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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황윤태의 Marine Essay

디테일(Detail)

필리핀 비사야 지역
다이빙 투어와 한인 다이브 리조트

맑은 시야,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수중생태 이야기 100가지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테크닉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
전자잡지 보기

바다를 알자!
잠수의학 Q&A
감압다이빙이 되었을 때 대처 방법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교육내용
공기 호흡기용 공기 충전시설에 대한 대안 제언

다음 교육단체의 모든 센터에서「격월간 스쿠바다이버」잡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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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SKIN
1st CHOICE
목지퍼
• 어떤 목 사이즈에도 적합하도록
칼라부분에 작은 앞지퍼 설계
•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상
의 편안함을 보장

척추보호 패드
• 등지퍼 부분의 두꺼운 네오프랜

advconsulting.net

• 뛰어난 차단효과를 제공하며 탱
크로 인한 불편함을 줄임

2nd Skin 튜닉
• 반사된 열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 메탈라이트 원단
• 최고의 내피. 단독으로 사용가능.
두께 1.5mm

세컨드스킨(2nd Skin)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온변화에 알맞은 유일한 수트
• TIZIP 실버씰 등지퍼
• 척추보호 패드가 등을 편안하게 보호
• 신축성이 뛰어난 네오프랜 원단으로 입고 벗기 쉬움
• 한국인 체형에 맞는 사이즈 특별제작
실버씰 등지퍼의 두께 6mm 수트입니다. 목, 손목, 발목부분에 물유입 차단효과를 최대로
설계하였습니다. 발목, 손목부분은 글라이드스킨씰과 지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합니다. 세컨드스킨 튜닉과 함께 입으면 물유입 차단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The revolution in cold water wetsuits

EXTREME TECHNOLOGY
SUPERIOR PERFORMANCE

포트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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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consulting.net

2단계와 옥토퍼스 호스의
이상적인 위치를 위한 각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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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스를 대표하는 호흡기
• 새로워진 고성능의 컴팩트한 1단계
• 자연스러운 대류 채널(NCC)
• 마레스의 전설적인 2단계
아비스를 초소형, 고성능의 MR52 1단계와 함께 세팅하여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
다. 더블 DFC 시스템이 어떤 수심에서도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제공합니다. 자연스
러운 대류 채널(NCC) 시스템은 열교환작용으로 찬물다이빙에서 향상된 성능을 발휘
합니다. 최적각도의 포트 설계는 2단계와 옥토퍼스를 이상적인 각도로 위치시킵니다.

The combination of high performers.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아비스 52 (ABYSS 52)

UNPARALLELED COMFORT
COMPACT TRAVEL

재봉선 없는 어깨끈
•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특별한 어깨패드의 조합
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편안한 착용
감을 보장
•무게를 줄여주는 알루미늄 D링

접이식 백팩
• 편안함, 가벼움, 사이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생체공학적 백팩
• 최고의 안정감 제공. 접으면 사이즈
30% 감소
• 벌집구조로 다른 백팩보다 40%
가벼움

MRS 플러스
•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웨이트 시스템
• 한번의 간단한 동작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웨이트 포켓
• 손잡이를 당기면 웨이트가 빠르게
풀림

• 접이식 백팩
• 최대 슬림한 배기밸브
• 상상할 수 없는 착용감
하이브리드는 Mares BC 개발의 정점입니다.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하네스와
블레이드,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백팩 날개부분의 특별한 어깨패딩이 Mares 하
이브리드 BC에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착용감, 안정감, 가벼움을 제공합니다.

Beyond innovation.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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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관련된 영화 소개 ② 워터보이즈 WaterBoys (2001)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중발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소 엉뚱하면서도 유쾌하게 도전하는
이야기이다. 타다노 남자 고등학교에는 수영부가 있지만, 명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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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천 박사 칼럼 Q&A 잠수의학
강영천 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
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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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여행 및 A/S 등 여러분이 필요로한 스킨스쿠바 다이빙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www.mares.co.kr/maresproshop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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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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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nmscu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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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2-863-0120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77-4

http://www.expodive.com

수중동행

Tel : 042-626-9171

대구

저스틴즈스쿠버

Tel : 053-621-0609

울산

미소 다이빙

Tel : 052-526-8833

부산

대전시 동구 판암동 452-3

http://cafe.daum.net/waterin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389-14
www.저스틴즈.com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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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5006 / 070-8235-5358 Fax. 02)2297-5070
Hp. 010-3788-0314 E-mail. aquamar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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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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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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보기

▲ PC에서 보기

전자잡지 화면 버튼 설명
툴바 보이기

툴바 감추기

몸짓(Gestures)

싱글탭
(Single Tab)
-Center

슬라이드

싱글탭(Single Tab)-Side

오른쪽(왼쪽) 페이지 넘기기

오른쪽(왼쪽) 페이지 넘기기

싱글탭(Single Tab)-Center

더블탭(Double Tab)

툴바 보이기/숨기기

화면 확대/축소

핀치(Pinch)

이동(Move)

화면 확대/축소

확대모드에서 페이지 이동

기울기(Rotate)
화면 기울이기

툴바선택( T00lBarOptions)
목차

도움말

찾기

북마크

기타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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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S COLUMN

장비업체 HEAD/MARES와 교육단체 SSI의
인수합병을 지켜보면서

지난 2014년 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공식적으로 SSI-HEAD/MARES 인수합병
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다이빙 업계에서는 다소 놀랄만한 뉴스였다. 물론 그동안 회자
되는 말들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글로벌 그룹인 HEAD/MARES가 다이빙
교육단체인 SSI를 인수합병했다는 소식은 다이빙계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이 소식이 다이빙업계에서 뜨거운 뉴스가 된 것은, 대형자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이
빙 교육단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다이빙 산업의 각 분야에 어떠한 파장이 미칠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걱정스런 시선으로 다이빙산업이 한쪽으로 쏠리고 독과점현상이 심
글 구자광(발행인)

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다이빙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그동안
정체되었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존재했다. 현재는 어떤 움직임보
다는 장비업체, 교육단체, 교육센터, 다이빙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영역에 어
떠한 변화가 올지 관망하는 추세이다.

먼저 MARES가 SSI를 합병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할까 한다. 인수한 배
경에는 전 세계의 장비업체 MARES 조직과 교육단체 SSI 조직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컨
셉을 세워서 상호 간에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필리핀과 중국시장에 투자를 활성화하겠
다고 한다. 교육단체로서의 역할로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수준 높은 교
육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한다. 또한 장비 제조사가 교육 업계에 들
어가 다이버, 다이브센터 그리고 다이브샵들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MARES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다이버를 생산하
여 다이빙을 즐기게 함으로써 다이빙 산업 전체에 활력을 주겠다고 한다. 또한 제품 개발과
교육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유지하고, SSI 딜러와 소비자들에게는 다이빙관련 제품과 서비스
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이버들이 오랫동안 다이빙 활동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다이빙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다이빙 산업의 활성화에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긍정
적인 메시지가 많다. 사실 거대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다. 따라서 정체되어 있던 다이빙계에 활기가 넘치고 시장이 확대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타 단체와도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여 탄탄한 교육을 유
도한다면 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다이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여겨
져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다이빙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결국 다이빙 산업을 육성하려면 많
은 신규 다이버들의 유입과 기존 다이버들이 오랫동안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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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관련된 사업에

지금은 융·복합 시대이다. 전세계적으로 기업간의 인수합병

도 영향을 미치고 다이빙산업 전체가 확대되리라 예측된다.

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변하는 시대에 한
가지 분야의 기술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각 분야의 기술들이

하지만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

결합하고 접목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중소 장비업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체나 다른 교육단체들이 경쟁에서 밀려 시장을 빼앗기거나 위

다. 예전에는 한 가지 학문에만 정진하였지만 그 흐름이 깨지

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산업구조

고, 학문분야를 융합하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

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다. 또한 인수

은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여기서 파생

합병된 두 조직이 상호간에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장비업

되는 새로운 이론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

체와 교육단체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독과점 형태가

의 인수합병과 접목이 많아지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규모가 작은 교육단체들의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하

경쟁력이 약화되어 다이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 변화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도 다이빙 산업
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다이빙계를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

발전시키며 종사해온 사람들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타격을 입어 앞으로의 비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같이 공존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어떤

걱정을 안겨주었다.

측면을 더 바라보는지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이빙 산업에서도 이런 변화된 환

현대사회에서 든든한 자본은 곧 힘이고 권력이다. 전 세계적

경을 배척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으로 보이지 않는 자본의 힘에 의해 그 분야 산업계의 생태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

가 바뀌고, 그동안 그와 관련된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파이를 키워 경쟁에 대비해야 하고

는 직격탄이 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이러한 현상들을 늘 뉴스에서 접하며 살다보니 규모가 작은

야 한다. 그래야 이 분야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이빙계

다이빙 산업도 그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

를 떠나지 않고 종사할 수 있도록 전망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려가 생기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동안 정체되어 있는 다이빙 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국내에서도 MARES와 SSI는 다이빙산업을 이끌어 왔던 장

것은 사실이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제어할 수

비업체이고 교육단체 중의 하나였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

없는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소

고 처음 인수합병을 할 때의 목적처럼 MARES 장비업체의

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

영업방법과 SSI 교육단체의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유지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이빙 산업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

하되 다른 장비업체나 교육단체에 배타적이지 않고 좋은 제

다. 최근에는 다이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

품과 품질 높은 교육으로 서로 상생하며 선의의 경쟁으로 다

양해지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

이빙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기를 간곡하게

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인 것도

바란다.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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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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수상자 명단
금상

2

광각 금상 손동수

접사 금상 김동현

은상

2

광각 은상 원하경

접사 은상 김광복

동상

2

광각 동상 노남진

접사 동상 임규동

입선

7

입선 김광복, 김기준, 김준연, 이정섭, 장기영, 조민경, 최지섭

협찬 : 바다강
금상

동상
은상

후드 사파리
▶ 다이빙 후 바람으로부터 추위를 막아주는 베스트 아이템
▶ 색상 : Black
▶ 소재 : 스탠다드 1.5mm
▶ 사이즈 : S / M / L / XL / XXL
▶ 가격 : 150,000원

AQUA FORMULA
기성 아쿠아 포뮬러 긴팔원피스
전체 검정색상에 스티치 컬러를 접목시킨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기성 왯슈트
▶ 색상 : Black / Charcoal(실색)

AQUA DYNAMIC

▶ 소재 : 스탠다드 5mm

기성 아쿠아 다이나믹 긴팔원피스

▶ 가격 : 200,000원

가슴부분의 매쉬원단과 2톤 색상의 조합이 기존의
기성 왯슈트 이미지에서 탈피한 새로운 느낌의 왯슈트
▶ 색상 : Mesh / Black / Charcoal ▶ 소재 : 스탠다드 + 매쉬 5mm ▶ 가격 : 280,000원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금상 Gold Prize 손동수
치어들의 군무
Canon EOS 550D, f/8.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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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원하경
고래상어와 다이버
Nikon D800, f/5.6, 1/100

광각부문
동상 Bronze Prize 노남진
나폴레옹 피쉬와 다이버
FinePix S5Pro, f/5.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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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Gold Prize 김동현
기생충이 있는 고비
Nikon D800, f/20.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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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김광복
해파리 고동을 포식하는 말미잘
Nikon D700, f/7.1, 1/100

접사부문
동상 Bronze Prize 임규동
회초리 산호의 새우
Nikon D700, f/8.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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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Selected 김광복

입선 Selected 김기준

입선 Selected 김광복

입선 Selected 김기준

입선 Selected 김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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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Selected 김기준

입선 Selected 이정섭

입선 Selected 장기영

입선 Selected 조민경

입선 Selected 최지섭

입선 Selected 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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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55회

밤하늘을 승천하는 듯 한 용(龍)의 외양을 가진 윙 파이프피시(Wing Pipefish). 체장10cm.
Nikon D600, 105mm Macro, Nexus, f14, 1/250, Z-240X2, RAW, -5m, Philippines

스마일 캐릭터를 가진 유령멍게. 체장 5~10mm.
Nikon D600, 105mm Macro, Nexus, f9, 1/60, Z-240X2, RAW, -20m, Bali

디테일(Detail)의 사전적 의미는 “세부, 상세, 세부 묘사” 등이고, 필자가 마크로 사진을 즐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가진 색상, 형태 등의 디테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영감(靈感)을 주며, 더없이 아름답게 여겨지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 점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마크로 사진은 호평받기 어렵고, 섬세한 심미안(審美眼)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마크로와 와이드 사진의 호불호(好不好)가 나눠지고, 찍는 범위가 달라 느낌이 다를 뿐, 사진에
우열은 없다. 기술적으론 마크로 사진이 초점맞춤과 배경처리, 구도, 셔터챤스 등에 있어 와이드 보다 더 까다롭다.

황윤태 Hwang Yuntae

특히 렌즈 바로 앞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피사체를 구도 잡으며 초점 선명하게 찍어내려면 머리에 쥐가 나지만, 이
는 마크로 사진의 백미(白眉)이자 하이라이트이다. 물론 와이드도 이 점은 필요하지만, 측광 후 적량의 라이팅으로
셔터를 끊으면 끝이므로 마크로에 비해 극히 단순하다. 자연광만의 촬영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혹자는 막상
좋은 마크로 사진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를 폄하하는데, 해당 테크닉과 영상의 깊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 원인이
라 여겨진다.
윙 파이프피시(Wing Pipefish)를 발견한 곳은 수심 5미터의 직벽이었고, 처음엔 그저 못생긴 파이프피시의 한 종류
라 생각되어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놈이 지느러미를 쫙 펴고 유유자적 유영하는 자태가 마치 전설 속의 용(龍)
이 승천하는 듯 한 영감을 주므로 서둘러 카메라의 설정을 고치고 셔터를 끊었다. 처음엔 배경에 물색을 넣었지만
느낌이 약해 조리개를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X접점으로…… 검게 처리하여 원하는 바를 얻었다. 유령멍게는 체장
5mm에 불과한지라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스마일 캐릭터를 발견하기 어렵다. 유령이란 무서운 이름을 가졌건만,
독특한 디테일로 인해 친근감이 든다.
필자는, 작은 공간에 자신의 느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크로 사진의 매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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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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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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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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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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향

스쿠버
컬리지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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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브칼리지

해양스포츠
교실

(강원 고성)

(부산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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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SSI
아카데미

(경기 의정부)

(제주도/서울)

(충남 연기)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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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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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바다로
스쿠바

(제주 서귀포)

유성용
연락처: 010-7704-3338
웹주소: http://club.cyworld.com
이메일: ssi3338@hanmail.net

X-스쿠버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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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동서대학교

(제주 제주시)

(부산 사상)

(충북 청주)

방이

김진현

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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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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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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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헬시온
코리아

클럽 제이
다이빙 스쿨

(경북 경주)

(서울 송파)

(필리핀 아닐라오)

(부산 동래)

김문겸

네모선장
리조트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서울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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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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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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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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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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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February 59
March/April 59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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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372-4135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www.ycdive.com

스쿠버 컬리지

김문겸

070-8888-5971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www.lovescuba.co.kr

블루 드림

강한식

010-5483-749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경기도 고양시

수작코리아

박윤철

011-212-6725

경기도 고양시

www.suzax.net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cafe.daum.net/speedjs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www.scda.kr

마린 어드벤처 다이버

허 명

010-8636-5852

경기도 성남시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www.blueholedivers.kr

다이빙 존

국봉기

010-5214-7783

경기도 안양시

www.dxr.co.kr/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cafe.daum.net/seadreaming

썬 스쿠바

최창호

011-289-3733

경기도 하남시

씨앤씨 인터내셔널

전윤식

010-9991-011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씨 플랜

김태효

011-335-2613

강원도 강릉시

www.seaplan.co.kr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www.kwsek.or.kr

레포츠 카스

박장근

011-710-3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SSI 아카데미

고대훈

010-9482-0059

세종시 조치원 문화길

www.ssiitc.co.kr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www.scubaone.co.kr

앤 스쿠바

고영민

010-6348-8822

충남 서산시 운산면

www.nscuba.co.kr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8872-44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상당구

cafe.daum.net/scuba0072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운선

016-9575-1007

광주광역시 남구

cafe.daum.net/bwsscuba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1-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www.devilsdivers.com

X-스쿠버

강광순

010-7424-9111

전남 광양시 광양읍

club.cyworld.com/xscuba

넵튠다이빙샵

오승룡

010-3012-4512

전남 광양시 마동

(사)발달장애운동능력개발협회

이성복

010-4543-0724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www.letsgotogether.org

고성 스쿠바

이주언

011-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gsscuba.com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919-2572

경남 진주시 칠암동

해우스쿠버 클럽

김달균

010-9337-6545

경남 진주시 상대2동

cafe.daum.net/kim-scuba

더 블루 웨이브

김민승

010-9323-4060

제주도 서귀포시

cafe.naver.com/bluewavescuba

더 베스트 스쿠버 스쿨

김현수

011-325-774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이버의 꿈

이용주

070-7562-3505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cafe.daum.net/DreamOfDiver

해인 스쿠버

양영동

010-6209-9403

경남 고성군 고성읍

www.haeinscuba.com

Fstyle

전석철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www.ssidive.co.kr

스쿠바조아

윤기명

010-9844-0442

서울 광진구 자양동

www.scubajoa.co.kr

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진주시 신안동

다이브 매니아

SSI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T: 02-525-0977 F: 02-587-0392
Email: korea@divessi.com

www.divessi.com

■ 40년 전통 ■ ISO 인증 ■ 110개국 2600여 곳의 센터 ■ 50여권의 한글교재
■ 10여종의 한글판 DVD ■ 유소년 다이빙 ■ 프리 다이빙 ■ 테크니컬 다이빙
프리다이빙 센터
AFIA

노명호

010-4105-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afia.kr

머맨(MERMAN)

임정택

010-6760-3138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cafe.naver.com/merman

스쿠버텍

이상준

010-4566-1122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www.scubatec.co.kr

헬시온 코리아

유재철

010-3888-676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www.halcyonkorea.net

다이브 자이언트

정인호

02-387-3503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www.divegiant.com

다이빙 장비업체

다이빙 학교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ww.sugong.org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0-8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gangneung.kopo.ac.kr

동서대학교

소 훈

011-834-1982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www.dongseo.ac.kr

제주대학교

김진현

010-2699-7278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club.cyworld.com/JENUSS

제주산업정보대학

윤상택

010-2272-5805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www.jeju.ac.kr

중부대학교

소 훈

011-834-198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www.joongbu.ac.kr

부산대학교

황영성

051-510-374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www.pusan.ac.kr

다이빙 풀
삼원 휴스포 다이빙 풀

김동주

010-3306-944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www.scubapool.com

수원 월드컵 다이빙풀

김동주

010-3306-944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ww.scubadiving.or.kr

김도열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afe.daum.net/marinelife-01

이기훈(김병국)

010-3350-0973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www.fourplaza.com

011-215-8928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www.expodive.com

마린 라이프
포프라자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www.scubadiving.or.kr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0-8571-3331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www.s-world.or.kr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cafe.daum.net/jbjamsu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주)언딘

054-781-5115

경북 울진군 원남면

www.uljinleports.co.kr

다이브 리조트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www.nemocaptain.com

팀 스쿠버

이기영

010-8963-858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www.teamscuba.kr

JMJ DIVING SCHOOL

조미순

017-573-2212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club.cyworld.com/busanscuba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경북 경주시 감포읍

www.scubahs.co.kr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아쿠아 캠프

조준호

010-9999-4008

경북 울릉군 울릉읍

www.aquacamp.co.kr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황흥섭

011-824-2688

경북 포항시

www.wpcss.co.kr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남해군 미조면

www.bluescuba.co.kr/

마린 하우스

허천범

010-6215-6577

제주도 서귀포시

www.marinehouse.info

방2다이버스

방 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www.bang2divers.com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www.chatelet.co.kr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0-9120-1114

제주도 서귀포시

www.scubalife.net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www.seaskyjeju.com

해원 다이브 리조트

박상용

033-644-6207

강원도 양양군 전진리

www.haewondive.com

남애리스쿠바

양용경

010-6391-9499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속초 모래기 스킨 스쿠버

장일기

010-3382-8588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강원도 고성군 반암리

www.banamresort.com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원도 고성군 문암진리

www.lfscuba.com

하슬라 레저

권민식

010-9079-7723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

www.haslain.com

영진 아쿠아 존

김창문

033-662-8300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cafe.daum.net/SCUBAdiving

청간정 스쿠버리조트

김이조

033-633-118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영금정 스쿠버

이호석

010-3380-4707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봉포 다이브 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www.bongpos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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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바다가 아픕니다.
어류 남획, 쓰레기, 소음, 기름 누출 등의 위험요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 함께 활동하게 된다면, 바다를 위한 “푸른 전사” 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각자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통해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어 프로젝트와 함께, SSI는 4가지의 캠페인 미션을 시작합니다.
• 미션 1 : 인도네시아의 거북이 보호
• 미션 2 :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 미션 3 : 마이크로네시아 해양보호구역 만들기
• 미션 4 : 도서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재 지원
오션 레인져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발급비 전액은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확인 : http://www.divessi.com/deep_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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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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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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Young versus Old:
Deceiving Appearances of Marine Animals

수중동물의 감쪽같은 성형술
유생 보고는 성체 상상하기 힘들어
일부 종은 성전환까지… 생존전략인가
Text by Dave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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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humans grow from infants to adults, like many terrestrial

육상에서 사는 많은 종처럼 인간은 유아에서 성인으로

species, we basically just increase in size. Yes, there are a few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크기만 커진다. 머리 크기 대 신

observable changes like the ratio of head size to body size and

체 크기의 비율이나 사춘기가 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변

the obvious changes brought about by puberty. For many

화와 같이 일부 식별 가능한 변화가 일어난다. 바다에

animals living in our oceans the path to adulthood goes through

서 사는 많은 동물의 경우에는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몇

several iterations. Juveniles may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몇 단계를 거친다. 유생은 성체가 되어 나타날 생김새와

what their appearance will be as adults. Why juveniles and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 과학자들은 동일 종들

adults of the same species might look entirely different is not

의 유생과 성체가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이유를 완전

fully understood by scientists. Here we take a look at just a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모습의 변화를

few of the hundreds of marine species that undergo a change

겪는 수백 종의 해양 동물 중 일부를 살펴본다. 마치 카

their appearance–much like chameleons. While chameleons

멜레온과 비슷하게 말이다. 카멜레온은 위장과 방어를

can change color rapidly, back and forth, for camouflage and

위해, 그리고 포식자를 위협하거나, 짝에게 구애를 하거

defense and to intimidate predators or court a mate or even

나, 혹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색상을 오락가락 급속

for the thermoregulation of their bodies, for the marine species

히 변화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해양 종들에서

discussed here, the color change is irreversible.

색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The juveniles of many fish species are radically different in

많은 어종의 유생이 색상 면에서 성체와 근본적으로 다

color, from adults. For some, this marks not only maturity,

르다. 일부 종의 경우에 이러한 색상 변화는 성숙을 나

but can even announce a sex change. California Sheephead,

타낼 뿐만 아니라 성전환도 알릴 수 있다. 캘리포니아

Semicossyphus pulcher, are born as females but overtime male

쉽헤드(California Sheephead, Semicossyphus pulcher)

individuals. This is referred to as protogynous hermaphroditism.

는 암컷으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한 수컷

Species born as males, later morphing into females are called

개체로 변한다. 이를 자성선숙 자웅동체 현상(雌性先熟

protandric hermaphrodites. As seen here, juveniles are orange

雌雄同體 現象, protogynous hermaphroditism : 암

California Sheephead begin life as small striped females but overtime undergo a sex change. This results in three color phases. Young adult females are pink, but then become large
banded males.
캘리포니아 쉽헤드(California Sheephead)는 줄무늬가 있는 작은 암컷으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환을 거친다. 이에 따라 색상은 3단계로 바뀐다. 젊은 성체 암컷은 핑크색이나, 나중
에 띠를 두른 큰 수컷이 된다.

with a white stripe and five seven black

수한몸인 생물에서 자성이 웅성보다 먼저 발달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수컷

spots. Young females and older males, have

으로 태어나 나중에 암컷으로 변하는 종은 웅성선숙 자웅동체(雄性先熟 雌雄

extremely different appearances. Females

同體, protandric hermaphrodite)라고 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캘리포니아

are pink and grow dog-like teeth, while the

헤드의 유생은 오렌지색이고 1개의 흰 줄무늬와 5∼7개의 검은 점이 있다.

males are black with a red saddle, and of

젊은 암컷과 나이 든 수컷은 모습이 아주 다르다. 암컷은 핑크색이고 개 이빨

course, big teeth.

과 비슷한 이를 하고 있는 반면, 수컷은 검정색이면서 등 부분이 빨간색이고
물론 큰 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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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baldi lose the bright blue spots when they enter adulthood. 가리발디는 성체기로 접어들면 밝은 청색 점들이 사라진다.

Like Sheephead, juvenile Garibaldi, Hypsypops rubicundus,

쉽헤드처럼 가리발디(Garibaldi, Hypsypops rubicundus)의

look radically different in color than adults. This color

유생도 색상 면에서 성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색

change is not related to any physiological situation and is

상 변화는 생리적 상황과 관련이 없고 이유는 거의 밝혀져

largely unexplained. The common name of this fish, which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를 상징하는 어종이기도 한 이 어

incidentally is the marine State fish of California, USA is a

류의 일반명은 이탈리아의 애국자 주세페 가리발디에서 따

reference to the Italian patriot, Giuseppe Garibaldi, whose

온 것인데, 그의 군대는 특유의 빨간색 셔츠를 착용했다.

army wore characteristic red shirts.

While the larvae of almost every species of fish are
transparent after hatching from the egg, the larvae
of flatfish species show a most amazing anatomical
change as they move into adulthood. All species
of flatfish, whether halibut, flounders, turbot,
tonguefishes or sole, hatch from the egg with their
eyes positioned like all other fishes – one on each
side of the head. Soon after hatching from the egg,
the eye on the side of the fish that will face, in
adulthood, the bottom, migrates across the skull to
the top side. While the juveniles have an eye on each
side of the head, depending of the group, flatfish end
up with two eyes on the same side, whether left or
right sid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ectoral
fin does not migrate with the eye, away from the
blind side, in any of these species.

Newly hatched flatfish larvae have eyes on both sides of the
head like all other fish groups.
갓 부화한 광어류의 유생은 기타 모든 어종처럼 머리의 양측에 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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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어종의 유생은 알에서 부화한 후 투명하지만,
광어류(flatfish) 종의 유생은 성체기로 넘어가면서 가
장 놀라운 해부학적 변화를 보여준다. 광어류의 모든 종
은 넙치, 가자미, 터봇(turbot, 유럽산 가자미의 일종),
참서대 혹은 납서대이든, 기타 모든 어류처럼 머리의 양
측에 눈이 위치한 채로 알에서 부화한다. 하지만 알에서
부화한 후 곧, 성체기에 바닥을 향할 측면에 있는 눈이
두개골을 가로질러 위쪽으로 이동한다. 유생은 머리의
양측에 눈이 있지만, 종에 따라 광어류는 결국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에 2개의 눈을 갖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광어류의 어느 종에서도 가슴지느러미가 눈과 함께 보지
못할 측면의 반대쪽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Depending of the group, adult flatfish end up with two eyes on the same side, like this
left sided flounder.
종에 따라 광어류의 성체는 결국 사진에서 눈이 좌측에 있는 넙치처럼 한쪽에 2개의 눈을 갖게 된다.

Some invertebrates play the color changing chameleon

일부 무척추동물도 나이가 들면서 카멜레온처럼 색상을 바꾸

game, with age, as well. Juvenile Spanish Dancer,

는 게임을 한다. 나새류인 스페니시 댄서(Spanish Dancer,

Hexabranchus sanguineus, confuse divers often looking like

Hexabranchus sanguineus)의 유생은 흔히 반점이 있는 작은 크

a small speckled chromodorid nudibranch. It takes close

로모도리드 나새류(chromodorid nudibranch)와 비슷해 다이

examination to see that the gill protrudes separately out

버들을 혼동시킨다. 자세히 살펴봐야 아가미가 아가미구멍이

of six separate holes of the dorsum surface, rather than

아니라 등의 표면에 있는 별개의 구멍 6개에서 따로따로 돌출

on gill opening. With age, juveniles develop huge rolled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유생은 말린 큰

mantles which can be unfurled revealing a series of

외투막이 생기며, 이 외투막은 펼쳐지면 일련의 밝은 색 띠를

bright color bands, used to scare off predators. The body

드러낼 수 있어 포식자를 겁주어 쫓아버리는 데 사용한다. 몸

also becomes mottled red in color. Ecologically speaking,

도 색상이 알록달록한 빨간색이 된다. 생태학적으로 말해서

why the juveniles look so different is unknown. Maybe

이렇게 유생이 그리도 다른 모습을 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they don’t need the protection used by the adult flash

않다. 유생과 성체가 모두 보호를 위해 산 분비 방어체계를 보

coloration as both juveniles and adults have acid

유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유생은 성체의 경우처럼 눈부신 색

secretion defense systems for protection.

상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Juvenile Hexabranchus resemble chromodorid nudibranchs, and not their parents.
스페니시 댄서(Hexabranchus)의 유생은 그 모체가 아니라 크로모도리드 나새류(chromodorid nudibranchs)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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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mollusk whose juvenile and adult appearances are

유생과 성체의 모습이 매우 다른 또 하나의 연체동물은

quite different is the Egg Cowry, Ovula ovum. The adult is

개오지인 에그 카우리(Egg Cowry, Ovula ovum)다. 성

readily distinguished by its pure white shell and black mantle.

체는 순백색 껍데기와 검정색 외투막으로 쉽게 구분된

The juvenile, however, is quite differently shaped and colored.

다. 그러나 유생은 형태와 색상이 아주 다르다. 유생의

The mantle of the juvenile rarely exposes the shell and have

외투막은 껍데기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흰색이면서 끝부

a few large tubercles, which are white, tipped in yellow. It is

분이 노란색인 몇 개의 큰 돌기가 나 있다. 이러한 형태

hypothesized that this morphology is to mimic the similarly

는 비슷한 색상의 독성 나새류인 필리디아(Phyllidia sp)

colored toxic nudibranch, Phyllidia sp. This mimicry makes

를 흉내 내기 위함이라는 가설이 있다. 유생의 껍데기는

good sense as the shell of the juvenile is quite thin and easily

매우 얇고 포악한 포식자에 의해 쉽게 으스러지므로(이

crushed by wanton predators; unless the predator thinks the

달팽이가 실제로는 맛이 고약한 산 분비 나새류가 아니

snail is actually a nasty tasting, acid secreting nudibranch. When

라고 포식자가 생각하는 한), 이와 같은 흉내는 충분히

specimens grow larger than the maximum size of the nudibranch,

이해가 간다. 개체들이 이 나새류의 최대 크기보다 더 커

and their shells are stronger, they no longer need protection by

지고 자신의 껍데기가 더 강해지면, 더 이상 흉내로 보호

the similarity, and morph over to the adult coloration.

할 필요가 없어 성체 색으로 바뀐다.

While the shell of Ovula ovum
strengthens, their mantle tissue bears
tall tubercles mimicking a nudibranch.
에그 카우리(Ovula ovum)의 껍데기가
강해지는 동안, 그 외투막 조직은 나새
류를 흉내 내어 길쭉한 돌기를 지닌다.

Young Egg Cowries seem to mimic
poisonous Phyllidid nudibranchs,
using a similar body shape to take
protective advantage of the slugs
acidic secretions.
에그 카우리의 유생은 독성이 있는 필
리디디 나새류(Phyllidid nudibranchs)를
흉내 내는 듯한데, 비슷한 몸 형태를 이
용하여 이 바다 민달팽이의 산 분비를
방어 전략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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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ilar situation exists with the sea cucumber, Bohadschia

해삼(Bohadschia graeffei)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여

graeffei. Again juveniles and adults look nothing alike. Adults

기서도 유생과 성체는 비슷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성체

are beige with black spots and short, white-tipped tubercles.

는 베이지색이고 검정색 점들과 짧고 끝부분이 흰 소돌

The juveniles grow through a series of colorations each having

기들이 있다. 유생은 일련의 착색을 거쳐 성장하고 각각

large tapered tubercles, and longitudinal stripes along the

의 단계에서 크고 끝이 뾰족한 돌기들과 몸에 세로로 난

body, lacking in the adults. The juveniles of this species too

줄무늬들을 지니는데, 성체에는 없는 모습이다. 이 종

are thought to mimic toxic Phyllidid nudibranchs, including

의 유생 역시 독성 필리디드 나새류(Phyllidia coelestis, P.

Phyllidia coelestis and P. varicosa. Like the juvenile egg cowries, the

varicosa 등)를 흉내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그 카우리

juvenile cucumbers change to the adult coloration when the

의 유생처럼 이 해삼의 유생도 위와 같은 나새류의 최대

cucumber exceeds the maximum size of the nudibranch, and

크기를 넘어서고 흉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성체 색

the mimicry is no longer effective.

으로 바뀐다.

The sea cucumber, Bohadschia graeffei changes color radically after mimicking a Phyllidid
nudibranch no longer provides protection for it.

해삼(Bohadschia graeffei)은 필리디드 나새류를 흉내 내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
하면 색상을 현격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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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ore difficult to explain ecologically, there are a

생태학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기가 보다 어렵지만, 유생

number of fish species where juveniles change to the adult

이 나이가 들면서 성체 색으로 바뀌는 여러 어종이 있

color with age. One group is the frogfishes. Making things even

다. 하나가 씬벵이류(frogfishes)다. 이 과의 어류에서

more difficult with this family of fishes is the fact that the color

이해를 한층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단일 어종의 성체들

variation within a single species of adults is so great they,

내에서도 색상 변동이 너무 커서 그들 자체도 식별하

themselves, are very difficult to identify. Now layer this with the

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유생들을

difficulty to identify the juveniles and we have a real dilemma.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정말 딜레마에 빠진다.

One species that is fairly straight forward is the Painted

꽤 확연한 하나의 종이 페인티드 씬벵이(painted

Frogfish, Antennarius pictus. The juveniles, while variable

frogfish, Antennarius pictus)다. 이 종의 유생은 자체

themselves, are always in complete contrast to the adults. The

들 내에서도 변동이 있지만 항상 성체와 완전한 대조

examples shown here exemplify that.

를 이룬다. 다음 사진이 이를 예시한다.

Some frogfish species display dramatic variation with age. 일부 씬벵이 종은 나이가 들면서 현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Lobsters are another group that goes through a huge transformation

바닷가재는 유생에서 성체가 되면서 큰 변태를 거치는

from juvenile to adult. After coming out of the transparent

또 다른 종이다. 투명한 부유성 필로소마(phyllosoma)

planktonic phyllosome phase, the larvae of a lobster are called a

유생 단계를 벗어난 바닷가재의 유생은‘푸에룰루스

‘puerulus’larvae. At this stage in development the juvenile lobster

(puerulus)’유생이라고 한다. 발달과정에서 이 단계

looks more like a shrimp than an adult lobster. These young lobsters

의 바닷가재 유생은 성체 바닷가재보다는 새우와 더

hide amongst surf grass and within the confines of coral reefs for

비슷하다. 이러한 바닷가재 유생은 보호를 위해 해초

protection. The puerulus larvae settle, in waters down to about 15m.

류 사이 및 산호초 범위 내에 숨는다. 푸에룰루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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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a week or so, it molts into a fully recognizable

생은 약 15m 깊이의 바다에 정착한다. 그러면 1주일쯤 이내에 약

miniature lobster, about 25mm long.

25mm 길이의 완전히 식별 가능한 미니 바닷가재로 탈피한다.

The juvenile lobster looks more like a shrimp than an adult lobster.
바닷가재의 유생은 성체 바닷가재보다는 새우와 더 비슷하다.

Blacksmith, Chromis punctipinnis, are one of many

블랙스미스(Blacksmith, Chromis punctipinnis)는 성숙하면서 색상

damsel fish species changing color with maturity.

을 변화시키는 많은 자리돔 어종의 하나이다. 사진의 유생은 꼬리

Here the juvenile has an orange tail and lack the

가 오렌지색이고 성체에 있는 검정색 점들이 없다.

black spots found on the adult.

Like of damselfishes, the juveniles often bare different colors than the adult.
자리돔류처럼 이 종의 유생도 흔히 성체와는 다른 색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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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of Sweetlips undergo dramatic changes in color from

스윗립류(Sweetlips)의 종들은 유생에서 성체가 되면서

juvenile to adults making identification of both difficult. We

현격한 변화를 겪어 둘 다 식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개

have much work to do to make identifying individuals easier.

체들의 식별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Depending on the species juveniles change from bold striping to more
delicate color patterns.
종들에 따라 유생은 굵은 줄무늬를 한 모습에서 보다 섬세한 색상 패턴으로 바뀐다.

Ribbon Eels, Rhinomuraena quaesita , are protandrous

리본 장어(ribbon eel, Rhinomuraena quaesita)는 앞서 소

hermaphrodites like the Sheephead discussed above. As they

개한 쉽헤드처럼 웅성선숙 자웅동체이다. 이 장어는 나이

age and change sex their body colors change. Juveniles are

를 먹고 성전환을 하면서 몸 색상이 변화한다. 유생은 검

black, and then turn brilliant blue as they mature and become a

정색이며, 그런 다음 성숙하고 수컷이 되면서 화려한 청색

male. Later, with the change to female the fish becomes yellow.

으로 변한다. 나중에 암컷으로 바뀌면 노란색이 된다.

A black, juvenile Ribbon Eel and a bright blue adult male. Later as they morph into females they will change to bright yellow.
리본 장어의 검정색 유생 및 밝은 청색 수컷. 나중에 암컷으로 바뀌면 밝은 노랑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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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defish juveniles have a tall slender body form with greatly

나비고기(spadefish)의 유생은 몸 형태가 위아래로 길고

elevated dorsal and anal fins. They resemble a floating leaf

가늘며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크게 들려 있다. 이

both in color and behavior. This shape and color changes at

유생은 색상과 행동 면에서 떠다니는 잎사귀와 비슷하

adulthood when the body becomes more compressed.

다. 이러한 형태와 색상은 몸이 보다 압축되는 성체기에
변화한다.

The list can go on and on. The bottom line is that some marine

이상과 같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요컨대 일부 해양 동

animals, act superficially like chameleons, and change in shape

물은 표면적으로 카멜레온처럼 행동하며, 형태와 색상

and color. While chameleons can change color rapidly, back and

이 변화한다. 그러나 카멜레온은 색상을 빠르게 쌍방향

forth, the marine creatures we have discussed here cannot –

으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소개한 해양생물은 그럴

their change is slow, and one way. Recall, chameleons change

수 없으며 변화가 느리고 일방향이다. 이미 설명하였듯

color for particular ecological reasons, either for camouflage and

이 카멜레온은 위장과 방어를 위해서든지, 포식자를 위

defense, to intimidate predators or court a mate and even to

협하거나 짝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든지, 혹은 체온을

thermo-regulate their bodies. For the marine species discussed

조절하기 위해서든지, 특별한 생태학적 이유가 있어 색

here, the color change is irreversible. We have only been able to

상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한 해양 종들의

speculate why they may do this, for some of the more obvious

경우에 색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왜

species like the egg cowries and sea cucumbers. Determining

색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에그 카우리와 해삼처럼

why the others find it beneficial to make these changes may

보다 뚜렷한 일부 종을 대상으로 추측만 할 수 있었을

take many years to unfurl, for sure.

뿐이다. 나머지 종들이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유익하
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내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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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collection below, it was more fun for Kevin to

아래와 같이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 케빈이 따분한 성체들보다

photograph the awesomely flamboyant juveniles, than

는 기막히게 화려한 유생들을 촬영하면서 훨씬 즐거웠으리라

the boring adults.

생각한다.

Here are just a few examples of juvenile fishes that do not look anything like their parents.
모체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유생 어류의 예를 일부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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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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겸임교수)

위장술의 천재이며 가장 똑똑한 무척추 동물 문어(Octopus)

학명 : sepia SP
영명 : Octopus Dctopus
한국명 : 문어

문어(文魚)는 문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둥근 머리 모양의 몸체에 두

13~30m 낮은 연안에서 10만 개 이상의 알을 산란하며, 알이 부화할 때까

눈이 있고 빨판이 달린 8개의 다리가 입 주위에 달려 있다. 문어는 다리 길

지 보호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다리를 이용해 신선한 물을 알에 흐르게

이가 4m, 몸무게 15kg까지 자라며, 수명은 대략 3~5년이다. 주로 게와 새

하여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동안 암컷은 먹이를 먹지 않으며, 알이 부화하

우를 좋아하며, 그 밖에도 달팽이, 물고기, 다른 문어 등을 먹는다.

기 전후에 죽는다. 만약 암컷의 보호가 없으면 알은 대부분 죽는다. 수컷

수컷의 3번째 다리는 교접완(hectocotylus)인데 짝짓기를 할 때 이 다리

은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짝짓기를 한 후에 수명을 다한다.

를 이용하여 정자를 암컷의 몸 안으로 넣는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 수심

몸이 유연한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작은 구멍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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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있어 위협을 느끼면 먹물을 뿜고 달아난다. 또한 문어
의 피부는 주위 환경에 따라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신기한 능
력을 보호색이라고 부르는데,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문어는 주로 다리에 신경계가 있어서 변신을 잘할 수 있으며, 지능이 매우
높아 화산폭발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실험에서는 통
속에 든 먹이를 먹기 위해 뚜껑을 돌려 통을 열었다고 한다. 연체동물 중에
서 가장 머리가 좋기도 한 문어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문어는 다리에
도 인간의 뇌세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뇌가 완전히 망가져도 다리가 혼자 알아서 먹이를 찾아내고, 칭칭 감아서 사
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8개의 다리에는 1, 2줄로 1200개 정도의 빨판이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력하다. 문어가 극도로 배가 고프면 자기 발을 씹어
먹기도 한다. 문어는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동물로서 코코넛 껍데기를
운반해 은신처를 만드는 무척추동물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알을 지키는 문어

바다생물 가운데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푸른고리 문어(Blue Ring Octopus)
푸른고리 문어(Blue Ring Octopus)는 다른 말로 표범문어라고 하며, 이름

푸른고리 문어는 맹독을 가진 생물 중 하나이며, 보통 복어만이 지니고 있

에서 느낄 수 있듯 보통 문어보다 작고 노란색 몸에 선명하고 보랏빛이 도

다고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는 파랗고 동그란 고리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아

는 바다생물 가운데 푸른고리 문어의 독이 가장 강하다고 한다. 더구나 해

주 작고 예쁜 문어이다. 크기는 3~5cm 정도로 탁구공만큼 작다. 아열대

독제도 없다. 다이버는 물속에서 이 푸른고리 문어를 절대로 만지지 말아

지방의 따뜻한 바다에 서식한다.

야 한다. 최근에는 우리 제주도 연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명 : Hapalochlaena SP
영명 : Blue Ring Octopus
한국명 : 푸른고리 문어
푸른점 문어
표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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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는 코코넛 옥토퍼스(Coconut Octopus)

학명 : Amphioctopus marginatus
영명 : Coconut Octopus
한국명 : 코코넛 옥토퍼스

코코넛 문어는 중간 크기의 두족류이다. 서태평양의 열대 바다에서 주로 발견된다.
코코넛 문어는 만이나 또는 라군의 모랫바닥에 서식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새우, 게, 대합조개를 먹이로 한다.
그리고 두 발로 걷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코코넛 문어는 도구를 사용한다.
사실 코코넛뿐만 아니라 조개껍데기나 심지어는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한다.
코코넛 껍질을 집처럼 이용해서 이름도 코코넛 문어가 된 모양이다.
조개껍질을 이용하는 코코넛 옥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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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의 귀재 미믹 옥토퍼스(Mimic Octopus)와 원더푸스(Wonderpus)
문어의 일종으로, 이름도 ‘흉내 내는’이라는 뜻의 ‘미믹(mimic)’을 써 ‘미
믹 옥토퍼스’라고 한다. 미믹은 다른 문어에 비해 다리 길이가 유독 길어
서 주로 다리를 이용해 변신한다. 또 온몸에 갈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
는데 흉내 내는 생물에 따라 무늬가 흐려지기도, 더 진해지기도 한다.
미믹 옥토퍼스의 흉내 내기는 적으로부터 공격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순
식간에 나오는 능력이다. 주변에 있는 생물로 변해 몸을 숨기거나 적보
다 큰 생물로 변해 상대를 위협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흉내
낼 수 있는 생물 종류가 넙치, 라이언피시, 바다뱀, 바다달팽이 등 40여
종에 이른다.
넙적한 모양의 넙치는 머리카락을 넘기듯 다리를 뒤쪽으로 일제히 넘겨
넙적한 몸체를 만들고, 라이언피시의 사자갈기 같은 가슴지느러미는 다
리를 사방으로 꼿꼿이 세워 만든다. 실처럼 긴 바다뱀은 몸의 일부를 바
닥에 묻은 후 다리 2개만 밖으로 내어 길게 늘어뜨린다.

학명 : Wunderpus photogenicus
영명 : Wunderpus

학명 : Thaumoctopus mimicus
영명 : Mimic Octopus

참고

Wonderpus와 Mimic Octopus의 차이

Wonderpus는 학명이 Wunderpus photogenicus이다. 기존의 Mimic Octopus는 학명이
Thaumoctopus mimicus이다. 엄밀히 말해 Wonderpus는 과는 Octopodidae Family 즉 문어
과(또는 낙지과)로 같지만 속(Genus)과 종(Species)이 다르다. 하지만 Mimic Octopus가 일
반적으로 의태문어(흉내내기문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Wonderpus
도 Mimic Octopus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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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제17회

포커스 라이트
(Focus Light)

글/사진 구자광

최근에 시판되는 카메라들은 성능이 좋아져
서 웬만큼 어두운 곳에서도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 자동초점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
나 작은 주제를 촬영하면서 카메라의 자동초점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 피사체가 어두우면 자동초점 시간이 오래 걸
리거나 초점을 잘 잡지 못한다. 그래서 카메라가 초점을 잡는 동안 피사체를 밝게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초 점을 잡기
위해 피사체를 밝게 해 주는 라이트를‘포커스 라이트’
(Focus Light) 또는‘타깃 라이트’
(Target Light)라고 한다.
가끔 포커스 라이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스트로브가 발광했을 때 특정한 부위가 주변부보다 밝아져 사진에 포커스
라이트의 광륜(불빛이 둥그렇게 나타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포커스 라이트는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때만
켜지고 스트로브가 발광할 때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동으로 소등되지 않는 것을 사용할 때는 초
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의 밝기를 가진 스트로브가 좋다. 또 직진성이 있는 라이트보다는 라이트에 확산판을 부착하
여 특정한 부위가 주변부의 밝기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라이트가 좋다.
사진가의 양손은 카메라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포커스 라이트를 들 수 없다. 따라서 포커스 라이트는 버디가 들거
나 하우징이나 스트로브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시중에는 하우징에 셔터 연동 포커스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
나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다. 또 스트로브에 셔터 연동 포커스 라이트 기능이 내장된 제품도 있
다. 포커스 라이트 기능이 내장된 스트로브는 스트로브의 발광 배터리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사용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야간의 포커스 라이트
야간에는 반드시 주제를 비추어 줄 별도의 빛이 필요하며, 카메라는 주제를 비추는 빛이 밝아야 오토포커스 기능이
작동된다. 어떤 타입의 라이트가 필요한지, 하우징에다 어떤 방식으로 장착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주제의 종류를 선
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수중사진에서 크고 밝은 포커스 라이트는 피사체인 동물이나 생명체가 밝은 빛에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접근하기도 전에 재빨리 숨어
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움츠러든다. 또 수온이 따뜻한 물에서는 밝은 빛을 보고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모여 드는데, 이것이 스트로브 빛에 반사되어 백스케터(Back Scatter)
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 촬영의 포커스 라이트는 빛의 양이 적은 라이트가 바람직하다. 카메라의
포커스 라이트의 빛이 약하더라도 자동 포커스 기능이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만다린 피시나 해마와 같이 빛에 대해 매우 민감한 피사체는 빛에 대한 반응이 빠르
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민감한 생물들을 찍을 경우에는 포커스
라이트에 적색 필터를 붙여 붉은 빛을 비추게 하면 피사체들이 빛을 감지하지 못하
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쉽다. 붉은 빛이라도 뷰파인더를 통해 피사체가 잘 보이고, 오
토 포커스도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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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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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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주)파티마엔지니어링의 수중에서 사진촬영과 비디오촬영을 할 수 있는

캐논 5D Mark-3 수중하우징(Marineboy)
■ 5D Mark-3 수중하우징 주요사양

■ 5D Mark-3 수중하우징 주요특징

1. 사용 카메라 : 캐논 EOS-5D Mark3

- 수중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진과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능버튼 제작

2. 재질 : 내부식성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아세탈, 동

- 사용자가 편리하게 촬영 자세에 응용하도록 트레이 손잡이의 각도 조절 가능

3. 제작 방식 : 통 알루미늄 MCT 기계 가공 제작

- 수중에서 중성부력인 완벽한 하우징 (하우징, 트레이, 카메라, 렌즈 장착 후 담수에서 0kg)

4. 도금 방식 : 바렐, 센딩 후 아노다이징 경질 도금, 특수 코팅

- 수중에서 전자식 조작과 기계식 조작이 가능한 하우징

5. 색상 : 검정

- Marine Viewer 수중 모니터를 통해 촬영 중인 영상을 수중과 지상에서 HD로 실시간 볼 수 있음

6. 최대 방수 수심 : 하우징 본체 200m

- Okii 컨트롤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사용자의 편리성 도모

7. 하우징 본체 무게 : 4.975kg (육상)

- 컴퓨터로 컨트롤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사용자의 편리성 도모

8. 크기 : 180mm X 400mm X 150mm(하우징, 트레이 결합)

- USB 수중 케이블(50M)을 통해 지상에서 컴퓨터로 카메라 제어 가능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포트 사용(CANON16/35) : 광학 평포트, 아크릴 돔포트, 광학 돔포트, 마크로 광학 평포트

■ 5D Mark-3 수중하우징 본체
고강도 알루미늄을 MCT 가공한 제품으로 매우 튼
튼하며 수중에서 결로에 강하고, 수중 촬영 시 편
리성 및 카메라 조작의 편의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
어 제작 되었습니다. 파티마의 제품은 주물 제품이
아닙니다. 모든 제품은 통 알루미늄으로 MCT 가공
되어 내구성과 결로에 강합니다.

■ 렌즈 포트
하우징에 사용되는 포트는
캐논 광학 평포트(캐논 16-35mm),
아크릴 돔포트(캐논 16-35mm),
광학 돔 포트(캐논 16-35mm), 마이크로
광학 평포트(캐논 100mm)가 있습니다.
광학 돔-포트의 사용으로 수중에서 동영
상 촬영 시 많이 발생하는 영상의 왜곡이
나 빛의 각도에 의해 일어나는 난반사를

■ Marine Viewer 수중 모니터
(확대렌즈 장착 모니터)

최소화했습니다. 수용되는 줌렌즈는 하우
징 자체에서 줌, 포커스를 다이얼을 통해
기계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OS-5D Mark3 카메라에서 HDMI 단자를 이용하여
모니터로 연결되므로 1080i의 선명한 HD 확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좌, 우, 앞, 뒤로 90도까지 모니터 하
우징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어떠한 자세에서도 촬
의 버튼으로 모니터의 여러 가지 메뉴를 조작할 수 있

■ USB 수중케이블(50M)을 통해
지상에서 카메라 컨트롤

고, 모니터의 HD-SDI를 통해 수중케이블로 지상으로

수중에 위치한 카메라를 USB 수중케이블을

영이 편리합니다. 또한, 수중에서 하우징에 내장된 8개

FULL HD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카메라를 제어 가능
합니다.

■ 카메라 컨트롤 Okii 장착 가능
카메라에서 유선으로 연결되는 Okii 카메라 컨트롤 장치는 하우징 우측 손잡이 위에 장착되며 ON/OFF 스위치, 버튼 9개,
조절 다이얼 등으로 수중에서 카메라의 촬영모드 대부분을 매우 편리하게 컨트롤 합니다. Okii의 고장 시 하우징 본체의 15
개의 핀과 4개의 다이얼, 포트의 줌 다이얼, 포커스 다이얼로 카메라를 수동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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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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새내기를 위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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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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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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편리한 모드 기능을 활용하자
방수프로텍터와 함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 기종
들은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있는 장면모드 안의 수
중모드는 케논,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후지필
름 등 대부분의 카메라메이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
능이다. 여기서는 수중촬영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위주로 설명한다. 구입시에는 구입하려
는 동급 카메라들의 사양표를 비교 분석한 후 본인
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면 좋을 것이다.

수중 와이드 1
산호 군생이나 물고기떼와 같은 커다란 피사체 촬영
에 가장 적합한 모드이다. 와이드 촬영에 가장 적합
한 조리개값과 셔터스피드의 조합이 되
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바다의 푸른색
이 자동으로 촬영했을 때보다 더 아름
답게 표현되고, 내장스트로보가 자동
발광해 피사체의 색깔이 재현되어 깨끗
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화면전체에서 초점을 검출하는 수중와이드1로
설정하면 아네모네 피쉬와 같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기에 적합하다.

수중 와이드 2
돌고래나 고래상어처럼 움직임이 빠르고, 스트로보없
이 촬영하는 것이 기본인 피사체에 적합한 모드로, 셔
터스피드나 ISO감도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높여줘, 한
번에 여러 장 연속촬영이 가능하다. 이 모드에서는 내
장스트로보가OFF가 되므로, 지형이나 생물을 실루엣
으로 촬영하고 싶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모드이다.

수중와이드2로 설정하면 내장 스트로보가 OFF가 되어 자연광만으로 촬영하므로,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 (고래상어 등등)를 스트로보없이 촬영하고 싶을 때나 동굴 등의 지형에서 적합한모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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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매크로
새우, 게, 갯민숭달팽이, 망둑어 등과
같이 작고 움직임이 적은 피사체에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싶을 경우에
적합한 모드이다. 렌즈는 자동적으로
근접 촬영할 수 있는 매크로모드로,
내장 스트로보는 강제발광으로 전환
되어 피사체의 색깔을 아름답게 표현
할 수 있다. 초점은 중앙 1점으로 검
출된다. 촬영 후 일부를 잘라내는 매
크로 촬영에도 적격이다.

수중매크로모드에서는 간단하게 바다의 푸른색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 깨끗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갯민숭달팽이나 새우, 게, 망둑어, 빨간 씬벵이 같은 작은생물 촬영에 적합하다.

슈퍼 매크로 모드
매크로모드로는 크게 클로즈업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피사체의 촬영에 적합한 것이 슈퍼매크로
모드이다.《올림푸스》
의 일부 기종에 있는 기능
으로 피사체에 LED라이트가 켜져 촬영에 적정한
밝기를 얻을 수 있다. 내장 스트로보가 발광하지
않는 기종은 라이트를 비춰 촬영해야 한다.

조윤희

매크로모드에서는 화면 가득 클로즈업 할 수 없는 몇 cm 단위의 피사체, 새우, 게, 갯민숭달팽이와 같은
아주 작은 생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촬영하고 싶을 때 슈퍼매크로 모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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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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필리핀 비사야 지역
다이빙 투어와 한인 다이브 리조트

맑은 시야,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
글/사진 구자광 (일부사진은 리조트에서 제공)

90

필리핀 비사야(Visayas) 지역
우리나라에서 단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필리핀 비사야 지역은
필리핀을 구성하는 네 지역 중에 하나이다. 수도 마닐라(Manila)가
있는 북쪽의 루손 지역과 남쪽의 민다나오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
으며, 네그로스(Negros), 세부(Cebu), 보홀(Bohol), 파나이(Panay)
등 큰 섬 7개와 수백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필리핀 중부
에 해당된다. 비사야 중앙에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587Km 떨
어진 세부(Cebu) 시가 비사야 지역의 중앙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보홀(Bohol) 섬과 레이테(Leyte) 섬이 접해 있고, 서쪽에는 네그로
스(Negros) 섬과 파나이(Panay) 섬이 위치해 있다.
비사야 지역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는 막탄섬, 발리카삭섬, 아포섬,
릴로안, 두마게테, 모알보알, 보라카이섬, 레이테섬 등에 분포되어
있고, 각 섬마다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산재해 있어 어디
를 가든 그 지역의 바닷속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비사야 지역은 세부공항에서 가장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위락시
설도 밀집해 있는 막탄섬을 비롯하여 연중 고래상어를 볼 수 있
는 릴로안과 오슬롭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잭피쉬 무리로 유명한
보홀의 발리카삭, 아포섬을 눈앞에 둔 두마게테의 다우인 등 필리
핀에서 유명한 다이브 사이트들이 모두 모여 있어 국내 다이버들
에게 오래전부터 각광받는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다. 이번에는 필
리핀 비사야 지역의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5
곳의 다이빙리조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세부의 막탄섬 - 뉴그랑블루 리조트
▶ 세부 남단의 릴로안/오슬롭 - 노블레스 리조트
▶ 두마게테 다우인 - 킴스다이브
▶ 보홀의 팡글라오섬 - 디퍼다이브 리조트
▶ 파나이의 보라카이섬 - 씨월드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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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무리의 정어리 때가 장관을 이루는

세부 막탄섬
비사야 지역의 중심인 세부시는 필리핀의 가장 가운데 위치한 오

있어서 호핑투어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래된 도시이며, 공항이 있는 막탄섬에는 휴양지가 아름답게 개발

탐불리피쉬피딩 스테이션은 5~6m 수심의 바닥은 모래이며 군데

되어 있어 일반 관광을 하거나, 신혼여행으로 많이 방문한다. 물

군데 녹색의 잘피류들이 초원을 이루고 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론 스쿠바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10m 수심 정도로 내려가면 산호와 해면 말미잘들의 무척추 동물

세부를 가려면 막탄공항으로 가야 한다. 막탄섬은 세부시 바로 앞

들이 풍부해지고 리이프피쉬들이 많다. 막탄의 다이브샵들이 침몰

에 있는 섬인데 두 개의 다리로 세부와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이

시켜 놓은 작은 비행기도 불 수 있으며, 그 주변에는 담셀피쉬와

알고 있는 세부 휴양지는 막탄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

놀래기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큰 무리의 정어리 때도

는 곳이다. 또한 막탄섬의 다이빙은 오래전부터 현지인과 외국인

장관이다.

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만큼 다이빙 포인트로도 좋은 곳이 많다.

또한, 수심 5m 리이프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절벽을

다이빙 포인트들이 섬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고, 절벽을

따라 내려가면 수심 30m지점에 마라곤돈 캐이브의 입구가 있다.

따라 대형 부채산호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막탄섬의 주위에도 여

동굴의 입구는 폭이 약 15m이고 굴의 길이는 약 45m이며 몇 개

러 개의 섬이 산재되어 있는데 섬마다 아름다운 백사장을 가지고

의 작은 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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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막탄섬

뉴그랑블루 리조트
대표 : 정용선
대표전화 : 070-8248-8770
홈페이지 : www.cebutour.co.kr / 이메일 : topedo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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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그랑블루 리조트는 막탄섬에 위치한 Palm Beach
Resort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Palm Beach Resort는
58개의 객실을 보유한 신축호텔이다. 장기투숙 고객
을 위하여 모든 객실에 조리가 가능한 부엌시설을 갖
추고 있어 마치 콘도에 온 것 같으며, 넓은 지하 주차
장도 보유하고 있다. 막탄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
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세부지역을 방문한 관광
객이 편하게 묵으며 관광할 수도 있다.
뉴그랑블루 리조트는 새로 구비한 최신형 스쿠바다
이빙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 PADI/SDI/NAUI 다이빙 강사들이 있다. 서
비스도 훌륭하고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1. PADI/SDI/NAUI 다이빙교육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4. 숙식이 가능한 고급 팜비치 리조트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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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를 100% 만날 수 있는

세부의 릴로안/오슬롭
세부에서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마을의 릴로안(Liloan)은 필리핀 말 그대로 소용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릴로안을 기준으로 볼 때, 세부 서편과 네그로스(Negros) 섬 사이에
흐르는 조류와 세부 동쪽에서 내려오는 조류가 만나다 보니 아주 센 조류가 형성되는 지역이다.
리조트 앞 릴로안 비치에 산재해 있는 다이빙 포인트는 접사 피사체와 산호초의 광각 풍광이 한
데 어우러져 있어 수중풍광이 아주 아름답다.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오슬롭이 릴로안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수밀론섬, 아포섬 등을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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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의 릴로안/오슬롭

노블레스 리조트
대표 : 정광범
현지전화 : 070-8234-6200, 63-32-480-9039
홈페이지 : www.noblesseresort.com / 이메일 : jkb65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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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리조트는 필리핀 세부섬 최남단의 깨끗하고 맑은 시야를 자랑하는 릴로안 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걸어서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청정 비치에서 운영하는 호텔형 리조트로서 넓은 규모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다이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비치바, 수영장,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각 객실에도 Wifi가 설
치되어 있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리조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슬롭은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고래상어를 보기
원한다면 릴로안 노블레스 리조트를 찾으면 된다. 릴로안 앞에는 아기자기한 작은 생물에서부터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들이 가까이 있어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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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터인 아포섬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두마게테의 다우인
필리핀 중부 비사얀 제도에서 세부시 다음으로 큰 항구도시로 섬 사이를 항해하는 배들과 외국과 교류하는 배들이 많
은 곳이다. 다른 섬들보다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행정적인 면도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교육중심지로서 대학도시라
불리는 만큼 최고의 교육수준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실리만대학교도 이곳에 있다.
두마게테 공항에서 차로 25분 거리인 다우인(Dauin) 지역은 해변을 따라 다이빙리조트가 이어져 있다. 다우인 지역의
다이빙은 주로 아포섬과 다우인 비치의 다이빙으로 나뉜다. 아포섬은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보호하고 있는 세
계적인 포인트이며 웅장한 풍광과 원시적인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필리핀 다이빙 포인트 중에 가장 뛰어나다.
다양한 종류의 산호와 잭피쉬무리, 바라쿠다 무리 등은 늘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피쉬, 고스트파이프 피쉬 등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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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게테의 다우인

킴스다이브 두마게테

대표 : 김민석
현지전화 : 070-7682-1042, 63-917-704-5153
홈페이지 : www.kimsdive.com / 이메일 : dive-m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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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다이브가 위치한 두마게테 다우인은 두마게테
공항에서 남쪽 도로를 따라 25분 거리에 위치한 조
용한 해변 마을이다. 킴스다이브는 아포섬이 바로
앞에 보이는 유럽식 리조트로 객실이 방갈로식으
로 되어 있으며, 수영장 휴게실 레스토랑 등 부대시
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 데이트립도 가능하다.
다이빙이 끝나면 두마게테 시가 20분 정도의 거리
에 있어 필리핀의 도시 현지인 문화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1. 다이빙교육
2.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3.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4. 숙식과 다이빙이 가능한 최고급 리조트 시설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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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5대 다이빙 포인터중에 하나인
발리카삭섬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보홀의 팡글라오섬
104

보홀섬은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다. 세계적인 5대 다이
빙 포인터(팔라우, 타이티, 몰디브, 시파단, 보홀)중에 하나이
다. 필리핀 보홀섬은 초콜릿 힐, 타르시어스 원숭이, 혈맹 기념
상, 히나다난 케이브, 로복강, 섬 호핑, 고래구경 관광 등이 유
명하며 섬 전체에 고풍스러운 기념물들이 있어 이색적인 매력
이 풍기는 곳이다. 초콜릿 힐에는 1,268개의 원뿔형 동산들이
펼쳐져 있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보홀섬을 대표하는 타르시어스 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 동물이다. 이곳에서만 서식해서 보홀섬을 상징하
기도 한다. 야행성이며 크기가 4~5인치 정도로 작다.
보홀섬의 해안은 완만한 만과 백사장으로 수놓아져 있다. 이곳
은 또한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비사야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발리카삭 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무
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섬 해안을 따라 형성된 수중절
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군데 형성된 모랫바닥
에는 접사 피사체들로 넘쳐난다.

March/April 105

보홀의 팡글라오섬

디퍼 다이브 리조트
대표 : 장태한
현지전화 : 070-7667-9641, 63-921-499-1859
홈페이지 : www.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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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야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역사적 명소가 많다. 해안선에 펼
쳐져 있는 백사장은 열대지방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보홀섬 주변에는 75
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 팡글라오섬이 가장 크고 이곳에는 아름답기로 유
명한 아로나 비치와 다나오 비치 등이 있다.
디퍼다이브 리조트는 팡글라오섬의 다나오 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눈부시고
아름다운 해변을 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리조트를 신축하여 오픈
하여 많은 다이빙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리조트에는 대형 잠수풀을 갖추고
있어 원하는 다이빙 교육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홀
의 대표적 다이빙 명소로는 필리핀 월(Wall)다이빙의 대명사격인 발리카삭
(Balicasag island) 섬을 손꼽을 수 있는데, 디퍼다이브 리조트는 팡글라오
섬에 있는 다른 다이빙 리조트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언
제든지 발리카삭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1. PADI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과정)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4. 숙식이 가능한 최고급 리조트 시설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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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하얀 백사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가진

보라카이섬
보라카이섬은 파나이섬 북쪽에 위치하며, 세로가 7km, 가로가

각광을 받다가 다이빙 사이트로까지 확대되었다. 보라카이가 스

1km밖에 안 되는 작고 길쭉한 섬이다. 보라카이(Boracay)란 말의

쿠바다이빙 사이트로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름답지 않은 것

유래 중 하나는 bora와 buracay의 합성어라는 것이다. bora는 현

은 아니다. 실제로는 필리핀에서도 제1의 파라다이스 섬으로 꼽히

지 말로 솜(cotton)이며, buracay는 거품이 많다(bubbly)는 뜻이

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또한 한국의 신혼여행객들이 가

다. 즉 솜같이 부드럽고 하얀 백사장에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모

장 많이 가는 곳이 필리핀 여행지이기도 하다. 수상 스포츠를 즐길

습을 그린 것이다.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가족단위

보라카이섬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

로 여행해도 만족스러운 곳이다.

관을 자랑한다. 처음에 보라카이 섬은 유럽인들의 비치 휴양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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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섬

씨월드 다이브 센터
대표 : 김순식
서울사무소 : 070-8600-2154, 현지전화 : 070-8258-3033, 63-36-288-3033
홈페이지 : www.seaworld-boracay.co.kr / 이메일 : kimsoonsi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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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 다이브 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1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성업 중에 있다.
PADI SCUBA DIVER COURSE부터 PADI INSTRUCTOR COURSE까지 PADI의 전 교육과정을 가
르치는 다이브 센터이다.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는 프로를 지망하는 교육생을 위해 3, 4, 7주 등의 여
러 집중 개발 코스를 마련하여 단시일 내에 강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강사 6명, 외국인 강사 2명, 한국인 매니저와 10여 명의 필리핀 스텝이 씨월드에 근무하고
있다.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는 다이버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16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
급 리조트를 갖추고 있다. 연 2,000여 명 이상의 체험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연 500여 명의 PADI
C-CARD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 30여 명의 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스쿠바다이
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 5세부터 가능한 PADI SASY 프로그램, 만 8세부터 참가할 수 있는
PADI BUBBLE MAKER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씨월드 다이브 센터에서는 일반 관광객의 편
의를 위해 필리핀 국내선 항공, 리조트 예약, 각종 해양 스포츠, 섬 일주 관광 등 일반적인 보라카이 여
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PADI 다이빙교육(오픈워터, 강사과정)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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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HOLLIS

오션챌린져

1500SE/DC7

500SE 2nd Stage
▶ pneumatic 밸런스 시스템
▶ 30" Maxflex 호스와 함께 제공
▶ 필요한 경우, 수중에서 도구없이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설계
▶ 위, 아래 구분이 없어 오른쪽 또는 왼쪽 어느 방향이든 사용 가능

DC7 1st Stage
▶ 고성능 오버-밸런스드 시스템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중간압 제공
▶ 1개의 고압포트와 4개의 저압포트
▶ 내부의 부식, 오염, 동결 방지를 위한 환경 씰링 처리
▶ 엄격한 CE 규정에 따라 찬물 다이빙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 나이트록스 40%가능
▶ 요크, 딘 타입가능(300bar)

HOLLIS
기체 사용

6

트라이믹스 최대 수심

120m

로그 저장

24회

FO2 설정

7% - 100%

헬륨 설정

0 - 93

PO2 설정

1.0 - 1.6

개별적인 PO2 설정

가능

배터리

CR2450 리튬

트랜스미터

6개까지 사용 가능

나침반

3 Axis

오디오 알람 ON/OFF

가능

다이빙 샘플링 저장

2, 15, 30, 60초

다이빙 화면 개별 설정

가능

다이빙 중 기체 옵션 변경

가능

알고리즘

Buhlmann ZHL 16C + GF

기체 변경 알람

가능

TUSA

1 Tina

▶ Freedom Technology 적용
▶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마스크 우측의 데코레이션 포인트
▶ 여성미가 돋보이는 크리스탈 커트 가공
▶ 여성의 얼굴에 맞는 인체공학 스커트
▶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5단 조절식 스트랩 어저스터
▶ 인체 공학 설계의 3차원 마스크 스트랩
▶ 정확한 착용이 가능한 라운드 에지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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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X1

OCEANIC

1 GEO 2

▶ 컴퓨터 타입 : 손목시계형
▶ 작동 : 모드 일반다이빙(공기/나이트록스)
게이지, 프리다이빙, 시계
▶ 색상 : 3 (흰/연두, 흰/파랑, 검/흰)
▶ 나이트록스 혼합 : 2 (21 - 100%)
▶ 알람/경고 설정: 가능
▶ 알고리즘 : 듀얼 알고리즘
▶ 자동 고도 조정 : 가능
▶ 상승 속도 모니터링 : 가능
▶ 안전 정지 : 타이머 조정 가능

SLBL

SEBL

▶ 딥 스톱 : 가능
▶ 로그 저장 : 24회 다이빙
▶ 백라이트 : 가능

OCEANIC

2 HERA

▶ 여성 다이버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특별한 디자인과 기능
▶ 특허받은 BioFlex 하이브리드 블레이더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부력의 극대화를 제공
▶ 특허받은 조절 가능한 수심 보정 허리밴드
▶ 몸에 딱 맞는 하네스 조절로 상체에 편안함을 제공
▶ QLR2 웨이트 시스템은 20lb의 웨이트를 제공하고, 후면에는 5lb 웨이트 포켓이 위치

TUSA

2 IQ-1202

▶ 세계 최초 M값 경고 기능 탑재(감압증 예방)
무 감압 다이빙 시간 설정
체내 질소 압력 설정 : 감압 다이빙 라인 설정치(95% / 90% / 80%)에 도달 시 경고 알람
▶ 태양열 충전 방식(MADE IN JAPAN)
일반적인 태양열 충전 시계와 같은 기능으로 충전 부족현상 없이 사용 가능
(2차 축전지를 사용, 완충 시 60분 다이빙을 30회 사용 가능)
▶ 3년 안전 보증
배터리 교체가 필요없는 씰 부분이 공장 출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침수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 또한 기존 컴퓨터의 문제점이었던 물 감지 및 압력 센서를 통한 다이브 모드의
전환 시스템 구조에서 발생했던 스위치 부분의 부식이 발생치 않음
▶ 계산 능력이 뛰어난 16비트 CPU 탑재 / 무단계대기압계측
계산 처리 능력이 현격히 높고 복잡한 계산의 갑압 정보를 빠르게 다이버에게 알려 줌
육상에서 대기압 계측을 20초 간격, 표고 차를 10cm 간격으로 실행하여
일반적인 대기압에 있어서도 갑압 계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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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인터오션

1 픽스네오2000DX

\1,250,000

일본 피쉬아이사에서 수중촬영용 2000루멘 LED비디오 라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이즈가 매우 컴팩트하며 기존의 배터리 고정방식이 아닌 배터리 분리형으로 추가하여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내 반입시 분리가 가능합니다. 6가지 종류의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핸드 마운트 장착으로 다이브랜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부분과 회로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침수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밝기 : 2000루멘
▶ 조사각 : 100도(수중) , 120도(육상)
▶ 사용시간 : 60분(풀파워)
▶ 방수수심 : 100m
▶ 크기 : W53ｘH57ｘL110mm
▶ 무게 : 347g(육상)/115g(수중)
▶ 특징 : 5가지 마운트 포함, 밝기 및 배터리 잔량
표시용 LCD창
밝기 조절 4단계 버튼 조절 및 밝기조절
1~100% 단계별 조절 가능

픽스네오 컨트롤 리모콘

\280,000

▶ 픽스네오 랜턴을 비디오 촬영용으로 사용시
하우징 핸들에 장착하여 광케이블로 랜턴과 연결하여
비디오라이트 밝기를 리모콘으로 조절가능
▶ 밝기 조절가능, on/off 가능
▶ 광케이블 별도

픽스네오 3타입 필터 \150,000
▶ 픽스네오 랜턴에 사용가능
▶ 3가지 타입의 필터를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가능
▶ 레드필터, 5000K 필터, 4000K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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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토치 비디오프로7

\1,150,000

▶ 밝기 : 5000루멘
▶ 조사각 : 120도
▶ 사용시간 : 60분(풀파워)
▶ 직경 : 53mm x 길이 130mm
▶ 방수수심 : 100m
▶ 특징 : 5가지 밝기의 화이트라이트, 2가지 밝기의 레드라이트
SOS기능, 배터리 잔량에 따른 LED 표시

3 피쉬 라이트 V24

\750,000

▶ 밝기 : 2400루멘
▶ 조사각 : 120도
▶ 사용시간 : 60분(풀파워)
▶ 직경 : 60mm x 길이 126mm
▶ 방수수심 : 100m
▶ 특징 : 3가지 밝기의 화이트라이트, 2가지 밝기의 레드라이트

4 T-14040

\1,200,000

▶ 밝기 : 1000루멘
▶ 조사각 : 50도
▶ 사용시간 : 3.8시간(풀파워)
▶ 방수수심 : 40m
▶ 무게 : 0.58kg
▶ 특징 : 손목거치대(포함)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T-24040

\1,500,000

▶ 밝기 : 2000루멘
▶ 조사각 : 50도
▶ 사용시간 : 1.9시간(풀파워)
▶ 방수수심 : 40m
▶ 무게 : 0.63kg
▶ 특징 : 손목거치대(포함)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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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마린뱅크

1 CHROMIS
크로미스
▶ 가볍고, 빠르며, 정확함
▶ 편리한 듀얼 타임, 알람시계 기능
▶ SCUBA 모드에서 스톱워치 기능
▶ 버튼 타이머
▶ 읽기 쉬운 큰 글씨 및 120m 방수기능
▶ 특허기술 : 스트로크 카운터 (거리계산)
▶ 연장 스트랩 포함
▶ 색상 : BK, OR, WHT

USB 인터페이스

2 G260 TACTICAL
MK25/G260 TACTICAL
▶ G260의 기초 기술에 더하여 고강도 나일론 화이버
글라스 케이스 및 dark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링
▶ 최상의 컨트롤과 편안함을 위한 스위벨 호스
▶ 스텔스 디자인의 노브와 너트
▶ 공기 흐름 조절 밸브
▶ 동계 다이빙에 적합한 메탈 부품
▶ 다이버 조잘 VIVA
▶ 호스 방향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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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ERFLEX
에버플렉스
▶ X-form 방식을 100% 이용한 신형 Everflex 슈트이며
또한 적은 수의 패널과 Seam은 최고의 신축성과
편안함 부여
▶ 속건성의 신형 Diamond Span innner 디자인으로
보온성 극대화
▶ 이중 목씰은 편안함과 물의 유입 방지
▶ 마모 방지 재질의 엉덩이와 어깨 패드로 내구성 강화
▶ 3mm, 5mm

4 S560
MK21/S560
1단계
▶ 피스톤 방식의 신형 1단계
▶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 독특한 열 교환방식의 동결 방지 디자인
▶ 저압포트 4, 고압포트 2
2단계
▶ 경량의 테그노 폴리머 배럴
▶ 에어 발란스 Flow Valve
▶ 고속 배기 밸브
▶ 다이버 조절 VIVA
▶ 금속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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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포스엘리먼트 코리아

1 드라이백팩

\130,000

▶ 출시일 4월초 (국내 입고일 : 4월 15일 예정)
▶ 용량 : 50리터
▶ 특징 :
- 완전 방수
- 고주파처리 내부 마감 : 내구성과 방수성이 탁월
- 인체공학적 설계 : 어깨에 착용시 밀착감 최대화
- 독특한 미니멀리즘 디자인 :
세련되고 심플한 포스엘리먼트의
고유 디자인

2 아르고 방수 더블백

\160,000

▶ 용량 : 44리터
▶ 특징 :
- 고주파처리 내부 마감 : 내구성과 방수성이 탁월
- 독특한 미니멀리즘 디자인 : 세련되고 심플한 포스엘리먼트 고유 디자인
- 드라이슈트 전용 가방 사용 가능, 스킨 장비 세트 가방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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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블릭 세이프티 아거노트 드라이슈트

\5,300,000원

▶ 부드럽고 유연한 코듀라플렉스 트리라미네이트 소재 원단
▶ 웜넥 칼라 : 활동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HD 라텍스 넥씰과 함께 구성
▶ 벨브 : 아펙스 인렛과 배기밸브
▶ YKK 아쿠아씰 콤포지트 지퍼
▶ 노트주머니, 번지루프가 장착된 2개의 텍-포켓
▶ 슈트 내외부 모두 마모로 부터의 예방을 위한 Duratex 테이핑 처리
▶ 최강의 내구성을 위한 플렛심 테이핑
▶ Duratex 패널로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주요부위 강화
▶ 드라이 슈트 색상 선택 가능
▶ 실리콘씰과 드라이장갑을 포함한 Sitech 안타레스 링 시스템 : 실리콘씰 자가교체 가능
▶ Sitech 실리콘 목씰 시스템 : 실리콘씰 자가교체 가능
▶ Sitech 또는 Agir의 Pee Valve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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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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뉴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글/사진 정상우 (PADI CD, 마린마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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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행하는 패션은?

<지식개발 변경과 추가 내용들>

해마다 패션계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소비자의 니즈(needs)와 실용

- 압력, 부피, 밀도의 개념은 부력보다 앞서서 소개가 된다.

성에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또는 다이나믹하게 변화한

-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이브 컴퓨터 사용

다. 크고 작은 변화는 앨범 속 사진의 패션과 요즘 유행 패션을 비
교하면 어렵지 않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스쿠바다이빙도 이 패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또는 다이

법과 선택법의 정보가 지식개발에 통합되었다.
-	안전 정지와 되돌아갈 포인트의 잔여 공기양을 계획하는 공기
관리 개념이 소개되었다

나믹하게 변화한다. 2014년도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	기체마취는 이제 5단원에서 소개된다. 이것은 학생 다이버들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패션계의 리더격인 PADI의 심플하고 디

감압병, 오염된 공기와 산소 중독을 기체 마취의 증상과 징후로

테일해진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이다.

부터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코스는 2년에 걸친 분석과 계획 그리고 개발을 통한 경험에서
만들어졌으며 여러 번의 테스트 검증 절차를 걸쳐서 재확인되었

제한 수역 스킬의 변화

다. 2014년 상반기는 새로워진 오픈워터 코스를 위하여 국내외에

제한 수역다이브에서의 변경되고 추가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안

서 많은 업데이트와 워크숍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트레이닝 블루

전에 대한 디테일한 스킬들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유동성 스킬로

틴과 언더씨 저널을 통해 알려진 뉴 PADI 오픈워터 코스의 변경과

전환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추가된 중요 내용을 필자의 견해를 곁들여 살펴보았다.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할 수 있다.
강화된 안전에 관련된 스킬들은,

왜 변화해야 했는가?

-	느슨해진 밴드 스킬은 실린더가 느슨해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

PADI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코스를 더욱 업그레드 시키고자 지

중 수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동성 스킬로 추가되었다.

난 12개월 동안 13,700명의 코스 참가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	긴급 웨이트 떨어뜨리기 기술은 위급한 상황에서 웨이트를 효과

그 결과 이 코스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적으로 떨어뜨리고 다이버 스스로 양성부력을 느끼게 하기 위하

를 위해 업데이트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PADI의

여 새로운 제한 수역 또는 개방수역에서 할 수 있는 유동성 스킬

탑5의 오픈워터를 가르치는 강사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로 추가되었다.

PADI는 트레이닝 부분에서 최고 안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록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몇몇 가지
의 다이버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다이빙 활동 중의 문제
점을 줄일 수 있는 코스의 변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	기존 단원 스킬에서 유동성 스킬로 변경된 것은 LPI 호스 분리
하기 스킬과 수면에서 웨이트 시스템 제거와 부착하기이다.
-	공기관리 스킬은 공기잔량이 20ba 이내임을 SPG 확인 없이 알
려야 한다. 공기 고갈이 진행되는 상태를 침착하게 인식하고 대
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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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 중 AAS 사용하기는 수중 유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공기고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갈에 대응하고 최소한 1분 동안 AAS를 사용하여 유영 후 수면

-	버디와 가까이 머무르기와 수면에서의 좋은 습관들은 이제 공식

으로 상승, BCD에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양성부력을 확보해

적으로 실행 달성 조건이 되었다. 이는 수면에서 편안한 양성부

야 한다.

력을 확보하고 마스크와 호흡기 또는 스노클을 착용하는 등의

-	완전히 물 찬 마스크 물빼기는 전에 제한 수역에서 사라졌던 스

내용을 설명한다.

킬이었지만 부활했다. 부분마스크 물빼기와 마스크 탈부착 사이

-	하강 및 상승 그리고 환경에의 인식은 BCD를 적절히 사용하고

의 스킬로 마스크 물빼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학생 다이버를 충

부력 조절을 하여 편안히 상승 하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히 숙달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다이브 4에서 하강 속도를 조절하여 연출된 바닥에

-	미니 다이브는 다이브 5에서 학생 다이버들이 연출된 스킬들을
계획하여 연습하고 숙달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 경

접촉하기 전에 중성부력을 유지 하강을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이
상태에서 조절된 상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련, 공기고갈/AAS사용, 자유방출 호흡기, 물이 찬 마스크 또

-	유선형인지 확인하고 조절하기는 학생다이버들이 몸에 균형을

는 벗겨진 마스크, 호흡기가 입에서 빠짐, BCD 인플레이터 고

잡고 수평 자세로 편안하게 유영할 수 있도록 웨이트를 편안하

장, 버디와 헤어짐 등을 포함한 연출된 상황들에 대응하는 능력

게 분산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스킬이다.

을 본다. 이는 전에 제한 수역 트레이닝에 있었던 혼합기술 연습

-	부력(buoyancy)형은 다이버 교재에 반영된 것과 같이 중성부력

(Skil Combination Drill)을 시나리오처럼 응용 적용한 듯하다.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한 대부분
기술연습을 부력연습과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적절한 들기 테크닉은 학생다이버 버디팀이 물 밖에서 장비 착용
시 허리를 보호하며 장비를 안전하게 들기 위한 것으로 허리를
반듯이 하고 다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방법이다. 이는
제한 수역과 개방수역에서 연습을 하게 된다.

개방수역 다이브 변경과 추가 내용들
-	개방수역 다이브 1에 스킬이 포함된다. 수신호와 부분 물찬 마
스크 물빼기, 호흡기 되찾고 물빼기를 해야 한다.
-	부풀릴 수 있는 신호 튜브 사용은 새로운 다이브 유동성 스킬로,
학생 다이버들은 반드시 수면에서 신호용 튜브를 부풀리거나 또
는 수중에서 수면 마커부이(DSMB)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긴급 웨이트 떨어뜨리기 스킬은 새로운 다이브 유동성 스킬로
제한수역 또는 개방수역에서 실시한다.
-	안전정지 스킬은 강사가 평가해야 하는 유동성 기술로 남아있지
만 이제 학생다이버들은 개방수역 다이브 4에서 반드시 안전 정
지를 해야 하고, 모든 다이브에서 권장된다. 강사가 개방수역 4
이전에 평가를 하였다면 개방수역 4에서 보조강사가 평가할 수
도 있다.
-	유선형(트림)체크는 제한수역에서 유선형인지를 확인하고 조절
하는 것의 연장된 기술로 개방수역에서는 새로 추가된 기술이
다. 유선형이 확보된 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2초 안에 버디와 접촉이 가능한 거리에 머물기, 수면에서 좋은
습관 그리고 환경적 인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실행 달성 조건이
되었다.
-	지친 다이버 끌기는 PADI 스쿠버 다이버 자격을 위해서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다.

124

▲ 오픈워터 얼티메이트 팩

▲ 오픈워터 프리스크립트 레슨가이드

▲ PADI 아시아 퍼시픽 업데이트 스케줄
▲ 강사 큐카드

-	청각적 신호 사용하기는 강사가 청각적 신호기를 사용해야 하
며 다이버들은 이 수중신호를 이해하고 지시를 따르기 위해 집
◀ 강사 큐카드

중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이브 4에는 버디팀끼리 다이브 계획 및 실행하기는 만약 모
든 유동성기술의 실행 달성 조건을 끝냈다면 다이브4에는 계획

및 최종시험 답안지와 정답지,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위탁양식,

된 스킬이 하나도 없게 된다. 개정된 코스에서 학생 다이버들은

오픈워터 다이버 온라인 퀵리뷰를 www.padimembers.com에

제한 수역에서 미니다이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수역에서 강

로그인하여 Training Essentials/Curriculum/Revised Open

사가 정해준 기준들에 기초하여 다이브를 계획하게 하고 그 계

Water Diver Course Information page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획을 따르면서 직접 감독한다.

용할 수 있다.

학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함께 머무르도록 하여 강사나 유자격

PADI는 발전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이나믹한 교육단

보조자가 강사의 간접 감독하에 버디팀을 따라가게 하는 방법도

체이며, PADI의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는 해마다 기록갱신을 하는

있다. 이는 학생다이버들이 PADI 프로페셔널의 밀접한 감독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버 코스이다.

있는 동안 이에 수반되는 모든 것과 다이브를 실행하는데 전의

지난 5년 PADI 코스들은 가장 많은 수정을 통하여 최고의 교육 퀄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였으며, PADI 프로 멤버들에게 새로
운 변화에 친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또는 개정된 교재들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 제임스 론

-	PADI 뉴 오픈워터 다이버매뉴얼의 세 가지 버전이 출시된다.
첫째로 오픈워터 다이버 터치, 비디오를 포함한 태블릿을 기초
로 한 앱버전으로 애플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된다. 둘

2014년 3월, 4월 PADI 타단체 크로스오버 강사 과정
특전 AU$700 지원 특별 프로모션 문의 : 정상우 010-5226-4653

째로 오픈워터 다이버 온라인 프로그램과 셋째로 전통적인 종
이론 된 매뉴얼이며, 오픈워터 DVD를 업데이트 버전으로 만나

정상우

볼 수 있다.
-	프로페셔널 자료들로는 오픈워터 프리스크립티브 레슨 가이드,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 큐카드, 퀴즈 및 최종시험 외의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강사가이드, PADI 강습가이드의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세션,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프리젠테이션 노트와 오픈워
터 다이버 코스 지식 복습 정답지,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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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April 125

TECHNIQUE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실수로 인한 감압 다이빙이
되었을 때 대처 방법

글 김수열 (PADI CD,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운전면허증과 다이브 C-카드
‘공포는 늘 무지로부터 발생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

초보 딱지를 달고 있는 오픈워터 다이버들은 자기중심적인 다이

성년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도 운전면허증 취득

브를 하게 되고, 초보 딱지를 뗀 어드밴스 다이버들은 이때쯤 되

이 아닌가 싶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어디든 빨리 갈 수 있고,

면 임무 중심적인 다이브를 하게 된다. 딥다이브를 즐기고, 사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수개월

을 찍으며 로그북을 쓰며 물고기 이름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다.

동안 학원시설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최소의 금액으로 주행공

그렇게 할 말이 많아진 다이버들은 버디의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식을 외워 속성으로 취득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면허를 따기도

모습을 보며 슬슬 장비 탓을 하게 된다. 쩍벌이 된 것을 보니 오

전에 중고차 한대를 사두었고, 면허를 딴 다음날엔 영화처럼 요란

리발이 후진 것 같고, 렌탈 BCD라 중심도 잡히지 않고, 마스크도

한 사고를 내고 벌벌 떨며 도로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운전면허증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

을 딴 이후에도 주차연습은 어디서 해야 할지 언제쯤 고속도로로

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권유로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부피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가 작고 휴대가 간단한 다이브 컴퓨터를 선택하는 다이버가 많아

이 무척 두렵고 외로웠다.

지고 있다. 하지만 손목시계 크기의 창 안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

다이브 자격증도 운전면허증과 같다. 자격증을 딴 후에는 자신이

는 다이브 컴퓨터는 대부분이 영어이며, 약자로 표기되어 있어 매

배웠던 환경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환경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계

뉴얼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 담당강사를 붙

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들도

들고 과외를 받는 수밖에.

그렇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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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한 감압상황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한 당혹스러
운 일들은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

컴퓨터가 요란하게 삑삑거리며 깜빡이는 것이 마치 감압

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이빙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

하지만 대부분이 기본수칙을 지키

나 큰일이 난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충

지 않거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

분히 보수적인 다이빙 플랜의 한계 내에서 다이빙을 하고

추고는 극한으로 자신을 내몰기 때
문이 아닐까?
버디들은 저만치 가고, 1분 뒤 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치 일뿐 여러분의 신체,
정신적인 컨디션의 한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에게 생길 일에 대해 예상하지 못

대부분의 다이브 컴퓨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비슷하겠지만

하는 다이버들은 이 글을 끝까지

많은 제조사들의 컴퓨터가 보여주는 정보를 아래 정리해

읽어주기 바란다.

둘 테니 다이버들은 가급적 무감압 한계를 넘기지 말도록
신경을 쓰되 만일 컴퓨터가 삑삑거린다면 놀라지 말고 다
음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무감압(무정지) 다이빙과 감압 다이빙
무갑압(무정지) 다이빙

Mares icon HD
일반적인 다이빙 상황에서 보게 되는 디스플레이는 왼편에 있는 것과 같

다이브 컴퓨터 제조사들의 저마다의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다이빙 시간을 표기하고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이 10분의 잔여 시간이 남아 있다.
친절한 Mares icon HD의 무선잔압 체크모듈을 사용하면 오른편 하단에
표기된 것처럼 현재 남은 179bar의 공기로 분당 14리터를 호흡하며 지금

들을 위해서는 무정지, 말 그대로 다이브 후 정지하지 않고 권장된 속

의 호흡패턴으로 머물 수 있

도로 천천히 상승해도 무관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다이빙을

는 시간(Time To Reserve)이

위해 5m 정도 되는 수심에서 3분간 안정정지를 권장하고 있다.

25분이라고 보여준다.

감압 다이빙
앞서 언급한 무감압(무정지) 다이빙의 한계를 초과하여 레크리에이션의
범위를 넘어서 체내에 과다한 질소량으로 인해 상승 중 반드시 추가된
정지시간을 통해 몸속에 가해진 압을 감(-)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
이다. 감압 다이빙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감압 절차를 계획 후에 다이
빙해야 하므로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제공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 관심
을 가져보기 바란다.

왼편에 그림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기록은 아니지만 감
압다이빙 후 이를 위한 스케줄
을 보여준다.
25m에서 1분, 14m에서 1분,

실수로 인한 감압상황을 극단적으로 이야
기 해보자면, 10m에서 219분, 16m에서 72
분을 있어야 우리 몸에 질소가 꽉 차게 되어
감압다이빙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과연 10m
에서 3.5시간을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공기
가 부족해 상승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감압상황에 직면하면 레크레이션
다이브 테이블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5
분이내 초과시 8분간 안전정지 후 6시간동
안, 5분이상 초과시 15분간 혹은 공기가 허
용하는 한 최대한 안전정지를 하고 18시간
이상 다이빙을 하지 않고 감압병의 징후가
(PADI 다이브 테이블)

있는지 살펴야 한다.

3m에서 6분의 감압정지를 하
도록 보여준다.
감압정지를 위한 스케줄을
30cm만 어겨도 컴퓨터는 다
시 내려가 3m에서 5분의 정지
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공기고갈이나 부력조절
의 실패로 수면으로 상승한 경
우는 어렵게 다시 물로 들어가
수중재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수중재압에 대해서는 다음 기
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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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매트릭스의 디스플레이

SUUNTO - D시리즈 디스플레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6m에서

상승을 표시하는 화살표 표시를 따라

2분간 김입정지를 한 후 총

3~6m 구간으로 상승후 9분간 감압정

상승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를 해야 한다.

9분이다.
갑압정지를 위반하고 상승하였을 경우
하강을 알리는 표시와 더불어 Er (에러)
경고와 함께 48시간동안 비행을 금지하
는 표시가 나온다. 또한 다이브 모드가

TUSA-Element 의 디스플레이

작동되지 않으며, 오직 수심과 시간정보
만 나온다.

일반적인 다이빙의 경우
무감압(정지) 다이빙시 15ft(5m)
3분간 안전정지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UUNTO - Vyper 디스플레이

감압 다이빙의경우
상승표시△와 함께 감압을 요구하는
STOP 표기가 깜빡이면 3~7m정도 되
는 수심까지 천천히 상승하면서

표시

가 나오는 구역에 머물며 3분간 감압정
지를 한 후 총 정지시간 9분을 지켜 출
수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순토 컴퓨터 계열이 비슷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왼편에 질소가 쌓인 양을 보여주며, 3m로 천천히 상승하여 7분간 감압

Oceanic Geo의 디스플레이
오셔닉 Geo는 감압모드로 들어서면 알람과
함께 빨간 LED가 점등하며

메시지가 10

정지를 하라고 보여주고 있다.
실제 상승을 시작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이때 상하로 표기된 정지구간 3~3.5m에서 5분을 더 정지하면 된다.

초간 깜빡인다.
좌측에 그림은 20F 약 6~7m로 보여지나,
xxF 혹 xxM로 표기된다. 20피트 수심으로
상승하라는 메시지가 2초에 한번 깜빡인다.

APEX - Quantum

그리고 4분간 감압 후 총 7분의 정지시간을
친절한 APEX 제품은 한 눈에 모

보낸 후 다이빙을 끝내면 된다.

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감압다이빙 상황을 컴퓨터가 제공하는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이브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절차대로라면 컴퓨터와 함께 방에서
있어야 맞겠다.
끔찍하지만 어렵게 낸 휴가 중 첫날 이런 일이 벌
여졌다고 상상해보자.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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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a와 같이 질소(N2)가 포화
상태이며 산소노출치(PO2)는 1.0
이고 b와 같이 20FT(약6~7m)수
심에서 감압을 위한 정지를 하라
고 표시하며, c와 같이 3분간 감
압정지 d와 같이 총 상승(c를 포
함한)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흔치 않으나 다이버들이 직면하게 되는 감압 다이빙에 대처하는 방
법을 컴퓨터 별로 나열해 보았다.
다이브 플래너와 다이브 컴퓨터는 충분히 보수적인 한계 내에서 만
들어져 있다. 때문에 이 범위를 불과 몇 초 넘기고 삑삑거리는 감압
에 대처하지 못한 채 상승했다고 하여 우리 몸에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작은 문제들을 간과하는 일이 없
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다이브를 위해 힘쓰는 것을 잊지 말자.
만일 감압병의 증상(신체 일부의 저림, 극심한 통증과 피로감, 구
토)이 있다면 즉시 100% 산소를 호흡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기 바
란다. 하지만 만약에 나라면 그렇다고 하여 다이빙을 포기하고 여행
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 고작 1~2분 때문에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방에 처박히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다이브 컴퓨터는 보통 Er(에러) 경고와 함께 48시간 동안 비행을 금
지하는 표시가 나온다. 또한 다이브 모드가 작동되지 않으며, 오직
수심과 시간정보만 나온다. 해서 각 교육단체에서 제공하는 아날로
그형 테이블을 기초하여 새롭게 다이브 플랜을 짜고 다른 다이버들
보다 낮은 수심에 머물며 짧은 시간만큼 다이빙을 하겠다. 하지만
보통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컴퓨터 Er(에러)시 그다음 다이빙 인솔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곤란한 일은 겪지 않
을 것이다. 기억해주길 바란다. 컴퓨터가 아닌, 내가 다이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컴퓨터는 여러분이 쉬는 만큼 계산하여 다음 입수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줄 뿐이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다이브 포인트에서 더
머물고 싶다면 가이드가 쉬자는 대로 쉬고, 가자는 대로 가는 다이
빙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절하는 다이빙을 해야 똑똑한 다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브 컴퓨터가 감압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1. 제
 조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약자로 표기되는 기호를 익혀둔다.
2. 상
 승속도나 잔압, 최대수심을 설정해 두고 알람에 귀 기울인다.
3. 다
 이브 전 배터리 잔량을 체크한다. (다이빙 여행 중 컴퓨터가 정지되면 이
후의 플랜에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4. 다
 이브 컴퓨터가 제공하는 숫자는 안내에 불과하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
고 내 몸과 비유하여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5. 나
 이트록스 다이빙 후 설정변경을 되돌리지 않고 다이빙하기. (연장된 무
감압 시간을 갖고 무감압 한계를 넘길 수 있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대부분
의 컴퓨터는 나이트록스 다이빙 후 24시간은 공기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21%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6. 다
 이빙 간의 수면 휴식시간에 컴퓨터를 가지고 스킨다이빙 즐기기. 짧지만
다이브모드로 작동되어 다음 다이빙 시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상승속도
가 빠르게 인식되어 에러모드로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컴퓨
터가 없더라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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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Apri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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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홍동 643번지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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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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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호에서는 ERDI 소개의 마지막
부분으로 탐색 작업 종료 후 실시해야
할 절차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5편 탐색 종료 후 현장 절차
현장이 철저하게 탐색 되고 문서화되어도 육상과 수중에서의 작업은 아
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다이버 및 팀원들은 다이빙을 종결하기 전에 해
결해야 할 몇 가지 다른 작업들이 있다. 다이버가 수면으로 상승하고 출
수 지점에 도달하면 텐더는 오염물 제거 지역으로 호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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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제거
다이버는 물에서 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번 다이빙을 마치
고 머리에서 오리발까지 씻어야 한다. 다이버 뿐 아니라 다른 지원 인력들까지
씻어야 다이빙 후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오염물 제거는 여러 사람과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하며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작
업이다.
다이버가 몸을 씻은 후에는 오염제거 풀(pool)로 이동하여 머리부터 오리발까지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고 심플그린(Simple Green)과 같은 기름 제거용 중성세
제로 닦는다. 다이버와 마찬가지로 모든 증거물 용기와 기타 장비들도 비슷하게
청소해야 한다.
증거물이 잘 전달되고, 전달문서도 작성되면 육상 지원팀은 텐더줄, 통신 라인,
탐색줄, 로프, 앵커, 말뚝, 부이 등을 포함하는 다이빙에 사용된 모든 장비를 청
소한 뒤 깨끗한 방수포 위에 널어서 건조시킨다. 건조 단계에서 육상 지원팀과
텐더들은 다이빙 장비를 점검하고 외부 손상이나 마모 또는 고장이 있는지 확인
한다. 어떤 손상이라도 기록하고 표시해서 청소 단계에서 조치하거나 응급구난
다이빙팀 본부로 이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물 전달
다이버가 증거물을 찾고 수면위로 인양하면, 다이버와 텐더는 증거물 보관 문서

인에 의해 변경 및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해

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 조사관이 탐색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관 및 문서

야 한다. 증거물을 PVC 파이프에 보관할 수도 있

화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와 텐더는 하나의 개별 팀으로 간주한다. 그

지만, 플라스틱 양동이에 보관할 경우 일부 증거물

러나 다이버가 증거물을 인양하고 텐더에게 전달하면 텐더는 다이버가 계속 탐

은 훼손되기 쉽다. 다이버와 텐더는 안전한 덮개가

색을 하거나 오염물제거 절차에 의해 호위를 받는 동안에 증거물에 대한 소유권

없는 양동이의 경우 플라스틱 랩이나 뚜껑을 씌워

과 통제권을 갖는다. 즉 증거물 전달 체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서 오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증거물을 다이버와 텐더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두 사람은 경찰 담당자에게 건

경찰 담당자가 현장에 배치되면 다이버, 텐더, 담

네줄 때까지 신중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당자가 함께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계 단계

담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증거를 보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증거물은 외부 요

에서는 보관함에 들어있는 증거물들의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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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항목들이 확인된 후 증거물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이빙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법정 증언에서 다이빙 팀이

보관 양식에 서명하여 전달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나

실제로 실시한 활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서명하기보다는 증거물들이 전달되는 현장에서 실

다. 인간의 기억으로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시의 상세한

시해야 한다.

상황을 기억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이빙 보고서는 팀원
들의 행동에 대하여 증언을 요청받을 때 중요한 도움이

다이빙 보고서 작성

된다. 법률적인 사건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몇 주, 몇 달,

다이빙 로그 작성을 완료하면 텐더와 다이버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최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보고서는 팀원들이 발견한

종 다이빙 보고서를 작성한다.

증거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차례차례 전문적으로 증언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행동을 기억하게 해준다.

●

다이빙 계획과 작성된 다이빙 로그 양식

●

문서보관 체계

●

목격자와의 면담

현장 정리

●

수중 스케치, 육상 및 수중 사진이 포함된 현장 스케치

다이빙 현장 안의 모든 사람은 디브리핑에 참가해야 한

●

수질 보고서

다. 이 디브리핑은 다이버, 텐더, 현장 직원들에게 현장

●

다이빙 현장에서 실시한 내용에 대한 다이빙 팀원들의 보충 진술

기록에서부터 증거전달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이다. 만약 완료되지 않은 단계
나 임무가 남았다면 가능한 디브리핑이 끝나는 즉시 완
료한다. 일단 팀이 현장을 떠난 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자
신의 행동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서 작업을 완료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에 다이빙 팀은 현장을 정리한다.
현장을 한 줄로 걸어가며 빠진 증거물을 찾아보고, 남아
있는 이물질이나 폐기물은 주워서 적절히 폐기해야 한
다. 현장을 철저하게 탐색하고 나면 팀원들은 자신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시작한다. 현장
은 준비했던 순서와 정반대로 하되 모든 사람이 떠날 준
비가 될 때까지 현장 경계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제거하는 즉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현장
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팀원들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귀대
다이버와 텐더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시간을 추후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다른 방법 등에 대
하여 토론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체 평가는 쉽
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팀과 팀원들 개개인을 더욱
강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자체 평가는 팀원들이 다이빙 보고서에 포함할 개
인적인 기록과 서류작업을 완료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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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리
다이빙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다이버를 모니터링하고 육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다이빙 도중 또는 몇 분, 몇 시간, 몇 주, 심지
어 몇 개월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일관된 다이
빙 이후 모니터링이 없이는 다이버에게 산업재해 보상이 불가능
하다.
여러 다이빙 팀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로 다이버에게 문진을 함으
로써 육체적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 경우는 하나의

장비 보수

사례이지만 팀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장비 보수는 장비의 세밀한 부분까지 청소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유해를 인양하다 병에 걸려서 수백 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직

다. 이 과정에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호흡기 1단계, 헬멧, 풀페이

장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적 손실은 물론 사회 생활까지도 지장을

스 마스크, 부력조절기 및 각종 장비들을 너트와 볼트까지 분해한

받지만 업무와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자. 경제적

다. 장비 보수는 오링 점검, 교환과 같이 다이버가 직접 할 수 있

손실은 다이버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는 간단한 작업과 정식 훈련과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산업재해 보상에 의해 손해가 보상될 수 있다.

단계가 있다. 모든 다이빙 장비는 생명 유지 장비이므로 주의하여
규정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적절히 청소하고 조립하고 기계적 기
능을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 다이빙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이빙 장비는 다이빙 작업을 하는 동안 먼지, 파편 등은 물론 사
람의 피부까지 부력조절기의 섬유층과 접힌 부분, 재질 등에 유입
된다. 이런 부분들은 순한 세제 용액과 부드러운 칫솔로 솔질해야
하며 일반 다이빙 보다 더욱 철저하게 청소해야 한다.
기본 장비를 점검하고 세척한 후에는 로프, 줄, 하네스, 오리발,
텐더줄과 통신줄, 드라이슈트 등의 기타 장비들을 세척한 후 하나
씩 순한 세제 용액으로 문지르고 세척해야 한다. 액세서리 장비를
문질러서 청소하면 현장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동안 제거되지
않았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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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다이빙에서 적절한 문서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인 다이버와는 달리 응급구난 다이버는 범죄 수사관의
입장에서 다이빙 로그, 범죄현장 출입기록, 증거 양식, 수질보고서 등
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이빙 로그
다이빙 로그는 다이빙을 계획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양식이다.
다이빙 팀원들은 다이빙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기 위해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다이빙 팀들은 실시할 작업에 대한 사전 다이빙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된 다이빙 로그는 임무가 완료되면 진행
된 작업 로그가 된다.
다이빙 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이빙의 형태 (스쿠바 또는 표면 공급)

●

사용된 특수 장비

●

다이빙의 목적

●

다이버들의 입출수 시간

●

주실린더와 보조실린더의 시작 압력

●

리스크 평가 정보

●

노출통제 자료

범죄현장 출입기록
범죄현장 출입기록은 외부 경계가 설치된 후에 현장의 무결성을 증명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법 당국이 관리한다. 그러나
다이빙 팀이 맨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 범위를 수립할 경우
에는 다이빙 팀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범죄현장 출입기록은 간단한 문서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위치,
현장에 들어오거나 나간 사람, 출입시간과 목적 등을 기록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서 법원 직원은 모든 활동에 대한 이유와 범죄 현장 출입
이 허용된 사람들에 대한 출입 이유를 요청할 것이다. 현장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허락 받
지 않거나 불필요한 인력의 현장 출입을 허용하면 현장에서 탐색작업
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다이빙 팀원이나 지원 인력이 아닌 작업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우자, 친구 등은 어떤 이유에서도 현장에 출입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록 작성을 통하여 현
장 상황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효력을 갖추도록 하거나 추후 기억
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으며, 다이버의 건강 관리 및 책임 한계를 증
명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 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응급구난시스템(ERDI)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혹자
는 이런 시스템은 너무 번거로워서 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성 때문
에 국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스쿠바 다이빙이 소개되거나 테크니컬 다이빙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136

서도 다양한 견해 차이와 시행착오

(ERDI)을 잘 적용하고 우리보다 앞

가 있었지만 결국 선진화된 시스템이

서 시행착오를 거쳐왔던 선진국의 사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응

례나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난

급구난시스템 또는 공공안전다이빙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응급구난 다이

(PSD) 시스템이 국내에 자리잡는 과

버들의 생명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작

정에서도 많은 갑론을박과 시행착오

업의 효율과 유효성을 크게 향상시킬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로운 시스템에 개방적이고 먼저 적용
하는 조직이 응급구난 시스템을 선도

정의욱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에서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응급
구난시스템(ERDI)을 보급하기 시작
하였고 최근 타이완, 싱가폴, 중국 등
에서는 소방, 경찰 등의 조직에서 응
급구난시스템(ERDI)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이빙 교
육체계와 같이 이미 응급구난시스템

SDI/TDI/ERDI Korea 본부장

2013년 타이완 소방청 주관 ERDI 과정 (5차에 걸쳐 75명이 ERDI 교육에 참가하였다.)

공군 항공구조대 ERDI 과정 (2010년 이후 매년 1~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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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5. 공기탱크(Air Tank)
글/그림 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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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여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장
비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레저스포츠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스쿠바다이빙의 장
비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비 없
이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다. 호흡기, 부력조
절기, 게이지, 공기탱크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가 없다. 다이버는 이러한 장비들의 기능
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는 초보 다이버들을 위해 스쿠바다이빙의 기본적
인 장비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그림과 사진을 곁들
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호흡조절기(Regulator)
2. 부력조절기(BCD, Buoyancy Control Device)
3. 잔압 게이지(Air Gauge)
4. 다이브 컴퓨터(Dive Computer)

5. 공기탱크(Air Tank)
6. 슈트, 후드, 부츠, 장갑(Suit, Hood, Boots, Gloves)
7. 마스크, 스노클링, 핀(Mask, Snorkel, 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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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탱크(Air Tank)
공기탱크(Air Tank)는 실린더(Cylinder), 공기통, 렁(Lung), 깡 등으로 불린
다. 실린더는 다이버가 수중에서 호흡하기 위해 필요한 기체를 압축해서 저장
하는 용기를 뜻하며,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장비이다. 근
데 이것을 깡으로 부른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공기탱크(Air Tank)의 종류
공기탱크의 재질은 스틸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재질들은 각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스틸의 장점은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열과 충격에 강하고, 부력이 크지 않아

스틸 공기탱크 제원

웨이트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녹이 쉽게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 녹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재료비와 생산 단가가 알
루미늄보다 높다.
알루미늄의 장점은 스틸과 마찬가지로 녹이 발생하지만, 산화알루미늄 피막
이 형성되어 더 이상 녹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스틸보다는 재
질이 약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스틸보
다는 실린더의 단면을 넓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겁고, 양성부력
을 가지게 된다.
우측 이미지의 제원을 비교하면, 동일한 알루미늄 공기탱크라도 제조사에 따

알루미늄 공기탱크(럭스퍼) 제원

라 부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력의 변화에 미치는 공
기의 무게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의 내용은 백과사전을 인용한 것이다.
백과사전 인용
대기의 하층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체. 지상으로부터 35㎞까지는 그 조성(組成)이 같
으며.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아르곤 0.94%, 이산화탄소 0.03% 등)로 되어 있
다. 때와 곳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 공기 중에는 먼지, 염분입자(鹽分粒子), 우주낙진(宇
宙落塵), 화산 분출물, 매연, 배기 가스, 암모니아, 수증기 등이 섞여있다. 0℃, 1기압에서
의 건조공기 1리터의 무게는 약 1.293g이고, 열전도율은 작아서 0℃에서 5.33*10-5 ㎈
/㎝·sec·deg이며 0℃, 1기압에서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29.18㎤/ℓ이다.

통상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실린더 80 큐빅피트(ft³
)에 완충을 한
다면, 3,000PSI, 207bar, 211kg/cm²이다. 여기에는 2,260리터의 기체가 압

알루미늄 공기탱크(카타리나) 제원

축이 된다. 2,260리터×1.293g(리터당 공기 무게) = 2.92Kg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빈 알루미늄 공기탱크의 부력에 가감하게 되면 부력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참조하면 안전정지 시의 부력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재질상으
로는 스틸, 알루미늄 중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국내 대부
분의 다이빙 풀, 리조트 등의 관련 업체에서는 알루미늄 공기탱크를 주로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스틸 공기탱크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공기탱크 검사는 국내를 기준으로 최초 10년까지는 5년에 1번, 그 후에는 3
년에 1번씩 수압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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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틸 공기탱크 제원에서는 X-Series 80,
알루미늄 공기탱크(럭스퍼) 제원에서는 AL80,
알루미늄 공기탱크(카타리나) 제원에서는 S80의 제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공기탱크 마킹(알루미늄 공기탱크 기준)
우측의 사진을 보면 상단에는 TC-3ALM 207, 하단에는 DOT-3AL
3000이라고 되어 있다. TC-3ALM 207에서 Transport Canada 캐나
다 운송 위원회를 뜻하며, 3ALM은 알루미늄 207은 Bar(바)를 뜻한
다. DOT-3AL 3000에서 DOT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
국 운송국을 뜻하며, 3AL은 알루미늄 재질, 3000은 PSI(pound/inch²)
를 뜻한다. 여기에서 TC-3ALM과 DOT-3AL에서 차이점이 있다. TC3ALM에서 M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른 트레이너와 의

▲ 알루미늄 공기탱크 마킹

견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는 M은
Metric System(미터법)이다. 그렇다면 뒤의 숫자는 미터법으로 해야 하

1

니 211Kg/cm²이어야 맞지 않느냐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주 간단한
표기였었다. DOT-3AL은 미국 표기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알루미늄의 약

2



자를 3AL로 표기를 하고 있고, TC-3ALM은 캐나다 표기 방법으로 캐나
다에서는 알루미늄의 약자를 3ALM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었다.

공기탱크 밸브
공기탱크 밸브는 국내에서는 주로 K형 밸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K형
밸브는 단순히 기체를 개방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해 준다.
K형 밸브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레귤레이터 1단계가

3

요오크(yoke) 타입이며, 더 높은 압력을 주로 사용하는 테크니컬 다이버

4

들은 DIN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용보다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DIN 겸용 밸브 인기가 높은 추세이다.
밸브의 구조는 밸브 아래쪽에 장착하는 밸브 스노클, 이것의 역할은 공기
탱크 내의 불순물이 레귤레이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밸브 손잡이

1 K형 밸브

의 내부에는 시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손잡이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공기

2 DIN 겸용 밸브

탱크내의 기체를 개방 또는 차단하게 된다. 손잡이의 반대쪽에는 파열판

4 밸브 손잡이(빈디게이터)

이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공기탱크 충전 압력의 140% 이상이 되면, 파열

3 DIN 밸브
5 매니폴더(Manifolder, 분기관)

5

하여 공기탱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사고도 예방하게 한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을 위한 밸브로서, 공기탱크를 2개 연결하여 사용할
때, 장착하게 된다.

공기탱크 밸브의 진화
공기탱크가 개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잡이를 만져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또 공기탱크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경우
(레귤레이터가 작동될 때마다 잔압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현상 발생)도 마
찬가지였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밸브가 제작되어,
리조트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우측 4번 이미지)의 손잡이에는
검정색의 안쪽에 녹색과 빨강색이 보인다. 녹색은 밸브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뜻하며, 빨강색은 밸브가 완전히 닫힌 상태를 뜻한다. 이것은 일
일이 손으로 확인하던 것을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버디의 안전
을 위해 많이 장착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이다.

이원교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KUDA, CMAS,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페어 전문가 과정 수료(아쿠아렁, 아펙스,
마레스, 스쿠버프로, 다이브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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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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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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bahama1472@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홈페이지 :January/February
bahama1472.com

COMMERCIAL DIVING

며칠 전 그러니까, 1월 24일 자 뉴스에서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
대첩로(오류리) 해저에서 건져 올린 유물들이 약 500여 점 이라고
한다. 고려청자를 비롯하여 전통악기 장고의 원형인 요고(국악에
사용되는 타악기)로 추정되는 유물도 복원하였다고 한다. 아이러
니 한 것은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해저 국보국 문화재를 도굴단들
이 도굴하다 검거되면서 밝혀져, 그 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2차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하여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한
다. 또한 수중문화재 발굴 해저 주변에 닻돌들이 무수히 발견되어,
고선박의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5월경에 3차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에 있다고 하니,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글 싣는 순서
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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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중문화재 발굴에 관한 흐름
제2회.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제2회.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수중문화재에 관한 발굴 조사를 수행하기 전 단계로 수중문
화재 지표 조사가 있는데, 지표 조사는 육안으로 직접적인 관
찰이 불가능한 해양이나 호수, 하천, 댐 등의 수중에 대해 유
물이나 유구(옛날 토목 건축물의 구조나 양식 따위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잔해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
로 국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서서히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 전문가의 부족, 고도의 해저 인양기술 및 첨단 장비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중문화재는 어민들의 생업인 어업 도중 우연찮게 통발이나
그물에 걸린 것이 발견되면서 수중 조사단을 구성하여 발굴
이 이루어져 왔다.
무분별하던 것이 1996년 한국수중고고학회‘수중문화재 보
호 정책세미나’
를 통해 제도적 보완점을 학계를 통해 논의되

국가어항 수심확보를 위한 항만 준설 작업

어 졌고, 2005년 10월 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 이루어졌으며,
‘매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조사요원별 자격기
준에 의해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
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되면서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가 시행되었다. 현재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약 8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
에 4곳, 전남 2곳, 경북 1곳, 경기도 1곳이며, 수중발굴조사기
관은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1곳이다.

지표조사 대상
수중 지표조사의 대상으로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 항만공사, 교량, 방파제 등을 시행하는 해양 공
사 중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표조사를 수
행해야 한다.
여기서, 항만에 관련된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설에 관한 공사, 댐 건설공사, 하천법에 따른 하구둑의 설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 국가이기에, 국토의 면적

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따른 공유수면의

에 비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적인데, 동해의 해안선은 단

매립공사 등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 기관에 의뢰를

조로운 편에 속하나, 서해안과 남해안은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

하여 실시를 해야 한다.

다. 특히 서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만약 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뜻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수중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도

하지 않게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었다면, 발굴에 관한 모든 비

대부분 서남해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헌기록을 보더라도 과거

용 또한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 뜻하지 않는 금

부터 포구시설이 밀집하여 해상 교역이 활발하거나, 항로가 인접하

전적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수많은 문화재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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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의 다양

해저면 조사는 양방향 음파탐지(Side Scan Sonar) 장비로 넓은 범

한 경제활동, 문화교류 등 고대 국가 간의 교류 깊이가 해저 침몰

위안의 해저면에 존재하는 이상체에 대하여 광대역 영상을 제공하

선의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중고고학의 역할과

는 음향 영상장비이다.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나 반투명한 이상체의

성과 지표도 높게 평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경우 약한 그림자로 기록하는 반면, 암석, 침몰선, 인공어초의 경우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해저면에 있는 물체를

뚜렷한 그림자를 보여준다. 양방향 음파탐지기는 작은 유구나 유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하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물의 경우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 분석하는 사람

의해 진행이 된다.

의 기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문헌조사는 조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조사지역의 주변 유적

지자기 조사(Geomagnetic Survey)는 해상용 자력계를 사용하여

분포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축적지도를 활용하여 주변 유적 분포도

조사지역에 대해 특정 주파수를 보내게 되면 자기력에 영향을 미쳐,

를 작성한 뒤 조사하는 단계이다. 조사대상 지역에서의 문헌상에

해저면에 존재하는 금속성 유물이 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기

나타나는 포구의 명칭, 조창(漕倉 :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곡식을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자력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단순

쌓아 두는 창고) 등을 확인하여 문헌사적 접근을 시행하는 것이다.

히 해저면에 있는 금속성 유물로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왜

그러므로 문헌상 시설물이 연안에 있었다면 과거 선박의 왕래가 잦

냐하면 해저면에 묻혀있는 철이나 금속광물이 있으면 대부분 자력

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해저면 및 하천 연안에 수중 유적이 남아

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실제 잠수조사를 해보더라도 금속성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해양 폐기물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1

3

4

1 스캔소나를 사용한 해저면 이미지
2 자력계를 사용한 해저면 이미지
3 새만금 가력항 배수갑문 3차원 해저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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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저면 지층 탐사

지층탐사(Seismic Survey)는 해저면으로 음파를 쏘아 음속의 변화를 분석하여 퇴적

인력과 시간, 제반 비용의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음파는 퇴적물의 성질에 따라 투과도가 달라지는데, 일반

많은 반면 조사에 투입되는 잠수사의 경우 고고

적으로 퇴적물이 뻘이나 모래의 경우 음속이 느리게 되며, 암층을 투과할 경우 음속이

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혹여,

점점 빨라지게 된다. 지층 탐사기를 사용하여 작성된 도면을 보면, 구성물질에 따라

고착 생물들이 해저 유물에 붙어있는 경우라면

퇴적층 상태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 또한 높

해저지형 조사(Bathymetric Survey)의 경우 육안 관찰이 불가능한 해저면에 대해 멀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풀어야 할 과제로 남

티빔을 운용하여 구간별 수심을 측정하여, 해저지형의 대략적인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아있겠다.

것이다. 측심 자료는 실시간으로 위치 좌표값과 함께 자동으로 컴퓨터로 입력된다. 이

우연찮게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어 관련 기

때 운용 중인 해양 조사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DGPS(Differential Global

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여 기록한다. 수심이 측정된

문화재 평가액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

데이터는 3차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조사지역 해저면을 도식화 할 수 있고, 과거 조

급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평가액이 높

사지역에 준설 및 매립 등의 해저지형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아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포상금의

있다. 잠수조사(Diving Inspection)는 앞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조사한 뒤 데이터를 통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화재는 역사적인 뿌리를

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해양지구물리학 분야의 거시적인 방법이지만, 결국 마지막

가진 한민족의 소산물이지 않겠는가.

단계에는 사람이 투입되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해저 문화재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을 DGPS와 연동해 2인 1조의
스쿠버 조사팀이 투입되어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구역 전체에 대한 잠수조사를
수행한다면 가장 확실한 수중 지표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잠수
수심과 체류시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촬영의 어려움, 조사기간의 연장으로 사업자
들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면 잠수조사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역 중 가장 확실시되는 좌표지점을 선택하여 잠수팀은 원형 탐
색 방법으로 물체를 찾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따개비 같은 고착 생물을 제거한 다음
수중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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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고고학자가 직접 잠수를 하여 조사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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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용 공기 충전시설에 대한 대안 제언
다음 글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대원들은 구조 및 화재 대응을 위해 공기 호흡기 및 수난 구조용 스쿠버 탱크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공기탱크의 충전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공학자의 입장에서 제안한 글이다.
우리 스쿠바다이빙 업계의 다이빙센터 및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탱크의 충전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안전상 관리문제와
업계의 현실상 괴리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참조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소개한다.
글 이동명 (경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하는 1월이다. 안전한

기 충전을 위해 구매해놓은 이동형 트레일러 공기 충전기는 2013년 불법

국민의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

충전장치로 되어 폐기된 후 사용할 수 없었다. 인근 공기 충전이 가능한 소

의 말을 전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 호흡기의 공기 충전에 대해

방서를 찾으니 아직 공기 충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이 불가하였다. 수소

공학자로서, 또한 학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자 작은 지

문하여 알아보니 약 100km 떨어진 곳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식이지만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다. 우선 자그마한 가상의 이야기를 해보겠

받은 충전시설을 구축한 소방서가 있어 그곳으로 가서 충전할 수 밖에 없

다. 2018년 어느 날 요란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따라가 보니 대형 쇼핑건

었다. 이에 걸린 시간이 약 3시간, 이미 화마는 건물 전체를 집어 삼키었고,

물에 화재가 나서 수백 명의 시민이 안에 고립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급

아직 구조가 되지 못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

파된 소방대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 건물로 진입하여 시민들을 구출하고 있

망자 가운데에는 3살 난 아이, 임신한 주부,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으나, 가지고 온 공기 호흡기용기를 다 소진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공

두 아이의 엄마, 우리 아버지 자식,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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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적 내용을 상술해보면, 현재 소방

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대원들은 구조 및 화재 대응을 위해 공기 호흡기 및 수난 구조용

안전 관리법에 의해 그 충전 장치 및 시설 및 사용에 대하여 규율

스쿠버 탱크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기호흡기 용기는 일반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방서의 경우 공기 충전기와 공기

적으로 일반 알루미늄의 재질보다 내식성이 우수하고 강도도 3

호흡기 용기 보관 및 충전 작업 공간을 분리해내고, 이 사이에 분

배 정도 높은 고강도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며, 분류상 TYPE3

리를 설치하고, 안전밸브 시설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로 분류되고, 내용적 6.8 Liter(Water volume) 용기이며, 충전 압

이러한 시설을 관련법에 맞추어 시설을 구축하여 사용할 때 안전

력은 30Mpa이다. 또한, 수난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스쿠바용 탱

적 사용 및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구축비용이

크는 10.8Liter(Water volume) 용기이며, 충전 압력은 20Mpa이

적지 않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공

다. 공기 호흡기용 용기에는 총 2040Liter의 공기가 주입되어 충

간성 문제이다. 우리가 몸담은 소방은 사실상 예산문제가 언제나

전되며, 스쿠바용 탱크에는 2,160Liter 의 공기가 충전되어 사용

부족한 현실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로 소방

되고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용기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방재청에서는 호흡보호정비실을 구축하여 광역별 충전센터를 구

할 때 소방관에게 호흡용 공기를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

축 및 시행을 하여, 현재 법적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 시설을 완비

며, 또한 수난구조 시 사용되는 장비로서 역시 호흡용 공기를 공

하여 전국 18개 허가 장소가 되어 있다.

급해주는 장치이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이 기술이 다

이 제도는 광역 충전센터에서 용기를 충전하여 그 용기를 회수,

른 한편으로는 매우 무서운 점을 가지고 있다.

충전, 배분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상시 교통 체증 및 인원부족,

용기에 공기가 충전되어 담기게 되면 내부의 에너지는 우리가 쉽

또한 거리상 운용 불편 등 우리의 소방 현실상 맞지 않다는게 필

게 이해할 수 있는 폭발력 기준으로 TNT, 즉 수류탄 3개, 혹은 6

자가 만나본 대다수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의 의견이다. 119안전

개가 동시에 터지는 에너지이다. [W (in Joules) = P0*V0*450]

센터의 경우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응당 그

이러한 에너지가 그 형상을 일정 체적 안에서 압축되어서 안전하

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곳에서 화재진압 및 수난 구

게 이동 운반되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자에게 호흡 공기를 공급

조의 안전망이 근거리에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분초를 다투는

해주어 사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사용자들이 타인의 목숨을

일차적 선제 대응이 중요한 현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근거리 지역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한다는 점이 모두들 신기 할만하기도 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압력용기는 사용압력의 4

유사시 필수 기관이지만, 현재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의 경우 소

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조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음 유발 등의 이유로 아이러니하게도 혐오 시설 중에 하나로 인

안전을 위해 모든 압력용기에는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과압 시 작

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기

동되도록 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압축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일

준에 맞추어 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부지 추가 매입 및 건물 공

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많은 검증과 보완이 되어있어 이러한

사 등 비용이 막대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국, 유럽의 경우 광역 충전센터가 있지만,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비근이 사용되고 있는 공기호

그 예하 소방서 및 우리의 119안전센

흡기의 용기는 TYPE 3의 내부가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으로 되

터 급의 소방대에서도 공기 충전기

어 있고, 이를 특수 열처리를 통해 부식 방지를 하지만, 일반적으

를 소형화시켜 만일에 대비하여 상

로 알루미늄은 수분, 산소, 유해가스 등으로 인해 그 부식이 발생

시 충전 기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신의 물질이 아닌 이상 시간과 사용 환경

또한 예산, 관련 법령, 소방 관리

에 따라 부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관들의 경우 업무의 특

시스템 등이 이러한 사용이 가능하

성상 고열지역 및 장애물로 인한 용기 파손 등이 일어날 수밖에

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운

없는 작업환경이 다반사이므로 용기의 안전한 사용이 최대한 지

용이 가능한 그 이유의 범주를 더 크

켜지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산업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기에 비

게 확대하자면, 국민소득, 정부예산,

해 더욱 그 관리와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국력, 시민의식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부식이 되면 우선 금속의 강도가 약화되고 이에 고압의 공기가 충

수밖에 없다.

전이 반복될 시에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고압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우리의 환경에서

공기가 공기 충전기를 통해 충전될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높아 현재 미국 소방서의 경우 NFPA에서 용기충전용 방호장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시설 기준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

사용자의 안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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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위험 요소를 한정하자면 우선 공기 충전기와 공기 호흡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

기의 용기 그리고 그 안전 운용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 미국의 경우 NFPA 규정에 의거 용기 충

소방관서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공기 충전기의 경우 보통 분당

전 중 폭발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용기 충전 방호 장치를 사용

공기 압축 처리량이 400Liter 미만의 제품들이다.

하도록 하고 있다.(예 : 주한 미8군 소방서 및 기타)

공기 충전기의 경우 사용하는 압력 30Mpa와 20Mpa를 압축하기

이 장치는 용기 폭발 시 그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방

위해 다단 압축식 구조이고, 각 압축단은 냉각을 위한 배관으로

호 장치함의 케이스는 6 mm 이상의 철판으로 되어 있고, 용기 파

연결되어 있다.

손 시 발생하는 공기 및 파편이 작업자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도

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공기 호흡기의 공기 충전기 형식승인에 관

록 설계되어 있다. 즉, 이러한 장치 사용 시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

한 규정을 토대로, 현재 첨예화되어 문제되고 있는 불법 충전시설에

리법에서 염려하고 있는 위해 요소가 상당수 차단될 수 있다고 생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공기호흡기 및 수난 구조용 용기충전을

각된다. 또한, 현재 공기 호흡기의 공기 충전기의 형식승인 규정

위한 장치 및 그 시설”
의 경우, 첫째로는 공기 충전기는 한국소방산업

을 통해 안전밸브 및 기타 안전장치에 대한 규율이 잘 되고 있으

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
품으로 사용하고, 둘째, 용기는 현재와 같이

이미 공기 충전기의 경우 형식 승인 규정에서 안전사용이 될 수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소방산업기술원 형

있도록 기계적 구성 및 제어장치 등에 있어 매우 높은 기준을 적

식승인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고 셋째, 용

용하여 그 안전이 보장되고 있고, 공기 호흡기용기 및 수난 구조

기 충전 중 폭발 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용 용기들의 경우 현재 관련법에 의거 규율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용기충전 방호장치

이러한 용기들의 경우 사용에 있어 시급 및 위급성을 바탕으로 하

(Filling Cabinet)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

▲ 미국 소방대에서 사용 중인
용기 충전 방호장치

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는 장비이다.

충전 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

기존에 없던 용기 폭발 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용기 충전 방호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여 사용할 경우 충전 시설 신고 및 허가를

이 부분에 대한 체적계산을 하여 보면 그 체

통해 달성하려는 규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사

적양이 작아 유럽의 CE 인증의 경우 그 인

용처의 경우 압축 시설 및 장치 관리 담당자를 두어 안전사용을

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용기 충전 폭발 방호장

이러한 충전기(Air Compressor)의 경우 압력을 생성하여 그 압

치의 경우 현재 공기 호흡기용 공기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상 규

력을 유지 및 보관 저장되는 성격이 아닌, 공기를 저장용기로 보

정으로 신설하고, 이 장치를 공기 충전기와 일체화 및 단일화하

내주는 송풍의 역할만을 하여, 압력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거의

여 시장에서 선택에 의해 구매가 아닌, 고압 공기 충전을 공기 호

불가능한 구조이며, 혹여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작다.(폭발에

흡기용기 및 수난 구조용 용기에 하려는 자는 반드시 충전기(Air

너지는 압력과 체적에 비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산업기술

Compressor)와 같이 구매 및 운용이 되도록 하여 관련법에 의한

원의 형식승인 규정을 통해 각 압축단은 사용압력의 4배까지 안

소비자의 선택과 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전도를 확인하게 되어있고, 또한 안전밸브가 장착되어야 한다.
관련한 안전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엄밀하게 상세하여 한정 및 규정하고 있어 그 안전성에 대하여 관

◀ 주한 미 8군 용산 소방서 내
설치된 공기 충전기 및 용기
폭발 방호 장치

리되고 있다.
공기 호흡기 용기 및 수난구조용 스쿠버 용기의 경우에도 한국
가스 안전공사 규정 및 세계적인 압력용기 기준, 또한 소방산업
기술원의 형식승인 규정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충전을 하는 시설 및 관련 규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

이동명

는 안전한 사용을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용
기 충전 중 혹여 있을 용기 폭발 사고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시설 기
준에서 충전기와 용기 보관 및 충전부 사이에 분리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충전기나 혹은 용기 폭발 시 그 위험으로 다른 장치들에
후속적인 파손 영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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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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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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필수적인 교육내용 소개
이 칼럼은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한다.
모든 다이버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강사는 학생에게 제대로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이 칼럼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서론

다이빙을 시작하고 꼭 30년이 된 지금 지난 다이빙 세월을 되돌아

필자는 1984년 스쿠바다이빙에 입문하였고, 1988년 처음으로 교

보면… 스쿠바다이빙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내가 초기에 겪은 경험

육도 없이“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라고 하는 자격증을 선물

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쿠바다이빙 교육과 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받은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내가 살고 있던 대구에는 스쿠바다이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빙을 배울 수 있는 다이브센터가 한군데 밖에 없었고, 강사 자격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스쿠바다이빙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가진 사람도 두 사람 정도였다. 급조된 교육 과정과 일정을 마치고

글을 부탁받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나 자신이 처음에 받

바다로 갔던 필자는 첫 입수부터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

았던 스쿠바다이빙 교육과 해양 다이빙이었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이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단지 아내의 다

첫 해양 훈련 다이빙이라고 적어야겠지만 사실 훈련이 전무한 다이

이빙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다이버 수준으로 근 5년을 보냈다.

빙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양 다이빙으로 적어야 하는 점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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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밝히고 싶은 것은 나를 바다로 데려가주신 강사분을 욕보이

본론

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 자신도 스쿠바다이빙 교육을 하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교육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게 되면서 현실적인 스쿠바다이빙 교육 환경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 소개(오리엔테이션)

되었고,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 학과 강습 내용

스쿠바다이빙 교육이라는 것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인의

- 제한수역 스킬 훈련

방식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덕분에 스스로 교육해서

- 개방수역 스킬 평가 및 체험

결국 지금의 물 미치광이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분에 대한 감사
의 마음은 늘 나의 뇌리에 젖어있다.

1. 소개(오리엔테이션)

첫 스쿠바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은 소위“오픈워터 다이버 교육 과

모든 교육이나 훈련의 시작은 소개 즉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한다.

정”이다.“오픈워터 다이버”
는 스쿠바다이빙 입문 단계에 대한 절

소개 시간은 참가자에게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는가

대 표현은 아니다. 교육 단체에 따라“스쿠버 다이버”
라고 하기도

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자신들이 앞으로 겪게 될 희망한 모험

하고“기초 다이버(Basic Diver)”
라고 부르는 단체도 있다.“오픈

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

워터 다이버”
라는 명칭이 나름대로 가장 초보 단계의 스쿠바다이

육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해야 할 내용으로는,

버 자격증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 칼럼에서도 추후 그렇

●

	모든 참가자와 교육진의 상호 자신 소개와 다이브 센터 혹은 다

게 부르면서 이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교육을 하는 강사나 교육을 받는 학생 다이버 모두

른 형태의 교육장에 대한 소개가 있은 후에
	오픈워터 다이버 교본에 수록되어 있는 학과 내용과 교본을 어떻

●

참고가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해두고자 한
다. 오픈워터 다이버에서 오픈워터란 개방수역이라고 번역되고 있

게 사용할 것인가,
	즉 모든 강의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참가 학생

●

지만 다이버 자격증을 부를 때는“개방수역 다이버”
라고 하지 않고

이 자신이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인지

영문 그대로“오픈워터 다이버”
라고 한다.

●

개방수역이란 수영장이나 작은 수족관 혹은 세 방향 이상 갇혀 있

●

	최종 시험은 언제 치루고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할 것인지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연습 문제를 언제 풀어서 누구에게 제출

는 해양 환경 등을 지칭하는 제한수역(Confined Water)과 비교하
기 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개방수역의 가장 대표적인 수역은

할 것인지
	수영장 혹은 제한 수역 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몇

●

당연히 해양이고, 99% 이상의 개방수역 다이빙은 해양환경에서 이
루어진다. 해양 이외에도 큰 저수지, 강, 호수, 대형 수족관 등도

차례의 수업이 필요할 것인지
	해양 혹은 개방 수역 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몇 번

●

개방수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실제 큰 대륙의 중심부에 살고 있

의 훈련 다이빙이 진행될 것이고 해양 실습에서 스킬을 어떻게 평

는 다이버 중에는 수백회의 다이빙을 해양 아닌 개방수역에서의 다

가하고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의 내용이

이빙 경험만 가진 사람도 꽤 있다. 개방수역에서 스쿠바다이빙을

세심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해도 좋다는 의미의 자격이“오픈워터 다이버”
이고 오픈워터 다이
버가 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오픈워터 다이버 과

소개 시간에 절대 빼서는 안되는 부분이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후

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보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다. 물론 서류 중에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교육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 지식과 기

제출이 어느 정도 지연되어도 무방한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술(skills)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이 과정이 국가가 교육하

서류를 최소한 제한수역 수중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받아 두는 것

고 수여하는“자격증”
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이 좋다. 제출 받아야 하는 서류를 보면,

의 교육 내용에 대한 권장 혹은 권고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모

●

	훈련 기록지 내용을 작성하고 보통 훈련 기록지 속에 포함되어

임이 레크리에이셔널 스쿠바 훈련 기관 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

있거나 별지로 들어 있는

RSTC(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이다. RSTC에 가입

●

한 교육단체는 일단 RSTC가 제시하는 훈련 기준을 우선 모두 충

●

족하고 교육단체 나름 첨가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빼서는

●

	스쿠바다이빙 활동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진술서
	스쿠바다이빙 교육과 관련된 법적인 면책 동의서
	의료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안되게끔 기준을 정해두었다.
본 칼럼에서도 RSTC가 제시하는 기준을 근간으로 오픈워터 다이

각각 서류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은 모든 교육단체에서 다루고 있을

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것이므로 본 칼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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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강습 내용

스킬을 배우기 전에 다이버가 되기에 적합한 체력인가를 평가받아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다루는 학과 내용은 크게 보면,

야 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스테미너/스킬 테스트를 받는다.

	스쿠바다이빙 장비

●

	그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

	그 장비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구사하게 될 기술

이 외에도 교육 단체에 따라 수중 수영을 포함해서 테스트를 하기

	수중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면, 신체 생리적인 면

도 한다.

●
●
●
●

	200m 수면 수영 혹은 400m 핀, 마스크, 스노클 수영
	10분간 입영

	수중 환경 자체에 대한 설명

●
●

	수중 활동 시 인체에서 벌어지는 감압에 대한 이해

제한수역에서 훈련할 스킬을 정리해보면,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오픈워터 다이버 교본을 보면 각 교육 챕터

●

(Chapter)의 끝 부분에는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

●

가 들어있고 학생은 그 부분을 풀어서 강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강사는 연습 문제 풀이를 검토해보고 틀리는 부분이나 정답을 제

●

출했지만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루하고 시

●

간을 소모하는 강의를 통한 학습 시간을 줄여서 더욱 많은 시간을

●

수영장(제한수역) 연습 시간에 할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습 문

●

제 이외에도 참가자는 반드시 최종 시험을 쳐야 하고 일반적으로

●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조립과 해체 및 일반적인 사용 방법
	수면 스노클링/스킨 다이빙/프리 다이빙 스킬/ 수면 스킬
	입수 및 출수 방법
	하강 방법
	호흡기 관련 기술
	마스크 물 빼기 기술
	부력 관련 스킬
	상승 방법 등이 있다.

합격 기준을 75~85점 정도로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최종 시험은 강사나 학생의 취향 혹은 상황에 따라 자격증이 신청

이들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보면,

되고 발급되기 이전 적당한 시점을 선택해서 치르게 되는데 이 최

1)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물과 친숙해지기 위한 일

종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더라도 틀린 문제에 대한 강사의 추가

환으로 스노클링 혹은 스킨 다이빙을 배우고 연습하게 되는데

설명과 학생이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는 점을 답안지 혹

일반적인 훈련으로 머리부터 내려가거나 다리부터 내려가서 수

은 문제지에 남겨서 추가적인 교육과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

면 아래에서 다시 머리부터 내려가는 다이빙을 5m 정도의 수심

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최종 시험 문제 답안지 혹은 문제지를 훈련

혹은 깊은 물이 없는 경우 10m 정도의 수평 수영을 하게 된다.

기록지에 포함시켜 보관해야 하고 보관 기간을 교육 기관에 따라

수면으로 상승하면서 스노클 속에 들어온 물을 빼는 방법도 배

5~7년 정도로 정하고 있다.

우고 수면에 닿아서는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고 머리를 수
면 아래 담근 채 스노클 속의 물을 제거하고 계속 바닥 쪽을 보

3. 제한수역 스킬 훈련

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적으

제한수역(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마침내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사

로 시행하여 물과 친숙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용하여 수중 모험을 할 수 있는 기초 스킬을 배우고 연습하게 된다.

2)	얕은 수심에서 고개를 물속에 담그고 호흡기를 물고 호흡을 해
본다.
3) 역시 얕은 수심에서 마스크를 벗고 호흡기로 호흡하기
4) 부분적으로 물이 찬 마스크의 물 빼기
5) 마스크 속에 꽉 찬 물 빼기
6)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다 다시 쓰고 물 빼기
7) 마스크를 벗고 수평으로 수영하기 및 수면 상승하기
8)	호흡기를 입 밖에 뺐다가 다시 입에 물고 퍼지 버턴을 누르거나
입으로 훅 하고 불어서 호흡기 속의 물 빼기
9)	호흡기 2단계가 입에서 빠졌을 때 호흡기 호스를 되찾아 2 단계
를 입에 물고 호흡하기
10) 공기가 계속 자유 방출되는 호흡기를 물고 호흡하기
11) 종아리가 쥐가 났을 때 풀어주는 방법 구사하기
12)	바닥에서 핀 혹은 무릅 등을 축으로 삼아 호흡만으로 상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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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중성부력 유지하기
13)	중층에서 손과 핀킥을 하지 않으면서 호흡만으로 부력 조절하
여 떠 있기

22) 핀 킥 연습
- 플루터 킥(변형된 플루터 킥)
- 프로그 킥(변형된 프로그 킥)

14) 수중에서 스쿠바 장비를 벗었다가 다시 착용하기

- 백워드 킥(뒤로 추진하기)

15) 수중에서 웨이트 시스템을 벗었다가 다시 착용하기

- 헬리콥터 턴(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기)

16) 수면에서 스쿠바 장비를 벗었다가 다시 착용하기

23) 이 외 지친 다이버 돕기 등을 교육하는 단체도 있다.

17) 수중에서 스쿠바 장비를 벗었다가 다시 착용하기
18) 하강 방법

이런 스킬을 5~6회 수업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연습하게 되는데 스

- 하강 줄을 이용하여 하강 속도와 부력을 조절하면서 하강하기

킬의 수업 당 배분은 교육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반복 훈련

- 하강 줄을 눈으로 보면서 잡지 않고 하강 속도 조절하기

시키는 테크닉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제한수역에서 이 모든 스킬

- 하강 줄을 등지고 하강 속도를 조절하기

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로는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으로

하강 줄 없이 자유롭게 속도를 조절하며 하강하기

나아가지 못하게 기준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9) 상승 방법
- 상승 줄을 잡고 속도와 부력을 조절하면서 상승하기

4. 개방수역 스킬 평가 및 체험

- 상승 줄을 보면서 상승 속도 조절하기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은 대부분의 경우에 스노클링/스킨 다이빙을

- 상승 줄을 등지고 상승 속도 조절하기

포함해서 4번의 훈련 다이빙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 상승 줄 없이 속도와 부력을 조절하면서 자유 상승하기

의 경우 국법으로 6회를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교육단체와 무

- 보조 호흡기 혹은 짝 호흡 상승하기

관하게 모든 단체는 6회의 개방 수역 훈련 다이빙 및 펀다이빙을

- 비상 수영 상승

마쳐야 초보자 등급의 스쿠바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

- 비상 부력 상승

방 수역 다이빙은 제한 수역에서 배우고 연습한 수쿠바다이빙 스

20) 공기 공유 1

킬을 실제 다이빙 환경에서 적용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	보조 호흡기 사용하면서 정지 상태로 호흡하기/수평으로 수영하

한 수역 스킬 대부분을 개방수역에서 스스로 구사할 수 있는가를

기/상승하기

평가 받는 부분과 강사 혹은 다이브마스타 등 교육 보조자의 가이

21) 공기 공유 2

드를 받으면서 스쿠바다이빙을 배우는 진정한 의도인 수중 관광을

-	짝 호흡(정지 상태로 호흡하기/수평으로 수영하기/상승하기) 현

즐겨보는 것이다.

재 대부분 레크리에이셔널 스쿠바다이빙 교육 단체에서는 보조

한국의 경우 거의 연중 수온이 낮고 시야가 열대 지방에 비해 열악

호흡기 사용을 필수 기준으로 정하면서 보조 호흡기가 없을 때

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이유로 해양에서 스킬 구사에 대한 평가를

필요한 스킬인 짝호흡에 대한 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강사가 선

생략하고 입수하기가 무섭게 먹거리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 부끄러

택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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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방수역 스킬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
미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육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레포츠/스포츠는 실내 연습 과정이 있
고 실제 즐기는 장소는 따로 있는 법이다. 골프가 그러하고 테니스
또한 그러하다. 테니스 벽치기를 아무리 잘한들 코트에서 구사할
수 없는 스킬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필드에 나가지 않고 실내 골
프만 열심히 한들 누가 진정한 골퍼라고 인정해 줄 것인가?

5. 최종 자격증 발급 절차
정리를 하자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

●

하고
	자습 혹은 강의를 통해 학과 강습을 한 후 최종 시험에서 합격

●

해야 하고
	제한수역에서 모든 스쿠바 스킬을 배우고 반복 훈련/연습을

●

한후
	개방수역에서 4번 이상의 훈련 다이빙을 하면서 제한수역에서 배

●

운 스킬을 개방수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 받아서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합격하면 오픈워터 다이버가 될 수 있는

●

것이다.

면으로 올라와 보니 해변도 가마득하고, 파도는 치고, 비도 내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었다. 저 멀리 방파제 테트
라포드까지 죽자사자 킥을 해서 테트라포드를 붙잡으면서 이제 살
았구나 싶어지면서 이런 것이 스쿠바다이빙이면 왜 이 짓을 하는 거
지…? 싶어졌다.
그 이후로도 수년간 다이빙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력
조절 미숙으로 수면에서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수중에서 상승한다
는 것이 오히려 하강하고 있는 경우 등 참 위험한 다이빙을 운 좋

결론

게 해오고 있었다.

1884년 여름이 끝나 갈 즈음 필자는 대구의 야외 풀장에서 이틀 동

DAN이 후원하는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010-4500-9113)를 운영

안 마스크 물빼기와 호흡기 물빼기 그리고 수면과 수중에서 스쿠

한지 내년이면 10년째이고, 잠수의학 Q&A를 웹사이트와 잡지에서

바 장비를 착용하고 수영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고 해양으로 갔고

운영한 지 10년이 넘어간다. 그동안 Q&A에 올려주신 천 수백 건의

해양에서 강사가 안내를 해준 것이 아니고 나보다 넉 달 정도 일찍

질문이나 긴급 전화로 문의해주신 천 건에 가까운 사연들을 들여

다이빙을 시작했던 집사람과 함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동해안

다보면 적어도 필자의 소견으로는 대부분 사건/사고가 교육 부실

어느 비 내리는 해변에서 첫 입수를 했었다.

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입수와 동시에 집사람과 헤어지고 잠시 물속에서 머뭇거리다가 수

교육하는 강사나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나름의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픈워
터 다이버 교육 과정은 한 학생이 영원한 다이버로 남을 수 있을 것
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하는 이에게
는 좋은 강습 경험이, 배우는 이에게는 멋진 학습 경험이 될 수 있
는 알차고 보람찬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기대해 본다.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SSI KOREA 교육담당관
DAN AsiaPacific 한국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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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거림이 닿지 않는 고즈넉한 곳에서의 시간

NEW

GRAND BLEURESORT

끝없는 수평선 위로 푸른 하늘이 녹아내린 듯한 절경과 마주할 때
인간이 누리는 진짜 호화로움이 무엇인지 절감하게 되실것입니다.
1년내내 여름 햇살이 내리는 태양과 바다와 하늘과 별의 천국,
뉴그랑블루 리조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그랑블루 리조트는 최신형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1. PADI/SDI/NAUI 다이빙교육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 PADI/SDI/NAUI 다이빙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강사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도 훌륭하고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그랑블루리조트

3. 전문적인 펀다이빙 서비스 제공
4. 숙식이 가능한 고급 팜비치 리조트내에 위치
5. 세부 막탄공항에서 20분거리에 위치

대표전화 070-8248-8770
홈페이지 cebutour.co.kr / 이메일 topedo00@nate.com

COLUMN

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①

바다(Sea)는 다른 말로 해양(Ocean)이라고도 한다. 지구 전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며, 물이 고여 있는 지역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 스쿠버다이버들은 바로 이 바다가 놀이터이다.
여러분들은 이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의 놀이터인 바다에
대해 다 많은 지식을 갖는다면 다이빙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13억7천만㎦나 되는 바닷물의 기원은 지구 내부로부터의 가스
방출, 즉 화산활동에 의한 것이다.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후, 지구 내부에 포
함되어 있던 물이 활발한 화산 활동을 통하여 용암과 함께 지구표면으로 흘러나

태양
대기중의 수소와 산소

왔다. 이때 나온 물의 일부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 해양을 이루고, 나머지 상당량의

빛에너지

물은 뜨거운 수증기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 가스와 함께 대기권을 형성하였다. 지
구가 탄생한 후의 최초의 원 대기는 현재의 것과는 달리, 산소가 거의 없었고 대부

수증기
질소
염소
비가 되어 내림

분이 이산화탄소(CO₂), 질소(N) 그리고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열을 뿜어낸 지

침식ㆍ풍화작용
광합성작용

구는 표면부터 식기 시작했고, 지구의 표면이 식으니까 대기권의 수증기도 식었다.
식은 수증기는 응결하여 비가 되어 내리고 지구표면의 낮은 곳으로 흘러 저지대에

유기물

고여서 바다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가 약 38억 년 전이다. 해양에서 35억 년 전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해양에 산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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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CO₂

침전물
바다

바다는 얼마나 클까요?
바다의 면적은 3억6천1백만㎢이며, 평균 수심은 약 3,800m이고, 지구표면의 약 71%를
차지한다. 육지의 평균고도는 약 840m 이기 때문에 만일 육지를 바다로 밀어 넣는다면 지구는
평균 수심 2,400m의 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
육지와 바다의 비율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육지의 약 68%가 북반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남반구는 북반구의 2배나 되는 바다로 덮여 있다. 이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는 기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5대양이라고 한다. 태평양의 면적은 1억6천5백만㎢로서
5개의 대양중에서 가장 크며, 대서양과 인도양 두개의 대양을 합한 것보다 크다.
대서양과 인도양은 비슷한 면적을 가지나 형태는 큰 차이가 있다. 대서양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남북으로 좁고 긴 형태를 가지나 인도양은 남반구에 국한되며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다.
북극해, 멕시코만 및 지중해는 대양에 비하여 훨씬 작은 규모이며, 세계 최대의 호수인 카스피해와
북미 최대의 호수인 슈페리어호는 대양과 비교하면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리고 바다의 부피는 약13억7천만㎦이며, 지구의 모든 물중에서 약 98%가 바닷물이다.
나머지 2%의 물은 육지와 대기중의 물이며, 이중 빙하가 1.84%, 지하수가 0.4%,
호수와 강이 0.04%, 대기중의 수증기가 0.001%이다.
※ 5대양의 면적 태평양 1억6천5백만㎢,
대서양 8천2백만㎢,
인도양 7천3백만㎢,
북극해 1천4백만㎢,
남극해 7천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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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INOON SCUBA
(아이눈 스쿠버)

대표 : 이달우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2길 58 1, 2층
전화 : 02-423-2110
website : 보수중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아이눈 스쿠버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컨셉으로 센터 이름이 아이
눈이다. 아이눈은 스쿠버 다이빙뿐만 아니라 EFR 전문 홈페이지를 만들어 어린이
집 또는 평생 교육원 등에서 활발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교육원을 2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이눈 스쿠
버의 대표 이달우 강사는 PADI Master Instructor로 PADI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는 강사이다.
2011년 서울 잠실동에 위치한 위너스 오피스텔에서 PADI Dive Centre로 시작해
서 2013년 3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층에 자리한 아이눈 스쿠버는 주변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다.
현재 아이눈 스쿠버는 테크니컬 다이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PADI TecRec 센터
에 등록하여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에 힘쓰고 있다.
많이 어렵다고 알려진 테크니컬 다이빙을 레크리에이션과 접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이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꿈꾸고 있다.
아이눈 스쿠버에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논스톱 장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논스톱 서비스는 스쿠바프로, 마레스, 아펙스 등의 서비스 지정점으로 방문하면
즉시 점검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일반 다이버들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의 해양 환경 학
술 동아리“에코에코”
의 스쿠버 교육 및 해양 정화 활동 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
다. 연 2회의 스쿠버 교육과 5회의 해양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다이버의 놀이터인 바다를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 어웨어 교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해양 환경과
해양 오염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달우 강사의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바다를 열대 바다와 같지는
않지만 진정 볼거리가 있고 재미있는 다이빙을 위해 지역의 다이브 센터 및 리조
트들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많이 알리고 싶어 한다.
160

제주 오션트리
대표 : 양충홍
주소 : 서귀포시 강정 월드컵로 188
전화 : 064-739-1239
E-mail : oceantree7@naver.com
website : www.oceantree.co.kr

위치

서귀포 범섬앞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올레길 7코스가 지나가는 자리이다. 범섬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으며, 낮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밤에는 고깃배들이 불
밝혀 바다를 수놓는 경관을 자랑한다. 때문에 오션트리는 다이빙교육 및 투어는 물론
펜션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다이버들은 언제나 할인해주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

하드웨어

22객실 다양한 룸을 보유하고 있고 숙식, 다이빙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제주 최고 규모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휴게실 및 카페는 식사 및 다이빙 후 다이버들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교육실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다. 수영장
3미터 다이빙풀을 보유하고 있어 필수인 제한수역 교육을 리조트에서도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실, 3미터풀 등 완벽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경험 많은 강사진들에 의한 교육이 가
다이빙 교육 능하고 교육실과 수영장은 오션트리를 이용하는 모든 다이버들과 강사님들에게 오픈
되어 있어 도심을 벗어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강사님들에게도 제공한다.

다이빙투어 1인이 오더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넉넉한 3인 도미는 물론 단체팀 역시 소
화할 수 있는 룸과 시설, 그리고 강사와 마스터로 이루어진 경험 많은 다수
의 가이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이빙시 가이드 서비스는 필수 포함으로
한분 한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책임진다.

사람들

오션트리 양충홍 대표는 제주에서 다이빙 시작한 제주 토박이로 다이빙 경
력만 15년이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팁, 경험 등을 아낌없이 후배 강사들
에게 전하고 있으며 그들이 함께 만든 오션트리, 함께 만들어갈 오션트리
는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보장할 것이다. 최고 시설과 최고 스
텝들이 함께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오션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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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스쿠버 월드
대표 : 손완식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3 두류다이빙풀장
전화 : 053-525-5666
website : www.s-world.or.kr

센터소개

SSI의 교육 과정은 다이버 다이아몬드 교육 방법에 기초한다. 이는 더 많은

스쿠버 월드는 창립 이래 꾸준히 센터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현재

지식, 더 나은 기술, 더 좋은 장비,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라는 스쿠버 교육의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풀장(대구 두류 다이빙 풀장)에 소재지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강조하며, 다이버 다이아몬드 교육 방법의 목적은 교

를 두고 체험 다이빙부터 강사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SSI의 모든 교육이

육생이 그저 다이빙을 배우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다이버가 될 수 있도록 기

가능한 전문화된 SSI 교육 센터이다.

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대구 두류공원 내에 위치한 다이빙 풀장을 운영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SSI는 타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스페셜티 과정의 세분화와 각각의 교재와

언제 어느 때나 편하게 방문하여 상담과 교육등록을 할 수 있고, 오전부터

DVD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들로 하여금 다이빙이 질리지 않게 하며 다이

저녁 시간까지 폭넓은 시간대의 강습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생들이 원

빙의 무한한 매력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하는 시간대에 강습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철역(성당못역)에서 도보로 5분

손완식 트레이너는 SSI‘계속 교육 프로그램’
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자신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구 전 지역 내에서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남대

SSI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고 말한다. 3~8월까지 신규 다

구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타지방의 교육생들도

이버의 모집과 교육 9~11월의 상급 레벨 다이버의 교육 그리고 12~2월까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지 리더과정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사와 센터는 봄, 여름, 가을
은 물론 비교적 비성수기인 겨울까지 꾸준한 교육이 가능하기에 소득을 올

SSI만의 특별한 교육시스템의 활용
스쿠버월드는 SSI 손완식 트레이너가 SSI의 질 높은 교육시스템의 반영과
활용으로 크게 성장한 센터이다. SSI는 국제 ISO 인증을 가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교육 단체로서 그 중심에는 SSI의 교육철학과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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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SSI의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
인 계속 교육의 구현으로 모든 교육생들이 스쿠버다이빙을 쉽게 접할 수 있
게끔 하며, 지속적인 연습을 통한 편안함이 모든 다이버들에게 즐거움을 얻
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고객 만족 서비스
스쿠버월드는 SSI의 고객 충성도 형성과정에 부합되는 고객 만족 서비
스를 제공하여 매년 많은 교육생과 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다년간 SSI의
최우수 딜러로 선정되었고, 최우수 리더상과 트레이너상을 수상한 손완
식 트레이너가 SSI와 스쿠버월드의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고객 충성도 형성과정은 상담부터 시작된다. 전화문의나 방문상담 외
에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상
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일과 주말 언제든지 교육생들은
09:00~22:00까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바쁜 현대인
들을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어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에 충분하다. 교육진행은 교육생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된다. 모든 교육
진행 과정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과 강사가 상담하여 추가의
교육비 없이 반복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도 교육생들은 풀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언제든지 연
습할 수 있으며, 센터에 상시 근무 중인 강사들은 교육생의 연습을 지켜
봐 주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센터내
의 장비 판매실을 이용하여 교육생은 필요한 장비를 쉽게 구매할 수 있
고, 강사는 교육생들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장비들을 직접 추천하고 제
시한다. 구매한 장비의 유지 보수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수리를
마친 장비를 풀장에서 직접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스쿠버월드 고객
만족 서비스의 장점이다.
대구 스쿠버월드는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의 동해안부터 남
해안, 울릉도, 제주도, 해외 유명다이빙 지역 등을 다니며 회원들에게 다
양한 포인트를 안내하고 회원들에게 포인트 저마다의 해양환경과 특징
들을 소개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투어일정은 사전
에 홈페이지 및 카페에 게시하고, 문자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다이빙활동을 유지하도록 기여한다. 해양실습의 환경과 자
격증을 수료하는 회원들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겨 인터넷 카페에 소개함
으로써 더욱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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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온탕 등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보재 보관실, 스텝룸
등이 완비되어 있다. 특히 4개의 이론 교육실 중 2곳의 교육실은 한눈에 보
이는 SSI 다이버과정과 SSI 리더과정의 포스터와 단계표, 플래그가 비치되
어 있어 교육생들이 한눈에 쉽게 스킨스쿠버의 단계와 앞으로의 진행과정
을 알 수 있다. 또한 4개의 교육실 공통으로는 이론 교육수업에 필요한 교
보재와 시청각자료, 화이트보드 그리고 빔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어 많은
강사님들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비 대여실에는 50여 세트의 장비들이 S사이즈의 작은 장비부터 3XL사이
즈까지의 다양한 사이즈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판매실에는 다양한 브
랜드의 장비들과 액세서리 등이 진열되어 교육생과 강사님들께서가 언제든
지 필요한 장비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딜러’
로서의 스쿠버월드
대구 스쿠버월드는 SSI의 딜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평택, 대구, 부산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딜러와 센터, 딜러와 강사들 사이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는 SSI만의 특별한 상호 관계 시스템이라 한다.
스쿠버월드는 SSI 딜러로서 소속강사들의 편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항
상 SSI의 모든 교재와 DVD를 보유, 현장에서 교육생에게 전달, 교육 진행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C-card 발급과 고충처리 등 교육을 제외
한 모든 사항을 스쿠버월드가 담당하여 해결함으로써 강사가 교육생의 교
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사의 역할을 전적으로 돕는다.

발전하는 스쿠버월드, 앞서가는 강사들
교육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스쿠버 월드 소속의 강사들은
손완식 트레이너를 주축으로 하여 매년 2회의 정기 리더업데이트 세미나
와 2회 이상의 비정기 세미나를 통해 최신의 SSI 정보와 지식 그리고 최고
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기 리더업데이트 세미나에서는 오픈워터
부터 리더 과정에 이르기까지 SSI의 교육관련 지식과 스킬을 업데이트하며,
비정기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장비와 다이빙 스킬, 다이빙 산업의 흐름과 교
육 서비스의 변화,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시설 및 장비

다. 손완식 대표는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앞

스쿠버월드에서 운영하는 다이빙 풀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로·세로 25m

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 강사의 기본 덕목이라고 말한다. 언제나 노력

의 넓은 풀장이 찾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이곳 풀장의 수

하는 스쿠버월드가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을 비롯하여 다이빙 산업의 전역에

질은 24시간 여과·정수 장치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전국 체육

서 더 넓게 활동하고, 스킨 스쿠버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대회와 2013 전국 소년 체전의 다이빙 및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종목의 경

도 좋을 것 같다.

기장으로 활용된 바 있다.
풀장의 수심은 3m와 5m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활용도나 다이버의 활동에
따라 수심을 선택할 수 있고 수중에 설치된 거울과 훌라후프링을 통해 수
중 훈련의 도움과 재미를 주고 있다. 또한 풀장 내 수심 1.5m의 수위조절
판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 학생들부터 초보 다이버들의 교육에 안정성과 편
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풀장 곳곳에는 4개의 이론교육실, 4개의 간이 테이
블과 3개의 2층 좌석, 20여 개의 의자, 2개의 장비걸이, 장비보관함이 비치
되어 이곳을 찾는 강사들과 교육생이 편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
히 풀장 내부의 20여 개의 객실을 활용하여 장비 대여실과 장비 판매실, 장
비 보관실, 장비 수리실, 휴게실, 5개의 화장실, 2개의 샤워실, 체온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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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상호 변경 안내
Club Mabuhay
Lalaguna Resort



PERTO GALERA DIVE WITH US
Take a leisurely afternoon, stroll along an unspoiled
beach as the gentle waves break beneath you…

필리핀 사방비치에 있는 저희 아우라 리조트는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13년 여 동안 다이버 여러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우라 리조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다이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리조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 상호가「아우라 리조트」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메니지먼트 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항상 다이버들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rmation Center
전화번호 : 한국인직통인터넷전화 : (070) 7755-9166 / 8258 -7448
문운식 책임강사 : 63-917-823-7117 / 리조트 전화 : 63-43-287-3098
Email : auraresortkr@gmail.com / www. auradiveresort.com

COLUMN

Healing Essay

성공과 실패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성인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뜻을 찾아서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후회 없이 사
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삶의 가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
하는 성공의 척도와 삶의 가치는 부의 축적이나 업적의 성취로써 평가된다. 그렇
다면 어느 것이 참다운 성공이고 삶의 가치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주문받는 것은 건강한 몸이다.
부모는 아이가 질병 없이 튼튼하게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부모가
갓 태어난 자식에게 던지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
서 무럭무럭 자란다. 이런 부모의 소박한 소망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그
위에 또 다른 주문으로 덧칠된다. 남과 비교하고 견주면서 더 나은 아이를 만들
기 위해서 아이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준다. 아이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 양 아무 여
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경쟁의식을 서서히 싹 틔워 나간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성인의 모습으로 사회라는 험난한 바다에 도착하게 되고, 이
때부터 성공이라는 단어에 끌려 다니는 삶이 시작된다. 성공만이 살 길이고 성공
만이 자신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며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일념으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부모는 이 자리에서 자식이 성공해 주
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하나의 기도를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의 끝자락에 반드시 재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매달려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공에 재물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 그래서 부를 겸비해서 성공한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으
며 남의 부러움을 흠뻑 받는다. 반면에 성공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
어 지난날들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성공의 뒤편에 주저앉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다. 성공과 실패는 이렇게 극명하게 인간의 모습을 둘로 갈라놓는다.
재물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최상의 수단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기 때
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쫓아다닌다. 그러다가 결국
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재물 앞에서 허리 숙이고 절을 하면서 재물을 신처럼 떠
바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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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유전무죄」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돈의 위력이 하늘
을 찌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재물로 성공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크게 봐서 대략 1/3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실패한 삶이었거나 성공
의 대열에 끼지 못한 서민들인 것이다. 이 숫자대로라면 성공하지 못한 삶이 대부
분인 이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살만한 곳이라 할 수 있겠는가?
소유한 재물의 양으로 성공과 실패를 저울질 하는 그런 사회라면 현재에도 미래
에도 살 곳이 못되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며, 인간이 추구하려는 최고의 가치인 행
복과 자유의 성취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성취는 더 큰
재물욕을 낳기 때문에 재물로부터의 자유는 고사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평생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물의 유·무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평가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성공의 잣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는 참으로 보람되고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스
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살만한 사회로
바뀔 것이다.
순간순간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온 나날들을 어찌 보잘 것 없다고 할 수 있
겠는가? 살아오는 여정에서 이미 느끼고 인식했던 만족과 행복감 자체가 바로
성공인 것이다. 성공을 결과에 둔다면 죽을 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도 없다. 성공에 대한 최종 결과는 죽음 직전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죽어가면서 성공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공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순간마다
진실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성공은 결과물이 아니라 삶의 매순간마다 펼쳐진 행복과
만족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재물로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이며, 실패한
자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삶이기에 후회라는 말조차도
필요 없다. 매일매일을 그냥 살았다 하더라도 생명 있는 존재에게는 살아가는 삶
의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목적 없이 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재물에 의한 성공이나 실패는 원론적으로 존
재할 수 없으며, 오직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과 만족뿐임을 깊게 인식할 때,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성취나 만족을 말하는 자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지금 만족이 아니면 영원히 만족은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진정
한 만족스러운 자리임을 알고 그 만족 속에 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아인슈타인이 던진 한 마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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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

제품에‘섬’을 담다

브랜드가 담고 있는 가치와 현실적인 목표가 부합되는
이야기가 탄생할 때 그 브랜드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니스프리 화장품은 예이츠의 시
‘이니스프리의 호도’
(The Lake Isle of Innisfree)에서
그 이름을 따 왔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거기 외 엮어 진흙 바른 오막집 짓고
아홉 이랑 콩 심고, 꿀벌통 하나 두고,
벌들 잉잉대는 숲속에 홀로 살으리.

또 거기서 얼마쯤의 평화를 누리리, 평화는 천천히
아침의 베일로부터 귀뚜리 우는 곳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한밤은 희미하게 빛나고, 대낮은 자줏빛으로 타오르며,
저녁엔 홍방울새 날개 소리 가득한 곳.
- 예이츠의 시‘이니스프리의 호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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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한적한 힐링의 섬 이니스프리의 이미지를 제품에서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 이니스
프리. 그러나 자연주의를 표방한 이 브랜드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인지도를 올리는 일이 쉽지 않아 매출이
저조했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마침내 이 브랜드의 선택은 제품에‘제주’
라는 섬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이었다. 제품의 원료 뿐 아니라 제주의 풍
광, 제주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제주 화산송이를 사용
해 마든 모공 마스크가 크게 히트를 쳤고, 깨끗한 제주암반수로 키우는 유기농 녹차를 사용한 화장품 라인도 인
기를 끌었다. 제주 동백마을 할망들이 손수 딴 동백꽃잎을 원료로 만든 카멜리아 라인에서는 빠알간 꽃잎을 따
며 도란도란 추억과 정을 나누는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연상된다.
재료만 제주도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 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버려지는 제주 감귤껍질을 재활용하여 만
든 종이상자를 사용했고, 콩기름으로 인쇄한 종이 박스를 사용했는데, 포장재는 감귤껍질을 재활용하여 만들
었다. 고객들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걷는 행사도 매년 열리고 있다. 광고는 당연히 제주도를 배경으로 촬영한다.
이처럼 브랜드의 가치와 원료, 제품, 포장, 광고에 이르기까지‘제주’
라는 섬을 모티브로 일관성 있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나간 결과는 놀라웠다. 2009년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13년에는 그 3배에 이르는
3,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중국에 글로벌 매장을 연 데 이어, 2013년에는 홍콩과 일본에까지 진출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2003년부터 시작한 공병수거는 330만개가 넘었으며,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에코손수건
은 140만장이 고객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셜 웹툰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새로 출시된 립 틴트 제품의 색상을 선택한 뒤 자신의 사진
을 업로드하면 순정만화 속 주인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색상에 따라 신입사원과 사랑에 빠지는 여성 상사 혹
은 선배와 커플이 되는 신입생이 될 수 있다. 상대역은 꽃미남 탤런트 이민호이며, 그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다.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과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제 선택의 기준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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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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관련된 영화 소개 ②

워터보이즈 WaterBoys (2001)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중발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소
엉뚱하면서도 유쾌하게 도전하는 이야기이다.
타다노 남자 고등학교에는 수영부가 있지만, 명목만 유지할 뿐 부원은 단 한 명뿐이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선생이 수영부를 맡게 되자 3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 미모의 여선생이 수영이 아닌 수중발레를 수영부원에게 지도하려고 하자 대
부분의 학생들이 도망을 가고 단 다섯 명의 학생만이 남는다. 이름하여 워터보이즈!
이들은 수영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다른 학우들에게도 인기가 별로 없는 친구들
이었지만 수중발레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만다. 이들은 좌충우돌하며 연습을 하다가 여
선생이 출산을 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게 된다. 또 다시 해체위기를 맞은 수영부는 주변
의 놀림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고 여름방학 동안 지도해줄 선생을 찾
아 나선다.
워터보이즈는 우여곡절 끝에 돌고래 조련사를 선생으로 모시고 바닷가에서 열심히 수
중발레를 연습한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실패를 하
원작 ウォ-タ ボ-イズ

고, 좌절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했다.

감독 야구치 시노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면서 엄청난 지원

출연 쓰마부키 사토시
다마키 히로시
미우라 아키부미
각본 야구치 시노부
장르 코미디
관람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2002.08.15
상영시간 89분
국가 일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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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바닷가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의 열정
으로 바닷물까지도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실력은 늘어나고 불가능했던 자세
들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중발레는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 같은 동작을
절도 있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는 유쾌하게 마음을 어
루만진다.

뜨거운 태양 아래 검게 그을린 남자들
의 거칠고 멋진 몸매는 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이다. 영화를 보는 사이사
이 코믹한 장면들은 재미를 더해주며
코를 시큰하게 만드는 그들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도 보내게 된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사
람들이 있다. 또한 남이 하지 않는 일
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공
통점은 꿈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따
가운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도전을 멈추
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그 꿈을 이룬
다. 꿈을 이루는 순간 행복은 그들 곁
에서 환하게 웃음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한다. 꿈은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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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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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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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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시파단
출발 1차 : 2014년 4월 29일 ~ 5월 7일
2차 : 2014년 5월 3일 ~ 5월 11일
모집 확정일정
특징 시파단 본섬 다이빙을 위한 최고 일정. 6일 다이빙
중 4일간 시파단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리버보드
+ 카팔라이리조트 일정으로 준비.

코스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출발 2014년 6월 6~19일
일정 19일 일정 / 육상 관광 후 21일 귀국예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어의 고향, 코코스
아일랜드로 2014년 떠납니다. 좀 더 좋은 바다
환경을 만나기 위해 6월로 일정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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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팸투어
출발 22014년 7월 3~9일
일정 6박 7일
모집 확정일정(20명 선착순 마감)
특징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를 위한 럭셔리 팸투어로 5가지 테마와 함께하는 남태평양 피지 다이빙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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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 국가 정보안내
일본 (JAPAN)

필리핀 (PHILIPPINES)

팔라우 (JORDAN)

말레이시아 (MALAYSIA)

면적 : 37만 8천 ㎢
인구 : 약 1억2천7백만명
수도 : 동경(Tokyo)
언어 : 일어
비자 : 필요
통화 : 엔(Japanese Yen : JPY)
전압 : 100볼트 50~60Hz AC
평균비행시간 :
동경(Toyko) 약 1시간 46분
오키나와(Okinawa) 약 2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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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Cebu) 약 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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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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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약 5시간 30분

인도네시아 (INDONESIA)

태국 (THAILAND)

몰디브 (MALDIVES)

사이판 (SAI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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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Bali) 약 7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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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켓(Phuket) 약 6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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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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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 (GUAM)

호주 (AUSTRALIA)

뉴질랜드 (NEW ZELAND)

피지 (F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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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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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언즈(Cairns) 약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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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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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EGYPT)

멕시코 (MEXICO)

미국 (UNITED STATES)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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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로(Cairo) 13~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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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시티(Mexico City) 20시간

면적 : 952만 2천 ㎢
인구 : 약 3억7백2십1만명
수도 : 워싱턴(Washignton, D.C)
언어 : 영어
비자 : 필요
통화 : 1달러(Dollar : USD) = 100 센트(Cent)
평균비행시간 :
하와이(Hawaii) 약 9시간 10분
로스앤젤레스(LA) 약 10시간 40분

면적 : 16,000㎢
인구 : 약 244,000명
수도 : 누메아(Noumea)
언어 : 프랑스어
비자 : 한달까지 무비자
통화 : 프랑(CFP, XPF)
전압 : 220v
평균 비행시간 :
누메아(Noumea) 9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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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한국 관광객 주머니 터는 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시 한국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가깝기도 하고 여행경비도 비교적 저렴하여 필리핀

사실 이러한 필리핀 세관의 세금 금액은 일정하게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

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

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특히 입국세관을 통과할 때 한국공항

들 중에는 필리핀 입국시 세관원이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큰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포장된 상태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100% 표적이

피해를 보는 여행자가 속출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된다. 이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필리핀은 면세 한도가 없고 외국에서

이러한 불만은 필리핀여행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마닐라

들여오는 물건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나 세부로 입국하는 한국 여행자들이 필리핀 입국시 세관원에

액수를 요구한다. 이때 영어가 되는 사람은“그럼 정확한 세율이 몇 프로냐”

게 마구잡이식 세금을 폭탄 맞았다는 후기를 살펴보면 다양한

고 물으면 세관원은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
라고 흥정을 해 온다. 규정도 없

경험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

고 흥정도 멋대로 하는 것이 필리핀 세관원들의 행태이다. 영수증도 없다. 대

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있다는 내용들이

부분의 나라들은 법이 정한 액수를 초과한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

많았다.

시되어 있다. 하지만 필리핀만은 세관원 마음대로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
여 여행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여행자나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입국도 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난처해진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방식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따라
서 미리 시비를 붙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사지 않는 것이다. 만일 꼭 필요하다
면 한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그 자리서 포장을 뜯어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
오는 것이다. 선물일 경우는 포장지를 접어 일반 짐 속에 숨겨 오도록 한다.
또한, 가방 검사에서 발견된 고가품이 있다면 사용하던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가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입국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
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난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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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 및 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여권 분실이 된 경우

항공기 지연되거나 파업한 경우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Additional Supplement를 항

받는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공사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호텔, 식사, 관
광 등을 제공한다. 파업의 경우 다음 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클레임(Claim)

●

사진

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

●

여권 분실증명서

에는 타 항공편으로 양도(Endorse)를 받는다.

●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입국증명서
(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절도 사고를 당한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바로 귀국을 해야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

한다. 계속 여행할 경우에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여행국의 VISA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가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서 다음

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 원 이상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

POLICE REPORT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 있는 수하물 분실 신고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 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

●

여권 COPY

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보험 처리 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

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

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화물을 찾

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

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 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

필요하다.

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공 수하물 외 여행도중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엔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보상 항목에서

●

현금

제외되며, 도난 시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

수표

●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
(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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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잠수의학 Q&A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본지의 홈페이지(www.scubamedia.co.kr) 잠수의학 Q&A에 다이빙 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강영천 박사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잠수의학 Q&A가 아닌 제 개인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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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

교육생 한 분이 건강질의서 고혈압과 당뇨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약을 복용하신다 하였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주기적으로 주치의
를 방문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을 받아오라 권해드렸는데 담당 주치의 선
생님께서는‘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써 주셨다 하네요.
교육생도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저 역시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알려드리고 싶기에 박사님께서
한 번 더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다이빙과 생리에 관해선 메뉴얼을 통해 고작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저이지만 다이빙에 관한 지
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이빙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소견을 내주시는 의사선생
님의 말씀은 가끔… 아주 아주 가끔… 감히 의심스러울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님 안 계실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었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안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다네요.
약 잘 드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셔서 다시 한 번 도전해 보자 하였습니다.
무척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로썬 두 분의 의사선생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니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네요. 물론 의학적으로 인정받으신 선생님들이 충분한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일테니
그리하면 안 되겠지요.
내일이 수영장 교육 첫날이었는데 운영하시는 병원에 문의해보니 박사님께선 평일 진료만 하신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다기에 일단 교육 일자는 2주일 후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연락처 : 010-4500-9113

며칠 상간으로 위에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이 있거든 또 한 명의 다이버가 생길 수 있도록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박사님께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말씀으로만 그저 듣고 찾아뵙지도
못하였지만 이렇게 여쭐 수 있는 박사님이 계시다는 게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이브리더로 레벨업 하고자 하는 새내기 강사후보생들이 의료진술서 소견을 어디서 받
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 병원에선 안 해주기도 하고 실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마저 다이빙을 그만두라는 소견을 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새내기 강사후보생들 박
사님께 가보라 하여도 귀찮은 일이 되지 않으실 런지요.
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A 다이빙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모두 조절만 해주면 다이빙하는데 큰 문제없이 진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 결정한다고 봅니다만 아마 이 지구 상에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다이빙해도 된다고 하는 의사는 저 밖에 없을것 같지만, 잘 조절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잘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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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고혈압약 먹은 지 30년 지났고 신부전증으로 14년 전에 신장 이식 수
술까지 받고도 지난 주말에는 더블 탱크에 놀목식 트라이믹스로 테크니컬
감압 다이빙까지 했습니다. 그분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Q 쏠치에 쏘였어요.

제주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쏠치라고 부르는 고기입니다. 손바닥에 쏘였는데 지금은 어깨
까지 부었습니다.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제주도 잠부 일을 하고 있는 다이버입니다. 전에도 가오리 독에 쏘여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어요. 바다에 어떤 독이 있는 어류가 있는지 알고 있
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독이 있는걸 알면서도 쏘인 적
도 있고요. 어떤 어류에 독이 있는지 임시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A Scorpion Fishes

독이 있는 어류를 전체적으로 독이 있는 고기라는 의미의“Scorpion Fish”

A 이명치료

라고 합니다.

드라이슈트 목씰이 너무 심하게 조이는 경우 목실이 경동맥을 눌러 경동맥

독은 주로 지느러미 특히 등지느러미 쪽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독의 내

동 반사(Carotid Sinus Reflex)를 야기하여 혈압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현기

용은 주로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고(하거나) 마비까지 일으킬 수

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적어주신 것처럼 찔린 자리에서 정맥을 타

또 한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목씰이 조이면서 두경부의 임파선 흐름에 저

고 올라가면서 중독 현상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항을 일으켜 목 윗부분의 부종을 야기하고 이것이 이관의 입구를 막게 되

현재 적어주신 독작용에 대한 대처라면 병원에 가셔서

면서 압력평형이 잘 안되면서 압착 혹은 역압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수
 액을 맞으시고(많이 맞으셔서 혈류가 증가하면 신장으로 독이 빠져나

압력평형이 잘되지 않는 경우 무리한 압력평형을 하다 보면 두개골 속의

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 항
 히스타민과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처방을 받아서 주사 및 복용을 하
시면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하여 그것이 내이 압력을 증가시켜 원형창(Round Window) 파
열을 초래하는 경우 청력의 손실과 이명을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이것저것 적어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이

제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scorpion fish로는 쏠종개, 쏠베감팽, 쑤기미, 가

무엇이건 간에 이명이 시작되었다면 청력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이명 치

오리(등, 꼬리 쪽 - sting ray 마찬가지) 등이 있습니다.

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물고기 뿐만 아니라 수중 생물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는 것이 모
든 교육기관의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교본에 나오는 수중 생물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Q

Q 수족관 다이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수족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0m의 수조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3~5m의 수조

귀에서 소리가 나요.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조에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무척 힘이 많

저는 33살 남자입니다. 다이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요.

이 들어갑니다. 공기통을 2개 쓸 정도의 작업도 있구요.

한달 전 다이빙을 하다가 30m 지점에서 왼쪽 귀에 압착이 오더니 그 후로

물에 나와서는 달리기는 한 것처럼 거친 호흡을 하며 나오게 됩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드라이슈트를 처음 사서 다이빙을 했는

수족관 개장시간도 있고 다른 할 일들도 많아서요. 빨리해야 하는 입장이

데 목씰이 너무 꽉 조여서 약간의 현기증까지 왔습니다.

라…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잠수병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목씰이 너무 조였기 때문에 펌핑이 잘 되질 않아서 왼쪽 귀에 무리가 온 건

이 들기도 합니다. 수심이 낮더라도 힘든 작업을 장기간 오래 하다 보면 몸

지? 드라이슈트가 너무 꽉 조이면, 펌핑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에 안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을 위해 쳄버 이용을 생각해 보았는

지금도 귀에서 삐~~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입니다.

데 박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짓궂

근처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청신경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산에서는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저

드라이슈트와 발살바의 관계 귀에서 나는 이명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

희만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 선생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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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족관 감압병

재미있는 질문이라 답변도 길어질 듯합니다.
현재 다이빙 교육계에서 다루는“무감압한계”
라는 것을 해부해보
면 수심 시간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감압용 테이블을 보면 또 컴퓨터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심한 운동량에 의한 공기 소모에 대한 고려가 절대 부족
합니다. 물론, 나이트록스의 경우 사용하는 기체라는 변수가 첨가
되고 드라이슈트 혹은 아이스 다이빙 쪽으로 가면“수온”
이라고 하
는 변수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사용하는 공기의 양”
에 대한 배려
(?) 혹은 고려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이빙 시간, 수심, 사용 기체, 수온 이외에도 사용하는 기체의 양
이라고 하는 변수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감압병이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고압에서 다이버의 신체 조직에 녹아 들어가
는 질소의 양과 그 질소를 배출하는 속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녹
아들어가는 질소의 양은 깊은 수심에서 당연히 고압으로 많은 양
이 녹아들 것이고, 오랜 시간 다이빙하면 역시 많이 녹아들 것이고,
사용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많이 녹아들 것이 아니겠
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용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기 위한 조건으
로는 다시 깊은 수심과 다이빙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만, 수중에서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호흡이 빨라져,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양의 질소가 조직 안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수족관 작업뿐 아니라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상업 다이빙 등에서도 공기 소모가 많아지는 경우 반드시 잠수 계
획에 대한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10m에서 무갑압 한계가 잠수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
충 180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수면 공기 소모율에 따라 편
안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기보다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 상
당히 많은 양의 공기를 소모할 것이고, 한 번의 잠수에서 두 탱크를
사용한다면 그 허용 잠수 시간도 분명 짧아져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수심 5m에서 강사교육을 하면서 한 탱
크로 100분 정도 있어보니 거의 공기가 바닥이 날 정도였습니다.
만일 두 탱크로 200분 정도 있는 경우를 산정해 보면 이것은 무감
압한계를 분명 초과하는 시간을 다이빙하게 될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수심이 10m나 되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일이
많고, 두 탱크를 사용할 정도의 작업을 한다면 분명 감압병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안전한 편에 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에서는 고압 산소치료를 할 수 있다고 부러워하는 듯한 말씀
을 남기셨습니다만, 어떤 직종이건 Salvage 작업을 하는 산업 잠수
영역이 아니라면 다이버를 고압 산소에 밀어 넣어가면서 작업을 시
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감압병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였습니다만, 현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압 산소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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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인 조치로서,
1) 가능하면 상승 속도를 더 느리게 조절하시고,
2) 현
 장에 100% 산소를 비치하는 정도의 예방 조치를 해주면 좋을 듯하고,
3) 공기 대신 나이트록스로 작업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Q 무리한 다이빙

박사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남기는 첫 글이 이런 글이라 죄송해요.
우선 저는 7년간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다
이빙을 해오지 않은 탓에 단 한번도 쳄버는 안 가봤는데요.
문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산업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원양상선의
선저 작업이 대부분인데요.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300m 길이의 선박입
니다. 수심은 대부분 10m 안팎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요. 오르락내리락 하

Q 다이빙 후 (피)가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경력은 10년 되었는데 요즘 들어 잠수를 마치면
입안에 가래와 피가 조금씩 보이네요. 코에서도 약간 보이고…
일상적으로는 이상 증상이 없어 잠수를 하는데… 통증이나 이상한 곳도
없고, 평상시에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될런지요. 글 실력이 없
어서… 수고하십시요.

A 상기도염

이비인후과 혹은 내과에서 부비동 방사선 촬영(CT가 더 바람직합니다)
및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비염, 부비동염, 상기도염 등의 증세가 있을 때 흔히 보는 증상입니다.

Q 수중에서의 어지럼증

면서 평균수심은 10m 안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의 평균수심도 10m에 가

이제 겨우 30로그 되는 다이버 초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잠수를 하면

깝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잠수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합니다만 가끔

10m까지는 이퀄라이징을 하지 않아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단지 빨리

씩 작업이 많아지고 지연되면 6시간 정도 머무는 경우도 생깁니다.

좀 내려가 이퀄라이징을 많이 하면 2번 정도 하고 30m까지는 이퀼라이

현재 저의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3일 전에 새벽 작업을 했는데, 새벽 3시에

징 4번 정도이면 끝입니다. 근데 드물지만, 간혹 수중에서 수심의 변화가

입수하여 출수를 7시경에 하여 4시간가량 있었습니다. 수심은 평균 8m 정

3m 정도 급격히 변화가 생기면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지

도었으며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이빙 사이사이에 수면으로 몇 번에 걸

럼증을 느끼고 잠시 어리둥절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기까지는 길게는 20

쳐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하강하기를 반복하며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손에

초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많이 쓰며 과다호흡을 하였습니다.

박사님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수하고 난 후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른 곳은 괜찮은데 손가락 마디

A 감압증

(특히, 손가락의 중간 관절들)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모두에서 욱신거
리고 관절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증이 사

수중에서 혹은 다이빙을 마친 후 어지럼증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게 찾

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혹시 제 증상이 감압병 초기가 아닌가

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차가운 물에 의한 중이→내이의 자극에 의한 현기

싶어 질문 드립니다. RDP에 의거하여 과 호흡을 야기하는 수중노동에 의한

증 증상이고, 목씰 등이 너무 조이면 고개를 돌리거나 할 때 경동맥 반사

가산수심 4m를 더하여 계산을 하면 무감압한계를 넘기는 작업이 대부분

가 나타나고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껴본 것이 처음인지라… 질문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원형왕 개존증(PFO)에 의한 감압증입니다. 어지

드려 봅니다. 이 통증이 그 날의 작업 중에 손을 많이 썼기에 욱신거리는건

럼증이 가장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심장 전문 내과에서 심장 컬러 도플

지 아니면 실제로 미세한 감압병 증세인건지 궁금합니다. 다이버들의 안전

러 등을 통해 유무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을 위하여 불철주야 상담해주시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다이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빙하시길 기원드립니다.

A 너무 무리한 프로필

“불철주야”
란 표현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Q 감압병 증상의 발현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북부에 있는 00소방서 119구조대원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크고 작은 강이 있는데 8월15일 오후 4시경 수난구조 출

감압병이라는 것에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증상의 경

동으로 한탄강으로 수색을 나갔습니다. 피서객중 한분이 물속에 빠져 나

중이야 있겠지요. 수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오르락내리락을 했고, 시간은 중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은 2인1조로 수색을 진행하였

간 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무감압 한계를 훌~쩍

고 결국 물속 17~20m에서 익사를 발견하여 인양하였습니다.

넘기고 있고, 무리한 작업을 계속하면서 현재 그 작업을 주로 한 관절 쪽에

수색 내용은,

통증이 오고 있다면 감압병이 온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산업 혹은 상업 다

- 2인1조 2개조 - 수심은 17~20M

이빙 쪽에서 얼마나 많은 감압병 피해자가 있는지를 아신다면 아마 그 쪽

- 다이빙 타임은 15~20분(유속이 커 5m에서 안전감압을 못함)

일은 하지 않으실 듯합니다. 조속한 시일… 아니 시간 내에 쳄버 치료를 받

- 다이빙 횟수 3~4회(매회 30분정도 휴식 후 재잠수)

으시고 보다 조속한 시일 안에 작업 환경을 바꾸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발병일은 수색종료(8월15일) 후 최근(9월3일) 통증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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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부위는,
1명은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 오른쪽 눈밑 얼얼함, 1명은 어깨 결림?, 1
명은 꼬리뼈 약한통증, 1명은 증세 없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영 세계로 병원에 예약을 해서 치료방문 예정
입니다. 위 대원들의 증세가 감압병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지금 감압병 증세가 발병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박사님께 몇자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6~12시간 ?

감압병은 다이빙은 물론 수중에서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 다이빙을 마친 후 12시간 이내 95% 정도 나타나고, 그 시

A 고압산소 쳄버 운영하는 곳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는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감압병 치료 용 쳄버는
없습니다. 한의원이나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고압 산
소 치료용 텐트는 압력을 1.4ata 정도까지 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건 감압병 치료에 사용되는 최저 2.8ata와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환자를
모시고 있으면서 증상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의료 기관에서
스쿠바 다이빙 관련 감압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정통적인 고압산소 쳄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 경
 남 통영의 세계로 병원(김희덕 원장) 밖에 없고 - 잠수부들이 주된 고
객이 되어 있어 실제 스쿠바 다이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항공기 탑승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

2. 경
 남 진해 해양의학 연구소(해의원)에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는

되는 경우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이빙 프로필은 별로 좋

있으나 일반인을 받았다 안받았다를 거듭하다고 최근에는 안받고 있는

아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수면 휴식은 아무리 구조 수색을 위한 다이빙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라고 권장 최소 수면 휴식 시간 한 시간에 훨씬 못 미치고 20m 20분

3. 경
 남 사천(삼천포 서울병원)에 상당히 큰 규모의 쳄버가 들어와서 현재

하루 4회도 특히 고지대의 민물 다이빙이라면 보다 위험성이 커지기는

설치 중입니다만, 그 쳄버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는 아직 확보

합니다. 그러나 다이빙 마친 후 2주 이상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났다면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글이 잡지에 게재되는 시점

이건 감압병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에서는 어떻게 변화해있을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혹 무리한 운동이나 과음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쳄버 치료 시설

4. 부
 산 고신대 의료원에도 조금 미흡해 보이는 쳄버가 설치는 되어 있고
간혹 치료를 해주고 있기는 하나 심각한 감압질환의 치료에는 조금 문제
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 전공의 3년 차로 근무

5. 제
 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상당히 좋은 내용의 고압산소 쳄버가 운영되

중이며, 서울지역에서 20~30대 스쿠버 동호회 및 카페를 운영 중(현재

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해녀 분들이 주 고객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여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병원에 감압병증상으로 내원하
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잠수병이 산업의학 쪽으

사설 치료를 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로 현재 분류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수련과정에서 배운 것도 없고, 제가

1. 제
 가 글을 적었던 그 분은 역시 경남(왜 경남에 이리 많이 몰려있지??)

전문적인 다이버도 아니어서 지식이 전무합니다.)

	*산에서 스쿠바 다이빙 숍을 하시든 분이 자신의 감압병 치료 경력을 살

증상과 병력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잠수병 같고, 다른 유사증상을 일

려서 사실은 봉사 정신으로 쳄버를 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감압

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모두 배제하였으나, 치료에 관해서는 저희 병원

질환의 치료가 절대 쳄버로 시작해서 쳄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 어떠한 관련된 시설도 없고, 증상조절을 위한 대증 치료 정도 밖에는

모르는 분이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로

2. 경
 남(?) 장목이라는 곳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쳄버가 있고 이건 관절

환자를 이송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

염에 의한 통증을 앓는 많은 해녀분들이 감압병이라고 오해하고 드나들

방에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환자분들 중에서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진성 감압병 환자도 찾는 것같기는

사설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경기도 어디 즈음

합니다만 - 저는 현장 방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타 카페에서 읽은 선생님의 글을 보니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

3어
 느 바닷가에서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이 쳄버를 운영한 적도 있다고 하
는데 이 역시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더군요. 그런데 환자들은 지방까지 내려가기 불편하니 이러한 사설 치료

4. 강
 릉의 폴리텍3 대학 운동장에 보면 컨테이너에 쳄버를 설치해서 학생들

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지방에 전문화된 치료시

에게 보여주는 교육도 하지만, 실제 주위 해녀들을 치료해준다고 하는 것

설이 있는지요? 정말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이 그 쳄버를 구매할 때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실제 1년에 두어번 날짜를

두 번째로, 박사님께서 게시한 사설 쳄버 실태 및 기타 안전사항에 관련

정해서 해녀들의 쳄버 경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 이건 아무 필요 없

된 글을 운영중인 카페에 게시해도 될련지요?

는 전기 낭비에 산소 낭비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강사출신

5. 산
 업 잠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중 작업 현장에 쳄버를 구비해두고

과 다이브마스터 수준의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작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 그 회사가 크면서 산업 잠수의 깊이가 깊어질수

주지 않으면 자가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

록 쳄버의 소지가 회사 설립의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

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들려 많이 배우겠습니다.

사와 무관하게 현재 쳄버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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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는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만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실제 이런 곳에
서 치료하다가 사고 났다는 말은 아직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6. 충
 남 보령의 오천군 보건소에도 5인용 쳄버가 있고 오프레이터가 상주하

A 병원가셔서 확인 필요

고막 재생 수술을 받은 경우 이식하는 재료에 따라 미세한 천공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일단 수술 받은 병원으로 가셔서 천공이 있는지 확인

면서 동네분들을 치료해주고 있으나 여기도 진료 의사분이 상주하지 않

하시고, 있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부터 하셔서 그 문제부터

기 때문에 오프레이터 분께도 일반 다이버의 치료는 손사레를 치고 있고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기

이건 이분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 적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관 기능 검사도 받아보신 후 고막의 천

제 글을 옮기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감사드릴 일이지

공이 완벽하게 막히고 이관 기능이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때까지는 다

요? 다이빙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이빙 교육을 더 많이 받으시면

이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수영하는 것도 외이도염을 일으키고 급

(가급적이면 강사 교육까지) 다이빙 현실과 그 치료 체계에 대한 이해에 큰

기야 중이염을 재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의 글 감사드립니다.

Q 친구의 고막이 천공상태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서식중인 초보 다이버입니다. 시작은 친구 권유로
하게 되었구요. 다이빙은 아직 일자 무식입니다. 현재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증을 취득한 상태이고 하다 보니 정말 매력적인 운동(취미)인 것 같아 다른
친구에게 권유하게 되었습니다.(친구끼리는 고등학교 동창)
제가 아직 초보인데도 다른 친구에게 권유한 이유는 친구들과 같이 좋은
취미를 공유함에 있었으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권유한 친구
는 한 두번 다이빙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고막 재
생수술을 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다이빙 시 5m 수심 정도 들어가면 고막
재생(중이염에 의한 염증발생 고막에 구멍이 생겨 구멍만 막는 수술) 한쪽
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그에 따른 통증이 있어서 현재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취미를 친구들과 같이할 수 없을까요?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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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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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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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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014년

5월

1

1

2 디퍼다이브리조트 Trimix 다이빙(2~16일)

2 디퍼다이브리조트 정기투어(2~6일)
3 액션투어 말레이시아 시파단 투어

3

(3~11일)

4 IANTD 개해제 실시(4~6일)

4

5 BSAC 주말반 강사교육 개최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PDIC-SEI 지도자 맴버 워크숍
13

(광주, 전라지역)
P
 DIC-SEI 지도자 맴버 워크숍
(부산, 경상지역)
제4회 AFIA 프리다이빙 대회

14

12
13
14
15

15

16

16

17

17
18 PADI 센터 파아란바다
스마트 비디오스쿨 과정 진행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PADI 강사시험(25~27일)

26 P DIC-SEI 지도자 맴버 워크숍
(서울, 경기, 대전, 충청지역)

27 PSAI KOREA 개해제 실시
28
29
30

26
27
28
29
30
31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를 위한 럭셔리 팸투어
지
가
5

하는 남 태평양 피지 다
께
함
이빙 축
와
테마
제
일시 : 2014년 7월 3일 ~ 7월 9일 (6박7일)
장소 : 피지(Fiji) 뱅가라군
대상 : 정기구독을 신청한 아마추어 다이버
인원 : 20명(선착순마감)
비용 : 210만원 (항공별도)

▶ 주관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진행 : 액션스쿠바, 노마다이브
▶ 후원 : 피지 관광청
매력 1 . 케이지없는 샤크다이빙, 상어보존 스페셜티 세미나
매력 2 . 커피전문가 김장혁과 함께하는“커피 여행”
매력 3 . 필라테스로 시작하는 아침.
매력 4 . 나이트록스코스/똑딱이 카메라를 활용한 비디오그래퍼코스
매력 5 . 현지인과 소통하는 어린이 돕기 자선행사

투어문의 : 액션스쿠바 이민정 대표 02-3785-3535 bluemjl@hotmail.com
교육문의 : 노마다이브 김수열 CD 02-6012-5998 noma@noma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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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 HEAD/MARES 합병 기자 회견 보도 자료

지난 2014년 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Mares 및 SSI 대표(Gerald Skrobanek), Mares 코리아 및 SSI 코리아 대표(우대혁)
SSI 코리아 교육담당관(강영천), 전 SSI Asia 담당관(이신우)이 참석하여 SSI-HEAD/MARES 합병에 관한 기자 회견을 하였다.

1. HEAD가 SSI를 합병하였습니다.

들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버, 다이브 센터 그리

HEAD는 전문 스포츠용품의 글로벌 그룹입니다. 테니스 등의 Racket sports,

고 다이브샵들을 아울러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스키, 스노우보드 등의 Winter sports, 수영용품 그리고 스쿠바다이빙의 3개

이 모든 네트워크의 시발은 교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버

부문이 있으며, 연 수익은 3억 5천만 유로입니다. Mares는 1967년부터 HEAD

들이 더욱 오래 다이빙 활동을 하여 중도 탈락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입

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니다. 물론 Mares도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Mares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2. SSI는 국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됩니까?

많이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더욱 많은

SSI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육단체이며,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다이버가 생기고 더욱 오래 이 스포츠를 즐기게 함으로써 다이빙 산업 전체

선두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Mares 조직과 SSI의 새로운

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컨셉은 상호 간에 브랜드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며, SSI는 필리핀과 중국 등

5. 장
 비 제조사와 교육 단체가 함께 하는 것에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이

에서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3. PADI 또는 NAUI와 SS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은 다이빙 안전의 문제와 올바른 장비 사용법의 측면을 주안

PADI나 NAUI는 강사들 위주의 단체인 반면, SSI는 딜러 위주의 조직입니다.

점으로 하는 한편, 장비 제조사는 분명히 첨단의 기술력과 최신 이론 그리고

교육은 항상 전문적인 다이빙 센터 또는 딜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SSI는 독

새로운 트렌드를 더욱 빨리 교육 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표준

립적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 높은 교육을 성장시키

(Training standard)이 상업적인 운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고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보장받고

히 중요합니다. SSI는 아시아 태평양 교육 본부를 설치하여 모든 교육 관련

수중세계 탐험을 배우는 뛰어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사항, 트레이너 교육과 강사 평가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할 것

4. 장
 비 제작사와 교육 단체의 조합은 특이한 합병입니다. 마레스가 이

입니다. Mares는 전 세계적인 투자자문기업(Hedge-Fund)처럼 특정 큰손들

합병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 거래하면서 손익에 따라 치고 빠지는 기업 형태가 아니고, 오로지 장비제

우리는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점점 많은 다이버들이 필

조업체로서 어디까지나 일반 다이버들이 다이빙에 오랫동안 흥미를 갖고 즐

리핀과 같은 해외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시작하는데 실제 거주지의 다이브샵

길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영되고 있습니다.

190

DIVING INSIDE
6. 앞으로 SSI와 Mares는 어떻게 결합될 것입니까?

10. 마지막으로 언론 측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제품 개발과 교육은 모든 측면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유지될 것입니다. SSI는

장비 제조사가 교육 업계에 들어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하여 홍콩 또는 필리핀에 이신우 씨가 관리하는 헌신적

긍정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빙은 세계

인 서비스 및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경우 어차피 Mares

적인 규모의 스포츠이지만 다이버들은 빨리 다이빙 활동을 그만두고 있습

Korea와 SSI Korea의 국내 시장을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유되는 것

니다. 다이버들을 그들이 사는 곳의 다이브샵으로 연결하고 그들에게 장비

이 오히려 제품과 교육이 서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를 판매하고 새로운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다이버들이 더욱 오래 활동을 지

7. 판매와 마케팅 측면에서 SSI와 Mares는 함께 거래해야만 합니까?

속할 것입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우리 산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아니오. 우리는 교육 사업과 장비 사업을 엄격히 구분할 것입니다. SSI 딜러와

칠 것입니다. 다이빙 업계에 오래 머무르는 다이버들은 더 많은 다이빙 잡지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를

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S
 SI 매뉴얼에는 많은 장비의 사진들과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마
레스 장비로 바뀝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SSI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유지할 것
이며 아마도 과거에 비하여 앞으로는 Mares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9. 소
 비자와 딜러들은 SSI로부터 개발의 측면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
을까요?
SSI는 이미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스페셜티의 개발에 더욱 강력하게 초점을 맞
출 것입니다. 다이버들에게 계속적인 교육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이
버들이 더욱 오래 다이빙 활동을 하게끔 만들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곧 새로운 온라인과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재를 선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배우는 방법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지식 전달 방법
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전시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 제주시 문예회관 : 3월 16~21일까지
2.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전시장 :
3월 22일 ~ 4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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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TUSA DEALER TOUR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온 TUSA DEALER TOUR(딜러투어)가 올해 6회째를 맞이하여 대만

주요 일정

타이페이에서 3월 12~1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딜러투어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명의 다이빙센터 / 리조트 / Shop / 수영업체의 대표자들이 함께하였다.

1일 차 공장견학, 회사 / 상품 / 브랜드 세미나

참가자들에게는 그동안 궁금해 왔던 TUSA의 관한 모든 정보와 역사, 상품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2일 차 다이빙 센터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현지 시장의 시스템 탐방으로 국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일정의 이동 간에는 3분 스피치를 통하여 참가자들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이 담긴 이야
기로 투어 내내 분위기를 한껏 고조 시켰다. 이 밖에도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식사 자리와 회식 자
리가 곁들여져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서로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이번 딜러 투어를 통해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다이빙 시장의 건설적인 추진 방향과 활성화에 더
욱 힘써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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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리조트
다이빙 풀장
수영용품 매장
수영장 탐방
3일 차 대만 주요 관광지 방문
4일 차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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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딜러 투어 명단
No

성명

업체명

지역

1

이호빈

스쿠버인포

서울

2

장철기

C.E.O DIVING

서울

3

김용진 다이브트리

서울

4

민철배

레포샵

서울

5

서재환

SEA TEK

부산

6

우영현

스쿠버맥스

부산

7

이충환

블루오션스킨스쿠버

포항

8

조준현

스쿠바월드

대구

9

나순옥 티케이레포츠

대구

10

김재근

광주수중기술

광주

11

이현철

남해미조잠수

남해

12

반흥식

돌고래스킨스쿠바

거제

13

김형신

수영복나라

서울

14

전경자

아쿠아 솔루션

고양

15

변이석

인천SM다이빙

인천

16

강정훈

스쿠버그린피스

인천

17

이갑상

화성티엠스쿠바

화성

18

이진우

디즈니스쿠바

파주

19

김상길

제주굿다이버

제주

20

황인용

청주스쿠버샵

청주

다목적 어항청소선 크린오션3호 본격 임무 시작
고성군 ~ 기장군 동해안 12개 어항 쓰레기·장애물 제거 등 임무수행
동해안 12개 어항에서 해양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할 다목적 어항청소선 크린
오션3호가 3월 6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임
무를 시작한다. 이날 취항식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해양수
산 관련 단체장, 지자체 및 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37억 원을 들여 건조한 133톤급 크린오
션3호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부산 기장군까지 동해안 어항의 바다에 침적된 해
양폐기물과 운항·조업 장애물을 수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크린오션3호를 기존 어항청소선들과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해
어항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
촌어항과장은 “새 어항청소선이 동해안의 어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선의 안전운항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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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ex KUSPO Show 2014

▶ 일시 : 2014. 2. 20(목) ~ 23(일) ▶ 장소 : COEX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COEX에서 4일간 열려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지난 2월 20~23일
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렸다.
참가한 업체로는
(주)대웅슈트, (주)우정사 오션챌린져
포스엘리먼트 코리아, (주)해왕
(주)인터오션, (주)마린뱅크
바다강, (주)제이에스에이
굿다이버, PADI , 동진종합기계
등이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교육단체는 한국잠수교육단체협의
회(KDEC)가 주관하는 KDEX Show (6.12(목)
~ 6.15(일))에 참여하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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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제주(90분) 가장 빠른 뱃길, 오는 7월에 열린다
육지와 제주를 잇는 가장 빠른 뱃길이 전남 강진에서 열린다. 전남 강진군은 지

미래고속㈜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조건부 면허 승인을 받았고 제

난 1월 23일“부산 선적의 미래고속(주)과 강진 마량항~제주항 여객선 취항을

주도로부터 여객선을 정박하는 선석 승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앞으로 어민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면서“7월부터 본격적인 취항이 시작될 것”
이라고

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하루 2차례 왕복 운항에 나서기로 했다.

밝혔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까지 1시간 30분에 주파하는 쾌속선이 오는 7월 취

제주-강진 항로에 여객선이 운항되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뱃길은 현

항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미래고속㈜은 오는 7월 제주항~강

재 9개로 늘어난다. 현재 전남~제주 뱃길은 목포항~제주항(3시간 30분), 해남

진 마량항 항로에 초고속선인‘제트파일 코비호’
를 취항할 예정이다. 미래고속

우수영~제주항(2시간 30분), 완도항~제주항(1시간 40분), 고흥 녹동항~제주

이 제주항로에 투입하는 쾌속선은 192t 규모로 승객 220명을 태우고 최대 45

항(2시간 40분),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항(2시간 30분) 등, 총 5개 노선으로

노트(시속 83㎞)의 속도를 낼 수 있어 1시간 30분에 주파할 수 있다.

모두 카페리선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홍보활동 본격 시동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지난 11일부터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수중문화재가 다수 발굴된 사례가 있는 태안지역의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홍보활동은 수중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중문화재 발굴은 대부분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린 유물의 발견신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수
중유물 발견신고를 통해 1976년 신안선을 비롯하여 총 21번의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12만 여점의 유물이 출수(出
水)되었다. 발굴성과로 중세 해양 교역사, 고려 시대 조운과 해상유통과정, 한선(韓船)의 구조 등이 밝혀져 학술적
인 성과도 컸다. 수중에서는 육상에 비해 육안으로 문화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업 종사자들의
발견신고가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절차와 신고에 따른 보상금, 최대 1억 원
에 이르는 포상금, 도굴범 제보와 검거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리플릿
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매월 2~4차례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대상도 어촌계, 잠수기협회, 스
쿠버 동호회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 문화유산 3.0의 부처 간 협업의 일환으로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보다 효율
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역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과 도굴방지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와 협업 활동은 수중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물 발견신고를 활성화하여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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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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 사무실
051-54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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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다 수온 정보
한 달 미리 안다
- 수산과학원 자체 개발 해황예측정보시스템으로
국내 최초‘30일 주기’예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등 해양변동 자료를 한 달 미리 알 수 있
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한 달 후의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염분, 해류 등 해황 예측
정보를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측 정보는 표층과 50m 층의 수온과 염분, 해류의 관측 결과와 수치모델을 수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한국형 해황예측정보시스템에 의해 분석한 예측 자료로, 월 1회 KODC 홈페이지(http:/kodc.nfrdi.re.kr)에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해안선, 수심 및 조석 등의 해양조건과 기온, 바람 등의 기상
조건을 고려한 해양과 기상 모델을 결합한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관측된 자료의 통계적 경험치를 활용

<4월 1일 해류 예측>

하던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존 예보되는 3일 예측 정보보다 한 달 미리 알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이처럼 한 달 후의 해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온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수산생물의 분
포를 예측하거나 수온 급변에 따라 생존에 영향을 받는 양식생물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학계 및 해양 전문가를 포함, 수산업, 해양레저 등 산업분야 종사자와 스쿠바다이빙이나 낚
시를 좋아하는 일반 국민들 및 해양수산 정책수립, 수산자원분포 변동파악, 어획량예측, 적조·해파리·
방사능 대응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ODC는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 등록된 한국의 국가해양자료센터로, 1980년
부터 수산과학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생하는 ▲적조 및 해파리 출현 정보 ▲해
파리 응급처치 요령 ▲연안 냉수대 ▲빈산소 수괴 ▲연근해 수온 등의 해양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21년부터 지속적,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관측한 결과를 담은 해양조사연보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수산분야 최초로 2013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제 554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수산과학원은 어디서나 손쉽게 해황예측 및 기후변화와 재난방지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SMS, App 등)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영상 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은
“KODC는 향후 기상청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양변동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
춤형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4월 1일 염분 예측>

<4월 1일 표층 수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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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훈련과정
국가자격 기술검정 잠수기능사 및 잠수산
업기사 훈련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
로 차별화된 교육과 기술력으로 수료생
전원 100%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증 과정 국비지원

국가기간 전략 산업직종 훈련 수중용접[산업잠수사 취업]

국비지원 종류

대상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관련업종 사업주 대표자
재직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관련업종 정규직 근로자

수강료 지원

수강료 80% 지원

보훈처 국비지원

제대군인 5년 이상 근무자

100~15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훈련

직업교육 훈련

최대 600만원 지원

훈련수강료

전액 국비 지원

훈련과정

수중용접 [산업잠수사] 취업과정

훈련기간

5개월 / 600시간

훈련생 수강조건

수강조건 15세 이상 모든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취업 예정자, 대학 졸업 예정자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399번길 50-30(삼패동 180번지)
TEL : 031-576-2993 / FAX : 031-52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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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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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제공하는

필리핀 여행시 주의사항

▲ 필리핀 비자 연장 스탬프

“미모의 여성이 길을 물으며 접근하는 것은 범행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

별히 주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휴대전화로 즉시 117번(경찰)에 통보하

히 유의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운전 중 기사석 창문을 열거나, 손수건으로

고,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 내려주도록 요청합니다.

입을 가릴 경우 에어컨을 통해 수면 마취 가스를 내보낼 수 있으니 즉시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웹사이트(embassy_philippines.mofa.go.kr)에 게재된 필
리핀 여행 시 신변 안전 수칙이다. 단순히 외진 골목이나 우범지대 방문을 자제
하라는 식의 상식적인 안전 수칙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
 사에게 가는 곳과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본인이 모르는 길로 가
려고 할 경우에는 목적지와 경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택
 시에 승차 후 가족, 친지에게 본인이 탄 택시의 정보(차량번호, 차종, 색깔)
와 도착예정시간, 목적지 등을 기사가 들을 수 있게 알립니다.
- 기사가 주는 음료나, 음식(사탕, 껌 등)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 택시 문, 창문이 안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승차합니다.

필리핀 가짜 비자 연장 스탬프 적발

-가
 능한 한 은행, 환전소, 현금인출기 앞에서의 택시 승차는 삼가하고 가급적

최근 출국심사시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비자 연장을 하던 중, 가짜 스탬프

은행 등 근처에 머물러 있는 택시 보다 움직이는 택시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가 적발되어 비쿠탄 수용소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하

-심
 야에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값이 비싸더라도 공항택시를 이용하고

여 필리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본인이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이민국으

호텔에서도 호텔에서 불러주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로부터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 비자연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필리핀 택시 강도 범죄 주의

2014년 1/2월호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최근 마닐라 광역시 지역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민 및 방문객 여
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주)빅핸드코퍼레이션

○7
 월 8일(금) 새벽 우리 교민이 마닐라 광역시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가 외진 길로 들어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 금품을 빼앗고 달아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교
 민,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다음 피해 대처 요령을 참조하여 택시 강도 범행
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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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판이 없거나 많이 노후된 택시, 운전 중 우회를 하거나 외진 길로 가는 택
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택시 기사, 과잉 친절을 보이면서 음료
수(수면 마취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를 주는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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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호, (주)빅핸드 코퍼레이션 신제품 내용 중 제품설명 하단의
X표시된 부분은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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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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근진 해변에 해중공원 생긴다
강릉시 사근진 앞바다에 해중공원 레저전용 죤(Zone) 조성 사업

강릉시에서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인프라 구축

조성사업으로 인공굴, 바위, 수중 조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이 추가 설치되면 스쿠

을 위하여 2016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릉을 동해

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색다른 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상에는

안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자“해중공원 레저전용

스쿠버리조트를 신축하여 스쿠버 교육장 및 스쿠버 시설 대여 장으로 활용하여 전국의

zone”
을 조성한다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스쿠버들이 강릉을 최고의 스쿠버 장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해중공원사업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의 스쿠버다이빙 인구가 있고,

이 완공되는 2016년도에는 한창 동계올림픽 붐의 조성과 더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

다이빙 숍은 190여 개소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국민소

기 시작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칠 수 있

득이 3~4만 불이 되면 레저 활동이 바다로 향한다고 한다.

는 유명한 해중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버들은 바닷속이 깨끗하고 먼 거리를 관망할 수 있는
동해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동해안 대부분의 바닷속은 평이한 형
태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좀 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
리를 제공하고자 해중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해중공원 중 일
부 구역은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하여 스노클링 장을 조성하는 등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바다환경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스쿠버 인구들
이 지역 내에서 숙식함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의 해상레저 인구를 연계
유치하여 해상레저하면“강릉”
을 떠올리도록 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점차적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잠수정도 도입할 계
획이다.
현재 해중공원 조성을 예정하고 있는 장소는 강릉 경포해변 옆
사근진 앞바다로 이곳에는 지난 2003~2008년까지 약 33억 원
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어선어초를 비롯하여 판타지아 레저구조물,
각종 인공어초 등이 기 시설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번에 해중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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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호주,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는 강사교육에 참가하세요”

2014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4/25일 이전 강사교육 등록자에 한해 7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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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해양수산부,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방식 개선
당해연도 조사·수거방식서 다년계획수립·사후관리 추가, 4단계 제체로 전환

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이 1년 단위 계
획수립 후 수거하는 단순체제에서 다년간 수거계획 수립
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4단계 체제로 바뀐다. 해양수
산부는 수중 침적(沈積)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당해 연
도 수거중심 체계에서 과학적 조사에 기반을 둔 순환적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새 방식에는 수거대상지를 선정
한 뒤 연차적 관리계획을 만들고 수거 후의 평가‧모니
터링 등 사후관리까지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00억여 원씩을 들여 수
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침적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해 연도 사업수요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 후 수거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지
선정방법이나 사업 환류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선 전국의 항
만·어항 및 주요해역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조사해 대상
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모두 50곳
(항만 28, 어항 10, 환경관리해역 12)을 표본 조사해 전
국 항만·어항 등의 쓰레기 침적량을 산출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적쓰레기 관리계획도 마련된다.
항만, 어항, 해역의 오염 정도에 따라 수거주기(기본
3~10년)를 정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관
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어항은 어항청소선(10척)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상시로 수거하고 청소선 접근이 어려운 인천 선진포항 등 12개항은 실태조사를 먼
저 벌일 계획이다.
수거사업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관리목표도 새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본부가 직접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일괄 위탁계약을 맺어 쓰레기를 수거하던 것을
바꿔 해역관리청인 지방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도 하도록 하는 등 관리
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거량 기준으로 이뤄졌던 사업성과 목표지수에 수거면적
(ha)을 포함해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관리 체제도 강화되는데 사업지역을 주기적(기본 3년)
으로 모니터링해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환류시스템을 구
축해 사업의 계속성ㆍ당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도 확대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정화사업 현
황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우리 다이버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수
산자원 피해,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휴식공간이 훼손되
는 등의 폐해도 크다. 정부는 1999년부터 시작한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지
난해까지 1,455억 원을 투입해 모두 10만8,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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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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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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등 4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28일 공청회를 가진다.
국도의 기능유지와 보수에 국비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5단계 제주특
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낚시어선 스
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
를 포함한 국무조정실은 권한이양과 특
례부여, 입법체계 개선의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을 3월 12일 입법예고하고 3월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22일 열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포함된 수용과제 40건과 추가논
의 2건 등이다. 한편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마을 3곳 2018년까지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1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

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을 발표하고 어촌·

했다. 이번 계획은 어촌마을이 단순 어업기능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외국처럼

어항 부문별 정책목표 달성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해중레

오는 2018년까지 요트와 고깃배가 함께 드나드는 선착장과 낚시터, 쇼핑센터

저 거점마을에서는 국내외 해중레저활동(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수요를 흡수할

등을 갖춘 해양레저마을 3곳을 조성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개 지역을 선

수 있도록 기반·편의시설을 확충(2014~2018, 3개소/900억 원)할 예정이다.

정하고, 2016년 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역은 4월 공고
를 내서 8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각종 시설투자예산 등이
지원된다.

<참고도> 거진항(강원 고성군) 이용고도화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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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 죽변항(경북 울진군) 이용고도화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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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3월 21일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0일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
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
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상품, 국제여객 항공기,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소비자피해 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개선했다.
여행·숙박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해외여행 상품
계약을 취소할 때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항공기 운항이 4시간 이상 지연될
때 지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운임의 20%만 배상받을 수 있는데, 앞으
로는 운항이 12시간 초과 지연될 경우 배상비율을 30%로 높이도록 규정
이 세분화됐다.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집 전화, TV 등의 서비스를 묶은
‘통신결합상품’
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가 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
을 따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 계약 전체를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계약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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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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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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R
DOVER
209 전화
(문자가능)
인터넷
070-4624-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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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휴대폰 +680-77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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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 / 마레스
마레스‘US SCUBA DIVING 2013’
의
“Tester’
s choice”2번 수상

편안함과 넓은 시야, Mares i3
마레스 i3 리퀴드스킨은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놀라울 정도의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Scuba Diving지 2013년 9월호에 따르면, i3 리퀴드스킨은 넓은 시야
를 제공하기 위해 80도의 수평 시야를 제공하는 전면 렌즈와 140도까지 제공
하는 측면렌즈 2개, 총 3개의 렌즈를 사용한다. 굴절은 전면렌즈와 측면렌즈 사
이에 20도 정도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본래의 측면을 볼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더욱 작은 코 주머니와 넓어진 스
커트를 갖춘 선라이즈 버전이 출시되면서, i3
는 마스크 부문에서 Tester’s choice를 수상
하였다.

VAN호수에서 세계기록을 세운
사히카(SAHIKA)
2013년 6월 1일, 마레스는 프리다이빙 챔피언이자 세계 기록 보유자인 터키선수
사히카 선수(Sahika Ercumen)를 후원했다. Sahika Ercumen은 61m를 가파르게
내려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세계 신기록 도전은 터키에서 가장 큰 호수
인 Van 호수에서 이루어졌다. Van 호수는 1680m의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염
분이 함유된 소다수로 유명하다.
이번 다이빙은 높은 고도와 물의 화학적 구성, 탁한 시야, 그리고 3도라는 낮은
물 온도 때문에 특별히 어렵고도 위험했지만, 사히카는 멋지게 성공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뿐만 아니라, 2년 전 이집트에서 오리발 없이 변동웨이트로 60m
마레스는 오리발과 마스크 부분에서 모두 ‘아반티 꽈뜨로+’와 ‘i3 리퀴드 스킨’

를 다이빙하며 세웠던 자신의 개인기록도 갱신하였다.

이 각각 8월과 9월에 Scuba Diving 매거진의 Tester’s choice로 선정되었다.

새 기록은 세계 수중스포츠 연맹뿐만 아니라 터키 수중 연맹이 참관한 가운데

Scuba Diving지 2013년 8월호에 따르면 혁신적인 특징을 가진 꽈뜨로 신버전

세워졌다.

은 빠르고 방향 조절이 쉽다는 평판을 받았다. 끝 부분에 새로운 물질을 더하여

사히카는 매우 활동적이며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그녀는 기록 시도 직후에,

유연함을 더해주는 블레이드 구성, 킥을 할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Sahika의 Blue world’라는

이다.

다이빙 & 여행에 기반한 TV

물 안에서 돌진하는 오리발의 추진력 있는 스냅을 위해 블레이드의 뻣뻣함을

프로그램 참여를 시도했다.

낮추도록 모서리를 깎았다. 실제로 아반티 꽈뜨로는 올해 다이빙에서 가장 빠

‘Blue world’는 최고의 과학

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테스트 다이버들은 아반티 꽈뜨로를 안정적이고 방향조

자이자 사진작가, 수중 비디

종이 쉬우며, 모든 킥 스타일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오 감독인 Mr.Tahsin Ceylan

포뮬라1 레이스카처럼 빠른 속도를 내는 빳빳한 오리발을 좋아하는 애호가에게

가 감독하였고, 다큐멘터리

는 아반티 꽈뜨로+가 눈에 띌 수 밖에

는 뛰어난 지명도를 토대로

없으며, 그 결과로 올해의 오리발 부문

마레스를 보여주면서 지난 8

에서의 Tester’s choice를 수상했다.

월 TRT 터키채널에서 방송되

새로운 고유 물질뿐 아니라 뛰어난 시너

었다. 우리는 그녀의 앞으로

지가 아반티 꽈뜨로+의 혁신적인 핵심이다. 채널 추진력 기술은 발목이 휘는 현

의 성공을 소망하며, 새로운

상을 억제함으로써 안정성을 개선시키면서 어떤 다이빙 상황에서도 적합하며,

기록에 대해 축하의 박수를

이상적인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발집은

보낸다.

더 많은 힘을 블레이드로 이동시켜 준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아반티 꽈뜨로는+는 훌륭한 반응성과 추진력 나아가 더욱
매력적인 모양으로 본래의 제품이 갖고 있던 성능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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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BOURC’
HIS 프리다이빙 월드 챔피언

편안함을 제공하는 번지스트랩(BUNGEE STRAP)
파워플라나의 번지스트랩은 100% 마레스 제품과 호환 가능하게 XS/S, R, X 사
이즈에 맞게 18, 21, 24cm의 길이로 대부분의 다이버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외적으로 두꺼운 부츠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약 1.5cm의 길이를
늘이는 한 개의 익스텐더가 번지 스트랩마다 포함되어있다. 처음에는 익스텐더
없이 사용하고 착용감을 확인한 후 너무 조이는 경우 왼쪽이나 오른쪽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마레스 번지스트랩은 오리발을 신고 벗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인체공학
적 발뒤꿈치 커버로 다이빙 동안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신형 지퍼와 부드러운 원단의 입기 편한
플렉사 썸(FLEXA THERM)
플렉사 썸(FLEXA THERM) 세미드라이 슈트는 완벽한 피팅과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위해 울트라 스트레치 6.5mm의 네오프랜으로 제작했다. 방수 마스터
씰 지퍼 사용으로 보온성이 확실히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어깨 부위에서의 부
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졌다.
우리 프랑스 팀 선수인 Morgan Bourc’his이 오리발 없는 변동웨이트 무호흡 부
문에서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
9월 8~16일까지 1주 동안 35개 국가로부터의 200명의 선수들이 ADIA 세계 챔
피언십을 경쟁을 하기 위해 모였다. 놀랍게도 87m나 하강한 Morgan Bourc’his
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오른쪽 다리의 지퍼 달린 주머니에는 내부에 D링이 있어 장갑이나 후드와 같은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의 후드는 귀 주변에서 공기를 뺄
수 있게 하여 쉽게 평형을 잡을 수 있다. 외부 후크를 고정하기 원한다면 포켓
안에 있는 D링에 고정할 수 있다. 성별을 불문한 유니크한 패턴은 더욱 매력적
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Morgan Bourc’his는 혼자서 시상대 최고 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마레스 팀
전체의 도움과 훌륭한 성과와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
에게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보낸다.

매트릭스 v.1.03.01 퍽PRO v.3.20 버전 출시
2014년 마레스는 매트릭스 v.1.03.1 퍽PRO v.3.20 버전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출
시하였다. 이는 기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이버들이 손쉽게
정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
존 문제로 지적되었던 버그로 인한 불편
함을 해결하였다.
이는 일부 제품이 충전 중 시간이 변경되
는 현상과 배터리 소모를 조절하여 다이
빙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프로파일 및 일반 정보를 다이버가
식별하는데 더욱 용이하도록 설정되었다.

March/April 211

NEWS IN DIVING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SPOEX 2014 참가
국민 체육 진흥공단이 주최하고 COEX와 한국스포츠 산업협회가 주관, 문화체
육 관광부가 후원하는 레저 스포츠 박람회 SPOEX 2014가 지난 2월 20~23일
까지 4일간 삼성동 COEX 전시 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회 SPOEX 때부터
빠짐없이 참가해온 (주)우
정사/오션챌린져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로
이번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TUSA facebook 이벤트와
기존에 전시되었던 스킨스
쿠버 브랜드 외에 수영 / 스노클링 / 아웃도어 섹션을 새로이 구성하여 다양한 볼
거리와 재미로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하였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움을 더하고자 부스 운영과 함께 다이빙 센터
를 대상으로 한 Light & Motion 스페셜 세미나를 병행하였다.
TUSA섹션에는 ‛COLORS YOURSELF’라는 슬로건에 맞춰 다양한 컬러의 스
킨 장비와 새롭게 출시되는 신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내 최초로 소개된
FREEDOM HD 마스크와 여성 전용 마스크 TINA M1002는 TUSA facebook이
벤트와 함께 SPOEX 기간 중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었다.
SPOEX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2014년 형 TUSA NEW 메가플렉스 슈트와
중급용 BCD BCJ-0101, 하이엔드 사양의 SS-81 보조 호흡기는 강사, 다이빙
센터 대표들의 관심을 받았다.
AUP 그룹의 레저 브랜드인 OCENIC 파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다
이빙 컴퓨터였다. OCEANIC 산하의 알고리즘 Pelagic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
된 야심작 OCi는 DEMA SHOW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국내에도 그대로 이어지
고 있었다. 이전 모델인 OCS의 안정된 기반에 무선 잔압
check 기능이 추가된 점과 뛰어난 직관성 및 선명한 디
스플레이가 장점으로 3월 정식 판매 예정이다. 엔트리 모
델인 스포츠 다이빙
컴퓨터 GEO2.0은 화
이트 컬러가 출시되어
젊은 다이버들의 인기
를 독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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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부문에서는 ZEO / FDX-i를 선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퍼포먼스와 안정
감을 인정받아온 FDX-10 1단계의 차세대 버전인 FDX-i는 콤팩트해진 디자인
과 경량화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OCEANIC 호흡기 라인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
였다. 2단계 ZEO는 EOS 2단계의 발전형으로써 공기압축 기술의 높은 퍼포먼
스를 자랑한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하이퀄리티 장비를 지향하는 하이레
벨 다이버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 등은 국내 다이빙 시장의 전반적
인 질을 높였다는 평을 받아 오고 있다.
SPOEX 2014에서 런칭된 500SE / DC7 호흡기, TX-1 나이트록스 전용 컴퓨터는
테크니컬 다이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쇼에는 HOLLIS의 사이트 마운트 시스템 전 라인업이 전시되어 방문
객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다양한 궁금증들을 대부분 해소 할 수 있었다.
서핑, 수상 슈트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LAVACORE 슈트는 해외에서
레저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필되었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이번 SPOEX 전
시회를 통해 LAVACORE의 유통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흡기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해온 ATOMIC의 모든 제품 역시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부스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섹션이다. 전문적으로 활
동하고 있는 다이버들은 티
타늄 호흡기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T3 호흡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였다.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을 할
수 있었던 Light & Motion
섹션은 시종일관 분주했다.
브랜드 내의 카테고리를 수

SPOEX 스페셜 세미나 진행
세일즈 포인트와 분해 조립, 사후관리의 정보를 담은 스페셜 세미나에는 지역
을 불문한 많은 다이빙 센터 대표들이 참석하여 Light & Motion의 메카니즘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담당자 Mr. Dan이 직접 방한하여 상세한 설명과 실
습을 통해 더욱 쉽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 이틀간 진행된 세미나는 성
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륙양용 미니 라이트 Gobe와 다이빙 전용 라이트 Sola 시리즈로 구분하여 이해
도를 돕는 한편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어, 스쿠버 다이버 뿐만 아니라 일반 레
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레크레이션 / 테크니컬 다이버, 사진작가, 수중 촬영가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SPOEX 2014 TUSA facebook 이벤트 진행

전문가들의 목적에 맞게 세팅이 가능한 이점이 이번 SPOEX 기간 동안 명확히

㈜우정사/오션챌린져의 SPOEX 2014 참가와 관련 TUSA facebook team에서

전달되었다. 기타 구성품과 여러가지 방법의 마운트 시스템으로 타 브랜드 하

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TUSA 부스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 후, 게시

우징과 가능한 호환성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물 업로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교류하며 이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우정사/오션챌린져의 신규 사업인 서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로 대표되는 수

2014년 TUSA NEW 마스크 FREEDOM HD와 여성 전용 마스크 TINA를 사은품

영 고글 VIEW와 스노클링 브랜드 REEF TOURER(RT), 프리미엄 스노클링 브랜

으로 증정하였다.

드 TUSA SPORT(TS), 지퍼 드라이 방수 가방 WATERSHED섹션은 가히 백미라

온라인 사전 홍보와 입소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서부터 현장에서 즉석으로

할 수 있다.

이벤트에 응해 주신 분들까지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 SPOEX 오프라

협력 업체, 해외방문 거래처와의 의기투합 자리를 끝으로 이번 전시회는 마무리

인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되었다. 관심 가져주시고 부스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TUSA facebook

SPOEX 참가를 통해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성공적인 2014년을 위해 정진할

에서는 더욱 기발하고 획기적인 이벤트를 기획 중으로 조만간 다시 찾아뵐 것

것이다.

을 약속드린다.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 당첨자 확인 : www.facebook.com/tusakr

(주)우정사의 창립 11주년 기념 파티
지난 3월 18일, 을지로 파잉에비뉴 지하에 있는 창고43 명동점에서 창립11주년
을 기념하여 간단한 파티를 가졌다. 우정사의 전 직원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
을 초청하여 조촐한 식사자리를 겸하였다.
우정사는 70년대에도 남대문에 있었기에 역사로 따지면 40년이 넘었지만 법인
으로 전환한 일자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 11주년이며, 현재의 (주)우정사는 젊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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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오션
(주)인터오션 본사 확장 이전
(주)인터오션은 기존 본사 건물에서 옆
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확장 이전하
게 되었다. 새로운 본관건물로 1층 전
시장, 2층 사무실, 3층 세미나실로 새
롭게 단장하였으며 기존의 본사는 챔
버제작 공장으로 전환하였다.

59주년 기념 정품 베이더, 만티스 LV 수경 구매시
1+2 사은품 증정 (5월말까지, 500개 한정)

스테이블 - MT버건디, MTMN블루, MT마젠타, CR스모크, CR아쿠아, OD그린

(주)인터오션에서 판매중인 정품 베이더, 만티스
LV 수경 구매시 GULL모자(스냅백모자), 네오프
렌 스트랩커버를 증정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
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차후 어떠한 A/S도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GULL 마스크, 스노클, 핀 2014 NEW 컬러 출시
슈퍼뮤XX - 버건디, MN블루, 아쿠아 / 뮤 - 버건디, MN블루, 아쿠아

오션리프 넵튠 시리즈 풀페이스 마스크 구매시
수중무선통신장치(GSM G-DIVER) 증정행사(행사기간 : 5월말까지)
만티스LV -	MMN블루, M마젠타, M아쿠아, MD오렌지, MG그레이, M블랙펄
M화이트펄, M버건디

베이더 -	MT버건디, MTMN블루, MT마젠타, MT아쿠아, MTD오렌지, MTG그레
이 블랙펄, 화이트펄, MT버건디

슈퍼블릿 - MT버건디, MTMN블루, MT마젠타, MT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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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아이언마스크(\ 2,500,000), 프레데터(\ 2,500,000), 스페이스
(\ 1,800,000), 랩터(\ 1,900,000). G-다이버(\ 1,350,000) 구매시 GSM
G-DIVER(\  900,000)을 무상으로 증정하고 있다.

프레데터
넵튠 아이언마스크

넵튠 스페이스

무상 증정

G-다이버

(주)마린뱅크
SCUBAPRO S.E.A LV-2 테크니션 장비 전문가 과정 개최

마린뱅크 회사 이전

1월 13~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1기 SCUBAPRO S.E.A LV-2 테크

마린뱅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으로 사무실 및 A/S센터

니션 장비 전문가 과정이 진행되었다.

를 이전했으며, 물류센터 역시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경

마린뱅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리페어를 목적으로 한 테크니컬 교육으로 1

기 일원의 다이버들에게 보다 신속한 대응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차에서는 전원 불합격하였으나 재교육 및 재평가에서 5명 중에 4명이 합격하였

• 사무실 및 AS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고, 최초로 여성분이 장비전문가로 배출되었다.

(도로명 주소 : 서울시 양재대로 85길 65)
• 물류창고 주소 (반품 및 교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25-4
• 전화 : 02-2297-5006 / 팩스 : 02-2297-5070

GET SET 프로모션
GET SET 상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에
게 크로미스, 메리디안, 알라딘스퀘어(셋
중 택일)를 무료 증정한다. (300세트 한정
마감시까지)
■	행사기간 : 2014년 2월 20일 ~ 300세
트 한정 마감시까지
■ 메리디안은 구매 후 바로 발송
	크로미스, 알라딘스퀘어는 6월 말일부
터 순차 발송

KIM´S DIVE DUMAGUETE

마린하우스

Marine House는 원스톱 시스템,
Safety Diving, Serious Diving
을 모토로 스포츠 레져 다이버의 꿈과 이상을
Marine House가 만들어 갑니다.

연락처 : 070-7682-1042, +63-917-704-5153
카카오톡 아이디 : diveman513, mariokim513

www.kimsdive.com

•공항 픽업
•철저한 수중가이드
•장비이동 및 세척서비스
•스노쿨링, 스쿠바 체험 다이빙
•초보에서 강사까지 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대표 허천범)
www.marinehouse.info / 064-738-7390 / 017-215-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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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4년도 첫 번째 IDC

2014년 4~5월 일정

지난 2014년 3월 12~23일까지 박상욱, 이현준, 김민수 강사 후보생을 대상으
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4년도 첫 번째 IDC가 있었다.
IE 10일 전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시작한 IDC라 수월히 진행되었고 후
보생들의 탁월한 다이빙 스킬과 지식으로 아무런 무리없이 3월 24~25일 보홀
팡글라오섬에서 개최된 IE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PADI 강사가 되었다.
IDC 후보생들과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PADI 강사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잘 어우러진 알찬 IDC였다. 지금까지 다이빙을 하면서 배우
고 익힌 것들과 그리고 새로운 배움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
던 좋은 기회였고 보홀 지역에서 유일한 PADI 5스타 IDC 리조트인 “디퍼 다이
브”의 “정확하고 깔끔한 교육 진행과 조직 관리가 돋보였던 IDC였고 IE였다”라
는 평가였다.
다음 IDC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벌써 6명의 강사 후보생이 지
원해놓은 상태이다. 6월 IDC에 관심이 있으신 강사 후보생들은 홈페이지 www.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

deepper.co.kr 또는 인터넷폰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아

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2014년 상반기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디 hanbuty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4월 일정으로는 텍 트라이믹스 교육까지 교육을 받은 텍 트라이믹스 다이버들
이 필리핀 대표 다이빙 사이트의 하나인 발리카삭 섬의 100m 이하의 심연을 탐

2014년 KUSPO 행사 참여
지난 2014년 2월 20~23일 4일간 서울 COEX에서 열린 한국 수중 스포츠 전시
회(KUSPO)에 2013년 작년에 이어 2014년에도 참가하였다.
2013년은 처음으로 참가하여 존재감 인식을 모토로 홍보 활동이 주가 되었다
면 2014년은 보다 다양하고 알찬 펀 다이빙 패키지 상품과 특화된 텍 다이빙
패키지 상품 그리고 레크레이션 교육 패키지 상품 홍보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22일(토)에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모임인
크레이지 디퍼 회원들과의 모임도 있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디퍼
다이브의 단결력과 회원 상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
가 되었다.

험하는 POST TRIMIX 탐험 다이빙이 4월 2일(수)부터 시작하여 4월 16일(수)까
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도 탐험하지 않았던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
중의 하나인 발리카삭의 심연의 베일이 디퍼 다이브의 텍 트라이믹스 다이버들
에 의해 개척되길 기대해본다.
5월 일정으로는 디퍼 다이브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모임인 크레이지 디
퍼 회원들의 해외 정기 투어가 마크로 생물의 낙원인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5월 2(금)일부터 6일(화)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다이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크레이지 디퍼 회원들답게 투어 공지 후
바로 15명의 투어 제한 인원이 마감되었다. 인솔 강사는 한국 내 교육과 투어를
책임지고 있는 신희종 강사님이 수고해주실 예정이다.

이 지면을 빌어 바쁘신 와중에서도 KUSPO 행사장에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들
과 특히나 KUSPO 부스에서 고객 응대와 상담에 고생하신 신희종 강사님, 최이
식 레스큐 다이버님, 이동희 다이브 마스터님, 차정훈 다이브 마스터님, 김지현
다이브 마스터님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로그북(바다일기)
My Marine Log
값 10,000원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Tel. 02-77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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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Asia Pacific
DAN Asia Pacific은 다음과 전국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로 제주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필리핀 사방비치

아우라 리조트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 상호가
아우라 리조트 상호로 변경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 상호가 아우라 리조트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

▶ 주제 : Seminar for Diving Doctors : Diving Medicine for Divers

다. 같은 메니지먼트 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1) Who is DAN

필리핀 사방비치에 있는 아우라 리조트는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라는

2) Diving Medicine for Divers level 1

이름으로 이제까지 13년여 동안 다이버들과 함께 했다. 앞으로도 아우라 리조트

3) Diving Medicine for Divers level 2 : Decompression illness / Barotrauma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다이버들이 만족할 수 있 는 최상

4) Discussion

의 리조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주관 : DAN Asia Pacific Korean Coordinator (강영천 박사)
▶ 장소 : 제주도
날자 및 시간 : 2014년 1월 24일(토) 오후 16:00 ~ 20:30
주소 : 제주도 서귀포 아라다이브 2층

KDEC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준비 모임
지난 2월 27일에 KDEC 멤버들(박종섭, 홍장화, 우대혁, 정의욱, 김동혁, 김부경
등)이 모여 한국다이빙엑스포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KDEC은 작년에 이어 제2회 KDEX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2회 KDEX 전시회 일정 안내
- 장소 : 일산 킨텍스
- 일자 : 2014년 6월 12일(목)~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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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쿠바 연합회
제주도 스쿠버연합회 정기총회 및 개해제

지난 2014년 2월 25일 제주도 스쿠버연합회 정기총회 및 개해제가 진행되었다.
정기총회는 오후 1시부터 허천범 회장의 주도하에 씨플러스(대표 김동한)다이빙
샵에서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4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당일 오후 3시부터는 서귀포항 동부 방파제에서 2014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개해제를 진행하였다. 바람과 흐린 날에 참석이 원할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시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수중과 육상 정
화 활동을 시작하여 쓰레기들을 수거하였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
지막으로 정기총회 및 개해제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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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MAN KOREA
2014 MERMAN KOREA
프리다이빙 대회
이번 대회는 MERMAN 프리다이빙팀 두 번
째 대회로 한국 프리다이빙 발전과 개인기량
을 높이고 프리다이버들과의 융합과 즐거움
을 줄 수 있는 대회로 IN DOOR로 이루어졌다.
정식 프리다이빙 교육 코스를 이수하였던 머
메이드 부분 6명 머맨 부분 7명 총 13명이 참
가하였으며 AIDA 공인심판 케빈 강사, SSI
프리다이빙 임정택 강사와 정은지 강사로 심
판진이 이루어졌다.

■ 머메이드 부분(여자)
스테틱(수면에서 숨을 멈추는 시간을 측정하는 경기) 최고의 기록으로 4:09초
의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다이나믹(수중에서 숨을 멈추고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
하는 경기) 경기에서는 모두 60m대를 기록하였다.
■ 머맨 부분(남자)
스테틱 최고기록으로 5:35초의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다이나믹에서는 80m대를
기록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초급과정(베이직~레벨1) 프리다이버들이 참여하였으나 매우 높
은 기량으로 고급 프리다이버로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적 기회 또한 경험하였다.
또한 대회 방식 및 규정에 있어 이전대회 보다 발전되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프리다이빙 대회 규정과 룰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되었다.

때와는 다르게 호흡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네요.

<대회 참가자 인터뷰>

되지 않았지만 즐겁게 치루고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개인 최고기록을 세웠는데 아쉽게 RED카드를 받아 인정은
■ 머메이드1
이번 대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프리다이빙 대

■ 머메이드2

회 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접하고 종종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평상시보다 잘한 거 같아요. 오늘 프

트레이닝을 하였지만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기록도 높일 수 있어서 너무

리다이빙에 많은 걸 배운거 같아요. 블랙아웃 상황도 처음보고 좀 놀라긴 했는

기뻤습니다.

데 다행히 심판분들에 즉각적인 조취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죠. 이일 때문에
한참 동안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위험상황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 머맨1

고 가네요.

아쉽긴 한데 매우 즐거운 대회였습니다. 대회에 직접 참여해보니 개인 연습할
■ AIDA공인심판
대회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RED카드와 Yellow카드를 주
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더욱 명확한 경기방식을 익히고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
은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수상자
더 잘하는 분들 많았는데 기록이 인정이 안 된 분들이 있어 제가 영광을 차지
하게 되었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씩 안전하게 기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푸짐하게 받아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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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의 준비에 도움을 주신 SSI, BARREL, MERMAN 커스텀기어, 삼원휴스포대치풀장,
MERMAN 프리다이빙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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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아이스 프리다이빙
1월 26일 홍천에서 이루어진 한국 최초 아이스 프리다이빙으로 3명의 아이스 프리다이버의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아이스 프리다이빙은 러시아에서는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많은 프리다이버들도
즐기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스포츠이다.

아이스 프리다이빙은 보통 깊이보다는 다이나믹 형식으로 길이를 정하여 얼음구멍을 여러개 만들어
진행한다. 물론 안전을 위한 스쿠버다이버의 도움도 필요하며 보온과 안전 확보 및 조치가 매우 중요
하다. 얼음 속 풍경을 인간 본연의 힘으로 감상하고 올 수 있는 매력적인 활동으로 2회 한국 아이스 프
리다이빙도 실시되었으며 “2014 아이스 다이빙축제”에 프리다이버들 또한 스쿠버다이버들과 함께 참가
하게 되었다.
2회 한국 아이스 프리다이빙에서는 4명의 아이스 다이버가 탄생하였으며 이 중 여성 최초 아이스 프
리다이버도 탄생하게 되었다.
아이스 프리다이빙 시에는 보온대책 및 안전장비 및 안전다이버 등 계획과 준비가 완벽히 준비된 후
실시한다면 막연히 춥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지 못한 분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arch/April 221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아시아 퍼시픽 - 2014 KUSPO 전시회 참가
2014년 2월 20~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KUSPO(한국 수중
전시회)에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총 11개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가
공동으로 전시 부스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 업체는 업체의 특성에
맞는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
행했고, 국내외 다이브 센터와 비즈니스 연계와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비즈니
스 창출의 기회가 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 다이빙 교육단체 가운데 최대 규
모로 전시관을 확보하여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하였고 참가
센터 및 리조트 스탭들 및 PADI 직원들과 함께 전시회에 참가한 모든 장비 업
체를 탐방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장비업체 스
텝들과의 명함교환을 통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로운 고객과 각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의 회원들과 멤버들이 PADI 부

ㅇㄹㅇㄹ

스에 방문하여 코스를 등록하고 PADI 티셔츠, 2014년 PADI 캘린더를 선물로 받
았다. 행사에 참가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공동의 목표와 각 센터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가 되었으며 참가한 모든 다
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는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감사 상패를 수여받았다.
■ 2014 KUSPO 전시회 참가 다이브 센터·리조트
센터 상호

센터/리조트 레벨

1

고다이빙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2

디퍼 다이브 리조트

PADI 5Star 리조트

3

다이브컴퍼티

PADI 5Star 다이브 센터

4

성산 스쿠버 리조트

5

씨월드 부산

6
7

지역

연락처

홈페이지

경기

031) 261-8878

www.godiving.co.kr

필리핀

070) 7667-9641

www.deepper.co.kr

서울

070) 8879-4451

www.divecompany.co.kr

PADI 리조트

제주

064) 782-6117

www.sscuba.co.kr

PADI 5Star 강사개발센터

부산

080) 626-3666

www.seaworld-busan.co.kr

아이눈 스쿠버

PADI 5Star 다이브 센터

서울

02) 423-2110

www.inoon-mall.com

아쿠아 마린

PADI CDC (강사경력개발센터)

서울

02) 539-0445

www.scubain.com

8

아피아(AFIA)

PADI 다이브 센터

서울

02) 484-2864

www.afia.kr

9

제주바다하늘

PADI 리조트

제주

064) 742-2664

www.seaskyjeju.com

10

파아란바다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서울

02) 547-8184

www.paranbada.com

11

해저2만리

PADI 다이브 센터

서울

010) 5278-7808

cafe.naver.com/divingtoday493795

KUSPO 전시회를 시작으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고객들의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하였고 2014년에도 다이버
들을 위해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www.padi.co.kr 페이지에서 2014년
PADI의 이벤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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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마케팅 세미나

고의 라이센스 발급 기록을 세운 PADI 멤버들을 축하하고 2014년 온라인

2014년 2월 22일(토) 오후 2~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세미나실에

및 오프라인 마케팅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 대니드와이어(Danny Dwyer, Senior Director, Marketing and Business

일선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50여 명의 센터 오너들이 참가하였고 2014년

Development & Sales and Field Service at PADI Asia Pacific)의 주관으로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마케팅 지원 계획과 올해의 마케팅 전략에 대

PADI 마케팅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부경(한국지역 매니

해 논의 하였다. 2014년에는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 한국에 맞는 더

저)와 김진관(한국지역 컨설턴트)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최

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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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멤버포럼
2014년 2월 23일(일) 오후 2~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세미나실에서 영
희하니스(Younghee haniss, Member Liaison, Korea, Training & Quality
Management at PADI Asia Pacific)의 주관으로 PADI 멤버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부경(한국지역 매니저), 김진관(한국지역 컨설턴트) 씨가 함
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멤버포럼에서는 2014년을 맞이하여 다이빙 산업 소식

■ 멤버포럼 일정
날짜(Date)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과 PADI 엘리트 강사상 및 프로젝트 어웨어가 다뤄졌고, 기준 변경 및 새로운

2014년 3월 19일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가 소개되었다. 2013년 최고의 라이센스 발급 기록을 세

수요일

시간(Time)
오후 6시

오후 6시

장소(Venue)
대전 계령 스파텔
(유성구 봉명동 539-1)
호텔 인터불고 아망떼홀
(수성구 만천동 300번지)

도시(City)
대전

대구

운 해를 보낸 PADI 멤버들을 축하했으며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보험사
인 V-INSURANCE로부터 PADI 센터 및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PADI 아시아 퍼
시픽 프로 통합 배상책임 보험과 다이브 부상과 후송 보험이 소개되었으며 센
터 및 멤버들은 최고 1천만불(AUD 한화 약 100억)의 전문 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웨비나(Webinar)일정 및 ID 업데이트,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일정을 공고하였다. PADI.co.kr 사이트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
다. 2014년 PADI 멤버포럼에는 다이빙 산업에서 활동적인 120여 명의 PADI 멤
버들이 참가하였고 2014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할 것이다.

Sheridan Hatcher 한국 방문
PADI 아시아 퍼시픽의 쉐리던 해쳐(Sheridan Hatcher, Marketing Executive)씨
가 2014년 3월 3~8일까지 한국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전국의 PADI 다이
브 센터 및 리조트를 대상으로 “5가지 정확한 마케팅(P5M)”에 대해 서울, 김해,
제주에 있는 총 13곳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를 김부경(한국지역 매니저)
씨와 함께 지원하였다.
P5M은 웹사이트 & 랭킹 향상, 리퍼럴 캠페인, 워크인 고객 증가, 효과적인 로컬
마케팅, 이러닝과 독창적인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효과적인 마
케팅을 위하여 PADI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문으로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4년에도 마케팅 도움이
필요한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 계속 적극적인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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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7일
목요일

KAL 호텔 장미홀(Rose 홀)
오후 5시

서귀포시 칠십로길 242
(구 주소 : 토평동 486-3)

제주

새로운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소개

PADI 프리 다이버 코스 세미나

■ SM 다이빙

2014년 KUSPO 기간 동안 PADI 다이브 센터인 AFIA의 대표 노명호(PADI

- 대표 : 변이석

Master Instructor)에 의해 “PADI 프리다이버 코스”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 연락처 : 010-6629-2961

영화 그랑블루에서 나왔던 주인공처럼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간

-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

단한 장비를 가지고 탐험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에 관련된 소개가 있었다. 무거

스마트 밸리 D동 302호

운 스쿠버 장비를 떠나 몇 가지 기술을 익히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중 탐험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주먹구구식의 프리다이빙이 아닌 단계별로 차근차근 기술을

■ 남애 스쿠버 리조트

배워갈 수 있는 코스가 PADI 프리 다이버 코스이다. 국내 프리 다이빙 시장의

- 대표 : 김정환

선구자로 앞으로도 프리다이빙을 알리는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락처 : 010-8771-9300

PADI 프리 다이버 코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AFIA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매바위길 77

• AFIA 노명호 대표 : 010-4105-2864 / 홈페이지 : www.afia.kr

파아란바다 – 스마트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이번 2014 쿠스포 행사 중 PADI 다이브센터 파아란바다 대표강사 송규진 코스
디렉터를 주축으로 “스마트 비디오 촬영 및 편집”의 색다른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돈 들이지 말고, 쉽게 촬영하고 편집해서 공유하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
나는 다이빙 단체를 떠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
고, 소개된 과정은 “스마트 비디오스쿨”이란 과정이다.
고프로, 아이쏘우, 스마트폰 등 가볍고 작동이 쉬운 촬영장비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어렵고 뜬구름 잡는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 번의 투어로도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촬영장비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점들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촬영하면서 알아
야할 몇 가지 팁도 소개하
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스마트 비디오스쿨”
을 진행할 예정인 스탭으로
는 전문적인 수중촬영 제
작을 10년 이상 경험한 노
련한 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내최초 3D 수중영상
MBC “엄홍길 바다로 가다”의 수중촬영, “고래상어의 꿈 3D”, “샤크맨 3D” 영상
제작 등 방송 또는 영화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스쿨에 참여하는 모든 다이버들에게는 교육비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촬영
장비는 최소한의 간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진행된 과정과 참여자들의 영
상은 유튜브 또는 비메오에 공유해서 참여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

PADI 강사시험 - 2014년 1월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4년 첫번째 강사 시험을 제주 성산스쿠버리조트
에서 1월 17~19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이현정, 김영언, 양승진, 김영완, 홍영상, 안솔현 총 6명의
강사 후보생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김부경 씨가 평가를
담당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
출된 유능한 강사로서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의 양성에 큰 역
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이번 프로그
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성산스쿠버리조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촬영장비를 실비 위주로 렌탈 할 예정이라 기존에 많은 비용
이 들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앞으로는 PADI 정기 교육과정으로 준비하는건 물론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다이버들은 개인 촬영장비 없이도 안내된 일정에 참여하면 무료
로 “스마트 비디오스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1차 : 3월 20일 출발 오키나와(3박 4일)
• 2차 : 4월 18일 출발 릴로안(4박 5일)
이 외에도 자세한 안내는 송규진 코스디렉터 010-9926-0140, sgjgrimza@
naver.com 페이스북 PARANBADAdive 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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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강사시험 - 2014년 2월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4년 두 번째 강사 시험을 제주피닉스 아일랜드

PADI 아시아 퍼시픽 에서 2014년 첫 번째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를 2월 18일

와 성산스쿠버리조트에서 2014년 2월 15~17일까지 진행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에는 양창호, 박

불구하고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정성호, 박성수, 박성민, 김용규, 이창훈, 이주형,

기영, 윤병하, 강창호, 최진수, 김병구, 김희권, 박진만, 윤병혁 총 9명의 강사 트

변상준, 남기형 총 8명의 PADI 강사 후보생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마쳤으며 영희 하니스씨가 평가를 담당하였다.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출된 유능한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강사로서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의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강정훈, 주호민, 김정미 코스디렉터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어야 함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 여러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하니스(Younghee.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hanisspadi.com.au)로 문의하면 된다.

PADI 레스큐 워크샵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PADI 멤버들을 위한 레스큐 워크샵을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지난 2월 16일 실시하였다.
이번 레스큐 워크샵의 주목적은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 PADI 강사들의 레스큐 시범 스킬 향상으로 자신감 키우기
•	수면에서 포켓 마스크를 사용하여 구조호흡 시범하기와 구강 대 구강 구조
호흡 시범하기
• 구조 호흡 중 다양한 타입의 장비 제거를 시범하기
총 8명이 참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PADI 레스큐 코스 강습을
위해 다이버들에게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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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LLION LAYANG LAYANG

“

말레이시아 환상의 섬
라양라양 다이빙 리조트

”

MALAYSIA LAYANG-LAYANG ISLAND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의 바다”

Layang Laynag Island Resort Sdn Bhd
Block A, Ground Floor, A-0-3, Megan Avenue II, 12, Jalan Yap Kwan Seng, 50450 Kuala Lumpur, West Malaysia

www.avillionlayangla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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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SSI 평가관 & 트레이너 간담회 - 2014년 2월 11일

3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SSI 코리아에서는 지난 2월 11일 SSI 평가관들과 트레이너들을 위한 간담회를

2월 28일 ~ 3월 2일까지 대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별히 Gerald Skrobanek(SSI

두류수영장에서 강영천, 김태훈,

대표)를 초빙하고 SSI와 HEAD/MARES의 합병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고, SSI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

한국 멤버들이 원하는 바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

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

가 되었다.

되었다. 평가에는 스쿠버월드(손

SSI 코리아는 간담회에서 SSI 멤버들의 의견과 격려에 힘입어 한국 다이빙 업계

완식 트레이너)에서 김종진, 김

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달하였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많

욱조, 강덕수, 김영인, 천희재 후

은 평가관들과 트레이너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보생이, 제주대학교(김진현 트레
이너)에서 고다은, 이원택 후보생이 참가했고, 전원 합격하여 새로운 SSI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
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스쿠버월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SSI 프리다이빙
SSI 코리아의 프리다이브센터인 머맨(대표 : 임정택 강사)의 주관으로 프리다이
빙 대회와 한국 최초 아이스 프리다이빙 행사가 개최되었다. 머맨 프리다이빙
대회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였고, 한국 프리다이빙의 발전과 프리다이버들
의 개인기량을 높이는 즐거운 화합의 무대가 되었다. 정식 프리다이빙 교육 코
스를 이수한 머메이드부분 6명, 머맨부분 7명 총 13명이 참가하였으며, AIDA 공
인심판 케빈 강사, SSI 프리다이빙 임정택 강사와 정은지 강사로 심판진을 이뤘
다. 프리다이빙대회 개최에 힘써준 BARREL, MERMAN 커스텀기어, 삼원휴스포
대치풀장, MERMAN 프리다이빙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SSI 코리
아는 이번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프리다이버들의 활발하
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
1월 26일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아이스 프리다이빙 행사가 진행되었고, 3명
의 아이스 프리다이버의 탄생했다. 머맨의 임정택 강사는 대회를 마치며 소감을
전했다. “보온대책과 안전장비 등 계획과 준비가 완벽하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SSI 트레이너 세미나 - 2014년 3월 6~7일
SSI 코리아는 엑스포 다이빙 센터(대표 : 황
승현 강사)에서 3월 6~7일 이틀에 걸쳐 트
레이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영천 교육담
당관의 진행으로 새로운 강사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감압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을 공유했다. 안전한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세미나에 참석한 SSI 프로들에게 박수를 보
내며, 세미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엑스포 다이빙 센터에 진
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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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 with SSI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 씨가 SSI의 오픈워터 교육을 받고 있다.
SSI강사인 배우 송경철 씨와의 인연으로 다이빙에 입문하게 된 박상민 씨는 3월
부터 SSI 팀보니또(대표 : 김태훈 평가관)에서 학과와 풀장 강습을 받았으며, 필리
핀에서 해양실습을 할 계획이다.
SSI 김태훈 평가관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넝쿨당’에서 열연하고 곧 방영될 주말

블루샤크제주
•제주도내 전포인트 다이빙 가이드
•체험 다이빙 및 스쿠버 교육 전문
•주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드라마‘떴다 장보리’의 주연
인 오연서 씨와 화재의 드라
마‘응답하라 1994’애정역의
윤서 씨 그리고 배우 효영 씨
도 오픈워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팀보니또에는 배우 송
경철 씨와 장동직 씨 등 SSI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인스트럭터가 활발히 활동 중
이다.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064-763-6326 / 010-9688-6326
http://cafe.daum.net/bsj09

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아름다운 바다공간에서 누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 다이빙을 시켜 줄 것인가요?
바로 이곳! 천지스쿠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1:1로
안전하게 환상의 문섬에 동반할 것입니다.
▶ 체험다이빙 / 일반다이빙 / 야간다이빙 / 보트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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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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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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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실시 사항

Advanced 침몰선 강사 과정 - 필리핀
SDI.TDI.ERDI KOREA에서는 지난 2월 10~14일(4박 5일간) 필리핀 수빅에서

공군 항공구조단 강사 과정

Advanced 침몰선 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정의욱 본부장이 주관

SDI.TDI.ERDI에서는 지난 1월 22~27일까지 공군 항공구조단에서 강사과정을

하였으며, 강사 과정으로 최용진 트레이너, 김동준, 권진규 강사가 참가하였다.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항공구조단 소속의 강용수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TDI Advanced 침몰선 과정은 보다 상급의 침몰선 잠수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보조 스텝으로 본부의 백승균 강사가 참석하였다. 본 과정에 지원한 임광훈, 오

있도록 교육하고 경험하

수종 강사 후보생들은 일주일간의 체계적인 SDI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

는 과정으로 침몰선 통과

며, 27일 본부 성재원 트레이너의 평가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의 기법과 기술이 포함된

다시 한번 군/경과의 상호 협력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평가에 합격한

다. 이 과정의 목표는 다이

신규 강사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버가 침몰선 잠수에 필요
한 적절한 기술과 필요한
장비 그리고, 위험성에 대
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Advanced Nitrox 감압절차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1월 14~18일까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괌(Guam) 드림다이브(안태수 트레이너)에서 TDI 인트로텍, 어드밴스드 나이트
록스, 감압절차,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본부 성재원 트레이너가 주관하였으며, 박정환 강사가 스탭으로
함께하였고 안태수 트레이너가 사이드마운트를 제외한 전 강사 과정에, 최세미
강사가 다이버 과정에 참가한 가운데 일부 과정을 안전하게 완료하였다.
스쿠버 다이빙 체험, 교
육, 펀 다이빙을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는 드림다

국제 아이스 다이빙

이브는 이번 행사를 통해

SDI.TDI.ERDI에서는 국제적인 다이빙 교류 활성 및 해외 다이버들과의 기술교류

괌 지역에서 유일하게 테

를 위해 제1회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스 다

크니컬 다이빙을 교육하

이빙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만 SDI.TDI.ERDI의 12명의 다이버가 참가하여 눈 속

고 지원하는 한국 샵이

에서 겨울 아이스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되었다.

참가하신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Evolution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지난 2월 15~22일(7박 8일간) 필리핀 아닐라오 SM
Resort(최경호 강사)에서 Evolution 재호흡기 혼합 기체 희석/상급 혼합 기체 희
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정의욱 본부장이 주관하였으며, 다이버 과
정으로 홍콩 TDI의 Andy Li, Louise Chau 트레이너가 참가하였다.
SDI.TDI.ERDI KOREA에
서는 완전폐쇄식 재호흡
기 4단계에 대한 다이버
및 강사교육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
한 중국, 대만, 홍콩과의
국제적인 다이빙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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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바다를 누비는 새로운 방법,

Solitude Liveaboard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버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www.solitude-one.com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 bluemjl@hotmail.comMarch/April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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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2014년 아이스 다이빙 개최

BSAC 신규센터

2014년 아이스 다이빙이 지난 1월 17~18일에 강원도 강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BSAC Korea에서 매년 아이스 다이빙을 진
행해 왔던 영월지역에서 벗어나 강촌의 새로운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이 차량 접근도 쉬운 장소이면서 다이빙 포인트가 숙소와도 가까워 준비와 진
행이 수월했다. 또한 이번 아이스 다이빙은 신규 아이스 다이빙 교육없이 경험
자들만이 참가한 관계로 예년보다 좀 더 단합된 모습과 간결한 진행이 가능했
다. 청주의 아쿠아넛(대표 김기운)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소속 강사들의 적극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포스엘리먼트에서 방한모 등을 협찬하였다.

• Blue Wind Marine Korea(김상빈) 010-3845-7585 부산
• Pohang Sub Aqua Club(이영훈) 010-9192-3029 포항
• Band of Divers(간영훈) 010-2009-2012 서울
• 한국해양생태연구소(장세운) 010-9214-5157 포항
• 하슬라리조트(장동국) 010-3698-8110 양양
• Jam Divers Red Palm Resort(서민욱) 카카오톡 smw7326 필리핀 보홀

143차 강사 교육평가(보홀 신천 다이버스)
지난 1월 21~24일까지 필리핀 보홀
의 신천다이버스 센터에서 이미랑
강사 후보생의 제143차 강사해양
과정 및 평가과정이 진행되었다. 배
봉기 트레이너의 IFC 교육에 이은
이번 해양교육 및 평가에서는 보홀

BSAC Korea 홈페이지 리뉴얼 및 쇼핑몰 운영
BSAC Korea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간략한 디
자인과 함께 강사님들의 C-Card 발급 신청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
능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발급된 다이버의 C-Card 확인은 물론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부의 교육키트를
포함한 제품과 일반 다이빙 장비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쇼핑몰도
함께 오픈되었다.

신천 다이버스의 천재곤 트레이너
도 함께 교육진행을 도왔다.

144차 강사 교육평가(세부 모알보알 MB 오션블루)
지난 2월 12~16일까지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의 MB오션블루 센터에서 제144차
강사 해양과정 및 평가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는 정규
과정으로써, 김두영, 필정향, 박태현, 정영모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이번의 정규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는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되는 행사로써 각 트레이너의
강사기본과정(IFC)을 마친 후보
생들만이 참여하는 일정이었다.
교육에는 정상근 트레이너 및 김
옥주 트레이너 등이 해양교육 및
평가까지 함께하였다.
다음 정규 강사 해양과정 및 평
가는 5월 13일부터 제주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232

• 본부 홈페이지
www.bsac.co.kr
• 본부 쇼핑몰
www.bsacshop.co.kr

4월 주말반 강사 교육 개최

정상근 수중사진 교실 개최
4월 5일(토)부터 주말반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 교수이면서 BSAC 트레이너인 정상

훈련과정을 개최한다.

근씨의 수중사진교실이 보홀의 신규 리조트인 Jam Divers Red Palm에서 진

본 과정은 주말을 이용한 2

행된다. 초급 및 중급 사진을 집중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BSAC

주간의 강사기초과정(IFC) 과

Korea의 SDC 과정인 Underwater Photographer 인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을 BSAC KOREA 본부에
서 진행하게 되며, 해양과정
(OWIC) 및 평가과정(IEC)을
위한 장소는 동해안에서 교육기간 중 일정을 조정한 후 시행된다.
• 개최일 : 2013년 4월 5일(토)부터
• 참가자격 :	BSAC 다이브 리더(또는 SALT 규정에 의거한 타단체 마스터급
자격 소지자)
• 장 소 : BSAC Korea 본부
• 문 의 : 031-272-0120

본부 사무실 이전
현재 용인의 수지에 위치해 있던 본부 사무실이 성남시 금곡동으로 4월 30일에
이전한다. 새로 옮기게 되는 본부 사무실은 동시 주차 20대가 가능한 넓은 주
차장과 경부선의 판교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

• 장소 : 보홀 Jam Divers Red Palm Resort

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및 지방에서 방문하는 멤버가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 기간 : 7월 3~7일

있게 되었다.

대학생 강사교육 혜택 확대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대학생 강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대학생 강
사후보생 지원 방안은 본부의 지원과 함께 트레이너들의 봉사를 전제로 계획되
고 있다. 평가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8월 9~17일까지이다.
참가 후보생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무료
• 본인 부담금: 참가자 체재비 및 인증비(등록비)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 전형 후 면접에 의해 총10명 이하를 선정하게 되며, 접
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재학증명서
• 다이빙 관련 자격증 및 로그북
• 새로운 본부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44-148 3층

• 등록된 BSAC 강사 및 트레이너의 추천서
• 자기 소개서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 강사활동 계획서

BSAC Korea는 올해 6월 12~15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2회 ‘한
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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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아이스 다이빙

홍장화 부회장 CCR 케이브 강사 코스 참가

2014년 2월 8~9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강촌에서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였

1월 24일 ~ 2월 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 씨티에서 실시하는 CCR(완전폐

다. 장소는 정철희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수상스키장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쇄식 재호흡기) 동굴 강사코스에 참가하였다. 이번 코스는 톰마운트 회장이 직

갑작스러운 폭설로 장소를 옮겨서 실시하였다. 아이스 다이빙 장소 선정에 정

접 진행하였고, 마크(IANTD 트레이닝 이사), 토니(도미니카 공화국 본부장), 토

철희 트레이너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니(잭슨 빌), 홍장화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코스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강습 진행은 본부의 유근목 사무장이 실시하였다. 8일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강사 이상이며, 개방식 동굴 강사 이상의 인증이 있는 경

식사를 마치고 8시부터 참석자 소개를 시행 후 이론 교육을 하였다. 스쿠버 장

우에만 참가할 수 있었으며, 코스에서는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를 이용하여 동굴

비 소개 및 호흡기 건조는 울산 노틸러스의 유기정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강습

의 깊은 곳을 1회에 2시간씩이 넘

후에는 (주)테코 윤두진 주임이 풀 페이스 마스크 및 수중 통신장비에 대하여

게 1일 2회 이상의 다이빙을 실시

소개를 하였다. 스쿠버 텍(이상준 대표)에서 SANTl 드라이슈트 5벌, 내피 5벌,

하였으며, 탐사하는 방법 외에 비

발열조끼 3개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고, SANTI 비니를 협찬하여 참석자에게

상 탈출 기술들을 여러 동굴에서

모두 전달하였다.

실전처럼 평가하였다. 평가는 마크
(트레이닝 이사)에 의해서 진행되
었으며, 홍장화 부회장은 CCR 케
이브 강사와 테크니컬 케이브 강
사로 인증을 받았다.

한국다이빙엑스포
6월 12~15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KDEX(Korea Diving EXPO)가 경기 보트쇼
와 같이 실시된다. 한국다이빙엑스포는 한국 다이빙 교육단체 연합회(KDEC)가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로 2회이다. 올해는 여러 나라의 관광청과 참가에 관해서
협의 중이고 필리핀 관광청에서는 15개에서 20개의 부스를 참석하기로 하였으
며, 단체와 상관없이 각종 세미나가 실시될 예정이다.
9일 아침에 장비를 이동하고, 안전을 위해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였으며, 내부에
난로를 준비하고 장비를 세팅하였다. 얼음 위의 눈을 제거하고, 다이버가 비상
탈출시 사용하는 방향표시를 설치하였다. 얼음을 절단 후에 스트레칭을 하였는
데 제주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 소속의 성용경 강사가 진행하였고, 아이스 다
이빙 실습은 김창제 트레이너가 실시하였다. 다이빙은 버디를 이루어 실시하였
으며, 레스큐 다이버와 라인텐더(줄잡이) 실습을 역할을 돌아가면서 실습하였
다. 다이빙은 싱글과 더블 실린더 외에 사이드 마운트 등을 이용하여 각자 선택
으로 실시하였다. 일부 다이버는 물속에 라인을 설치하면서 막힌 지역에서의 통
과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아이스 다이빙에서 텐더 라인없이 다이빙을 위해서는
많은 안전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비상계획이 필요하였다. 어묵국과 고
기를 구워먹는 것은 아이스 다이빙의 별미로 숯불에 목살과 정철희 트레이너가
협찬한 닭갈비를 맛있게 구워 먹었으면서 추위를 잊고 다이빙을 하였다.

제주도 수중산책 세부 막탄 투어
2014년 2월 13~20일 까지 필리핀 세부 막탄 파도 리조트에서 김창환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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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0여명의 회원들이 다이빙 투어를 실시하

세미나는 다이빙 컴퓨터, 사이드 마운트, 재호흡기, DAN, 수중 스쿠터, 프리다이

였다. 투어 중에는 EANx 다이버 교육과 스페

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토요일 저녁에는 다이빙 발전을 위해서 공로하

셜티 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우 만족하고 즐

신 다이버와 업계 분들에 감사패 전달을 할 예정이며, 각 교육단체의 다이버 발

거운 다이빙이었다. 제주도 금능 수중산책의

급 인수를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저녁식사를 같이 제공하였는데,

발전과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올해는 폴로 T셔츠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신규 강사
2014년 1월 IANTD KOREA 본부 사무실에서 2014년 첫 강사 평가가 있었다. 김

뉴·서울 다이빙 풀

창제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받은 고승우(Adv EANx), 고영일(EANx), 이민호 트
레이너에게 교육받는 방제
웅(Adv EANx)등 3명이 평
가를 받았다. 평가는 홍장
화 부회장이 진행하였으
며, 평가는 전원 합격하였

상시개장
365일 24시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다. IATND KOREA에서 신

실시하였다. 1일 토요일 저녁에는 황영석 트레이너 주관으로 테크니컬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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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을 실시하였으며,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에는 다과 시간을 가졌다. 2일 오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규 강사님들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한다.

노틸러스 개해제
2014년 3월 1~2일 양일간 포항 기억해 스쿠버에서 울산 노틸러스 팀 개해제을

전에 1회 다이빙을 실시하
였다. 다음 다이빙은 기상
이 좋지 않아 다이빙을 하
지 못하였다. 울산 노틸러
스 팀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한다.

테크니컬 다이버 코스
2월 19~26일까지 필리핀 세부 막탄섬의 파도리조트에서 테크니컬 다이버 코
스와 테크니컬 강사 트레이너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다. 코스 진행은 홍장화 부
회장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는 노틸러스 황영석 트레이너, 금능 김창환
트레이너, 신민철 강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테크니컬 코스에서는 50m까지 공
기로 진행을 하였으며, 감압용 스테이지는 80cu를 이용하였으며. 감압 기체로
EAN 50과 산소를 이용하였다. 실습과 시범은 황영석 트레이너와 김창환 트레
이너가 실시하였다. 실습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였으며, 수중의 침몰선과 막탄섬
의 마르곤도 케번에서도 체험 케번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황영석 트레이너와 김
창환 트레이너는 테크니컬 강사 트레이너 업데이트를 잘 마쳤으며, 노목식 트라
이믹스 강사 트레이너 코스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간에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 코스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다음으로 연기되었다.

IATND KOREA 4월 개해제
2014년 4월 4~6일까지 강원도 삼척 스쿠버 해양 캠프에서 실시한다. 매년 실
한 개해제는 한해의 IANTD 멤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면서 실시하는데,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많은 IANTD 멤버들의 참가를 바란다. 5일 저녁에는 드라이슈트 Pee Valve(소
변 밸브)에 대한 세미나를 홍장화 부회장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밸브
설치법, Catheter(의료용 소변기구)를 착용법, 세척방법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미국의 동굴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드라이슈트를 이용하여 장시

▶

간 다이빙을 실시하기 위해서

▶

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래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취급

6일 오전에 개해제를 마치고,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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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스포츠 레져 산업전 참가

2013년도 대의원 총회 개최

2014년 2월 20~23일까지 한국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 한국스포츠 레져

2013년도 대의원 총회를 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

산업전’에 참가를 하였다.

다. 총회에서 2013년도 결산과 2014년

이번 전시회는 ‘응답하라 1979’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 운영

도 예산을 승인하였고 협회 행사에 관

을 하였다. 협회 부스에는 잠수계의 원로부터 현재 입문한 다이버들까지 많이

하여 논의하고 계획하였다.

방문하였고 협회에서 마련한 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무료로 원두커피를

참석 대의원들은 2014년도에도 협회에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한편, 2월 22일에는 전시장 세미나 룸에서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도 같이 개최
하였다.

울산광역시지부 2013년 12월 21~22일 연탄봉사활동
한국잠수협회 울산광역시 지부(지부장 김정실)는 2013년 12월 21~22일 5가구
독거노인에게 각각 연탄 200장과 라면 2박
스씩 배달하였다.
한국잠수협회 울산광역시 지부는 이번 연탄
봉사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도
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도자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
지도자 양성과정이 2011년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
롭게 바뀐 교육에 관한 지도자 업데이트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2013년 11월 30일부터 시
작하여 2014년 2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 개
최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업데이트 교육을 이

아이스 다이빙 지도자 교육과정 개최
2014년 1월 4일 홍천군 서석면 용소에서 아이스 다이빙 지도자 교육과정을 개
최하였다.
이번 지도자과정에는 15명의 지도자가 참가를 하였고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아
이스 다이빙 전문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하였다.
업데이트 교육을 진행하여준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용택) 위원들과 참석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가평지부 2014년 1차 수중정화 활동

거천시스템(대표 정인호)에서는 이번 교육에 텐트와 장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에

북한강 수중정화로 경기도 대표 환경 지킴이로 인정받은 가평지부(지부장 유재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다.

칠)는 3월 9일에 2014년 첫 수중정화 활동을 하였다.

한편, 아이스 다이빙 교육과정 전체를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취재를 하여 ‘나

가평지부는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가 끝난 자라섬 겨울축제장 얼음 낚시터에서

우’ 코너에서 방영하였다.

회원 30명이 모여 수중에 있는 죽은 물고기와 낚싯바늘을 모두 수거하는 북한
강 수중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겨울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폐사된 물고기 등을 처리하
지 않아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한 행사로 많은 사람들
의 귀감이 되었다. 아직 차가운 물 속에서 행사를 진행한 가평지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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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ik Ria Resort Spa & Diving

현지 3박이상 패키지 신청시 1일 렘베 투어
1회 나이트다이빙, 1시간 바디마사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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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 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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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PSAI PSD 강사 과정

PSAI-KOREA 2014 신년회

(Public Safety Diving : 공공안전잠수)

2014년 1월 18일 PSAI-KOREA 2014 신년회를 서울 ‛라무르(구 대방 웨딩홀)’에서 실시하였다. PSAI-KOREA
산하 각 퍼실리티와 소속 120여 명의 강사 및 다이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13년을 돌
아보고, 2014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2013년을 빛낸 PSAI-KOREA 강사 및 퍼실리티에 상패
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번 신년회는 뜻깊은 2014년을 다짐하는 만남의 시간이었다. 2014년에 모든 다이버들
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PSAI-KOREA는 2014년 1월 20~26일까지 서
울 잠실 다이빙풀과 PSAI 골드 퍼실리티 양양
남애 스쿠버 리조트(대표 : 김정환)에서 PSAI
PSD(Public Safety Diving : 공공안전잠수) 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총 9명이 참
가하였으며 PSD Lv.1 Surface Support(수면 지
원) 및 PSD Lv.2 Advanced PSD 과정으로 이루
어졌으며 1월의 추운 날씨의 악조건 속에서도 모
두 교육에 대한 열의가 띄어나 성공적으로 교육

• 2013 최우수 퍼실리티 상 - 소속 : 보홀 수중 세상 / 대표 : 김용선

을 마무리하였다.

• 2013 최우수 강사 상 - 소속 : 스쿠버웨이 / 강사 : 조영휘
• 2013 우수 강사 상 - 소속 : 스쿠버웨이 / 강사 : 홍성한
• 2013 올해의 다이버 상 - 소속 : 토우스쿠바 / 대표 : 이신학
• 2013 감사패 - 소속 : PSAI EXTREME TEAM / 고문 : 고성웅

경찰청 과학수사대 UFIS 수중촬영기법 세미나
(Underwater Forensic Investigation Squad)
PSAI-KOREA는 2014년 2월 5~6일까지 1박 2일간
PSAI 골드 퍼실리티인 양양 남애 스쿠버 리조트(대
표 : 김정환)에서 경찰청 과학수사대 UFIS를 대상으
로 수중촬영기법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본 세미나는
과학수사대 UFIS의 수중 범죄/사고 현장 등에서의
증거물 수색 및 확보 시 모든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
로 남겨 수중과학 수사기법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
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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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수사대 UFIS 수중과학 수사요원 선발 평가

아이스 다이빙 Festival

PSAI-KOREA 성낙훈 본부장 외 2명은 2014년 2월 18~20일까지 3일간 대전
용운 국제 수영장과 서울 올림픽 다이빙 풀에서 진행된 경찰청 수중과학 수사
요원 선발 평가에 외부 평가관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수중과학 수사요원 선발
평가에 참가한 3명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다.

PSAI-KOREA는 2014년 2월 21일 강원도 홍천군 마곡리 홍천강에서 아이스 다
이빙 페스티벌을 가졌다. 약 20여 명이 모인 이번 페스티발에는 방송인 송경철
님의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촬영
도 함께 진행되어 스쿠버 다이빙과
겨울 레저인 아이스 다이빙을 홍보
하는데 보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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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Twin Set & ABC Program 세미나
PSAI-KOREA는 2014년 2월 7~8일 2일간 잠실 다이빙 풀에서 PSAI Twin Set
과 Advanced Buoyancy Control Trim & Technique Program(고급중성부력 트
림 & 테크닉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성낙훈 본부장 및
최종문, 한정민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20명의 강사 및 트레이너와 그 외 다이버들
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 변경된 기준과 업데이트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강사
이상권 I-1366 IQC - 최종문IT
김건석 I-1367 IQC - 최종문IT
황선호 I-1368 IQC - 유우상IT
안병권 I-1369 IQC - 최종문IT

PSAI KOREA 공고

PSAI-KOREA 2014년 개해제
PSAI-KOREA는 2014년 4월 27일 2014년 개해제를 실시한다. 이번 개해제 장
소는 미정으로 추후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PSAI-KOREA는
2014년 한 해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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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PDIC-SEI 국제본부 CEO 탐리어드 DEMA 이사회 재선출

2014 PDIC-SEI 코리아 지도자 맴버 워크숍 개최

PDIC-SEI 국제본부 CEO 탐리어드가 앞으로 3년간 DEMA 이

PDIC-SEI 코리아 본부에서는 2014년 지도자 맴버 워크숍을 4개 지역으로 나누

사회의 이사로 재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또한, 탐리어드는 미국

어 시행한다. 본부에서는 직접 지도자 맴버들과의 정책 토론 및 사업보고와 계

스쿠버 자격발급협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할 것이다. 2014년은

선출되었다.

국제본부에서 새롭게 개정된 정책 및 학생워크북 출시 등 다양한 소식으로 진
행될 예정이다.

PDIC-텍 사이트마운트 리더쉽 3차 세미나 개최

• 2014년 4월 12일(토) 광주, 전라지역

PDIC 코리아에서는 지난해 7월 9일 1차 세부, 10월 19일 2차 부산에 이어 올해

• 2014년 4월 13일(일) 부산, 경상지역

2월 9일, 광주 염주체육관 수영장(Y-SCUBA, 대표 최영일TR)에서 텍-사이드마

• 2014년 4월 25일(금) 서울, 경기, 대전, 충청지역

운트 3차 세미나 과정을 개최하였다.
본부에서는 2014년 4월부터 PDIC 사이드마운트 강사과정을 개최하고 이후 다

PDIC-New 강사가이드 매뉴얼 출시

이버를 위한 스페셜티 자격코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PDIC 국제 본부에서 업데이트된 아이스 다이빙 강사 가이드와 파워포인트, 학
생 매뉴얼과 워크북, 그리고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강사 가이드도 새롭게
출시되었다. 이 강사가이드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 Advanced Diver Level 2
• Advanced Diver Level 3
• Master Diver Level 4

• 장소 : 광주 교육센터(염주체육관 수영장, Y-SCUBA 대표 최영일TR)
• 참가지도자 : 김성진IN, 박복룡TR, 배봉수TR, 백인탁TR, 조영주IN, 최영일TR

PDIC 강사 크로스오버 강습회 & 신규강사 강습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2014학년도 스킨스쿠버2
인명구조요원 정규과정
PDIC/SEI/YMCA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의 2014학년도 1학기 스킨스

부산 동의과학대 스포츠센터 수영장(대표 윤대건 강사)에서 부산지역 PDIC 강

쿠버2, 인명구조요원 & 강사 과정을 개강하였다.

사 크로스오버 및 신규과정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미래 해양레저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최고의 해양체육의 전문지도자 양성을

국제 PDIC 스쿠버 리더십 코스는 즐겁고 안전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선도할

목표로 철저한 이론과 실기 과정으로 진행되며 인명구조요원, 스쿠버 레스큐다

유능한 전문 국제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사를 양성한다.

이버, 다이브리더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YMCA 제48회 인명구조요원 / 강사 강습회 개최
서울 YMCA에서는 지역에서 문화관광부, 해양경찰청 법령인증 자격과정인 제
48회 인명구조요원 강습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오는 4월부터 7월 20일까지
상반기 주말반, 직장인반, 대학생반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별로 강습회가 진행될
것이다.
• 개최지역 : 광주, 남해, 삼척, 서울, 부산, 창원, 포항 등
• 참가문의 : ymcaleisure.kr / 02-738-7799

PDIC-SEI 강사트레이너 양성 강습회-세부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4년을 새롭게 선도하고 교육의 리더로서 각 지역에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책임질 강사트레이너 양성강습회(ITTC)를 3월 28일부터
• 문의 : 각 지역 강사 트레이너 및 한국본부, www.sei-pdic.com

세부 J다이버스(대표 김동철)에서 개최한다. Fun, Safety, Education! 아시아본부

• 참가 : 배혁록 강사, 김현태 강사, 김재영 강사

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프리미엄 다이빙 교육을 선도하는 국제지도자 맴버님들에
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드릴 것이다.
• 참가문의 : www.sei-p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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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Updated Edition of Korean Sea Slugs

‘한국후새류도감’(2006년)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
의 노력으로 발굴된 60여 국내

개정판 한국산 후새류 목록(Updated List of Korean Sea Slugs)
ORDER 1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 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미기록종을 더해 총 260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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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를 기준삼아 하나하나를

2.
3.
4.
5.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

6. 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
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어‘한국후새류도감’
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
갈 것이다.
글 고동범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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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Family Onchidorididae : 고무신갯민숭이 과
소형에서 중형이며 둥글고 넓은 등 면에 둥글거나 원추형의 작은 돌기나 긴 돌기들이 나있다.
층 판 형태의 촉각에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085) Adalaria proxima (Alder & Hancock,1854)
돌기고무신갯민숭이
소형으로 등 면이 부푼 타원형 체형에 유백색 또는 연노랑 체색을
띤다. 아가미돌기 기저부에 있는 방사상으로 퍼진 무늬가 특징이
며, 아래보다 위가 굵어져 끝이 둥근 아가미돌기 형태를 보인다.
▶ 분 포 : 북대서양, 북태평양, 일본, 한국 동해와 황해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경북 울진 -22m, 충남 태안, 강원도 강릉
▶ 사 진 : 김억수, 이지연

Yellow Sea

Yellow Sea

086)Diaphorodoris lirulatocauda Millen, 1985
뾰족고무신갯민숭이 (신칭)
반투명한 유백색 체색에 긴 촉각과 등 면의 가는 돌기들이 특징이
며, 한국의 황해에서 발견된 것은 선박이동에 따른 서식지의 확장
때문으로 여겨진다.

Adalaria proxima 와 크기와 외형이 비슷하나 아가미돌기 끝이 둥
글고 대 뾰족함에서 두 종이 구분된다.

Yellow Sea

▶ 분 포 :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 멕시코. 한국의 황해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충남 태안
▶ 사 진 : 이지연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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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Diaphorodoris mitsuii (Baba,1938)
테고무신갯민숭이
소형으로 납작한 타원체형에 흰색 또는 연한노랑의 체색을 보인
다. 등 면에는 작은 원뿔형태 돌기들이 산재하고 바깥쪽에는 진
노란색, 그 안쪽에 주홍색 띠가 꼬리와 동일하게 둘려있다. 아가미
다발과 가는 원뿔형에 사선형의 층 판구조를 보이는 촉각은 흰색
또는 연노랑이다.
▶ 분 포 : 일본, 한국 남해와 황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25m, 경남 남해, 충남 태안, 서산
▶ 사 진 : 조성환, 이선도, 최성순

Yellow Sea

088)Onchidoris depressa (Alder & Hancock,1842)
접시고무신갯민숭이 (신칭)
넓고 평편한 난형체형, 외투막은 반투명한 유백색에 붉은 반점들이 흩어져
있고 작은 돌기들이 나있다. 촉각은 층판 형태이며 12개 아가미들이 원형
으로 다발을 형성한다.
선박왕래에 따른 이동으로 넓은 분포지역을 보인다.

Yellow Sea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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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포 : 유럽의 대서양연, 호주의 남동부, 뉴칼레도니아, 한국의 황해
▶ 크 기 : 체장 5mm
▶ 촬영지 : 충남 태안 -5m
▶ 사 진 : 이지연

17.Family Gymnodorididae 비단결갯민숭이 과
중형 크기이고 촉각은 위축시키지 못하며 외투막은 축소되어 단지 몸통의 앞부분에 두막이 있다.
아가미다발 역시 위축시키지 못하며 작고 단순한 엽이 둥근 형태로 항문주위에 둘려있다.
다른 종 또는 동종의 나새류를 먹는 특이한 섭식 형태를 보인다.

089)Gymnodoris alba (Bergh,1875)
흰비단결갯민숭이
유백색 체색에 주황 또는 노랑 작은 점들이 몸통에 산재하며 촉
각과 꼬리 끝 부분도 주황 또는 노랑을 띤다. 아가미다발은 체색
과 동일하나 각 엽의 상부 가장자리에 주황 또는 노란 선이 있다.
두막에 잔돌기가 없이 밋밋한 것이 이 종의 특징이다.
▶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한국의 동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제주시 사수항, 경북 장길리
▶ 사 진 : 윤병로, 신상열, 천재법

※ 도감 84, 85쪽 하단부 사진은

Gymnodoris alba 로 동정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090)Gymnodoris citrina (Bergh,1875)
귤색비단결갯민숭이
유백색 체표에 잔 돌기들이 나있고 노란 불규칙한 점들이 산재한다.
두막에는 잔 돌기들이 열 지어 있는 것이 이 종의 특징이며, 아가미
다발은 원형을 이룬다. 족의 앞쪽에는 2개의 감각기관이 있다.

▶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한국의 황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25~4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3m, 충남 태안
▶ 사 진 : 윤병로, 이지연

※ 도감 84쪽의 G. alba는 오동정이기에

Gymnodoris citrina 로 바로 잡습니다.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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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Gymnodoris inornata Bergh,1880
주황비단결갯민숭이
주황색을 띠는 오렌지 체색에 몸통 전체에 약한 세로 줄무늬가
있고, 아가미다발은 좀 짧고 원형을 이루며 가운데 항문이 개구되
어 있다. 큰 종에 속하며 60mm까지 성장한다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서귀포시 화순항 -5m
▶ 사 진 : 윤병로

Jeju Is.

092)Gymnodoris subflava Baba,1949
노랑비단결갯민숭이 (신칭)
소형 종으로 체색은 진노랑이며 아가미다발과 촉각도 동일색이다.
▶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8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 사 진 : 윤병로, 신상열

※ 도감 86쪽의 G. subornata 는 오동정이기에

Gymnodoris subflava 로 바로 잡습니다.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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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Gymnodoris sp.
화순비단결갯민숭이 (신칭)
유백색 체색에 몸통에 노란 점들이 산재해 있고 잔 돌기들이 돋아있다.
촉각은 흰색이다.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3m
▶ 사 진 : 신상열

※ 도감 85쪽의 G. citrina 는 오동정이기에

Gymnodoris sp.로 바로 잡습니다.
Jeju Is.

고동범(Koh Dong-Bu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과

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15,000원

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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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안내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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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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월호와 최신호가 모두 수록
격월간스쿠바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스쿠바다
이버 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웹매거진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키
워드로 지난 과월호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
찾고자 하는 내용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되는 각 호수와 페이지가
검색되고, 이 때 페이지를 선택하면 내용이 보여집니다.

www.scubamedia.co.kr
e-book 및 과월호

2013.03/04 (No.154)

2013.01/02 (No.153)

2014.01/02 (No.159)

2013.11/12(No.158)

2013.09/10(No.157)

2013.07/08 (No.156 )

2013.05/06 (No.155)

2012.11/12 (No.152)

2012.09/10 (No.151)

2012.07/08 (No.150)

2012.05/06 (No.149)

2012.03/04 (No.148)

2012.01/02 (No.147)

2011.11/12 (No.146)

2011.09/10 (No.145)

2011.07/08 (No.144)

2011.05/06 (No.143)

2011.03/04 (No.142)

2011.01/02 (No.141)

2010.11/12 (No.140)

2010.09/10 (No.139)

2010.07/08 (No.138)

2010.05/06 (No.137)

2010.03/04 (No.136)

2010.01/02 (No.135)

2009.11/12 (No.134)

2009.09/10 (No.133)

2009.07/08 (No.132)

2009.05/06 (No.131)

2009.03/04 (No.130)

2009.01/02 (No.129)

2008.11/12 (No.128)

2008.09/10 (No.127)

2008.07/08 (No.126)

2008.05/06 (No.125)

2008.03/04 (No.124)

2008.01/02 (No.123)

2007.11/12 (No.122)

2007.09/10 (No.121)

2007.07/08 (No.120)

2007.05/06 (No.119)

2007.03/04 (No.118)

2007.01/02 (No.117)

2006.11/12 (No.116)

2006.09/10 (No.115)

2006.07/08 (No.114)

2006.05/06 (No.113)

2006.03/04 (No.112)

2006.01/02 (No.111)

2005.11/12 (No.110)

2005.09/10 (No.109)

2005.07/08 (No.108)

2005.05/06 (No.107)

2005.03/04 (No.106)

2005.01/02 (No.105)

2004.11/12 (No.104)

2004.09/10 (No.103)

2004.07/08 (No.102)

2004.05/06 (No.101)

2004.03/04 (No.100)

2004.01/02 (No.099)

2003.11/12 (No.098)

2003.09/10 (No.097)

2003.07/08 (No.096)

2003.05/06 (No.095)

2003.03/04 (No.094)

2003.01/02 (No.093)

2002.11/12 (No.092)

2002.09/10 (No.091)

2002.07/08 (No.090)

2002.05/06 (No.089)

2002.03/04 (No.088)

2002.01/02 (No.087)

2001.11/12 (No.086)

2001.09/10 (No.085)

2001.07/08 (No.084)

2001.05/06 (No.083)

2001.03/04 (No.082)

2001.01/02 (No.075)

2000.11/12 (No.080)

2000.09/10 (No.079)

2000.07/08 (No.078)

2000.05/06 (No.077)

2000.03/04 (No.076)

2000.01/02 (No.075)

1999.11/12 (No.074)

1999.09/10 (No.073)

1999.07/08 (No.072)

1999.05/06 (No.071)

1999.03/04 (No.070)

1999.01/02 (No.069)

1998.11/12 (No.068)

1998.09/10 (No.067)

1998.07/08 (No.066)

1998.05/06 (No.065)

1998.03/04 (No.64)

1998.01/02 (No.063)

1997.11/12 (No.062)

1997.09/10 (No.061)

1997.07/08 (No.060)

1997.05/06 (No.059)

1997.03/04 (No.058)

1997.01/02 (No.057)

1996.11/12 (No.056)

1996.09/10 (No.055)

1996.07/08 (No.054)

1996.05/06 (No.053)

1996.03/04 (No.052)

1996.01/02 (No.051)

1995.11/12 (No.050 )

1995.09/10 (No.049)

1995.07/08 (No.048)

1995.05/06 (No.047)

1995.03/04 (No.046)

1995.01/02 (No.045)

1994.11/12 (No.044)

1994.09/10 (No.043)

1994.07/08 (No.042)

1994.05/06 (No.041)

1994.03/04 (No.040)

1994.01/02 (No.039)

1993.11/12 (No.038)

1993.09/10 (No.037)

1993.07/08 (No.036)

1993.05/06 (No.035)

1993.03/04 (No.034)

1993.01/02 (No.033)

1992.11/12 (No.032)

1992.09/10 (No.031)

1992.07/08 (No.030)

1992.05/06 (No.029)

1992.03/04 (No.028)

1992.01/02 (No.027)

1991.11/12 (No.026)

1991.09/10 (No.025)

1991.07/08 (No.024)

1991.05/06 (No.023)

1991.03/04 (No.022)

1991.01/02 (No.021)

1990.11/12 (No.020)

1990.09/10 (No.019)

1990.07/08 (No.018)

1990.05/06 (No.017)

1990.03/04 (No.016)

1990.01/02 (No.015)

1989.11/12 (No.014)

1989.09/10 (No.013)

1989.07/08 (No.012)

1989.05/06 (No.011)

1989.03/04 (No.010)

1989.01/02 (No.009)

1988.11/12 (No.008)

1988.09/10 (No.007)

1988.07/08 (No.006)

1988.05/06 (No.005)

1988.03/04 (No.004)

1988.01/02 (No.003)

1987.11/12 (No.002)

1987.09/10 (No.001)

제1회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의 모든 것을 해부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핵심을 찔러, 당신이 가진
오랜 의문을 즉석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카메라와 스트로브의 모든 메커니즘을
파헤쳐 원리를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몰라서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알고 보면
수중사진은 간단합니다.

수중사진 공개강좌 안내

강의내용
1 카메라와 스트로브(매뉴얼, TTL) 주요 기능의 이해, 적절한 설정, 능숙한 사용에 대하여
2

마크로 및 와이드 촬영 시 다양한 주제와 환경에 대응하는 핵심 노하우(만타, 고래상어, 돌고래,
부채산호, 연산호, 빛 샤워, 동굴 및 난파선의 실루엣 등과 모든 마크로 생물을 원하는 대로 찍는 법)

3 좋은 사진을 만들어 주는 구도, 셔터 챤스, 피사계 심도, 배경처리 등에 대하여
4 포토샵(니콘캡처NX, 캐논DPP, 후지필름HU3)을 이용한 간단/확실한 후편집 방법
5 질의/응답(촬영장비, 촬영방법, 후보정 등 수중사진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대상 : 필름, 콤팩트, DSLR 불문(니콘, 캐논, 후지필름, 소니, 올림푸스 등등)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교육반과 동
일한 수준의 강의를 기획하고 있으므로,

일시 : 2014년 4월13(日) 13시(5~6시간 강의)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81-10 대항병원 지하 세미나실
참가비 : 30만원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에게는

참가비 입금처 : 농협 178589-51-015480 황윤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차원이 다른 강

※참가자에게 F32 수중사진 작품집 <마린 오딧세이2> 증정/사진 196장, 하드커버, 정가 7만원

의를 경험할 것입니다.

참가인원 : 선착순 30명(신청마감/4월10일)
강사 및 문의처 : 황윤태 TEL : 064-713-0098/010-3694-0098 www.marine4to.com
준비물 : 본인의 촬영장비(필요시), 원본 수중사진(요청시 평가 및 문제점 해결), 메모준비

또한, 수중사진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리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5월 중순(필리핀)과 8월(제주) 2회에 걸쳐 실습투어 및 디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주최 : 황스마린포토서비스 / 후원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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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F INNOVATION.
EDGE OF PERFORMANCE.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디자인입니다. 호흡기에 최초로 적용한
무게집중화 결과로 다이버와 일체화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조
차 잊게 할만큼 편안합니다.
Be innovative.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