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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1963년 설립
● ISO, CE 인증 드라이 슈트
● 전세계 가장 많은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세계 최고의 동굴 탐험 팀과 테크니컬 다이빙 팀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미국 Navy SEAL, Air Force 등 20개국 이상의 군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미국 해양 경찰, 소방서 등 다수의 국가 공공 기관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ISO•CE 인증서
아쿠아시스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32 1층
Tel. 02)470-9967 / 010-3788-0314

E-mail. aquamark38@hotmail.com

한국형 마스크
X-뷰 리퀴드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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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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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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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EXTREME TECHNOLOGY
SUPERIOR PERFORMANCE

포트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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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consulting.net

2단계와 옥토퍼스 호스의
이상적인 위치를 위한 각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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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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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bination of high performers.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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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INTERNATIONAL 강사양성센터

김동혁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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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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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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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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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익

김창문

블랙마린
blackmarine@naver.com
010-8230-1001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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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deep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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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강사교육과정 안내
SDD 강사교육과정은...
단지 스쿠버다이빙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개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합격, 불합격보다는 교육내용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 환경에 맞는
가장 한국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비 : 120만원

SDD는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가들의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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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edia.co.kr www.s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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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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관광청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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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고, 해
양생물을 보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는
다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화에
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관행은 해산물을 잡아가
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빙은 다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쿠
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
지되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
들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
단현상을 이겨내고 다이빙 문화를 품위있게 변
화시켜야 합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해양을 오염이나 훼손시키
지 않으며 더렵혀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운동입니다. 다이빙을
하다보면 낚싯줄, 쇳조각, 빈병, 깡통, 비닐, 폐그
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
은 조각이라도 이것들을 하나라도 주워 나오는
일입니다.

www.scubamedia.co.kr

2-5주

과일 껍질

1-5년
5년

테트라 팩

10-20년

30-40년

그물망

50년

통조림캔

50년

가죽

알류미늄 캔

80-100년

플라스틱 병

낚시 바늘

PVC카드

담배

1,000년

450년
600년

비닐봉지

30-40년

50년

의류

종이컵

80년

부이

100년

건전지

500년

기저귀

500-1,000년

1,000,000년

www.scubamedia.co.kr

티백

유리병

한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
김
철
현
E: abysmch@nate.com
T: 010 3665 2255

정
상
우

박
성
수

정
회
승

김
수
열

마린마스터

한국 해양 스포츠개발원

엔비 다이버스

노마 다이브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T: 011 226 4653

W: kms.re.kr
E: godiving7@hotmail.com
T: 010 9053 83335

W: nbdivers.com
E: nudiblue@hotmail.com
T: 02 423 6264

W: nomadive.com
E: noma@nomadive.com
T: 010 7114 9292

김
현
찬

송
종
윤

위
영
원

한
김
민
철
주
현

강
정
훈

아쿠아렉스

베스트 다이브

씨씨 다이버스

스쿠버 그린피스

아쿠아 마린

W: e-aquarex.com
E: padipros@naver.com
T: 010 5230 6770

W: bestdiver.co.kr
E: kim462311@naver.com
T: 010 9310 1377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T: 010 3648 1886

W: scubamall.kr
E: james007@korea.com
T: 010 5256 3088

W: scubain.co.kr
E: scubain@naver.com
T: 010 5284 0393

박
현
정

서
종
열

우
인
수

임
용
우

김
진
관

다이버스 에듀

루씨 다이브

에버레져

고 다이빙

아쿠아 마린

W: diversedu.com
E: webmaster@diversedu.com
T: 010 4173 4113

E: studioin00@hotmail.com
T: 011 280 9371

E: wooinsu@hanmail.net
T: 010 3704 8791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10 6317 5678

W: scubain.co.kr
E: chingwan83@hotmail.com
T: 010 3000 4679

임
욱
선

송
관
영

이
호
빈

윤
재
준

김
정
미

인투 다이브

블루 다이버스

스쿠버 인포

잠실 스쿠버 풀장

PSI 스쿠버

E: ky70700@hotmail.com
T: 010 7419 9658

W: bluedivers.co.kr
E: lws2201@naver.com
T: 010 3290 4653

W: scubainfo.co.kr
E: hobin@nate.com
T: 010 8731 8920

W: jsscuba.co.kr
E: pipin642@nate.com
T: 010 6351 7711

W: psiscuba.com
E: jungmi@psiscuba.com
T: 010 6334 4475

김
시
광

박
금
옥

김
용
진

송
규
진

주
호
민

넵튠 다이브 센터

불루존 스쿠버

다이브트리

파아란 바다

아쿠아 마린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T: 011 408 4837

W: bzscuba.co.kr
E: ksk1655@hotmail.com
T: 010 3110 0364

W: divetree.com
E: ygoll@ecoscuba.co.kr
T: 010 5216 6910

W: paranbada.com
E: sgjgrimza@naver.com
T: 010 9926 0140

W: scubain.co.kr
E: seouldive@naver.com
T: 010 9501 5928

황
진
훈

임
호
섭

김
영
준

Red Sea 다이빙 팀

씨월드-부산

엔비 다이버스

W: redseadive.co.kr
E:jinhoon.hwang@gmail.com
T: 010 5434 1800

W: seaworld-busan.co.kr
E: seop777@hotmail.com
T: 010 4846 5470

W: nbdivers.com
E: john@nbdivers.com
T: 010 9139 5392

PADI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무료 PADI사전 강사 개발 코스를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와 상의 하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 원 . 지금 PADI
강사가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 하세요.

강사시험: 10월 25일 ~ 10월 27일
장소: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스페셜
제안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스디렉
터와 PADI 강사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에
조건을 갖추셨나요?

지금 도전 하세요!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에 연락 하셔서 PADI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의 하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 지역의 가장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에 연락하시거나
padi.co.kr 에서
를 방문하세요.

PADIProducer

PADI

PADI

2013년 12월 31일 이전 까지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코스를 마치고, 한정판
PADI 티셔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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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다이빙, 사고를 거울삼아야!
SCUBA Diving, Learning Wisdom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s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경 울진의 ‘왕돌초’ 등대 앞 해상에서 스쿠바다이빙 도중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다이버가 구조되었다. 다이버 구조를 위해 경비정 4척과 헬기, 122구조대, 민간다이버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급파되어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왕돌초로부터 9.8km 떨어진 해역에서 실종
된 다이버가 발견되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동·남해안에서 안전부주의로 4명의 다이버가 스쿠바다
글 / 구자광(발행인)

이빙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4명의 다이버는 강한 조류에 휩쓸려 어망 부표에 매달려 있다가 해경
경비정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다이버의 사망사고와 실종사고를 관리하는 해양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안전부주의로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다이빙단체 및 관련업종 종사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
전수칙을 지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간담회와 캠페인을 벌였다. 해양경찰이 이렇게 까지 관련 종사자
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만 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발생한 다이빙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초보 다
이버의 실수,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 심장마비인 경우, 강한 조류에 떠내려간 경우, 장
비의 결함으로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경우, 상승하다가 배의 스쿠류에 사고를 당한 경우, 갑작스러운
해상기상 악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물론 사망경위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였다. 이러한 사고는 다이빙을 할 때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사실 다이빙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스
포츠 중 하나이다. 아무래도 물속에서 장비를 통해서 호흡해야 하고 바다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다이빙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이빙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다이버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이다. 다이버는 수중의 환경을 존
중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다이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다이빙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전은 자연히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단체
에서 제공하는 전문 기술서적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기고한 글들을 을 통하여 다
이빙과 관련된 최근의 이론이나 기술을 익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수칙은 각 다이빙 교육단체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다. 신체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건강할 때만 다이빙을 하라. 알코올을 포함한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고 다이빙하지 마라.
자신의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다이빙하며, 안전을 위해 신
체의 힘과 탱크의 공기를 절약하며 다이빙을 하라. 다이빙시에 추워지거나, 피곤해지거나, 몸 상태
가 좋지 않거나 다이빙시 공기의 부족을 느끼면 안전을 위해 즉시 출수해야 한다. 다이빙 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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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작동되게 유지하고 매번 다이빙하기 전에 점검하라. 장비의

하며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저 주변의 아는 사람만 알고

점검기간을 준수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다이빙을 할 때는

덮어두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스포

안전하고 확실한 장비를 사용하라. 다이빙을 할 때는 웨이트를

츠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고객에게 두려움을 커지게 만드는 효

정확히 착용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해서 다이빙 하는 것을 피하

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라. 환경을 존중하고 위험한 다이빙 장소는 피하라. 기상이 좋

대부분 정보는 뉴스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렇

지 않을 때는 다이빙을 하지마라. 현재 다이빙중임을 알리는 깃

게 전달되어 무분별한 추측과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을 세우고 그 주위에서 다이빙하라. 다이빙 시간과 수심의 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규명하여 반복적인 사고가 발

한은 확실히 안전하게 적용하라. 다이빙 계획을 올바르게 하도

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록 시간을 할당하고 그 계획을 따라라. 천천히 상승하고 소시지
를 띄우고 5m에서 3분 안전정지를 하고, 수면을 세밀히 살피며

사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

상승하라. 정기적으로 다이빙을 하지 않았을 시는 다이빙 기술

지만, 바다에서는 아찔한 일들이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을 새로이 하라. 다이빙했던 내용을 기록해서 경험과 세부사항

경험들을 자료화시켜 전 다이버에게 공유시킨다면 지금보다는

을 기억하도록 하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빙을 안전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본 지에서 발간된

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렇게 다이빙을 하기 위해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이라는 책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

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연습해야 하지만 올바른 원리와 안전수

을 제시하였지만, 위험에서 벗어난 더 많은 실전 경험들이 자료

칙을 응용하여 제2의 본능같이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많

화되지 않고 혼자만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경험은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이버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들을 각 다이
빙 단체마다 교육하고 있지만, 일부 다이버는 이런 안전수칙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지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모아진다
면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2”도 발간할 예정이다.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만을 믿으며 위험한 다이빙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

스쿠바다이빙은 매우 매력적인 스포츠이다. 그런데 다이빙을

지 않는다. 다이빙 횟수가 많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즐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다
이빙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이버들의 마음은 무겁고 다이

우리나라 바다는 강한 조류와 어두운 시야가 다이빙하는 데

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항상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수온도 열대지방처럼 따뜻하지 않

“안전수칙을 지키며 다이빙을 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다. 그래서 두꺼운 슈트를 입어야 하고, 웨이트도 더 무겁게 차

무엇보다 필요하다.

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야 한다. 따라서 다이빙 교육단체와 다이빙 교육을 담당하는

수중의 아름다운 풍광을 오래도록 즐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모든 강사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초보 다이버들에

부터라도 다시 한 번 스쿠바다이빙을 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

게 각인시키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학습시켜

을 살펴보라. 다이빙 이론과 경험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다이버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좋은 방법이다. 초보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해

한다. 다이버들도 단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으로 끝내지 말

할 수 있으며,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며 다이빙을 했는지 점

고 수십 차례 교육받은 강사와 동행하여 다이빙을 하며 위급한

검할 수 있다. 다이빙 이론이 정립되고 기술이 숙달되면 실제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나가야

위험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한다. 바다에서는 초보 다이버나 경험이 많은 다이버 누구나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경
험 많은 다이버들의 경험담을 경청하고 학습해야 한다.

또한 많은 경험을 한 다이버들이 서로 실수한 경험을 나눈다
면,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빙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이전의 사고를 교훈삼아 우리 모두

오랫동안 다이빙계는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보다는 사고가 난 사실을 서로 쉬쉬

다시는 똑같은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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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만을 위한 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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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수중사진콘테스트
2013년 9/10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장려상

입선(가나다 순)

금상 김동현

금상 조성철

박인수

강현주, 김동현, 김은종, 김준연,

은상 이운철

은상 김은종

우종원

박인수, 손동수, 안성현, 오진호,

동상 손동수

동상 장기영

원하경

우종원,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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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콘테스트는 포스엘리먼트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해주신 사진 중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2013.9/10월호에 한해서 일
시적으로 장려상을 마련하였습니다.(장려상 시상품 : 오션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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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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김동현

50

이중노출 Nikon D800, f/29.0, 1/250

은상 Silver Prize 이운철

자리돔 무리와 다이버 Nikon D90, f/8.0, 1/80

동상 Bronze Prize 손동수

모래폭풍속 마블레이와 다이버 Canon EOS 550D, f/8.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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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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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새우(Skeleton shrimp) Sony DSC-RX100, f/6.3, 1/500

은상 Silver Prize 김은종

핑크아이 고비 Canon EOS 5D, f/13.0, 1/125

동상 Bronze Prize 장기영 만티스쉬림프의 먹이 사냥

Olympus TG-820, f/5.7, 1/125

53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장려상작품

장려상 우종원

장려상 원하경

물고기의 입맞춤 NIKON D800, f/13.0, 1/250

장려상 박인수

54

갯민숭달팽이의 아가미 Canon EOS 7D, f/13.0, 1/160

알을 지키는 베도라치 Canon EOS 40D, f/11.0, 1/125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강현주

김동현

박인수

김은종

김은종

장기영

손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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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종

장기영

김준연

오진호

장기영

안성현

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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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8marine.com

MARINE
RESORT

연면적 600평 규모의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써 1일 200명 수용가능한 숙소와 3.8m 교육용 풀, 단체식당, 세미나실,
50인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샤워시설로 다이버들이 보다 편안하게 다이빙과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이빙 외에도 단체세미나, MT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에서 38마린리조트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다양한 수심대(7~40m) 포인트가 있어서 교육과 펀다이빙 모두 가능(40여곳의 다양한 포인트)
■ 갑압절차, ERD, 트라이믹스 교육 / 오픈워터에서 강사까지 전 과정 교육
■ 해양스포츠 활동 지원(체험 다이빙, 서핑, 윈드서핑,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낚시)
■ 특실, 단체실(20~30인 수용가능), 가족실, 일반실 등 바다 전망의 청결한 객실을 운영
■ 카페, 식당, 썬텐 베드가 있는 넓은 휴게공간 보유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 033-671-0380 팩스 : 033-671-2253

큐알코드를 찍어보세요

www.38marine.com

Photo

제52회

  

아! 문섬

조류 센 10월의 어느 날, 산호 폴립은 활짝 열렸고 자리돔은 힘차게 움직였다. 니콘 D700, AF Fisheye Nikkor 16mm F2.8D, 넥서스, f5.6, 1/30초, Z-240X2, RAW, -32m, 제주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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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의 Marine Essay

97년 가을, 와이프를 꼬드겨 3살 난 아들과 돌 지난 딸을 데
리고 고향인 대구를 떠나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휴가 중 경
험한 서귀포의 수중과 이국적 풍경, 아날로그적 삶의 여유
를 간직한… 제주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작되
었던 대구 지하철공사로 인한 번잡함도 한몫 했지만, 무엇보
다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때론 거칠지만… 다이내믹한 비경
(秘境)을 머금은 서귀포의 수중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
연히 저의 수중사진력도 제주에서 시작되었고, 수중사진을
주업(主業)으로 삼은 13년간 지구촌의 많은 바다에 몸을 담
갔지만, 계절마다 느낌이 다른 이런 색채(色彩)의 바다는 아
직 보지 못했습니다.
연산호(수지맨드라미류)와 해송은 문섬에서 흔히 보이고 필
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촬영하고 있지만… 수중카메라
가 많이 보급된 요즘에는 찍었다는 그 자체만으론 큰 감동
을 주기 어려운, 흔한 피사체입니다.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모델을 세워보기도 했지만, 이 역시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내세울만한… 산호 사진이 몇 장 없다는 것을요!
첨부한 사진을 찍은 날은 조류가 상당했습니다. 먹이활동을
위해 산호도 폴립을 활짝 폈고, 자리돔도 이를 배경으로 조
류를 거스르는 힘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순간 느낌이 팍
하고 오더군요! 바로… 이거다! 그리고는 바로 카메라와 스
트로브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혹시나 그들이 필자로 인해
진로를 바꿔 그림이 흩뜨려질까 두려워 숨죽이고 기척마저
죽인 채… 셔터를 끊었습니다.
카메라의 파인더로 보였던… 산호를 배경으로 자리돔이 쫘
~악하고 흐르는 장면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선명합
니다.
흐흐흐…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맛에 수중사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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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海松)과 자리돔의 역동적 군무(群舞) 니콘 D700, AF Fisheye Nikkor 16mm F2.8D, 넥서스, f8, 1/60초, Z-240X2, RAW, -25m, 제주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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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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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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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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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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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블루 웨이브

김민승

010-9323-4060

제주도 서귀포시

cafe.naver.com/bluewavescuba

SSI East Asia&Micronesia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1-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이버의 꿈

이용주

010-8553-3500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cafe.daum.net/DreamOfDiver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 1층

해인 스쿠버

양영동

010-6209-9403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haeinscuba.com

Fstyle

전석철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www.ssidive.co.kr

스쿠바조아

윤기명

010-9844-0442

서울 광진구 자양동

www.scubajo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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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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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814-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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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 다이빙 센터
스쿠버 월드
전북잠수전문학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동주
김영중
김동주
김도열
이기훈(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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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바다가 아픕니다.
어류 남획, 쓰레기, 소음, 기름 누출 등의 위험요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 함께 활동하게 된다면, 바다를 위한 “푸른 전사” 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각자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통해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어 프로젝트와 함께, SSI는 4가지의 캠페인 미션을 시작합니다.
• 미션 1 : 인도네시아의 거북이 보호
• 미션 2 :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 미션 3 : 마이크로네시아 해양보호구역 만들기
• 미션 4 : 도서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재 지원
오션 레인져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발급비 전액은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확인 : http://www.divessi.com/deep_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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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일체형 리조트, 리조트는 특실(디럭스) 4ROOM, 일반실(스텐다드) 8ROOM 보유
▶ 무제한 비치다이빙 제공(성당바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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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Only the Nose, Knows
냄새 맡는지는 코에게 물어봐!
Text by David Behrens

글 데이비드 베렌스

Photos by Kevin Lee

사진 케빈 리

번역 편집부

The concept of smelling is a complicated and little

냄새를 맡는다는 개념은 복잡하고 거의 이해되지 않은 과

understood process. We all know that some animals rely

정이다. 우리는 모두 일부 동물이 시각보다는 후각에 더

on their sense of smell more than sight. We know that

의존한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냄새 및 향기가 식욕을 돋

Fish are one of the few marine organisms that have nostrils and a nose similar to ours.
어류는 우리와 비슷한 콧구멍과 코를 가진 몇 안 되는 해양생물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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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lls, aromas and odors arouse appetites and can offend

우고 악취가 불쾌한 기분을 일으켜 그것이 위험하고 해

us, warning us of foul maybe dangerous, offensive gases.

로운 기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한다는 점도 알고

That’s right – gases. That’s what we sense with our noses

있다. 그렇다. 기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when we inhale. Air breathing animals are incapable of

코로 감지하는 것이다. 공기 호흡을 하는 동물들은 고체

smelling solids and liquids, unless these materials are

와 액체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기화

gasified or vaporized. The real question here is – How does

되거나 증발되지 않는 한 말이다.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은

an animal’s olfactory system, make sense of scents?

“동물의 후각계가 어떻게 냄새를 감지할까?”란 것이다.

Animals with long noses are known to have heightened

코가 긴 동물들은 코가 짧은 동물들에 비해 후각 능력

smell capabilities, over those species with shorter noses.

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가 더 길고 크면 후

This is due to the greater olfactory area provided by a

각 영역이 더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들 중 코끼리가

longer therefore larger nose. Elephants win the grand prize

단연 으뜸이며, 코끼리는 후각 영역이 가장 넓다. 늑대와

here, having the greatest olfactory area of any species.

퓨마를 비교해보라. 하나는 후각으로, 다른 하나는 시각

Compare wolves and mountain lions. One hunts by smell,

으로 사냥한다. 콘도르와 매도 마찬가지다. 콘도르는 후

the other by sight. The same can be seen with vultures and

각으로, 매와 독수리는 시각으로 먹이를 찾아낸다.

hawks. Vultures locate their meals by smell, hawks and
eagles by sight.
But how do underwater creatures smell? None have a nose

그러나 수중생물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까? 알다시피 코

as we know it. As we shared in a recent issue of Scuba

를 가진 것은 없다. 최근 스쿠버다이버지에 기고하였듯

Diver, few have eyes, and the sight of these is limited by

이, 눈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이들의 시각은 분화의 정

their degree of specialization, water visibility and light.

도, 수중 시계 및 빛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As early as we can remember our biology teachers taught us

기억을 더듬어보면 일찍이 생물 선생님은 바다를 떠다니

that larvae drifting around the ocean settle out and

는 유충이 물의 상태를 ‘감지하고’ 적절한 먹이가 존재할

metamorphose into adults when they “sense” water

때 정착하여 성체로 탈바꿈한다고 가르치셨다. 그 말씀이

conditions and suitable prey is present. The implication was

암시하는 바는 늘 유충 생물이 받는 메시지가 화학적 신

always that the message received by the larval critter was a

호, 즉 냄새라는 것이었다.

chemical cue, a smell.
In some species the smelling organ is quite obvious. Fish

일부 동물에서는 후각기관이 아주 뚜렷하다. 어류는 머

have nostrils and passage ways in the head with olfactory

리의 콧구멍과 통로에 물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감지

tissue capable of detecting chemicals dissolved in water.

할 수 있는 후각조직이 있다. 그러한 콧구멍은 어류에서

Note the nostrils have nothing to do with breathing in fishes.

호흡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입이나 코로

Unlike humans and land mammals that can breathe through

호흡할 수 있는 인간 및 육상 포유동물과 달리, 어류에서

either our mouths and nose, in fish, the gills, which are

는 콧구멍과 분리되어 있는 아가미가 호흡을 한다. 상어

separate from the nostrils, do the breathing. Sharks too have

도 콧구멍에 예민한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역시 호흡

developed acute olfactory sense (smelling) in their nostrils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that do not function in breathing, either.

69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Eels like sharks have developed advanced smelling systems.
장어와 상어는 상당히 발달된 후각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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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s and tunicates do not have to rely on smell for anything,
because they just sit there and filter water.
해면과 멍게는 뭔가를 얻기 위해 냄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그저 그 자리에서
물을 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One might speculate that some species like sponges and

해면과 멍게 같은 일부 종은 그 자리에서 물을 걸러내기만

tunicates do not have to rely on smell for anything,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 냄새에 의존할 필요가

because they just sit there and filter water. We know this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데, 두

is not true however, as both are able to sense chemical

종 모두 상대 성이 방출하는 생식적 분비물의 화학적 신호를

cues signaling reproductive release by the opposite sex.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개와 산호처럼 단독생활을 하는

Solitary species like clams and corals use smell similarly,

동물들도 비슷하게 냄새를 이용하지만 먹이를 찾는 데 필요

but do not need smell to feed.

하지는 않다.

Marine biologists do not fully understand if sea

해양 생물학자들은 말미잘이 후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완전

anemones have a sense of smell, but they can distinguish

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나, 말미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그

between edible and inedible items to eat. If you were to

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종잇조각을 말미잘의 촉수

drop a piece of paper onto the tentacles of an anemone,

에 떨어뜨리면 말미잘은 종이를 붙들다가 버릴 것이다. 그러

it will grasp the paper but then discard it. But if you first

나 먼저 종이를 조개즙에 적신다면 말미잘은 종이를 붙든

soaked the paper in clam juice, the anemone would

다음 삼킬 것인데, 냄새와 맛이 먹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grasp, then swallow the paper, because it smell and
tastes lik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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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ea anemones smell is unknown, but scientists know that they do.
말미잘이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과학자들은 냄새를 맡는다고 알고 있다.

Navanax has sensory mounds on its head to sense the slime trails of potential prey.
나바낙스(Navanax)는 머리에 감각판이 있어 잠재적인 먹이의 진액 흔적을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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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rns on the head of a nudibranch are its smelling organ.
나새류의 머리에 있는 뿔은 후각기관이다.

Some mollusks like the headshield slugs, Navanax and

나바낙스(Navanax), 애글라자(Aglaja) 등 방패머리 바다 민

Aglaja have distinctive sensory mounds on their heads

달팽이(headshield slug)와 같은 일부 연체동물의 머리에는

thought to be used to follow the slime trails of potential

잠재적인 먹이의 진액 흔적을 추적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prey. But how does the related moon snail find clams to

생각되는 독특한 감각판이 있다. 그러나 친척인 구슬우렁이

feed on? How does the closely related species like the

(moon snail)는 어떻게 먹이인 조개를 찾을까? 나새류인 덴

nudibranch, Dendronotus find its sea anemone prey?

드로노투스(Dendronotus) 등 가까운 친척 종은 어떻게 먹

How do any sightless sea slugs find their prey?

이인 말미잘을 찾을까? 보지 못하는 바다 민달팽이는 어떻
게 먹이를 찾을까?

Most nudibranchs have a pair of rhinophores on their

대부분의 나새류는 머리에 한 쌍의 후각돌기(rhinophore)가

head. These appendages, come in a variety of shapes

있다. 이들 부속물은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

and size, but have one thing in common – the surface

통점이 있다. 표면 조직에 인간 콧속에서와 비슷한 후각세포

tissue has olfactory (smelling) cells similar to those in the

가 있다는 것이다.

human nose.
The ring of small sacs around
the bell of jellies can smell
and taste.
해파리에서 우산 모양의 몸통
가장자리로 링처럼 둘러싼 작은
낭(주머니)들은 냄새를 맡고 맛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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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and other crustacean smell with their antennae.
새우와 기타 갑각류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

Jellyfish have simple sensory organs which help them smell,

해파리에는 단순한 감각기관이 있어 수중에서 냄새를

taste and remain balanced in the water. These organs can be

맡고 맛을 보며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우산 모양의

seen in the row of small round sacs along the rim of the bell.

몸통 가장자리를 따라 줄지어 있는 작고 둥근 낭(주머
니)들이 이들 기관이다.

Within the phylum Arthropoda, Crustacean species, like

절지동물문 내에서 게와 새우처럼 갑각류는 머리에 변

crabs and shrimp have modified antennae on their heads

형된 더듬이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수중에서 화

which scientists hypothesize can sense chemical changes in

학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 종은 냄

the water. These species rely on smell to locate and scavenge

새에 의존하여 먹이를 찾아 먹는다.

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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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chinoderms, like seastars and sea cucumbers the sense

불가사리와 해삼 같은 극피동물에서는 후각이 상당히

of smell is quite developed. Chemoreceptor’s on the seastars

발달되어 있다. 불가사리의 피부에 있는 화학수용체는

skin can detect the faintest smell of its prey, such as clams,

조개와 같은 먹이의 희미한 냄새도 감지하고 먹이가 온

and even determine the direction from which it is coming.

방향도 알아낼 수 있다.

Studies have shown that the tube feet some of the sea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부 해삼의 관족(tube feet)은 화학

cucumbers are sensitive to chemicals and this allows them to

물질에 민감하고 이를 통해 먹이 등 냄새의 근원을 찾을

find the source of smells, such as food.

수 있다고 한다.

Marine worms take the sensing of smells to a whole new

해양 벌레들은 후각을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level. Flatworms have a well-developed battery of

다. 편형동물은 잘 발달된 일련의 화학감각 감지기관을

Seastars and Sea cucumbers may be the best sniffers in the ocean.
불가사리와 해삼은 바다의 마약 탐지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최고다.

The chemosensory detectors on a flat worm lie just in front of the eye stops.
편형동물의 화학감각 감지기관은 안점의 바로 앞에 있다.

75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chemosensory detectors which recognize molecules

갖춰 해류에 떠다니는 분자를 인식한다. 화합물은 먹이를 찾

which are carried in water currents. Chemical

고 짝을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compounds are thought to play a key role for finding

의 화학수용체는 머리에서 패인 곳이나 홈에 위치하는 분화

food and mating partners. Their chemoreceptors are

세포이다. 편형동물을 관찰하면 흔히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

specialized cells located in pits or grooves on the head.

서 돌아다니는데, 냄새의 방향과 기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Flatworms are often observed moving around waving
their head back and forth to find out direction and origin
of odors.
So there we have it – the smelling organs or noses in

이제 분명해졌다. 해양생물의 후각기관이나 코는 우리와 같

marine life come in many forms, from nostrils like ours,

은 콧구멍에서 동물 몸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있는 민감한 조

to sensitive tissues on different parts of the animal’s

직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든 혹

body. When it comes to smelling, whether to find food

은 짝을 식별하기 위해서든, 냄새를 맡는지는 코에게 물어볼

or identify a mate – Only the Nose, knows.

일이다.

데이비드 베렌스

케빈 리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LA 수중사진협회 회원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저서 : 『나새류의 행태』, 『태평양 연안 나새류』
공저 :	『인도-태평양의 산호초 동물들』, 『동태평양의 나새류』, 『온두라스 베이 아일랜드
에서의 다이빙과 스노클링』, 『다이빙 가이드 - 코수멜, 칸쿤과 리비에라 마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캘리포니아과학원의 연구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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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글/사진 구자광(일부사진은 셔터스톡 제공)
감수 김지현

고르고니언 피그미 해마(Gorgonian pygmy seahorse)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피그미 해마가 고르고니언 피

미 해마와 Orange 돌기가 있는 Yellow 피그미 해마 두 종류가

그미 해마(Gorgonian pygmy seahorse)이다. 일본과 인도네시

있다. 대략 눈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컬러가 분홍색과 오렌지 두

아에 걸쳐 태평양 중서부에서 발견되며 크기는 약 2.4cm로 다

종류로 보인다. 조류가 있는 20m 내외의 깊은 물에 있는 고르

른 피그미 해마에 비해 큰 편이다. Red 돌기를 가진 Grey 피그

고니언 산호에서 주로 산다.

학명 : Hippocampus bargibanti
영명 : Gorgonian pygmy seahorse
한국명 : 피그미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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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피그미 해마(Pygmy Seahorse)

피그미 해마는 일반적으로 높이가 2cm 미만으로 가장 작은 해마 종의 일
부이다. 피그미 해마는 어류학자가 아닌 산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된 어류
이다. 피그미 해마는 주로 고르고니언 부채산호(Gorgonian Seafan Coral)
에서 서식하는데, 해양 수족관을 만들기 위해 부채산호를 수집하다가 처음
발견된 어류이다.
피그미 해마는 부채산호의 폴립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피그미 해마는 일반적인 해마와 같이 물체를 휘감을 수 있는 꼬리
를 이용해 산호에 매달려서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또한 경골성 판

으로 구성된 단단한 몸과 고삐 달린 말처럼 견고하게
감싸여진 머리를 갖는다. 피그미 해마는 독립생활을
하거나 작은 무리를 형성한다. 수심 10~40m의 사면에서
서식한다.
피그미 해마는 고르고니언 피그미 해마(Gorgonian pygmy seahorse), 폰
토이 피그미 해마(Pontohi pygmy seahorse), 데니스 피그미 해마(Denise's
pygmy seahorse), 세븐스 피그미 해마(Severn‘s pygmy seahorse) 등 여
러 종류가 있다.

데니스 피그미 해마(Denise’s pygmy seahorse)

데니스 피그미 해마는 2003년에 Lourie
& Randall에 의해 처음 발견하였고,

학명 : Hippocampus denise
영명 : Denise's pygmy seahorse

Denise Tackeet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렌
지 컬러의 매끈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Annella Reticulata 고르고니언 산호에 살며
25m 이상의 깊은 물을 좋아한다고 한다.
크기는 1.5mm이다.
해양생물학자이면서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의 해마 보존 프로젝트
(Project Seahorse Marine Conservation
Team)의 멤버인 사라 루리(Sara Lourie)는
세상에 알려진 해마 가운데 가장 작은 종
을 발견했다. 이 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로서 루리는 이 새로운 종의 이름
을 부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루리는
이러한 새로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중
사진을 제공한 데니스 태켓(Den ise
Tackett)의 이름을 선택했다. “데니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와인의 신인 디
오니소스로부터 유래했고, “거칠고 열광적”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루리에 의하면 이
것은 “이 해마들은 다른 해마에 비교해서
활동적인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름에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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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토이 피그미 해마(Pontohi pygmy seahorse)

학명 : Hippocampus pontohi
영명 : Pontohi pygmy seahorse

폰토이 피그미 해마는 술라웨시 북쪽 부나켄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다이빙
가이드인 Hence Pontoh에 의해 2003년에 발견이 되었고, 2008년 12월에
Loure와 Kuiter에 의해 새로운 종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름은 Hence
Pontoh의 이름을 땄다. 크기는 1.4~1.7cm이다.
폰토이 피그미 해마는 해조류나 히드로류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흰색, 노
랑, 빨강 색상의 종류가 있다. 고르고니언 산호에 사는 고르고니언 피그미 해
마보다 움직임이 많고 주변의 환경과 아주 비슷하고, 크기도 아주 작기 때문
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세븐스 피그미 해마(Severn‘s pygmy seahorse)
세븐스 피그미 해마는 피그미 해마 중에
서도 아주 보기 드문 종으로 매우 작다. 이
종을 발견한 Mike Severns라는 다이버의 이
름을 딴 것이다. 몸 천체 크기(입에서 꼬리까
지)가 1.5cm이니 꼬리를 감고 있을 때는
0.5~0.7cm로 보이니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갈 것이다. 정말 너무 작고 주변 환경과 구분
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기에 아주 어렵다.
세븐스 피그미 해마는 8~20m의 수심에
서 인도네시아(부나켄 섬, 와카토비 열도, 라
자암팟 제도), 일본(류큐 제도), 파푸아뉴기
니(밀른베이, 마당), 솔로몬 제도(Mborokua),
피지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종은 낮이
나 밤에 모두 관찰되지만, 직사광선이 없는
아침과 늦은 오후에 더 활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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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Hippocampus severnsi
영명 : Severn's pygmy sea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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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해양생물
7

It was very good. Gen. 1:31

독도에는 동도에 경찰 경비대원과 등대관
리원들이 있고, 서도에는 독도 관리사무
소 직원들과 주민인 이장 내외가 있다.
김성도 이장 내외는 독도에 근무하는 다
른 사람들과는 달리 독도가 그들의 집이
자 일터로써 독도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 물론 전기와 물 사정 때문
에 한겨울에는 울릉도에서 지내지만, 봄
부터 가을까지는 독도에서 생활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여덟 명이다.

글/사진 김지현
www.livephoto.kr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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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안 암초면 수심 5~30m 사이에서 서식
하는 부착성 우렁쉥이류이다. 얇은 막으로 이루
어졌으며 둥근 덩어리 모양의 군체를 형성한다.

Botryllus tube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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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소통이 활발한 암반 지역에서 서식하는
굴이다. 수심 5m 전후에서 서식하는 이종은 왼
쪽 패각 전체가 바위 면에 부착해있다. 오른쪽
패각의 표면에는 다양한 부착생물이 붙어있어
서 주변환경과 구별하기 어렵다.

Ostrea circumpicta
85

독도연안 암초 바닥 녹조류 지역에서 서식한다.
초록색 몸통에 검정색과 흰색의 작은 반점이 표면에 산재한다.
측족 변두리는 검은색이며 그 안쪽은 노란색, 오렌지색의 띠가 있다.
초식성으로 해조류와 녹조식물을 먹는다.

Elysia or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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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지표’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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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테크닉 제14회

수중생물의
접근거리 관용도

글/사진 구자광

수중생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진가는 생물에게 최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생물은 사진가의 접근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
는 생물들이 더 많다. 사진가들은 수중생물이 허용하는 접근거리를 미리 알고 접
근을 하되 최대한 기술을 발휘하여 접근해야 한다.
물고기들은 사람의 접근거리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접근거리 관
용도’(Comfort Zone)라고 한다. 모든 수중동물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물체가
가까이 오는 거리에 대해 관용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내로 이물체가 접
근하면 참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피해 버린다. 이 거리는 이물체가 빨리 움직이거
나, 버블을 품어 내거나, 눈이 자주 마주치거나 하는 경우에 더욱 멀어진다.
이 거리는 조금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점 짧아진다. 그것은 물고기
가 다이버가 가까이 오는 속도를 인지하고 경계해야 하는 물체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해야 하는 물체가 공격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의심을 풀기 때
문이다.
경계심의 정도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의 물고기 중에도 개
별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체로 가든일(Garden Eel)이나 고비(Goby)들은 관용도
가 긴 편이고, 씬뱅이(Frog Fish)나 곰치(Moray Eel) 등은 짧은 편이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다이버보다는 다이버가 내뿜는 버블에 더 민감하다. 따
라서 숨을 쉴 때는 바위나 무생물체에 손을 대고 몸을 뒤로 물러나서 아주 천천
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 장비가 바닥에 끌리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
고기의 눈도 응시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수중사진가는 잠수복과 카메라의 위장
을 권하기도 하지만 바람직하지 한다.
• 관용도가 짧은 생물
해마류, 회초리산호에 붙은 고비, 씬뱅이, 스콜피온피쉬, 고스트파이프피쉬, 곰치, 아네
모네 피쉬, 다실루스, 라이온피쉬, 호크피쉬, 복어류 등
• 관용도가 긴 생물
가든일, 리본일, 구멍속에 사는 고비류, 죠피쉬, 트럼펫피쉬, 면도날 고기, 가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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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체로 관용도가 긴 생물들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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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 8 )

Tim Ho의
똑딱이
수중사진
감상하기 ( 1 )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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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IM HO

팀 호(말레이시아)에 대하여

PADI Staff Instructor Tim Ho started off his photography

PADI 스태프 강사인 팀 호는 2009년에 자신의 첫 수중 카메

in 2009 when he purchased his first underwater camera,

라인 IXUS80is를 장만해 사진촬영을 시작했다.

the IXUS80is.
Unintimidated by the bigger set-ups that surrounded him,

자기 주변의 큰 장비들에 주눅 들지 않으면서, 그는 스트로브도

he explored what he could do with a smaller camera and

없는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에 임하였음에도 프로들과 어

no strobes to still produce pictures that could be placed

깨를 나란히 하고 유치해 보이지 않는 사진들을 담아냈다.

side by side with the pros and not look like child's play.
Self-taught, today his capabilities in producing notable

독학으로 사진촬영을 배운 그가 오늘날 포토샵 편집의 도움

imagery without the aid of Photoshop editing nor the use

을 받거나 스트로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주목할 만한 이미

of strobes has built him a following with many who

지를 담아내는 능력은 고가의 전문장비를 장만할 만한 여유가

cannot afford the high cost of pro-machinery.

없는 많은 이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Shooting with only a compact camera, Tim successfully

콤팩트 카메라만으로 촬영 하여 팀은 underwaterphoto

received a medal in underwaterphotography.com’s 2010

graphy.com의 2010 Annual Selection에서 메달을 받는 쾌거

Annual Selection. In 2012 his portfolio was listed on

를 올렸다. 2012년에는 그의 포트폴리오가 ‘Edition Fifty

"Edition Fifty Fathom’s 50 Finest Macro”. Today Tim

Fathom’s 50 Finest Macro’에 게재됐다. 오늘날 팀은 계속 새

continues experimenting new techniques while he

로운 기법을 실험하면서 콤팩트 카메라 사진촬영의 한계를 극

continues to push the boundaries of compact camera

복하고 있다.

photography.
“Compact Camera VS DSLR is like racing a bicycle and

그는 “콤팩트 카메라 대 DSLR은 자전거 대 F1 자동차로 경주

an F1 car. When you’re racing thru narrow, busy

하는 것과 비슷하다. 좁고 붐비는 보도, 자갈길, 진흙길에서 경

walkways, gravel, mud roads or when there is a flight of

주하는 경우 혹은 일련의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가 매

stairs involved, the bicycle stands a pretty good chance.

우 유리하다. 당연히 도로에서는 F1 자동차가 압도할 것이다.

OBVIOUSLY ON A HIGHWAY, THE F1 CAR WILL RUN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참여할 경주와 그냥 가만히 앉아 구경

YOU OVER! The point is to know which races to

할 경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participate in and which to just sit-back to watch.
Tim is currently based in Anilao, Philippines where he

팀은 현재 필리핀 아닐라오에 거주하면서 스쿠바다이빙 및 콤

continues teaching scuba diving and compact camera

팩트 카메라 사진촬영에 대해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photography courses.

Compact Camera System of Tim Ho
팀호의 콤팩트 카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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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갤러리
I shot this photo of a Parrot
Fish on a night dive. I used my
Canon Powershot S95 and a
hand held torchlight. Using
the torchlight to light-up only
the mouth area and avoid
shining the light directly to the
eyes. I took this shot using a
close-up lens shooting
directly from the front.
야간 다이빙에서 캐논 파워샷-S95
카메라와 손전등을 사용하여 이
앵무고기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불빛이 고기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고 입 주위에 전등을
비추었다. 그리고는 정면을 향해
접사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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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ang Layang shooting up on the reef. I capture this turtle swimming with a school of jacks just
in the background. S95 shooting using a wide angle lens on natural light only.
라양라양의 암초 지대 촬영한 사진으로 잭피쉬 무리를 배경으로 하고 바다거북이 수영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캐논 S95 카메라에 와이드앵글의 렌즈를 사용하여 자연광으로만 촬영하였다.

Layang Layang diving is very rich with schools of fish everywhere. Schools of hammerhead
sharks, school of jacks, school of snappers and this small school of barracuda.
라양라양에서의 다이빙은 여러 사이트에서 물고기의 큰 무리를 볼 수 있다.
귀상어 무리, 잭피쉬 무리, 스내퍼 무리, 바라쿠다의 작은 무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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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with my IDAS
UWL04 wide angle lens, I take
this photo from the very
famous "Cathedral" in Koh Ha,
Thailand. This is shot on
natural light.
이 사진은 IDAS UWL04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태국의
코하(Koh Ha)에 있는 가장 유명한
“커데드랄” 사이트에서 자연광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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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in the Similan. I am standing in the
water with my IDAS UWL04 lens shooting
upwards to the sky. Because my lens has a
dome on it, I am able to get easier half / half
shots even on my compact camera.
시밀란 육상 풍경으로 IDAS UWL04 렌즈를 사용하여
하늘을 향해 서서 위쪽으로 향하여 촬영하였다. 내 소형
카메라의 렌즈는 돔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중
사진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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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example of using a single small strobe for wide angle shots.
As I need to throw my light as wide as I possibly can, I am holding the
strobe in my hand when taking this shot. Canon S95 + my IDAS
UWL04 and my YS-17 strobe held as high as I can to cast a wide
throw of light over the whole area.
광각 촬영을 위한 하나의 작은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이다. 가능한 한 넓게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내손에 스트로브를 들고 이 장면을 찍었다. 캐논 S95 + IDAS
UWL04와 YS-17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빛을 전체 영역에 넓게 비추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높이 유지하였다.

Pygmy Pipe Horse - as small as a toothpick, I shot this tiny guy at the famous “Elephant Head Rock” in Thailand. Shot with
Strobe.
태국에서 유명한 “Elephant Head Rock”에서 스트로브 광으로 이 작은 녀석(이쑤시개처럼 작은 피그미 파이프호스)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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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how small this blenny is compared to my dive computer. It is often important to place a
reference in the shot to demonstrate how small the subject really is. In this case, I didn’t have
anything with me... so i took off my dive computer and placed it beside. I eventually took this
shot using 3 close-up lenses.
이 베도라치가 내 다이브 컴퓨터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보라.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흔히 피사체가 실제로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참조용 물건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나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다이브
컴퓨터를 풀어 베도라치 옆에 두었다. 나는 결국 3개의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해 이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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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TUSA M-212

•	TUSA 2안식 마스크 베스트셀러 모델 M-27에
프리덤 스커트 장착
•	최고의 피팅감과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프리덤 테크놀로지 스커트
•크리스탈 뷰 교정 렌즈 제공
•라운드 에지 스커트는 착용 후 자국을 남기지 않음
•	옵션 : 전용 옵티컬 렌즈(-1.0 ~ -8.0) 교체 가능
(1set : \ 100,000)
\ 130,000

HOLLIS M3 MASK
•	넓은 시야와 낮은 볼륨의 2안식
•St. Gobain사의 Diamant Crystal Clear Lens

\ 150,000

TUSA SF-22
•	TUSA 만의 신기술인 포크 엘라스트 구조는 최고
효율의 파워 전달력을 제공
•	특허받은 20° 기울기의 블레이드 디자인(A.B.D)는
10%증가된 추진력을 제공
•	크레센트 팁과 3개의 채널로 구성된 블레이드는
최상의 추진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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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

TUSA NEW MEGA FLEX 3mm ONE PIECE BLACK
•원단 : 3mm NEW MEGA FLEX
•유연성과 신축성을 결정하는 겉감과 안감
•	각각에 일반저지 보다 300% 신축성을 지닌 울트라 스판 저지
를 사용하여 뛰어난 착용감
•500% 신축성을 지닌 메가플렉스 보다 100%의 신축성을 더함
•후드 : 3mm NEW MEGA FLEX
•무릎패드 : Flexible한 전 방위 교차형
•옵션 : 슈트 포켓 장착(\ 60,000)
\ 460,000

TUSA RASH GUARD WHITE
•자외선 차단지수 SPF 50+ PA+++
•탁월한 땀 흡수력과 건조기능
•NYLON 85%, SPANDEX 15%
•TUSA 캐릭터 CHICO 삽입
\ 50,000

HOLLIS SMS 50 SPORT
•에어 셀 부력 : 23lbs Lift
•튼튼한 1000 데니어 코듀라 원단
•무게 : 2.2kg
•편의성을 위해 안쪽에 위치한 엘보우(elbow) 인플레이터
•트림 포켓 : 어깨 위쪽(3lbs) / 몸통 아래쪽(3lbs-pair)
•편안함을 위해 어깨 스트랩에 네오프렌 커버 장착
•	탱크 번지 2개 / 스테인레스 스틸 캠 밴드 2개
스테인레스 스틸 볼트 스냅 4개, 끈 포함
•일반적인 BC형태의 인플레이터 배치
\ 1,280,000

•편안함을 위한 어깨패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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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마린뱅크

GLIDE X
•	이 새로운 BC는 매우 편안한 다이빙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SCUBAPRO 블레이드(공기주머니)에 공기를 가득 유입해도
기존의 형태가 유지되며 완벽한 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합 웨이트 시스템과 다양하고 뛰어난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 1,150,000

BELLA PINK
•	Bella BC는 여성 다이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꼼꼼하게 맞춰진
재킷입니다. 이 고급 전면 조절식 재킷은 SCUBAPRO 고유의
몸을 감싸는 신형 공기 블레이드로 완전히 팽창했을 때도
구유형 모양을 유지합니다. Bella BC는 가장 편안한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 1,150,000

X-ONE
•	간단하면서도 기능이 많은 부력조절기를 찾는 다이버들을
위해 새로운 부력조절기 X-ONE(X-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목 부분과 주머니 위에 색깔로 구분되는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880,000

100

GO
•	무게가 2kg 밖에 되지 않는 진정한 초경량 BC입니다.
GO BC는 여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웨이트 포켓을 지원하며,
가벼운 소재의 원단과 측면에 나이프 걸이와 수납이 용이하도록
지퍼식 주머니가 있습니다.
GO BC는 SCUBAPRO의 기술력으로 내구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	내부 단일 공기주머니는 높은 부력과 밸런스가 좋아
다이빙 중 편안함을 제공
•	폴리 우레탄 코팅된 나일론 210데니아 원단을 사용
•	중량감을 줄이고 피팅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어타입 등판패드 부착
•	접거나 말아서 작은 여행용 주머니에 휴대 가능
•	통합 웨이트 시스템
•	마모에 강하고 빠른 건조가 가능하도록 메쉬 형태의 측면 포켓 적용
•	스탠다드 이중 탱크 밴드
•	측면 나이프 홀더
•	일반형 인플레이트 또는 AIR2 가능

\ 950,000

등판패드

여행용
주머니

TECH BAG
•	최적의 보호를 위해 전체를 패딩 처리 하였으며 레귤레이터 및
파손되기 쉬운 제품의 보관 및 운반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	부드러운 보호용 가방
•	외부재질 : 420데니아 나일론 NT, 450데니아 립 스톱(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 600데니아 폴리 에스테르 / 폴리우레탄
•	내부재질 : 라이닝 150데니아 폴리 에스테르 / 폴리우레탄
•	코일 더블 슬라이더 지퍼
•	패딩 처리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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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온

헬시온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라이트, EOS 미니를 출시하였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로, 헬시온 탐사용 라이트의 편안함과
성능을 겸비하였으며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라이트를 손에 고정하고도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손쉽게 빛 조절이 가능한 기능 등을 통하여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EOS 미니는 작고 스타일리쉬한 몸체 안에 놀라운 성능의 광량을 제공합니다.
최대 밝기로 2.5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최저 밝기로는 6시간 사용가능합니다.

\ 1,200,000

Halcyon Mini EOS Light
•	작은 사이즈의 Delrin 하우징 내에 영구사용에 가까운 LED 모듈을 탑제
•	EOS 주라이트 보다 30% 더 밝아진 밝기
•	포켓 또는 하네스에 쉽게 보관
•	여행을 고려한 가벼운 무게와 오랜 지속 시간
•	혁신적인 손잡이를 통해 손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휴대성을 향상
•	조절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왼손-오른손, 장갑-맨손에 맞추어 즉시 조절 가능
•	접이식 손잡이를 통해 여행 중 LED와 렌즈를 보호
•	선택 사항으로 굿맨 핸들과 결합 가능
•	모든 종류의 볼트 스냅이나 손목줄을 부착 가능
•	높은 품질의 Delrin 하우징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탈착식 간편한 2.6 암페어, LION 충전식 배터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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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거리

1미터

3미터

5미터

LUX

13,100

1450

530

신제품 소개

(주)테코

고프로 수중하우징 GT3
•	적용기기 : Gopro Hero3
•	재질 : 내부식성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레스 스틸, 아세탈 등
•	색상 : 블랙 • 사용수심 : 70m • 최대수심 : 200m
•	크기 : 101 X 61 X 63m
•	컨트롤 : 3개의 조작 버튼으로 모든 컨트롤 가능
•	LCD 스크린 장착 모델용입니다. 삼각대 어댑터(옵션)
\ 380,000

GT3프로비디오 라이트 세트
•	수중라이트 시스템 부착가능
\ 1,000,000

•	구성 : 수중하우징 GT3 / SL980 프로비디오 라이트 / 레드필드

아쿠아 라이트 비디오
•	3000mAh 18650 배터리, 충전기 포함
•	90˚ 램프 기본형, 65˚ 램프(옵션),
20˚ 램프(옵션) \140.000(램프모듈)

\ 350,000

•	UKPRO 플렉스그립(옵션) \90.000

아쿠아라이트 고프로 세트
•	GT3 하우징

•싱글 핸드그립

•	레드필터

•기준볼 조인트(2)

•	클램프

•아쿠아라이트

기준볼 조인트 연결 가능(옵션)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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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엘리먼트

XDEEP Ghost
-	폴란드 다이빙 장비 디자이너 TOMASZ STRYJECKI와 함께 2년에
걸친 개발
- 현존하는 백플레이트 중 최소 무게인 2.3kg Ghost
- WEIGHT POCKET 포함
- DELUXE제품은 어깨 하네스에 3D mesh pad
\ 1,300,000(STANDARD)

XDEEP ZEOS
- 3D MESH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백플레이트 BCD
-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소재로 생산된 ZEOS
- 유럽의 포럼에서 “Product of year 2011” 수상
- 인플레이터 호스길이 조절 가능
- 윙사이즈 선택가능 28(13kg), 38(17kg)
- 마모성에 강한 Cordura 1100 DTEX
\ 1,000,000

포스엘리먼트 프로테우스 3mm
프로테우스는 현존 동급 최강의 보온력과 편안함을 제공합
니다.(Sports Diver 매거진평가)
스쿠버 다이빙에 특화된 디자인으로 어깨와 허리주위에 듀
파웨어 파치를 적용하여 장비로 인해 마모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줄였습니다.
경량 네오플렌 다이빙 웻슈트로 뛰어난 신축성과 착용감을
자랑하며 특허 받은 하이드로락 시스템을 적용하여 물 유입
을 최소화 했습니다.
\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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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엘리먼트 하이드로 스킨
고급 라이크라 원단으로 제작된 하이드로 스킨은 수상스포츠 활동을 위한 자외선 차
단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매우 부드러운 원단으로 피부와 웻슈트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며 아름다운 핏을 연출
합니다.

\ 90,000

포스엘리먼트 3mm 다이브 장갑
완벽한 그립감
바깥쪽은 착용감과 편안함을 위해 ‘스트레치 네오프렌’, 안쪽은 따뜻함을 위해
‘써모플렉스’ 원단을 사용,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 씰링처리된 재봉, 쉽게 착용
할 수 있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밀착력과 내구성을 위한 카보나이트 마감. 7미
리 미트는 내부로의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 재봉을 하였으며, 착용감과 편안
함의 극대화를 위해 신축성 있는 네오프렌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 100,000

포스엘리먼트 아거노트(Argonaut)
포스엘리멘트는 아거노트에 △코듀라플렉스 트리라미네이트 원단 △텔레스코픽 토
르소 디자인 △YKK 아쿠아씰 지퍼 등 최신 기술과 원단을 채택해 기존 드라이슈
트에 비해 활동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거노트 최대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 4,600,000(기성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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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포비다이버스,
한길형 대표님
진행 김리현 글 김시소

한길형 포비 다이브 센터 대표(나우이 코
스디렉터)는 호텔 특급 조리사라는 직업
을 뒤로 하고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트레이너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스쿠버 교육전문
가이자 많은 수중사진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수중촬영 전문가로 사진 교육도 전
문가 수준까지 가능하다.
한 대표는 초보자들이 스쿠버 장비 선택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너무 저렴한
가격의 제품만 찾다가 다시 구매하게 되
는 것 △써보지 않
고 남의 말만 듣고
구매하는 것 △각
각 장비의 장단점
을 이해하지 못하
고 그냥 구매하는
것을 꼽았다. 퀄리
티를 보장하지 못
하는 제품이나 교
육으로 다이빙을
시작한다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스쿠
버 장비 선택요령
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Q 한길형 CD님이 생각하시는 장비구입 우선
순위를 소개해주세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다이빙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해요. 시야가 확보되
지 않으면 모든 다이빙 계획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없죠. 두 번째로는 안전한 계획 다이빙
을 위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컴퓨터로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몸과 다이빙 환경
에 잘 맞는 슈트를 꼽을 수 있겠네요. 찬 물에
3mm 슈트를 입고 들어간다면 제대로 다이빙
이 이루어 질 수 없겠죠. 또 너무 크거나 작은
슈트는 큰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Q 초보 다이버들이 장비 선택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격 부담 때문에 너무 저렴한 가격의 제품만
찾다가 재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다이빙을 할 것이라면 조금 더
값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된 제품을
사는 것이 현명하죠. 직접 장비를 써보는 것
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몸과 습
관에 맞지 않다면 내 것이 아니죠. 장비를 여
러 번 테스트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구매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길형 CD님의 장비 리스트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후드와 슈트는 포스엘리먼트 제품을 씁니다.
슈트는 프로테우스 5mm를 주로 입어요. 호흡
기는 호그 BP2 사이드마운트 세트를 애용합
니다. BCD Razor 사이드마운트 시스템을 착
용하고요. 컴퓨터 는 ‘Shearwater’
를 착용하
고 있습니다. 라이트몽키 헬멧에 라이트몽키
LED12W가 저의 주 라이트입니다. 백업 라이
트로 인토바 제품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이지
컷을 손목에 하나, 파우치 하나 달아요.
Q 가지고 계신 제품 중에 가장 추천하실 만한
제품은요?
하나만 꼽으라면 포스엘리먼트 프로테우스
5mm죠. 우선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 기능
이 탁월합니다. 손목과 목 씰 부분이 다른 제
품과 달리 특수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편집자
주: 특허받은 하이드로락씰 글라이드스킨, 스
무스스킨, 네오프렌 3종류로 제작) 제가 입어
본 슈트 중에 동급 최강의 보온력과 편안함을
가졌습니다. 착용감도 탁월하구요. 등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해
편안한 다이빙이 가능하죠.
Q 추천해주신 프로테우스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 기능 때문에 처음에
는 입고 벗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가격도 좀
높은 편입니다.
Q 현재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장비가 있으
신가요?
글쎄요. 저는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장비를
사용해 봐서 특별한 흥미는 없는데요. 현재로
서는 사이드마운트 하네스 레이저가 가장 눈
에 들어오네요
Q 후배 다이버들과 이제 막 다이빙을 시작하려
는 사람들에게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다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몸과 생명을 담보
로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이니만큼 퀄리티 있
는 장비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Q 리조트를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원칙 있다면?
솔직함, 규정, 원칙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입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많은 것들
을 드리려 합니다. 다이버를 진심으로 대한다
면 손님은‘지금 포비다이버스는 나에게 성의
있는 서비스를 주는 구나!’하는 좋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Poby Divers Center, Tonggo Beach,
Marigondon, Cebu Philippines.
Poby Han 대표가 운영하는 포비다이버스는 NAUI 프로
골드 센터, NAUI 테크니컬 센터로서 NAUI 전문교육과 펀
다이빙을 진행을 하며 그 외 SDI/TDI, IANTD, UTD 테크
니컬 과정도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스티브 보가츠가 운
영하는 Go Side Mount 의 아시아 유일의 Official Razor
instructor 이다. 또한 현재 Go Side Mount Korea 를 담
당하고 있다. 포비다이버스는 다이빙센터로부터 20여분
거리 이내에 40여 개 포인트가 흩어져 있는 좋은 조건
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 바로 앞이 절벽 지형이며 난파
선, 민물 동굴이 있어 모든 테크니컬의 교육이 가능하다.

Tour

북제주의 이색 다이빙 포인트

제주도 서쪽 한림에 있는

비양도 난파선
글/사진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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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전경

난파선 다이빙의 즐거움은 음산한 느낌과 왠지 모를 호
기심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 같다. 남태평양에는 전쟁으로

금릉 레져스포츠(수중산책) 다이빙전용선

난파된 전함들이 아직도 깊은 수심에 많다고 한다. 그 배
안에는 유골과 유물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감압을 해결할 수 있는 잠수 장비로 난파선 다이빙을 그
곳에서 즐긴다면 여러모로 환상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레저로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만한 곳이
몇 군데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위적으로 난파시킨 배들은
작고, 배들의 주요 부속품들이 모두 없어져서 그런지 매
우 밋밋한 난파선으로 다이버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동해나 남해에서는 시야가 좋지 않

비양도 난파선의 전체길이는 약 30m이며, 폭은 6~7m로

은 날들이 많아서 난파선의 전체적인 규모를 한 번의 다

70톤급 어선으로 현재 선미에는 스크류에 밧줄이 감겨져

이빙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작은 어선인 경우면

있는 상태로 난파된 배가 인위적으로 배를 침몰시킨 것이

모르지만,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만한 규모의 배들은 대부

아니라 사고에 의하여 난파된 것이라고 짐작되어 진다.

분 조류가 세거나 시야가 몹시 나쁜 곳에서 좌초되는 경
우가 많다.

비양도 난파선은 수심이 12m에 위치해 있고, 지형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항상 좋은 시야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대형 난파선들의 위치가 우리 다

번의 다이빙으로 전체 규모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난

이버들이 즐길만한 지형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드물다. 하

파선 다이빙을 즐기기에는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

지만 제주도 서쪽 한림에 있는 비양도 난파선은 수심이 얕

만족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난파선 이외에는 주위에 별

고, 주위 환경이 조류를 차단해 주어서 난파선의 규모적

로 관찰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중사진으

인 면에서 볼 때는 비교적 쉽게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 수

로 말미잘 안에 기생하는 새우나 배의 구조물에 붙어 있

있는 최고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는 갯민숭달팽이 등 접사로 촬영할 수 있는 피사체는 많
이 눈에 들어왔다.

109

 난파선

필자 생각으로는 이곳에 지속적인 피딩을 해보면 괜찮

난파선 속에 은신처를 마련한 것 같다.

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줄도화돔과 같은 작은 치어들
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면 대형 어류도 있을 것 같았다.

배가 난파된 곳의 주위 지형은 ㄷ자 모양의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특이한 형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광각사진으로 촬영을 한다면 난파선을 배경으로 찍을

쪽으로 둘러보아도 볼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지형으로 인

수도 있고, 촬영자가 배 안으로 들어가 난파선 안에서 바

해 다른 포인트는 시야가 너무 나빠 다이빙이 불가능하더

깥을 보면서 앵글안에 배의 구조를 넣고, 모델을 가까이

라도 이곳에는 언제나 시야가 10m 이상은 유지되며, 수심

붙이거나 실루엣으로 찍을 수도 있다.

이 적당해서 난파선 안에 들어가더라도 잔류 공기압에 대
하여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뱃머리에는 고정된 부표가 있어 타고 온 배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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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져 있기 때문에 물속 난파선과 다이빙 배가 같은 앵

그래서 난파선뿐만 아니라 부착생물이나 주위 생태에

글에 들어올 수 있게 찍을 수 있다. 난파선의 갑판 위에는

관해서도 자세히 관찰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부담

치어 떼들이 많고, 갑판 구조물에 붙어 있는 해조들이 음

이 없는 포인트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도 서쪽으로 스쿠버

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좋은 피사체를 만들어 준다.

다이빙 여행을 가는데, 비양도 난파선 포인트를 제외한다

선미에는 아홉동가리가 두세 마리 어울려 노닐고 있는데

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연산호 동산

비양도 소개

수도를 연결하여 해결하고 있다.
교통편은 한림항에서 왕복 운항하는 도항선을 타고 15

제주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일주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거듭하는 섬이 눈에 들어오
는데 이 섬은 협재해수욕장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섬이 비양도이다.
‘날아온 섬’이라는 뜻의 비양도는 약 1,000년 전에 화산
폭발로 생긴 섬으로 가장 최근의 화산활동 흔적으로 알
려져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6개의 봉우리가 신비스러
운 비양봉, 2개의 분화구, 아기를 업은 엄마 형상의 바위
등의 볼거리가 있고, 도보로 두 시간이면 넉넉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40여 세대 10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
으며 식수가 부족한 섬의 사정은 한림과 비양도간의 해저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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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조도가 있는 곳!! 멸치, 방어들의 군무가 보고 싶다면

강원도 양양군

38마린리조트로!
글/사진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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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무더웠던 2013년 여름도 이젠 기세를 다했다. 8월 중

38마린리조트는 조도 주변의 여러 훌륭한 다이빙 포인트를 가

순을 기점으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 무더위는 언제 그랬냐는

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국내 최초로 럭셔리한 리조트와 최고

듯 벌써 긴팔 셔츠를 챙겨다니게 한다. 통상적으로 이제부터 태

급 다이빙을 상품화한 리조트이다. 아마 현재까지도 그런 면에

풍이 한두 개 정도가 한반도를 지나가면 동해에는 난류가 올라

서는 단연 독보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리조트 규모와 각종 편의

오고, 태풍으로 인한 대형 파도는 바다를 한번 뒤집어 저층 수

시설들이 해외의 대형 다이빙 전용 리조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온을 끌어 올린다.

없을 정도이다. 대지 1,500m2(450평)에 연면적 2,000m2(600평)
규모의 3층짜리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서 1일 150명 수용이 가

난류와 혼합된 동해에는 평균 시야가 많이 좋아지며, 난류에 의

능한 숙소와 3.8m 수심의 교육용 다이빙 풀, 카페, 단체식당, 세

해 올라간 수온으로 인해 가을 멸치가 동해에 몰려들어 멸치

미나실, 50여 명이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 바비큐장, 깨

떼를 쫓는 작은 고등어무리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또 고등어들

끗하게 정리된 정원과 여러 개의 테라스를 포함한 각종 편의 시

을 쫓는 대형 방어무리가 나타날 것이며 때마침 입수한 다이버

설들, 특히 잔디가 잘 자란 정원은 다이버들에게 심리적 휴식을

들은 수중에서 그들의 질주와 군무가 만들어 낸 환상적인 장관

제공한다. 필자의 미천한 해외다이빙 경험으로 이 정도의 다이

을 감상할 수 있는 시즌이 온 것이다. 투명한 가을바다 시야에

빙전용시설이 흔치 않았고, 국내에서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 또

수백 마리의 방어 무리는 마치 시파단 섬 잭피쉬들의 스쿨링이

있을까? 싶다.

라도 보는 듯 착각이 들게 한다. 어디 방어무리뿐인가! 요동치
는 멸치들의 검은 폭풍구름은 다이버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에

요즘 다이빙 시장의 대세인 젊고 멋진 엘리트다이버 여러분! 수

충분하고도 남을 장관이 아니겠는가!

중시야가 환상적인 이 가을 시설 좋고 포인트 좋은 38마린리조
트의 최고급 다이빙시스템을 경험해 보길 권장한다.

아마 다이버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이런 볼만한 구경을 할 수 있
겠는가! 사고력이 좀 떨어지는 물속에서도 이런 멸치 떼의 구름
을 보면 햐! 내가 스쿠버를 배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난

38마린리조트 가는 길

기억이 필자만의 경험은 아니라 생각한다. 동해안을 자주 찾는
다이버에게 가을철 주요 볼거리인 멸치와 방어들의 집단 군무
를 많이 볼 수 있는 곳!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앞바
다에 위치한 조도 부근이다. 조도는 해안선에서 약 1㎞ 정도 떨
어져 있는 무인도인데 이곳이 회유성 어류들의 고향인 듯 때

7
번
국
도
설악

만 되면 섬의 동서남북에서 많은 무리를 만날 수 있다. 심지어
는 작년 겨울 도루묵 무리도 엄청나게 몰려들어 이곳에서 촬영
된 도루묵 산란 장면들이 지상파를 타고 여러 차례 전파되기도

기사문출장소

했다. 이처럼 조도는 회유성 어류들을 불러들이는 마력이 있는
섬이고 이 섬 주변을 주요 다이빙 사이트로 운영하는 리조트는
38마린리조트이다.

기사문리

기사문항

기사문해수욕장

7
번
국

38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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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마린 리조트의 각종 편의시설

객실소개	스텐다드형 : 2~4인실로 한가족이나 커플룸으로 적당하다.
		가족형 : 두 가족이 사용하기 적합하며 여러 개의 침구와 베
란다가 있어 공간이 쾌적하며 여유로운 형태이다.
		단체형 : 획일적인 객실구조를 탈피한 복층구조로 편안하고
안락한 거실 기능과 아늑한 잠자리로 배려된 두 개 구조의
룸으로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오션스위트 : 트윈침대와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창문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별한 객실을 원하는 분
들에게 적합하다.
식당	다이빙 후 충분한 칼로리 보충을 위해 영양만점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우렁각시들이 동분서주 하는 곳이다. 계절별
로 특산물을 이용하여 토속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리조
트 측은 늘 신경을 쓴다고 하며, 필자의 경우는 겨울철 냉이
국이 인상적이었다.
샤워실	샤워실은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탈의실, 샤워실,
몸을 만들 수 있는 파우더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
에 5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조금 과장하면 동네
목욕탕 수준이다.
바비큐장	숯은 준비해 주고 불도 준비해 주지만 셀프공간이며 다이버
들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정리 정돈은 필수이다. 리조트
직원들은 큰 규모의 38마린리조트를 여기 저기 관리 하느라
바쁜데 바비큐를 준비하고 불 피워 주고 불판 청소까지 하
라면 너무 염치없는 일 아닐까 생각한다. 리조트측에서는
가장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정원	작지만 예쁜 정원이다.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고 산책로도
만들어놓아 다이빙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풀장테라스	교육 중 간단히 샤워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며 커피나 음
료를 즐길 수 있는 야외의 여유로운 공간이다. 이곳은 분위
기 있게 원목 마루와 원목 탁자로 만들어진 시설물이 마음
을 편하게 하고 있다.
다이빙 풀	풀장의 크기는 가로 4.5m, 세로 7.5m, 깊이 3.8m의 잠수 전
용풀이다. 잠수기초훈련이나 초보자들의 해양실습 전 마무
리 훈련이나 몸풀기 다이빙으로 이용된다.
카페	바다를 바라보며 토스트나 커피 등을 마실 수 있으며, 연주
실이 마련되어 있어 직접 연주를 하여 재미있는 추억을 만
들 수 있는 공간으로 소모임 파티장으로도 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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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포인트 소개
38마린리조트의 앞바다의 다이빙 사이트는 7~40m의 다양한

조도

수심대가 있어 교육과 펀다이빙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2~20m, 약 5분
조도는 새들의 섬이라는 뜻이다. 서・남해안은 흔한 것이 섬이지
만 동해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섬 가운데 하나인 조도는 표면
에서부터 20m 수심 대까지 이어져 있고 방향별 수심별 다양한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이다. 리조트에서는 조
도에 30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 그만큼 광활하고 다양하며
흥미롭다는 반증일 것이다. 필자도 과거의 다이빙을 포함하여
3회의 다이빙 경험이 있지만, 아직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
인 표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번호

포인트명

이동시간

수심

특징

135

외솔포인트

9분

8m

자연암반

136

새섬 포인트

5분

12m

자연암반

137

퓨전 포인트

8분

12m

자연+인공

138

피라미드 포인트

15분

17m

인공어초

139

퓨처 포인트

12분

19m

자연암반

140

태백산맥

10분

20m

자연암반

141

샌드블럭

12분

30m

인공어초

142

딤어비스

15분

40m

자연암반

1148

아취 포인트

9분

15m

자연암반

1149

해섬이네

10분

22m

인공어초

1170

하조대 APT

18분

30m

인공어초

1171

등대 포인트

10분

8m

자연암반

1172

문어 포인트

15분

45m

자연암반

1173

지치 포인트

8분

5m

자연암반

1174

비취 포인트

10분

5m

자연암반

1175

오픈 포인트

12분

5m

자연암반

1176

코끼리 바위

10분

20m

자연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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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락

8분

12m

자연암반

1178

모자반 포인트

8분

10m

자연암반

외솔 포인트

1179

말미잘 포인트

11분

22m

자연암반

8m 월 포인트, 약 5분

1180

산호 포인트

11분

23m

인공어초

하륜과 조준의 하조대 정자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소나무의 모

1181

잔교리 APT

15분

23m

인공어초

습에서 따온 포인트 명이다. 깊은 수심은 아니지만 월 다이빙을

1182

스무 끝내기

20분

38m

자연암반

즐겨볼 수 있는 포인트이다. 수심이 낮다고 하여 그리 만만히

1183

조조

18분

43m

자연암반

볼 포인트는 아니며, 오히려 중 상급자들이 즐기기에 적당한 포

86

리멤버

10분

14m

자연암반

인트이다

42

동경

10분

28m

자연암반

115

외솔 포인트

퓨전 포인트

센드블럭

새섬 포인트

퓨전 포인트
12m, 약 6분
퓨전 포인트는 자연암반과 인공어초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포인
트 수심이 낮아서 초급자 교육용으로 적당하며 해조류와 산호
류가 잘 발달된 포인트이다.

아취 포인트
15m, 약 6분
커다란 봉우리를 중심으로 돌다 보면 작은 동굴과 아취를 만날
수 있고 벽면으로는 산호들이 잘 발달해 있다. 또한, 각종 갯민
숭달팽이류와 새우류를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로써 지
새섬 포인트

형을 따라 상승하다 보면 자연 감압이 되는 안전한 포인트이다.

12m, 약 5분
새섬은 조도와 같은 뜻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파도가 잔잔한

피라미드 포인트

날이면 수중봉우리를 내밀어서 새들이 잠시 쉬었다 가곤 하는

17m. 약 10분

새섬 포인트, 동해안의 이런 포인트는 대부분 담치(홍합)들이

누군가 피라미드를 쌓다가 지쳐서 그만둔 모양의 인공어초 포

많이 서식하는데 이곳 새섬도 담치바위라 할 만큼 담치 군락

인트 피라미드 사이를 통과해 보는 재미도 있고 가리비 등 각

지이다. 또한, 동굴같은 느낌과 고래 뼈가 많이 발견되는 포인트

종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포인트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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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포인트

태백산맥 포인트

퓨쳐 포인트

센드블럭

퓨쳐 포인트

사진촬영 및 특별한 이벤트 다이빙을 해 보기에 적합한 포인트

19m 약 7분

이다. 수중 보물찾기 수중방향 찾기 등 다양한 재미를 창출할

중세시대에 수로를 내어 놓은 듯한 느낌의 포인트, 화려하고 웅

수 있다.

장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느낌이 드는 포인트이다.
센드블럭
태백산맥 포인트

30m, 약 10분

20m, 약 7분

오랜 시간 동안 모래벌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포인트, 다양한 말

조도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포인트이다. 육지의 형상을 바

미잘류와 산호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다. 더불어 우럭, 쥐노

다에 이어 놓은 듯한 느낌이며 굽이굽이 봉우리들이 있어서

래미 등 토착성 어류들이 집 삼아 터를 잡고 있는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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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어비스

이글루 포인트

동경 포인트

딥 어비스
40m, 약 12분
딥 다이빙 포인트로써 감압다이빙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이다.
1m급 대형 말미잘들이 동산을 이루고 있으며 말미잘 동산을
구경하다 보면 자칫 공기고갈을 미쳐 신경 쓰지 못하는 수가 있
는데 공기소모량을 자주 체크해야 하는 깊은 수심의 포인트로
써 최상급자용 포인트이다.

이 모래 지역이므로 필히 하강라인을 이용하여 입수해야 하며
자칫 용감을 떨다가는 낙타를 타기 딱 인 포인트이다. 입수에

이글루 포인트

성공만 한다면 큰 우럭들과 쥐노래미, 각종 말미잘이 당신을 반

20m, 약 6분

겨 줄 것이다.

이글루 모양으로 생긴 대형 철제 인공어초이다. 내부는 복잡한
철 구조물로 엮여 있으며 철 구조물에는 각종 부착생물이 서식
하고 있어 작은 생물촬영에 적합하며 시야가 좋은 날엔 광각사
진으로 이글루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경 포인트
22m, 약 6분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같이 모래 지역에 우뚝 솟은 자연암초 포
인트로서 각종 말미잘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이다.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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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닐라오 지역 다이빙과

DIVE7000 RESORT
글 / 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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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닐라오 지역의 지리적 이해와 다이빙 환경

아닐라오 지역의 지리적 이해

양분이 풍부한 해류가 집중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남중국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술라웨시 해(바닷속에서) 2,000종 이상의 어

정확히 말해서 필리핀에는 총 7,107개의 섬이 있고, 총
36,289km의 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000km2의 산호 암

류와 4,500종 이상의 산호가 존재한다. 이 다양성은 1년 365일
내내 유지된다.

초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섬들이 아주 넓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연중 따뜻한 기후를 유지한다.

그중에서 루손(Luzon) 지역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
는 곳이며, 루손 지역에 위치한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가 경제

필리핀은 근대에 350년간,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그

적,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이다.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 바탕가스

결과 문화는 엄청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아닐라오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1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

조금씩은 다 할 수 있어 방문객들은 영어를 조금만 해도 여행

용하고 아늑한 해변마을이며, 아닐라오가 예전부터 휴양지로

에 불편함이 없다.

발전했던 것은 마닐라 인근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다이빙
여행지였기 때문이다. 아닐라오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차량으

필리핀은 4개의 주요 군도(Luzon, Visayas, Mindanao,
Palawan)로 나눠진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아시아에서

로 2시간~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걸리게 된다.

가장 다양한 다이빙 환경을 제공한다.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영
마닐라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탕가스(Batangas)를 거치는데
바탕가스는 베르데(Verde), 보니또(Bonito) 등의 섬이나 민도로
섬의 사방비치(Sabang Beach)로 들어갈 때도 거치는 곳이다.
바탕가스에서 아닐라오까지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아닐라오는 바탕가스에서 다시 방카 보트로 1시간 정도
해상 이동해야 하는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아닐라오는 한 곳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없어
가파른 해안 지형을 따라 리조트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하다.

아닐라오 지역의 다이빙 환경
필리핀은 태풍이 불어오지 않은 한 1년내내 다이빙이 가능한
지역이다. 아닐라오 지역의 특징은 태풍이 불어도 다이빙이 가
능한 사이트가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은 10월부터 4월까지 건기이고, 5월부터 9월까지 우기
로 나눠지는데 아닐라오는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때는 11월
에서 2월 정도이다. 이 시기가 펀다이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
기이다. 보통은 수온이 29℃ 전후로 3mm 슈트로 다이빙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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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라오는 접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다이빙 사이트이다. 1

트 다이빙, 월(wall) 다이빙, 난파선 다이빙, 수중온천 등 다양

월에 들어서면 아닐라오의 수온은 26~27℃를 오르내린다. 차

한 형태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 종류의 갑각류,

가운 수온 때문인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많은 접사 생물들이

해마, 갯민숭달팽이 등의 접사 피사체는 물론이고 잭피쉬, 바

새로 보이기 시작하며, 많은 수중생물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라쿠다, 입큰고등어 등의 물고기 무리의 군무와 바다거북, 상

품고 있는 진귀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수중사진가들에

어, 가오리 등의 대형어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관찰할 수

게는 수온이 찬 1~2월이 많은 피사체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

있으며, 드라마틱한 수중절벽과 수중 아치들을 볼 수 있다.

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2월의 수온은 다이빙하는 내내 26℃
정도를 유지하는데 이 온도는 5mm를 입고도 약간 춥게 느
껴지는 수온이다.

아닐라오는 초보자들이 즐길 수 있는 사이트에서부터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 그리고 스펙터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사이트들이 혼재해 있다. 체험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물

다이빙 여행지로써 아닐라오의 장점은 훌륭한 다이빙 포인

고기들과 어울릴 수 있는 포인트와 오픈워터 다이버가 실습하

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빙 포인트들은 칼

기에 적당한 쉬운 포인트도 많지만,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

룸판 반도의 남서쪽 해변을 비롯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마리

그리고 스펙터클한 분위기들이 느껴지는 고급 다이버들이 선

카반(Maricaban) 섬과 그에 부속되어 있는 카반(Caban) 섬,

호하는 포인트들도 많다.

솜브레로(Sombrero) 섬, 보니토(Bonito) 섬, 말라지보마녹
(Malajibomanoc) 섬 주변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또한, 접사 사진가들 사이에서 세계적 포인트로 꼽히는 곳

해협과 만으로 형성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환경이 잔잔

이며 마크로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사진가는 물론

하고 파도도 높지 않아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며 수중촬영을 좋아하는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촬영 포인트
들도 많아서 즐겨 찾고 있다. 접사 피사체가 많아 365일 세계

아닐라오 다이빙의 특징은 60여 곳의 다양한 사이트가 밀

적인 수중사진 다이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집되어 있어서 한곳에서 짧은 이동거리로 다이빙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접사 사이트로 이름이 나 있어서 상대적으로 펀다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탐험할 수 있는 100m 이상의

이빙 사이트로는 소외된 곳이다. 하지만 아닐라오는 다양한

수심이 나오는 깊은 포인트들도 있어 아닐라오는 어떤 등급의

형태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굴 다이빙, 드리프

다이버들이 찾아도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할 수 있다.

DIVE7000 리조트 앞 코랄지역에 상주하는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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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7000 RESORT
DIVE7000 RESORT는 강재철 대표를 비롯하여 15명의 친절
한 필리핀 스텝들이 항시 대기상태로 있으며, 손님의 요구에 따

를 제공한다. 수중사진가를 위해 유능한 가이드를 채용하여 항
시 대기하고 있다.

라 마닐라 공항 픽업에서 아닐라오 지역의 다이빙 서비스 그리
고 팍상한과 같은 마닐라 인근지역의 관광까지 풀서비스를 하

DIVE7000 RESORT는 수영장과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고 있다. 단 한명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하여 다이빙 서비스를

블랜딩 시스템을 비롯하여 펀다이빙과 텍다이빙 교육 시스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갖추고 있어 누구라도 리조트를 방문하면 교육을 받고 바로 다
이빙을 즐길 수 있다.

참고로 필리핀 방문이 처음인 다이버나 영어를 전혀 못하는
다이버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DIVE7000 RESORT에 인
터넷 전화로 예약만 하면 공항 픽업에서 리조트에서 다이빙 그
리고 돌아가는 공항 샌딩까지 전혀 불편함 없도록 완벽하게 서
비스를 한다.

숙박 시설과 음식
DIVE7000 리조트는 특실(디럭스)이 4실, 일반실(스텐다드)이
8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과 온수기가 설치

아닐라오 다이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DIVE7000 RESORT
는 아닐라오의 대표적 포인트인 Cathedral Rock(성당바위) 포인

되어 있다. 넓고 아늑한 식당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한국
식 음식(3식)이 제공된다.

트 바로 앞에 위치하여, 무감압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한,
비치 다이빙을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객실

DIVE7000 RESORT는 손님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수영장
을 비롯하여 무선 인터넷(Wi-Fi), 세탁 서비스, 식당 및 음료, 룸
서비스, 마사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펀다이빙, 체험다이
빙, 수중사진, 테크니컬 다이빙 등 여러 형태의 다이빙의 서비스

DIVE7000 리조트 스텝들

식당 및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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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다이빙 교육

완벽하게 습득하게 해 준다.

DIVE7000 리조트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전 과정에서 테

테크니컬 과정은 IANTD 필리핀 소속으로 나이트록스부터

크니컬 다이빙 전 과정의 교육이 가능하다. 레크리에이션 다이

트라이믹스 테크니컬 전 과정의 교육이 가능하다. 테크니컬 다

빙 과정은 SSI 센터로 등록된 리조트로써, 오픈워터 다이버부

이버를 위한 더블실린더(10세트), DECO 80 큐빅용(20세트),

터 강사교육 및 평가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이 리조트는 강영천

DECO 40 큐빅용(10세트), 렌탈용 테크니컬 장비(교육용 3세

SSI 평가관과 채효숙 SSI 트레이너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트), 수중스쿠터 2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

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DIVE7000으로 예약만 하면

버를 위한 수빅(난파선) 다이빙 & 교육을 연계하고 있다.

1:1 교육으로 이론교육, 수영장교육을 비롯하여 해양실습까지

교육장

1:1 교육

수영장 교육

테크니컬 교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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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시설과 다이빙 환경

하기에 좋고, 모래지역이나 암반지역은 수심도 5~15m 정도로
초보자 교육에 적합하다.

DIVE7000 리조트는 칼룸판 반도의 남서쪽 해변에 위치하여
가까운 사이트는 리조트에서 방카보트로 5분 정도 걸리고, 먼

DIVE7000 리조트는 방카보트가 2대, 컴프레서와 충분한 공

곳이라 해도 30분 정도면 대부분의 다이빙 사이트에 도착할 수

기탱크와 렌탈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비치다이빙은 무제한 가

있어 편리하다.

능하며,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다이빙도 가능하다.

한국인 강사가 학생을 인솔해서 필리핀에 와서 이론 교육과
수영장 교육, 해양 실습을 하기에 DIVE7000 리조트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쾌적하고 넓은 교육장 및 교육장비가 다양
하게 갖추어져 있어 현지에서 이론교육과 다이빙 교육이 가능
하며, 교육장은 무료로 제공한다. 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한 카
데드랄 포인트는 리조트에서 비치로 입수를 할 수 있고, 산호지

• DIVE7000 리조트가 아닐라오 다이빙 지역의 중심부에 위
치하여 모든 다이빙 사이트가 가깝다.
• 카데트랄 포인트가 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항시 무제
한의 비치 다이빙이 가능하다.
• 나이트록스($3/탱크 추가) 및 트라이믹스($30/탱크 추가)
다이빙이 항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역과 모래지역 암반지역이 혼재해 있다. 산호지역은 펀다이빙을

방카보트

리조트 앞 비치다이빙

나이트록스와 트라이믹스 브랜딩 시설

공기탱크 충전시설(콤프레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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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장비

카메라 세팅 룸

아닐라오 지역의 다이빙 사이트
<참고> 요즈음 아닐라오에 가면 각 한국 리조트에서는 홈페이지나 다
이빙 가이드에 사용하는 아닐라오 다이빙 포인트 맵을 볼 수 있다. 리
조트 대표에게 물어보면 누가 그린 것인지도 모르고, 옛날 누군가 그
려 제공했는데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본지 과월호를 살펴보니 정무용 강사라는 분이 1년여 동안 60군데의
사이트를 그려, 본지에 5회(2002년 11/12월호 ~ 2003년 7/8월호)에
걸쳐 “필리핀 아닐라오 지역 다이빙 포인트 맵”이라는 칼럼으로 연재
하였다.

아닐라오는 접사 사이트로 워낙 유명하여 접사사이트는 이미
여러 번 소개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아닐라오의 펀다이빙
사이트 10개를 선정하여 다시 정리하여 소개한다.
The Cathedral Rock 성당바위
평균 시야 : 35m / 평균 수심 : 19m / 최대 수심 : 30m

성당바위 포인트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
중의 하나이며, 해양공원 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은 처음에는 특

DIVE7000 리조트에서 바로 입수가 가능하며, 경사가 완만하
고 수심이 깊지 않아 초보자를 교육하는 장소로도 적당하다.

별한 볼거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지만 DIVE7000 리조트 설립
자인 Timoteo Sevilla와 주변의 사람들이 개척하여 육성하면서
산호와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곳이다.
모래로 형성된 경사면을 따라 서남쪽으로 30m 정도 지나면
수심 18m 지점에 바위 사이에 작은 십자가의 입상이 있다. 이곳
이 유명해진 이유는 1983년 피델 라모스(Fidel Ramos) 前필리핀
대통령이 이 입상과 미니어처 성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
이버들은 피딩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한다. 야간에는 주황
색의 산호 폴립들이 활짝 피어 황홀한 광경을 볼 수도 있다.

미니어쳐 성(성당바위)

십자가의 입상(성당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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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피쉬 무리와 다이버(코알라)

잭피쉬의 무리(트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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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la 코알라

바라쿠다 무리(마이닛)

평균 시야 : 30m / 평균 수심 : 18m / 최대 수심 : 24m

입수하여 남서쪽으로 이동하면 수심 18m 지점에서부터 완만
한 경사로 되어 있고, 커다란 바위들을 볼 수 있다. 바닥 수심은
32m 정도이고, 부채산호와 연산호를 볼 수 있다. 커다란 스내퍼
무리들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상어나 가오리 등도 나타난다. 이
곳은 빠른 조류가 있고, 수시로 조류 방향이 바뀌니 다이빙을
진행할 때 조류 방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Twin Rock 트윈락
평균 시야 : 30m / 평균 수심 : 6m / 최대 수심 : 21m

완만한 슬로프가 형성되어 있고 작은 바지선을 물속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초보자에게는 아주 편리하다. 5~8m 수
심에는 다양한 산호가 정원처럼 펼쳐져 있고, 자이언트클램
(Giant Clam)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얇은 수심에서도 큰 무리의
잭피쉬를 볼 수 있으며, 입큰고등어 무리가 입을 벌리고 이리저
리 지나갈 때는 너무도 귀여워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다른 대
형어류들도 볼 수 있다.
Mainit 마이닛
평균 시야 : 30m / 평균 수심 : 15m / 최대 수심 : 30m

‘마이닛’은 따갈로로 ‘뜨겁다’는 뜻이다. 입수지점에는 완만한
모래사면이지만 북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수면에서 시작된 바위
가 수중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면서 가파른 절벽이 나타난다. 이
지점부터는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벽에
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 지역은 조류가 있어 해양생물이
풍부하다. 바라쿠다 무리와 입큰고등어 무리를 만날 수 있으며,
연산호와 말미잘, 갯민숭달팽이, 바다나리 등의 극피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때때로 하향조류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Dive & Trek (다이브엔트랙)
평균 시야 : 25m / 평균 수심 : 15m / 최대 수심 : 40m

아닐라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자이언트클램(Giant
Clam)을 이식시켜 서식하는 곳이다. 수중에는 성모마리아상과
십자가를 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대형 어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피쉬피딩(Fish Feeding)을 할 수 있는 곳
이 두 군데나 된다. 잭피쉬, 바라쿠다, 구루퍼 등 대형어류의 무
리를 볼 수 있고, 랍스터, 문어, 뱃피쉬, 오징어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 것은 다양한 산호가 형

피딩하는 모습(다이브엔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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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속에 쉬고 있는 새끼상어(리그포 케이브)

작은 터널(리그포 케이브)

경산호와 다이버(솜브레로 섬)

항아리 산호와 바슬렛(베아트리체, 사진 : 김은종)

성되어 있고, 자이안트클램의 포자가 풍부하여 먹이가 풍족하

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시야가 아주 좋으며, 다양한 산호가 서

기 때문이다.

식하고 있다. 그만큼 청정한 지역이다. 산호가 풍부한 만큼 산호
주변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어류들

Ligpo Cave (리그포 케이브)

이 풍부하다. 아마도 아닐라오 포인트 중 최고의 포인트라 할

평균 시야 : 25m / 평균 수심 : 15m / 최대 수심 : 40m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거북이와 자이언트크램 등
대형 패류들이 많다.

리그포섬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절
벽 다이빙을 즐기는 곳이다. 수심 10m 지점에는 작은 동굴이

Beatrice 1.2.3 베아트리체 1.2.3

있는데 이곳으로 통과하면 5m 수심에 다다른다. 또 하나의 작

평균 시야 : 25m / 평균 수심 : 12m / 최대 수심 : 25m

은 동굴이 수심 26m에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부채산호
를 볼 수 있다. 특히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는 부채산호도 있다.

솜브레로 섬 북쪽 끝자락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중

다양한 아네모네피쉬, 버블산호, 갯민숭달팽이 등은 쉽게 볼 수

7m 지점의 봉우리가 27m 이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은

있다. 운이 좋으면 굴속에 쉬고 있는 새끼상어들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수심에 짧은 절벽들과 채널이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곳
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곳 주변은 세 곳

Sombrero Island(Coral Garden) 솜브레로 섬(코랄가든)

의 멋진 다이빙 포인트 베아뜨리체 1.2.3이 있다. 외해에서 오는

평균 시야 : 25m / 평균 수심 : 12m / 최대 수심 : 18m

조류와 베르데섬 방향에서 오는 조류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수중환경에 비하여 조류는 변덕이 많은 여인

솜브레로는 따갈로로 ‘모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섬이 모자

의 마음을 표현하며 베아트리체로 명명되는 사이트이다. 조류가

형태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5~18m 수심까지 완만한 경사

심할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는 어렵다.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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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브레라 섬의 모습

뱃피쉬무리와 구조물(다릴라웃)

시에도 하루 1회 이상은 이곳에서 다이빙하기는 힘들다. 베아뜨

벽에는 부채산호, 연산호, 바다나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리체 1에서는 큰 항아리 해면, 연산호, 경산호, 부채산호, 말미

회초리산호, 말미잘, 아네모네피쉬 등이 서식하고 있다. 프로그

잘과 동갈돔, 갯민숭달팽이, 바다나리 등을 볼 수 있고, 웬만한

피쉬, 곰치, 문어 등도 볼 수 있고, 바라쿠다나 잭피위 무리도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다 모여 있다. 가끔 바다거북

볼 수 있다. 또한 수심 40m 지점에는 퍼플고비가 상주하고 있

이나 푸른점문어를 보기도 한다.

어 수중사진가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다.

Daryl Laut 다릴라웃

참고

다이빙 목적에 따라 추천하는 사이트

평균 시야 : 20m / 평균 수심 : 12m / 최대 수심 : 35m
펀다이버에게 추천

마리카반섬과 카반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5m 수심에서

수중사진가에게 추천

텍다이버에게 추천

다이브엔트랙

아닐라오 피어(야간)

리그포 케이브

리그포 케이브

바수라

라프라프 케이브

카데드랄락(성당바위)

카데드랄락(성당바위)

커비스락

아 있다. 오픈되어 있는 사각형 사이사이에 돌아다녀 보는 재미

코알라

트윈락

마파팅

도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커다란 골조물이 수중에서 집을 지으

트윈락

시크릿베이

비스타마

려고 골격을 짓고 있는 것 같다. 대형 뱃피쉬(Bat Fish) 무리들

마이닛

시크릿가든

다릴리웃

솜브레로

다릴라웃

베아트리제

커비스락

다릴라웃

베들레햄

커비스락

베아트리제

입수하여 환초지대를 벗어나 카반섬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수심 15~25m 지점에는 거대한 직사각형 철골구조물이 가라앉

이 구조물 사이사이에 무리지어 있으며, 프로그피쉬, 파이프피
쉬, 곰치, 커틀피쉬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한다. 초보자에게
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포인트이다.
Kirby’s Rock 커비스락
평균 시야 : 40m / 평균 수심 : 12m / 최대 수심 : 33m

커비스락은 물 밖으로 나와 있다. 수심 5m까지 떨어지며 완
만한 경사면에는 산호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바다 쪽은 수

DIVE7000 RESORT

심 20m까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 홈페이지 : http://www.dive7000resort.co.kr

경사가 33m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22m되는 긴 봉우리가 바닥

• 이메일 : kjc1793@dive7000resort.co.kr

부터 솟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독립된 수중 봉우리 2개를

• 전 화 : 070-4641-1787
063-905-297-1787

만날 수 있다. 강한 조류가 흐를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하다. 월다이빙을 할 수 있어 중급 다이빙교육에 적합하다. 절

• 대 표 : 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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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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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강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

학생다이버는 당신의 가장 좋은 스승이다!
어떤 학생다이버가 얘기한다. “저는 바닷속은 너무 가고
싶은데 수경을 벗었다 다시 쓰는 것이 너무 싫고 무서워요!”
라고 한다. 이때 이 학생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자신 있게 기술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강사의 미션이
다. 이것은 단순히 참을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가르치고 배
우는 데에는 배우는 사람만 공부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
는 사람도 공부된다는 뜻이다.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쉽게
말하는 강사들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스승은 강사의 교육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이 아니라 그 반대의 학생인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입장과 수준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라
레스큐과정을 살짝 들여다보면 다이버의 스트레스 관리

위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다이버이면서 좋은 스승님들을

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학생

가르치려면 무엇이 기본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초보강

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강사가

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을 대신 해결해
준다면, 마치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는 듯 하는 것이라 좋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은 다이버가 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초보다이버들에게 흔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큰 성취감과 더불어 만

히 볼 수 있는 문제는 부력조절에 필요한 BCD의 공기를 알

족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람마다 잘 하는 것이 있는가하

맞게 넣고 빼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통의 경우 강사가

면 잘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고문관(?)

휙! 달려가 공기를 빼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공

이 되어 가르치는 사람을 힘들게도 하지만 운동신경이 좋

기 빼는 기술의 숙달을 방해하며, 강사를 의존하게 함으로

은 사람이거나 학습능력이 좋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편안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문관(?)은

상황이 급상승 등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다이버 스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하여 생기는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

스로 안전하게 시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강사가 아래의 기본적인 몇 가지를 지키지 않고 다이버를
가르친다면 고문관(?)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는 다

셋째, 절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빙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

강사가 아무리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잘 관리한다하
여도 그들의 안전에 관한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서는

첫째, 기본에 충실하라

안된다. 대자연은 항상 변수가 따르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은 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

을 만들기도 한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이 확보된 환

만 대부분 프로가 되기 위한 코스를 하면서 그중 가장 기본

경에서 다이빙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들의 한계를 초과하는

이 되는 교육자의 태도, 지식, 기술은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

것은 그들이 고문관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 강사의

믿는다. 이것을 바탕으로 강사메뉴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과 지식 등을 훌륭한 판단력을 내리는데 사용하라. 구

따르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강사의 기본인 것이다. 강사메뉴

름사진과 바람, 물때표를 보는 것은 환경을 평가하는 기본

얼과 친해져라. 이 기본이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모래위에

이다.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강사와 학생
둘다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며 100%를 달성하는 것이야
말로 학생다이버와 강사인 나 자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
이다.

넷째, 좋은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력 있는 강사와 토
론하라
그들은 이미 여러분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한 강사일
수 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다하여 무조건 경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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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아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능력을 가진 강사가 진짜다. 강사가 되어 가르치지 않았다
면? 단지 강사가 된지 오래만 되었다면? 그 또한 경력 있는
강사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주위에 경력 있는 조언
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선배강
사와 정기적으로 토론하라. 그래야 당신도 후배강사와 토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이는 강사가 학생다이버에게
배우는 것처럼 서로에게 또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연결
되게 된다.
다섯째, 학생다이버에게 칭찬하라
지난 월호에서 언급했지만 칭찬은 그들의 어려움을 내려
놓게 할 것이며, 즐거움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위 모든 것들이 낯설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학생다이버
인 좋은 스승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 스승이 주

여섯째, 새로운 정보에 귀 기울여라

는 가르침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스쿠바다이빙은 장비에 의존도가 높은 레저스포츠이며,

큰 디딤돌로 만들어라. 학생은 나의 거울이다. 나의 가르침

모험스포츠이고, 안전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 특별한 매니아

이 잘되고 못되었는지는 그들이 정직하게 평가해 줄 것이다.

들의 스포츠이다. 쉽게 오리발을 예를 든다면, 단순히 핀킥

만약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을 분석하고 성실하

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운동 역학적 원리와 생리학적 근 피로

게 배워라.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당신은 강사의 미션

도와 물리학적 과부하가 작용한다. 그리고 학생다이버는 발

을 훌륭하게 성공시키는 그리고 학생다이버에게 인정받는

목이 약한 다이버, 대퇴의 운동부하가 약한 다이버 등 다양

강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스승이 되어준 학생다이버들

하게 존재한다.

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에 임하라.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와 함께 하는 즐거움 또한 당

제조사에서는 이런 경우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제품을

신의 것이 될 것이다.

양산한다. 무조건 비싸거나 남들이 많이 쓰는 오리발이 나

스쿠바다이빙은 비교적 특정소수가 매니아층으로 형성되

의 학생다이버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은 편견인 것이다. 좀

어있는 레저스포츠이다. 다이빙을 선택한 많지 않은 특정소

더 말하면, 다이브컴퓨터의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그 기능

수 한명 한명에게 어떤 강사가 되어야 할까… 고문관? 이 생

과 장점들이 다이버들을 위해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여러분

은 교육방법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다이빙 시스템이 만

의 노력과 열정으로 다이빙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들어지기도 한다. 유행에 떨어지고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강사가 가져야 할 미션이 아닌가

강사는 학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

생각한다.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 다이빙의 미래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임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데 있지요.”
일곱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지식과 방법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라

– 랠프 월도 에머슨

여러분이 반복된 일상에서 같은 것만을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아무리 좋아하던 그 무엇이라도 고여 있는 물
과 같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 매너리즘은 나를 지치게 하고,
대충이라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게 한다. 결국,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야 한
다. 흐르는 물로 고인 물을 맑게 바꾸어야 한다. 좀 더 흥미
있는 다이버레벨이나, 새로운 다이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
우고, 연구하며 에너지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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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이빙 Free Diving
글 / 사진 김효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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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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내 프리다이빙 교육 및 현황과 미래
지난 한해는 프리다이빙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
은 한해였다. 작년 5월 프리다이빙의 살아있는 전설인 움베
르토 펠리자리에게서 4명의 한국인이 세계 최초의 프리다이
빙 전문 교육기관인 Apnea Academy 강사자격을 수료한 것
을 시작으로 10월에는 SSI 동아시아 및 마이크로네시아 본
부에서 이집트 다합의 유명 트레이너인 Lotta Ericson을 초
청하여 한국 최초의 프리다이빙 강사코스(FITC)를 개최했
다. 다수의 한국인 프리다이빙 강사들이 해외에서 이 과정
을 수료하고 시합에 참가하는 등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이
에 힘입어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다이빙 동호회인 Korea
Freediving Team(이하 KFT)은 8년간 2,000명이 채 안 되던
회원 수가 한해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4월에는
프리다이빙전문 교육센터 AFIA 주최로 국내 최초 AIDA 공
식 시합이 열렸다. 최근에는 대한 수중협회에서 한국 프리
다이빙분과를 CMAS 총회에 등록하고, 8월에 있었던 CMAS
세계선수권에 한국 대표선수를 참가시키는 한편 CMAS 총
회 프리다이빙위원회에 한국인 위원을 등재시켰다.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된 스포츠
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다이빙이 아직까지 오픈마켓인 아시아
지역에 앞 다투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배경과 여러 교육단
체 및 프리다이빙 동호인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역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어 주었다.
세계 주요 프리다이빙 단체가 이미 한국에 진출하였지만
이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는 건 SSI이다. 기존 프리
다이빙 단체가 가지고 있는 매니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대중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스쿠버다이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국내에 전무하다시피 한 프리다이빙
인프라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급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프리다이빙 교육시장에서 독보적
인 위치에 있었던 AIDA의 점유율을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

SSI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고 있고, 올해 상반기 태국과 이집트, 인도네시아의 주요 강

이미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테크니컬 다이빙 TXR의 반대편

사 트레이닝센터에서는 이미 각각 1,000장 이상의 C-카드를

에 프리다이빙을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프리다이빙 파트는

발급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올해 총 15,000장의 SSI 프리

호주 본부에서 진행됐으며, 당시 호주 프리다이빙 챔피언이

다이빙 C-카드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프리다이빙

자 스쿠버다이빙 코스디렉터 출신인 Mike Wells가 이를 담

단체의 트레이닝 위주의 엘리트 스포츠적인 다소 보수적인

당하게 된다.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의 생리를 모두 이

성격이었던 프리다이빙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쿠

해할 수 있는 Mike Wells의 주도로 이집트 유명 트레이너인

버다이빙과 같은 레저스포츠의 개념으로서의 재해석이 가

Linda와 Lotta와 함께 기존 프리다이빙 교육 내용을 보다 세

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밀하고 쉽게 정리하였고, 기존에 이미 확충되어 있는 SSI 스
쿠버다이빙 인프라를 활용해 프리다이빙은 빠른 속도로 보

이런 SSI 프리다이빙 정책에 힘입어 한국에 위치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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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및 마크로네시아 지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진행 및 계획

받아 프리다이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며 안전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리다이빙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울진과 제주 지역
도 프리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방송 지원
프리다이빙을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알릴 수 있도록
SBS [정글의 법칙]과 같은 공중파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하도록 상호 협조하여 곧 프리다이버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프리 다이빙 축제 및 시합 개최 준비

을 통해 수중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것을 알리

SSI에서는 지역 자치 단체들과 협조하여 프리다이빙의 활

고자 방송국, 프로듀서, 촬영감독, 연예인 등에 적극 지원하고

성화와 지역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고자 협의 진행 중이다.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2013년의 경우 30

또한 SSI에서 교육받은 연예인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 행사

여명의 연예인들이 수중과 관련된 스쿠버 다이빙 및 프리다이

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프리다이빙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

빙을 교육받았으며 또한, 많은 인원이 교육받은 연예인들과 방

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영장과 해양에서의 시합을 개최하고

송을 통해 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자 준비 중이며 시설과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여 시작
할 예정이다.

교재 개발
프리다이빙은 오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저스
포츠와 달리 이론과 지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었다. SSI는 스

또한 프리다이빙전문 교육단체인 머맨에서
최근 프리다이빙 장비 MERMAN Custom
GEAR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쿠버 다이빙 분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시스템 개발과 교육 경
험을 토대로 2012년 모든 교육과정의 영문교재를 개발하였으

스포츠로써의 프리다이빙의 매력에 빠져 프리다이빙을 즐

며, 2013년에도 DVD로 된 영상 교재를 개발 및 체계화시켜왔

기는 프리다이버와 아직 법적인 문제로 비공식적으로 스피어

다. 한글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많은 강사의 도움으로 레벨

피싱을 즐기는 무호흡다이버들 또한 매우 급속도로 많아지고

1,2 과정의 프리다이버 교재가 번역 완료되어 출간되었으며,

있으며, 스킨다이버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 많은

2013년 연말까지 레벨 3 상급 프리다이버 교재를 출간하고자

무호흡다이버들이 한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 수가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보호와 의학진단 등 다양한 정보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이런 국내 무호흡 다이버들에 활동은 장

를 포함한 트레이닝 레코드가 출시되었다. 또한, 2014년 상반

비산업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에 형태가 없던 사업으로 앞으로

기까지 DVD를 한글화하기로 결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SSI

많은 노력과 서비스로 무호흡다이버들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에서는 2014년까지 전 교육과정과 강사 과정의 교재를 한글화

보다 정확하고 알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현재 몇몇 유럽 브랜

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드들 그중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형태에 반도국가인 이태리 제
품들이 프리다이빙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며 많

교육 지원

외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정확한 사이즈와 배송기간의 문

SSI에서는 프리다이빙을 국내에 전파하고자, 가장 어려운 문

제와 선택한 제품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에 관한 어려움이 발

제였던 영어 코스 입문을 돕기 위해 2012년 강사과정과 2013

생한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도 크레시섭 오머 씨악섭 C4 등에

년 강사 과정 및 업그레이드 과정의 통역을 무상으로 지원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물량과 네트워크의

여 다이버와 강사들에게 한국어로 교육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

문제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의 원활한 공급

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준다.

리조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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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브랜드 또한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많은 프리다이버들은 해

무호흡 다이버들은 개인의 기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의
정확한 선택과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스쿠버와 프리다이빙 강

SSI 한국에서는 오랜 바다와 스쿠버 다이빙 경험을 토대로

사인 임정택 강사는 MERMAN Custom GEAR라는 브랜드를

각 지역에 프리다이빙을 실시할 수 있는 리조트를 개발하여

가지고 국내에서의 프리다이빙장비를 쉽고 편안하게 구매하

왔다. 강원 고성군 네모선장 리조트의 경우에는 가두리 양식

며 또한, AS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 양산을 목표로

장으로 설치되어 있던 원형 플랫폼을 지역 어촌계의 허가를

몇 몇 프리다이빙 장비를 개발 시판 중이다. 현재 만들어진 제

프리다이빙이 최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익스트림한 운동의 일종으로 높
은 위험성과 배우기 어려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고난이도의 스포츠라
는 오해와 편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품으로는 실리콘 웨이트벨트로 흰색과 검정, 그리고 버클형태

방송에서처럼 아직까지는 생소한

는 금, 은, 핑크골드, 블랙, 티타늄 총 5종으로 실리콘에 강한

프리다이빙의 특성상 자극적으로

신축성과 접합성 무독성을 잘 활용하여 기존 벨트보다 높은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부분

품질과 친환경성 디자인성까지 가진 국내 생산 제품을 개발

만 집중 조명하여 마치 연예인들의

하였고, 실리콘튜브를 이용하여 완전 방수형태의 넥웨이트 또

극기체험의 도구로서의 프리다이빙

한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이외에 프리다이빙용 부이로 지퍼

홍보는 자칫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프리다이빙인식을 심어줄

부분에 벨크로 소재로 만들어져 팀와팬을 붙이거나 스노클

수 있다.

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스노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까지 넣었다. 무호흡다이빙 장비 중 가장 큰 기술을

프리다이빙은 슈퍼맨을 흉내내는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가져야하는 것은 핀이다. MERMAN Custom GEAR에서는 무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즐길 수 있다. 수

호흡 다이빙 핀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유리섬유

영을 비롯한 모든 수중활동의 입문과정으로 적절한 운동이

에 알루미늄으로 착색한 은색 블레이드는 강도는 소프트하여

며, 물에 대한 공포심과 낯설음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바꾸

매우 부드러우며 발목에 부담이 없고 강한 충격에도 부러지

어주어 수중스포츠의 능률 향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다. 은색 블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침착한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드는 세계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유리섬유제품으로는 최고의

해주는 매우 정적이고 차분한 운동이다. 책임강사 지도하에

유연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100% 카본제

어떤 레저스포츠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명상과 요가 등의

품으로 강도 미듐에 제품을 제작하였으며 무광제품으로 카본

수련과 병행하며 현대 트렌드인 웰빙과 잘 부합되는 엘리트

섬유에 무늬를 강조하여 강도와 텐션을 매우 높게 하여 보다

스포츠이다. 또한, 스쿠버 다이빙과는 달리 많은 장비가 필요

효율적인 피닝 형태를 구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외에도 유리

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종목으로서도 여타 종목들과

섬유와 카본을 혼합하여 카본100% 제품과 유사하게 구현하

는 달리 많은 체력과 스테미너보다 상대적으로 멘탈과 유연성

여 가격을 낮춘 제품과 험한 지형에서도 부드럽게 작용하여

이 중요해 중년에 들어선 나이까지도 시합에 참가해 경쟁할

절대 부러지지 않도록 케블라(방탄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제

수 있는(현 AIDA 여자 세계챔피언인 Natalia Molchanov는 40

품으로 총 4가지 블레이드에 개발을 끝낸 상태이다. 위 4종에

대 후반이다.)대중스포츠로서 이점이 많은 운동이다. 하지만

핀은 2014년부터 판매예정이며 현재 최대한의 효율성을 낼 수

아직까지도 프리다이빙에 대한 대중들에 관심에 비해 전문

있는 풋포켓을 선택 중이며 워터레일 또한 현재 개발 중이다.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각 교육단체와 강사, 동호인들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지며 앞으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루

가진 제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MERMAN

빨리 프리다이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교육이 이

Custom GEAR 프리다이빙장비는 프리다이버에 꼭 맞는 장비

루어져 스쿠버다이빙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스포

를 만들기 위해 핸드메이드나 커스텀으로 제작이 된다. 벨트

츠로서 발돋움할 날을 기대해 본다.

에 길이 넥 웨이트에 무게 핀에 강도 등 모든 다이버들에 신체
형태나 근육량 신체 좌우 발란스 등 많은 세심한 부분까지
맞춤슈트의 장점처럼 다른 장비들도 몸에 꼭 맞도록 제작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골프에서는 피팅프로라는 라이선스
가 존재한다. 골퍼들에게는 꼭 맞게 피팅된 골프채가 필요하
며, 이는 좋은 결과나 좋은 자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MERMAN Custom GEAR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완벽한 피팅
으로 프리다이빙에 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이를 중

김효민
AA 강사, AIDA 강사, SSI 강사
Apnea Academy Instructor by Umberto Pelizzari
AIDA Instructor by Jean Pol francois- Head of AIDA
Education Commission
SSI Freediving Instructor by Akim Adhari

점적인 목표로 한국 프리다이버들에게 공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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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주)우정사의 프리다이빙 장비 소개
OCEAN PRO FREE DIVING SET ENZO FREE DIVING

MASK (마스크)

SNORKEL (스노클)

• ENZO2 MASK

• ENZO SNORKEL

• 가격 : 90,000원

• 가격 : 30,000원

- 내부 볼륨이 작고 가벼운 마스크
- 넓은 시야를 제공

FIN (핀)
• ENZO FIN
• 가격 : 190,000원
- 프리다이빙을 위한 복합 구조로 신축성이 뛰어남
- 편안한 풋 포켓과 가볍고 날렵한 디자인
- 사이즈: 길이 90cm x 폭 21.8cm
- 무게 : 0.7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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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리다이빙에 최적화된
디자인의 스노클

강릉 사천항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로 사랑받는 강릉 사천항 최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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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장 : 김은경 │ 전화 : 033-645-1472 │ 휴대폰 : 010-2085-0854│ 팩스 : 033-643-1470
이메일 : hyenc1472@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 홈페이지 : bahama147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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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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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잠수 작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야 한다. 산업잠수사는 주로 수중전문건설업체나 해양경찰
특공대, 소방공무원 119구조대, 해난구조업체, 정유회사, 원
자력발전소 등에서 근무한다.
1. 산업잠수란 무엇인가?
2. 산업잠수에 관련된 법률의 흐름
3. 국내 산업잠수의 현실과 문제점
4. 산업잠수와 챔버(기압조절실)

3. 국내 산업잠수의 현실과 문제점
8월 10일 울산은 40℃가 넘는 폭염을 기록했다. 81년 만에

산업잠수사의 2013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는 157,610원으

처음 있는 기온으로 전형적인 초 아열대 현상이라고 기상청은

로, 2012년 155,876원 보다 1,734원 상승했다. 하지만 이것은

보도했다. 초 아열대라는 단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상청에

연평균 물가상승률 6~7%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1.5% 상승에

서는 써 본적이 없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점차 뜨거워지고 있

불과하여 체감율은 마이너스 상승 수치이다. 오죽했으면 월급

는 지구는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이산화탄소의 배출 때문인지,

빼고 다 오른다고 할까 싶다. 산업잠수사의 1일 근로시간은 6

아니면 지구 스스로 리셋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부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2050년쯤에는 겨울이 없어질 수도 있
다고 가정하기도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40여 년 뒤에는
수온의 상승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시사철 스쿠버 잠수를 할

•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다. 물론 배우는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다가 그리워지
고, 일반인들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스쿠버 잠

• 6시간 환산임금 =

총임금
6+(총작업시간-6-점심시간-간식시간)×1.5

×6

수를 배워서 수중의 아름다운 풍광도 보고, 더위를 식히고 싶
은 마음이 드는 것은 人之常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6시간의 규정은 시간을 단순화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심별 1일 최대 잠수시간 기준이 없어서, 부적절한 토목설계

지난 호에서 스쿠바다이버 지 발행인께서 쓴 글을 보고 적잖

와 무리한 잠수계획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잠재적 요인과 잠수

이 놀랬었다. 다름 아닌 현재 국내 스쿠버 다이버 강사가 약 4

사의 산업재해가 재기되고 있다. 수심에 따른 잠수작업시간(해

천여 명이 된다고 하니 이건 뭐 시장의 수요는 더 이상 커지지

저체류시간)의 결정은 설계기준, 작업계획 등에 필수적인 요소

않고 제한적인 것에 반해 강사의 수요 증가는 매년 확대 생산

로써 품의 할증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물론 교육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교

그런데 1일 6시간의 시초가 어떤 근거로 제정되었는지 또 수

육과 평가를 통해 강사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심별 1일 잠수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산업잠수 관련 협

은 없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스쿠버 잠수업계 전체에 미치는

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질의를 해보았지만 최초 이 법

파장은 굉장히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강사라 하면 직업

의 입안자만 알고 있을 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료를 찾

으로 전향한 선택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전국에 스쿠버 잠수

아보니 문제의 해답은 일본의 잠수관련법에 있었다. 우리나라

전문점이 과연 몇 개나 존재할지 의문스럽다. 최초 입문자들은

의 잠수관련법이 대부분 일본의 잠수관련법을 직역한 것에 불

잠수 전문점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장비의 판매, 회원관리,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후서비스 등 서로 다른 카테고리가 이루어져야 시장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말이다.

KMB밴드마스크 작업

더 큰 충격은 일본의 잠수관련법에는 잠수사의 수심별 1일

풀페이스 마스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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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잠수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 잠수관련법에는

의 작업 시 2차, 3차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

누락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마도 법 제정 시 산업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보게 되면 “예비공기조를 설치하여

수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의도적이

야 한다.”하고 나온다. 여기서 예비공기조란 비상기체통을 의미

거나, 아니면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

하게 되니, 후카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비상기체통을 착용하지

런 이유로 지금까지 깊은 수심이든 얕은 수심이든 1일 6시간이

않으면 규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수중공사업체와 산업잠수사들

라는 단순 수치만 가지고 잠수사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다.
일본 기준으로 1일 6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은 특정 수심을 고

수중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직접시공에 필요한 숙련된 기능 및

려하지 않은 순수한 총 잠수시간으로써 그 기준은 다음과 같

엔지니어 확보 여부에 따라 건설 생산성이 좌우되며, 기능・엔

다. 해면출발→잠수시간(해저체류시간)→감압시간→해면도착

지니어 인력의 공급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조사기관

→표면경과시간→잔여질소 시간 모두 합산하여 6시간을 초과

에서 기술자 인력난의 수급에 대한 업체들의 응답에서 60% 가

하지 않아야 하며, 반복잠수 계획 시 선행된 잠수 후 잔여질소

량이 구득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한편으

시간을 합산하여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

로는 젊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업계로 유입되지 않아 50대 이상

게 끔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 인력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비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세계
적으로 표면공급식 잠수에서 잠수 헬멧이나 밴드 마스크 등을

필자의 생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업체들 간의 저

사용하여 잠수작업을 하고 기압조절실의 현장 배치로 표면감

가 하도급 계약(계약금액의 62% 수준)으로 요인한 잠수사들이

압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비해 국내 대부분 수중공사업

극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보수가 뒤따라 주지 않는

체들이나 산업잠수사들은 비정품 후카(HooKah)를 사용하고

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

있다. 후카는 사용함이 간편하고 편리함은 있겠으나, 깊은 수심

지 못하여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다. 또한 잠수 자격증 대여가
확산하다보니 산업 잠수사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을 벌기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 부분
에서 호주의 경우 1일 단가가 약 800불, 수중용접의 경우 시간
당 약 300불 정도로 국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 설계 기준에서 잠수사의 노임단가는 품의 산정이 되어
있으나, 표면공급식잠수 장비비에 대한 품의는 거의 제외되어
있으니,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익이 나빠지는 구조적인

구조물 거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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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구조물 안착 중

해저케이블 매설 야간작업

ncs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안전이라는 항목

출한 직무수요를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기준으로 직무

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장비 부분

수행준거, 필요한 지식, 장비, 직무수행능력 평가지침 등의 형태

을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로 세분화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지난 8월 20일 한국산업인력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서 산업잠수에 관한 직무 분야로 수중 구조물에 대한
NCS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까지 산업잠수도 전반에 걸쳐

이렇다 보니 과거 현장에서는 산업 잠수사들을 대상으로 4

NCS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산업현장에서 요구

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나마 산재보험과 고용

하는 직무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과 국가 자격시험에도 변화

보험 정도는 가입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큰 현장이나 대형

가 있을 수 있겠으니, 산업잠수 학습모듈에 관심 있는 분들께

산업체의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적용해주고 있다.

서는 필자에게로 연락을 주시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모든 분야의 전문건설 업체들이 상생하여 영위를 지속시키
고자 한다면 모든 공사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체들의 불

국내 산업잠수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모

공정 하도급계약 보다 분리발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

든 것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중 몇 가지 내용만 지면을 통

문업체들도 수익이 클 것이며, 잠수사들도 정부 노임단가 기준

해서 담아보았다.

이 아닌 현실화 기준 약 30~35만 원 선으로 임금이 좀 더 높
게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국내 스쿠버 강사가 약 4천여 명 정도에 필자 포함된다. 이렇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잠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안

게 많은 강사분들이 모두 다이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전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공청회를 통한 상생과 성장 가능성에

은 아닌 것 같다. 일부분의 스쿠버 강사는 전업이 아닌 투잡 형

중점을 두는 지속적인 회의를 거듭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태의 부업으로 이루고 있을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장의
형태도 다변화되겠지만 전업강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이빙업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적어도 스쿠

사업이 고용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교육과학기술부-직업능

버 잠수시장만큼은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바

력개발원 등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부와

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 개발을, 교육부와 직능원에서는
2014년까지 722개의 학습모듈 개발 완료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

심경보

고 있으며, 내년까지 거의 모든 직업에 대한 직무 개발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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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에 있다. NCS가 완료되면 우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
대를 우선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을 국
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써 표준화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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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주)우정사, 오션챌린져의 산업잠수 장비 소개
SuperLite 17B Helmet
모든 테스트를 거친 SuperLite-17B Commercial Diver’s Helmet은 전 세계 상업 다이빙 산업의 표준입
니다.

• w/Posts ₩ 11,900,000
• w/MWP ₩ 12,000,000

수중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매우 견고하면서,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Commercial Rated와 CE 승인입니다.
• CE Certification
The SuperLite 17B helmet는 테스트를 거쳐, 지침서 89/686/EEC의 Annex II에 규정된 성능 요구 사항
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EN 250:2000, EN 250/A1:2006, EN 15333-1:2008 (class B)의 규격 대부분
이 적용되었고 디멘드 호흡기 SuperFlow 및 구강 비음 P/N 510-69, P/N 510-747과 함께 모든 CE 마크
를 취득 하였습니다.
• 제품사양
Weight : SL 17B - 29.03 pounds
Helmet Shell : Fiberglass, polyester resin,
polyester gel coat, and carbon fibers
Control Knobs : Polyurethane
Lens : Scratch Resistant Polycarbonate
Neck Dam : Neoprene. Optional latex neck dam available
O-Rings : Buna-N
Head Cushion : Nylon bag filled with #4
Polyester foam

SuperLite 17C Helmet
SuperLite 17C는 이상적인 피팅감과 얼굴 측면 부의 웨이트 포트와 마운팅 브래킷에 다양한 기능을 포
함한 베스트 셀러 모델 Kirby Morgan 37의 대형 쉘과 함께 다이버에 요구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
하였습니다.

•w/Posts ₩ 11,900,000
•w/MWP ₩ 12,000,000

표면은 화이버 글래스(섬유 유리)와 카본 화이버로 보강된 쉘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Quad-Valve 배기
시스템은 아주 예전의 Kirby Morgan Helmet에 새롭게 장착되어 극도의 건조한 역할을 해오던 구형 싱글
밸브 배기 시스템보다 호흡 저항이 낮습니다.
헬멧 쉘은 한층 강화된 내구성을 위해 중요 부위에 카본 파이버의 보완과 함께 열성이 있는 폴리에스테
르를 보강한 섬유 유리를 집약 시켜 완성 되었습니다.
• CE Certification
The SuperLite 17C helmet는 테스트를 거쳐, 지침서 89/686/EEC의 Annex II에 규정된 성능 요구 사항
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EN 250:2000, EN 250/A1:2006, EN 15333-1:2008 (class B)의 규격 대부분
이 적용되었고 디멘드 호흡기 SuperFlow 및 구강 비음 P/N 510-69, P/N 510-747과 함께 모든 CE 마크
를 취득 하였습니다.
• 제품사양
Weight : SL 17C-30.6 pounds
Helmet Shell : Fiberglass, polyester resin,
polyester gel coat, and carbon fibers
Control Knobs : Polyurethane
Lens : Scratch Resistant Polycarbonate
Neck Dam : Latex. Optional Neoprene neck
dam available.
O-Rings : Buna-N
Head Cushion : Nylon bag filled with #4
Polyester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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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Lite 27 Helmet
• w/Posts ₩ 10,300,000

The SuperLite- 27은 수년간 연구되고 테스트 되어 진 상품입니다. 이 디자인은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
한 헬멧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Kirby Morgan SuperLite-27 다이빙 헬멧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전
통의 헬멧입니다. SuperLite-27은 The SuperFlow 350 호흡기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 w/MWP ₩ 10,500,000
• CE Certification
The SuperLite 27 은 테스트를 거쳐, 지침서 89/686/EEC의 Annex II에 규정된 성능 요구 사항을 준수
하였습니다. 또한 EN 250:2000, EN 250/A1:2006, EN 15333-1:2008 (class B)의 규격 대부분이 적용되
었고 디멘드 호흡기 SuperFlow 350및 구강 비음 P/N 510-69, P/N 510-747과 함께 모든 CE 마크를 취
득 하였습니다.
• 제품사양
Kirby Morgan SuperLite 27 의 호흡기는 예외적으로 모든 부품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Weigh t: SL 27 - 28.47 pounds
Helmet Shel l: Fiberglass, polyester resin,
polyester gel coat, and carbon fibers
Control Knobs: Polyurethane
Lens : Scratch Resistant Polycarbonate
Neck Dam : Neoprene. Optional latex neck dam available
O-Rings : Buna-N
Head Cushion : Nylon bag filled with #4 Polyester foam

KMB BAND MASK 18B & 28B
KMB 18B & 28B 밴드 마스크 제품은 낮은 수심에서의 다이이빙뿐 아니라 혼
합가스 다이빙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특징이 있
습니다.

• 제품사양

• CE Certification

Mask Frame KMB-28 : Xenoy thermoplastic

KMB-BandMask 18 & 28은 테스트를 거쳐, 지침서 89/686/EEC의 Annex II
에 규정된 성능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EN 250:2000, EN 250/
A1:2006, EN 15333-1:2008 (class B)의 규격 대부분이 적용되었고, 디멘드 호
흡기 SuperFlow 및 구강 비음 P/N 510-69, P/N 510-747과 함께 모든 CE 마크
를 취득하였습니다.

Control Knobs : Polyurethane

KMB 28B

KMB 18B

• w/Posts ₩ 4,600,000

• w/Posts ₩ 5,600,000

• w/MWP ₩ 4,900,000

• w/MWP ₩ 5,900,000

Weight : KMB 18-13.63 pounds KMB 28-12.73 pounds
Mask Frame KMB-18 : Fiberglass, polyester resin, polyester gel coat, and
carbon fibers

Lens : Scratch Resistant Polycarbonate
Hood : Neoprene.
O-Rings : B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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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Shield Assembly

Hot Water Shroud

₩ 280,000

₩ 260,000

KMDSI는 Part #525-400의 크기가 큰 용접 보호대
를 제공합니다.

Kirby Morgan 37 & SuperLite 17/B, 17C, 27, KMB18 & KMB-28 BandMasks “B” side 만 사용 가능.

VIKING HD
- 사용범위 : 커머셜, 군
- 재질 : 2방향 스트레치 폴리에스테르 안감과 NR/EPDM 합성고무
		

무게 : 1,550±100g/㎡

- 접합 : 내부 : 바느질 후 테이핑
		

외부 : 가황 처리

- 사이즈 : 00/SM ~ 04/XXL
			 00/SML ~ 04/XXL Wide
- 지퍼 : 90cm HD 지퍼
		

블랙 슈트는 비 자성 지퍼

- 밸브 : 누름 방지 흡기 밸브
		

VIKING X2 배기 밸브

- 액세서리 : 다양한 후드와 목씰, 헬멧 요크
• 고무 손목 링 또는 bayonet 링 시스템
• 고무 포켓 선택 사항
•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 인증 : EN 14225-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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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Lens Assembly

		

HZ 화학 인증

		

BIO 인증

Part #525-403 용접렌즈는 모든 SuperLite Kirby
Morgan Helmets and BandMasks에 맞습니다.

VIKING HDS
- 사용범위 : 군, 커머셜
- 재질 : 니트로된 검정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안감과 NITECS NBR/EPDM 합성고무

		

무게 : 1,050±100g/㎡

- 접합 : 내부 : 바느질 후 테이핑
외부 : 가황 처리
- 사이즈 : 00/SM ~ 05/XXXL
			 00 ~ 05 Wide
			 00 ~ 05 D Wide
- 지퍼 : 90cm HD 지퍼
- 밸브 : VIKING HAZMAT 흡기밸브
		

VIKING X2 배기 밸브

- 액세서리 : 오염된 환경 다이빙을 위한 HDS 매그넘 후드와 요크
• HDS 고무 손목 링 시스템
• 고무 포켓 선택 사항
•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선택사항
• 고무 또는 라텍스 벙어리 장갑
- 인증 : EN 14225-2:2005
		

HZ 화학 인증

		

BIO 인증

VIKING HAZTECH
- 사용범위 : 커머셜 헬멧 다이빙, 소방&구조, 오염 지역, 따뜻한 물/기후 다이빙
- 재질 :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니트로된 나일론 섬유에 검정 싱글 코팅

		

무게 : 483g/㎡

- 접합 : 내부 : 고주파 접착 후 테이핑
		

외부 : 고주파 접착

- 사이즈 : 00/SM ~ 04/XXL
			 00 ~ 04 Wide
			 00 ~ 04 D Wide
- 지퍼 : 90cm 중간 등급의 TPU로 코팅된 지퍼, 슈트에 고주파 접착됨
- 밸브 : 누름 방지 흡기 밸브, VIKING X2 배기 밸브
- 액세서리 : 오염된 환경 다이빙을 위한 라텍스 또는 네오프렌 후드, HDS 매그넘 후드와 요크
• 퀵 커넥트 칼라 시스템
• HDS 고무 손목 링 또는 bayonet 링 시스템
• PU 포켓
•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네오프렌 부츠
- 인증 : EN 14225-2:2005
		

HZ 화학 인증

		

BIO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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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mergency Response Diving

응급구난이란 무엇인가?
-제2편
글/사진 정의욱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응급구난 다이빙 팀의 조직과 구성, 작업 범위,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응급구난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나 테크니컬 다이빙과는 전혀 다른 범주이다. 따라
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시각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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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난 다이빙 팀 분류와 인원 구성

다이빙 슈퍼바이저
다이빙 슈퍼바이저는 다이빙 팀의 모든 기능을 감독하고

응급구난 다이빙에서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다양한 네트워크의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응급구난

현장에서 작업하거나 팀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다이빙 팀의 크기와 기능은 팀마다 서로 다르지만, 기본 구
조는 동일하다. 인원이 작은 팀에서는 업무 분담이 통합되

다이빙 안전담당관(DSO)

어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이빙 안전담당관(DSO)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안
전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다이빙 안전담당관(DSO)은 팀

‘작업 다이빙 팀’이란 용어는 조직의 전체 인력과 다른 의

이 현장에 도착시각부터 최종 장비청소에 이르기까지 수행

미이다. 작업 다이빙 팀은 간단히 말해서 두 명의 다이버와

되는 작업의 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이빙

두 명의 텐더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이빙 팀에는 다이버와

안전담당관(DSO)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

텐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할 인력들이 필요하다.

링만을 책임진다.

응급구난 다이빙 팀의 업무분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
이 있다.

미디어담당관(MRO) 또는 공공정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MRO)은 언론과 다이빙 팀원들 간의 교류
를 돕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디어담당관
(MRO)은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언
론간의 정보전달을 돕는다.

2

주 다이버 및 백업 다이버
주 다이버는 수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
신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주 다이버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
는 드물다. 현장에서는 백업 또는 안전 다이버가 주 다이버
를 돕기 위해 항상 대기한다.
인양 단계에서 주 다이버는 인양하려는 모든 물체가 완벽
하게 수면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 다
이버는 물체가 발견된 장소의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야 하며
물체를 수중에서 승인된 증거물 보관 용기에 봉인해야 한다.
또한, 주 다이버는 물건에 대한 보관 문서의 전달체계를 확
립하고 증거물 처리에 대한 법적인 선례를 따라 처리한다.
백업 다이버의 주요 임무는 주 다이버에게 수중에서 응
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백업 다이버는
3

어떠한 이유로든 작업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백업 다이버는 주 다이버가 물에 있는 동안 발생
하는 수중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더 잘 훈련되어 있고, 경험이 많
고, 능력 있고, 건강한 다이버가 백업 다이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 다이버와 백업 다이버가 동일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 ERD 팀
2. 슈퍼바이저
3. 주 다이버 백업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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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텐더 및 백업 텐더

오염물 제거 팀

텐더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다이빙 작업은 오염된 물에서의 다이빙으로 간주한

•다이버에게 적합한 장비를 선택

다. 따라서 다이빙 팀에서는 다이버가 작업을 마치고 출수

•장비의 안전 검사를 실시

하면 즉시 오염물 제거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다이빙 장비를 조립

한다. 오염물 제거는 다이버의 안전은 물론 텐더, 지원 인력,

•다이버가 잠수복 착용하는 것을 도움

친구와 가족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

• 다이버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수면에서 다이버의

다. 오염물 제거를 담당하는 인원은 최소한 기본적인 개인

요구 사항을 관리한다.

보호장비(PPE)를 착용해야 한다.
오염물 제거 팀은 다른 조직이나 기관의 후원하에 활동하

다이버가 도움을 받아서 입수한 다음에는 텐더는 보조에

기도 한다.

서 관리자로 역할이 변경된다. 텐더는 다이빙의 실행을 통제
하고 다이빙하는 동안 다이버를 모니터링 한다.

외부 지원 조직
모든 팀이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이런 완벽한 팀 구성을

백업 텐더는 모든 면에서 주 텐더와 비슷하지만,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한 가지가 다르다. 백업

갖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핵심 인력만 갖추고 나머지 기
능은 외부 지원 조직과 협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텐더는 백업 다이버에게 장비를 착용시키고 잠수복을 입히
고 관리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다이빙 정보를 기록하는 업무
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백업 다이버는 다이빙이 이루어지

152

외부 지원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예로 들 수
있다.

는 대부분 시간에 이동할 수 없어서 백업 텐더가 중요한 정

•응급의료 서비스

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소방서

•경찰

망 원인 조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매우 주의를

•군

기울여야 하며 다이빙 실행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 철저하
게 탐색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소방서 직원이 배치되면 다이빙 팀에게 큰 도움

수중 사체는 부패, 손상 등에 의해 인양이 쉽지 않다. 사

이 된다. 소방서에서는 장소 확보, 위험 평가를 도울 수 있

체를 발견하면 위치를 표시하고, 주위를 촬영한 뒤, 바디백

고, 수상교통수단 제공(수상 현장의 경우), 야간작업 시 조

(body bag)에 사체와 주변의 증거물을 모두 담아서 인양

명 등을 위한 전력공급, 공기탱크 충전, 오염물 제거 등의 지

한다.

원을 할 수 있다.

유해를 인양할 때 다이빙 팀은 유해와 바로 인접한 곳의

모든 응급구난 다이빙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경찰과 연

물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여 인양 시점의 수질을 파악하고,

관성이 있다. 따라서 현지 경찰이 다이빙 작업에 참여하는

다이버의 노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의 분해 속도에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범죄현장 출입을 관리하고, 증거물 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견 장소, 최초 범죄수사 파일, 수집된 증거물 등을 확보한다.
경찰의 지원은 인양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관할로 전환하는

차량 인양

데 필요하며 증거물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량 사고의 원인은 단순 사고, 악천후, 홍수, 도난 차량의

또한 다이빙 팀이 인양한 증거물을 현장에서 수거함으로써

불법 처리,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등 다양하다. 차량으로

다이빙 팀이 증거물을 보관하고 법적 증거물로서 유효하도

는 전기 자전거에서부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록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차량 인양은 특수한 환경, 오염, 노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응급구난 다이빙팀은 사전에 이와 관련된 훈련을 받

다이빙 목표와 특수 작업

아야 한다. 차량을 인양했던 대부분의 다이버는 강한 석유
냄새와 맛이 느껴졌다고 한다. 또한, 많은 다이버가 작업을

응급구난 다이빙에서 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

마친 후 두통을 느꼈다고 한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 수 리터

의 인양 작업을 수행한다. 매번 작업을 시도할 때 마다 새로

에서 수백 리터에 이르는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를 탑재하

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해결방안을 숙고해야 한

고 있다. 차량에는 브레이크 및 변속기유, 석유, 윤활유, 배터

다. 대부분의 공공안전 다이빙 팀들은 유해 인양, 차량 인양,

리의 황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차량에는 마그네슘과

물체 또는 증거물 인양의 세 가지 유형의 다이빙에 대한 인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석 쿠션에 있는 것과 같은

양 계획을 수립한다.

석유화학 제품도 포함된다.
차량 인양의 위험성은 차량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산성

유해 인양

과 알칼리성 액체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 인양은 다이버의 입장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다이

이와 같은 오염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하는 문제이다. 또한

빙 중 하나로 간주한다. 또한, 다이버는 인양 도중은 물론

이런 화학물질은 일반적인 잠수복 재질을 용해하여 피부를

인양 후에 증인이나 가족이 유해를 보는 순간 등 언제라도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유해 인양 다이빙은 사

차량을 인양하는 방법은 단순 견인, 리프트백 사용,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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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수중에서 차량을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산
응급 구난 다이빙 장비의 대부분은 가격이 비싸고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드 스캔 소나
시스템, 원격 무인탐사기(ROV), 다이빙 헬멧, 컴프레서 등의

증거물 인양

가격은 일반적인 다이버들의 비용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모든 물체는 잠재적인 증거물로 간주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장비들은 응급 구난 다이빙에서 표준 또는 필요 장비

수중에서 각 물체에 대한 문서작성, 사진촬영, 측정 등의 처

로 인정된다.

리는 육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중 시야가 사
진을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경우에도 법정에서 왜 사

환경 요인 고려

진촬영이 불가능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수중 상황을 촬영

최소 장비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핵심은 “물에 무엇이 있

해야 한다.

는가?”에 달려있다. 많은 것 중에서도 물에는 생물이 살고

모든 증거물은 출수 즉시 증거물 기록양식에 기록하고 해
당 기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있다. 이들 살아있는 생물들은 물에 배변하고 알을 낳는다.
그 결과 다른 건 다 무시하더라도 물을 삼키거나 호흡한다
면 다이버의 몸에 어류의 배변 또는 정자 등 일반적인 다이
빙 환경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인체로 유

응급 구난 다이빙 장비
레크리에이션 장비는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응급구난 다
이버의 작업부하에 알맞게 설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급구난 다이버에게 적합하지 않다.

노출 제어 – 풀페이스 마스크, 드라이슈트
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은 피부이다. 피부
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화학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수천 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유해와 차량 인양에서

의 땀구멍과 열린 부분을 포함하는 얇은 막이다. 이 부분을

는 화학, 바이러스 및 세균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다. 또한, 자연적 요인인 동물 폐기물, 도로 분
설물, 하천유역 및 하수관 등은 모두 노출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응급구난
다이버들은 모든 다이빙이 오염된 물
에서의 다이빙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에 알맞은 잠수복을 착용해야 한다.
오염된 물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에 대
한・미해군의 지침에서는 수질의 수준에 따
라 특수 설계된 장비 목록을 제시한다. 이
목록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입증되었고 업계
에서 인정하는 광범위한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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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수 있다.

두 개의 공기 실린더를 장착하는 방법은 업계 전반에 걸
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대부분의 응급구난 다이버들은
중복 공기 실린더를 등 뒤에 부착하고 저압 호스를 호흡기
2단계로 연결하여 목을 감거나 공기전환 블록과 연결한다.
그러나 일부 다이버들은 중복 공기 실린더를 다른 다이버에
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이버의 어깨 또는 가슴 부분에
장착한다. 중복 공기 실린더를 장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모
두 허용되지만, 같은 팀의 모든 다이버들은 한 가지 방법으
로 통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다이버가 같은 방식
으로 조작해야 스트레스가 큰 응급 상황에서 서로의 장비
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부력조절기
부력조절기는 다이버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수중에서 수
영할 수 있도록 최소 18kg의 용량이 필요하다. 부력조절기
는 리프트백의 용도로 작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5kg 이
상의 물체를 손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많은 응급구난
다이버들이 용량이 큰 부력조절기를 선택한다.
많은 응급구난 다이버들이 용량이 큰 백마운트와 테크니
컬 방식으로 장착하여 다이버가 수중에서 평행 자세를 취
하도록 한다. 다이버가 평행 자세를 유지하면 물의 저항이
줄어들어서 목표물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
따라서 대부분의 응급 구난 다이빙에서는 드라이 슈트를 사

다. 백마운트 부력조절기의 또 다른 장점은 다이버의 장비

용하도록 한다.

가 바닥에 끌리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일부 오염 물질은 수중에서는 물론 수표면 위의 공기 중

바닥 침전물의 부유와 장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에도 미세한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작은 입자 상태의 오
염 물질 때문에 단지 호흡만 해도 다이버가 오염에 노출될

웨이트 시스템

수 있다. 따라서 풀페이스 마스크는 모든 응급구난 다이빙

응급구난 다이빙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웨이트 벨트는

작업에서 호흡기 보호를 위해 권장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웨이트 벨트는 작업하는 동안
위치가 바뀌고 돌아가거나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웨이트

통신 장비

통합 부력조절기는 유선형이며 편안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

풀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에는 다이버가 부력조절기를 벗을 때 웨이트에 의한 음성부

전자 통신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력 효과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다이버가 웨이트 통합형 부
력조절기를 벗으면 다이버의 몸이 부력조절기, 공기, 생명

공기 공급 장비

지원 장치와 분리되어 상승하게 된다. 하네스와 멜빵 형태

응급구난 다이빙에서는 반드시 두 개의 독립적인 공기 공

의 웨이트는 웨이트 통합형 부력조절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즉 호흡기 1단계가 독립된 두 개

동시에 부력조절기를 분리하여도 다이버가

의 실린더를 착용해야 한다.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공기 공급 시스템은 생명 유지 장비의 핵심이다. 공기 공
급 장비는 많은 퇴적물, 오염 물질, 오염 제거에서 사용되는

다이빙 하네스

청소 화학 물질 등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며 1단계가 오염된

다이빙 하네스나 안전 하네스는 텐더줄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되어야 한다.

을 확실하게 묶고 들어 올리는 지점을 제공

응급구난 다이빙에서는 어떤 목적이든 다이버가 중복 공

하고, 통신 라인과 수면 공급줄을 연결할

기 시스템(최소 3리터@200bar) 없이 물에 들어가서는 안

수 있다. 안전 하네스는 다이빙 장비와 독

된다.

립적이기 때문에 다이버가 응급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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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

다이버가 물체를 밟거나 바닥 퇴적물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잠재적인 증거물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다이빙 공구 및 절단 공구
엉킬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은 수중 식물에서부터 낚시

전문 장비 교육

줄과 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다이버는 최

이 밖에도 응급구난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비상신

소 3개 이상의 다이빙 공구나 절단장비를 지니고 다녀야 한

호장치, 클립, 리프트백, 사이드스캔 소다, 원격 무인탐사기

다. 다이빙 공구는 다이빙 칼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다이빙

(ROVs) 등등 무수히 많다. 이들 중에는 간단한 교육만으로

칼,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세라믹 블레이드 또는 전단 가위

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반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술용 가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들여서 배우고 숙달해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있다.

텐더줄

모든 다이빙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는

텐더줄은 다이버를 텐더와 직접 연결하여 효과적인 양방

것이 중요하다. 장비의 사용 방법을 모르면 자신을 보호할

향 줄신호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텐더줄은 응급 상황에서 다

수 없다. ERDI에서는 드라이슈트, 풀페이스 마스크, 수중 사

이버를 물에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진, 비디오 등 기본적인 응급 구난 다이빙 장비들은 물론

한다. 텐더줄은 일반적으로 수상 구조 컨맨틀(kernmantle)

특수 장비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로 구성된다. 이 줄은 물에 뜨는 특성이 있어서 마모에 의해

대하여 가르치고 훈련하는 전문 과정들을 제공한다.

줄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다음 호에는 응급구난 다이빙 실시 단계와 탐색 작업, 교
오리발

육 과정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때로는 오리발을 착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오리발을 사용하면 다이버는 적
은 노력으로 이동하거나 힘들이지 않고 장비를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을 실시할 때 오리발은 다이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탐색 지역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탐색 중 너
무 빨리 이동하면 탐색 영역의 빈틈이 생기거나 지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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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서 증거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모든 현장은 범죄 현

정의욱

장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오리발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SDI/TDI/ERDI Korea 본부장

Technique

헬리움 가스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글 강영천 사진 편집부

헬리움(Helium) 가스란?

에서 조금씩 생산되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무분별한
헬리움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그 생

Helium, He 등으로 표시되는 헬리움 가스는 사실 과학적

산과 소비를 조절하는 기구를 발족시켰고, 헬리움 광석을

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지구에서는 드문 기체에

채굴하는데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헬리움은 그

속하지만, 실제 헬리움은 전 우주를 통틀어보면 질소 다음

제조과정부터 판매 및 사용 단계에서 공기 일부라는 것을

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체다.

감안하였을 때 꽤 고가인 편이고, 실제 헬리움 소비의 변방
에 속하는 스쿠바다이빙 업계는 고가의 비용을 치루고 사

일찍이 1868년 헬리움의 존재에 대한 관찰이 처음 있은

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후 1882년 이태리 물리학자인 루이기 팔미에리(Luigi
Palmieri)가 지구상에서 처음 베스비우스 산의 화산 용암에
서 헬리움을 추출하는데 성공한다. 1913년 미국 켄자스 주

헬리움 가스의 특징

덱스터 시의 에라스무스 하워드(Erasmus Howard)가 탄광
채굴 작업 중 어떤 샘플에서 기체가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

헬리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6개 불활성 가스(Inert gas

하고 실험실로 가져와 이 광석에서 나오는 가스에는 72%의

or Noble gas) 중 하나로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헬리움

질소와 15%의 메탄, 1%의 수소와 12%의 확인되지 않는 기

(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제논(Xe) 및 방사선

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추후 미확인 가스 중

라돈(Rn) 등이 있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냄새가

1.84%가 헬리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없고, 무색이면서 단일 분자(아톰 : atom)로 되어 있고, 매

미국이 세계의 헬리움 공급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되

우 낮은 화학적 반등상태를 보이는 것 등이 있다. 이 중 헬

는데 헬리움의 가벼운 기체라는 특징 때문에 초기에는 대

리움은 그 생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스쿠바다이빙에서 질소

형 고무풍선을 띄우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를 대치하는 기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심도
다이빙(40m 이하 수심)의 경우 주로 기체

헬리움은 자연 가스로부터 추출하거나 광석으로부터 분

마취를 줄이기 위해 공기에 섞거나

리해서 생산하는데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8%를 생산

(Trimix), 산소와 섞어서(Heliox) 사용하게

하고 10% 정도가 알제리아 이외 러시아 폴란드 카타르 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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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움 가스와 다이빙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가볍고 쉽게 흡수되고 쉽게 배출
되면서 인체가 해를 끼치지 않는 헬리움을 호흡 기체로 사용

우리가 깊은 수심의 다이빙을 할 때 물론 감압병의 위험요인
도 높아지지만 그보다 더 위협적인 문제가 소위 흔히 말하는

하기 시작하였고, 기체 마취 효과의 현저한 감소를 체험하게
되었다.

질소 마취이다. 감압병은 수심에 따른 무감압한계 시간을 준수
하거나 필요한 감압 정지를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스쿠바다이빙을 위한 호흡 기체에 헬리움을 혼합한다고 해서

질소 마취는 나타나는 수심이 개인마다 다르고, 다이빙할 때마

감압병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헬리움이

다 다르고, 같은 날 같은 다이버가 각기 다른 수심에서 마취를

다른 기체에 비해 뛰어난 지용성을 가지고 있어 신경 세포 속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인체의 생리현상 및 기체의 특성

으로 쉽게 녹아들어 가기도 하지만 배출도 빨리 이루어지는 장

이다.

점을 가지고 있다. 감압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깊은 수심에서 발
생하였을 때 적절한 속도로 상승하면서 감압 정지를 하는 동안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경우 주로 일반 공기를 사용하고 수

헬리움은 질소보다 신속하게 배출된다. 따라서 헬리움 혼합 기

심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마취를 일으키는 주범은 공기 중

체를 사용하였을 때 감압병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명

79%가 함유되어 있는 질소이다. 그러나 감압 다이빙의 수준으

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로 내려가면 질소와 산소의 마취효과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
고, 이것은 단순한 질소에 의한 마취라기보다는 공기 자체의 높
은 압력에 의한 신경 말단 자극 전달 부위(신경절 : synapsis)의

기체 마취 혹은 질소 마취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데 대
충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 의한 마취효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나이트록스(Nitrox)

호흡해야 한다. 그리고 질소도 마찬가지로 질소마취 효과를 방지

일반 공기를 이용한 다이빙은 그 79%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 성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질소의 성분도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으키는 여러 문제에 가장 큰 문제인 감압병이다. 이러한 문

이렇게 줄어든 산소와 질소를 보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부작용

제에 피해 나가기 위해 질소의 함량을 낮추고, 산소의 비율을 높

이 적은 적당한 기체가 헬륨이다.

인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함으로써 다이버는 감압병, 질소 마취
의 위험도는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소 32%(질소 68%)
와 산소 38%(질소 62%)의 나이트록스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질
소의 비율을 낮추고 산소의 비율을 높인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가
진 결정적인 문제는 산소의 독성이다. 질소의 문제가 공기 다이빙
에서 주로 거론되어지는 것인데 비하여, 산소 중독(Oxygen
Toxicity)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험이다. 그러
나 다이빙하는 수심을 지키면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감압병의 위
험, 다이빙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면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다이빙 모델이다. 다른 말로 EAN(Enriched Air Nitrox)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트라이믹스(Trimix)
영어로 TRI-MIX 란 3가지 기체의 혼합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세
가지 기체는 산소, 질소 그리고 헬륨이다. 이것은 질소 79%, 산소
21%인 일반 공기와는 좀 다른 성분이다. 보통 산소의 성분은 줄
고, 질소의 성분도 줄고 그 줄어든 만큼 헬륨을 넣는 것이 기본적
인 트라이믹스의 개념이다.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할 때 압력이
증가하므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산소의 부분압도 증가를 하고 이
것이 산소중독을 일으키므로 안전선 이하의 산소의 부분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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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다이버가 이완되는 느낌(축 처진다고 표현함)으로 비롯
하여 가벼운 두통이나 황홀감,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감소하고 수중 활동이 어눌해지고 지각이 협착되면서
심한 경우 마비 증상이나 의식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체 마취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서, 수중에서
급격한 운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혈중에 축적되는 경우 이

트라이믹스(산소, 질소, 헬리움) 가스분석기

산화탄소는 다른 기체에 비해 마취효과가 더욱 뛰어나고, 차가
운 물에서의 다이빙이나 특정 약물(감기약 등에 들어있는 슈도
에페드린 및 항히스타민 등) 다이빙 전 수면 부족이나 피로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깊은 수심에서
의 패닉 등이 마취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헬리움이 다이빙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이야
기가 아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빙이 점차 확산되고 활성화되
면서 헬리움을 호흡 기체에 혼합하는 트라이믹스 다이빙이 점차

트라이믹스 공기탱크의 라벨

확산일로에 있다.
헬리움의 낮은 지용성으로 인해 질소나 산소 혹은 이산화탄
소 등 호흡 관련 다른 기체에 비해 기체 마취를 현저하게 낮추
어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 기체가 가벼워서 깊은 수심에서 다이
버가 경험할 수 있는 호흡 저항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고 질소처
럼 체내에 오랫동안 기포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을 한
후 피로감을 줄여주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 테크니컬 교육 단체는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교육
할 때 산소의 레벨을 일반 공기와 같이 21%로 유지하면서 질소
와 헬리움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소위 놀목식(Normoxic) 트라이

다이버의 트라이믹스 컴퓨터(리퀴비젼)

믹스 다이빙으로 시작해서 더욱 깊은 수심으로 들어갈 때 주의
를 요하는 산소 중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산소의 비율을 더
낮추고 질소와 헬리움을 혼합해주는 소위 저산소 트라이믹스

을 싱글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 20통 정도 충전이 가능하리라고

(Hypoxic Trimix) 교육을 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본다. 물론 부스타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이 충전도
가능할 것이고, 한통에 15만 원 정도 계산해서 세 통에 45만 원
이라면 공기통을 20개 정도 채운다면 실제 한통에 드는 경비는

헬리움 가스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2만 원 조금 더 될 것이다.

과연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수준에서 헬리움을 사용하는 트라

현재 나이트록스 탱크가 일반 탱크보다 1만 원 혹은 10불정

이믹스 다이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에게 개인적으로 답

도 추가 경비가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2만 원 정도

을 요구한다면 “형편만 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더 추가된다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여행을 가서 마지막 날 다

같다.

이빙은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문제는
트라이믹스 블랜딩이 가능한 리조트와 다이브 센터가 그다지 많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헬리움은 50리터 용기에 100바

지 않다는 점이지만….

정도 채워서 12~18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헬리움을
2~3통 함께 준비해서 사용한다면 부분압 방법으로 30% 헬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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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SI XR 리미테드 트라이믹스
글 / 사진 이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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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는가?
트라이믹스 기체를 사용하는 장점은 깊은 수심에서 질소
수준을 낮추어 질소마취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경감(일정부
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술을 직접 감독하여 평가해야 한다.
2. 장비
XR 익스텐디드 레인지/ 리미테드 트라이 믹스 다이버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아래와 같다.
A.	한가지 가스 스위치를 통한 가속 감압 다이빙을 하기

교육내용

위해 필요한 테크니컬 익스텐디드 레인지 토탈 다이빙
시스템 일체

1. 소개

B. 산소 청소된 한 개의 스테이지 레귤레이터 1, 2단계

2. 헬륨 마취

C.	SSI TXR 다이빙 계획 슬레이트, SSI TXR 가스 계획 슬

3. 최적의 트라이믹스 혼합 계산

레이트, SSI TXR 백 가스 계획 슬레이트, SSI TXR

4. 등가 질소 수심(END) 계산

CNS 노출 추적 슬레이트

5. 특화된 트라이믹스 컴퓨터와 다이빙 계획 소프트웨어
6. 헬륨의 열 특성
7. 드라이 슈트 기체주입을 위한 아르곤/공기
8. 요약

3. 목적
XR 익스텐디드 레인지/XR 리미테드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다이버가 버디와 함께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와 절차를 통해 최대 45m 수심에서 제한된 감

교육기준

압과 독립적인 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1. 인스트럭터

4. 최소 나이

활동성 SSI 익스텐디드 레인지 인스트럭터 또는 상위 강

XR 익스텐디드 레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사가 교육 가능하다. XR 리미테드 트라이믹스 프로그램을

나이는 만 18세이다

교육하기 위해서는 XR 리미테드 트라이믹스 인스트럭터 자
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인스트럭터는 반드시 XR 익스

5. 사전 자격

텐디드 레인지/ 리미테드 트라이믹스 다이버의 모든 지식과

XR 익스텐디드 레인지 프로그램 참여 최소 자격은
A. SSI 딥 다이빙과 나이트록스 다이빙 또는 동등(타단체)
B. 50회 이상의 다이브 로그
C.	각각의 테크니컬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버 과정을 위
한 워터맨십 평가를 마쳐야 한다.
6. 프로그램 기간
XR 익스텐디드 레인지 프로그램의 권장 교육 시간은 18
시간이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하루에 교육 가능한 강의시
간과 세션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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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스포츠 믹스드 가스 다이버
(Sports Mixed Gas Diver)
글 / 사진 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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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의 트라이믹스의 현황

라이믹스 다이버 등). 이런 다이빙은 경험 많은 혼합기체
다이버인 다이브 매니저의 감독하에 수행해야 한다.

BSAC에는 미국단체들의 스페셜티 과정들(야간, 나이트록

•	산소비율 최소 20% 이상이고 헬륨비율이 30%에 이르는

스, 대심도 등)과 같은 것도 있지만, 별도로 SDC(Skill

즉, 20/30의 혼합기체를 호흡하는 다이빙을 수행한다. 이

Development Courses)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중요

혼합기체가 최종 트라이믹스 비율에 근거한 실질적인 내

한 네 가지 분야(테크니컬, 구조, 기술, 운영)가 있다.

성규정 범위 내에서 이론적으로 스포츠 믹스드 가스 다

BSAC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에서는 별도의 레크리에이션
이나 테크니컬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지만, 대략 미국단체들
의 기준에서 인트로 트라이믹스 정도까지만 소개하겠다.
그리고 난파선 다이빙이 주를 이루는 영국에서는 스포츠
다이빙과 텍 다이빙의 구분을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버에게 최대한의 헬륨기체 구성 비율을 가진 것이다.
•	다이버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접했던 것보다 깊은 수심
에 대한 점진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최종 평가의 단
계에 따라 최대 수심 50m 또는 60m(Explorer Mixed
Gas Diver)까지의 다이빙을 한다.

BSAC의 정체성을 굳이 미국단체의 기준을 이용하여 규명

•	인위적인 감압정지가 필요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수행하

해 본다면, 레크리에이션과 테크니컬 단체의 중간 정도라고

며 수심 6m부터 수면까지는 순수한 다이빙 등급의 산소

이해하면 될 듯싶다.

로 감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BSAC는 테크니컬이 유행하기 전부터 공기 다이빙
의 한계수심이 50m이었다.
그리고 나이트록스를 정규 과정으로 채택한 최초의 다이
빙 단체도 BSAC이다(1995년, 전문 테크니컬 단체 제외).
1989년에 한국에 SMB나 SMB의 사용을 소개한 단체도
BSAC이다.

•	수심에서 트라이믹스 다이버를 구조해서 수면의 적합한
지원팀에게 인도한다.(교육생들은 본 과정 입문 요건에
따라 개방회로 다이버를 수면까지 구조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구조를 보조하고 구조운용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 다른
다이버들이 수면에 있는 상태에서 다이빙을 수행한다.

BSAC 스포츠 믹스드 가스 다이버
(Sports Mixed Gas Diver)
BSAC 스포츠 믹스드 가스 다이버는 각자의 등급에 따른
특수 장비를 이용해 다이빙을 할 때 다음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	다이브 매니저의 감독하에, 이미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사전에 접해 본 환경에서 경험 등이 가장 적은 사람의 제
한 조건 이내에서, 최소 스포츠 다이버(또는 동급) 이상
의 개방형 회로를 사용하는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수행
한다.
•	이미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사전에 접해 본 환경에서 경
험 등이 적은 사람의 제한 조건 이내에서, 그리고 다이빙
안전수칙 범주 내에서, 다른 혼합기체 다이버 또는 혼합
기체 리브리더 다이버와 함께 다이빙을 수행한다.
•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적합한 인증을 받은 다이버와 혼
합기체 인증을 받은 한도 내에서 이전의 경험을 넘는 다
이빙을 수행한다. 적합한 인증을 받은 다이버는 일반적으
로 최소한 다이브 리더 또는 그와 상응하는 다이버들이
지만, 공인된 곳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적절한 추가인증을
받은 다이버들도 될 수 있다(예를 들어 IANTD 트라이믹
스 다이버, IANTD 트라이믹스 리브리더 다이버, TDI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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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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력조절기(BCD, Buoyancy Control Device)

우리는 통상 부력조절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는 BC 또는 BCD라고
불리며, BC(Buoyancy Compensator), BCD(Buoyancy Control Device)의
줄임말이다. 레크리에이션 BC는 통상 3가지 스타일로 구분되어 제품이 생
산되고 있다. 그 외 테크니컬용인 백 프로테이션 스타일, 사이드 마운트 스
타일, 그리고 BC 스타일에 상관없이 웨이트 장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테빌라이징 스타일

스테빌라이징(Stabilizing) 스타일
막힘없는 내부 기체 통로 때문에, 기체가 최고점에서 축적되지 않고 지속적
으로 흐를 수 있다. 다이버는 기체에 둘러싸여 더 쉽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된다.(사진 및 글 마린뱅크 카탈로그 참조)
현재 스테빌라이징 스타일은 스쿠버프로 클래식 BC, 레이슨 BC 등 일부
만 생산이 되고 있으며, 자세유지가 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다이
버들이 선호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어깨 스트랩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꼭 맞으면 입고 벗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니, 적절한 사
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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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dvanced Diving Vest) 스타일
ADV 스타일은 자켓 스타일 등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주력 스타일이다. 이 스타
일은 어깨 스트랩 조절이 가능하므로, 다이버의 몸에 꼭 맞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및 수중
에서 움직임이 편하다고 할 수 있다.

ADV 스타일

백프로테이션(Back Flotation) 스타일
후면 팽창식 또는 백 마운트 스타일로 불리며, 후면에만 기체가 공급되는 스타일이다. 전면에서 기체
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사용하기도 편한 장점이 있으나, 수면에서 BC에
기체를 많이 넣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면에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기체를 BC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백프로테이션 스타일

백프로테이션 스타링(블랙 아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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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테이션 스타일(헬시온)

백프로테이션 스타일
(더블실린더 세팅 사진)

사이드 마운트 스타일(Side Mount)
요즘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일이며, 이것은 원래 좁은 동굴을 통과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레
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적절하게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이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은 추가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므로, 적절한 교육과 숙달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이드 마운트 스타일(우정사 홀리스)

사이드 마운트 스타일(다이나믹 마운트시스템)

사이드 마운트 스타일(X-DEEP)

웨이트 장착형
요즘 출시되는 BC 대부분은 웨이트를 BC에 장착하는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이
제품은 웨이트 포켓 등 추가적인 편의장비의 부착으로 대부분 고가이며, 저가
인 제품은 아직도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만약 웨이
트 벨트를 착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 굳이 고가의 웨이트 장착형 BC를 구입
하지 않고, 저가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웨이트 장착형 BC는 웨이트를 장착해야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된다.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웨이트 장착형 BC와 웨이트 벨트 착용형 BC,
2개를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웨이트 장착형 BC의 상하 길이
가 좀 길다. 그 이유는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웨이트를 장착했을 때, 웨이트 벨트를 착

웨이트 장착형 스타일

용한 위치와 비슷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웨이트 장착형 BC에 웨이트를 장착하지 않고 벨트를 사
용한다면, 다이버의 골반에 위치한 웨이트를 BC가 누르는 형태가 되어, 골반이 아프게 된다. 이것은
BC의 문제가 아니라, 웨이트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므로 웨이
트 장착형 BC인 경우에는 웨이트를 장착하고 사용하기 바란다.
웨이트 장착형 BC 앞의 양쪽에는 장착과 분리가 가능한 이동형 포켓이, 뒤의 양쪽에는 다이빙 도중
분리가 불가능한 고정형 포켓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BC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후면 고정형 웨이트 포켓에만 웨이트를 넣고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좋
다. 그 이유는 수중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웨이트를 버리고 상승해야 하는 양성부력 비상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다. 테크니컬 다이버는 스테인레스 스틸 백 플레이트 등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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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에 웨이트를 분산시켜서 사용하는데, 이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많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다이빙 스킬이 우수하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테크니컬 다이버가 하는 웨이트 고정 방법을 단순히 따르지 말고, 그에 적절한 교육
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토 아웃 밸브(Auto Out Valve)
BC에는 인플레이터(자바라 호스와 인플레이터 뭉치의 인, 아웃 버튼)와 BC 연결부가 포함된
세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 이것으로 BC에 기체를 쉽게 주입하거나 배출을 하는데, 기체를
배출할 때는 인플레이터 끝 부분을 위에 들어서 아웃 버튼을 누르거나, 뭉치를 아래로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장비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불편이라고 생각하
고, 좀 더 쉽고 편하게 배출하기 위해 오토 아웃 밸브가 장착된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밸브가 장착 된다면, 당연히 금액은 상승하게 된다.
원래 아웃 밸브는 입을 대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폐 속에 있는 기체를 BC에 불어
넣어 양성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오럴(Oral) 기능도 있다. 오토 아웃 밸브를 장착한
BC는 이러한 오럴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곳에 장착된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이러한 BC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 제품에 숙달될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특히 다이빙을 함께하는 버디에게도 이러한 것을 알려, 만일의 상황
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아쿠아렁(Aqualung) I3 시스템은 왼쪽 하단부에 인, 아웃 밸브가 통합되어 있
으며, 오럴 기능을 하는 부분은 왼쪽 어깨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아쿠아렁 I3 시스템

비즘(Bism)은 인 버튼과 오럴 기능을 함께하는 아웃 버튼에 아래쪽에 오토 아웃 밸브를 추
가하여, 일체형으로 구성하였다.
마레스(Mares) 에어트림(Air Trim) 시스템은 왼쪽 하단부에 인, 아웃 밸브가 통합되어 있으
며, 그 뒤쪽에 오럴 기능을 하는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비즘 콤비네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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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에어트림 시스템

레이슨 액티브 에어 컨트롤 시스템

사스 액티브 에어 컨트롤 시스템

레이슨(Reyson)과 사스(Sas)은 동일한 액티브 에어 컨트롤(Active
Air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 버튼과 아웃 버
튼 사이에 오토 아웃 밸브를 추가하여, 일체형으로 구성하였다.

이원교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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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자유와 함께 날다,

패러글라이딩
글 홍숙영

하늘을 날고 싶었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그 방법을 연구했다. 새
의 날개를 관찰하고 나는 법을 기록하던 그는 1505년 자필노트 ‘새의 비행에 관
한 코덱스’를 남기기도 했다. 다빈치는 이 책에서, 새의 날개를 본떠 위아래로 움직이
는 비행기 '오르니톱터'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 하늘을 나는 데는 실패했
다. 동물의 날개를 본떠서 만든 도구를 달고 높은 곳에서 하강했지만 돌아온 건 골절
상뿐이었고, 결국 양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는 상상력만 발휘하였지 비행을 현실
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다빈치의 꿈을 현대에 와서 실현시킨 스포츠가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글라이더, 행글
라이더와 함께 공중을 나는 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의 원리와 기체에 벨트를
매달아 떨어지면서 글라이더를 타고 활강하는 행글라이더의 원리를 합친 것이다. 원래
등산이 끝난 후 산 정상으로부터 빠른 하산을 위해 낙하산을 이용한 데서 시작되었다
고 한다.
낙하산의 변형된 스포츠의 형태로 비행기법과 기체, 규칙 등이 변화되는 가운데 1973
년 영국에서 패러센딩 협회가 구성되었다. 1985년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길리간과 스위
스의 베트랑 듀부이가 패러글라이딩 매뉴얼을 제작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패러글라
이딩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1987년 스위스에서 제1회 패러글라이딩 세
계 챔피언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유럽에서 패러글래이딩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파일럿은 무게 4kg 정도의 낙하산을 매고 산 위에 위치한 패러
글라이드 이륙 장소로 이동한다. 25° 가량의 경사지에서 초속 1∼6m 가량의 풍속이 불
때가 패러글라이딩의 이상적인 이륙 조건이라고 한다. 맞은바람이 불 때 기체의 맨 앞
줄을 잡고 뛰면서 기체를 들어 올려 이륙하며 이륙한 다음 기체의 뒤쪽에서 내려온 브
레이크선을 조작하여 방향을 조절하는데, 오른쪽 브레이크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회전
하고 왼쪽브레이크를 당기면 왼쪽으로 회전한다. 엑셀레이터는 강하속도를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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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의 꿈을 현대에 와서 실현시킨 스포츠가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와 함께
공중을 나는 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의
원리와 기체에 벨트를 매달아 떨어지면서 글라이더를
타고 활강하는 행글라이더의 원리를 합친 것이다.

기능을 한다. 능숙한 파일럿은 자연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는데, 상

나 깊은 산 속에서 연습하며 홀로 지낸 것, 패러글라이딩 세계대회

승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날 수 있으며, 착륙할 때에는 브레이크

를 유치한 것, 이 모든 일은 패러글라이딩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

를 사용하면 된다.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간비행기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을 가

바람을 가르며 창공을 나는 진정한 자유. 두려움을 이겨낸 소수의

르는 자유와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낭만이 허락된 반면 자

파일럿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칫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스포츠 가운데
하나이다. 날씨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보통 만 명당 2명의 사망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자, 천 명당 5~6명꼴로 심한 부상자가 발생한다. 이처럼 위험천만
인 스포츠지만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168일간 히말라야 산맥을 패러글라이딩으로 횡단한 패러글라이딩
파일럿 함영민 씨는 국가대표이자 곡예비행인 에어로바틱패러글라
이딩 전문가이다. 자유자재로 하늘에서 묘기까지 부리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되고 무서운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늘 높이 올라
갔다가 바람을 맞아 땅바닥에 내처져 나둥그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도를 닦듯이 패러글라이딩을 연습하고, 열정에
몸을 내맡긴 채 두려움을 이겨냈다. 7년 동안 운영했던 체육관을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접고 패러글라이딩 세계에 뛰어들게 했던 것, 가족과 친구들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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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 경쟁이야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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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의 출발점은 바로 ‘차별화’이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눈에 띈다.’는 뜻이고, 그건 ‘매력적’이라는
의미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르

•정년은 70세로 월급은 일체 줄어들지 않는다.
•육아 휴직은 최장 3년간 낼 수 있다.

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브랜드는 죽은 브랜드다.”
- 세계적 생활용품 회사 ‘렉슨디자인’의 CEO 르네 아다

이런 회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할까? 이익 창출이란 의무를
지닌 회사가 맞긴 한가? 실제로 그런 회사가 존재한다.

■ 이게 진정 회사란 말인가?
주택에 사용되는 콘센트와 전선관 등 전기배선설비자재(電
•사원들의 연간 휴일 수는 140일이다.

氣配線設備資材)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기업 ‘미라이공업(未來

•근무시간은 8시 30분에서 4시 45분까지다.(1시간은 휴식시간

工業)’이 그 주인공이다.

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15분)
•잔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카드는 없다.

설립자는 현재는 상담역으로 있는 야마다 아키오(山田昭男).
그는 일본에서 중소기업경영의 신(神)으로까지 불린다.

•연말연시엔 19일 연휴다.
•800명 사원 가운데 비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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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일본 기후현(岐阜県)에 본사를 둔 지방 중견기업

이다. 대기업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 회
사는 70～8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제품군을 다수 보

미라이공업 안에는 ‘항상 생각한다.’는 슬로건이 계단 모퉁이
에도 복도 벽에도, 방화문에도 10미터 간격으로 붙어있다.

유하고 있다. 또 영업이익률은 항상 두 자리를 유지해 1965년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경이적인 기업
이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아이디어건 일단 내기만 하면 ‘보장금
(報奨金)’제도란 이름 아래 500엔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동
기부여의 일환이다. 연간 아이디어가 무려 14,000건 정도 나온

한 마디로 무한 잠재력을 지닌 강소(强小)기업이자 히든 챔

다고 한다.

피언이라 할 수 있겠다.
그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미라이공업은 일본 최고의 차별
창업 당시 미라이공업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건 중소기업

화를 추구하는 회사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이 감히 바라보기조차 벅찬 거인 마츠시타(현 파나소닉)였다.
브랜드 가치 제로였던 미라이공업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상대

사실 미라이공업의 주요 제품인 전기배선설비자재는 규격이

는 당연히 아니었다. 게다가 신생 중소기업 미라이공업을 아는

법률(전기용품감독법)로 정해져 있어 어떤 회사건 동일한 제품

사람이 존재할리 만무했다.

밖엔 만들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차별화란 매우 지난(至難)한
사업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미라이공업은 창립 당시부터 ‘차별화’에 주목하
게 된다. 즉, “미라이공업은 다른 회사와 같은 것은 만들지 않

한 마디로 처음부터 개선이나 아이디어 창출과 같은 노력을

겠다.”는 모토 아래 세워진 회사다. 지금도 미라이공업의 최대

해선 안 되는 영역이었다. 그랬음에도 법률로 규정된 사양의 범

히트 상품은 바로 차별화다.

위 안에서 하나씩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 최대의 히트 상품, 차별화!

또 미라이공업과 같은 영세기업에 입사하는 사람은 대기업
에 가지 못한 이른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다. 똑똑한 사람들

작은 기업이 큰 기업과 맞붙어 승리하기 위해선 ‘차별화’란
부가가치 창출밖엔 도리가 없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차

은 모두 대기업으로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입사
한다.

별화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상품은 차별화해야 하는데 인적자원이 그다지 출중
미라이공업은 창립 이래 ‘다른 기업과 동일한 물건을 만들지

하지 못하다 보니 변변한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었다. 어떻게

않는다.’는 방침 아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제품을 생산

할까 고민하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해 경쟁우위를 확보해 왔다.

반대로 해보기로 했다. 이게 차별화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제품개발에 있어선 항상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

극단적인 예로는 “화장실에 가서도 손을 씻지 마라.”고 했다.

입장을 반영한 개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생산현장에선

그것도 일종의 차별화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차별화

전 사원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각종 낭비를 없애려 힘을 쏟

가 몸에 베어들면 상품 차별화를 떠올릴 때 아이디어가 창출

고 있다. 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회사 사원들의 존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야 말로 미라이공업 차별화전략의 튼튼한 뿌리다.
현재 미라이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3,000건을
그런 차별화를 향한 피나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넘고 있다. 이런 미라이 공업의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배우기

제품개발 측면에서 거인 파나소닉을 능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해 일본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대기업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야마다 상담역은 회상한다.
■ 사원은 인재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별화 해라.’하고 말해봐야 그건 불가능하다.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에 앞서 ‘항상 생각한다.’는 모토 아래 다양한

미라이공업에는 ‘일본에서 유일(唯一)’한 게 40가지 이상 존

제품을 차별화하고 훈련을 거듭한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재한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원들을 감동시킬

은 연습이다.”

까?’를 생각하는 과정에 도출된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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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선 먼저 미라이공업에서 일하는 사원

차별화를 항상 떠올리는 사풍(社風)을 근거로 태어난 제품

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참고로 일본에서

은 현재 2만점을 넘는다고 한다. 효자 제품에 타깃을 맞추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

여타 회사들과는 반대로 ‘미라이공업이라면 그 어떤 자재도 갖
추고 있다.’라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을 수 있었다. 이런 전략

경비를 철저히 절약하는 한편으로 5년에 한 번 사원여행(해

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낭비’라고 부른다.

외)을 떠나는데 그 비용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회사는 매
번 1억 엔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야마다는 말한다.

현장을 포함해 회사엔 유니폼이 없으며 전원이 사복으로 근

“사원은 ‘인재(人材)’가 아니다. 인재의 재(材)는 재산(財産)의 재

무하고 있다. 다만, 사복이 더러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1년에 한

(財)여야 한다. 재(材)란 글자는 재료(材料)를 의미한다. 재료란 나무

번 피복비를 지급한다.

나 종이, 철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인간에겐
감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그것을 재료와 함께 취급해선 안 된다.”

통상적으로 결혼이나 개업, 이사 등을 할 땐 손 없는 날을
선호한다. 일본은 우리 이상으로 일진을 중요시 한다. 일진을

이 회사엔 사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달성목표나 경

따지는 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길흉을 점치는 기준이 되

영관리 대신에 권한을 현장에 위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대신

는 여섯 날(六曜) 가운데 좋은 날을 택일한다.

에 연공서열이 정착돼 있다. 그럼에도 월급 수준은 지역에서 가
장 높게 설정돼 있다.

때문에 중요한 행사는 만사에 길하다는 대안(大安)에 이루
어진다. 반면에 부처가 입멸(入滅)해 최악의 날을 꼽히는 불멸
(仏滅)은 대흉일이어서 모든 행사가 이날을 피해간다.

부가적인 해설이 불필요하다. 미라이공업은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차별화된 기업이고 그 경영진은 가장 창의적 발상을 하
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미라이공업의 주주총회는 ‘불멸’에 열린다. 물론 다
른 회사에서는 ‘대안’에 열린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김광희(金光熙)

는 미라이공업의 차별화 철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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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복도에 하루 종일 불을 켜지는 않는 것도 일본에선 유
일하다. 또 사무실 내 복사기도 직원 350명당 한 대꼴이다.
왜 복도에 전기를 켜지 않고, 복사기가 한 대인가하면 모두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게다가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차
별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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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경영학원론

마케팅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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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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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 (1990)
The Old Man And The Sea
분야 드라마
국적 영국
상영시간 93분
감독 주드 테일러
출연 앤소니 퀸, 게리 콜, 패트리샤 클락슨, 조 산토스

글 홍숙영

84일째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늙은 어부 산티아고.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그의 옆에서 일을 도와주던 소년 마놀린은 40일째 허탕 치던 날 부모의 성화
에 못 이겨 그의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다.
산티아고는 주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5는 행운의 숫자라며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
낡을 대로 낡아져 패배의 깃발 같은 돛을 달고 바다로 나간 노인은 마침내 자신의 배보다도 더 큰 청
새치를 잡게 된다. 친절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잔혹한 바다에서 덩치 큰 물고기에 끌려다니는 초라
한 어선과 늙은 어부의 모습은 마치 고난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 같아 측은함을 불러일으킨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고통과 그가 감당하기 힘든 물고기를 잡은 고통 중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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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실로 귀결되지는 것은 아니다.
참혹한 실패나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망망대해에서 내뱉던 산티아고의 달관한 것 같은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인간은 파멸할 순 있어도 패배할 순 없어.”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나고, 잠을 자지 못해 몸이 굳어지면서도 산티아고는 물고기가 물
고 있는 낚싯줄을 끝까지 잡아당긴다. 종교인이 아니지만, 산티아고는 주기도문과 사도
신경을 외기에 이른다. 비몽사몽 해지는 가운데 젊은 시절 카사블랑카의 한 여관에서
체격 좋은 한 흑인과의 팔씨름에서 승리를 맛보던 순간의 영광을 떠올린다.
사투를 벌인 끝에 마지막 작살로 물고기를 내리치고 배의 옆에 매단 채 의기양양하게
항구로 돌아갈 상상을 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을 뿐 곧 상어 떼의 공격을 받아 우왕
좌왕하게 된다. 작살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들기며 상어들을 쫓아보지만 역부족. 항구에
도착했을 땐 물고기의 앙상한 뼈와 커다란 머리만 남은 상태였다.
오두막으로 찾아온 소년은 노인이 자는 것을 확인한 뒤 피범벅이 된 그의 손바닥을 보
고 눈물을 흘린다. 진정으로 노인을 이해하는 소년 마놀린은 카페로 가서 노인을 위해
우유를 탄 커피를 준비한다.
잠에서 깨어나 마놀린을 본 노인이 말한다.
“난 운이 안 따라.”
그러자 소년이 묻는다.
“행운이 뭔데요? 내 걸 가져요.”
가까스로 잡았던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고스란히 상어들에게 빼앗기고 손에 상처만
안고 돌아온 산티아고는 그래도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행운이 따르지 않더라
도, 고통스럽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는 없기에.
헤밍웨이 원작의 ‘노인과 바다’는 존 스터지스 감독, 스펜서 트레이시 주연으로 1958년
처음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고뇌에 찬 인간의 실존 문제를 잘 표현하였다. 이후 1990년
주드 테일러 감독이 안소니 퀸이 주연의 영화로 리메이크하였다.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실로 귀결되지는 것은 아니다. 참혹한 실패나 좌절을 맛보
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망망대해에서 내뱉던 산티아고의 달관한 것 같은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인간은 파멸할 순 있어도 패배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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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정보를 수
집하고 생산하여 가공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ICT는 산
업 전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PC, 스마트폰을 통하여 홈쇼핑, 온라인 예약, 온라인 금융업무,
원격교육 등과 같은 일을 하는데 바로 핵심이 ICT 기술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ICT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으
면 불편해서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던지 ICT 기술과 정보는 그 일
을 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본 칼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CT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글 편집부

블루투스(bluetooth)
블루투스(bluetooth)란?

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한 번쯤
은 이렇게 복잡한 케이블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

블루투스(bluetooth)는 근거리에서 휴대전화, 휴대용 단

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케이블 없는 세상’에 대한 생각은 결

말기, 주변장치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 규격이

국 무선이라는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며 완성되어가고 있으

다. 사무실, 회의실, 가정이나 사용자 주변 공간 등 근거리

며, 바로 그 선봉에 ‘블루투스(Bluetooth)’가 있다.

내에서 무선으로 서로 다른 통신장치들을 연결하도록 개발
되었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는 노트북, PDA,
휴대용단말기 등과 같은 모든 정보기기 간에 자유로운 데이

블루투스의 시작

터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무선통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블루투스(Bluetooth)
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북 유럽에 기반을 둔 에

블루투스(bluetooth)의 탄생 배경

릭슨(Ericsson)이 있다.

PC를 사용하면서 PC의 뒷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전원,

블루투스라는 명칭은 940년부터 981년 사이에 바이킹이

프린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USB 케이블 등의 복잡한

자 덴마크의 왕이었던 해럴드 블루투스(Harald Bluetooth)

케이블들이 서로 뒤엉켜 어떤 케이블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

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당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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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댑터(Adopter)나 어소시에이트(Associate)의 멤버 수
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에 달한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기업이 SIG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블루투스는
무선통신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표준 규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블루투스(bluetooth)의 사양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1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통신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범위는 출력에 따라 100m까
지 가능하다. 여기서 전송거리 10m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
자가 휴대하고 있는 기기와 책상 등에 설치해 둔 기기간의
전송거리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표준에 따르면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는 1Mbps까지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기(음성) 채널의 경우 최대 64Kbps,
비동기(데이터) 채널 전송의 경우 최대 723.2Kbps까지 가
능하다. 전송속도를 1Mbps로 한 것은 2.4GHz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를 사용해 비교적 손쉽
을 통일했다고 한다. 결국 블루투스라는 명칭에는 ‘PC와 휴

게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송속도이기

대폰, MP3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기기 등을 하나의 무선

때문이다.

통신 규격으로 통일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블루투스에 채택된 주파수 호핑 방식의 스펙트럼 확산
블루투스의 컨셉은 1994년 에릭슨에 의해 처음으로 탄생

기술은 기존의 무선통신 규약에 비해 보안성을 높여주었고,

되었다. 당시 에릭슨은 휴대폰과 그 주변 장치를 무선으로

블루투스는 기존의 단거리 무선데이터통신 규약에 비해 전

연결할 저가격(Low-Cost), 저전력(Low-Power) 무선 솔루

력사용이 현저히 낮은데 이것은 블루투스의 특성상 휴대용

션을 고안하여 복잡한 케이블을 대처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혹은 이동형 기기에 많이 응용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있었다.

장점이 된다. 블루투스는 음성부호화방식인 CVSD
(Continuous Variable Slope Delta Modulation)를 채용해

그런데 무선 솔루션을 개발하고 나니, 단순한 케이블 대

문자 데이터의 전송은 물론이고, 음성 전송에도 사용할 수

체 효과 이상의 다양한 응용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암호기술을

되었다. 결국 블루투스는 1998년에 Bluetooth SIG(Special

사용한다. 그러나 블루투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차폐물

Interest Group)를 조직하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투과성이 있어 휴대 정보통신 기기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

된다. 이 초기 SIG 그룹에는 Ericsson을 비롯하여 IBM,

은 채로 다른 정보통신기기

INTEL, NOKIA, Toshiba 등이 창립 멤버로 출발했다. 그리

와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이

고 1999년 SIG에서는 최초로 블루투스 사양을 발표하고,

다.

그 이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 스펙은 누구에게나 무상
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블루투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블루투스 사양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
을 수 있다.
현재는 3Com, Agere Systems, Ericsson, IBM, INTEL,
Micro Soft, Motorola, NOKIA, Toshiba의 9개 기업이 프로
모터(Promoter)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의 레벨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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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글 김부경

제주의 미지 포인트에 PADI 5 Star IDC센터 Dive Academy

아쿠아스쿠바 제주 리조트
대표 : 송태민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44-8번지
연락처 : 제주 070-4634-3332,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aquascuba
투어 및 교육문의 : 서울 010-4871-5586, 제주 070-4634-3332

10여 년 전 제주도의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였던 “쌍굴과 아치”
화순 지역의 다이브 포인트는 오랫동안 다이버들의 손길이
어촌계의 반대 등으로 다이빙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곳에 새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미지의 상태이며, 계속적

로이 Dive Academy “아쿠

으로 새로운 포인트가 개발되고 있어 다이버들의 호기심을 만

아스쿠바 제주 리조트”가

족시키기에 충분한 지역이다. 특히 2012년 11월 제1회 수중 올

오픈되었다. 아쿠아스쿠바

레길 행사에서 바다 올레길 제1호 “명품 바다 올레 화순 쌍굴

제주는 PA DI로부터 5

길”로 명명되어, 대표 포인트인 쌍굴과 더불어 수중아치, 촛대바

STAR IDC 센터를 부여 받

위, 주상 절리 등 웅장하고 다양한 포인트가 일품이다.

은 Dive Academy로, 서귀
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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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스쿠바 제주는 선내 소파, 화장실, 침실, 취사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다이빙 전용선을 갖추고 있어, 다이버들이 편안

하고 안락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주요 포인트에는 하강

교육과 펀다이빙을 진행하고 서울지역은 김광혁 강사, 여규랑

라인을 모두 설치해서 가이드의 동행 없이 브리핑만으로도 다

강사, 한동욱 강사가 교육과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빙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송태민 강사는 PADI MASTER INSTRUCTOR이며, 약 2천여
또한 체험다이빙부터 강사과정까지 PADI의 모든 과정을 교

명의 회원이 있는 네이버 카페 아쿠아스쿠바의 운영자로 활동

육할 수 있으며, 한국 최초로 e-learning(PADI 인터넷 동영상강

중이다. 강사경력은 10여 년 정도로 호주, 필리핀에서 강사로 활

의)을 이용한 원거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동한 경력이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는

서 아쿠아스쿠바에 교육을 등록하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받

PADI의 코스디렉터를 준비하고 있어 주위 코스디렉터와 센터들

아 미리 이론을 충분하게 수료한 후에 제주에 와서 제한수역과

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EFR(응

개방수역을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부터는 테

급처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응급구조사

크니컬 다이빙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격증에도 도전 중이다. 응급구조사 시험은 국가고시로 응급
구조사가 되면 PADI의 EFR과 접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아쿠아스쿠바 제주는 바로 옆에 위치한 돌고래 테마체험관
인 ㈜마린파크와 제휴하여 국내 유일의 돌고래와 함께하는 체

체계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EFR을 보급할 계획
이다.

험 다이빙, 펀 다이빙도 진행하고 있어 다이버들에게 새로운 재

STAFF 강사님들 또한 강사 3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다양하

미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제주 리조트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수

식으로 만들어진 방 두 개에 2층 침대가 각 4개씩 만들어져 있

의 투어진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어 16명의 다이버가 숙박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동시에 6명이

Dive Academy에 오시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 온

샤워가 가능한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다. 게스트하우스식의 숙

라인 커뮤니티는 café.naver.com/aquascuba, 실시간 정보는

박이 불편한 분들은 주위의 펜션을 이용할 수 있다. 공기충전실

facebook page 통해서 가능하다. 제주의 리조트는 중문에서

에는 정확한 필터의 교환주기를 표시하는 설비와 나이트록스

15분 정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

블랜딩 시스템, 공기탱크를 세척하는 장비와 밸브를 청소하는

면 화순리 644-8번지이고, 네비게이션에 화순항을 검색해서 오

초음파 세척기도 구비되어 있어 주변의 리조트, 샵들의 공기탱

면 찾기 쉽다. 화순항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리조트에서 배타

크 청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는 곳까지 걸어서 3분이면 충분하다.

Dive Academy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

Dive Academy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교

으며,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의 교육과 두 번 이상의 투어를

육을 진행하는 코스디렉터와 주변샵들, 프리랜서 강사, 기타 수

진행하고 일 년에 5번 이상의 해외투어를 진행하는 등 왕성한

상레포츠와의 연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픈워터부터 강사과정

활동을 하고 있다. 강사진은 모두 PADI 강사들로 이뤄져 있으

까지 진행할 학생과 워킹 스튜던트를 연중 모집 중에 있다.

며, 총괄 운영에 송태민 강사, 제주지역은 김정호 강사와 스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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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이빙
대표 : 임용우
주소 : 경기도 수지구 죽전동 931 패션 플러스타운 305호
휴대폰 : (82) 10- 6317-5678
Tel : (82) 31-261-8878

Fax : (82) 31-261-8872

홈페이지 : www.godiving.co.kr

분당 오리역 4번 출구로 나와 쭉 걷다 보면 다이브센터가 도

개인 특성을 고려한 특별 지도를 통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여

심 빌딩 숲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도시와 다이빙 그 어색

수준 높은 다이버 배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이버에

한 듯 묘하게 어울리는 조합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센

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기 몸에 적합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터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바닷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

무조건 비싼 장비가 아닌 맞춤 장비 컨설팅을 통한 구매를 장

다. 벽에는 처음 보는 각종 화려한 스쿠버 장비들이 즐비하여

려한다. 센터 할인을 이용한 구매 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회원들의 넋을 잃게 한다. 다 함께 고 다이빙의 매력 속으로 한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며 직접 구매의 번거로움을 덜어

번 들어가 보자.

준다. 또한, 확실한 A/S 서비스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전설의 시작

매년 30회 이상의 압도적인 횟수의 동해바다 투어를 실시한

프로젝트 어웨어, 에코 다이빙, 스마트 다이빙 운동을 이끌어

다. 바다투어를 단체로 갔을 때 학생 간 수준 차이에 의해 발생

가며 2013년 현재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많

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수 정예 투어를 진행하고 있

은 학생 다이버들과 전문 다이버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다이빙

다. 레벨에 따른 맞춤 포인트를 설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을 더욱

인구 증가, 다이빙 대중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내외를 막론

편안하고 즐거운 다이빙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하고 고 다이빙이 배출한 인재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경기지역 유일의 PADI RCCR MK6 교육 가능 센터이다. 최신

펼치며 명성을 떨치고 있다. 고 다이빙의 힘찬 발걸음은 현재

RCCR 장비와 교육 자격을 갖춘 코스 디렉터의 전문 교육을 받

진행형이다.

을 수 있다. 현존하는 최고 레벨까지 다이빙 스킬을 올리고 싶
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왜 GO 다이빙인가?
검증된 5스타 IDC 센터로 전문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다수인원 교육 시스템의 하향평준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1:1교육, 1:2교육의 소수 정예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수영장과 바다가 모두 인접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어 장시간 여행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다이빙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다이빙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 투어는 물론 해외 사이트들과도 연계되어 있어 간편하
게 해외투어 또한 즐길 수 있다.
GO 다이빙 이것도 하GO! 저것도 하GO!
프로젝트 어웨어 실시, 수중정화 활동(한강, 인천, 경안천, 거
문도, 동해-연구 활동) 등으로 그린 다이빙을 위한 노력에 전력
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고 다이빙 회원이 수중생물을 잡거나 해
를 가하게 되면 패널티를 적용하여 고다이빙 회원으로서 자격
을 잃게 된다. 다이버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보
호해야 할 의무를 각인시키고 엄격하게 먹거리 다이빙을 지양
함으로써 스마트 다이빙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지역 대학들과의 제휴로 대학 정규 수업으로 채택되어
꾸준히 특강을 진행해 왔다. 다이빙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과 소
통함으로써 다이빙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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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6년에는 경기도 소방구조대원들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재에 안주하며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고 다이빙은 지금의 번창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
운 다이빙 포인트와 기술개발에 여념이 없다. 고 다이빙은 다이

GO 다이빙과 함께 LET’S GO 다이빙

빙 센터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이빙 인구증가와 다이빙

고 다이빙과 함께라면 다이빙에 ㄷ자도 모르는 다이빙 문외

산업 번성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다. 본점을 두고 확장이

한부터 강사, 테크니컬 프로 다이버까지 누구나 다이빙을 쉽게

전, 해외 리조트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외로 뻗어 나가며 고 다

배울 수 있고 더 높은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이빙을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 고 다이빙의 궁극

게 된다.

적 목표이다.

딱딱한 교육만을 진행하기보다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 갈 수 있는 다이브 샵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회원 간의 친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듯이 고 다이빙은 이름값 하나로
원고 투고 쓰리고 따따블을 향해 달리고 있다.

목을 장려하고 다양한 게임 스포츠 등 교육 외 활동을 함께 즐
긴다. 고 다이빙의 교육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교육비보다 밥
값 커피 값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소소한 내기를 좋아하시
는 분들을 위해 끼니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혹시나 돈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러시엔 캐시보다 빠른 고 다이빙 대
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교육기간
내내 재미있는 다이빙도 배우고 밥과 커피를 무한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럭키가이들이여 고 다이빙으로 오
라! 항상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1Go! 2Go!! 3Go!!! Go beyond, Go further

김부경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많은 다이브 센터들이 현

PADI Asia Pacific 한국지역 담당관

185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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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편
체크인

Reservations, please.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I have a reservation in Seoul.
My name is Hong, Gildong.
Okay, you're all set.

서울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Thanks. I'll arrive there at 6pm.
고맙습니다. 그곳에 저녁 6시에 도착하겠습니다.

Can I check in now?

지금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까?

I'd like a double(single) room.
What's the check-out time?
I have some valuables.

더블(싱글)룸을 주세요.

체크아웃은 몇시에 합니까?

귀중품이 있는데요.

Do you have a safe here?

여기 귀중품 보관함이 있나요?

There's one in your room.

손님방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Put them in the safe in your room.
A port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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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한 사람 불러주세요.

손님방 귀중품 보관함에 넣어두시죠.

valuables 귀중품
safety box 귀중품 보관함
registration 숙박 등록
signature 서명
reservation 예약
shop 상점, 가게
Which way? 어느 쪽?
upstairs/downstairs 위층에/아래층에
floor 층, 마루
restroom 화장실
Comfort Room(CR) 화장실(필리핀)
here/there 여기(에)/저기(에)
just a moment 잠시만
there 저기/그곳(에)

Certainly. Just a moment, please.
My key, please. Room 106.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 열쇠 좀 주십시오. 106호실입니다.

Which way is the coffee shop/restaurant?
Upstairs on the second floor.

커피숍/식당은 어느 쪽인가요?

2층에 있습니다.

다이빙편
불안한 상태

I haven't dived for a long time.
나는 오랜만에 다이빙을 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o dive in overseas.
해외에서 하는 다이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m worried about my diving skill.
나는 내 다이빙 기술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I'm on my period./ I'm having my period.
나는 생리중입니다.

I am feeling a little seasick.
나는 뱃멀미를 조금 합니다.

I have difficulty in clearing my ears.
내 귀의 이퀄라이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Please descend with me.

나와 함께 하강하세요.

Please descend/ascend slowly.
I'm nervous.

천천히 하강/상승하세요.

나는 긴장되네요.

I don't want to go too deep.

너무 깊은 수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I've never dived in a strong current.
I'm scared of the dark.

나는 강한 조류에서 다이빙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두운 것이 무섭습니다.

worried 걱정하다
I'm poor at ~. ~이 부족하다
I don't want to ~. ~을 하고 싶지 않다
clear my ears 이퀄라이징하다
have a cold 추위를 느끼다
have my period 생리중
(=the menstrual period)
scared 두려워하다, 무서운
jet lag 시차증
hangover 숙취
tired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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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항공권을
살 때 조심하자
글 편집부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항공요금은 더 ‘훌쭉하게’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 우리나라 소비자 2명 중 1명(국내선), 10명 중 1명
(국제선)이 이용할 만큼 실속파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
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비용항공
권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하고 깐깐하게 따져볼 것이 많다.
아는 만큼 알차게 쓸 수 있는 이용 요령을 알아보자.

할인서비스

운영하거나 신용카드 제휴를 통한 추가 할인 및 포인트를 적립
해주는 항공사도 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특정 숙
박시설·제휴점 할인 서비스도 있으니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특가항공권은 운임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 후 선택한다

확인한다.

일반 항공권 이외에 ‘얼리버드’, ‘특가항공권’, ‘실속항공권’, ‘수
퍼 세이브’ 등 다양한 항공권이 판매되며, 날짜·시간대·체류기
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는 필수다. 단, 이러

예약

한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계약 해지 시 항공사가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

항공권을 구입할 때 위약금 액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중하게 구입한다.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영문명·환급 규정·일정 변경
포인트 적립 여부와 제휴서비스를 확인한다

가능 여부와 함께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
해야 한다. 업체별로 만 3~13세의 운임기준이 성인요금의

기본적으로 마일리지 개념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포인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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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또는 ‘5천 원 할인’ 등 제각각이어서 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항공권이 발권되면 반드시 예약

인터넷 탑승권을 준비하면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다

할 때 요청한 내역과 내용이 동일한지 체크한다.
인터넷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 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한다

석 배정 여부, 인터넷으로 탑승권 발권이 가능한지 등은 항공
사별로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탑승수속

일반 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나 승객정원 등이 적기 때문에

대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멀리 위치해 있으므로 인터넷 탑승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상대적으로 대처가

권을 발행해 가면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다. 공항에 탑승권

미흡할 수 있다. 소비자의 스케줄에 여유가 없다면 신중하게

발행기를 마련해둔 항공사도 있으니 확인해 보고 이용하면 편

선택하는 것이 좋다.

리하다.

각종 수수료를 확인한다
기내서비스

일반 항공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류할증료나 항공권
취소 수수료·날짜 변경 수수료·좌석 지정 수수료 등 각종 수
수료가 규정돼 있고 항공사별로 금액이 달라 반드시 이를 비

음료 등 기내서비스를 확인한다

교해야 한다. 또한, 경로우대·제주도민·군인·국가유공자·소아
장애·특정도민·경찰·장애인 등 신분할인제를 운영하는 항공

생수·주스 등 기본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음

사도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료 일체를 유료로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으므로 음료와 기내식
의 유·무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경품이벤트나 풍
선아트, 사진 촬영 등 특색 있는 기내 이벤트를 제공하는 항공
사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여행의 추억을 더할 수 있다.

탑승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롭다

피해 발생 시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운임기준을 파악한
후 각자의 수하물 무게를 재 정확한 운임을 알아둬야 낭패를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당사자 간에

입지 않는다.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
해 도움을 받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권 관련 규정
국내·국제항공 이용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대
체 항공편 제공과 운송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함. 취소시한 이내
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국내항공은 지불운임 전액을 환급하고, 국제항
공은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
록 규정한다.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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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에서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글 편집부

공항에 나와 출국수속 도중 여권상의 문제로 출국을 못하시는 민원인중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제시간에 불편없이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가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관광
이나 일반방문 여행목적은 원칙적으로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서비스 내용
■ 여권 유효기간 연장[최장 6개월 연장]
- 유효기간이 남은 현행여권
■ 긴급 단수여권 발급[1년 유효 단수여권]
- 여권 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터짐, 여권 훼손
- 사진 부착시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여권관련 민원사항 상담
2. 제출서류
■ 당일 항공권
■ 최근여권
- 여권분실이나 여권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교포여권[여권종류 : PR ],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에서만 처리가능
■ 여권용 사진 2매
■ 병무청 해외출국허가서 - 병역미필자에 한함
3. 민원 접수시간
■ 평일[월~금]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평일전화안내 : 032-740-2773, 2774, 2776
■ 법정공휴일[토, 일요일포함] 휴무
- 공휴일 출국하시는 민원인은 휴일 전날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 근무시간외에는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로 연락
- 유료전화 : 02-822-3210-0404

주의사항
이곳 영사민원서비스에서 긴급여권 발급은 본인이 미리 여권 갱신 등 의
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객들에게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로서 긴급성(사건·
사고, 출장, 행사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민원인이 해외여행 달성 목적으로 긴급성을 증빙하기 윈한
서류를 허위(위조) 제출및 긴급성을 허위 기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
어, 꼭 출국해야 하는 민원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외교통상부는 상기와 같이 해외출국 긴급성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허위(위조) 기재, 제출한 경우 법족인 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
재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목적이 긴급성이 없는 관광이나
일반적인 방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 민원서비스 안내
공항에서 출국수속 도중 긴급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당일항공권과 최종여권을 소지한 민원인]에 한하여 단수여권 재
발급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1. 영사 민원서비스 접수시간
■ 접수 : 09:00 ~ 17:00(법정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2. 영사 민원서비스 제공 세부사항
■ 긴급여권발급 : 단수여권[사진부착시]
■ 점심시간 : 12:00~13:00
- 여권 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터짐으로 훼손된 여권
-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된 여권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여권 관련 민원사항 상담

기타 여권 관련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콜센터(02-3210-0404)로 문의
(자료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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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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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 소개 5

환도상어를 보는 그곳, 말라파스쿠아
- Malapascua Island
글 이민정 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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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항 - 말라파스쿠아
소요시간 30분

말라파스쿠아

마야항

보고시티
Bogo City

막탄공항-마야항
소요시간 3시간

세부
Sebu
막탄세부
국제공항

Malapascua Island Map

Malapascua Island(구글맵)

이름이 뭐에요?

가능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와 오늘 소개할 그곳, 말라파스쿠아 섬이다.

인천-마닐라, 인천-세부 두 개 노선으로 7개 항공사가 하루
약 15~17회 운항. 매일 실어 나르는 승객 수는? 계산도 어렵다.
서울-부산 이동시간 정도인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 한
국 다이버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그 나라? 바로 필리핀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푸에르토갈레라, 아닐라오, 보홀, 모알보알,

세부 북쪽, 레이테 서쪽에 위치한 말라파스쿠아는 세부 막탄
공항에서 145km 떨어져 있다.
세부? 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말라파스쿠
아 섬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가 않다.

두마게티 등의 유명 다이빙지역은 이미 한국인 다이브센터가

세부로 오는 대부분의 항공은 저녁에 출발해 밤늦은 시간에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많을수록

세부 공항에 도착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세부 최북단의 도

좀 더 편하고 저렴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수 많은

시 마야(Maya)까지 육로로 약 3시간, 다시 마야항에서 배로

다이버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어 한 두 번 다녀오면 외국에

8km, 약 30~40분 가면 말라파스쿠아섬의 바운티비치(Bounty

가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 되어버렸다.

Beach)에 도착하게 된다.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배까지 타야 도

하지만 이게 필리핀 다이빙의 전부는 아니다. 아직 한국인이
진출하지 못한 많은 곳 중에 우리가 주목할 곳은 리버보드로만

착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말라파스쿠아 섬이다.
하지만 이런 까다롭고 복잡한 접근성으로 아직까지 하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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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해변과 푸른 야자수가 훼손되지 않고 맑고 푸른 바닷물로 둘

을 닮아 환도상어라 부르며 영어로 Thresher Shark라고 한다.

러싸여 조용한 섬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환도상어의 먹이활동 모습들이 종종 동영상에 담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스쿨링 어류를 사냥할 때

말라파스쿠아(Malapascua)는 ‘불행한 크리스마스(Bad

눈 깜짝할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긴 꼬리를 이용하는

Christmas)’ 라는 뜻을 가진 슬픈 기억의 섬이다. 오랜 기간 스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을 강하게 때리거나 작은 물고기를 꼬리

페인의 식민치하에 있었던 어느 크리스마스 날 정복자들이 섬

로 찰싹 때려 먹이를 먹기 전에 기절시킨다고 하는데 환도상어

에 당도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날 폭풍이 섬을 휩쓸게 되어

는 상어임에도 물 위로 완전히 뛰어오르는 브리칭(Breaching)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을 한다. 말라파스쿠아에서는 아직 관찰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한번쯤 기대를 품어 본다.

길이 3km, 폭 1km 정도의 작은 섬, 말라파스쿠아는 고운 백
사장과 맑은 물이 인상 깊은 곳이다. 서쪽 해안은 수영과 스노

이렇게 귀엽고 우아한 상어를 쉽게 볼 수는 없다. 거의 매일

클링을 즐기기에 좋으며 크기가 작은 만큼 반나절이면 섬 전체

환도상어를 볼 수 있는 모나드숄은 드롭오프 지형으로 먹이 활

를 돌아볼 수 있다. 섬에는 관광, 낚시, 보트 제작 또는 코코넛

동이라기 보다는 밤사이 심해에서 먹이활동을 끝낸 환도상어가

생산 등에 종사하는 약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청소 받기 위해 올라오는 클리닝스테이션 지역이기 때문에 아
주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 보트로 약

물속으로 고고씽~!

40여 분 가야 하는 곳으로 대부분 환도상어 다이빙은 이른 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건너 셔셔셔~

벽(4~5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힘들게 가야만 하는 곳을 왜 굳이 가야 하는 건가?
바로 환도상어(Thresher Shark) 때문이다. 넓고 깊은 바다에

그럼 환도상어 말고는 뭐가 있을까?
그럼 환도상어 말고는 뭐가 있을까?
커다란 만타와 아주 작은 만다린피쉬까지 볼 수 있는 말라파
스쿠아 섬의 다이빙사이트를 알아보자.

Maria`s Point
Maripipi

Dona Marilyn Wreck
Gato Island

Pioneer Wreck

North Point

Bantigue

Light House

환도상어

살며 떼 지어 다니는 스쿨링 어류나 오징어를 먹는 환도상어는
그 습성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말라파스쿠
아에서는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성공 확률이 70~80%를 넘어
4~5일의 다이빙 기간을 잡는다면 거의 한 번쯤은 볼 수 있다.

말라파스쿠아 섬
Tapilon Wreck

상어라고 불러서 그렇지 얼굴을 보면 상어라는 느낌을 전혀

Dakit-Dakit

가질 수 없는, 순수한 아기의 얼굴을 하고 있는 환도상어의 백
미는 우아하고 도도하게 위로 쭉 뻗은 꼬리에 있다. 상어류 중
비교적 날씬한 환도상어는 등지느러미는 작고 가슴지느러미는

Calangaman Island

크고 뒤로 휘어져 있다. 거기에 백미를 더하는 꼬리는 전체 몸

Nunez Shoal

길이만큼 된다고 한다. 종에 따라 3~6m에 이르는 환도상어류
는 타작기(Thresher) 또는 휘어진 칼을 이르는 환도(環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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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d Shoal

Chocolate Island

Malapascua 다이빙지도

말라파스쿠아섬의 다이빙사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크고 작은 수중 지형물, 산호초와 난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호지역의 다이빙과 절벽에서 하는 월다이빙, 모래 지역
에서 하는 먹다이빙 등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지역에 산
재해 있는 여러 형태의 다이빙과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의 큰 다
감시초소

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다이빙 사이트는 훌륭한 마크로 생

입구

물을 항상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다이버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해저터널 (바닥수심 8m)

사이트의 하나로 말라파스쿠아섬을 들기도 한다.
말라파스쿠아섬의 다이빙은 성수기가 10월부터 5월까지이

사우스 윌 (수심22m)

고, 비수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이다.
말라파스쿠아섬의 다이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환도상어를 구경하는 모나드숄에서의 다이빙, 갓토섬 주변
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 본섬 주변의 다이빙, 렉 다이빙으로

갓토섬 다이빙 지도

구분된다. 시간이 많다면 Maripipi, Calangman섬, Chocolate섬
등과 같은 거리가 비교적 먼 장거리 투어도 가능하다.
모나드숄(Monad Shoal) 지역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섬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수심 22m에 산봉우리가 있다. 아침 5시를 전
후로 시작해서 8시경 다이빙이 끝난다. 환도상어와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환도상어 다이빙은 20여미터 수심
에서 기다리는 다이빙이므로 나이트록스 사용도 추천된다.
갓토섬(Gato Island) 지역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섬에서 북서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
에 위치하며, 9m 수심 아래에 섬을 관통하는 수중동굴이 있다.
수중환경은 연산호 군락지가 있고, 바다뱀, 갑오징어 무리, 화이
트팁샤크 등 많은 종류에 수중생물이 서식한다. 2~3회 다이빙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도는 다이빙이 가능하다.
말라파스쿠아섬(Malapascua Island) 지역의 다이빙
섬의 북동쪽에서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남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산호지역, 만다린피쉬, 작은 난파선 등의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분포되어 있어 새벽 다이빙을 마치고 오전 2회 또는

	환도상어와 만타가오리 관찰을

참고

100%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Monad Shoal 포인트에서는 환도상어 외에도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다. 특히, 일년 중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두 종류를 동시에 모두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이르며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암초 꼭대기를 자신의 몸을 청소고기들에게 맡기는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근접해 장시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 가능한 일찍 서둘러 맨 처음 입수하는 것이 좋다. 다른 팀이 들어
간 후나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이들과 만날 확률이 점점 줄어
든다.
- 가능한 모든 행동거지를 정숙하게 유지한다. 수중얼럿 사용 등 소
음을 내지 않는다.
- 수중 플래시와 카메라 스트로브는 절대 사용 금지한다. 심해어류
로서 밝은 빛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심해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막지 말라. 대부분의 상어가 그렇듯이
눈으로의 물체 인식을 먼저 명암 대비로 한다. 이런 이유로 암초
어깨부분을 유영하지 말고 정상의 평편한 부분에 몸을 바짝 붙이
고 서서히 유영하면 된다.
- 일단 멀리서나마 상어나 만타가오리가 눈에 띄면 절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자세를 숙이고 인내심을 시험할 겸 참고 기
다린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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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제적이다.
말라파스쿠아 요약
•	위치 필리핀 세부 북쪽
•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	시즌 10~5월
•	특징 환도상어와 만타레이 등
•	한국인센터는 없음
•	가는 방법 세부를 통해 들어간다. 인천-세부는 현재 저가

항공사까지 포함 7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데 매일 운항
하지 않고 세부-인천 시간이 각기 다르게 되므로 일정과
오후에 추가로 다이빙을 진행하기에 최적이다.

예산에 맞는 항공사를 선택하면 된다. 최근 세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 특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필리

말라파스쿠아섬의 렉다이빙(Wrecks Diving)

핀으로 들어오는 면세품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말라파스쿠아섬은 초보자에서 텍다이버까지 모두 가능한 난

있어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명품 등의 고가의 물건들은

파선이 있다.
새벽에 출발하여 오전 8시쯤이면 다이빙이 끝나게 되어 일정
에 따라 조식 후 1~2회 다이빙을 하고 오후에도 오전 일정에

포장을 풀러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보증서 등을 찾아내
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 1~2회 진행되며 나이트다이빙도 볼만한 곳이 많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므로 3~4회 다이빙으로도 하루를 더 길고

이제, 필리핀의 모든 지역을 봤다고 생각된다면 바쁘게 후다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말라파스쿠아이다. 뉘엿뉘엿 넘어

닥 다녀가는 4박 5일 패턴을 벗어나 여유 있게 6일 이상의 시간

가는 해를 보며 흰 백사장에서 앉아 여유 있는 시간도 만끽해

을 가지고 말라파스쿠아섬으로 떠나보자. 영화에서처럼 해변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서의 칵테일을 즐기는 여유와 멋진 물속 세계를 함께 만날 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니만큼 아직은 개발이 덜 되어 리조트

있다.

시설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작은 규모로 잘 꾸려가는 리
조트와 센터가 많이 있다. 아직 한국인 리조트는 없고 필리핀
리조트와 외국인 리조트가 다수 있으며 다이빙리조트로 운영
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리조트와 센터가 같이 위치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예약을 일원화해서 센터로 연
락하면 숙소도 함께 예약을 해주므로 예약이 어렵지는 않다.
다른 필리핀 지역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공항~리조
트까지 픽업 비용이 인원에 따라 많이 부담되기도 하므로 차량
1대 인원인 약 4~6명으로 인원을 맞추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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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주)액션투어 대표

Tour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 :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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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말레v이시아 시파

출발 1 1차 : 2014년 4월 29 ~ 5월 7일

2차 : 2014년 5월 3일 ~ 5월 11일

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코스타ㅍㅍㅍㅍㅍ

출발 2014년 6월 6~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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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인도네시아 마나

필리핀 릴로안

출발 1 2
 014년 3~4월 예정

특징 언제든지 출발 가능

일정 6~8일

장소 노블레스리조트

모집 예정일정
특징 마크로 천국 렘베를 중심으로 사진가들이 뭉쳐보기로

한다. 컴팩트, DSLR 구분없이 떠나는 사진여행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등 상시 출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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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대표 : 이민정
대표전화 : (02) 3785-3535~6, 팩스 : 02-6015-4646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84-1,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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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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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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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다이빙 후 등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주도 다이빙을 가려고 하는데, 다이빙을 마치고 다음날 한라
산 등산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A : 다이빙 후 고도 여행
감압을 요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아주 무리한 프로필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한 경
우 높은 고도(낮은 압력)의 지대로 여행하는 것은 만 18시간 보다 훨씬 더 길게 수면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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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한 경우 하루 저녁 푹 잠 잘
주무시고 나서 등산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이빙으로 인해 피곤해진 몸으로 다
시 등산하는데 따르는 체력적인 무리를 고려에 넣지 않은 답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라… 가고 싶네요.
다이빙 후 등산을 할 수 있는 체력이라면 부럽습니다.

Q : 고막의 피멍
안녕하세요. 강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1, 18, 25일 이렇게 3일간 스킨스쿠바 교육을 받은 교육생입니다.
이틀간은 전혀 몰랐는데 25일 교육날 점심 식사후 2차 다이빙을 하고 나온 후 코에
서 콧물과 피가 섞여서 나오고 이후 귀가 먹먹한 증세가 지속되어 이튿날 이비인후
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양쪽 고막에 피멍이 들고 핏줄이 섯다
고 하시면서 약 1달 정도는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워터 교육기간 중이라 4월 15일과 22일은 강습이 잡혀 있어서 어
찌할까 고민입니다. 현재 귀에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새는 소리도 들리지는 않
는 상태입니다.
이비인후과는 매주 가서 진찰을 받을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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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교육을 이수해서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고 싶은데 박사님의 고

상황입니다. 귀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이미 압력평형의 시기가 늦어졌다

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 봐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압력평형(정확하게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

말하면 중이의 압력을 미리 높여주는 압력양압 행위)을 해주는 것이

드리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5m 풀장에서 교육시 통증은

좋습니다. 현재 귀 상태라면 한달 정도는 완전히 쉰 다음 입수하는 것

느끼지 못했습니다. 혹시 과도한 펌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이 바람직합니다.

요?)

그리고 2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항생제, 소염제, 점액 조절제 등을 함

A : 중이 내 출혈
요즘 병원 일이 하도 바빠 전화를 편하게 받아서 넉넉하게 이야기 나누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 전화 통화가 안되었다면 사과드립

께 복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Q : 다이빙 후 피부염?

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다이빙 활동은 압력평형이 잘 되건 잘 안되건 압력평형을 한다는

저는 열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고 나면 얼굴(눈주위, 입술주위)

그 자체는 중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하강한

주위가 따끔거리다가 붓고, 발진 현상이 생기는데 피부가 약해서

다는 자체는 주위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런지 아님 다른 이유인지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

충격을 가하는 것이며, 물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물이 외이도와 고막을

니다.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빙 후 고막을 들여다보면 100%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많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의 피멍이나 충혈이 있기 마련입

A : 해파리? 알러지?

니다. 하지만 코에서 피가 섞인 콧물이 나오고 귀가 먹먹한 증세가 같

열대의 물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해파리 포자나 산호 폴립 등이

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압착에 의한 중이강의 손상으로 인한 중이

많이 떠있어 노출된 피부를 손상주기 쉽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햇살도

출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더욱 자극(화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험상궂은

처음 입수해서 하강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통증은 학생 다이버의 경우

얼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난히 피부가 약한 분들도 역시 있을 것이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버티는 것을 종종 봅니다만 이건 절대 피해야 할

때문에 저는 두건에 구멍을 뚫어 호흡기 마우스피스를 그 속으로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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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입에 물고 다이빙하기도 하고, 다이빙 후에는 약한 식초(증류수

당시 수온이 12℃, 약 9~12m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전 벌벌 떨

1000㎖ + 식초 10㎖)로 다이빙 후에는 노출된 피부에 미리 뿌려주기도

었고, 약 40분 정도의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오니. 머리가 띵하고,

합니다.

속도 울렁울렁한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일단 피부염이 시작되었다면 항히스타민 연고를 발라주면 소양감이 덜

운전을 못 할 정도의 추위에서 떨다가 얼마 안 돼 구토하고, 따뜻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항생제 포함된 종류도 좋습니다)로 발라주어 염

한 물로 샤워하는데도 온몸에 닭살이 돋아 있더군요. 약 한 시간

증을 예방 혹은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 있다가 따뜻한 방에서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자고 일어났습

칼라민 로션을 소지하고 다니는 다이버도 많이 있어서 모기에 물린 경

니다. 일어났는데도 계속 두통이 가시지 않아 감기거니 생각하고

우에도 발라주면 소양감이 훨씬 덜해지는 것을 볼 수 있더군요. 제 경

그렇게 지냈고, 오늘 또 일어나니 두통이 있네요. 이건 감기가 아

우는 칼라망시 쥬스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현

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인의 경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이 3일째입니다. 일어나니 두통이 있다가 생활할 때는 두
통이 안 느껴지기는 하는데 밤이 되니 또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습

Q : 고혈압
안녕하세요. 강박사님 오래간 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함께 다이빙 하는 사람 중에 혈압으로 인하여 10

니다. 말로만 듣던 잠수병에 제가 걸린 건가요?
저는 현재 경남 거제에 있습니다. 통영에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
다. 제가 잠수병이 맞나요?

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다이빙을 많이 하는데

A : 저체온증

대심도 다이빙 중 맥박이 빨리 뛰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온이 12℃였고, 5mm 웻슈트로 40분 다이빙 했다면 그리고 지금 겪

대처방법이나 혈압이 있는 사람은 대심도 다이빙을 하면 안되는지

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감압병일 가망성을 배제할 수 없

궁금합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중에는 증상이 없지만 대

기는 하나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한 후유증 및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심도일 경우에만 가끔씩 나타납니다.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몸에 충분한 수액(마시거나 혈관 주사)을

다이빙 전 혈압 약을 복용하면 안되는지? 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공급해주시고 적당한 감기 약제를 복용하셨으면 합니다.

다이빙 시 주의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쳄버 방문도 고려하십시오.

A : 고혈압과 다이빙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자면 고혈압이 있는 분은 식이요법이건 운동요법

참고로 지나친 저체온증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수온이
낮은 경우 감압병에 노출될 가망성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건 약물요법이건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혈압을 정상
으로 되돌린 다음에 스쿠바다이빙이건 등산이건 어떤 활동에라도 참가

이후 쳄버 치료 후의 소견 :

하셔야 하고, 요법을 동원해서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의 경우 정상인과

제가 글을 적은 다음 날인 4월 9일 월요일 통영 세계로 병원에서

똑같이 어떤 활동이건 하셔도 됩니다.

챔버 치료를 받았고요.

대심도 다이빙이라고 하시는 수심을 얼마를 산정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챔버 치료 후에도 어지러움, 근육통, 피로 증상을 보인다고 하자

60피트를 넘는 수심을 다이빙한다고 해서 유독 혈압을 올린다고 일괄

의사 선생님께서 뇌에 공기가 찰 수도 있다고 수요일쯤에 다시 검

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 따라 또는 사용하는 장비의 효율에

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날 일도 못 할 만큼 사람이 비리비리한

따라 호흡저항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수

증상을 보이더군요. 수요일 관자놀이? 쯤에 조그마한 마이크에서

중에서 혈압을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깊은 수심에서 느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른쪽에서 왼쪽순서로….

끼는 이런 저런 불편함을 혈압이 올라갔다고 느끼시는 것은 아닌지 궁

의사가 말씀하시길 자기는 1,000명의 환자를 보았고, 1,000명의 소

금합니다.

리를 들어보았는데 저는 일반 정상인들과는 조금 다른 소리가 난

혈압 조절 잘 하시고 즐겁게 다이빙하시기 바랍니다.

다고 2주 정도 챔버 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참고로 저는 30대 초반부터 30년 이상 세월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

11일인 수요일 다시 한 번 챔버 치료를 받았고 처음과는 조금 나

면서 2,200회가 넘는 다이빙 로그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진듯 합니다. 약은 혈관을 늘려주는 약을 쓰셨다고 합니다.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 너무 겁이 납니다. 박사님은 심한 감기 기운

Q : 두통 그리고 구토

때문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두통이 있습니다.

3일 전 몹시 추운 날.

약간 무기력한 것도 있는 것 같고, TV를 보려고 잠시 누워서 있으

수온이 좀 올라갔다는 선배 말을 듣고 5mm 웻슈트를 입고 야간

면 저도 모르게 잠들어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소 치료 후 어지럽

다이빙을 했습니다.

던 것이 좋아지는 반응이 보이면 잠수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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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는 감기일까요? 잠수병일까요? 그리고 왜 2번의 챔버 치료를 받
았는데도 아직 몸이 안 좋은 것일까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앞
뒤 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잠수사랑의 재답변 :
수온이 낮기도 했고 또 충분한 보온이 안 되었다는 점과 수심과 다이
빙 시간이 양호(?)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한 몸살 기운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또한 차가운 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 수심을
4m 정도 추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이빙 프로필만으
로는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감압
병이란 것이 워낙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같은 개인에서도 상황적인 차
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이빙 이후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는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치료하라”는 원칙까지 감안해서 쳄버 치료를 받는 것에 반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의 의사 분에게 의존하시고 100% 신뢰
를 보이시기 권유 드립니다. 저는 단지 멀리서 약간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Q : 귀의 통증과 압력평형문제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24살이고, 술・담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말쯤 다이빙을 했는데 왼쪽 귀가 이퀄라이징이 잘 안되
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무리하게 다이빙을 진행했고 다이빙
중과 다이빙 후에 코에서 피가 나왔고 물속에서 귀가 찢어지는 통

Q : 감압병?

증을 받았습니다. 12월 초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 가봤는데 고막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수영장에 다녀온 후 몸에 이상이 있

에 피가 고였다고 2주 정도 쉬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약 처방이나

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사 없이 2주 후에 다이빙이나 수영 등산을 해도 된다는 진단을

지난주 금요일 수원 월드컵경기장 수영장에서 약 2시간의 연습을

받아왔는데 여전히 왼쪽 귀에 통증이 있고 이퀄라이징은 전혀 되

하고 출수를 하였습니다.

지 않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그 후 약 3회 정도의 스킨다이빙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

병원에 가서 청력검사하고 이상한 내시경 같은 걸로 귀속을 봐도

다. 왼쪽 어깨의 날개뼈 부위와 팔뚝부위가 오랫동안 넓은 부위에

별문제 없다고 합니다.

걸쳐 꼬집힌 것처럼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통증 정도는 아니고요.

(고름이나 진물 같은 건 나온 적 없습니다.)

혹시나 새로 구매한 드라이슈트를 내피 없이 입어서 그런 게 아닐

A : 영원한 숙제-압력평형

까 하는 생각에 오늘까지 그냥 두었는데….
어제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기에 거울로 신경이 쓰이는 부위를

압력평형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수많은 다이버의 영원한 숙제이겠습니

살펴보니 팔뚝에 약 두 포인트 정도와 어깨 쪽에 한 포인트에 자그

다만 그 대부분의 원인은 귀에 있는 것보다는 이관의 코/인두 쪽 입구

만 돌기들이 지름 1cm 정도에 걸쳐 나 있더라고요. 신경에 특히

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슬리는 부위는 아니라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감압병 징후와

그래서 내시경으로 귀를 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코 속으

유사한 것 같아서 재압챔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관의 입구 쪽을 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

만약 저의 경우가 재압챔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제

평형이 시행 요령을 모두 구사해서도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스쿠바다

주변에 재압챔버를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이빙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여부와 이관 기능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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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님 지적
수영장 바닥에서 급상응을 반복해서 하였다면 병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더군요. 개인적으로 강사교육 받는다고 바닥에 장비 벗어
놓고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가서 호흡기 물고 장비 착용하는, 스킬
연습을 몇번 했더니 심한 두통과 함께 손목과 발목에 발진이 생겨
가려웠습니다. 발진과 가려움증은 가까운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마치니, 증상이 싹~ 없어지더군요.

지적에 대한 답변 :
연습하셨다는 그 베일 아웃이라는 스킬은 고압 공기를 마시고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스킨 다이빙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 잠재적으
로 위험성을 내포한 스킬입니다.
시키시는 분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어서 미리 충분한 주의를 주리라 믿
습니다만 혹 습관이 발동하여 스킨 다이빙처럼 숨참기 상승을 하게 되
면 폐 속에 들어있는 고압의 공기가 팽창하면서 폐포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 : 드라이슈트 압착
드라이슈트 압착으로 보입니다. 쳄버 치료보다는 다음부터 반드시 적
절한 내피를 착용하시고 적당량의 웨이트를 착용함과 동시에 드라이슈
트의 압력평형을 적절하게 시행하셔서 드라이슈트 상해를 피하시기 바
랍니다. 참고로 드라이슈트 상해도 7일 정도 지나야 좋아집니다.

서하 : 재질문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드라이슈트 압착에 의한 상해도 의심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군요.
박사님 그런데 거슬리는 부분이 첫날은 팔뚝 둘째 날은 어깨까지
넷째 날인 어제는 왼쪽 가슴 쪽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왼쪽 가슴 쪽이 가끔씩 뜨끔뜨끔하고요. 괜찮은 것인가요?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잠수사랑 : 재답변
드라이슈트 연습을 한다고 하셨으면 이미 다이버 자격증을 받으시고
여러 차례 다이빙을 하신 분으로 여겨져서(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라
이슈트로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에 - 북유
럽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흔한 일입니다만) 수영장에서 (5m) 감압병에
걸린다는 것은 참 산정하기 힘든 추정이 될 듯합니다. 글쎄요, - 혹
PFO 같은 감압병에 취약한 문제점을 기저에 깔고 있는 분이라면 좀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 이건 조금 무리한 추론이라고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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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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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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

감압병과 감압병의 유래

글 강영천 / 사진 편집부

질소의 부분압이 숨을 쉬는 공기 내의 질소의 부분압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녹아 들어간다.
이와 반대로 다이빙을 끝내기 위해 상승하게 되면 신체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므로 몸속에 녹아 들어간 질소 부분압이 숨을
쉬는 공기의 질소 부분압보다 높게 되어 질소는 각 조직을 떠나
혈액을 따라 폐로 들어간 후 호흡을 통해 서서히 방출된다. 이
같이 질소가 방출되는 것은 녹아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스쿠바다이버가 다이빙하는 도중에 호흡하는 공기 때문에 발

서서히 일어나며 각 조직에 따라 그 속도에 차이가 있다.

생하는 문제는 90% 이상이 질소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감압병이다. 육상에서 호흡하는 질소는 흡입과 배출의

그러나 만약 다이버가 오랫동안 다이빙을 한 후에 빠르게 상승

교환이 자유로이 일어나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지만, 깊은 수심

하면 외부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몸속의 질소가 미처 나오

에서 고압의 상태에서 호흡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질소가 축적되

기도 전에 과포화된 상태가 되고 과포화된 질소는 인체의 조직

어 저압상태로 나오면 버블의 형태로 변화된다.

이나 혈액 속에서 질소 기포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신체에 여
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감압병(Decompression
sickness)이라 한다. 질소 기포가 어디에 얼마나 생겼나에 따라

감압병

감압병의 증세는 다르다. 감압병을 일명 벤즈(Bends) 또는 케이
슨병(Caisson)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는 폐에서 혈액을 통해 각 조직에 녹아
들어간다. 숨을 쉬는 공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산소는 신진대사에서 일부 소모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 반면

감압병의 증세와 치료

질소는 압력에 비례해서 인체에 녹아 들어간다.
뇌 속에 기포가 생길 때는 시력 장애, 현기증, 마비, 의식 불명,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면 수압이 증가하고 우리가 숨을 쉬

경련, 관절, 근육 부위의 통증, 질식, 호흡 곤란, 혈액 순환 불량

는 공기의 압력도 증가한다. 그 중 질소의 부분압도 증가하기

등이 나타난다. 감압병 증세는 85%가 다이빙 후 1시간 이내에

때문에 몸속에 녹아 들어가는 질소의 양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나타나며, 3시간 내에는 95%가 나타난다. 드물지만 12~24시간

예를 들어 다이버가 수심 20m에서 다이빙하면 다이버가 받는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절대압은 3 대기압이 되며, 이때 몸속에는 육상에서보다 3배나
많은 질소가 몸속에 녹아 들어가게 된다. 몸속에 녹아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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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압병이 잇는 환자는 재압 챔버실(Recompression

Chamber) 속에 눕히고 다시 압력을 가하면 몸속의 혈액 속에

벤즈(Bends)의 유래

생긴 기포가 점점 작아지고 다시 인체에 녹아 들어가게 되며
증세도 없어진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압력을 낮추어 질소를 몸

감압병을 일명 벤즈(Bends)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는 브루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린 다리를 건설하는 케이슨 노동자들로부터 유래하였다. 케이
슨이란 강바닥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높은 압력의 밀폐된 방으

<주의>

로 터널이나 나선 계단을 통하여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

일부 다이버들이 권하는 수중재압은 절대 실시하면 안 된다. 스쿠버 장

이다 이곳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압력의

비를 통한 수중재압은 산업잠수에서 통용되는 재압의 개념과 아주 다

공기를 주입하였고, 그 속에서 다리의 기초 등과 같은 각종 수

르다.

중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다. 케이슨이 20m 수심에 설치되
면 내부 압력은 3기압을 약간 넘게 된다. 따라서 케이슨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깊이의 물속에 있는 다이버와 동일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 원인으
로 며칠 동안 일하고 밖으로
나온 노동자들은 통증을 느
끼곤 했다. 관절의 통증 때문
에 마치 그 당시 여성들이 엉
덩이를 씰룩거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걸어 다니는 그리
이스 벤즈(Grecian Bend)와
비슷하였고, 동료들은 이들
을 “벤즈 먹었네”라고 하며
놀렸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케이슨병[Caisson Disease]의 유래

다이빙계에서는 “벤즈”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케이슨(Caisson)이란 잠함을 뜻하며, 교량, 터널, 항만 등의 공

되었다.

그리이스 벤즈(Grecian Bend) 1870년경에 유행한 여성들의 구부린
걸음걸이

사에서 침입해 오는 수압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압공기를
보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토목시설이다. 잠수부는 잠수복을
입고 고압공기를 보내면서 잠수작업에 종사한다.
케이슨병은 케이슨에서 일하는 근로
자에게 생기는 병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압력이 낮은 곳
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압
이 높은 곳에서 작업함으로 체내의
액체 및 지방에 공기 중의 각종 기체
가 용해한다. 그래서 고기압의 장소
에서 대기압의 장소로 나오면, 용해
되어 있던 가스는 체외로 배출되지
만, 그 감압이 급격할 때는 가스의
케이슨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배출이 충분히 되지 않아 다량으로

추신경계의 증상, 현기증, 사지의 마비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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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은 압력이 높을수록 그 장소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수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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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되었던 질소 가스는 기포 상태
로 되어 혈관에 가득 차 조직을 압박하여 근육, 관절통이나 중

압시간이 짧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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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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4. 다이빙 장소에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법률적 효력

다이빙 깃발이란?

일반적으로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 깃발의 높은 부분이 360도 방
향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펼쳐지는 것이 적절하지만, 다이빙 보

다이빙 깃발의 주된 사용 목적은 다른 배로 하여금 깃발이 걸린

트가 가까이 없는 해안가에서 다이빙을 할 때에는 깃발을 부이에

수면 아래 다이버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안전

달아서 줄로 끌고 다녀야 한다. 또한,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때에

을 위해서는 배가 다니는 내륙 항로나 해변에서는 다이빙 깃발이

도 다이버 중 한 명이 다이빙 깃발이 달린 라인을 끌고 가야 한다.

펼쳐져 있어야 한다. 일반 보트는 국제 깃발을 게양한 다이빙 보
트가 있는 일정 지역을 비켜가야 한다.
다이빙 깃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붉은 바탕에 흰 띠가 대각
선으로 그려진 깃발과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흰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알파 깃발(alpha flag)이 있다.

스포츠 다이버용 깃발

다이빙 깃발에 관한 법률

국제신호 A(alpha) 깃발

④ 준설(浚渫)이나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
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다음 각 호의 등화

해상교통안전법

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뱃전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

제4절 등화와 형상물

개나 둥근꼴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뱃전에 수직으로 녹

제85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① 조종불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꼴이나 그와 비슷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②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색 전주등 2개나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정박 중인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대신하여 제1
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
⑤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그 크기로 인하여 제4항에 따
른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
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國際信號書) 에이(A) 기(旗)의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

모사판(模寫版)을 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

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둥근꼴, 가운
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마스트
등 1개,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4.	정박 중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제
88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

록 표시
⑥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당 선박에서 1천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제81조에 따른 동력선에 관
한 등화, 제88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에 덧
붙여 녹색의 전주등 3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들 등화나 형상물 중에서 하나는 앞쪽 마스트의
꼭대기 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개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

③ 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

끝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

⑦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

여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에는 이 조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5

다이빙 깃발을 달아야 하는가?

전주등, 중간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국내외 다이빙을 막론하고 다이버가 출수할 때 다이빙 소시지를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에 “이 기의 모사판을 높이 1

띄우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이버는 반드시 다이빙

미터 이상으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라고 규정하고

소시지를 소지하고, 수면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있습니다.

띄워야 한다. 이러하듯 다이빙보트는 당연히 다이빙 깃발을 달아
야 할 것이다. 다이버가 타고 다이빙을 하는 보트는 고무보트나 레

바로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깃발이 국제

저선이든, 다이빙 전용선이든, 리브어보드이든 안전을 위해 다이빙

신호법 상의 알파기이며, 그 게양의무가 규정된 것이 위 법조항인

깃발을 설치해야 한다. 깃발을 보면 주변에 다이버가 다이빙 중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연히 인근에 항해 중인 배는 안전을 위해

그리고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위를 살피게 될 것이다.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
상교통안전법 제56조 제6호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법률적 효력

따라서 스쿠바 다이빙 활동에 선박이 동원된 경우에 이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며, 위 해상교통안전법

다음은 본지(2003년7/8월호)에서 Q&A 형식으로 질문에 답변한 홍지

제34조 제5항에 의한 각종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욱 변호사의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효력”의 칼럼을 다시 게재한다.

나. 다음 다이빙 깃발에 관하여 봅니다.
서론

국내법상 다이빙 깃발의 게양 의무, 게양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

최근 다이빙 인구의 확대, 수상레저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다이버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빙 깃발의 게양의

들이 수면위에서 보트 등 선박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관련 각종 교재에서는 다이빙

그러나, 다이빙 깃발을 게양했는지 여부는 다이버를 선박이 충돌

깃발 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사용하여 다이버들이 그 장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름

소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과연 다이버들은 다이빙 장소에서 다이빙 깃발 또는 국제신

즉, 다이버가 다이빙 깃발을 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다이

호법상의 알파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위 깃발을 게양

빙 깃발 근처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선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선박들이 접근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때, 선

의 법률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 운전자가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만, 스쿠바 다이빙이 널리 대중화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이제는

아래에서는 순차 위 의문사항에 관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보

평균적인 일반 선박 운전자라면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고 있는 것

겠습니다.

으로 판단됩니다.

다이빙 깃발 등의 게양 의무

결국, 다이빙 깃발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를 게양하도록 직접 규

가. 우선 국제신호법 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봅니다.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따라서 이를 게양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강제하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법상의 일반적 주의의무, 안전관리

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 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

의무상 이를 게양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다이빙 깃발 등의 게양의 법률 효과

위 법 제4절 등화 및 형상물 중 제34조(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

가. 우선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봅니다.

선) 제5항에 의하면,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

기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

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
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홍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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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4조(안전한 속력) 제1항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
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령 제4조(안전한 속력)는 “선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 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

5) 바람, 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게 되어 있습니다.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위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상에는 국제신호법 상의 알파기에 관

8) 해면상태,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하여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제신호법 상의 알파기를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 위치 및 동향”고 규정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한다면, 이는 위 수상레저

있습니다.

안전법 제14조상의 운항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버들이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게양했음에도 불구

나. 다음 다이빙 깃발에 관하여 봅니다.

하고 주변 선박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법상 다이빙 깃발의 게양 효과에

한다면, 이는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상의 경계의무 및 제14조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사실상 다이빙 깃

상의 안전속력항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발이 게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운전자나 수상레저기구 조
종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전자나 조종자에게 책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제1항 제5호로서

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역할을 합니다.

위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선박이 아닌 스쿠터, 수상스키, 패러세일 등 수상레저기구

즉, 다이빙 깃발의 표시에 따라야 하는 직접적 의무도 없고, 이를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봅니다.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도 없으나 민법 불법행위법상의 일반적 주의
의무, 안전관리의무상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빙 깃발이나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
는 스쿠바다이버들에게 위와 같은 표식을 다이빙 장소에 설치할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운항규칙)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자는

의무가 있고, 선박 운전자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위 표식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에 따라 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2조(운항규칙) 제1호에 의하

다만,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국제신호법상의 알

면,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

파기의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 한 것과 그 표식을 준수하지 아니

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

한 것 자체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나,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

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이빙 깃발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사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차이
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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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꼽으라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원하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남자들이라면 힘들었던 군대 시절, 첫 취직 공채
시험에서의 합격,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했던 결혼식 날, 지금 연인과
열애를 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을 처음 본 그 순간을, 아니면 첫 데이트의 달콤함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수많은 기억의 편린들 중에 올 2013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린 PADI CDTC를 꼽겠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참석한 것이라 더더욱 애정과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난다.
그 치열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이었으며 너무도 감동스러웠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 보고
자 한다.
PADI 코스 디렉터가 되고자 결심을 한 것은 아마도 PADI 강사 교육을 받고 있을 때부터
라고 생각한다. “강사 후보생들을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진정한 강사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강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
을 꾸어 보았을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속
에서 배우고 익히기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올 2013년 4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되었던 CDTC에 참가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 ‘디퍼 다이브’의 전담 변호사가 나의 워킹 비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로 필리핀에서 다른 외국으로의 출국이 허용되지가 않아 안타깝게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
린 상반기 CDTC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었다.
와신상담!!!
몇 달 동안의 멘붕 상태를 이겨내고 혹여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자 문제에 대비하
여 미리 CDTC 열흘 전에 보홀을 출발하여 세부를 통해 인천으로 귀국하였다. 서울 어머님
댁에 머물면서 필요한 일들과 업무 처리를 마무리하고 6월 28일 대망의 장정에 올랐다.
먼저 대한 항공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가서 시차 적응도 하고 미국 뉴욕 관광도 하면서
이틀을 머물렀다. 기억에 남는 일은 케네디 공항에 가까운 호텔을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했었는데 우리가 있었던 동네가 흑인들 지역이어서 약간은 우범지대 비슷한 지역이었던 것
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다.
저녁을 먹기 위해 CDTC 동기생인 세부 오션 플레이어의 이종문 강사와 호텔을 나와서 전
날 눈여겨봐 두었던 ‘버거킹’으로 가던 중, 고등학교 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패싸움
이 일어났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영어로 떠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 놈 잡아라” “죽여” 등의 고함 소리와 출
동한 경찰차들의 삐뽀삐뽀하는 경광등 소리 등등 삽시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우리
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했다. 참으로 인상적인 동네였다.
만약 내가 다시 뉴욕을 방문한다면 공항 근처보다는 좀 더 시내 쪽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 당시에는 도미니카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공항에서 최대한 가까운 호텔을 예약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100불이 넘는 하루 숙박

219

료에 비해 만족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정리를 하자면 하루

고 나는 아침 산책을 겸하여 우리가 묶고 있는 건물을 중심으

정도 머물면서 바로 다음날 비행기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로 산책을 하였다. 리조트 직원들의 말로는 리조트의 규모가 엄

이동한다면 공항에 가까운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

청나서 다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고, 우리처럼 2일 이상 머물면서 뉴욕 시내 관광을 하고 비행

간단한 산책을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

기를 갈아탈 일정이라면 시내 쪽으로 예약을 하는 것이 나을

였다. 대부분의 모든 식사를 이 레스토랑에서 해결하였다. 뷔페

듯하다.

식으로 음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뷔페가 싫으면 메뉴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 뷔페식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끼에 4~5

여하튼 2일을 공항 근처의 호텔에 머물고 6월 30일 아침 08

만 원 정도이니 꽤 비싼 수준이었다. 하지만 타지에서는 잘 먹

시 40분 델타 항공을 이용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출발을

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정말이지 한 끼도 거르

하였다. 국제선이고 4시간가량의 비행시간이라 아침을 기내식

지 않고 열심히 먹었다.

으로 해결하리라 생각하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

이날은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CDTC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과

승하였더니 델타 항공은 지금 필리핀의 세부 퍼시픽 항공하고

제물, 준비물 등을 체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최상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듯 기내식이 없단다.

컨디션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4시간가량의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푼타
카나 공항!!!

7월 2일
아침 8시부터 2013년 대망의 PADI CDTC가 시작되었다.

미리 리조트에 픽업 서비스를 요청해서 리조트 직원이 비행

먼저 서류 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기 활주로 앞까지 VIP 피켓을 들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 정말이

앞으로의 CDTC 진행과 일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으며 각

지 VIP 대우를 받았다.

후보생들의 개인 소개 시간도 있었으며 PADI 스텝들의 소개 시

이미그레이션도 VIP 라인으로 그냥 통과!!!

간도 가졌다. 모두들 7명이 한 팀이었는데 우리 팀은 사우디아

여권만 달라고 해서 직원에게 여권을 주니 알아서 입국 도장

라비아, 캐나다, 칠레, 영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7명이 “소

을 받아 왔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려

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였다. 절제되어 있는 듯 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어디서나

나름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기분 좋은 일인가 보다. 허기로 인해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는데

점심 식사 후 CDTC eLearning Knowledge Reviews 시간을

한방에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간사한 인간의 심성을 여기서

가진 뒤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제한수역 얕은 물 스킬 써킷과

도^^.

레스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레스큐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궁
금했던 사항 등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우리가 지내게 될 푼타카나 리조트와 공항이 같은 회사라는

었다.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더욱 놀란 사실은 리조트 안에 공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은 야외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음료와

항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푼타카나 리조트의 규모에 깜짝 놀

칵테일, 맥주 등을 즐기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

랐었다.

의 장벽은 있었지만 PADI CD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와 스쿠
버 다이빙이라는 공통 관심사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다소 언어

우리가 10여 일을 지낼 리조트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짐

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NO PROBLEM!!!

을 풀고 두어 시간 기다리니 이번에 우리의 통역을 맡아서 해
주실 PADI 아시아 퍼시픽의 영희 선생님이 도착하셨다.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일정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

7월 3일
아침에는 지식 개발 평가 트레이닝 워크숍을 가졌고 점심 식

고 저녁 식사를 하였다.

사 후에는 강사 후보생 상담 교육 후 제한수역 평가 트레이닝과

이제부터 시작이다!!!

깊은 물 스킬 써킷, 레스큐 트레이닝을 하였다. 계절풍과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한된 개방 수역에서 진행된 오후 교육은

7월 1일

약간 힘들었다. 그래도 모두들 매우 열심히 교육에 임하는 자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리조트를 한번 둘러보았다.

들을 보고 “역시 프로답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영희 선생님과 이종문 강사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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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오전에는 강사 개발 기준과 프리스크립티브 티칭 프레젠테이
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가장 궁금해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 열심히들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학구열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대
학 입시 시험장 온 분위기였다. 점심 식사 후 강사 개발 마케팅
파트1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수영장으로 이동 제한 수역 과제
를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나 테스트에 떨리지 않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많이 얼
어 있었고 정신이 멍할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운이 좋아서 인지 다행스럽게도 실수하지 않고 무사히 패
스!!!
지금 생각해도 그때에는 너무나 긴장을 했던 것 같았다. 내
인생 최고의 긴장 모드가 2013년 7월 4일 이었다.
7월 5일

7월 7일

오전에는 강사 개발 프레젠테이션 워크숍과 강사 개발 마케

오늘은 다른 리조트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 개방 수역 프레

팅 파트2를 교육 받았다.

젠테이션 과제 2개 모두를 발표하고 평가도 받았다. 이제는 어

점심 식사는 영화 속에 나옴직한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가

느 정도 익숙해져서인지 처음보다는 현저히 긴장감이 많이 줄

족 휴양소 같은 멋진 별장 형식의 리조트로 옮겨가서 뷔페식으

어들었고 여유도 조금은 생기기 시작하였다. PADI 아메리카의

로 진행을 하였다. 간만에 따사로운 햇살과 시간이 멈추어진 듯

부사장이시며 이번 CDTC의 총 책임자이신 James Morgan 선

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알찬 일정이었다.

생님이 우리를 직접 평가하고 지도해 주셨다.

오후에는 PADI 품질 관리와 위험 관리 워크 샵과 프레젠테이
션 프리스크립티브 티칭 과제 발표와 평가가 있었다. 이것을 준
비하느라 밤을 하얗게 지새웠지만 나름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인 것 같아 매우 기뻤다.

이번 CDTC 기간 중에 아주 감동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
는 PADI 스텝들의 모습이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리조트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교육 시킬 때에 항상 웃음을 잃
지 않고 즐겁게 교육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항상 긍정적인

7월 6일

마인드가 저분들을 저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

오전에는 개방 수역 평가 트레이닝과 하강과 수중 투어 워크

을 해 보았다.

숍이 있었다.
허리케인이 발생했다는 일기 예보가 있어 파도가 장난이 아
니게 일렁였다.
후보생 중에 한 분은 장비를 배로 옮기다가 파도에 출렁거리

7월 8일
오전에는 과제로 지정된 강사 개발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팀 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는 배의 난간에 호흡기가 끼어서 2단계가 탈착되어 바다에 빠

주어진 과제는 PADI 아메리카의 부사장이시며 이번 CDTC

지는 사고까지 있었다. 무사히 개방 수역 평가 트레이닝과 워크

의 총 책임자이신 James Morgan 선생님이 IDC 후보생 역할을

숍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강사 개발 절차에 대한 교육과 IDC

하고 각 팀이 하나의 IDC 센터라 가정하고 James Morgan 선생

프레젠테이션 과제에 대한 평가와 카운슬링이 있었다.

님을 자신들의 IDC 센터로 끌어 들이는 마케팅 기법의 테스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나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였다.

밤을 거의 지새우다시피 해서 몸은 매우 피곤했으나 결과가 상

매일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 전에 모여서 아이디

당히 만족스러워 매우 기뻤다. 이로써 전체의 반이 지나고 있

어를 짜내고, 페이스북에 홈 페이지도 만들고, 로고도 제작하

었다.

고, 다국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PADI CD들이 모여 있는 IDC 센
터라는 것도 홍보하였다. 특히 우리 팀 ‘소주’의 영국인 CD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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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Simon’의 아버님까지 모셔 와서 나이가 들어서도 PADI 강
사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여 우리는
전체에서 2등을 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점심 식사 후 Project AWARE 워크숍을 가진 뒤 강사 개발
연속 교육 프레젠테이션 과제 발표와 평가의 시간이 있었으며

도 나누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매일 젖은 슈트와 교육과 과제 준비로 인한 피곤한 모습들만
접하다가 파티복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성취감으로 가득 찬
여유로운 웃음이 배어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는 이들
이야말로 진정한 프로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옵션으로 PADI 응급 산소 공급자 강사 트레이너 코스가 개최
되었다. 나와 이종문 강사는 이미 라이선스가 있었기 때문에 패

7월 11일

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고 델타항공을 이용하여 미

이로써 CDTC의 대부분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국의 애틀랜타로 출발, 거기에서 4시간가량 체류하면서 인천행
대한항공으로 갈아타고 귀국하였다. 7월 13일 새벽 4시를 즈음

7월 9일

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오전에는 제한 수역 과제 발표와 평가가 점심 식사 후에는
IDC 프레젠테이션 과제 발표와 평가, 강사 개발 연속 교육 프레

격렬하고도 열정적인 10여 일 동안의 일정이었다.

젠테이션 과제 발표와 평가가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많이 느끼고,

연일 계속되는 발표와 평가로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
는 느낌이었고 평가 점수도 만족스러운 점수였다.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아! 내일이면 마지막이다!

그리고 많이 발전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변한 것은 없다.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으며 열심히 하는

7월 10일
오전에는 PADI 코스 디렉터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발표인 PADI 프리스크립티브 티칭 과제 발표와

것 외에는!
“최고”만이 “최고”를 지향하며 “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만
족을 얻으며 그리고 “최고”가 된다.

평가가 있었다.
점심 식사 후 파이널 상담과 코스 전반에 대한 총평이 있었으

Deep in knowledge

며 드디어 고대하던 결과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PADI 코스

Deep in training

디렉터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후보생들의 환호와

Deep in satisfaction

박수, 희열이 어린 웃음과 함성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Deepper Dive, Only for the Best!!!

오후 6시부터 시작된 CDTC 졸업식은 저녁 식사를 겸한 칵테
일 파티였다. 개개인 별로 코스 디렉터 인정증과 라이선스를 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선배를 잘 보필해 주고 열

여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담소

심히 같이 해 준 세부 오션플레이어의 이종문 강사와 물심양면
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때론 질책해 주시고 때론 북 돋
아 주시며 통역에 조언에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까지 채
워 주시려고 애쓰신 PADI 아시아퍼시픽의 영희 선생님에게 진
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
보홀 디퍼다이브리조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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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제주도로 옵서예!
(주)JS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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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JSA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지역의 해양성 기후에 속해 1년 내내 따뜻합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여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이에스에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643번지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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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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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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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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October Diving Society Diary

제8회 동해시 전국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1~13일)

1

2

2 SDI.TDI.ERDI 국제 본부 회의 참가

3 SSI 프리다이빙 업그레이드 코스 개최예정

3

4

4

5 BSAC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과정 개최(5~6일)

5

6

6 DEMA SHOW(미국 올란도, 6~9일)

7

7 CMAS 친목다이빙(7~11일)

8

8

9 KUDA 수중정화 활동(울진 봉평항)

9 SDI.TDI.ERDI 멕시코 동굴다이빙(9~17일)

10

10

11 CMAS 고성 다이빙 페스티벌(11~13일)

11

12 BSAC 트윈세트 다이빙 숙달과정 실시(12~13일)

12

13

13 CMAS 강사강습회(14~21일)

14

14 BSAC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14~18일)

15

15 

16 BSAC 트윈세트 다이버 과정(16~17일)

16

17 CMAS 씨마운트 다이빙 강사 교육

17

18 CMAS 장비전문가 강사 교육

18

19 PDIC-SEI 수중촬영 지도자 과정(19~20일)

19 BSAC 필리핀 보홀의 팸투어(19~24일)

20

20 최상학 수중사진 개인전(20~24일)

21

21

22

22

23 PDIC-SEI 나이트록스 잠수 지도자 과정

23

24 

24

25 PADI 강사시험(25~27일)

25

제주도 서귀포시 바다올레 축제(25~27일)

BSAC 울진 난파선 다이빙 축제

26 CMAS 구조잠수 강사 교육(26~27일)

26 BSAC 수중사진 공모전 마감

27

27

28

28

29 PADI 강사 시험 (29~9/1일)

29

30

30

31
격월간

11월 November Diving Society Diary

1 IANTD 강사 갱신(1~12.31일)

Diving Inside

동부산대학교 산업잠수과 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단체 정기구독 협약을 체결
동부산대학교 산업잠수과(학과장 박재운)는 본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와 스쿠바다이버 지의 단체
정기구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지는 동부산대학교 산업잠수과에 소속된 학생 100명에게
정기구독을 위해 2013년 9/10월호부터 앞으로 2년간 잡지를
공급하게 되었다.

제주도 민주당 소속의 강창일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킨스쿠바 다이빙 금지구역 지정 및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바 다이버의 수송을

킨스쿠바 다이버의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 및 채취에 따른 어민들과의 마찰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수상레저 활동

시 갑)은 8월 7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에 스킨스쿠바 다이빙을 포함시키고,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당 지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체장이 스킨스쿠바 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범위에 스킨스쿠바 다이버를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낚시어

위한 운송을 포함했고, 다이빙 시 다이빙 깃발 게양, 타선박의 접근 금지 등

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바 다이버 운송행위는 불법이 됐다. 하지만 현행 ‘유

안전운항 의무기준 등을 강화했으며, 다이버의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하

선 및 도선 사업법’ 법령에 근거해 유도선으로 스킨스쿠바 다이버를 운송하

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킨스쿠바 다이

기에는 각종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유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바

버의 낚시어선 수송을 합법화하는 것 이외에도 낚시를 하려는 승객과 잠영

다이버의 수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킨

을 하려는 승객을 함께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스킨스쿠바 다이

스쿠바 다이빙 금지구역 지정 및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건

버를 운송할 때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를 보다 강화해 사고를 미연

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어

에 방지토록 했다. 또한 스킨스쿠바 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스

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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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책을 펴낸 황선도 박사
고등어는 왜 등이 푸를까? 그 흔하던 명태는 왜 더 이상 잡히지 않을까? 넙치와 가자미는
눈이 왜 한쪽에 몰려 있을까? 뱀장어는 왜 회로 먹지 않을까? 자연산 복어에는 독이 있는
데, 왜 양식한 복어에는 독이 없을까?
■ 지은이 소개

한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어 보았을 것이다. 30여 년간 어류를 연구해 온 ‘물고기 박사’ 황선
도의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는 이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물고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 책이다.
1월 명태, 2월 아귀, 6월 조피볼락과 넙치 등 1년 열두 달에 맞춰 매월 가장 맛있는 제철 물
고기를 선정하여 생태는 물론 이름의 유래와 관련 속담, 조사 현장에서 겪은 재미난 일까지
맛깔나게 들려주는 이 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바닷물고기를 다룬 첫
교양서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은이 황선도는 30년간 우리 바
다에 사는 어류를 연구해 온 ‘물고
기 박사’이다.
고등어 자원 생태 연구로 박사학
위를 받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을
거쳐 현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물바람숲’에 ‘생생 수산물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 조사 가는 길에서 마주친 풍광 좋은 우리
섬과 그곳에 사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쓸 계획이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자 교체
울진군 - (주)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 8월 22일 (주)언딘(대표 김윤상)과 3

(주)언딘은 심해 구조물 및 오프쇼 오일 & 가스 생산용 해양 플랜트 시

년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 신재생 해양에너지 발전 플랜트 시공, 해양구난 및 해양장비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오프쇼 해양 엔지니어링 & 시공 전문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 147억 원의

기업이다.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5121㎡의 규모로 센터 내에는 다이빙 교육 전
용 풀장과 숙박시설, 강의실, 회의실, 식당, 오락실 등의 시설이 구비돼

2013년부터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주변에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시설, 거

있어 200여 명의 교육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잠수병 치료를

북초 해양테마파크 수중경관시설, 상징조형물 설치, 오토캠핑장 시설 등

위한 고압챔버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을 통하여 복합 해양레포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첫 오픈 때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이 센터를 위탁받아

(주)언딘은 센터 운영 다각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스킨스쿠바 프로

운영해 온 위덕대는 대학내 레저스포츠학과 등 사회체육학부 전문 인

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키

력과 지난 2년간 센터 운영을 통한 노하우가 많지만, 이번 계약의 입찰

고, 바다 래프팅, 윈드서

경쟁에서 탈락했다. 위덕대는 효율적인 레포츠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핑, 비치 스포츠 등 다양

위해선 울진군으로부터 1년에 4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안을 제시

한 신규 레포츠 프로그램

했으나, 울진군의 보조금은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센터 임대료를 내겠

도입을 추가적으로 검토

다는 (주)언딘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위덕대 측은 “지난 2년 동안 위탁

하여 이용객의 폭을 확장

운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센터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납득

고 있다.

할 수 없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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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형제섬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오는 10월 25~27일까지 3일간 열려…
이번에 열리는 바다올레 축제는 그동안 통제되었던 형제섬 일원에
있는 수중동굴아치, 바다숲 생태조성지, 체험어장 등을 축제기간
동안 개방하여 바다올레의 수중생태와 해양체험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사상 최초의 바닷속 수중행사인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를 성공적으
로 개최한 바 있는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욱 내실 있는 바
다올레 축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수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
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천혜의 바다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국토 최남단 형제섬과
사계항 일원에서 10월 25~27일까지 3일간 바다올레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

사진 / 김기준

다. 특히, 그동안 통제되었던 형제섬 일원에 있는 수중동굴아치, 바다숲 생태
조성지, 체험어장 등을 축제기간 동안 개방하여 바다올레의 수중생태와 해양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바다올레 축제 축하공연, 수중 형제섬 바다올레

체험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품전, 스쿠버다이버 체험(형제섬, 수중동굴아치, 바다 생태숲)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녀체험, 어울림마당, 바다사

그리고 형제섬과 사계항 일원에 있는 수중동굴아치, 생태숲 조성지, 체험어장

랑 사생대회, 바다올레 걷기행사, 카약,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해양레저

에 스쿠버다이버들의 이동에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

체험을 마련하고 있다.

도록 유어장관리선을 이용한 수송과 수중체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확보
에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행사는 수산자원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
리공단 제주지사』(지사상 김대권)의 수중생태 수족관 전시와 예산 등 적극

『꿈과 희망이 있는 제주바다 속으로』 라는 슬로건하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연산호의 수중생태 환경조성의 기능과 수산자원 조

서귀포시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주최하고,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 위원회

성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서 주관하며, 18여 년 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형제섬 바다올레길 탐방
을 위해 도내외 스쿠버다이버 600여 명이 참여하고, 해녀체험, 바다사랑 사생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 바다올레 축제는 매년 색다른 수중 바다올레

대회 등 일반인과 함께 총 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방과 해양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테마상품으로 타 축
제와 분명하게 차별화될 것이며, 이 행사를 계기로 수중체험 관광 활성
화라는 부가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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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바닷물,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 오염수 영향 없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에 일본과 인접한 해역 6개 정점의 해수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미량 검출(최대
0.00190Bq/kg)되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평균치 이내로 검
출되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립수

요즈음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에 “혹시 방사능에 오염

산과학원 자체적으로 연안과 EEZ 해역에서 채취한 어류를 조사한 결과에서

된 바다에서 스쿠바다이빙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많은 것 같다.

도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수부에서는 원전 오염수가 우
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감안하여 기존에 27개 정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바닷물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

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국원자력안전위

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의 수산물과 바닷물

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최남단 동중국해역 4개 정점은 월2회, 울릉도인근 중북부해역 2개 정
점은 월1회로 검사를 강화
후쿠시마 원전 (사진출처 : http://cryptome.org)

한다. EEZ 근접 제주도 남
부해역을 포함하여 우리나
라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
자원에 대한 방사능 모니
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는 등 방사능 오염수가 우
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강화 표층해수시료 추가 채취 정점

아시아 지역 등
여행시 콜레라 주의 당부
올해 첫 해외 콜레라 환자 확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내국인
한 명이 콜레라 환자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처음
으로 확인된 콜레라 해외유입 사례로, 최근 3년간 총 11명의 콜레라 환
자가 해외유입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 내국인은 지난 18일 델리를 출발,
당일 국내 입국시 검역조사 과정에서 검체 검진을 통해 발견되었다. 국
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오늘 동 환자의 검체를 통해 비브리오 콜레라
오가와형(V. cholerae O1, Ogawa)으로 최종 확진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콜레라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동승했던

콜레라 질병 개요
■콜레라
-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후 대체로 24시간 이내
에 쌀뜨물과 같은 설사와 구토가 생기는 수인성 감염병임
-	보통은 무증상 감염이 더 흔하고, 가벼울 경우 다른 증상 없이 설사를 하기도
하나 심한 경우 오심, 구토와 함께 급성설사가 시작되어 빠른 탈수 증상이 나타
나며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2~3시간 안에 탈수와 쇼크로 사망할 수 있음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주로 어패류 등의 식품매개로 전파되나,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
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
■전염기간
-	환자는 균 배출기간이 회복 후 약 2~3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유행의 큰 구실을
못하지만, 보균자는 수개월 이상 균을 배출할 수도 있음
■잠복기
- 6시간~5일(대체로 24시간 이내 증상 발현)

일행(2명)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통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항공사(인도국적) 측에는 기내 소독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

해외여행 중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

다. 현재 인도는 콜레라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검역강화 중이다. 질병

■용변후, 식사전 평소 철저한 손씻기
■끓인물, 생수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해산물 등은 완전히 익혀 먹기
■가열음식 섭취 및 위생상태가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기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시에는 검역소에 입국후에는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기

관리본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행객들에게 자주 손 씻기, 끓
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완전히 익힌 음식 먹기 등 개
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질병관
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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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이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로 하루 더 쉬는
제도가 없어 아쉬워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경우
에는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이른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 설·추석 등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

대상은 물론 관공서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

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해 대

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하루를 더 쉬게 된다.

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내년 추석의 경우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내
년 설 연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일은 법정공휴일
이 아닌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3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내년 추석 연휴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한 다이버들
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황금연휴가 되어 장거리 해외 다
이빙 투어도 가능해졌다”고 기뻐했다.

해양수산부,

독도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 나서

▲ 2014. 9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8월 19일 독도 주변 해역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사업은 독도주변 수심 30m 이내의 해역
100ha를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45일간 시행된다.
현재 독도 주변에는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그물 및 폐로프와 공사 후 버려진 폐
기자재 등 약 30톤의 수중에 침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수
거한다.
해수부는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어업인 홍보방송
을 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도 주변해역 해양쓰레기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협조하여 어업인 대상 쓰레
기 해양투기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폐어구 투기 근절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성식 해양보전과장은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자 자
산인 만큼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깨끗한 독도를 가꾸는데 지
속적해서 관심을 두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을 통해 시행하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26톤을 수거한 바 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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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 김성철 씨의 「군무」

제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발표
「천재법」수중사진가 동상 수상
(재)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부식)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해양경찰청과 산하기관이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이 9월 11일 오전 11시에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해양사진대전은 지난 5월 16일 ~ 7월 19일까지 65일간 공모를 통해 총 3,022점의 사
진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4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최고의 영
예인 대상(국무총리상)은 「군무」의 김성철 씨, 금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소방훈련」의 박권수
씨가 수상하게 된다. 수중사진가로서 천재법 씨의 「대형산호와 다이빙」이 동상을 받았다. 대상(국
무총리상)으로 선정된 ‘군무’(김성철 作)는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돌고래들이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으며, 돌고래 떼의 역동적인 유영 모습을 순간 포착한 작품이다.
심사 결과 청정바다의 복원과 돌고래의 회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맑고
깨끗한 바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상(해양수산부 장관상)으로
선정된 ‘해양소방훈련’(박권수 作)은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부산항만소방서의 소방
정 2대(부산 705, 부산 706호)가 화재를 대비하여 실시한 가상훈련이 실전을 방불케 한 점과 소방
정 두 대에서 뿜어지는 물줄기의 구도를 잘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순화 심사위원장(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은 심사평을 통해 ▲역대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에서 보이지 않았던 창의적인 소재, ▲해양을 사진에 담는 개성 있는 시각, ▲바다를 바라보는 독
특한 가치관을 이번 대전의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대상에는 상장(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 원, 금상에는 상장(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은상 2명에게 상장(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각 200만 원, 동상 6명에게는 상장(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한
국선주협회 회장상,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상)과 상금 각 100만 원, 입선 39명에게는 상장(한국해
양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역, 공항, 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
설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
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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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천재법 씨의 「대형산호와 다이빙」

최상학,
오는 11월에 수중사진 개인전을 개최한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다이빙사이트에서 수중사진 작업을 해온 CMAS 최상학 트레이너는
그동안 작업한 수중사진을 모아 수중사진집 발간과 함께 오는 11월,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학 트레이너는 국내의 촬영대회와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수중사진 그룹전은 여러 번 개최하였지만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기간

11월 20일(수) ~ 24일(일)

오 프 닝 2013년 11월 20일(수) 오후 7시
장

소

서울 메트로 미술관 2관 (3호선 경복궁역내)

최상학
약력
- CMAS KOREA TRAINER
- 서울메트로 재직
수상경력
2003. 10. 23

제14회 한국수중사진촬영대회 광각부분 은상

2006. 10. 23

제17회 한국수중사진촬영대회 광각부분 동상

2006. 11 .4

제1회 동해시수중경관촬영대회 동상

2007. 3 .2	제3회 수중사진공모전(국민생활체육스킨스쿠버연
합회) 금상, 은상, 동상
2007. 7. 9

제1회 해양사진대전 가작

2007. 10. 14

제2회 동해시수중경관촬영대회 금상, 은상

2007. 11. 4

제18회 한국수중사진촬영대회 은상, 동상

2009. 5. 3

제20회 한국수중사진촬영대회 동상

2010 6. 28

제2회 제주문화유산국제사진공모전 입선

2011. 6	제21회 한국수중사진촬영대회(초대작가부문) 금상
2011. 9. 7	2011년 서울메트로미술대전(사진부문) 최우수상
2012. 3. 2	제3회 제주세계7대경관선정기념제주국제사진
공모전 입상
2012. 7. 8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국민생활체육
전국수중사진촬영대회(양양) 은상
2012. 8. 12

2012년 서울메트로미술대전(사진부분) 특선

2012. 8. 31

제7회 해양사진대전(수집부분) 입상

2012. 10. 14

동해시수중사진촬영대회 금상

2013. 4. 14

세계수중사진촬영대회(CUBA) 참석

전시회 개최
2005 ~ 2011 해사인 수중사진전(그룹전)
2008. 11. 1~6 릴로안 3인전
2009. 7. 13~ 9. 17 국내 5대공항 순회전(3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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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지난 9월 7일 토요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 위
치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PADI 스페셜티 다이빙 축제를 매우 성황
리에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PADI 다이브 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PADI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다이빙 투어를 즐기며 2013년의 성취를 돌아보는 시
간과 PADI 다이버들께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스
페셜티 코스 및 연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PADI 멤버의 비지니스 증대
와 제주도의 PADI 리조트 및 다이빙 포인트 홍보 그리고 제주 지역 다이
빙 리조트 비지니스를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하 다이빙 장비업체
의 많은 협찬이 있었으며, 총 가격 73,000,000원 상당의 상품들이 PADI
스페셜티 다이빙 축제 참가자에게 상품으로 전달되었다.
이벤트 전일부터 쾌청하지 않은 날씨 관계로 다이빙 투어 일정에 대한 우
려가 있었지만, 바다 컨디션이 좋아져 모든 다이빙 투어가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오후 6시부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행사를 위해 참석한 Mark
Spiers “마크 스파이어스” (Director, Sales & Field Services)씨의 축제 오
픈닝을 시작으로 쾌적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전국에서 556명의
PADI 다이버들과 가족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5층 탐라홀에 마련된 디
너 뷔페를 즐기며, 축제 한마당을 만끽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7시 30
분부터 시작된 참가자 장기자랑은 개그맨 이재형씨가 진행을 맡아 참가
전원에게 활기찬 시간과 웃음을 선사하였고 개인 및 단체 장기자랑을 통
하여 참가자 모두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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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PADI 스페셜티 코스 어워드로 2013년 가장 많은 PADI 스페

1. 개회사 - Mark Spier
2. PADI 센터 시상
3. 장기 자랑 단체 - 제주 바다 하늘
4. 정찬, 이장우, 하재숙, 유승재, 유재철
5. 행운권 추첨
6. PADI 최연소, 최고령 다이버 수상

셜티 다이버 코스를 마친 다이버로서, 행사장에 C-card를 소지한 다이버 3분이 경합을 통하여
멋진 장비를 수상하였고, 이번 축제에 참가한 모든 PADI 강사님들 중 3분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
품을 직접 협찬사로부터 수여 받았다. 그 밖에도 PADI 아템을 포함한 많은 수의 푸짐한 경품들이
추첨을 통하여 이번 축제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께 골
고루 전달하여 기쁨을 배가하였다.

▼ PADI 다이빙 페스티발 협찬업체 명단
업체명

대표전화

팩스

홈페이지

1

(주) 거천 시스템

(02) 374-8402

(02) 374-8402

www.divegiant.com

2

디퍼 다이브 리조트

070-7667-7641

www.deepper.co.kr

3

레드씨 다이브 팀

20-10-498-7471

아시아 퍼시픽, 시니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기획·

www.redseadive.net

4

(주) 마린뱅크

(02) 2297-5006

진행하였으며,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5

마레스 코리아

(02) 588-0970

(02) 587-0392

www.mares.co.kr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봉사를 하여주신 이하

6

모비스

(031) 763-8272~5

(031) 763-8271

www.mobbys.net

의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7

문라이트

(064) 733-7553

8

마린파크

(064) 792-7776

9

엑스 딥

070-4820-5596

070-4820-5597

www.wsetrade.com

10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02) 778-4981~3

(02) 778-4984

www.scubamedia.co.kr

11

스쿠버텍

(02) 6080-4901

(02) 412-2770

www.scubatec.co.kr

12

(주)우정사

(02) 430-0678

(02) 430-0838

www.woojungsa.co.kr

13

오션플러스

(02) 477-4800

(02) 477-4646

www.liquivision.co.kr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PADI 제주 스

14

아이눈 스쿠버

(02) 2202-2110

페셜티 다이버 축제를 위하여 많은 협찬을 해주신 각 협

15

아피아

(02) 484-2864

16

올림퍼스 코리아

1544-3200

(031) 8007-1390

www.olympus.co.kr

17

(주)테코

(031) 776-2442

(031) 776-2444

www.tecko.co.kr

18

트라이포스

1588-4446

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19

하나 플라자

(02) 478-8951

(02) 478-8951

www.hanaplaza.net

말씀을 전하였다.

20

헬시온 코리아

(02) 929-0858

(02) 922-6823

www.halcyonkorea.net

21

포스 엘리먼트

(02) 423-6264

(02) 423-6265

www.nbdivers.com

이번 축제는 김부경(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지역 매
니저), 김산(한국 지역 컨설턴트), 영희 하니스(PADI 아시
아 퍼시픽, 한국 멤버 연락관) 그리고 Sharon Loh(PADI

· 이달우 –	PADI 마스터인스트럭터
아이눈스쿠버 대표
· 노현창 – PADI 다이브마스터 & 트라이포스 대표

찬사 대표님들과 자원 봉사자 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주신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PADI 프로페

www.scubapro.co.kr

www.moonlightss.com
www.marinepark.co.kr

www.afia.kr

www.trip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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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15
7. 넵튠 다이브

16
17

8. 다이버스 에듀
9. 다이브 컴퍼니
10. 루씨 다이빙
11. 수원 여자 대학교
12. 오션 플레이어
13. 인투 다이브
14. 탑 스포츠
15. 피에스아이 스쿠버
16. 게임 이벤트 진행
17. 장기 자랑

온라인으로 스쿠버다이버를 배워보세요
온라인 PADI 오픈워터다이버 코스가 한국어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이빙을 배우는 과정이 정말 편리해졌다. 온라인 PADI 오픈워터다이버 코스의 지식개발 부분을 여러
분들의 집, 사무실 혹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다. PADI
eLearning은 휴가를 위해 어디론가 떠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특히나 실용적이다. 여러분들이 여행
을 떠나시기 전에 어디에서든,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스스
로 이론을 습득하시면서 다이빙 준비를 위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다.
편리함을 강조하는 PADI eLearning은 바쁜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더욱 손쉽게 다이빙 교육을 접하고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인터넷에 접속해 쉽게 시작해보신 후 여러분들이 선택한
PADI 다이브센터나 리조트에서 나머지 교육을 이어가시면 된다. 웹을 기반으로 한 상호교류형 프로그
램을 통해 보고, 듣고, 읽는 교육환경을 접함으로써 이론을 손쉽게 익히고 여러분이 선택한 PADI 다이
브센터 혹은 리조트에서 실질적인 기술훈련을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합
한 옵션을 선택해보세요. PADI eLearning은 여러분들이 PADI 다이브센터나 리조트에 더욱 쉽게 접촉
하고 여러분들의 교육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다.
▶ PADI eLearning 을 선물하세요!

1. www.padi.com/elearning 에 접속하세요.
2. 원하시는 코스를 선택하고 등록하세요.
3. PADI 다이브센터를 선택하세요.
4. 여러분들의 온라인 모험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에 대해 더욱
알고싶으신 분들은 www.padi.com/elearning
을 방문해 주세요.

www.padi.com/elearning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PADI eLearning 패스를 구입해 선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을 시작하도록 돕고 즐거운 다이빙 추억을 함께 쌓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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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안내 Diving Resort of Philippines
San Pascual

루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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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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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Pe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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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bag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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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라카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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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lo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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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a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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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Dumaguet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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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손지역
① 바탕가스 아닐라오

•DIVE 7000 리조트
(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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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7563-3489
070-8234-6200
63-32-480-9039(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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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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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대웅슈트 / 마레스 소식
2013 오리발 부문
Testers’ Choice- 마레스 꽈뜨로 +
아반티 꽈뜨로는 신속한 방향 전환이 쉬운 오리발로
정평이 나있고, 튼튼한 재질로도 유명하다. 그러한
장점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딱딱한 오리발 애호
가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거기에 마레스는 블
레이드 소재로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여 좀 더 유
연하게 만들었다. 수중에서 발차기를 할 때 유연
성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꽈뜨로
+가 수중에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추
진력 있는 발차기를 하는 동안, 블레이드의
딱딱한 가장자리가 힘을 전달한다. 꽈뜨로+
는 올해의 테스트와 실제 다이빙에서 최고의 스
피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테스트 다이버들은
꽈뜨로+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방향 조종이 매우
용이하고, 모든 발차기 유형에서도 효과적이라는 평
가를 내렸다.
패들핀 부문에서 올해의 Testers’ Choice로 선정된 꽈뜨로+는 딱딱한 오리
발의 팬에게 박수를 받는 진정한 명품 주연이라 할 수 있겠다.

MARES LAB Technical Seminar EXPERT
7월 20~22일까지 마레스 코리
아에서 마레스랩 테크니컬 세미
나가 잠실 스쿠바인포에서 열렸
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 장비에 대한 A/
S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이다.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며 일반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 과정과 다이빙샵 및
강사분 들을 위한 어드밴스드 및
익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 한 과정씩 진행되고 어드밴
스드와 익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 7명 이하로
수강인원이 제한된다.
다이빙샵에 신청하실 경우 다이빙샵에서 마레스 코리아에 신청하여 해당
샵에서 진행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마레스 코리아
가 진행한다. (3일간의 교육비는 15만 원이며 식대 및 별도의 수리용 공기
통, 세미나실 비용은 불포함이다.)
이번 세미나는 다이빙 장비이론과 실기를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가
자는 스쿠바인포 윤병혁, 박선경, 강창식, 다이브포 이영일 강사님이 참가
하였다.
주말도 반납하고 3일간의 실습과 반복을 통하여 시험에 처음 응시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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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있었으며 재시험을 보신 강사님도 있었고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한 분
도 계셨다.
지금까지 230여 명의 세미나에 참가하여 150여 명이 합격했으며 재시험을
통한 합격자를 포함한 참가인원이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 3일차 과
정을 재수강을 통해 다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랩세미나 자격증을 획
득하면 마레스 A/S 메뉴얼과 전용공구를 살 수 있고 구입했을 경우 공식적
으로 마레스 장비에 대한 지정점이 된다. 2년에 하루씩 업데이트 교육을 받
으시면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당진 스쿠버라인 랩세미나
당진 스쿠버라인에서 마레스 랩세미나가 2013년 8월 30일 ~ 9월 1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스쿠버라인 윤병하 사장님과 김희권 강사님, 이삼봉 강
사님, 김익근님이 교육에 참가하셨다.
샵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님들 만에 교육이어서 첫날부터 화기애애한 교육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1일 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에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
든 분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2일 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기가 대부
분이어서 흥미를 느끼고 교육에 참가하셨다. 3일 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
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다. 3일 교
육 동안 장비에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움에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3일 동안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주신 사장님들과 강사님들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다이빙풀

(주)테코 소식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순토 압력계 호스 리콜

상시개장
365일 24시

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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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있다. 제품의 표시를 확인하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2012년 11월 ~ 2013년 7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들의 압력계 고무 호스
에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호스를 사용하
시면 호스의 파열 등으로 인해 심

시어 당사에서 무상으로 교환받으
시기 바란다.
- 제품 대상 : 압력계 호스가 장착된 제품 중 2012.11월 ~ 2013.7월 생산품
(코브라, 코브라3, CB303/503/302/502 등 아날로그 게이지)
- 확인방법 : 호스에 “1812” 표시
- 조치 : 무상교체
- 방법 : 방문교환 또는 택배교환(택배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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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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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3~14일 동해 “백도” 투어

■ 보홀 어린이 돕기 자원봉사 활동

육생들의 모임인 “CRAZY DEEPPER” 회원들이 장태한 강사가 PADI 코스

지난 2013년 8월 7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

디렉터가 되어 한국에 귀국하는 시점에 맞추어 동해 “백도 수중”으로 다이

에서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속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과 서울의

빙 투어를 다녀왔다. 13일에 두 번의 다이빙을 마치고 저녁에는 귀국 환영

“노마 다이브” 센타와 같이 “보홀 팡글라오 어린이 돕기 자원봉사 활동”이

회 겸 축하 파티를 가졌다.

있었다.

회원들은 서로의 정성을 담아 마련한 만년필을 장태한 강사에게 전달하였

8월 6~9일까지 “노마 다이브” 센타의 펀 다이빙 투어 중 기획되어진 이

으며, 이 만년필로 1년에 50명 이상의 강사 인정서에 사인하기를 기대한다

행사는 한국에서 미리 정성껏 마련하고 준비한 학용품, 옷가지, 신발, 운동

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용품 등을 보홀 팡글라오 다오롱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디퍼 다이브”의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열정적인 강사 교육을 기대해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본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깃든 사랑과 감사의 미소가 잊혀지지 않는 작지만 큰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강사 교육을 희망하

의미의 행사였다.

시는 강사 후보생들은 홈페이지 www.deepper.co.kr이나 인터넷폰 070-

지난 4월에 열린 “디퍼 다이브 리조트”와 “노마 다이브” 센타, 주식회사 SK

7667-9641로 문의하기 바란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교육을 받은 교

Planet의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인 “그랑블루” 회원들에 의한 봉사 활동에
이어,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매우 뜻 깊은 두번째 봉사 활동이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인
리조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PROJECT AWARE 비치 클린 업 활동
지난 8월 8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새가족!

비치 클린 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 새로운 가족이 영입되었다.
PADI 강사이며(#308978), PADI 텍50 다이버이기도 한 이재한 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세부 막탄에서 이미 강사 활동의 경험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깊은 다이빙
지식과 롤 모델적인 다이빙 스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성적인 면에서
“디퍼 다이브”의 장태한 대표의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이다.
7월 중순경부터 교육에 투입되어 벌써 8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이
재한 강사의 “디퍼 다이브”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디퍼 다이브가 위치한 팡글라오섬 다나오 비치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목
적으로 버려진 폐그물과 폐타이어 그리고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행사
로 진행되었다.
이번 비치 클린 업 행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학
생들과 서울의 “노마 다이브” 센타와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거 작업과 환경 보존에 대한 열정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문화 시민 의식과 환경
보존 의식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주기적인 환경 보존
교육과 활동을 기획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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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

굿다이버 리조트 소식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	7월 28일에 제3차 I.D.C(INSTRUCTOR DEVELOPMENT COURSE)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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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되었다. 송규진 코스디렉터의 주관하에 최숙진, 오아네스강사가 스텝
인스트럭터로 참여하였다.
■	8월 22일에 제4차 I.D.C(INSTRUCTOR DEVELOPMENT COURSE)가 진
행되었다. 황진훈 코스디렉터의 주관하에 강동완, 조정애님이 참여하였다.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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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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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eLearning Workshop 2013
PADI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트랜드에 발맞추어 다이빙 교육을 위한 또하
나의 옵션으로써 eLearning을 디자인 하였으며, 2013년 올해 eLearning을
통한 한국어버전의 오픈워터 다이버코스가 출시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센터장들과 강사들을 대상으로 eLearning 워크샵을
개최하여 eLearning의 취지, 철학을 비롯해 관리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서울, 대전, 대구, 제주에서 개최된 본 워크샵에는 각 지역의 대표 센터장님
들과 강사님들이 참석하여 이러닝의 활용방법 및 국내 시장반영을 위한 추
가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양한 학습스타일이
요구되는 다양한 학생다이버에게 적절하게 적용하여 다이빙 교육시장의 또
다른 트랜드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 서울 워크샵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의 PADI 멤버들을 위한, 레스큐 워크샵을 2

- 장소 : 8월 7일

회에 걸쳐 이하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 날짜 : 서울시립대, 미래관 605호

이번 레스큐 워크샵의 진행은 영희 하니스와 김부경 씨가 하였으며, 총 24

- 시간 : 오후 6시 ~ 오후 9시까지

명의 PADI 멤버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 8월 31일
•서울 잠실 실내 수영장 : 9월 4일
이번 레스큐 워크샵의 주 목적은
•PADI 강사들의 레스큐 시범 스킬 수준 향상으로 자신감 키우기
•수면에서 포켓 마스크 사용하여 구조 호흡 시범하기와 구강 대 구강 호
흡 시범하기
•구조 호흡 중에 장비 제거하기를 시범하기
이번 레스큐 워크샵에는 우광주, 김수현, 정선영, 허성표, 이정환, 김동현,
노준영, 김연식, 이현석, 김점원, 김형기, 이정섭, 박민후, 박준우, 이승우, 설

■ 제주워크샵

재호, 김용식, 김흥덕, 이태영, 이상연, 박주형, 박준희, 황욱, 김광오 강사님

- 장소 : 마린파크(화순)

들이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안전한 PADI 레스큐 코스 강

- 날짜 : 8월 12일

습을 다이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시간 : 오후 6시 ~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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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워크샵

•2013년 6월 7~9일

- 장소 : 유성 장애인 종합 복지관, 1층 세미나실

- 참가자 : 김점원, 조춘식, 서강보, 조은숙, 간원현 황준호, 배동유, 김일규,

- 날짜 : 8월 20일

서정오

- 시간 : 오후 6시 ~ 오후 9시까지
•2013년 8월 30일 ~ 9월 1일
- 참가자 : 황욱, 박준희, 이상연, 박주형, 이태영, 이정환, 김형기, 노준영,
김동현, 이정섭, 박민후, 박준우, 우광주, 설재호, 김용식, 김흥덕,
이승우, 정선영, 김수현, 허성표, 김연식, 김점원, 김광호, 김지웅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퀄리티 높은 다이버
교육에 큰 역활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
내며, PADI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을 배출
한 강정훈, 정상우,김시광, 김수열, 송종윤, 김진관, 이호빈, 김영준, 이종문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
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 대구워크샵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그리고 울진

- 장소 : 대구 보건전문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복지관

잠수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 날짜 : 8월 22일

을 전한다.

- 시간 : 오후 6시 ~ 오후 9시까지

PADI 강사 시험
2013년 8월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

신규 다이브센터 안내
■ 걸스쿠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지난 8월 이하의

걸스쿠바 PADI 다이브센터는

스케줄로 2 번의 PADI 강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2013년 6월 6일에 새롭게 오픈하

이번 강사 시험의 진행과 평가는 영희 하니스와 김부경 씨가 하였으며, 총

였다. 젊고 패기가 넘치는 PADI 강

33명의 강사 후보생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사진들로 운영해나가는 걸스쿠바
다이브센터는 스쿠버다이빙 교육
을 제공함과 동시에 바다속 재미
와 탐험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
게 해준다. 걸스쿠바 다이브센터
는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스킬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응급처치교육(EFR)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관공서, 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코스를 제공하며, 응급처치교육에 있어서도 FUN & RUN을 모토로 재
미를 선사한다. 스쿠바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재미를, 이미 스쿠바를 하시
는 분들은 걸스쿠바 다이브센터와 함께 더욱 향상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스쿠바다이빙은 숨을 쉬는 일상과 같습니다.
그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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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표 : 김수진

과 돌고래와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돌핀 다이빙 프로그램이 있

-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3 도원빌딩 201호

으며, 길이 25m, 폭 10m, 수심 4.5m의 다이빙 전용 교육장을 갖고 있고,

- 전화 : 02-3432-0306

PADI 전 과정을 교육한다. 수중 대형아치 및 주상절리, 연산호 등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화순 쌍굴(제1호 바다올레)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다이
버들에게 환상적인 제주의 바다를 소개한다.

■ 고다이빙
고다이빙과 함께라면 다이빙의 ‛ㄷ’

- 대표 : 김형태

자도 모르는 다이빙 문외한부터 강

-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132

사, 테크니컬 프로 다이버까지 누

- 전화 : 064-792-7777

구나 다이빙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더 높은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수

■ 미스터다이버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딱딱한 교

편안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센타로 인식이 되길

육만을 진행하기 보다는 가족처럼

바란다.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이브 샵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회원 간

- 대표 : 채용병

의 친목을 장려하고 다양한 게임 스포츠 등 교육 외 활동을 함께 즐긴다. 검

-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2동 가든5라이프, 테
크노동 4151호

증된 5스타 IDC 센터로 전문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안심하고 교육을

- 전화 : 010-2291-6364

받을 수 있다. 1:다수 인원 교육 시스템의 하향평준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1:1 교육, 1:2 교육의 소수 정예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개인 특성을
고려한 특별 지도를 통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여 수준 높은 다이버 배출
■ 블루웨일

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표 : 임용우

부천에 새로 오픈을 한 블루웨일

-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남곡빌딩 931, 패션플러스타운 305호

다이브센터는 "열정과 최선 그리

- 전화 : 031-261-8878

고 감동으로 보답하는 푸른고래"
라는 슬로건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다이브포
스쿠바 프로, 마레스 리페어 교육
LV-2 획득했으며 현재 오버홀 등

- 대표 : 정 현

장비수리가 가능하다. 윌리스 보험

-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3, 서해상가 205호

가입센터이며 현재 하나프라자와

- 전화 : 010-7114-2405

함께 스쿠버장비 풀셋 렌탈 서비
스 진행 중이다. 많은 교육생을 확

■ 수원여자대학교

보하고 있으며 항상 즐겁고 행복한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센터이다.

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은 스쿠

- 대표 : 정주환

버 다이빙산업을 포함한 해양

-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4-17

관광레저산업에서 즉시 활동할

- 전화 : 010-7107-2617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
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해
양관광레저산업 전공에서는 2

■ 딥블루퀘스트

년간의 교육기간 동안 전공과

- 대표 : Russell W. Krogh
- 주소 : 경기 파주시 금촌2동 장미아파트 201동 405호

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급, 스쿠버 다이빙 강사,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 전화 : 031-944-8309

요트 조정 면허, 응급처치 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전공과정과 연계하여 특별과정으로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과학 잠수사 과정을 개설하였고 부전공

■ 마린파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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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화순에 위치

과정으로는 수중촬영 및 모델, 아쿠아리스트, 아쿠아로빅 강사과정을 개설

한 (주)마린파크가 PADI DIVE

하였다. 현재 국내·외 50여개 해양관광레저 산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였

CENTER로 등록되었다. 마린파크

고 해양관광레저전공 과정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 등을 거쳐 바로 국내·외

는 국내 유일의 돌고래 체험관으로

다이브센터나 리조트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및 지원을 해주고

써, 단순히 보여주는 곳이 아닌 돌

있다.

고래와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서

- 대표 : 박성수

숨쉬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이다. 조

-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련사 체험, 스위밍 체험, 태교 체험

- 전화 : 031-290-8254

■ 샤뜰레리조트
chatelet dive 는 지중해풍의 화

2013 스킨스쿠버 해양캠프

사하고 예쁜 외관과 넓은 실내

대전 넵튠 IDC5star 다이브 센터는 2007년 대전 장애인스킨스쿠버 연맹을

공간과 고품격 인테리어를 갖춘

창단하였으며, 대전시 장애인 체육회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전국 최초 인증

공인 휴양펜션으로 아름다운 제

단체로 승인되어 다년 간 장애인 회원들을 활발하게 교육하고 있다.

주바다속 신비를 직접 체험할수

대전 장애인 스킨스쿠버 연맹은 장애인 초보자교실, 스킨스쿠버 생활체육

있는 스쿠버다이브 센터와 함께

교실, 동호인교실 등 계절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하는 스쿠버 테마 펜션이다.

과 용운 국제 수영장을 활용하여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체험 다

야외 잔디 정원에서 즐기는 야외

이빙 및 스쿠버 다이버 코스,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 코스를 지속적으로 훈

숯불 BBQ와 가을부터 직접 체험하며 맛볼 수 있는 감귤농장 체험, 그리고

련하여 각 지역에 홍보하고 확산 하고자 노력 중이다.

넓은 야외수영장은 고객님께 넉넉하고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제주도 (주)마린파크와 업무협력 협약식을 체결하여 15명의 장애인들

맑은 공기와 푸른바다가 전하는 여행. 건강한 휴식의 시간이 기다린다.

을 교육하여 (주)마린파크에 보유 중인 돌고래와 함께 “제1회 장애인 돌핀

- 대표 : 김병수

힐링 켐페인”을 9월 5일 ~ 7일 2박 3일 동안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돌고

-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5번지

래와 교감하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주)마린파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 전화 : 010-2696-9852

사람과 돌고래의 교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다이
빙 후 수료식 행사를 진행하며 앞으로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

■ 장유스쿠버

적으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약속했다.
김해에 위치한 장유스쿠버는 경

9월 6일은 장애인들과 바다 해양 실습을 성산 일출봉 아래 스쿠바 라이프

남을 거점으로한 지역 다이빙 문

리조트에서 진행했으며 장애인 회원들에게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할

화 활성화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어 장애인들에게 더욱 멋진 시간과 추

를 활용한 시장 발전을 목표로 왕

억을 만들어 주었다.

성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주)마린파크 김경옥회장, 김형태사장을 비롯
하여 임직원들과 대전 장애인스킨스쿠버 연맹 박금옥 회장, 고정규 부회장,
정근식 부회장, 이성복 부회장, 김발환, 류석진, 김희자, 이영미, 김현춘, 이

- 대표 : 윤철현

광규, 신현우, 이재우, 이승호, 전영기, 박성수, 어윤나 이사님께 진심으로

-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 관동리 453-11, 101호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

- 전화 : 055-326-1500

선을 다 할 것이다.

■ 제주바다하늘
- 대표 : 김선일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도두2동 836-7번지
- 전화 : 064-742-2664
■ PSI 양평 (사진유)
PSI SCUBA 양평지점 PADI
5Star Dive Center 등록.
PSI SCUBA 김정미 코스디렉
터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양평
지역에 위치한 용문국민체육센
터 내 스쿠버풀장을 코오롱 스
포렉스와 파트너쉽으로 운영
해오다, 금번 PSI Yangpyeong
으로 새롭게 명칭을 바꿔 PADI
5Star Dive Center로 등록하였다. PSI Yangpyeong은 서울에서 4~5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주말에도 쉬는 타임이 없이 풀데이로
진행한다. 또한, 단체에 관계없이 등록강사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 대표 : 김정미
- 주소 :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272번지, 용문 국민 체육센터
- 전화 : 010-6334-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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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트다이빙 전문샵으로
서귀포 앞바다의 다양한 포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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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 다이버스(서귀포 보트 다이빙 전문샵) 대표 : 방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번지 / 전화. 064-738-0175 / 휴대폰. 010-2384-6552
이메일. tritonb@hanmail.net / 홈페이지. www.bang2div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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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 해양실습장

▲ 챔버 운용, 잠수 의학 실습장

•학과장 박재운 교수
051-540-3853, 011-562-5860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사무실
051-54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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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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소식
SSI 남미 쿠바 진출

SSI ITTC 개최 및 트레이너 인증

2013년 7월 18일 SSI는 쿠바에서 정식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교육과 인증

지난 6월 1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마린라이프(대표 김도열)에서 일주일간

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진정한 최초의 교육 단체가 되었다. SSI 대표 Robert

이신우 담당관의 진행으로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코스가 개최되었다. 이

Stoss와 Marlin Nautica y Marinas의 대표인 Francisco Sánchez Pérez는 쿠

번 코스에는 다이버의 꿈 이용주 인스트럭터, 스쿠버원 전영조 인스트럭터,

바에 스쿠버 다이빙 교육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 해양스포츠교실 유성용 인스트럭터가 참가하였다. 스쿠버 산업을 전

지난 3년간에 걸쳐 쿠바 정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쿠바 관광

반적으로 주도하는 스쿠버 인스트럭터를 교육하는 트레이너 과정인 만큼

청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인증단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많은 기대와 박수를 보낸다.

SSI를 그 대상으로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쿠버 다이빙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SSI에서는 쿠바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XR/TXR 소식 - 토마스 존스 크로스오버
토마스 존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명한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일본 NHK 방
송국 동굴 다이빙 다큐멘터리를 주도했던 일원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국내

탤런트 조여정, 한은정, 김성수, 개그맨 노우진,
SSI 스쿠버 교육 진행

에 다수의 테크니컬 코스를 개설하여 많은 다이버를 배출하였으며, 강사교

SBS 정글의 법칙 출연자 탤런트 조여정, 한은정, 김성수, 개그맨 노우진씨

니컬 다이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코스를 개최할 예정

가 SS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취득하였다. 수작코리아 박윤철 대표를 통

이다.

육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테크니컬 교육을 실시한 다이버만 300여
명이 넘는 오랜 경험을 지닌 트레이너이다. 토마스 존스는 앞으로 SSI 테크

해 스쿠버 교육이 이뤄졌으며, 강원도 청간정 리조트에서 교육이 진행되었
다. SSI에서는 많은 연예인분들의 활발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기대해보
며, 앞으로도 스쿠버 다이빙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예인 다이버의 양성과 활
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MK6 리브리더 인스트럭터/다이버 과정 개최
지난 8월 강원도 속초 등대지
기 스쿠버에서 이신우 담당관
의 진행으로 MK6 리브리더 강
사/다이버 과정이 성공적으
로 진행되었다. 멀리 일본에서
SSI 일본대표 구리야마와 토마
스 존스, 전윤식 평가관, 바다
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가 참가
하였다. 이번 코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SSI MK6 ITC로써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전윤식, 이기훈, 토마스 존스는 MK6 리브리더 인스트럭터로서 인증되었으
며, 구리야마 다이버로서 인증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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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소식 - 업그레이드 코스 개최 예정

7월 9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9월 16일 ~ 10월 3일까지 필리핀 막탄에

2013년 7월 9일 강원도 네모선장에서

위치한 프리다이빙 HQ 다이브 센터(대표 :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

Mike Wells, 현 호주 챔피언)에서 SSI 프리

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

다이빙 트레이너 세미나와 인스트럭터 업

가에는 CJ네모 스쿠버(고대훈 트레이

그레이드 세미나가 실시될 예정이다.

너)에서 조명환, 진양욱 후보생이 참

이번 과정은 SSI 동아시아 이신우 지역 담

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당관이 통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과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정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SSI 본부로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연락바란다.

7월 13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프리다이빙 트레이닝 레코드 출시

2013년 7월 13일 강원도 사천 다이브 리조트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
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동서대학교(소 훈

SSI 동아시아 지역 본부에서는 프리다이빙 트레이닝 레코드를 출시한다.

트레이너)에서 김정재, 권기영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

SSI에서는 지속적으로 프리다이빙 발전을 위하여 교재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현재 프리다이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로

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사천 다이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스포츠이다.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에 SSI 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재 번역 및 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한
국어로는 레벨 1과정과 레벨 2과정 통합 교재가 개발되었으며, 이번에 트레
이닝 레코드가 출시된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프리다이빙 로그북과 DVD
가 한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머맨
서울시 방배동에 위치한 머맨(MERMAN)이 SSI 신
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임정택 대표가 운영하는 머맨
(MERMAN)은 프리다이빙 교육이 가능한 전문 프리다이
빙 센터이자, 스쿠버 다이빙 교육이 가능한 다이브 센터
이며, 더불어 국내 최초로 프리다이빙 커스텀 기어를 전

7월 14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문적으로 디자인&생산하는 센터이기도 하다. 교육 과정은 SSI 프리다이빙

2013년 7월 14일 강원도 네모선장 다이브 리조트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

및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네모선장 리

- 대표 : 임정택

조트(고영식 트레이너)에서 이보라, 민영선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

- 전화 : 010-6760-3138

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네모선장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에덴 다이브 센터
팔라우 코롤에 위치한 에덴 다이브 센터가 SSI 신규 딜
러로 등록하였다. 요적건 대표가 운영하는 에덴 다이브
센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서비스 및 교육이
가능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다이브 센터이며, 교육 과정
은 SSI 다이버 전 과정을 교육한다.
- 대표 : 요적건
- 주소 : KOROR PALAU
- 전화 : +68-778-6043
- 이메일 : palaue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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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31일 크로스오버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2013년 7월 31일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평가관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로

■ 신규 다이브가이드

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28일 교육에는 권성기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

5월 16일 팀 보니또 김태훈 평가관 주관 이주철 다이브가이드

고, 31일에는 요적건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5월 28일 	스쿠버원 전영조 트레이너 주관 김종철, 김성춘, 백승호 다이브

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가이드
7월 8일	스쿠버컬리지 이성복 트레이너 주관 김찬일, 정선미, 박정우 다
이브가이드

8월 7일 크로스오버

8월 8일 팀보니또 김태훈 평가관 주관 윤태혁 다이브가이드

2013년 8월 7일 CJ네모 스쿠버 고대훈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인스트럭터 크

8월 21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김희제, 박상곤 다이브가이드

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임재은, 마정수, 김영수, 문원
규 다이브 프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5월 31일	제주대학교 김진현 트레이너 주관 송민영, 김현희, 김형석 다이
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6월 18일	제이다이버 이주헌 인스트럭터 주관 성현준, 조영석, 박경운, 서
철남, 조남혁, 김진희, 허준, 이종언, 이정섭, 김재남, 김수빈, 이반
석, 조영주, 김현우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8월 7일	스쿠버월드 김규호 트레이너 주관 홍지영, 김창빈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7월 2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하슬라레저 권민식 인스트럭터
7월 15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김기원 인스트럭터
7월 18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곽 호, 송광철 인스트럭터
8월 6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이 혁 인스트럭터
8월 14일	스쿠버컬리지 이성복 트레이너 주관 최상국, 배혁록, 최병준, 김
성일 인스트럭터

8월 11일 인스트럭터 평가 실시

8월 19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박정권, 박상훈 인스트럭터
8월 10일 위덕대학교 김규호 트레이너 김남규, 김기현 인스트럭터

2013년 8월 11일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

8월 20일 네모선장 고영식 트레이너 주관 이성행 인스트럭터

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다이버의 꿈(이용주 트레
이너)에서 이현주, 김동균, 김동오 후보생이, 스쿠버원(전영조 트레이너)에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서 이성식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

7월 29일 수중탐험대 김동주 트레이너 주관 김태건 인스트럭터

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

7월 30일 제이다이버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권우성 인스트럭터

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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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P C

(Digital Eco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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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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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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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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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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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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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
실시 사항
사항

S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사전 교육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 필리핀 세부, 서울

SDI.TDI.ERDI KOREA에서는 7월 25~30일까지 필리핀 모알보알 준다이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

SDI 강사 과정을 실시하였다.

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 사전 교육에는 유병준 강사와 써니 다이버스의 양경진 강사

브 리조트(유병준 강사)에서 S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사전 교육의 일환으로

가 참가하였고, SDI 강사 과정에는 박문덕, 배익수, 김진표 후보생이 참가하
였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 교육과 평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다
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으로 트레이너 과정(ITW) 이전에 반드시 최소 1회
이상의 강사개발과정(IDC)을 개최하여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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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과정 - 제주
SDI.TDI.ERDI KOREA에서는 7월 16~19일, 8월 26~30일까지 제주 다이브

SDI.TDI.ERDI KOREA에서는 필리핀 세부 써니다이버스(양경진 강사), 서울

리조트(강규호 트레이너)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과정을 실시

다이버스 리퍼블릭(박헌영 트레이너)과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

하였다.

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의욱 본부장이 전체 과정을 진행한 가운데, 다이버 과정에는 백승균 강사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와 김광호 회원이, 강사 과정에는 골드피쉬의 김도형 트레이너와 TDI 홍콩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의 Andy Li 트레이너가 강사 과정에 참가하였고 이재욱, 황영웅 강사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 본 과정을 참관하였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
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필리핀 세부 써니다이버스
- 양경진 강사
- 070-4642-1555, +63-917-655-1555
- www.sunydivers.com
■ 서울 다이버스 리퍼블릭
- 박헌영 트레이너
- 02-953-3483, 010-3282-9691
- www.d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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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 인트로텍, 사이드마운트 과정 - 제주

DEMA Show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8월 26~30일까지 제주다이브 리조트(강규호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6~9일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되는

트레이너)에서 TDI 인트로텍 과정과 사이드마운트 과정을 실시하였다.

DEMA SHOW에 참관할 예정이다.

정의욱 본부장이 교육을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TDI 홍콩 HQ의 Andy Li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

트레이너와 중국 북경의 박춘산 강사가 과정에 참가하였고 김도형 트레이

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

너와 백승균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의 하나이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중국/홍콩에서의 테크니컬 다이빙이 활성화되고 이후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지속적인 국가 간 교류로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예정 사항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국제 본부회의(GSM) 참석

SDI.TDI.ERDI KOREA에서는 12월 7일(토) ~ 15일(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2일(토) ~ 5일(화)까지(2박 3일간) 국제

SM 리조트(최경호 강사, 소유경 트레이너)에서 익스텐디드 레인지(ERD) 과

본부(미국 플로리다)에서 전 세계 50여 개 지역본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

정 및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는 국제 본부회의(Global Sales meeting)에 참가할 예정이다.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은 수심 100미터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
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체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 SDI.TDI.ERDI 국제 본부회의(GSM)

2013년 2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9일(토) ~ 17일(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사전에 국내에서 동굴다이빙 교
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
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본부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60쪽·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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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다양한 다이빙 사이트를 경험할 수 있다. 자체 숙박시

강사교육

설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주변에 맛집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지난 8월 10~11일과 17~18일 두 번의 주말 과정으로 강릉시 강문의 씨드

- 주소 : 강
 원도 강릉시 옥계면 헌하로 451

림 리조트(BSAC 센터, 대표 이주일)에서 오픈워터 인스트럭 훈련과정과 평

- 전화 : 0
 10-5372-4787, 010-9561-7877

가가 진행되었다. 총 3명(박종기, 이상대, 김신일)의 강사후보생 교육과 평
가가 마무리 되었으며, 박종섭 평가관, 김기운 트레이너, 이부성 강사, 이영
훈 강사, 이민수 강사 등이 스탭으로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다이버 C-card 출시
8월의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나이트록스 과정, 사이드 마운트 과정, 트윈
세트, 수중비디오 C-Card 제작에 이어서 다이버 인증카드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카드가 제작 및 발급된다. 이번에 새로이 제작되거나 재제작되는
C-card는 다음과 같다.
스노클 다이빙, 오션 다이버, 스포츠
다이버, 다이브 리더, 다이브 디렉터
등이다.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과정 개최 안내
10월 5~6일 나이트록스 블랜딩 및 나이트록스 통합 과정이 개최된다.

강사대상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과정 및 워크숍

[행사내용]
나이트록스 블랜딩 과정 및 나이트록스 통합과정(콤바인드 나이트록스)

지난 2013년 6월 7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주문진의 영진 아쿠아존(BSAC
센터, 대표 김창문)에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신규 교육

- 기간 : 1박 2일(이론, 해양실습)

및 강사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 장소 : 고고고 리조트(BSAC 센터, 강릉시 옥계면)

이번 과정에는 신규 교육생으로 안성규, 간영훈, 김갑수, 이민수 강사 등이
참가했으며, 이종도, 홍준호, 이진영, 정문진, 윤상필, 양영동, 김태형, 최기
만, 최우집, 이성섭, 이기호 강사 등이 참가하였다.

트윈세트 다이빙 과정(Twinset Diving Course)
개최 안내
트윈세트 다이빙 과정은 기존의 더블탱크 숙달 과정을 마친 다이버 및
강사들을 위한 과정이다. 트윈세트 숙달 과정(Twinset Familiarization
Courses)은 본격적인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한 더블탱크의 사용에 관련한
숙달 과정이며, 제한수역(수영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BSAC의 어드밴
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이나 가속감압절차 과정을 위한 별도 과정이
기도 하다.
1. 트윈세트 숙달 과정 : 10월 12~13일, 수영장
2. 트윈세트 다이버 과정 : 10월 16~17일, 강원도 고성, 아야진 리조트

신규센터 등록(고고고 리조트)
BSAC Korea 신규 센터가 등록되었다. 지
난 9월 10일에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고
고고 리조트의 소속 강사로 활동하는 이종
도 강사가 신규센터를 등록하였다. 금진항
에 위치한 고고고 리조트는 주변 어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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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에 새롭게 출시한 디지털 사

울진 난파선 다이빙 축제 공지

진 과정은 정식 SDC과정이며, 참가자

울진의 바다목장에 시설되어 있는 여러 난파선에서의 다이빙 행사를 진행

에게는 C-Card와 함께 교재가 지급

합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되었던 행사에 이은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9일(토)

된다. 팸투어 및 세미나 참가비는 별

에 진행되며, 현재 울진의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설치해 놓

도 문의 바란다.

은 해군 숙영정, 해경선, 냉동운반선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바다목장 시

- 행사일 : 2013년 11월 19~24일

설의 조성을 확인하고, 바다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두 번의 다이빙에

- 장소 : 필리핀 보홀 신천다이버스

걸쳐 수중환경 구제작업(불가사리, 성게 등이 채집) 대회를 통해 시상 및 부

- 문의 : 1899-0213

상 등을 제공할 것이다.
- 기간 : 2013년 11월 9일(토)

제6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공지

- 장소 : 경북 울진 바다목장(숙영정, 냉동운반선, 해경선)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

- 문의 : 1899-0213

다. 올해로 6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
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홍보물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 마감 : 2013년 11월 26일까지
- 대상 :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
식의 수중사진
- 접수 :	파일 온라인접수_웹하드 업로드(www.webhard.co.kr / ID 및 비밀
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수 : 접사 2작품, 광각 2작품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공지
BSAC 트레이너 워크샵이 필리핀에서 11월 14~18일까지 개최된다.
트레이너 워크샵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
는 과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강사들을 대
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
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
과정(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
게 된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IFC)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이너로써도 활동할 수가 있다.

2013 BSAC 송년회 개최 안내
오는 2013년 12월 11일 오후 6시 서울 양재동의 ‛교육문화회관’ 에서 BSAC
송년회를 진행한다.
[행사 및 기본사항]
① 2013 경과보고 및 2014년 사업 계획
② 제6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오후 6시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교육문화회관

필리핀 보홀의 신천 다이버스 팸투어 안내

- 예약 : 2 013년 12월 2일까지
(전화 : 1899-0231)

오는 11월 19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필리핀 보홀의 팡글라오에 위치하
고 있는 신천 다이버스로의 다이빙 팸투어가 개최된다. 아울러 이번 팸투어
기간 동안에 컴팩트 디지털 수중 사진 세미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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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발할 예정이다. 10일 ~ 20일 까지 플로리다 레이크 시티 지역에서 동굴 다

2013년 여름 캠프

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자는 본부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2013년 7월 27일 ~ 8월 5일 까지 제주도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에서 여
름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 기간 중에 본부에서는 사이드 스캔 소나에

황영민 트레이너 강사 교육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음파를 이용하여 수중의

지난 8월 25일 황영민 강사 트레이

사물과 지형을 판단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장비로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 개

너 주관으로 강사 교육을 진행하였

발 및 물체 수색에 많은 도움을 준다.

다. 신규 강사로 김기봉(EANx), 박인

제품은 외국제품을 국내업체에서 한글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A/S도 한국

균(EANx), 최수용(EANx) 성공적으로

에서 가능한 제품으로 외국에서는 낚시 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강사교육을 인증 받았다. IANTD 다

케이스로 제작하여 앞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포인트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

이버 교육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많

록 이동이 편리하고 사용이 쉽도록 제작하였다.

은 활동을 기대한다.

7월~8월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김정숙 강사 트레이너 주관으로 강사 크로스오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번 강사 크로스오버 교육에는 강원도 강릉 남애리 위치하고 있는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김정환 강사가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강사로 등록하였다.
IANTD 다이버 교육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김정환 : 010-8771-9300)

매년 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김창환 강사 트레이너와 고학준 강사

7월~8월 크로스오버 교육 실시

님 외에 많은 스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린게스트 하우스에서 새

IANTD KOREA 사무실에서 홍장화 본부장님 주관으로 강사 크로스오버 교

롭게 구입한 다이빙 전용 보트로 12명이 넓고 편리하게 승선할 수 있었으

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크로스오버 교육에는 이미숙 강사가 나이트록 강사

며, 비양도 부근까지 1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어서 행사가 너무 잘 진행할

로 등록하였다. IANTD 다이버 교육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많은 활동을 기대

수 있었다. 참석하여준 많은 강사 및 다이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다.

바이다. IANTD의 여름 캠프는 일반 레저 다이빙 외에 딥 다이빙 및 IANTD
멤버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 이다.

신규 강사

2014년 갱신
2014년 강사 갱신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갱신시에
는 모든 미수가 정리되어야 하며,
2013년에 한 명 이상의 다이버를
배출하여야 하며, 갱신 서류와 갱신
비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김기봉 EANx Instructor

김정환 Adv EANx Instructor

박인균 EANx Instructor

갱신하는 강사에게는 배낭 가방을
준비하였으며, 새로운 강사 라벨과
IANTD 로고를 같이 지급한다.

11월 데마쇼 참가
2013년 11월 6일 ~ 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데마(DEMA)쇼가
실시된다. 이번 참가단은 11월 5일 한국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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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EANx Instructor

조승원 Adv EANx Instructor

최수용 EANx Instructor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메카!
▶

www.phseasports.or.kr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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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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S KOREA 소식
4분기 행사 안내

2013 CMAS Korea 고성 다이빙 페스티벌

13-9기 강사강습회

건전한 스쿠버다이빙 풍토 조성과 국내 다이빙 활성화, 그리고 씨마스 다이

강사강습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벌을 개최한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란다.

- 기간 : 2013년 11월 14일(목) ~ 21일(목) / 8일간

- 기간 : 2013년 10월 11일(금) 저녁 6시 ~ 13일(일) / 3일간

- 장소 : 서울 올림픽다이빙풀 및 강의실

- 장소 : 설악 썬밸리 골프 리조트 및 고성군 소재 다이빙 리조트 12개소

- 참가자격 : 다이브 마스터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잠수 경력 3년이상

- 참가 규모 : 350 명

잠수경험 80회 이상인 다이버

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3 CMAS Korea 다이빙 페스티

- 참가자격 :다협회에서 인정하는 단체 소속 강사가 동반한 스쿠버다이빙 자
격증 소지자(클럽별로 신청할 수 있음)

- 참가비 : 150만 원(교재, 평가비, 수영장비 포함)
- 접수 문의 : 씨마스 코리아(02-420-7494)
- 접수 마감 : 2013년 10월 31일

- 행사 내용
친목 다이빙 4회(보트 다이빙) / 수중정화대회 : 리조트 별
다이버의 밤(만찬,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가수 초청 공연, 수중정화대회 시상)

10월 특수잠수강사 강습회
특수잠수강사강습회가 씨마스 강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주관 : CMAS KOREA, 고성군다이빙리조트연합회
- 후원 : 고성군청, 수중세계, 해저여행,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국민생활 체
육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 협찬(협의 중) :다레오투어, 마레스, 마린뱅크, 모비스, 아쿠아렁코리아, 아 쿠아코, 오션챌린져, 올
림푸스한국, 우정사, 인터오션, 테코, 파티마, 하나프라자, 해왕, 헬시온 코리아, 스

■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 교육과정
- 일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9시 ~ 6시
-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쿠바아카데미, 스쿠버텍, 바다강 외

일 시

- 참가자격 : 씨마스 강사 및 강사 교육수료자

10/11(금) 18시

- 접수마감 : 교육 개실 4일전

10/12(토) 08시     
09시       
10시       
12시       
13시       
18시

- 준비물 : 필기도구, 계산기
■ 싸이드마운트 다이빙 강사 교육과정
- 일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9시 ~ 6시
-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및 강의실
- 참가자격 : 씨마스 강사 및 강사 교육수료자
- 접수마감 : 교육 개실 4일전
- 준비물 : 필기도구, 계산기, 개인잠수장비, 싸이드마운트 장비

내 용

비 고

접수
숙소배정 및 기념품 지급

설악 썬밸리 리조트

기상
조식
1차 다이빙
중식
2차 다이빙(수중정화 대회)
CMAS Korea 다이버의 밤(시상)

10/28(일) 08시
            09시
           10시
           12시
           13시

기상
조식
1차 다이빙
2차 다이빙
중식 이후 해산

리조트 별

설악 썬밸리 리조트

리조트 별

* 기상 악화시 수영장에서 팀별 수중 게임 / 운동장에서 체육행사 진행 후 협찬품 시상

■ 장비전문가 강사 교육과정
- 일시 : 2013년 10월 18일(수) 오전 9시 ~ 6시
-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하반기 친목다이빙 행사 안내

- 참가자격 : 씨마스 강사 및 강사 교육수료자

하반기 친목다이빙 행사가 오는 11월 7일부터 4박 5일간 필리핀 모알보알

- 접수마감 : 교육 개실 4일전

에서 개최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란다.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잠수장비
- 기간 : 2013년 11월 7일(목) ~ 11일(월)
■ 구조잠수 강사 교육과정

- 장소 :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 하리 리조트

- 일시 : 2013년 10월 26일(토) ~ 27일(일) 오전 9시 ~ 6시

- 참가 규모 : 30명 내외

- 장소 :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

- 행사 내용 : 4박 5일(9회 다이빙)

- 참가자격 : 씨마스 강사 및 강사 교육수료자

- 접수처 : 02-420-7494(정창호)

- 접수마감 : 교육 개실 4일전

- 접수마감 : 2013년 9월 25일(수)

- 준비물 : 개인잠수장비, 수영도구

- 참가비 : 강사님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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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샤크제주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제주도내 전포인트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및 스쿠버 교육 전문
•주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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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064-763-6326 / 010-9688-6326
http://cafe.daum.net/bsj09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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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DA 소식
한국잠수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오픈

울릉도·독도
수중정화활동 및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행사 참가
건강한 우리바다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난 7월 19일 ~ 21일까지 3일간 울릉
도·독도 수중정화활동 및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3일간 40여 명의 다이버들이 울릉도 독도 수중환경정화활동 및 캠
페인을 진행하였다. 사)한국잠수협회 외에도 국회 스쿠버회, 의정부 다이빙
동호회 등 열정적인 다이버들이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관리공
단의 후원과 사단법인한국수중환경협회, 바다뉴스 신문사 등과 같이 진행
한 행사로 우리나라 바다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울릉도 독도 수중정화활동

지난 7월 1일 사)한국잠수협회는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레저스포
츠 풍토를 조성하고자 페이스 북 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오픈하였다. 하루 평

캠페인과 더불어 독도사랑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를 높여 행사의 위상을 높
였다.

균 4개의 잠수 및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수련 및 안전관리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있다. 잠수에 관심 있는 대
학생부터 전 세계 사업장, 단체장까지 페이스 북을 방문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명이 지속적인 활동하고 있다. 그 전파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꾸
준히 한국잠수협회가 홍보되고 있다.

자연보호위원회 불가사리 채취 및 수중정화운동
자연보호위원회는 박진석 감독
관 주관으로 6월과 7월에 강원
도 양양 동호리를 시작으로 동
해안과 남해안지역에서 불가사
리 채취 및 수중정화운동을 실
시하였다. 춘천 칠사모 다이빙

오용택 감독관, 경기도지사 표창

클럽과 춘천 플렉스 다이빙클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양 동호리 리조

사) 한국잠수협회 감독관이

트가 후원하였다. 동호리 수중에서 불가사리를 300kg 정도 채취와 동호리

자 교육위원장인 오용택 감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였다. 동호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불

독관이 ‘2013 경기국제보트

가사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생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생각하는 뜻

쇼’의 성공적인 개최에 공헌

깊은 시간이었다.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경기도 실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김문

하반기 교육위원회 세미나 개최

수 도지사)로부터 7월 31일

8월 20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유공 표창을 수여하였다.

교육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용택 감독관은 평소 사)한국잠수협회의 잠수교육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2013년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

고민과 투자를 하였으며, 행사 참여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원활한 진행과 그

하였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 공을 인정받았다.

도자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점검과 전문잠수 지도
자 양성과정 운영방안, 평가기
준 점검, 초,중급 과정 자격증 발급 키트화, 지도자 업데이트 교육, 지도자
교환과정 교육방안 등 협회 현안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교육위원들은
하반기 지도자 양성과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세미나에는 박
천주 회장이 참석하여 교육위원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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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롤러 백 출시
사) 한국잠수협회가 롤러 백 사용자의 불편함을 분석하고, 다이버들의 습관
을 연구하여 롤러 백을 출시하였다. 이번 롤러백은 무게중심에 따라 기울어
지는 부분을 개선하였다.
또한 무거운 중량에도 이동이 편하도록 바퀴에 베어링을 추가하여 견고하

게 제작하였고, 총 4중 수납공간

지난 2010년에는 53만 개, 2011년에는 34만 개, 2012년에는 46만 개의 배

으로 용량이 최소 100L 이상 가능

스 알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인 배스 퇴치 제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하다. 또한 플라스틱 지퍼로 제작
하여 물과의 접촉으로부터 녹스는
현상을 방지하고 세련된 디자인으
로 재구성하였다.

3/4분기 수중정화활동 안내
9월 29일(일) 거제스쿠버 스쿨, 10월 9일(수) 울진 봉평항 일원, 10월 12일
(토) 고흥 녹동항 등에서 한국잠수협회가 주관하는 불가사리/성게 채취 및
수중쓰레기 수거, 수중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가할 다

8월 이사회의 개최

이버들은 협회 사무국(02-425-5800)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24일부터 1박 2일간 인천에 위치한 승봉도에서 한국잠수협회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를 비롯하
여, 이경락 부회장, 유대수 부회장, 김
재원 이사, 김한근 이사, 서영호 이사,
김영철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잠수협회
지도자 친목의 밤 및 수중정화운동 개최예정
2013년 10월 8~9일까지 경북 울진지역에서 지도자 친목의 밤과 수중정화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라
며,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흥지부 녹동항 침몰선박 인양
사)한국잠수협회 고흥군지부(지부장

- 일시 : 2013년 10월 8일(화) ~ 9일(수)
- 장소 : 경북 울진지역
- 문의 : 사무국(02-425-5800)

김석호)는 8월 24일 오전 11시경 녹동
항 수협위판장앞 해상에서 정박 중인
어선 2척이 침몰하는 긴급 상황이 발
생하여 지부장 및 회원들이 긴급 출동
하여 침몰중인 어선을 구난하였다. 비
가 오는 기상 상황이 나쁜 날씨에도 불
구하고 선박 2척의 인양작업을 오후 6시에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다. 선주
및 인근 주민들은 궂은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지부회원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흥군 지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선박침몰이나 익수자수색,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구조 등 매년 지역안전사

장헌국 교육관 -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장헌국 교육관이 지난 7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
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김복식 감독관 지도하에 장헌국 교육관이 울
진해양레포츠센타 세미나실과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이수하였으며, 지도자 교육에는 김광정, 장희재, 박인숙 예비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와 함께 평가과정을 통
과 후 지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고에 항상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다.

감독관 - 초급, 중급지도자 양성과정
울산 태화강 삼호교 일대 큰입배스 퇴치 행사
태화강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큰입 배
스, 블루길 퇴치활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6월 16일(일) 오
전 10시부터 태화강 신삼호교

김복식, 홍성훈, 김병선 감독관이 지난 7월과 8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김복식, 홍성훈, 김병
선 감독관이 협회 세미나실 및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도자 교육에는 조화춘, 이강철, 김근영, 전형배, 김
한근, 권덕원, 최종필, 한양호, 차용준, 윤석원 등 예비지도자가 교육에 참가
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와 함께 평가과정을 통과 후 지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주변에서 사)한국잠수협회 울
산광역시 지부(지부장장 김정실) 주관으로 푸른울산21, 울산광역시요식협회

전문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큰입배스 및 블루길(파랑볼우럭) 퇴치 작업을 전
개한다고 밝혔다. 퇴치 작업은 보트, 잠수장비, 그물, 작살 등을 이용한다.
이와 함께 시식행사도 마련하여서 시민들이 스스로 큰입배스, 블루길을 잡
아 요리할 수 있도록, 튀김,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법을 공개하였다. 배스는
껍질 부분에 비린내가 나서, 외면 받았지만 다양한 요리법의 개발로, 고급
요리로 재인식되었으면 한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사)한국잠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태화강

지난 7월과 8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구조잠수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
였다. 교육은 김복식 감독관이 지도하였고, 장헌국 교육관은 강의실과 수영
장, 해양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과정에 대하여 스탭
으로 참가하였다. 구조잠수 지도자 교육에는 고영진, 김우진, 함동수, 정용
희, 장희제, 김광정, 박인숙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구조잠수 지도자 자
격증을 취득하였다.

신삼호교 주변에 배스 퇴치 인공산란장 16개를 설치, 알을 낳도록 유도한
뒤 부화 전인 배스 수정란을 제거하여 지금까지 알 30만 개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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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O2 Service Technician Instructor 과정 개최
7월 15~18일까지 4일간 PSAI 기술자 교육 중 산소 서비스 교육의 일환으
로 SCUBAPRO 테크니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경기도 광주에 위
치한 마린뱅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S.E.A Lv.1, Lv.2 과정이 진행되
었으며 PSAI O2 Service Technician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성낙훈 PSAI Korea 본부장과 이 신학IT의 진행으로 Overhead 환경의 다
이빙과 난파선 통과 다이빙,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과정에는 고성웅, 이동식, 이승현, 조충휘 강사 총 4명이 참가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OVER HEAD 환경의 국내 인공어초, 난파선 다이빙, 아이스
다이빙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더 다이나믹 하고 멋진 탐사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Full Cave 교육은 제주도 우도에서 9월
6~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ADVANCED WRACK, FULL CAVE 통합교육 진행

“과학 잠수 기법을 이용한
미 탐사 지역의 자생 생물 발굴” 워크샵 참가
PSAIKOREA 성낙훈 본부장은 8월 26~27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PSAI KOREA 회원들의 높은 수준의 퀄리티 유지와 OVER HEAD 환경의

국립 생물 자원관과 ㈜ 인더씨 코리아에서 주최한 “과학 잠수 기법을 이

다양하고 안전한 탐사에 필요한 Advanced Wreck Diving (난파선 통과

용한 미 탐사 지역의 자생생물발굴 및 제주 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방법

다이빙)과정을 지난 7월 20~23일까지 울진 후포에서 진행하였다.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에 기술 협찬 분야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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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티 소식

Scubaway
7월 27~30일까지 3박 4일간 경북 포항 구룡포 펀 다이브 리조트(대표 : 김동윤)에서 대경
대학교 동물조련 이벤트과의 스쿠버 다이빙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규길IT 외 6명의 강사진
이 교육을 주관하고 3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수업은 PSAI Open Water Diver 과정에
모든 학생이 우수하게 수료하였으며, 수업에 참석한 참가자전원은 새로운 세계로의 첫발을
내딛으며,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매력과 즐거움을 안겨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PSAI Extream Team
PSAI Extream Team(PSAIKOREA 실버 퍼실리티 : 회장 한생호)에서는 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 5회 “통일 염원 81.5m 다이빙” 행사를 실시하였다. 8월 14일부터 기체 브랜딩, 팀
원의 상호 작용, 다이빙 계획 및 안전요원의 활용등 각 팀웍을 이루어 속초 “용다이버스”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진행하였으며 8월 15일 81.5m 다이빙에 모두 이상 없이 안전하게 다
이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이주현, 김동윤, 정연석, 안은영, 이신학, 조창용, 이승현, 조
충휘, 고성웅, 박형근, 이상희, 이병규 수중 탐사팀, 구성란, 한생호, 성낙훈, 양세환, 회원님
들이 육상 지원팀으로 수고해주셨다.
제 6회 “ 통일 염원 81.5m " 행사도 기대해 본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강사
조지훈 I-1306 IQC - 성낙훈 ITE
박영규 I-1307 IQC - 성낙훈 ITE

PSAI KOREA 공고

PSAI 2014 강사 & 트레이너 갱신
2014년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을 공지합니다.
1차 갱신 기간: 2013년 10월 1일 ~ 12월 31일
갱신 대상 : 2013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으신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 갱신 방법 :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KOREA 본부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문의 : PSAIKOREA 02-817-4190 www.psaikorea.co.kr psaikoreah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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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2013년 DEMA Show 참가 맴버 모집

SEI-YSCUBA 국제 강사양성강습회 개최

2013년 11월6~9일까지 디마쇼가 플로리다 올

부산의 아쿠아리우스 대표, 백인탁

랜도에서 개최한다. 스쿠버 다이빙 업계에서

SEI-YSCUBA 강사 트레이너는 지난

유일한 트레이드쇼인 디마쇼에 참가하실 맴버

7월 23일부터 주말반으로(80시간 과

들을 모집한다.

정) ITC를 개최하였다. 참가 강사후
보생은 전병욱, 정주학, 박종남, 현창

- 일정 : 2013년11월 4~10일까지

섭, 이승제, 김재목 6명이 참가하였고

- 장소 : 플로리다 올랜도 오렌지카운티컨벤

스텝으로 공신우 강사와 정세홍 트레

션 센터

이너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Fun,
Safety, Education! PDIC-SEI에서는

PDIC-텍 사이트마운트 리더쉽 워크숍

가장 앞서가는 프리미엄 다이빙 교육
을 선도하는 국제지도자 맴버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낸다.

PDIC 코리아에서는 지난 7월 9~8
일까지 9일간 필리핀 세부 포비

- 교육장소 : 아쿠아리우스사무실, 동의과학대수영장, 창원수영장, 태종대

다이버스 한길형CD와 함께 텍 사
이드마운트 리더쉽 워크숍을 개최
하였으며 김성길CD, 백인탁TR, 김

박수현 & 백인탁 강사 트레이너, 해양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사업 교육 진행

성진IN 이 참가하였다. 이번 리더

- 주관 : 한국콘텐츠 진흥원

쉽 워크숍을 계기로 PDIC ASIA에

- 주최 : 부경대학교 해양문화 콘텐츠 사업단

서는 다양한 PDIC 텍-스페셜티 프

- 장소 : 부경대학교 강의실, 동의과학대 잠수풀장, 세부 클럽하리

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 학생 : 24명

하였다. 과정은 한길형CD가 진행

- 기간 : 7월 ~ 12월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지도자과정 개최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한다.
1. 수중촬영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3년 10월 19~20일(일)
- 대상 : 국제인증단체 교육지도자
2. 나이트록스 잠수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3년 10월 23~24(목)
3. DRAM & CPR-AED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3년 11월 2일~27(일)
- 장소 : 부산해양훈련원(씨킹스쿠버)

STX 백상어 스킨스쿠버클럽 상반기 맴버투어
지난 8월 15일 STX 백상어스쿠버팀(책임강사 정세홍) 맴버 23명은 8·15
광복절 기념투어를 포항 청진스쿠버에서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일제강점
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다이버들
도 바다주권을 끝까
지 지키자는 이념으
로 전 회원이 애국심
을 다시 다지는 기념
투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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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한국해양대학교 스킨스쿠버Ⅰ전공수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 스킨스쿠버1 전공수업과정을 개강
하였다.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공수업 과정으로 한학기 동안
매주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지도는 김성길CD가 진행한다.

포항6전대 해상생환훈련대 교관 인명구조요원 / 강사 과정 개최
해군 6항공전단 해상생환훈련대에서 상사
정영재 외 8명은 교관 및 조교로서 고품
격의 교육과 질적 향상 및 여름철 수상안
전 훈련에 앞서, 지난 8월에 검정을 통해
YMCA 인명구조요원의 일원이 되었다. 전
문 해상 인명구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을 통하여 인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
새기고, 나아가 해군 6항공전단 장병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 지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서울YMCA 해양훈련 개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상안전훈련을 서울YMCA 인명구
조사업팀과 8월 26일 ~ 9월 4일까지 8일간 남해스포츠파크수영장과 송정솔바람해수욕장
에서 개최하였다. 전교생 48명과 17명의 교사, YMCA 전문인명구조강사 6명이 참가한 해
양훈련은 스포츠 수영 과정과 바다 원영 3km, 기본 인명구조술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류지
한, 김준모, 장재용, 정철교, 이병권 강사님의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YMCA-부산·울산·경남지역 인명구조요원 강습회 개최
서울YMCA사묵국에서는 부·울·경 지역
에서 문화관광부, 해양경찰청 법령인증 자
격과정인 YMCA경남 제 35기, 전국 제 47
차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10월 5일부터 주말반으로 운영되
며 장소는 부산 동의과학대와 한국해양대
학교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문의 : 010-4440-1339

서울 YMCA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 교육
서울YMCA 응급처치운동본부에서는 8월 5일, 9월 6일, 서울사회복무요원 심층 응급처치
법 교육 강습회를 시행하였다. 현재 서울YMCA 레저사업부 류지한 강사 트레이너와 20여
명의 전문안전 강사들은 지역사회와 시민들
의 안전교육 보급을 위하여 찾아가는 상설
강습회와 위탁교육을 상시 시행하고 있다.
- 문의 : 010-5312-7851

Marine Life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Updated Edition of Korean Sea Slugs
'한국후새류도감'(2006년)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50여 국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5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250
여 종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후새류도감'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글 고동범

【 개정판 한국산 후새류 목록(Updated List of Korean Sea Slugs) 】
Order 1 :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 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Order 2 : CEPHALASPIDEA 두순 목
2. Family Bullidae 두더지고둥 과
3. Family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4. Family Philinidae 갯달팽이고둥 과
5. Family Aglajidae 민챙이아재비 과
6. 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Order 3 : ANASPIDEA  (무순 목 = 군소 목)
7. Family Aplysiidae 군소 과
Order 4 : SACOGLOSSA 낭설 목
8. Family Juliidae 이매패갯민숭붙이 과
9. Family Limapontiidae 꼭지갯민숭붙이 과
10. Family Hermaeidae 돌기갯민숭붙이 과
11. Family Plakobranchidae 날씬이갯민숭붙이 과(영명개칭)
Order 5 : UMBRACULOIDEA 산각 목
12. Family Tylodinidae 삿갓갯민숭붙이 과 (신칭)
Order 6 : PLEUROBRANCHOIDEA 배순 목 (영명개칭)

-“Sidegill Slugs”
13. 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Order 7 : NUDIBRANCHIA 나새 목
Suborder DORIDINA
Superfamily PHANEROBRANCHIA
14. Family Polyceridae 능선갯민숭이 과
(1)Subfamily Polycerinae
		
		 (2)Subfamily Triophinae
(3)Subfamily Nembrothinae
15. 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1)Genus Goniodoris
		
		(2)Genus Goniodoridella
		(3)Genus Okenia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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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Order NUDIBRANCHIA 나새 목
Suborder DORIDINA
Superfamily PHANEROBRANCHIA

14.Family Polyceridae

능선갯민숭이 과

등 면은 평활하거나 돌기가 있으며 외투막 가장자리는 많이 축소되어 있다. 머리주변에는 막(두막)이 있고 대부분 주
변에 돌기가 있다. 3개의 아과(Subfamily) Polycerinae, Triophinae, Nembrothinae로 재분류된다.

(1) Subfamily Polycerinae
몸통은 좀 높고 외투막 변두리는 퇴화 되었지만, 두막 형태로 조금 남아있고 몇 가닥의 돌기들이 나있다. 층 판 형태
의 촉각에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Polycera는 아가미다발 양옆에 돌기가 있고, Thecacera는 두막이 없는 대신 촉각이 크다.

051) Polycera fujitai
(Baba, 1937) 덧토시능선갯민숭이 (신칭)

Polycera abei 와 크기나 외형이 매우 유사하나, 유백색 체표에 연갈색 무늬와 검은 점만
이 산재해있고 납작한 형태의 6개 구강 막 돌기들이 나있다. 입, 촉각 끝, 아가미돌기 끝,
꼬리 끝엔 노란색을 띤다.
•분 포 :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12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3m
•사 진 : 좌동진

052) Polycera hedgpethi
(Marcus, 1964) 꼭지점능선갯민숭이
몸통은 갈색 또는 흑갈색 점무늬에 흰 반점들과 작은 돌기들이
산재한다. 두막엔 4~6개 손가락처럼 생긴 돌기들의 아랫부위
는 노란 띠가 둘리고 끝은 유백색이다. 촉각과 아가미다발 끝 부
위는 노란색이며 후방으로 꼬리 끝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흰색이
다. 아가미다발 후방에 2쌍의 큰 돌기가 돋아있다.
분포지가 넓은 이유는 선박교역에 따른 전파 때문으로 여겨진다.
•분 포 :	미국 서해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 지중해, 스페인
일본, 한국
•크 기 : 체장 15mm
•촬영지 : 경남 남해, 통영 –8m
•사 진 : 박정권, 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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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Polycera sp. (1)

점토시능선갯민숭이

소형 종으로 매끈하여 등 면 돌기는 없고 체색은 유백색에
오렌지색의 반점들과 검은 점들이 산재하며 촉각과 구강막
돌기, 아가미다발 끝은 진한 보라색을 띤다. 몸통 양쪽에
능선이 있고 넓은 구강 막에 6개의 긴 돌기가 손가락 모양
으로 돋아있다.
※ 한국후새류도감 70쪽의 Polycera abei 는 오동정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분 포 : 일본, 홍콩, 호주동부,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12mm
•촬영지 :	경남 남해 -10m, 제주시 사수항 -5m
•사 진 : 엄미순, 고동범

054) Polycera sp. (2)

갈색흰점능선갯민숭이

전체적으로 갈색에 흰 미세한 점들이 온몸에 산재해 있고 두막은
발달해 있지 않으나 머리 앞쪽에 6개의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나있다. 외투막 변두리와 몸통의 측면에도 잔 돌기들이 성글게 나
있고 등 면의 정 중앙선을 따라 뒤쪽까지도 잔 돌기가 있다.
촉각과 아가미다발, 꼬리 끝부분은 매우 진한 갈색이며, 촉각의
상부 뒷면과 꼬리부분에 노란색을 띤다.
•분 포 :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17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제주시 사수항 –5m, 경남 통영
•사 진 : 고동범,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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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Polycera sp. (3)

갈색무늬능선갯민숭이 (신칭)

외형은 P. tilesii와 비슷하나 두막에 단순한 돌기들이 있고 노랑 점들이 없으
며 등 면에 전구 형태의 발광기관도 없다.
•크 기 : 체장 15mm
•촬영지 : 경남 통영 –10m
•사 진 : 박정권

(2) Subfamily Triophinae
외투막 변두리가 많이 퇴화되어 있는 대신, 두막이 발달되어 있고 몸통 양측에 두드러진 능선이 있다. 두막 주변부와
몸통 능선에 돌기들이 돋아있고 아가미다발은 2~3가닥이며, 층 판 형태의 촉각은 기저부는 막으로 둘려있고 위축
시킬 수 있는 포켓이 있다.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Plocamopherus는 돌기 끝에 둥근 전구형태의 발광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강한 빛을 발하며, Kaloplocamus는 돌기
끝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몸 둘레의 잔 돌기들에서 자극 시 발광하는데, 종에 따라 빛의 색상과 밝기에 차이가 난다.
자체에 의한 발광인지 또는 공생박테리아에 의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며 발광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차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056) Crimora lutea
(Baba, 1949) 노랑점능선갯민숭이 (신칭)
오렌지 체색에 등 면에는 짧고 검은 돌기들이 산재해 있고 촉각과 아가
미다발도 체색과 동일하다. 머리와 외투막 주변부엔 흰색의 가는 감각
돌기들이 나 있다.
•분 포 : 인도 태평양, 한국
•크 기 : 체장 8mm
•촬영지 : 충남 태안 –15m
•사 진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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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Kaloplocamus acutus
(Baba, 1955) 창끝능선갯민숭이
오렌지체색에 흰 반점들이 성글게 산재해 있는 소형 종이다.
두막은 많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으나, 가시가 돋친 6개의 돌기들이 길게
나 있고 외투막의 변두리에는 각각 2쌍의 가시 돋친 돌기들이 나 있다.
돌기들의 경부는 흰색이며 끝은 붉은 오렌지색이다. 이끼벌레를 섭식한다.
촬영지인 제주 남쪽 화순 해역이 지구상 북쪽 끝 서식지에 해당한다.
•분 포 : 일본, 홍콩, 호주 동부, 제주도
•크 기 : 체장 5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사 진 : 윤병로

황해종

058) Kaloplocamus ramosus
(Cantraine, 1835) 잔가지능선갯민숭이
체색은 갈색 또는 붉은색 계열로 변이가 있고, 체색보다
좀 진한색의 무늬들이 몸통에 산재한다. 두막 주변부에
6개와 외투막 변두리에 약 5쌍 돌기의 상부는 분지되어
2차 돌기를 형성하고 그 끝에 발광세포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이종 자체가 특별한 이
동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동일종 내에서 다양한
체색을 보인다.
•분 포 :	지중해, 남아프리카, 호주 동부해안, 일본,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30~60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제주시 사수항 –5m
			 강원도 강릉·양양, 경북 영덕, 충남 태안
•사 진 : 윤병로, 김광복, 고동범, 좌동진, 강현주, 최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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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Plocamopherus ceylonicus
(Kelaart, 1858) 실론능선갯민숭이
연한 갈색체색에 좀 더 진한 갈색무늬와 점들이 등 면에, 오
렌지색 점들이 산재한다. 흰색 또는 분홍색 전구 모양 2쌍
의 두드러진 돌기가 아가미다발 앞과 뒤에 달려 있는데 자
극을 받으면 이곳에서 강한 발광을 한다. 돌기색상은 저장
되어 있는 발광물질의 농도에 따라 변화가 있다. 족은 뒤쪽
으로 가면서 가늘어져 마치 꼬리형태를 이룬다.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2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윤병로

060) Plocamopherus maculapodium
(Valles & Gosliner, 2006) 점능선갯민숭이 (신칭)
붉은 오렌지 체색에 배면에는 검은 점들이 산재해 있어 학
명은 이 특징에서 유래되었다. 기다란 몸통에 족은 꼬리 형
태로 끝난다. 촉각은 층 판 형태를 보이며, 아가미는 굵은 줄
기에 갈색 술이 달린 끝이 5개의 다발로 되어 있다.
등 쪽 변두리에는 3쌍의 분홍 전구모양의 발광돌기들이 나
있는데 그중 맨 뒤쪽 것이 크게 두드러진다. 이끼벌레류를
섭식한다.
※ 한국후새류도감 77쪽의 P. imperialis 는 오동정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분 포 : 호주 남동부 온대수역, 뉴질랜드의
			 북부해역, 일본,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30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4m, 강원도 아야진
•사 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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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Plocamopherus tilesii
(Bergh, 1877) 형광능선갯민숭이
유백색 바탕에 큰 갈색 무늬가 기본 체색을 형성하고, 큰 오렌지
색 점과 작은 진한 갈색 점들이 몸통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두막
엔 복합 돌기들이 나 있고, 등 면엔 2쌍의 전구 형태의 발광돌기
가 있다. 꼬리부분을 노처럼 옆으로 휘젓는 운동으로 이동하며 야
간에 자극을 받으면 형광 빛을 발한다.
•분 포 : 호주, 필리핀, 중국, 일본,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50~100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7m, 제주시 사수항
		

경북 포항

•사 진 : 고동범

062) Thecacera pennigera
(Montagu, 1815) 물방울능선갯민숭이
반투명한 유백색 체색에 노랑과 검정의 점들이 산재하나 노란점
이 검은 점보다 크다. 촉각 주위의 막은 특이하게 불꽃모양을 보
이는데 촉각을 완전히 감싸지는 못한다.
깃털모양의 아가미다발은 마치 말귀처럼 배열되어 있고, 짝을 이
룬 작은 돌기들은 아가미 뒤쪽으로 크게 두드러져 포식자에 대
항하는 방어용으로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끼벌레류를 섭식
한다.
•분 포 : 일본 오키나와, 아프리카, 영국,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25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0m
		

강원도 삼척 -15m, 충남 태서도 -8m

		

경북 포항, 경남 사천

•사 진 : 고동범, 정준연, 이지연

황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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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Triopha catalinae
(Cooper, 1863) 가시능선갯민숭이
황백색 바탕에 체표와 양 측면에 작은 돌기들이 많이 나 있
고, 아가미다발을 포함해 그 끝은 주황색이다. 두 막과 몸통
양 측면에는 여러 쌍의 조금 더 큰 돌기들이 있고 그 끝 역
시 주황색이다. 약 70mm까지 성장하며 이끼벌레류를 섭식
한다.
•분 포 : 북미의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까지.
			 멕시코, 일본 북부, 한국, 제주도
•크 기 : 체장 50mm
•촬영지 :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강원도 공현진 –22m, 강릉
•사 진 : 김호웅, 윤병로, 정준현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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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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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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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vision(리퀴비전) 컴퓨터 수입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6-19
전화: 02-477-4800
팩스: 02-477-4646
홈페이지: www.liquivision.co.kr
이메일: oceanplus@gmail.com
대표: 김홍학

포스엘리먼트 코리아
포스엘리먼트 한국 수입처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95-5 대진빌딩 2층
전화: 02-6052-5523
팩스: 02-6280-5569
홈페이지: www.fourthelement.kr
이메일: help@scuba25.com
대표: 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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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동 84-1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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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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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암다이브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원잠수 아카데미

최신형장비 완비, 모든 포인트에 가이드라인 설치

강사양성과정 수시개최, 다이빙 교육

강사양성교육/테크니컬다이빙
국내외 다이빙투어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전화: 033-637-6716
휴대폰: 010-5163-0920
홈페이지: www.scubaez.com
대표: 박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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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아쿠아벨리조트

대진 리조트

교육단계에 따른 스쿠버다이빙 교육

포항 월포 다이빙안내, 다이빙교육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931번지
전화: 054-781-5115
팩스: 054-781-5170
홈페이지: www.uljinleports.co.kr
센터장: 이상진
부센터장: 엄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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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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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쿠바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다이빙전용풀,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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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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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스킨스쿠바

해양스포츠교실

천지다이브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체험다이빙, 일반다이빙
야간다이빙, 보트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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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다이빙 스쿨
수중사진 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대표: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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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전화: 064-733-7774
휴대폰: 010-8812-0545
홈페이지: cheonjiscuba.com
대표: 김덕휘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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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7000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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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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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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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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8일, 아닐라오의 DIVE7000 리조트

해외리조트 소개

아닐라오의 DIVE7000 RESORT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동해안다이빙

38마린리조트
북제주의 이색 다이빙 포인트

제주시 서쪽 한림에 있는
비양도 난파선

수중사진테크닉

수중생물의 접근거리 관용도

미래 신산업직종에 선정된

수중사진 가이드

산업잠수

Tim Ho의
똑딱이 수중사진 감상하기

강영천 박사의 Q&A 잠수의학
다이빙영어
알기 쉽게 설명한

데이비드와 케빈의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다이빙투어 상식

할인항공권을 살 때 조심하자
출국장에서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경우

수중생물 탐구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독도의 해양생물

스마트 다이버 운동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디자인입니다. 호흡기에 최초로 적용한
무게집중화 결과로 다이버와 일체화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조
차 잊게 할만큼 편안합니다.
Be innovative.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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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사고를 거울삼아야 !
www.sdm.kr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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