC Korea를 찾아 방문

를 새겨 넣었다. 사이즈는 S, M, L, XL가 준비되어 있다.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사교육(세부 돌고래 센터)
지난 5월 8~12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돌고래
다이브 센터에서 제134
차 강사해양 과정 및 평
가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총 4명(김재연, 남정민,
장용호, 최선호)의 강사
후보생의 교육과 평가를
박종섭 본부장의 주관
하에 여러 트레이너들(서민욱, 김미성, 천재곤, 김기억)과 타바타 우미꼬 강
사 등이 함께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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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와의
산학협력 MOU 체결

정상근)이 전원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BSAC의 내셔날 인스트럭터는 퍼스
트 클래스 다이버이면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강사 훈련을 포함하여 평가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BSAC 최

지난 6월 1일 한국다이빙전시회(KDEX)기간 동안 BSAC Korea는 광주대학

고 등급의 강사이다. 최종 인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기는 하

교 스포츠레저학과(학과장 신창호)와 상호 정보 및 기술의 교류를 통한 협

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조만간 새로운 내셔날 인스트럭의

력관계를 통한 발전을 위하여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BSAC Korea의 본부장인 박종섭씨
외에 BSAC의 전의장이었던 Mr. Deric Ellerby와 BSAC Thailand 기술이사
인 Mr. Les Skelton가 공동으로 진행과 평가를 주관했다.

강사해양 및 평가과정
지난 7월 13일에 강사교육 해양과정 및 평가과정이 양양의 38마린리조트에
서 개최되었다. 스탭으로는 최종인, 정상근, 박재경, 이영훈, 임근환 강사가
수고를 하였다.
이번 해양과정에는 박재호, 박지정, 이창걸 강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위한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과 인증 세미나 진행
지난 6월 2일 한국다이빙전시
회(KDEX)기간 동안 유럽수중
연맹(EUF)의 사무차장인 Mr.
Deric Ellerby의 진행으로 레
저 다이빙 산업에서 필요한
ISO 다이빙 인증에 관련한 세
미나가 진행되었다.

내셔날 인스트럭터 과정 개최

새로운 SDC C-card 출시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및 새로운 SDC 과정에 대한 카드 제작 및 발급

지난 6월 4~8일까지 제주도에서 BSAC의 최고 등급 강사 과정인 내셔날

이 시작된다. 이번에 새로이 제작되거나 재제작되는 C-card는 다음과 같다.

인스트럭터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말의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나이트록스 과정, 사이드 마운트 과정, 트윈세트, 수

다이버 과정에 참가했던 참가자들(권천중, 김기운, 김미성, 김용식,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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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S KOREA 소식
진행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수영장에서 장비 입기와 벗기, 장비 조작법, 트

2013년 4기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림 유지 및 변형 핀킥, 정밀 중성부력, 밸브 드릴과 에스 드릴, 공기통 탈착

지난 5월 4~11일(토)까지 8일간에 걸쳐 강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회에는 충남 태안에서 개최되어 모두 4명의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8일간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허명 트레이너와 윤용수 강사

진행된 강습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스쿠바다이빙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

가 스텝으로 참가하였다. 오전 이론, 오후 실기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

본자질인 스쿠바다이빙 관련 기초 및 고급 이론, 교수법, 리더십, 스쿠바다

친 지원자(강사)들은 해양실습 2회와 싸이드마운트 다이버 양성과정 조교

이빙 기초 실기 및 고급실기, 입수지도법, 강사의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

역할 1회를 마치면 싸이드마운트 강사로 거듭나게 된다. 다음 과정은 7월

게 되었다. 본 강습회는 정

중 서울 올림픽다이빙 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창호 트레이너가 진행하였
으며 김명갑 강사가 전 과
정을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차기 강사교육과정은 6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
요일 주말 과정으로 8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 : 이상훈, 장해종, 김영철, 김성환

CMAS Family Festival 개최 결과

-	참가자 : 박혜진, 박정호, 김학로, 장병대, 배기훈, 이완석, 김육현

지난 5월 17~19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김양규, 함경수 트레이너 주관으

		

김건우, 최광근, 오남현

로 씨마스 회원 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씨마스 패밀리 페스티벌 행사가 문
암 LF 다이빙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김양규 트레이너와 함경
수 트레이너가 배출한 강사들이 이끄는 다이빙팀을 주축으로 상호간 친목

2013년 2기 구조잠수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도모와 정보 공유, 다이빙 기술 발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2박 3일간에 걸

2013-2기 구조잠수 강사교육과정이 6월 1일(토)과 2일(일) 양일간 명스다이

쳐 문암 앞바다에서 다이빙도 즐기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값진 시간을

브 강의실과 대구 두류잠수풀에서 개최되었다. 구조잠수 강사 교육과정은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또한 씨마스 다이버로서 강한 자부심

얼음 밑 잠수와 더불어 상급강사로 승급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다.

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양규, 함경수 트레이너와 페
스티벌에 참가한 강사진, 회원들 그리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
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김동석(문암LF리조트 대표, 씨마스 강사)
대표와 스탭들 모두
수고하셨다. 차기 페
스티벌은 강원도 고
성군 일원에서 10
월에 3주 주말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 2기 싸이드마운트
다이빙 강사 교육과정 개최 결과
2013년 2기 싸이드마운트 강사 교육과정이 지난 6월 4일(화) 대구 두류수
영장 잠수풀과 명스다이브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
에서 최초로 개최된 싸이드마운트 강사 교육과정이었다. 교육과정은 오전
9시 ~ 오후 11시까지 강사 교본 검토, 장비 결합 및 준비, 랜드 드릴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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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첫날에는 구조잠수강사 교본 검토와 CPR, AED 사용법이 진행되었다.
교육 2일 차에는 잠수풀에서 자기구조, 패닉다이버 수면구조, 수면구조 호
흡, 익수자 운반, 조난자 끌기 밀기 등의 다양한 구조실기 교육과정이 진행
되었다. 2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들은 구조잠수 강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구조다이버 교육과정의 선봉에 서서 더욱 많은 구조다
이버들을 교육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정창호, 장동립 트레이
너가 진행하였으며 차기 구조잠수 교육과정은 8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

-	참가자 : 조주태, 정천득, 김재민, 이천복, 배기훈, 박정호, 우영수

지난 6월 3일 대구 두류수영장 강의실에서 대구·경북 지역 강사를 대상으

		

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업데이트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강사들

이추봉, 허현, 김창현

이 참가하였으며 세미나는 금년도 사업소개, 신교재 소개, 싸이드마운트 다

2013년 2기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지난 6월 3일(월) 대구 명스다이브 강의실에서 나이트록스다이빙 강사교육

이빙 소개, 프리다이빙 소개, 전반기 친목다이빙 안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업데이트 세미나를 마친 후 참가자 전원은 근처의 식당으로 이
동하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40% 미만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잠수하는 절

-	참가자 : 이규식, 김건우, 박혜진, 정창호, 박영환, 이완석, 이락우

차와 기술들을 다루는 과정이다. 산소농도를 높인 기체를 잠수에 사용함으

		

김창현, 손태욱, 황대영, 최억, 윤태현, 나순옥, 이영호, 하창길

로써 무감압 한계시간을 연장하고 스포츠 다이빙 중에도 나이트록스를 활

		

오남현, 최광근, 예병순, 장병대, 배기훈, 윤용수, 박정호

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잠수를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김일섭, 이익헌, 허명

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산소농도가 짙은 기체를 사용함에서 항상
산소분압이 1.4~1.6기압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탱크는 나이트록스 전용
탱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하게 나이트록스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

2013년 3기 구조잠수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와 기술, 이론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나이트록스의 역사, 물리,

2013-3기 구조잠수 강사 교육과정이 6월 15일(토)과 16일(일) 양일간 강릉

생리, 계획, 기술, 산소분석, 안전수칙 등에 관한 내용을 배움으로써 나이

핀스다이빙리조트(조대연 강사 운영 중) 강의실과 경포대 앞바다에서 개최

트록스를 잠수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되었다. 구조잠수 강사 교육과정은 얼음 밑 잠수와 더불어 상급강사로 승급

키우게 되었다. 특히 산소분석, 산소사용 한계수심 계산, 최적혼합률 계산,

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다. 특히 이번 강습회는 오래간만에 바다에서 개

산소분압 계산 등과 같은

최되었다. 교육 첫날에는 구조잠수강사 교본 검토와 CPR, AED 사용법이

혼합기체 잠수 기본 지식

진행되었다. 교육 2일 차에는 경포 앞바다에서 자기구조, 패닉다이버 수면

을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구조, 수면구조호흡, 익수자 운반, 조난자 끌기 밀기 등의 다양한 구조실기

고급나이트록스나 감압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2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사들은 구

절차, 트라이믹스 다이빙

조잠수강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쉽

강원도 영동지역 구조다이버 양성

게 익힐 수 있는 능력 또

을 위해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

한 키울 수 있었다.

된다. 교육과정은 표형근 트레이너

교육과정은 정창호 트레

가 진행하였으며 차기 구조잠수 교

이너가 진행하였으며 모두 6명의 강사가 참가하였다. 교육과정을 성공적

육과정은 8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으로 마친 강사들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것이라 기대되며 차후 바다에서 EAN 32와 EAN 36을 사용하여 각각 1회
이상 잠수하고, 그 기록을 본부에 제출하면 나이트록스 강사 자격을 취득하

-	참가자 :	김진우(강원도수중협회 전무), 최태순, 조대연, 허만돈, 전형윤

게 된다.

김상열

차기 나이트록스다이빙 강사 교육과정은 9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 : 최광근, 배기훈, 손태욱, 박영환, 김창현, 박정호

2013년 7기 주말 강사 강습회 개최 결과
씨마스 코리아는 지난 6월 15일 ~ 7월 7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강사강습회

2013 대구경북 지역 강사 대상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결과

를 개최하였다. 본 강습회는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4주간에 걸쳐
개최된 강습회로 모두 13명의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8일간 진행된 강습회
를 통해 지원자들은 스쿠바다이빙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인 스쿠
바다이빙 관련 기초 및 고급 이론, 교수법, 리더십, 스쿠바다이빙 기초 실
기 및 고급실기, 입수지도법, 강사의 기본 소양 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본 강습회는 정창호, 조경희 트레이너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김구일(일
신여중) 강사와 이종섭(아성체육관) 강사가 전 과정을 스텝으로 참가하였
다. 참가자들을 8일간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마치고 세계수중연맹과 대한수
중협회가 인정하는 스쿠바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차기 강사교육과정은 8월
8~15일까지 8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 : 문대훈, 오영환, 김진우, 박현주, 안광수, 심규하, 이용삼
		

추민호, 문진영, 박진규, 권연택, 류석민, 유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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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소식
스를 에어붐으로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한국잠수협회를 홍보하는 좋은 계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
유대수 부회장, 김석호 고흥지부장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기가 되었다.

지도자 세미나 개최

지난 5월 31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잠수협회 유대수 부회장과 김석호 고흥지부장이

박천주 회장 출범 후 1회 지도자 세미나를 지난 5월 30일 킨텍스 행사장에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은 평소에 맡은 임

서 40명 정도의 지도자가 참가한 가

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

운데 협회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에

었다. 유대수 이사는 평소 본인 사업이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 해 동안 해양

대한 운영방안과 다이빙 컴퓨터에

수중정화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았고, 김석호 고흥지부장은 녹동항 수중정

대한 소개와 협회의 하반기 교육 및

화를 다년간 성공적으로

교재 추진방향 등 내용에 대하여 세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은

미나를 개최하였다.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상을 수상한 두 사람에게
많은 축하와 격려를 보내

감독관 및 교육관 자격증 수여식

고 앞으로도 한국잠수협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에는 지난 5월 30일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그 동안 감

회와 대한민국 해양발전

독관 및 교육관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상자에게 자격증 수여식을 거행했다.

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이날 행사에는 협회장을 대신하여 교육위원장(감독관 오용택)이 김병선, 이

바란다.

승원, 김종학, 박성훈,
박진석 감독관과 김성

국회 스킨스쿠버팀
국민은행과 불가사리 채취 및 수중정화
사)한국잠수협회 국회동아리(회장
김한근)는 5월 11일(토) 오전 9시부

배, 한대희 교육관에게
자격증을 전달하였으
며, 수여식에는 전국에
서 지도자가 40명 정
도 참석하여 축하했다.

터 강원도 속초 동명항에서 불가사
리 채취 및 수중정화작업을 실시하
였다.

잠수협회,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약 체결

국회 스킨스쿠버팀과 국민은행 스쿠

한국잠수협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업무 협

바팀이 영금정리조트의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동명항 수중에서 불가사리

약을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과 체결하였으며, 6월 7일에 체결된 협

를 500kg 정도 채취하였다.

약으로 한국잠수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하여 스킨스쿠바 교육과정을 진행하

동명항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불가사리와 쓰레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

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홍보

생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와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약체결에 앞서 서울지방

사)한국잠수협회 KINTEX 한국다이빙엑스포 참가
사)한국잠수협회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 6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
했다. 이번에 참가한 한국다이빙엑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인 윤후의
총경과 안현진 경위가 한국잠수
협회를 예방하여 박천주 회장과
앞으로 전개될 활동에 관하여
긴밀한 논의를 하였다.

스포는 스쿠바다이빙 외에 보트, 낚
시, 아웃도어 등 많은 레저 부분을
합쳐서 성대하게 실시하여 레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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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헬스앤웰빙 부문의 글로벌 리더인 ㈜필립스전자(김태영 대표, www.philips.

사)한국잠수협회도 교육위원회를 중

co.kr)가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에 필립스 하트스타트 AED를 6월 18일 협

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부

회 세미나실에서 기증식을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협회장을 대신하여 교

육위원장(감독관 오용택)과 기증 행

께 5월 정기투어겸 개해제를 실시하

사를 준비한 박성훈 감독관, 사무국

였다. 먼저 2013년 한 해 가평지부

장(홍성훈)을 비롯하여 필립스 이병

회원들과 모든 다이버들의 즐겁고

성(pcci 이사)과 이미경(pcci 부장),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는 개해제를

최은주(pcci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

거행하고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데 진행되었다.

교육관 -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춘천지부 수중자연 보호활동

본 협회 김성배, 한대희 교육관이 지난 5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지 초급,

사)한국잠수협회 춘천지부(장상균 지부장)는 2013년 5월 26일 강원도 춘천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오용택, 김복식 감독관 지도하

시 의암호 일대 주변에서 의함호 살리기 수중자연 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에 김성배, 한대희 교육관이 세미나실과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

약 30명의 다이버와 자원봉사자들이 의암호 수중과 주변일대에서 쓰레기

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도자 교육에는 윤삼형, 윤재웅, 한대

수거작업을 하였으며, 뻘에 묻혀있었던 대형 철제빔을 수거하여 수중 오염

유, 조오영, 이양선, 김민수, 김엽주 예비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다.

에 건설 폐자재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감독관 -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본 협회 김복식, 홍성훈 감독관이 지난 4월과 5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
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김복식, 홍성훈 감
독관이 협회 세미나실 및 올림픽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
육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도자 교육에는 윤석원, 김우진, 최상림, 김삼중, 하
승민, 임준우 예비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다.

교육관 - 전문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수원지부 개해제 개최

지난 5, 6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구조잠수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

사)한국잠수협회 수원지부(이양표 지부장)는 2013년 5월 26일(일) 강원도

다. 교육은 오용택, 김복식 감독관 지도하에 송준용, 김성배, 한대희 교육관

양양 동호리 리조트에서 5월 정기투어겸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약 20명의

이 강의실과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습득

수원지부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한 해의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

하였다. 전문잠수 지도자 교육에는 박경원, 이종태, 최정구, 윤삼형, 윤재웅,

는 자리였다. 개해제를 마치고 수원지부 다이버 회원들을 주축으로 불가사

한대유, 조오영, 최상림, 이양선, 김민수, 김엽주 중급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

리 퇴치와 수중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하였다.

거제 스쿠버 스쿨 개해제
2013년도 다이버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거제스쿨(이승원 감독
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스쿨 해양실습장에서 김병원 예비 지부장
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개해제 후 수중 정화활동을 전계하여 불가사리를 약
300Kg 정도 수거하였다.

부산 수중여행
부산 수중여행(한대희 교육관)이 스쿠바 개해제를 5월 19일 통영 스쿠바 캠

불가사리 채취 및 수중정화 활동

프 리조트에서 진행하였으며, 2013년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이 될 수
있도록 용왕님께 빌었다.

사)한국잠수협회 교육위원회(김복식 감독관, 한대희, 장헌국교육관) 소속 지
도자가 6월 29~30일까지 울진 죽변에서 불가사리 채취 및 수중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투어기간 중 장헌국 교육관의 임명장 수여식을 함께

가평지부 개해제 개최
사)한국잠수협회 가평지부(유재칠 지부장)는 2013년 5월 19일(일) 강원도
양양 수산리조트에서 가평소방서 특수 수난구난전 문의용소방대원들과 함

진행하였으며, 행사는 김복식 감독관의 주관하에 한대희, 장헌국 교육관과
김민수, 이양선, 김엽주, 최정구 지도자 등 회원 분들도 함께하여 뜻깊은 행
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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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부 제8회 수협중앙회 불가사리
퇴치대회 참가

울산 태화강 생태계 교란 큰입배스 퇴치
행사 및 배스 시식회 행사

사)한국잠수협회 군산지부(윤기덕 지부장)는 2013년 5월 29일, 30일 양일

울산 태화강의 생태계 교란과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큰입배스, 블루길 퇴치

간 실시한 제8회 수협중앙회 불가사리 퇴치대회에 참석하였다. 군산지부

활동이 시작되었다. 울산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태화강 신삼호교 주변에

회원 및 군산대 동우회, 군산나잠협회, 해양소년단 등 26명의 다이버가 불

서 울산광역시잠수협

가사리 퇴치 및 수중 정화 활동을 하였다. 군산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회장 김정실) 주관

수중 토착 생물과 수중 생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으로 푸른울산21, 울
산광역시요식협회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
데 큰입배스 및 블루
길(파랑볼우럭) 퇴치
작업을 하였다.

2013년 서울 시립대(스포츠 과학과)
스킨스쿠바 수업(o/w)과정
2013년 6월 23~25일(2박 3일간)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조트에서 임봉우 평
가관과 이병찬, 박진석 감독관, 박병수, 부철훈 지도자의 주관으로 서울 시
립대(스포츠 과학과)스킨스쿠버 수업(o/w)초급과정을 실시하였다.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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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IANTD KOREA 소식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여름 캠프

6월 28일 ~ 7월 2일까지 제주 금능 마린게스트하우스에서 트레이너 워크

7월 26일 ~ 8월 6일까지 제주 금능 리조트에서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매

샵을 실시하였다. 코스 운영은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트레이너가 진행하

년 여름 캠프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였고, 박진수(테코), 유근목(본부), 최임호(FIRA)가 후보로 참석하였으며, 김

동안 인공어초 포인트와 해송 포인트외에 이민호 트레이너가 개발한 낙원

창제 트레이너(樂다이빙 클럽), 김창환 트레이너(금능 마린게스트하우스),

포인트는 10~20미터의 경사로 초보부터 중급 다이버가 편안하게 즐길 수

이민호 트레이너(지상의 낙원)가 스텝으로 참석하였다. 트레이너 선발은 신

있는 곳이다. 올해도 새롭고 멋진 포인트를 개발할 예정으로, 휴대용 사이

청자 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었으며, 트레이너 후보들은 강사 개

드 스캔 소나를 준비하였다. 각 지역에서 기초조사 및 지역탐사에 활용할

발 코스(IDC)를 본부장과 2회 이상 진행하면 강사 트레이너로서 활동할 수

수 있도록 참석하는 강사들에게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있게 된다.

신상품 IANTD 배낭 가방
색상은 검정으로 가방 외부에는 액세서리 가방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몰리 시스템으로 되어있으며, IANTD 로고 패치와 등급 패치를 벨크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등급 패치는 “INSTRUCTOR TRAINER”,
“INSTRUCTOR”, “DIVE MASTER”, “DIVER” 등으로 4종류를 제작하였다.
패치가 교체 가능하며, 내년도 갱신하는 강사에게는 무상으로 지급될 예정
이다.

김정숙 강사 트레이너의 한 여름 밤의 다이빙
7월 6~7일까지 강원도 강릉 남애리에 남애 스쿠버리조
트에서 진행하였다. 60명 이상의 다이버들이 단체와는
관계없이 참석하였으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특히 저
녁시간에는 홍대의 인디밴드를 초대하여서 음악회도 같
이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남애 스쿠버 리조트 대표 김정환 : 010-8771-9300)

신규 강사 및 크로스오버
강상우(나이트록스 강사)
김강태(어드밴스 나이트록스 강사)
김명훈(어드밴스 나이트록스 강사)
김태민(나이트록스 강사)
조영철(나이트록스 강사)
한덕수(나이트록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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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PSAIKOREA 회원들의 높은 수준의 퀄리티 유지와 OVER HEAD 환경의 다
양하고 안전한 탐사에 필요한 ADVEDCED WRACK, FULL CAVE 교육 과

PSAIKOREA는 5월 30일(목) ~ 6월 2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

정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개최된 2013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에 참가하였다. 4일간 개

본 교육을 통해 OVER HEAD 환경의 국내 인공어초, 난파선 다이빙, 아이

최된 이번 행사에서 PSAIKOREA는 각종 교육 자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전

스 다이빙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더 다이나믹하고 멋진 탐사

시하였으며, 많은 분이 PSAIKOREA 부스에 방문해 주셨다. 이번 행사로 인

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해 PSAIKOREA 소속 회원님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관람
객이 PSAIKOREA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 일자 : 2013년 7월 20 ~ 23일 - 4일
FULL CAVE 실습 일정(차후 일정 조율)
나. 장소 : 울진 후포(난파선 포인트 : 숙영정, 고초어선, 모래채취선)
FULL CAVE 실습 장소 : 제주도 우도
다. 비용 : PSAI KOREA 본부 문의
- ADVENCED WRACK, FULL CAVE(교육비 + 교재비 + 라이센스 비)
- 다이빙 비용 및 채제비 별도

PSAI O2 Service Technician Instructor 과정 개최
PSAI 기술자 교육 중 산소 서비스 교육의 일환으로 SCUBAPRO 테크니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일시 : 2013년 7월15~18일 - 4일간
- 장소 : 마린뱅크 세미나 실(경기도 광주시 삼동213번지)
- 세미나 내용 : S.E.A LV테크니션 1/2 과정

ADVANCED WRACK, FULL CAVE 통합교육 진행
상기 교육을 통한 라이센스 취득자는 본사에서 요구되는 정비 가능한 매장
에서으수리 시설물 공구 규정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SCUBAPRO A/S 지
정점을 계약 할 수 있다.
PSAI 기술자 프로그램 중 산소 서비스 강사를 취득할 수 있다.(각 브랜드
레벨2 자격을 가진 분들은 신청 및 미국 본부 승인 후 산소 서비스 강사를
받을 수 있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트레이너
이규길 IT-1158 (Nitrox Instructor Trainer)
김성욱 IT-409 (Nitrox Instructor Trainer)
■ 신규 강사
유영민 I-1286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양기영 I-1287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이동식 I-1288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강서구 I-1289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정영록 I-1290 (Open Water Instructor) IQC - 김광섭 IT
김성동 I-1292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박선민 I-1298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정현수 I-1299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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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윤 I-130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남서영 I-130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PSAI KOREA 공고

PSAI Extream Team
PSAI Extreme Team(PSAIKOREA 실버 퍼실리티 회장 한생호)에서는 지난 6월 8일 강
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용 다이버스 리조트(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대표 김용
관)에서 정기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15명의 PSAI Extreme Team 멤버가 참가한 가운데
정기 다이빙 및 회의가 진행되었다.

PSAI Extreme Team(PSAIKOREA 실버 퍼실리티 회장 한생호)에서는 6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의 의지”와 “통일 염원”을 담아 제3회 815 “통일염원 다이빙” 행사
를 수심 81.5m에서 실시한다.
- 일시 : 2012년 08월 11~12일, 15일
-	장소 : 강원도 고성군 “용 다이버스(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대표 김용관)”
- 주관 : PSAI Extream Team
- 후원 : PSA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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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PDIC 아시아 - 필리핀 지역본부 설립 협의
PDIC 아시아는 지난 6월 16일 거제도에서 필리핀 코스트가드 지원팀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수중기술학과 2013학년도 1학기 종강

인 GERONIMO P. REYES와 필리핀 본부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PDIC/SEI/YMCA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와 수중기술학과의 2013

GERONIMO P. REYES는 필리핀의 국제관광산업 및 해양환경 홍보담당과

학년도 1학기 수상안전 및 구급법, 인명구조요원, 스쿠버2 과정을 종강하였다.

코스트가드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해양체육의 전문지도자 양성과 험난한 수중환경에서의 최고 수준의 해난구

오랜 경력의 전문 다이버 운동가

조 활동을 위한 교과 과정이 진행되었고 인명구조요원, 스쿠버 레스큐다이

이다. PDIC 아시아는 필리핀에서

버,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자격과정을 모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

의 현지 PDIC 맴버들에게 양질의

료와 자격을 취득하였다.

교육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전망이다.

PDIC - SEI 신규 강사 & 강사 트레이너 임명
PDIC-IN.TR 김성훈(대전), 박복룡(부산), SEI-IN.TR 정구범(대전), SEI-IN 박
철용(광주Y-SCUBA), 백상엽((주)코엔스), 신승우(부산대학교), 장재용(부산
대학교), 이경석(STX엔진), PDIC-IN 변은석(부산), 신성규(거창, 한국해양
구조협회), 주영기(바다여행, 창원),
Fun, Safety, Education! PDIC-SEI는
가장 앞서가는 프리미엄 다이빙 교육
을 선도하는 국제지도자 맴버님들에
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드릴
것이다.

안광모 SEI-강사 트레이너 사이드마운트 교육 개최
SEI, 안광모 강사 트레이너는(바다여행 대표) 2013년 7월 6~7일까지 창원
수영장에서 강사 및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양일간에 걸쳐 사이드 마운트 공
개강좌를 개최하였다. 경남을 대표하는 다이빙 전문샵인 바다여행은 스텝
강사와 소속강사 7명을 포함하여 많은 회원 다이버들에게 높은 수준의 다
이빙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
정이다.

STX 백상어 스킨스쿠버클럽 상반기 맴버투어
STX 백상어 스킨스쿠버클럽은 6월 21~23일 2박 3일 동안 거문도 씨라이

-	참가자 : 강노경, 강창수, 김경곤, 김동민, 김백근, 김성하, 박지훈

프 거문도리조트에서 여름시즌을 준비하는 투어를 진행하였다. 전 회원이

		

참석하여 스페셜티로 나이트록스 교육과 드라이슈트 교육을 하고 회원들

성승현, 안상철, 여상우, 우영기, 전명숙, 정진교, 최수빈

간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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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
서울 YMCA 인명구조요원 전문과정 개최
경남 남해과학고등학교에서는 졸
업예정인 3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산업 전문지도
자 양성을 위한 인명구조요원 자
격과정을 서울 YMCA 인명구조 사
업팀으로부터 위탁교육을 개최하
였다. 6월 17~23일까지 7일간 20
명의 참가자 전원이 수료 하였으
며, 16명이 자격취득 조건을 만족
시켰다. 이들은 졸업과 함께 인명구조요원자격을 함께 취득할 예정이다.

YMCA-부산·울산·경남지역
인명구조요원 /강사 강습회 개최
서울 YMCA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문화관광부, 해양경찰청 법령인증 자
격과정인 YMCA 경남 제34기, 전국 제47차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를 개최한다. 일
정은 7월 20일부터 주말반으로 운영되며 장소는 창원 종합운동장의 협조로 실내수영
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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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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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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이버에서 연중행사 중인 바다생물
빙고판 맞추기에서 6월 9일 임남희 다
이버가 다섯줄을 완성시켜서 PADI 방

■	굿다이버에서 로그북과 로그북용 스탬프 제작하였다. 문섬, 범섬, 섭섬
사진으로 로그북용이다.

풍점퍼를 부상으로 받았다. 다음기회에
남은 세 개만 찍으면 다이브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는다.

■ 다이빙 중에 쓰레기를 주워오면 드리는 기념품이 다량 입고되었다.

■	4월 20일부터 4일 동안 제5차 instructor cross over course가 열렸다.
임욱선 코스디렉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텝 인스트럭터로 정혜영
(오션스 제주), 이달우(아이눈 스쿠바) 강사가 참석하였다. 참가자 모두
PADI 오픈워터 인스트럭터가 되었다.
■	오픈워터 해양실습 받는 분에게 드리는 티셔츠가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
■	4월 21일부터 6주간 서귀포 구역에 있는 NLCS(North London Collegiate

어졌다.

School) Jeju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12명이고 자체 수영장에서 실습을 한 뒤 귀덕에 있는 한수풀

S = 30

해녀학교와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해양실습을 진행하여서 교육생 전

M = 30

원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었다. 교육생과 선생님의 반응이 좋아 8월부터

L = 30

2014년 1월까지 9주에 걸쳐 이번에 오픈워터 코스를 받은 학생을 대상

XL = 30

으로 어드밴스 코스를 개최하고 신규 오픈워터 코스도 같이 개최하기로

총 120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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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소식

트는 주기적인 수중정화활동을 기획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 보홀 어린이 돕기 자원봉사 활동

■ 124m 텍 트라이믹스 여성 다이버

지난 4월 28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텍 트라이믹

(주)SK Planet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그랑블루 회원들과 서울의 노마다

스 교육을 받은 김은정 텍 트라이믹스 다이버가 대한민국 여성 다이버로서

이브센타와 같이 “보홀 어린이 돕기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다.

는 가장 깊은 수심인 124m 수심을 다녀왔다. 텍 40, 45, 50, 텍 트라이믹스

4월 27~30일까지 (주)SK Planet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그랑블루와 노

65, 텍 트라이믹스 코스를 모두 마치고 실시한 TRIMIX 다이빙이어서 그리

마다이브센타의 펀다이빙 투어 중 기획되어진 이 행사는 한국에서 미리 정

어려움 없이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성껏 마련하고 준비한 학용품, 옷가지, 신발, 운동 용품 등을 보홀 팡글라

다이빙 계획은 130m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강 속도 지연으로

오섬의 주 성당인 St. Augustine Parish Priest를 통해 전달하였다.

인해 목표 수심에는 안타깝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여성 텍다이버로서 120m

St. Augustine Parish Priest의 일요 미사 후 성당 신부님의 도움으로 준비

을 넘어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남성 다이버들의 전유물처럼

해 온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SK Planet의

생각하던 대심도 트라이믹스 다이빙에 여성 텍다이버들의 신선한 도전을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그랑블루 회원들의 얼굴에는 깃든 사랑과 감사의

기대해 본다.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미소가 잊히지 않는 작지만 큰 의미의 행사였다. 앞으로 디퍼 다이브 리조
트, 노마다이브센타, (주)SK Planet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그랑블루 회
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가지자는데 합의하고 보다 효과적
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 디퍼 다이브 리조트 장태한 대표가 PADI CD가 되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서 디퍼 다이브 리조트를 운영하는 장태한 대표
가 이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실시한 PADI CDTC에서 합격하여 PADI CD
가 되었다. 앞으로 보홀에서 많은 PADI 강사가 배출되리라 기대된다.

■ PROJECT AWARE 수중정화활동
지난 4월 30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디퍼 다이브가 위치한 팡글라오섬 “TAKANG”

- 기간 : 2013년 7월 1~10일까지

POINT 앞 바다 20m 수심에 방치된 폐그물과 폐타이어 라인을 수거하는

- 장소 :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리조트

행사로 개최된 이 행사는 (주)SK Planet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그랑블

- 통역 : PADI 아시아 퍼시픽의 영희 하니스 선생님

루 회원들과 서울의 노마다이브센타와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수심이 20m 이하여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준비한 엔리치드 에어 나이
트록스 32%를 사용하여 보다 안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참여자 분
들의 적극적인 수거 작업
과 능숙한 스킬들로 인해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무
사히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
지도 방치된 폐그물의 양
이 상당하여 지속적인 정
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
다. 이에 디퍼다이브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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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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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산대학교 소식

수원여대 수중정화 및 어항정화 봉사활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와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사)

레저스포츠과 해양관광레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는 지난 6월 2~4일(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저산업 전공생들은 1년 2회

서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업주

정기 수중정화 봉사활동을

대표 단체와 산업잠수사 대표 단체 그리고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진행한다. 수원여대의 전공

교수진들 등 총 22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 애로사항과 향후 상생하여 발전

생들의 수중정화 손길이 필

할 수 있는 품셈 현실화 방안, 수중공사업무의 영역 확대, 선박구난에 관한

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

향후 발전방안, 학생 취업 등의 과제에 대하여 중점 토의하여, 향후 지속적

기를 바랍니다.

인 상생의 가능성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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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플라넷 제주 소식

■ 수중정화활동 서귀포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정화작업실시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관장 강우석)는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해
서귀포 해양경찰에서 진행하는 바다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 개복치 일반공개

해양경찰에서는 창설 60주년을 맞이하고 제1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전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5월 15일(수요일) 초대형 경골어류인 개복치(학

국 일제 연안 정화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서귀포 해양경찰 및 대한민국

명 : Mola mola)를 반입하여 3주간의 순치 과정을 거쳐 6월 5일 일반에 공개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귀포지회, 서귀포시청,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 9

한다고 전했다.

개 기관 150여 명의 인원과 선박 1척, 차량 5대가 동원되어 서귀포항 일대

개복치는 최대 3.3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2톤이 넘어 경골어류 중 가장

수중 및 해안가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오전 10~12시까지 진행되

큰 어류로 알려졌며, 한번에 3억 개의 알을 낳는 생물로 더욱 유명하다. 크

었다.

기에 걸맞지 않게 생존여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볼
수 있다. 해파리를 주식으로 하나 최근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을 먹이로 오
인해 폐사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보호어종이기도 하다.
이번에 들여오는 개복치는 총 두 마리로 일본에서 반입되었으며, 전장
60cm 정도의 크기다. 개복치는 피부가 특히 약하고 민감해 이송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를 포함한 10여 명의 인력과 전문 장비가 투입되
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는 개복치가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특수 수조를 제작하고, 일본의 사육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만
반의 준비를 마쳤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매일 10:10, 12:25, 14:25, 16:25 하루 네 차례에
걸쳐 개복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생태설명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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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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Order UMBRACULOIDAE 산각 목
12.Family Tylodinidae

삿갓갯민숭붙이 과(신칭)

대부분의 종은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며, 삿갓조개 모양의 패각이 연체부를 완전하게 덮고 있다.

041) Tylodina sp. 김삿갓갯민숭붙이 (신칭)
외형은 삿갓조개와 혼돈하기 쉬우나 분류상 전혀 다른 종이다.
노랑 체색에 등엔 체색과 동일한 방사상 골이 패인 껍데기
가 있고 원통형의 긴 촉각과 구강돌기가 있다.
•크 기 : 체장 10mm
•촬영지 : 전남 여수 거문도 –10m
•사 진 : 김억수

Order 6 : Order PLEUROBRANCHOIDEA 배순 목
13.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몸은 유연하고, 패각은 종에 따라 다르나 드물게 몸속에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외투막이 보통 족보다 크며 아가
미는 몸통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다. 몸통에 산(Acid)을 분비하는 선이 있고 주로 해면을 섭식한다.

042) Berthella californica
(Dall, 1900) 캘리포니아군소붙이(신칭)
반투명한 흰색 체색에 불투명 반점들이 외투막
에 산재한다. 외투막과 족의 변두리에는 흰 선이
둘려있고 역삼각형태의 큰 두막이 있고 찬 바다
에 서식한다.
•분 포 :	알래스카부터 파나마, 러시아, 일본, 한국
의 동해
•크 기 : 체장 55mm
•촬영지 : 강원도 강릉 –15m
•사 진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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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Berthellina delicata
(Pease, 1861) 귤색군소붙이(학명개칭)
연한 몸통에 표면은 부드럽고 매끈하며, 작고 납작한 퇴화
된 패각이 외투막 아래 있다. 주로 주황색을 띠나 노란색도
있는 등 약간의 변이가 있다. 한 쌍의 짧고 원통형의 촉각
이 나있다. 등 면에 작은 흰색의 분비세포들이 있어 유백색
방어액을 분비한다.
홍해에서만 서식하는 B. citrina로 오랫동안 잘못 불려 왔었
기에 인도 태평양에 서식하는 것은 B. delicata로 불러져야
한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 뉴질랜드
북부, 한국의 동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20~40mm
•촬영지 :	제주시 애월, 경북 대진 -12m, 동해시, 독도
•사 진 : 고동범, 김광복

044) Euselenops luniceps
(Cuvier, 1817) 둥근달군소붙이
납작하고 넓은 둥근 체형이며 체색은 황갈색에 둥근 갈색
반점이 산재한다. 반원형태의 머리주변 외투막이 있고 그
둘레에 감각돌기들이 나있다. 다른 종 군소붙이 과에 비해
매우 넓은 족을 가지며 등 면의 후방에 돌기모양의 사이펀
이 외투강과 아가미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는 모래 속에 몸
을 묻었을 때 호흡을 하기 위한 숨대롱 역할을 한다.
머리주변 외투막 밑에 주둥이가 있어 모래속의 작은 갑각
류를 먹는다. 넓은 외투막 변두리를 펄럭이며 이동하는 수
영능력도 뛰어나며 모래바닥에 서식한다.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온대 및 열대 해역, 일본, 한국의 남해
•크 기 : 체장 65mm
•촬영지 : 경남 남해안 –7m
•사 진 : 윤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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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Pleurobranchaea brockii
(Bergh, 1897) 그물무늬뿔군소붙이
투명한 유백색 체표에 갈색 그물무늬가 있고, 끝이 흰
작은 유두돌기처럼 생긴 것들이 외투막에 산재한다.
족은 갈색에 흰 점무늬가 있고, 두막에는 약 16개 정
도의 예민한 감각돌기들이 있어 먹이활동에 이용한다.
•분 포 :	인 도 서태평양, 남아프리카, 호주의 동부,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35mm
•촬영지 : 서귀포시 강정 –8m
•사 진 : 김진수

046) Pleurobranchaea japonica
(Thiele, 1925) 올빼미군소붙이
몸은 납작하고 패각은 없고 구강막이 크게 발달해 있
고 외투막 가장자리는 위축되어 족이 넓게 보인다. 체
색은 연한 황갈색이며 표면에는 진한 갈색으로 된 그
물모양의 무늬가 있다.
•분 포 : 중국, 호주, 일본, 한국의 황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50mm
•촬영지 : 제주시 화순항 -5 m, 충남 태안
•사 진 : 강영관,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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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Pleurobranchus albiguttatus
= P. nigropunctatus
(Bergh, 1905) 흰점박이군소붙이
황갈색 체색에 등 면에 거북등 모양의 문양이 밀집
해 있고 갈색돌기들이 나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흰 삼각형 무늬가 갈색돌기 내
에 있는 것이 종의 특징이며 학명의 의미이다.
주로 낮 동안은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야간
에 활동을 한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 제주도
•크 기 : 체장 35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3m, 화순항 -5m
•사 진 : 고동범, 이운철

048) Pleurobranchus forskalii
(Ruppell & Leuckart, 1828)
고리무늬군소붙이(신칭)
연갈색 체색에 등 면에 흰색 반점들이 섞여있고 기
저부에 주황색 고리가 둘린 나지막한 둥근 돌기들
이 나있다. 체색이 매우 다양하며 보통 10cm이나
최대 30cm까지 성장한다. 멍게류를 먹이로 하고
모래와 펄로 된 바닥에 서식한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크 기 : 체장 5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사 진 : 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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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Pleurobranchus mamillatus
(Quoy & Gaimard, 1832) 유두군소붙이
체색은 오렌지 또는 적갈색에 체장은 매우 크고 둥글
며 등 면의 중심부에는 젖꼭지처럼 생긴 긴 돌기들이
8개 정도 돋아있고, 주변부에는 좀 더 짧은 돌기들이
나있다. 각각의 돌기 기저부는 주황색의 둥근 원이 둘
려있고 모래와 펄로 된 바닥에 서식한다. 진한 자주색
은 동일종에서 체색변이 개체이다.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크 기 : 체장 150~200mm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34m, 문섬 -25m
•사 진 : 고동범, 조성환, 이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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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Pleurobranchus peroni
(Cuvier, 1804) 거북등군소붙이
체색은 붉은색, 황색, 적갈색, 갈색 등으로 동일종에서
도 변이가 다양하다. 등이 부풀고 둥글며 거북이 등 문
양에 둥글고 잔 돌기들이 산재해 있다. 낮에는 바위틈
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야간에 활동한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40~60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사 진 : 고동범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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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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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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신간도서
신간도서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길 수 있는 장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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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해몽

13인의 BLUE

Marine Odyssey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
을 엄선하여 제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
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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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수중사진술

수중비디오촬영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

수중사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수중비디오촬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실전사례와 촬영사진 화보를 포함한

실전 사례를 소개한 수중비디오 촬영

정의욱 지음·168쪽·값 25,000원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
까지 공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수중사진가의 필독서.

가의 필독서

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0,000원

이용업, 정의욱 공저·254쪽·값 30,000원

이용업, 우대혁, 진신 공저·217쪽·
값 30,000원

정리한 지침서.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수중사진동호회인 DEPC사이트에 올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려진 사진으로 만든 어류도감.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

이야기들은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박정호 지음·사진/DEPC·248쪽·
값 38,000원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

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

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이버가 만나는

DEPC 어류도감

360쪽·값 12,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의 수화법

상어의 인간사냥

더싸일런트월드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상어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담겨져

인류가 수중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

는 대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값 10,000원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있다.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도 몰랐던 1940년대에 쿠스토와 그

위한 생태 관찰 안내서.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서술되어 흥미진진하다.

의 동료들이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겪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표현.

김인영 지음·280쪽·값 8,000원

었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소설.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김풍등 옮김·336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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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업체 ◆

(주)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주)우정사

마레스/럭스퍼/콜트리서브 장비수입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TUSA/Oceanic/Hollis/Atomic 장비수입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5 3층
전화: 02-4300-678
팩스: 02-4300-838
홈페이지: www.woojungsa.co.kr
대표: 신명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40-14
전화: 02-478-7273
팩스: 02-478-6174
홈페이지: www.oceanickr.com
대표: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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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챌린져

(주)해왕

(주)첵스톤 코리아

에스엔씨 코리아

Bism/Beuchat/Omer-sub 장비수입

지글/아폴로/스패어에어
고급다이빙 장비수입

미국 에어리스 장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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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전화: 02-3789-0906
팩스: 02-3789-0190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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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자이언트

마린뱅크

(주)테코

영국 Apeks 공식수입원 Giant

SCUBAPRO 장비수입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전화: 02-387-3503~4
팩스: 02-374-8402
홈페이지: www.divegiant.com
대표: 정인호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전화: 02-2297-5006
팩스: 02-2297-5070
휴대폰: 010-3899-9484
홈페이지: www.scubapro.co.kr
이메일: marinebank@hanmail.net
대표: 김주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전화: 031-776-2442
팩스: 031-776-2444
홈페이지: www.tecko.co.kr
대표: 김형준

아쿠아시스템

바다강/아쿠아스포츠

(주)제이에스에이

DUI DRY SUIT

바다강 잠수복 제조/Body Glove,
Northern Drivers 수입

제주도스쿠버연합회 유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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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전화: 064-738-0175
팩스: 064-738-0360
휴대폰: 010-2384-6552
대표: 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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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플러스

아쿠아코

Liquivision(리퀴비전) 컴퓨터 수입

수중촬영장비 제조/수출, 판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6-19
전화: 02-477-4800
팩스: 02-477-4646
홈페이지: www.liquivision.co.kr
이메일: oceanplus@gmail.com
대표: 김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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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풀

(주)수중영상시스템

Philippine Airlines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수중촬영장비 전문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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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0-167
전화: 02-3486-5528
팩스: 02-3486-3528
홈페이지: www.imago.co.kr
대표: 조윤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1층
전화: 1544-1717
홈페이지: www.philippineair.co.kr

대표: 김영중

대전 엑스포 다이빙

G－Scuba 다이빙풀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스쿠바 다이빙 강사 양성 센터

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내
다이빙 교육 전용 풀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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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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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EC(한국 잠수 교육단체 대표자 협의회) 단체 ◆

경기국제보트쇼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 연합회)
KDEX 개최
전화: 070-4686-1661
팩스: 031-264-1822

이메일: kdex@kibs.com
홈페이지: www.kibs.com

회원단체 :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DI/TDI/ERDI, SSI

교육단체
R

PADI
다이빙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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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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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박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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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아쿠아벨리조트

대진 리조트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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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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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딥어드벤쳐

다이빙교육, 체험다이빙,
보트다이빙, 장비판매 및 렌탈

바다수영(스노클링), 조정,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용선, 카약, 요트, 스쿠버다이빙, 수상스키, 서핑

다이빙가이드, 체험다이빙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진리해변길 68-14
전화: 033-645-1472
팩스: 033-643-1470
홈페이지: bahama1472.com
이메일: hyenc1472@hanmail.net
대표: 김철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2-5
전화: 054-282-2223
이메일: samsy@hanmail.net
홈페이지: www.phseasports.or.kr
회장: 김중기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휴대폰: 017-204-9456
이메일: doonggarasi@naver.com
대표: 유 현 재

이응구스쿠바

이지다이빙

스쿠버스쿨 제주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체험다이빙, 다이빙교육
제주도투어, 장비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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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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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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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다이브

태평양 다이빙 스쿨

체험다이빙, 일반다이빙
야간다이빙, 보트 다이빙

수중사진 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전화: 064-733-7774
휴대폰: 010-8812-0545
홈페이지: cheonjiscuba.com
대표: 김덕휘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대표: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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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 DIVE

블루샤크제주

제주도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수중촬영

에어스테이션, 장비렌탈전문, 체험다이빙

체험다이빙 및 스쿠버교육전문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전화: 064-738-0175
휴대폰: 010-2384-6552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대표: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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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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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오션

원주스쿠버

마린 마스타

교육/투어/장비판매/해양조사, 작업/산업잠수

NAUI 강사교육/잠수교육
수중촬영/국내외투어

PADI 5 스타 강사 양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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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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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에프티커머스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카라나 오션팩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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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23
전화: 02-517-2916
팩스: 02-517-2917
이메일: ftc1201@naver.com
홈페이지: www.karanakore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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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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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7000

노블레스 리조트

M/V SOLITUDE ONE

필리핀 바탕가스 아닐라오 다이브 리조트

다이빙교육/체험다이빙/펀다이빙/호핑투어

팔라우 리브어보드

전화: 070-4641-1787
+63-905-297-1787
+63-927-226-6402
kjc1793@naver.com
www.dive7000res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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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액션투어
전화: 02-3785-3535
이메일: bluemjl@hotmail.com
홈페이지: www.solitude-liveabo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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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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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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소속된 모든 강사와 센터가 정기구독하는 교육단체

BSAC·IANTD·SDD
SDI / TDI /ERDI·SS I

Marine Essay
같은 피사체, 다른 느낌!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독자수기

오자룡이 간다! 어디로? 제주도로!
미래 신산업직종에 선정된

산업잠수
프리다이빙
PADI 교육센터 탐방

수중사진테크닉

스쿠바다이빙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스마트 수중사진가가 되자

강영천 박사의 Q&A 잠수의학

동영상 편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잠수의학 상식
다이빙영어
알기 쉽게 설명한

데이비드와 케빈의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다
 이빙투어 상식
여행자보험, 1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다양한 보장
해외여행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주의!

사설

156

황윤태의

현재 다이빙계의 상황으로 두 개의 장비전시회는 부담스럽다
다이빙계를 대표할 진정한 주체는 없는가
www.sdm.kr
www.scubamedia.co.kr

수중생물 탐구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독도의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스마트 다이버 운동

제 156호 2013

7   &8
값 1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