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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스22 네이비’는 전세계 해군들이 극도로 어려운 작전도 문제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특수한 찬물다이빙(CWD) 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탁월한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와 마레스 고유의 바이패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아비스22 네이비’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강력한 호흡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험이라 하더라도 ‘아비스22 네이비’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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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E-TEX Ⅱ DRYSUIT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를 이용 내구성을 확보
고어텍스사에 방수테이프를 620℃ 열테이핑
목 보온 칼라 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케블라 팔꿈치 패드 / 케블라 무릎 패드
내구성과 투습율을 향상시킨 디센더 Ⅱ 원단 사용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빕엔트리지퍼를 채택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GORE-TEX Ⅱ)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유일한 선택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는 드라이슈트를 입고 있는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어텍스 본사에서는 최신 섬유기술을 적용하여 드라이슈트에 가장 이상적인 고어 “DESCENDER Ⅱ”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Ⅱ 원단은 내구성 증가 및 투습율 증가로
드라이슈트에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고어텍스 Ⅱ 드라이슈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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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OM DRYSUIT
패텀은 드라이슈트에 필요한
모든 편의 사양을 갖추었습니다.
립스톱이 추가된 벡트라원단은 내구성과 부드러움 제공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목 보온 칼라 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PU 코팅된 팔꿈치 패드
러버 코팅된 케블라 무릎패드
확장 가능한 2개의 주머니 기본장착
주머니와 손목에는 안전을 위한 반사 테이핑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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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텍스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PU 코팅된 무릎패드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충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

프로 라이트 드라이슈트(PRO LIGHT)
가볍고 부드러우며 심플한 레저 다이버용 드라이슈트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L’ 사이즈 무게 : 2.5kg)
재봉 선을 최소화하여 누수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착용감이 월등합니다.
프로 라이트 드라이슈트는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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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40-900) 서울시 용산구

10 38마린 리조트(양양)

한강대로 104라길 3 (5층)

11 군산대 대학원(군산)

279

47 필리핀항공

190

12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44

48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KUPVA)

253

13 내하출판사

170

49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287

14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104

50 헬시온 코리아

전화 02-778-4981~3 팩스 02-778-4984

15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243

51 황스마린포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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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도서출판 정담

202

52 BSAC KOREA

17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239

53 DAN Asia Pacific

249

18 동진종합기계

165

54 DEPC

257

19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150

55 Dive7000 리조트

20 딥어드벤쳐

253

56 G-Scuba

21 리쿰스쿠버

239

57 IANTD KOREA

23

22 마린마스타

197

58 Mission Deep Blue

76

23 마린하우스(제주)

248

59 NASD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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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diver@scubamedia.co.kr
Website www.scubamedia.co.kr
www.sdm.kr
웹하드 webhard.co.kr
(아이디 pdeung 비번 2468 )
계좌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등록번호 서울 용산 - 00706호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이기현 (주)현문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영천, 고동범, 김광희, 김기준, 김부경,
김지현, 박수진, 박철웅, 배한철, 심경보,

24 문암다이브리조트(고성)

97

25 바다강/㈜아쿠아스포츠

14, 15

42, 43
257
90, 91

77
252

223

60 New World Publications

89

61 PADI Asia Pacific

29

26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강릉)

151

62 PADI 멤버 연합

28

27 방이다이버스(제주)

252

63 Project AWARE Foundation

30

28 블루샤크 제주(제주)

257

64 PSI SCUBA

31

29 빅핸드코퍼레이션

별책 32

65 SDI/TDI/ERDI KOREA

33

30 상상채널

167, 171

66 SDI/TDI/ERDI 멤버 연합

32

이원교, 정상우, 정은지, 정의욱, 최진수,

31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222

67 SSI KOREA

73

홍숙영, 황윤태, 홍장화, David Behrens,

32 씨월드다이브센터(보라카이)

188

68 SSI 멤버 연합

72

Kevin Lee, Phillip Colla, Tim Ho

33 씨월드다이브센터(세부)

188

69 SSI 센터 연합

74, 75

34 아라다이브(제주)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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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록스 다이버

-18m

딥 다이버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40m

EANx Diver
Deep Diver

레저
다이빙

Advanced EANx Diver

테크니컬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EC

K(침
몰

선)

Rebreather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

퍼실리티------------------

IANTD KOREA(서울 02-486-2792)
I 스쿠버(서울 010-7139-0528)
The Scuba(제주 010-4631-4448)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강릉 010-8771-9300)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굿 다이버(제주 011-721-7277)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그린 레포츠(속초 010-3737-0109)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기억해 스쿠버(화진 010-5439-3256)
노도 스쿠버(대구 010-8581-8811)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경인 사업 잠수 아카데미 (경주 010-8787-4448)
블루 홀 다이버스(경기 010-8633-0752)
성현 스쿠버(삼척 010-6375-3572)
스쿠버 텍(서울 010-4566-1122)
씨 텍(부산 010-2860-8091)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수중세계 잠수산업(순천 010-3500-2686)
아쿠아프로(서울 011-306-0189)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해원(강릉 010-5144-1155)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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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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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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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td korea

강길영 (EANx)
강광일 (EANx)
강제철 (Adv. EANx)
강덕권 (EANx)
강대채 (EANx)
강성인 (EANx)
강상우 (EANx)
강영철 (EANx)
강인한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Adv. EANx)
김광호 (EANx)
김경하 (EANx)
김기억 (Adv. EANx)
김기영 (EANx)
김기종 (Adv EANx)
김기봉 (EANx)
김대학 (Technical Cave)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명옥 (EANx)
김명훈 (Adv EANx)
김민석 (Adv EANx)
김민중 (EANx)
김병섭 (Adv. EANx)
김상길 (Adv. EANx)
김석중 (Adv. EANx)
김성목 (EANx)
김성욱 (EANx)
김성진 (Adv. EANx)
김신래 (EANx)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50m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윤석 (Adv. EANx)
김진성 (Adv. EANx)
김재만 (EANx)
김정명 (EANx)
김정수 (EANx)
김정환 (Adv. EANx)
김종학 (Adv. EANx)
김주태 (EANx)
김태민 (EANx)
김태일 (Adv. EANx)
김태한 (Adv. EANx)
김해중 (Adv. EANx)
김희명 (EANx)
김희준 (EANx)
류학열 (EANx)
문석래 (EANx)
문성원 (EANx)
문홍주 (Adv. EANx)
박기태 (Adv. EANx)
박대원 (Adv. EANx)
박상수 (EANx)
박성화 (EANx)
박상용 (Adv. EANx)
박용순 (EANx)
박우진 (Adv. EANx)
박인균 (EANx)
박인성 (Adv. EANx)
박재형 (Adv. EANx)
박정재 (EANx)
서기봉 (EANx)
서계원 (Technical)
서승훈 (Adv. EANx)
서재환 (EANx)
손경훈 (Adv. EANx)
손현철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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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석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장세환 (Adv. EANx)
전우철 (Technical)
정경원 (Adv.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정영환 (Technical)
정용옥 (EANx)
정용진 (EANx)
정재욱 (Adv. EANx)
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EANx)
조선구 (Adv. EANx)
조우선 (EANx)
조승원 (Adv. EANx)
조성호 (Adv. EANx)
조현수 (Adv. EANx)
지혜자 (Adv. EANx)
지 훈 (EANx)
천남식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추재욱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수용 (EANx)
최태현 (Adv. EANx)
최형곤 (EANx)
하우용 (Adv. EANx)
한덕수 (EANx)
한영호(Adv. EANx)
한우연 (EANx)
한정우 (EANx)
허 현 (EANx)
신규 강사
김기봉, 김정환, 박인균,
이미숙, 조승원, 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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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및 강사 무료구독

홈페이지 접속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정기 구독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를 입력하세요.

본인이 부담합니다.
1회

12,000원

1년(6회)

60,000원

2년(12회)

108,000원

10년(60회)

500,000원 (사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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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www.scubamedia.co.kr

강사 무료구독 이벤트 중지

본지가 시행하는 강사무료구독 이벤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진행
하고, 내년(2014년 1월 1일)부터는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기사 및 원고 모집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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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년간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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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1권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과월호 판매

수량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가격

수량

가격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대금 지불 안내
-구
 매신청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Tel. 02 - 778 - 4981 ~ 3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
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
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책부록

아이스 다이빙 ICE DIVING
“ 이번 겨울에는 아이스 다이빙을 즐겨보자! ”
스쿠버다이빙에서 스페셜티 과정의 하나인 아이스 다이빙은 두꺼운 얼음을 깨고, 얼음 밑을 유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탐사나 구조, 탐색 및 인양 등과 같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거나, 환상적인 겨울 물속 세계를 감상하기 위해서이다.
겨울 물속은 여름의 화려함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얼음 밑의 고요함을 즐기거나, 쏘가리, 버들치, 어름치, 꺽지,
모래무지 등과 같은 겨울잠을 자는 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험심이 많은 다이버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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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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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놀이터인 바다를 우리가 청소하자
Let’s Clean Up the Ocean, our Playground

여러분은 지구상에 제7대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가? 이 7대륙은 바로 플라스틱 섬이다. 이
플라스틱 섬은 ‘태평양 대쓰레기장(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남한의 14
배나 되는 거대한 면적을 이루고 있다. 우리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해류를 따라 태평양 한가운데 섬처럼 모여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대양
에도 이런 쓰레기 더미가 4개나 더 존재한다고 한다. 버려진 쓰레기는 육지에서 버린 각종 폐기물
이 80%, 선박에서 버린 폐기물이 20%를 차지하는데 그 중 스티로폼 브이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글 / 구자광(발행인)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분해되는 시간은 과일껍질 2~5주, 비닐봉지 10~20년, 그물망 30~40
년, 종이컵 50년, 통조림 캔 5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건전지 100년, 플라스틱병 450년, PVC카
드 1,000년, 유리병 1,000,000년 등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구상에서 쓰레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쓰레기 더미들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은 해양 생태계에
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해양생물들이 이것을 먹이로 오인하고 삼키고 있어 해양생물들을 위
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끊임없이 자연의 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해로 인해 생
태계의 오염은 심각해지고 바다는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환경은 해양생물자원의 서식환경을
빼앗아가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지구의 온난화도 원인을
분석해보면 산업화되어 가면서 발생한 인재이기도 하다. 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의 80%는
육상에서 유입된다고 한다.
해양 쓰레기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한 해양동
물들이 포만감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거나 부력장애, 잠수장애를 일으키는 일도 허다하며, 폐그물
이나 어구들이 바다를 떠다니면서 해양생물을 옭아매어 죽이는 일도 생긴다. 미국 해안에서는 죽
어가는 고래 한 마리가 발견되어 해양학자들이 이 고래를 해부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고래의 위와
장 사이의 연결 부위에 길이 90㎝의 리본이 달린 고무풍선이 고래의 위장을 틀어막아 굶어 죽은
것이었다. 포장용 스티로폼을 바다거북이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부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지
못해 죽기도 한다. 또한, 해양 쓰레기들이 부유하다 선박운항에 장애를 주기도 하고 폐 로프가 엔
진에 감겨 선박고장을 일으켜 사고가 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바닷가에도 폐그물, 플라스틱 브이 등의 버려진 어구들과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
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물속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생활하수와 산업하수들이 정화 없이 쏟아져 들어와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은 적조나 녹조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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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염된 우리나라의 바다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올해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다양한 다이버들의 모임

는 연안해역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적조현상으로 인해 양식장

과 개인적으로 수중정화운동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에 있는 어류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들

으로 수중정화활동을 계획 중이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을 한숨짓게 하였으며, 이것이 올해의 현상만이 아니라는 사실

려지고 있다. 참으로 칭찬할만한 일이다. 다이버들이 솔선수범

은 이들이 더욱더 의지를 잃게 한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연안해

하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자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본지에서도

역에 서식하는 패류나 해조류 또한 서식처를 잃어버리고, 지구

수중정화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중정화활동을 한

온난화가 원인인 백화현상은 어촌의 생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

내용들을 잡지에 기사거리로 소개해 많은 다이버들이 공감하고

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 바다의 수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스쿠바다이버들이 주

물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어 식탁에 수산물이 오르

축이 되어 수중정화활동을 하면서 해양환경에 관심을 기울인

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

다면 미약하나마 우리나라 연안해역이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최근에는 고기를 잡는 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는 바다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국내의 유

이버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수중정화활동을 하면서 해안이나

수한 다이빙 교육단체들은 웹이나 SNS, 잡지 등에 해양생물 보

수중의 쓰레기 치우는 다이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호를 위한 공익광고로 홍보하고 있다. 본지에서도 환경캠페인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 호부터는 스쿠바다이버 지가 환
경캠페인의 일원으로 소개한 생활폐기물의 분해되는 기간을 인

바다를 사랑하고 다이빙을 즐기는 모든 다이버들이 우리가

지시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이 분

즐기는 바다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년

해되는 기간을 보고 필자도 깜짝 놀랐으며 그동안 무지했다는

에 1번 이상은 수중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

생각이 들었다.

떠한가. 우리가 즐기는 환경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쾌적한 수중환경을 조성하

최근 들어서는 바다를 접한 도시의 지자체, 해양경찰, 협회,

기 위하여 수중을 청소하고, 수중에 산호나 물고기들이 서식하

잠수관련 동호회, 다이빙샵 등을 중심으로 많은 단체와 회원들

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도 바다

이 수중정화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식목일을 제정하여 바다를 가꾸는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다
이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니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조인하여 독도

한가지 방법이다. 다이빙관련 단체와 다이버들이 이러한 운동

주변 수심 30m 이내의 해역 100ha를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

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오염도가 조금은 나

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또한, 어업인

아지리라 믿는다.

들이 바닷속에서 건져낸 쓰레기를 정부가 수매하고, 어촌인들
의 자발적인 수중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중정화활동에 앞서 수중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먼
저이다. 가능하면 쓰레기는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중하며,

최근에는 (사)환경보호협의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

미래의 지구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우리

포스코 직원, (사)수중환경협회의 각 지부, 포스코 클린오션봉

다이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물속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들을 치

사단, 울릉군 특수수난구조대원, 특수재난구조단, 제주시 삼도

우는 일도 보람 있는 일이다. 우리의 놀이터인 바다를 우리 다

2동연합청년회와 자생단체장, 지역아동센터 학생, 한아름적십

이버가 먼저 청소하고 보살피자.  

자봉사회원, 바다사랑봉사회원, 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원
등 많은 단체와 다이버들이 수중정화운동을 벌였다.
이들이 주로 수거한 것은 불가사리, 폐타이어와 폐목, 플라스
틱, 스티로폼, 어망 외에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청정바다를 지키기에 땀을 흘렸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들이
수십 톤이 넘지만, 아직도 바다에는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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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만을 위한 걸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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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3년 11/12월호 수상자 발표
광각부분

접사부분

입선(가나다 순)

금상 임규동

금상 이운철

강현주, 김기준, 김동현, 김은종

은상 김준연

은상 김은종

김준연, 손동수, 이운철, 임규동

동상 김기준

동상 양승철

장기영,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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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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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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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아이디 : pdeung, 비번 : 2468)의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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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12월호 수상자 시상품

마린뱅크 협찬

금상
HEAT VEST
발열조끼
•용 도 : 육·해상 겸용 발열조끼로 왯슈트, 드라이슈트 내부에 착용
•재 질 : 스판덱스 라이크라, 등 상부에 이중으로 처리된 8온스 스판 원단
•주머니 : 좌, 우 옆구리 부분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부착
•스위치 : 마그네틱 푸쉬 방식(100%방수)수중작동, 1단계~3단계 온도조절 가능
•스위치 위치 : 왼쪽가슴 부위,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위치 이동 가능
•안전장치 : 과열차단센서 자동제어
가격 : 75만 원

은상

동상

SEAWING NOVA
씨윙 노바

SPECTRA TRUFIT
스텍트라 트루핏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이 오리발은 블레이드식 오리발의
힘, 가속력 및 기동성을 갖추고 있지만 분리식 오리발의 편
안함과 힘이 들지 않는 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연결식 조
인트는 블레이드가 회전하고 전체 블레이드가 추진력을 발
생시키도록 지원합니다.

스쿠버프로 특유의 매우 부드러운 실리콘 스커트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얼굴형에도 적합합니다.
가격 : 16만 원

가격 :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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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임규동

50

만타가오리와 다이버 Nikon D700, f/10.0, 1/100

은상 Silver Prize 김준연

동상 Bronze Prize 김기준

모알보알 에어플레인포인트 Sony DSC-RX100, f/6.3, 1/40

솔베감펭과 연산호 Nikon D90, f/7.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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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분 입상작품

금상 Gold Prize 이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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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지키는 베도라치 한쌍 Nikon D90, f/9.0, 1/125

은상 Silver Prize 김은종

코코넛 옥토퍼스 Canon EOS 5D, f/18.0, 1/200

동상 Bronze Prize 양승철

알을 품은 새우 Nikon D800E, f/14.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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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선작품

김은종

김기준

김기준

김기준
김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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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종

김준연

손동수

이운철
임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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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김동현

최지섭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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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수

제 23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이번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13년 1년 동안 실시
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
과 2013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 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
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연말 공모전)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부분

작품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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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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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자

응모조건

•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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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제출처

•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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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작은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내 고화질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당선작은 수상이 취소됩니다.

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참고

• 다이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장비를 바닥에 끌거나 핀킥으로 모래를 일으킬 때)

• 올해는 시상식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 내년에는 시상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중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몸을 부풀리는 복어, 먹물을 쏘는 문어나 오징어 등)

입상자 발표

• 수중생물을 변칙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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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생물에게 인공적인 음식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 수중생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의 꼬리, 산호의 폴립 등)

시상내역
대상

1

상금 10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금상

2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은상

2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동상

2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1명, 접사1명

장려상

10

상패 및 상품

광각5명, 접사5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
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hoto

제53회

  

어안렌즈와 자연광

빛의 굴절에 의한 스넬의 효과(Snell’s Law)와 고래상어의 실루엣 니콘 D700, Fisheye 16mm, 넥서스, f10, 1/125초, 자연광, RAW, -7m, 필리핀.

58

황윤태의 Marine Essay

수중사진을 하는 다이버의 대부분은 DSLR 카메라를 처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빙 100회 정도 하다 보니 식상
해져 거금을 투자해 카메라는 들었는데, 아는 게 적다 보니
잘되진 않고 ……, 대부분 헤매고 고생하다 끝내는 때려치우
거나, 포기하진 않지만 대충 셔터만 누를 뿐입니다. 결국 이
렇다 할 사진 한 장 없어 스트레스받다가, 주변에 자문을 구
해보지만, 단편적인 몇 가지 정보만 얻을 뿐,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원리까진 구하지 못하는지라, 내기 없는 당구처럼
재미없기 그지없습니다.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카메라는 중고로 처분되거나 장롱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
만 구구단 외우고 나면 숫자계산이 별것 아닌 것처럼 알고
보면 간단한 게 수중사진입니다.

육상과 수중사진의 촬영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방수를 위해
하우징을 사용하고, 자연광이 부족하므로 스트로브를 사용
할 뿐입니다. 요즘 흔한 스마트폰에도 플래시는 달려있고,
쉽게들 사진 찍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
가 있습니다. 몰라서 어려울 뿐,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카
메라의 촬영모드 중 자동과 수동 어느 것이 유리한지, 측광
패턴은 어느 것이 적합한지, 스트로브의 TTL과 매뉴얼의 장
단점과 조정은, 마크로 또는 와이드 촬영 시의 선택은 ……
이런 의문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으로 확인한다면 재미는 배
가 되고, 멀지 않아 수중사진이 쉽고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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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하면서 고개를 드니 감태 줄기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동양란 같은 실루엣을 만들어 준다. 니콘 D700, Fisheye 16mm, 넥서스, f16, 1/250초, 자연광, RAW, -3m,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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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후, 중요한건 감성(感性)의 표현입니다. 같은 피사체를 봐
도 각자의 느낌과 표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핵심은 나의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인데, 상술한 내용을 체득(體
得)하지 않고는 요원한 문제입니다. 드물게는 우연이라는 사
진의 특성상 소발에 쥐잡기도 합니다만, 카메라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고는 카메라가 그려주는 평이한 그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수중사진엔 여러 장르가 있고, 필자는 있는 그
대로를 표현해야 하는 도감보다는 내 의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창작사진을 추구합니다. 비록 피사체를 앞에 두고
구도와 색감, 디테일, 배경처리 등으로 고심하지만 …… 원
하는 느낌의 사진을 얻은 경우, 그 희열은 감당키 어렵습니
다. 전술한 벽을 넘은 분은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와이드 촬영 시 필자는 화각 180도의 어안렌즈를 선호합니
다. 렌즈 고유의 특징인 주변부 비네팅과 술통형 왜곡, 원근
감의 과장! 이런 단점이 싫어 화각 90~110도 정도의 광각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를 복합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다이내믹한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과 어안렌즈를 통해 보는 이미지는
앵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첨부한 2장의 이미지는 이를 적
극 활용해 자연광만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 광각
렌즈를 사용했다면 입체감 없는 밋밋한 사진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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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Photo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의 갤러리

The Work of World-renowned Underwater Photographers
본 칼럼에서 가능한 한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를 섭외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간혹 섭외가
되지 않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이 칼럼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Phillip Colla (미국)
Introduction of Phillip Colla
필립 콜라의 소개
Once again, Scuba Diver Magazine is honored and
pleased to present the underwater imagery of an
accomplished photographer, Phillip Colla. Any short list
of the world's best natural history photographers, topside
or underwater, would be incomplete without his name.
Although Colla has embraced digital photography, many
of his best works have been captured on film, which
requires considerably more skill, knowledge, patience
and talent to master. He has. Largely self-taught, Colla
has a discerning eye for striking images and, for over
twenty years, he has journeyed all over the world, often
to remote regions, in search of unusual, rare and
sometimes endangered animals.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다시금 기량이 뛰어난 사진가인 필립
콜라(Phillip Colla)의 수중사진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해상사진이든 혹은 수중사진이든, 세계 최고의 자연사 사진가들을
추천해 보라고 할 경우에 그의 이름이 빠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콜라는 디지털 사진술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그가 촬영한 최고의
작품들은 대부분 필름으로 촬영되었고 이러한 촬영에는 기술, 지식,
인내와 재능이 상당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독학으로 이뤄낸 콜라는 빼어난 사진을
촬영하는 안목이 있으며, 20년 넘게 세계 도처, 흔히 오지를
여행하면서 특이하고 희귀하며 때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Colla's artistry is well acknowledged and admired as
notable publications, ranging from BBC Wildlife to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have featured his work.
Further, his images have earned top awards in highly
competitive and prestigious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ntests such as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Nature's Best, Ocean Views and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콜라의 예술성은 BBC 와일드 라이프(BBC Wildlife)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간행물들에 그의 작품이
게재될 정도로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사진은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네이처스
베스트(Nature's Best), 오우션 뷰즈(Ocean Views),
미국야생동물연합(National Wildlife Federation) 등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권위 있는 국제사진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Phillip Colla resides in Carlsbad, California, with his wife
and daughters, near, where else? the Pacific Ocean. To
enjoy more outstanding images by Colla, please visit
www.oceanlight.com.
필립 콜라는 태평양이 가까운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에서 아내와 딸들과
살고 있습니다. 콜라가 촬영한 우수한 사진들은
www.oceanlight.com에서 더 많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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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Matt Biondi and spotted dolphin,
Bahamas Banks
Atlantic spotted dolphin and Olympic
champion swimmer Matt Biondi. Bahamas
올림픽 출전 선수 매트 비욘디와 점박이돌고래, 바하마
뱅크
대서양 점박이돌고래와 올림픽 챔피언 수영선수인 매트
비욘디. 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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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ean sunfish(molamola) is the world's largest known bony fish (sharks and rays are cartilaginous). At least
one estimate over 3000 lb. has been recorded and individuals reaching 11 ft. (3 m.) from fin tip to fin tip have
been seen. Ocean sunfish recruiting fish near drift kelp to clean parasites, open ocean, Baja California.
개복치(molamola)는 세계 최대의 경골어로 알려져 있다.(상어와 가오리는 연골어이다.) 개복치의 무게가 적어도 1,36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 있고 지느러미 끝에서 지느러미 끝까지가 3m에 이르는 개체들도 관찰되고 있다.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의
공해에서 기생충을 청소하기 위해 표류하는 갈조류 근처에서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개복치.

64

Phillip Colla Gallery

Cardiff morning surf, breaking wave. Cardiff by the Sea,
California, USA
카디프의 아침 파도, 부서지는 파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디프
바이더시(Cardiff by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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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dalupe Island has long had a reputation
for huge white sharks. For years, fishermen
have claimed to have had white sharks steal
their yellowfin tuna just as the tuna is reeled
in to the boat. On past diving trips we have
talked with the local Mexican fishermen,
who work the island year round; one told us
that in the winter, when elephant seals
crowd the bolder beaches at the north end
of the island, you can walk across water on
the backs of the sharks. The only people
who meet Guadalupe Island's white sharks
-- in open water -- are those who choose to
dive Guadalupe Island for pleasure or out of
necessity. Mexican hookah divers work the
island for lobsters and abalone, and have
reported to us that they commonly see
white sharks. White sharks have visited
divers on some of our past spearfishing and
scuba diving trips at the island, making
what appear to be inquisitive passes.
Tragically, two freediving spearfishermen
have been attacked during the 80's while
hunting for tuna at Guadalupe Island, one
fatally.
과달루페 아일랜드(Guadalupe Island)는 오래전부터
거대한 백상아리가 출현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간
어부들은 황다랑이 참치를 릴로 감아 배로 올릴 때
백상아리가 참치를 훔쳐간 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전의 다이빙 여행에서 우리는 1년 내내 그 섬에서
작업하는 현지 멕시코인 어부들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어부는 겨울에 섬의 북단에 있는 해변이
코끼리물범으로 북적거릴 때면 상어들의 등을 밟고
물을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과달루페
아일랜드의 백상아리를 만나는 유일한 사람들은(오픈
워터에서) 이 섬에서 재미로 혹은 부득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다. 멕시코인 다이버들은 바닷가재와
전복을 얻기 위해 이 섬에서 작업하는데, 백상아리를
흔하게 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섬에서 작살 고기잡이 및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할 때
간혹 백상아리가 다이버들에게 다가온 적이 있는데,
호기심에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80년대에
2명의 스킨다이빙 작살 고기잡이 어부가 과달루페
아일랜드에서 참치를 사냥하다가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A great white shark swims through the clear
waters of Isla Guadalupe, far offshore of the
Pacific Coast of Baja California. Guadalupe
Island is host to a concentration of large
great white sharks, which visit the island to
feed on pinnipeds and tuna. Guadalupe
Island (Isla Guadalupe), Baja California,
Mexico
백상아리가 바하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과달루페 아일랜드의 투명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과달루페 아일랜드는 백상아리가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곳으로, 기각류(鰭脚類,
pinnipeds; 물개 등 물갈퀴 모양의 발을 가진 동물)와
참치를 먹기 위해 이 섬을 찾는다.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과달루페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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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p fronds and pneumatocysts. Pneumatocysts, gas-filled
bladders, float the kelp plant off the ocean bottom toward the
surface and sunlight, where the leaf-like blades and stipes of
the kelp plant grow fastest. Giant kelp can grow up to 2' in a
single day given optimal conditions. Epic submarine forests of
kelp grow throughout California's Southern Channel Islands.
San Clemente Island, California, USA
갈조류 엽상체와 기포낭. 기체로 채워진 주머니인 기포낭은 갈조류 식물을
바다의 바닥에서 수면과 햇빛 쪽으로 떠오르게 하며, 바로 거기서 갈조류
식물의 잎과 줄기가 가장 빨리 자란다. 거대 갈조류는 최적의 조건이라면
하루만에 60cm나 자랄 수 있다. 웅장한 해저 갈조류 군락은 캘리포니아의
서던 채널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 클레멘테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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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River sockeye salmon. A female sockeye salmon swims upstream in the
Adams River to spawn, having traveled hundreds of miles upstream from the ocean.
Adams River, Roderick Haig-Brown Provincial Park, British Columbia, Canada
아담스 리버의 붉은 연어. 암컷 붉은 연어는 바다에서 아담스 리버 상류로 수백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간
후 알을 낳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로더릭 헤이그-브라운 프로빈셜 파크의 아담스 리버

King angelfish in the Sea of Cortez, Mexico.
Sea of Cortez, Baja California, Mexico
멕시코 시오브 코르테즈(Sea of Cortez)의 킹 엔젤피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시오브 코르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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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iver photographing pelagic gelatinous zooplankton, adrift in the
open ocean. San Diego, California, USA
공해에서 표류하는 표영성 젤라틴질 동물플랑크톤을 사진에 담는 스킨다이버.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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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마린하우스

다이브 파크

(제주 서귀포)

(서울 동작)

(전북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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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스쿠바
(경북 영덕)

전영찬

레저클럽
(서울 강동)

오정선

허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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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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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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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다이버

네모선장
리조트

(경기 남양주)

(강원 고성)

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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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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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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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SSI
아카데미

(제주도/서울)

오호송

이기훈

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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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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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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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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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향

방이

이상국

김진현

소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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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컬리지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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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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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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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달장애
운동능력개발
협회 (부산 동래)

문희수
잠수교실

이성복

(서울 송파)
▶ 테크니컬

문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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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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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의 꿈

스쿠버원

(대구 동구)

(서울 강남)

(충남 아산)

채효숙

헬시온 코리아

(경북 경주)

한국
다이브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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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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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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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조

연락처: 010-8553-3500
웹주소: cafe.daum.net/dreamofdiver
이메일: abc6264@hanmail.net

연락처: 010-8447-6800
웹주소: cafe.daum.net/scubaone
이메일: hth09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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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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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필리핀 아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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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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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416-522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1544522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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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1-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이버의 꿈

이용주

070-7562-3505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cafe.daum.net/DreamOfDiver

해인 스쿠버

양영동

010-6209-9403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haeinscuba.com

Fstyle

전석철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www.ssidive.co.kr

스쿠바조아
정수다이빙스쿨

윤기명
허정수

010-9844-0442
010-4847-9713

서울 광진구 자양동
경남 진주시 신안동

www.scubajoa.co.kr

AFIA

노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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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택

010-4105-2864
010-6760-313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머맨(MERMAN)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www.afia.kr
cafe.naver.com/merman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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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East Asia&Micronesia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 1층

프리다이빙 센터

다이빙 장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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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승현
손완식
오정선
(주)언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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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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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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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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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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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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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금정 스쿠버

이호석

010-3380-4707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봉포 다이브 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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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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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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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ongposdr.co.kr

필리핀 지역 다이브 리조트
SSI East Asia&Micronesia Cebu branch
SSI 컬리지
아쿠아가든 비치 리조트
송 오브 조이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씨 퀸 다이브
다이브파크 블루스타 리조트
PDA
세부 블루드림
2n2 스쿠바 다이빙 리조트
오션블루 세부 리조트
다이브7000

April
김태훈
이승재
송윤호
김정철
정성걸
전태영
최종찬
장국삼
강해원
유병선
강재철

070-8225-6882
070-8227-5132
0920-951-7682
070-7417-8271
070-561-3662
070-8269-2499
070-4065-7188
070-4069-9198
070-4007-7772
63-47-232-6346
010-5214-8226
070-4641-1787

세부
바탕가스
바탕가스
사방
바탕가스
사방
모알보알
세부
세부
수빅
세부
바탕가스

www.divessi.com
www.ssicollege.com
cafe.daum.net/aquagarden
www.soj.kr
club.cyworld.com/jresort
www.sqdive.com
www.divepark.co.kr
www.cebupda.com
cafe.naver.com/cebubluedream
www.2n2scuba.com
www.oceanblue.co.kr
dive7000res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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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성
이성수
Dieter Kudler
Bill Acker
Gradvin.K Aisek

YAO CHI CHIEN

070-8624-8686
070-7536-6767
691-350-6000
691-350-2300
691-330-2727
(1)-800-348-2628
(1)-706-394-6395
680-488-6066

서태평양 지역 다이브 리조트
J.스쿠버 다이버

나종철

010-6227-3590

괌

팔라우
팔라우
얍 미크로네시아
얍 미크로네시아
축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팔라우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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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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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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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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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닐라오의 대표적 포인트인 성당바위(cathedral rock) 바로 앞에 위치
▶ 펀다이빙, 수중사진 가이드 서비스
▶ 다이빙교육(레크리에이션 전과정, 테크니컬 전과정, 체험다이빙)
▶ 아일랜드 호핑, 피크닉다이빙, 사파리다이빙(사방 & 베르데아일랜드), 수빅(난파선) 가이드
▶ 골프투어 가이드(부킹서비스), 마닐라시티투어
▶ 숙박 일체형 리조트, 리조트는 특실(디럭스) 4ROOM, 일반실(스텐다드) 8ROOM 보유
▶ 무제한 비치다이빙 제공(성당바위 포인트)
▶ 리조트 전용보트는 3대(30인승, 12인승, 6인승)전용 방카 구비

대표. 강재철 연락처. 070-4641-1787 현지전화. +63-905-297-1787 / +63-927-226-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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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Catching Food in the Sea
수중생물이 먹고 사는 법
Text by David Be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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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us never stopped to think how difficult it might

우리는 대부분 일부 해양생물이 자신이 선호하는 먹이를 찾

be for some marine critters to find and feed on their

아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잠시나마 생각해본 적이

preferred food, because for us it is so easy – go to the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

grocery store and buy our meal or simply get served at a

문이다. 우리는 슈퍼마켓에 들러 먹을거리를 사거나 그저 식

restaurant. Well if you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it –

당에서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면

in the ocean it is just not that easy.

바다에서 먹고 살기는 그리 녹록치 않다.

The ways marine animals capture their prey is as diverse

해양 동물이 먹이를 포획하는 방법은 그 동물들 자체만큼이

as the animals themselves. We attempt here to survey

나 다양하다. 여기서는 먹이를 녹여 후루룩 마시는 동물

just a few – from slurpers, to netters, to stingers, to

(slurper)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치는 동물(netter), 먹이를 쏘

anglers, to snatchers, to filterers. Each group of marine

는 동물(stinger), 낚시하는 동물(angler), 먹이를 잡아채는 동

animals, literally has, over millions of years, developed

물(snatcher), 먹이를 걸러 먹는 동물(filterer)까지 몇 가지 부

their own, very specialized food capture strategy. This

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부류에 속하는 해양

diversity of strategies has not been rivaled by any other

동물들은 그야말로 수백만 년에 걸쳐 나름의 매우 전문화된

group of land animal, including insects and birds.

먹이 포획 전략을 개발했다. 이러한 전략의 다양성은 곤충, 조
류 등 그 어느 부류의 육상 동물들도 따라가지 못한다.

Why, we might ask, is food gathering in the ocean so

그렇다면 바다에서 먹이 구하기가 육상의 경우보다 왜 그리

much more complex than feeding on land? The answer

도 훨씬 더 복잡한 것일까? 그 대답은 그리 명확하지 않고

is not really obvious and is likely quite complex. One

아주 복잡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수천 년에 걸쳐

thing for sure - we can be assured that over the

생물들이 먹이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그것을 공유하

millennia, organisms have evolved to share or partition

거나 분할하도록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에 적합한

food recourses rather than compete for them. Seeking a

환경, 즉 특유의 적소(niche)를 찾는 편이 먹이를 놓고 싸우

unique feeding niche has proven more efficient than

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fighting ov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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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zardfish, Synodus variegates, pouncing upon an unfortunate victim. This predator's eyes were much bigger than its
stomach and it would have to release the prey, both fish being about the same size. A titanic struggle ensued and the flailing
fish whipped the lizardfish about for several minutes. However, the lizardfish kept its jaws tightly clamped around its dinner,
eventually suffocating the hapless victim. Then, slowly the lizardfish ratcheted its sharp teeth back and forth until, amazingly, it
swallowed the entire Brown-barred Goby, Amblygobius phaelena.
운 없는 희생양을 덥석 문 매퉁이(lizardfish, Synodus variegates). 이 포식자의 위는 눈보다 훨씬 더 작았고 물고기의 크기가 자신과 비슷하면 먹이를
놔주곤 했다. 굉장한 싸움이 뒤따랐고 물린 물고기는 몇 분 동안 버둥대며 매퉁이를 내리쳤다. 그러나 매퉁이는 턱으로 먹잇감을 단단히 조였고, 결국
불행한 희생양을 질식시켰다. 그러고는 그 날카로운 이빨들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놀랍게도 마침내 갈색 가로줄이 있는 망둥이(Brown-barred Goby,
Amblygobius phaelena)를 통째로 삼켰다.

Most ocean critters we are familiar with search and attack

우리에게 친숙한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먹이를 찾아 공격

their prey. These include most fishes and many

한다. 이러한 생물에는 대부분의 어류와 많은 무척추동

invertebrates. Some overcome prey by speed, some by

물이 있다. 일부는 속도로, 일부는 잠행으로 먹이를 압도

stealth, but most but just by foraging around until supper is

하나, 대부분은 그저 먹잇감이 발견될 때까지 찾아 돌아

found. The variations are numerous.

다닌다. 이와 같은 먹이 구하기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To explore the myriad of feeding strategies, let’s start with all

먹이를 포획하는 무수히 많은 전략 중에서도 우선 그물

the various “netters.” The nudibranch, Melibe has an oral
hood it tosses out like a Hawaiian fisherman hand net,

을 던지거나 치는 다양한 동물부터 살펴보자. 나새류인

capturing whatever is in the water ahead of it including,

멜리베(Melibe)에는 구강 연막(緣膜, veil)이 있어 이를 하
와이 어부의 투망처럼 넓게 벌리면서 내던져, 갑각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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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dibranch, Melibe, feeds by throwing its oral hood forward like a Hawaiian fisherman’s net.
나새류인 멜리베(Melibe)는 구강 연막을 하와이 어부의 투망처럼 앞으로 던져 먹이를 포획한다.

Delicate tentacles surrounding the hood sense when a prey item has been captured and signal the hood to close.
연막 둘레의 섬세한 촉수들은 먹잇감이 포획되었을 때 이를 감지해 연막에 닫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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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aceans and larval fish. This feeding technique is

생 어류 등 자기 앞의 물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포획한다.

quite unique to nudibranch species that are usually

이러한 포획 전략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 나새류 종들은 대

predators on sessile organisms like sponges, hydroids

개 해면, 히드라와 멍게 같은 고착 생물을 먹이로 하는 포식

and tunicates. Feeding on motile organisms is quite

자이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생물을 먹이로 한다는 점이 이들

unique for this group on animals.

종에서는 아주 특이하다는 것이다.

But even when you feed on a sessile species like a

그러나 해면 등 고착 생물을 먹이로 할 경우에도 어떻게 먹

sponge – how you do it depends on your feeding

는지는 턱, 이빨 등과 같이 먹이를 먹는 구조물에 달려 있다.

structures, such as your jaws and teeth etc. Most sponge

해면을 먹고 사는 도리드 나새류(dorid nudibranchs)는 대

eating dorid nudibranchs have strong jaws to tear away

부분 강한 턱으로 해면의 조직을 찢어 제치고 치설(齒舌,

the tissue of sponges and teeth, called radula, to rasp the

radula)이란 이빨들로 해면 조직을 먹음직한 크기로 자른다.

sponge tissue into edible bits. But what if you are one of

하지만 턱과 치설이 없는 많은 종의 도리드 나새류는 어찌할

the many species of dorid nudibranchs that lack jaws and

까? 이러한 구조물이 없는 종들은 ‘포로스톰 도리드 나새류

radula? Species lacking these fall into the group called

(porostome dorid nudibranchs)’로 분류되며 소위 침을 뱉

“porostomes” and feed by what we call the spit and slurp

어 후루룩 마시는 전략으로 먹이를 먹는다. 덴드로도리스 데

technique. These nudibranchs, like Dendrodoris denisoni, spit
highly acidic saliva onto the sponge, and when the

니소니(Dendrodoris denisoni)처럼 이들 나새류는 고산성 타액
을 해면에 뱉고 해면이 녹으면 해면 국물을 후루룩 마셔 삼

sponge dissolves, they slurp up the sponge soup and

킨다.

swallow it.

Porostome dorid nudibranchs like this Dendrodoris, lack jaws and teeth to feed with so they employ a spit and slurp technique.
사진의 덴드로도리스(Dendrodoris)처럼 포로스톰 도리드 나새류(Porostome dorid nudibranchs)는 먹이를 먹을 턱과 이빨이 없으므로 침을 뱉어 후루룩
마시는 전략을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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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pecies falling into the “netter” category might

그물을 던지거나 치는 동물 부류에 속하는 기타 종들로는

include basket stars, sea pens and windmill worms. All of

거미불가사리류(basket stars), 바다조름(sea pens), 풍차벌레

these position themselves in food laden currents to feast

(windmill worms, Praxillura maculata) 등이 있다. 이들은

when waters bring the prey to them. Basket stars are

모두 먹이가 실린 해류에 자신을 위치시켜 바다가 먹이를 가

known to climb to the highest point on the reef

져다주면 먹는다. 거미불가사리류는 경산호든 연산호든 산호

landscape, whether atop a hard or soft coral, to take

초가 있는 곳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 산호초를 따라

advantage of plankton rich waters following over the

오는 플랑크톤이 풍부한 바닷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reef.

있다.

Sea pens hide during the day in soft sediments, but

바다조름은 낮 동안에는 부드러운 퇴적물에 숨어 있다가, 어

emerge under cover of darkness to feed on plankton

둠이 내리면 나와서 밤에 플랑크톤이 풍부한 바닷물을 먹고

rich waters at night. Savvy species like the porcelain crab,

산다. 자기게(porcelain crab)와 같은 약삭빠른 종들은 함께

have learned to come along for the ride and benefit from

어울리는 법을 배워 주간에 몸을 숨기는 바다조름의 보호를

the protection of the sea pens diurnal behavior, but feed

받는 한편, 이 전략적 시간에 먹이를 먹기도 한다. 이들 게는

at this strategic time also. These crabs extend their

접히는 구기(口器, mouth parts)를 펼쳐 그물을 형성하여 플

hinged mouth parts forming a net to capture plankton.

랑크톤을 포획한다.

Basket stars capture drifting plankton with highly branched legs, while sea pens feed
with their feather-like gills.
거미불가사리류(basket stars)는 고도로 분지된 다리들로 표류하는 플랑크톤을 포획하는 반면,
바다조름(sea pens)은 깃털 같은 아가미로 먹이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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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elain crabs feed by filtering, drifting plankton out of the water with their hinged, extendible mouth
parts, that look like combs.
자기게(porcelain crab)는 빗 모양의 접히고 펼쳐지는 구기(口器, mouth parts)로 물에 표류하는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다.

Similarly, barnacles feed by filtering passing plankton, but

비슷하게 따개비도 지나가는 플랑크톤을 걸러 먹으나, 구기

instead of using the mouth parts they use their feet.

를 사용하는 대신 발을 이용한다. 유생 형태일 때 따개비는

When in the larval form, barnacles look like a small

작은 새우와 비슷하다. 이들은 일단 선호하는 서식지를 찾으

shrimp. Once they find their preferred habitat, they settle

면 정착해서 등을 대고 누워 탄산칼슘을 분비함으로써 평생

out, lie on their back and secrete the calcium carbonate

살아갈 껍데기를 만든다. 대부분의 따개비 종은 해류가 세차

shell they live in for the rest of their life. Most barnacle

고 물이 크게 솟아오르는 장소에 정착한다. 몇몇 종은 한술

species settle out in areas of maximum water current

더 떠 고래의 몸에 정착해 물이 끊임없이 지나가도록 한다.

and surge. A couple of species have maximized this

화산 형태의 껍데기에서 돌출되어 나와 있는 것은 따개비의

further by settling on the bodies of whales, ensuring that

다리이다. 맛있겠다.

water will be passing by constantly. What we see
protruding from the volcano shaped shell, is their feet.
Yummy.
The most passive of the feeders are the filter feeders.

먹이 포획에서 가장 수동적인 부류는 먹이를 걸러 먹는 동

Sometimes we don’t even know if they are plant or

물이다. 이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자기 일(먹이를 먹는 것)을

animal, as they just sit there and do their thing –

하므로 때로는 식물인지 동물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이

feeding. These would be the sponges and tunicates.

러한 부류로는 해면과 멍게가 있다. 이들은 산호초에서 가장

While not the most active or interesting critters on the

능동적이거나 흥미로운 생물은 아니지만, 매우 다양하고 색

reef, they can be the most diverse and colorful. We

깔이 화려할 수 있다. 태평한 생활을 한다고 이들을 깔보아

should not belittle them for their laid back lifestyle, as it

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산호초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생활방

may be the most efficient lifestyle on the reef. Just lie

식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그 자리에 누워 숨을 들이

there and inhale, feed and breathe. How easy is that?

쉬고 먹이를 먹으며 호흡한다. 그 얼마나 편안한 삶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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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an of feeding parts is
actually the feet of a barnacle.
Waving the feet in the passing
water captures food particles.
여기서 부채 모양의 먹이를 먹는 기관은
사실 따개비의 발이다. 지나가는 물에서
발을 흔들어 먹이 입자를 포획한다.

Sponges and tunicate (sea squirts) feed by straining microscopic food
out of the water which flows over their internal gills. The flow is so
subtle we don’t even see it.
해면과 멍게는 내부 아가미로 흐르는 물에서 미세한 먹이를 걸러 먹는다. 그 흐름은
아주 감지하기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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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we have a bunch of stingers – each with its own

다음으로는 먹이를 쏘는 다수의 동물이 있으며, 각각의 동

special stinger. This category is broad containing those

물은 나름의 특수한 침을 가지고 있다. 이 부류는 광범위

species tiny stinging cells called nematocysts – these

하고 자포(刺胞, nematocyst)라는 미세한 침 세포를 가진

would be the corals, sea anemones, jellyfish and other

종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들로는 산호, 말미잘, 해파리와

cnidarians species. Then there are the cone snails with

기타 자포동물 종이 있다. 그리고 청자고둥(cone snail)이

their nasty dart capable of taking down a fish twice their

있는데, 이들의 끔찍한 독침은 자기보다 2배나 큰 물고기

own size.

를 쓰러뜨릴 수 있다.

Each of the small white spots on the tentacles of this coral polyp contains a harpoon-like stinging cell. It can only be fired once, so
corals and sea anemones are constantly generating new ones.
이 산호충의 촉수에 있는 작은 흰점 각각에는 작살과 비슷한 침 세포가 들어 있다. 침 세포는 한 번만 발사할 수 있으므로, 산호와 말미잘은 새 침 세포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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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snails are armed with a long razor like tooth or dart that is capable
of delivering a potent and deadly venom.

Most jellyfish too have nematocysts in their tentacles capable of
stinging and immobilizing prey.

청자고둥(cone snail)은 이빨이나 화살처럼 생긴 긴 독침으로 무장하고 있어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을 전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파리에도 촉수에 자포가 있어 먹이를 쏘아 무력화할 수 있다.

Some stingers have more of a bite than a sting, but the

먹이를 쏘는 동물 중 일부는 쏜다기보다는 문다고 할 수

effects are the same. Several species of octopus, most

있으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여러 종의 문어, 대표적으로

notably the blue ringed, have a painful and deadly bite

푸른 고리 무늬가 있는 것은 물면 상처에 고통스럽고 치명

which leaves poisonous neurotoxins in the wound to

적인 신경독을 남겨 먹이를 신속히 제압한다. 이러한 종은

quickly over take the prey. This species advertizes its

자신의 푸른 점을 깜빡거리면서 포식자에게 자신의 힘을

imminent danger by flashing on and off its blue spots

경고함으로써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알린다.

warning predators of its powers.
One interesting feeding strategy is that employed by the

한 가지 흥미로운 포획 전략은 왕털갯지렁이(Bobbit

Bobbit worm. We call this the “snatch & grab” technique.

worm)가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잡아채는(snatch

This octopuses blue spots are meant to warn
wanton predators that it is poisonous and
capable of delivering a deadly bite.
이 문어의 푸른 점은 자신은 독성이 있고 물면 치명적인
독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무자비한 포식자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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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long serrated jaws, this worm, which may reach 20 feet in length, grabs its prey and pulls it into its
burrow.
길이가 6m에 달하기도 하는 이 왕털갯지렁이(Bobbit worm)는 톱니 모양의 긴 턱을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채 굴속으로
끌어간다.

This burrowing worm just waits with it horrific jaws agape

& grab)” 전략이라고 부른다. 굴을 파고 사는 이 갯지렁이

for an un-expecting fish to swim too close – then wham

는 무시무시한 턱을 딱 벌린 채 무심한 물고기가 아주 가

– it snatches the fish and pulls it screaming into its

까이서 헤엄치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다가 홱 물고기를

borrow.

잡아채 굴속으로 끌어간다.

Mantis shrimp, also called Stomatopods, either smash their prey with a
heavy claw, or spear them.
구각류(口脚類, Stomatopods)라고도 하는 갯가재는 육중한 집게발로 먹이를
박살내거나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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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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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snatch and grabber is the mantis shrimp. Here

먹이를 잡아채는 또 다른 동물은 갯가재(mantis shrimp)이

again it lies silently in it hole until an unsuspecting prey

다. 갯가재도 의심 없는 먹이 생물이 아주 가까이 다가올 때

creatures ventures too close. There are two types in this

까지 구멍에서 가만히 기다린다. 이러한 갑각류 종에는 2가

crustacean group – the smashers which use blunt

지 유형이 있다. 즉 먹이를 박살내는 유형(smasher)은 뭉툭

appendage to knocking their prey out, and the spearers

한 부속기관으로 타격하여 먹이가 의식을 잃도록 하며, 먹이

which have a long hinged appendage to spear and hold

를 찌르는 유형(spearer)은 접히는 긴 부속기관으로 먹이를

their prey.

찌르고 붙잡는다.

Cuttlefish are grabbers too, feeding by grabbing their

갑오징어도 먹이를 잡아채는 동물이며, 먹이를 포획하는 2개

prey with two long feeding tentacles.

의 긴 촉수로 먹이를 잡아채 먹는다.

And last but not least the “fishing for fish” method

마지막으로 소개하지만 가장 못하지도 않은 것이 씬벵이

employed by frogfish. It just amazes me that a fish has

(frogfish)가 사용하는 낚시 방법이다. 한 물고기가 수천 년에

over the millennia developed its own fishing pole to lure

걸쳐 자신만의 낚싯대를 개발함으로써 벌려지는 입으로 덥석

A cuttlefish prepares to grab a crustacean meal with its two long
feeding arms.

Two frogfishes with their lure fully deployed. Any predator trying to
grasp the lure is sure to be a meal for this fish.

갑오징어가 먹이를 포획하는 2개의 긴 팔로 갑각류 먹이를 잡아챌 준비를 하고
있다.

미끼를 제대로 배치해놓은 2마리의 씬벵이. 미끼를 물려하는 어느 포식자라도 이
물고기의 식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prey in close enough to gulp them into their extensible

삼킬 정도로 먹이를 가까이 유인하다니 그저 놀랄 따름이다. 이

mouth. These fishing poles come with an amazing

러한 낚싯대에는 씬벵이의 종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미끼가 있

collection of lures depending on the species of

다. 씬벵이는 낚시꾼이 하듯이 먹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frogfish. Frogfish can even be seen gigging the lure

미끼를 살살 흔들어주기까지 한다.

just like their human counterparts, simulating live prey.
So the next time you sit down to eat take a moment

그러니 다음번에 앉아서 식사할 때에는 잠시 우리에게 식사가

and think about how easy it is for us. Better yet – ask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우리는 먹이를 녹여

yourself which category we fall into - slurper, netter,

후루룩 마시는 동물, 그물을 던지거나 치는 동물, 먹이를 쏘는

stinger, angler, snatchers, or filterer? How about “none

동물, 낚시하는 동물, 먹이를 잡아채는 동물 혹은 먹이를 걸러

of the above”? Our meals are handed to us on a plate.

먹는 동물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자문해보면 더 좋겠다.

It can’t get much easier than that.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식사는 접시에 담겨 건
네진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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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와 아내 다이애나는 워싱턴주에 있는 해양생물 및 자연사 서적출판 및
유통업체인 “Sea Challengers Natural History Book, Etc.”을 운영

본지의 기고가인 데이비드 베렌스의 책 소개

NUDIBRANCH
Behavior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New World Publications Inc. Jacksonville, Florida.
ISBN 1-878348-41-8, 2005.10.01 (www.fishid.com)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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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글/사진 구자광 감수 김지현

암수 한 몸인 갯민숭달팽이(Nudibranch)

대부분의 연체동물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몸을 포식자로부터

이에게 있는 딱딱한 패각이 없어 몸이 민숭민숭하기 때문이다.

보호하기 위해 패각(껍데기)을 가지는 데 비해 복족류에 속하

갯민숭달팽이의 사진을 보면 등에 오돌토돌한 것들이 보이는데

는 갯민숭달팽이는 패각이 없다. 이렇게 몸이 노출되어 있고 아

이 돌기로 숨을 쉰다. 돌기가 물고기의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가미가 밖으로 나와 있다 하여 영어로 ‘Nudibranch’라 부른다.

하며 암수 한 몸이다.

라틴어로 벌거벗었다는 뜻의 ‘nudus’와 아가미를 뜻하는
‘branchia’가 합쳐진 말이다. 우리말로 갯민숭달팽이로 부르는

갯민숭달팽이는 연체동물 중에서 복족류(조개, 고둥, 오징어

것은 같은 복족류인 달팽이와 생물학적으로 같긴 하지만 달팽

등)로 원래는 패각이 있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패각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연체부만 남은 것이다. 갯민숭달팽이는 몸이 전부 노

학명 : Chromodoris hintuanensis

출되어 있고 크기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 불과해 작은 물고
기들이 한입에 삼킬 수 있다. 움직임마저 느려서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방법이 없다.
하지만 패각이 없는 갯민숭달팽이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몸에서 강한 독성물질을 분비하여 포식자가 잡
아먹어도 맛이 없는 먹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 노랑, 빨강,
보라 등 현란한 몸 색깔은 적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갯민숭달팽이는 독을 직접 만드는 종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섭

학명 : Flabellina rubroline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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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먹이로부터 독을 얻는다. 갯민숭달팽이는 독이 있는 히드

다가가면 자포에 쏘이기도 하고, 먹이로 먹고는 중독되기도 했

라 산호 등의 자포를 먹어 그 독을 몸에 축적시킬 수 있다. 일

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 종은 다른 생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이 먹은 자
포를 용수철 튕기듯 발사하기까지 한다. 포식자 입장에서 볼 때
갯민숭달팽이는 좋지 않은 경험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가까이
학명 : Jorunna funebris
교미하는 갯민숭달팽이

【참고】 자포는 촉수 속에 있는 작살과 같이 생긴 무기인데 평소 용수철처럼
감겨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발사하듯 튕겨나간다.

학명 : Glossodoris atromarginata
산란하는 갯민숭달팽이

플라멩고 춤을 추는 스페니시 댄서(Spanish Dancer)

학명 : Hexabranchus sanguineus
영명 : Spanish D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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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시 댄서를 다른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새류 중에서 가장 크고, 수영을 잘하는 갯
민숭달팽이(Nudibranch)의 일종이다.

【참고】 움직이는 2가지 형태
스페니시 댄서나 납작벌레는 움직이는 운동의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롤링
(Crawling)과 스위밍(Swimming)이다. 크롤링은 망토의 넓은 가장자리 가까이
몸까지 회전시킨다. 스위밍은 붉은 망토를 펴고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드는
것처럼 동물을 앞으로 아름다운 물결 운동을 한다.

길이가 넘는 40cm의 표본이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종
은 다른 갯민숭달팽이류와 마찬가지로 자웅동체(암수 한 몸)이

크롤링(Crawling)

다. 이 스페니시 댄서에는 황제새우가 공생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물속에서 나풀나풀 거리며 플라맹고 댄스를 추는 무희와 같
다고 해서 스페니시 댄서(Spanish Dancer)라고 불린다. 학명에
서 sanguineus은 밝은 적색의 착색을 의미하지만 노란색 변형
도 존재한다.

수백만 개의 알이 든 스페니시 댄서의 알주머니
스위밍(Swimming)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톡신을 품은 납작벌레

납작벌레(Platworm)는 연체동물과는 전혀 다른 편형동물문

한 안점과 촉수가 있지만 납작벌레는 머리가 있기는 하지만 안

(Platyhelminthes)에 속하는 동물이다. 편형동물은 말 그대로 납

점과 촉수가 뚜렷하지 않다. 눈이나 촉수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작한 벌레라는 뜻이다. 이들은 좌우 대칭이면서 상하로 납작하

있다고 해도 갯민숭달팽이의 촉수처럼 분명한 가지가 솟아 있는

고 부드러운 육질부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 몸체는 가늘고 짧은

것이 아니라 감각기가 있는 머리 주변의 피부가 접혀져서 촉수

섬모(Cilia)로 덥혀 있는데, 복부쪽이 더 길어서 이동하는데 이용

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촉수(Psedotentacle)라 한다.

된다.
납작벌레들 중에서 화려한 색상을 갖는 것들은 갯민숭달팽이
납작벌레는 연체동물 중에서 갯민숭달팽이랑 구분이 잘 안된

나 마찬가지로 포식자들에게 맛이 없으니 먹지 말라고 경고하

다. 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납작벌레는 호흡촉수를 가지

는 것이다. 이들은 복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

고 있는 갯민숭달팽이와 달리 특별한 호흡 기관이 없다. 따라서

도톡신(Tetrodotoxin)을 보유하고 있다.

피부 전체로 호흡을 한다. 입과 항문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
의 구멍으로 먹이를 먹고 배설한다. 그리고 갯민숭달팽이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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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갯민숭달팽이를 흉내내

학명 : Pseudoceros jebborum
영영 : Platworm

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포가 없기 때문이다. 자포는 즉각적인

중에는 공생하거나 기생하는 종들이 많지만, 보통 다이버들이

반응으로 포식자들에게 충격을 주어 물러나게 할 수 있지만, 맹

갯민숭달팽이와 혼동하는 종들은 자유 생활을 하는 독립 종들

독은 포식자를 죽게 만들므로 학습의 효과면에서는 떨어지기

이다.

때문이다.
납작벌레들은 보통 여러 종류의 군체 멍게류와 자신보다 작은
해양동물들을 포식하며, 다른 납작벌레들도 잡아먹는다. 이는

【참고】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복어 알 따위에 들어 있는 독소. 말초 신경과 중추 신경에 작용하여 신경을
마비시켜 죽게 한다. 아주 적은 양으로 신경통이나 류마티즘의 치료에 사용
된다.

먹이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납작벌레들

‘바다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군소

바다토끼(Sea Hare)라는 별명을 가진 군소는 토끼의 귀와 흡

양쪽에는 날개 모양의 근육이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갈라

사한 촉수를 갖고 있다.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보라색이나 흰

져 있다. 머리에는 촉각과 후각을 느끼는 더듬이가 있고, 몸 양

색의 분비물을 내뿜는데 이 분비물들은 천적에 대한 방어 작용

쪽에는 날개 모양의 근육이 있다. 몸 색깔은 주로 흑갈색 바탕에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월에 ‘바다국수’라 불리는 노란

회백색을 띠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고둥류에 속

색이나 주황색의 알 덩어리를 몇 주에 걸쳐 여러 차례 낳는다.

하면서도 조가비가 없고 거의 퇴화된 흰색의 작은 종잇장 같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껍질이 몸속에 내장되어 있다. 군소는 자웅동체(암수한몸)이다.

군소는 우리나라 동해의 얇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으
로 몸길이 20~30㎝에 이른다. 몸이 불룩하고 물렁물렁하다.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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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무리
학명 : Pleurobranchus forskalii
영명 : Sea Hare
한국명 : 군소

강한 독을 가진 블루드래곤(Blue Dragon)

학명 : Glaucus atlanticus
영명 : blue dragon, sea swallow, blue glaucus, blue sea slug, blue ocean slug

보통은 블루드래곤(blue dragon)으로 불리
는 이 생물은 바다 달팽이(Sea Slug)의 일종으
로 가장 아름다운 연체동물이다. 보통 길이가
3cm정도 된다. 지느러미는 진한 파랑색을 띄
며, 중앙부분은 푸른색과 은빛색을 보이기도
한다. 생김새가 제비와 비슷해 바다제비로 불리기도 하고, 비행

로 가득 찬 낭의 도움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놀랍게도 자신

기의 모형과 비슷하다. 다른 이름으로는 sea swallow, blue

보다 크고 강한 독을 가진 생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독을 빼내

glaucus, blue sea slug, blue ocean slug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도 한다. 길이가 10cm인 작은 부레관 해파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독을 빼내 자기 장기에 비축한다. 이는 자기 방어를 위해

열대해역인 아프리카(모잠비크, 남아공)와 호주 해안에서 발
견되며, 유럽해안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이 생물은 위속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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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몸에 비축하고 옹축해서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침을 만
든다.

Marine Life

독도의
해양생물
8

It was very good. Gen. 1:31

독도의 모든 전기는 태양열 발전기와 석
유 발전기로 만들어 사용한다. 물론 석유
는 배로 운반해온다. 인터넷은 위성중계
로 할 수 있다.
물은 예전에는 서도 반대편에 있는 ‘물골’
의 바위틈에서 떨어지는 자연 생물을 이
용했으나, 2008년 담수화 발전기가 들어
오면서부터는 바닷물을 민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글/사진 김지현
www.livephoto.kr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겸임교수
CMAS KOREA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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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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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조하대의 암반지역에서 살아간다.
중형의 이매패로써 부유물 여과 섭식성이며
오른쪽 패각이 암반 표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 왼쪽 패각의 표면에는 뚜렷한 성장선이나
무늬가 없이 평평하며 패각이 두텁다.

Carassostrea nip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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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이종은 대부분 외해쪽 외양성 해류에서 살아가
고 있으나 간혹 연안 쪽으로 온다. 동도, 서도 뒤
쪽 암반 근처에서 볼 수 있다. 은빛 바탕에 체고
가 높으며, 입술로부터 눈을 통과하여 등지느러
미 앞쪽까지 이어지는 검은밴드무늬가 있다.

Seriola rivo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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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심 20m 부근의 암반지역에서 살아간다.
이종의 군체는 일평면상에서 완전하게 두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성장한다.
폴립들은 모든 면에 밀집하여 분포하며, 몸체의 기저부는 암갈색이고
윗부분은 갈색을 띤다.

Acalycigorgi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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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in Dokdo

동도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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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이브 리조트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 포인트가 10분거리에 위치 / 유명한 아포섬, 발리카삭섬 다이빙 가능

고래상어 구경하러 노블레스리조트로 오세요~

★ 세부 릴로안의 호텔형 리조트
★ 다이빙 교육
노블레스 리조트

★ 전문적인 펀다이빙 가이드
★ 기업체 단체연수

★ 객실마다 wifi 설치
★ 체험 다이빙, 호핑 투어

인터넷전화. 070-8234-6200 리셉션. +63-32-480-9039 / 정광범. +63-927-674-0003 윤주현. +63-927-702-3221

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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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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테크닉 제15회

패닝 기법

글/사진 구자광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를 같이 움직이면서 찍으면 피사체는 정지된 모습
으로 찍히는 반면, 배경은 움직이는 모습으로 찍힌다. 이 기법을 ‘패닝’(Panning) 또
는 ‘흘려찍기’라고 한다. 이 기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면, 피사체만이 샤프하게 찍히고
배경은 흐르듯이 찍힌다. 그렇다고는 해도 피사체가 완전히 샤프하게 찍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피사체의 흔들림이 운동감을 주는 것이다. 효과적인 패닝을 위해
서는 셔터 스피드를 1/60~1/15초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 속도 역시 피사체의 속
도에 따라 달라진다.
패닝의 피사체는 배경과는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배경
으로는 하이라이트나 밝은 색이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이것은 빛의 줄무늬나
색의 흔들림이 되어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패닝을 하는 피사체가
어떤 것이든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적절한 배경을 선택해야 한다. 배경은 색과 톤이
흐려진 선들로 표현되며, 색상이 복잡하고 화려할수록 피사체가 더 돋보이게 된다.
패닝의 요령은 타이밍과 카메라의 유연한 움직임에 있다. 셔터를 열기 전부터 피사
체를 쫓기 시작하여 셔터가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시선을 집중하여 추적해야
한다. 패닝촬영은 때로는 프로 사진작가조차도 실패하기 쉽다. 육상에서 달리는 자
동차 등을 찍는 연습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패닝촬영은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로는 불리한 기법 중의 하나이다. 요즈음 카메라
는 라이브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액정 모니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
로는 카메라에서 눈을 뗀 다음에 육안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좇으면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피사체를 화면 가운데 오도록 정확하게 포
착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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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닝 기법으로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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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카메라 신제품 소개

니콘, 세계 최초로 방수되는 미러리스 카메라 Nikon 1 AW1 공개
- 렌즈 교환식 카메라 세계 최초, 수심 15m 방수 성능, 2m 높이 낙하 충격 견디는 탁월한 내구성 등 구현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 우메바야시 후지오,
www.nikon-image.co.kr)는 세계 최초로 방수 성능을 탑재한 렌즈 교
환식 카메라 ‘Nikon 1 AW1’을 발매한다고 지난 9월 24일 밝혔다.
이번 발매되는 Nikon 1 AW1은 수심 15m에서 약 1시간가량 촬영할 수
있는 탁월한 방수 성능과 2m 높이의 낙하 충격을 견디는 뛰어난 내구
성을 실현한 제품이다. 나침반, GPS, 고도계, 수심계를 기본 장착했으
며 방진 성능이 우수하고 영하 10도의 내한 성능도 갖추고 있어 산과
바다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함께 출시한 Nikon 1 AW1 전용 방수 렌즈 ‘1 NIKKOR AW
11-27.5mm f/3.5-5.6’와 ‘1 NIKKOR AW 10mm f/2.8’ 렌즈를 마운트
하면 촬영에 제약이 많았던 해양 레저, 겨울 스포츠 등 아웃도어 촬영
시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간단한 조작으로 평범한 사진을 예술 작품과 같이 바꿔주는 「크리에이
티브 모드」에 물속에서의 촬영에 최적화된 「수중」을 추가하였다. 「크리
에이티브 모드」의 메뉴에서 「수중」을 선택하면 장면이나 피사체에 맞
추어 3가지 모드로 선택이 가능하다. 수영장이나 얕은 바다에서의 스
노클링에 적합한 표준 모드, 보다 깊은 곳에서의 잠수에 적합한 스쿠
버 모드, 내장 플래시를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클로즈업 모
드 등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풍부한 표현력의 수중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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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ikon Imaging korea)

(사진출처 : Nikon Imaging korea)

Nikon 1 AW1은 방수 전용 1 NIKKOR렌즈 뿐만 아니라 마

Nikon 1 AW1의 일반 사양

운트 어댑터 FT1을 장착해 다채로운 F 마운트 NIKKOR 렌
즈를 활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촬영 역시 가능하다. 또 수

센서

중 촬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 ‘AW 40.5 NC’(별매)는
수중에서 렌즈에 김이 서리는 것을 줄여주고, 수중전용 스

렌즈

피드 라이트 ‘SB-N10’(내년 봄 발매 예정)은 야간 수중 촬
영에 적합한 제품이다.

화소수

1,425만 화소

센서크기

1 : 2.7

이미지센서

CMOS

렌즈마운트

니콘 1 마운트

메모리타입

SD, SDHC, SDXC

정지화상포맷

JPEG, RAW, JPEG+RAW

정지화상해상도

4608 x 3072 ~ 2304 x 1536(사진)
4800 x 920, 9600 x 920(수평 파노라마)
1536 x 480, 1536 x 9600(수직 파노라마)
4608 x 3072 ~ 1280 x 856(동영상 스틸)
4608 x 2592(모션 스냅샷)

부가기능

방진, 방습, GPS내장

저장

Nikon 1 AW1은 기본적인 촬영성능 또한 우수하다. 유효 화
소 수 1,425만 화소, 고화질 이미지와 동영상을 빠르게 촬
영할 수 있는 CX포맷 슈퍼 하이 스피드 AF CMOS 센서를

부가기능

탑재했다. 73 포인트의 위상차 A 와 135포인트의 콘트라스

노출 및 측광

트 AF는 움직이는 피사체와 어두운 장소에서도 정밀한 이
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LCD

AW1의 가격은 1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져 다소 비

인터페이스 및 전원

싼 것이 흠이다. 일반 콤팩트 카메라에 플라스틱 방수하우

외형

징을 합친 가격 정도가 된다.

기타

촬영모드

장면 모드(크리에이티브 모드)

LCD크기

3.0형(= 7.6 cm)

LCD종류

TFT LCD

LCD화소수

92만화소

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EN-EL20)

크기

113 x 715 x 37mm

무게

313g

마운트

하이브리드(니콘1)

<참고> 미러리스(mirrorless) 카메라란?

르는 콤팩트 카메라와는 다른 개념이다.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DSLR 카메

최근 들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기존 DSLR 구조의

라에서 미러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에서 불리는 명칭으로 미러와 펜타프리즘

카메라에서 펜타프리즘(또는 펜타미러)과 반사 미러를 제거한 형태의 카메

이 없기 때문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곧바로 이미지센서에 전달되어

라로 미러와 펜타프리즘을 제거하였기에 광학식 뷰파인더가 없으며, 미러와

LCD를 통해 라이브뷰로 보이다가 셔터를 누르면 셔터막이 동작하면서 셔터

펜타프리즘이 제거된 만큼 공간이 줄어들어 중앙부가 돌출하지 않으면서

막 동작 이후에 이미지센서에 도달한 빛만 저장하여 이미지가 생성되는 구

작고 가벼운 형태를 갖게 된 카메라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일명 똑딱이라 부

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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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가이드

똑딱이 카메라로 찍는 수중사진   ( 9 )

Tim Ho의
똑딱이 수중사진
감상하기 ( 2 )
번역 편집부

팀호 수중사진 갤러리

Bumble Bee Shrimp. Very small and moving non-stop. In this
case, I used 3 close-up lenses stacked and because it was
moving too much, I used my YS-17 to get a stable shot of it.
Remember the best way to shoot something that doesn‘t stop
moving is by using your flash or a strobe.
범블비 쉬림프는 매우 작고,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이 경우에는 연속하여
3개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하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안정된 샷을 하기 위해
YS-17 스트로브를 사용했다. 플래시 또는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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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y small nudibranch shot with 3
close-up lenses. I used a handheld torch
light to light this subject up. When using a
torch, you have the advantage of
positioning your light on the subject to
create any mood you want. Closer to the
subject to be brighter, further will be
dimmer but wider beam. You can also
choose to light up everything or just use
the edge of your light beam to "touch" the
subject slightly to create a mood and to
cast shadows the way you like.
3개의 클로즈업 렌즈로 촬영한 아주 작은
누디브랜치. 휴대용 손전등을 사용하여 이 피사체를
비췄다. 손전등을 사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무드가
나오도록 피사체에 불빛을 비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사체에 가까울수록 밝아지고, 멀어질수록
어두워지지만 빛은 넓어질 것이다. 아울러 전부 다
비추거나, 아니면 불빛의 가장자리만 사용하여
피사체에 약간 ‘닿도록’ 해서 무드를 내고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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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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5 and 3 close-up lenses used to shoot this
blue ring octopus in Anilao.
S95 카메라와 3개의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하여
아닐라오에서 블루링 옥토퍼스를 촬영하였다.

Hairy Shrimp shot in Anilao. 3 close-up lenses and
YS-17. The problem is NOT getting the shot. In this
case the challenge is finding the extremely tiny hairy
shrimp and not loosing it as you are adjusting your
camera settings. I have many times change setting on
my camera and after I have set the camera...cannot
find the hairy shrimp anymore.
아닐라오에서 촬영한 털새우. 3개의 클로즈업 렌즈와 YS-17 사용.
문제는 셔터 찬스가 잘 오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조심할 것은 아주
작은 털새우를 발견한 후에 카메라 세팅을 하는 동안 이 털새우를
놓치는 것이다. 나는 카메라 세팅을 하고 나면 털새우를 놓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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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l Shrimp shot with 3 close-up lenses and my handheld
torch. As you can see, there is much more mood when using
a torch as compared to a strobe that would have just made
everything bright and clear. In this case, I have light and
shadows the way I like them to be.
3개의 클로즈업 렌즈와 휴대용 손전등으로 촬영한 딱총새우. 보다시피,
스트로브를 사용하면 전부 다 밝고 뚜렷해지는 데 비해 손전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무드가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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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ly close to the subject. I used 3 close-up lenses for this photo of a mantis
shrimp with eggs. a single YS-17 was used and it took a long time to get this
shot because the more lenses I stack, the closer I need to be to the subject to
get in focal range. This is not magic, but it is done very very slowly crawling
closer to the subject.
피사체에 아주 근접하였다. 나는 3개의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해 포란하고 있는 이 만티스 쉬림프의
사진을 촬영했다. YS-17 스트로브 하나를 사용했다. 이 사진을 찍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렌즈를 더 끼울수록 초점 범위에 들기 위해 피사체로 더 다가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한
기술은 아니나, 아주 아주 천천히 피사체로 더 가까이 기어가면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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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c Nudi. Shot with 3 closeup lenses on my canon s95
미믹 누디브랜치로 캐논 S95 카메라에
3개의 클로즈업 렌즈를 부착하여
촬영하였다.

Juvenile Dragonet. This guy was tiny and I
used 3 close-up lenses to shoot it. I shot
this guy on natural light.
드래고넷 새끼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3개의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하여
자연광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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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downwards for a change. S95 and IDAS UWL04 shooting
on natural light. Loving the light rays in the water and trying to get the
feeling of extremely deep water with no bottom. This makes for a nice
concept shot when the water is very clear and blue.
변화를 위해 아래쪽을 향해 촬영. S95 카메라와 IDAS UWL04를 사용하여 자연광으로
촬영하였다. 물에 비친 사랑스러운 빛살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해의 느낌을 얻고
싶었다. 물이 아주 깨끗하고 파란색을 띌 때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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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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Light&Motion 다목적 GoBe 라이트 출시!
GoBe의 실용적이고 파워풀 한 시스템은 스쿠버 다이빙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아웃도어용 라이트로도 완
벽한 활용성을 보여줍니다. GoBe 라이트는 Light&Motion 사의 플래그쉽 모델인 Sola 라이트의 미니멀한
사이즈와 자전거 라이트의 편의성을 결합시켜 탄생되었으며, ANSI FL-1 Standard 테스트를 통해 120m
방수 내구성을 인증 받으며 기술력도 함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GoBe 라이트는 각 특징에 따라 6가지 기본 모델로 분류
- 각각의 라이트 헤드는 그 목적에 맞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됨
- GoBe 라이트는 본체의 배터리 용량에 따라 GoBe와 GoBe+로 구분
-	GoBe 본체는 500루멘 집중 형 헤드 또는 500루멘 블루(Nightsea) 헤드와 함께 제공되며, 본체 색상은
회색과 분홍색 두 종류 중 선택가능
-	GoBe+ 본체는 더 강력한 배터리 성능으로 700루멘 확산형 헤드 또는 700루멘 집중형 헤드 또는 500
루멘 서치형 헤드와 함께 제공
- GoBe 라이트는 비디오, 사진, 아웃도어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마운팅 시스템을 제공
-	160g의 가벼운 무게는 여행에 적합하며, 정확한 배터리 표시등, USB 충전케이블, 3단계 파워 조절, SOS
모드 등을 제공
-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4시간 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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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A Freedom HD
- 극대화 된 와이드 view
- Freedom Technology 적용
- 180도로 휘어지는 버클 시스템
- 라지 사이즈의 프레임에 최소화된 내부 볼륨
-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5단 조절 식 스트랩 어저스터
- 인체 공학 설계의 3차원 마스크 스트랩
- 정확한 착용이 가능한 라운드 에지 스커트

180도로 휘어지는 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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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인터오션
노티캠 카메라하우징 신제품 출시

노티캠에서 카메라하우징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종은 캐논 70D,
소니 RX100-II, 니콘 V2 카메라 하우징 등이며 알루미늄 재질로 최대
방수수심 100m의 제품입니다.

1. 캐논 70D
• 사용기종 : 캐논 70D 카메라
• 방수수심 : 100m
• 크기 : 348mm x 185mm x 135mm
• 무게 : 3.17 kg

2. RX100-II
• 사용기종 : 소니 RX100-II 카메라
• 방수수심 : 100m
• 크기 : 144mm x 102mm x 102mm.
• 무게 : 0.75 kg

3. 니콘 V2
• 사용기종 : 니콘 V2 카메라
• 방수수심 : 100m
• 크기 : 178mm x 126mm x 106mm
• 무게 : 0.9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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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슨 2013/14 기성 드라이슈트 출시
1. 레이슨 TEC-101
• 기성 \ 2,400,000
• 맞춤 \ 2,600,000
• 원단 : 영국제 코듀라원단/폴레에스터 3중 적층원단 사용
• 특징
- 원단을 겹치지 않고 안쪽과 바깥쪽에 2중으로 테이핑 처리
- 	테이핑 : 내부-66 나일론 트리코트 방수테이프와 고무방수테이프 처리
외부-6나일론 져지 폴리아크릴 도트 방수테이프 처리(365g/m²)
-	반사원단 : 야간 및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손목 부분에 3M 반사코팅
로고 사용
- 대각선 앞지퍼 사용으로 혼자서 입고 벗는 것이 가능
-	지퍼 : 내부는 BDM 방수지퍼, 또는 프로플렉스지퍼 선택가능,
외부덮개는 YKK 플라스틱 지퍼 사용
- 잠수복 착용시 힘을 받는 사타구니 부분은 내부 테이핑 처리
- 손목과 목씰은 라텍스/네오프렌 씰 선택 가능
- 목씰 덮개 부분은 물빠짐 구멍

2. 레이슨 TEC-104

3. 레이슨 RD-101

• 기성 \ 1,500,000

• 기성 \ 1,700,000

• 원단 : 영국제 나일론/부틸 원단, 폴리에스터 3중 적층원단 사용

• 맞춤 \ 1,900,000

• 특징

• 원단 : 전체 영국제 코듀라 원단 사용

- 앞지퍼 스타일로 혼자서 입고 벗는 것이 가능

• 특징

- 지퍼 : BDM금속 방수지퍼 또는 프로플렉스 지퍼 중 선택가능

- 목씰과 손목씰은 라텍스/네오프렌 씰 선택 가능

- 잠수복 착용 시 힘을 받는 사타구니 부분은

- 지퍼 : 등지퍼는 BDM금속 방수지퍼

		 내부 네오프렌 테이핑처리
- 손목과 목씰은 라텍스/네오프렌 씰 선택 가능
- 목씰 덮개 부분은 물빠짐 구멍

-	360도 회전식 흡기밸브와 자동, 수동 겸용 배기밸브
장착
- 영국제 코듀라 원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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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

제주시
이호동 연산호와
인공어초 포인트
글/사진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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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제주도

대부분 소개되는 제주도의 좋은 다이빙 포인트는 서귀

에 이렇게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포인트가 많다는 것에 필

포에서만 집중되어 있고, 제주시 인근에는 별다른 다이빙

자도 놀라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번호에는 제주

포인트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곳 이호동도 10여 년 전에는

시 이호동 연산호와 인공어초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양조사를 할 때 들어가 보곤 했지만, 필자가 들어가 본
지역에는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없었다. 하지만 북제주 이

이호동은 제주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제주 시내에

색적인 다이빙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북제주에 위치한 포인

서 유명한 이호테우해변(이호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기도

트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틈틈이

하다. 특히 이호테우해변은 윈드서핑 축제나 제주도의 동

제주 이호동쪽을 다이빙을 하면서 포인트를 개발하기 시

력수상레져기구 면허시험장으로도 유명하고, 각종 해양스

작했다. 제주시 사수동과 제주시권에 있는 비양도 포인트

포츠의 메카라 불리는 곳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제주오션

를 보면서 연산호 군락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도 이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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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은 이호 해수욕장 입구 등대 앞에서 정북 방향으

또한, 무리 짓는 어류가 아니더라도 돌돔이나 쥐치 같은 물

로 이동하면서 진행하였다. 수심이 10m권에는 주로 암반으

고기들도 간간이 볼 수 있다. 다만 조류가 세서 초급 다이버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태라든가 갈조류와 녹조류 홍조류

는 힘들고 상급자 다이버들만이 이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등과 소라 멍게 같은 저서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 이호 다이빙 포인트는 제주도를 찾는 다이버에
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이다.

수심 25~27m 사이 이호동 다이빙 포인트는 다른 곳에서
는 볼 수 없는 커다란 바위들을 볼 수 있다. 사질(모래)과

지금은 다이빙 전용선이 없어 마을의 어장관리선이나 레

암반지대가 많고 암반에는 수지맨드라미산호와 해송류 그

저선을 이용하여 다이빙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다이빙 전

리고 부채산호 등이 아름답게 피어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용선을 구비 중이며, 북제주 인근에서 서귀포 못지않은 아

또한,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담홍말미잘도 보였다. 암

름답고 웅장한 스케일의 다이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들은 마치 커다란 석산 지대같은 느낌을 준다. 처음 들어
갈 때는 시야가 어두워 아쉬웠지만, 시야가 좋을 때는 동해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북제주군의 이색적인 다이빙 포인

안 다이빙과 같은 웅장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였다.

트의 소개를 마감합니다. 그동안 구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간간히 수지맨드라미 개체가 보이고 산호류가 보이지만, 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락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깊은 수심에서도 아직은 연산호
군락 단지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머지않아 군락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특히 이호동에는 차귀도와 같이
30m 이상권에 사각 콘크리트 인공어초가 투하되어 있어
많은 어류들을 접할 수 있다.
사각어초에는 자리돔 무리나 줄도화돔 무리가 서식하고
있고 다양한 물고기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기준
제주오션 대표
NAUI, CMA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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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돌고래 무리와
프리다이빙을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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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갈라파고스
미야케지마(Miyakejima), 그리고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절경의
섬미쿠라지마(Mikurajima)에서의
프리다이빙

글 정은지

프리다이빙은, 단지 5m의 내외의 얕은 수심이거나 더 깊
은 곳이든, 물속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즐
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프리다이빙은 자유롭게 수중세계를 즐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수중 생물에 더욱 가까
이 다가갈 수 있고,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하며 교류할
수 있게도 한다.
SSI 프리다이빙 레벨 1코스에서는 프리다이빙을 위한 스
트레칭과 프리다이빙 사용되는 올바른 호흡 테크닉을
배우고,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법을 연습하며 미처
느끼지 못했던 본인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진다.
총 4장의 이론 시간과 풀장 /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 실
습이 요구되며, 개방수역에서는 최소 10m부터 최대
20m 수심까지를 다루며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을
통해 프리다이빙의 올바른 기술과 지식을 배우게 된다.
프리다이빙은 더 효과적으로 숨을 참을 수 있도록 신체
를 단련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더 나은 호흡
과 근육의 유연성을 얻고, 다음 단계의 프리다이빙으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건강
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
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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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SSI 일본 본부 측으로부터 프리다이빙 코스를 개
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시 페리호를 타고 미야케지마라는 섬으로 이동하였다.
미야케지마라는 섬은 일정 내내 우리가 머무르는 숙소와 식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과 함께…….

당이 있어서 기간 내내 이용할 다이빙 센터가 위치한 섬으로,

이름도 생소한 미쿠라지마라는 지역에서는 돌고래를 거의 항

도쿄에서 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으며, 약 1,739세대 총인

상 볼 수 있다고 한다. 돌고래! 나의 로망, 돌고래! 그것도 프리

구 2,775명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대체로 온난다우의 해양성기

다이빙으로!

후이며 연평균기온은 17.5℃이다. 일일 최고기온이 30℃ 이상에
달하는 한여름은 연간 9.0일 정도이며, 일일 최저기온이 0℃ 미

이번 코스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나라 시에 위치한 HEAD
SLAP 다이브 센터의 YOSHIMI KAWASHITA, 나고야에 위치한

만이 되는 겨울은 연간 0.7일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
한 기후이다. 주요 산업은 어업, 농업, 관광업이 주를 이룬다.

MINKY DIVINGSCHOOL의 HARUKA IWAO, 미에 현 쓰시에

특히,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미야케지마의 바다는 산

위치한 San Mare 다이브 센터의 KAZUYA MITSUNAGA, 나고

호 군락이나 열대성 어류, 또는 대형 회유 어종, 바다거북, 다채

야에 위치한 Beyond the Reef 다이브 센터의 YUTAKA

로운 군수(sea lemon)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TAKAGAKI, 도쿄와 미야케지마의 Tokyo Diving Center의

이와 더불어 다양한 아치와 드롭오프, 바위 또는 모래 등 다양

KENJI KASUYA, 총 4명의 SSI 트레이너와 1명의 인스트럭터가

한 수중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참가하였다. 모두들 지난 4월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체험 프리다

위한 다이빙부터 수중촬영까지 본인이 선호하는 다이빙 스타일

이빙 코스에 참여했었던 4명의 트레이너와 1명의 인스트럭터였

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이빙 시즌은 봄부

기 때문에 교육 준비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했으나 아무래도 외

터 가을이 추천되며, 현재 15여 개의 다이빙 센터가 운영되고

국어로 교육한다는 점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또한, 이번 과정

있다.

에는 SSI 동아시아 대표 이신우 담당관과 일본 대표 Yoshihisa

미야케지마에는 새벽 5시경에 도착했다. 우리가 이용했던 페

Kuriyama가 본 과정의 통역 및 지원을 담당하여 보다 원활한

리호는 1~5등 칸으로 나눠져 있고 레스토랑, 샤워실, 흡연실, 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낵바 등의 시설을 갖춘 꽤 큰 규모의 페리호였다. 침대가 딸려있

드디어 출발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김포에서 도쿄 하네다 공

던 1등칸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항으로,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서 다케시바 여객 터미널로, 또

몸은 비몽사몽한 상태였다. 항구에는 도쿄다이빙 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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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표 KASUYA씨가 마중 나와 있었다. 항구에서 차를 타

억에 많이 남아있다. 이론 수업과 호흡 연습을 마치고 오후에는

고 10분 정도 이동해 드디어 숙소에 도착하고, 간단한 리조트

제한 수역에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파도나 조류의 영향을 상

이용 안내와 방 배정을 받고 아침식사와 간단한 휴식 시간을

대적으로 덜 받는 내항에서 이뤄졌는데 바깥은 물론 물속까지

가졌다.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해서 정말 놀라웠다. 제한
수역에서는 크게 다이나믹 및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기

드디어 시작된 프리다이빙 코스
간단한 인스트럭터 소개와 전체적인 과정 진행에 대한 오리

술과 5m 수심에서의 덕다이빙 및 기술들이 진행되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디브

엔테이션을 마치고 이론 수업이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스쿠버

리핑 이후 드디어 저녁식사,

인스트럭터 이상의 등급이다 보니 이해도도 훨씬 뛰어났다. 특

우리가 머무는 숙소를 크

히 일본 특유의 약간의 과장되지만 보는 사람은 확실하게 느끼

게 나누면 다다미방, 대중

게 해주는 리액션이 흥미로웠다. 특히 본인들이 미처 몰랐던 부

목욕탕, 레스토랑, 낚시가

분을 알게 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 리액션들이 아직까지도 기

게로 이루어져 있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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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케지마는 낚시로도 유명한 곳이어서 낚시가게를 쉽게 찾아

영향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기후이다. 여름 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이빙센터가 우리가 머무는 숙소 바로 옆

고기온은 30℃ 정도로 도쿄보다 시원하고 겨울의 최저기온이

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동선도 짧았고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 2002년부터 도쿄 다케시바에

수 있었다.

서 출발하는 직통 심야배편이 매일 취항하며 파도의 상황에 따
라 미쿠라섬에 서지 않고 하치조섬에 직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

프리다이빙 교육 두 번째 날

다고 한다. 또한, 하치조섬과 미야케섬에는 도호항공의 헬리콥

다음날은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움직였다. 드디어 돌고래를 만

터가 1일 1회 운항하며, 소요시간은 하치조섬에서는 약 25분,

나러 가는 날!
미쿠라지마에서 만날 수 있는 돌고래는 몸길이 2.6m, 몸무게
230kg 이상의 남방큰돌고래(인도 퍼시픽큰돌고래)이다. 전체적

미야케섬에서는 약 10분가량 걸린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하
치조섬과 미야케섬까지는 ANA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한다.

으로 등 쪽은 어두운 회색이고 배 쪽은 등 쪽보다 밝은 회색을

미쿠라지마는 인구는 약 320명가량이며, 적은 인구와 방문객

띈다. 이들은 5~15마리씩 무리 지어 생활하며, 임신기간은 약

수의 제한 때문에 자연이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채 남아있

12개월, 수명은 40년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미쿠라지마에

는 섬이다. 섬 주위를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의 전체적인 형상은

서는 새끼 돌고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연

‘그릇을 엎은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안에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높이 80m의 시라타키 폭포가 있다. 주의 사항으로는 사전에 숙
박, 식사, 돌고래 스위밍 서비스, 등산 가이드의 예약이 필요하

미쿠라지마에 서식하는 이 돌고래들은 간혹 섬 부근의 얕은

며 섬에서는 신용 카드의 사용은 어렵다고도 한다. 또한, 위험한

바다까지 오기도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반입 및 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좀 더 가까이 돌고래를 느끼고 싶다면 야생 돌고래를 배를 타고

섬을 방문할 때는 숙박할 곳을 미리 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숙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는 돌고래 관찰이나 함께 수영하는 돌고

박 예약이 없는 사람은 미쿠라지마에 입도할 수 없다고 한다.

래 스위밍을 추천하는데 단, 돌고래 스위밍은 스쿠버가 아닌 스

야영 및 노숙은 금지되어 있다. 미쿠라지마에서의 산행은 가이

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돌고래 스위밍

드 동행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광협회에 예약을 해야

(돌고래 워칭)은 3~11월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돌고래는

한다. 가이드 없이 산행할 수 있는 곳으로는 단테로의 숲 코스

연중 내내 섬 근처에 있지만, 겨울은 해상 상태가 나쁘고, 간혹

와 구로사키타카오 전망대 코스가 있다.

배가 출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추천되는 계절로는 4~10월
정도라고 한다.

이런 미쿠라지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고

미쿠라지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200km, 미야케지마에서
남동쪽으로 19km 떨어져 있으며, 미야케지마에서 미쿠라지마

자연과의 공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까지는 배를 이용하여 편도 약 40분이 소요된다. 바다에 둘러
싸여 있어 1년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이 때문에 여름에도

드디어 미쿠라지마 도착

체감온도는 시원하고 겨울은 섬 주변을 흐르는 쿠로시오해류의

섬에는 상륙하지 않고 우리가 타고 온 배에서 모든 장비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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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대기상태에서 돌고래 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가까이

라고들 했다.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가까이, 살아있는 야생돌

다가왔을 때 모두 동시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래를… 게다가 너무너무 귀여운 새끼 돌고래까지 함께 물속

돌고래를 만지거나, 새끼가 있는 돌고래에게는 먼저 접근하지

에서 만날 수 있다니!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음 돌고래

말고 플래쉬 같은 인공적인 빛은 사용 금지된다. 또한, 탑승한

무리를 찾기 위해 서로 눈을 반짝였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

배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지 말고, 수중에서 가까이 오지 않

니 돌고래를 만나 몸을 옆으로 돌려 배를 보여주면 돌고래도 똑

는 돌고래에게 접근하지 않는 등 주의 사항을 전해 듣고 준비하

같이 따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다음 다이빙에서 가이드가

고 있던 찰나, 조용히 어느 한 지점을 뚫어지라 응시하던 선장

배 쪽을 돌고래에게 보여주니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던 한

이 다급하게 모두에게 소리쳤다. 그게 어느 나라 말이건 느낌으

마리가 마치 장난하듯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너무너무

로 알 수 있었다. 돌고래가 가까이 왔다!

너무 신기했다. 돌고래들은 섬 주위를 계속 이동하고, 우리는 앞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입수, 돌고래가 이동할 예상 경로로 무

서서 돌고래가 이동할 예상 경로를 따라 먼저 이동해 물속에서

지하게 열심히 핀 킥을 하며 이동하니, 돌고래 소리가 돌고래 소

기다리면 돌고래를 만나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물론 이 친

리가 가까이 들리는 듯하다가 어느새 갑자기 한 마리가 휙–!

구들의 행동을 예측하기란 어려워서 예상지점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는 연이어 바로 휙–! 휙–! 휙–! 휙–! 휙–! 휙–!……. 미

돌고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한 경우도 더

처 숫자로 세보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돌고래들이 마치

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

로켓처럼 쏜살같이 지나갔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의 돌고

르겠지만, 하루에 이렇게나 많은 수의 돌고래들을 수중에서 여

래들을 실제로 마주하니 순간 멍~했다. 잠깐의 만남을 뒤로 하

러 번 만날 수 있다는 경험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더 없이

고 다시 배에 올라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다. 여러 번의 반복 입수 후 로켓같

다. 이번 스페셜 트립을 계획하고 준비해 주신 도쿄다이빙센터

이 빠른 아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의 카즈야씨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이번 스페셜 트립이 처음이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미야케지마로 배를 돌려 숙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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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후, 프리다이빙 트레이닝을 위해 수심 15m에서의 비

Immersion) 등을 연습하였고 각자의 Personal Best 기록을 조

치 다이빙을 진행했다. 스쿠버다이빙으로는 모두 문제없이 갈

금씩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고는 다시 첫

수 있는 수심이지만 입수하는 자세가 틀리고 이퀄라이징 문제

날 연습했던 내항으로 돌아가 다이내믹과 세이프티 스킬들을

와 사용하는 장비도 다르다 보니 다들 조금 어려움은 겪었지만

연습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첫날보다 훨씬 더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어느 정도 숙달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나아진 기량을 보여주며 열심히 집중하고 연습한 모습들을 여

시간을 가졌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계속적인 호흡 연습과 드라

실히 보여주며 과정에 임해 무사히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될수

이 스테틱(dry static) 연습을 진행하였다. 눈으로 보기에도 호흡

있었다.

법만 바꿨을 뿐인데 숨 참기 시간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다들 놀라워하며, 더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이번 코스의 마지막 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짐을 정리하고 미야케지마 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 워

프리다이빙 교육 세 번째 날

낙에 작은 규모의 섬이었기 때문에 시내 관광을 하는 데에는

이 날은 배를 타고 좀 더 깊은 수심으로 나가 다이빙을 진행

이동 시간 포함 1시간 30분 ~ 2시간이 소요되었다. 제일 먼저

하기로 하였다.

찾은 곳은 안경바위로 용암이 파도에 침식되어 생긴 기석인데,

프리다이빙 레벨 1의 수심은 최소 10m~20m. 수심 10m에서

예전에는 안경 모양이었지만 1962년의 분화・지진 때 한쪽이 손

시행해야 하는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중에서

상되었다고 한다. 바위 사이에서 멀리 위치한 무인도 삼본다케

마스크가 벗겨지거나 물이 들어왔을 상황을 대비해 10m에서

(三本岳)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다들 관광 안내판을 유심

마스크를 벗고 상승하는 방법, 수중에서 간혹 다리에 쥐가 났

히 보며 관광객 모드로 돌아가 사진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다.

을 경우를 대비해 10m에서 핀 킥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상

시내 관광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

승하는 방법, 그리고 10m에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레스큐를 테

했던 활화산인 오야마산이었다. 오야마산은 1940년, 1962년,

스트하였다.

1983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주기로 분화를 반복하

모두들 안정적인 자세로 통과하였다.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고 있는 후지 화산대에 포함된 활화산이다. 오야마산으로 향하

수심 20m 이내에서 CWT(Constant weight), FIM(Free

는 길에 아코초등학교를 둘러보았는데 1983년 분화 이후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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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바위

아코초등학교 화산재위

리조트전경

된 분화 당시 그대로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코초등학교 위로
는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해두어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은 한때 민가가 밀집되어있었던 곳이지만 전
부 매몰되어 버렸다고 한다. 오야마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화
산 가스의 영향으로 말라 죽은 후박나무 숲을 볼 수 있었는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깊어지는 안개와 나무들의 모습들로 인해
신비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산 정상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 멀리
후지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갔을 때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산 정상에 가득
한 화산재들을 직접 발로 밟아보는 특이한 경험을 했다. 이런
화산 분화의 흔적들이 섬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섬 전

헬리콥터를 경험해본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한국보다 SSI가

체가 화산 박물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먼저 시작되었던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 정식으로 SSI 프리다이
빙 교육을 하러 방문을 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뿌듯했다.

짧고도 강한 임팩트를 남긴 시내관광을 마치고 도쿄로의 이
동을 위해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또 한 가지, 미쿠라지마에서 야생돌고래들이 섬 주위에서 계
속 머무르고 생활하며, 물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크게 경계하지

미야케지마-도쿄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1. 직항으로 하네다

않는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섬에서의 방문객 수를 제

공항에서 약 45분이 소요되는 여객기를 이용하거나, 2. 우리가

한하고 육로 관광이나 돌고래와 관련한 관광 시 여러 가지 주의

올 때 이용했던 도쿄 다케시바 여객터미널에서 약 7시간이 소

사항 등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이런 결과를

요되는, 매일 취항하는 대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3.

가져오지 않았나 싶었다. 비록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는 있으나

도쿄 다케시바 여객터미널에서 고속 제트보트를 이용, 약 1시간

자연을 지키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부단히 노

45분가량 떨어진 오오시마(Oshima)섬에서부터 매일 취항하는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헬기로 약 20분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 방법

이번 일본에서의 프리다이빙 코스는 앞으로도 많은 이야깃거

을 이용하였다. 헬리콥터는 그리 쉽게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아

리로 회자할만한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소중한 경험들이 되었

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내내 마치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다.

신나서 이곳저곳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중간 기착지인 오오시
마에 도착했다. 동백나무와 그 기념품이 유명하다는 오오시마
시내를 잠깐 구경하고 시속 8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고속 제
트보트로 도쿄에 도착,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일본 방문은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개인
적으로는 처음 겪어보는 야생돌고래 떼와의 프리다이빙, 매일
다이빙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따끈따끈한 온천, 잠시 쉬고
는 있지만,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화산에 오른 것과

정은지
SSI East Asia & Micronesia 주임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SSI 스쿠버다이빙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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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강사에게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2. 브리핑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의미다. 최근에 다이

수영장이나 바다 혹은 리조트나 배위 등의 낯선 환경에서

빙 강사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위 속담과 같은 강사들을 수

강사가 환경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것은 필수이다. 뿐만 아

영장에서나 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

니라 브리핑은 스킬시행에 관련된 정보를 줌으로써 학생다

은 흡사 현란한 말솜씨와 옷차림으로 사람을 현혹하며 어이

이버가 학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없는 상품판매에만 치중하는 영업사원을 연상케 한다. 무늬

해주는 즐거운 실기수업의 시작이다.

만 화려한 강사는 절대 실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보통의 경우 강사와 보조를 소개하고 처음 수영장에서 대면

게 인정받지 못한다. 상품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평가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서로에게 간단한 인사를 통하여 팀

야 하는 것처럼 강사의 능력도 강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배워야 할 실기의 학습목표와 왜

아니라 학생다이버가 판단하는 것이다. 다이빙 교육의 이론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실기의 실행방법과 수

부분은 e-Learning을 비롯하여 각종 다이버들의 이론교육

중에서 사용될 수신호 그리고 실기의 중요한 부분과 진행방

을 위한 학습시스템이 학생들의 편안한 학습을 위해 준비되

법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수중이라는 의사소통이 제한된

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을 실전에 적용 가능하게 하는 실기

환경에서 답답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수업은 강사트레이닝 과정의 질과 강사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수준이 무늬만 강사인지 진정한 프로강사의 모습인
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3.	디 브리핑은 학생들의 성취감을 확인시켜주는 단계이면
서 중요한 점과 할 수 있게 된 실기내용을 축하해주고 혹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수정 보완해주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초보강사들의 실기수업에 필수로 적
용해야 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4.	카운셀링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장비구입과 관심있는 교육
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결해주며 좀 더 친근한 학생다이
버와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1. 등록 절차

둘째, 학생다이버 컨트롤 능력

학생의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다이빙을 하는 것
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 지를 안내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1.	장비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방법을 알려준다. 학생다이버

건강과 다이빙의 잠재된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들이 자신이 사용할 장비를 관리하고 정리하게 하는 것

기본적으로 수영능력이 필요한 이유와 수영능력이 없는 이

은 수업 전후 정리된 장비사용을 함으로써 장비에 중요

들에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서류에 서명

성을 강조할 수 있게할 뿐 아니라 팀워크와 수업의 집중

하는 등록절차가 필수이다. 이는 다이버가 되려는 사람에게

력을 높혀준다.

다이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켜야 할 필요
성을 이해시킴으로 강사자신을 지키는 기본적인 절차인 것
이다.

2.	수중과 수면에서 학생의 위치는 항상 강사의 시범과 지시
를 편안히 볼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137

3.	하강, 상승시에 강사는 항상 학생다이버를 시야안에 두고 수

서 학생들을 컨트롤 한다.

시로 압력균형과 하강, 상승속도를 체크한다.
5.	유자격 보조자를 활용하여 학생다이버들의 잔압을 확인하거
4.	시야가 좋지 않거나 써지가 있을 때는 팔짱을 끼거나 학생다
이버간의 간격을 줄여 밀착시키거나 서포트 라인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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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며, 전방이나 후방을 커
버하여 강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곳에 위치시킨다.

셋째, 실기를 가르치는 능력
1.	시범하는 스킬의 시그널을 줌으로써 브리핑 내용과 연관 지
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시범은 천천히 큰 동작으로 실행하여 보기 쉽고 이해가 쉬워
야 하며, 스킬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강사 시범 시에 안정된 자세를 취하기 위해 팔을 사용하거
나 균형을 못 잡는다면 학생들은 시범을 정확히 볼 수 없다.
4.	시범 후 학생이 실행할 경우 가까이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
비해야 한다.

강사 계급장은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학생다이버들에게 절대적
인 보호자로 지도자로 그리고 의지하는 다이빙선생님으로의

5.	문제 발생 시 즉각 멈추게 하고 수정 보완하여 다시 실행

위치해 있다.

시킨다.
단체에 따라서 스쿠바 강사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
6.	성공적인 실행 후 칭찬과 함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에는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을 확보하고 성취감과 실력향상을 주지 못한다면 그 강사의 존
재감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결국 무늬만 강사가 만들어지는 것

7.	유자격 보조자를 나의 오른팔처럼 활용하여 보조호흡기 사

이다.

용법이나 공기고갈 훈련 시 쉽게 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
용한다.

강사의 능력은 스스로 노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소한 학
생들에게 위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교육한다면 자기 자신을 가

8. 새로운 다이빙 스킬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치 있는 강사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린마스터 정상우CD 워크숍 일정

넷째, 시스템 활용능력
1.	선박이나 리조트, 수영장 시설물을 파악한다. 예를 들면 장비
수납, 셋팅 장소, 세척방법 및 건조 장소, 얕은 물의 위치와
다이버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와 동선이 스킬 실행에 도
움이 될 수 있게 충분하게 고려한다.
2.	교육 수준과 내용에 맞게 준비물과 시스템을 점검한다. 예를
들면, 보트다이빙이 지원하는 에어 스테이션, 기어라인 테그

날짜

내용

2013년 11월 16일

New PADI 오픈워터코스

2013년 11월 30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 워크숍

2013년 12월 21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 워크숍

2014년 01월 11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 워크숍

2014년 01월 21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 워크숍

* 상기일정은 인원수 제한이 있으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지방 해외신청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라인 커런트라인 등의 시스템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한다.
3.	지역 시스템에 대하여 현지 리조트 가이드나 보트 크루, 수영
장 스텝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얻는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이빙에티켓을 학생다이버들에게 잘 알
려줘야 할 것이며, 교육을 위한 다이빙 여행 부분에서는 더욱더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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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신산업직종에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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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심경보

산업잠수사의 역할
산업잠수사는 침몰된 선박의 구조나 수중 교각 설
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시설 설치 등 산
업적 가치가 있는 수중 작업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
잠수과,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 등
에서 산업잠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잠
수 작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해야 한다. 산업잠수사는 주로 수중전문건설업체
나 해양경찰 특공대, 소방공무원 119구조대, 해난구
조업체, 정유회사,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근무한다.
1. 산업잠수란 무엇인가?
2. 산업잠수에 관련된 법률의 흐름
3. 국내 산업잠수의 현실과 문제점
4. 산업잠수와 챔버(기압조절실)

1인용챔버

4. 산업잠수와 챔버(기압조절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과 그로 인한

다거나, 혹여 무리한 일정으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더라도 지

쓰나미 발생으로, 3월 12일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냉각 시

금까지 ‘나는 괜찮았다.’라는 소신(?) 있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

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사고발생 약 한 달 뒤에는 체르노빌 원자

으로도 지속적인 계몽활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력 사고와 같은 국제 원자력 사고 최고 등급인 7등급으로 상향

전국 잠수기 지역을 통틀어 기압조절실(Chamber)를 갖춘 곳은

조정이 되어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거제 장목 1개소, 전남 여수 1개소, 충남 오천 보건지소 1개소,

아베 총리는 언론 발표를 통해 원전이 안전하게 수습이 되어가

총 3대의 기압조절실이 잠수기 수협 소속 잠수사들의 권익을

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국민들과 주변 연안 국가들에 안심을 시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 잠수사나 레저 잠수사들의 감압증

키기 위해 아베 자신도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식

상 치료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에 올리고 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하지만 며칠 전 후쿠시
마의 농산물이 안전하다며 캠페인을 펼쳤던 일본의 아이돌 그

국내 수중전문건설업체는 약 350여 개 전후이다. 하지만 정확한

룹 ‘토기오’ 멤버 중 ‘야마구치 타츠야가 섭취 후 1년만에 방사

통계자료는 없지만, 일반수중업체를 포함한다면 파생되는 업체

선 피폭 판정을 받았다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물론 건강에

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업체소속으로 수중공사를 진행하

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두고 볼 일이다.

고 있는 산업잠수자들의 종사자 수는 적지 않다. 산업 잠수사

방사능 물질 중 세슘-137의 물리적 반감기가 약 30년이라고 하

들은 얕은 수심에서부터 공기 잠수의 한계 수심인 50m, 그 이

고, 생물학적 반감기는 109일, 유효반감기는 108일 정도로, 체

상의 작업수심에서는 혼합기체로 모든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

내에 흡수된 지 약 108일 정도면 몸의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다. 이런 작업환경은 고기압 작업에 관한 위험도 증가로 직업병

절반이 줄어들고 일부는 체외로 배출된다고 한다.

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잠수에서도 불활성 기체에 대한 인체의 흡수와 배출 과정의 반

그렇다면 국내 잠수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은 몇

감기가 있다.

개 정도나 될까?

USN Air Table에서는 인체를 6개의 구획(Compartment)으로,

필자는 관련 협회와 기압조절실 운용 전문가, 임대업자들과 연

Buhlmann ZHL-12는 16개 구획으로 나누어지며, 빠른 구획과

락을 취해본 결과 많아 봐야 약 10개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수

느린 구획에 대한 각각의 질소 장력이 있는 것이다.

치는 1격실 기압조절실은 제외하고, 2격실 기압조절실을 말하

필자는 몇 년 전 잠수기 수협 소속의 해산물 채취 잠수사들을

는 것이다. 잠수현장에서 비상사태 시 1격실은 까다로워 허용되

대상으로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감압증상의 원인과 예방책에

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2격실을 갖춘 기압조절실로 표면감

대해 누차 설명을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는

압을 하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시중에 떠돌고 있는 기압조절실
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벌칙
이 있으니, 보유자나 사용자는 꼭 알아보시길 권장한다.
올해 초 모 지역의 잠수사는 연속된 무리한 일정의 잠수를 끝
낸 뒤 감압증상이 발현되었는지, 통증을 참지 못하고 주변 지인
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압조절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
아가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절대적인 치료목적의 행위로
서, 해당 잠수사나 그것을 알든 모르든 받아 주었던 사람도 하
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다. 국내외를 비롯하여 감압병이나 기
타 잠수질환의 치료목적은 잠수 전문의에 의해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내에서는 기압조절실의 무분
별한 운용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일부 잠
수인들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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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준 기압조절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자율안전확인신

이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USN의

고 절차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잠수 현장의 표면감압용

규정에는 기압조절실 운용에 관한 훈련을 받은 잠수 요원만이

(Decompression Chamber)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

다룰 수 있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여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용(Medical Chamber)으로 구분할

Health Administration)의 경우 잠수팀의 구성원 중 1명은 기압

수 있다.

조절실 운용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운용자는 잠수구역에 대기

문제는 잠수 현장에서 표면감압용으로 있어야 할 장비가 전혀

하고 있어야 된다.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깊은 수심이거나, 혹은 예기

영국위생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도 슈퍼바이

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기체가 바닥난 경우 또는 신체

저나 잠수팀원 중 1명은 기압조절실 운용 자격과 응급처치 자

손상 같은 응급상황으로 감압이 생략된 경우나 긴 해저체류시

격자가 장비 운용을 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간 후 장시간 수중감압을 하지 않고 신속히 기압조절실에 입실
하여 산소사용 표면감압으로 전환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국내의 경우 기압조절실 운용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잠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중감압에 비해 감압시간의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축, 반복잠수, 응급처치 등 잠수사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잠수작업에 관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있어야 될 현장에는 없

기능 습득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협회에서 일정 기

고 전혀 다른 곳에 있어 잠수사들에게 일련의 행위를 하고자

간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

했을 때는 법률상 의료 행위가 될 수 있어 불법을 저지르는 결

에서 무자격자가 장비 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과가 되는 것이다.

인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될 수 있으니,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
은 참고하시기 바란다.(국내 지정교육기관은 부산 소재 1곳)

USN의 규정에서도 잠수병 환자뿐만 아니라, 동맥혈 기체색전
증, 일산화탄소 중독, 약물중독, 세균감염증, 독성기체 흡입, 연
부조직 감염증, 화상 환자 등 비잠수 관련 어떠한 의료 상황이

세계 각국의 챔버 설치 규정은?

라도 잠수전문의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압조절실 설치 규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강력하

그렇다면 잠수 현장에 기압조절실이 있다고 하여도 잠수사들

게 규제하고 있으며(스쿠버다이버지 7, 8월 참조), NATO에 가

해양의료원 챔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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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거치 작업

입된 국가(Belgium, Denmark, France, Italy,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Turkey, Canada 등)의 경우 수심
15m 이상 잠수 작업 시, 영국의 HSE는 50m 미만의 모든 잠수
현장에 설치,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CA는 수심과 무관하
게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아랍국가 중 선두주자인 사우디아
라비아–미국석유회사와 합작하여 만든 국영회사인 ARAMCO
건설안전교범에는 수심 18m 이상, 미국 ADCI 에서는 24m 이
상, OSHA의 경우 수심 30m 이상 산업잠수 작업시 기압조절실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국가나 협
회에서는 기압조절실을 현장 또는 5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표면감압을 적용할 시 수중 마지
막 감압정지점 40ft에서 기압조절실 50ft까지 도착하는데 5분이
라는 시간이 USN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그 규정의 절차대로 따

일본 야기병원 챔버

르는 것이라 본다.(5분 이상 지체된 경우 다음 절차가 있으며,

는 것이 가장 크다. 경력이 풍부한 산업 잠수사들은 만성적 질

그 절차도 무시되거나 혹은 생략되었을 때는 다음 규정 지침을

환 직업병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소리 없는 살인자’

따르면 되므로, 세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석면만 하더라도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사람을 죽음에 까
지 이르게 하여 역학조사를 한 것처럼, 산업잠수도 직업병 역

기압조절실이 현장에 있는 경우 감압의 절차상 상승 후 표면감

학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주장하고 싶다. 하물며 해양경

압(Decompression)을 하지만, 통증이 발생하였을 시, 재가압

찰 구조대에 근무하는 잠수직별 공무원들도 위험하기는 마찬

(Recompression)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해외 산업잠수

가지일 텐데,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장비가 단 1대도 없다는 것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

은 아직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는 것이다.

국내 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에필로그

제주도 소재 2곳은 국토 연안 구역에서 거리도 멀고, 비행기를

산업잠수에 관련된 글을 4회에 걸쳐서 간단하게 소개하였지만

이용하여 이동하기에는 위험하고, 진해 해양의료원의 경우 창원

아쉬운 점이 많다. 차후에는 산업잠수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가능한 것이니, 촌각을 다투는 위

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급한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힘들다.

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잠수에는 종류가 많
다. 크게 나누면 레크리에이션 잠수 전문가, 산업 잠수 전문가,

부산 고신의료원의 경우에도 1인용으로 폐쇄공포증이 있는 잠

테크니컬 잠수 전문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수사나, 심한 감압병일 경우 처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통영 세계

산업 잠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바란다면 산업 잠

로 병원의 1격실과 최근 삼천포 서울병원에 국내 최대의 다인용

수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종

기압조절실, 이 2곳이 적당하다고 보인다.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사자들의 안전과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잠수사고에 대비하여 자신의 휴대

부탁드린다.

전화에 항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도록 하는 것이
선견지명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하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심경보

많다고 할 정도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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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잠수 현장에 있어 본 필자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 보
아도 개개인의 능력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부분
이 있다면 해외에서는 장비의 지원과 안전 장비가 없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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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mergency Response Diving

응급구난이란
무엇인가?
-제3편
글/사진 정의욱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응급구난 팀의 현장대응 절차와 다이빙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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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과 다이빙 사전 절차
응급구난 팀이 출동 요청을 받는 경우 팀원들이 현장에 안전
하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몇 가지 일들을 실시해야 한다.

다이빙 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다음 일들을 단계적으로 실시
한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 팀에서는 적절한 준비를 하기 위해

1. 현장 보존.

사건의 성격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 현장에서 불필요한 사람을 내보낸다.
3. 육상 증거를 보존한다.

신고자 연락

4. 작업 영역을 확보한다.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다이빙 팀원들은 접수된 시점부터 모

5. 작업 영역을 준비한다.

든 작업을 기록해야 한다. 초기에 기록해야 하는 정보는 날짜,

6. 현장과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시간, 통화의 성격 등이다. 이 정보는 향후 법적 절차 또는 다이
빙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색 영장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

일반적으로 현장의 최소 경

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계 범위는 약 100m 거리를 설

한다.

정해야 한다. 이 거리는 초기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나 유기된 경우 신고자는 마지막으로

작업 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사고자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충분한 거리이다. 그러나 팀의

탐색 영역을 좁혀줄 수 있다. 신고자는 사고자가 사고 직전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는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장할

차량이나 물체의 인양에서 신고자는 인양대상물이 물에 가

수 있다.
현장범위

라앉은 정확한 위치와 물체의 종류를 알려줄 수 있다. 물체의

현장에 처음 도착한 대원은

제조업체, 모델, 색상, 스타일을 알면 물체를 찾고 인양하는데

즉시 외부 사람의 진입을 막기

도움이 된다.

위해 현장을 차단해야 한다. 외부 사람이 진입하면 육상 증거

다이빙 팀원들은 안전하고 혼잡한 지역을 피할 수 있는 현장
접근 경로를 계획해야 한다. 인양을 위한 출동인 경우에는 라이

물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
필요한 물건을 탐색 지역에 떨어뜨리거나 던질 수 있다.

트나 사이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구조 상황과는 달리 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물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 면담

불필요한 과속이나 운전 부주의로 팀원과 대중들의 생명이 위

다이빙 팀원은 구경꾼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그들 앞에서 전

협받아서는 안 된다.

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은 개인은 물론 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목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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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을 다물게 되며, 다이빙 팀원과 목격자 사이의 정보 교환

함되어야 한다.

을 어렵게 만든다.
목격자 면담은 신고자 면담과 비슷하다. 목격자와의 면담에

•현장 출입자 성명

서는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들을 수 있고 신고자의 정보도 확보

•소속 부서

할 수 있다.

•출입 날짜와 시간

목격자 면담은 서면 또는 동영상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 면담

•출입 목적

기록에는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작성된 면담기록은 증인의 서명을 받아서 조사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발견한 목격자들을 파악하여 이
들을 서로 분리한다. 인간의 본성은 무의식적으로 무리에 순응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감추게 됨으로써 증거물
이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빠뜨릴 수 있다.

일부 경찰팀 및 범죄 수사관들은 주로 이중으로 장벽을 설치
한다. 이중 장벽은 초기 현장 경계 및 초기 경계지역을 둘러싼
보조 완충 영역을 형성한다. 완충 영역은 응급의료진, 필수요원
이외의 기관 관련자, 기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완충 영역을 활용하면 준비 장소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이동, 차량, 사람 등에 의해 현장이 밟히거나 오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완충 영역은 다이빙팀의 활동 공간에서

현장 확보

구경꾼이나 대중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의 크기는 작업 공간과 다른 지원 부서가 대기할 수 있

완충 영역을 설정할 때 입 출구 지점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

는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다른 지원

이 좋다. 텐트를 설치하면 더위, 비 또는 악천후를 피할 수 있다.

부서란 소방서팀, 응급 의료팀, 물과 토양 품질 검사인원 및 일

또한 텐트는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한다.

반 지원 인력 등이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미디어 직원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초기 진입

현장 확보는 장벽, 테이프, 차량 또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일단 외부 경계와 완충 영역이 설정되면, 다이빙 팀원들은 초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기 진입을 할 수 있다. 성급한 다이빙 팀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현장에는 외부 경계를 설치한 다음에는 출입구를 지정하고

실수로는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물가로 차를 이동하여 짐을 내

출입하는 사람은 명부에 서명하도록 한다. 즉 범죄 현장에 준하

리는 것이다. 현장에서 육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타이어 자

여 출입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

국, 신발 자국 등의 중요한 증거를 훼손 할 수 있으며 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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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물, 잠복 지문 등의 생물학적 샘플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기 육안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이빙 팀원들이 유독성
증기, 공기 오염물, 깨진 병, 들쭉날쭉 한 금속, 기타 날카로운 물
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진은 차량, 사람, 증거 표식 등이 없이 전반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해야 한다. 현장 전체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
내부의 다른 항목과 관련하여 증거물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초기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검사원들은 잠재적인 증거
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증거물은 물론 증거물의 위치와 상태

다. 이런 방법으로 증거물을 촬영하면 사진은 보는 사람이 현장
과 발생한 사건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이빙 팀원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육상 증거물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

증거물에 대한 사진은 총 3장씩이 필요하다.

지 말아야 한다. 증거물을 잘못 취급하면 DNA, 추적 가능한 증

1. 전반적인 사진, 처음 상태와 표식이 설치된 장면.

거물, 잠재 지문 등을 파괴거나 오염시킬 수 있다. 적절한 훈련

2. 증
 거물에 대한 중간 거리의 사진과 주요 참고점 또는 관심

과 장비를 갖춘 범죄수사관들이 증거물을 수집하고 기록할 때
까지 사진촬영을 위한 텐트, 검사 표식 플래그, 추가 인력 등을

항목 사진.
3. 개별 항목의 접사(Close-ups) 사진.

배치하여 증거물들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범죄수사관이 없는 경우 다이빙 팀원은 사진이나 비디오, 현

중간 거리 사진과 접사 사진은 처음에는 텐트, 깃발, 표식 등

장 스케치 및 약도, 조사 보고서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 대하여

이 없는 상태로 촬영한 뒤 적절한 표식을 하고 다시 촬영한다.

정확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는 보관 방식의 증거 전

또한, 사진촬영자(photo scales)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다이빙 작업에서 다이빙 팀원은 현장 스케치, 사진 또는
비디오를 사용하여 현장의 영상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다이빙 팀에 사진촬영자(photo scales)가 없는 경우 표준이
될 만한 동전, 지폐, 펜, 연필, 나침반 등을 함께 촬영하면 물체
의 크기뿐만 아니라 해당 위치에서 놓이게 된 원인의 행동 메커
니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

육상 촬영과 같은 방법이 수중 증거물 촬영에도 적용된다.

범죄현장 사진은 기술적인 사진이다. 다이빙팀에서 항상 고급
기종의 카메라를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은 팀의 능력

현장 스케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촬영해야 한다.

현장 스케치는 사진 촬영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증거물 촬영에 필름 카메라 만을 사용했으나 오늘

현장 스케치는 보는 위치를 달리하여 여러 지점에서 수행할 수

날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과 대중성에 비추어 육상과 수중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로 현장 스케치는 거의 조감도 형식

범죄 현장을 모두 시각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적

으로 작성된다. 조감도는 현장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점

타이어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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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장을 묘사한다. 이러한 유형의 스케치는 전체 현장

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입통제 지역은 물 주변의

의 윤곽을 문서화하며, 잠재적인 증거의 개요 및 위치를 문

오염물 제거 구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서화한다.
작업 영역을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장소를 할당해야
현장 평가

현장 평가는 팀원과 지원인력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

한다.
•장비 보관, 검사, 조립 장소

다. 현장 평가는 팀원들에게 필요한 특정사항 및 추가 대응

•오염물 제거 장소

인력에게 필요한 현장 환경에 대한 간단한 평가이다. 즉 현

•탈의 장소

장 평가는 현장의 육안 평가는 물론 다이버, 응급 의료 인

•의료 검진 장소

력, 소방서 인력, 육상 지원 인력 등의 위치 선정, 어떤 위험
이 존재하는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등을 평가한다.

물 주변 지역은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간주한다. 따
라서 제대로 복장을 갖추기 전까지는 출입금지구역으로 지
정해야 한다.

현장 평가에서 팀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야 한다.

작업 영역은 오염 수준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
문에 이 영역에는 다이버, 백업 다이버와 텐더들만 진입할

•날씨 조건

수 있다.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팀원은 몸을 완전히 감

•유속(해당 되는 경우)

싸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해변과 물에서 눈에 보이는 위험

두 번째 영역 또는 웜존(warm zone) 오염물제거 절차에

•잠재적인 추가 위험

적합한 복장을 한 사람만이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이다. 웜존

• 보트 선착장, 휴식공간,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현장 편의

(warm zone)에 배치된 인원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

한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오염물 제
거를 하지 않고 이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현장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위험 평가이다. 이름에서

마지막 영역은 현장의 가장 외곽 지역인 콜드존(cold

알 수 있듯이 위험 평가는 확인해야 할 위험에 대한 육안

zone)이며 오염물질과 차단된 영역으로 간주한다. 콜드존

검사이다. 위험 평가를 하는 동안 팀원들은 다음 사항들을

(cold zone)은 차량, 인력, 의료 지원, 육상 지원 인력이 위치

유의해야 한다.

하는 영역이다. 오염물 제거 절차나 다이빙에 필요 없는 모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
•다이버와 수중 지원인력들의 입 지점의 적합성

든 장비는 이 장소에 배치한다.
현장 평가가 완료되어 작업 영역들이 설정된 다음에 팀원

•다이버나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체

들은 다이빙 계획을 수립한다. 팀원들은 다이빙과 다이빙

•지역 풍토병

장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종종 응급구난 다
이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이외에도 앞에서 설명한 보

팀원들은 물 주변 지역에 오염 흔적이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염의 징후로는 수면의 기름,

트, 사이드스캔 소나(및 숙련 된 기술자), ROVs, 유해수색
견, 기중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떠있거나 물가에 쓸려온 죽은 물고기, 물에서 분출되는 연
기 나 눈에 보이는 가스, 고약한 냄새, 다이빙 지역이나 근처
로 유입되는 배수 파이프, 수면에 떠다니는 깡통 등이 있다.
또한, 팀원들은 노트(knots)나 시간당 킬로미터 단위로
유속을 기록해야 한다.
작업 영역 구축

작업 영역을 구축하면 현장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으
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작업 영역을 구축하면 모든 사

정의욱

람이 출입이 허가된 곳과 진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명확

SDI/TDI/ERDI Korea 본부장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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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que

Trimix Blending

트라이믹스 블랜딩
트라이믹스는 3가지 기체로 구성된다. 질소와 산소, 그리고 헬륨, 네온, 수소 중에서 하나가
들어간다. 3번째 기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헬륨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네온이 비싸고
수소는 약간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글/사진 홍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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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믹스와 헬리옥스 준비

안 혼합기체에 관한 연구와 응용이 지체되었다. 연구는 해
군에서 일련의 심해 해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재개되었다.

트라이믹스와 헬리옥스를 준비하는 작업은 사실 아주 간

스위스 수학자인 하스(Hans Hass)와 물리학자인 뷸만

단하다. 블랜딩 이론과 공식들의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면

(Bühlmann)은 헬륨을 사용하여 307 msw(1000 fsw) 다

헬륨에 적용하는 일은 단지 한 단계만 첨가하면 된다. 그

이브 테이블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하스에 의해 기록적인

런데 트라이믹스 블랜더들은 혼합기체 다이빙의 배경이 되

잠수가 성공하여 헬륨을 사용하는 이 테이블의 타당성을

는 물리학에 대해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증하였다. 1970년 마이애미 대학의 톰 마운트(Tom

이들 법칙에 의해 각각의 혼합기체로 어떤 종류의 다이빙

Mount)는 헬륨과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는 일련의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

프로젝트를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 6년간 실시하였고,

합기체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트라이믹스 블랜더

수백 번의 심해 다이빙을 하면서 탁월한 안전성과 성공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이버들이 위

인 수행 능력을 입증하였다.

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며 블랜더들의 과실 조건
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수천 명의 다이버들이 트라이믹스
와 헬리옥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세계의 모험에 안전하게

나이트록스 다이버들과 마찬가지로 혼합기체 다이버들도

도전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혼합기체 다이빙은 더 깊

실린더를 정확하고 양질의 기체를 얻기 위해 기체 블랜더

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유지하며 다

들의 손길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이버들의 수와 재호흡기를 포함한 테크니컬 장비들의 수
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다이빙계가 향하고 있는 방

■특징

향이 바로 이 방향이며 역사를 되돌아볼 때 후퇴란 없다.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혼합기체 다이빙의 생

산소와 마찬가지로 먼저 헬륨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헬

리학적인 측면이 점점 더 복잡해지므로 그에 대한 발전도

륨은 매우 가벼운 기체이며 밀도가 작다. 물리적 및 화학

그만큼 정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적인 구조 특성으로 인해 헬륨은 마취성이 아주 적어서
심해 잠수에 이상적이다. 헬륨을 호흡기체로 사용하기 시

■역사

작한 이래, 우리는 질소와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이버의 고산소혈증과 질소 마취에 대

헬륨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이빙에 사용됐다. 톰슨(Elihu
Thomson)에 의해 헬륨이 산소와 질소 대신 호흡기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처음 제안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생산되
는 양이 적었고 가격도 아주 비쌌다. 1900년 초 미국 텍사
스 주에서 대량 발견된 다음 독점 판매에 의해 적당한 가
격으로 헬륨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24년 헬륨과 산소
를 혼합한 기체인 헬리옥스가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에 의
해 연구가 되었으나 많은 감압질환(DCI) 사고로 인해 곧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30년대에 와서 민간인들이 다시
연구를 재개하였는데, 엔드(Edgar End)가 헬리옥스 감압
테이블을 개발하였고, 맥스 놀(Max Nohl)이 이를 사용하
여 기록적인 127 msw(416 fsw) 다이빙을 성공하였다. 심
해 잠수와 포화 잠수 분야에 헬륨 사용은 빠르게 전파되
었고,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 장비들에 사용되는 표준 혼합
기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는 미국의 국방성에서 독일 비행선
에 헬륨이 사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헬륨 수출을 금지
시켰다. 그 후 헬륨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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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었다.

혼합기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헬륨은 밀도가 작아서 산소와 질소에 비해 쉽게 압축
된다. 헬륨과 다른 기체들을 부분압 방식으로 혼합 할 때 우

헬륨은 호흡기체에서 질소 마취를 줄이는 완충제 역할을 한

리는 이 교재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이상 기체 방법의 영향에

다. 공기 중의 질소 비율은 79%인데, 만일 혼합 기체의 질소

대해 고려해야 한다. 헬륨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

비율을 가령 절반(40%)으로 낮추면, 그 기체의 마취성은 절반

지 않지만, 대용량인 경우는 그에 따른 보정 작업을 해줘야

으로 떨어진다. 질소 비율 40%인 트라이믹스(18/42 트라이믹

한다.

스)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자신이 다이빙하고 있는 수심의 절
반 정도 되는 수심에서 겪는 질소 마취 효과와 같은 효과를

헬륨은 또한 다른 기체에 비해 신체 세포조직에 빠르게 흡수

경험할 것이다.

되고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빠른 기체로 여겨지고 있다. 그
리고 질소와 마찬가지로 불활성 기체(인체가 신진대사에 활용
하지 못하는 기체)이며, 압력을 받으면 세포조직에 저장된다.
질소보다 먼저 신체 조직에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일반 다
이브 테이블과 공기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기체
배출속도를 적용할 수 없다.
혼합기체 다이브 테이블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감
압정지는 헬륨의 특성으로 인해 공기보다 깊은 수심에서 그리
고 자주 시행되어야 하며, 전체 감압 프로파일이 아주 정확하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헬륨은 체내 흡수 속도 및 배출 속도가

게 지켜져야 한다.

아주 빠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나이트록스 테이
블이나 공기 테이블은 사용할 수 없으며 감압 절차도 복잡하

■위험

다. 흡수 및 배출 속도는 호흡기체 내의 헬륨양과 다이빙 수심
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트라이믹스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작업상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나이트록스 및 산소 기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린더 속에 어떤 기체가

블랜딩과는 달리, 호흡기체로서의 헬륨은 생리적인 측면에 주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헬륨양을 잘못 알고 엉뚱

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잘못된 혼합기체는 다이버가 산소 중

한 테이블을 사용하면 감압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독, 질소 마취, 감압병에 쉽게 노출되도록 한다. 혼합기체 블랜
딩의 오류는 이렇게 생리적인 측면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안전하다고 계산된 산소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산소가 든

때문에 오차 범위를 최소로 줄여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가능

혼합기체로 다이빙하면 깊은 수심에서 산소 중독에 걸리기 쉬

하면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며, 반면 너무 낮은 비율의 산소는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한
다. 그러므로 트라이믹스 기체 블랜더들은 기체 블랜딩을 할

우리의 정확도는 산소 분석기에 보이는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때 다이버의 필요성에 특히 주의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과 원리에 달려있다. 실제 사용하는 다이

써야 한다.

빙 산업에서는 헬륨 분석기라는 장비가 없으므로 실린더에 들
어있는 헬륨양은 완전히 수학과 물리학에 따라 결정된다. 트라

■트라이믹스 및 헬리옥스의 정의

이믹스나 헬리옥스를 계산할 때 수식과 계산 결과를 2번, 3번
검토하고, 디지털 계기와 같은 정확한 계기를 사용해야 한다.

트라이믹스는 3가지 기체로 구성된다. 질소와 산소, 그리고 헬
륨, 네온, 수소 중에서 하나가 들어간다. 3번째 기체는 거의 대

노목식 기체로 72 msw(218 fsw) 아래로 내려가면 고산소혈

부분의 경우 헬륨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네온이 비싸고 수

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60~66 msw(180~200 fsw) 이하

소는 약간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헬리옥스는 순전히 헬륨과

로 내려가는 트라이믹스 다이버들은 산소 비율을 20~22% 이

수소로만 되어 있다. 헬리옥스가 레저 다이빙에 잘 사용되지

하로 해야 한다. IANTD는 보텀 믹스의 산소 부분압이 1.4

않는 이유는 결국 비용 때문인데, 실린더의 80~92%를 헬륨

ATA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트라이믹스

으로 채우는 비용과 질소 마취 감소 및 감압시간 단축이라는

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안전한 범위로 산소 부분압이 유지되

장점을 비교할 때 이득이 별로 없다는 관점에서이다. 또 헬리

도록 산소 비율을 정해야 한다. 트라이믹스 블랜더가 정확한

옥스는 150 msw(500 fsw) 아래 수심에서 고압신경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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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e Nervous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다.

3.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여 헬륨으로 목표 압력까지 충전시킨다.
4. 2시간 지난 다음 기체 분석을 하고 압력을 잰다.

블랜딩을 한 기체는 실린더에 라벨을 부착하는데, 다음과 같

5. 필요하면 헬륨을 첨가하고 다시 분석한다.

이 산소/헬륨의 비율만 적고 질소는 적지 않는다. 이 방식은

6.	작업 도중에 기체들이 잘 혼합되도록 자주 실린더를 회전

트라이믹스와 헬리옥스 모두 적용된다.

O2/He
예를 들어 산소 20%, 헬륨 15%, 질소 65%인 혼합기체는

시킨다. 가능하면 텀블링을 한다.
7. 혼합기체가 안정된 다음 다이빙에 사용한다.

■부분압에만 의존

‘20/15 트라이믹스’라고 라벨을 적는다.

20/15

혼합기체를 부분압 방식으로 블랜딩하기 위해 산소와 헬륨 중
에서 처음에 어느 기체를 먼저 넣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블랜더들은 대개 양이 적은 산소를 먼저 충전한다. 그다음 천

■헬륨 첨가

천히 헬륨을 넣고, 마지막으로 공기를 첨가한다. 우리는 40%
이상의 산소를 실린더에 충전하며 또 압축열이 발생하기 때문

트라이믹스나 헬리옥스에 헬륨을 혼합할 때는 나이트록스를

에 조심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공기는

블랜딩할 때와 같은 기본 원리들이 적용된다. 즉, 부분압 충전

물론 산소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게 해야한다. 작업이 천천히

공식에 근거하여 혼합한다. 어느 기체를 먼저 충전하고 얼마나

진행되고 또 기체 충전도 천천히 해서 블랜딩이 완전히 끝나

충전해야 하는가는 블랜딩 시스템의 종류와 우리가 원하는

기까지 적어도 12시간이 필요하다.

혼합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트라이믹스 블랜딩에는 다음
의 2가지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부분압 방식으로만 블랜딩을 하면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여러
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기체가 부분압 이론에 의해 독립적으

방법 1.

로 충전되므로 부스터 펌프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1.	헬륨을 원하는 압력(bar(psig))까지 충전한다[발열 방지를

실린더는 산소 청결처리를 하고 계속 산소용으로 적합하도록

위해 충전 속도는 분당 5 bar(70 psig)–최대 분당 7

관리해야 하며, 충전되는 공기는 필터링이 잘 된 아주 깨끗한

bar(100 psig)].

공기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성능 필터 시스템을 갖춘 충전소에

2.	실린더를 1시간 정도 세워둔다.

서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3.	필요한 O2 를 첨가한다[충전속도 분당 5 bar(70 psig)].
4. 실린더를 1시간 정도 세워둔다.
주의! 1 & 2와 3 & 4의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

5.	실린더 상용압력의 80%까지 빠르게 충전한다. (빠르게 충
전해야 난류가 생겨 기체들이 잘 혼합된다.)
6. 실린더를 30분 정도 세워둔 다음 분석을 한다.
7. 원하는 압력으로 기체를 첨가한다.
8.	1시간 지난 다음 다시 분석하고, 필요하면 공기를 첨가하고
다시 분석한다.
9.	몇 분 간격으로 실린더를 회전시켜 층을 이루지 않고 잘 혼
합되도록 한다.
10.	혼합한 후 2시간이 지나면 압력 점검 및 기체 분석을 해보
고, 수치가 동일하고 안정적이면 다이빙을 해도 된다.
방법 2.
1. 원하는 EANx 노목식로 충전한다.
2. 실린더를 30분 정도 세워둔 다음 기체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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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흐름 트라이믹스 블랜딩

2. O2 = 0.16 x 204 = 33 bar (0.16 x 3000 = 480 psig)

산소와 공기를 함께 첨가할 수 있는 연속 흐름 블랜딩 시스템

부분압 방식으로 우리는 산소부터 충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을 사용하면 앞에서 언급된 작업상의 어려운 점들과 부분압

공기 중의 산소가 함께 충전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위

방식으로 순수 산소를 충전함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에서 배운 대로 첨가해야 할 기체의 조정된 산소 압력을 계산

수 있다. 트라이믹스 블랜딩 시스템으로 블랜딩을 하면 작업

한다. 트라이믹스 블랜딩에도 같은 원리와 공식들이 적용된다.

을 빨리할 수 있고 또 균질의 기체를 얻을 수 있다.
3.	기체 첨가 = 204 – 82 = 122 bar

■계산 과정

(3000 – 1200 = 1800 psig)

트라이믹스 다이버들은 그들의 다이빙 계획에 따라 산소와 질

헬륨을 제외하고 첨가해야 하는 기체의 총 압력이 122

소 비율을 결정한다. 블랜더는 그 계산 결과에 따라 블랜딩한다.

bar(1800 psig)인데, 그 중 33 bar(480 psig)가 산소이다. 그러

우선 부분압 방식만으로 블랜딩을 시작하자.

므로 산소 압력을 총 압력으로 나누면 조정되는 산소 비율이
계산된다.

빈 실린더를 부분압 방식으로 블랜딩
4. 조정 FO2 =

33
122

= 0.27 (조정 FO2 =

480
1800

= 0.27)

1.	혼합기체에 첨가할 헬륨양을 압력으로 계산한다.
He = FHe x Pt 여기서 Pt = 실린더 최종 압력(노목식)

만일 우리에게 연속 흐름 방식 시스템이 있을 경우 헬륨을 충
전한 다음 실린더에 27% 나이트록스를 첨가하기만 하면 된

2.	혼합기체에 필요한 산소량을 압력으로 계산한다.
O2 = FO2 x Pt

다. 그러나 부분압 방식은 이렇게 공기 중의 산소를 고려해야
한다(부분압 방식 충전 공식 참조).

3.	첨가할 기체의 총량을 압력으로 계산한다.

5. 첨가할 FO2 =

0.27 - 0.21
0.79

x 122 bar = 9.3 bar

첨가할 기체 = Pt - PHe
(첨가할 FO2 =

4.	조정해야 할 FO2.
조정할 FO2 =

0.27 - 0.21
0.79

x 1800 psig = 137 psig)

2단계의 O2
3단계의 첨가할 기체

혼합기체를 블랜딩 하기 위해 먼저 순수 산소를 9.3 bar(137 psig)넣
고, 다음 헬륨을 82 bar(1200 psig) 첨가한 다음, 공기로 204

5.	혼합기체에 첨가할 산소량을 압력으로 계산한다.
첨가할 O2 =

조정할 FO2 - 0.21
0.79

x 혼합물 첨가압력〔bar(psig)〕

【 예제 】	트라이믹스 다이버가 더블 실린더에 16/40 혼합기체(산소
16%, 헬륨 40%, 질소 44%)로 204 bar(3000 psig) 충전해

bar(3000 psig)까지 충전한다.

공기 첨가
1. 혼합기체 중의 헬륨양 결정.
실린더에 들어있는 He의 양 = FHe x 노목식

달라고 한다. 이 트라이믹스를 블랜딩 하라.

2. 조정된 FHe 계산.
필요한 헬륨의 양을 계산하면,
조정된 FHe =

혼합 기체에 들어있는 He〔bar(psig)〕
실린더 최종압력

1.	He = 0.40 x 204 = 82 bar (0.40 x 3000 = 1200 psig)
3. 혼합기체에 들어있는 산소량 계산.
따라서 첨가해야 할 기체의 압력은 122 bar(1800 psig)이다.

혼합기체의 O2 = FO2 x bar(psig)

여기서 우리는 혼합기체의 산소 비율은 16%라는 것을 알고
있다.

4.	혼합기체에 첨가할 공기량.
첨가 공기량(압력) = 최종 실린더 압력 – 현재의 실린더 압

156

력(노목식)

를 고려하여 첨가시킬 압력에 곱한다.
4. 산소의 총 압력을 혼합기체의 총 압력으로 나눈다.

5. 혼합기체에 첨가할 공기 중의 산소량.
첨가할 공기에 들어있는 O2 = 0.21 x bar(psig)

【 예제 】	실린더에 헬륨 30%인 기체가 들어있다. 이 실린더에 공기로
204 bar(3000 psig)까지 충전하면 최종 혼합기체의 산소 비
율은?

6. 조정된 FO2계산.
조정된 FHe =

실린더에 들어있는 O2 + 공기로 첨가되는 O2
실린더 최종압력

【 예제 】	실린더에 산소 16%, 질소 40%의 혼합기체가 88 bar(1300

1. 헬륨 0.30 x 204 bar = 61.2 bar (0.30 x 3000 = 900 psig)
2. 공기 204 - 61 = 143 bar (3000 - 900 = 2100 psig)

psig)가 남아있다. 이 실린더에 공기를 3,000 psig(204 bar)
까지 충전하면 어떤 기체가 되는가?

1. 혼합기체의 He =
 0.40 x 88 bar(1300 psig)
= 35.2 bar(520 psig) He

3. 산소 0.21 x 143 = 30 bar (0.21 x 2100 = 441 psig)
4. 30 bar
= 0.147 또는 14.7% O2
204 bar
441

2. 조정된 FHe =

(조정된 FHe =

35.2
204
520
3000

3000

= 0.17 He(최종 혼합기체)

= 0.17)

■트라이믹스 첨가 워크시트
항목

3.	혼합기체의 O2 = 0.16 x 88 bar(1300 psig)
= 14.1 bar(208 psig)
4. 첨가할 공기 =
 204 bar(3000 psig) - 88 bar(1300 psig)
= 116 bar(1700 psig)

= 0.147 또는 14.7% O2

A

B
C

계산
결과

공식

예

현재 충전 압력 - psig

1500

현재 충전 압력 - bar

101

현재 헬륨 비율 %

A X (B/100)

30

현재 헬륨 압력 - psig

450

현재 헬륨 압력 - bar

30.6

5. 첨가할 O2 = 0.21 x 116 bar(1700 psig)
= 24.36 bar(357 psig)

D
E

6. 조정된 FO2 =

(조정된 FO2 =

24.36 + 14.1
200
357 + 208
3000

= 0.19
F

= 0.19)

새로운 혼합기체는 산소 19%, 헬륨 17%, 질소 64%로 구성되
어 있다.

■헬리에어와 헬리EANx 혼합기체
1. 실린더에 헬륨을 먼저 주입시킨다.
2. 공기를 첨가한다.
3.	공기의 경우 0.21, 나이트록스의 경우 산소 비율만큼 계수

G

H
I

J

현재 산소 비율 %

20

현재 산소 압력 - psig

300

현재 산소 압력 - bar

A X (D/100)

새로운 충전 압력 - psig

20.8
3000

새로운 충전 압력 - bar

204

첨가 기체의 압력 - psig

1500

첨가 기체의 압력 - bar

F-A

104

첨가 기체의 산소 비율 % (1)

21

첨가 산소량 - psig

315

첨가 산소량 - bar
새로운 기체의 총 산소량 - psig
새로운 기체의 총 산소량 - bar

G X (H/100)

I+E

21
615
42

K

새로운 기체의 산소 비율

(J/F) X 100

20.5

L

새로운 기체의 헬륨 비율

(C/F) X 1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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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e = 100 – 56.4 – 15 = 28.6%

주의!
1.	Air = 21% O2, EAN 26 = 26% O2, EAN 30 = 30% O2,
EAN 32 = 32% O2, EAN 34 = 34% O2,
EAN 36 = 36% O2.
2. 이 과정은 기본 혼합기체에 대해 한 번만 시행한다.
3.	만일 최종 기체를 분석한 결과 산소 비율의 오차가
+/- 1% 이상이면, 그 기체는 버려야 한다.

PB = 프리믹스 저장소의 압력(psig)
PN = 첨가할 산소의 총 압력(부분압 충전 공식의 3단계)
FT = 첨가 기체의 FO2(보통은 공기 - 0.21)
PA = 실린더에 충전할 모든 ‘필요’ 기체의 총 압력
FB = 프리믹스 혼합기체의 FO2 (보통은 EAN 40 - 0.40)

4.	기본 혼합기체의 산소 비율이 21% 이상이면 최종 기체의

PB =

산소 비율은 낮아진다. 반면 기본 혼합기체의 산소 비율이
21% 이하이면 최종 기체의 산소 비율이 높아진다.
어느 경우이든지 헬륨의 비율은 낮아진다.

PN - (FT x PA)
FB - FT

이제 같은 기체를 블랜딩 하지만 40% 프리믹스 저장소를 사
용하기로 한다. 위의 수치들을 프리믹스 혼합 공식에 적용하
면 다음과 같다.

■미지의 기체에서 헬륨량 결정하기
여기서 PA(첨가해야 할 모든 기체의 총 압력)는 120 bar(1800
공기 또는 나이트록스가 헬륨과 함께 섞여 있을 때 헬륨의 양

psig)이며, 200 bar(3000 psig)가 아니다. 이것은 헬륨 때문이

을 결정하는 방법.

다. 우리는 먼저 공인 받은 헬륨을 80 bar(1200 psig)만큼 넣

1. 산소 비율 x 총 압력 = 산소 압력

고, 그 다음 EAN 40을 58 bar(852 psig) 충전시킨 다음, 마지

2.	이 값을 공기의 경우 0.21로 나누고, 나이트록스의 경우 산소

막으로 공기를 충전시킨다. 이 방법으로 충전 속도에 신경 쓰

비율로 나누면 공기 이외의 기체 압력을 구할 수 있다.
3. He = 총 압력 bar(psig) - He 이외의 기체

지 않고, 또 장비들을 산소용으로 갖추지 않고서, 쉽게 동종의
혼합기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4. FHe = He의 압력(노목식)을 총 압력으로 나눔.

■트라이믹스 실린더 라벨링
【 예제 】	어떤 트라이믹스의 산소 비율이 15%로 측정되었다. 압력이
204 bar(3000 psig)일 때 이 기체의 구성 비율은?

다음은 IANTD에서 트라이믹스 라벨링에 사용하고 있는 2가
지 라벨이다. 트라이믹스와 헬리옥스가 충전된 실린더에는 이

1. 산소 0.15 x 204 = 30.6 bar (0.15 x 3000 = 450 psig)

2. 기타
3. He

30.6
0.21

= 146 bar

450
0.21

라벨들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 2142 psig

204 - 146 = 58 bar (3000 - 2142 = 858 psig)

4. FHe

58.4
204

= 0.286 bar

(

858
3000

= 0.286)

이 기체는 트라이믹스로 15/28.6인데, 절상하여 15/29이다.
만일 총 압력을 모르면, 공기의 기본적인 산소 및 질소 비율
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0.21
0.79

=

0.15
?

⇒

0.79 x 0.15
0.21

= 0.564 또는 56.4%

홍장화
IANTD Korea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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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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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ar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글/그림 이원교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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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잔압 게이지(Air Gauge)
스쿠바 다이빙에서 잔압계는 자동차의 연료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동차와 다른 점은 자동차의 연료는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로 잔량을
표시하지만, 잔압계는 실린더 내의 기체 잔량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부
피가 아닌 압력의 단위로 표시해 준다. 모든 다이버는 다이빙 시 얼마
만큼의 부피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호에
는 잔압 게이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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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는 통상 80 큐빅피트(ft³ 세제곱 피트) 용량의 실린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
는데, 이것의 실용량은 11리터이다. 여기에 완충이라고 표현하는 압력은 3,000 PSI,
211kg/cm², 207bar이다. 이 압력일 경우의 부피는 2,260리터 정도가 된다. 실린더
는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알루미늄 실린더의 경우, 비어 있을
때에는 1.8~2kg 정도의 양성부력을 가지며, 완충 상태의 실린더는 음성부력을 가
지게 되는 부력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백과사전 참조 0℃, 1대기압(atm)의 건조 공
기의 무게는 리터당 1.293g이다. 그냥 간단히 1.3g X 2,260을 곱하면 2.9kg 정도이
다). 실린더의 부력 변화를 숙지하면 자신에게 적절한 웨이트 양을 정확하게 산출
하는데 도움이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압력의 단위 bar와 PSI의 차이
국내 다이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잔압의 단위는 바(bar) 방식이지만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
는 PSI(Pound per Scare Inch) 단위를 사용하는 장비를 가끔 볼 수 있다. 보통 잔압계 사용
시 1바(bar)는 1기압이다. 1바(bar)는 정확하게 psi로 환산하면 14.7psi이지만 다이버들은 15psi

레귤레이터 1단계 고압, 저압 포트

라고 기억하면 된다. 즉 200bar는 3000psi(15psi x 200bar)이다.

레귤레이터 1단계의 외부에는 각종 호스를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구성되어 있
다. 사진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쪽에 HP 1개, LP 2개의 포트가 구성되어, 양쪽
에 총 HP(High Pressure) 2개, LP(Low Pressure)는 4개이다. 물론 제품에 따라
HP가 1개, LP가 3개 또는 7개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HP에는 게이지의 잔압
계 호스와 다른 한쪽에는 다이빙 컴퓨터의 트랜스미터가 장착된다. 즉 잔압계 또
는 트랜스미터는 실린더의 기체 잔량을 표시하기 때문에 HP 포트에 연결한다. HP
포트는 7/16 인치의 구경을 가지고 있으며, LP 포트는 2ND STAGE, 옥토퍼스, BC
호스, 드라이슈트 호스 등을 연결하는 3/8 인치의 구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레귤레이터 1ST STAGE에는 각종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호스
가 파열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일 HP 호스가 파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
상하는 것처럼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HP포트의 구멍은 아주
작게 뚫려 있다.(유럽의 EN250 기준에 의거 분당 40리터의 기체만 배출) 그러므로
게이지 호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260리터의 기체로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하

잔압계 내부

는 것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LP 포트에 장착된 2nd STAGE, 옥토
퍼스, BC호스, 드라이슈트 호스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당 5,000리터(레귤레이
터 제조사와 제품에 따라 상이) 이상의 기체가 방출되게 된다. 이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실린더내의 기체가 모두 방출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평상 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
하다.
잔압계 내부에 둥글게 말린 동관이 보인
다. 예전에는 동관의 끝 부분에 톱니바퀴가
장착되었었는데, 요즘은 톱니바퀴 대신 회
전이 되도록 제작된다. 잔압계 내부에 기체
가 공급되면 동관은 그 압력으로 펴지게
되어 끝 부분이 회전하면서, 잔압계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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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터를 1ST STAGE에 직접
연결

트랜스미터에 게이지 호스를 장착한 후 1ST STAGE에 연결

을 움직여 그 수치를 나타나게 한다. 실린더 내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동관도 줄
어들어 수치를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트랜스미터의 연결부위에 O링이 장착된 상태로 레귤레이터 1ST STAGE에 직접
연결하면 된다.
여러 이유에서 트랜스미터를 레귤레이터 1ST STAGE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게
이지 호스에 연결한 후에 1ST STAGE로 연결할 경우에는 트랜스미터 끝 부분의 O
링을 빼고, 게이지 핀을 삽입한 후에 게이지 호스를 연결하고 이것을 1ST STAGE
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전용 호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
도 있으므로, 해당 수입업체에 문의해서 장착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다이빙 후, 장비 세척 시에는 물에 담그는 것이 좋다. 물에 담그기 전
에 1ST STAGE는 반드시 먼지 마개를 닫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레귤레이터 1ST
STAGE의 기체 주입구를 통해 물이 유입되게 된다. 만약 다이빙 컴퓨터의 트랜스
미터가 장착되어 있다면 트랜스미터의 전자 칩에 물이 닿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에어리스, 오셔닉 레귤레이터의 DVT

고, 잔압계도 동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호스 내부에 물이 유입되
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예 : 곰팡이)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
출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레귤레이터 제조사에서도 알고 있어 이것을 예방하기 위
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
이 출시되고 있다.
에어리스와 오셔닉 레귤레이터의 DVT 시스템은 레귤레이터 1ST STAGE의 기체
공급부에 빨간색 마개가 스프링의 힘으로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상태이다. 레귤레

아쿠아렁 레귤레이터의 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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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1ST STAGE를 실린더에 연결한 후, 실린더 밸브를 열면 실린
더 내부 기체의 힘으로 빨간 마개를 밀어 기체가 공급하고, 실린
더와 분리하면 다시 스프링의 힘으로 닫히는 시스템이다. DVT의
스프링은 5kg/cm² 이상의 압력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아쿠아렁 레귤레이터의 ACD 시스템은 레귤레이터 1ST STAGE
의 기체 공급부 전체가 스프링의 힘으로 평상시에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이 레귤레이터를 실린더에 연결하고 잠금 나사(요오크
스크류)를 돌리면 기체 공급부가 뒤로 밀려 기체F를 공급하고, 실
린더와 분리하면 다시 스프링의 힘으로 닫히는 시스템이다.
이렇듯이 제조사에서도 레귤레이터 제조와 발전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점은 다이버가 레귤레이터
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세척 시에
먼지마개를 닫지 않고, 물에 담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레귤레이터
수입업체나 A/S 전문점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 손목형 컴퓨터의 잔압계 기능
요즘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미터에 의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손목
형 컴퓨터에 잔압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능은 다음 다이브컴퓨터 편에
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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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도전,

래프팅
글 홍숙영

도전의 의미는 각자의 경험과 위험을 감내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전문 산악인에게 안나 푸르나를 정복하는 것은 인생을 걸만큼 커다
란 도전이겠지만, 동네 언덕을 오르내리며 산책을 하던 평범한 사람
에게 북한산의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는 생애 최초의 가장 어렵고
힘든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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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를 타고 강의 물살을 이용해 전진하는 래프팅은 각자의 수
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포츠다. 가족끼리 잔잔한 강물
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속도와 박진감을 즐기고 싶으면 급류가
심한 강에서 래프팅을 할 수도 있다. 래프팅은 특히 팀워크를 중시하
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끼리 선후배 또는 직장 동료 간에 친목과 화
합을 다지기에도 좋다.
래프트는 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뗏목을 타던 원
시시대부터 시작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뗏목을 이용해 강에서 급류
를 타며 즐기던 이 놀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남은 군용 고무보트를
이용하면서 나무에서 고무로 보트의 소재가 바뀌었다.
미국에서 래프팅은 1960년대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개발되
어 지금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한국 탐
험협회 회원들이 낙동강 종단을 알리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확산되지
는 못하다가 90년대 대학 동아리와 일반 동호인 클럽을 중심으로 활
발해졌다고 한다.
몇 해 전 처음으로 래프팅을 시도할 때가 기억이 난다. 물살이 비교
적 잔잔한 하류였지만, 다들 잔뜩 긴장하고 겁을 집어먹은 채 가이드
의 지시를 따랐다.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헬멧을 쓴 다음 보트
를 들어 강에 띄웠다. 몇 번 물에 빠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
면서 함께 간 두 가족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를 챙기고 마침내 새
로운 도전으로 인한 짜릿함을 느꼈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아쉬
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대견해했고 다음엔 더 거센 물살을 가르리라
다짐했었다.
초보자들은 장애물이 거의 없고 가끔 바위를 만나거나 약간의 파도
가 일렁이는 수준이 적당하다. 몇 번 경험을 했다면 좀 더 강한 파도
가 일렁이는 다음 단계의 강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
다. 그러나 4급 이상부터는 오랜 경험과 장비, 팀워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장기간 연습을 하고 도전해야 한다. 래프팅을 하기 위한 장소
의 급수는 6급까지 분류하는데 6급은 래프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너무 위험하니 금지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래프팅보다 더 강렬한 모험을 추구한다면 캐니어링(canyoning)을 경
험해 보면 어떨까? 캐니어링은 아무런 수상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계곡과 급류를 따라 트레킹 하는 것이다. 급류를 따라 미끄럼을 타
거나 폭포에서 줄을 매단 채 뛰어내리기도 하고 암벽을 기어 내려오
기도 하면서 강렬한 승부욕을 불태운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가슴 벅찬
일에 한번쯤은 몸을 던져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가끔
일렁이는 파도가, 또 다른 이에게는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반드시 도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전해보고 싶은 강렬한 목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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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 경쟁이야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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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그렇더라도 변화를 꿈꿔라!

버지와 1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당신은 태어났다. 그런데 말이
다. 가령 10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당신 조상은 모두 몇 명
일까?

“변화를 주도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할 수 있지

가령 1대라고 한다면 부모 2명, 2대라면 부모 두 분에겐 각각

만, 변화에 맞서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Cause change and

의 부모가 있으므로 모두 4명이 된다. 이렇게 10대까지 거슬러

lead, accept change and survive, resist change and die.)”

올라간다면 조상은 모두 몇 명일까?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라는

- 전 노벨(Novell)의 CEO 레이 노다(Ray Noorda)

■ 조상님, 감사합니다!

독자를 위해 간단히 찍을 수 있도록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었다.
① 20명 ② 210명 ③ 1,024명 ④ 2,200명

당신 조상의 생존 비결을 필자는 알고 있다.

과연 몇 번일까?

무슨 뜬금없고 황당한 소리냐고? 아니 그걸 당신이 무슨 재

학창시절 시험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땐, 답안이 제일 길거

주로 아느냐고? 다 아는 방법이 있다. 적이 의심스러우면 필자

나 혹은 ③번을 찍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이번

의 질문에 우선 답해보지 않겠는가.

문제의 정답도 ③번 1,024명이다.

당신의 부모(父母)는 2명이다. 물론 말하나 마나다. 1명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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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산능력이나 그 숫자가 아니다.

만약 조상 1,024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더

■ 자세가 있으되, 자세는 없어야 한다!

라면, 애당초 당신이란 존재는 지구상에 없다는 지엄한 사실이
다. 이런 시각이라면 당신이란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산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蔵).

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장검과 단검을 번갈아 사용하며 상대를 제압하는 니텐

400년 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동안 무수한 조선팔도 민중

이치류(二天一流) 병법의 창시자

이 도륙되었다.(물론 그 이전의 전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 13살에 사무라이로 데뷔해 29

요행히 왜군과 청군의 핏물 밴 예리한 칼날을 피해 살아남았다

살까지 무려 60여 차례의 생사를

하더라도 전후(戰後) 닥친 기근과 역병으로 또 수많은 민중이

건 싸움에서 모조리 승리함으로

하릴없이 죽어갔다. 다만, 당신 조상만큼은 예외로 살아남았다.

써 명실 공이 당대 최고의 사무라

가까이는 6.25전쟁 와중에 쏟아진 무수한 총알과 파편에도

이로 일컬어진다. 그 외에도 글과

모조리 당신 조상을 기적처럼 피해 날아갔다. 이후의 수많은

그림, 다도, 공예 등에도 출중했던

생사 갈림길에서도 조상은 무사했다. 덕분에 당신은 지금 21세

흥미로운 인물이다.

기 지구촌의 맛있는 공기를 한껏 탐닉하고 있다.

범인(凡人)들에겐 여전히 궁금

그럼 당신 조상은 대체 어떤 강력한 DNA의 소지자였기에

증으로 남는 게 있다. 제 아무리

갖은 트라우마를 떨치고 칼날 위를 걷는 위기 속에서도 우뚝

검성(劍聖) 혹은 검신(劍神)이라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감히 필자는 답할 수 있다.

불리는 무사시일지라도 60여회에
걸친 칼싸움에서 어떻게 단 한 번

‘동물적 감각으로 시류(時流)에 순응하고 때론 처절하리만큼 변화

도 지지하지 않았단 말인가!

출처 : http://ja.wikipedia.org/wik

를 거듭한 이가 바로 그대 조상이었노라고.’

사실 무사시는 싸우기 전, 늘 상대의 장단점을 깊이 연구하
장자(莊子) 외편(外編)에 등장하는 경구 하나다.

며 자신의 싸움법을 가다듬고 변형시켰다. 그 중 가장 대표적

“物之生也, 若驟若馳, 无動而不變, 无時而不移

인 게 ‘간류지마(巌流島)의 결투’다.

(물지생야 약취약치 무동이불변 무시이불이)”

때는 1612년 4월 13일. 긴 칼(太刀)의 달인이라 불리는 ‘사사

즉, ‘만물의 생성은 마치 말이 질주하는 것과 같아서, 움직여

키 코지로(佐々木小次郎)’와 생사를 가르기로 한 날이다. 코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잠시도 변천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로는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 무사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미다.

그런데 무사시는 약속시간을 넘겨서도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이처럼 변화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들었기에 당신 조상

않았다.

은 살아남았고, 덕분에 오늘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코지로의 목은 타들어갔고 조급증마저 몰

변화를 삶의 신조로 삼은 현명한 조상에 머리 조아려 감사할

려왔다. 결투를 벌이기로 한 약속을 거의 두 시간이나 넘겼을

따름이다.

무렵, 저 멀리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온다. 그 배엔 무사시가 타
고 있었다. 배의 노를 깎아 만든 목검(木劒)을 어깨에 걸친 무

변화를 삶의 신조로 삼아라. 만물의 생성은 마치 말이 질주하는
것과 같아서, 움직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잠시도 변천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시는 맨발로 천천히 배에서 내려왔다.
그런 무사시를 보자 코지로는 머리끝까지 화가 뻗쳤다. 족히
150cm는 되어 보이는 긴 칼을 빼들더니 칼집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러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이에 무사시
는 웃으며 일갈한다.
“너는 이미 졌다. 어찌 살아 돌아가려는 자가 칼집을 내팽개
친단 말인가.”
그 말로대로 코지로는 무사시가 휘두른 목검에 일격을 당해
최후를 맞이한다.
만약 무사시가 정공법으로 맞섰다면 검의 기량에서 앞선 코
지로를 결코 이길 수 없었다. 그래 기존의 싸움법과 전혀 다른
술책이 무사시에겐 꼭 필요했다. 그게 바로 상대의 평정심을 뒤
흔들어 이성을 잃게 만든 다음 단숨에 제압하는 것이었다. 변
화무쌍한 무사시의 남다른 지혜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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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는 29살에 사무라이 세계를 떠나 일본 전국을 떠돌며

2. 변화의 맨 앞줄에 서라

수행에 몰두한다. 그러다 50살이 되어선 본격적으로 병법(兵

변화를 주도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할 수

法) 연구에 몰두해 그간 자신의 필승법을 집약한 “고린쇼(五輪

있지만, 변화에 맞서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건 우리 인류사

書)”를 세상에 남긴다. 일본판 손자병법으로 불리는 그 고린쇼

의 진실이다.

속엔 이런 말이 등장한다.
3. 기존 관념 및 행동과 결별하라
‘有構無構 (유구무구)’

변화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공들여 쌓아온 지식과 경
험을 모조리 폐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 변화를 향한 화려

자세가 있으면서도 자세가 없다는 의미다. 어찌 보면 상당히

한 결별은 두렵고 험난하다. 허나 그 길만이 살길이다.

모순(矛盾)된 지침을 담고 있다.
어떤 규칙이나 원칙,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각각의 상
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의 대처와 언제 건 변화할 수 있는 유연
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4. 파괴를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된 것은 파괴되며 탄생한 것은 필경 죽음을 맞는다. 모
든 것의 시작에는 끝이 마련된 까닭이다. 오직 변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무사시는 60여 차례에 걸친 싸움에서
도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날고 긴다는 강호(江湖)의 쟁쟁한 상대를 물리치려면

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창조로 연결될 뿐이다. 태
어나길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상을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이
게 세상의 철칙이다.

기존 자세나 검법만을 고집했다간 역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초보자라면 먼저 방어

5. 변화의 결실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라

를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게 될 것이다. 허나 고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은, 이른바 재

라면 각각의 상황에 맞춘 임기응변식의 유연한 대응이 얼마든

주는 피(彼)주도 세력이 부리고 변화를 통한 달콤한 결실은 주

가능하다. 또 그게 가능해야 강호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도 세력이 몽땅 챙겨간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변화를 통해

결국 무사시의 필승 원인은 바로 이게 아닐까. 기존 방식을

일구어 낸 결실은 구성원 모두가 나눠가져야 한다.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류를 꿰고 여기에 맞춰 자신도 항시 변
화된 싸움법을 펼친다. 그런 덕분에 최강의 사무라이로 역사
에 기록될 수 있었다.
■ 변화를 위한 Tip 5가지!
1. 앞서려거든 변화에 투자하라

어떤 규칙이나 원칙, 기존 틀에 얽매이는 건 위험하다. 각 상
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의 대처와 언제 건 변화할 수 있는 유연

김광희(金光熙)
김광희(金光熙)
공고를 졸업했다.
세 아이의 아빠다.
창의력계발연구원 원장이다.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동 대학 산업경영연구소 소장이다.
도쿄 아지아대학(Asia Univ.) 경영학 박사다.
“누워서 읽는 경영학원론”, “창의력에 미쳐라”,
“미니멈의 법칙” 등 30여권의 저자다.
e-메일은, professorkim@naver.com

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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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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의 화원ひみつの花園
The Secret Garden

비밀의 화원(1997)
ひみつの花園
The Secret Garden
분야 코미디
국적 일본
상영시간 83분
감독 야구치 시노부
출연 니시다 나오미 (사키코 역), 리즈 고 (에도가와 선생 역), 카토 타카코,
츠루타 시노부

글 홍숙영

비밀의 화원은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일본 영화로 코믹하면서도 시니컬하게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물
질을 비판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이 좋아 돈을 새며 돈밖에 모르고 자란 주인공 사키코. 그녀는 독특한 외모와 남다
른 취향으로 인해 왕따를 당하며 성장한다. 데이트 상대에게조차 커피 대신 돈으로 달라고 서슴지 않
고 말하는 그녀의 행각은 과연 엽기적이다. 그렇게 연애도 못해보고 어른이 된 사키코는 부모님의 권
유로 은행에서 돈을 새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키코는 은행의 돈이 자신의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 심드렁해지고 이제 사키코는 은행강도를 만나 비운의 인질이
되는 엉뚱한 상상에 빠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사키코에게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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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달라지기보다는
그것을 찾기 위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화,
비밀의 화원. 물질의 노예가 되다시피 하여 돈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물질이
주지 못하는 가치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해 준다.

강도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는 중에 차가 사고를 당하면서 사키코는 5억엔이 든
가방과 함께 깊은 산중 호수에 빠지지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다.
이제 사키코가 사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5억엔이 든 노란 돈가방을 찾는 것이다.
그녀는 가방이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마카와 대학의 지질학과에 입학
하고 고가의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 그리고 가방을 건져 올리기 위해 암벽타기와
수영, 스쿠버다이빙까지 배우느라 자신의 돈을 모두 탕진한다. 그녀의 목적은 노란
돈가방을 찾는 것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 목적을 위해 과소비를 하고 술집에서 일
하며 심지어 돈을 훔치기까지 한다.
깊은 호수로 다이빙해 들어가 마침내 돈 가방을 찾게 된 사키코. 그러나 어찌된 영
문인지 그녀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그 가
방 속에 든 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사키코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지 않고 뚜껑
을 엎어버린다. 그녀는 과연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을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
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
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가? 헛된 것을 쫓
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달라지기보다는 그것을 찾기 위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화, 비밀의 화원. 물질의 노예가 되다시피 하여 돈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물질이 주지 못하는 가
치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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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을 하는데 바로 핵심이 ICT 기술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ICT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으면 불편
해서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던지 ICT 기술과 정보는 그 일을 하는데 절대적
인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본 칼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CT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글 편집부

성큼 다가온 입는 컴퓨터
(Wearable Computer)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 손목시계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
이 스마트 손목시계와 스마트 안경 등 입는 컴퓨
터(Wearable Computer)로 점차 확산하는 분위
기다. 또 하나의 두뇌, 분신처럼 늘 휴대해야 하
는 처지가 된 스마트폰을 안경이나 손목시계의
형태로 몸에 부착시켜 기기와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근의 경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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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는 컴퓨터를 언급할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
어’, 구글의 ‘구글 글래스’, 애플의 ‘아이워치(가칭)’를 떠올릴 정도로 이
들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그러나 입는 컴퓨터가 아직 극복해야 할 장애는 많이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는 컴퓨터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디자인과 전력
문제를 든다. 일단 안경과 손목시계, 옷 등이 입는 컴퓨터로 작동하려
면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아직 배터리를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했을 때

구글이 동영상에서 공개한 구글 안경의 쓰임새를 보면 놀랍고 신기하

발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입는 컴퓨터는 스마트폰보다도 피부에 더

지만, 이 기술이 나쁜 의도로 활용될 경우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구

가까이 밀착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

글안경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는 “녹화”라는 음성명령에 따라 보이는

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디자인 또한 기존 안경이나 시계와 가능한

모든 것을 녹화해 구글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사용자는 눈앞

한 같은 크기와 모양이어야 한다. 너무 크거나 이상한 모양이어서 패

의 현장을 녹화해서 음성명령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릴 수 있다.

션에 어색해서는 안 된다.

카페에 누군가 구글 안경을
쓴 채 나타난다면 그곳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이뤄진 대화는 전 세계에 생

삼성전자는 입는 컴퓨터 시대 전략무기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중계될 수도 있다. 구글 관계

워치 ‘갤럭시 기어’를 내세웠다.

자도 “이 제품은 아주 초기

800MHz 모바일 프로세서, 1.63인치

단계인데다 휴대폰과 같은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320x320),

다른 신기술처럼 시간이 지

190만 화소의 카메라, 315mAh 용량의

나면서 사회규범과 사용법이

배터리 등이 탑재된 갤럭시 기어를 사

개발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사진출처 : 구글  /  씨넷)

용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전
화를 걸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성인
식 기능인 ‘S보이스’로 전화 수·발신,

애플의 ‘아이워치(가칭)’

일정·알람 설정, 날씨 확인 등이 가능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주력상품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제

하며 녹음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품군을 확장하기 위해 ‘착용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큰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를 개발
(사진출처 : 갤럭시 기어)

한다는 것이다.
애플이 현재 시험 중인 기기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성능은 아직 알려

구글의 ‘구글 글래스’

지지 않았다. 다만 ICT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아이폰과 비슷한 성능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로 알려진 구글 안경의 사양이 공개

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됐다. 구글 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얼굴에 쓰는 모바일 기기로 안경 오

애플이 내놓는 ‘아이워치’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사용성을 높여주는 제

른쪽에 부착된 카메라와 화면을 이용해 음성인식으로 메일을 확인하

품이 될 전망이다. ‘아이워치’를 차고 있으면, 아이폰을 주머니나 가방

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2.4m 거리에서 25인치 고화질(HD)

에서 꺼내지 않고 간단한 알

화면을 보는 듯한 효과를 제공한다. 자동차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쓰

림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고안된 기기인 만큼 시야 전체를 가리는 크기는 아니다. 구글 안

다.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경의 핵심인 카메라의 화질은 500만 화소인데 이는 720픽셀 해상도

확인하거나, 메시지 확인, 애

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재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장된 메모리 용량

플맵과 연동해 현재 위치를

은 16GB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GB이고 구

파악하거나 운동할 때 건강

글의 클라우드 메모리와 연동된다. 배터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

구글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하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구글 안

하다.

경의 배터리 충전은 전용 충전기와 USB 케이블로 가능하다. 또 와이

(사진출처 : 아이워치)

파이(WiFi), 블루투스 등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스마트 기기와 연
동해 사용할 수 있다.

175

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글 김부경

Red Sea Dive Team
대표 : 황진훈
위치 : 서울시 잠실동 송파구 199-12 2층
전화 : 02-2203-9485
E-mail : jinhoon.hwang@gmail.com
Website : http://www.redseadive.co.kr

2012년 4월 오픈한 PADI 5 Star Dive Center인 레드씨다이브

징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회원들이 전

팀은 다년간 호주, 태국, 이집트 등지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

체 회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곧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과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황진훈 코스디렉터에 의해 운영되는

센터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요소가 된다.

다이빙 교육센터이다. 젊은 감각과 열정,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Red Sea Dive Team을 방문해 보았다.

여행과 다이빙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회원은 더욱 쉽게 친
해지게 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특징은 다이

다이브 네트워크

빙을 즐김에서도 훌륭한 버디시스템, 좋은 팀워크로 이어지게

Red Sea Dive Team은 이집트, 홍해에 거점을 둔 동명센터이

되어 한결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자 현 서울센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후루가다 Red Sea

조성된다. 나아가 이러한 다이버들의 다이빙 활동을 이끌어가

Dive Team’과의 다이빙 네트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협력,

는 황진훈 코스디렉터와의 다이버들과의 유대감은 유난히 돈독

정보공유를 통해 글로벌한 활동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

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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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앞으로의 활동

황진훈 코스디렉터는 여전히 오픈워터 다이버코스 교육을 통

다이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 근면함이 돋보이는

한 보람과 만족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다이버가 가장 큰 성취

황진훈 코스디렉터의 왕성한 활동의 결과로 상당히 빠른 기간

감과 변화를 몸소 느껴보게 되는 입문단계의 코스를 진행하고

에 PADI 5 Star Dive Center로 레벨업을 하였으며, 곧 5 Stare

얻게 되는 강사로서의 보람을 그는 여전히 즐기고 있었다. 그와

IDC 센터로의 또 다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빠른 성장과

더불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강사 개발과정을

발전은 그저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노력과 열정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다이브 프로페셔널로 거듭나는 후배들을 위

반영하는 결과인 만큼,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해 그만의 다이빙 노하우와 열정을 전달하고 교육하는데에도

이는 곧 다이빙 시장의 발전과 다이빙 저변확대에도 일부 기여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그는 일찍이 Tec Diving에 대한 관심도

를 하는 만큼 하루하루 꾸준히 변화하는 Red Sea Dive Team

깊어, 이에 대한 꾸준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으며 PADI TecRec

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을 통해 다이버들에게 레크레이션 다이빙뿐만이 아닌 다양
한 다이빙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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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포츠
대표 : 김주화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812-1
전화 : 053-325-7777, 070-4127-8878
팩스 : 053-325-8888
홈페이지 : http://www.topsports.co.kr/

르게 장비보다는 교육 관련 내용으로 진열한 인테리어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냄새에 유난히 민감한 고객들을 위하여 매장
에 슈트 및 고무 제품들은 놓아두지 않으려는 작은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장에 들어서면 대구 경북 유일의 강사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 PADI 교육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도 하다. 특히 강사교육은 30대의 가장 유능하고 실력있는 서울
의 다이버스에듀의 서종열 코스디렉터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모두 합격이라는 전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구보건
대학교에 스쿠버 과목을 강의하면서 젊고 활기찬 다이버의 육
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에서 최초로 5스타 IDC를 오픈하여 ONE STOP 교육을
선보였던 곳이 탑스포츠이다. 김주화 대표와 이명욱 강사가 함

탑스포츠는 서울의 다이버스에듀와 교육은 물론 다이빙 산

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센터는 2010년에 북구 읍내동으로

업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및 새로

새롭게 오픈한 곳이다. 북구 예전에는 홈플러스(칠곡)에서 거동

운 다이빙 기술과 교육을 가장 빠르게 전달받아 지방에 알려

교 방향으로 2분가량 오면 우측에 중고 자동차 상사 바로 옆 건

주고 있으며, 20세트 이상의 최신 교육 장비를 갖추고 있어 교

물에 위치하고 있다. 10평 남짓으로 아담하지만, 효율적으로 운

육을 받는 동안에 장비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

영하고 있다.

록 하고 있다.

센터는 매장과 교육장 그리고 장비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간

탑스포츠 교육생들은 50%는 대학생 및 30대 초반의 젊은 층

단한 장비는 수리도 가능하다. 센터에 들어오면 다른 곳과는 다

이고 30%는 40대, 20%는 10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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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
로 투어를 나가 즐거움을 나누기도 한다.

탑스포츠는 매주 포항 남부에서부터 강원도까지 투어를 진
행을 한다. 교육은 물론 사진촬영도 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이빙을 접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다이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는 부분이
많다. 많은 강사진을 포진되어 있어 기다리지 않고 등록과 함께
바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체험다이빙을 등록하면 Photo 머그
컵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를 적용해 교육비 할인 혜
택을 주기도 한다. 단 한명의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1:1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인점인 서구점, 수성점이 11월 달
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의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김부경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PADI Asia Pacific 한국지역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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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다이빙 영어 Diving English

해외다이빙 갈때, 이것만은 꼭!
다이빙 투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 10 )
이 칼럼은 다이빙 투어 중에 꼭 필요한 그리고 기본이 되는 영어회화를 투어
편과 다이빙 편을 나누어 소개하는 코너이다.
투어 편에서 탑승수속, 안내방송, 보안검색, 기내방송, 기내서비스,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호텔 로비, 식당, 관광, 쇼핑, 환전 등과 같은 상황별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회화를 간략히 소개한다. 다이빙 편에서 다이빙 신청, 신청 확인, 장비 랜탈,
다이빙 브리핑의 바다상태, 해저지형, 다이빙 방법, 수중생물 소개, 위험, 금지 및
요구사항 등과 같은 상황별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회화를 소개한다.

여행 편
룸서비스

Room service, please.
룸서비스 부탁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sir?
손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Breakfast at six tomorrow.
내일 아침식사 6시에 부탁합니다.

This is Room 202.
여기는 202호실입니다.

Please charge it to my room.
식사비는 내 방으로 계산해 주세요.

I want this cleaned by 8 a.m. tomorrow,
please.
이것을 내일 오전 8시까지 세탁해 주세요.

All right, but you'll have to wait a while.
알겠습니다만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When can I have it back?
그럼 언제까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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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xit 비상구
borrow 빌리다
lend 빌려주다
laundry 빨래/세탁물
room temperature 실내온도
by 9 9시까지
counter 창구  /  카운터
room service 룸서비스

By 5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 5시까지요.

Leave them on the counter.
카운터에 놓아두십시오.

다이빙 편
수면휴식시간(Surface Interval Time)

What kind of fish can we see here?
여기서 어떤 물고기를 볼 수 있나요?

Can we often see the dolphins around here?
이 주위에서 이 돌고래를 자주 볼 수 있나요?

I want to see manta-rays.
만타가오리를 보고 싶어요.

Please show me the fishes we saw today in the picture
book.
오늘 도감에서 본 그 물고기를 보게 해주세요.

Please let me know if you see a sea turtle.
바다거북을 보면 일러주세요.

What is the name of this fish?
이 물고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This fish is rare in Philippines.
필리핀에서 이 물고기는 아주 드뭅니다.

Is this an indigenous species?
이것은 토종입니까?

It was my first time to see whale shark!
나는 고래상어를 본 것은 처음입니다.

The coral reef was really beautiful here in the Great
Barrier Reef.
이곳 대보초 산호초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The Great Barrier Reef is home to 1,500 species of fish.
대보초는 1,500종의 물고기들의 서식지입니다.

I saw a school of jacks(barracuda).
나는 잭피쉬(바라쿠다) 무리를 보았어요.

coral 산호
manta rays 만타가오리
turtle 바다거북
whale shark 고래상어
sea snack 바다뱀
indigenous species 토종
spawning season 산란기
mating 교미
live together 동거
mimic 흉내
young fish / juvenile 어린 물고기 / 유어
look like ~ ~처럼 보인다.
dappled 얼룩무늬
striped 줄무늬
school of ~ ~의 무리(떼)
picture book 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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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을 갈 때 챙겨야 할

구급약과 처방법
글 편집부

감기약

기침, 콧물 등 증세에 따라 여러 가지 약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종
합감기약을 소지해 가면 편하다. 종합감기약에는 일반적으로 해열

소화제

진통작용을 하는 성분과 기침, 가래를
멈추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모든
약이 그렇듯이 복용하는 사람의

여행지에서 평소 즐기지 않던 음식을 먹다 보면 소화제·지사제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를 많이 찾게 된다. 단순 소화불량의 경우 식후 1~2시간 뒤에

있으므로 특이체질인 사람은 의

간단한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소화가 안되면 소화

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제를 복용한다. 소화불량도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크게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와 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맞는 약제
도 판매되고 있고 복합 처방된 약

몸살약

제도 판매되고 있다. 약사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세를 설명하고 적합한

춥거나 몸이 떨리고, 두통과 재채기가 일어나고, 간혹 뼈마디가 쑤

약을 가지고 간다.

실 때도 있다. 또는 편도가 부어서 목이 아프거나 콧물도 나고, 비
염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열이 심하게 나기도 한다.

지사제
해열진통제
계속되는 설사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으로 약사와 상의하여 준비한다.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

두통, 치통, 관절통, 생리통 등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약이

제도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 특히 3~4일간 설사가 계속되는 등

다. 진통제는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정량을 초과

감염성 질환(식중독 등)으로 의심될

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은 위험을

때는 복용에 신중히 해야한다. 설사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관절염이나 치통 등은 장기복용 하지

는 멈출지 몰라도 식중독균 등 세균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병원을 찾아

의 체외 배출이 함께 차단되기 때문

근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타이레

이다. 이런 경우 지사제 복용 뒤 증상

놀·게보린 등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해열·진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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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

벌레 막는 약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벤 상처, 찰과상 등이 덧

열대지방에 가면 모기와 같은 벌레에 많이 물린다. 이런 벌레를 퇴

나지 않도록 바르는 것으로 소독용 알코올, 과산화

치하는 약이 필요하다.

수소수, 포비돈요오드 등이 있다. 소독약으로 소독

여름철 여행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모기와 자외선. 모기를

한 뒤 별도로 항생물질을 함유한 연고제를 바르지

쫓으려면 모기 기피제를 몸에 바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DEET 성

않도록 소독약과 항생성분이 복합 처방된 약도 판

분이 든 모기 기피제는 6개월 이하 유

매되고 있다. 그러나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는 깨끗이 씻는다

아에게 사용해선 안된다. 유·소아에겐

고 소독약을 사용하면 접합 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 식염수로 닦

천연 성분인 리나룰 함유 모기 기피제

아 낸 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비닐에 담고 얼음에 채워 병원으로

(리페란플러스)가 더 안전하다.

신속히 옮긴다.

멀미약
상처연고
멀미약은 먹는 약과 붙이는 약(패치형), 두 가지가 있다. 먹는 약은
습진이나 가려움증의 증세를 덜어줄 수 있는 피부연고제도 가정

항(抗)히스타민제가 주성분이어서 졸음을 유발한다. 당연히 운전

상비약으로 빼놓을 수 없다. 넓은 부위

할 때는 금기 약이다. 붙이는 약의 부작용은 어지럽고 입안이 마

에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르는 것이다. 심하면 시력장애·의식 상실 등을 일으킨다. 심장병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노인·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 멀미

상의하도록 한다.

가 심하지 않다면 출발 전에 식사
를 가볍게 하고 차에서 잠을 자거
나 꽉 조이지 않는 느슨한 복장을

썬크림

하는 것만으로도 멀미 탈출이 가
능하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SPF 30 이
상의 자외선 차단 크림을 2~3시간에 한 번씩 노

기타 의료용품

출된 피부에 바른다. 강렬한 햇볕에 화상을 입었
다면 칼라민 로션·스테로이드 연고 등이 도움이
된다. 사후 약방문식 약과 화장품도 나와 있다.

체온계, 붕대, 반창고, 밴드, 파스, 핀셋, 의료용 가위, 솜 면봉 등이

벌레나 모기에 물린 뒤 가렵거나 부은 증상을

있다.

가라앉히는 약(물린디액),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
부에 바르는 애프터 선 개념의 화장품(판테놀
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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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를 위한 위생 가이드
- 여행자를 위한 안전한 음식에 대한 가이드
글 편집부

•	여행 전에, 여행지에서 노출될 수도 있는 다양한 질병과 예방접종 혹은
다른 예방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	여행 중에 Oral Rehydration Salts(ORS : 설사로 인한 탈수증 완화 요법)
와 필요한 여러 약품을 챙겼는지 확인하세요.

Food borne (식품매개성)
- 안전한 음식에 대한 5가지 Keys
1. 깨끗하게 유지
• 음식을 취급하거나 음식을 하는 동안 자주 손을 씻어야 한다.
• 화장실 다녀온 이후 손을 씻어야 한다.
• 동물, 곤충 및 해충으로부터 음식과 주방을 보호한다.
2. 조리되지 않은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분리
• 용기에 보관된 식품과 원료사이의 접촉을 피하여 음식을 준비한다.
3. 음식을 철저하게 조리
• 음식이 철저하게 조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모든 음식은 70°C 이상에서 조리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4. 안전한 식품 보관 온도
•	뜨겁지 않거나 냉장/냉동이 유지되지 않은 뷔페, 마켓, 레스토랑과 길거
리 음식은 피해야 한다.
5. 안전한 식수를 사용
• 안전한 식수를 사용한다.
• 신선한 음식을 선택한다.
• 저온살균 처리된 우유와 같은 식품을 선택한다.
• 유효기간이 넘은 음식들은 사용을 금지한다.

설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중요한 것은 당신이 탈수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여행
을 하게 될 때 항상 충분한 양의 fluids를 섭취해야 하며, 이것은 어린이들
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	설사증상이 시작되면 음료를 섭취해야 하는데 인체에 더 많은 물을 소모
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 청량음료, 의약, 차와 알코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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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fluids의 양과 *ORS
<*Oral Rehydration Salts : 탈수증완화요법>

2세 미만의 유아

loose stool(묽은 변) 후 1/2 컵

10~20세 연령의 어린이

loose stool(묽은 변) 후 1 컵

청소년과 어른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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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보홀

출발 상시

출발 2014년 1월 28일 ~ 2월 2일

일정 최소 4일

일정 4박 6일(4일 다이빙 일정)

모집 수시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가장 편리한 항공일정으로 언제든 출발 가능.

특징 인 집
 에서 눈치보는 선남 선녀들 모여 따뜻한 보홀로 떠납니다.

필리핀 투바타하

미크로네시아 축

출발 2014년 4월 예정

출발 2014년 7~8월

일정 7박 8일

일정 1차 8박 9일, 2차 6박 7일

모집 예정일정

모집 예정일정

특징 	해마다 3~6월까지만 열리는 그곳,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

특징 	2차 세계대전의 전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곳, 축으로 액

잘 보호되고 있는 건강한 바다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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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도네시아 전지

션에서 다시 떠납니다.

시아 시파단
말레
v이

출발 1 1차 : 2014년 4월 29일 ~ 5월 7일

2차 : 2014년 5월 3일 ~ 5월 11일

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코스ㅍㅍ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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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한국수중 콘테스트 연말 공모전
마감일 : 12월 31일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이번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13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13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 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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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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필리핀

모알보알, 보홀
투바타하
아닐라오, 민도루

인도네시아

발리
코모도
마나도, 렘베
라자암팟

말레이시아

시파단
랑카얀
라양라양

인도양

몰디브

태국

시밀란, 피피섬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얍
남태평양

피지

중미

갈라파고스

하와이

하와이

호주

대보초

혹등고래
밍크고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이빙 성수기

11월

12월

DIVING SEASON CHART

다이빙 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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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

Q&A 잠수의학
Diving Doctor

강영천 박사 칼럼

글/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Pacific 한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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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다이빙 후 이통
지난달 3월 초에 오픈워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초보다이버인데 다녀온 후로 지금 통
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빙교육을 받을 때와 펀다이빙을 간 4일 동안 12번의 다이빙을 했는데 10번 정
도 코피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이퀄라이징을 못해서 많은 고통을 느꼈고, 부력
조절도 못해서 수면으로 급상승을 3~4차례 하면서 첫날 귀가 많이 상했음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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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고막이 너무 부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섬으로 이동하여 다이빙을 하며 다른 강사님에게 이퀄라이징을 배우고 나서
야 고통 없이 이틀 동안 다이빙을 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다이빙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한국에 와서 이비인후과를 찾으니 고막 양쪽에 충혈이 심하고 부었으며 일부 파열
이 보인다고 하여 약을 먹고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
나 4월부터 실내수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귀가 불편하고, 가끔 먹먹하거나 통증
이 느껴져서 지난주에 다시 병원을 찾으니 고막은 양쪽 다 멀쩡하나 이관이 잘 붓
는 체질로 의심이 된다며 다이빙과 수영을 모두 금하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2주 후 인 3월 26부터 팔라우로 다이빙을 가는데, 그때 가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게 심리적인 건지 아
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찾아간 이비인후과 두 곳 다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거든요.(두 곳 선생님 다 다이빙에 관해 좀 문외한이셨어요.) 단순한 염려증이면
좋을 텐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귀가 욱신거리네요. 물 빠지는 툭 하는 소리 같은
것도 자주 납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도 압이 느껴져요. 침 삼키면 툭-소리 나면서 풀
리고요.(실생활에서 이퀄라이징을 마니하게 됐어요.)
1.	수영을 그만하고 다이빙을 가기 전까지 귀를 쉬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수영시
귀마개 항상 착용)
2.	다이빙 갈 때 강사분이 정 걱정되면 리노에바스텔 약을 처방받아 오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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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요?

이비인후과에 다시 가셔서(가급적이면 대학병원 급 이비인후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었지만 지금 멀리

1 ) 고막이 현재 완전하게 치유되었는지

에 계신다구 해서 글로만 인사드립니다. 이 답답함 해소하고 8월에

2 ) 이관 기능이 정상적인지

꼭 세부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3 ) 외이도에 염증이 없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확인하신 다음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다이빙을 재

A : 조심 또 조심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 정리해보니

개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귀를 한번 진찰해보고 싶네요.
적어도 귀속을 들여다보는 이경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는 합니다.

1) 처음 다이빙하시면서 압력평형이 되지 않는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하
면서 고막도 다치고 중이강 내에 출혈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2) 귀도 고막도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얼떨결에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입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Q : 중이혈종

데 아마 님도 그런 경우로 계속 다이빙을 진행하셨던 것 같고

6년차이고, 연간 20회 정도 다이빙하고 있습니다.(수영장 연습

3) 귀가 손상을 입은 상태로 다시 수영장을 다니면서 고막과 외이도 등

제외)

에 염증도 병발한 듯하고

3년 전 수영장 연습시 이퀄라이징 실수로 왼쪽 귀 고막이 휘어지

4) 고막이 터졌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로 또 물속에 들어가셨고

고 피멍이 생겼고, 병원 진료 후 1주일 만에 4일간 리버보드 여행

다이빙이 재미있고 주위에서 정확하게 가이드 해주시는 강사분이 없어

을 진행했습니다.

서 조금씩 문제점을 쌓아갔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리버보드 진행 시 출수 후 코를 통해 약간의 피 내지 약물(병원

다가오는 팔라우 여행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질문의 요지라는 느

치료 시 사용한)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샤워 시 오른쪽 귀에

낌이 듭니다.

비해 물이 잘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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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때에는 이퀄라이징 반응이 왼쪽이 느립니다만 이퀄라이징

를 조절하면서 고막에(중이에- 귀에) 통증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미리

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빙 후 왼쪽 귀에 물이 약

압력 평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씩 차 있는 경우는 가끔 발생합니다.

다이빙 중 첫 압력 평형은 수중(수심 1m)이 아니라 수면에서 시행해야

코를 막고 불어보면 오른쪽보다 반응이 훨씬 느립니다. 이런 상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다이빙을 지속하여도 이상이 없는지요?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막이 휘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고만 합니다.

질문자의 인사

거주지가 서울인데 박사님께 전문가적인 검진을 한번 받았으면 합

그렇군요. 그럼 이퀄라이징 행위 자체만으로는 천공이 생기는 건

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A : 이관 기능검사
압력평형은 양쪽 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

통증이 있어야 이퀄라이징을 하는 게 초보자에 현실인데 하강속
도에 신경 쓰면서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만 조금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이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룡님의 첨언

문제는 고막이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이내

저 역시, 한쪽 귀가 펌핑이 안 되서 엄청 고생했는데요. 병원에 가

음압이 상존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상태는 호전시키고 다이빙 하시는

니 펌핑 안 되던 쪽 귀가 고막천공이더군요. 오래전에 천공된 후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치유 중이라고 하던데요.

대학병원 급의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고막운동성 검

하강할 때 라인을 잡고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를 반복하였고, 오랜

사, 이관 기능검사, 비강 내시경 부비동 방사선 촬영 등 일연의 검사를

기간 동안 다이빙을 하다 보니 이젠 펌핑이 아주 잘 됩니다.

받으셔서 압력평형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으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십시오.
저는 대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오시라고 권유하기는 너무 멀고 서
울서도 충분하게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연락주세요.

Q : 다이빙과 활성 산소
다이버스몰에서 진행된 ‘안전한 스쿠버 다이빙’ 세미나를 들었던
다이버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고,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

Q : 고막천공 경력

다. 세미나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두 가
지입니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교육 중 2011년 7월 초에 천공판정을 받고
고막패치를 두 번이나 받아 2011년 10월에 완치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반인 보다는 얇아진 고막이기에 다이빙 중 천공

1.	100% 산소로 18m 압력을 이용하여 챔버에 들어가면 산소중독
의 위험성은 없나요?

가능성이 높아 포기하라는 듯한 말씀 비슷하게 하시더군요. 하지

	 2.8ata인데… 기존의 다이버 교재로는 1.4~1.6ata로 다이빙을

만 시작한 건 끝을 맺어야 하겠기에 다시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하면 산소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

얇아진 고막에 무리없이 압력평형을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없

로 교재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크게 나서 궁금해서 올립

을까 하고 여쭈어 봅니다.

니다. 그리고 100% 산소를 이용한 산속중독의 정확한 압력은

A : 압력평형 요령!

없나요?

천공 경험이 있고 당연히 치유 경험이 있는 많은 분이 다이빙을 즐기고

2. 압력과 활성산소의 관계인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또다시 다이빙 중 천공을 겪

	평상시는 2~3% 정도의 활성산소가 체내에 돌고 있지만, 항산화

게 되는 것도 경우도 발생합니다.

효소가 어느 정도는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막에 부담이 가는 것은 압력평형 그 자체가 아니라 압력평형을 해야

다이빙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산소의 부분압도 높아지고 그

하는 이유인 수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압이 상존하는 수중에

에 따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서 고막에 부담이 안 가게 할 수는 없기에 압력평형 또한 계속 할 수밖
에 없습니다.
약한 고막에 무리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강 시 천천히 하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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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반 공기보다 나이트록스 이용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을까요?
	요즘 다이빙과 인체생리에 관한 논문을 보고 있는데 잘 나와 있

지가 않네요.
박사님 앞으로도 많은 다이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A:
산소 중독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중에서의 다른 생리적인
문제들이 없어지면서 아직도 2.8ata에서 현재의 사이클로 흡입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빈도의 산소 중독 보고는 없습니다.
실제 고압산소 챔버에서 흡입하는 100% 산소의 분압은 2.8ata이고 산
소 중독을 피하기 위해 20~30분 흡입하고 일반 공기로 5~10분 흡인
하는 사이클을 계속하게 됩니다.
각 산소 부분압에 대한 일회 노출 허용량과 일일 노출 허용량은 NOAA
가 제시한 테이블이 있고 이것이 다이빙 계에서 일반적인 테이블로 받
아들여져 있습니다만 그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닌 듯합
니다.
활성 산소에 대해서도 딱히 나와 있는 논문은 본 적이 없어서 깊이 있
는 답변은 드릴만 한 것이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활성
산소는 일반적인 산소와는 생리적으로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압
력 하에서 활성 산소의 생리에 대한 연구는 누군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혹 좋은 논문 발견하시면 나누어주시면 좋겠네요.

Q : 맹장염 수술
안녕하세요? 박사님.
며칠 전 갑작스럽게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복 강경 수술
했습니다.)
혹시 맹장 수술 2~3개월 후 다이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

합니다.

나요?

근무력증이 심하면 할 수 없겠지만 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지 않

누군가가 맹장 수술 후 복막이 안정되기 전 무리한 운동은 금지해

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야 한다고 한다는데 주치의에게 문의하니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근무력증이 희귀병이라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혹

합니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MG환우 중 다이버가 있는지 다이빙을 하고

A : 충양돌기 수술
복강경 수술을 하셨다면 4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충분합니다.

있는지 궁금해서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복강경 충양돌기염(소위 맹장염)수술하고 그 다음 날 프로 배구 경기에

A:

출전한 여자 선수도 있었습니다.

근무력증은 급성으로 나타나서 급성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만성적으로

재미있는 다이빙 즐기세요.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쿠바 장비를 메고 보트에서
일어서거나 해변을 걸을 수 있을 정도라면 다이빙은 가능할 것이고, 그
렇지 않다면 불가능하겠지요?

Q : 근무력증
다이버가 근무력증이 걸렸다면 다이빙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

그 병 자체가 다이버가 입수하는 것을 막을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이 질문의 경우가 본인의 경우 혹은 가까운 가족의 경우가 아니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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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 아니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 분에게 이런 처방을 해 주세요 라고 내미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처방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첨언

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아직 확진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
다. 근무력증이 아니길 바라고 있지만, 안과나 신경과에서 거의 근

Q : 간암과 다이빙

무력증 증상과 동일하다고 하여 걱정이 되긴 합니다. 눈에만 조금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요즘은 다리가 가끔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

다이버 경력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한 달 평균 1~2회, 1일 2

걷다가 무릎이 나도 모르게 굽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회 정도로 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보다가 호흡근이 움직이질 않아서 기계호흡

현재 44살로 2년 전에 간암으로 간절제수술(개복)을 하고 지금은

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이빙 도중 호흡이 멈출 수도 있

운동도 하고 평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간경화나 다른 질병은

나 해서 약간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없었습니다.)

설마 중증이 아닌데 다이빙하다가 멈추진 않겠죠?

앞으로 다이빙을 해도 되는지….

좋은 주말 되세요^^

하게 되면 언제부터가 시기적으로 괜찮겠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Q : 부비동염의 치료약물

A:
2년 전 수술 후 꾸준하게 검사받고 계시면서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으

박사님 제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현재 세부 다이빙샵을 운영하고

시다면 오늘 저녁 야간 다이빙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있는 강사 친구가 질문 의뢰하는 것입니다.

투병을 위로 드리고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 이렇게

언제 바다에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질문을 드립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부비동 압착을 받으면서
도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고, 자주 부비동 압착을 받고 있는데 이
번에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부비동 압착 후 염증 증상으로 3일째 고생 중이며 소염진통제를
이틀간 복용한 후에도 차도가 없답니다. 잘 듣는 항생제를 추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박사님.

A:
부비동 압착 시 부비동 내 출혈이 생기고 고여 있는 피가 부비동 압착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을 일으킨 같은 원인으로 콧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화농하
게 되고 그것이 급성 부비동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가 도움되기는 하겠으나 부비동 내 고여 있는 농의 배출을 돕는
종합적인 투약이 필수적입니다.
워낙 많은 항생제가 나와 있기는 하나 항균 범위가 넓은 3세대 세팔로
스포린 계열의 약을 많이 쓰는 편으로 제가 처방한다면
1 ) Cefaclor, Omnicef 등과 같은 항생제 하루 세알
2 ) 부비동과 비강의 점액을 조절해주는 Muteran 혹은 Mucothiole
3 ) Umkamin
4 ) 진통 소염제
5 ) 항히스타민과 슈도에페드린이 함께 들어있는 Rhinoebastel 등을 적
정량 복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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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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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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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Asia Pacific의 소개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Pacific 한국담당관)

서론
제가 처음 DAN과 접하게 된 것은 1994년경 PADI 강사가 되
면서 당시 PADI 코스 디렉터 였던 송호진 씨가 DAN 가방을 들

해온 전화번호를 DAN AP에 등록하면서 DAN-Sponsored
Korean Hotline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당시 새로운 semismart 폰으로 전화를 바꾸는데 DAN AP가 일부 지원을 해 주
었습니다.

고 다니면서 DAN 강사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그 후 1999년 미
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호텔에서 진행된 PADI 코스디렉

한해 두해 가면서 Hotline은 점점 바빠지고 상담자 수가 계

터 훈련 과정(CDTC)에 참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

속 늘어가면서 가끔은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연말이면 DAN

DAN Instructor Trainer 과정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추가 경비

AP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할 수 없는 데이터인 한국 다이빙 사

를 내고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DAN 산소 공

망 사고나 쳄버 시설의 치료 실적 같은 것을 Hotline report와

급자 교육과 CPR 교육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희망자들의 요청

함께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스쿠바 다이빙 교육기관

않았고, 본인도 너무 바빠서 앞에

의 강사훈련관/평가관을 하면서 DAN 교육을 적극적이고 자발

붙어있던 DAN-sponsored라는 머

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리글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자격으
로 상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늦은 가을, DAN Asia Pacific에서 한국의 관심 있는

DAN AP도 앞 머리글을 사용하지

의사분들에게 잠수의학 세미나를 무료로 제공해주었습니다. 호

않고 스티커에는 Korean Hotline

주 로얄 알데레이드 병원의 왓킨슨 박사가(호주 Hotline 운영

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교육을 진행했고 당시 8명의 다이버 의사들이 참가하여 열
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버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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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full-time 닥터 노릇을 그만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
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더 늦기 전에 한국에도
1) 상담전화
2)	다이빙 사고 현장 및 통계 처리를 통해 다이빙 사고를 줄
이는 활동
3) 다이버가 다이버를 돕는 활동
4)	다이버와 다이빙을 하는 의사 및 의료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어주는 활동
	등을 하는 모임이나 기관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었
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현재 수
많은 다이버가 해외로 나가고 있고 모든 활동이 Global
Activity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겠
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다시 DAN과 서로 협조하는 체

좌측부터 Chris Wachholz(현 부회장, 2014년부터 회장직 수행), 중앙이 John
Lippman(현 회장), 그리고 본인

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DAN AP에 타진하게 되

으로 후송과 쳄버 치료를 주선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었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상담전화만 받고 의견을 제시하면 전화 주시는

지금 DAN AP를 운영하고 있는 John Lipmann씨는 한국에도

분들이 고맙단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DAN 회원・보험가

세번 정도 다녀갔었고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

입자 분들의 경우 쳄버에 연락도 해주고 쳄버와 본인에게 추적

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 10월 11~19일 일정으

전화로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는 부담도 새롭게 생긴 업무가

로 호주 멜번으로 초대해주었고, 내년이면 새롭게 CEO 역할을

될 것입니다.

할 Chris Wachholz(미국 국적 : DAN 본부에서 근무했었음)와
함께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다이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단지 다이버가 보다 안전한 다이빙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돕고

이번 여행과 회담에서 느낀 점은 DAN은 막연히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안전한 후속 조치를

있던 비영리 사단법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지

할 수 있게 주선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

만 DAN은 수입의 대부분이 회원들이 내주는 membership fee

국에도 아주 우수한 고압 산소 쳄버 운영 병원과 의료진이 있

(회비)였고 교육이나 보험 판매로 생기는 수입은 거의 없는 것

고, 이 분들이 다이버 치료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같았습니다.

있는지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국 실정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회비・보험료 150~200불 정
도 받아 운영합니다. 태국에서 다이버 감압병 쳄버 치료 한번
해주면 1회 치료에 $3,00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아주

DAN의 소개

먼 곳에서 생긴 사고는 헬기 후송까지 주선하면 수 만불이 소

DAN은 1980년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Duke)

요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이버가 다이버를 돕는 가교 역할만

대학의 마취과 의사이면서 고압산소 쳄버 운영자였던 Dr. Peter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Bennett 이 자신의 진료실 책상 위에 전화기 한 대를 준비해서
다이버를 위한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

사실 제가 한국에 이런 DAN 업무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었습니다. 지금도 DAN은 다이버 긴급 전화(Diver Hotline) 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담전화는 늘 해오

비스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간주하고 단 한 건의 다이버 상담전

던 일이었지만 DAN 이름을 다시 앞에 붙이게 되면 더욱 신경

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DAN은 업무

을 쓰면서 전화를 받아야 할 듯합니다. 더구나 DAN 회원이나

를 다이빙 사고 통계, 다이버를 위한 산소 공급이나 심폐소생술

보험 가입자는 이 상담전화를 모든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

등의 교육, 질병과 다이빙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등으

까 싶어 걱정입니다. 상담전화는 상담전화의 역할을 하면 됩니

로 영역을 넓혀 나갔고 이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

다만 다이버가 쳄버에 가야 할 것인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인

련하기 위해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이버들이 자발적

지를 판단해서 DAN 본부에 연락하고 DAN에서 지정하는 방법

으로 회원가입을 해주면서 기부하는 회비를 받기 시작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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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DAN은 점차 활동 영역을 전

등이 있고 산소 심폐소생술 AED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해서는

세계로 넓혀나가게 됩니다. 현재

강사 및 강사 훈련관 교육을 제공합니다. DAN은 영리를 추구

전 세계의 DAN 회원의 수는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대금이나 교육비 등이 상당히

300,000명 정도 됩니다. DAN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sia Pacific은 1984년 John
Lipmann씨가 창설했고 처음 명

AED 과정은

칭은 DAN SEAP(South East

1) 순환 호흡계의 해부 및 생리

Asia Pacific)으로 오랫동안 사용

2) CPR의 최신 지견

하다가 DAN Asia Pacific으로 간

3) AED의 원리 및 사용 이유 및 방법

략하게 줄이게 됩니다. 2013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DAN CPR 교육 과정과 함께 혹은

현재 한국인 김현지 씨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별도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DAN 사무실은 현재 DAN America, DAN Asia Pacific, DAN
Japan, DAN South Africa, DAN Europe 등 5개가 있고, 한국은
DAN Asia Pacific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DAN CPR 과정은 현재 최신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교재가 한
글로 번역을 마친 상태이고 곧 출판될 것입니다. 응급 상황 중
특히 심장 정지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2010

DAN이 하고 있는 일

년 바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새롭게 저술되었고. 존명의 연
결고리(Chain of Survival) 개념과 상황 파악을 위한 줄인말로

1. 24시간 무료 긴급 상담 전화 서비스

DRSABCD 라는 첫 글자를 사용하여 그 순서를 교육하고 있습

DAN이 가장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24시간 무료 긴급

니다. 생명의 연결고리는 조기 접근(Early Access) – 조기

상담 전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다이버에게 제공하

CPR(Early CPR) – 조기 제세동 (Early Defibrillation) – 조기

고 있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이빙 중 질병이나

병원 치료(Early Advanced Life Support) 등으로 설명되고, 다

부상을 당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고압산소 쳄버 정보를

른 부분은 한국에서도 모두 가능한 부분이나 조기 병원 치료라

제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 번역하는 것은 실제 한국의 응급 의료 체계가 적어도 저자
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생영유

2. DAN 교육

지에 필요한 주사제를 혈관이나 근육 주사는 할 수 없게 되어

현재 DAN이 제공하는 교육은

있으나 호주의 경우 1급 구조대원은 차량에 엄청난 장비와 약

1) 산소 공급자(DAN Oxygen Provider)

물을 싣고 다니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2) CPR

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3)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First Aid
5) 해로운 해양 생물에 다쳤을 때의 응급처치
6) 5분 신경검사법(감압질환 시 다이버를 진찰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7) 다이버를 위한 잠수 의학

심폐소생술과 AED의 교육의 경우 우선 상황과 조난자의 상
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DRSABCD라고 요약하고
D : Danger – 즉 조난자 뿐 아니라 구조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가를 미리 확인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고,
S : Send –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사람을 보내라는 의미로
SEND 라고 적었으나 구급대를 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 : Response – 조난자의 반응, 의식 상태 등을 파악한 후
구급대를 호출하고
A : 기도를 확보하면서
B : 호흡을 확인하고
C : 순환(심장 박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심장 (흉
부) 누르기를 시행하고
D : Defibrillation –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전기적인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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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산소에 대한 설명이 학습 과제로 제시되고 DAN 이 제작
하고 판매하고 있는 요구형 및 연속 흐름형 통합 산소 호흡기
유니트의 조립과 해체 및 작동 등을 훈련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DAN은 응급처치 특히 해로운 해양 생물에 의한 부
상 시의 응급처치과정 및 감압질환을 의심하는 다이버를 진단
하는 “5분 신경 검사법” 과정과 최근 다이버를 위한 잠수의학
(Diving Medicine for Divers) 교육과정도 출시하였습니다.
3. 다이빙 사고 및 사망 사고 통계 분석 발표
DAN은 해당 지역의 통계를 본부에서 모아 매년 감압 질환
발생 빈도, 치료 내용, 사망사고 및 긴급전화 상담 횟수를 통계
처리해서 다이빙 산업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정리된
일목요연한 통계를 통해 향후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추구해야
실제 심장 압박을 시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경우 CAB냐 ABC

하는 이유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냐 하는 것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기는 하나 2010년 이전의 기
준보다는 당연히 2010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장압박의 속도

4. 잠수 의학 연구 프로젝트

인 1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신속하게 심장압박 지점을 찾기

DAN은 다이빙 교육계나 다이빙 전체 산업에 질병과 관련된

위해 구조자가 보아서 조난자의 흉곽의 중앙이라고 판단되는

다이빙 가능성 여부 등을 연구하고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다

지점에 지체 없이 압박을 시행하는 점과 구조호흡의 강도와 시

이빙 후 항공기 탑승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 등을 제시하여 모두 5번의 사이클을 진행했을 때 2분이 소
요되어야 하는 점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교과 과정
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조사활동의 예로 “다이빙과 당뇨병”은 전 세계
DAN이 공동으로 폭넓은 연구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론으
로 당뇨환자도 치료를 통해 혈당이 조절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산소 공급자 과정(Oxygen Provider Course)은 DAN이 다이
빙 계에 선물한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CPR 교육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이빙 활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
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다이빙 교육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교육하고 있기는 하나 DAN이 처음으로 이 교육과정을 출시해
서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다이버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
입니다.

다이빙 후 비행기 탑승(혹은 고지대 여행)에 관한 최신 지침
으로는
1) 1회 다이빙 후 12시간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2회 이상 혹은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다이빙을 한 경

다이빙 현장에서 목격되는 사고 혹은 감압질환의 경우 최우

우 18시간 이상

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최고 농도(100%) 산소를 최대

3)	감압을 요하는 다이빙을 한 경우 18시간보다 훨씬 길게

용량으로 흡입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휴식을 취한 후 항공기 탑승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

모든 교육 단체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법을 레스큐 다이버

고 이 지침은 모든 교육 기관이나 다이빙 산업에서 받아

교육 참가/수료 조건으로 CPR과 응급처치를 강조할 때 DAN은

들이고 있습니다.

산소공급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던 것이지요. 다이빙

4)	아직 성사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겠지만 한국 서비스

사고에서 실제 CPR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

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부천 **병원과 협력하여 다이버들의

다. 감압 질환에 노출된 경우 현장에서 100% 산소의 공급 만으

큰 관심사인 PFO(Patent Foramen Ovale : 심장 원형와

로도 다이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쳄버 치료를 받지 않아도

개존증)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적

될 정도로 호전되기도 하고 또 한 쳄버 치료의 궁극적인 효과

인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PFO가 실제 인구에서 25~30%

도 상승시키고 후유증도 훨씬 덜 남기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타나는지 다이버가 PFO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느 정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호흡 순환계에 관한 설

도 되는지 또한 PFO를 가진 다이버가 감압질환에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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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인데 이

공급 유니트, 소생마스크, 응급처치 키트, DAN 로고가 들어간

런 연구 활동이 DAN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의복 등을 판매하고 있고 응급처치 CPR 관련 서적의 발간 및

을 것입니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5)	DAN Asia Pacific은 수년 전부터 해파리에 의한 사망사고
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해파리를 목격하고 촬영하
면 DAN AP 회장인 john Lippmann 시에게 이메일로 사진

결어

과 함께 벌어진 사고가 있다면 그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강영천은 1984년 이비인후과 전문의

시면 이를 정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실제 태국에서 해파

가 되면서 다이빙을 시작해서 2014년 여름이면 만 30년이 됩니

리에 의한 사망 사고가 빈발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

다. 지금까지 약 2,300회의 다이빙 로그 기록을 하였고 굴지의

한 일환으로 태국 의료진을 호주 본부로 초청하여 세미나

다이빙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많은 교육과 다이빙 활동을 해왔

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도 해파리 사고가 점차

습니다. 진정 다이빙을 사랑하게 되면서 제가 받은 다이빙 교육

증가하고 있고 실제 사망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이 많이 부족했었고, 그 이후 다이빙에 대한 공부에 많이 게을

서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이빙 공부에 증진하고 교육에 열의
를 보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위에서 너무나 흔히 볼

5. DAN 다이버 보험

수 있는 황당한 다이빙 교육과 황당한 다이빙 사고에 마음이

DAN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그 활동의 일

많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

환으로 다이버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

을지 알 수 없는 편안한 나이가 되면서 마지막 열정을 다이빙과

만 있는 경우에도 다이빙 사고/질병에 노출된 경우 병원 시설

다이버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열정을 쏟아보려 합니다.

까지의 후송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
의 경우 세 가지 등급을 두고 치료비나 후유장해 및 사망 시 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감압병 치료를 받는

도와주십시오.

경우 한국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외국에 비해 치료비
가 상당히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후유장해나 그보다 더 나
쁜 상태에 대한 보험 적용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국내에서 판
매되고 있는 다이버 보험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수많은 상담 전화를 보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경우도 많고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쳄버 치료
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고 많은 경우 치료비가 무서워
치료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지는 것이겠지요.
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듯합
니다.
6. 기타
상기 활동 이외에서 DAN AP은 계간지인 Alert Diver 잡지를
발간하고 있고 수많은 다이버 안전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

은 쳄버 시설에 대한 테크니션의 교육이나 의사의 해외 견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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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주선과 쳄버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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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하여 배포하고 다이빙 및 다이빙 안전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서론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DAN과 계약을 맺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DAN은 다이버에게 꼭 필요한 산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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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Column

60세의 도전!

나의 스쿠바다이빙 입문기
글 박수진

나는 금년이 환갑이고, 아이들은 성장하여 집을 떠났고, 지금은 집사람과 단둘이 살고 있다. 직업은
울산의 현대 중공업에서 정년퇴임한 후 여전히 현대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년 그러하듯이 올해도 이비인후과 의사이면서 SSI 무슨 강사인가 하는 윗동서(강영천)와 처형(채효
숙)이 이번 여름에 같이 필리핀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 동안은 휴가가 서로
맞지 않아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나의 휴가일정에 맞출 수 있다고 하니
두 번 다시없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가겠다고 하고 나니 스쿠바다이빙 자격증도 없고 물과
는 거리가 먼 맥주병인데 이 나이에 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용기를 냈다.
비행기 예약부터 하고 나니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준비할 일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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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다이빙이론서 보기

3단계. 수영장교육

우선 교본을 받기 전에 도서관에서 스쿠바다이빙 책 4권을

이론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실습을 하기 위해 대구 두류수영

빌려 보았다.(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 한권은 동서가 고정 칼럼

장으로 갔다. 오늘 실습은 SSI 강사인 처형이 가르쳐 주기로 했

으로 “Q&A 잠수의학”을 쓰고 있는 “scuba diver” 지에서 발간

다. 슈트와 BC 등 장비를 보니 책에서 본 것들이라 생소하지는

한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이다. 나와 약간 인연이 있기

않았지만 어찌 그리 거북스러운지 슈트를 한번 입는데 진이 다

는 한 모양이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도 틈이 나는 대로

빠질 정도였다. 겨우 장비들을 걸치고 풀장에 입수하였더니 이

보았다. 바닷물고기와 산호 등 생물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

건 또 웬 날벼락인가? 마스크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숨쉬기가

러는 중 동서 형님이 보내준 SSI Open Water Diver 교재가 도

거북하였다. 왜 시간을 들여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스

착해서 마지막 공부를 하였다. 몇 권을 보고나니 못할 것도 없

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다.

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론적인 지식은 이제는 된
것 같다. 나중에 느낀 점이지만 무엇보다도 Open Water Diver
교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잠수를 시작하니 귀가 아파온다. 이런! 수심 2m밖에 되지 않
는데 귀 압력평형은 왜 이리 잘 안 되는지. BC로 부력 조절하여
가라앉기와 뜨기, 마스크 물 넣었다 빼기, 레귤레이터 등뒤로

2단계. 다이빙에 맞는 신체조건 준비하기

던졌다 다시 찾아 입에 물고 물 빼기, 옥토퍼스 빌려주기, 각종

나는 근시에 노안이어서 책을 볼 때와 일상생활용 안경을 따

수신호, 마스크 벗었다 다시 쓰기, 핀 피보팅(이게 바닥에서의

로 쓴다. 수중에서야 마스크에 렌즈를 끼우면 되겠지만 물 위

중성 부력이라고 하더군), 긴급 수영 상승과 보빙으로 BC에 공

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장님이 되니 별수 없이 팔자에 없는 콘

기 넣기, 물속에서 BC 벗었다 다시 입기, 여러 가지 킥 방법,

택트렌즈를 택하였다. 평생 처음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

5m 잠수. 이틀을 하고 나니 다른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 중

위해 사용법을 배웠지만 산 넘어 산이다. 연습한다고 했지만 눈

성부력과 귀 압력평형이 쉽지 않았다.

이 작아서 눈에 끼우는 게 잘 안 되었다. 계속 연습을 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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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수영장 등록

1차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조건에도 있었지

오늘은 첫 개방수역 훈련으로써 리조트 앞의 하우스 리프

만 내가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러 가는데 안전하고 편안한 물놀

(House Reef)에서 비치다이빙을 하였다. 이제 한국에서의 훈련

이를 위해 수영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첫 풀장 훈련을 마친 다

덕분에 제법 익숙해져서 슈트를 입고 장비를 착용하는 게 한결

음날 서울로 돌아와 수영강습 초급반에 등록했다. 이런! 내가

수월하다. 물가로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수면에서 아래를 내려

스쿠바다이빙 며칠 하려고 너무 많이 투자 하는 건 아닌가? 그

다보니 풀장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어떻게나 넓고 깊은지.

래도 스쿠바다이빙 덕분에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란 걸 알게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가서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되었고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로써 한국에서

이 든다. 동서가 잠수신호를 보낸다. 약간 겁이 났지만 강사와

의 기본 과정은 모두 마쳤다.

버디를 믿고 BC의 공기를 빼면서 서서히 내려가다 보니 귀의
압력평형이 잘되지 않는다. 약간 당황이 되었지만 강사와 버디

5단계. 수영장에서 반복훈련

에게 귀가 아프다는 수신호를 하고 이론교육에서 배운 데로 더

2단계에서 두류수영장 실습을 마쳤지만, 다시 복습하고 물에

깊이 내려가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압력평형이 되어

적응 훈련을 위해 두류수영장을 다시 찾았다. 이제 좀 더 익숙해

서 계속 잠수하였다.

지고 자신감이 붙는다. 이제 5일 후면 필리핀으로 출발이다.
저 멀리 아래 깊은 곳에 수족관에서 본 것들이 보인다. 내가
6단계. 개방수역 훈련 및 펀다이빙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다. 책과 동영상으로만 보던 산호가 발

나, 안 사람, 큰 아들 진현, 작은 아들 진우 이렇게 일가족 4

아래에 숲을 이루고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

명이 7월 27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했

다 하는 것이 3D 영화 같다.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팬(Frying

다. 공항에서 동서 내외와 만나 리조트에서 보내온 승합차를

Pan) 만한 바다거북이 뒤를 따라 다닌다. 아직 경황이 없어 그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 깜깜한 거리를 꼬불꼬불 총 2시간 반을

런지 몸이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고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

가니 필리핀 아닐라오의 DIVE7000 리조트에 도착하였다. 방

무엇을 보았는지 아리송하다. 이번 잠수에는 수심 10m까지 내

을 배정 받아 짐을 풀고 침대에 누우니 내일 어떻게 할지 걱정

려갔다.

이 앞선다.
2차 개방수역 훈련다이빙
첫날 한숨 붙이고 일어나 아침밥을 먹으며 동서가 인도하는

이번에는 보트다이빙이다. 포인트는 솜브레로 섬(Sombrero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오늘의 일정 계획 브리핑을 들었다. 일행

Island). 장비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내 것을 찾는데 왜 이리 어

이 총 23명이나 되는 대그룹인데 나를 포함하여 4명이 오픈워

려운지, 잘 챙겨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찾으려니 어디 있는

터 다이버 코스로 이번에 자격증을 받을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지 모두 비슷비슷하여 헷갈리기만 한다. 허둥지둥 채비를 하여

대부분 경험이 적어 몇 명 정도만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라 한

사전에 배당된 보트에 승선하니 강사가 장비 점검을 하고 버디

다. 이럴 때는 사고 치면 안 되겠지?

를 정해준다. 뭐가 그리 준비할게 많은지.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
남서쪽으로 한 30분을 달렸다.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BC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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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확인, 오른손으로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도록 누르고 왼손

트로 가서 입수하고 킥으로 이동하여 리조트 앞에서 출수 계획

으로 인플레이트와 레귤레이터 호스를 감싼 다음 입수 등 입수

이다.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하자 또 교육인지 브리핑인지를 마

시 주의사항과 잠수시간 45분, 잠수 깊이는 일반 다이버는

치고 입수하였다. 이번 포인트의 특징은 물속의 십자가를 보고

20m, 우리 같은 오픈워터 다이버는 12m로 제한하고 70bar가

물고기 먹이 주기를 하였다. 가이드가 나누어준 하얀 식빵을 손

되면 이동 시작하여 50bar가 되기 전에 안전정지 수심인 깊이

에 쥐고 있으면 주위의 작은 물고기들이 몰려와 쪼아 먹는다.

5m에 도착하여 3~5분간 유지, 상승속도는 분당 9m 이하, 상승

내가 수족관의 아쿠아리스트가 된 기분이다.

시에도 필히 호흡을 계속할 것(폐 팽창 방지) 등 출수 방법 주
의사항을 들은 후 한 명씩 입수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않게도 조류를 만났다. 킥을 해도 잘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다. 강사와 가이드가 있어 문제가

입수방법은 영화에서 많이 본 특공대가 고무보트에서 뒤로

없을 것이란 걸 알지만 약간 걱정이 된다. 가이드가 바위에 붙

굴러떨어지는 back-roll. 그 동안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훈련이

어 기어오라고 한다. 겨우 리조트 부근에 오니 조류가 약해져서

니 언제 다 배우려나? 다행히 첫 다이빙보다는 조금 편안해지

안전정지를 한 다음 출수하였다. 바닷속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

는 느낌이다. 물고기 종류가 더러 구분되기 시작했다. 버터플라

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피쉬, 엔젤피쉬, 곰치 등.
3차 다이빙은 최대 수심을 18m로 정해주었는데 나는 주로
돌아오는 배에서 오늘의 잠수가 잘되었다고 자부를 했다. 배
위로 올라오기 전에 BC를 벗어서 도우미에게 주고 사다리를 타

10m 정도 수심에서 강사를 따라 다녔고 나중에 컴퓨터를 확인
해보니 16m까지 하강했었다.

고 올라오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입은 채로 사다리로 올라왔
다. 슈트와 BC가 물에 젖어 정말 무거웠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4차 개방수역 훈련다이빙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준다. 초보의 서러움을 모르시는 말씀. 나

이번 다이빙 포인트는 다시 솜브레로(Sombrero) 섬의 코랄가

도 그러고 싶지만 BC를 벗으면 가라앉을 것만 같아 그랬다는

든이다. 이제 상판 산호 밭을 지나 절벽 옆으로 이리저리 날아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웃고 말았다. 돌아오는 배에서 맞는

다녔다. 이제는 새가 된 기분이다. 절벽 구멍에서 고개를 내밀고

바람이 상쾌하다. 이번에는 미리 장비를 잘 챙겨두어야 되겠다

있는 이름 모를 물고기와 인사를 하고 다녔다.

는 생각을 하며~~.
18m까지 내려갔었고 바로 밑 불과 2~3m 정도 지점에서 다
2차 훈련 다이빙은 수심을 지키기 위해 12m까지만 하강했는

른 다이버들이 움푹 파인 벽 속에 숨어있는 전기 조개를 구경

데 주로 5~6m 수심에서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킥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약간 위에 떠서 전기 조개 구경하는 다

내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데 과연 저기는 뭐가 있지 싶어지기

이버들을 구경만 했다. 여행 끝나기 전에 꼭 다시 와서 저걸 보

도 했다.

고 말지!

3차 개방수역 훈련다이빙

5차 경험다이빙

이번 다이빙 포인트는 Cathedral(성당바위). 배를 타고 포인

이번 다이빙 포인트는 다릴라웃(Darilaut). 수심 20m에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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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구조물이 있었다. 철 구조물에는 각종 수중생물이 붙어 터

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겠지.

를 잡고 있었고 구조물 사이로 물고기들이 유유히 다니고 있었
다. 아직 중성부력 맞추는 게 미숙하여 좁은 공간을 자유롭게

11번의 펀다이빙을 마지막으로 스쿠바다이빙이 성공적인 입

다니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처음으로 강사의 리드를 받지 않고

문이 된 것 같다. 두 아들과 같이 물속을 떠다니며 노는 것도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했다. 물론 강사가 항상 조금 떨어진 곳

감회가 새롭다. 다음 기회에는 안사람도 동참을 시켜 온 가족이

에서 가자미의 눈을 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다이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운 다이빙이 될 것 같다.

빙의 최대 수심은 17m이었다. 역시 저 아래 철 구조물의 바닥
에서 다니는 다이버를 보면서 나도 곧 저만치 내려갈 수 있겠지
싶었다.

다이빙 이외에도 이번 여행에서 나를 즐겁게 한 것들이 많다.
같이 간 안사람, 두 아들, 세 조카 친절한 가이드, 리조트 사람
들, 같이 다이빙한 인간성 좋고 즐거운 사람들과 맛있고 넉넉한

오픈워터 다이버 수료

음식, 안락한 침대. 특히 다이빙을 하지 않는 나의 안사람이 혼

오늘은 오픈워터 다이버 인증서를 받는 날이다. 같이 훈련을

자 무료할까 봐 많이 걱정되었었는데 책 읽기, 마사지에다 리조

받은 4명 모두 이론 및 실기 과정과 시험을 마치고 드디어 인증

트 강아지들 세미, 까미, 초코가 있어 심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를 받았다. 동서는 많은 사람을 교육했지만 내가 가장 나이가

다행이다.

많았는데 아주 잘 해주었다고 하여 아직 마음만은 청춘인데 좀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싱싱한 참치회와 시원한 산미구엘 맥
주로 기념 파티를 했다. 내일이 기대된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스쿠바다이빙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나의 윗동서 강영천과 처형 채효숙에게 감사한다.

격적인 펀다이빙이다.
6차 펀다이빙
다이빙 포인트는 트윈락(Twin Rocks). 자격증을 받아서인지
오늘은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다. 가볍게 입수하여 하강. 오늘
따라 아는 물고기가 많이 보인다. 잭피쉬의 군무, 곰치, 트리거피
쉬, 엔젤피쉬, 버터프라이피쉬, 아네모네피쉬, 씬뱅이, 각종 산호

박수진

초 등등. 아마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나 보다. 앞으로 더 많

만60세, 현대중공업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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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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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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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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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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POSCO 패밀리 클린오션 봉사단

수중정화활동으로 바다를 지키다
글 배한철

2008년 6월 30일 포스코특수강㈜ ‘포세이돈스쿠버’ 동아리
회원은 다이버와 어촌계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까

이 서로를 다독거려주며 달려온 결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지
원과 어촌계 주민들에게도 신용을 얻게 되었다.

를 고민하다가 사외 스쿠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바

마산만에는 버려진 폐통발과 타이어가 정말 많았다. 폐통발

다를 만드는데 다이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어촌계 주민들과

안에는 해양생물이 빠져나오지 못해 죽어 가고 있었다. 버려진

다이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바다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그물이 많아 다이버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 다이빙을 할 때 조

2008년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에서 수중정화활

심해야만 했다. 폐통발이나 그물도 본인이 구입을 하였으면 사

동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수중정화활동에 참여한 다이버 15

용 후 폐기 시에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어촌계에서

명은 어촌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불평스런 말들을 들어야

도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만 했다.

것이다.

처음에는 주변의 인식 부족으로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오해

창원시에는 대기업(포스코특수강, 삼성, 현대, 두산중공업,

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LG, 대우, 쌍용, 효성, 한화, STX 등)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각

고 생각하며 묵묵히 수중정화활동을 이어갔다. 동아리 회원들

회사마다 스쿠버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 각 회사의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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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통발

동아리가 연합하여 수중정화활동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바다가 깨끗
해지지 않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여 쉽지는 않겠지
만 조금씩 노력 중이다.
매년 정화활동을 진행하며 회원들 간 우정을 쌓아가고 있을 무렵…
하늘이 우리의 선행을 알았던 것일까~ 2012년 7월 15일 POSCO 패밀
리 클린오션 봉사단에 가입하여 창단식을 했으며, 수중정화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에서도 많은 지원(소모품 및 스쿠버다이빙 교육

창원해양경찰, 포스코특수강, 한국해양구조협회 창원지부와 함께한
수중정화 활동

비)을 해주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수중정화활동을 해왔지만, 회사의
지원하에 매년 4회 수중정화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사내 다이버 교육
및 모집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며, 교육적으로 많
은 도움을 주고 계신 창원시 진해구 프로그다이빙 조종철 강사님을
만나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다이빙 교육을 받으며 동아리가
안정화되었다. 회사의 지원 아래 사내 스쿠버 교육생이 늘어나기 시작
했고 한 해 동안 바다 연안 및 수중정화 활동 시 평균 50명 정도의 인
원이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포스코특수강 클린오션 봉사단” 동아리
로 성장하였다.
한편 한국해양구조협회 창원지부 인원 모집에 122해양 봉사대팀으
로 가입하여 함께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3년 5월 21일 창원지부 창단식 행사에 포스코특수강 봉사팀으
로 참석하였고 이를 계기로 6월 15일 창원지부 창단 이후 첫 봉사활
동을 창원시 진해구 석동 요트스쿨에서 창원해경, 포스코특수강, 해
양구조단 창원지역대, 해병대 스쿠버동호회, 어촌계 주민 등 100여 명
과 함께 해양수중 정화활동 및 해변 쓰레기 수거 등 바다 대청소를 실
시하였으며, 이후 7월 6일, 9월 28일 진해구 장천부두, 행암만에서의
수중정화 활동은 200여 명이 모여 해양수중정화 및 해변 쓰레기 수거
청소를 하였다.
최근 10월 19일 진해구 명동에 위치한 해양쏠라파크 주변 정화활
동을 마지막으로 2013년 정화활동을 마감하였다. 정화활동 후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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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해양공원 수중정화 활동 중인 프로그다이빙 회원님들

의 장비세척 및 샤워시설, 탈의실 제공 및 다이버의 안전을 위

미수 회장님, 카투유 이상민 대표님 이하 열악한 조건에서도 언

해서 도움을 주신 한국해양구조협회 김성중 창원지부장님, 안

제나 함께 해온 김상훈, 구문회, 김세영, 김형진, 김종수, 김민곤,

혜진 팀장님, 창원해양경찰 구조구난과 한정우 경사님에게 지면

김상률, 김정훈, 김은정, 김규태, 노찬우, 마정수, 박태원, 박소현,

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신명호, 송기삼, 이창석, 이상미, 이인태, 안진일, 안진천, 전재용,
정재효, 최영준, 윤현호 회원님 모두에게 당신들이 최고라고 엄

더불어 아무 조건 없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일념으로 정화활

지손가락을 들어 봅니다.

동 날이면 기쁜 마음으로 매번 함께 활동해 주신 회원님 또한
본지에 올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창원시 진해구 프로그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절대 쉽지 않은 수중정화 활동이지만 회원

이빙 조종철 대표님, 포스코특수강 포세이돈스쿠버 동아리 백

들간의 신뢰와 원활한 소통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동아리 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다이빙 투어를 함께 다니며
선후배 간의 배려 속에 정을 돈독히 쌓아 가는 중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취미를 살려서 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는 자체
가 정말 나 자신에게도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15만
9,800톤의 쓰레기가 우리나라 바다에 쌓여서 병들어 가고 있다.
바다의 지킴이로서 해양환경 보존 활동과 폐어구 및 수중 폐기
물 등의 수거 작업은 2014년에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위 왼쪽에서부터 조종철 대표님, 백미수 회장님, 이상민 대표님
아래 왼쪽에서부터 김성중 창원지부장님. 안혜진 팀장님. 한정우 경사님

배한철
창원 포스코 특수강 스쿠버 동아리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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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PADI 프리다이빙 참관기
글 최진수

침묵의 법칙

명호 대표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프리다이빙 교육센터
“AFIA” 를 방문하여 PADI 프리다이버 코스에 참가하게 되었

프리다이빙은 가장 자연적이고 고요한 방법으로 수중세계

다. 이번 코스에 함께하며 프리다이버에 도전한 참가자는

를 탐험하며 자아의 자유로움, 아름다운 침묵과 더불어 바

Lucy Diving 박현정 코스디렉터, PADI 지역담당관 김부경 그

다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물리적인 장비의 도움

리고 PADI 지역컨설턴트 김 산, Polphino Divers의 필자이

없이 수중에서 편안하게 수중생물을 보고 즐기며 자연과 하

다. 고요한 바다와 침묵의 대자연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은

나됨을 느낄 수 있고, 대자연에서의 자유로움을 자신 안에

이렇게 시작되었다.

서 찾아볼 수 있는 프리다이빙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레저스포츠이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의 인식과 참여도가 높
아진 분야라 할 수 있다.

내면을 탐사하다

이러한 새로운 수중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체계적인

스킨스쿠버를 통해 수중세계를 탐험한다고 말한다면, 프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의 프리다이빙 강사인 노

리다이빙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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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 전문 분야까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번 생리 부
분에서는, 프리다이빙에서의 신체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공기
공간의 압력평형과, 신체의 무호흡 수중 적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포유동물의 다이빙 반사 반응’이라는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다. 인간이 돌고래와 같이 수중 적응을 통해, 맥
박수라 줄어들며 산소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 처음 접해 보는
내용으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었다.
4세션은 프리다이빙 안전에 관한 시간이었다. 노명호 강사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다이빙 버디 시스템에서부터 다이빙에서 꼭
장비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신체를 다스려 자연과 교감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졸도 등의 내재된 위험성을 예방하기

을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러한 묘사가 가능하지 않을

위한 다이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강사님

까. 참가자가 모두 다이버였기에 수중세계를 접하는 새로운 방

께서는 지금까지 배운 다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법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 한껏 들뜬 마음으로 교육이 시작되었

안전 수칙을 지키고 버디와 함께 다이빙해야 한다는 것만은 꼭

다. 첫 번째 단계는 이론교육으로 다이빙 생리, 물리를 포함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쿠버다이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빙 시스템, 메커니즘, 장비, 위험관리에 대한 강습이 진행되

안전 수칙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사소한 부

었다. 이튿날 진행된 제한수역 세션에서는 입수준비, 입수법, 호

분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흡법, 수영자세, 잠영, 압력평형, 출수법,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

시간이었다.

로 한 교육이 이어졌다.
마지막 5섹션에서는 다이빙과 환경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섹
션에서는 수중 환경 이해를 통해 안전하게 다이빙을 추구할 수

PADI Free Diver Specialty Course 교육내용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수중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토
론하는 시간이었다. 단순 지식이 전달되는 시간이 아닌 서로의

1. 이론교육

의견을 얘기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다

이론 교육은 크게 5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1섹션 프

이빙 교육에서는 미처 접해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다. 평소 질문

리다이빙 장비에서는 프리다이빙 기본 장비의 용도와 특징에

이 많지 않은 나로서도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미 스쿠버다이빙에도 경험이 많은

하지만 토론을 마친 후 PADI 멤버로서 환경캠페인 프로젝트어

노명호 강사가 스쿠버다이빙과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

웨어에 동참하고 있는 다이버로서, 앞으로 다른 다이버들과도

다. 기본 장비인 마스크, 핀, 스노클, 슈트 등 이미 충분히 알고

이런 토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프리다이빙에서 바라봤을 때의
특징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
명해 주었다.

이렇게 패디 프리다이버 코스는 5섹션의 지식 개발 코스로
진행이 되었으며, 다이빙 강사인 나로서도 프리다이빙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섹션은 프리다이빙 과학이론 부분으로, 물리적인 힘 부력,
압력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다. 스쿠버 강사

2. 제한수역

인 저로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단순 물리적

제한수역 교육은 수중기술(Skill), 수면 무호흡(Static Apnea),

인 이론 설명이 아닌, 프리다이버에게 필요한 적정 부력에서부

수평 잠영(Dynamic Apena) 3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터 수압의 증가로 인한 프리다이버의 영향 부분 등 프리다이빙

첫 번째 섹션 수중기술에서는 프리다이빙 장비로 깊은 수심을

과 접목시켜 자칫 딱딱하게만 느낄 수 있는 물리 이론임에도,

적응하는 기초 과정으로 장비 사용법에서부터, 이퀄라이징 방

프리다이버로서 왜 알아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

법, 덕다이브 입수법 등을 배우고 숙달하는 시간이었다. 스쿠버

간이었다.

다이빙 강사인 나로서 흥미로웠던 사항은 매번 발부터 입수하
던 방식과 달리, 거꾸로 된 상태에서 압력평형(이퀄라이징) 트

3섹션은 다이빙과 생리 부분이다. PADI 프리다이버 코스는

레이닝을 하는 사항이었다. 완전 거꾸로 된 자세에서 귀 압력

전문적으로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코스로, 기초에서부터 프리다

평형을 시행하는 것이, 쉬운 듯하면서도 스쿠버 다이빙 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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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인을

반복 트레이닝을 시켰다. 이런 기본 교육이 모두 마친 이후에서

사용한 충분한 압력평형(이퀄라이징) 적응 이후, 수직 입수 덕

야 비로소 좀 더 긴 거리를 잠영할 수 있는 트레이닝 시간을 가

다이브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최대한 물의 저항이 없이 자연스

졌지만 개인 기록 도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교육에

럽게 입수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서 강사님께서 기본기에 무척 중요도를 높게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노명호 강사도 꾸준한 노력에 의한 반복과 숙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든 제한 수역 교육을

달이 효율적인 자세를 만들어 준다며, 반복 숙달의 중요성을

마친 후, 강사님께서 모든 프리다이빙 교육에서 기초 기본기가

강조하였다.

매우 중요하며, 차근차근 기본기를 갖추게 되면 그 이후 실력과
기록은 저절로 따라서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를 건넸다. 이번

이번 프리다이빙 교육에서 귀압력 평형이 잘되지 않는 다이

잠영 트레이닝에서 개인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버들을 위해 항상 하강 라인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수심에 적

해양 실습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부담도 되며 기대도 되

응하는 프리다이빙 교육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었다.

2섹션에서는 호흡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코스로 개인적으로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궁금하고 꼭 배워 보고 싶었던 내용이었

고요의 바다로

다. 우선 온몸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법을 배
우게 되었다. 호흡법에는 준비호흡, 큰호흡, 최종호흡, 회복호흡

지난 10월 22일 이번 코스 참가자들은 개방수역 훈련을 위해

등으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트레이닝 한 후에, 수중에서 직접 호

제주도를 찾았다. 이번 투어의 베이스캠프인 오션트리 다이브

흡을 참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

리조트에 짐을 풀고 곧장 바다로 향했다. 개방수역 첫째 날, 교

다 보니, 처음에는 호흡이 그리 편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육은 문섬 한개창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을 위한 하강라인이 준

트레이닝을 받으며 연습을 하다 보니, 근육에 힘이 빠지고 몸이

비되었고, 버디팀이 지정되어 노명호 대표의 감독 아래 실습이

편안해 지면서 호흡도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시작되었다. 첫 번째 개방수역의 실행달성조건은 10m 수직하

이번 수면 무호흡 섹션에서는 수업을 받는 모든 교육생 분들이

강. 하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절차, 압력평형 방법을 익히게

자신의 기록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저도 평소 1분만 호흡을 참

되었다. 다이빙 경험자인 참가자들조차도 처음 접하게 되는 새

아도 답답함을 참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에서 무려 3분이 넘게

로운 환경과 교육내용을 통해 얻게 되는 배움의 즐거움과 다이

호흡을 참는 개인 기록을 세웠다. 3분을 넘기고도 좀 더 참을

빙의 재미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수 있을 것 같았던 나 자신이 믿겨 지지 않았다. 이번 교육을
받은 다른 분들도 평소 자신의 호흡보다 훌쩍 뛰어 넘은 기록

첫 번째 자유하강(Free immersion) 섹션에서 하강 라인을

에 모두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

사용하여 압력 평형을 하며 수중에 적응하는 교육이었다. 잠시

면 무호흡 교육을 통해 프리다이빙에 자신감도 붙고 한층 흥미

휴식 후, 두 번째 교육에서는 수직하강(Constant weight) 다이

도 북돋게 되었다.

빙으로, 하강라인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지만, 당기지 않고

3섹션에서는 호흡법으로 수면에서 편안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서 더 나
아가 킥을 차며 잠영하는 섹션이었다. 평소
25미터 정도 잠영은 자주 해 보았던 터라,
호흡법도 배웠고 이번 섹션에서 잠영 기록
을 세워보고 싶은 욕심도 살짝 들었다. 하
지만 교육의 시작은 잠영할 수 있는 적정
부력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 하였다. 부
력이 맞지 않으면, 몸이 뜨거나 가라 앉아
이동 효율이 떨어진다며 모든 다이버에게
적정 부력이 맞는지 꼼꼼히 수정한 이후에
잠영 발차기 연습을 시작 하였다. 상체에
힘을 빼고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며 킥을
찰 수 있도록 자세를 하나하나 수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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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킥으로만 하강하고 상승하는 트레이닝을 하였다. 교육

PADI Free Diver Specialty Course 교육내용

생 모두 수중에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라 패디 프리다이버 레벨
1단계에서는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3. 개방수역 (내용)
패디 프리다이버 코스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날 두 번째 개방수역 훈련이 섶섬에서 진행되었다. 레벨
2의 실행달성 조건은 입수법을 달리한 20m 수직하강을 포함하

지식 개발 코스 5섹션 (장비, 물리, 생리, 안전, 수중환경)

고 있었다. 강사임에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교육에 임했던 참

제한 수역 코스 3섹션 (기술, 수면무호흡[호흡법], 수평잠영)

가자들의 열정과 한 단계씩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보람과

개방 수역 코스 2섹션 (자유하강, 수직하강)

기쁨은 실로 대단했다. 말로만 전해 들은 “아름다운 침묵”과
“고요한 바다”, 그 자체의 매력뿐 아니라 스스로 신체를 다스리

개방수역 1섹션은 자유하강(Free immersion) 섹션으로 하강

는 것에 대한 성취감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아주 특별한

라인을 손으로 당겨 가며 하강 상승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 교

경험과 함께 하강 교육을 마치고 레스큐 스킬을 연습함으로써

육을 통해 하강 속도를 조절하며 이퀄라이징을 숙달하고, 몸의

모든 개방수역 훈련은 끝이 났다. 이 이틀간의 개방수역 훈련은

유선형 자세를 배우며, 깊은 수심에 대한 신체 적응을 높이게

참가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었고, 앞으

된다.

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함께한 참여 강사들과 교육을 진행해 준

개방수역 2섹션은 수직하강(Constant weight diving) 섹션으

노명호 대표, 교육 진행을 협조해 준 오션트리 리조트 양충홍

로 덕다이브 수직 입수 후, 킥을 차며 하강 라인을 따라 수직으

대표에게 지면을 빌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로 바르게 하강, 상승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 교육을 통해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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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다이버들도 있지만, 프리다이빙은 타인과의 경쟁
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일 뿐이다. 또한, 프리다이빙의 가
장 큰 즐거움의 하나는 경쟁이 아닌 수중 세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편안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프리다이빙이
야 말로 물을 좋아하고 수중 세계를 즐기고자 하는 다이버라면
수심에 관계 없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수중 자연과 하나가 되
는 길이라 생각 한다.”
AFIA
국내 최초의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프리다이빙을
비롯해 수영, 기타 해상훈련, 응급구조와 같은 다양한 커리큘럼
을 바탕으로 초심자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식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다이빙 스킬 뿐 아니라 자세, 습
관 및 나아가서 안전다이버로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최초이자 최고의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국내 프리다이빙의 기준이 된
른 발차기, 수직 유영 자세 숙달로 효율적인 수직 유영 실력을

다는 자부심으로 정확한 매뉴얼과 오랜 경험을 통한 노련한 교

높이게 된다.

육을 진행하겠다는 AFIA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
위치 :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38-8번지, 2,3층

프리다이빙에 대한 바람

전화번호 : 02-484-2864
이메일 : afia@afia.kr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경험한 또 다른 수중세계에 대한 깊은

홈페이지 : www.afia.kr

인상과, 고요한 자연과 함께 자신의 내면까지 깊이 돌이켜볼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에 대한 체험기를 마무리하며 “AFIA”

오션트리 다이브 리조트

노명호 대표의 프리다이빙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을 인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PADI 다이브 리조트인 오션트리는

용해 보고자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리다이빙에 대해

다이버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는 시설과 범섬, 법

특별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환포구, 서귀포 시내, 중문관광단지, 기타 편의시설로의 수월한

그로 인해 스쿠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다이버들도, 프리다이

접근성을 모두 갖춘 편안하고 편리한 다이브 리조트이다.

빙이 단순히 장비 없이 수중으로 들어가는 활동으로 스쿠버를
배우는 과정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02-2번지

하였다. 하지만 호흡장비 없이 물과 하나가 되는 프리다이빙이

전화번호 : 064-739-1239

단순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시행을 한다

홈페이지 : www.oceantree.co.kr

면, 더 많은 경험과 즐거움을 함께 얻을 수 있다. 달리기의 예를
들면, 누구나 뛰고 달릴 수 있지만, 더 잘 달리고 더 많은 성과
를 통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 배움과 훈련이 필요로
하다. 그로 인해, 20여 년 전부터 세계 프리다이빙 협회(ADIA)
에서는 꾸준히 프리다이빙 안전 교육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
다. 최근에는 PADI와 같은 다이빙 교육 단체에서도, 프리다이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있
다. 모든 레포츠가 그러하듯이, 프리다이빙도 교육을 통해, 실력
이 향상되고 개개인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다. 안전이 전제되

최진수

지 않은 레포츠는 무의미하며,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PADI IDC STAFF 강사
돌피노 다이버스 대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마르퀴스 휘트니스
클럽 스쿠버풀장 매니저

있다. 안전이 바탕이 된 이후에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프리다이빙을 스포츠의 하나로, 기록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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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장비 사용 체험기

리퀴비전(Liquivision) 링스(Lynx)
다이브컴퓨터 체험기
글 박철웅
사진 박찬원 강사(옥토다이브), 박준우(스쿠버인포), 윤두영 강사(아쿠아마린)

스쿠바다이빙의 세계에 빠져들고서 가장 먼저 구입한
장비는 스킨장비입니다. 그 후로 비씨, 레귤레이터와 같
은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였고, 장비를 하나하나 구입할
때마다 마음이 늘 설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이 안
전하게 다이빙을 하라며 생일 선물로 순토 D9 컴퓨터를
사주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
브컴퓨터를 손목에 차고 다이빙을 하니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고, 실질적으로도 다이빙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다이브컴퓨터의 중요성과 편리함은
점점 더 높아갑니다. 하지만 보통 다이버들은 막상 컴퓨
터를 사려면 어떤 컴퓨터가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레크리에이션 다이브컴퓨터 리퀴비전
(Liquivision) 링스(Lynx) 컴퓨터를 만나게 된 계기와 이
컴퓨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리퀴비전 링스 컴퓨터
의 홍보 글과 캐나다 본사에서의 링스 출시기념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글을 보고 응모를 하였습니다. 항상 다이
빙도중 낮은 시안성 때문에 다이브컴퓨터의 시안성에
목말라 할 무렵이라 OLED 액정의 리퀴비전은 제게 많
은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리퀴비전 캐나다 본사
이벤트 행사에 운이 좋게도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것도 세계에서 한 명 뽑는 행사에서 말입니다.
그 후 다이빙을 하면서 이 리퀴비전 링스의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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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니 여느 다른 컴퓨터보다 장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글러브를 끼고서도

느꼈습니다.

본체를 톡톡 두드려 메뉴를 이동하는 조작 방식은 편리하면서
도 독특한 재미가 있습니다. 추후 몇 개의 트랜스미터를 추가로

첫째로 높은 시안성으로 인해 보다 편안하게 다이빙에 대한

구입하여 보다 안전한 해양실습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정보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트랜스미터의 편리성과
더불어, 일반적인 무선주파수 방식의 트랜스미터와 달리 초음

앞으로 스쿠바다이빙을 함에 있어 저의 안전과 버디의 안전

파 전송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100m까지 멀리 공기탱크 잔

을 책임져줄 리퀴비전 링스는 저의 평생의 친구로 남게 될 것

압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되었습니다. 셋째는 로케이터 기능입니

같습니다. 덕분에 리퀴비전 매니아가 되었는데 컴퓨터 선택의

다. 여기서 로케이터 기능이란 컴퓨터가 링스 트랜스미터가 설

기로에 있는 다이버들에게 저는 리퀴비전 컴퓨터를 과감히 추

치된 다이버의 공기탱크 잔압 외에도 위치와 대략적인 거리까

천합니다.

지의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나의 컴퓨터로 최대 10개의
트랜스미터로부터 잔압뿐만 아니라 위치 및 방향의 정보를 표
시해줍니다. 정말 놀랍죠? 그것도 반경 100m나 되는 거리를 말
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여러 명의 교육생을 인솔하여 해양

상세 제품 문의

실습을 할 때는 특히 시야가 낮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던

오션플러스

지라 이런 기능들은 정말로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6-19

로 동해바다의 해양실습시 여러 명의 교육생 중에서 조금 불안

전화 : 02-477-4800

하다 싶은 교육생의 탱크에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여 교육 중에

홈페이지 : www.liquivision.co.kr

교육생의 잔여 공기압과 위치파악은 정말 저에게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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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국비 지원 과정
잠수기능사 / 잠수산업기사 / 수중용접 과정 / 산업잠수사 과정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 사업주 위탁교육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 개인 발급
• 계약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관련업종, 우선선정기업, 사업주 위탁 서류
• 5년 300만 원, 1년 200만 원 한도 지원
• 훈련 수강시 수강료 80% 지원

2. 보훈처 제대군인 직업향상훈련 - 근로복지공단 직업향상훈련
• 제대군인 5년 이상 근무자 보훈처지원 (지원금액 100만 원)
• 산재보험 대상자 (지원금액 최대 600만 원)

3. 공무원 채용 시험자 특별 해택
• 해양경찰특공대 지원생 (스퀘어파이프 분해조립 무료 강습)
• 해양경찰특공대 지원생 (스쿠버 베일아웃 무료 교육)
• 공무원채용시험 지원생 (응급처치 무료 교육)

서울산업잠수학원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80 번지 (실습장)
전화번호 031-576-2993 / 팩스 031-521-2994
핸 드 폰 010-4211 - 9066

12월 December Diving Society Diary

1

2 BSAC 송년회 예약

2 BSAC 대학생 강사과정 개최(2~9일)

3

3

4 본지주최 팸투어1(4~8일)

4

5

5

6 PSAI Trimix 레벨 1~3코스(6~11일)

6

7 SDI.TDI.ER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7

    PDIC-SEI STX 백상어 클럽 정기총회

8 본지주최 팸투어2(8~12일)

8

9

9

10

10

11 BSAC 송년회 개최

11

12

12

13 PADI 강사시험(13~15일)

13

14 PDIC-SEI 텍 사이드마운트 지도자 과정(14~16일)

14

15 DAN Seminar for diving doctors(서울)

15 

16

16

17

17 BSAC 아이스 다이빙 개최(17~18일)

18

18

19

19

20 SSI 신년회 명단접수 마감

20

21 DAN Seminar for diving doctors(대구)

21

22

22

23

23

24 

24 PDIC-SEI 강사멤버 2014 송년회 & 워크숍(24~25일)

25

25

26

26

27

27

28

28

29 PDIC-SEI 강사 트레이너멤버 송년회 & 워크숍

29

30

30

31 PSAI 2014 프로페셔널 갱신

31

      다이빙리조트 여행엑스포 홍콩(13~15일)

       DAN Seminar for diving doctors(광주)

격월간

1월 January Diving Society Diary

1

2013 본지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 투어

본지가 주최하는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투어 참가자 확정

일시
1차 : 2013년 12월 4~8일(4박 5일) 50명
2차 : 2013년 12월 8~12일(4박 5일) 30명
장소
아닐라오 DIVE7000 리조트

참가자 신청이 너무 많아 2회(1차, 2차)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50명 2차: 30명으로 마감합니다.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sort

Kevin Lee “Night of High Adventure”에서

“올해의 모험가”상 수상
- 미국 LA에 거주하며
본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케빈 리 씨는
지난 10월 3일에 올해의 “Night of High Adventure”에서
모두 일곱 대륙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사진을 촬영함으로
“올해의 모험가” 상을 수상했다.-

케빈 리씨는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바다의 경이
로움을 공유하기 위해 수중 촬영을 했다. 그는 수온이 (-2C) 29F인 남
극 대륙을 포함하여 모든 일곱 대륙을 스쿠바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사
진은 촬영했다. 케빈의 사진들은 채프먼대학 오렌지 캘리포니아에서 상
시적으로 전시하고 브랜퍼드하우스, 코네티컷대학의 스크립스 해양학 연
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되었다. 또한, 케빈의 사진은 잡지, 신
문, 학술 문헌과 수많은 다이빙 관련 출판물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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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이 자
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있거나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새 주소
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적다. ‘도로명 주소’의 우편물 전
국 기재율은 아직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도로명 주소 기재
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
서 시작됐다. 현재 시설물(주소판) 부착은 완료된 상황이
다. 올해 말까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되지만 2014년부터
는 기존 주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새 도로명 주소
따라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기존 주소가 모두 사라지
면 대부분 국민이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6자리 우편번호가
오는 2015년부터 5자리로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현행 우편번호를 폐지하고, 국가기초구역번
호에 기반한 5자리 번호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2015년 1월부터 6개
월 정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이후 새 우편번호로 바꾸는
게 목표다.
기초구역번호는 시, 군, 구를 나타내는 첫 세 자리와 읍, 면, 동을 나타내는 두
자리 번호 조합으로 이뤄진다. 우정본부가 우편번호를 바꾸게 된 계기는 안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전국을 바둑판 격자무늬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통계청, 우정본부, 소방서 등이
하나의 구역 안에서 서로 번호를
공유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시너지가 예상된다”
“과거 지번주소에 기반한 우편주소는 사실상 번
호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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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4라길3 (후암동, 5층)
(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140-900 Korea

우정사업본부

슈퍼 태풍 하이옌의 강타로
필리핀 중남부 지역 엄청난 피해
- 레이테섬의 타클로반 지역과 세부섬의 북단 말라파스쿠아섬은 피해 속출
-	한국인 다이브 리조트들이 많은 아닐라오, 민도루섬, 두마게티, 세부섬, 보홀섬
지역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사진출처 : 밀알복지재단(http://www.miral.org/)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 ‘하이옌’이 지난 11월 9일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
타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CNN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관측 자료를 인용, 하이옌의 순간 최
대 풍속이 시속 379㎞(초속 105m)에 달해 과학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보도
했다. 지금까지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은 1969년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밀(시속 304㎞·초속 84m)’이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500만 달러(약 54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인 교민 안전
확인과 복구 지원을 위해 외교부 신속대응팀 2명과 119구조단 및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를
포함해 구호선발대 5명 등 총 7명을 필리핀으로 급파했다.
이번 태풍으로 중앙 필리핀 36개 주에서 428만명이 피해를 당했고, 현재 34만2000여명
이 공공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레이테섬의
타클로반은 공항 도로 등 도시의 70~80%가 파괴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세부섬의
북단에 있는 말라파스쿠아섬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세부섬의 북단 말라파스쿠아섬은
환도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우리 다이버들이 자주 찾는 섬이고, 레이테섬의 소고드만을 가
려면 반드시 거치는 타클로반도 우리 다이버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다.
그러나 한국인 다이브 리조트들이 많은 아닐라오, 민도루섬, 두마게티, 세부섬, 보홀섬 지
역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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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독도 바다 만들기

독도 주변서 해양쓰레기 17.3톤 수거
45일간 폐어망·어구 등 처리…“독도 깨끗이 하는 것도 실효지배 강화방법”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펼친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쓰
레기 수거작업에서 폐어망·어구 등 약 17.3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유해물질을 유출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족자
원을 감소시켜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위협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및 연근해 주요
해역에서 매년 100억여 원을 들여 쓰레기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이후 3년 만에 시행된 이번 독도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서 해양수산부는 경
상북도 및 울릉군과 함께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방지 교육과 홍보활동
도 벌였다.
장성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독도 주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해 이곳을 깨
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 고유영토이자 청정해역인 독도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
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기된 폐어망

침적된 폐어구

대형폐기물 결속

잠수부 인양

인양된 해양폐기물

해양폐기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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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
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IUCN)에서는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단에 의
해 보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근거하여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
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습지보전법 제8조)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요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 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
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지역
• 산호초 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바다 국민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획을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글줄 및 시각선 정렬

바다를 담은 서체 ‘해수체’ 무료 배포

해수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용 서체인 ‘해수체’ 3가지를 개발해 지난 한글날을 맞아 10월 9일부터 국민들에게 무료
로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해수체는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출범을 기념하여 자체개발한 전용 서체로써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부의 M.I.(Ministry Identity)를 형상화해 제작되었다. 특히, 곡선의 부드러움과 직선의 강인함은 바다의 진
취적인 기상을 살리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을 모던하게 형상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해수체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전하였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서체(font) 불법 다운로드 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아
름다운 우리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료 배포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의 실현

행복

꿈

모던한 형태의
이응꼴로 현대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표현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통해 바다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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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사용하지 않은 요금
결제 피해 많아
- 승인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입력 요구에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이 대전·충청지역의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
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의 소액결제 소비자피해는 총 77건으로 2011년 12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91.7%
증가했고 2013년 6월까지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87.5%나 증가했다.
대전 지역 피해가 32건(41.5%)으로 충북 23건(29.9%)이나 충남 22건(28.6%)보
다 많았다.
소비자 피해 77건 중,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45.5%(35건)로 가장 많
았다. 이외에 “고지 없는 자동연장” 피해가 16.9%(13건), “스미싱” 피해 및 “사용
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이 각 11.7%(9건)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 사이트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휴대폰
번호나 승인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면 유료 여부, 자동연장 조건 등을 꼼꼼
하게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배상·환급”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2%(51건)였고, 처리 금액이 확인된 50건의 총 처리
금액은 3백45만 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6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결제한도를 사전에 축소할 것
•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보내온 ‘무료 쿠폰 발송’ 및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은 문자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 것
• 결제대행사·통신사·금융사에서는 승인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대로 입
력 제공하지 말 것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93-9112)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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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1.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보내온 ‘무료 쿠폰 발송’ 및 ‘이벤트 당첨’등과 같은 문자에 현혹
되지 않는다. 특히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도록
한다.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앱장터에서 직접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미성년자나 소액 결제 이용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는 해당 통
신사에 요청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이용 패턴에 맞게 결제 한도를 축소한다.

통신사
SK 텔레콤

객센터 연결 → ‘3’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
→ 소액 결제 모두 차단
100번을 누르고 ‘2’번을 눌러 KT모바일고객
센터로 연결 → 상담원과 통화해 오프라인 결

KT

4.	실제 결제대행사·통신사·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승인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일이 없으
므로 결제대행사나 금융회사임을 내세워 결제 취소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전화에
절대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이동통신 이용요금 청구서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이 자동이체 되
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소액 결제 차단 방법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SK텔레콤고

제·무선결제·청구대행·본인인증차단 등
을 선택적으로 신청해 소액결제 차단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 결제 차단 기능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전화하면

LGU+

LGU+ 고객센터로 연결 → ‘0’번을 눌러 상담
원과 연결 → 자동결제·인증결제 모두 차단됨

6.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므로 분쟁발생 시 상
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사고 발생 즉시 통신사 등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
ctrc.go.kr/사이버범죄 민원 상담 02-393-9112)나, 1372소비자상담 센터(www.ccn.go.kr☎
1372),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를 통해 ehdnadfm 받는다.

휴대폰 소액 결제 사미 ‘스미싱(smishing)’
1.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사기)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기법을 말함.
발신자의 신원을 속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내
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함.
2.	최근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법원출석 통보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사칭 문자’, ‘경품 당첨 문자’ 등 메시지를
통한 불법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URL로 접속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함.

피해발생 시 소비자 조치 사항
1. 지급명령
- 콘텐츠제공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http://ecf.scourt.go.kr)참조
2. 소액사건심판
- 청구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사업자
1.	컨텐츠제공업체 (CP : Contents Provider)
	인터넷을 통해 정보컨텐츠(검색, 뉴스, 교육, 금융), 게임, 엔터테이먼트 컨텐츠(음악, VOD), 아이템 등 컨텐츠를 소비자들
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2. 결제대행업체 (PG : Payment Gateway)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료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를 대행해주는 사업자. 국내 대표적인 휴대폰결제
PG사업자는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컴즈,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주)한국사이버결제, 소프트가족 등이 있음.
3. 이동통신사
	결제될 휴대폰의 가입자 확인 및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업자. 휴대폰으로 결제될 금액에 대해 휴대폰 고지서에
통합 과금하여 수납을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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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개관식 개최
지난 10월 16일에 (주)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센터장 김윤상, www.uljinleports.
co.kr)는 운영 제2기 출범을 기념하여 울진군과 함께 관내 내외빈과 지역주민들
을 초청하여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윤상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새로운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
는 자리를 울진군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자 이날 개관식을 마련하였다고 밝혔
다. 이번 개관식에는 울진군 임광원 군수, 백정례 군의회 부의장과 관내 내외빈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센터 운영 2기 출범을 축하하고 센터 활성
화를 독려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오프닝은 전통 타악 그룹의 힘찬 전통 타악 연주로 시작하였다. 해양
레포츠산업의 독보적인 위치를 개척하는 센터의 거침없는 도전이 역동적인 퍼포
먼스와 잘 어우러져 표현되었다.

주식회사 언딘
(Undine Marine Industries,
2004. 11 ~ )

언딘은 “물의 혼”이라는 의미로 해양 산업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
는 신념으로 출발하였다. 주식회사 언딘은 심해 구조물 및 오프
쇼 오일&가스 생산용 해양 플랜트 시공, 신재생 해양에너지 발
전 플랜트 시공, 해양구난 및 해양장비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춘 오프쇼 해양 엔지니어링 & 시공 전문기업(Offshore
Engineering & Installation Company)이다.
2004년 11월 벤처기업으로 설립된 이래 세계 수준의 Offshore
EPIC (Engineering, Procurement, Installation,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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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되기 위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국제
표준 인증시스템과 안전관리 시스템, 국제 선급 인증을 획득한
인력과 선박 및 해양장비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글로
벌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꾸며, 인류의 과제인 해양 시대 개척과 해양
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오프쇼 해양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
는 “2015 아시아 최고의 오프쇼 해양 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언딘의 대표이사이자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맡고 있는 김윤상 센터장의

를 잘 활용하여 울진군의 해양관광, 해양레저 자원 육성에 앞장서서 지역

인사말과 센터운영에 대한 비전 발표로 시작하여 울진군 임광원 군수, 백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센터

정례 군의회 부의장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새롭게 단장한 센터 내부 투어와

로 부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쿠버 다이빙 및 산업잠수 시연, 그리고 오찬으로 진행되었다.
㈜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윤상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주식회사

(주)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언딘과 함께 하는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 2기, 센터 설립 3년차를 맞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오산리 931)

이하여 우리 센터의 저변 확대에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기

전화번호 : 054-781-5115

존에 운영하고 있는 스킨스쿠버체험 다이빙 및 전문다이빙 프로그램을 더
욱 활성화시키고,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

㈜언딘

다래프팅, 윈드서핑, 비치스포츠, 요트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B동 802호

신규로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울진군의 지원과 투자에 발맞추어, 해양레

박상희 대리 (070-7872-5027, shpark@umiltd.net)

저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명품 해양도시, 생태환경 도시 울진의

김윤주 이사 (070-7872-5033, mykim@umiltd.net)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로 센터를 키워
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 개요
또한 “주식회사 언딘의 해양산업 전문성을 바탕으
로 국내외 산업교육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전문산
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기
회를 마련하여 해양전문아카데미로 센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
했다.
그리고 센터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울진관광과 홍
보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하여 울진군내 축제/온
천/요식/생태관광 등 다양한 지역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센터 이용객에게 지역 관광 기회를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울진군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할 계획이고, 지역주민들이 손
쉽게 해양레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울진군은 제2기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운
영자로 주식회사 언딘을 선정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발휘하여 센터 운영의 개선과 발전을 기

건물구조 지상3층 지하 1층의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울진군도 지원을 아끼지 않

면

을 것이니 아시아 최대의 시설인 울진해양레포츠

숙박시설

센터를 120% 활용해서 전 세계 최고 해양레포츠

교육시설 강의실, 세미나(2개소; 176석, 101석), 실습 교육풀(60명 동시가능)

센터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시설 사무실, 로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

적 대지 : 15,486m²,건축 : 2,453.m², 연면적 : 5,121.m²
5실(6인), 6실(8인), 1실(50인)

부대시설 식당, 카페테리아, 탈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챔버실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의 청정 바다 환경과 문화

		

공기압축실, 장비보관실, 장비샵 방재실, 주차장, 풋살장, 족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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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3)에 참여

(주)인터오션
국내의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고압챔버로 전시회 참가

아시아 최대 조선해양 전문전시회인 ‘201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3)’이 22~25
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 일대에서 열린다. 2001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는 ‘부산국제조선
해양대제전’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과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 국제조선 기자재 및 해
양 장비전 등 3개 전시회를 통합한 종합전시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은
미국, 영국, 독일 등 12개국 국가관을 포함해 총 55개국 1,590개 업체가 참여한다. 야외전시장을 포
함 2,420개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주)인터오션은 국내 유일의 산업잠수용 고압챔버 및 의료용 고압챔버 전문 업체로써 고압 챔버
(Hyperbaric Chamber)의 개발을 통해 산업잠수 분야와 고압산소치료의학 분야에서 이용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인터오션은 해외 업체와는 달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주)인터오션은 의료용 고압산소챔버 제조업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인 GM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삼천포 서울병원에 12인 동시치료 가능한 의료용 고압
산소챔버(HBOT-DL650-2100)를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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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오션
본사 051)622.5665 / 지사 02)482.5664
www.interocean.co.kr

(주)보고
201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Marine Week 2013)에 참여
한국 스쿠바다이빙계의 원년 멤버이고 (주)우정사를 창립한 임성기 사장을
“201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3)” 전시회에서 만났다.
임 사장은 자신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SDV(Seal Delivery Vehicle)와 RIB(Rigid
Inflatable Boat : 고속단정)를 계발하여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강원도 삼척
시에 위치한 (주)보고는 FRP선 50톤 이상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관공선, 세관
감시정, 고속단정, 모터보트를 위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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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조끼

■ 배터리 및 충전기

◀ 충전기

배터리 ▶

• 용도 : 수중수상 겸용 발열조끼로 왯슈트, 드라이슈트 내부에 착용

• 전압 및 배터리 : 12.6V, 삼성 Lithium Li-ion 대용량 배터리(리튬 이온)

• 재질 : 스판덱스 라이크라 등 상부에 이중으로 처리된 8온스 스판 원단

• 사용시간 : 1단~3시간, 2단~2시간, 3단~1시간(3단 조절 가능)

• 형태 : 앞부분 전면 지퍼를 부착하여 착용이 편리

• 배터리 무게 : 좌, 우 400g 이내(1개당 200g)

• 주머니 : 좌, 우 옆구리 부분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부착

• 충전시간 : 5시간 충전시 100% 완충

• 안전장치 : 과열차단센서 자동 제어

• 작동상태 확인 : 수중에서 진동 신호

• 최대 작동수심 : 수중 200m
• 결선방식 : 방수 컨넥터
• 세탁방법 : 발열판 분리 후 손세탁 및 세탁기 사용 가능
• 사이즈 : M, L, XL, XXL
• 가격 : 750,000원
• 참고 : CE 유럽안전기준 출원중

■ 스위치

마린뱅크

■ 발열판

▲ 발열판 부착 위치

• 스위치 : 마그네틱 푸쉬방식(100% 방수) 수중작동
작동방법 : 1단계~3단계 온도조절 가능
1회 누름시 – 진동으로 1회 울림(약 45℃ ~ 60℃유지)
2회 누름시 – 진동으로 2회 울림(60℃ ~ 80℃ 유지)
3회 누름시 – 진동으로 3회 울림(80℃ ~ 120℃ 유지)
스위치 OFF – 진동으로 길게 한번
• 스위치 위치 : 왼쪽 가슴 부위,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위치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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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판

• 형태 : 에
 너지 효율을 위해 등 상부에 발열 반사판(외부로 열 유출 차단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열판 손상시 교체 가능
• 발열 반사판 : 등 상부에 발열 원단을 사용하여 휘어지거나 구겨져도
문제가 없음(타 제품은 열선 사용)

■ OLED Dive computer BLACK(Nitrox version)

■ 7XRE

• Full color OLED display

나를 위한 빛,

•	U.VSI- 지정 수심에서 최대 속도와 그리고 시각적으로 상승과 하강 속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밝혀주는 Light for me를 만나보십시오.

표기
•	디지털 나침반기능과 자동으로 목표지점의 방향을 표시해주는 Guide
me 기능

•7 x XML II leds / 2 independent converters
•2 ways of light; first - 30%, second - 100%

• 일반 스마트폰 USB 충전기로 충전 가능

•8400 lumens / supervision over the LEDs' temperature

•	Buhlmann ZHL-16C+GF와 VPM-B, VPM-B/R, VPM-B+GFS 알고리

•magnetic switch

즘(VPM-B 기본 탑재)

•Burn time : 4H, 6H

• 세 기체 측정 가능(수중에서 전환가능, 100%까지 가능)
• PPO2 알람 가능

\ 2,000,000(4H)
2,300,000(6H) * 제품 구매시 케이스 증정

\ 1,450,000
*출시일 : 2014년 02년 출시 예정

■ MINI TEC

㈜빅핸드
코퍼레이션

■ Alexandra

작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MINI TEC의 진가는

E/O 코드없이 하나의 배터리팩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발휘됩니다.

다양한 헤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개발 예정)

• 7-degree focus beam

• 3 x XML II LED.

•	new LED XP-E bin R2 giving cold white light, light temperature

• 4th red signalling diode / 3600 lumens

8300K

• Light angle : 13 degrees

• Body : 1,2" (3cm); hazel : 1,5" (3,8cm); length : 8,2" (21 cm)

• dedicated driver, additionally equipped with microprocessor

• lumen output : 330 lumens

• Power : 36W / Three modes of light : 10%, 50%, 100%
• Switch : Piezo

\ 200,000
*가격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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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m사가

SMC(Super Macro Converter) 출시
Nauticam사가 초접사 컨버터(SMC, Super Macro Converter)를 출시하였다. 하우징 포트앞에 장
착하여 사용하는 접사 디옵터이며, 최대 2.3배의 배율을 확보할 수 있다.
크롭 / 풀 프레임 센서의 60mm/100(105)mm 렌즈에 최적화되었고, 고배율이면서 작업거리를 확
보할 수 있다고 한다.
- 배율 2.3배
15.6mm X 10.4mm 피사체를 36mm X 24mm 풀프레임 센서에 채울 수 있다.

- 사용 적합한 렌즈군
Canon EF-S 60mm / 2.8 Macro USM.
Canon EF 100mm / 2.8L Macro IS USM.
Canon EF 100mm / 2.8 USM.
AF-S Micro Nikkor 60mm f/2.8G ED.
AF-S VR Micro-Nikkor 105mm f/2.8G IF-ED.
Panasonic Leica DG Macro-Elmarit 45mm f/2.8 ASPH. MEGA O.I.S.
Olympus M.ZUIKO DIGITAL ED 60mm f/2.8 Macro.
Olympus 12-50mm f/3.5-6.3 ED M.Zuiko EZ Micro 4/3 Lens.
Sony RX-100 & RX-100M2.

미래테크 신제품

씨 몬스터(SEA MONSTER) 사양
1. 램프종류 : LED 50W
2. 램프밝기 : 5,600~6,000 루멘
3. 색 온도 : 5,600k
4. 사용시간 : 120분사용 (배터리 OFF 될 때까지 6시간 소요)
5. 충전시간 : 1시간 20분 완충
6. 렌즈 조사각 : 110도
7. 수심 : 100m
\ 700,000

제조회사 : 미래테크
Tel : 02-2269-1044, 010-5274-5177
Website : www.miraemall.net E-Mail : jws1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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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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한인 다이브 리조트 안내 Diving Resort of Philippines
San Pascual

루손지역
Baguilawa

③

Danglayan

San Pedro
Pulong
Balibaguhan
Ligaya
Bagalangit

①

보라카이 섬

Banaba
Center

boracay
Island

Sirang
lupa

Batangas
City

Gasang

Mainit

Pinamucan
Ibaba
Simlong

Maricaban
Island

Mabacong
Pagkilatan

◀

Ilihan

Manila

②
Aninuan

Batangas City

Verde
Island

Balatero

Puerto
Galera

◀

Boracay
Tacloban
City

비사야지역
Bayanng Liloan

Mandaue
City

Cebu
City

Bacolod
City

④

Pinamungahan

Carcar City

Dumaguete
City

Dumanjug
Ronda

C e b u
City

Tagbilaran
City

Tubigon

Sibonga

Calape

Argao
Dalaguete
Alegria

Malabuyoc

Tagbilaran
City
⑤

Davao City

Bohol

Baclayon

Daus

Valencia

Samboao

⑥

◀
Dumaguet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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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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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웅슈트 / 마레스 소식
제주 마린샵 랩세미나

MR52 1단계 특별공급 이벤트

제주 마린샵에서 마레스 랩세미나가 2013년 10월 18~20일까지 3일간 이

MR52는 마레스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혁신적인 1단계이다. 다이아프램

루어졌다. 스쿠버라인 문용칠 사장님과 손경국 강사님, 신용수 강사님, 정

밸런스 타입을 채택한 MR52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특징을 가지

희수님이 교육에 참가하셨다. 샵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님들 만에 교육이어

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지금까지 스쿠바 다이빙계에 보급된 어떤

서 첫날부터 화기애애한 교육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모델보다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우선 DFC 시스템을 처음부터 재설계

1일 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에 지루함도 있었지만, 평

하여 이중 채택해줌으로써 즉각적인 공기의 공급이 가능하다.

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다. 1일 차부터

최고성능, 최소경량(512g) 이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1단계는 전 세계에 오

늦은 시간까지 교육이 이루어졌다. 2일 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기가 대부분

직 MARES MR52 1단계뿐이다. 기존의 마레스 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 중

이어서 흥미를 느끼고 교육에 참가하셨다. 3일 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이

에서 기존의 1단계를 MR52 1단계로 바꾸고자 원하시는 다이버분들은 가까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다.

운 다이빙 전문점에 MARES 호흡기 2단계를 보내주시면 점검 후 세팅하여

3일 교육 동안 장비에 이론

드린다.

이나 원리에 대해서 몰랐

단 추가 수리부품 교체가 발생시 비용은 청구됨을 알려드린다.

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배움에 시간을 가

- 50개 한정

져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

- 소비자가격 : 39만 5천 원

셨다. 3일 동안 교육에 열
정적으로 참가해주신 사장
님들과 강사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마레스 랩세미
나는 언제든지 샵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 담
당자들에게 문의 바란다.

아비스22 네이비
(Abyss 22 Navy) 호흡기 개발
미해군(U.S. Navy) 승인 & 예외적으로 테스트 리포트 공개 허용

제주 파라다이스 업데이트 세미나

Mares는 찬물에서 호흡기의 철저한

2013년 10월 21일 제주 파라다이스에서 파라다이스 송봉출 사장님, 제주다

22 네이비 호흡기를 개발하였다. 아

이브 강규호 사장님을 모시고 업데이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비스22 네이비 호흡기는 최상의 성능

익스퍼트 과정을 교육받으시고 실질적으로 A/S를 실시하다가 어려웠던 점

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얼음

분석과 평가를 거쳐, 독보적인 아비스

이나 문제점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었

아래에서의 다이빙을 포함한 엄격한

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새로 나온 신제품 인스팅트 2단계, 프레스티지12S 1

조건 하에서 설계되었다. 그 치밀하고 세

단계, MR52 1단계 등 신제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심한 개발과정을 증명하듯, Mares 아비스22 네이비 호흡기는 2011년 5월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한 교육이었지만 다들 숙달된 실력으로 장비를 만지

미해군의 ANU(Authorized for Navy Use)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또한 미해

고 계셨다. 익스퍼트 과정에서는 시험이라는 부담감들이 있으셔서 다소 딱

군은 호흡기의 테스트 리포트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는 아비스

딱한 분위기였었는데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시종일관 화기애

22 네이비 호흡기의 우수성을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애한 분위기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신 모든 분이 교육보다 A/S를 하는 동안 몰랐던 부분
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많았다고 말씀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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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드라이슈트 2012~13 모델 출시
‘고어텍스 D2(Gore-Tex Descender 2)’
65년 전통의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TYPHOON)’사
의 한국형 슈트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고어텍스 D2’ 드라이
슈트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최신기술로 드라이슈트에 이상적인 ‘디
센더 2(DESCENDER 2)’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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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단은 내구성과 투습률이 높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한다.
- 소비자 가격 : 410만 원(부츠 선택, 3~4일 소요)
맞춤시 460만 원(최대 소요기간 60일)
※ 주의사항 : 부력평형 없이 40m 이상의 수심에서 다이빙 시 고어 멤브레
인이 파손될 수 있다.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타이푼 드라이슈트 ‘프로라이트(Pro Light)’ 출시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TYPHOON)’사의 한국형 수
트이다. 가볍고 부드러운 레저용 드라이슈트로 내구성을 보장한다. 재봉선
을 최소화하여 누수의 위험을 낮추었으며, 착용감이 월등하다.
- 소비자 가격 : 185만 원

드라이슈트 2012~13 신제품 모델인 ‘패텀(Fathom)’
영국 ‘타이푼(TYPHOON)’사에서 제조하였으며, 다이빙 강사와 다이빙 전문
가를 위한 특별모델이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수중에서의 활동이 편하도록
제작되었고,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편의사양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모든 다이빙에 사용할
수 있다.
- 소비자 가격 : 295만 원(부츠 선택, 3~4일 소요)
맞춤시 345만 원(최대 소요기간 60일)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고어텍스 D2

프로라이트

패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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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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소식
TUSA Facebook 서비스 개시

마린뱅크 소식
호흡기 무상점검 이벤트 실시

다이버들과의 원활한 의사소
통과 다양하면서 쉬운 정보
의 공유를 위해 (주)우정사에
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TUSA
Facebook 서비스를 시작하였
다. 그동안 많은 다이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TUSA의 장비에 관한 표면적인 정보 외에, 브랜드로서의 가
치와 철학을 담은 아름다운 이미지와 자료를 매일 2페이지 씩 게재하고 있
다. 또한, 풍성한 이벤트를 통한 고객 사은품 증정, 온·오프라인 활동 등으
로 다이버들에게 받아 온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월 중순, 일주일간 진행된 오픈 이벤트 ‘500만 원 상당의 스킨
세트 증정 이벤트’에는 무려 500여 명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
다. 앞으로도 부담 없는 소소한 감동과 편안함을 전해주는 페이지 운영으로
다이버들과의 교류를 더욱 증대해 갈 것이다.
마린뱅크에서는 스쿠바프로 50주년을 기념하여 “호흡기 무상점검 이벤트”
• TUSA Facebook : www.facebook.com/tusakr

를 실시한다.
12월에 진행될 호흡기 무상점검 이벤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
다. 점검 후 혹시라도 오버홀이나 기타 AS가 진행될 경우, 현재 저희 AS팀
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리진행 차트를 기재하여 동봉해 드린다. AS팀에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행사기간 : 2013년 12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자세한 사항은 02-2297-5006 마린뱅크로 문의 바랍니다.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굿다이버 서비스

◆	PADI 전과정 교육가능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강사교육까지)
◆년 1회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개최
◆	업그레이드되는
굿다이버 서비스

www.gooddi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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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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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64-762-7677
휴대폰 010-37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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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오션
2013 DEMA SHOW 방문
본사에서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2013 DEMA
SHOW(2013년 11월 6~9일(토)”를 방문하였다.

(주)인터오션 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득 및
삼천포 서울병원 의료용 고압산소챔버 납품
본사에서는 의료용 고압산소챔버를 국내 시판하기 위해 GMP(의료기기 제
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다.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인증을 획득해야
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 등은 식약청의 까다로운

(주)인터오션 부산 BEXCO
조선해양 박람회 챔버 전시 참가(10/22~10/25)

허가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본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허가사항
을 식약청으로부터 검증 받
은 것이다. 또한, 삼천포 서
울병원에 의료용 고압산소

본사에서는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NAVAL&DEFENCE 2013(국제 해

챔버를 9월에 납품 완료하

양방위산업전)에 참가하여 (10/22~10/25, 제1전시장 부스넘버 : F213) 자체

였다. 동제품은 12명이 동시

제작한 산업잠수용 챔버 및 산업잠수용 장비 등을 전시하였다.

에 감압치료가 가능하며 최
대 6기압까지 가능한 챔버
이다. 본사에서는 의료용 챔
버 외에 산업잠수용 감압챔
버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챔버 주문 시 옵션 사항을
선택하여 주문 제작이 가능
하다.

2013/14년 신형 레이슨
사스 드라이슈트 및 악세사리 출시

2013 게이지 및 나침반 신제품 출시
• 투명강화유리와 니켈도금의 견고한 황동으로 된 하우징
• 테크니컬다이버 또는 모든 유형의 다이버에 적합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본사의 드라이슈트가 새로운 디자인

• 스테인레스스틸 부착 및 볼트스냅 부착됨

과 원단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레이슨, 사스 드라이슈트로 출시되었다. 한국

• 0-270‘ 스케일

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되었고 영국제 원단 사용으로 신축성과 보온성을 살

• EN250 인증획득

리고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 범위 : 0-360 BAR, 0-400 BAR

그 외, 사스 슈퍼스트레치 기성원피스 및 각종 악세사리가 새롭게 출시되었

• 제조국 : 이탈리아

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터모싱글게이지(스텝포함/호스별도)가격 \ 170,000
• 손목형 번지콤파스 가격 \ 140,000
• 손목형 콤파스 가격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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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L RESCUE 시리즈 스킨세트 출시

- 특징
1. 한 개의 압력감소Regulators

GULL RESCUE 시리즈인 만티스5, 스테이블 커널, 슈퍼뮤XX 스킨세트가

2. 2개의고압과 저압공기source connections

출시되었다. 각각의 시리즈에는 레스큐로고가 각인되어 있다.

3. 고압과 저압간의 편리한 전환
4. 레규레이터에50 Micron in-line stainless filter
5. 모든 입력부에Check valves 장착
6. 자동게이지 보호장치
7. 600mm(H) x 900mm(W) x 250mm(D)의 소형판넬

갤럭시 S4용 카메라 하우징 아이픽스 S4 출시예정
갤럭시 S4용 카메라 하우징이 출시될 예정이다.

수중 통신장비 모니터 + 수중 카메라
• 크기 : 초소형 / 기능은 고성능

(주)인터오션 의료용 챔버 및 산업잠수용 챔버
잠수조정판넬 출시

• SUPERLITE, KMB, HELIOX, EXO Mask, AGA Mask 등에 연결

■ 의료용 고압산소챔버(HBOT-DL650-2100)

• 외부스피커 및 헤드폰 연결기능

- 형식 : 6+2인 고압산소치료용 2중격실

• 잠수사 2명 연결가능

- 특징 : 식약처 GMP 인증완료

• 소형 방수, 방압 케이스 / 휴대간편

• 전원 입력 확인등
• 무극성 전원 입력 가능 회로 부착으로 회로보호

• Push to Talk Hand MIC
• 규격 : 190mm(H) x 240mm(W) x 200mm(D)
■ 감압챔버(DDC-DL800-1500)
- 크기 : 3810(L) x 1890(H) x 1530(W)

수중 컬러CCTV카메라 + 모니터 세트

- 형식 : 4+2인 감압용 2중격실

• 수중전용 폴리우레탄 자켓케이블 100m
• 13"LED 모니터와 디지털녹화기 / USB2.0 백업

■감압챔버(DDC-DL800-1300)

• 컴퓨터와 연결 시 이동디스크로 인식 대용량 이동 편집가능

- 크기 : 3800(L) x 1690(H) x 1500(W)

• 배터리내장으로 전원공급이 차단될 시 데이터 보존

- 형식 : 4+2인 감압용 2중격실

• 1/3" Type CCD / NTSC Standard
• 조도 : 0.0006 Lux Super Sensitivity

■이동식 감압챔버(TDC-SL800-1200)

• 수평화각 : 90-95˚

- 크기 : 2350(L) x 1340(H) x 1320(W)

• 해상도 : 600 TVLines

- 형식 : 2인 감압용 이동식

• 규격 : 450(W) X 400(H) x 200(D)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잠수 조정판넬
3명의 잠수사를 위한 호흡공기조절과 잠수사의 작업수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중점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크로스연결기능으로 전체수심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압력증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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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소식

■ 텍 다이빙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 장태한 PADI CD의 첫 IDC

시설의 저변 확대에

지난 2013년 9월 23일 ~ 10월 3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꾸준히 노력을 경주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신희종, 김종훈, 박주설, 전다영, 정혁, 이용택

해왔던 디퍼 다이브

강사 후보생과 정현 IDC 스탭 강사 후보생으로 이루어진 장태한 PADI 코

리조트는 그 노력의

스디렉터의 첫 번째 IDC가 있었다.

작은 결과물들이 나

각 후보생들과 첫 IDC를 개최하는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진지함과 열

타나기 시작했다.

정 그리고 PADI 강사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잘 어우러진 알찬 IDC였다.

먼저 올해 초 트라

지금까지 다이빙을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과 그리고 새로운 배움들을 적

이믹스와 나이트록

절히 조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디퍼 다이브의 정확

스 전자 제어 시스

하고 깔끔한 교육 진행과 조직 관리가 돋보이는 IDC였고 IE였다.” 라는 평

템을 구비하여 텍 다이빙 후 남은 기체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원하는 트라

가였다.

이믹스 혼합 기체와 나이트록스 기체를 탑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

다음 IDC는 11월 20일경에 시작할 예정이고 벌써 3명의 강사 후보생이 지

항상 트라이믹스 다이빙 시 부담스럽게 작용하였던 헬륨 기체의 가격 부담

원을 해놓은 상태라 한다. 각 IDC 후보생들과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더블 탱크와 40, 80 큐빅 디코 탱크도 개인 당 4

텍 다이빙 교육과

두 번째 IDC의 선전을 기대

개 이상 사용이 가능하게 충분히 준비하였다.

해 본다.

그리고 시설뿐만이 아니라 “디퍼 다이브”의 교육을 전담하는 스탭 강사들

사진은 좌로부터 박주설,

은 모두 장태한 강사에게 텍 트라이믹스 교육까지 이수하였고 자신의 스킬

신희종, 김종훈, 정현, 장태

과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워크 샵을 통한 텍 다이빙

한, PADI IE 평가관, 전다영,

을 실시하고 있다.

오아영(통역), 이용택, 정혁

이러한 “디퍼 다이브”의 노력의 성과로써 벌써 24명의 텍 다이빙 교육생을

강사 후보생이다.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텍 다이빙 교육을 활성화하여 텍 다이빙 교
육의 메카로서 그리고 텍 다이빙을 펀 다이빙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
의 건승을 기원한다.

마린하우스

■ 단체손님과 장기교육생들을 위한 숙소 완공
기존 게스트 룸 13개와 전
용 교육장 2개를 가지고 있
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
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
육생 수와 다이버들을 보다
편안히 모시고자 단체 손
님들과 장기로 숙박을 하며
교육을 받는 다이브 마스터
교육생이나 강사 후보생들
을 위한 숙소를 완공하였다.
시설은 기존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객실 수준으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며 조용한 바이오 필터의 고급 건강 에어컨 시설에 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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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샤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침대는 2층 침대가 3세트 배치되어 있어 총 6명의 인원이 편안히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나 침대 매트리스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인테
리어 가구 회사인 “만다위 폼”이라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세
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앞으로 “디퍼 다이브”의 강사 후보생들이나 장기 교육생들의 더욱 효과적
인 교육을 기대해본다.

DAN Asia Pacific 소식
■ Seminar for Diving Doctors : Diving Medicine for Divers
• 장소
1) 광주광역시
날짜 : 2013년 12월 14일(토) 오후 14:00 ~ 18:00
장소 :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65-1, 첨단종합병원 8층 세미나실
2) 서울특별시
날짜 : 2013년 12월 15일(일) AM 10:00 ~ 14:3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4-8, Mares Korea 세미나실
3) 대구광역시
날짜 : 2013년 12월 21일(토) PM 16:00 ~ 20:30
장소 : 대구시 북구 노원동 59-15, 코리아 다이브 칼리지 2층
• 주관 : DAN Asia Pacific Korean Coordinator
• 주제
1) Who is DAN
2) Diving Medicine for Divers level 1
3) Diving Medicine for Divers level 2 : Decompression illness/Barotrauma
4) Discussion
• 참가자격 : 스쿠바다이버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 치과의사
• 참가비 : 50,000원(세미나 비용 / 교재 / 식사(짜장면, 짬뽕 중 택일) /
자격증(이수증) 신청비 등)
• 추가비용 : DAN 멤버쉽 가입비(약 70 호주 달러, 신용카드 내역 기재)
• 연락처 : 강영천 010-4500-9113 (Diver Hotline) / DAN A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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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제8회 양천구청장배 생활 체육 합기도 대회
EFR 강사들의 활약
지난 10월 27일 제13회 생활체육 부천시장배 합기도 대회에서 EFR 강사들
이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부천시장배 합기도 대회는 약 3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한 대회였는데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EFR 강사인 최
필관, 이상일, 김동국 강사는 본 대회에 참여한 약 400여 명의 선수들의 응
급처치를 담당하였으며 부상 선수에게 2차 처치를 실시함으로써 대회를 지
원하였다. 다행히 대회 중 큰 부상은 없었고 합기도 선수들이 발로 차거나
꺾고 던질 때 혹은 낙법을 하면서 약간의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
압박붕대 감기나 스포츠파스를 뿌려주는 2차 처치 위주의 활동을 하였는
데 대회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한 강사들은 현재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거나
합기도 선수로 활동 중이기에 시합도중 다친 선수들을 더욱 빠르게 파악할

전국 합기도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난 4회 대회부터 시합장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

EFR 강사 최필관 합기도 관장은 앞으

었다고 한다. 아울러 본 대회에서 활약한 강사진 중 EFR 강사이자 PADI 다

로 열리는 모든 합기도 대회에 EFR을

이브마스터인 김동국 강사는 구청장 감사장을 받았으며 최필관, 김동국, 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11월 30일에는

광진, 원채민(PADI MSD 다이버인 / 합기도 선수)은 부천시장 표창장을 받

신광진, 이광일 강사와 합동으로 약 30

았다고 한다.

명의 EFR 교육을 양천구 신정동 소재
최필관 관장의 체육관에서 할 예정이
라고 한다.
• 일시 : 2013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
 울 양천 구민회관에서 열린 제 8회 양천구청장배 전국 합기도
• 장소 : 서
대회

PADI Go Pro - 11월 6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지난 11월 6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찾아 스포츠
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Go Pro Night를 개최하였다.
생활체육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더불어 PADI 프
로페셔널로서의 활동방향 및 글로벌한 진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설계 중인 학생들과 양방향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건설적인 세미나
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집트 후루가다에서 다이브 리조트 매니저로 활
동 중인 이승혜 강사님과 Face Time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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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신 강정훈, 위영원, 김진관, 황진훈, 김시광, 이호빈, 임용우, 임호섭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 스텝 일동 및 울진 잠수 권두용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레스큐 워크샵 – 2013년 10월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PADI 멤버들을 위한 레스큐 워크숍을 울
진 해양레포츠 센터에서 지난 10월 26일 실시하였다.
이번 레스큐 워크숍의 주목적은 다음과 같다.
• PADI 강사들의 레스큐 시범 스킬 향상으로 자신감 키우기
•	수면에서 포켓 마스크를 사용하여 구조 호흡 시범하기와 구강 대 구강
구조 호흡 시범하기
욱 실질적인 세미나가 되었다.

• 구조 호흡 중 다양한 타입의 장비 제거를 시범하기

앞으로 PADI 한국 지역 매니저인 김부경 그리고 지역 컨설턴트인 김산 씨
는 이러한 세미나를 희망하는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의 요청이 있
다면 적극적인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 일시 : 2013년 11월 6일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 참가인원 : 16명

PADI 강사 시험
2013년 10월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에서, 지난 10월 25~27일
에 걸쳐 PADI 강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채성군, 김상연, 황우상, 안성현, 김은지, 고재량, 고
재성, 곽용석, 김세진, 이재호, 이완섭, 현재호, Reeba Critse, Kostyantyn
Kostin, 송기태, 김명서, 유보선, 전수배, 신천호, 권혁재, 권정무, 김우성,
이시형, 박전희, 최정현, 이정환 총 27명의 강사 후보생들과 3명의 PADI
CDTC 후보생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진행 및 평가
는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담당하였다.

이번 레스큐 워크숍 진행은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담당하였으며,
황우상, 안성현, 김은지, 고재량, 고재성, 송기태, 김명서, 유보선, 전수배, 신
천호, 권혁재, Critser Reeba, 김우성, 이시형, 최정연, 박준희, 곽영석, 김세
진, 이재호, 이완섭, 현재호, 최규대, 권정무, 김산연, 채성군 총 25명이 참
가하였고, 앞으로 실질적이고 안전한 PADI 레스큐 코스 강습을 다이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
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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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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ARA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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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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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대표 이훈선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031-708-6967 / www.kupva.com /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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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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소식
2014년도 딜러 & 다이브 프로페셔널 갱신 안내

2013 DEMA SHOW 참석

다가오는 2014년, 다이브 리더의 활동성·비활동성 지위 유지를 위해 각

2013년 11월 6~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딜러,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IT/IC의 등록 및 갱신을 실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중 장비 전시회인 DEMA 쇼가 개최되

시한다. 등록 및 갱신서류는 각 딜러에게 일괄 우편으로 송부되었으며, 필

었다. SSI Korea에서는 이신우 동아시아지역담당관과 SSI TXR 유재철 트레

요한 경우 본부로 문의하면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등록 및 갱신은 SSI

이너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신우 지역 담당관은 SSI 부스에서 SSI를 대표

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서류는 본인과 대표자의 서명

하여 각국 지역 대표들과 함께, SSI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각국 지

이 필히 첨부되어야 한다. 조기 갱신 신청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역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SSI는 DEMA

며, 만약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 할인 적용이 되지 않으므

SHOW 참석과 마케팅을 통해 보다 더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더불

로, 기간 내에 갱신을 부탁드린다.

어, SSI의 세계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년회 안내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힘찬 2014년을 맞이하기 위해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2013년 활동 보고와 신규 딜러,
리더 소개 및 신규 사업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란다. 원활한 좌석 배정과 기념품 준비를 위하여 각 딜러에
서는 참석인원을 체크하시어 12월 20일까지 본부로 명단접수를 부탁드리
며,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추후 메일과 유선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ITD 세미나 참석
지난 10월 14~22일까지

DRT SHOW 참가

미국 콜로라도 포트 콜린

12월 13~15일까지 홍콩에

스에 위치한 SSI 미국 본

서 다이빙 리조트 여행 엑

부에서 SSI 인스트럭터 트

스포(Diving Resort Travel

레이닝 디렉터 세미나가

Expo)가 개최된다. DRT

있었다. 일주일 동안 진행

SHOW는 세계 다이빙 시

된 이 세미나에는 이신우

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언어권 시장에서의 매우 큰 규모를

동아시아 담당관이 참가

가진 행사이다.

하였으며, SSI의 교육 품질 향상과 더불어 학습, 교육 및 협력 등 전반적인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언어권 시장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나아가 SSI의 놀라운

장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권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큰 가파른 상승세를 보

성장과 질적 향상을 축하하며, 업계를 리드해 가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이고 있다.

기약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SSI 동아시아 지역 및 미크로네시아 지역을 더

이번 DRT SHOW에는 SSI 본사의 지원을 받아 SSI의 이신우 동아시아 & 미

많은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로네시아 지역 담당관이 참여하여, SSI의 진취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행사

기회가 되었다.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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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코스 진행

계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다이빙 활동과 마케팅을 위
해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약 일주일간 Freediving HQ Philippines에서 Mike Wells
의 주관으로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코스에는 프
리다이빙 한국 챔피언인 김동하 SSI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와 태국 빅블

영화배우 예지원 다이버 자격증 취득

루 다이빙 센터의 Flavia

SBS 정글의 법칙 출연자 영화배우 예지원씨가 SS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Eberhard 인스트럭터가

취득하였다. 지난 9~10월 동안 수작코리아 박윤철 대표를 통해 스쿠버 교

참여하였으며, 통역 및 코

육이 이뤄졌으며, 강원도 청간정 리조트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SSI에서는

스 진행에는 이신우 동아

많은 연예인들의 활발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스쿠

시아 담당관이 도움을 주

버 다이빙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예인 다이버의 양성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었다. 코스는 성공리에 마

지원할 예정이다.

쳤으며, 특히 이번 코스는
한국인 최초의 프리다이빙
트레이너가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SSI 프리다이빙 레벨업 코스
지난 9월 29일 ~ 10월 3
일까지 Freediving HQ
Philippines에서 Mike
Wells의 주관으로 프리다
이빙 인스트럭터 레벨 업

영화배우 장동직 인스트럭터 자격증 취득

코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영화배우 장동직씨가 필리핀 보니또 아일랜드(대표 : 김태훈)에서 SSI 스쿠

코스에는 레벨 1 인스트럭

버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장동직 인스트럭터는 8월말부터 필리핀

터 임정택, 정은지, 레벨 2

보니또 아일랜드에서 김태훈 평가관의 주관하에 인스트럭터 과정이 이루어

인스트럭터 정현권 인스트

졌으며, “특히 수영과 입영 등 수중 적응력 평가에서는 수영선수 수준의 기

럭터가 참여하였으며, 스

록을 세워 당당히 평가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만능 스포츠맨 장동직 인스

텝은 Alana Caskey Wells와 Flavia Eberhard, 김동하 인스트럭터가 참여하

트럭터는 스쿠버 다이빙뿐 아니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에서도 전문가

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SSI에서는 프리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KBS 드라마 '포세이돈'에서 해경특공대 팀장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역을 연기한 인연으로 해양경찰청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그는 스쿠버
다이빙 인스트럭터 자격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계

SSI JAPAN 프리다이빙 교육 진행

획이라고 하며, SSI 또한 많은

지난 10월 6~10일까지 SSI JAPAN의 초청으로 미야케지마에서 프리다이

연예인의 활발한 스쿠버 다이

빙 교육이 이뤄졌다. SSI JAPAN과 SSI 동아시아 지역 이신우 담당관과 정

빙 활동을 기대해보며, 앞으로

은지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코스에는 HEAD

도 스쿠버 다이빙계의 활성화

SLAP 다이브 센터의 YOSHIMI KAWASHITA, MINKY DIVINGSCHOOL의

를 위해 연예인 다이버의 양

HARUKA IWAO, San Mare 다이브 센터의 KAZUYA MITSUNAGA, Beyond

성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the Reef 다이브 센터의 YUTAKA TAKAGAKI, Tokyo Diving Center의

할 예정이다.

KENJI KASUYA, 일본 각 지역에서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는 총 4명의 SSI
트레이너와 1명의 인스트
럭터가 참가하였다. 이론

11월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부터 해양실습까지의 모든

2013년 11월 1일 이신우 평가관의 주관으

과정을 다루었고, 특히나

로 인스트럭터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

코스 중에는 미쿠라지마에

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김석호 다이브 프

서의 돌고래와 프리다이빙

로가 참여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

이라는 특별한 진행으로

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구성되었다. SSI에서는 업

SSI 프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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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각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내용이므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2013년 9월 11일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
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스쿠버월드(김규호 트레
이너)에서 홍지영, 김창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
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

- 대표 : 김석호

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

- 전화 : 033-631-1565

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 인터넷 : www.bongposdr.co.kr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10월 12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 신규 다이브가이드
9월 8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김형희 다이브가이드

2013년 10월 12일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

9월 13일	문희수 다이브 아카데미 문희수 트레이너 주관 양준, 박세찬,

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바다의 꿈(이기훈 트레이

		

문명규, 신용만 다이브가이드

너)에서 이대성 후보생이, 스

9월 13일 스쿠버원 이영훈 인스트럭터 주관 김용석 다이브가이드

쿠버원(전영조 트레이너)에서

9월 24일	아쿠아시스템 천동혁 인스트럭터 주관 김태균, 배승환, 이현미,

조창민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

박인경 다이브가이드
9월 24일	제주바다하늘 김선일 인스트럭터 주관 양영균, 신용철 다이브가
이드

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10월 3일 네모선장 고영식 트레이너 주관 강호준 다이브가이드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

10월 16일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인스트럭터 주관 김용택 다이브가이드

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

10월 20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음영배, 황영길 다이브가이드

조와 도움을 준 울진 해양레
포츠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한다.

9월 15일	팀보니또 김태훈 평가관 주관 윤태혁, 장동직 다이브 컨트롤 스
페셜리스트

10월 20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9월 16일	스쿠버원 전영조 트레이너 주관 김종철, 김성춘, 백승호, 조창민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10월 20일 제주 스쿠버라이프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10월 5일 CJ 네모 고대훈 트레이너 주관 정인용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스쿠버라이프(김원국 트레이너)

11월 4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박정민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

에서 권병규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리스트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에게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

9월 15일 스쿠버라이프 김원국 트레이너 주관 백형철 인스트럭터

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

9월 29일 CJ네모 고대훈 트레이너 주관 마정수, 문원규, 조명환 인스트럭터

움을 준 스쿠버라이프에 감사의 말을

10월 12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김동균, 김진구 인스트럭터

전한다.

10월 25일J-DIVER 정준상 트레이너 주관 이민용 인스트럭터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10월 7일 H.J.S 다이빙 스쿨 허정수 인스트럭터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봉포다이빙 리조트가 SSI 신규 딜러로 등록하였다.

11월 4일 다이브파크 손주은 인스트럭터

다양한 수심에서 즐길 수 있는 12여 개의 다이빙 포인트와 잘 갖춰진 보트

11월 4일 바다의 꿈 이재욱 인스트럭터

다이빙, 비치 다이빙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이

11월 6일 아쿠아시스템 구자준 인스트럭터

며, 교육과정은 SSI 전 다이버 과정을 교육한다.

11월 7일 씨엔씨 인터내셔널 송광철 인스트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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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P C

블루샤크제주

(Digital Eco Photo Club)

•제주도내 전포인트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및 스쿠버 교육 전문
•주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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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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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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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소식

실시 사항

강원대학교 IDC/IEC 실시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지난 2013년 10월 10~23일까지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져 스포
츠센터(남용주 트레이너)에서 강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

사개발과정(IDC)을 진행하였다.

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과정에 참석한 한재순, 설동
일 강사 후보생들은 2주간의 체
강사 평가 완료 후

계적인 SDI교육 과정을 모두 이

수하였으며, 24일 정홍덕 트레이너(청수 다이빙리조트)의 평가에 모두 합격
하였다. 평가에 합격한 신규 강사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2013 강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DiveRite 백마운트 BC (VoyagerPac)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TDI.ERDI KOREA에서는 강사님들에게 보답하고
자 2006년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플러스)를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OMS 테크니컬 BC 세트를, 2009년과 2010년에는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트리오), 2011년에는 사이드마운트 호흡기와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스테이지 장착세트, 2012년에는 LED 라이트를 무상으로 지급 또는 할인 판
매하였다.

■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3년 11월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와 ISCP 계약
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
로 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
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강사 마일리지 상품(DiveRite 호흡기 SET)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
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김덕만, 김찬희 강사
054-781-5115
2012년 강사 마일리지 상품
(Watershot LED Light)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3년에도 또다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님들이 발급하신 다이버 자격증의 숫자에 따라 혜
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행사 내용은 2012년 10월1일 ~ 2013년 9월30일까지 등급에 관계 없이 (등
록일 기준)60명 이상의 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한 SDI.TDI.ERDI 강사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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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이트(Dive Rite)사의 백마운트형 BCD인 Voyager PAC(105만원 상당)
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다이브마스터 및 강사 발급은 제외)

DEMA Show 참관

자격증 발급 실적이 60명 미만인 강사들은 발급 숫자에 따라 마일리지를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6일(수)~9일(토)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개

적용하여 할인 판매한다.

최되는 DEMA Show에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

예) BCD 할인판매가격(60만원) - 자격증발급실적*1만원

육, 여행 등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나이

- 10명 발급한 경우 500,000

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다이

- 20명 발급한 경우 400,000

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

- 60명 이상 발급한 경우: 무상 지급

류를 하고 있다.

강사별 자격증 발급 현황은 강사코너(Member Services)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본 행사는 2014년 강사 갱신을 하는 SDI.TDI.ERDI 강사에 한하며 2013

2013년 2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니, 2014년 강사 갱신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9일(토)~17일(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

신청하면 된다.

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
보이저팩(VoyagerPac)은 유선형의

시한다. 이번 원정에는 홍콩 본부의

백마운트 방식 BCD로 BCD 자체가

Andy 트레이너와 소속 강사들이 교

탱크의 무게를 지지하는 구조로 수평

육에 참가하여 또 한번 국내의 테크

트림을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

니컬 다이빙을 해외에 전달하고 국가

다. 360도 도넛 윙으로 다이버가 표

간의 다이빙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면에 떠 있는 동안 공기를 주입하여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 자세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보이저팩(VoyagerPac)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오랜 동안 검증된
트랜스팩 하네스와 보이저 EXP 윙
으로 구성되었으며 테크니컬 다이빙
2013년 강사 마일리지 상품
(DiveRite VoyagerPac)

BCD에 사용되는 헤비 듀티 210 데니
어(denier) 나일론 라미네이팅 블래더
재질로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었으며

또한 매우 가볍고 공기를 배출하면 부피가 최소화되어 여행하기에 적합하
도록 설계되었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자격증 발
급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동시에 소속강사들에게 테크니컬 다이빙용 장비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12월 7일(토)~15일(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조트(최경호 강사, 소유경 트레이너)에서 Extended Range Diver과정 및
Advanced Trimix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Advanced Trimix과정은 수심 100미
터를 넘지 않는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
고 Nitrox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체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들을 무상 또는 특가에 제공함으로써 테크니컬 다이빙의 보급을 촉진하고
자 한다.

예정 사항

국제 본부 회의(GSM) 참석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2일(토)~5일(화)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국
제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 본부 회의(Global Sales Meeting)에 참가할 예
정이다. 국제 본부 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지역 본부 대표들이 참석하여
2013년 활동 사항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신규 국제 업무 사항들에 대하
여 논의할 예정이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360쪽·값 12,000원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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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라이프 세이버 워크샵 개최

새로 등록된 다이브 센터는 다음과 같다.

BSAC Korea는 새로운 SDC(기술발전과정)로써 Lifesaver 과정을 선보였다.

• 아야진 리조트(대표 이선행) : 강원도 고성 아야진

BLS와 레스큐 교육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이번 Lifesaver 과정은 기존의 스

• 바다소리 다이브 센터(윤상선강사) : 필리핀 세부 막탄

포츠 다이버 등급에서 배우게 되는 레스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

• SEA & BLUE DIVE RESORT(조덕희강사) : 필리핀 세부 막탄

으며,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스포츠 다이버의 해당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세부 오션비치 클럽(최우집강사) : 필리핀 세부 보고시티
• 코바 다이빙 스쿨(김윤석트레이너) : 제주도 제주시

강사대상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과정 및 워크숍
지난 2013년 10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금진항의 고고고 리조트
(BSAC 센터, 이종도 강사)에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콤바인드 나이트록스 및
기체 블랜딩 과정이 개최되었다. 이영훈 강사 및 심상선, 박진환, 최진혁 님
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스탭(강사)으로는 서동균, 최우집, 간영훈, 김갑수,
이민수, 이행식 님 등이 참가하여 도움을 주었다.

BSAC Korea는 새로 출시한 이번 과정의 보급을 위하여 우선 강사와 트레
이너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9월 15일(청주), 10월 10일(본부),
10월 17일(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 이후에도 지역적으로
등록 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시 수시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센터 등록

BSAC 컨퍼런스 참가 및 영국본부 방문

BSAC Korea 신규 센터가 등록되었다.

지난 10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영국의 버밍햄에서 진행된 BSAC 다
아야진 리조트

이빙 사무관 컨퍼런스(Diving Officers Conference)와 버밍험 다이빙 전시
회에 BSAC Korea의 박종섭 본부장과 김기운 트레이너가 방문하였다. 26
일 저녁에는 BSAC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이 진행되었으며, 이 만찬
은 BSAC 브랜치로 가장 먼저 등록된 런던다이브 클럽(BSAC Branch No.1)
의 초청 및 주관으로 진행되었
다.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영국의 엘리스미어 포트에 있는

세부 비치 클럽

BSAC 본부에 방문하여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의 업무 소개
를 위한 브리핑이 있었다. 또한,
본부 사무 및 운영을 관장하는
Mary Tetley 사장(CEO) 및 임원
들과의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바다소리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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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BSAC Japan의 회

장 및 몇몇 센터장들이 함께했으며, 방문자 모두에게 Mary Tetley 사장이

2013 BSAC 송년회 개최 안내

수여하는 60주년 기념 인증서를 받았다.
오는 2013년 12월 11일 오후 7시 서울 양재동의 ‘교육문화회관’에서 BSAC
송년회를 진행한다.

강사교육평가
지난 11월 8~10일에 강원도 금진항

•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오후 7시

의 고고고 리조트에서 오픈워터 인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교육문화회관

스트럭 평가가 진행되었다. 김수환,

• 예약 : 2013년 12월 2일까지(전화 : 1899-0231)

정태진 강사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 행사 내용

마무리되었으며, 박종섭 평가관, 김

- 2013년 경과보고 및 2014 계획

기운 트레이너, 서동균 트레이너 등

- 신규강사 및 트레이너 소개

스탭으로 도움을 주었다.

- 안전과 구조 매뉴얼 출판 기념식
- 제6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인증서 수여

- 최우수 센터 및 강사 시상

지난 6월 4~7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된 BSAC의 최고 등급인 내셔날 인스트
럭터 과정과 함께 진행된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에 대한 인증서가 수
여되었다. 인증서를 수여 받은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는 권천중, 김기운, 김
미성, 김용식, 이진영, 정상근 님이다.
BSAC의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는
BSAC의 다이버 등급 중 최고 상위 등
급이며 강사 최고 등급인 내셔날 인스
트럭터가 되기 위한 사전 조건이기도
하다. 다음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은 2014년 9월 말경 개최될 예정이다.

대학생 강사과정 개최 공지
대학(대학원)생 신분으로서 BSAC 강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를 모집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대상의 강사교육으로써, 대학생들의 강사
교육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체 참가비(교육비)에 대한 일부 장학 혜
택을 주는 행사이다.
BSAC KOREA는 활기찬 대학 출신의 젊은 강사를 배출함으로써, BSAC의
장기적인 활동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학생 강사 과
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대학생 강사과정은 매년에 2회(여름방학, 겨울 방학)에 걸쳐 본부 주관으로

제6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공지

시행하고 있다.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

• 일시 : 2014년 1월 2~9일

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 장소 : AQUANAUT 다이브 센터(청주)

올해로 6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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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수 : 접사 2작품, 광각 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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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아이스 다이빙 안내

이번 행사는 정규 강사평가 과정으로 매년 4회의 정규 오픈워터 인스트럭
터 평가 과정을 사전 공지하여 진행하는 행사이다. 평가 과정에 참가하려면
오는 2014년 1월 17~18

사전에 기본과정과 해양과정을 마쳐야 한다.

일 아이스 다이빙을 개
최한다. 아이스 다이빙은

• 참가자격 : IFC(기본과정) 및 OWIC(해양과정)을 수료한 자

현재 오션다이버 이상으

• 장 소 :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MB 오션블루

로 드라이슈트 교육을 이

• 일 시 : 2013년 2월 14일(금)~16일(일)

수한 다이버와 강사들을

• 문 의 : BSAC Korea 트레이너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
이다.
아이스 다이빙 과정은
‘얼음 밑’이라는 독특한
환경에 대한 재미뿐 아니
라, 참가자들이 함께 얼
음을 깨고 서로 역할분담
을 해가며 공동체로써 다
이빙을 진행하는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겨울
철 다이빙이 주는 즐거움
이기도 하다.
• 기간 : 2010년 1월 17일(금) - 이론, 18일(토) - 실기

미크로네시아 축(CHUUK) 합동투어 안내

• 대상 : BSAC 오션 다이버 이상(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

오는 2월 18~25일까지 미크로네시아의 축(트럭)으로 합동 다이빙투어를
진행한다. 매우 맑은 시야와 함께 2차대전 격전지로써 많은 난파선으로 인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공지

하여 세계적으로 난파선 다이빙의 천국으로 알려졌다.

BSAC 트레이너 워크샵이 필리핀에서 2014년 2월 8~12일까지 개최된다.

• 장소 : 미크로네시아 축 라군

트레이너 워크샵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

• 일시 : 2014년 2월 18일~25일

지는 과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BSAC
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강사들을 대상으
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정에 참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
(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IFC)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
며 각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이너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다.

로그북(바다일기)
My Marine Log
값 10,000원

정규 강사평가과정 개최 공지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BSAC KOREA는 오는 2014년 2월 14~16일까지 정규 강사평가과정(IE)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

개최한다.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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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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소식
회장 취임식 및 잠수인의 밤 개최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2013년 하반기부터 전문지식 및 실무경
험에 입각한 최상의 응급처치 지도자와 일반인을 양성하기 위해 응급상황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2013년 11월 21일 해군호텔에서 회장 취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지도자 양성과정 감독관

임식과 잠수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200명 정도가 참석하여 한

및 교육관 워크숍ㅛ’을 2013년 10월 8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백성덕 응급구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안전한 다이빙 문화를 정착을 위해 우의를 다

조사를 초빙하여 교육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교재 및 지도자 교본,

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박천주 회장의 취임식도 겸하여 진행한다.

PPT 활용법과 평가기준, 실습 등을 교육하였다.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감독관 및 교육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 시 간 :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해군호텔(대방동)

감독관 - MI 교환 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오용택 감독관은 지난 10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지 MI 교환 지도자 양성

중급과정 일반교재 출판 안내

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오용택 감독관 지도하에 김성배 교육관이 울진
과 서울에서 협회 행정,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오랜 시간 준비 작업을 거쳐 KUDA 중급과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지도자 교환과정에는 김백근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

정 잠수이론과 실기교재를 2013년 11월 중순경에 출판하여 지도자에게 보

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와 함께 지도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급할 예정이다. 교재에는 중급과정 실기내용과 전문잠수 8개 과목이 수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출판일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응급처치 과정 지도자 교본 및 일반교재 출판 안내

감독관 - 초급, 중급지도자 양성과정
김복식, 홍성훈, 이승원 감독관이 지난 10월과 11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
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김복식, 홍성훈, 이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오랜 시간 준비 작업을 거쳐 KUDA 응급처

승원 감독관이 세미나실, 거제·부산 및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

치 과정 일반교재 및 지도자 교본을 2013년 11월경 출판할 예정이다. 교재

면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도자 교

에는 응급처치 과정에 대한 지식과 강의에 필요한 PPT가 수록되었으며, 자

육에는 신영호, 곽준섭, 민정원, 박창용 등 예

세한 출판일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비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고, 우수한 성적
으로 수료와 함께 평가과정을 통과 후 지도
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관 양성과정 안내
본 협회 기술/평가위원회는 2013년 11~12월 중 교육관 양성과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란다.

교육관 -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한대희, 김성배 교육관이 지난 10, 11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지 초급, 중

• 자 격 : MI 자격증 소지자

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오용택, 김복식 감독관 지도하에

• 문 의 : 사무국(02-425-5800)

한대희, 김성배 교육관이 울진, 부산, 세미나실과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
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이수하였으
며, 지도자 교육에는 송봉주, 김용래, 강민종

응급처치 지도자 양성과정 감독관 및 교육관 워크샵

예비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고 우수한 성
적으로 수료와 함께 평가과정을 통과 후 지
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구조 전문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지난 10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구조잠수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김복식 감독관이 지도하에 강의실과 수영장, 해양에서 이론과 실습
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이수하였으며, 구조잠수 지도자 교육에는
조화춘, 이강철, 김근영, 전형배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구조잠수 지도
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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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전문가, 나이트록스 전문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사)한국잠수협회 고흥지부(김석호 지부장)는 고흥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고흥바다 가꾸기 일환으로 녹동항 수중쓰레기 및 불가사리 포획 활동을 매

10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장비전문가, 나이트록스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

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24번째 맞는 녹동한 수중정화대회를 개최하였으

시하였다. 교육은 김복식, 홍성훈 감독관 지도하에 강의실과 해왕잠수에서

며, 협회에서 유대수 부회장과 서영호 관리이사, 홍성훈 사무국장이 행사장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과정과 장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

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하였다. 장비전문가, 나이트록스 지도자 교육에는 최상림, 최정구, 조화춘,

거제시지부 - 거제시지부장 취임식 및 발대식

이강철, 김근영, 전형배, 김엽주, 장희재, 권윤준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구조잠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가을의 기운이 가득한 2013년 9월 29일 일요일 오전 지부 현판식과 함께
한국잠수협회 거제시지부가 탄생하였다.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의 해변에서
한국잠수협회 유대수 부회장과 서영호 관리이사, 오용택 교육위원장, 김복

수중자연보호위원회 3/4분기 활동

식, 임봉우, 김병선, 이병찬, 홍성훈 감독관, 한대희 교육관 외 잠수협회 회

13년 3/4분기는 1분기 동해안 고성으로부터 2분기 양양 3분기 울진 4분기

원, 전중완 지도자 외 잠수협회 회원, 수원지부, 그리고 다수의 협회 지도자

의 거제 남해안까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먼저 간성에서의 지난 6

와 회원들, 그리고 거제시 해양조선관광 국장 황정재, 거제소방서 예방대응

월 이병찬 감독관을 비롯 박병수 지도자, 부철훈 지도자 등은 수업에 외래

과장 조백수, 한수연 회장 김등식 등 내외 귀빈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

교수로 참가하여 지도하면서 잠수협회의 정신을 서울시립대학교 수중자연

한 가운데 발대식을 하고 거제시지부의 탄생을 알렸다.

보호 봉사대에 안으로는 기술의 습득과 숙달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사회봉
사활동인 수중자연보호 행사를 하였다. 또한, 강원관광대는 수십 년 지속적
으로 수중봉사대를 운영 협회로부터 대학 지도교수를 공로패도 수상하였
다. 강원관광대 레저스포츠과를 졸업한 그들은 졸업 이후 여러 단체의 지도
자를 수십 명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젠 수중자연보호의 각자의 슬로
건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바다에서 별을 따기”라던지 많은 실재적인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8월에는 양양의 대표이자 본 협회의 조성진 Mi
지도자는 리조트를 운영하며 대학수업을 주관하는 외래교수로 새로운 레저
스포츠 예비 지도자들에게 협회의 수중자연보호 봉사정신을 심어주는데 주
력하고 주변 항들의 쓰레기 제거와 폐그물을 수거하는 지역의 수중보호 환
경운동을 실천하며 한림대 수업에서의 자연보호정신을 고취하며 활동하고

거제시지부 - 수산업 조합원 다이빙 교육

있다. 지난 8월에는 춘천의 박진석 감독관은 춘천에 동호회 회원들과 군과

(사)한국잠수협회 거제시지부(윤인식 지부장)는 지부 발대식을 기념하고 지

의 수입상 등을 연계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내며 수중자연보호봉사활동을

역사회와 함께하는 일환으로 거제 수산업 협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스쿠버

하며, 회원들의 다이빙 문화의 인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여 큰 박수갈채와 상호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후 9월 28일은 거제
시에 지부를 창단하는
것을 계기로 남해안
수중봉사활동을 이승
원 감독관을 중심으로
잠수협회 수중자연보
호 위원회가 남해안을
집중할 것으로 지역적
검점의 기반을 만드는
쾌거를 거두었다.

고흥지부 - 제24회 녹동항 수정정화대회 개최

구리남양주지부 - 한강수중정화활동
(사)한국잠수협회 구리·남양주 지부(김재원 지부장)는 한강 일원에서 3/4
분기 한강수중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수중에 있는 각종
쓰레기와 더불어 육상 한강
보호활동도 함께 전개하여
한강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큰 박수와 함께 협회 위상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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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소식
PSAI Public Safety Diver Level2
Fundamentals for the PSD Diver
한글판 교재 출시
PSAI KOREA에서 Public Safety Diver Level2 - Fundamentals for the
PSD Diver 한글판 교재가 출시되었다. PSAI Public Safety Diver Level2
- Fundamentals for the PSD Diver
교재는 총 26장으로 PSD 일반 절
차 및 탐색절차, PSD 장비, PSD 다
이버의 위험성 등 공공 안전 잠수
의 기초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
명된 교재이다. PSAI KOREA에서는
강사 및 다이버들에게 Public Safety
Diver Level2 - Fundamentals for
the PSD Diver 교육을 보급할 수 있
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교재 구입
문의는 각 퍼실리티 및 PSAIKOREA
본부로 연락 바란다.
• 저자 : Andrew Capps
• ISBN : 978-89-97068-31-9 (00690)

경찰청 과학 수사대
“수중과학수사기법 PSD(Public Safety Diver)”
교육
PSAI KOREA에서는 10월 14~25일까지 경찰청 과학 수사대의 PSD 교육
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과학수사요원의 수중 사건 현장 감식 시 수
중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 수중 현장보존, 사진촬영, 증거물 채취 등을 체
계화하기 위함이며 12명의 과학 수사 요원 모두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

PSAI E.R.N & Trimix Lv.1 코스
PSAI KOREA에서는 9월 24~27일까지 4일간 ERN, TRIMIX, Nitrox Gas
Blending, Advanced Gas blending 과정에 대한 다이버 및 강사 교육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PSAI KOREA 골드 퍼실리티 “남애 스쿠버 리조트”
(대표 : 김정환)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
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이 끝난 후 모든 다이버들이 12월 필리핀 보홀에서 Trimix
Lv.1 ~ 3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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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SAI 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장원우 IT-1315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김정환 I-1312 Crossover / ICC - 이신학 IT
백대륙 I-1316 IQC - 신승용 IT, 최기원 I-1317 IQC - 심승용 IT
윤태용 I-1318 IQC - 신승용 IT, 유재근 I-1321 IQC - 장원우 IT
나성완 I-1322 IQC - 장원우 IT, 김영현 I-1323 IQC - 장원우 IT
김원식 I-1325 IQC - 장원우 IT, 김수영 I-1326 IQC - 장원우 IT
김재영 I-1327 IQC - 장원우 IT, 정창길 I-1328 IQC - 장원우 IT
김용중 I-1329 IQC - 이중현 IT, 권병관 I-1330 IQC - 이중현 IT
정복수 DM-1320 - 최승혁 IT

PSAI KOREA 공고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PSAI 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와 Trimix 레벨 3 다이버 과정과 Trimix
레벨 2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일시 : 2013년 12월 6~11일
• 장소 : 필리핀 세부 보홀 “보홀 수중세상(대표 : 김용선)”
• 사전 조건 :
다이버 과정 - PSAI AD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 단체 동등한 자격 이상
강사 과정 -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 이상, ERN 강사 이상, 75m 이상 로그 25회 로그자
자세한 문의는 PSAI KOREA HQ(02-817-419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PSAI KOREA 신년회
PSAI KOREA에서 2014년 PSAI 가족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을 만들고자 PSAI KOREA 신년
회를 개최한다.
• 일시 : 추후 결정(홈페이지 공지)
• 장소 : 추후 결정(홈페이지 공지)
• 대상 : 내빈 및 PSAI 가족

2014년 Professional 갱신
2014년 PSAI KOREA에 속한
Professional 갱신을 공지한다.
• 기한 : 2013년 12월 31일
• 대상 :	2013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
여 받은 모든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 마스터 및 퍼실리티
• 갱신 방법 : psaikorea.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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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소식
2013년 DEMA Show 참가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11월 6~9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
된 2013 DEMA Show에 참가하였다. PDIC-SEI의 CEO 탐리어드, 태디어스
바우든 이사, 아시아 담당 행정관 케빈 김, 유럽 본부요원들을 비롯한 수많
은 국제 지도자들이 참여하였
고 11월 8일에는 룸 S3204에
서 강사미팅을 가졌다. 눈부
시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PDIC-SEI의 모습을 한자리에
서 맞이하는 자리가 되었다.

PDIC 박영우 강사
대전동구의회 의장 표창 수여
지난 11월 3일 대청호에서는 수중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이 있었다. 이날 대
청호 억세밭 트레킹과 수중환경정화 및 유해 어류 퇴치를 행사를 진행하였

PDIC-텍 사이트마운트 리더쉽 세미나(2차)
PDIC 코리아에서는 지난 10월 19일, 국내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텍-사이드

다. 이날 30여 명의 다이버들은 보람된 자연보호 활동을 시행하였다. 이 가
운데 박영우 강사(PDIC.K2000931)는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에 많은 봉사활
동을 해온 가운데 그 공을 인정을 받아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다.

마운트 과정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부산 동의과학대 전용 잠수풀에서
개최된 이번 과정은 세부 포비다이버스 대표 한길형 CD를 지도강사로 초
빙하여 천재곤 강사트레이너(보홀 신천다이버스 대표)와 김성진 강사(고신
대학교)가 스텝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12월에 3차 세미나와 2014
년 정규 지도자과정을 통하여 PDIC-SEI 텍-스페셜티 프로그램을 국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3.2학기 한국해양대학교 스킨스쿠버Ⅰ 전공수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 스킨스쿠버1 전공수업
과정을 진행하였다. 해양레저스포츠 산
업의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공수
업 과정으로 한 학기 동안 매주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2014 New 강사 & 학생 매뉴얼 출시
- 참가자 : 김구IN, 김재경IN, 김학로IN, 박복룡TR, 박상원IN, 배봉수TR,
백인탁TR, 조영주IN, 최영일TR

2014 리더쉽 리뉴얼을 완료하신 지도
자들은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2014 맴버 스티커 및 짚업 점퍼 제작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4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맴버 스티커와 폴라폴
리스 점퍼를 새롭게 출시하였다. 한층 더 부드러우면서도 보온력을 겸비한
새로운 점퍼는 매서운 한겨울의 찬바람과 눈보라에도 그 진가를 발휘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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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픈워터 다이버 워크북 키트 Open Water Diver Homework

학교 해사대 / 해양구조 & 스포츠수영 과정(하-우)

Assignments
• 아이스 다이빙 강사 가이드 Ice Diving Instructor Guide
• 다이빙 콤폴트 강사 가이드 Diving Comfort Instructor Guide

PDIC-SEI 인터내셔널
2014년 맴버 리뉴얼 등록 시행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지도자과정 개최

PDIC-SEI 아시아에서는 2014년 인터내셔널 맴버 리뉴얼 등록을 11월 1일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3년 하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

되며 모든 맴버들에게 새롭게 개정된 매뉴얼 CD를 제공한다.

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지도자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특히 기간별 갱신 등록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

1. 수중촬영 지도자 과정 : 2013년 11월 16일(토)
2. DRAM & CPR-AED 지도자 과정 : 2013년 11월 29일(금)~30(토)
3. 텍-사이드마운트 지도자 과정(2차) : 2013년 12월 14일(토)~15(일)

PDIC KOREA 2014년 맴버
“홈커밍 리뉴얼” 행사 시행

PDIC-SEI 강사트레이너 2013 송년회 & 워크숍
강사 2014 신년회 & 워크숍

PDIC KOREA에서는 2013년 11월 1일

PDIC-SEI 코리아에서는 강사트레이너 맴버를 위한 2013 송년회 & 워크

위하여 모든 서비스 업무와 자격 발

숍을 12월 29일(일), 강사 맴버를 위한 2014 신년회 & 워크숍을 1월 24일

급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기념하여

(금)~25일(토) 개최한다. 2013년 사업보고와 2014년의 더욱 발전된 맴버 서

그동안 활동성 강사 리더쉽 맴버 등

비스와 우수한 지도자 양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정책 및 의견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의는 PDIC-SEI 한국본부로 연락 부탁드린다.

부터 그동안 미국 본부에서 관리되
어온 한국의 PDIC 강사들의 편의를

록을 하지 못한 지도자님들을 위하
여 “2014 PDIC 지도자 홈커밍” 행사를 시행한다.
문의는 PDIC ASIA-KOREA에 연락 부탁드린다.

YMCA응급처치운동본부
응급처치 & 심폐뇌소생술 강습회 개최

SEI 황두영 강사 다이빙 전용버스 제작

• 10월 17일, 24일, 11월 7일, 21일,
28일 : 서울사회복무센터 & 심층응
급처치과정(상-좌)
• 10월 30일 : 밝은세상안과 & CPR
& AED, 화재예방교육(상-우)
• 9월 2일 ~ 12월 9일 : 부산여자
대학교 아동스포츠학과 CPR & AED
전문안전지도자 과정(하-좌)

안산시 SEI DIVING 황두영 강사는 최선의 서비스와 편안한 다이빙 클럽활

• 9월 2일 ~ 12월 9일 : 동원과학기

동을 위하여 다이빙 전용버스를 제작하였다.

술대학 스포츠학부 / CPR & AED 전문
안전지도자 과정(하-우)

YMCA레저사업부
인명구조요원 및 수상안전 강습회 개최

STX-SEI 백상어스쿠버팀 행사 / 정기총회
• 2013년 10월 2~6일 : 해외(2차) 정기투어, 필리핀 아닐라오
• 2013년 12월 7일(토) 오후6시 : STX 백상어클럽 창립23주년 정기총회
(책임 지도자 : 정세홍 강사 트레이너 010-3860-0567)

• 10월 25일 ~ 12월 8일 : 해군6 전단
& 인명구조요원 자격과정(상-좌)
• 10월 27일 ~ 12월 1일 : 부산 & 경남
35기 / 인명구조요원 및 강사 자격과정
(상-우)
• 9월 2일 ~ 12월 13일 : 동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수상안전 & 구급 과정
(하-좌)
• 9월 6일 ~ 12월 13일 : 한국해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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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Updated Edition of Korean Sea Slugs
'한국후새류도감'(2006년)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50여 국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5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250
여 종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후새류도감'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글 고동범

【 개정판 한국산 후새류 목록(Updated List of Korean Sea Slugs) 】
Order 1 :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 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Order 2 : CEPHALASPIDEA 두순 목
2. Family Bullidae 두더지고둥 과
3. Family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4. Family Philinidae 갯달팽이고둥 과
5. Family Aglajidae 민챙이아재비 과
6. 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Order 3 : ANASPIDEA (무순 목 = 군소 목)
7. Family Aplysiidae 군소 과
Order 4 : SACOGLOSSA 낭설 목
8. Family Juliidae 이매패갯민숭붙이 과
9. Family Limapontiidae 꼭지갯민숭붙이 과
10. Family Hermaeidae 돌기갯민숭붙이 과
11. Family Plakobranchidae 날씬이갯민숭붙이 과(영명개칭)
Order 5 : UMBRACULOIDEA 산각 목
12. Family Tylodinidae 삿갓갯민숭붙이 과 (신칭)
Order 6 : PLEUROBRANCHOIDEA 배순 목 (영명개칭)

-“Sidegill Slugs”
13. 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Order 7 : NUDIBRANCHIA 나새 목
Suborder DORIDINA
Superfamily PHANEROBRANCHIA
14. Family Polyceridae 능선갯민숭이 과
(1)Subfamily Polycerinae
		
		 (2)Subfamily Triophinae
		 (3)Subfamily Nembrothinae
15. 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1)Genus Goniodoris
		
		(2)Genus Goniodoridella
		(3)Genus Ok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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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enus Trapania
		
		(5)Genus Lophodoris
16. Family Onchidorididae : 고무신갯민숭이 과
17. Family Gymnodorididae 비단결갯민숭이 과
Superfamily CRYPTOBRANCHIA
18. Family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 과
19. Family Cadlinidae 반점갯민숭달팽이 과 (신설과명)
20. Family Discodorididae 접시갯민숭달팽이 과 (신설과명)
21. Family Actinocyclidae 초가지붕갯민숭이 과
22. Family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 과
Superfamily POROSTOMATA
23. Family Dendrodorididae 수지갯민숭달팽이 과
24. Family Phyllidiidae 혹갯민숭이 과
Suborder ARMININA
25. Family Arminidae 줄무늬갯민숭이 과
26. Family Madrellidae 깃갯민숭이 과
27. Family Proctonotidae 버들잎갯민숭이 과 (영명개칭)
28. Family Dironidae 큰버들잎갯민숭이 과
Suborder DENDRONOTINA
29. Family Bornellidae 긴갯민숭이 과
30. Family Lomanotidae 쌍엽갯민숭이 과 (신칭)
31. Family Scyllaeidae 사슴갯민숭이 과
32. Family Tethydidae 잎갯민숭이 과
33. Family Tritoniidae 예쁜이갯민숭이 과
34. Family Dotidae 솔방울갯민숭이 과
Suborder AEOLIDINA
35. Family Flabellinidae 꼭지도롱이갯민숭이 과
36. Family Eubranchidae 작은도롱이갯민숭 과
37. Family Tergipedidae 도롱이갯민숭이 과
38. Family Babakinidae 구슬하늘소갯민숭이 과 (신설과명)
39. Family Facelinidae 하늘소갯민숭이 과 (영명개칭)
40. Family Aeolidiidae 큰도롱이갯민숭이 과

(3) Subfamily Nembrothinae
긴 몸통에 외투막 변두리는 퇴화되고 각이 져서 능선 형태를 이룬다. 위축 시킬 수 없는 아가미다발이 몸통 중간보다
약간 뒤에 두드러지고, 입 양옆에 구강돌기가 있고 촉각아래 부위에 움푹 들어간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064) Roboastra sp.
주둥이능선갯민숭이 (신칭)
Tambja의 subgroup에 속하는 종으로 다른 능선갯민숭이(Polycerid)류
를 잡아먹는다.
양쪽으로 홈이 파인 큰 구강돌기가 이 종의 특징이다.
녹색에 청색의 흐릿한 줄무늬가 가미된 체색에 구강촉수, 아가미다발 끝
부위는 청색이다.
•크 기 : 체장 25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Jeju Is.

•사 진 : 고동범

065) Tambja amakusana Baba, 1987
작은능선갯민숭이 (신칭)
연노랑, 녹색, 진갈색 등의 다양한 체색을 나타내며 등 면은 체색보다
연한 세로줄이나 점들이 있기도 한다. 촉각과 아가미다발 끝과 꼬리의
뒷부분은 연한 청색을 띤다.
•분 포 :	호주의 서태평양, 필리핀, 하와이, 일본, 한국 동해와 남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10mm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사 진 : 고동범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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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Tambja cf. amakusana
작은능선갯민숭이 (개칭)
체표는 황록색, 초록색을 띠며 세로주름이 있다. 촉각은 크고
높게 돌출하며 등 면 중앙에 잔가지를 친 아가미다발이 한 묶
음 돌출되어 있다.

T. amakusana에 비해 진한 청색이 촉각과 아가미다발에만 국
한되어 있지 않고 꼬리 끝에서 외투막 측면을 따라 앞쪽까지
연장되어 있다.
※	한국후새류도감 80쪽 ‘초록능선갯민숭이’는 본 종의 체색
을 대변치 못한다고 생각되어 ‘작은능선갯민숭이’로 개칭합
니다.
•크 기 : 체장 10mm
•촬영지 : 서귀포 문섬 –8m, -25m

Jeju Is.

•사 진 : 고동범, 엄미순

067) Tambja aurea Pola, Cervera & Gosliner, 2008
금빛능선갯민숭이 (신칭)
비교적 큰 종이며 유백색 체색에 등 면에는 앞뒤에 연분홍의
큰 반점, 연푸른색을 띤 두부에서 꼬리까지 7개의 자색 세로
띠, 분홍색의 촉각과 아가미돌기 등 화려한 체색을 띤다.
•분 포 :	서인도양, 제주도
•크 기 : 체장 50mm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30m

Jeju Is.

•사 진 : 김진수

068) Tambja morosa (Bergh, 1877)
용궁능선갯민숭이
큰 종에 해당하며 70mm까지 성장한다. 체색은 암녹색이나 암
청색에 두막과 족의 변두리는 청색 띠 형태를 보이고, 체표에
는 청색의 둥근 원 무늬가 있다. 촉각과 아가미다발은 체색과
동일하나 아가미다발의 외부는 하늘색을 띤다.
•분 포 :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뉴질랜드 북부,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40mm
•촬영지 : 서귀포시 성산 –20m
•사 진 : 김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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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Tambja sagamiana (Baba, 1955)
누렁점능선갯민숭이
푸른점능선갯민숭달팽이(Tambja aff. verconis)와 외형과 크기가
동일하나, 체색 배열이 반대로 청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둘린 누렁
반점이 특징이다.
•분 포 : 대만,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55mm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20m
•사 진 : 고동범

Jeju Is.

070) Tambja aff. verconis (Basedow & Hedley, 1905)
푸른점능선갯민숭이
체표는 갈색, 황갈색 등 변이가 많은 바탕에 검은색으로 둘
러진 청색반점이 산재하여 유사종인 누렁점능선갯민숭이
(T. sagamiana)와는 정반대의 색 배열에 연두색의 큼직한 아가미
다발을 보이며 이끼벌레를 섭식한다.
호주자연사박물관 의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북쪽에서 보고된 것
과 제주종이 적도를 넘어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놀랍다는 의견이다. 비록 외형은 같아 보이나 다른 종일 가능
성이 크기에 cf.를 aff.로 변경함.
•분 포 : 호주 남동과 뉴질랜드 북동의 온대해역, 일본
			 제주도
•크 기 : 체장 50~70mm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0m
•사 진 : 고동범, 좌동진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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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소형에서 중간크기로 외투막 가장자리는 많이 축소되어 있다. 형태는 가늘고 긴 타원형이며 외투막 상부에 불룩한
테두리가 둘려있거나 돌기를 갖는 종이 많다.

(1) Genus Goniodoris

071) Goniodoris felis Baba, 1949
고양이불꽃갯민숭이
등 면과 아가미다발은 유백색 또는 연갈색에 반점과 1~2쌍의 갈색 가
로띠가 있고, 측면은 갈색에 흰색반점이 있는 두 가지 체색으로 몸통이
이루어져 있다.
서식지에 따라 서로 다른 먹이를 섭취한 내장이 외부로 비춰 보이기에
다양한 체색을 띤다.
•분 포 : 일본, 홍콩, 한국 남해와 황해, 제주도
•크 기 : 체장 15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제주시 사수항 –5m, 충남 태안 -10m
		

경남 통영

•사 진 : 윤병로, 이지연

황해종

황해종

072) Goniodoris sp.
흰고양이불꽃갯민숭이 (신칭)
흰 체색 외투막에 몸통을 가로지르는 띠가 없고, 촉각은 매우 연한 갈
색, 외투막 변두리에 불투명한 흰점들이 둘려있고 이 반점은 화학물질
을 분비하는 선으로 추정된다.
※	한국패류도감 62쪽에서 G. felis 의 백색종으로 동정했으나 오동정이기
에 바로 잡습니다.
•크 기 : 체장 30mm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사 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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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Goniodoris joubini Risbec, 1928
= Goniodoris glabra Baba, 1937
갈색불꽃갯민숭이
체색은 진한 갈색에 흰점들이 산재해 있고 외투막 변두리에 흰
띠가 둘린 것도 있으나 소개 종은 흰 띠가 없다. 즉 동일종에서
도 체색의 차이가 있다.
•분 포 : 서태평양의 일본에서 호주의 동쪽해안
			 한국의 동해
•크 기 : 체장 20mm
•촬영지 : 강원도 동해안 –12m
•사 진 : 이용업, 최성순

(2) Genus Goniodoridella

074) Goniodoridella savignyi Pruvot-Fol, 1933
별사탕불꽃갯민숭이 (신칭)
불투명한 유백색에 등 면의 중앙과 변두리에 두드러진 노란선
이 있다. 아가미다발 뒤쪽의 부속지는 길고 끝은 오렌지색이다.
•분 포 : 호주, 홍해, 남아프리카, 일본, 한국의 황해
•크 기 : 체장 4mm
•촬영지 : 충남 서산 웅도, 충남 태안 -10m
•사 진 : 문흥기, 이지연, 최성순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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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출판 및 판매하고 있는 단행본

신간도서

수중사진

Power of sea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눈으로, 마음으로 쉬어 갈 수 있는 바다를 담은 수중사진집 『Power of Sea』

설명한 해설서.

를 통해 눈물나도록 아름다운 바다, 마음속 깊이 감추었던 추억과 수많은 감동들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사진을 통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최상학·144쪽·값 30,000원

The sea within
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해몽

시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추가하였다.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
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근간>
F32 그룹작품집 제3권

13인의 BLUE

Marine Odyssey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
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저자/F32그룹·135쪽·값 미정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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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스쿠바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실수로 배우는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교육방법, 즐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글 이원교·값 미정

360쪽·값 12,000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의 수화법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

로그북.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값 10,000원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
까지 공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표현.

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0,000원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정리한 지침서.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

이야기들은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는 대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위한 생태 관찰 안내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

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

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277

본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홈페이지 접속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 를 입력하세요.

과월호와 최신호가 모두 수록!!!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스쿠바다이버 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웹매거진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키워드로 지난 과월호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
찾고자 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되는 각 호와 페이지가 검색되고, 이 때 페이지를 선택하면 내용이 보여집니다.

e-book

과월호 목록

2013.09/10 (No.157)
278

2013.07/08 (No.156)

2013.05/06 (No.155)

2013.03/04 (No.154)

국내에서 최초로 스쿠바다이빙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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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수산

대학원 수산과학과 해양생물공학전공 이학박사 학위과정(4학기, 일반

과학과(해양생명개발전공)에서는 국내잠수인력의 학문적인 체계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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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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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학, 어류분류학 및 유전공학 분야를 잠수 활동을 통하여 더욱 심화

정은 전문잠수인력의 양성 및 산업잠수와 잠수관련 교육전문가를 위한

보완하여 학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과정이다.

소수 인원으로 운영될 이들 석·박사 과정은 잠수전문가를 위한 최고

이와 병행하여 잠수를 이용한 해양생물의 생리생태, 잠수의학, 해저탐

위 과정으로 우리나라 잠수계의 미래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사 및 발굴기법, 수중사진학의 중추적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일반

모집은 2013년 2학기 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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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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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터오션
스쿠버 장비판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74-25
전화: 051-622-5665
팩스: 051-625-1735
홈페이지: www.interocean.co.kr
대표: 채재익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전화: 02-3789-0906
팩스: 02-3789-0190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영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0-5
건양빌딩 301호
전화: 02-3143-0594
팩스: 02-3143-0599
홈페이지: www.chaxton.com
대표: 유성주

(주)마린뱅크

(주)테코

SCUBAPRO 장비수입

셔우드/순토/바우어/테크니서브 장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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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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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핸드코퍼레이션

동진종합기계

(주)액션투어

장비수입 업체

COLTRI SUB 한국총판

전세계 리조트 및 리브어보드
항공권 실시간 예약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95-5
대진 빌딩 2층
전화: 070-4820-5594~6
팩스: 070-4820-5597
홈페이지: www.bighand.kr (2014년 초 오픈 예정)
대표: 김동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70(공장)
전화: 031-969-7286~7
팩스: 031-969-7284
홈페이지: www.dongjineng.or.kr
이메일: dj7286@naver.com
대표: 유인철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84-1 201호
전화: 02-3785-3535, 3536
팩스: 02-6015-4646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
대표: 이민정

리쿰스쿠버

(주)수중영상시스템

Philippine Airlines

전 브랜드 레귤레이터 수리가능

수중촬영장비 전문

항공사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14-22 B1층
전화: 070-7776-5288
홈페이지: www.iantd.co.kr/leewongyo

대표: 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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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풀

G－Scuba 다이빙풀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스쿠바다이빙 전용풀, 별도강의실 보유

용인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내
다이빙 교육 전용 풀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상업지역 61-1호 조
일프라자 지하 3층(1호선 독산역 하안동 방향)
전화: 02-892-4943, 893-4943
홈페이지: www.scubapool.com
이메일: scubapool@daum.net

대표: 김영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전화: 031-264-1661
팩스: 031-264-1822
홈페이지: www.gscuba.co.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612호
전화: 031-708-6967
홈페이지: www.kupva.com
이메일: kupva@naver.com
회장: 엄기봉

◆ KDEC(한국 잠수 교육단체 대표자 협의회) 단체 ◆

경기국제보트쇼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

한국잠수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KDEC)
(경기 해양레저 산업다이빙 연합회)
KDEX 개최
전화: 070-4686-1661
팩스: 031-264-1822

이메일: kdex@kibs.com
홈페이지: www.kibs.com

회원단체 : BSAC, IANTD, KUDA, NAUI, PADI, PSAI, SDD, SDI/TDI/ERDI, SSI

교육단체
R

PADI
다이빙 교육단체
전화: 02-848-0558
팩스: 02-848-0558
담당관: 김부경

R

R

SSI 코리아

SDI/TDI/ERDI 코리아

SSI/React Right
Scuba Rangers 교육단체

레저 다이빙/테크니컬 다이빙
긴급구난다이빙 교육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 1층
전화: 02-408-6418
팩스: 408-6419
홈페이지: www.divessi.com
담당관: 이신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오션빌딩 3층
전화: 070-8806-6273
팩스: 031-761-6283
홈페이지: www.tdisdi.com
본부장: 정의욱

IANTD 코리아

SDD 인터내셔널

BSAC 코리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다이빙 교육단체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4-17 201호
전화: 02-486-2792
팩스: 02-486-2793
홈페이지: www.iantd.co.kr
본부장: 홍장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전화: 031-264-1661
팩스: 031-264-1822
이메일: sddihq@nate.com
대표: 김동혁

전화: 031-272-0120
팩스: 031-272-0858
홈페이지: www.bsac.co.kr
본부장: 박종섭

NAUI

PSAI 코리아

KUDA

다이빙 교육단체

PSAI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전화: 010-7113-0460
메일: joe7418@me.com
홈페이지: naui.or.kr
Korea Rep.: 이요섭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전화: 02-817-4190, 팩스: 824-0389
홈페이지: www.psaikorea.com
대표: 성낙훈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SK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104호
전화: 02-425-5800~2
팩스: 02-425-5803
홈페이지: www.kuda.or.kr
회장: 박천주

◆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

PSI 스쿠버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PADI 강사교육 · 다이빙투어 · 장비도소매

잠수기능사/수중용접과정/스쿠버 강사 교육
산업잠수사 과정/수강료 국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3-3 3층
전화: 0505-334-4475
휴대폰: 010-6334-4475
홈페이지: www.psiscuba.com
대표: 김정미

전화: 031-576-2993
02-439-9993
홈페이지: www.scda.kr
원장: 정준상

아이러브다이버 센터 & 리조트
SI 강사/응급처치/국가공인 인명구조원
래프팅가이드 전 과정 교육 및 다이빙 투어진행

1588-0842

www.ilovediver.com
서울센터•광주센터
여수센터•제주도리조트 운영

CMAS 코리아

NASDS 코리아

38마린 리조트

세계 수중연맹

다이빙 교육단체

국내최대규모/호텔급객실
조도다이빙/잠수풀보유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112호
전화: 02-420-7493~4 팩스: 02-421-8898
www.cmaskorea.com
cmas045@hanmail.net
대표: 정창호

서울 중구 만리동1가 35-4 2F
전화: 02-392-6829
팩스: 02-393-3602
홈페이지: www.nasds.co.kr
대표: 장준득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033-671-0380
팩스: 033-671-2253
이메일: leh5874@hanmail.net
홈페이지: www.38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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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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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다이브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강사육성 · 지원, 수중촬영교육
해외국내투어, 잠수풀장, 리조트

체험다이빙, 일반다이빙
야간다이빙, 보트 다이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45
전화: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홈페이지: legscuba.co.kr
대표: 이응구

부산 중구 중앙동2가 49-43
전화: 051-405-3737
팩스: 051-797-8540
홈페이지: www.ezdiving.co.kr
이메일: ezdiving@ezdiving.co.kr
대표: 하상훈

제주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전화: 064-733-7774
휴대폰: 010-8812-0545
홈페이지: cheonjiscuba.com
대표: 김덕휘

해운대스킨스쿠바

해양스포츠교실

태평양 다이빙 스쿨

수중공사, 살베지 전문
해양구조단, 다이빙교육

스쿠바 교육, 태종대 교육장, 공기탱크 대여

수중사진 안내전문/서귀포다이빙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405-10
전화: 051-743-1821, 747-7471
팩스: 051-743-1822
휴대폰: 010-3882-1821
이메일: hudamo@naver.com
대표: 김명식

부산시 동삼2동 1035-8(태종대 자갈마당)
전화: 051-405-4111
팩스: 051-405-8335
휴대폰: 017-573-2212
대표: 조미진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84-1
전화: 064-762-0528
휴대폰: 011-696-1224
홈페이지: www.pacific21.com
이메일: moonsom21@hanmail.net
대표: 김병일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본지에서는 업체들의 주소록이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함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광고 형식의 업체안내 디렉토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명함광고 디렉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토리는 본지의 광고업체나 1년/5권이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상 정기구독하는 유수한 업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778-498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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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에프티커머스

DEPC

수중사진 프로 황윤태의 소문난 비법 특강

카라나 오션팩 수입

Digital Eco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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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420-6171
홈페이지: www.scubaQ.net

회장: 김경석
총무(정연규): 010-5665-0278
홈페이지: www.dep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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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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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의 갤러리
별책부록

환상과 모험의 세계

Phillip Colla (미국)

ICE DIVING
황윤태의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3년 11 / 12월호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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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www.scubamedia.co.kr

아비스 22 네이비(ABYSS 22 NAVY)

어안렌즈와 자연광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북제주의 이색 다이빙 포인트

제주시 이호동 연산호와
인공어초 포인트

수중사진테크닉

패닝 기법

해외 다이빙 투어

야생 돌고래 무리와 프리다이빙을 즐기다
트라이믹스 블랜딩

DAN Asia Pacific의 소개
다이빙영어

수중사진 가이드

Tim Ho의
똑딱이 수중사진 감상하기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수중생물이 먹고 사는 법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수중생태이야기 100가지
독도의 해양생물

다이빙투어 상식

다이빙 여행을 갈 때 챙겨야 할 구급약과 처방법
여행자를 위한 위생 가이드

스마트 다이버 운동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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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ssay

우리의 놀이터인 바다를 우리가 청소하자
www.sdm.kr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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