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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의 갤러리

Aaron Wong
(싱가포르)

황윤태의 Marine Essay

관상(觀相)



몰디브 다이빙 투어
다이빙 사고자를 구조하는 방법
SMB 사용법
미야꼬지마 다이빙 여행
잠수의학 Q&A

전자잡지 보기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전자잡지 + 종이잡지 발간
교육단체 SSI, 장비업체 HEAD/MARES 합병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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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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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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천 박사 칼럼 Q&A 잠수의학
강영천 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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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보험 DAN AP 회원 및 다이버 상해(치료) 보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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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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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res.co.kr/maresproshop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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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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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nmscuba.co.kr

대전

Tel : 042-863-0120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77-4

http://www.expodive.com

대구

수중동행

Tel : 042-626-9171

저스틴즈스쿠버

Tel : 053-621-0609

부산

대전시 동구 판암동 452-3

http://cafe.daum.net/waterin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55-6
www.저스틴즈.com

Tel : 051-405-3737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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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iveok.com

김해
전북

장유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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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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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onam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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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1963년 설립
®

● ISO, CE 인증 드라이 슈트
● 전세계 가장 많은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DIVING UNLIMITED INTERNATIONAL

● 세계 최고의 동굴 탐험 팀과 테크니컬 다이빙 팀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미국 Navy SEAL, Air Force 등 20개국 이상의 군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

®

● 미국 해양 경찰, 소방서 등 다수의 국가 공공 기관이 선택한 드라이 슈트

ISO•CE 인증서
군용

®

FLX Extreme

소방용

TLS 350

FLX 50/50

아쿠아시스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32 1층
Tel. 02)470-9967 / 070-8235-5358 Fax. 02)473-9967
Hp. 010-3788-0314 E-mail. aquamar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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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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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판매

기사 및 원고 모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
합니다.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장비의 사용기

정기 구독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본인이 부담합니다.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1회

12,000원

12,000원

• 다이빙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1년(6회)

72,000원

60,000원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사은품 증정)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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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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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정기구독 신청

• 스쿠바다이버 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년간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다이빙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
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과월호 판매

•낱권 및 과월호 요금안내
수량
1권

가격

수량

가격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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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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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면
검색창에서 스쿠바다이버 를 입력하세요.

홈페이지 접속 scubamedia.co.kr
전자잡지 접속 sdm.kr

www.scubamedia.co.kr

“광고주를 모십니다 ”

「scuba diver」지는
27년 동안 광고주의 도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고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광고 문의처 : 02-778-4981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를 단체 정기구독하는 교육단체
R

BSAC KOREA

IANTD KOREA

PADI AP

R

SDI/TDI/ERDI KOREA

R

SSI KOREA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종이잡지 + 전자잡지 발간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지는 2014년 1/2월호부터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기로 하였다.

www.sdm.kr - 전자잡지 메인 주소
• 어떤 기기라도 전자잡지(E-Magazine)를 볼 수 있다.
•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로 보면 메모리가 작은 기기로도 볼 수 있다.
• 메모리가 큰 기기는 다운로드한 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볼 수 있다.

<참고>	스마트폰의 앱(어플)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종이잡지는 현재와 같이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전자잡지는 월간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 PC에서 보기

▲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보기

전자잡지 화면
툴바 감추기

툴바 보이기

버튼 설명
툴바 선택(ToolBar Options)

목차

도움말

찾기

북마크

1. 목차

2. 도움말

3. 찾기

4. 북마크

싱글탭
(Single Tab)
-Center

몸짓(Gestures)

슬라이드 : 오른쪽(왼쪽) 페이지 넘기기

싱글탭(Single Tab)-Side : 오른쪽(왼쪽) 페이지 넘기기

싱글탭(Single Tab)-Center : 툴바 보이기/숨기기

더블탭(Double Tab) : 화면 확대/축소

5. 기타

핀치(Pinch) : 화면 확대/축소

이동(Move) : 확대모드에서 페이지 이동

기울기(Rotate) : 화면 기울이기

기타

www.scubamedia.co.kr

스마트
다이버운동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맙시다.
다이빙 중에 수중사냥이나 해산물 채집을 하지 맙시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고, 해양생물을 보
호하며, 해산물을 직접 잡아먹지 않는 다이버가 되는 것입니
다. 지금 우리 다이빙 문화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관행
은 해산물을 잡아가는 먹거리 다이빙입니다. 먹거리 다이빙
은 다이빙 스포츠의 격을 오랫동안 추락시켜 왔습니다. 스
쿠바 다이버가 해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먹거리 다이빙에 중독된 다이버들은 유혹을 물
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단현상을 이겨내고 다
이빙 문화를 품위있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해양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맙시다.
또한, 다이빙 중에 해양오염 쓰레기를 수거합시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은 해양을 오염이나 훼손시키지 않
으며 더렵혀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며, 해양 쓰레기
를 수거하는 운동입니다. 다이빙을 하다보면 낚싯줄, 쇳조
각, 빈병, 깡통, 비닐, 폐그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이것들을 하나라도 주워 나오
는 일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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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백

유리병

2월 14일 ~ 2월 16일

2014년 다이빙프로페셔널이되세요
그리고 PADI Pro로서 전세계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기대하세요!

PADI Pros 사이트에는 전세계 여러 로케이션에서의 수백개의
일자리가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올해 아시아 퍼시픽의
PADI 멤버들은 지금까지 PADI 역사상 가장많은 다이버를
교육하였습니다. 2014년 PADI Pro 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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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PADI와 함께 GoPRO
프로페셔널 다이빙 커리어에 관한자세한 문의는 오늘 여러분지역의
PADI 5스타 강사개발 센터 또는 리조트에 연락하세요 여러분 지역의
가장 가까운 PADI 5스타 강사개발 센터 또는 리조트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세요 padi.co.kr 에서
를 방문하세요.
PADI의 최신 소식을 위해 다음을 방문하세요:

scubaearth.com

facebook.com/PADI

twitter.com/PADI

youtube.com/PADIProducer

padi.co.kr
KUSPO쇼에서 PADI 부스를 방문하세요
쇼는 2월 20일에서 23일까지 서울 COEX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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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S COLUMN

모바일 인터넷 시대,
「scuba diver」지의 전자잡지를 발간하면서
The Era of Mobile Internet Dawning,
the E-Magazine of [scuba diver] Is Going to be Published

손안에 잡히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세상이 내 손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아침
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날씨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밤새 들어온 전화요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살펴본다.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친구들의 새로운 소식
들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에서 확인하던 메일과 정보를 출근 중에 확인하고, 간단한 글
들도 올린다. 거래처나 지인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대화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이름을 찾아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한다. 퇴
글 구자광(발행인)

근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약속장소로 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맛있는 음식점도 검색한다.
스마트폰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앱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육, 영
화, 음악, 쇼핑, 게임 중에 선택하여 시간을 보낸다.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
나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태블릿P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 국민의 70%에 근접했다. 사
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진 순간 모든 생활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모바일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
고 있는 것이다. CNN 인터넷판에서도‘모바일 사회(Our Mobile Society)’
라는 특집을
다루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변해가는 사회상 10가지를 소개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CNN에서 소개한 모바일 중심의 사회에서 변화된 사회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
까? 먼저 만남이 쉬워졌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메시지나 카톡, 밴드를 이용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단순해졌다. 또한 손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일상은 지루
할 틈이 없어졌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 또는 기다려야 하는 장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만지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게임, 쇼핑, 검색, 메시지를 하
거나 음악, 영화, 전자책으로 여가를 보낸다.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 1인 미디어가 가능해지기도 하였다. 메시지나 트윗, 페이
스북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하나의 미디어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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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일부 업무들을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고민하게 만들었다. 출판계에서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고전을

정보를 공급하고,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 기법을 전략적으로 확

면치 못하지만, 전자책이나 전자잡지를 만드는 업체가 생겨나고

대해 가고 있다. 금융, 날씨, 교통정보, 지도 등 모바일 인터넷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머지않아 종이로 만드는 책들이 사라지

시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전환하기도 하

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이로 만든 잡

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도 모바일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

지들은 건재하다. 오히려 종이잡지를 만드는 곳에서 가지고 있

어 가고 있다.

는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방법
을 모색하고 병행하여 전자잡지로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미디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TV, PC, 인쇄매체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도 구독자들의

나타났다. 201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에 따르면 미디어 매체 중

다양한 욕구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이잡지로 발

에 53.4%가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행하고 있는 형태는 유지하되 만들어진 잡지를 단순히 웹에서

있고, 스마트폰은 25%가 필수매체로 선택했다.

PDF 파일로 보이는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 또 다른 플랫폼인
모바일이나 태블릿PC로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환경

하지만 연령대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

을 구축하여 모바일로 전자 형태의 잡지를 서비스하고자 한다.

체로 선택하는 비율이 각각 45.9%와 50.7%이었고, 50대와 60
대 이상에서는 스마트폰보다는 기존 매체인 TV를 선택한 비율

현재 우리나라 4,500백만 인구 중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이 각각 81%와 92.9%여서 세대 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

인구는 3,600백만명 정도 된다. 이런 통계로 본다면 [격월간 스

었다. 갈수록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TV, 인쇄매체,

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PC, 노트북을 이용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것이다. 종이잡지에 있는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면 장

의 장악력이 커질수록 모바일 미디어는 휴대할 수 있다는 최대

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접근도 용이하고, 보는 방식도 간단하

의 강점과 이동 중에도 다양한 정보처리와 통신이 가능해지면

여 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를 내는 업

서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과 소통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체들도 더 많은 다이버들이 자사 제품의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

미디어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마케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시험판이나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용자가 급증하

모바일에서 잡지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지난 2013년 11/12월호

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다보니 기업들은 모바일 관련

부터 마련하여 시험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내에 PC환경과 모바

사업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 환경에서 스트리밍 방식과 다운로드 방식의 전자잡지를 서비

모바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의 수익모

스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구동되는 스마트 앱

델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넘쳐나는 모바일 앱 중에

으로도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지만 수많은 개발자
들이 아직도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앞에서도 언급했

2014년 국내 IT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모바

듯이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사회 환경이

일 관련 시장은 성장세로 변해가고 있다. 그중 모바일 메신저의

변화되는 세상에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도태되는 것은

도약은 눈부시다. 카카오톡의 국내 사용자는 3,500만 명이고,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다이

전 세계의 가입자는 1억 명이다. 네이버의 나인은 3억 명, 중국

버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다이빙계의 소식들을 독자들에게 보여

의 위쳇은 4억 명을 돌파했다. 또한 모바일과 관련된 신조어들

주는 것은 잡지를 만드는 언론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탄생되고 그 기능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넘

다이버 여러분께서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많은 격려와

쳐나게 개발되고 있다.

관심을 부탁드린다.

모바일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화하면서 대다수의 기
업들이 변화에 발맞추어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지를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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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만을 위한 걸작품

PLATINA NELEUS
넬레우스(NELEUS)는
티탄만을 고집합니다.
비즘(BISM) 브랜드 중에서 넬레우스 레귤
레이터는 전부 티탄(Titan)으로 만들었습니
다. 티탄은 중량이 구리합금의 절반정도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나 환경
에도 무해합니다. 그것은 수심 수천m의 심
해를 탐사할 때 사용하는 심해탐사선, F1
머신, 제트엔진, 그리고 로켓 등의 우주개
발에 까지 채용하고 있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극한 환경하에서도 사용
하는 레귤레이터, 넬레우스는 티탄으로 만
들어져 아름다운 모양의 레귤레이터로 유
량제어기구 F.C.V와 스파이럴프로를 탑재
하여 다이버가 요구하는 최고의 안전성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수중사진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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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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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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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
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
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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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입상자 명단
대상

1

금상

2

은상

2

동상

2

장려상

10

대상 강호근
상금 10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금상 임규동

접사 금상 임규동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상금 7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은상 김기준

접사 은상 이운철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상금 50만원과 상패 및 상품

광각 동상 우종원

접사 동상 김동현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상금 30만원과 상패 및 상품

장려상
강동완, 권오용, 김광복, 김영남, 남호진, 양승철, 우종원, 유재칠, 이상민, 채윤석

협찬
(주)대웅슈트

(주)우정사/오션챌린져

포스엘리먼트 코리아

(주)마린뱅크

바다강

노블레스 리조트

(주)빅핸드코퍼레이션

미래테크

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대상 강호근
부채산호와 작은 물고기 떼
Nikon D700, f/1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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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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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금상 Gold Prize 임규동
만타레이와 다이버
Nikon D700, f/10.0, 1/100

50

Photography

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김기준
정어리 무리와 다이버
Nikon D90, f/13.0, 1/60

광각부문
동상 Bronze Prize 우종원
모자반의 풍경
Canon EOS 7D, f/8.0, 1/100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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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Gold Prize 임규동
알을 품은 털새우
Nikon D700, f/3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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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이운철
알을 지키는 베도라치
Nikon D90, f/9.0, 1/125

접사부문
동상 Bronze Prize 김동현
청소새우와 동갈돔
Nikon D800, f/13.0, 1/250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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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장려상 강동완

장려상 김영남

54

Photography

장려상 권오용

장려상 김광복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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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장려상 남호진

장려상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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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장려상 유재칠

장려상 우종원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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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장려상 이상민

장려상 채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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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
www.patima.net

진보된 기술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Only for you!

MARK3, F55, BLACK MAGIC 4K, EPIC, ALEXA 카메라 하우징 렌탈

부력암, 미니 트레이, 멀티 트레이 등 많은 액세서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완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로 당신만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5D MARK3 Marineboy

갤럭시S4, 아이폰5/5S

- 수중에서 비디오기능과 카메라기능 가능
- 하우징의 손잡이 각도를 임의적으로 조정가능
- Marine Viewer의 기능을 이용 촬영 중인 영상을 볼 수 있음
- 수중 촬영 영상을 육상에서도 고해상으로 영상을
실시간 볼 수 있음
- Okii 컨트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도모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포트 사용(CANON16/35) :
광학 평포트, 아크릴 돔포트
광학 돔포트, 마크로 광학평포트

- 주머니에 들어가는 Compact 구조로 설계
- 수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름 장치를 레버 방식으로 변경
- 전면에 소형 부착물 장착
- 하우징 렌즈부문에 렌즈 액세사리 사용가능
- 최대 방수 수심 250m

GOPRO3(3+) Octopus

Stopper Reel

- 수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름 장치를
레버 방식으로 변경
- 지상 / 수중 비네팅 없는 영상물촬영
- 고프로 액세사리 사용 가능
- 최대 방수 수심 250m

줄을 감을 때 일정거리를 남겨두고
옆면의 고리에 걸어주면 수중에서
줄을 풀 때 고리에 걸린 줄만큼 풀리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리쿰스쿠버 이원교 트레이너님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제품은 늘 제공자와
함께하는 업체가 될 것입니다.

옵션사항
- 수중 외부 밧데리 장착
- 수중 외부 모니터
- 수중 CCTV용으로 사용

파티마의 제품은 주물 제품이 아닙니다!
모든 제품은 통 알루미늄으로 MCT 가공되어 내구성과 결로에 강합니다!

Tel. 02-491-2760

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54회

관
상
(觀相)

열대의 얕은 수심에 살아가는 체장 10cm 전후의 뿔 달린 베도라치(Rock Blenny)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1, 1/125, Z-240X2, RAW, -5m, Philippines

화려한 체색을 가지고 암반 구멍에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체장 10cm 정도의 베도라치(Tube Worm Blenny)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1, 1/60, Z-240X2, RAW, -20m, Philippines

카메라 들고 다이빙 하다보면, 예쁘거나 독특한 디테일 또는 형상을 가진 피사체를 찾게 되고… 그
러다 눈에 뛴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고기의 관상(觀相)이다. 평범치 않은 놈과 조우하면 숨 고르고

황윤태 Hwang Yuntae

유심히 살피는데, 특히 베도라치의 얼굴은 귀엽고도 오묘하다.
물고기에 관상이라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만 그들은 섭식환경에 따라 달리 진화되어 왔다. 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산호를 갉아먹는 거북은 새부리 같은 모양의 단단한 주
둥이를 가졌고, 베도라치의 입 모양은 작은 동식물성 플랑크톤, 갑각류의 유생, 알 등을 섭취하므로
공격적이지 않고 귀엽기 그지없다.
좌측 이미지의 베도라치는 뭉툭한 머리 상단에 사슴뿔 형상의 뿔과 컬러풀한 아이라인, 두툼한 입
술을 가졌는데, 특히 뿔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실로 궁금하다. 먹고 먹히는 야생의 세계에서는 그다
지 실용적이지 못할 터인데…
파랑과 주황의 화려한 체색을 가진 Tube Worm Blenny는 수중에서 완벽한 정지 상태로 하버링
(Hovering)을 즐기는데, 다가서면 꼬리부터 살며시 구멍에 담아 몸을 숨긴다. 이놈을 촬영하려면 면
전에서 10분 정도는 무릎 끓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주에
거주하면서 국·내외의 바다를 무대
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수중사진가.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수중촬영장
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를 운영중.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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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의 갤러리

Aaron Wong(싱가포르)

Through his images, Aaron helps spread the message of marine conservation. Most notably is his work with sharks
where he campaigns actively for the projection of these beautiful animals.
아론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해양 보존이란 메시지의 확산을 돕고 있다. 특히 그는 상어에 주목해 이 아름다운 동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려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62

Aaron Wong is one of the most published and recognized underwater
photographer in Asia. A commercial photographer by trade,
Aaron has been shooting professionally for over 16 years. With his
experience, underwater photography came naturally the moment
after he took his first breath underwater in 2001.

아론 웡(Aaron Wong)은 아시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인정받는 수중 사
진가의 한 사람이다. 직업 사진가인 아론은 16년 넘게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왔다. 그러한 경험을 쌓으면서 2001년 처음으로 수중 세계를 접한 순간 자연스럽
게 수중 사진에 눈을 뜨게 됐다.

Aaron’s work is known for its strong colors and high contrast lighting
techniques. This style subconsciously leaked into his underwater
work where his dark and almost surreal images gain international
acclaim. Aaron’s clever use of shadows created a style he calls ‘Dark
Light’ where he started shooting dark pictures at a time when few did.
Today, that style has become a trademark of his work.

아론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 및 고대비 조명 기법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스타일은
잠재의식 속에 그의 수중 작품에 스며들어 어둡고도 거의 초현실적인 그의 사진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아론은 어두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
기에 그러한 모험을 시작해 어둠을 재치 있게 활용함으로써 소위‘어두운 빛(Dark
Light)’
이라는 스타일을 개발했다. 오늘날 그러한 스타일은 그가 선보이는 작품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Over the years, Aaron has gathered several international awards
to his name including Our World Underwater, and the BBC Wildlife
Photographer. A member of the prestigious Ocean Artists Society,
Aaron’s underwater images has graced the pages of dive publications
like Scuba Diving (USA), Alert Diver, Sport Diver, Fifty Fathoms, Wetpixel
Quarterly, Tarzan (Japan), Red Bulletin (Austria), Unterwasser (Germany),
Aquanaut (Germany), Asian Diver, Asian Geographic, Underwater
Photography web magazine, Dive Photo Guide, and Scuba Diver
Australasia where he also contributes as a field editor.

그간 아론은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의 수중 세계와 BBC 야생동물 사진가
를 포함해 다수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다. 권위 있는 해양예술가학회의 회원이
기도 한 아론의 수중 사진은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미국), 얼러트 다이버
(Alert Diver), 스포츠 다이버(Sport Diver),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 픽셀 쿼
털리(Wetpixel Quarterly), 타잔(Tarzan)(일본), 레드 블리틴(Red Bulletin)(오스트
리아), 운터바서(Unterwasser)(독일), 아쿠아나우트(Aquanaut)(독일), 아시안 다이
버(Asian Diver), 아시안 지오그래픽(Asian Geographic), 언더워터 포토그래피
(Underwater Photography) 웹 매거진, 다이브 포토 가이드(Dive Photo Guide),
그리고 현지 통신원으로 기고하는 스쿠버 다이버 오스트랄라시아(Scuba Diver
Australasia)와 같은 다이버 출판물의 페이지를 장식했다.

In 2006, Aaron started the WATER.COLORS project where he
merged two of his greatest passions by bringing fashion photography
underwater. Since then, underwater images of graceful models, have
graced the pages of fashion magazines, won awards, and fronted Ad
campaigns.

2006년 아론은 WATER.COLORS 프로젝트에 착수해 패션 사진을 수중에 도입
함으로써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두 가지 열정을 접목시켰다. 그 이후로 우아한 모
델들의 수중 사진이 패션 매거진의 페이지를 장식하였고, 여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광고 캠페인의 표지에 게재됐다.

In April 2011, Aaron published his first book titled ‘WATER.COLORS’
showcasing some of the most stunning underwater images the world
has ever seen. In April 2012, Aaron published his 2nd book titled ‘THE
BLUE WITHIN’. With a foreword by David Doubilet, this book features
the best of Aaron’s award winning underwater images from a decade of
underwater exploration.

2011년 4월 아론은 자신의 첫 번째 책 ≪WATER.COLORS≫를 출간해 세계적으
로 가장 빼어난 수중 사진의 일부를 선보였다. 이듬해 4월 아론은 두 번째 책 ≪
THE BLUE WITHIN≫을 출간했다. 데이비드 두빌레이가 서문을 쓴 이 책에는 아론
이 10년간의 수중 탐사를 해오면서 상을 수상한 최고의 수중 사진들이 실려 있다.

Aaron is now one of the most sort after underwater photographer in Asia
with sponsorships from SEACAM, SCUBAPRO, UWATEC and FOURTH
ELEMENT, a prestige reserved for the very best in the industry.

아론은 현재 아시아에서 전성기에 있는 수중 사진가의 한 사람으로서 SEACAM,
SCUBAPRO, UWATEC, 그리고 업계 최고의 명품을 시판하는 FOURTH
ELEMENT의 후원을 받고 있다.

Through his images, Aaron helps spread the message of marine
conservation. Most notably is his work with sharks where he campaigns
actively for the projection of these beautiful animals. As the ambassador
of Shark Savers, Aaron started the ‘FINished with Fins’ campaign in
2012, with aims to educate the mainstream media on the reality of shark
finning. Today, ‘FINished with FINS’ is the largest shark saving campaign
in the world with National Geographic, and WWF onboard.

아론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해양 보존이란 메시지의 확산을 돕고 있다. 특
히 그는 상어에 주목해 이 아름다운 동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려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상어를 보호하는 모임(Shark Savers)의 홍보대사인 아론은
상어 지느러미 채취의 현실을 주류 미디어에 주지시키기 위해 2012년‘상어 지느
러미는 이제 그만(FINished with Fins)’
이란 캠페인에 착수했다. 오늘날‘상어 지느
러미는 이제 그만’
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어 보호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내셔
널 지오그래픽과 WWF가 동참하고 있다.

Aaron now divides his time between his studio work and the protection
and exploration of the world’s oceans.

아론은 현재 자신의 시간을 쪼개 스튜디오 작업과 세계 해양 보호 및 탐사를 병행
하고 있다.

To see more of Aaron’s images please visit.

아론의 사진을 더 감상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란다.

www.aaronsphotocraft.com

www.aaronsphotocra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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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cation – Saipan.
A new technique that I created called ‘LIGHT STACKING’ where
several images with different lighting angles are merged together into 1.
장소 - 사이판
조명 각도가 서로 다른 여러 이미지를 함께 하나로 통합하는 소위‘라이트 스태킹
(LIGHT STACKING)’
이란 기법을 적용한 사진으로, 내가 개발한 새 기법이다.

2 Location – Shiretoko, Japan.
A diver explores under the ice at the peak of winter.
장소 - 일본 시레토코
다이버가 한겨울에 얼음 아래를 탐사한다.

3 Location – Udo Island, Jeju, South Korea.
A lone jellyfish drifts in the current at this UNESCO World Heritage site.
장소 - 한국 제주도의 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파리가 홀로 해류에 떠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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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cation – Cancun, Mexico.
Sunlight coming through the cenote creates a beautiful light show that is magical to watch.
장소 - 멕시코 칸쿤
세노테(cenote)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연출한다.

2 Location – Cancun, Mexico.
A break in the canopy above the cave allow sunlight to enter for a short period each day.
This forms a large curtain of sun rays that looks like dancing light.
장소 - 멕시코 칸쿤
동굴 위 천장의 틈새로 햇빛이 매일 잠깐만 들어온다. 햇살의 커다란 장막이 마치 빛이 춤을 추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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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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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Location – Cancun, Mexico.
500 years old Mayan remains in a fresh water cenote.
장소 - 멕시코 칸쿤
500년 된 마야 유적이 민물 세노테에 남아 있다.

2 Location – Fiji.
This huge grouper simply refuse to move no matter how close I get.
장소 - 피지
이 거대한 그루퍼(농어과)는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전혀 꿈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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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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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Location – Manado, Indonesia.
A close up wide angle shot that shows the power of a good composition.
장소 - 인도네시아 마나도
좋은 구도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접 광각 촬영 사진이다

2 Location – Wakatobi, Indonesia.
A friendly baby turtle who just hatched takes a quick swim pass my camera.
장소 -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갓 부화된 친근한 새끼 거북이가 재빨리 헤엄쳐 카메라를 지나간다.

3 Location – Tubbataha, Philippines.
A lone cutter fish swimming in the shallow waters.
장소 - 필리핀 투바타하
커터 피시(cutter fish)가 천해에서 홀로 헤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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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East Asia & Micronesi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스트
SSI 인스트럭터 -즐거움이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오션블루
(서울/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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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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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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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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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다이버

네모선장
리조트

(경기 남양주)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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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클럽
(서울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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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칼리지

(강원 고성)

손완식

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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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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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컬리지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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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스쿠바
라이프

SSI
아카데미

(경기 의정부)

(제주도/서울)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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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국

고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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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9482-0059
웹주소: www.ssiitc.co.kr
이메일: ins45781@naver.com

바다로
스쿠바

방2다이버스
(제주 서귀포)

(서울 강동)

이화향

김문겸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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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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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쿠버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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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제주 제주시)

(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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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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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시온
코리아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서울 송파)

(필리핀 아닐라오)

▶ 테크니컬

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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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휴스포풀
수원월드컵풀)
(경기 수원/서울)

제주대학교

김진현

이상국

한국
다이브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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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탐험대

(충북 청주)

(부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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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 풀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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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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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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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SSI.com

Freediving
Level 1 Program

15 or more
Dive Sessions

30 or more
Dive Sessions

50 or more
Dive Sessions

100 or more
Dive Sessions

250 or more
Dive Sessions

500 or more
Dive Sessions

100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1

10 m

33 ft

20 m

66 ft

30 m

99 ft

Level of
experience:

2

Level of
experience:

3

INSRUCTOR
LEVEL:

Level of
experience:

4

Level of
experience:

5

Level of
experience:

6

Level of
experience:

7

40 m

130 ft

1

INSRUCTOR
LEVEL:

2

INSRUCTOR
LEVEL:

3

INSRUCTOR
TRAINER

Freediving Level 3
or Scuba Professional*

Instructor Level 1
+ 25 Certifications

Instructor Level 2
+ 50 Certifications

Instructor Level 3
+ Outstanding Experience

Level of
experienc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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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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East Asia&Micronesia

스쿠바조아
정수다이빙스쿨

윤기명
허정수

010-9844-0442
010-4847-9713

서울 광진구 자양동
경남 진주시 신안동

www.scubajoa.co.kr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 1층

AFIA

노명호
임정택

010-4105-2864
010-6760-313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머맨(MERMAN)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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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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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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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프리다이빙 센터

다이빙 장비업체
스쿠버텍
헬시온 코리아
다이브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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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AU SCUBA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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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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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 포인트가 10분 거리에 위치
유명한 아포섬, 발리카삭섬 다이빙 가능

★
★
★
★
★
★

세부 릴로안의 호텔형 리조트
전문적인 펀다이빙 가이드
객실마다 wifi 설치
다이빙 교육
기업체 단체연수
체험 다이빙, 호핑 투어

노블레스 리조트

인터넷전화. 070-8234-6200 리셉션. +63-32-480-9039 / 정광범. +63-927-674-0003 윤주현.
+63-927-702-3221
January/February
77
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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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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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천중

배봉기

정문진

부산
010-5201-5353
bsackwon@hotmail.com

강원
010-9686-0036
bk0bae@naver.com

강원
010-9366-9113
cuda824@hanmail.net

김기운

서동균

정상근

청주
010-9418-2854
bsac151@naver.com

부산
010-5007-0251
sdgseo@naver.com

경기
010-3775-5718
skjeong@uos.ac.kr

김미성

서동수

조형배

울산
010-8853-7418
rokmc-701@hanmail.net

부산
010-2957-5091
marinessu@hanmail.net

경기
010-3786-2126
choscuba@hanmail.net

김옥주

서민욱

천재곤

광주
010-7227-5375
icon7469@chosun.ac.kr

필리핀보홀
070-8134-5113
seo326@hanmail.net

필리핀보홀
010-8528-9500
jae7727@hanmail.net

김용식

윤국철

최경식

필리핀세부
070-7518-0180
dive1@naver.com

서울
010-5150-5674
phils114@hanmail.net

포항
010-6823-4277
sekkb@hanmail.net

김윤석

이기호

최종인

제주
010-5254-7710
seaplus@hanmail.net

서울
010-5003-2255
mcbobos@hanmail.net

서울
010-5275-0635
apollok@hanmail.net

박재경

이진영

부산
010-2560-2383
gyoungo@hanmail.net

경기
010-3792-0473
l0j1y2@nate.com

60년 전통

ISO 인증

검증된
트레이너

차별화된
교육

다양하고
우수한 교재

국제인증
강사배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9번길 16-6 수지로 빌딩 3층
T 1899-0231
bsachq@bsac.co.kr

서울스포츠센타(최우집) 010-7296-7522 서울

네파(정문진) 011-9366-9113 원주

MANPO UW SYSTEM(이기호) 010-5003-2255

아야진리조트(이성행) 010-2974-6000 고성

e-Diving(권기훈) 010-5473-3050 서울

고고고리조트(이종도) 010-9304-6897 옥계

J-MARINE(최종인) 010-5275-0635 서울

삼팔마린리조트(임근환) 010-3940-0010 양양

광주스쿠버다이버센터(최원호) 010-9197-6648 경기

영진아쿠아존(김창문) 010-9058-9933 강릉

인어와 마린(유종범) 010-5346-3333 서울

양양레저(김찬호) 010-6370-0678 양양

정 스킨스쿠버(최우정) 010-7192-0123 경기

유원레포츠(이명종) 011-364-0333 춘천
해원다이브리조트(박상용) 011-685-1556 강릉
씨드림리조트(이주일) 011-365-1247 강릉

김기운수중운동센터(김기운) 010-9418-2854 청주
한국영상대학교(구재모) 010-9662-0305 세종시
아네모네(구재서) 010-2935-1355 거제
해인스쿠버(양영동) 010-6209-9403 경남
프로잠수(강중복) 010-3867-0393 경남
BSAC ULSAN(김미성) 010-8853-7418 울산
MARINE BOY(김옥주) 010-7227-5375 광주

WOW SCUBA(박재경) 010-2560-2383 부산
원잠수해양리조트(최경식) 010-6823-4277 포항
부산잠수센타(서동수) 010-2957-5091 부산
울릉다이버리조트(권천중) 010-5201-5353 울릉도
SCUBA CLUB 123(정영기) 011-564-3106 울산
BUBBLE STORY(이상호) 010-2504-8184 울산
블루드림호&스킨스쿠버(신창민) 010-7761-5844 부산
RESORT SOO(주확수) 011-829-7422 울진

찰스다이브(손철수) 010-6798-2002 제주
SEA PLUS(김동한) 010-5135-1004 제주
COBA DIVING SCHOOL(김윤석) 010-5254-7710 제주

신천다이버스(천재곤) 010-8528-9500 필리핀보홀
DOLGORAE MARINE SPORTS CENTER(서민욱) 070-8222-6301 필리핀세부
CEBU SUB AQUA CLUB(서민욱) 070-8134-5113 필리핀세부
M.B. OCEAN BLUE(김용식) 070-7518-0180 필리핀세부
PARADISE RESORT(이수호) 010-7153-7476 필리핀사방
BADASORI DIVE CENTER(윤상선) 010-3825-7982 필리핀세부
DARI DIVERS PALAU(이성수) 070-7536-6767 팔라우

w w w .b sa c. co .k r
THE BRITISH SUB AQUA CLUB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Strange Bed Fellows

이상한 동거
Text by Dave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Have you ever noticed that many ocean critters are always

많은 해양생물이 흔히 완전히 다른 생물 문(門)에 속하지

found on the same species of animal often of a completely

만 동일한 종(種)의 동물과 함께 늘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

different phylum? Sure you have, but don’t be deceived, in

고 있는가? 물론 알고 있겠으나, 속아서는 안 될 점이 대부

most cases the smaller critter is simply feeding on the larger.

분의 경우에 더 작은놈이 더 큰놈을 먹이로 한다는 것이다.

There are however many cases where the two very different

그러나 서로 아주 다른 두 종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든 상호

species are living together for a very good reason, whether for

이익을 위해서든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함께 사는 경

protection or mutual benefit. Those benefiting by protection

우가 많다. 보호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종들은 두 부류로

fall into two categories – those that hide within another

나뉜다. 즉 다른 동물 내에 숨는 종들과 의도적으로 종을

animal, and those that purposely kidnap a species and use

납치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종들이 있다. 상호 이익 또

it as a weapon. Mutual benefit or symbiosis comes in many

는 공생의 경우는 많은 특색을 나타낸다. 지금부터 이러한

flavors. We will discuss all these here.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Most marine fishes
are opportunistic
hunters and do not
depend on other
species of marine
life to help them
survive.
대부분의 해양어류는 기
회를 엿보는 사냥꾼이고
생존에 도움을 받기 위
해 기타 종의 해양생물
에 의존하지 않는다.

80

Filter feeders, like fish, are independent of the need to work
with other species for their own protection and survival.
어류처럼 먹이를 걸러 먹는 종들은 자신의 보호와 생존을 위해 기타 종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

Many species of marine life, like most fishes, are active

대부분의 어류처럼 많은 종의 해양생물은 먹이를 찾아다니면

opportunistic feeders, feeding on whatever they come across

서 닥치는데로 먹어치우는, 능동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냥

when they forage. Filter feeders like sponges, tunicates,

꾼이다. 해면, 멍게, 가리비와 조개같이 먹이를 걸러 먹는 종

scallops and clams are passive opportunistic feeders,

들은 수동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냥꾼인데, 그들의 먹이는

because they are at the mercy of whatever the currents

해류가 가져다주는 것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류

bring them. This group includes other filter feeders such as

로 먹이를 걸러 먹는 기타 종들에는 갯고사리(feather star),

feather stars, sea pens and bryozoans.

바다조름(sea pen)과 이끼벌레가 있다.

Just like you and I have our favorite meals or restaurants,

우리에게 아주 좋아하는 음식 또는 음식점이 있는 것처럼,

many marine organisms do too. They feed on that favorite

많은 해양생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러한 먹이 및 그런

thing and that favorite thing only. The most common

먹이만 먹고 산다. 가장 흔한 예가 나새류와 많은 바다 달팽

examples of these would be the nudibanchs and many

이다. 도리드 나새류(dorid nudibranchs)는 특정한 종의 해

sea snails. Dorid nudibranchs feed on specific species

면을 먹이로 하는 반면, 이올리디나(aeolidina) 및 아르미니

of sponges, while aeolidina and arminina sea slugs feed

나(arminina) 바다 민달팽이는 히드라와 바다조름 같이 특

on specific cnidarians, like hydroids and sea pens. The

정한 자포동물을 먹고 산다. 오불리드 달팽이(ovulid snails)

ovulid snails, Calpurnus verrucosus and Ovula ovum,

인 Calpurnus verrucosus와 Ovula ovum은 오로지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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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s exclusively on the Leather Coral, Sacrophyton. The

산호(leather coral)인 Sacrophyton만 먹이로 한다. 노랑 달

snail yellow snail, Epitonium, feeds exclusively on the

팽이(yellow snail)인 Epitonium은 오직 덴드로필리드 컵 산

dendrophyllid cup coral, Tubastraea.

호(dendrophyllid cup coral)인 Tubastraea만 먹고 산다.

Here is an example of pure predation –
the ovulid snail, Calpurnus verrucosus
feeds on the leather coral, but the
coral receives no benefit at all from this
predator.
이는 순전한 포식의 한 예다. 즉 오불리드 달팽
이(ovulid snail)인 Calpurnus verrucosus는
레더 산호(leather coral)를 먹이로 하나, 산호
는 이 포식자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The Harlequin shrimp, Hymenocera picta, is another
finicky feeder. This shrimp feeds solely on sea stars,
tearing the stars apart with its huge, strong claws.
Maybe one of the smartest of all the shrimp, this
species can then carry its bounty around alive,
keeping the meat fresh as the sea stars regenerates
the missing parts of its body.
광대새우(Harlequin shrimp)인 Hymenocera picta도 까
다로운 종이다. 이 새우는 단지 불가사리만을 먹이로 하며,
크고 강한 집게발로 불가사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아마
도 새우들 가운데 가장 영리한 놈의 하나일 듯싶은 것이, 이
새우는 그런 다음 그 노획물을 산 채로 가져가 육질을 신선
하게 유지함으로써 불가사리가 몸의 잃어버린 부위를 재생
시키도록 한다.

Box crabs of the family Calappidae feed solely on
clams and snails, while octopus feed on crabs and
shrimp. These are all examples of predation, quite
the opposite of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which follow.
금게 과(Calappidae)의 복스크랩(Box crab)은 오로지 조개
와 달팽이만을 먹고 사는 반면, 문어는 게와 새우를 먹이로
This small, but voracious shrimp is capable of tearing the arm off a full size sea star.

한다. 이상은 모두 포식 관계의 예로, 이어 소개하는 상호

작지만 탐욕스러운 이 새우는 완전한 크기의 불가사리에서 팔을 찢어낼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관계와는 정반대이다.

82

So how about all those others that aren’t eating either

그렇다면 자신의 숙주나 특정한 생물을 먹지 않는 기타 모

their hosts or a specific critter? Let’s start with the

든 종의 경우는 어떤가? 우선 비슷한 착색으로 자연도태를 이

dozens of species that over millennia have formed

뤄 숙주의 채색과 섞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 수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having been selected

천 년에 걸쳐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한 수십 종의 생물

for their similar coloration, affording themselves

을 살펴보자. 이러한 종들은 Allogalathea elegans(갯나리 공

protection by blending into the coloration of their

생게)와 같은 대부분의 스쿼트 랍스터(squat lobsters) 그리

host. This list is very long, including most of the squat

고 Neopetrolisthes, Porcellanella와 같은 자기 게(porcelain

lobsters, such as Allogalathea elegans and the porcelain

crabs)를 포함해 아주 많다.

crabs, such as Neopetrolisthes and Porcellanella.

Squat lobsters have forme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with a number of other invertebrate species.
스쿼트 랍스터(squat lobsters)는 기타 많은 무척추 종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Some species like the commensal shrimp Periclimenes soror live solely
on sea stars, while the multi-colored Periclimenes imperator live on both
sea stars and sea cucumber hosts.
공생 새우인 Periclimenes soror와 같은 일부 종은 오로지 불가사리만을 먹이로 하는
반면, 색상이 다양한 Periclimenes imperator는 불가사리와 해삼 숙주를 모두 먹고 산다.

Falling into this group also would be many shrimp

또한, 모든 공생 새우와 산호를 닮은 많은 새우를 포함해 수많

species, including all the commensal shrimp and many

은 새우 종도 이 부류에 속한다. 성게와 불가사리에서 사는 다

of the coral resembling shrimp. How about all the various

양한 새우 종은 모두 어떤가?

shrimp species that live on sea urchins and sea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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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noid shrimp come in many colors patterns, resembling those
of their host feather star. This resemblance affords the shrimp
protection while it keeps the arms of the star free of debris.
크리노이드 새우(Crinoid shrimp)는 숙주인 갯고사리(feather star)의 모습과 유
사해 많은 색상 패턴을 띤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새우는 보호를 받으면서
갯고사리의 팔에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Coleman’s Shrimp, Periclimens colemani, lives exclusively on the Fire urchin.
Asthenosoma varium. The pair makes spaces by clearing away the urchins
spines.
콜먼 새우(Coleman’s shrimp)인 Periclimens colemani는 오직 불꽃성게(fire urchin)인
Asthenosoma varium만 먹고 산다. 사진의 두 놈은 성게의 가시를 청소함으로써 공간을 낸다.

Those that commandeer another species to protect

또 다른 종을 잡아들여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은 이와는 다

themselves are a different and more complicated topic.

르고 보다 복잡한 주제다. 이러한 행동은 수백만 년에 걸쳐

These behaviors have evolved over many millions of years

진화하였고 첫 사례가 어떻게 일어났을 지를 상상하기는 쉽

and it is hard to imagine how the first incident happened.

지 않다. 폼폼(pom-pom, 꽃술, 치어리더가 흔드는 도구)

Think about it – how did the Pom-pom and Boxer Crabs

또는 복서(boxer) 게가 집게발로 말미잘을 들고 다니며 포

figure out that by holding sea anemones in their claws

식자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 생

they could fend off predators. And those dorippid crabs –

각해 보라. 또한, 도리피드 게(dorippid crab)가 해파리, 성

how did they figure out they could defend themselves quite

게, 도리드 나새류나 심지어 나무 조각과 같은 못된 놈들을

effortlessly by carrying any number of nasty beasts on

등에 짐으로써 꽤 힘들이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their back such as jellyfish, sea urchins, dorid nudibranchs

점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or even just a piece of wood.

Boxer or Pom-pom crabs hold sea anemones in their claws to fend off
predators, while dorippid crabs cover their body with any number of armored
critters or those with stinging cells like; sea urchins, jellyfish and nudibran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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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서 또는 폼폼 크랩(boxer or pom-pom crab)은 포식자를 막아내기 위해 말미잘을 집게발
로 쥐는 반면, 도리피드 게(dorippid crab)는 성게, 해파리와 나새류 같은 무장 생물이나 자세
포를 지닌 생물로 몸에 덮는다.

And then there is all of the decorator, or spider crabs.

그 다음으로는 온갖 치장게(decorators), 즉 거미게(spider

Aided by hair-like hooks covering their bodies, this

crabs)가 있다. 몸에 덮인 털과 비슷한 갈고리의 도움을 받아,

group of crabs can hide under a canopy of whatever

이 부류의 게들은 부착하고 싶은 재료 또는 종들이면 무엇이든

material or species it wants to attach to their bodies.

몸에 붙이고 그 밑에 숨을 수 있다. 치장거리 로는 갈조류 조각,

The décor menu is endless – pieces of algae, sponges,

해면, 멍게, 히드라, 덴드로네프타이드(dendronephthyid) 연

tunicates, hydroids, chunks of dendronephthyid soft

산호 덩어리, 심지어 말미잘 등 끝이 없다. 이렇게 살아 있는 생

corals and even sea anemones. This costume of living

물로 분장하므로 이 동물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organisms makes the animal almost impossible to see.

Is it art or necessity? – these decorator crabs use any thing they can get
their claws on to camouflage their bodies.

저건 예술인가 혹은 필요인가? 이들 치장 게(decorator crabs)는 자신의 몸을 위장하기 위해
집게발로 잡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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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yes, and then there are the sponge crabs. How brilliant

물론 다음으로는 스폰지 크랩(sponge crabs)이 있다. 세

is it that over time they have learned to hold a living sponge

월이 흐르면서 살아 있는 해면을 등에 지고 마지막 뒷다

on their back with their last pair of hind legs to hide from

리를 포식자로부터 숨기는 법을 배웠다니 정말 총명하지

predators. Most remarkably, this allows the sponge to live and

않은가. 가장 놀라운 점은 이에 따라 해면은 게 전체를

even grow concealing the entire crab from predators? This is

포식자로부터 감추면서 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truly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진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다.

Like a living Easter Bonnet, sponge crabs hold a living sponge on
their back with their last pair of hind legs to hide from predators.
살아 있는 부활절 모자처럼, 해면 게가 살아 있는 해면을 등에 지고 마지막 뒷다리를 포식자로부터 감추고 있다.

Now we have the whole topic of “symbiosis” in the strictest,
or should we say “classical” sense. Everyone knows about
“Nemo” “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anemones and their
partner’s, the clown fishes. Here the fish swims in and out of
the sea anemones stinging tentacles with no harm, while other
species can get fatally trapped by these same tentacles. As we
all know – the association is one of mutual benefit, the fish
receiving protection and the anemone is kept clean of debris
and regurgitated food wastes. But what’s with the anemones
green tentacles? We’ll discuss this a little later.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고전적’의미에서‘공생’
이란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본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등장한‘니모(Nemo)’
그리고 말미잘과 그 파트너인 흰동가리(clown fish, 니모) 간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우에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자포 촉수들 안팎으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헤엄치는 반면, 기타 종들은 이들 촉수에 갇혀 치
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알다시피 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의 하나로,
말미잘은 보호를 제공하고 흰동가리는 쓰레기와 역류된 음식 찌꺼기를
계속 제거해준다. 그런데 말미잘의 녹색 촉수는 어찌된 일인가? 이는
곧 설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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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sts have various theories about how clown fish can survive
within the stinging tentacles of sea anemones.
생물학자들은 흰동가리가 말미잘의 자포 촉수들 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다.

Cleaner shrimp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fish they clean are

청소 새우가 청소하는 물고기와 맺는 공생관계도

also well known by most divers. The fish allows the shrimp to walk

대부분의 다이버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물고기

all over their bodies, as well as in their mouth and gills to remove

는 새우가 온몸은 물론 입속과 아가미까지 돌아

parasites. So the fish gets cleaned “free of charge” and the shrimp

다니게 하면서 기생생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물고

has a great meal. This is a terrific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기는‘공짜로’청소를 받고 새우는 맛좋은 식사를

Both animals benefit in one way or another, and neither is harmed.

하는 셈이다. 상호 이익이 되는 환상적인 관계다.

Fish will allow cleaner
shrimp to pluck parasites
from all parts of their
bodies, including within
their mouth and gills.
물고기가 청소 새우로 하여금
입속과 아가미를 비롯해 몸 구
석구석에서 기생생물을 뜯어
먹도록 한다.

But the most common and widespread examples

그러나 공생관계에서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예는 식물과 비슷

of symbiosis are those where microscopic plant-

한 미세 세포소기관(microscopic organelle)이 숙주 동물의 체

like organelles live within the body tissue of the host

조직 내에서 사는 경우이며,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양쪽은 서

animal, and both derive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로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미세 세포소기관은 황록공생조류

These microscopic organelles fall into two categories –

(zooxanthella)와 엽록체(chloroplast)란 두 가지 범주로 분류

Zooxanthellae and Chloroplasts. Both are capable of

된다. 둘 다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광합성이란 대사과정

carrying out the metabolic processes, fueled by energy

을 수행할 수 있다.

from sunlight - called photosynthesis. These organelles

이런 세포소기관은 화학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당과 산소로

chemically convert water and carbon dioxide into sugar

전환해 숙주에게 유익하다. 식물과 같은 세포소기관은 숙주 생

and oxygen – to the benefit of the host. Because these

물 외부에서 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 조직 내에 피신

plant-like organelles are incapable of surviving on their

처를 마련함으로써 혜택을 본다. 공생관계에서 생기는 총 이익을

own outside the host organism, they benefit by having

동등하게 공유하는 셈이다.

shelter within the host’s tissue. The total benefit from his
relationship is shared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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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this type of symbiosis are endless. They start

이와 같은 종류의 공생관계를 예로 들자면 끝이 없다. 우

with the green tentacles of Nemo’s host sea anemone. Why

선 니모의 숙주로 잘 알려진 말미잘의 녹색 촉수를 보자.

are they green – because of zooxanthellae living in the

그 촉수는 왜 녹색일까, 조직 내에 살고 있는 황록공생조

tissue? Virtually all hard corals and most soft corals contain

류 때문일까? 거의 모든 경산호 및 대부분의 연산호 조

zooxanthellae in their tissue, and benefit from the sugars and

직 내에는 황록공생조류가 있으며, 이들 조류가 조직으

oxygen the zooxanthellae diffuse into their tissue. These coral

로 내어주는 당과 산소는 산호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황

need not feed at all as their nutritional needs are met by the

록공생조류가 생성하는 당과 산소로 산호의 영양적 요구

zooxanthellae’s production of sugars and oxygen.

량이 충족되므로 산호는 전혀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다.

The bundles of photosynthetic zooxanthellae can be seen here in the coral tissue.
사진의 산호 조직에서 광합성을 하는 황록공생조류의 다발들을 볼 수 있다.

Giant clams too maintain dense populations of photosynthesizing

대왕조개의 조직 내에도 광합성을 하는 황록공생조류의

zooxanthellae in their tissue. Those bright colors we see in

무리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 조개의 외투막에서 관찰되

the clam’s mantle are different types of zooxanthellae. Giant

는 밝은 색상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황록공색조류를 나

clams are always found in shallow water where the sun’s rays

타낸다. 대왕조개는 태양광선이 침투해 화학적 전환을

can penetrate and provide the energy to make the chemical

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천해에서 늘 발견된다. 이

conversion. These clams take in the sun’s energy during

조개는 낮 동안 껍데기를 활짝 벌려 외투막 조직을 태양

the day, where they can be found with the shell wide open

광에 최대한 노출시킴으로써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exposing the mantle tissue to the greatest amount of sunlight.

밤이 되면 단단히 문단속을 해 자신의 외투막 조직과 생

At night clams close up tight protecting both their mantle

명줄인 황록공생조류를 보호한다.

tissue and the life giving zooxanthel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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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plasts, which are almost identical to zooxanthellae in

황록공생조류와 구조가 거의 동일한 엽록체는 식물을 먹

structure, are found in a number of plant eating (herbivorous)

는(초식성) 바다 민달팽이에서 발견된다.‘태양광 발전

sea slugs. Dubbed “solar power sea slugs”, they too benefit

바다 민달팽이’
라고 불리는 이들 역시 태양 에너지 반응

by the reaction of the sun’s energy and the life supporting

과 생명의 버팀목이 되는 엽록체로부터 이익을 취한다.

chloroplasts. The sea slugs acquire the chloroplasts when the

바다 민달팽이는 갈조류를 먹고 살면서 엽록체를 얻는다.

Giant clam mantles display an
amazing array of color patterns. These
patterns are formed by concentrations
of photosynthetic zooxanthellae.
대왕조개의 외투막에서 색상 패턴들의 놀라운
배열이 보인다. 이들 패턴은 광합성을 하는 황
록공생조류가 집중되어 형성된다.

feed on algae. As the algal tissue is digested, the chloroplasts

갈조류 조직이 소화되면서, 갈조류에게 당과 산소를 공

which had been providing sugar and oxygen to the algae,

급하던 엽록체는 이제 민달팽이의 소화관과 조직에 저

are now stored in the gut and tissue of the slug where they

장돼 거기서 태양광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당과 산소

continue to produce as long as sunlight is present. Like the

를 생성한다. 산호처럼 이 연체동물 종도 빛이 잘 드는

corals, these mollusk species are found in well-lit shallow

천해에서 발견된다. 시계가 불량할 때에는 엽록체가 차

waters. During periods of poor water visibility, when the

례로 죽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달팽이는 다시금 먹

chloroplasts tend to die off, the slugs must feed again,

이를 먹어 동시에 신선한 엽록체의 비축량을 다시 늘려

coincidentally restocking their supply of fresh chloroplasts.

야 한다.

This sacoglossid nudibranch species gets its green color from the photosynthetic chloroplasts stored within its tissue.
이 사코글로시드 나새류(sacoglossid nudibranch) 종은 그 조직 내에 광합성 엽록체가 저장되어 있어 녹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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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pecies of nudibranch sea slug has taken this

나새류 바다 민달팽이의 한 종은 생물학적 공생 기술을 높은

biological technology of symbiosis to an advanced state.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태양광 바다 민달팽이’
라고도 불리는

Phyllodesmium longicirum, also called“ The Solar Sea

Phyllodesmium longicirum은 그들이 먹이로 하는 레더 산호

Slug,” acquires zooxanthellae from the leather coral,

(leather coral)인 Sarcophyton으로부터 황록공생조류를 얻

Sarcophyton which it feeds on. Interestingly, the slug

는다. 흥미롭게도 이 민달팽이는 산호의 조직에서 얻는 한 화학

also metabolizes a chemical from the coral’s tissue

물질도 대사하는데, 이 물질은 포식자에게 유독하지는 않을지

which is distasteful, if not toxic, to predators. This is an

라도 불쾌하다. 이는 흥미로운 방어 전략으로, 기타 이올리드

interesting defense alternative to the stinging cells found

나새류 종의 세라타(cerata, 몸통의 돌기)에 있는 자세포의 대

in the cerata of other aeolid nudibranch species.

안이 된다.

The true, Solar Sea Slug, Phyllodesmium longicirum, dorsal surface function just like “roof top” solar panels, absorbing sunlight on shallow reef flats.
진정한 태양광 바다 민달팽이인 Phyllodesmium longicirum의 등 표면은 ‘옥상’ 태양 전지판과 비슷한 기능을 해 천해 거초면( 礁面, reef flat)에서 태양광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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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lodesmium’s large flat cerata, which cover its dorsal

Phyllodesmium의 등 거죽을 덮는 크고 납작한 세레타는

surface, function just like “roof top” solar panels, absorbing

‘옥상’태양 전지판과 비슷한 기능을 해 레더 산호 군락들로

sunlight on shallow reef flats covered with leather coral

덮여 있는 천해 거초면(裾礁面, reef flat)에서 태양광을 흡

colonies. As the nudibranch digests the coral flesh, the

수한다. 이 나새류가 산호의 육질을 소화시킬 때, 황록공생

zooxanthellae pass through a highly branched system

조류가 소화관에서 고도로 분지된 배관 시스템을 지나 조직

of gut plumbing where they are routed into bundles

표면 근처에 있는 조류 다발들로 향한다. 고도로 생체공학적

near the surface of the tissue. This highly bioengineered

인 배관 시스템은 광합성이 일어난 후에는 거꾸로 작용해 생

pipeline works in reverse after photosynthesis takes place

성된 당과 산소를 다시 민달팽이의 위로 수송한다. 이러한

transporting the sugars and oxygen produced back to the

놀라운 배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동물은 황록공생조류

stomach of the slug. This incredible system allows the

가 생성하는 산물의 경작과 수확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 진

animal to optimize the farming and harvest of products of

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다.

the zooxanthellae, truly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So just when we may have thought that these critters were

그러니 이상과 같은 생물들이 그저 재미삼아 서로 어울리거

just hanging out with each other for the fun of it, we realize

니 생각하였을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러한 이상한 관계에 나

that there is some reason to these crazy relationships.

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들 생물은 포악한

These creatures have figured out how to trick and deceive

포식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방법, 그리고 경쟁하는 대신 협

wanton predations - how to work together, instead of

력해 보호와 새 먹이 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서로에게 유익

compete, gaining protection and new food res

하고 공생을 보장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케빈 리

데이비드 베렌스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LA 수중사진협회 회원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저
 서 : 『나새류의 행태』, 『태평양 연안 나새류』
공저 :	『인도-태평양의 산호초 동물들』, 『동태평양의 나새류』, 『온두라스 베이 아일랜드에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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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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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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 이야기 100가지
글/사진 구자광
감수 김지현

개구리 같이 생긴 프로그 피쉬(Frog Fish, 씬뱅이)

학명 : Antennarius striatus
영명 : Frog Fish
한국명 : 씬뱅이

생긴 것이 개구리 같아 프로그 피쉬(Frog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 우리말

프로그 피쉬는 몸을 주변의 배경과 비슷하게 하여 잘 구분이 되지 않게 위

로 씬뱅이라고 한다. 얼굴 중간의 눈과 눈 사이에 가느다란 줄 같은 것이

장을 하고 있으며, 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가짜 미끼를 흔

뻗어 나와 있고 그 끝에는 미끼처럼 보이는 것이 달려있는데 이것은 신체

들면서 먹잇감으로 유인한다. 이 가짜 미끼를 보고 주위를 지나는 작은 물

의 일부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낚시로 사냥을 한다.

고기들이 속아서 근처로 다가온다. 그때 이 녀석은 큰 입을 앞으로 돌출시

92

켜서 순식간에 먹이를 삼켜버린다. 프로그 피쉬는 입을 크게 벌려 물을 빨아
들여 진공상태로 만들어 먹이사냥을 한다. 얼마나 빠른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한다.
프로그 피쉬는 물고기의 꼬리는 공격하지 않고 머리를 공격한다. 그 이유는
꼬리를 공격하면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프로그 피쉬는 자신보
다 2배나 큰 물고기를 삼킬 수도 있다고 한다.

학명 : Scorpaenopsis venosa

학명 : Antennarius maculatus

돌같이 생긴 스톤 피쉬(Stone Fish, 돌고기)
열대지방의 산호초나 모랫바닥에는 얼핏 보
기에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 돌덩이처럼 보
이는 것이 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양옆
의 지느러미가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이는 두
꺼운 입이 보인다. 이것은 ‘돌’ 같이 생긴 ‘물
고기’이다. 생김새가 돌 같아 스톤(돌)이라는
이름이 붙어 이름이 스톤 피쉬(Stone fish)이
다. 크기는 40cm 정도로 크고 못생긴데다 미
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무
서운 물고기이다.
이들은 인도, 태평양 및 홍해의 수심이 4∼
45m로 얕은 바다에 살아간다. 산호초나 모랫
바닥에 주로 사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 눈에 잘 띄지
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로 밟기라도
학명 : Antennarius coccineus
영명 : Stone Fish
한국명 : 돌고기

하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스톤피쉬는 등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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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 주위에 두 개의 독침을 가지
고 있어, 이것에 쏘이면 심각한 상
처를 입거나 때로는 죽을 수도 있
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고기의 독침에 쏘였을 때에는 먼
저 상처 부위를 아주 뜨거운 물이
나 열로 달구어 단백질 성분의 독을
제거해 주고, 가능하면 빨리 병원을
찾아 해독제로 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학명 : Scorpaenopsis diabolus

전갈같이 생긴 스콜피온 피쉬(Scorpion Fish, 쑤기미)

학명 : Rhinopias frondosa
영명 : Scorpion Fish
한국명 : 쑤기미, 전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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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피온 피쉬(Scorpion Fish)는 우리말로 쑤기미라 하며, 지방에 따라서‘쐐치’
‘범치’
라고도 불리는데 강한
독을 갖고 있어‘쏘는 고기’또는‘호랑이처럼 무서운 고기’
라는 뜻을 갖고 있다. 몸길이 20㎝ 정도이며, 몸은
가늘고 길다. 몸빛은 가까운 바다에 서식하는 것은 흑갈색 또는 유백색을 띠며,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것은 붉
은빛이 강하다. 스콜피온 피쉬의 등지느러미에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며 지느러미를 세우면 대부분의 가시
와 줄기가 몸통과 같은 색의 피부로 덮여 있는 데 비해 가시의 끝 부분은 투명하고 강한 가시가 노출되는 특징
을 갖고 있다. 스콜피온 피쉬는 험상궂은 얼
굴에다가 움푹 패이고 요철이 심한 머리통을
하고 있다. 또한, 얼굴과 입가에는 지저분하
게 보이는 피질 돌기들을 덕지덕지 달고 있
고, 입은 크고 위쪽으로 향하여 있으며 몸에
는 비늘이 없다.
주위환경과 비슷하게 보호색으로 변한다. 이
로 인해 포식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바닥 부분에서 헤엄치면서 살며 지나치게 공
격성은 없다. 암수구별을 위한 다른 특징들
을 발견하기 힘들다. 먹이는 갑각류인 새우
나 무척추동물을 먹는다.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서해, 일본 혼슈우,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연안에서 200m 수심 범위에 서식한다.

학명 : Scorpaenopsis possi

학명 : Scorpaenopsis oxyceph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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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같이 생긴 크로커다일 피쉬(Crocodile Fish, 악어고기)
악어 물고기(Crocodile Fish)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악어처럼
생긴 물고기이다. 악어 물고기는
얕은 물에서 맹그로브 숲, 바다
풀밭이나 산호초 근처, 모래나
자갈밭에 살고 있다. 피부의 거
친 얼룩무늬는 자연적으로 위장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이다.
그것은 종종 암초나 바다초원,
맹그로브 늪 근처 해안 암초에
서식한다. 바닥에 엎드린 체 참
을성 있게 근처를 지나는 물고기
나 갑각류를 기다린다.
악어 물고기는 건드리지 않는
한 다이버에게 무관심한 것 같
이 보인다. 최대로 가까이 가
도 꼼짝을 않는다. 악어 물고기
(Crocodile fish)는 등판이 형광
녹색 표시의 몸을 가진 넙치의
얼룩덜룩한 갈색 회색 종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
꾼다. 그들은 가끔 반쯤 숨어 암
초에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

학명 : Thysanophrys otaitensis
영명 : Crocodil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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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다이빙의 메카! 낙산대기 포인트가 있는곳!

문암 다이브 리조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리조트!
비치 파라솔, 인공잔디, 샤워시설, 휴게실 등  리조트 시설은 전국 제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10분 거리에 위치 / 철제다리를 설치하여 리조트에서 1분 도보 후 다이빙 가능
최신형 공기탱크 100개, 대형 바우어 콤프레샤 1대, 대형 보트 3대, 국내 최대 렌탈 장비 보유(풀 30세트)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접근성 2시간 30분 소요 / 비치포인트 및 모든 포인트에 가이드라인 설치
하루 200여 명 수용 가능한 넓은 휴게공간과 주차공간 확보
계절과 상관없이 겨울에도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 033-637-6716 / 010-5163-092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대표 : 박주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cubaez.com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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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제16회

사진의 파일 형식 2
글/사진 구자광

프로 사진가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RAW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촬영한 사진을 웹에 사용하거나 인
쇄를 하기 위해서는 JPEG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중간과정에서 포토샵 등을 이용
하여 보정을 한다. 보정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할 때마다
파일을 JPEG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한번 할 때마다 화질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중간과정에는 포토샵
에서 저장하는 파일 형식을 PSD나 TIFF로 저장하다가 최종적으로는 JPEG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선명한 화
질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사진의 파일 형식 JPEG
JPEG(Joint Picture Experts Group)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파일 형
식이다. 물론 카메라 제조회사나 기종에 따라 지원하는 파일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JPEG
는 사진을 표현하기 위한 파일 압축 표준으로 정식 명칭을‘Digital Compression and Coding of
Tone Still Image’
이다. JPEG는 대표적인 손실 압축(Loss Compression) 방식의 파일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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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에 비해 용량이 월등히 작다는 장점이 있다. JPEG는 화소수

Microsoft가 스캐너와 인쇄용으로 개발하였는데, LZW라는 압축

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정보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축을

방식을 사용하여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압축을 조금 하

한다.

거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은 압축 방식(무손실 압축 방식, Lossless

현대 디지털 카메라와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Compression)을 사용한다.

에서 표준화된 JPEG 파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매우

TIFF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크고, 저장 공간

높으며, 용량이 작아 카메라나 컴퓨터에서 작업 속도가 빠르고 저

을 많이 차지한다. 또한 작업 속도가 느리지만 화질의 선명도를

장 용량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압축률을 높이면 화질이 급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의 출력, 출판, 인쇄 등의 목적으로 주

격하게 떨어지며, JPEG 압축으로 손상된 사진은 복원하기 힘들다

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모드로 만들어

는 단점이 있다. 또한 파일을 새로 저장할 때마다 다시 압축을 하

진 흑백 사진의 경우에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계조 표현을 위해

는 파일 형식의 특성상 지속적인 파일 손상을 막을 수 없다는 치명

TIFF 형식의 사용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 파일 형식은 일부

적 약점이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 시 JPEG 이미지의 압축 정

디지털 카메라에서 TIFF를 지원하고 있으며, RAW 파일로 촬영한

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압축률이 높으

이미지를 변환한 후, 변환된 결과를 일반 사진 파일 형식으로 저장

면 사진의 용량은 작아지지만 그만큼 손상도가 높아지므로 중요

하는 과정에서 TIFF를 선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프린터

한 사진 촬영에서는 압축률을 낮게 설정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것

나 스캐너, 이미지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

이 좋다.

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컴퓨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미지
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Windows)와 맥(Mac)을 아

사진에 최적화된 파일 형식 TIFF

우르는 대표적인 파일 형식으로 사용된다.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는 대표적인 그래픽 파일 형
식 중 하나로‘태그가 붙은 이미지 파일 형식’
이란 뜻이며, 태그

사진가라면 알아야 할 파일 형식 PSD와 EPS

에 있는 정보를 읽어 사진을 화면에 표시한다. TIFF는 Elders와

PSD는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으로 포토샵에
서 작업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과 추가
작업이 가능하여 사진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EPS는
CMYK 모드에서 선택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일반적인 사진 작업
보다는 인쇄를 위한 분판 출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PSD(Photoshop Image File Format)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으로 포토샵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레이어, 채널, 패스 등)을 모두 저장할 수 있다. PSD는
포토샵을 포함한 Adobe 사의 소프트웨어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파
일 형식으로 호환성이 떨어지지만 포토샵 작업 중간에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나 작업 내용의 일부를 수시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 사용
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 EPS(Encapsulated Postscript)
인쇄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으로 고품질의 출력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파일 용량이 크고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CMYK 모드를 지
원하여 완벽한 분판 출력을 할 수 있으므로 출판, 인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January/February

99

PHOTO

수중사진 새내기를 위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테크닉
최근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다양한 기능으로 육상에서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수중에서는 마음에 와 닿는
사진을 얻기가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있는 새내기들에게 수중사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본 테크닉을 소개한다.
글/사진 조윤희 ((주) 수중영상시스템 대표)

글 싣는 순서
제1회. 내 카메라를 제대로 알자
제2회. 편리한 모드 기능을 활용하자
제3회. 피사체에 접근하자
제4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자
제5회. 좋은 구도의 사진을 찍어보자
제6회. 어느 바다에서나 목표한 사진을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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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내 카메라를 제대로 알자
최단 촬영거리
내 카메라는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을까?
촬영 전에 파악해 둘 것은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줌 렌즈의
최단 촬영거리가 몇 mm이고, 줌 배율이 몇 배인지 알아둘 필
요가 있다. 카메라는 렌즈가 피사체(＝찍으려는 물체)에 닿을
때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줌 렌즈의 종류에 따라, 다가가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단거
리가 정해져 있어 더 근접하여 촬영하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
는 카메라도 있다. 수중에서는 가능한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
해서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내 카메라로 피사체에 어디까
지 접근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 렌즈 앞쪽에서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최단 촬영거리

(적정거리)

(적정거리가 벗어난 것)

최단 촬영거리 이상 접근하면 렌즈의 성능상 어떻게 해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 기종에 따라 렌즈의 최단 촬영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 두도록 한다.

렌즈의 화각
피사체 선별을 위해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 두자.
하우징과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렌즈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인 수중사진 잡지에 소개되는 다양한 수중사진과 같은 그런 장
면을 모두 촬영하기는 힘들다. 갯민숭달팽이와 같은 작은 생물은 콤팩
트 디지털 카메라로도 무리없이 찍을 수 있는 장르로, 액세서리를 사용
하지 않고도 화면에 크게 담을 수 있지만, 덩치가 큰 생물이나 수중의
자연경관 등은 근접촬영을 하고 싶어도 화각이 부족해 촬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카메라 렌즈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촬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도록 한다.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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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줌 시
키면 찍을 수 있는 범위(화각)는
넓어진다. 와이드 쪽으로 끝까
지 줌 한 곳이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범위이며 렌즈에 표
시되어 있는 숫자(24, 28mm 등
(35mm 환산, 대각선 화각 84°
,
75° 육상/약63°
, 56° 수중))
가 작을수록 넓은 범위를 촬영
할 수 있다. 반대로 T 버튼을 눌
러 망원 쪽으로 줌시키면 촬영
되는 범위는 좁아진다.

TIP

수많은 콤팩트 카메라만큼 많은 사양의 줌렌즈가 사용되고 있는데, 수중에서는 광학 줌 배율이 큰 렌즈보다는 3~5배 이내이고, 와이드
영역이 커버되는 24~35mm사이의 렌즈(35mm환산)가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수중사진에서는 마크로
나 와이드 어느 쪽이나 피사체에 접근해 촬영해야 하는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초점거리(렌즈에 mm로 표시)가 작을수록 가까
이 다가갈 수 있고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참고로, 망원측은 투명도가 아주 좋은 바다에서도 줌렌즈의 배율이 5배 이상
되면 성능이 좋은 카메라라고 해도 수중에서는 망원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촬영 모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수중 와이드 모드,

촬영모드 활용이 뛰어난 사진을 찍는 비결

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수중 매크로 모드 등의 설정방법과 사용법을 연습해 두면 실전

깨끗한 사진을 쉽게 찍기 위해 활용하면 좋은 것이 촬영모드인데 카메
라 제조회사나 기종에 따라 탑재되어 있는 촬영모드가 다르다. 따라

매크로 모드

서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미리 사양을 비교해보고 수중촬영에 특화된

작은 생물을 찍을 때나 근접 촬영할 때는 뒤쪽의 꽃 마크를 누
르면, 매크로 모드 설정화면이 표시된다

모드

설명

AUTO 전자동, 카메라가 자동으로 알아서 촬영한다.
P

프로그램, 카메라가 조리개와 셔터스피드의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설정한다.

A

조리개 우선, 원하는 조리개값을 설정할 수 있다. 배경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S

셔터스피드, 우선 원하는 셔터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다.

M

매뉴얼, 조리개와 셔터스피드 모두 촬영자가 선택한다.

SCN

장면 모드, 수중이나 야경 등 촬영장면별로 설정할 수 있는 촬영모드이다.

※ 주의
촬영모드는 기종에 따라서는 전자동 모드만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시 사양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내장 스트로보의 설정
뒷면의 플래시 마크를 누르면 내장 스트로보의 설정화면이
표시된다. 빛이 물에 흡수되어 육상보다 어두운 수중에서는
내장 스트로보의 발광모드를 기본적으로 강제발광에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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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100과 ISO400, ISO800 비교 사진
될 수 있으면 크게 감도를 높이면(수치를 크게 하면) 높일수록 밝기를 얻
을 수 있다. ISO800에서도 약간의 노이즈가 보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손
떨림 발생으로 초점이 흐리거나 셔터찬스를 놓치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TIP

ISO 감도란 CCD처럼 카메라 내부에 있는 촬상소자(화상을
기록하는 매체)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수치
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빛에 민감하다는 의미이다.

ISO 감도를 자유롭게 설정하자
ISO 감도란 카메라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 값이 클수록, 적은 빛으로도 적정노출의 사진

ISO 감도를 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메뉴에서 아래 단계의 ISO 설정화
면에서 원하는 감도를 선택한다.

을 찍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ISO100과 ISO800으로 설정했을 경
우에는 800쪽이 충분한 빛을 얻기 쉬워, 조리개를 더 조일 수 있고
셔터스피드를 빠르게 해 초점이 흐리거나 손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조윤희

막을 수 있다. 요즈음 판매되고 있는 카메라들은 ISO12800 이상
의 카메라도 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이즈리덕션 기능의 발전
으로 고감도 촬영에서도 화질 저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으로 ISO를 너무 높이면 화질이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사
람들도 있지만, 화질의 차이는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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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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스쿠바 전용선 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서귀포 바닷속 여행!
강사등록하시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서귀포

•합법적이고 럭셔리한 다이빙전용의 유선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다이빙은 (주)JSA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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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해외다이빙투어

인도양의 진주

몰디브 다이빙 투어

Maldives
몰디브는 아름다운 바다와 주변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아일랜드 호핑,
스노클링, 카약과 카누, 밤낚시 등으로 대표되는‘해양레저의 천국’이기도 하다.

그중 바닷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노클링과 스쿠바다이빙은 몰디브 여행의 백미이다.
열대어와 함께하는 산호 정원의 구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글/사진 구자광 (일부사진은 현지 리조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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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남아시아 인도서남방 인도양
수도 : 말레
화폐 : 루피야(MVR)
언어 : 몰디비안 디베히어
인구 : 396,334명 (2010년), 171위 전체 순위
면적 : 298㎢, 191위 전체 순위
기후 : 열대성기후
종교 : 수니파 이슬람교종족신할리족, 남인도계, 아랍인
정체 : 공화제 | 의회형태단원제
국가원수 : 대통령 | 정부수반대통령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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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에 대해 이해하기
인도양 한가운데 1,192여개의 크고 작은 산호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202개 섬에서
만 사람이 사는 몰디브는 그 모습이 마치 진주목걸이 같아‘인도양의 진주’
라고도 불리며 강렬
한 태양과 깨끗한 모래사장, 에메랄드 빛 바다와 형형색색의 바닷속 산호 정원이 사방에 둘러
싸여 있어 마르코폴로가‘인디아의 꽃’
으로 묘사할 정도로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몰디브는 현재 200여 곳의 섬에 150개 리조트가 개발돼 있는데 섬 하나에 하나의 리조트를 개
발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리조트 회사 이름’
이 섬의 이름을 대신하게 되며, 리조
트를 찾는 손님들은 오로지 그 리조트를 선택한 고객만이 마치 무인도 섬에 있는 듯한 특별한

▲ 공항청사앞의 해변풍경

느낌을 받게 된다.
몰디브는 아름다운 바다와 주변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아일랜드 호핑, 스노클링, 카약과
카누, 밤낚시 등으로 대표되는‘해양레저의 천국’이기도 하다. 그중 바다 속 체험을 할 수 있
는 스노클링과 스쿠바다이빙은 몰디브 여행의 백미이다. 열대어와 함께하는 산호 정원의 구경
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몰디브의 수도는 말레이다. 말레 국제공항의 청사를 걸어 나오자마자 해변이다. 해변에
서 보트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몰디브의 수도 말레 섬이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3~4시간
코스로 몰디브의 심장 말레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도 중 하나지만 원주
민이 사는 지역 그리고 재래시장과 항구를 거닐다 보면 그들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몰디브는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2m에 불과해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 2008년 11월 11일 대
통령에 취임한 모하메드 나시드는 국토가 바닷속으로 사라질 날에 대비해 새로운 국토를 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
가 새로운 국토를 돈을 주고 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여러 나라와 접촉했으
며 수용 가능한 방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몰디브와 기후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인도, 스
리랑카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땅이 넓은 호주도 고려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108

▼ 공항에서 바다건너 보이는 말레(몰디브의 수도)

가는 방법
1. 대한항공으로 스리랑카의 콜롬보를 경유하여 말레로 가는 방법

2. 싱가폴을 경유하여 말레로 가는 방법

대한항공의 인천-콜롬보-몰디브 노선은 주 3회(월, 수, 토) 운항

매일 운항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정으로 말레에 오전 도

하며, 중간 기착형태(1~3시간 환승)로 거의 직항편과 다름없이 진

착. 밤 시간 도착의 두 가지 스케줄이 가능해 리버보드 운항 스케

행된다.

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몰디브 리버보드가 1주일 단위 스케줄 (토-토, 일-일)

인천/싱가포르 구간은 하루 4회 운항이 되어 몰디브 가고 오는 길

로 운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스케줄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

에 하루나 반나절의 시간을 더하여 싱가포르 관광을 하고 올 수

지만 앞과 뒤로 여유있게 이동하거나 토요일 출발하는 허니문에게

있는 이점이 있다. 환승 시간에 따라 수하물 연결이 달라지며 반나

는 아주 좋은 스케줄이다.

절 시내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출발
22:40 인천
		
대한항공
15:40 말레

도착
다음날

출발

도착

05:40 콜롬보 06:40 말레

월, 수, 토

00:15 인천

19:00 콜롬보

화, 목, 일

싱가포르 14:20 말레

04:10 콜롬보
17:40 콜롬보

출발

운항스케줄

				

다음날
06:20 인천

도착

출발

도착

05:35 싱가포르 10:10 싱가포르 11:35 말레

09:00 인천

14:20 싱가포르 20:45 싱가포르 22:10 말레
22:05 싱가포르 다음날 00:10

항공			
23:25 말레
		

다음날 07:10

운항스케줄
매일

07:45 인천

싱가포르		

매일

08:00 싱가포르 15:35 인천

싱가포르

※ 상기 스케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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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의 다이빙 환경
몰디브의 다이빙 형태는 각 섬에 위치한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데이트립 다
이빙(Day Trip Diving)을 하는 리조트 다이빙과 넓은 지역을 리브어보드
(Live Aboard)를 타고 다니면서 다이빙을 하는 리브어보드 다이빙이 있다.
리조트 다이빙은 말레 공항에 도착하여 말레에서 가까운 리조트는 보트로,
먼 리조트는 수상비행기(Sea Plane)로 이동한 후 리조트에서 숙식을 하면
서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을 한다. 이 방법은 리조트 인근 지역만 다이빙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또 다른 리조
트로 옮겨 가야만 한다.
리브어보드 다이빙은 공항에 도착하면 예약한 리브어보드의 도니가 기다
린다. 도니에 타면 다이빙 장비만 도니에 내리고 나머지 짐은 리브어보드로
가지고 탄다. 보통 리브어보드 다이빙은 일정에 따라 넓은 지역을 옮겨 다
니면서 다이빙을 한다. 넓은 지역의 좋은 사이트만 찾아다니면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다이빙 매니아들은 이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리브어보드는 콤프레서와 공기탱크를 싣고 다이빙을 주로 하는 몰디브의
전통 배인 도니(Dhoani)와 무인도에 내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스피드 보트
(Speed Boat)가 따라 다닌다. 손님의 다이빙 장비는 항상 도니에 실어 놓
고, 리브어보드에서 숙식을 하면서 다이빙을 할 때마다 도니로 옮겨 타고
다이빙을 한다. 몰디브 다이빙의 베스트 시즌은 12~4월이고, 평균 수온은
29°내외이다. 보통 3mm 슈트가 평균이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5-

▲ 수상비행기

4-3)mm 슈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리조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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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4
1
2
3
4
5
6
7

5

6

리브어보드(프린세스 우스와호)
리브어보드의 식당 겸 휴게실
리브어보드의 갑판 위의 휴식 공간
리브어보드의 객실
브리핑을 듣고 있는 다이버
도니(다이빙 배)
도니의 내부 모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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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리브어보드 코스

HAA ALIF
ATOLL

HUWARAFUSHI

HAA DHAAL
ATOLL

몰디브 지역은 크게 North & South Male Atolls, Ari Atoll,
Northern Atolls, Southern Atolls로 나눈다.
아주 장거리 리브어보드 스케줄이 아닌 이상 비교적 짧은 리브어보

SHAVIYANI
ATOLL

드 스케줄은 수도 말레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의 North Male Atoll
과 BAA Atoll, LHAVIYANI Atoll을 순회하는 코스(8~12일), 말레

NOONU
ATOLL

의 남쪽 지역의 South Male Atoll과 FELIDHOO Atoll을 순회하는

RAA
ATOLL

코스(10~14일 일정), 서쪽의 아리아톨(Ari Atoll)을 순회하는 코스

1
LHAVIYANI
ATOLL

(6~10일)가 주로 운항한다. 그중에서도 짧은 일정에는 아리아톨을

BAA
ATOLL

순회하는 코스가 가장 많이 운항한다.
몰디브 다이빙은 워낙 넓게 산재해 있고,

GAAFARU

다이빙 사이트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이빙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15

한정된 지면으로 다 설명하는 것이

17

2

16
14

불가능하다.
이번호에는 아리아톨의 주요

RASDHOO

18
13

12
11
9
10

하이라이트 사이트 3개만

NORTH MALÉ
ATOLL

1

▲
LHAVIYANI
ATOLL

◀
BAA
ATOLL

설명하겠다.
8

SOUTH MALÉ
ATOLL
ARI
ATOLL
FELIDHU
ATOLL

7
6

FAAF
ATOLL

5

3

GAAFARU ▶
RASDHOO ATOLL
(IN ARI ATOLL)

▼

2

2
2

VATTARU

4
3

1

MEEMU
ATOLL

DHAAL
ATOLL

0

1

▲
NORTH MALÉ
ATOLL

THAA
ATOLL

3

6

5
4

7

LAAMU
ATOLL

3

◀ ARI
ATOLL
8

◀ NORTH
MALÉ
ATOLL

10
9

22

1 2
5
21

＊Atoll : 섬과 환초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는 지역
＊Thila : 몇 m의 수중에 있는 산호초
＊Giri :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산호초
＊Faru : 물위에 드러나 있는 산호초

ATOLLO DI
GAAF ALIFU
3
4

6

7

FELIDHOO
ATOLL
▼

8

20

9
10
17

11
12 13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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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LLO DI
GAAF DHAAL

◀ SOUTH
MALÉ
ATOLL

19

14

ATOLLO DI
GNAVIYANI
ATOLLO DI
SEENU

15

▲ 몰디브 지도

Kundaha Thila
노란 스내퍼 무리들이 늘 이곳에서 화사하게 노
닐고 있고, 물고기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무리속으로 다가가도 피하지 않는다. 이곳의 곰치
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순한 편이다.

Maaya point
Night Diving Point로서 최고의 사이트이다.
상어, 마블레이, 곰치, 트레발리 등이 우글거리고,
이들이 먹이사냥을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HAFSHAA Thila
팔라우의 불루코너와 유사하며 조류가 세고,
상어 떼와 이글레이를 볼 수 있다. 강한 조류
가 있을 때는 조류걸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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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의 수중환경
몰디브는 지난 태풍 때에 산호가 많이 파괴되어 백화현상이 심한 편이다. 그러나 물고기들과 어우러진 코랄
리프는 다양한 볼거리를 준다. 또한, 난파선과 물고기들과 어울어진 리프 터널의 풍광도 장관이다.
주로 볼 수 있는 수중생물은 고래상어, 각종 리프상어, 바다거북, 나폴레옹 피쉬 트레발리피쉬 무리, 바라쿠
다 무리, 만타레이, 이글레이, 마블레이, 나폴레옹 피쉬, 각종 스내퍼와 트리거 피쉬 무리 등 인도양 특유의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볼 수 있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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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 몰디브 하우스 / 070-8243-9584

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1LIGHT & MOTION

Light&Motion의 직원들은 그들의 기술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기술의 역외 이동을 차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생산팀, 판매, 회계, 물류 등 모든 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ight&Motion의 모든 상품들은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또
한, Light&Motion은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한 결과, 2008
년 미국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협회로부터 환경 사업 부문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ight&Motion SOLA 라이트의 큰 장점으로는 57mmX101mm와 105g(sola 1200기준)의 적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0루멘(다이빙/카메라용), 4000루멘(비디오용)의 밝기를 나타낸다
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라이트로 확산형과 집중형(다이빙/카메라/비디오용)을 모두 사용할 수 있
고, 각 모드에서 밝기 조절을 상/중/하(다이빙/카메라/비디오용) 또는 7단계(SOLA Video 4000)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ght&Motion은 2014년 기존 라이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Sola Dive 2000
루멘(확산/집중)
상 2000/600

사용시간 : 70분~7시간

조사각
중 1000/300		
하 500/150

확산 : 60°
집중 : 12°

충전시간 : 150분

Sola Video 2500F
루멘(확산)
상 2500
중 1250
하 625

사용시간 : 1~4시간
조사각 : 확산 : 60°
충전시간 : 150분

Sola Video 2100S/F
루멘(확산/집중)
상 2100/1200

사용시간 : 1~4시간

조사각
중 1000/600		
하 5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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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 60°
집중 : 12°

충전시간 : 150분

2 OCi
다이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OCi 안에 들어있습니다. Oceanic사는 자사 내의 하이엔드급
다이빙 컴퓨터인 OC1의 기술력과 베스트셀러 다이빙 컴퓨터인 OCS의 스타일을 결합하였고,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내장시켜 이 완벽한 성능의 다이빙 컴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특징
▶ Oceanic 전용 듀얼 알고리즘 - 두 개의 알고리즘 중 선택 가능
Pelagic DSAT(Spencer/Powell 데이터 기반)
Pelagic Z + (Buhlmann ZHL - 16C 데이터 기반)
▶ 무선 잔압 기술 내장
▶ 다양한 기능의 디지털 나침반 내장
▶ 프리 다이빙 그리고 텍 프리 다이빙 모드 선택 가능
▶ 개별 트랜스미터 기체 4개까지 교환 가능, 4개의 나이트록스 혼합 21~100% O2 까지 가능
▶ 다양한 기능의 시계 모드 - 대체 시간, 스톱워치, 랩 타이머, 일일 알람, 카운트다운 타이머
▶ 최대 작동 수심 180M
▶ 카운트다운 타이머로 표시되는 딥 스톱 기능
▶ 런-타이머로 표시되는 게이지 모드
▶ 사용자가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
▶ 배터리 교체시 데이터 유지 기능 내장
▶ 2가지 색상 : W, RED

3 BC-0101B
TUSA
▶ Ultimate Stabilizing Harness
▶ 2 large double zippered pockets
▶ A.W.L.S. Advanced Weight Loading System
▶ 2 dump valves (OPEV + 1)
▶ 1 stainless steel and 4 resin D - rings
▶ Out side : 500D Cordura® Nylon
▶ Inner side : 420D Nylon

Sizes
XS 18 lbf. (=8.2 kgf., =80N)
S 22 lbf. (=10.2 kgf., =100N)
M 31 lbf. (=14.3 kgf., =140N)
L 38 lbf. (=17.3 kgf., =170N)
XL 46 lbf. (=21 kgf., =205N)

January/February

119

신제품 소개

포스엘리먼트
코리아

1 포스엘리먼트 라이프 웨어

유기농 면으로 제작, 한벌 한벌 핸드프린팅으로 작업한
포스엘리먼트 라이프 웨어는 스타일리쉬하며 다이버들의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포스엘리먼트는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구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2“GO WILD for the philippines”

포스엘리먼트는 필리핀 태풍 피해복구 기금 마련 프로젝트 “GO WILD for the philippines”에 동참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영국소재 구호단체인 “shelterbox”
에 기부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티셔츠를 구매해주세요.
50벌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구매문의 070)4243-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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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이내피 할로 3D
할 때,

- 스페이스텍 압착 방치 패널 : 옷의 뒷틀림과 가슴, 허벅지 어깨 부위의 공기로
인한 압착이 되지 않도록 이중 레이어로 완벽 구현
- 8mm두께의 강화된 보온 레이어로 착용감이 편안함
- 고밀도원단 : 고중량, 고밀도 3중 레이어로 중요한 부위의 보온 강화
- 등, 배, 엉덩이, 허벅지 등을 보호, 스페이스텍 원단으로 보온성 극대화
- 오른팔 쪽의 유용한 포켓에는 작은 물건들을 넣기에 이상적입니다.
- 소매의 손가락 걸이는 드라이슈트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양쪽 허벅지 안의 P-valve 구멍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다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다이버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멍은 완전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P벨브를 사용한다면,
날카로운 칼로 적절하게 구멍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원피스 디자인으로 고 기능적입니다.
- 움직임이 많은 엉덩이와 가슴 아랫 부분은 적은 원단, 가장 필요한 부위에는
추가적인 보온 레이어 패널로 기동성을 높이고, 과도한 부피 증가없이 중요부위의
보온성 증가하여 북극과 같은 극한 수온에서는‘드라이베이스’
‘제로썸’
,
시스템을 안에 함께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 90만원

[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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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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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빅핸드코퍼레이션

“No Rinse”Frog Spit 59.14ml는 매력적인
진녹색의 병에 뚜껑은 위로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Sport Pump Bottle 리필 가능)
소비자 가격 \ 20,000
한박스(48ea) \ 360,000

XDEEP Ghost

XDEEP ZEOS

- 폴란드 다이빙 장비 디자이너 TOMASZ

- 3D MESH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백플레이트 BCD

STRYJECKI와 함께 2년에 걸친 개발

-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소재로 생산된 ZEOS

- 현존하는 백플레이트 중 최소 무게인 2.3kg Ghost

- 유럽의 포럼에서 “Product of year 2011” 수상

- WEIGHT POCKET 포함

- 인플레이터 호스길이 조절 가능

- DELUXE제품은 어깨 하네스에 3D mesh pad

- 윙사이즈 선택가능 28(13kg), 38(17kg)

\ 1,300,000(STANDARD)

- 마모성에 강한 Cordura 1100 DTEX
\ 1,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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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파티마엔지니어링

진보된 기술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력암, 미니 트레이, 멀티 트레이 등 많은
액세서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완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로 당신만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5D MARK3 Marineboy
- 수중에서 비디오 기능과 카메라 기능 가능
- 하우징의 손잡이 각도를 임의적으로 조정가능
- Marine Viewer의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중인
영상을 볼 수 있음
- 수중 촬영 영상을 육상에서도 고해상으로 영상을
실시간 볼 수 있음
- Okii 컨트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도모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포트 사용
(CANON16/35) :
광학 평포트, 아크릴 돔포트
광학 돔포트, 마크로 광학평포트

갤럭시S4, 아이폰5/5S
- 주머니에 들어가는 Compact 구조로 설계
- 수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름 장치를 레버 방식으로 변경
- 전면에 소형 부착물 장착
- 하우징 렌즈부문에 렌즈 액세사리 사용가능
- 최대 방수 수심 250m

GOPRO3(3+) Octopus
- 수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름 장치를
레버 방식으로 변경
- 지상 / 수중 비네팅 없는 영상물 촬영
- 고프로 액세사리 사용 가능
- 최대 방수 수심 250m

옵션사항
- 수중 외부 밧데리 장착
- 수중 외부 모니터
- 수중 CCTV용으로 사용

Stopper Reel
줄을 감을 때 일정거리를 남겨두고
옆면의 고리에 걸어주면 수중에서
줄을 풀 때 고리에 걸린 줄만큼 풀리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리쿰스쿠버 이원교 트레이너님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제품은 늘 제공자와
함께하는 업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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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도, 결승선도, 세계 챔피언도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게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와 팀워크로 가득찬 탐험.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발견했을 때 전율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모험입니다.

포스엘리먼트 한국총판
T
E
W
F

070-4243-6264
info@fourthelement.kr
www.fourthelement.kr
facebook.com/FEkorea

EQUIPMENT FOR ADVENTURE

EDUCATION

강사코너

자신의 능력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라
글/사진 정상우 (PADI CD, 마린마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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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친구의 차를 타고 모임에 가던 중에 타고 가는 차
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많은 고생을 한 적
이 있다.
다이빙 산업도 계속적으로 다변함에 따라서 트레이닝 방법들
이 변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다이빙 산업안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강사들의 업데이트는 프로 다이빙 강사를 유지시키
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다이빙에 관련된 모든 부분
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사가 자
신을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여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따르기보다는 왜? 라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첫째, 소속교육 단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아라

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거나 변형시킨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교육단체들은 정기적인 다이빙산업의 이모저모와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해가 어렵다면 접근이 쉬

더불어 위험관리와 트레이닝 방법의 변화 등을 새롭게 업데

운 코스디렉터나 강사트레이너 또는 소속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이트함으로써 소속강사들이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교육단체는 기본적으로 소속된 강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기 회보나 잡지 등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전달되며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무작정 읽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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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운 것을 찾았다면 빠르게 적용하라
새로운 내용은 전달할 때 가장 빨리 내 것이 된다. 업데이트된 내

넷째, 스스로가 좋아하는 전공분야는 좀 더 깊게
접근하라

용은 여러분 주위의 학생 다이버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서 적용할 수

다이빙 강사도 다이버이다. 스스로 다이빙이 즐겁지 않다면 계속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학생 다이버들에

적으로 다이빙을 즐기거나 가르치기는 더욱 어렵다. 내가 잘하는

게도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 다이버들에게 수영장 등 모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즐

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거운 프로 강사의 길이기 때문이다.

최신으로 유지되는 강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프로강사로서 신뢰
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지식에는 국경이 없다
프로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판매하고 그것을

셋째, 비교적 활동이 적은 겨울 시즌에 장비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소속된 분야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

대부분의 장비 제조업체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모델을 런칭한

스로를 진단해 보는 것 또한 자신을 업데이트시키는 방법이다.

을 가진 자신과 같은 프로들과 가슴을 열고 배우고, 토론하며, 스

다. 그리고 새해의 주력 상품을 홍보하는 행사가 많은 때이다. 새
로운 장비의 트렌드와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1~3월

우리는 다이나믹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다이빙 이

까지 국내외 장비제조사의 홈페이지나 국내외의 후기를 볼 수 있는

론과 기술은 이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옛날 다이빙 이론과

커뮤니티 그리고 이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좀 더

기술일 수 있다. 고객은 새롭고 신선한 즐거움을 원한다. 그렇다고

도움이 될 것이다.

옛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어제가 없는데 어찌 오늘과 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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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겠는가. 다만 새로운 것들 중 좋은 것으로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의미의 업데이트

정상우

는 자신의 경쟁력과 존재 가치를 올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뇌는 교육적인 장난감이다. - 탐 로빈스 날짜

내용

2월 1일

New PADI 오픈워터코스

2월 22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워크숍

3월 8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워크숍

3월 15일

New PADI 오픈워터코스

3월 22일

다이나믹 사이드마운트워크숍

* 상기 일정은 인원수 제한이 있으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지방과 해외의 신청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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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정상우 010-522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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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빙 사고자를

구조하는 방법
글/사진 박종섭 (BSAC KOREA 본부장)

다이빙 비수기인 요즘도 다이빙 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고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만일 사고 다이

이 지연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든다. 따라서 버디체

버의 옆에 버디가 같이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크를 포함한 버디 시스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는 아쉬움이 있다.

대부분의 다이빙 사고는 버디 다이빙에서 그 예방과 해결책을 쉽

다이빙은 대기시간이 많은 스포츠이다. 물에 들어가기 위한 짧은

게 찾을 수 있다. 해결의 열쇠는 기초적인 자기 구조를 포함한 구

브리핑을 듣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배위에서 준비하고 대기하는 시

조 능력에 달려있다. 스스로 구조할 수 있는 기술은 누구나 가지

간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흔히들 하는 실수가 그렇게 모든 장

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비들을 체크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작 입수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우에는 버디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구조 훈련은 자주

점검을 위한 버디체크를 생략함으로써 많은 실수들이 일어난다.

쓰이는 기술은 아니지만, 모든 다이버들의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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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요즘처럼 다이빙 비수기인 겨울이 기초적인 기술을 훈련하

법은 사고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 구성에 따라 다르다. 만약 두 다

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수면에서의 버디를 구하는 기

이버에게 조절할 BC가 하나인 경우, 사고자를 위한 가장 간단한

술은 그 중 대표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능력이다.

해결책은 BC로 작은 양성부력을 이용해 상승하는 것이다. 사고

전반적인 구조 절차는 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기술을 포함하면서

자가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슈트 자체가 부력의 통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구조 과정의 논리적인 절차들

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체에 자동 덤프밸

을 모두 숙달해야 하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진행할

브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조난자의 BC를 이용해 부력을 조절하고

수 있어야 한다. 다이빙 사고에서 수면에 도착한 이후에 구조자가

상승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조난자의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시행해야할 구조 기술들을 살펴보겠다.

것이 더 적절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굴과

구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에 구조자의 위치가 사고자보다 조금 아래
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자의 한손은 사고자의 드라이슈트

▶ 수면으로의 인양

인플레이터나 BC의 한 부분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 1분간의 구조 호흡

한 손은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다. 수중에서 부력

▶ 도움 요청

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고자와 얼굴을 마주한 뒤 사

▶ 해변이나 보트 가까이 견인

고자의 상체를 다리-가위 그립으로 잡은 뒤 구조자 자신의 부력

▶ 신속한 장비 해체

을 이용해 상승하는 대안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트윈 세트와 같

▶ 사고자의 출수

은 장비에는 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만일 이 모든 상승방법이

▶ 수면 밖에서의 조치 - 기본 생명 구급술(BLS)의 시행

실패한다면 수영상승이 필요할 것이고 이때에는 가능한 웨이트
벨트를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면으로의 인양
사고자를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수중에서 가르치고 훈

1분간의 구조 호흡

련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근본적인 핵심은 수중에서의 부력조

수면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고자와 구조자의 부력을 확보하고, 1

절인양(Controlled Buoyant Lift) 기술이다. 수중에서 문제가 발

분간의 구조 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 상황에서 구조 호흡의

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자가 수면위로 안전하고 신

연습은 대부분의 훈련생이 생략되거나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약간

속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부력을 확보하는 방

은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기술 구사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어
서는 안 되며, 이 기술이야 말로 구조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
술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과 함께 기술의 정교함을 가져야 한다.
구조 호흡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고자를 확실하게 잡는다.
▶ 피스톨

그립(권총 손잡이를 잡듯이)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입을 막는다.
▶ 목을 젖혀서 기도를 개방한다.
▶ 사고자의 상체를 구조자 방향으로 돌린다.
▶호
 흡을 불어넣기 위하여 구조자의 입으로 사고자의 코를
덮는다(mouth to nose).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구조 호
흡을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구조 호흡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다
른 누군가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견인하는 것이, 차
라리 허둥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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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호흡 연습은 신중을 기해서 완성된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한
다. 입을 막고 기도를 개방한 다음에 조난자를 구조자 방향으로
향하도록 돌리면서 입으로 코를 덮어 1초간의 구조 호흡을 시행
한다. 너무 빠르지 않게 사고자를 옆으로 돌리면서 얼굴위로 스
치듯이 접근시켜 입으로 코를 덮어야 한다. 간혹 구조자가 사고
자의 얼굴 위로 덮치듯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자의 코나 입이 물에 잠기게 될 수 있다.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코를 덮고 구조 호흡을 연습하는 것은 효율적인 구조 호
흡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이런 훈련 상황에서
만약 참가자 중 누군가가 감기에 걸렸거나 병이 있는 상태라면,
훈련의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절한 다른 방법으
로 대신 해야 한다. 구조 호흡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상황이 있다. 하나는 정지해 있는 경우(시작할 때와 견인
이 끝날 때)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견인하는 동안이
다.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대략 6초에 한번 정도의 구조 호흡을
시행하며, 견인 중에는 매 15초에 두 번의 구조 호흡을 실시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도움 요청
수면위에서 처음 1분간의 구조 호흡이 끝나면, 근처의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사람들은 주
변에서 큰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둘러보게 마
련이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 상황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
는 곤란하다. 큰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이 실제 비상 상
황으로 오인하게 되어 원하지 않은 해프닝이 발생될 수
도 있다. 훈련 상황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하는
시늉만으로도 충분하다.

해변이나 보트 가까이 견인
호흡을 하지 않는 사고자를 견인할 때에는 팔을 쭉 뻗어
서 사고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잡고 다른 한 손은 실린더
밸브나 어깨를 잡는다. 팔을 뻗은 채 견인하는 경우, 누
워있는 사고자는 구조자와 직선상에 있게 되며, 구조 호
흡을 시행할 때에는 간단히 팔꿈치와 손목을 구부리면
서 접근하고 사고자를 구조자 쪽으로 돌려서 필요한 구
조 호흡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든다. 견인 기술은 초보
다이버(오션 다이버) 때부터 소개되면서 고급 다이버(다
이브 디렉터)까지 각 단계마다 반복하면서 훈련하게 된
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견인의 거리이다. 다이브 리더
와 다이브 디렉터는 50m 이상의 견인 훈련 경험을 하게

132

된다. 견인은 특별히 체력적으로 힘든 훈련이며, 특별히 다이버들
모두 트윈세트에 드라이슈트를 입었다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실
제 상황에서는 웨이트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훈련 상황에서 그렇
게 한다면, 다시 찾아야 하는 데에 있어서 시야나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장비 해체
사고자를 물밖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면, 1분
간 10번의 구조 호흡을 시행한 후에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사
고자를 출수시켜야 한다. 출수 직전에 우선은 구조자의 장비를 해
체한 다음에 사고자의 장비를 해체한다. 사고자의 웨이트 벨트가
여전히 있다면, 웨이트 벨트를 버리고 드라이슈트 연결호스를 포
함한 모든 클립을 푼다. 그런 다음 부력조절기(BCD)의 공기를 빼
더라도 사고자는 물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사고자의 출수 - 보트 위로 이동
사고자를 보트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보트위에 있는 누군가의 도
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트 근처에 다다르면 해변에서의 방법
과 마찬가지로 1분 동안 구조 호흡을 시행하고 장비를 해체한다.

고무보트라면 장비해체부터 배위로 올리는 방법까지 도움을 받기
가 쉽다. 큰 보트로 사고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매우 어려우면
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리프트가 있다면, 해결은 간단해 질
수 있겠지만, 리프트가 있는 경우라도 사고자의 팔다리 등이 리프
트의 레일 등에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자와 함께 올라가야 하
는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이빙 보트에서
리프트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흔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것을 이용하거나 밧줄을
이용하여 리프팅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료와 선원들과의 상의가 필요하다.

사고자의 출수 - 육지로 이동
사고자를 물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운반하도록 한다. 해변에서의 운반
은 누워있는 사고자의 양 쪽에서 팔을 밑에서 끼워 넣으면서 사고
자의 머리가 해변을 향하게 하면서 이동한다. 사고자의 팔은 구조
자의 가슴 앞에서 펴지도록 한다. 구조자의 팔이 사고자의 겨드랑
이를 감싸면서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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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육상에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해 있지 않고,
사고자가 무반응이면서 호흡이 없다면,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
의 구조 호흡을 번갈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에 산소처치호흡장비 또는 AED(자동체외제세동기)의 사용이
다음 함께 일어서면 사고자의 상체가 들리게 된다. 땅에 올라온

가능하다면 소생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다음에는 사고자를 반듯이 눕혀 다시 구조 호흡을 재개한다. 구
조훈련을 하다보면 조심성 없는 구조자로 인하여 사고자를 거칠

결론

게 다루거나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하

구조 기술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다. 이러한 구조 기술이 사용

면서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될 상황이 벌어져서는 곤란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아무 때고 구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최신의 기술로

수면 밖에서의 조치 - 기본 생명 구급술(BLS)의 시행

연마되어야 한다.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구조 기술

물에서 나온 다음에는 회복자세를 취하기까지 일련의 후속조치가

은 비효율적인 기술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매우 안타까

필요하다. 스포츠 다이버 과정에서 이런 훈련을 어느 정도 하게

운 결과를 일으키기 쉽다. 다이빙은 물론 재미를 위한 스포츠이지

되지만, 별도의 SDC(기술발전과정)로써 라이프 세이버 과정(Life

만, 언제든지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Saver Course)을 수강하게 된다면, 더 정확하고 특화된 교육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스트럭터와 같은 높은 레벨에서만 필요한

받을 수 있다. 라이프 세이버 과정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다이버

기술이 아니며, 그들의 가르침부터 시작되어 모든 다이버들이 가

과정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BLS(기본 생명 구급술)과정을

져야할 필수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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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천항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로 사랑받는 강릉 사천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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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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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

SMB의 사용법

글 김수열 (PADI CD,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Mares safety stop marker buoy

흔히 다이버들에게“소시지”
라고 불리는 다이브 액세서리가 있다.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
한 필수품이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SMB(Surface Marker Buoy), 혹은 DSMB(Deployed
Surface Marker Buoy)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SMB와 DSMB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
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공기를 넣고 뺄 수 있는 용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DSMB이다. 다이버들로부터 Safty ballon, Safty sausage 등으로 불리지만 보통은
SMB로 많이 불린다.

SMB의 형태
여러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아이디어를 더해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눈에
잘 띄는 주황색 튜브로 1.5~2.5m 정도의 크기로 위쪽이 막혀있으며 아래쪽으로 공기를 넣
거나 뺄 수 있게 되어 있다. 요즘은 뺄 수 있는 밸브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기도 하다. 재질

비닐형

로는 구분하기 쉽게 비닐과 천(200데니어 이상의 나일론이면 쓸 만함)으로 구분된다.
비닐 SMB의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며, 접었을 때 부피가 크지 않고 젖지 않아 무겁지
않다. 또한, 공기를 넣는 입구로 다시 공기를 뺄 수 있어 조절이 쉬운 편이다. 비닐 SMB의
단점으로는 천 재질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져 접합부위가 과도한 공기로 구멍이 나기 쉽고
세척하지 않고 보관하면 서로 붙어서 굳어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릴과 같은
연결 장비를 부착하기 쉽지 않으며, 쏘아올린 후 과도한 공기가 입구로 다시 빠져나와 수면
에서 힘없이 누워있거나 가라앉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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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형

나일론 SMB의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며, 재

SMB의 용도

질의 특성상 공기를 넣으면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제작된 것

대부분의 SMB는 주황색 바탕에 잘 보이는 흰색 혹은 노랑색으로

들이 많아 공기주입량에 실패하더라도 수면에서 잘 떠 있는 편이

‘Diver Below’
라고 쓰여 있어 상승을 위한 보조도구로 안전정지,

다. 또한, 릴과 같은 연결 장치를 걸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나일론

감압정지때 주로 사용하며, 조류로 인해 그룹과 분리되거나, 약

SMB의 단점으로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편이며, 가격

속된 출수지점에서 멀어졌을 경우에 사용한다. 부표가 없는 얕은

이 비닐에 비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추가적인 건

수심의 바다에서 초보교육(오픈워터코스)을 하는 경우에 부표 대

조시간이 필요하고, 잘 마르지 않을 시 곰팡이와 얼룩이 생기기

신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곧 주변에 보트나, 제트스키 등이

쉽다. 별도의 공기주입과 배출을 위한 밸브가 장착된 SMB는 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연두색 바탕에

장의 우려도 있으며, 저압 인플에이트 호스를 이용한 경우는 떠오

‘Emergency’
라고 적힌 비상용 SMB를 사용하기도 한다.

르는 타이밍에 맞춰 분리되지 않거나 엉키게 되면 다이버의 급상
승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다이빙에 대한 규범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남태평양의
사이판이나 괌, 일본 일부, 호주 일부 지역은 정해진 입출수 지점
을 지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SMB는 다이브 가이드외에 그
룹의 다른 다이버가 쏘아 올리는 것을 싫어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니 다이빙 전에 지역 규범을 숙지해야 한다.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입출수 지점에 구애받지 않고 다이빙
을 즐긴 후 다이브 가이드가 대표로 쏘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그룹내에 너도나도 쏘아 올려 엉키거나 수면에서 불필요하게 시
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에서 멀리 있는 보트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흔들지 말
고, O 모양으로 구부려 OK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물속에서
물체를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다이버들도 있지만, SMB는 인
양 포인트를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실제 인양은‘수
색과 인양 스페셜티코스’
를 통해 올바른 크기와 용도의 인양백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트래블
가스나 사용된 스테이지 탱크를 분리하여 수면으로 이송하는 용
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주변의 테
크니컬 다이빙 센터를 찾아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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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의 선택

요즘 진화된 SMB 중에는 나이트 다이빙을 위해 케미컬라이트(야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BCD가 없어 수

광봉)나, 스트로브(주기적으로 번쩍이는)가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납을 할 수 없는데 SMB만 덜렁 들고 다니는 것 또한 민망한 일이

있으며, 표류된 다이버들을 수색하기 쉽도록 300~500m까지 레

아닐 수 없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초보

이더 신호를 반사하는 SMB도 있다.

자가 SMB를 사용할 때, 입(Oral)으로 부풀리는 경우 줄이 스노클

따라서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계획한다면 SMB가 곧게

이나 BCD에 엉키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내뿜어 버려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쏘아 올리는 릴의 길이가 긴 것

버블을 이용해야 한다. 호흡기를 뱉어내고 입으로 튜브형 밸브에

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몇몇 강사의 경우는 특수화된 스페셜티로

입으로 불어넣는 경우 호흡기를 되찾아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SMB 스페셜티코스’
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양한 형태의

저압호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호스를 분리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SMB를 경험해 보고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자.

하며, 옥토퍼스(보조호흡기)의 퍼지버튼을 이용해 부풀리는 경우
에는 급격한 공기주입으로 빨리 상승하는 SMB를 통제하기 어려

SMB외 신호기구

울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줄을 잡고 있지 않도록 한다. 요즘 유

신호기구로는 SMB가 가장 유용하겠지만, 높은 파도나 강한 햇

행하는 핑거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가락(특히 장갑사용 시)이

빛이 있는 경우 멀리 있는 배에서 SMB를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

가운데 구멍에 끼어 함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급상승하는 일

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용 거울이 좋은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없도록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섬 주변에서 다이빙 후 배가 근처에는 있으나 보이지 않을

플라스틱 재질의 릴과 알루미늄 재질의 릴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

경우는 호루라기를 휴대하기를 권장한다. 보통은 BCD에 부착된

도 좋으나 길이를 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도로 휴대하는 방법도 있으니 다이버 수

보고 용도에 맞게 구

준과 기호에 맞게 준비하기 바란다.

매하도록 하는 것이

저압 인플레이터에 결합하는 형태의 휘슬도 있다. 이는 수중에서

좋다. 30~50m 릴은

버디를 부르거나 육상에서 배를 부르는 신호기구로 사용하는 아

건조되지 않아 냄새

주 강력한 도구이지만, 너무 소리가 커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가 날 수 있으며, 평

할 정도이니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침수로 인한 고장의

소 관리가 잘되지 않

우려도 있고, 약 10만 원 내외로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으니 참

거나 입출수시 관리

고하기 바란다.

소홀로 인해 릴이 풀
리는 경우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릴
을 보며 당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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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사용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상
 승을 하며 10m보다 얕은 수심에서 SMB를 꺼내 릴과 분리
한다.(이때 릴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BCD의 D링에 걸어둔다.)
2) 주
 변에 다이버들과 엉키지 않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수
심은 5~7m 정도를 유지한다.(섬 주변에서 다이브 할 때에는
배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3) SMB를 부풀릴 수 있도록 펴두고 릴에 결합한다.
4) 릴을 떨어뜨리거나 SMB에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준비한다.
5) S
 MB의 용량에 맞게(일반적으로 1/3 정도) 입이나 보조호흡기
를 이용하여 주입한다.(내뿜는 버블을 이용할 때에는 스노클이
걸리지 않도록, 보조호흡기 퍼지버튼을 이용할 때에는 과도한

드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주 좋은 반성의 기회를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천천히 유지한다. 손으로 잡고 있기 어

준다. 스쿠버다이빙은 함께 해야 하지만 실제 물속에서 느끼는 감

려울 만큼의 공기를 넣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

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혼자만의 것이기에 나 스스로를 지킬 준

록 연습하기 바란다.) 만일 줄이 엉키는 일이 발생하거나 릴이

비는 되어 있어야 스마트 다이버가 아닐까 싶다.

풀리지 않으면 손에서 잠시 놓아 분리시키고 침착하게 기다린
후 정리하도록 한다. 조류에 떠내려가는 SMB를 위해 안전과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6) 릴을 회수하며 그룹과 함께 수면을 살피고 천천히 상승한다.
7) 수
 면에서 보트나 다른 그룹에게 SMB를 양손으로 쥐고 구부려
OK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다.(보트가 다가오면 릴을 가지고 있
지 않은 다이버들부터 출수시키는 동안 SMB에 공기를 빼서 정
리한다. 익숙하지 않다면 보트로 올려주는 것이 좋다.)
SMB는 초보 다이버나 숙련된 다이버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다. 자신을 위함은 물론이며, 타인(버디와 보트, 제트스키를 타는

김수열
PADI Course Director
PADI Tec Deep Trainer
PADI Specialty Trainer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수원여자대학교 사진학, 수중촬영 전공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관광객까지)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초보강사의 다양한 에피소

January/February

139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Diving

응급구난이란
무엇인가?
글/사진 정의욱 (SDI/TDI/ERDI Korea 본부장)

제4편 다이빙과 탐색
실제로 다이빙 팀원들이 가장 흥분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
간이 다이빙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탐색을 실행하며 모든 눈이 다이빙 팀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들뜨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도전적이 되
며, 압도될 수 있다. 다이빙 팀은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이번 호에서는 본격적인 탐색 작업단계에 대하여 소개한다
140

텐더와 작업
일반적으로 다이빙 텐더라고 하면 작업 다이
버의 조수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응
급구난 다이빙에서는 텐더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한다. 텐더는 다이버라야 할 필요
는 없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기
계, 물리, 다이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
구 사항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응급구난 다이빙에서는 오히려 더
경험 많은 고참이 텐더 역할을 하곤 한다.
텐더는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물론 다이빙 하
는 동안과 다이빙 후까지 다이버의 전반적인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이버는 텐더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
할 수 있어야 한다. 텐더 역시 다이버가 항상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텐더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신뢰
할 수 있어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이버와 텐더는 다음 사항들과 같은 다이빙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

필요한 장비의 종류 및 성능

●

탐색 유형 및 실행 기술

●

입구와 출구 위치와 방법

●

줄신호 및 비상 통신을 포함하는 통신 방법

●

다이버의 수면공기소모율을 근거로 할당된 다이빙 시간

다이버 장비 착용 보조
텐더와 다이버가 적절한 장비를 선택한 뒤 다이빙 장비를 조립하는 동안 텐더
는 각 항목에 대한 육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일부 다이버는 텐더와 작업하는 것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러나 텐더는 다이버
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인원이다. 다이버는 자신의 텐더가 지원 인력이며 수면과
직접 연결된 줄을 책임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다이버와 텐더는 하나
의 팀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온 팀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
대방의 요청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텐더가 다이버의 장비를 점검하고 조립하
는 동안 다이버는 자신이 수행할 다이빙 작업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한다. 다
이버는 자신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어떤 환경과 접할 것인가를 머릿속
으로 그려야 한다. 다이버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면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고 축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텐더가 장비를 조립하고 나면 다이버와 텐더는 잠수복을 착용한다. 이 단계에
서 다이버는 운동량과 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힘을 비축해야 한다. 다
이버는 운동량과 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 정상 체온이 유지되어 드라이
슈트를 착용할 때 체온이 상승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스
트레스를 최소화하면 다이버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지치지 않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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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복 착용 단계에서 텐더는 다이버가 앉거나 기대어 설 수 있도

다이버 호위

록 해준다. 이 자세는 다이빙 장비의 무게에 의한 육체적 긴장감을

텐더는 가능하면 다이버를 물까지 호위해야 한다. 텐더줄은 텐더

덜어줄 수 있다.

가 관리해야 하며 다이버가 텐더줄을 넘어가거나 발을 헛디디지

텐더는 다이버가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기 전에 내피를 입도록 도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텐더는 다이버의 몸에 물이 차

주어야 한다. 그다음 텐더는 다이버에게 하네스를 입히고 편안하게

는 수심까지 호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물이 장비의 무게를 가볍

조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텐더는 하네스 스트랩이 드라이슈트

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이버가 오리발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의 인플레이터 밸브나 배기 밸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있다. 다이버가 물에서 안정되면 텐더와 다이버는 다이빙 계획, 수

그다음 텐더는 부력조절기(BCD)와 실린더 착용을 돕는다. 다이버

행해야 할 형태, 다이빙 시간, 신호 방법, 특정 우발상황 등을 간단

는 각 클립과 조절장치가 확실하고 적절하게 조절되었는지 확인해

하게 확인해야 한다.

야 한다. 또한, 다이버는 호흡기가 잘 작동하는지 공기가 공급되는

전자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이빙팀은 줄신호를 이용하여

지 확인한다. 다이버는 주 실린더 및 보조 실린더의 공기를 확인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줄신호는 효과적이며 단순하다. 줄신

다. 텐더와 다이버는 기체전환 블록, 절단 공구, 비상 호흡기, 응급

호는 다이버가 텐더에게 또는 텐더가 다이버에게 할 수 있다. 줄신

신호 장치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런 장비들의 위치를 다시 한

호의 복잡도는 팀이나 기관마다 다르다.

번 손으로 확인하여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줄신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억해야 한다.

위해서는 텐더 줄을 꽉 잡고 신호를 받는 사람에게 당기는 느낌이

다이버가 장비를 착용하고 나면 다이버가 텐더의 팔을 잡고 일어

전달되도록 충분히 잡아당겨야 한다. 충분히 잡아당기지 못하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이버의 실린더를 들어준다. 과다한 웨이

줄신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다이버와 텐더는 줄

트와 거추장스러운 장비는 다이버의 균형을 잃게 하여 부상의 원

신호에 숙달하기 위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며 자주 연습해야 한다.

인이 될 수 있다.

줄신호를 사용할 경우 한가지 문제는 수중에서 엉키는 위험성이

다이버가 준비되면 텐더는 적절한 클립과 매듭을 사용하여 다이빙

다. 텐더줄이 수중에서 물체와 엉키면 텐더와 다이버가 서로 의사

하네스에 텐더줄을 연결한다. 다이버가 하네스를 착용하지 않는

소통을 못하게 된다. 또한, 텐더는 다이버가 엉킨 줄을 풀려고 하

경우 텐더줄을 부력조절기(BCD)에 부착할 수 있다. 텐더줄은 적절

는 다이버의 움직임을 줄신호로 잘 못 해석할 수 있다. 줄신호에서

한 지점에 연결해야 한다. 텐더줄은 직물 고리나 플라스틱 디(D)링

또 다른 문제는 유속이 있거나 현장 거리를 초과하도록 줄을 길게

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연결부위는 줄에 힘이 가해지면 풀릴

늘어뜨리는 경우에 줄신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하는 신호가 목

수 있기 때문이다. 텐더줄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금속 디(D)링에

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만 연결해야 한다.

다이버 호위
다이버들은 꼭 줄을 충분히 당기되 너무 과다하게 당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세게 당기면 텐더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텐더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
록 자신의 몸을 잘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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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유형 선택

는 실행하기에 매우 위험한 탐색 유형도 있다.

모든 다이빙은 형태와 장소가 다르다. 따라서 탐색 방법을 선택할

기본 탐색 유형으로는 소용돌이 탐색(spiral search), 원호 탐색

때는 다이빙 환경의 변화, 유속, 입·출수 방법, 다이빙 형태 등을

(arc pattern), 직선 탐색(line pattern), 잭스테이 탐색(jack stay

고려해야 한다. 기본 탐색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 마

pattern), 티롤리언 탐색(Tyrolean pattern), 자유 탐색(free

다 변형된 형태도 있다. 탐색 유형은 처음에는 한 팀에서 개발하고

search pattern) 등이 있다.

사용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전 세계의 팀들이 자주 사용하

각 유형은 고유의 강점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다이버와 텐더는

는 표준 탐색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기본 유형들은 여

이런 유형들에 숙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상황에

러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모든 유형들이 모든 환경에서

서 이런 탐색 유형들을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참고줄, 표식, 부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속이 매우 빠른 경우와 같이 일부 경우에

등을 설치하는데도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소용돌이 탐색 (spiral pattern)

중심측

안내줄

인해야 한다. 다이버 안내줄에 도착하면 추가로

음 입수하여 가능하다면 약 3m 정도 물이 흘러

줄을 100~150cm(3~5피트) 더 풀어주고 다시

오는 상류로 이동한 다음 탐색을 시작한다. 다이

탐색을 반복한다.

버는 텐더줄이 항상 팽팽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

이 탐색을 실시할 때 두 번째 다이버는 중심축

이버와 텐더의 상대적인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이버는 탐색줄을

되도록 해야 한다. 즉 다이버는 해안 상류와 해

잡고 있는다. 탐색 다이버가 두 번째 다이버 주

안 하류를 원호 형태로 왕복하며 탐색한다.

위를 360°회전하면 두 번째 다이버는 탐색줄을

다이버가 인접 해안의 정지 지점에 도달하면 텐

적절한 길이(100~150cm/3-5피트)로 늘려준

더는 다이버에게 돌아서도록 지시한다. 다이버

전통적으로 소용돌이 탐색은 설정하고 수행하

다. 이 탐색을 실행할 때 두 번째 다이버는 탐색

가 돌아서면 텐더는 약 100~150cm(3~5피트)

기에 가장 간단한 탐색 유형 중 하나이다. 이 탐

줄에 엉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 줄을 풀어준다. 다이버는 탐색 줄이 팽팽해

색 유형은 소용돌이 탐색 또는 원형 탐색이라고

이 탐색을 실시하는 동안 텐더줄은 엉키지 않도

질 때까지 텐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부른다. 소용돌이 탐색은 고정된 중심축을 활용

록 다이버의 위쪽에 연결해야 한다. 텐더줄에 부

자신이 출발했던 해안선을 향해 다시 탐색을 시

하여 한 다이버가 실시하거나 한 다이버가 고정

위를 부착하면 줄이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다이

작한다.

된 중심축 역할을 할 경우 두 다이버가 실시할

버 위로 뜨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부위를 사용

다이버가 흐름을 따라 이동할 경우 지나가는 장

수 있다.

하면 텐더와 수면 지원 인력이 다이버의 대략적

애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그러나 흐름을 거슬

이 탐색 유형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이버는 탐색

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러 이동할 경우 쉽게 지치고 피곤해 진다. 다시

할 지역에 인접한 중심축을 설정한다. 안내줄을
중심축에 부착하고 중심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강조하면 다이버는 항상 줄을 팽팽하게 유지해

원호 탐색 (arc pattern)

야 한다.

직선으로 설치하여 기준선으로 삼는다. 안내줄의
양쪽을 바닥에 고정시킨다. 안내줄은 다이버가

직선 탐색 (Line pattern)

눈이나 감촉으로 원형 탐색의 시작·종료 지점에
1~1.5m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안내
줄은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
일단 안내줄을 설치하면 다이버는 중심축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줄을 연결한다. 두 번째 줄은

텐더

다이버

텐더

실제 탐색줄 역할을 한다. 다이버는 처음 안내

원호 탐색은 전 세계 기관에서 사용되는 표준

줄을 따라 탐색줄을 약 100~150cm(3~5피트)

탐색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용하기 쉬우며 빠르

풀고 중심축 주위를 원형으로 돌면서 탐색한다.

게 진행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매번 안내줄로 돌아오면 탐색줄의 길이를 늘리

원호 탐색은 일반적으로 해안선, 방파제, 보호벽

나 설치된 기준선을 따라 탐색을 실시한다. 안

되 한 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 탐색을

등에서 실시한다. 해변이나 육상 구조가 탐색을

내줄이 설치되면 다이버는 안내줄을 따라 탐색

실시할 때는 탐색줄이 팽팽하게 유지되야 한다.

시작과 끝 그리고 돌아가는 기준점이 된다. 이

을 하며 진행하여 물 반대쪽에 도달하거나 기

탐색줄은 다이버가 중심축 주위를 360°돌아서

탐색 유형에서 텐더는 해변에 중심축을 설정한

준선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탐색한다. 이 탐색

처음 탐색을 시작한 안내선으로 돌아온 것을 확

다. 다이버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줄을 연결한 다

유형에서는 초기 시작지점이 변하지 않고 고정

고정된 중심측

직선 탐색은 탐색줄이 물을 가로지르도록 하거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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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스테이 탐색 (Jackstay Pattern)

된 중심축이 된다. 다이버가 끝 지점에 도달하면

에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지역을 제외시킬 수

줄을 약 100~150cm(3~5피트) 이동시켜서 피

있다. 참고 표시를 사용하면 나중에 작업을 다

자조각 모양이 되도록 한다.

시 시작할 때 텐더가 다이버를 특정 장소로 쉽

줄을 이동시킨 뒤 다이버는 다시 바닥을 탐색하

고 신속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안내줄

며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온다.

참고 표시는 팀이나 텐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탐색줄

이 탐색 유형은 경로가 단순하며 유속이 거의

그러나 텐더는 해안에 특정 위치를 표시하기 위

없는 곳에서 효과적이다. 이 탐색을 수행할 때

해 어떤 물건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텐더줄을 다이버 위로 띄우면 엉키지 않고 다이

참고 표시로는 작은 말뚝, 수면표식, 돌 등을 사

버의 위치와 탐색 진행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용할 수 있다.

수면 표시 부시

잭스테이 탐색의 수중 구성도

이 탐색 유형은 유속이 빠른 환경에서는 권장하
지 않는다.

티롤리언 탐색 (Tyrolean Pattern)

“ㄹ”
자 탐색(Walking Line Pattern)

텐더

흐름

(줄잡고 이동)
안내줄

응급구난 팀에서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고 숙련
텐더
다이버
시작지점

방향전환 지점

된 탐색 유형 중 하나는 잭스테이(Jackstay)이

티롤리언 탐색은 유속이 빠른 곳에서 사용하기

다. 이 방법은 전 세계의 팀들에 의해 오랫 동안

위해 설계된 탐색 유형이다. 이 방법은 적당한

다양한 수심과 장소의 환경에서 기본 탐색 유형

“ㄹ”
자 탐색 유형은 원호 탐색과 비슷하지만 한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해안선이나 두 개의

으로 활용되어 왔다.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원호 탐색에서 텐더는 고

정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을 따라 탐색할 수 있다.

잭스테이(Jackstay)에서는 탐색 영역의 바깥 경

정된 중심축을 유지한다.“ㄹ”
자 탐색에서는 텐

이 방법을 실시하려면 물을 가로지르는 고정된

계에 두 개의 안내줄을 평행하게 설치한다. 탐색

수중 위험물 표시한 해변

더가 탐색 지역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 텐더

수면줄을 설치해야 한다. 수면줄의 끝은 하류에

줄은 탐색 시작 시점에서 두 개의 안내줄에 수

는 수중을 탐색하는 다이버와 평행을 유지하며

위치해야 한다. 수면줄을 하류쪽으로 설치하여

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이버가 탐색줄을 따라

걷다가 두 사람 모두 하류 방향의 지정된 방향

유속에 의해 다이버가 시작점으로부터 하류쪽

이동하고 반대쪽 안내줄에 도착하면 탐색줄을

전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다. 다이버가

해변으로 밀려가도록 한다.

안내줄 아래쪽으로 약 100~150cm(3~5피트)

방향전환 지점에 도달하면 텐더는 다이버에게

텐더는 다이버에게 텐더줄을 연결하고 하류 쪽

이동시킨다. 다이버는 반대쪽 안내선으로 다시

방향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줄을 100~150cm

에 위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 안내

탐색을 하며 이동하기를 반복한다.

(3~5피트) 늘려준 다음 두 사람 모두 다시 탐색

줄이 다이빙하는 동안 활처럼 휘어져서 다이버

이 방법에서 관련된 작업줄의 위치를 정하고 설

을 시작하여 시작지점으로 이동한다.

가 물이 흐르는 가운데 오도가도 못하게 될 수

치하는 방법은 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안

다른 탐색 유형은 텐더줄의 길이를 고려해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텐더는 텐더줄을 부

내줄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단단하게

한다. 줄이 너무 길면 다이버가 수면이나 수중

드럽게 끌어서 다이버를 하류쪽으로 유도할 수

고정해야 줄이 느슨해 지거나 엉킬 위험성이 적

에서 엉킬 수 있다. 또한, 줄이 길면 줄신호로

있다. 이런 환경에서 텐더줄을 상류쪽에 위치시

어진다. 또한, 탐색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하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탐색의 정확

키는 것은 역학적으로 유속의 힘과 무게 때문에

도움이 된다.

성도 떨어진다.“ㄹ”
자 탐색은 다이버와 해변을

다이버를 상류 쪽으로 끌어 당기는 것이 불가능

어떤 앵커를 선택할 것인가는 바닥 물질 및 유

가장 가까운 거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속에 따라 달라진다. 안내줄을 바닥에 고정하

이 길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 할

다이버는 주 안내줄에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어

는 방법은 일반적인 앵커 또는 웨이트를 사

수 있다.

야 물의 흐름이 다이버에게 가해지는 힘과 물체

용할 수 있다. 또한, 말뚝을 땅에 박아서 안내

를 인양할 때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다.

줄을 고정시킬 수 있다. 일부 팀은 안내줄에

발견한 위험물, 엉킬 가능성이 있는 물체, 특정

일반적으로 유속이 1노트(knot) 이상인 곳에서

100~150cm(3~5피트)마다 매듭을 묶거나 작

지점 등을 해안선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는 잠재적인 상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

은 디(D)링을 설치하여 탐색지역이 정확하게 탐

해안선에 표시하면 텐더가 다이버가 해당 지역

태의 작업도 실시하지 않는다.

색될 수 있도록 한다.

“ㄹ”
자 탐색의 또 다른 장점은 텐더가 다이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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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실시

기 위해 체(sifting screens)를 사용할 수 있다. 체는 단단한 틀의

증거물을 탐색할 때 다이버들은 성가신 장비, 제한된 시야, 부력

바닥에 그물 형태의 망을 붙여서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몇 개의 체

조절, 유속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를 점차 그물 간격이 작게 만들 수 있다. 이 체들은 퇴적물 한 삽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철저하게 탐색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는

을 가장 큰 체에 얹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각 그물의 크기에

과제이다.

따라 물체가 걸러진다. 예를 들어 큰 물체는 위쪽의 큰 체에 걸러

탐색 속도는 탐색하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은 크고

지는 것이다.

찾기 쉽지만, 탄피나 작은 뼛조각은 어려울 수 있다.

체를 활용하려면 육상 지원인력이 체를 흔들거나 진동기를 사용하

다이버는 탐색 대상을 고려하고 현장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여 입자가 체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페인트 진동기를 사용하면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체를 놓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체를 효과적으로 흔들어 줄 수 있다.

다이버가 탐색 지역을 너무 빠르게 이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물체는 아래로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일

다이빙팀은 탐색하는 동안 오리발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

부 물체와 인간의 유해, 특히 초기 배출과 부패 단계에서는 바닥에

적일 수 있다. 오리발을 착용하면 다이버가 탐색 지역을 너무 빠르

서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 다이버가 탐색하는 동안 자주 손을 올려

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다이버는 부력조절기나 하

서 다이버의 위쪽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방법은 다이버 위쪽에 있는

네스의 디(D)링에 오리발을 클립으로 걸어 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유해를 찾거나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 다이버가 천정이 있는 막

오리발을 사용한다. 단단한 탐색 격자는 다이버가 작은 공간을 더

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항상 줄을 인식하

정밀하게 탐색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단단

고 있으면 엉키는 상황을 예방하고 정확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이

한 격자는 일반적으로 PVC 파이프나 강관으로 만든다. 격자의 형

된다. 다이버가 탐색줄을 놓치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고 자신이

태는 팀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팀은 가로 세로 각 1m(3피트)
의 격자 내부를 다시 가로세로 3등분 하여 사용한다.
다이버가 격자 탐색을 완료하면 격자를 옆으로 뒤집어서 새로운
구역을 탐색한다. 탐색 디자인은 다이버가 각각의 격자 상자 별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더 철저하게 탐색하게 한다.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사용되는 경우 작은 크기의 격자가 탐지기의 머리
부분이 한 번 지나가기에 적당한 공간이기 때문에 탐색을 효과적
으로 할 수 있다.
제한된 상황에서 다이버는 작은 물체나 조각을 퇴적물에서 걸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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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영역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수면 위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텐
더는 다이버가 내뿜는 거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상황을 다시 평가
하기 위해 물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도록 안내해야 한다.

수중 촬영
공공 안전 다이버는 작업할 때 조사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
며 조건이 허용한다면 육상 현장과 같이 수중 현장을 기록해야 한
다. 디지털 및 필름 카메라는 오랫동안 스포츠 다이버를 위한 다이
빙 기록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응급구난 다이빙에서는 이런 장비
들은 필수 장비이다.
수면 위의 인력들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같이 다이버는 탐
색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 수중에서는 거의 깨끗한 시야를 기대할
수 없다.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다이버는 피사체와 렌즈 사
이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시야가 극도로 나쁜 경우에도 다이버는
현장을 촬영해야 한다. 법정에서 시야가 나빠서 사진을 촬영했다
고 설명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검은 이미지의 필름 또
는 메모리 카드가 더 설득력이 있다.
다이버는 증거물 항목마다 3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첫 번째
사진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장면으로 말뚝, 마커, 측정 장치 등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사진은 각 증거물의 중간 프레임 사진을 촬
영하되 참고점이나 참고물을 함께 촬영한다. 마지막 사진은 증거
물 각각의 접사(close-up) 사진을 촬영한다. 각 항목의 사진에는
표식과 자(ruler)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거 확보
다이빙 팀원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증거물 인양이다. 공공 안전 다이빙의 총체적인 목적은 물에서 물
건을 인양하고 잠재적인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이버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증거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다이버가 증
거물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거나 기존의 지문을 없앨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다이버가 현장에서 증거물을 처리할 때는 손상이 최
소화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증거물을 발견하면 사진 촬영과 측정을 한 후에 다이버는 인양을
돕기 위한 운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공기에 노출
되거나 물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금속 등의 물체가 공기에 노출되
면 산화(예 : 녹)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산화는 잠재적인 지문을
파괴하고 증거를 추적하는 DNA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증거물은 발견된 곳과 같은 물에서 용기에 담아야 한다.
오랫동안 다이버들은 PVC 파이프와 나사로 잠그는 뚜껑으로 구성
된 증거물 인양 파이프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이 파이프는 가격이
저렴하며 물속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저장할 수 있다. PVC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직경 10cm, 15cm, 20cm 등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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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칼, 권총, 소총, 탄피 등 다양한 증거물에 맞는

기까지의 모든 경로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특정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용

것을 의미한다. 이 서면 기록은‘증거물 전달 양식’
이

하고 저렴한 인양 용기로는 19리터 플라스틱 양동이

라고 한다.

이다. 양동이는 PVC 파이프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모

설명한 바와 같이 증거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양의 증거물을 인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틱 양동이는 대부분 철물점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할

위해서는 최소한의 처리를 해야 한다. 증거물을 전

수 있다. 플라스틱 양동이의 또 다른 장점은 육상에

달하고 받을 때 마다 정당한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서 증거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물을

PVC 파이프와 증거 전달 용기는 절대로 재사용해서

수령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증거물을 무단으로

는 안 된다. 이러한 용기를 재사용하면 이전에 담겨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이용하지

있었던 다른 물체에서 소량의 오염 물질이 인양된 물

못할 수 있다.

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것은 증거물 봉투를 재사
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증거물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 처리하는 것이 이상

된다. 수중 증거물 수집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

적인 방법이다.

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은 매우 비싸고 재사용할 수

●

수집한 다이버

없다. 일단 수면으로 인양된 증거물은 적절한 인원

●

증거물 취급 기술자

에게 전달할 때까지 다이버가 갖고 있어야 한다. 증

●

연구소 직원

거물을 물리적으로 전달할 때는 하나하나 증거물 전

●

증거 저장 보관원

정의욱

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른 기관의 직원 또는 범죄의학

증거물 전달 체계

수사관 등 사람들의 서명이 있을 수 있다.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리를 확실

다음호에는 마지막으로 다이빙 종료 후 실시해야 할

하게 해야 한다. 즉 증거물의 수집에서 폐기에 이르

절차에 대하여 소개한다.

SDI/TDI/ERDI Korea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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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글/그림 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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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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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여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레저스
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스쿠바다
이빙의 장비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비 없이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
다. 호흡기, 부력조절기, 게이지, 공기탱크 등 어
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가 없다. 다이버
는 이러한 장비들의 기능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
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보 다이버들
을 위해 스쿠바다이빙의 기본적인 장비의 기능
과 원리에 대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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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이브 컴퓨터(Dive Computer)
다이브 컴퓨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하려고 하니, 1998년도
에 실시했었던 강사양성교육이 생각난다. 그때 당시에는 옥토퍼
스를 장착하는 다이버도 몇 명이 안 되는 시기로 기억된다. 하물
며, 다이브 컴퓨터! 언감생심 다이브 컴퓨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으며,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다이브 테이블을 보고 읽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인해 강사
교육생들은 많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이
브 컴퓨터 없이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 할 정도로 보
편화된 상황이다. 이것은 많은 제조사에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그 성능도 뛰어나다는 것은 충분

수 있으므로, 좀 더 보수적으로 사용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심을 감
지하는 압력 변환기, 수심 또는 압력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장치,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
계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명령어를 저장하
는 ROM(Read only Memory), 진행중인 다이빙의 정보를 기록하
는 RAM(Random Access Memory), 다이빙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등이다.
다이브 컴퓨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다.
‘알고리즘
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
을 말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실행 명령어의 순서

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많은
다이버들은 다이브 컴퓨터 제조 회사의 상술에 현혹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것은 다이브 컴퓨터 제조 회사의 기술이 발달
하면서, 다이빙 사양이 많이 높아지고, 또 그 성능으로 인해 가격
이 많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다이빙 환경에서 개개인
의 욕구에 완전한 혹은 적절한 기능의 다이브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 정도의 사양으로 이기능만 필요한 다
이빙을 원하고 있는데, 그에 적절한 것을 하자니 기능이 좀 부족
하고, 좀 높은 사양의 컴퓨터는 너무 성능이 높고, 또 성능이 높은

를 의미한다. 아랍의 수학자인 알고리즈미(Al-Khowarizmi)의 이
름에서 유래되었다.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결과는 같아도 해결방
법에 따라 실행 속도나 오차, 오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들은 주
로 순서도나 의사코드(pseudocode) 등을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다이브 컴퓨터에서의 알고리즘은 다이빙 시간과
수심에 대한 한계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계산공식을 뜻한다.

만큼 금액도 올라가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다이버들이 다
이브 컴퓨터의 편의사항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다이버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다이브 컴퓨터 제조 회사에서 좀 적절한 사양으
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이브 컴퓨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할데인/스펜서, 수정된 할
데인, RGBM(Reduced Gradient Bubble Model), 불만 ZH-L8
ADT, NOAA(미해양대기국) 등으로 구분되며, 어느 알고리즘이 가
장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모두 유능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지만, 완벽하게 감압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는

다이브 컴퓨터의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이 컴퓨터를 잘 준
수하더라도 감압병이 걸릴 수 있음.”이 문구는 다이브 테이블에도
있다. 이렇듯 다이브 컴퓨터를 잘 준수하더라고 감압병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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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이브 컴퓨터는 게이지 호스에 부착된 콘솔형, 손목형,
시계형,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사 별로 현재 어떠한 컴
퓨터가 생산되고 공급되는지 열거해 보았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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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이원교

1 Cobalt 2,400,000원
Air, 나이트록스
2 다이브데모 프리미엄 2,480,000원
Air, 나이트록스
3 매트릭스 1,250,000원
Air, 나이트록스 3개 기체
4 아이콘 HD AIR 2,750,000원
(아이콘 HD AIR 2,100,000원,
탱크 모듈 650,000원)
Air, 나이트록스 3개 기체
5 레오나르도 580,000원
Air, 나이트록스
6 콘솔2 레오나르도 830,000원
Air, 나이트록스
7 갈릴레오 솔 3,600,000원
(심장 박동수 벨트, 트랜스미터 포함)
Air,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8 메리디안 블랙 텍 1,250,000원
Air, 나이트록스
9 바텀타이머 버전 950,000원
나이트록스 버전 1,450,000원
(Air, 나이트록스 3개 기체)
트라이믹스 버전 1,950,000원
(Air,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16개 기체)
10 IQ-850 1,600,000원
Air, 나이트록스 2개 기체
11 IQ-900 890,000원
Air, 나이트록스 2개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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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쿰 스쿠버 운영
www.iantd.co.kr/leewongyo
sea-guide@nate.com
010-3542-52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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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는
발리카삭(Balicasag) 섬을 바로 눈앞에 품고 있는
방글라오(Panglao) 섬에 있는 환상적인 꿈의 리조트!

세계최고의 5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Deepper Dive Resort
디퍼 다이브 리조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
해온 저희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명실공히 필리핀 보홀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처
음 손님을 맞이 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만이“최고”를 지향하며“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그리고“최고”가 됩니다.
디퍼 다이브 리조트
D e ep er Dive Resor t

대표 : 장태한 인터넷 전화 : 070-7667-9671 사무실 전화 : 63-38-502-9642
핸드폰 : 63-921-614-2807, 63-921-499-1859 홈페이지 : http://deepper.co.kr

콤프레서의 명품

동진종합기계 한국총판
우수한 성능•합리적인 가격•철저한 사후관리(2년 무상보수, 국내는 년3회이상 방문)

콜트리 콤프 400~600L 사용하는 업체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태식

02-415-6100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삼팔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본사 Tel. 02-2231-6630, 02-2232-5219
공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70 Tel. 031-969-7286~7 / Fax. 031-969-7284
www.dongjineng.or.kr / e-mail dj7286@naver.com

COMMERCIAL DIVING

수중 고고학의 큰 발견이 처음 시작된 곳은 유럽과 아프
리카, 중동에 걸쳐있는 바다 지중해(地中海)에서 부터였다.
선사시대에 대한 해양 탐사가 최초로 진행된 곳도 유럽이
었고, 사라진 해저 도시‘아틀란티스’
의 발굴이 처음 시작
된 곳도 대서양이었다.
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글 싣는 순서
제1회. 수중문화재 발굴에 관한 흐름
제2회.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Grid 설치 후 Air Lift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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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침선 선체 바닥면 일부

제1회. 수중문화재 발굴에 관한 흐름
B.C 1세기까지의 잠수작업은 호흡을 최대한 참고 들어가는 지식잠수(무호
흡 잠수)였으며, 고대 국가 간 해전(海戰)에서 비롯되어 전쟁이 끝난 뒤 침몰
된 선박의 인양작업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인양작업에 대한 성공 보수도 정
해져 있었는데, 수심이 깊을수록 위험도가 높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성공 보
수도 차등 적용되어 잠수사에게 지급되었다. 가령 24ft 정도의 수심에서 인
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잠수사들은 발견한 물건의 1/2을 차지했으며, 12ft의
경우에는 1/3을, 3ft의 경우에는 1/10을 차지하였다.
고대시대 선박의 침몰이나 좌초로 인하여 해난구조(Salvage) 작업과 수중

암포라

고고학 분야도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출발 선상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수중 고고학의 큰 발견이 처음 시작된 곳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에 걸쳐있
는 바다 지중해(地中海)에서 부터였다. 선사시대에 대한 해양 탐사가 최초로

속화로 점차 빛을 보게 되었다. 천해(淺海) 수심에서

진행된 곳도 유럽이었고, 사라진 해저 도시
‘아틀란티스’
의 발굴이 처음 시작

부터 차츰 심해 작업으로까지 인간의 탐구와 모험심

된 곳도 대서양이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양 국가를 자처하거나 혹은 정

이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복을 꿈꾸는 국가들 간에 기나긴 해전으로 군수물자를 실은 함선들의 침몰,
상대국의 보물 및 문화재 약탈이나 민간의 해상 교역 등이 활발한 시기에 뜻

1830년대 단순 기술자에 불과했던 잠수사 딘 형제는

하지 않은 해상의 조우(遭遇)로 인해 선박이 침몰되면서 당시 기술로는 선

수중발굴과 관련된 역사탐구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적화물을 인양할 수 없어 수 세기에 걸쳐 칠흑같이 어둡고 적막한 심해저에

열게 되었다. 영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해저에서 금속

서 고요히 잠들고 있다가 해저 구조작업에 관한 여러 장비의 개발 즉, 폰툰

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던 딘 형제는 방연복에서 아이

(Pontoon), 방축(Cofferdam), 부양백(Lift bag), 워터 젯트(Water jet), 에어

디어를 얻어 아우구스트 시베(Siebe)가 개발한 것과

리프트(Air lift), 수중촬영장비, 해양측량장비,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등의 가

유사한 재래식 헬멧을 만들었다.

January/February

155

해저유물(자료출처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836년 난파선에서 작업하고 있던 딘 형제에게 어부들이 그물에 자

쫓는 유물 사냥꾼들도 있을 것이다.

꾸만 무언가가 걸린다고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서 어부들이 일러준

1662년, 항해 중이던 스페인 밀수선인 아트차 호와 말가리타 호가

그 지점으로 잠수를 해보니 해저면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플로리다 연안에 침몰했다. 그 선박에는 40톤의 금괴와 32kg의 에

어렴풋한 형체가 보였다. 그 선박은 영국 왕 헨리 8세의 눈앞에서

머랄드 등 엄청난 양의 보석들이 실려 있었다. 미국의 멜 피셔(Mel

침몰되어 버린 메리로즈의 잔해들을 딘 형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

Fisher)라는 유물 사냥꾼이 한평생을 바친 결과 일개 개인으로는

고, 이 때문에 딘 형제는 난파된 메리로즈에 관한 일체의 조사권을

약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계 최대의 유물을 인양하여 플로

허가받게 되었다.

리다에 자신의 이름을 딴 멜 피셔 유물 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인

난파선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각자 꿈꾸는 목적에 따라

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달랐다. 난파선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알아보려는 해양 고고학자

또한, 1900년대 중반에는 난파선에서 인양한 귀금속과 암포라(항

들이 있는가 하면, 일확천금을 꿈꾸며 기억 속에서 잊혀진 유물을

아리 술단지)들이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유물 사냥
꾼들간의 과열 경쟁으로 서로를 폭행하고, 탐욕으로 물든 사냥꾼
들 때문에 해저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20여 명의 잠수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암포라 전쟁’
이라고 언론에
서 연일 대서특필하게 되었다.
대양의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근원과 역사를 재구성하
는 이 문화 유물을 인간의 욕망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파
괴할 수도 있는 것에 놀랄 따름이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역사 유물이
뜻하지 않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유네스코
에서는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할 새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으
며, 2001년 11월 2일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수중문화유산에
관한 조약’
이 채택되었다.
발효는 비준국(批准國)이 20개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당
시 16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2009년 1월 2
일, 7년 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파
선의 존재는 약 3백만 척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중 유물의
경우 난파선 내부나 뻘 속에 묻혀 있어, 육상의 땅 속에 존재하는

TMS에서 분리된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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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보다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하여, 옛날 시대의 문화상을 뚜렷하

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우리나라 수중 유물 조사 횟수로는 1973년 칠전도 전적지를 시작으로,
1975~1984년까지 해군 잠수관련 부대에서 일궈낸 국내 수중 고고학문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신안해저유물발굴조사를 비롯하여 2007년 충남 태안군 대섬 해역에서‘쭈꾸미가
건져 올린 청자매장처’
가 언론 보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수중발굴조사
결과 1척의 고선박 발견과 유물 등 22,000여점의 유물을 발굴하여 수중문화재라는 것
을 일반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1973년부터 현재까지 약25회
정도 크고 작은 유물 조사가 진행되어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글을 적어가는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유물과 관련된 세 편의 영화가 자꾸만 맴돈다. 니
콜라스 케이지 주연의‘내셔널 트레저’
와 제시카 알바 주연의‘블루 스톰’
과 제임스 카
메론 감독의 3D 다큐멘터리‘고스트 오브 더 어비스’
가 그것이다. 내셔널 트레저의 경
우 1달러 지폐 속 비밀을 풀어내 유물을 찾았지만, 결국엔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내용
이었던 것 같았고, 블루 스톰의 경우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유물을 찾는다는 액션
물이었는데, 꽤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 타이타닉
촬영 후 심해 잠수에 관심이 많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해서 필자도 블루레이로 보았는
데 정말 실감났다.
수많은 아픔을 간직한 타이타닉호가 수중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의 공해상에 침몰하여 지금까지 관할권이 부여되는 국가가 없었다.
2012년 부로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4,000ｍ 해저에 위치한 타이타닉 잔해의 불법 탐사가 금지되
어 평온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저 깊은 바닷속에는 인간을 유혹하는 형용(形容)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스스로 주
체할 수 없이 깊은 심연으로 빨려들어 가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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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센터 탐방
(주)

아쿠아마린

대표 : 한민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에이-202
전화 : 02-539-0445
E-mail : scubain@naver.com
website : http://www.scubain.co.kr/

국내 최초 PADI 5Star 경력 개발 센터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1년 6월 20일 아쿠아마린은 국내 최초로 PADI 5Star Career Development
Center(경력 개발 센터)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CDC 센터의 레벨은 PADI의
센터 등급 중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한다. PADI의 센터 등급 체계는“다이브 센터 5 스타 다이브센터 -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 5스타 경력 개발 센터”로 단계를
거쳐 자격에 합당하는 다이브 센터에 PADI 본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인증
을 해주고 있다. 또한 전 세계 6,300여개의 다이브 센터 중 CDC센터의 등급에 오
른 다이브 센터는 단“0.7%”에 불과하다. 아쿠아마린은 한국에서 최초로 PADI 다
이브 센터 중 최고 레벨인 CDC센터가 되었다.
이처럼 1993년 다이빙센터 설립 이후 한국인 코스디렉터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
아쿠아마린 수원점

는 아쿠아마린은 다이빙과 관련된 모든 지식, 경험, 스킬,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또한 다이빙 장비 및 여행, 리조트에 대한 정보 공유와 서비
스를 통해 강사들의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12개의 지점 및 리조트
에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용 다이빙풀, 카페테리아, 공기·나이트록스
충전 시설, 최고 품질의 렌탈 장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아쿠아마린은 초보 강사
가 아닌 세분화된 강사 레벨 중 최상위 레벨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500장의 PADI 다이빙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최고의 시설로써 입문 단계부터 강
사 과정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은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다이브 센터이다.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업체
(www.padiinsurance.com.au)
스쿠버 다이빙은 안전한 레저 스포츠이지만 여러분이 강습 중 혹시 모르는 작은
사고 하나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쿠아마린에서는 다이브 센터 및
아쿠아마린 대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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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개개인의 프로페셔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장되는 활동에 포

아쿠아마린 킹스톤 리조트

아쿠아마린 부평점

함되는 것은 교실 및 수중 학습 활동에 기준된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스쿠

전문 스쿠버 장비 서비스

버 다이빙의 훈련, 강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며 다이브 센터의 공공 책

아쿠아마린은 서울 잠실동에 100평 상당의 장비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 한도액은 호주달러 $10,000,000(한화 기준 약100억 원), 강사 프로페셔

모든 브랜드의 장비를 취급한다. 매장에서 전문 강사의 상담과 함께 고객이

널 책임 보험의 배상 책임 한도액은 호주달러 $5,000,000(한화 기준 약50

원하는 예산에 맞추어 최적화된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억원) 이다.

도움을 준다. 또한 스쿠버 전용 쇼핑몰(xdiver.co.kr)을 운영하여 직접 매장

레크리에이셔널 스쿠버 다이빙의 교육은 항상 강사와 함께하고 아주 안전

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장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

하게 진행되지만 사소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강습생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적인 레크리에이션 장비 구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도 산업용

대해 최대한으로 보상하기 위해 아쿠아마린에서는 이러한 배상 책임 보험

수중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구입하는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스쿠버 여행 서비스
고객 한분 한분이 원하는 일정에 맞게 다이빙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100회 이상의 스쿠버 전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계획되어 있
는 연간 일정 이외에도 새로운 다이빙 지역으로의 여행을 주저하지 않도
록 국내에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여행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는 일정
에 맞추어 진행하는‘맞춤 여행 서비스’
도 가능하다. 다이빙 여행을 준비하
는데 복잡한 항공권 예약, 리조트 선택, 다이브 포인트 선택 및 숙박예약까
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퀄리티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명 다이
브 포인트로의 다양한 여행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이빙 여행 시 사고에
대비한 국내외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쉽고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아쿠아 그룹 출범
2013년 12월 8일 아쿠아마린은 한걸음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쿠
아 그룹을 출범하였다. 주먹구구식이었던 다이빙 센터의 서비스를 더욱 높
이고자 전문 분야로 나누어진 본사와 자회사의 형태로 각각의 회사 컨셉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연구하고 제공한다. 또한, 다이빙 외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을 통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다이빙 산업
의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더욱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다이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의 입장으로 다시 접근하고 있다.
아쿠아 그룹은 본사와 총 5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회사는
다이빙 교육, 장비, 여행에 대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여행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

아쿠아마린 잠실점

아쿠아마린 잠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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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박성수 교수 : 010-9053-8333, 031-290-8254
홈페이지 : http://www.swc-ls.co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swcleports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clsports
수원여대 입시 홈페이지 : http://entr.swc.ac.kr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교육과정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은 스쿠버 다이

스쿠버 다이빙산업과 밀접한 해양관광레저산업 전공은 매년 40명의

빙산업을 포함한 해양관광레저산업에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별전형(8명)에서 스쿠버 다이버 및 다이

양성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 전공에

빙 산업 종사자들에게 최대 20%에서 10%까지 가산점을 제공하여 이

서는 2년간의 교육기간 동안 전공과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급, 스쿠

미 취득한 전문성을 우대하고 있다. 특별전형의 경우 수능성적과 상관

버 다이빙 강사,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요트 조정 면허, 응급처치 강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의거하여 선발하게 되므로 가산점이 중요한

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스쿠버 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빙과 관련된 전공과정과 연계하여 특별과정으로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과학 잠수사 과정을 개설하였고 부전공 과정으로는 수
중촬영 및 모델, 아쿠아리스트, 아쿠아로빅 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현재 국내·외 50여 개 해양관광레저 산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의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해양관광레
저산업에 필요한 인력구조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레저
전공 과정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 등을 거쳐 바로 국내·외 다이브센터
나 리조트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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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 다이버 코스 수업 후 인정증 수여
수중촬영다이버 코스 - 학생들이 찍은 수중 사진
정기 수중정화 활동 - 문암항
수중에서 학생들이 타이어 및 불가사리를 정화하는 모습
정기 수중정화 활동 - 사천항
정기 수중정화 활동 - 기사문항

현재 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특성화 교과목과 교수진은 아래와 같다.
교과목

교수명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어드밴스드 다이버 코스

5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레스큐 다이버 코스
다이브 마스터 코스

손경환(학과장)
박성수(전임교수)
이석기(겸임교수)
홍찬정(외래교수) 등

인스트럭터 개발 코스
잠수의학, 해양레저법학, 해양레저마케팅
사진학
수중촬영1
수중촬영2

박성수(전임교수)
김수열(외래교수) 등

수중촬영편집
프리다이빙
해양조사론
해양생물학

6

노명호(외래교수)
최성순(외래교수)

요트, 마리나운영 및 관리

서울마리나, 경기씨그랜트(전곡마리나)

동력수상면허

한국해양소년단

수영, 라이프가드

YMCA 레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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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안한 다이빙을

팔라우
팔라우 씨월드
씨월드가 함께합니다.

Palau Sea World

Palau Sea World

●다년간의 경험 많은 수중가이드가 안내해 드립니다.
●다이버에게 초점을 맞춘 보트 내부 공간은 다이빙을 보다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250마력 트윈엔진 보트와 140마력 트윈엔진 보트로 다이빙 사이트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모십니다.
●리조트가 바다에 인접해 있어 다이빙 출·도착이 편안합니다.
●팔라우 호텔 예약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약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seaworld-palau.com ┃ 문의 이메일 palausw@gmail.com ┃ 카카오톡 ID: palausw
인터넷 전화 070-4624-8687(문자가능) ┃ 팔라우 전화 +680-488-8686
┃ 팔라우 휴대폰 +680-77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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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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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ssay

단순한 생각이
행복이다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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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두통이 사라진다.」
는 말이 있다.

탕이 되어서 일어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생각이 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이 단순하고 간단할수록 밝고

어난 즉시 말과 행위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삶 속에서 우리들은

이지만 정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최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나름대로 합리성 있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래서「생각에 깊게 빠졌다」
는 말은 이 정리단계가 계속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생각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생각은 마음의

에 대한 정리단계를 단순하게 하면 그 생각이 빨리 끝나

표면에서 일어나는 잔물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버리므로 그만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겠

는 생각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느낌이 오감을 통해서

는가?

저절로 일어나듯이 생각 또한 마음을 통해서 저절로 일

현대인들의 불치병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두통이라고

어나기 때문이다. 생각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작용이 없었

한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두통의 원인은 바로

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마치 전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생활 속에서 각 개

배가 고프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생

인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

각이 드는 경우와 같다.

에 시도 때도 없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이 복잡한 것

채팅을 하다가 문득 주어진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다. 인간 사회는 매우 단순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들어서 열심히 숙제를 해서 끝냈다고 할 때, 문득 숙제를

매 순간, 이것 아니면 저것일 뿐이다. 그런데 자신에 대

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가 처음으로 일으킨 것인가? 그 최

한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

초의 생각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스스

에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

로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숙

그래서 생각이 난해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끌어낸 주체는 바로 나의 생각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닐 공간이 언제나 충분한 것은 하

인 것이다.

늘이 공활하기 때문이고, 들판에 꽃들이 만발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위는 대부분 일어난 생각에 의해

것은 자라는 모두에게 나눠주며 늘 비워두기 때문이다.

서 이루어진다. 물론 어떤 자극에 대해서 신경계를 매개

강물이 썩지 않고 맑은 것은 흘러온 물을 잡아두지 않고

로 반응하는「조건반사」
처럼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행위

흐르도록 놓아두기 때문이다. 그렇다. 비워있음이 곧 채

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행은 생각이 바

움이라는 자연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함의 미

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생각은 아주 단순해진다. 따라서 지금 순간에 가
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에 대한 시각을 아주 단순하게
바꾸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간섭을 그쳐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밖을 향해서 움직인다. 즉, 자신보다
는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는 그
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처하는데 많은 힘을 소진한다. 그
러므로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나 아내든, 회사동료든
지 간에 상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
을 갖거나 간섭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는 나
의 간섭을 전혀 원하지 않을뿐더러 간섭을 아주 싫어한
다.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아야 한
다. 상대에 대한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하더라도 남의 일
이라 생각하고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간
섭하지 않는 방법이다. 남의 일에 대한 간섭만 그쳐도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밖에 대한 생각을 접
고 내면으로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면 생각할 것조차 없

장 이롭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면

을 정도로 아주 단순해진다. 해야 할 일도 거의 없다. 그

된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렇게 하면 생각이 줄어드니 한층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셋째는, 문득 일어난 생각에 매달리거나 끌려가지 말아

자유스러워진다.

야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매달려서 한없이

둘째는, 세상의 모든 일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저절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망상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생겨난 일이나 상황을 놓고 이

을 낳고 망상이 또 다른 망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한없

해관계에 집착해서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

이 되풀이 된다. 그러므로 최초에 일어난 생각이 진행되는

아야 한다. 사소한 일상들을 문제로 보게 되면 풀어야 할

단계인 정리과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생각을 더 이상 진행

숙제가 끝없이 생겨난다. 문제를 풀려면 많은 생각을 해

시키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다.

야 하고 따지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은 온갖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상념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일을 일 자체로 볼 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함

일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소일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어

이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세상

떤 일이든지 간에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주

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돌아간

간단한 일조차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대지의 초목들이 하늘의 변화에

괴로워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일지라도 문제거리가 아닌

의해서 스스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

그냥 하나의 일로 생각하면 아무 부담이 없을 것이다.

사회변화 속에서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을 해결할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일의 해결과

이와 같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다가

는 상관없는 무한한 상상 때문이다. 사실 일을 해결할 때

온 일들을 가볍게 본다면,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으

답을 선택하는 순간은 짧다. 다만 그 답을 선택한 후에

며 있다고 해도 아주 간단하다. 이러한 단순함에 머물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상상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느라 시

삶은 더 깊고 밝아질 것이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간을 끄는 것이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본인에게 가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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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

겨울에 피는
따뜻한 꽃

이제 기업은 가치와 철학을 스토리텔링한다. 이 때 고난
과 역경을 이겨낸 스포츠 선수들의 캐릭터는 희망을 이
야기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더 이상 스포
츠 스타를 모델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제는 사회공헌이
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메시지
를 스토리텔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166

지난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한편의 드라마

다. 그러나 루지 국가대표선수들의 경우 그동안 변변한

같은 광고가 있었다. 바로“청춘, 희망을 달린다 - 겨

운동복이나 제대로 된 운동기구도 없이 버텨왔다.

울에 피는 꽃이 되리라”
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희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메시지를‘희망

공익광고였다. 여기에 등장한 두 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에너지, 나눔에너지, 행복에너지, 녹색에너지’
로 체계화

루지 국가대표선수들이다.

하고 그 가운데 희망에너지를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

날씬해지고 싶지만, 1,000분의 1초를 두고 승자를 가

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난방공사의 따스함을 전하고자

리는 냉정한 심판 앞에서 다이어트는커녕 하루 6끼를

하였다. 그 결과 루지가 선정되었고, 지속적인 후원과

꾸역꾸역 삼키는 꽃다운 나이의 여대생 성은령 선수,

함께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대한

입영통지서가 나왔지만, 소속팀이 없기 때문에 입영을

민국 루지 국가대표팀과 함께 달리는 에너지 크리에이

연기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나라 걱정에 한숨짓는 박진

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용 선수. 현실은 막연하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아직 쓰

이제 기업은 가치와 철학을 스토리텔링한다. 이 때 고난

이지 않은 내일을 위해 여름을 견디는 이들의 땀과 눈

과 역경을 이겨낸 스포츠 선수들의 캐릭터는 희망을 이

물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야기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더 이상 스포

프랑스어로‘썰매’
를 의미하는 겨울 스포츠 루지는

츠 스타를 모델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제는 사회공헌이

1964년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경기 종목으로 채택되

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메시지

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는

를 스토리텔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데, 우리 선수들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대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견디며 훈련에 매진하던 루지

회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인기종목

국가대표팀은 기업들의 후원에 힘입어 독일인 코치를

으로 후원도 거의 없고, 선수들은 고된 훈련에 시달리

영입하고 지난해 12월 월드컵 팀 계주에서 썰매 종목

며 험난한 길을 걸어야했다.

사상 처음으로 8위라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최은주 선

루지는 몸에 맞춘 썰매에 1명 또는 2명이 타고 얼음으

수는 지난해 제16회 아시안컵 여자 싱글 1.2차 레이스

로 만든 1,000m의 코스를 활주해 시간을 측정해 순

에서 1분42초118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

위를 매기는 경기이다. 1인승은 이틀에 걸쳐 4차례, 2

기도 하였다.

인승은 하루에 2차례 실시하며, 기록을 합한 다음 가

선수들의 성과는 이들을 후원한 기업에게 새로운 이야

장 적게 걸린 사람을 1순위로 정한다. 속도가 우선시되

깃거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도전, 희망

는 경기인지라 1,000분의 1초까지 계측하여 순위를 다

으로 끓어오르는 청춘 에너지. 다음엔 또 어떤 흥미진

투게 되는데 경사가 심한 코스에 커브가 많이 만들어져

진한 사건이 전개될까? 도전이 계속되는 한 이야기는

있기 때문에 140km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를 낸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다. 당연히 부상이 많이 따르는 위험한 경기에 속한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프로그
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대학에서 박사학위(미디어전
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진행자를 거쳐 현
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
중재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
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혹 도시에 말걸
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가 있으며, 다문화 TV 프
로그램, 아동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TV
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홍숙영 지음・246쪽・값 15,800원,
상상채널(www.nae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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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산업혁명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과 통신기술

3D 프린터
3D 프린팅 기술의 현재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분말을 녹여 잉크처럼 뿌리면서 컴퓨터 디

(Communication Technology) 을 합친 합성어로 두 개의 기술을 합쳐서

자인(CAD) 프로그램이 지시하는 입체를 만들어낸다. 얇은 레고를 쌓는 것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여 가공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 비슷한 이런 방식을‘첨삭식 제조’
(additive manufacturing)라 한다.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ICT는 산업 전반 뿐만 아니라, 일상생

이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 항공우주 등에서 완성품의 모형을 만

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PC, 스마트폰을 통
하여 홈쇼핑, 온라인 예약, 온라인 금융업무, 원격교육 등과 같은 일을

들어 보는 데 널리 쓰였는데 기술이 향상되면서 차츰 보석, 주방기구, 자동

하는데 바로 핵심이 ICT 기술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ICT에 관

차 부품 등 실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조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디

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으면 불편해서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인이 복잡한 물건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어 비행기 날개 같은 정교함을

어떤 일에 종사하던지 ICT 기술과 정보는 그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요하는 물품도 제작하고 있다. 요즘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티타늄 등 여러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본 칼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CT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재료를 섞어 컬러 프린트하듯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기계 가격이 몇 억~몇 십억 원씩 했으나 요즘은 200~300만
원짜리 가정용도 시판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모든 사물을 복
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3D 프린터로 제
작한 두개골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삽입하는 수술이 성공리에 이뤄졌고,
독일에서는 비행기까지 제작할 수 있는 초대형 3D 프린터까지 등장했다.
기술적 혁신과 함께 3D 프린터의 대중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3D 프
린터는 높은 가격 때문에 영세기업, 일반가정 등이 가지기 어려웠지만 최
근에는 100만 원대의 저렴한 3D 프린터도 판매되고 있다. 초정밀 인쇄작
업이 가능한 기업용 프린터도 수년 내 200~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격 문제가 해결되면서 보급화에 속
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 판매되는 제
품이 액세서리 등으로 일부 한정되어 있었지만 마이크로미터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초정밀 3D 프린터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제조업이 접근할 수 있
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최근 나노
미터 단위의 세부구조를 가진 초정밀 제품들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심
장 혈관에 삽입하는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stent), 통증 없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마이크로 바늘(microneedles),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게코도마
뱀(gecko)의 발바닥을 모사한 접착제 등이 대표적이다. 신생기업‘나노스
크라이브’
(Nanoscribe)는 미세하게 레이저를 조정하여 30나노미터 단위
의 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선보이기도 했다. 인
공장기나 인체조직을 만드는데 3D 프린팅을 사용하는 바
이오프린팅(Bioprinting)도 주목을 끈다. 최근 독일의 연구기관
인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는 잉크 대신 고분자 물
질을 3D 프린터의 노즐로 한 방울씩 뿌리고 굳게 해 층을 쌓는 방법으로
인공혈관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168

문제점
최근 들어 보급이 본격화된 3D 프린터는 세계 산업계 지형도를 바꿀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다. 반면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기반붕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 개인에게‘무한대’
의 창조 여건이 주어지는
만큼 3D 프린터를 이용한 무기제작, 사기 등의 범죄를 우려하는 시선도 크다.
무엇보다 3D 프린터가‘제3차 산업혁명’
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는 기존 제조업과 달리 산업별, 품목별로‘생산거점’
이불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뿐만 도시의 기능, 국제 무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각 변동
을 일으킬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D 프린팅은 새로운 생산기술인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등 제3세계로 거점이 이전돼 왔지만 3D 프린터
가 활성화될 경우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지난 2002년 기준 중국의 시간당 임금은
58센트로 미국 생산직 임금의 2.1%에 불과해 당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가격경쟁 우위가 희석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강점인 R&D 역량을 중심으로 차세대 생산기술을 확보해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이끌어 나가
는 분위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에서도 제조업 부흥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요 다국
적 기업들의‘U턴’
이 본격화될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같은 변혁이 가져올 환경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무엇보
다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그동안 제조기업들이 창출해온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3D 프린터 보급이 가속화될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해양 등 각 산업 부문에 특화된 거점도시들이‘슬럼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이식 수술용 두개골 모형 (사진출처 : OsteoFab)

3D 프린터의 미래
입체프린터의 잠재력은 제조업 생산을‘개인화’
하는 데 있다. 아직 품목이 제한적이지만
나중에는 누구나 원하는 집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소비자와 가
까운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적시에 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큰 공장에서 대량생산해야 가능했던‘규모의 경제’
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해
진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제품을 낱개로 생산할 때도 수천, 수만 개를 생
산할 때처럼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첨삭식 제조는 재료를 깎고 이어붙이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비해 원재료가 10 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그만큼 자원과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
다. 아울러 부품을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미리 재고를 많이 만들어 둘 필요가 없어 물류
비용과 재고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간 거대 기업 위주로 발전해온 제조업 생산이 소규모 지역화된 제조업자
들의 네트워크 형태로 바뀔 가능성을 말해준다. 기업이 소량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봐가
며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초기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생산한다는 것은 지금같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 미국이 소비하는 형태의 국제 분
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첨삭식 제조의 발달은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음반, 서적, 소프트웨
어 같은 지식산업에서 새롭게 태동하는 경제원리가 제조업으로도 확산되는 의미가 있
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능가하는 사전을 만든 위키피디아
나 애플의 앱스토어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분산된 개인이 협력
하고 공유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입체프린터 시대에는 디자인 파일만 내려 받으면 누구나 물건을 찍어낼 수 있고, 누구
나 제품의 모양과 기능을 조금씩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어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비슷해진다.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맞서 디자인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업
하는 오픈소스 운동이나 크라우드소싱 작업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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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 The Incredible Journey, 2009

아기거북 토토의

바다대모험
모래밭에서 귀여운 거북이들이 꼬물꼬물 바다를 향한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녹
록치 않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항해하는 거북이의 25년 긴 여정을 진솔하게 카메
라에 담은 아기거북 토토의 바다대모험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다이버들이나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영화이다.
아기거북 토토는 생명을 걸고 바다로 향해 걸어간다. 시작부터 토토는 삶의 험난
함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들과 직면한다. 가까스로 바다로 나아가는 데 성공하기
는 하지만 시작일 뿐이다. 거북이의 몸에는 본능적으로 삶의 목표와 나침반이 있
다고 한다. 그 목표를 향해 토토는 기나긴 여행을 시작한다. 하염없이 헤엄치며 도
착한 곳은 물에 떠 있는 모자반이다. 그곳에는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미리 도
착한 거북이들과 게, 새우, 물고기, 해마 등 서로 의지하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

감독 닉 스트링거
출연 미란다 리차드슨
다니엘 브레이거
하넬로레 엘스너

가고 있다. 하지만 이곳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커다란 몸체의 쇳덩어리가 이 안식
처를 조각조각 내고 만다. 물론 동료들도 뿔뿔이 흩어진다. 파도에 휩쓸려 바위
에 몸이 부서질 뻔도 하고, 낚싯줄에 걸려 포획 당하는 찰나 구사일생으로 벗어나
기도 한다. 성난 바다의 투정을 말없이 받아주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과 사이좋게

개봉 2009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모험을 즐기기도 한다. 이런 여정들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바다속 생물들과 신비

분야 다큐멘터리, 전체관람가

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상영시간 81분

커다란 스크린에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바닷속 파란 고속도로
를 달리는 많은 생물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수족관에서 볼 수 있었던 수중생물
들이 멋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자식과 멋진 여행을 하는 혹등고래, 무리를 지어
나들이를 가는 돌고래, 잭피쉬, 스틱레이 무리, 정어리 무리뿐만 아니라, 외롭게
혼자만의 여행을 하는 청상아리, 거북이 등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생생하게 보
인다. 하지만 이들의 여행에는 언제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위험에 직면한다. 바다거
북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려 바다로 던져진다. 물고기들
은 그물이나 낚싯대에 걸려 인간의 식탁에 놓인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물고기
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 지나가는 배들은 수중생물들을 무참히 짓밟기도 한다.
이 영화는 거북의 긴 여정을 카메라에 모두 담았다. 나레이션은 거북이와 함께 여
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약간의 감동과 스토리텔링이 있지만 교육용
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계는 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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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강한 성년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 장면
은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준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발자취를 더
듬어 간다면 나름대로 한 사람의 일생이 한 편의 영화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수중촬영을 한 기술은 놀라웠다. 조금 흐릿한 장면도 있지
만 생물들의 장엄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고 생물의 표정을 클
로즈업시켜 나레이션과 곁들여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아기거북 토
토의 바다대모험은 모험, 절망,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영화이다. 바
닷속 신비한 세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 닉 스트
링거와 세계 최고의 수중촬영 전문가들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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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MOU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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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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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ER SHELL

DYNAMIC
MOU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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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BUNGEE
ㆍ길이 조정 가능
ㆍ손 쉬운 실린더 마운트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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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다이빙투어 정보

2014년

다이빙투어 일정 안내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시출발

필리핀 세부 보홀
출발 2014년 1월 28일 ~ 2월 5일
일정 8박 9일 / 4일 다이빙 + 프리다이빙
모집 확정일정
특징 요즘 대세 프리다이빙에 도전한다.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한번에!

인도네시아 마나도
출발 2014년 3~4월 예정
일정 6~8일
모집 예정일정
특징 마크로 천국 렘베를 중심으로 사진가들이
뭉쳐보기로 한다. 컴팩트, DSLR 구분없이
떠나는 사진여행

팔라우
출발 2014년 3월 9~14일
일정 5박 6일
모집 확정일정
특징 질문이 필요 없는 그곳, 팔라우

필리핀 투바타하
출발 2014년 4월 10~16일
일정 6박 7일
모집 확정일정
특징 해마다 3~6월까지만 열리는 그곳,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 UNESCO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잘 보호되고 있는
건강한 바다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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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시파단
출발 1차 : 2014년 4월 29일 ~ 5월 7일
2차 : 2014년 5월 3일 ~ 5월 11일

코스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출발 2014년 6월 6~19일
일정 19일 일정 / 육상 관광 후 21일 귀국예정

모집 확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시파단 본섬 다이빙을 위한 최고 일정. 6일 다이빙
중 4일간 시파단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리버보드
+ 카팔라이리조트 일정으로 준비.

특징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
아일랜드로 2014년 떠납니다. 좀 더 좋은 바다
환경을 만나기 위해 6월로 일정을 옮겼습니다.

제주도 다이빙

미크로네시아 축

출발 2014년 8월 14~17일

출발 2014년 7~8월

일정 3박 4일 / 2일다이빙 + 1일 육상관광

일정 1차 8박 9일, 2차 6박 7일

특징 이제는 제주도도 필리핀처럼 따뜻하다!!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맛난 것도 먹고, 다이빙도
하고, 1석2조 스케줄.

모집 예정일정

푸켓 시밀란

특징 2차 세계대전의 전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곳,
축으로 액션에서 다시 떠납니다.

에쿠아도르 갈라파고스

출발 2014년 12월

출발 2015년 11월

일정 5박 6일

일정 10박 11일

모집 예정일정

모집 예정일정

특징 2014년 싱글다이버 시밀란 리버보드,
다이빙 미팅~~

특징 갈라파고스로 다시 떠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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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

다이빙사이트의 성수기 안내
다이빙 가능시기

1월
필리핀

모알보알, 보홀
투바타하
아닐라오, 민도루

인도네시아

발리
코모도
마나도, 렘베
라자암팟

말레이시아

시파단
랑카얀
라양라양

인도양

몰디브

태국

시밀란, 피피섬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얍
남태평양

피지

중미

갈라파고스

하와이

하와이
혹등고래

호주

대보초
밍크고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이빙 성수기

11월

12월

해외 다이빙 여행 정보안내
일본(JAPAN)
면적 : 37만 8천 ㎢
인구 : 약 1억2천7백만명
수도 : 동경(Tokyo)
언어 : 일어
비자 : 필요
통화 : 엔(Japanese Yen : JPY)
전압 : 100볼트 50~60Hz AC
평균비행시간 :
가고시마(Kagoshima) 약 1시간 9분
나고야(Nagoya) 약 1시간 22분
니가타(Nigata) 약 1시간 37분
동경(Toyko) 약 1시간 46분
삿포로(Sapporo) 약 2시간 15분
아오모리(Aomori) 약 2시간 2분
오사카(Osaka) 약 1시간 18분
후쿠오카(Fukuoka) 약 52분

인도네시아(INDONESIA)
면적 : 186만 ㎢
인구 : 2억4천만명
수도 : 자카르타(Jakarta)
언어 :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
비자 : 관광(2개월까지 필요없음).
상용(1개월까지 필요없음)
통화 : IDR
전압 : 24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자카르타(Jakarta)
약 6시간 30분

괌(GUAM)
면적 : 549 ㎢
인구 : 약 17만5천9백명
수도 : 아가냐
언어 : 영어, 차모르어
비자 : 무비자
통화 : US dollar
전압 : 110볼트 60Hz AC
평균비행시간 : 아가냐(Hagatna) 약 4시간

이집트(EGYPT)
면적 : 1,001,450㎢
인구 : 약 85,294,388명
수도 : 카이로(Cairo)
언어 : 아랍어
비자 : 필요
통화 : 1 파운드(EGP)
전압 : 220V, 50Hz
평균 비행시간 : 13~14시간

필리핀(PHILIPPINES)
면적 : 마닐라(Manila)
언어 : 필리핀어, 영어
비자 : 21일 체류까지 필요없음
통화 : 1 페소(Peso : PHP)
= 100 센타보(Centavo : Cs)
전압 : 22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마닐라(Manila) 약 3시간 10분

태국(THAILAND)
면적 : 51만 3천 ㎢
인구 : 약 6천6백만명
수도 : 방콕(Bangkok)
언어 : 태국어
비자 : 3개월 체류까지 필요없음
통화 : 1 바트(Baht : THB)
전압 : 200볼트 60Hz AC
평균비행시간 : 방콕(Bangkok) 약 5시간 4분

호주(AUSTRALIA)
면적 : 769만 ㎢
인구 : 약 2천126만명
수도 : 캔버라(Canberra)
언어 : 영어
비자 : 필요
통화 : 1 호주 달러(Australan Dolar : AUD)
= 100 센트
전압 : 24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브리즈번(Brisbane) 약 8시간 45분
시드니(Sydney) 약 9시간 34분

멕시코(MEXICO)
면적 : 1,964,375㎢
인구 : 약 116,220,947명
수도 : 멕시코시티(Mexico City)
언어 : 에스파냐어
비자 : 필요
통화 : 1페소(PESO : MXN)
전압 : 110V, 60Hz
평균 비행시간 : 20시간

팔라우(JORDAN)
면적 : 488 ㎢
인구 : 약 2만명
수도 : 멜레케옥(Melekeok)
언어 : 영어, 마크로네시아어
비자 : 무비자
통화 : 1달러 = 1258원
전압 : 110볼트 50Hz
평균비행시간 : 코랄(Koror) 약 4시간 30분

몰디브(MALDIVES)
면적 : 298 ㎢
인구 : 약 34만9천명
수도 : 말레
언어 : 디베히어
비자 : 무비자
통화 : 루피아
전압 : 110~22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약 10시간

뉴질랜드(NEW ZELAND)
면적 : 27만 ㎢
인구 : 약 421만명
수도 : 웰링턴(Welington)
언어 : 영어, 마오리어
비자 : 3개월 체류까지 필요없음
통화 : 1 뉴질랜드 달러 = 100 센트
전압 : 24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오클랜드(Auckland)
약 10시간 50분

미국(UNITED STATES)
면적 : 952만 2천 ㎢
인구 : 약 3억7백2십1만명
수도 : 워싱턴(Washignton, D.C)
언어 : 영어
비자 : 필요
통화 : 1달러(Dollar : USD) = 100 센트(Cent)
평균비행시간 :
뉴욕(New York) 약 13시간 9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약 10시간 32분
시카고(Chicago) 약 12시간 13분
워싱턴(Washignton, D.C) 약 13시간 12분

말레이시아(MALAYSIA)
면적 : 33만 ㎢
인구 : 약 2,571만명
수도 : 콸라룸푸르(Kuala Lumpur)
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통용어)
비자 : 3개월까지 관광비자 필요없음
통화 : 1링기트(Ringgit : MYR) = 100 센(Sen)
전압 : 24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콸라룸푸르(Kuala Lumpur)
약 6시간 4분

사이판(SAIPAN)
면적 : 115.38㎢
인구 : 약 6만 5000명
언어 : 영어, 차모로어
비자 : 무비자
통화 : US dollar
전압 : 115/230V, 60Hz
평균 비행시간 : 4시간 30

피지(FIJI)
면적 : 1만 8천 ㎢
인구 : 94만4천명
수도 : 수바(Suva)
언어 : 영어, 피지어, 인도어
비자 : 4개월 체류까지 필요없음
(단, 복편 항공권 소지 필수)
통화 : 1 피지 달러(Fiji Dolar : FJD)
= 100 피지 센트
전압 : 240볼트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난디(Nadi) 약 9시간 19분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면적 : 16,000㎢
인구 : 약 244,000명
수도 : 누메아(Noumea)
언어 : 프랑스어
비자 : 한달까지 무비자
통화 : 프랑(CFP, XPF)
전압 : 220v
평균 비행시간 : 9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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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갈 때 필요한

건강정보
여행 전 주의사항
여행을 계획할 때 체크해야 할 목록

예방접종

▶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기타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말 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 복용해야 합니다.
- 기 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하세요.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여행 전, 적절한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험의 보상내용 및 범위
등을 확인하세요.

황열

장티푸스

황열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간,
주사용 백신은 3년간 유효합니다.

말라리아 예방약

일본뇌염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1~2주 전에 예방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방약을 복용하여도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행 중이나 귀국 후 2달 이내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합니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광견병

B형간염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 후에는 추가접종을 해야합니다.

인플루엔자

콜레라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합니다.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전여행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해외여행안전(http://www.0404.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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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에 병에 걸릴 위험이나 사고를

여행 중 주의사항 줄일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과 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척 gel을 사용하세요.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하세요.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드세요.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여행자 주의사항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하세요.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이
되는 방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이 되는 방이 아닌 경우 퍼메트린(permethrin) 처리된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서 자도록 하세요.

자외선
◆대낮에는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세요.
◆팔과 다리를 덮는 옷을 입으세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와 창이 넣을 모자를 착용하세요.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에는 SPF15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세요.
◆물에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상 레크레이션
◆구명조끼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숙지하세요.
◆얕은 물이라도 어린이는 어른이 주위에서 감독하세요.
◆다이빙 전에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흐린 물속에는 뛰어들지 마세요.
◆스파나 사우나에서는 극단적인 온도를 피하세요.
◆물가나 강둑, 늪지대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신으세요.

여행 후 주의사항
여행 중에 아팠을 경우, 여행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전에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의

기타
◆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환(광견병이나 페스트 등)예방을 위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건드리거나 만지지 마세요. 만약 물렸거나 할퀴었다면 상처를
비눗물로 세척하고 의사를 찾아 광견병 백신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HIV나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을 위해 문신, 피어싱 등에 사용되는 주사기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HIV 및 기타 성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성관계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세요.

이 문서는 관련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까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 무엇이
필요한지, 각 개인별 질병상황에 맞는
정보를 물어보세요.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에게는 위에서 기술한 권고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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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객실

위탁 수화물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

위탁 수화물

생활도구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요모차 등
소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인화성물질

기타 위험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취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

위탁 수화물

창·도검류

총기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지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우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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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산소등(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용용품, 치약,
콘탠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리터)까지 반입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구류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도끼, 망치, 못총, 롭,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느 가위·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COLUMN

프로들과 함께 한

미야꼬지마 다이빙 여행
みやこじま

미야꼬지마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시야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며 아열대 기후로서 분포하고 있는 수중생물 군 또한 풍부하다.
안토니오 가우디, 리틀 구로토, 마왕의 궁전 등의 다이빙 포인트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수중의 독특한 지형은 단연 일품이다.

글 김영준 (PADI Course Director) / ㈜NB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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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엘리먼트 프로팀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12
월 2일까지 4일간 일본 미야꼬지마로 여행을 다녀
왔다. 미야꼬지마는 인천공항에서 오키나와까지 국
제선 비행기로 약 2시간을 날아가서 다시 국내선
으로 갈아타고 약 45분을 더 가면 나오는 고즈넉
한 섬마을이다. 원래 일본 오키나와현에 속하는
섬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 대만에 훨
씬 가깝다. 프로팀이 이곳을 방문한 때는 초겨울
이었지만 지리상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중간
에 위치해 우리나라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
낄 수 있었다.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아침저녁
으로 제법 쌀쌀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찬 기운
을 담고 있어 외출 시에는 잘 갖춰 입어야 했
다. 수온은 약 23°
였으며 프로팀은 7mm 슈
트와 드라이슈트를 사용했다.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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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꼬지마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높은 산이 없

참 재미있는 광경이다. 이곳 미야꼬지마 물속은 이처럼 독특

고 독특한 지형들이 많다. 물속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채널

한 동굴지형이 많다. 다이빙 포인트가 무려 스물네 군데나 있

(channel), 스윔쓰루(swim through), 동굴(cave) 지형이 많

어서 보트다이빙으로 하루에 세 번씩 8일을 꼬박 다이빙해야

아 수중 지형의 독특함을 즐기고자 하는 다이버들에게 각광받

겨우 한 번씩 맛보기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여행은 경험이 부

는 지역이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족한 초급 다이버들은 배제하고 프로들과 함께한 어드밴스드

시야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며 아열대 기후로서 분포하고 있

급 다이빙 여행으로 특별히 계획되었다.

는 수중생물 군 또한 풍부하다. 안토니오 가우디, 리틀 구로

다이빙 포인트 자체가 깊은 수심과 오버헤드 환경이 많아 이

토, 마왕의 궁전 등의 다이빙 포인트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

에 필요한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또 효율적인 공기사용 능

이 수중의 독특한 지형은 단연 일품이다.

력과 협소한 공간 진입 등에 요구되는 자세와 핀 킥, 부력기술

보트에서 입수해 수심 20m를 내려가면 나타나는 거대한 동굴

에 익숙해 있지 않다면 자칫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의 입구가 나타난다. 바닥은 수심 45m, 천장은 수심 20m, 무

있다. 이번 투어는 상급 기술을 가진 베테랑 다이버들에게 새

감압 한계시간과 공기소모를 아끼기 위해 동굴 천장에서 수심

로운 곳으로 여행을 제공해 모험과 탐험을 지속하고 다이빙을

을 유지하며 천천히 진입한다. 대략 40여m를 진입하면 앞쪽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더 나

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천천히 상승해 빛이 들어오

아가 새로운 곳에서 만난 프로들과 교류해 조금이나마 우리나

는 수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해수와 담수가 만나서 생기는 염

라의 다이빙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

분약층(halocline)을 지나 커다란 연못 위로 올라오게 된다.

래는 현지에서 만난 프로 다이버들과 여행을 함께 한 한국 포

연못 울타리 밖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신기해하며 물어본

스엘리먼트 프로팀 다이버들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저쪽 반대편 바다에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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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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어떤 계기로 강사가 되셨나요?

						

저는 사실 교육에는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다이빙을 사업
으로 해보고 싶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

와타나베 료타
		

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었고 그때 강사로
서 새 꿈을 키워보자고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어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제 꿈은 다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료타입니다. PADI 코스디렉터이며 마레아에서는 지난 14년간

다이빙 강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마레아에 외국고객 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한국의 다이빙 산업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

이번 미야꼬지마 여행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이빙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NB다이버스를 이끌고 있는 정회승 코스디렉터와는 PADI CDTC 동기이자

마지막으로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조언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랜 친구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처럼 막연히 다이빙이 좋아서 강사가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외국고객유치를 위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곳 미야꼬지마를 찾는 한국 다이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주위의 훌륭한 강사님들

수요와 실정은 어떤가요.?

께 조언을 얻으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 후회 없는 도전이 될

오키나와 현에서는 현재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Push you Limit! (주)빅핸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이빙 여행에 국한해서 보자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에는 여러 규모의 다이빙 샵이 있습니다만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
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한국의 시장이 이곳과 가까운 타이완과 비교해 봤을 때
관광객 방문 수가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토모히코 후치다

보니 아무래도 비중을 적게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시
장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보고 꾸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곳 미야꼬지마에 한국다이버 고객을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한국 다이버들을 유치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언어와 식사입니다. 특히 한

안녕하세요. 토모히코 후치다입니다. 저는 PADI MSDT 강사이고 마레아 미야코지마

국의 다이빙 스타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걱정됩니다. 앞으

점의 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PADI 강사로서 활동한지는 12년 정도 됐구요. 이곳 마레

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한국의 다이버들이 더 많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아 미야코지마에서는 9년째입니다. 그 전에 마레아 이시가키지마에서 3년 동안 활동

싶습니다.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레아 미야꼬지마 지점의 점장으로 다이브센터와 리조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마레아 그룹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현

마레아 그룹의 다이빙산업 파트를 맡고 있는 마레아 크리에이터는 현재 도쿄, 요코
하마, 오키나와, 미야꼬지마, 이시가키지마, 와카야마, 아이치현, 중국 상하이 점 등에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총 10개의 지점을 두고 리조트와 다이빙 스쿨을 운영합니다. PADI CDC 다이브센터

안녕하세요. PADI 스쿠버 강사이며 빅핸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이며 연간 4천장 이상의 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스쿠버강

빅핸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사를 배출하는 일본 내 최대의 스쿠버다이빙 센터입니다.		

저는 빅핸드를 통해 스쿠버다이빙 장비 xDEEP, Light-for-me, Analox, Frogspit 등을

마레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수입하여 한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여 내년부터는 수출사업도 할 예

리조트의 숙박시설이나 다이빙 전용풀장, 전용보트 등 다이빙 관련 시설이 우수하다

정입니다.

는 것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일본 내에 이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춘 리조트는 마레아

처음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점인 오키나와 리조트 정도 일겁니다.

처음에 필리핀 세부에 갔을 때 아는 동생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물을 좋

다이브 리조트로서 마레아의 시설이 일본 내에서는 단연 손꼽힌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했지만 그때는 스노클링으로 만족했었거든요. 하지만 다이빙은 제게 정말 새로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세상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을 듯합니다만 굳이 꼽자면 텍 다이빙 파트라고 생각

이곳 미야꼬지마 다이빙 여행을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할 수 있겠네요. 나이트록스 같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고객이 사용한다고 하면 준

저는 늘 새로운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필리핀에 조금은 지쳐 있

비는 가능하지만 다른 곳에서 대여를 해와야 하거든요. 관련 법률상의 문제보다는

을 때 NB다이버스에서 미야꼬지마 투어를 간다고 하길래 바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탱크 자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들었습니다.

미야꼬지마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곳의 다이빙은 어땠나요?

바다가 참 예쁩니다. 섬 생활도 여유롭고 한적한 것도 저는 참 좋고요. 아와모리라는

일단은 다이빙도 참 좋았지만 너무 깨끗한 물과 맛있는 음식(특히 아이스크림~^^)

미야꼬지마 소주가 유명합니다. 남태평양의 파란 시야, 독특한 지형, 동굴, 그 사이로

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항구랑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해

빛이 들어오는 관경, 이런 것들이 미야꼬지마 다이빙의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미야꼬

함께 일하시는 스텝들의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마 다이빙은 꼭 정원을 걸어 다니는 느낌을 받았어요. 열대 바다처럼 물고기가 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죠. 팀워크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성격도 좋아야 하겠

청 많지는 않지만 뻥 뚫린 시야와 미로같은 지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요. 모두 PADI 강사여야지만 채용이 가능해요. 다른 단체의 강사도 안 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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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만 마레아 그룹이 PADI CDC센터이다 보니 모두 PADI 강사들이예요.

미야꼬지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마레아 미야꼬지마에 한국인 다이버가 온 적이 있었나요?		

미야꼬지마는 산이랑 강이 없어요. 물도 참 맑고 아주 오래 전에 화산활동으로 형성

제가 9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간간이 개인적으로 오신 한국 분들이 있었을지는 몰

된 동굴지형도 많고요. 저는 이곳의 케이브 지형 다이빙이 좋아요.

라도 하나의 팀으로서 방문한 것은 이번에 엔비다이버스가 처음이에요. 제 생각에는

장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오키나와 본토에는 종종 오시는 편이지만 이곳 미야꼬지마나 이시가키지마는 비행

이곳 마레아 리조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레아 그룹은 여러 지

기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까지는 잘 안 오시는 것 같

역에 많은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훗날 마레아 리조트의 매니저가 되지

아요. 이곳도 한국에서 한 번에 오는 비행기 편이 생기면 참 좋을 듯합니다.

않을까요?
괜찮으시다면 급여에 만족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만족해요. 풍족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
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곳의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에미씨는 영어를 잘하시네요.?

노준영

20살 때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거기서 영어공부를 좀 했어요. 이곳에
서도 강사들이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도 조금씩 유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마레아 리조트는 언제 가장 바쁜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준영이라고 합니다. PADI와 SDI/TDI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

지금은 약간 추워져서 손님이 별로 없어요. 5월에 있는 골든위크부터 시작해서 한 여

니다. xDEEP과 Light for me 등의 스쿠버다이빙 장비 수입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습

름과 방학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때는 많이 바쁠 거예요.

니다. 그리고 다이버 교육과 다이빙 여행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이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처음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여러분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일본여행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어렸을 때 아침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수중탐험 영상을 좋아했어요. 이걸 보면

하시지만 여기 미야꼬지마는 그곳이랑 아주 멀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미야꼬

서 언젠가 저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지마로 오세요.

미야꼬지마로 다이빙 여행을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미야꼬지마는 한국의 다이버들에게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명소랄까
요. 다이버로서 사람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미야꼬지마의 다이빙은 어땠나요?

정은미

그 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느낌의 다이빙이었습니다. 예쁘고 멋진 수중
생물들을 보는 다이빙도 좋지만 이곳 미야꼬지마와 같은 수중의 웅장하고 독특한 지
형을 보는 느낌도 정말 좋더라고요. 협곡을 요리조리 지나가는 포인트, 크고 작은 동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굴, 사이판의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를 닮은 미니 구로토까지… 각각 포인트마다 주

정은미구요. PADI 다이브마스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NB다이버스에서 다이

는 느낌이 다양해서 다이빙을 하는 동안 다음 포인트가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브마스터로 활동하며 수중사진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된 기계가 있다면요?

면 바로 강사교육과정에 참가합니다.

이렇게 좋은걸 아직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에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나오는 수중생물들이나 수중세계와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램을 보면서 저도 다이빙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사

다이빙 여행을 다니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을 봐요. 물 밖에

진이라서 수중세계를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나 물속에서 매너없는 행동들이 있죠. 이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검지 다이버가 아니

이곳 미야꼬지마로 다이빙 여행을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 코리안 다이버라면 세계 누구나 엄지를 치켜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다이버가 되도

예전에 우연히 잡지에서 미야꼬지마 수중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곳의 특이한 지형

록 일조하고 싶어요.

들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다이버스에서 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

마지막으로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고 이번 기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다이빙의 순간을 잊지 마세요. 처음 들어가서 느꼈던 짜릿한 그 기억과 즐거웠던

미야꼬지마의 다이빙은 어땠나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곳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특히 수중의 지형이 제일 특이했는
데, 수중동굴이 길게 이어져서 수면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마치 이곳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수면 위의 섬 자체도 화산활
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서 그런지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
스쿠버다이빙 프로로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에미 카메이

일단은 수중사진을 잘 배워서 이곳처럼 멋진 곳 다니면서 좋은 사진 많이 찍고 싶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저는 에미 카메이 입니다. PADI IDC스텝 강사이구요. 강사로는 11년 차인데 이곳 마

다이버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는 것 같아요.

레아 리죠트에서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스텝으로 활동 중입니다. 사람들한테 다이빙

굳이 직업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더라도, 다이빙을 좋아하는 한 다이버

요. 또 스페셜티 강사라든지 자기계발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을 가르쳐 주는게 좋아요. 여기는 다이빙 교육을 위한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로서 다이빙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자기계발을 더 하고 싶다면 한번 도

교육을 진행하기에 참 좋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이곳 미야꼬지마로 왔습니다.

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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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의학 Q&A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Pacific 한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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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이빙 후 마비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
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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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
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
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제합니다.

1차 15m 다이빙 후 수면휴식, 2차 15m 다이빙 후 수면휴식, 문제는 3차 다이빙부터 였습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오픈워터 교육 중이라서 수중에서 교육 순서를 기다리다가 교육을 받고 5m 안전정지를 하러 상

연락처 : 010-4500-9113

승을 해보니까 공기 게이지가 5bar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안전정지 없이 바로 상승을 했는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작년에 다른 곳에 올렸던 글을 조금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공기색전증이라고 답을 들었지만 생
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로 35세의 남성입니다. 스쿠버를 하다 마비증상이 와서 이에 대해 조언
을 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스쿠버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11년 7월 제한 수역을 끝내고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을 취득하러 제주로 갔습니다.
[첫날]
3차 다이빙 때 18m 내려갔는데 조류가 심해서 같이 내려간 버디를 챙기느라고 오버 페이스로 스
쿠버를 하였습니다. (스쿠버를 하는 내내 숨 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 안전정지를 하지 않고 상승하였으며, 웨이트와 BCD를 벗고 육지로 올라오는 동시에 오
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하반신에 마비증상이 왔습니다.
5mm 슈트를 입고 있던 터라 슈트를 벗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니 그 후 마비증상이 서서히 풀
려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에서 소주 한병반 정도를 마셨습니다.)
[다음날]
1차 다이빙에 가장 깊이 들어간 수심이 22m였습니다. (게이지로 확인하였습니다.)

데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신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목 밑으로 감각이 없어지고 전신을 마취한 것처럼 소리만 들리고 눈을 뜨면 형상을 알아보지 못
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이날은 대략 1시간이 지나서야 마비증상이 풀렸는데, 그 후에 다이빙
을 못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심한 두통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챔버 치료를 받고 MRI 검사를 받았는데 서귀포 의료원에서 내린 진단은 뇌경
색증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서귀포의료원에서 받은 MRI를 진단
받았는데 한양대학병원에서는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뇌경색증이 오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위 증상을 문의해서 답변을 얻은 것은 공기색전증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명 상승할 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위험을 감수하고 펀 다이빙을 했습니다. 총 3일 동안 6회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15~22m까지 내려가고 상승할 때 안전정지 확실히 하고 숨을 내쉬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다행히 그와 같은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위 증상의 경험이 있는 제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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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속 다이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공기색전증이 맞는

주해보면 신체적으로 다이빙해서는 안될 어떤 문제가 분명 있는 것으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비증상 후에 생긴 몸에 변화는, 지금까지 없었던 편

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의심되는 것이 원형와개존증(PFO - Patent

두통이 생겼습니다.

Foramen Ovale)입니다.

A우선 중단하여 주십시오

방금 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위 일이 다망해서 상세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다시 답을 달 때까지는 교육이건
펀 다이빙이건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드린 답변
답변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이빙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 전신마비라고 하는 험악한 상황을 경
험하신 분이 다행히 회복되시고 나서 또다시 다이빙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그 용기(아니면 무모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지만은 대단하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비를 경험하신 제주도 교육 다이빙 당시 프로필로 봐서는 비록 안
전정지를‘했다, 안했다’하시지만 별 특이한 프로필로 보기 힘든 정도의 다
이빙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녁에 술을 몇 잔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입수 잠수를 하신 후 전신이 마비되
는 엄청난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에 가시면‘이현종’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이빙 공부를 하시는 분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챔버 치료 후에 바로 마비가 풀린 것도 상당히 운이 좋은 편입니다.
뇌경색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듯하고, 어차피 척추 쪽의 동맥
공기색전증이 처음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뇌동맥 공기색전증이 왔었던 것
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병력을 가지신 분이 그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고 치료하지 않은 상
태로 또 다시 다이빙을 하시는 것은 절대“아니 아니 아니되오~~~”상
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은 심해 다이빙을 반드시 포함
하기 때문에 다시 감압 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 지난번의 회복이 또 가능
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다이빙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적극
적으로 말려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Q 고막 천공 치유 후

그 다음 날도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훈련 다이빙의 수심(18m)을 약간 초

저는 4년 전에 스쿠버를 시작하여 100여회를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과하긴 했지만, 다이빙 자체만 놓고 봐서는 별 무리가 없었다는 것을 간

80여회 다이빙을 할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동해에서 어느 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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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m 정도에서 귀에 물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몸이
빠르게 소용돌이치듯이 돌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고막에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패치(?)를 붙
이고 6개월 후에 재 다이빙을 하였으나 또 터져서 그 후
또 한 번 붙이고 총 3번의 패치를 하였으나(마지막은 고막
이 재생되었다고 한 후 1년 후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다시
고막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습
니다.
제가 이퀄라이징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1) 아프기 전 미리
2) 침 삼키기
3) 천천히 하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했지만 미숙한 다이빙으로
귀는 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 전 다이빙이 아주 좋으니 수술을 해
달라고 했으나 구멍이 너무 작다고 말리십니다.
선생님 제게 구원을 내려 주십시오. 아름다운 바다를 보
고 싶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수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 안되시면 서울에 위치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심이 어떠
신지요.
5월 우리 가족 4명이 필리핀에서 오픈워터 교육을 받았습
니다. 이제 열심히 바다 속을 구경해야 하는데… 제발 부
탁드립니다

A대략 난감

참 딱한 상황입니다.
뚫린 고막은 붙을 때 어쩔 수 없이 얇게 붙기 때문에 미약
한 압력에도 천공이 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서도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딱히 잘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을 억지 수술로 메우기 위해 수술을 하게 되면
현재 천공보다 더 크게 천공을 시킨 후 재생 수술이 가능
하기 때문에 수술의 성공률이 90% 정도라고 보면, 만일
실패하는 경우 천공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이빙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권할
만한 일은 절대 못됩니다.
초조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언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어떤 분에게 수술을 소개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리기도 곤란합니다.

Q 레이저 박피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 회원 중 여성 회원이 경부 상피 레이저 수술 후 다이빙
을 언제쯤 가능 한지 문의를 해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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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피 레이저 수술

A중이염 수술 후 다이빙

상피 레이저 수술과 다이빙은 별 관계없습니다만 레이저 수술 이후에는 일

수술과 수술 후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되었나 봅니다.

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술받은 의사에게

그러나 적어주신 단순한 묘사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애정남 노릇을 할 수

상의하셔서 그 시기가 끝나면 다이빙을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야간 다이빙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 바로 시작하셔도 될 듯합니다만 ^-^

수술 자리와 새로 심겨진 고막의 양상을 직접 보고 또 검사를 해보지 않

질문에 대한 오해

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부에 대해 정확히 기술을 했어야 했는데, 피부 경부가

수술받으신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라 자궁 경부입니다. 비밀글 문의가 아니고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생각
하느라 정확히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재답변
다른 부위의 점막에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 4~6주 정도 지나면 상피 재생
이 완료됩니다. 수술하신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상피 상태가 건강해졌음을
확인한 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Q 급상승 후 두통

2주 전에 저희 팀에서 강원도로 다이빙을 갔었는데요.
입수하자마자 28m에서 패닉을 먹은 버디를 케어 하다가 급상승을 하였
습니다.
수심 : 28m, 다이빙 타임 : 10분 정도

Q 고막 찬공

18m까지는 최대한 안정시키며 규정 속도대로 올라오다가, 너무 힘들어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이빙 후 두통이 심해서 찝찝한 마음에 근처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원해서 증상을 얘기했더니 챔버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더군요.

약 4~5년 전에 고막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한 달 만에 재생이 되었

아산병원에 챔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키는대로 치료

고 지금은 그냥 별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를 받았어요. 하지만 같이 간 일행이 먼저 치료를 받는았데, 챔버 기계를

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필리핀에 바기오라는 고산지대를 갈 때나, 비

다루는 사람은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었습니다. (절대로 인턴을 비하하는

행기를 탈 때, 간혹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귀에 통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는 버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상승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아픈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비행 중에 내

챔버 시설을 처음 다뤄본다고 하더군요. 감압병 증상도 하나도 알지 못

내 아프고, 어느 때는 승강이나 하강 시에만 아프고, 어느 때는 전혀 아프

하고,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면서 그냥 A4용지 분량의 그림 설명서를 보

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후 두통이 가시질 않는다고 말했더니,

4~5년 지난 일이고 특별히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서 별걱정을 안

뇌 CT 찍기를 강요하길래, 정중하게 거절하고 리조트로 복귀하였습니다.

했는데 다이빙을 할 때 혹시나 이상이 생길까봐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자

두통은 이틀 뒤 깔끔하게 사라졌구요.

합니다. 다음 달에 필리핀 바탕가스에 예약을 해두었는데 다이빙 중에 통증

질문 두 가지 입니다.

이 생기면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하

첫째 : 제 몸 상태는 괜찮은 것일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그수 100회

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에게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

정도 됩니다.

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이빙이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 앞으로 응급상황 시 아산병원 챔버 시설을 이용해도 안전할까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고압 산소 챔버 시설

A고박 재생 수술 후 다이빙

현재 내륙에서 감압병을 정상적이고 정통적으로 시료할 수 있는 병원 시

일반적으로 고막이 천공되었을 때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얇게(Thin)

설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경남 통영의 세계로 병원 밖에

치유되기 때문에 압력을 받거나 압력의 평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

없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챔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운영도 하

천공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고 있지만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해서 감압병 치료에는 턱없

육안으로 진찰하기 전에는 결정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닐라의 이비인후과에서 이관 기능 검사를 포함한 귀 쪽 진찰을 받으시고

경남 사천의 삼천포 서울병원도 현재 챔버를 수입하여 설치 중인 것으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감압병을 알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을 확보했다는

Q 중이염 수술

이 글이 게재되는 시점 (2014년 봄)에는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유양돌기 장애로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공고막을 시술받았는데 이퀄라이징
은 매우 잘 됩니다.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상황이라면 지금쯤은 문제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다이빙은 할 수 있는지요. 수술명은 h71 h74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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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착

안녕하세요. 강박사님.

서 대략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압력평형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수심 20m 정도에서 20분 정도 잠수한

슈트가 꽉 끼어 피가 몰려 그런 건지? 대략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후 상승한 것과 즉시 상승한 경우, 귀에 주는 데미지의 강도 차이는 얼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싶습니다.

마인가요? 그리고 압력평형 실패로 귀에 먹먹한 증세가 있고 없고 차이
는 무엇인지요? 초보 다이버의 무지를 깨워 주십시오.

A

질문 자체가 심하게 애매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지송 ~)

특별한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요. 최근 몇 회 다이빙을 한 후 많이 부어

A부족

와 ~~~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 지금도 일하는 곳에서 점심 보이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이빙 후 손발은 (특히 차가운 물에서 꽉 끼는 슈트를 입고 다이빙하는 경

압력평형이 안된 상태로 20m까지 어떻게 갔을지 궁금하고 20m에서 20

우) 누구나 어느 정도는 붓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분 다이빙을 하는 것은 감압병 측면에서 봐서는 프로필 상 큰 문제가 없

미미한 경우 대부분이 다이빙 후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

기는 하나 20m 하강하는 동안 압력평형이“정말” 안된 상태였다면 중이

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붓기가 좀 더 심하신 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강 내의 부비동에 출혈 등 압착 손상이 왔을 것이고, 이런 경우 다이빙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히 부종이 심하신 분이라면 냉수 알레르기를 가진 분

시간을 오래 가지는 것 보다는 빨리 물 밖으로 나와 가까운 병원을 찾

일 수도 있고 혹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피부과에서 냉수 알레르

압력 평형에 실해했다면 귀가 당연히 먹먹해야 하고 - 먹먹하지 않다면

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하강 중 귀에 통증은 왔지만 압력평형이 그런대로 잘 된 경우라고 봐야

부었다가 금방 가라앉는 정도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만 감

할 듯합니다.

압병의 한 증상 중에 부종(임파계 부종)도 엄연히 들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안전 다이빙 기원합니다.

요합니다. 혹 PFO가 없는지 심장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

재질문

유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전화 한번 주세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우측귀의 중이강내에 약간의 출혈이 있다고 일주
일 정도 약을 처방받고 왔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전문용어로 설명하시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고막 안쪽으로 1.5cc 정도 크기의 방이 얇은 점막(0.5mm 정도)으로 되
어 있는데 거기에 출혈이 있다고 하네요. 개개인에 따라서 신체 구조상
압력평형이 상이하기에 앞으로도 많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추가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좌측 귀는 정상적이고 문제의 우측 귀도 통증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이나 다른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픈워터 교육 중 압착으로 다친 귀
가 덜 아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것 같아 약 2개월 정도 쉬고
나서 다시 해볼 생각인데 강박사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재답변
좋은 생각이십니다. 2개월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셔서 귀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었는지, 이관의 기능이 정상적
인지 테스트 받으시고 비염 여부도 검사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Q

안녕하세요 강박사님. 전에 대구에서 교육받은 배봉*라 합니다. (교육 끝
나고 댁에서 보이차도 한잔 주셨던? 기억하실지.)
건강히 잘 지내시죠? 항상 사이트에 들어올 때마다 예전생각에 즐겁습
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이 잠수하시는 회원 중에 다이빙을 한 후 손과 얼
굴(입술이) 퉁퉁 붓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빙 횟수는 총 6~8회 정도이고 몸도 건장
한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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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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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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

DAN AP 회원 및 다이버
상해(치료) 보험에 대한 안내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Pacific 한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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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다이버 긴급 전화를 운영하면서 많은 다이버가 감

공되는 100% 산소와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받을 때까지

압 질환이나 상해에 노출되면서 치료비나 후송 문제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생긴

록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치료 후 남는 후유증이나 완전

문제라면 다이버가 제대로 대처만 한다면 큰 후유증이

회복의 기회도 희박해지니까요. 그래서 신속한 결정과 이

없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38선 바로 아래

동 중 제공되는 산소 및 소요되는 이동 시간은 어쩌면 다

쪽 동해안에서 출발해도 구급차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

이버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린다면 남해안에 있는 챔버 시설로 가는데 4~5시간이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가능할 수도 있고, 치료비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로 사실 경비 때문에 필요한 횟수

받아서 적게는 3~4만 원에서 많아도 30~40만 원을 넘

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귀국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추

지 않는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가적인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많이 다른 편입니다. 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나 미주 등지에는 국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다이버 상해 보험입니다.

민건강 보험도 없고 다이빙 사이트에서 챔버시설이 있는

Diver Alert Network(DAN)은 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긴

병원으로 가는 길이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우선 감압병

급전화를 운영하고 다이빙 사고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

에 노출된 후 치료 결과에 가장 예민한 것이 즉석에서 제

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질병에 대

한 스쿠바다이빙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가 하면 다이버를 위한
상해 보험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다이버 상해 보험도 소모성 보험입니
다. 일정 기간 보상받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하거나 보상의
우산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이버 상해 보험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다이버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감
압병에 노출되거나 상해를 입은 다이버의 치료비로 보태는 방법입니
다. 그런 의미에서 DAN과 DAN Asia Pacific이 함께 출시한 다이버
상해 보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회원 가입이나 보험 판매에 대한 수
수료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강밀란이를 걸고 단 한 푼도 없습니다.
DAN AP 보험에 가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DAN AP 회
원에 먼저 가입하셔야 하고 일단 회원에 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membership)에 가입하
면 다이빙 및 비다이빙 상황에서 당하는 질병/부상 시 병원 시설로의
후송을 주선하고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상해 보험에 가
입하는 경우 가입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험 종류에는 스탠다드(Standard), 마스터(Master), 프리퍼드
(Preferred) 및 프리퍼드 플러스 (Preferred Plus) 등 4가지 플랜
(Plan)이 있습니다.
각 보험은 감압질환·뇌동맥 공기색전증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기타
수중 스포츠 부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비 다이빙 상황에
서의 보상 여부, 다이빙 휴가 취소 혹은 중단에 대한 보상, 상황에 따
른 추가 숙박 경비에 따른 보상, 추가 이동 경비에 대한 보상, 다이빙
장비의 분실에 대한 보상, 다이빙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 최대 수심에 대한 제한 및 수심의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상 범위를 요약해 보면
1. Standard 스텐타드 보험 : 호주$60
2. Master 마스터 보험 : 호주$75
3. Preferred 프리퍼드 보험 : 호주$125
4. Preferred Plus 프리퍼드 플러스 보험 : 호주$170
등이 있고, 각각 배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Standard Plan
모든 감압 질환의 치료비용 US$45,000까지 배상하고 여기에는 고
압산소챔버 치료비와 의사 진료비 및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 용
품 비용을 포함한다.(단,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다이버의 경우
US$20,000까지 배상한다.) 이 외에 다이빙 장비 혹은 여행 경비에 대
한 배상은 없다. 허용 수심은 40m까지이고, 유자격 다이버 혹은 학
생 다이버여야 한다.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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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ster Plan

4. Preferred Plus Plan

감압 질환 이외에도 수중 스노클링 혹은 스쿠바다이빙 상해에 대

감압질환 및 상해 치료비 US$250,000까지 매번 지급한다. 다이빙

해 US$125,000까지 보상한다. 다이빙 장비의 손실이나 여행의 취

과 관련없는 상해에 대해 US$10,000까지 지급한다. 다이빙 여행의

소 등으로 생기는 추가 경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사망 사고의 경

취소로 인한 손실의 경우 US$10,000까지 보상한다. 다이빙 여행의

우 US$10,000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영구 장애를 입은 경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US$5,000까지 지급한다.

US$15,000까지 지급한다. 최대 허용 수심은 50m까지 이고, 유자

추가로 소모되는 숙박 경비에 대해 일일 US$200 최대 US$3,000까

격 다이버여야 한다.

지 보상한다. 추가로 소모되는 이송 경비에 대해 최대 US$2,000까
지 보상한다. 다이빙 장비의 분실에 대해 US$2,500까지 보상한다.

3. Preferred Plan

수심 제한은 없으나 50m를 넘는 수심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은 다

감압질환·상해의 치료비로 US$250,000를 매번 사고 시 마

이버가 그 수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과 적절한 가스

다 보상한다. 장비 및 여행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다. 사망 시

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US$10,000, 영구 장애의 경우 US$15,000까지 지급한다.
수심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수심이 50ｍ를 넘는 경우 본인이나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 파일에 내역을 기재하고 직접

가족은 그 수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증과 해당 수심에

DAN AP로 팩스 혹은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스캔본을 divelove@

적절한 가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한다.

있다면 보충 기입한 다음 DAN AP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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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의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스포츠교실 로 오셔요!
오픈워터에서 강사까지 교육가능
부산 최고의 포인트 나무섬, 형제섬, 외섬 투어(사전예약)
해양실습하기에 최적의 장소
체험다이빙, 스킨다이빙
강의실 구비
마레스 A/S 지정점

해양스포츠교실
Tel. 051. 405. 4111 / Fax. 051. 405. 8335 / Mobile. 010. 7704. 3338(유성용), 010. 4573. 2212(조미진)
카페. club.cyworld.com/해양스포츠교실, club.daum.net/해양스포츠교실
E-mail. ssi33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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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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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iving Societ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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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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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3

3

4

4

5

5

6

6

7 IANTD 아이스 다이빙(7~8일)

7

8 BSAC 트레이너 워크샵(8~12일)

8

PSAI Twin set / ABC 세미나(8~9일)

9

9
10 NAUI 강사양성 과정 모집(10~20일)

10

11

11

12 TUSA 딜러 투어(12~15일)

12

13

13
14 BSAC 강사평가(14~16일)
PADI 강사시험(14~16일)

14
15

15

16

16 SDI.TDI.ERDI 강사트레이너(16~23일)

17

17

18

18 IANTD 트라이믹스 다이빙(18~26일)

19

19

20

20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20~23일)

21

21

22

22 KUDA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

23

23 PADI 맴버 포럼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SDI.TDI.ERDI DRT 엑스포 참가
BSAC 안전과 구조 매뉴얼 출시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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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차
2차

기고가 초청 및
구독자 팸투어 실시
본지(격월간 스쿠바다이버)가 지난 2013년 12월 4~8일(1
차) / 8~12일(2차)까지 총 2차에 걸쳐서 4박 5일간 필리
핀 아닐라오의 DIVE7000 리조트에서 스쿠바다이빙 팸투
어를 실시하였다. 참가대상은 지난 일년 간 본지에 기고한
기고가를 초청하여 구독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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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Asia Pacific 세미나 개최
다이버와 가족의 진료를 위한 의료진(Diving Doctors) 세미나

스쿠바다이빙은 감압질환이나 의외의 부상이 따를 수 있는 활동으로 의료 지원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DAN Referral Doctors를 위한 감압질환 세미나를 겸
해 광주, 서울 그리고 대구에서 세 차례 세미나를 통해 30여 분이 참가해 주셨고 일
정이 맞지 않아 참석은 못하셨지만 의료진 구성에 동의해주신 분이 40여 명 된다.
DAN Asia Pacific은 다음과 전국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Seminar for Diving Doctors :
Diving Medicine for Divers
▶ 주제 Seminar for Diving Doctors : Diving Medicine for Divers
1) Who is DAN
2) Diving Medicine for Divers level 1
3) D
 iving Medicine for Divers level 2 :
Decompression illness/ Barotrauma
4) Discussion
▶ 주관 DAN Asia Pacific Korean Coordinator (강영천 박사)

1 서울특별시
■ 대웅슈트세미나실
■ 2013년 12월 15일(일)
AM 10:00 ~ 14:3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4-8,
Mares Korea 세미나실
■ 참가자 : 손민제, 정승헌, 이지혜,
김준만, 김주연, 한희종, 김주경, 이현종,
최원석, 이학승, 강충훈, 이미연, 배익수,
김진표, 서용석, 김정호, 양승철, 박현주,
박건욱

2 광주광역시

3 대구광역시

■ 광주첨단종합병원

■ 대구다이브칼리지교실

■ 2013년 12월 14일(토) 오후 14:00 ~ 18:00

■ 2013년 12월 21일(토) PM 16:00~20:30

■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65-1, 첨단종합병원 8층

■ 대구시 북구 노원동 59-15, 코리아 다이브 칼리지 2층
■ 참가자 : 정홍대, 이성현, 조진생, 권성우, 김덕만

세미나실
■ 참가자 : 김윤수, 서영선, 박유환, 김종준, 김용걸,
차명수, 한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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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iving Doctors 명단
다이버 혹은 가족이 진료를 받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역, 병원 연락처,
의료진 이름 등 매번 업데이트해서 별지로 소개하겠다.
강영천 : DAN Asia Pacific 후원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 010-4500-9113

서울 / 경기 지역

대구 / 경북 지역

손민재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17-40, 중앙마취과, 02-388-2324

정연규 : 대구시 북구 학정로 416, 에스비뇨기과, 053-325-0075

장계표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7-8, 2층, 그린필치과, 02-825-2875

권성우 : 대구시 성은이비인후과소아과연합의원 이비인후과

박현주 :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481-10, 대항병원 소화기내과,
02-6388-8114
김주현 :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김준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96번지, S타워 2층, 용인아산내과,
영상의학과
이지혜 : 서울대 병원, 서울 사노피(반포)

053-741-2846
이은영 : 대구시 성은이비인후과소아과연합의원 소아과, 053-741-2846
이상훈 :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141-6, 고산정형외과, 053-793-7119
김덕만 : 대구시 국채보상로 611, 대구시티센타 5층, 시티여성병원산부인과
이동욱 : 대구시 서구 평리3동 683-14, 대평리내과, 053-572-8810
정홍대 : 대구시 중구 삼덕2가, 경북대학교병원 피부과, 053-420-5838

이학성 : 인천시 중구 우현로 90, 하나은행빌딩 2층, 고정선신경정신과의원,
032-777-1183
장한나 : 서울 경희대 의료원, 02-958-8105
권구연 : 카톨릭의대 학생
정태원 : 경기도 고양시주교동 615-5, 중앙상가 4층, 드림정형외과
031-964-0595
김주경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8, 롯데마트 3 층, 오산무지개산부인과
031-373-6727
이승필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롯데마트 3 층, 무지개연합의원
031-853-9354
한희종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리멕스빌딩 6층, 나눔 정신과
031-563-2272
지구덕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377-1, 한서중앙병원 정신과
		

031-875-7878

이현호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월스기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031-240-6142
김지원 : 서울 을지로 6가,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이현종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길 28,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032-340-1103
정승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1-1, 에듀메디컬 빌딩 304호

광주 / 전남·북 지역
차명수 : 수련병원 취소(전북 군산 원광대병원 운영 군산의료원 정형외과)
김윤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마취과, 062-601-8000
김종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외과, 062-601-8000
김용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산부인과, 062-601-8000
정금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83-2 미래산부인과
062-952-0070
서영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내과, 062-601-8000
양원호 : 광주역영식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재활의학과, 062-601-8000
정성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KS병원 신경외과
박유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28, 첨단박유환내과
062-972-7518

대전 / 충청 지역
조진생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6, 대전을지병원 이비인후과
042-611-3133
박건욱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10, 참사랑병원, 043-298-9100
강충훈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40, 유황외과, 043-234-6756

정치과, 031-207-8275
최원석 : 경기도 수지구 풍덕촌동 1080-9, 하나로프라자 404호, 최원석
피부비뇨기과, 031-265-8875

제주 지역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제주의료원, 064-720-2275

정우영 : 서울시 회기동, 경희대치과병원 치아교정과, 02-958-9390 		

제주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서귀포의료원, 064-730-3001

이미연 :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양승철 : 제주도 서귀포시 중정로 50, 양승철소아청소년과

김정호 : 강북 삼성병원 산업의학과

부산 / 경남 지역
이성현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외과, 051-850-8713
한창섭 : 경남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 비뇨기과/ 고압산소쳄버과장
055-835-9119 (응급실)
김희덕 : 경남 통영시 세계로병원 외과/ 고압산소쳄버 원장, 055-649-7115

064-762-8275/

강원 지역
최병영 : 원주 연세의대 해부학과, 033-745-0274
장세명 : 강원도 속초시 교동, 속초보광병원 성형외과/ 건강증진과
033-63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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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등 3곳,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섬(주변해역 0.1㎢)
과 나무섬(주변해역 0.275㎢), 전남 완도군 청산
도 주변해역(71.38㎢)이 29일 자로 각각 해양보
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구역(갯벌) 12곳을
포함해 모두 21곳으로 늘었다. 구역 면적도 432
㎢로 늘어났다.
부산 다대포에서 남쪽으로 약 19㎞ 떨어진 남형
제섬은 가파른 암벽으로 이뤄진 해안과 부산 인
근 해역에서는 유일한 아열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수중에는 다양한 산호류와 해면류가 서식
하고 대황, 감태 등 해조군락이 발달된 특징을 보
이는 곳이다. 이곳 해역에는 밤수지맨드라미, 곧
은진총산호, 해송, 나팔고둥 등 다양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나무섬은 부산 다대포 남쪽 4.8㎞에 위치한 무인
도로 원시적 자연경관과 뚜렷한 주상절리가 형성
된 특징을 보인다. 파도에 의한 침식 해식동, 파

D E P C

(Digital Eco Photo Club)

DEPC는 다이버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클럽입니다.
● DEPC에서는 국내 수중사진 애호가들이 홈페이지의 갤러리에 올려주시
는 사진을 모아서 학술적 이용, 해양생물관련 도감 발간, 공익목적의 전
시회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해안단구 등이 발달한 지형·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주변해역은 온대성 해역의 특징일 갖고
있다. 해조류 중에는 홍조류가 우점종이며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나팔고둥이
서식하고 있다.

● 

총면적이 33.3㎢의 청산도는 원시적 자연생태 및 경관이 우수한 섬으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인증됐다. 해안에는 할미꽃, 회양목
등 10종의 한국특산식물이 자생한다. 바다에는 현존 해양화석종으로 원시
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로줄조개사돈이 대량으로 자라고 보호대상해양생물
인 둔한진총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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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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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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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DEPC의 목적과 부합되는 곳에 자료 제공
DEPC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다이빙문화 정착과 에코다이빙의 발전입니다.
● DEPC는 다이빙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DEPC 회장 오이환
홈페이지 http://www.depc.co.kr/
이용관련 문의 정연규총무 010-5665-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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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주변해역의 생물서식
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주요
보호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협의회를 운영해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해당보호구역의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높
이고 잘 보전된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 21일

SSI의 HEAD/MARES 합병 안내
친애하는 SSI/마레스 딜러와 다이브 프로님들께,
우리는 SSI(Scuba Schools International) 교육단체가 2014년 1월 1일부로 HEAD/마레스 그룹과 합병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SI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육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들이 SSI의 깊이와 양질의
교육 상품과 특화된 비즈니스 지원을 받고자 SSI로 합류하였습니다. 4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수영, 프리다이빙, 익스텐디드 레인지(테크니컬) 등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상품개발을 통해 SSI를 활동성 다이버들과 새로운 고객 모두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에 위치한 2500개 이상의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들을 통해“최고의 다이빙 경험”
을 제공하려 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HEAD 그룹의 상품 라인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용품 제조회사 회사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다이빙 장비 제조 회사 중의 하나인 마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영,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수중사냥과 스쿠버 분야에서
HEAD의 상품들은 완벽하게 SSI와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는 직접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50여 곳의 나라에 지역 총판이 위치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간결하고 짧게 말씀 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SSI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인 수영, 스노클링과 스쿠버 분야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마레스는 고품질의 다이빙 장비를 생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SSI의
발전 및 다이빙 업계에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탐구와 함께, 두 회사와“보다 더”강력한 관계의 구축에 동일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를 위하여 장비 판매를 촉진하고 계속 교육과 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수입상 또는 교육 기관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SSI는 모든 제조사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마레스 또한 다른 모든 교육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레스 딜러는 SSI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또는 SSI 센터가 마레스 만을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신뢰할 수 있으며 새롭고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업이 통합하기 위해, 본 합병은 다음과 같은 조직의 변화가 있습니다 :
유럽과 미국의 SSI의 기존 운영 팀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그들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할 것입니다.
2014년 2월1일부로, HEAD/마레스 아시아 퍼시픽 회사는 SSI 아시아 퍼시픽 지역 전체의 본부가 될 것입니다. 기존 SSI 한국의 운영 책임자이자
대표였던 이신우(DAVID SINWOO LEE)씨는 아시아 퍼시픽 지역 전체의 SSI 지역 담당관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신우 씨는 보다 효율적인 지역
관리를 위하여 홍콩으로 이주하게 될 예정입니다만,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SSI 본부를 가능한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마레스 한국 총판으로 서비스 해 온 ㈜대웅은 2014년 2월 1일부로 한국의 새로운 SSI 본부로 계약되었으며, 2014년 2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웅과 이신우 씨가 새로운 조직에 관하여 수일 내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필리핀에 위치한 한국 다이브 리조트들과 한국 딜러들간의 중간에서 지원 역할을 하던 SSI 세부 오피스는 마레스 필리핀으로 합병됩니다.
세부의 한국 사무실은 이신우씨의 새로운 역할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SSI 미크로네시아의 경우는, 괌에 위치한 현재의 마레스 분점과 통합될 예정이며, 이신우 씨는 한국인들과 미크로네시아 딜러와 다이브 센터들의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회사가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흥미롭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이브 센터와 프로들을 위하여 최고의 비즈니스
지원을 약속 드리며, 이것을 우리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2개 회사가 함께 가져올 다이빙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엄청난 성장 기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MARES/SSI의 새로운 길을 축하하며,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Kind Regards,
Gerald Skrobanek, President Mares
Robert Stoss, Chairman SSI
David Sinwoo Lee, Director SSI Asia Pacific
Daehyuk Woo, President Mares/SSI Korea
Gerald Skrobanek, 마레스 대표
Robert Stoss, SSI 회장
이신우, SSI 아시아 퍼시픽 지역담당관
우대혁, Mares/SSI 한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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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오염 예방 가이드』책자 발간
- 30여 년간 집약된 해양경찰청의‘해양오염 예방관리법’한눈에 -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창설 60주년을 맞아‘해

특히, 해양종사자에게 오염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

양사고 30% 줄이기’정책목표의 일환으로 대규모

를 사전에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해양오염 예방 가이드」

함으로써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다양한 유형의 오염사고 사례 및 사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상물동량이 매년 증가함에

대응요령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요령 ▲현장 작업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용 안전수칙 ▲오염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며,“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통해 2007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취

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이 발

급하는 해양종사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

있다.

고 말했다.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해양 활동과 동해,

해양 스마트지구본
으로 바다여행 떠나요
정부 빅데이터·민간기술
융합한 정부3.0 성과 …
스마트폰 찍으면
해양정보 표출

독도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
든 해양 스마트지구본이 개발됐다. 지구본의 특정 지역을 스마
트폰으로 촬영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음식, 여행 등 다양한
정보가 표출되는 어플리케이션 연동 지구본에 해양관련 자료를
추가해 바다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표출되도록 한 것이다.
이 제품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민간기
업인 ‘서전지구’
의 정보통신 신기술을 융합한 정부
3.0 민관협력 결과물이다. 서전지구의 스마트지구본
은 한국·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2012년에는 국제
지도산업협회가 주는 혁신상까지 받은 정보통신기술
제품이다. 하지만 해양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고
인식하기도 어려워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과학, 해저지형, 해양생물, 동해,
이어도 등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서전지구는 기존 스마트지구
본과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동해, 이어도, 태평양 자원조사, 북극항로 개
발 등의 해양정책을 알리는 데 해양 스마트지구본을 활용할 계
획이다. 또 기존 어플리케이션 외에 해양교육 정보가 영상과 만
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표출되는 해양 어플리케이션‘클릭오션’
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신호 국립해양조사원 해로수도과장은“서진지구도 지구본 시
장 수요가 해양교육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해양
스마트지구본은 정부3.0 해양 분야의 중요한 성과”
라며“앞으
로는 민간기업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의 세계해저지형도를

▲ 특정지역 스마트폰으로 촬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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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영문 스마트지구본도 개발해 국제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
고 이 분야 국제시장도 선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해양 교육·홍보 컨텐츠

수중랜턴의 괴물(6000루멘)

씨 몬스터 SEA MONSTER
램프종류

LED 50W

램프밝기

5,600~6,000 루멘

색 온도

5,600k

사용시간

120분 사용 (배터리 OFF 될 때까지 6시간 소요)

충전시간

1시간 20분 완충

렌즈 조사각 110°
수심

100m

소비자 가격 70만 원

미래테크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48번지 세기빌딩 102호 I Tel : 02-2269-1044, 010-5274-5177 I Website : www.miraemall.net I E-Mail : jws1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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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상어류 자기장으로 쫓는다
해양수산부 - 군산대, 태양전지모듈 자기장으로 상어퇴치장치 개발해 특허

연근해에 출몰하며 어민과 해수욕객, 해양레저인들을 위협하는 상어를 쫓아내는 장치가 개발돼 특허를 받

최윤(군산대 교수)

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최윤 55·군산대 해양생물학 교수)과 함께 태양전
지 모듈로 자기장을 만들어 상어를 퇴치하는 장치를 개발, 11월 말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 장치는 해수욕장과 해양레저시설, 패류양식장 등에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고
자기장과 초음파를 발생시켜 전기에 민감한 상어를 쫓을 수 있게 고안됐다. 부표에 얹은 모듈에 추를 달아
바다에 띄우는 방식이어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부표의 부력 및 케이블의 길이가 조절되는
특징도 있다.

태양전지모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 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문대연 과장은“우리나라에서는 상어류 중 인간에 가장
위협적인 백상아리의 공격으로 충남과 전북 연안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상어류
퇴치장치가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40여 종의 상어류
중 가장 위협적인 백상아리는 전국 연안에서
출몰한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산 태종대에서
길이 5m, 무게 700kg짜리 대형 청상아리가
발견돼 어업인과 해양레저인들을 놀라게 했다.

상어류 퇴치 장치

해양생태총서시리즈‘동해남부해안선’
발간… 해양생물정보 수록한 생태여행 가이드북

파도가 들려주는 해양생물이야기
동해안 바닷가의 갯바위와 모래 해안, 파도 속에 살고 있는 갖가지 해양 생물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가이드
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2년 해양생태계 조사(동해 남부해역) 결과를 모은 해양생태 총서 시리
즈 제5권‘동해 해안선 - 파도가 품은 생물 이야기’
를 발간했다. 해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해양생물은 다양하다. 그
러나 일반인들에게는 해안식물인 해당화, 바위에 붙어사는 따개비 등 몇 종을 제외한 다른 생물의 이름은 생소한
경우가 많다. 해양생태 총서는 이런 해양생물의 생생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태여행 가이드북 형태
로 만들어졌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는 동해 북부 해역의 연구결과를 주제로 한 해양생태 총서 제6권을 발간할 계
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해양생물 가이드북에는 동해 남부 53개 해안마을(부산시 기장군 연화리~경북 영덕군 병곡 백사장)
의 갯바위, 모래사장 등에 사는 해양생물의 사진·이름·주요 특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가이드북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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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가이드북을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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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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어떤 곳?
韓·中·日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포함
이어도, 영토 아닌 수중암초…한국, 해양과학기지 세워 실효지배 중
이어도는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린다.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도를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이나 아들들이
이어도에 영원히 머물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온다고 한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지난해 12월 8일 정부가 새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발표하면서‘이어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모두 포함되게 됐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역사적 근거나 실효적 지배 여부를 따졌을 때는 한국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어도를 새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것이

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 앞서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중·

하지만 이어도는 종전까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6·25전

일 중 가장 먼저 자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포함했다. 이어 중국이 지난달 23일

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

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어도를 뺀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당시에는 북쪽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남쪽에 있던 이어도를 제외시킨 것이다.

현재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는 엄밀히 말하면
영토가 아니다. 이어도는 바닷속에 존재하는 수중암초로, 평상시 이어도 정상은

이에 따라 한국은 1969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도 상

수면에서 약 5m 아래에 잠겨 있다.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기둥을 세워 건설한 해

공을 비행할 때 일본 측에 이를 통보해야만 했다.

양과학기지만 볼 수 있을 뿐, 육안으로는 이어도를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지
때문에 이어도는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린다.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

역 내에서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야 한단 점이 가장 우선적인 사항”
이

도를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이나 아들

라며 “중첩된 부분은 군사적 충돌 방지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 다음에 추진해

들이 이어도에 영원히 머물고 있다’
는 전설이 내려져 온다고 한다. 소설가 이청

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 방공식별구역 발효) 유예기간인 다음 주 일요일까

준의 '이어도'에서도 이어도는 유토피아적 장소로 그려져 있다.

지 7일간 관련국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인 마라
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중국
의 서산다오에서 287km, 일본 나
가사키현 도라시마에서 276km 떨
어진 해상에 위치한 이어도는 우리
나라의 영토는 아닌 것이다. 한국
에서 가장 가까워 실효지배를 하
곤 있지만 국제법상 영토가 아닌
이어도는 관할권의 대상이고, 배타
적 경제수역(EEZ)의 대상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연안으
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
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이 EEZ의 범
위를 두고 10년이 넘도록 대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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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그림출처 : 국방부 제공>

“태국, 호주,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는 강사교육에 참가하세요”

2014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정규교육 3월 1일 시작 주말반  (10일), 크로스오버 3월 22일 시작 주말반  (5일)
타단체 강사 등록시 AUD$700 지원
IE(강사시험) 4월 25~27일 제주

대표. 김수열
PADI Course Director, PADI Tec Deep Trainer, PADI 23개 Specialty Trainer
PADI 5STAR 강사개발센터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수원여자대학교 사진학, 수중촬영 전공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I  070.7624.5998  I  noma@nomadive.com
www.nomadive.com  I  www.allforscuba.com  

노마다이브

nomadive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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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 그룹 신년회 및 수중사진집 출판기념회
Marine Odyssey Ⅱ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인 F32가
2014년 1월 18일 대구에서 신년회 및 그룹작품집 제3권 <마린 오딧세이2>의 출판
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2006년 3월 제1권 <13인의 블루>, 2008년 12월 제2권 <마린 오딧세이>에 이어 5년
만인 2014년 1월 제3권 <마린 오딧세이2>를 출판하였는데, 17인이 196장의 작품
을 출품하였다.
전시회도 아닌 작품집을 7년간 3권 출판한 것은 F32가 국내에서 처음이고,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잡지사,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전국 유명
출판사(예스24, 교보문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글/사진 F32그룹 240쪽 값 70,000(하드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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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정비를
마치고 국내 항공기에도
적용될 것

”
3월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 스마트폰 사용 가능
현재 항공기 이ㆍ착륙 시 사용이 금지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

넷 접속, e메일 사용, 데이터 전송은 항공기가 지상 3㎞ 이상 상승했을 때 가

기 사용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가능해진다.

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월 9일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항공기 기내승객 휴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적항공사ㆍ항우연 등에 소속된 전문가 13명

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한다고 지난 1월 8일 밝

으로 TF팀을 구성, 휴대용 전자기기 기내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혔다. 공청회에는 항공업계 관계자와 항공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검증 및 이행절차도 수립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전자기기규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 연방

확정하고 올 1분기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침을 항공사

항공청이 승객들이 항공기가 활주로를 주행하거나 이륙 후 저공비행할 때도

에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전자책 단말기 같은 기기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항공사는 이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개정하고 자체 안전성 평가를 거친다. 이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빠르면 오는 3

유럽항공안전청도 지난달 항공기 승객들이 기내에서 태블릿PC 등 일정 범위의

월부터 승객들이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전

휴대용 전자기기를 거의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

자책, MP3 플레이어, 게임기 등을
‘비행기 모드’
로 설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할

다. 이 관계자는“미국 연방공항청의 제도 정비에 맞춰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

예정이다.

로 전자기기 장비를 허용할 예정”
이라며“올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정비를 마치

다만 국토교통부는 휴대전화 음성 통화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고 국내 항공기에도 적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을 보였다. 미국 연방항공청도 비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금지한 상태이다. 인터

바다에도 전기어선 시대 열린다
올해 1톤·3톤급 40척 첫 도입예정…
공해·소음 적고 연료비 경유 1/10수준
우리 다이빙 선박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어선이 올해 처음 도입된다.

소음이 거의 없고 매연·폐유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전기 어선은 기관고장 가능성이 없어 안전운항을
기대할 수 있고 연료비도 경유의 1/10 정도 밖에 들지 않아
어업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올해 4.5KW(1톤급), 15KW(3톤급) 소형 전기어선
40척을 우선 도입한다.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덜고 엔진소음
때문에 다른 선박의 접근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등 어업인 안전
을 위해서다. 이 전기어선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울산대 연구팀에 8
억 원을 지원해 개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올해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40척을 전기어선으로 대체할 계획이
다. 척당 5,000만 원이 드는 전기어선 대체비용으로는 국비 30%(6억 원) 지방비
30%(6억 원) 자부담 40%(8억 원) 비율로 투입된다. 그러나 전기어선은 속도가 시속 5
노트 수준으로 기존 선외기 어선 등에 비해 느려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바지락채취
선, 낙지잡이 어선, 내수면 어선 등 고출력이 필요하지 않은 어선을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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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이!
거리의 택시 조심
1월 13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떤 수중사진가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내
용인즉 마닐라공항에서 타고 간 택시가 짐을 내리기 직전에 줄행랑을 쳐서 택시
안에 있던 다이빙 장비, 카메라 장비, 노트북, 스마트폰, 지갑, 여권 등을 몽땅 강
탈당했다고 하면서 마닐라에 거주하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
려달라는 내용이다. 너무나 황당하여 말문이 막혔다. 그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사연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다.
이 수중사진가는 친구와 같이 보홀섬 다이빙을 하기 위해 마닐라 인근 호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한 리조트에 보내는 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

숙박한 후에 이른 아침에 보홀로 가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택시를 불러 국내선

전하다.

공항으로 갔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닐라공항은 항공기 국적마다

앞으로 필리핀에 가면 길거리 택시를 타는 것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공항이 다르다. 그 당시 도착한 곳이 원래 타려고 했던 항공기의 공항이 아니어
서, 다시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타고 원하는 공항으로 간 것이었다. 그런
데 그 택시가 수상하게도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항을 지나쳐 가까운 대
로변에 세우더니 내리라고 한 것이다. 어이가 없었지만 유턴해 오려니 시간이 촉
박한 것 같아 조금 걸어서 이동하려고 운전기사와 같이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에
있는 짐을 가지러 가는 순간, 택시기사가 후다닥 택시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줄행랑을 친 것이다. 눈 깜박할 사이에 모든 짐을 강탈당한 것이다.
필리핀 경찰과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했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타고 간 택시의 차번호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택시가
대포차일 확률이 100%이고, 그 짐을 찾을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것이다.

리조트 객실에서 지갑 조심
작년 겨울 필리핀 모 리조트에서 다이빙 투어를 한 적이 있다. 투어를 마치고 오
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한 일행이 지갑을 열더니 돈이
없어졌다고 한다. 500불을 분명히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그중 200불이 없어졌다
고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른 일행도 너도나도 지갑을 확인해 보니
100~200불 정도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다이버들은 다이빙 투어를 가면 리조트에 도착하여 방을 배정받은 후에 짐을 풀
고, 다이빙을 나간다. 시설이 제대로 된 곳은 다이빙을 나가기 전에 귀중품(지갑,
여권, 스마트폰 등)을 금고에 넣거나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한 리조트는 대다수가 객실에 금고가 없다. 또한 금고가 있다고 해도

필리핀은 교통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운송수단도 열악하여 짐이 많은
다이버들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다

귀찮아서 지갑을 금고에 넣지 않고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로 옷장이나 옷걸이에
걸어 두고 다이빙을 나간다.

이버들이 택시 때문에 겪은 난처한 일들도 많았다. 바가지 택시 요금을 내는 경
우, 거스름돈이 없다며 고액권을 강탈하는 경우, 미터기를 조작하여 황당한 요금
지불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를

이때 손님이 다이빙을 나간 시간에 객실 청소하는 스텝이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
다. 대담한 스텝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일부 스텝은 표시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100불짜리 지폐 1장이나 2장만 꺼내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갑에 든 돈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돈이 없
어진 줄 모르고 지나간다. 손버릇이 나쁜 스텝이 바로 이점을 노리는 것이다. 정
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 알아본들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귀중품은 반드시 객실에 설치된 금고에 넣어 두거나 봉인한 후에
프론트 데스크 또는 리조트 주인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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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KDEX 전시회 개최
KDEC(의장 : 홍장화)은 작년에 이어 제2회 KDEX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2회 KDEX 전시회 일정 안내>
▶ 장소 : 일산 킨텍스
▶ 일자 : 2014년 6월 12일(목)~15일(일)
2014년 1월 13일 KDEC 모임이 있었다.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준비를 위한 회의에 이어서,
2014년 KDEC의 새로운 의장으로 IANTD Korea의 홍장화 본부장을 선출하였다.

제10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개최
[빛흐름]수중사진동호회는 지난 12월 13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제10회 빛흐름 수중사진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January/February215

NEWS IN DIVING

(주)대웅슈트/ 마레스 소식
SSI와 HEAD/MARES의 합병

MARES KOREA는 2014년 2월 10일부터 SSI KOREA 업무 시작
MARES LAB
Technical Seminar BASIC

파워플라나(POWER PLANA) 출시
마레스는 2014년 새로운 파워플라나(POWER

마레스 베이직랩 세미나가 서초동 마레스코리아 본사에서 2013년 12월 14일 오전 9시 ~ 저녁 8시까지 진

PLANA) 오리발을 개발 출시하였다.

행되었다. 성남에 위치한 준스쿠바에서 엄태준 사장님의 신청으로 남일우 강사, 이병만 강사, 이병만 강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이빙 핀처럼 테크날렌과

이영복 강사, 우웅찬 강사, 이상화 강사, 박지현 강사, 김재근 강사, 이규섭 강사, 김희정 강사님까지 총 10분

고무 소재를 합성하여 재작하는 것이 아닌 고품질

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의 천연 고무소재로만 만들어져 단단한 내구성을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많은 시간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다이빙용 오리발이라 할

차지하여 약간은 지루할 수 있으나

수 있다. 더욱이 파워플라나는 레저다이빙을 즐기

모든 분들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다이버뿐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기시는

셨다.

다이버들에게도 아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교육에 열정적

모든 킥 동작에서도 성능이 우수하며 원하는 자세

으로 참가해주신 사장님들과 강사님

에서도 편안한 킥이 만들어진다. 또한, 파워플라나

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해주셨다.

는 음성 부력을 갖고 있어 수중에서 자세를 잡기가
수월하며 어떠한 변형 킥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밀도 재질로 만들어진 파워플라나는 편리성을

마레스가 드리는 2014년 신년 선물

좀 더 높이기 위해 마레스의 특허받은 번지 스트랩
을 기본 장착으로 다이빙 중에 신고 벗을 때도 편

기존의 마레스 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다이버분들 중에서 1단계를 MR52로 바꾸고자 원하시는 다이버분들은

안함을 제공하며 발 전체 형태의 발 집으로 드

가까운 다이빙 전문점에 마레스 호흡기 2단계를 보내주시면 무상 세척 및 점검 후 세팅하여 완전히 새로운

라이슈트 다이빙 및 일반 레저 다이

호흡기로 만들어드린다.
단 추가 수리부품 교체가 발생시 비용은 청구됨을 알려드린다.
- 50개 한정
- 소비자가격 : 39만 5천 원
■ MR52 1단계 소개
MR52는 기존의 마레스에서 나오는 어떠한 제품보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1단계이다.
현재 나오는 호흡기 중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을 채택한 MR52 1단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볍지만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
다. 무게는 687g(INT 타입) / 513g(DIN 타입)으로 전 세계의 어느 제품보다도 가볍다.
마레스 최고의 특허인 DFC시스템을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더블 DFC를 채택해줌으
로써 즉각적인 공기의 공급과 극한에서의 편안한 호흡이 가능하다.
MR52 1단계는 메인과 옥토퍼스 포트 안쪽 2곳에 DFC를 장착하여 버디와 동시 호흡
을 할 최악의 상황에서도 중간압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고 더 완벽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MR52 1단계는 표면에 NCC(NATURAL CONVECTION CHANNEL) 자연대류시
스템을 설계하여 호흡기 1단계 표면에 물의 대류를 발생시킴으로 극한의 차가운 물
에서 다이빙 시 성능을 더욱 향상한다.
더불어 열전도율을 한층 강화한 찬물 다이빙 드라이키트를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사
계절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고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최고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이 편리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됨을 갖추었다.
최고성능, 최소 무게, 세련된 디자인이 모든 완벽함을 갖춘 호흡기는 마레스 MR52 1
단계 오직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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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등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Zanini, 사이클), 루치오 트루코(Lucio

지안루카 제노니의 새로운 도전,

Trucco, 등산) 그리고 지안루카 제노니

“크리스토 델 베뜨(Cristo delle Vette)”에서 “크리스토 데질리 아비시
(Cristo degli Abissi)”까지

(Gianluca Genoni, 프리다이빙)는 모두 다
른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팀은 한계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고 지속

지안루카 제노니

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

(Gianluca Genoni)는

은 스포츠 마니아들과 협력했다.

쉽게 성취할 수 없는

언급된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특별한 서

성공적이고 인상적인

포트팀은 이 위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

경력을 가지고 있다.

했다. 등산 전문가 그룹은 그레소네이

그가 이룬 많은 성취

(Gressoney) 지역에서부터 팀이 그리스

중에 모든 전통적인

도의 동상(크리스토 델 베뜨, Cristo delle

프리다이빙에서 18개
의 세계 기록을 포함
하고 있다.
지난해 Gianluca는 새로운 업적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열정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의 두 가지 열정은 바로 가장 높은 산을 사랑하고 해양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안루카와 세스테로 오늘루스(Sestero Onlus)는 다양한 스포
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팀을 이뤘다.

vette)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이클
리스트들은 250km의 지독히 긴 자전거 구간 동안 팀 모든 사람들의 심신을 건
강하게 유지하도록 기여했다. 그리고 라팔로(Rapallo)의 해군협회에서 인정한
최고의 카누팀 몇몇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 지안루카와 산 프루
토우오소 수심 13m에 위치한 그리스도의 동상(크리스토 데질리 아비시, Cristo
Degli Abissi)까지 도전에 끝까지 함께 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안루카 제노니가 말했다.
“매우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 2시에 발멘호른(Balmenhorn)에 오르기 시작해서
저녁 9시 산 프루토우오소 해안에서 다이빙을 마쳤습니다. 19시간의 긴 모험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지만,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도전과 관련한 모든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증되었다. 한번 더 굉장한 결
과를 이룬 지안루카와 그의 팀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당진 스쿠버라인 랩세미나
당진 스쿠버라인에서 마레스 랩세미나가 2013년 12월 20~22일까지 3일간 이
루어졌다.
스쿠버라인 이한복 님, 이종진 님, 이은정 님이 교육에 참가하셨다. 다이빙을 시
작하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들 강사를 지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1일 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에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든 분
들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처음 배우는 장비의 이론에 대해서 어려움
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2일 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기가 대부분이어서 흥미
를 느끼고 교육에 참가하셨다. 3
일 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이라
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
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다.
3일 교육 동안 장비에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
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움에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앞으로 다이빙
그들은 프랑스 몬테로사 메시프(Monterosa Massif, 4,00m)의 꼭대기에 위치한

강사 교육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크리스토 델 베뜨(Cristo delle vette) 동상에서 도전을 시작하여 이탈리아 리구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3일

리아 산 프루토우오소 베이(San Fruttuoso Bay, Liguria)의 해저 13m에 있는 크

동안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가해

리스토 데질리 아비시(Cristo Degli Abissi)에서 그들 자신을 테스트했다.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

2013년 7월 16일에 시작된 도전은 릴레이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최후 목표는 등
산, 사이클링, 달리기, 카누,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다른 훈련들의 시너지
효과와 “지속할 수 있는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번 도전에 참여한 일리아 루이니(Elia Luini, 카누), 스테파노 자니니(Stefano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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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다이브 컴퓨터 오거나이저 한글버전 출시
최근 수년 동안 마레스는 다이브 컴퓨터 분야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
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입문 수준의 퍽(PUCK)으로부
터 컬러 LCD TFT화면과 공기 통합 형 모든 사양을 갖춘 다이브 컴퓨터로써 총
기술력을 집약시킨 아이콘 HD AIR(ICON HD NET READY)까지 다양하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원형 화면을 갖춘 매트릭스(MATRIX)를 개발하였다. 어
떤 경쟁 브랜드도 마레스 만큼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 등 완벽한 구색을 갖추지
는 못하였다. 2013년 마레스는 퍽 프로(PUCK PRO)를 출시하였고 이는 초기모
델 퍽(PUCK)을 개선한 모델로써 종전보다 콤팩트해진 하우징이면서도 더욱 확
장된 기능과 화면 구성을 갖추었다.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충돌로 인하여 정상적 정보를 제공 받
을 수 없다.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 접속을 하여 국가 설정 및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기재하면 프로그램 설치는 완료되며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나타난다. 이는 모든 정보가 한글로 기재되어 표시되므로 손쉽게 사용
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데이터 화면이 나타나면 좌측 상단 다이빙을 클릭 후
사용 중인 다이브 컴퓨터 정보를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다이빙 로그북이 전체적
으로 설치가 완료된다.
다이빙 리스트는 날짜 별로 다이빙 기록이 표시되며 다이빙 차트는 다이빙 자
료를 프로파일 모드로 전체적인 화면을 띄워주며 신체조직을 10조직으로 그래
프로 정보를 나타내고 하단에는 다이빙(수심, 수온, 다이빙시간 등을)나타내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이빙에 대한 추가정보, 다이빙사진, 기체,
DAN 다이빙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기재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보관이 가
능해진다. 추가적으로 한글 버전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세
계 각국에서 다이브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그
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또 하
나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마레스(Mares) 침몰선 올레그(Oleg) 탐험을 후원하다
러시아 지리학 협회(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는 1869년 핀란드의 조
그랜드섬(the Island of Gogland) 근처에서 난파된 러시아의 프리깃함 ‘올레그
(Oleg)’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탐험대를 조직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 탐험대 활동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방문하면서 더욱 특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탐험과 같은 모
험을 즐기기로 유명하다. 프리깃함 올레그는 발트해저 63m에 있다. 그 정도 수
심에서는 여름일지라도 4°C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마레스의 러시아 공식 디스트리뷰터인 씨저 트레이드 하우스(Czar Trade
마레스의 모든 다이브 컴

House)는 극한의 해양 조건에서도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빙

퓨터는 딥 스톱 기능을

장비를 탐험대에 제공하게 되어 기뻤다.

갖는 RGBM마레스 윙키

탐험대 대표 다이버(이고르 갈라이다, Igor Galaida)와 굴착기 관리자(로만 프로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

코로브, Roman Prokhorov)는 마레스 아비스22 호흡기와 드라이슈트의 사용

고 있으며 PC소프트웨어

품질에 매우 만족했다. 바티스카프(심해용 잠수정)를 타고 침몰선까지 함께 탐

다이브 오거나이저(DIVE

험한 푸틴 대통령은 다이버들의 전문성과 팀워크에 존경을 표했다.

ORGANIZER)를 작동할

러시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성공적으로 탐험한 사람은 이고르 갈라이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

다, 로만 프로코로브 그리고 이반 갈라이다, 마지막으로 씨저 트레이드 하우스

추었으며 애플(APPLE)이용자를 위해서 다이버스 다이어리(DIVERS DIARY)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콘 HD(ICON HD)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다이브
오거나이저는 지금 매트릭스, 네모와이드, 네모, 네모에어, 그리고 모든 퍽 컴퓨
터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다이빙 내용을 다운로드
하여 모든 다이빙 히스토리의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MARES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다이버분들을 위해 MARES 다이
브 컴퓨터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2013년 11월 다이브 오거나이저 한글 버전이 탄
생하였다. 종전까지만 하여도 다이브 컴퓨터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들은 영문
으로 구성되어 많은 다이버들이 사용함에 보편화 되어 있다고만 볼 수 없을 것
이다.
MARES KOREA는 이런 정보 습득을 어느 다이버나 손쉽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룩한 것이 다이브 컴퓨터 오거나이저 한글버전 출시
이다. 한글버전은 국내 다이버들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한다.
만약 기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기존 프로그램을 삭제 후 다시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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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소금물, 화씨 34°(섭씨 1.1°)

2014년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

민물 시험 기준을 모두 성공

기다리던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이 동서를 오가는 관례에 따라, 인도네시아

적으로 통과한 호흡기이다.

의 진주, 발리의 한 아름다운 섬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아비스 22 네이비는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했던 것은 탁월한 개최지, 콘래드 발리 호텔이었다. 이 훌

미 해군의 자격 요건에 따라

륭한 오성급 시설은 발리 남부 해안의 훌륭한 석호들을 따라 자리 잡은 무성한

오직 요크 타입만 생산된다. 하

열대 정원에 싸여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지만, 추가 옵션으로 DIN 커넥터도 가능하다.
2014년도의 중요한 점은 마레스 1단계를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The TEAM BUILDING challenge
2014년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은 팀 빌딩 게임으로 마무리되었다. 올해의 테
스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어느 다이버도 어느 다이버에게도, 마치 마레
스의 제품처럼.
팀 빌딩의 목표는 탱크, BC와 호흡기, 전 장비 세트를 조립하는 것이었다. 말하
기는 쉽지만, 호시탐탐 짓궂은 장난을 할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눈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각지의 마레스
디스트리뷰터들이 많은 참여했다는 것이
다. 많은 이들이 먼 거리, 시차와 그곳까
지의 쉽지 않은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리고 해보았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몇몇은 예상대로였고, 몇몇은 기대 이
상으로 잘했지만 일부는 그들의 놀라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허둥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예상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미팅은 마레스의 사업, 공유와 팀 빌딩
에 중요한 기회들을 만들어내어 아주 성공적이었다. 장소가 훌륭했던 만큼, 마
레스와 디스트리뷰터들의 강렬한 열정과 참여가 끊이지 않았다. 마레스의 2014
년 제품들을 소개하기 위한 공식적인 순서 중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전통 발리
댄스를 즐기기라는 별도의 비공식 순서도 가졌다. 연례 행사는 놀라운 팀 빌딩
도전으로 마무리되었다. 내년에도 어디에선가 (아마도 서양에서) 만나게 될 것
을 간절히 기대해본다.
■ MARES HI-TECH
마레스는 호흡기가 전 제품 중 가장 강력한 분야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아비스 라인 호흡기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이뤄냈다. 첨단 호흡기, 아비스 라
인은 가장 극한의 수중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과 신뢰도를 보장하도록 세심하게
제작되었다.
이 라인의 뛰어난 성능은 아비스 22와 아비스 52가 이탈리아와 전 세계의 구조
대와 군대 그리고 테크 다이버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로 증명되었
다. 특히, 미 해군과의 협력으
로 개발된 새로운 아비스 22
네이비는 그야말로 아이스 다
이빙이나 극도로 찬 수중 조
건에서의 잠수를 위한 호흡기
이다.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미 해군의 화씨 29°(섭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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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오션챌린져 소식
2014 신년 워크숍 진행
(주)우정사의 신년회 및 워크숍이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되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TUSA FACEBOOK
크리스마스 이벤트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신년 계획과 포부를 서로 공유하는 단합의 자리로

‛나만의 크리스마스 COLOR’라는 주제로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크리스마스 이

마련되어졌다. 또한, 이번 모임에는 오션챌린져와 다이빙 잡지사 기자, 업계 관

벤트에는 총 다섯 분에게 TUSA 고급 스킨 3종 세트를 사은품으로 지급하였다.

계자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지난 오픈 기념 이벤트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와 성원에

올 한해도 (주)우정사, 오션챌린져는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최

힘입어 ‘좋아요’ 클릭 수는 3,500을 달성하게 되었다.

우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관심을 가져주신 FACEBOOK 사용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향후 계
획 중인 온·오프라인
및 신상품 이벤트를 통
해 다이버들과의 자연
스러운 소통을 계속 이
어 갈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TUSA
FACEBOOK 페이지와
홈페이지로 공지해 드
릴 예정이다.

SEA WORLD DIVE CENTER
보라카이에 위치한 체험 다이빙 및 다이빙 교육 전문 센터
인터넷전화

070-8258-3033

현지전화

63-36-288-3033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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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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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강사 양성 6개월 특별과정
완전 초보에서 PADI 강사까지
비용 : 640만원
포함내역 : 2개월 숙식 / 다이빙 200회 보장
오픈워터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주)인터오션
59주년 기념 정품 베이더, 만티스 LV 수경 구매시 1+2
사은품 증정
(주)인터오션에서 판매중인 정품 베이더, 만티스
LV 수경 구매시 GULL모자(스냅백모자), 네오프
렌 스트랩 커버를 증정하고 있다.(2월 20일 판매
제품부터 적용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차후 어떠한 A/S도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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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AS 하드백 출시

이응구스쿠바
다이빙교육, 장비판매, 부산체험잠수

일본 SAS 하드백이 출시되었다. 색상은 실버, 레드, 블루, 핑크가 있고 금액은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45
전화: 051-758-0511
팩스: 051-758-0510
휴대폰: 011-558-1534
홈페이지: legscuba.co.kr
대표: 이응구

만 원이다.
■ SAS CARRY BAG(사스 캐리어 백)
- 트롤리 손잡이
- 이름표 부착 가능
- 다양한 크기의 별도 수납공간
- 사이즈 : 46 x 73 x 42cm

GULL 베이더 수경 화이트 실리콘 - S화이트 입고완료

대진 리조트

GULL의 인기상품인 베이더(VADER)수경의 S화이트 컬러가 입고 완료되었다.
(주)인터오션에서 판매하는 GULL 제

펀다이빙/체험다이빙/스토클링/장비대여

품에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 스티커"
가 부착되어 있다. 홀로그램이 부착
되어 있는 정품에 한해서, 무상 A/S
가 가능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차후 어떠한
A/S도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12번지
전화: 054-733-1382
휴대폰: 010-3539-7800
홈페이지: http://djscuba.co.kr
대표: 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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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소식
장태한 PADI CD의 2013년도 두번째 IDC
지난 2013년 11월 19~30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
조트에서는 이동원, 김홍근 강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IDC가 있었다.
보홀의 지진 사태와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강력하다는 태풍 하이옌의 여파로
원래 4명으로 계획된 IDC였으나 2명의 후보생이 사태가 안정된 후에 교육을 받
겠다고 하여 2명의 후보생만으로 조촐히 진행되었던 IDC였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한 IDC라 수월히 진행되었고 후
보생들의 월등한 기량과 지식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모두 12월 4일~5일 보홀
팡글라오섬에서 개최된 IE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PADI 강사가 되었다.
IDC 후보생들과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PADI 강사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잘 어우러진 알찬 IDC였다.
지금까지 다이빙을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과 그리고 새로운 배움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디퍼 다이브의 정확하고 깔끔

2014년 KUSPO 행사 참여

한 교육 진행과 조직 관리가 돋보였던 IDC였고 IE였다.” 라는 평가였다.

오는 2014년 2월 20일(목)~23(일) 4일간 서울 COEX에서 열리는 한국 수중 스

다음 IDC는 2014년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벌써 5명의 강사 후보생

포츠 전시회(KUSPO)에 2013년 작년에 이어 2014년에도 디퍼 다이브 리조트가

이 지원해 놓은 상태이다. 각 IDC 후보생들과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4

참가를 결정하였다.

년 IDC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2013년은 처음으로 참가하여 디퍼 다이브의 존재감 인식을 모토로 홍보 활동이
주가 되었다면 2014년은 보다 다양하고 알찬 펀 다이빙 패키지 상품과 특화된
텍 다이빙 패키지 상품 그리고 교육 패키지 상품 홍보 활동을 통한 보다 공격적

“디퍼 다이브” 창립 9주년 기념 파티 & 크리스마스 파티
지난 2013년 12월 20일은 디퍼 다이브 리조트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서 사
업을 시작한 지 만 9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21일(금)에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모임인
“크레이지 디퍼” 회원들과의 모임도 있을 예정이다.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참여
와 성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린다.

2004년 방카 보트 1대와 스피드 보트 1대, 중고 탱크 4개의 자그마한 다이빙 센
타로 시작한 디퍼 다이브는 2014년 지금은 1,500 스퀘어 미터의 넓은 대지에 길
이 25m, 폭 5m 깊이 4m의 필리핀 최대의 잠수풀, 2인실 더블 베드룸 10개, 2인
실 싱글 베드룸 3개, 6인실 2개를 갖추고 있으며 15인승 다이빙 전용 방카 보트
1대, 10인승 방카 보트 1대, 8인승 방카 보트 1대, 20인승 스피드 보트 1대, 2대의
콤프레서와 150여 개의 공기탱크와 30여 개의 나이트록스 전용 탱크등을 보유
한 자타가 공인하는 필리핀에서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다이빙
리조트로 발전하였다.
이를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해 크리마스 파티를 겸하여 디퍼 다이브의 필리핀
스탭들과 그들의 가족, 한국 스탭 등 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행사를 실시
했다. 디퍼 다이브의 장태한 대표의 축사와 2014년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스탭들끼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인센티브 수여, 장기 자랑 등으로 이어진
매우 알차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사였다.
그리고 2014년은 디퍼 다이
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

새로운 “디퍼 다이브”의 스탭 강사

로서 그동안 디퍼 다이브를

2013년 9월 장태한 CD에게서 IDC 교육을 받고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IE에 합격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한 아름다운 미모의 전다영 강사님이 "디퍼 다이브"의 교육 전담 강사로서 일하

주신 분들과 고객들을 초청

게 되었다.

하여 대대적인 창립 기념 행

강사 후보생 시절부터 다이빙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있었던 전다영 강

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는 다이빙 이론과 기술적인 면에서 모두 실력을 완비한 우수한 재원으로 앞
으로 다이빙 교육에 대한 열정과 소신을 마음껏 펼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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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5 STAR IDC RESORT로의 승급과
TECREC CENTRE 등록
레크레이션 다이빙 부분은 물론이고 텍 다이빙 교육과 시설의 저변 확대에 꾸준히 노력을 경
주해 왔던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2013년 11월 25일에 PADI 5 STAR IDC RESORT와 PADI
TECREC CENTRE로 업그레이드하였다.
현재 필리핀 보홀과 팡글라오 지역에는 한인 리조트와 다이빙 센터, 그리고 외국인 리조트와
다이빙 센터 등이 6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디퍼 다이브 리조트만이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강
사 교육과 함께 텍 다이빙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제반 시설과 강사진을 갖추고 있는 PADI 5
STAR IDC RESORT와 PADI TECREC CENTRE이다. 명실공히 필리핀 최고의 교육 시설과 강
사진을 갖춘 다이빙 리조트로 다
시 한 번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
다.
또한, 2014년 3월 경에는 DPV도
교육과 렌탈용으로 최소 2~4대
까지 구입할 예정이어서 레크레이
션 다이빙의 DPV 스페셜티 교육
과 더불어 텍 다이빙의 더욱 새롭
고 신선한 활력소로 자리매김하리
라 생각한다.

“디퍼 다이브”의 2014년 3월 IDC 일정
올 해 첫 IDC는 3월 24~25일 사이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개최될 IE(강사 시험) 일정에 맞추어
3월 첫째 주부터 사전 교육을 시작하여 3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IDC 체제에 돌입할 예정
이다.
강사 교육 후 텍 다이빙과 강사 인턴십 교육 등을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퍼 다이브의 IDC에 관심이 있는 강사 후보생들 홈페이지 www.deepper.co.kr 또는 인
터넷 폰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아이디 hanbuty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많은 강사 후보생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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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소식

DAN Asia Pacific 소식

해양산업잠수과, 부산 해양경찰서 122구조대, 해양구
조협회 부산지부 공동 동계 수중 폐기물 수거 활동

DAN Asia Pacific, 멜번 본부에 한국인 직원 근무 중

지난 12월 6일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와 부산해양경찰서 122구조대, 해

했다.

양구조협회 부산시 지부 회원들과 함께 부산 감천항 부두에서 항내 선착장 주

이름은 김현지 Hyeonji Kim이고, 본인이 직접 보내주신 이력을 소개하자면, 호

DAN Asia Pacific은 한국 회원과 다이버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인 직원을 고용

변 수중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였다. 이번 동계 폐기물 수거 행사는 부산 해양

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하던 중 Melbourne에서 PADI Open Water를 취득

경찰서와 최초로 진행된 공동 행사였으며, 행사에 동원된 인력은 해양산업잠수

했고 그때부터 열성적으로 Melbourne과 Mt Gambier(SA)를 오가며 매주 다이

과 학생 60여 명, 122구조대원, 해양구조협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약 100여 명의

빙을 즐기고 있다.

인원이 참석하여 수중과 육상 부두 주변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을 함께 치우는

BSAC Sports diver과 CDAA(Cave Divers Association of Australia) Deep

환경 행사를 같이 진행하였다. 이날 감천항 해양경찰 파출소, 감천항 어촌계에

Cavern Diver를 획득했고 현재 BSAC Dive Leader course를 수료 중이

서도 참석하여 수중 폐기물

며, 또한 Bass Strait Aquatic Club(BSAC branch # 2396)에서 Committe

인양에 선박을 무료로 지원

member(Social secretary)로 있다. DAN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

해 주시어, 효율적인 운용

원해서 2013년 7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가능하였다. 이번 행사

현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인터뷰에서 ‘How much Korean do

를 계기로 2014년부터는 1

you speak?’ 이라는 John Lippmann 씨의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년 2회에 걸쳐 정기적인 행

난 한국인인데 나한테 한국어를 얼마나 구사하냐니? 농담인가? 농담이라고 하

사를 하기로 하였다.

기엔 얼굴에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오르며 말문이
잠깐 막혔었습니다.”
Membership Services를 담당하며 앞으로 한국의 DAN services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업무용 이메일 : korea@danap.org
• 번호는 : +61 3 9886 9166

2014년 1월 1일부터 DAN Asia Pacific의
이사장(Director)으로 Chris Wachholz 씨가 취임
전 이사장 이든 John Lipmann 씨는 교육과 학술적인 연구 등에 종사하면서 여
전히 DAN AP로 출근하지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Chris Wachholz 씨가 그

제주

씨라이프 스쿠바 소식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제주 씨라이프 스쿠바(NAUI 코스디렉터 : 박창수)
NAUI ITC(강사양성과정) 실시
2013년 11월 29일 ~ 12월 9일까지 제주도와 강원도 강릉에서 이론과 해양 실습
을 진행하였다. 10일 동안 NAUI의 수준 높은 강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
으며, 이들은 NAUI의 전통과 명예에 걸맞은 NAUI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훌
륭한 다이버를 양성하여 다비빙 인구의 저변 확대와 올바른 다이빙 문화 조성
에 기여할 것이다.
• 강사 교육 참가자 명단

로그북(바다일기)
My Marine Log
값 10,000원

주태형(부산 / 자영업), 오철환(필리핀 / 리
조트), 정해진(이천 / 회사원), 전종혁(강
릉 / 군인), 현봉수(제주 / 다이브)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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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IA 소식
국제 공인 프리다이빙 대회
‘AFIA 퍼스널 챌린지 2013’
2013년 12월 8일 국제 공인 프리다이빙 대회 ‘AFIA 퍼스널 챌린지 2013’ 대회가 서울 정립회관에
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수면무호흡(static), 핀수평잠영(DYN), 맨몸수평잠영(DNF) 3가지 종목으
로 개최 되었으며, 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멋진 모습과 기록을 보여 주었다.
본 대회는 제3회 AFIA 프리다이빙 대회에 이어, 국내에서 공식으로 개최된 2번째 국제공인 프
리다이빙 대회로, 이번 대회는 각 종목별 개인 기록 도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AIDA
KOREA(국제프리다이빙협회 한국지부)’를 통해 국내에서도 국제 공인 프리다이빙 기록이 공정하
고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겠다. 대부분 선수들이 처음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꾸준히 개인 기록 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 부문에서 2개의 한국 기록이 수립되었
다. 여자 수면 무호흡 부문에서 이나경 선수가, 4’ 37”로 한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맨몸 수평잠
영 분야에서는 유나영 선수가 처음으로 한국 기록을 수립하였다. 다음 4월 13일에 진행되는 공식
대회 ‘제4회 AFIA 프리다이빙 대회’에서는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하는 바이다.

▲ 수평잠영(다이나믹)
경기 진행

◀ 대회 스탭진
(국제공인 심판,
세프티다이버 / 전진,
백아름, 케티, 김태형,
노명호)

▼ 단체 사진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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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소식
PADI 아시아 퍼시픽 - 2014 KUSPO 전시회 참가
KUSPO(한국 수중 스포츠 전시회)는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참가하는 세계
주요 전시회 중 하나이며, 서울 COEX에서 2014년 2월 20일(목)~23일(일)까지
SPOEX(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10개의 PADI 다이브센터 및 리조
트가 공동으로 전시 부스를 세팅하여, 대외적으로 각 다이빙 센터·리조트의 홍
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참가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간의 직접적인 비
즈니스 연계 및 상호 협력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
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 PADI 공동 부스에 방문 PADI 코스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
께 PADI 티셔츠 또는 2014년 PADI 캘린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다른
많은 이벤트를 기획 진행할 계획이니 PADI 공동 부스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
■ 2014 KUSPO 전시회 참가 다이브 센터·리조트
센터 상호

센터/리조트 레벨

대표

연락처

홈페이지

1

고다이빙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임용우

031) 261-8878

www.godiving.co.kr

2

디퍼 다이브

PADI 5Star 리조트

장태한

070) 7667-9641

www.deepper.co.kr

3

성산 스쿠버 리조트

PADI 리조트

김영언

064) 782-6117

www.sscuba.co.kr

4

아쿠아 마린

PADI CDC (강사경력개발센터)

한민주

02) 539-0445

www.scubain.com

5

아피아

PADI 센터

노명호

02) 484-2864

www.afia.kr

6

파아란바다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송규진

02) 547-8184

www.paranbada.com

7

제주바다하늘

PADI 리조트

김선일

064) 742-2664

www.seaskyjeju.com

8

다이브 아카데미 제주

PADI 5Star 강사개발센터

송태민

070) 4634-3332

www.aquascuba.co.kr

9

해저2만리

PADI 센터

김강영

010) 5278-7808

cafe.naver.com/divingtoday493795

10

씨월드 부산

PADI 5Star 강사개발센터

임호섭

080) 626-3666

www.seaworld-busan.co.kr

2014 KUSPO 전시회 기간 중 PADI 행사 일정 및 내용
■ PADI 마케팅 세미나

■ PADI UW 비디오 편집 워크샵

2014년 PADI 마케팅 지원 계획 소개 및 활용 방안

- 진행 : 송규진 (파아란바다 대표, PADI 코스 디렉터)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 진행 :

- 일시 : 2월 22일(토요일) 오후 3 ~ 4시

	1. 대니 드와이어 (Danny Dwyer, Senior Director, Marketing and Business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Development & Sales and Field Service at PADI Asia Pacific)
2.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 참가자격 : PADI 멤버

■ 2014 PADI 멤버 포럼
- 진행 :

- 일시 : 2월 22일(토요일) 오후 2 ~ 3시

1.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2.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락관)
- 참가 자격 : PADI 멤버

■ PADI 프리다이빙 워크샵

- 일시 : 2월 23일 오후 2 ~ 4시

- 진행 :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1. 노명호(AFIA 프리 다이빙 전문센터)
2. 박성수(수원 여자대학 레저 스포츠 학과 교수)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 일시 : 2월 22일(토요일) 오후 1 ~ 2시 - 장소 : COEX 3층 세미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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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각 멤버들께 이메일로 안내하여 드릴 것이다.

PADI 강사 시험 - 2013년 12월

PADI 레스큐 워크샵 - 2013년 12월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3년 최종 PADI 강사 시험을 제주 성산에 위치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PADI 멤버들을 위한 레스큐 워크샵을 휘닉스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12월 13~15일에 걸쳐 진행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지난 12월 14일 실시하였다.

하였다.

이번 레스큐 워크샵의 주목적은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정은미, 이준호, 강우섭, 조정석, 김형숙, 김기영, 홍길동, 김

• PADI 강사들의 레스큐 시범 스킬 향상으로 자신감 키우기

경빈, 정재석, 윤소연, 박상현, 전형욱, 남기형, 김도연, 한천용, 김진호, 이현정,

•	수면에서 포켓 마스크를 사용하여 구조 호흡 시범하기와 구강 대 구강 구조

박시진, 김상연, 채승군, 권정무 그리고 이정환 총 22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

호흡 시범하기

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평가를

• 구조 호흡 중 다양한 타입의 장비 제거를 시범하기

담당하였다.

총 18명이 참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PADI 레스큐 코스 강습
PADI 아시아 퍼

을 다이버들에게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시픽에서 는 한
국 다이빙 업계
의 발전과 안전
다 이버 양 성 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 와 박 수 를
보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을 배출하신 김시광, 윤재준, 김정미, 이호빈, 황진훈, 김진관, 김영
준, 임욱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
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 여
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마린하우스

전문 수중사진가 과정 개설
이제 수중사진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이버들의 새
로운 취미 및 문화 활동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하였고,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사진을 쉽고 즐겁게 접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에서는 다양한 과
정의 커리큘럼을 통해 수중사진 촬영의 기본 실기는 물론
육상사진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물, 풍경 등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배울 수 있도록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 Academy 강좌를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사회명사들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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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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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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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소식
영화배우 예지원 프리다이빙 자격증 취득

11월 25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SBS 정글의 법칙 출연자 영화배우 예지원 씨가 SSI 프리다이빙 레벨 1 과정을

11월 25일 제주도 마린하우스(대표 : 허천범)에서 이명섭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

취득하였다. 지난 10월 정은지 프리다이빙 강사를 통해 교육이 이뤄졌으며, 필

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마린하우스(허천범 트레이

리핀 오션블루 리조트(대표 : 유병선)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SSI에서는 많은

너)에서 제주바다하늘의 신용철, 양영균 후보생이, 다이버의 꿈(이용주 트레이

연예인들의 활발하고 다양한 다이빙 활동을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다이빙의 활

너)손창숙, 박정민 후보생

성화를 위해 연예인 다이버의 양성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
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
와 도움을 준 마린하우스
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12월 1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12월 1일 울산 문희수잠수교실(대표 : 문희수)에서 이신우 담당관의 진행으로 인
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문희수잠수교실(문희수 트
레이너)에서 김성진, 장유수, 하선준, 한준성 후보생이, SSI 컬리지(이성복 트레
이너)에서 정선미, 김찬일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
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11월 17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문희수잠수교실에 감사의 말을

11월 17일 강원도 강릉수영장과 영금정 스쿠버 리조트(대표 : 이호석)에서 전윤

전한다.

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SSI
아카데미(고대훈 트레이너)에서 정인용 후보생이, 네모선장리조트(고영식 트레
이너)에서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의 강호준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12월 14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

2월 14일 서울 삼원휴스포 다이빙풀장(대표 : 김동주)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

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강

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레저클럽(오호송

릉수영장과 영금정 스쿠버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트레이너)에서 유신재, 서봉수, 배성현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삼원휴스포 다이빙풀
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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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12월 21일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12월 15일 수원 월드컵다이빙풀장(대표 : 김동주)에서 이명섭, 전윤식 평가관의

12월 21일 서울 삼원휴스포 다이빙풀장(대표 : 김동주)에서 전윤식 평가관의 진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수중탐험대(김

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아쿠아시스템(이

동주 트레이너)에서 이효빈, 고호, 염태형, 이진수, 이현미, 박상후, 배승환, 서하

명섭 평가관)에서 정창식, 황재국, 방상철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

나, 박인경, 서준범, 김태균, 김우민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

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평

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삼원휴스포 다이

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수원 월드컵다이빙풀장

빙풀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신규 다이브 리더 업그레이드 실시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신규 다이브가이드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프리다이빙 팡글라오(Freediving Panglao)가 SSI 신규 딜

10월 5일 스쿠버월드 윤대건 인스트럭터 주관 천희재, 김욱조, 김종진, 정해암

러로 등록하였다. 전문적인 프리다이빙 센터로써, 절벽으로 이뤄진 수중지형의

12월 17일 오션블루 유병선 트레이너 주관 김동규 다이브가이드

특징상 가까운 바다에서도 깊은 수심의 프리다이빙이 가능하여 편안하게 다이
빙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이며, 교육과정은 SSI 프리다이빙 전 다이버 과정과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과정을 교육한다.

11월 18일 스쿠버월드 윤대건 인스트럭터 주관 천희재, 김욱조, 김종진, 정해암
12월 10일 스쿠버월드 손완식 트레이너 주관 강덕수
12월 12일 바다의 꿈 이홍석 인스트럭터 주관 김동운, 김상훈
12월 09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음영배, 황영길
■ 신규 스페셜티 인스트럭터
11월 10일 씨엔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평가관 주관 박용민 인스트럭터
12월 23일 씨엔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평가관 주관 김영진 인스트럭터
12월 27일 레저클럽 오호송 트레이너 주관 서봉수, 배성현 인스트럭터
■ 신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11월 4일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 주관 이재욱 인스트럭터
12월 24일 다이버의 꿈 이용주 트레이너 주관 이 혁 인스트럭터
12월 26일 SSI 아카데미 고대훈 트레이너 주관 정인용 인스트럭터
■ 신규 다이브 컨트롤 스페셜리스트 인스트럭터
12월 04일 스쿠버원 전영조 트레이너 주관 김동진 인스트럭터

- 대표 : 김동하
- 주소 : Bita-ug resort, Danao, Bohol, Philppines
- 전화 : 070-8659-1189
- 인터넷 : www.freedivepanglao.co.kr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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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소식
DEMA Show 참관

실시 사항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6일(수)~9일(토)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 괌 드림 다이브 리조트

되는 DEMA Show에 참관하였다.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

(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 ISCP의 장점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

특히 이번 DEMA Show에서는 TDI에서 주관하고 DiveRite 및 각 테크니컬 다이
빙 업체에서 지원하는 TDI

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테크니컬 파티가 개최되

- 효율적인 회원 관리

어 소속과 분야를 달리하
는 수백명의 테크니컬 다
이빙 관계자들이 한 자리
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
누며 협력하는 기회가 되
었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3년 12월 괌 드림 다이브 리조트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
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2013년 2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9(토)~17일(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사가

이번 원정에는 홍콩 본부의 Andy Li 트레이너와 Louise Chau트레이너가 Full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ave과정에, Brian Youn, Paul Hugh, 한국의 백승균 강사가 Cavern에서 Full

■ 괌 드림 다이브 리조트

가간의 다이빙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cave 과정에 참가하여 또 한번 국내의 테크니컬 다이빙을 해외에 전달하고 국
- 안태수 트레이너, 최세미 강사
- www.guamdream.co.kr
- 02-6434-0123 / 1-671-488-2695

국제 본부 회의(GSM) 참석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2일(토)~5일(화)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국제본
부에서 개최되는 국제 본부 회의(Global Sales Meeting)에 참가하였다. 국제 본
부 회의에는 전 세계 50여개 지역 본부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난 2년간의 세계
적인 SDI.TDI.ERDI의 활동과 성장,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재, 온라인 트레이닝,
향후 중점 추진사업 설정 등 많은 사안들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낸 SDI.TDI.ERDI는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을 통하여
소속 회원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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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강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DiveRite 백마운트 BC (VoyagerPac)

홍콩 DRT(Diving Resort Travel) 엑스포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2월 13일(금)~15일(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쾌속 성장하고 있는 SDI/TDI/ERDI

DRT 엑스포에 참가하였다. 매년 홍콩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는 다이

KOREA에서는 강사님들에게 보답하고

빙, 리조트, 여행에 관련된 전시회이다.

자 2006년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
이텍 플러스)를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OMS 테크니컬
BC 세트를, 2009년과 2010년에는 테
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트리오),
2011년에는 사이드마운트 호흡기와 스
테이지 장착세트, 2012년에는 LED 라
이트를 무상으로 지급 또는 할인 판매
하였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4년
강사 갱신을 하는 SDI.TDI.ERDI. 강사
및 강사 트레이너에게 등급에 관계없이 (등록일 기준)60명 이상의 다이버 자
격증을 발급한 경우 다이브라이트(Dive Rite)사의 백마운트형 BCD인 Voyager

SDI.TDI.ERDI는 DRT

PAC(105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SDI TDI ERDI KOREA에서는 마일

엑스포의 주관단체

리지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자격증 발급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동시에 소

중 하나로 행사를

속강사들에게 테크니컬 다이빙용 장비들을 무상 또는 특가에 제공함으로써 테크

주도해 나가는 역할

니컬 다이빙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한다.

을 함으로써 향후
홍콩과 중국 지역에
SDI.TDI.ERDI이 진보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적인 프로그램을 소

SDI.TDI.ERDI Korea에서는 12월 7일(토)~14일(토)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SM 리

개하고 아시아의 다

조트(최경호 강사)에서 Extended Range Diver과정(ERD-55M)부터 Advanced
Trimix과정(100M)을 실시하였다.
Advanced Trimix과정은 수심 100미
터를 넘지 않는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
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이빙 리더로서 발돋
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 소방학교 TDI 인트로텍 - 감압절차 과정

Nitrox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체

SDITDIERDI Korea에서는 지난 12월 23일~31일까지 (8박 9일간) 제주 서귀포에

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위치한 제주다이브(강규호 트레이너)에서 TDI 인트로텍, 나이트록스, 어드밴스

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TDI Korea의 성

드 나이트록스, 기체 혼합자, 감압절차 다이버 과정과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을

재원 사무국장의 주관 하에 HQ의 백

실시하였다.

승균 강사가 스텝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번 과정은 경기 소방 특수 대응단 소속 강사 8명(고영호, 김영기, 김종훈, 류

김도형 트레이너, 소유경 트레이너가

인걸, 신인철, 이영환, 조영, 조장원)을 대상으로 본부의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

ERD강사 과정, 유진선 강사, 김현덕 강

을 주관하여 진행한 가운데 박정환, 정민수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사가 ERD과정부터 어드밴스드 트라이

사전 일정으로 본부와 수원 월드컵경기장 수영장에서 2일 동안 이론 교육과 장

믹스 다이버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비 및 수중기술 실습을 진행하였고, 이후 제주에서의 본 일정 동안 안전하게 모
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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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Nitrox~감압절차 과정

예정 사항

SDI.TDI.ERDI에서는 1월 13일~19일까지 괌 드림다이브 리조트(안태수 트레이너)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 필리핀

에서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과정부터 감압절차 과정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SDI.TDI.ERDI에서는 다가오는 3월 16~23일까지 7박 8일간 필리핀 아닐라오 몬

이번 과정에는 TDI Korea

테칼로 리조트에서 강사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 성재원 사무국장이 교

이번 과정은 필리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뿐만 아니

육을 주관하며, 안태수 트

라 중국 및 말레이시아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을 위하여 필리핀에서 실시되어진다.

레이너와 최세미 강사가

SDI.TDI.ERDI에서는 정의욱 본부장의 강사트레이너 평가관 선임을 계기로 한국

다이버 과정에 참석할 예

본부가 주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강사 트레이너 교육을 개

정이다.

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난 2013년부터 강사 트레이너 교육과 업데이

해당 기간에 과정에 참가

트 교육이 보다 편리하게 개최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싶은 회원 분들은 본
부로 문의 바란다.

■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에서는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

상해DRT(Diving Resort Travel) 엑스포
SDI.TDI,ERDI KOREA에서는 다가오는 3월 28일(금)~30일(일)까지 중국 상해에
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다.
SDI.TDI.ERDI는 지난 12월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DRT 엑스포 참석에 연이어 상
해 엑스포도 참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지역에 SDI.TDI.ERDI이 진보적인 프로그
램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

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

된다. 또한 이번 엑스포

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를 통하여 한국, 중국 필
리핀 및 나아가 동남아시
아의 다이빙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국제 아이스 다이빙
SDI.TDI.ERDI 에서는 국제적인 다이빙 교류 활성 및 해외 다이버들과의 기술교
류를 위해 제1회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스다이빙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만, 홍콩 등의 SDI.TDI.ERDI
다이버가 다수 참가하여 한국에서의 아이스다이빙과 겨울 다이빙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굿다이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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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투어사진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템(세미드라이수트, 다이브컴퓨터,
돗수마스크, 사이드마운트 포함)
6.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시)
7.	다이빙 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잠바 무료렌탈
10.물고기빙고판을 완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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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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

Aradive

DIVE

환상의 바다 제주 문섬에서 감동을 만나는 시간!
- 에어스테이션
- 장비렌탈전문
- 서비스 샵
- 체험다이빙
- 게스트 하우스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 소중한 추억을 수중카메라로 담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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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어드벤쳐 Deep Adventure
대표 유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
017-204-9456
doonggar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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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소식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팸투어 진행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워크샵

지난 2013년 11월 19~23일까지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의 MB 오션블루(BSAC

Technical Explorer(트윈세트 과정)과정 중의 스포츠 사이트 마운트 과정을 위

인스트럭터 트레이닝센터)에서 BSAC KOREA 다이빙 팸투어가 진행되었다. 원

한 강사 워크샵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는 작년 11월 24~26일까지

래의 예정으로는 보홀의 신천 다이버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

필리핀의 세부(MB 오션블루)에서

한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모알보알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되었으며, 2차는 2014년 1월
1~2일까지 용인의 BSAC Korea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앞
으로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강사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이프 세이버 강사 과정
Lifesaver(라이프 세이버) 과정이 출시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강사
및 트레이너 과정이 진행되었다. 라이프 세이버 과정은 기존의 스포츠 다이버
등급에서 진행해야 하는 레스큐 훈련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CPR과 AED(자동

제6회 BSAC Korea 수중사진 공모전 결과

체외제세동기) 훈련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수중사진 공모전이 성황리에 끝났다.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14~15일에 1차 과정이 청주의 ‘아쿠아넛 다이브 센터’에서 시작되었

예년보다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갈수록 공모전의 위상이 높아지고

고, 12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 용인의 본부 사무실, 부산, 필리핀(세부), 청주 등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강사 및 트레이너의 요청이 있다면, 수시개최

수상작들은 BSAC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2013년도 달력 제작에 수록되었으며,

가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한 달 기간을 통해 회원들(신청자에 한함)에게 발송되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김용식 / 금상 : 최성기 / 은상 : 심상선 / 동상 : 김성심
- 장려상 : 서동수, 김영진, 김갑수
- 입선 : 임근환, 권기훈, 박재경, 박인수, 이주일, 이상호, 하정민, 선태암
시상식은 지난 12월 11일 BSAC Korea 송년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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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아이스 다이빙 안내

2013 송년회 및 제6회 수중사진공모전 시상식

오는 2014년 1월 17~18일, 아이스 다이빙을

지난 12월 11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더케이 호텔에서 2013년도 송년회와 제6

개최한다. 아이스 다이빙은 현재 오션다이

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사전 예약한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

버 이상으로 드라이슈트 교육을 이수한 다

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에는 80명의 강사 및 다이버들이 참석하였다.

이버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1부 행사는 박종섭 본부장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

아이스 다이빙 과정은 ‘얼음 밑’이라는 독특

던 활동 사항 및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신규 강사를 위한 인증

한 환경에 대한 재미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서 수여 및 최우수 강사와 센터에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송년회에서는

함께 얼음을 깨고 서로 역할분담을 해 가며

BSAC Korea에서는 두 번째로 내셔날 인스트럭터로 인증받은 김기운 트레이너

공동체로써 다이빙을 진행하는 색다른 재미

에게 인증서가 수여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했다.

를 줄 수 있는 겨울철 다이빙이 주는 즐거
움이기도 하다.

- 최우수 센터상 : 아쿠아넛 다이브 센터(김기운)
- 최우수 강사상 : 최우집, 김옥주

- 기간 : 2010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이론), 18일 토요일 오전(실기)
- 대상 : BSAC 오션 다이버 이상(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

2부 행사는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매년 심사위원장으로 심사
를 맡고 있는 정상근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심사평과 시상을 함께 진행하였다.

2014년도 BSAC Korea 연간 주요 일정
2014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주요일정이 잡혀 있다.

2부가 끝나고 식사에 이어서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모든 참석자가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경품을 준비할 수 있었다. 부상 및 경품 협찬에 도움을 주신 업
체들로는 거천시스템, (주)대웅슈트, (주)마린뱅크, 하이파, (주)우정사, 인터오션,

홈페이지 리뉴얼

1월 말

(주)테코, 거천시스템, 첵스톤, 파티마, 딥큐브, 준월드, 스쿠바미디어, 이진영 트

안전과 구조 매뉴얼 출시

2월 말

레이너, 서울스포츠센터, 파라다이스 리조트, MB 오션블루, 신천다이버스, 다리

아이스 다이빙

1월 17~18일

다이버스 팔라우 등이다.

트레이너 워크샵

2월 8~12일

강사평가

2월 14~16일

BSAC 탁상용 달력 제작완료

강사평가

5월 16~18일

BSAC KOREA 탁상용 달력이 제작되어 배

한국다이빙엑스포

6월 12~15일

포되었다. 각 등록 센터에는 이미 배포가 되

대학생 강사교육

8월 9~16일

었으나, 일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에

강사평가

8월 14~16일

는 현재 전달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강사에

퍼스트클라스 다이버 과정

9월 20~25일

게는 이미 배포가 완료되었다. 예년과 마찬

수중사진 공모전

11월 1일~17일

가지로 달력에 들어간 이미지는 제6회 수중

BSAC Korea 창립20주년

11월 30일

사진 공모전의 입상작으로 디자인되었다.

창립 기념식 및 송년회

12월 5일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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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소식
데마쇼 참관

강사 갱신

11월 6~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실시한 다이빙 장비 전시회를 참관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2014년도 강사 갱신을 실시하였다. 기간 중에 갱신하

하였다. 이번에는 홍장화 본부장과, 황영민 강사 트레이너, 김창환 강사 트레이

는 강사들에게는 특전으로 배낭가방과 패치(IANTD 로고, 강사)와 테크니컬 엔

너, 유근목 사무장이 동행을 하였다. 행사 기간 중에 본부장 회의에서 홍장화

사이크로피디아(백과사전)를 증정하였다. 갱신은 계속해서 진행되며 증정품은

본부장이 IANTD Korea의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4년부터 부회장으로 공

지급되지 않는다. 강사 갱신은 갱신서와 의료용 문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갱신

동 계약자가 되었으며, 본부장 역할을 같이 수행할 예정이다.

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전시회를 마치고 플로리다
남부 키라고(Key Largo)
에서 침몰선 다이빙을 실
시하였다. 다이빙 포인트
는 미해군 수송선으로 사
용되었던 스피로 그로브
에서 실시하였다. 계절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와 나
쁜 시야로 2회만 실시하
였다. 침몰선 다이빙 후
에는 IAND의 창설자인
딕 루코우스키가 운영하
는 하이퍼바릭 인터내셔날
(Hyperbalic International)
을 방문하였다.
12일부터는 플로리다 북서

2013년 IANTD Korea 송년의 밤

부에 있는 레이크 씨티로

12월 13일 삼성동에 있는 섬유센터 17층에서 송년의 밤을 실시하였다. 총 참가

이동하여 4일간 동굴 다이

인원은 135명이 참석하였다.

빙을 실시하였다. 동굴 다이빙 강습 및 진행은 홍장화 본부장이 실시하였고, 다

행사 진행은 작년에 이어 김창환 트레이너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홍장화 본부장

이빙 장소는 리틀 리버, 지니스프링, 피코크, 메디슨에서 실시하였다. 기간 중에

의 인사말과 건배 제의로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도 행사 보고 후 2014년

톰마운트 회장님의 집도 방문하였다.

도 행사 계획 발표를 시행하였다.
올해는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황영민), 우수 강사 트레이너(김창제), 최우수 강

드라이슈트 파워포인트 제작

사(권오윤), 우수 강사(최임호), 최우수 퍼실리티(금능마린 게스트 하우스), 우수

드라이슈트 파워포인트가 제작 완료되었다. 드라이슈트 강사는 본부로 연락하

퍼실리티(씨 텍), 공로패(김명훈)이 시상하였다. 2013년 신규 멤버로 강사 트레이

여서 받기 바란다. 이번 파워포인트는 스쿠버 텍의 이상준 강사가 자료 사진을

너(박진수, 유근목, 최임호)와 신규 강사 임명장을 전달하였다.

제공하였고, 본부에서 실습 중인 폴리텍 안수연(21세) 다이버와 익스트림의 양

3부에는 협찬사와 강사 트레이너가 준비한 선물을 빙고와 이벤트를 통해서 참

용석 강사를 모델로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김창제 트레이너와 이춘근 강사가

석한 멤버들에게 전달하였다.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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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ol Paradise
유근목 사무장 결혼식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1월 11일 삼성동에서 본부의 유근목 사무장이 웹 디자이너인 고은미씨와 결혼을
한다. 유근목 사무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4
년 동안 IANTD Korea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였다. 결혼 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IANTD Korea 멤버들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다.

아이스 다이빙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2월 7~8일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강원도 강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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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실시한다. 7일 8시부터 아이스 다이빙 이론 강습을 한다. 실습은 8일부터 정
철희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몽키 수상 스키장 앞에서 실시한다. 다이빙 장소는
2013년 여름에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하여 호수의 수중 수심과 지형을 파악
하였으며, 기본 아이스 다이빙 강습 외에 테크니컬 팀들을 위한 위가 막힌 지역
에서의 통과 다이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이스 다이빙은 드라이슈트 강습을 받은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이 참가 가능
하며, 본부에서는 실린더와 보온 텐트와 아이스 다이빙 장비 외에 어묵국, 삼겹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살, 고등어구이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이버는 IANTD Korea
로 신청하면 된다. (Tel. 02-486-2792)

트라이믹스 다이빙
2월 18~26일까지 필리핀 세부의 파도 리조트에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실시한
다. 기간 중에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90 msw)과 테크니컬 강사(50 msw), 노
목식 트라이믹스 강사(60 msw), 트라이믹스 강사(90 msw) 코스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VCI(실린더 검사관)과 기체 블랜딩 강사 코스도 같이 진행된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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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 안내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지난 11월 21일 해군호텔에서 제17대 회장 취임

지도자 양성과정이 2011년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다.

식과 잠수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

새롭게 바뀐 교육 시스템에 관한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실시

석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안전한 다이빙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 단, 비 활동성(3년 이상 연회비 미납자)지도자는 반드

하자고 약속했다. 박천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잠수협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

시 업데이트 교육을 이수 후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협회에 관한 모든 업무가 진행

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된다.
-아 래1. 대상자 : 활동성/ 비 활동성 지도자 대상
2. 금 액 : 10만 원
(연회비 및 세미나비 포함, 교재비 별도)
3. 기 간 : 2014년 2월 23일 까지
단, 2014년 3월부터는 비 활동성 지도자는 감독관 및 교육관에게 지도자 업데
이트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후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협회에 관한 모든 업무
가 진행된다. (교육에 관한 비용이 발생함.)
- 업데이트 일정 1차 : 2013년 11월 30일(토) 10:00 (협회 세미나실)

중급과정 일반교재 출판

2차 : 2014년 01월 08일(수) 10:00 (협회 세미나실)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오랜 준비 기간을

3차 : 2014년 01월 25일(토) 10:00 (협회 세미나실)

거쳐 중급과정 잠수이론과 실기교재를 2013년 11월

4차 :	2014년 02월 22일(토) 10:00 (코엑스 전시회장, 예정)

29일 출판하였다.
교재에는 중급과정 실기내용과 전문잠수 8개 과목
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중급과정 교재가 빨리
출판하지 못한 점 이해 바라며, 지도자 여러분의 많
은 구매와 홍보를 부탁한다.

가평지부 - 북한강 수중정화활동
(사)한국잠수협회 가평지부
(지부장 유재칠)는 북한강
일원에서 4/4분기 폐어구
및 침체된 수중쓰레기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수중에 있

회장 취임식 및 잠수인의 밤 준비위원회 해단식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
주)는 회장 취임식과 잠수인
의 밤 행사를 준비한 위원

는 각종 쓰레기와 더불어 육
상 북한강 보호활동도 함께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큰 박수와 함께 협회 위상에 기여하였다.

들과 지난 12월 7일 협회에

울산지부 - 울산 내항 수중정화활동

서 행사에 대한 평가보고와

(사)한국잠수협회 울산지부(지부장 김정실)는 울산 내항 일원에서 4/4분기 해안

향후 협회 운영에 관한 간

경찰 및 내항 주민들

담회를 진행하면서 해단식

과 수중정화 및 내항

을 가졌다.

주위 청소를 실시하였
으며, 내항 수중에 있

2014년 자격증 발급 키트화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다이빙 교육 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중급과정
교재 출판과 함께 초급, 중급, 상급과정 자격증 발급 시 현행 자격증만 발급하
는 방법을 키트화로 변경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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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타이어, 폐그물,
로프 등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박수와 함께 협회
위상에 기여하였다.

울산지부 - 울산 태화강 제3회
선바위 일대 배스 퇴치 및 시식회
2013년 10월 26일 제3차 울산 태화

교육위원 공로패 수상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 교육위원회 소속 감독관이 지난 2013년 11월 21
일 회장 취임식 및 잠수인 밤 행사에서 올 한 해 동안 협회 홍보, 수중자연보호,

강 선바위 주변에서 울산지부(지부장

지도자 양성과정, 평가 업무 등 협회 발전에 기여하여 공로패를 수상받았다.

김정실) 주관으로 푸른울산21, 울산

• 수상자 : 감독관 김복식, 이병찬, 김병선, 박성훈, 박진석

광역시요트협회, LS-NIKKO(동제련)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큰입배스
및 블루길 퇴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각 방송국 및 언론에서 참석하여 버트, 잠수장비, 그물 등 이용하
여 큰입 배스 및 블루길 잡는 모습을 함께 담았다.

필리핀 태풍 재해 자원봉사 활동
본 협회 수중자연보호위원장 임봉우,
이병찬 감독관과 김성천, 장복중 지도
자와 김성용 마스터는 지난 11월 필리
핀 태풍 재해가 발생한 인근지역을 방
문하여 현지 리조트 관계자와 함께 지
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협회 위상을
현지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독관 - 고급 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김복식, 김병선 감독관은 지난 10, 11월에 이
론에서 해양실습까지 MI 고급 지도자 양성과
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김복식, 김병선 감
독관 지도하에 장헌국, 한대희 교육관이 경기
와 부산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교육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고급 지도자 양

지도자 양성과정이 2011년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다.

성과정에는 김엽주, 장희재, 전중완 중급 지

새롭게 바뀐 교육 시스템에 관한 1차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를 지난 11월 30일

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다.

협회 세미나실에서 지도자와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봉우 감독관으로부
터 지도자 교본 활용법과 지도자 양성과정 체계 및 프로그램 소개, 강의법, 수
영장 실기 기준안, 신설된 교육과정 소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
로 교육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2014년 3월부터는 비 활동성(3년 이상 연회비 미납자) 지
도자는 필히 업데이트 교육을 이수 후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협회에 관한 모든

감독관 -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오용택, 김복식, 홍성훈, 이승원 감독관이 지난 10월과 11월에 이론에서 해양실
습까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오용택, 김복식, 홍
성훈, 이승원 감독관 주관하에 김성배, 한대희, 장헌국 교육관이 세미나실, 거제,
부산 및 수영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

업무가 진행된다. (교육에 관한 비용 발생함)

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도자 교육에는 신영호, 곽준섭, 민정원, 박
창용, 송봉주, 강민종, 김용래 등 예비지도자
가 교육에 참가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
료와 함께 평가과정을 통과 후 지도자로 활
동할 계획이다.

감독관 - MI 교환 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박성훈 감독관은 지난 11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까지 MI 교환 지도자 양성과정
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박성훈 감독관 지도하에 속초에서 협회 행정, 이론과 실
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지도자 교환과정에는 박주명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였다.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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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지난 10, 11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구조잠수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
육은 김복식, 오용택, 박성훈 감독관 주관하에 김성배, 한대희, 장헌국 교육관이
강의실, 부산, 수영장 및 해양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이수
하였다. 구조잠수 지도자 교육에는 조화춘, 이강철, 김근영, 전형배, 김백근, 김
용래, 박주명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구조잠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장비 전문가, 나이트록스 전문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10, 11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장비전문가, 나이트록스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
하였다. 교육은 김복식, 홍성훈 감독관 주관하에 장헌국, 한대희 교육관이 강의
실과 해왕잠수, 부산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과정과 장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장비전문가, 나이트록스 지도자 교육에는 김근영, 전
형배, 최상립, 조화춘, 엄부흠, 권윤준, 조화춘, 이강철, 장희재, 김엽주, 최정구
지도자가 교육에 참가하여 전문잠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3년 최우수 지도자 및 우수 지도자 수상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 김필원 지도자가 지난 2013년 11월 21일 회장 취
임식 및 잠수인 밤 행사에서 최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어 해왕잠수가 협찬한 최
고급 다이빙 컴퓨터 시계를 수상 받았으며, 장헌국 교육관과 강귀석, 박정철, 권
대근 지도자가 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제1회 대학 장학생 지도자 양성과정 선발
(사)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는 2013년부터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장학생 지도자 양성과정 제도를 신설하여, 스쿠버 관련 학교장과 교수의 추천
으로 제1회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잠수인의 밤’ 행사에서
총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제1회 대학 장학생 지도자 양성과정은 교육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2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수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배재상, 서울시립 대학교 김현종,
을지대학교 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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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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아름다운 바다공간에서 누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다이빙을 시켜 줄 것인가요?
바로 이곳! 천지스쿠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1:1로

블루샤크제주
•제주도내 전포인트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및 스쿠버 교육 전문
•주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입니다.
▶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다이빙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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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064-763-6326 / 010-9688-6326
http://cafe.daum.net/bsj09

NEWS IN DIVING

PSAI-KOREA 소식
수중 과학 수사대 세미나

PSAI E.R.N & Trimix Lv.1~3 코스

PSAI KOREA에서는 2013년 11월 16~17일까지 2일간 대전에 위치한 용운 국

PSAI KOREA에서는 9월 24~27일까지 4일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PSAI

제 수영장에서 경찰청 과학 수사대

KOREA 골드 퍼실리티 “남애 스쿠버 리조트”(대표 : 김정환)에서 ERN, TRIMIX,

의 수중 과학 수사 기법에 관하여 연

Nitrox Gas Blending, Advanced Gas blending 과정에 대한 다이버 및 강사 1차

구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21~26일까지 6일간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다이

지난 10월 진행된 경찰청 과학 수사

브7000 리조트” (대표 : 강재철)에서 Trimix Lv.2~3과정을 실시하였다.

대의 PSAI PSD 교육을 수료한 요원

PSAI ERN 및 Trimix 레벨 3 다이버 과정에 권진규, 김정환, 박동섭, 안찬호, 이

들이 참석하여 수중 과학 수사 기법

규길 강사님께서 참가하셨다.

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연습을

이번 교육에 ERN, Trimix 레벨 3, Nitrox Gas Blender 및 Advanced Gas

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Blending Technician 다이버 과정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평가에 합격하였다. 교
육생 전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이 끝난 후 모든 다이버들이 Trimix 100m
다이빙에 도전하여 성공
적으로 다이빙을 마쳤
다. 이번 교육에 도움을
주신 DIVE 7000의 강재
철 대표님과 스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PSAI 각 나라 지역 회의 및 올해의 PSAI 다이버상
11월 14~17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DEMA 쇼중 11월 15일 각
나라 지역 회의가 DEMA 미팅 룸에서 있었으며 PSAI HQ에서 준비한 PSAI 50
주년 기념 연회에서 2012년 World Wide ITE 부분에 작년에 이어 성낙훈 본부
장이 수상하였다. PSAI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필리핀 세부 “수중세상” 이중현IT
는 지난 2012년 08월 필리핀 마스바티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내무부장관의 경

경기도 소방학교
“수중 재난 전문 강사 양성 과정” 교육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한인다이버로 현장에 참여하여 사고 기체 및 시신
을 수습하며 필리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를 기념하는 PSAI Heroic Merit
Award 와 Public Service Merit Award를 PSAI HQ에서 시상하였다.

PSAI KOREA에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경기도 소방학교 현장 교육팀 교
수 및 교관단 9명에 대해 수중 재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하였다. 12
월 12~26일까지 15일간 경기도 소방학교와 수원 월드컵 풀, 제주도에서 교
육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7명의 PSAI 신규 강사와 2명의 PSAI Trimix Lv.2
Diver(75m)가 배출되었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트레이너
강재철 IT-1350 Crossover / ICC - 성낙훈 ITE
■ 신규 강사
장기정 I-1357 IQC - 성낙훈 ITE
정철민 I-1358 IQC - 이규길IT
김홍석 I-1359 IQC - 이규길IT
고건웅 I-1360 IQC - 이규길IT
여용원 I-1361 IQC - 이규길IT
이용구 I-1362 IQC - 이규길IT
김희원 I-1363 IQC - 이규길IT
이용휘 I-1365 IQC - 이규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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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KOREA 공고

2014년 PSAI KOREA 신년회

PSAI Twin Set / ABC Program 세미나
PSAI KOREA에서는 2014년 Twin Set / ABC Program 세미나 및 Twin Set /
ABC Program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PSAI KOREA에서 2014년 PSAI 가족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을 만들고자 PSAI
KOREA 신년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14년 2월 8~9일
• 장소 : 송파 스쿠버 이야기,

• 일시 : 2014년 1월 18일 (토)
• 장소 : 서울 “라무르 (구 대방 웨딩홀)”
• 대상 : 내빈 및 PSAI 가족

잠실 다이빙 풀
• 내용 : 1. PSAI Twin Set / ABC 강사 세미나
2. PSAI Twin Set / ABC 강사 과정
• 대상 : 1. 세미나 : PSAI Twin Set 강사, 강사 트레이너, PSAI ABC 강사
강사 트레이너
2. 강사 과정 : PSAI 강사 및 강사 트레이너
• 적용 :	1. 2012년 이전 PSAI Twin Set / ABC 강사 및 강사 트레이너 등급은
세미나를 통한 업데이트 후 지속적인 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본 세미
나에 불참 시 PSAI Twin Set / ABC 활동이 불가하다.
(2월 8일 세미나 - 약 7시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
2. PSAI Twin Set / ABC 신규 강사 과정
2월 8~9일 이틀간 교육 수료 후 평가에 합격하시면 자격이 부여된다.
• 준비물 : 개인장비(Twin Set 강사 등급 및 과정 참가자 - 더블 장비)

PSAI PSD(Public Safety Diving : 공공 안전 잠수)
다이버 & 강사 교육

• 교육 문의 : PSAI KOREA본부 (☎ 02.817.4190)

PSAI KOREA에서는 PSAI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PSAI PSD (Public
Safety Diving : 공공 안전 잠수) 다이버 &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 2014년 1월 20~26일(6박7일)
• 장소 : 경북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 주관 : PSAI KOREA HQ / 각 퍼실리티
• 대상 : 다이버 및 강사, 강사 트레이너
• 사전조건 : 1. 교육 전 워터맨쉽 테스트 통과자
	2. PSAI 수중항법, 흐린물 다이빙, 수색 및 인양, 풀페이스 마스크,
고급 중성부력 교육 이수자(타 단체 동급 과정 인정)
• 준비물 : 개인장비
• 교육 문의 : PSAI KOREA본부 (☎ 02.817.4190)

PSAI Trimix 레벨 1 ~ 3 코스
PSAI 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과 Trimix 레벨 3 과정 다이
버 과정과 Trimix레벨 2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일시 : 2014년 3월
• 장소 : 미정
• 사전 조건 :	다이버 과정 - PSAI AD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 단체 동등
한 자격이상.

2014년 Professional 갱신
2014년 PSA IKOREA에 속한 Professional 갱신을 공지한다.
• 기한 : 2013년 1월 31일
• 대상 :	2013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 받은 모든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 마
스터 및 퍼실리티
• 갱신 방법: psaikorea.co.kr 참조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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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DIC/SEI/YMCA 소식
PDIC-SEI 아시아 2014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참가

PDIC-SEI 2014 뉴 강사트레이너 탄생

PDIC-SEI ASIA는 2014년 2월 20~23일까지 4일간 국내 최대규모의 스포츠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4년을 새롭게 선도하고 교육의 리더로서 각 지역에

레저산업 종합전시회, 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SHOW)에 참가한다. 2014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책임질 새로운 신규 강사트레이너가 탄생하였다. 국내

KUSPO SHOW는 서울 COEX 1~3층 전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

최초의 산업잠수전공 대학인 동부산대학교의 심경보Tr(전임교수)와 해양경찰구

회 주최로 개최된다.

조대의 김영하Tr, 한국안전관리공단 나성옥Tr, STX엔진 백상어스쿠버클럽 정세

이번 전시회에서 PDIC-SEI 아시아는 YMCA레저사업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홍Tr 이 그 주인공들이다.

미래의 다이빙 산업의 비전을 위하여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
다. 또한, 2014년의 강사 맴버 업데이트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의 많은 고
견을 접하고자 한다.

필리핀 세부 PDIC 강사 크로스오버 강습회
퍼실리티 인증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하리에

PDIC-SEI 코리아 2014 상반기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서 세부지역 PDIC 강사 크로

PDIC-SEI KOREA에서는 1월 5일(일), 대구에서 2014년 전국 강사트레이너 프로

스오버과정 강습회가 개최되

그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3년 사업경과보고와 2014년 리더십 업데이트, 프

었다. 국제 PDIC 스쿠버 리더

로그램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새해부터 새롭게 탄생한 신

십 코스는 즐겁고 안전한 스쿠

규 강사트레이너 소개와 왕성한 활약의 다짐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버다이빙 교육을 선도할 유능

트레이너들에게 2014년 새롭게 출시된 PDIC-SEI 스포츠 고글을 기념품으로 제

한 전문 국제 스킨스쿠버다이

공하였다.

빙 강사를 양성한다.
• 문의 : 각 지역 강사 트레이너 및 한국본부 www.sei-pdic.com
• 참가 : 김동준(클럽하리 대표), 신영철(신다이버스 대표),
한길형(포비다이버스대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해외 해양레저리조트
견학 행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2학년 학부생들은 필리핀 세부 막탄과 모알보알
에서 해양레저리조트 견학 행사가 12월 26~31일까지 진행되었다. 참가학생들
은 세부의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만끽하며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 참가 : 김영빈, 이용신, 조효선, 홍석빈, 황예승
• 협의안 : 리더쉽윤리위원회, 교육기술위원회 조직 구성, 광고계약,
한글 매뉴얼 출시, 기타
• 참가 In.Tr : 김덕근, 김성길, 김성훈, 김영기, 박복룡, 배민훈, 배봉수, 서규열,
안광모, 전정원, 정구범, 정세홍, 최영일, 피성철,
• 신규Tr : 김영하, 나성옥, 심경보

PDIC-SEI 코리아 리더십 맴버 워크숍 개최
PDIC-SEI KOREA에서는 2014년 리더십 맴버 워크숍을 2월 20~23일까지 개최
되는 KUSPO(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사업보고와
2014년의 새로운 강사규범과 국내의 운영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새롭게 운영
될 PDIC-SEI 한국 서비스센터 소개 등 리더십 맴버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나누
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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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 손인수, 이경석 강사 / 인명구조요원 양은정
• 후원 : 세부 다이버스, 신다이버스, 포비다이버스, 클럽하리 리조트

PDIC-텍 사이트마운트 리더쉽 세미나(3차 : 광주 염주체육관)
PDIC 코리아에서는 지난해 7월 9일 1차-세부, 10월 19일 2차-부산에 이어 2월
9일 3차-광주에서 텍-사이드마운트 다이버 과정 3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지도자
YMCA인명구조요원 재갱신 강습회
YMCA인명구조사무국-서울YMCA레저안전사업부에서는 지난 12월 15일, 해양
경찰법령, 문화관광부 승인, 제47차-경남36기 인명구조요원 재갱신 강습회를

• 장소 : 광주 교육센터(염주체육관 수영장,Y-SCUBA)

통하여 32명의 우수한 구조요원 및 지도자가 탄생하였다.

• 스텝 : 김성진In, 백인탁Tr, 최영일Tr

PDIC-SEI 프로그램 홍콩 & 마카오 마케팅 협의
PDIC-SEI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프로그램 마케팅 협의를 위해 1월
9~13일까지 홍콩 투어를 진행하였다. 홍콩의 침사추이에서 “Dive Express”를
운영하는 Denny Wong과 마카오의 Anderson Lei과 함께 PDIC-SEI의 홍콩 &
마카오 마케팅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4일 동안의 김성길 본부장과 정세홍 사무
장은 이 지역의 다이빙 상품개발에 대한 투어를 진행하였다.

• 참가요원 :	김광욱, 김상봉, 김정복, 김정임, 김철호, 박욱진, 박정배, 신소영,
신용욱, 안다현, 안은주, 오수빈, 오왕택, 이동림, 이상신, 이성우,
이승기, 이아영, 이인환, 이태훈, 장우식, 정상남, 정선아, 정혁진,
조아라A, 조아라B, 조영철, 천명운, 하성훈, 한수완, 황두호

제27회 북극곰수영대회 수상안전요원 지원

대한민국 해군SSU-YMCA인명구조강사
자격취득 강습회 개최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제27회 북극곰수영대회가 2014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SSU(해난구조대)에서는 1월 6~10일까지 진해 해난

1월 12일(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영국 BBC 방송이

구조대 강의실과 수영장에서 24명의 YMCA인명구조강사 자격취득 강습회를

‘북극곰 수영대회’를 세계 10대 겨울 이색스포츠로 선정한 이후로 외국인의 참

개최하였다. 김명훈 외 5명의 우수한 해난구조대 교관 강사들은 해난구조대 업

가가 부쩍 늘었으며 올해는 2천6백여 명의 국내 동호인과 외국인들이 참가하

무 특성에 맞는 전문 수상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최정예 강사

여 국제 친선도모, 지역사회 발전, 국민체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양성을 위하여 5일간의 특성화된 훈련을 진행하였다.

에 YMCA 인명구조요원들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지역

• 주최 : 서울 YMCA,

사회를 위해 포항6전단 Y인명구조단 30명, 거창지역교육센터 인명구조단 10명,

• 주관 : 해난구조대교육훈련대

경남, 부산 80명의 구조요원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자원 지원하였다.

• 참가요원 :	고현우, 김상천, 김영철, 김익수, 김종용, 김지현, 김태희, 노경배,
박수민, 박수현, 박웅배, 신태호, 여한솔, 원관식, 이광법, 이기평,
이명주, 이세훈, 이중훈, 정상록, 최덕상, 최민석, 최원경, 한우진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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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Updated Edition of Korean Sea Slugs

‘한국후새류도감’(2006년)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
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0여 국

개정판 한국산 후새류 목록(Updated List of Korean Sea Slugs)
ORDER 1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 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60여

(3)Genus Okenia
(4)Genus Trapania
(5)Genus Lophodoris
16. Family Onchidorididae 고무신갯민숭이 과

ORDER 2
CEPHALASPIDEA 두순 목

17. Family Gymnodorididae 비단결갯민숭이 과

Superfamily CRYPTOBRANCHIA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하나하

2.
3.
4.
5.

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6. 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
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더불어‘한국후새류도감’
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
아나갈 것이다.
글 고동범(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Family
Family
Family
Family

Bullidae 두더지고둥 과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Philinidae 갯달팽이고둥 과
Aglajidae 민챙이아재비 과

ORDER 3
ANASPIDEA (무순 목 = 군소 목)
7. Family Aplysiidae 군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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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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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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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ell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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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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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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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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Okenia
075) Okenia barnardi Baba, 1937
흰불꽃갯민숭이
체색은 등 면 중심부에 연한갈색, 변두리는 흰 반점이 있는 진한
갈색을 두른 형태이다.
몸통 변두리에 끝이 뭉툭한 흰색 긴 돌기들이 한 줄로 둘려있고
중앙에 가는 한 개의 흰 돌기가 있다. 아가미다발과 촉각은 연갈
색에 끝 부위는 진갈색이다. 이끼벌레를 섭식한다.
▶ 분 포 : 일본, 홍콩, 한국의 황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충남 태안 -13m
▶ 사 진 : 좌동진, 이지연

Yellow Sea

076) Okenis distincta Baba, 1940
별종불꽃갯민숭이 (신칭)
작고 긴 외형에 체색은 담황색 바탕에 갈색 점들이 분포해 있고
외투막 변두리를 따라 각각 10여개의 돌기들이 나있다. 등 면은
작은 돌기들이 분포하며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 분 포 :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4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 사 진 : 고동범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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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Okenia echinata Baba, 1949
돌기불꽃갯민숭이
매우 다양한 체색으로 진노랑, 주황, 유백색을 띠며 족을 포함한
전신에 흰 반점들이 흩어져 있고 등 면에는 크기가 균일한 삼각형
태의 돌기들이 산재하고 끝은 진한 오렌지색을 띤다.
아가미다발은 12개 정도의 꽃잎형태를 보이며 그 중앙에 배설기
관이 위치한다.
▶ 분 포 : 일본, 한국 동해와 황해
▶ 크 기 : 체장 10~20mm
▶ 촬영지 :	경북 울진 -13m, 영덕, 동해, 포항, 충남 태안, 전남 여수
▶ 사 진 : 김억수, 최지섭, 김광복, DEPC

078) Okenia hiroi (Baba, 1938)
불꽃갯민숭이
등 면에 손가락 닮은 큰 돌기들이 열을 지어있고 체색은 분홍색을
띤다. 아가미돌기들이 양쪽으로 성글게 열을 이루며 끝으로 가면
서 밝은 분홍색 또는 유백색을 띤다. 체색과 같은 분홍색 히드라
충류를 섭식한다.
※ 이전에 Hopkinsia hiroi 로 불리던 종의 속명이 바뀜
▶ 분포 : 일본, 홍콩, 한국 남해와 황해, 제주도, 독도
▶ 크기 : 체장 7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2m, 충남 태안, 경남 통영, 강원도 양양
▶ 사진 : 윤병로, 정준연, 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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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Okenia japonica Baba, 1949
일본불꽃갯민숭이 (신칭)
밝은 흰색에 작고 길며 긴 촉각의 후면 상부는 섬모가 나있는 형
태를 보인다. 등 면의 중앙과 양쪽 변두리에 체장에 비해 다소 크
고 긴 흰 돌기들이 나있고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 분 포 : 일본, 홍콩, 한국의 황해
▶ 크 기 : 체장 2mm
▶ 촬영지 : 충남 태안 -7m
▶ 사 진 : 문흥기, 이지연

080) Okenia plana Baba, 1960
접시불꽃갯민숭이 (신칭)
반투명한 유백색에 잔 빗살무늬가 몸통 전체에서 관찰되며 두부
와 외투막, 족이 융합되어 있는 납작한 난형이며 구강촉수는 없
다. 등 면 중앙은 부풀어 있고 양쪽으로 각각 6개씩의 긴 돌기들
이 나있고 촉각에서 아가미다발까지 3개의 긴 돌기들이 한 줄로
돋아있다.
▶ 분 포 : 일본, 홍콩,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캘리포니아,
		
한국의 황해
▶ 촬영지 : 충남 태안 -5m
▶ 사 진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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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Okenia sp.
태안불꽃갯민숭이 (신칭)
Okenia echinata. Lophodoris sp. 와 외형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반투명한 유백색 체색에 아가미돌기와 뒷면에 잔 돌기들의 끝은
주황색을 띤 촉각이 특징이다.
▶ 크 기 : 체장 7mm
▶ 촬영지 : 충남 태안 -10m
▶ 사 진 : 이지연

(4) Genus Trapania
082) Ancula gibbosa (Risso, 1818)
= Ancula pacifica MacFarland, 1905
노랑테불꽃갯민숭이
반투명한 흰 체색에 다양한 형태의 노랑 줄무늬가 있다. 촉각 외
에도 주변에 2개의 부속지가, 등 면에 3묶음의 아가미다발이 있고
주위에 5개의 부속지가 둘려있다. 긴 노란선이 머리와 꼬리부분의
중앙에, 아가미다발 끝과 구강촉수 끝 부위에서 노란색을 띤다.
▶ 분 포 : 북미의 서해안, 일본, 한국의 남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2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부산
▶ 사 진 : 윤병로,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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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Trapania toddi Rudman, 1987
노랑꼭지불꽃갯민숭이
유백색 체색에 촉각과 아가미다발, 족의 뒤끝은 노란색을 띤다. 전신
에 그물모양의 갈색반점들이 특징이다. 호주 남부의 온대해역과 뉴
질랜드 북부에만 국한되어 서식하는 T. brunnea 와 가장 혼돈하기
쉽다.
▶ 분 포 : 홍콩, 홍해, 한국 동해와 황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5~15mm
▶ 촬영지 :	경북 대진 -14m, 서귀포시 범섬 -32m, 충남 태안 -15m,
강원도 강릉 -20m
▶ 사 진 : 김억수, 고동범, 문흥기, DEPC

Yellow Sea

(5) Genus Lophodoris
084) Lophodoris sp.
황해불꽃갯민숭이 (신칭)
유백색 체색에 등 면에는 많은 둥근 돌기들이 산재하고 뒷면에 잔
돌기들이 돋은 끝이 흰 촉각에, 변두리에는 주름치마 같은 방사
상의 주름이 있고 아가미다발과 항문주위는 움푹 패어 있다. 넓은
두막이 형성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현재까진 오직 한국의 황해에서만 발견된 신종으로
서식지에선 초여름 무렵에 다량으로 번식이 관찰된다.

▶ 분 포 : 한국의 황해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충남 태안 -10m
▶ 사 진 : 최성순, 문흥기, 이지연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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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단행본 안내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신간
도서

13인의 BLUE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
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
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
한다. <F32> 공동작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
중사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Marine Odyssey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해몽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
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
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The sea within
Power of sea
눈으로, 마음으로 쉬어 갈 수 있는 바다를 담은 수중사진집『 Power
of Sea』를 통해 눈물나도록 아름다운 바다, 마음속 깊이 감추었던
추억과 수많은 감동들 사진을 통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최상학·144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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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
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
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추가하였다.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근간>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실수로 배우는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
설서.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길 수 있는 장소, 주
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쿠바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글 이원교·값 미정

360쪽·값 12,000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의 수화법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값 10,000원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
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
기들은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
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
찰 안내서.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한국개오지류도감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
오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
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
록되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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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스 22 네이비(ABYSS 22 NAVY)
‘아비스22 네이비’는 전세계 해군들이 극도로 어려운 작전도 문제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특수한 찬물다이빙(CWD) 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탁월한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와 마레스 고유의 바이패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아비스22 네이비’는 6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의 찬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강력한 호흡기 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험이라 하더라도 ‘아비스22 네이비’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www.mar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