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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황윤태의 Marine Essay

보색대비

팔라우, Pa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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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

바다를 알자!
잠수의학 Q&A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흔치 않지만 당황스러운 상황 대처법
해난구조
동아리소개 / 공기놀이

강원도 다이빙
전자잡지 보기

다음 교육단체의 모든 센터에서「격월간 스쿠바다이버」잡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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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2,000원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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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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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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면 다이빙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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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ssay 사랑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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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 도브, 리얼뷰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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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관련된 영화 소개 ③ 캐스트 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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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소개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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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과 부담 없이 함께하고 싶은 다이버, 다이빙 뿐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누리고 싶은 다이버, 함께 할 버디를
찾는 다이버, 해외에서 자격증 취득 후 국내 경험이 없는 다이버,
본인의 강사가 활동이 없어 외톨이가 된 다이버, 바다가 너무
좋지만 혼자하기엔 아직은 두려운 다이버, 진짜 가족 같은
동호회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공기놀이는 그런 여린 부분을
안아줄 수 있는 많은 다이버들의 쉼터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독자체험기 내 숨결 하나하나가 찬란해진 디퍼다이버에서의 텍 다이빙
“최고의 아래 단계”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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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58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56회> 보색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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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제17회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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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테크닉 제3회. 피사체에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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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작은 피사체들은 마크로렌즈로 촬영함으로써 선명한
디테일을 나타낼 수 있고, 파노라마 같은 넓은 풍경은 와이드
앵글 렌즈(광각렌즈)로 촬영하면 스펙터클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작은 피사체를 전면에 배치하고
배경에 실루엣처럼 보이는 다이버나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배치시킨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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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강영천 박사 칼럼 Q&A 잠수의학
강영천 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
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한다.

SHOP

s kin s cu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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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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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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새류도감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한국후새류도감’
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의 노력으로 발굴
된 60여 국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6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한국후
새류도감’
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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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코너 세이프티 프로다이버 1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다이빙은 대부분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이다. 바다의 상태는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이버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 파도가 높아지거나, 생각보다 빠른 조류를 만나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나, 아니면 BCD 등의 다이빙 장비가
문제를 일으켜 부력확보에 곤란을 겪는 등 위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안전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를 학생다이버들이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136

다이빙기술 흔치 않지만 당혹스러운 상황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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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장비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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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여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레저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스쿠바다이빙의 장비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비 없이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다. 호흡기,
부력조절기, 게이지, 공기탱크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가 없다. 다이버는 이러한 장비들의 기능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보 다이버들을 위해
스쿠바다이빙의 기본적인 장비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148

해난구조 1. 해난구조의 흐름

156

PADI 교육센터 탐방 제주 성산 스쿠버 리조트
서울 마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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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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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투어 팔라우, Palau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Palau)는 신비한 느낌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천상의 바다를 자아내는 환상의 섬나라이다. 팔라우는 괌,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600km 넘게 펼쳐져 있는 군도(群島)로, 총
3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며, 섬 주위에는 광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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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투어 강원도 다이빙
강원도 고성군은 지역의 천혜자원과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포츠 메카로써의 자리매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지역이다. 강원도 고성에서의 다이빙은 좀 색다른 의미가 있다. 즉
우리나라 최북단 스쿠버다이빙 지역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육상의 산기슭이 바다로 이어져 육상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중모습을 그릴 수 있다 한다. 따라서 금강산을 품은 고성지역은
물속도 수중 금강산이다. 언론 매체에서도 고성일대의 바다를 수중
금강산이라 표현한 예가 빈번한 걸로 봐서 역시 금강산이 그대로
바닷속으로 이어져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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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판매

기사 및 원고 모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독자께서
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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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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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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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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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이잡지, 전자잡지 동시발행으로

광고 효과 를 두배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할까
디에
를어
광고
요.
예
이
고민
야 ?…
던거
몰랐
나만

ㅜㅜ

에
이버 지」
「스쿠바다
세요.
문의해 보
요~
래
배
두
광고효과가

「scuba diver」지는
27년 동안 광고주의 도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고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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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젠 전자잡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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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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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sdm.kr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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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유일의 독자적인 포인트, 편안한 보트다이빙
제주 유일의 PADI 코스디렉터 상주 5star IDC Resort

전과정 교육등록시 숙박 무료 서비스

어드밴스에서
강사까지
5,900,000원
3개월 과정
숙박제공

아쿠아스쿠바 제주

강사개발과정 일정

8월 16일 부터
PADI 강사시험 일정

8월 29~31일

PADI e-learning 을 통한 최소 2일만에 제주에서 초급과정 완성

전국 커뮤니티를 이용한 월1회 해외다이빙 투어
독자적으로 설치한 공기관리 시스템으로 항상 깨끗한 공기 유지

전화 : 070 4634 3332  홈페이지 : aquascuba.co.kr  E-mail : aquascuba@naver.com

제주와 전국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운영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aquascuba, 페이스북 : facebook.com/aquascuba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침몰사고 해역에서 밤낮없이 어렵고 위험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잠수사의 명복을 빌고,
구조 중에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최선을 다하여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잠수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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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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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수상작 게
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
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아이디 : pdeung, 비번 : 2468)의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수상자 명단
금상

1명

광각 해당작 없음

접사 박인수

은상

2명

광각 김준연

접사 이정섭

동상

2명

광각 김학주

접사 장기영

입선

6명

박동훈, 박인수, 이완석, 장기영, 최지섭, 최형준 (가나다 순)

은상

협찬 : (주)해왕

금상
CF900P
·대중적, 인기있는 CF900의 2세
·900 루멘(Lm) 및 SOS기능을 가진 4단계의 전원 설정을 제공하는 강력한 라이트
·온 / 오프 기능의 푸시 버튼, 리튬 이온 충전 전지 및 충전기, 배터리 잔량 표시
·좁은 빔(7 °) 과 넙은 빔(37 °) 사이의 조정 빔 각도 조절.
·모든 다이버를 위한 최고의 다양한 조명 옵션
·Level 1~4까지의 빛 출력 선택 뿐만 아니라 ON/OFF 까지 한 개의 푸쉬 버튼 작동.

동상

BEANS GAUGE D2
잔압계 + 수심계
·마찰 신호를 나타내는 수심계
·50bar 이하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본체
·크기 : 107 × 54 mm
·중량 : 250g (호스 포함)
·호스 길이 : 850mm / 내경 3.2mm / 외경 7.9mm
·본체 재질 : 엘라스토머 수지
※ 엘라스토머 : 외력을 가해서 잡아당기면 몇 배나 늘어나고,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고분자 화합물
·호스 재질 : 나일론 12(내관), 폴리우레탄(외피)
·최대 사용 압력 : 300 bar
·최소 굴곡 반경(호스 내부) : 15mm
·구조 : 부르동관(탄성을 이용한 압력계로 사용하는 관)
·수심 측정기 : 다이아프램 방식, 마찰 표시 기능
·사용수온범위 : -5℃ ~ +50℃
※ 홀드 클립과 1단계 호스 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owerjet
본체
·타입 : 오픈 힐
·재질 : 합성고무, 탄성중합체 스트랩
※ 탄성중합체 : 외력을 가해서 잡아당기면 몇 배나 늘어나고,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 화합물
·색상 : 검정, 노랑 파랑
·버클형태 : 퀵 릴리즈 방식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Gold Prize 박인수
갯민숭달팽이와 알
Canon EOS 50D, f/16.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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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이정섭
불편한 공생
Canon EOS 50D Mark II, f/8.0, 1/125

접사부문
동상 Bronze Prize 장기영
나뭇잎 고기
OLYMPUS TG-830, f/4.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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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김준연
고래상어
SONY RX100, f/4.0, 1/80

광각부문
동상 Bronze Prize 김학주
부채산호와 다이버
Nikon D700, f/6.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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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Selected 박동훈

입선 Selected 박인수

입선 Selected 이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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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Selected 최지섭

입선 Selected 장기영

입선 Selected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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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
www.patima.net

진보된 기술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Onl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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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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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 MARK3 Marineboy

갤럭시S4, 아이폰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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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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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RO3(3+) Octopus

Stopper R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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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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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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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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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491-2760

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56회

보색대비

직벽의 로프에 뿌리를 내린 연산호와 부채산호
Nikon D600, 16mm fisheye, Nexus, f8, 1/250, Z-240X2, RAW, -12m, Philippines

수심 35미터 모래밭의 난파선
Nikon D600, 16mm fisheye, Nexus, f8, 1/25, 자연광, RAW, -35m, Philippines

수중사진가의 취향과 관심은 그가 발표하는 사진에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이는 피사체가 가진 본연의
디테일과 형태의 표현에 주력하고, 또 어떤 이는 수중의 블루(Blue)라는 원색 캔버스를 보색대비를 이
용, 화려한 색감을 수놓는다.

황윤태 Hwang Yuntae

사진을 대할 때 인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색(色)이고, 색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보색대비는 색상차가 가장 큰 보색(반대색)끼리 붙여 놓았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채도가 더욱 강조되어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사진은 그 색상의 강렬함만으로도
웬만큼 먹고 들어간다. 녹색만의 모자반 숲을 촬영하는 경우 빨간 연산호 하나 넣고 촬영해 보라!
밋밋한 이미지가 갑자기 선명한 느낌으로 와 닿는다. 사진에서의 색(色)은 감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강렬하게…. 사진에 담아보자.
좌측 이미지는 직벽의 로프에 자리 잡은 빨간 연산호와 부채산호인데, 물색과 더불어 이런 형태의 조
합은 사진가에게 있어 배경처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최상의 환경이다. 우측은 수심 35미터의 난파
선으로…. 물고기가 있더라도 블루 단일 색상으로 인해 뭔가 밋밋하다. 노란 비키니와 롱 핀의 스킨 다
이버가 선수(船首)에서 유영중이라면…. 촬영 후 아쉬움에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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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마린하우스

다이브 파크

(제주 서귀포)

(서울 동작)

(전북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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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스쿠바
(경북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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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찬

레저클럽
(서울 강동)

오호송

다이브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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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달장애
운동능력개발
협회

김영중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네모선장
리조트

스쿠버월드
(대구 달서)

손완식

고영식

김규호
연락처: 010-9300-7108
이메일: udt37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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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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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아카데미

제이 다이버
(경기 남양주)

이성복

고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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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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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스쿠바
라이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주시)

스쿠버원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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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김원국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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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바다로
스쿠바

(경북 경주)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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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브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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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문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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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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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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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의 꿈
(서울 강남)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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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니컬
교육단
(서울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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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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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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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서울 용산)

(제주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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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쿠버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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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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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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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부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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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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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

이화향

(경기 광명)

정영수

(경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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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스포츠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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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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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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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지식
SSI와 함께라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SSI 교육은 여러분
이 편한 시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스
스로 학습의 리듬을 결정하면, 강사가 여러분을 지원하며 지식을 쌓도
록 도울 것입니다. SSI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스페셜티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
SSI 강사의 지도를 통해 더 나은 기술과 함께, 여러분이 선택한 스페셜
티와 관련된 올바른 기술과 테크닉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SSI의“반복
을 통한 편안함”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법으로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
는 다이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장비
가장 안전한 다이빙 방법은 개인에 맞춰진 본인 소유의 토털 다이빙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SSI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Be THE BEST
with SSI

는, 이러한 다이빙을 수행하는데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더 풍부한 경험
지식, 기술 그리고 장비를 갖추는 일은 단지 여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다이빙을 하는 것만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다이버가 되는데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속 교육은 재미있고 무한합니다. 더불어 수중으로 탐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SSI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
의“최고의 다이빙 경험(Ultimate Dive Experience)”
을 준비하는 데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브에스에스아이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1길 14-6 1층 (서초동 1604-8)
Tel : 02)525-0977
Fax : 02)587-0392
Email : korea@divessi.com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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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서울
다이버의 꿈

이용주

010-8553-350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22-13번지 한양빌라 301호

다이브 매니아

김명선

010-9087-333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7 삼성애니텔 211호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92-6 번지 우진빌라 402호

테크니컬 교육단

유재철

010-3888-676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65-2 으뜸빌딩 2층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지상의 낙원

진스다이브

진신

010-5351-923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37 금호연립 A-101호

스쿠바조아

김희석(윤기명)

010-9844-044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제방)서울 윈드서핑장 4호

머맨

임정택

010-6760-3138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2792 특수임무수행자회 임정택

W-STATE

우정석

010-6489-7689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1-11 신한빌딩 10층

액션스쿠버

이민정

010-8521-4707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구수동) 액션스쿠버

팀보니또

김태훈

010-3797-5132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42-2

레저클럽

오호송

010-9097-91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6-2 드림팩토리 1층 101호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010-3788-0314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5번길 69, 102호 (성내동, 444-5)

아피아

노명호

010-4105-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463-2 103호

양천 씨앤씨

김형진

010-2372-4135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481-31 한성 나-401

다이브 파크

정영수

010-3766-68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3-6 애니카랜드 대방점

씨앤조이 스쿠버

이재욱

010-6280-0952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2길 7 (신정동) 지하 뉴욕헬스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9-1 수원공업고등학교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 블루홀 다이버스

아쿠아밸리

김명신

010-4333-284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43-2 501호

경기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레포츠 지하3층

마린 라이프

김도열(서은미)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4-12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688-7 포프라자

포프라자

전윤식

010-3350-0973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2-7번지 스쿠버데이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54-7번지 다이버하우스

일산풀

구자운

010-8833-94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6-1 센터21 빌딩 5층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9-31 바다의 꿈

썬 스쿠바

최창호

011-289-3733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06-2번지 43번 건물 썬스쿠버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80번지 서울산업잠수학원

팀에스에스아이 스쿠버다이버

손주은

010-7430-487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133번길 12 (내동) 3층

아라 다이브

김윤성(전기인)

010-4533-1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2번지 연수브랫슬 101호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서로 1-12 402호

강원

SSI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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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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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779번지
KOREA POLYTECHⅢ COLLEGE 산업잠수과

씨 플랜

김태효

011-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영진아쿠아존

김창문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19 네모선장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9 봉포다이빙

봉포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134번지 반암리조트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LF문암 다이브 리조트

팀 스쿠버

이기영

010-8963-858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32번지 팀스쿠버

하슬라 레저

권민식

010-9079-7723

강원도 양양군 인구리 인구길 28-29

동호다이브리조트

조명환

010-4195-1556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259

영금정 스쿠버

이호석

010-3380-4707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0-7 1/4 영금정스쿠버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에프스타일㈜

전석철(김미라)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2-15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서로 1-12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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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충남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44-18 바다로 스쿠버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별관 C동 105호
SSI 아카데미

SSI 아카데미

고대훈

010-9482-0059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아산시 방축동 온천대로 1395 스쿠버원다이빙칼리지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5610-221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198번지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1-215-89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엑스포다이빙센터

강광순

010-7424-9111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여덕관 404호
응급구조과

엄대영

010-4557-2575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 위덕대학교 정진관
사회체육학부 207호

X-스쿠버

경북
위덕대학교
아쿠아 캠프

조준호

010-9999-4008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31번지 울릉 아쿠아캠프 리조트

㈜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기현

010-6727-2900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황흥섭

011-824-2688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

다이브알앤디

최지섭

010-3277-032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13 (웰리치1층상가)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919-257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태왕그린힐즈아파트 101-1405호

노틸러스다이브클럽

최성학

010-7449-4525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2, 128 (신천동, 동양상가아파트)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0-8571-3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3 두류다이빙풀장 스쿠버월드

경남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50-1번지 남해푸른바다 스쿠버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44번길 4. 신정동 문희수 잠수교실

JMJ DIVING SCHOOL

유성용

010-7704-333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1035-8 해양스포츠교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경암 체육관 교수동
515호

부산대학교

황영성

010-3878-8241

장유스쿠버

윤철현(양상현)

010-9325-0159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38 (관동동) 101호

프리다이브코리아

유시혁

010-4137-07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107호

스쿠버 컬리지

이성복/김문겸

011-9730-4070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55-10 201호 스쿠버칼리지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1-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93-2 태평양 약국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영환

016-9575-1007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640-4

넵튠다이빙샵

오승룡

010-3012-4512

전남 광양시 마동 328 번지 광양 커뮤니티센터 매점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90번지 전북잠수전문학교

수중세계

조현수

010-3500-2686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6-1

김진현

010-2699-7278

전북•전남

제주
제주대학교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해양 스포츠실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번지 제주산업정보대학
스포츠산업계열

제주국제대학교

홍근혁(윤상택)

010-2554-8700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도두2동 836-7 제주바다하늘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92-39 스쿠버스토리

방2다이버스

방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 방2다이버스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0-9120-111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392-3번지 스쿠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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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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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이브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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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June 65
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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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Worms

벌레 취급해선 안 될 해양

벌레들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Too many of us the sight or thought of worms is disgusting.

벌레라면 많은 사람이 보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혐오스러워

Young fishermen first experience them when trying to catch

한다. 젊은 어부들은 처음으로 그러한 경험을 첫 그물을 끌

their first fish. The thought of worms always makes me

어올리면서 한다. 벌레를 생각하면 늘 나는 20세기에 어린

think of the 20th century children’s song with the morbid

이들이 불렀던 섬뜩한 노래 소절이 생각난다.“벌레들이 기

verses -“ The worms crawl in, the worms crawl out, the worms

어 들어오고, 기어 나가네, 벌레들이 네 코에서 카드놀이를 하

play pinochle in your snout, they eat your eyes, they eat your nose,

네, 그놈들이 네 눈을 파먹고, 네 코를 파먹고, 발가락 사이 말

they eat the jelly between your toes.”

랑말랑한 살을 파먹네.”

A t ypical Flat worm
the body is dorsallyventrally f lat tened.
In many species the
margin is ruffled.
전형적인 편형동물로 몸의
등과 배가 납작하다. 많은
종에서 몸의 가장자리가 주
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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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rine biologists they are a taxonomic

해양 생물학자들에게는 해양 벌레들의 분류가 끔찍한 일인데, 아

nightmare, with 1000’s of species still undescribed or

직도 1,000여종이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 잘 이해되지 않고 있기

poorly understood. One thing biologists and divers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이든 다이버들이든 해양 벌레들이 놀라울 정

alike can agree upon is their mind-blowing diversity

도로 다양하고 많은 종의 경우에 정말로 아름답다는 점에는 의견

and for many species, their mere beauty.

을 같이한다.

Marine worms fall into several phyla– the flatworms,

해양 벌레들은 많은 문(門)으로 분류된다. 편형동물문(flatworms,

Platyhelminthes; Ribbon worms, Nemertea;

Platyhelminthes), 유형동물문(Ribbon worms, Nemertea), 지렁

Segmented worms, Annelida, which are related

이와 관련이 있는 환형동물문(Segmented worms, Annelida)으로

to earthworms (which is further broken down

시작해 계속되다가 성구동물문(Peanut worms, Sipuncula)과 의

into – Polychaetes, Polychaeta; Polynoid worms;

충동물문(Tongue worms, Echiura)으로 끝난다. 여기서 환형동물

Feather Duster worms, Serpulidae, and Fan worms,

문은 세분되어 다모류(Polychaetes) 및 다모강(Polychaeta), 비늘

Sabellidae; Fire worms, Amphinomidae), and the list

갯지렁이류(Polynoid worms), 석회관갯지렁이류(Feather Duster

goes on, ending with the Peanut worms, Sipuncula

worms, Serpulidae) 및 꽃갯지렁이류(Fan worms, Sabellidae),

and the Tongue worms, Echiura.

그리고 양목갯지렁이류(Fire worms, Amphinomidae)로 나뉜다.

Flatworms are the most primitive of the worm

편형동물은 벌레류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이다. 이들은 몸의 등

groups. They have a dorsally-ventrally flattened

과 배가 납작하고 섬모라는 세모가 수많이 나 있어 바닥을 따라 미

body that slides along the bottom on countless

끄러져 간다. 대부분의 종이 우아하게 유영을 한다.

Like sea slugs, flatworms boast an amazing diversity in coloration. 바다 민달팽이처럼 편형동물은 배색 면에서 놀랍도록 다양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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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ic hairs called cilia. Most species are
graceful swimmers. They have no special respiratory
organs and no body cavity; a common opening
serves as both mouth and anus. Most species
are hermaphroditic, having both male and female
reproductive organs.
이들에게는 특별한 호흡기관도 체강도 없으며, 구멍이 하나
있어 입과 항문의 역할을 다 한다. 종들이 대부분 암수동체
라서 수컷 및 암컷 생식기관을 다 가지고 있다.
Flatworms display graceful swimming abilities.
편형동물은 우아한 유영 능력을 보여준다.

Acoel flatworms are very small and found on a number of

무체강 편형동물(acoel flatworms)은 매우 작으며 많은 산

coral and sea anemone substrates. They are thought to

호 및 말미잘 기질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숙주 조직의 점액

feed on the flora and fauna trapped in the mucus of the

에 걸린 동식물군을 먹고사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종이

host’s tissue. A number of species reproduce asexually,

분절증식(fragmentation)이란 무성생식을 통해 번식한다.

by fragmentation. Divers have overlooked several species

다이버들은 이들을 그저 산호에 나 있는 점무늬 정도로 생

thinking they were just spots on the coral.

각하면서 지나친다.

Although they look like spots, these golden oval things are acoel flatworms grazing on the surface of the cnidarians tentacles.
반점처럼 보이는 이들 황금빛 타원형 무늬는 사실 자포동물의 촉수 표면을 뜯어먹고 사는 무체강 편형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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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lad flatworms get their name from having “many”

다기장 편형동물(多岐腸 扁形動物, Polyclad flatworms)의

branches to their gut. Polyclads feed on a variety of

이름은 소화관이“많은”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데서 유래한

tunicates and other smaller marine animals, which include

다. 다기장 편형동물은 다양한 멍게 그리고 기타 편형동물

other flatworm species. Mating often includes a dramatic

종을 포함한 작은 해양 동물을 먹이로 한다. 이들의 짝짓기

swimming sword fight with the two individuals using the

는 흔히 유영하면서 극적인 칼싸움으로 이루어지는데, 2개

penises like swords before stabbing the other individual, to

의 개체가 음경을 칼처럼 사용하다가 상대 개체를 찌르면

complete insemination.

수정이 완료된다.
They have numerous eyes on the head. Those
flamboyantly colored species having a pair of
tentacles on the head are often mistaken for sea
slugs. In fact several species are thought to mimic
dorid nudibranchs as a defense strategy to avoid
being eaten. Predators learn quickly not to bite a
polyclad that looks like their deadly acid secreting
nudibranch model.
이들은 머리에 수많은 눈이 있다. 머리에 한 쌍의 촉수가
있고 현란한 색깔을 한 종들은 흔히 바다 민달팽이와 혼동
된다. 사실 여러 종이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 전략
으로 도리드 나새류를 흉내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포식자

Set behind the pair of head tentacles is a group of 50-100 eyes.
한 쌍의 머리 촉수 뒤로 50∼100개의 눈이 모여 있다.

들은 치명적인 산을 분비하는 나새류처럼 생긴 다기장 편형
동물을 물지 않는 법을 재빨리 배운다.

A group of marine animals that look like
flatworms are the benthic ctenophores, aka
benthic comb-jellies. Benthic ctenophores are
not even closely related to flatworms and have
their own phyla – Ctenophora. Because of their
resemblance to common flatworms they are
rarely recognized as being related to comb-jellies.
편형동물과 비슷한 해양 동물의 하나가 저서성 빗해파
리류(comb-jellies)로도 알려진 저서성 유즐동물(有櫛
動物, ctenophores)이다. 저서성 유즐동물은 편형동물
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유즐동물문(Ctenophora)이란
나름의 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흔한 편형동물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빗해파리류와 관련이 있다고 인
식되지 않는다.

The benthic ctenophore, Coeloplana astericola, lives on the sea star, Echinaster luzonicus.
저서성 유즐동물인 Coeloplana astericola는 불가사리인 Echinaster luzonicus 위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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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flatworms, the Ribbon worms have a long, delicate,

편형동물과 달리 끈벌레(Ribbon worms)라고도 하는 유형동물

narrow body, complete with a digestive system with a

(紐形動物, Nemertea)은 길고 섬세하며 협소한 몸에 소화계와

separate mouth and anus. All species are predatory and

함께 별도의 입과 항문을 모두 갖추고 있다. 모든 종이 포식성

use an eversible proboscis or mouth to capture and secure

이고 외번 가능한 구문(eversible proboscis, 外蕃 가능한 口吻;

prey. The proboscis may either be sticky or have sharp

밖으로 뒤집을 수 있는 주둥이)을 사용하여 먹이를 포획해 가둔

spines to trap prey.

다. 주둥이는 먹이를 가두기 위해 끈적끈적하거나 날카로운 가
시가 나 있을 수도 있다.

Ribbon worms are long, slender and very delicate. 끈벌레는 길고 가늘며 매우 섬세하다.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several categories of Annelid
worms – aka Segmented worms. The first of which are
the Polychaetes. These worms get their name from their
anatomy in which each of many segments of the body bears
two pairs of parapodia and stiff chitinous bristles called
setae. The setae allow the worm to move freely in both hard
and soft substrates. Some are even excellent swimmers. The
bristles may also serve a defensive function. Some species
have well developed jaws and mouth structures, like the
Bobbit worm.
체절동물(Segmented worms)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환형동물에
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부류가 있다. 첫 번째가 다모류(多毛
類, Polychaetes)다. 이들 벌레의 이름은 몸의 많은 체절 각각에 두
쌍의 측족(側足, parapodia)과 여기에서 돌출된 뻣뻣한 키틴질 털
인 강모(剛毛, setae)가 있는 해부구조를 하고 있는 데서 유래한
다. 이러한 강모가 있어 이들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기질에서 모
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일부 종은 유영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다. 또한 강모는 방어기능을 할 수도 있다. 왕털갯지렁이(Bobbit
worm)처럼 일부 종에서는 턱 및 입 구조물이 잘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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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aete worms are not smooth bodies like the previous worm groups, but
have highly segmented bodies.
다모류 벌레는 앞서 소개한 벌레류들처럼 몸이 매끈하지 않고 고도로 분절된 많은 체절로 이루
어져 있다.

The Bobbitt worm, a species of polychaete worm shows off its well developed jaws.
다모류 벌레의 한 종인 왕털갯지렁이는 턱이 잘 발달되어 있다.

Polynoids, another segmented group of annelid, is referred
to as Scale worms. Depending on the genus, these critters
may have a series of tubercles on their dorsal surface
or parallel series of feather-like scales. Most species are
commensal on sea cucumbers and sea stars.
환형동물에서 또 다른 체절동물인 폴리노이드(Polynoids)는 비늘갯
지렁이(Scale worms)라고 한다. 속에 따라 이들 생물의 등 표면에
는 일련의 돌기 또는 나란히 배열된 깃털 같은 일련의 비늘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이 해삼 및 불가사리 위에서 공생한다.

Polynoid worms or scale worms are commensal on sea cucumbers and sea stars. 폴리노이드 벌레 또는 비늘갯지렁이는 해삼 및 불가사리 위에서 공생한다.

Spaghetti worms are one of the groups of annelid worms having long tentacles
used in feeding. Respiration is carried out at a short set of gills on the head. The
bulk of the body is hidden in crevices and under boulders. The long mucus covered
tentacles pick up particulate organic material off the substrate around the worms
home site.
스파게티웜(Spaghetti worms)은 환형
동물 벌레류들의 하나로 섭식에 사용하
는 긴 촉수들이 스파게티를 연상시킨다.
호흡은 머리에 있는 일련의 짧은 아가미
로 한다. 몸의 대부분은 틈새 속과 바위
밑에 감춰져 있다. 점액으로 덮여 있는
긴 촉수들로 서식처 주위의 기질에서 미
립자 유기물질을 붙잡는다.
Spaghetti worms, are a group of annelid worms having long tentacles used in feeding.
스파게티웜은 환형동물 벌레류들의 하나로 섭식에 사용하는 긴 촉수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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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orms get their name from their setae which can inflict

Feather duster and fan worms share the

a burning, painful sting. It is best to keep your distance

characteristic of the head modified into a series

from these toxin filled spines. All species in this group are

of tentacles or branchiae that are arranged in a

predatory or scavengers.

circular, spiral fashion. These tentacles are used
for feeding and respiration.

양목갯지렁이(Amphinomidae)의 화이어웜(fire worms)이란 일반명은

Serpulids or feather duster worms live in

작열통을 일으키는 침을 쏠 수 있는 강모에서 유래한다. 독소가 들어

calcareous tubes which they secret. Sabellids, or

있는 이들 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다. 이 벌레류의 모든

fan worms live in tubes made of other materials,

종은 포식자이거나 청소동물이다.

but never calcareous. Feather duster worms have
a trumpet like tentacle, called an operculum,
which can seal off the tubes, when the animal
Fire worms, another
of the segmented
annelids, are armed with
long setae that inflict a
tasty sting.
체절 환형동물의 하나인
파이어웜은 작열통을 일으
키는 침을 쏘는 긴 강모들
로 무장하고 있다.

withdraws inside.
깃털 먼지떨이 벌레(feather duster worms)와 부채 벌레
(fan worms)로도 알려진 갯지렁이류의 공통점은 머리가
일련의 촉수 또는 아가미로 변형되어 있고 이들 기관이 원
형이면서 나선형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촉수는 섭식과 호흡에 사용한다.
깃털 먼지떨이 벌레인 석회관갯지렁이(Serpulids)는 점

Feather duster worms like

Filograna impexa are colonial
species which build irregular
masses of fine, delicate
calcareous tubes.

액을 분비해 만든 석회관(calcareous tube) 속에서 산다.
부채 벌레인 꽃갯지렁이(Sabellids)는 기타 물질들로 만
든 관 속에서 사나, 절대 석회관은 아니다. 깃털 먼지떨이
벌레는 트럼펫처럼 생긴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관 덮개
(operculum)라고 하는 이 촉수는 이 동물이 관 속으로 후
퇴할 때 관을 밀폐할 수 있다.

필로그라나 임펙사(Filograna

impexa )와 같은 깃털 먼지떨이 벌
레는 미세하고 섬세한 석회관들
로 이루어진 덩어리들을 불규칙하
게 만들어 사는 군체 동물이다.

This colonial feather
duster worm secretes
very delicate tubes.
군체 동물인 이 깃털 먼지
떨이 벌레는 점액을 분비해
매우 섬세한 관을 만든다.
Some Serpulid worms
have pa ired spir a l
branchiae.
일부 석회관갯지렁이 벌
레에는 쌍을 이루는 나
선형 아가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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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pulids or feather duster worms are tube worms with a trap door
called an operculum.
석회관갯지렁이 또는 깃털 먼지떨이 벌레는 관 속에서 사는 튜브웜(tube worms)
으로 트럼펫처럼 생긴 관 덮개(operculum)로 관을 밀폐한다.

The diversity of both of these worm groups is
amazing - ranging in size, gill form and color all over
the map. In some the gill tentacles form a spiral,
while in others they are horse-shoe shaped.
이들 두 벌레류의 다양성은 놀라우며, 크기, 아가미 형태와
색깔에 걸쳐 고도로 다양하다. 아가미 촉수들이 일부에서는
나선형을 이루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말발굽형이다.

The diversity of tube worms is truly amazing.
튜브웜의 다양성은 정말로 놀랍다.

Maybe the most popular of the feather duster worms is
the Christmas Tree worm, Spirobranchus giganteus . This
species has twin spirals and an operculum. Color patterns
are quite random and vary widely among colonies. It can
be found by the dozens even hundreds, on coral heads.
아마도 깃털 먼지떨이 벌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은 크리스마
스트리 웜(Spirobranchus giganteus)일 것이다. 이 종에서는 아가미 촉
수가 나선형으로 쌍을 이루고 관 덮개가 있다. 군체들 사이에 색깔
패턴은 한결같지 않고 아주 다양하다. 이 종은 산호 머리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개체가 군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

Christmas Tree worms come in a million color combinations. 크리스마스트리 웜은 색깔 배합이 수백 만 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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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of marine critters that resemble feather duster and
fan worms are the Phoronids. Forming their own separate
phyla – Phoronida, the bodies are not segmented, like
annelid worms, and do not form tubes above the sediment,
but do have two lophophores or gill spirals. They are
commonly found at the base of tube anemones.
깃털 먼지떨이 및 부채 벌레와 닮은 한 부류의 해양생물이 추형동물

(箒形動物, Phoronids ; 비벌레라고도 함)이다. 별도로 나름의 문(추

형동물문)을 형성하는 이 동물에서 몸은 환형동물 벌레들처럼 체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퇴적물 위에서 관을 만들지 않으나, 2개의 촉수
관(lophophore) 또는 나선형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흔히 관
속에서 사는 튜브 말미잘의 바닥에서 발견된다.
Phoronid worms are not worms at all, but certainly resemble them.
추형동물 벌레는 절대 벌레가 아니나, 벌레를 닮은 것은 분명하다.

A genus of annelid that form huge colonies
of long tubes in the Pacific Northwest are the
feather duster worms, Eudistylia polymorpha and

E. vancouverensis . These worms forms colonies
measuring up to several meters across and
contain 375,000~500,000 individual worms. Their
tubes, which are about 1cm in diameter, may be
40~50cm long.
북서태평양에서 긴 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체들을 형
성하는 환형동물의 한 속으로 깃털 먼지떨이 벌레 2종
(Eudistylia polymorpha 와 E. vancouverensis )이 있다. 이
들 벌레는 수 미터까지 이르고 37만5000∼50만 개체의
벌레를 포함하는 군체들을 형성한다. 직경이 약 1cm인
이들의 관은 길이가 40∼50cm가 될 수 있다.

This feather duster worm forms huge colonies which may contain many thousand individual
worms.
이 깃털 먼지떨이 벌레는 수십 만 개체의 벌레를 포함할 수 있는 거대한 군체들을 형성한다.

Visiting the major worm groups we have finally
come to the Peanut and Tongue worms. These
two groups are closely related. Both have an
unsegmented body. In the Peanut worms, the
body is divided into a trunk and a portion that
can be everted. This section of the body contains
an incomplete ring of tentacles used in feeding.
Tongue worms have a modified mouth called a
proboscis to feed with. This organ can be bilobed
or undivided. Both groups are deposit feeders.
Peanut worms have unsegmented bodies and feed with tentacles at the head or smaller end.
땅콩벌레는 체절이 없고 머리 또는 작은 끝부분에 있는 촉수들로 섭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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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 벌레류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두 부류를 알아

나뉜다. 이 구문부에는 닫히지 않은 고리 모양으로 촉수들이 배

볼 차례가 되었는데, 땅콩벌레(Peanut worms)라고도 하는 성

열되어 있어 섭식에 사용한다. 혀벌레도 변형된 입인 구문이 있

구동물(星口動物, Sipuncula)과 혀벌레(Tongue worms)라고

어 섭식에 사용한다. 이 기관은 2엽으로(bilobed)으로 나뉘거나

도 하는 의충동물(蟻蟲動物, Echiura)이다. 이 두 부류는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벌레류는 모두 퇴적물 섭식동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둘 다 체절이 없다. 땅콩벌레에서는 몸

물(deposit feeder)이다.

이 몸통과 외번 가능한 부분(구문부[口吻部], proboscis)으로

So now that we have covered the more common

이상에서 주요 해양 벌레류들 가운데 보다 흔한 것들을 소개하

members of the major worm groups I am uncertain how

였으므로, 이제 흥미로운 벌레류를 얼마나 더 소개해야 할지 망

many more of the fascinating odd balls we can throw

설여진다. 그러한 벌레류는 거의 무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at you. The list is nearly endless. But, alas, we must

두 벌레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include a couple more.
The odd and strange, Porcupine worm, Euphrosine

기이하고 이상하게도 호저벌레 또는 고슴도치벌레(Porcupine

multibranchiata , has both a pelagic (swimming

worm, Euphrosine multibranchiata )는 표영기(유영 번식기)와 저

reproductive) stage, and a benthic stage. The bristles

서기를 모두 가진다. 강모는 몸의 양옆으로만 나 있어, 등의 중앙

occur on the sides only, revealing what look like

을 따라 척추 뼈와 비슷한 것들이 드러난다. 이 벌레는 무척추동

vertebrae, down the center of the back. Because these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worms are invertebrates, this vertebrate appearance is

은 정확하지 않다. 이 종은 머리의 눈 바로 뒤에 흥미로운 기관

inaccurate. This species has an interesting organ just

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은 카룬클(caruncle, 돌출물)이라고 하

behind the eyes on the head. It is called a caruncle and

며 바다 민달팽이(Janolus )의 머리에 있는 기관과 비슷하다. 이

is similar to the organ found on the head of the sea slug,

독특한 기관의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화학감각기인 것으

Janolus. The function of this unique organ is unknown,

로 생각되고 있다. 학명에서“multibranchiata ”
는 많은 아가미를

but is thought to be a chemical sensing organ. The

말하며, 이들 아가미는 손가락 모양의 새엽(gill filament, 아가

name “multibranchiata” refers to the many gills which look

미의 구성단위)이 많이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like multiple finger-like filaments.

The Porcupine worm, Euphrosine multibranchiata has an interesting sensory organ just behind the eyes called a caruncle.
호저벌레(Euphrosine multibranchiata)는 눈 바로 뒤에 카룬클(caruncle, 돌출물)이란 흥미로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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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re is what biologists call the Quillworms.
Some members of this polychaete group secrete copious
quantities of mucus to attach pieces of mud, sand, shell
material and seaweed, which create its burrow or tube.
다음으로는 생물학자들이 퀼웜(Quillworms)이라고 부르는 벌
레류가 있다. 이러한 다모류의 일부 종은 다량의 점액을 분비
하여 진흙, 모래, 껍데기 및 해초의 조각들을 붙여 자신의 굴
혹은 관을 만든다.
◀ Diopatra ornata , the ornate tube worm builds its tube out of shells and debris.
장식 튜브웜(Diopatra ornata)은 껍데기와 잔해로 자신의 관을 짓는다.

And the show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Parchment tube worms, which are common U-shaped
tube worms, living in the sediment. The delicate
parchment tubes made by the worms may form
branches avoiding obstacles in the sediment. They are
broadcast spawners and have a pelagic juvenile stage.
The adults are filter feeders.
그리고 새날개갯지렁이(Parchment tube worms, 양피지 튜브
웜)이를 빼면 아쉬울 텐데, 이들은 퇴적물에서 U자형 양피지
모양의 관에 숨어 사는 흔한 튜브웜이다. 이 벌레류가 만드는
섬세한 관은 퇴적물에서 장애물들을 피하는 가지들을 형성할
Spawning Parchment worms release eggs and sperm into the water column.
산란 중인 새날개갯지렁이가 난자와 정자를 수중으로 방출한다.

체는 여과 섭식동물(filter feeder)이다.

So we close with one last dramatic worm morphology

이제 형태가 너무도 독특해 해양 벌레들이 얼마나 다양하고도

which demonstrates just how diverse and interesting

흥미로울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벌레를 소개

these creepy crawlers can be. The Windmill worm shows

하면서 글을 마감하려 한다. 바로 풍차벌레(windmill worm)

just how far these creatures have evolved, building a

는 해양 벌레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domicile to both protect their soft segmented bodies and

들은 거주할 관을 지어 체절로 이루어진 연약한 몸을 보호하면

provide a structure used to capture drifting prey. Atop

서 표류하는 먹이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물로 사용한다. 관의

of this worms tube sits a radial, windmill-like series of

꼭대기에는 바퀴살이 방사상으로 풍차처럼 펼쳐져 있어, 부유

spokes, which become the foundation for a mesh-net

물 섭식(suspension feeding)을 위한 그물망 역할을 한다. 망

for suspension feeding. When the net gets full the worm

이 가득차면 벌레는 관에서 나와 망에 걸린 먹이를 섭취한다.

emerges from the tube to consume both the netting and
trapped 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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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은 대량 산란 벌레류로 표영 유생기를 가진다. 성

How cool is that? How did these worms come up with this
amazing innovative design, and how many millions of
years did it take to refine it?
After review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is group,
one must only imagine that the person that wrote that
morbid children’s song had not experienced the amazing
worms on the ocean bottom.
정말로 대단하지 않은가? 이 벌레가 어찌 이렇게 놀랍고도 혁신적
인 디자인을 고안하였으며, 그것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데 얼마만한
세월이 흘렀을까?
해양 벌레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소개한 아이
들의 섬뜩한 노래를 만든 사람은 아마도 바다 밑에서 사는 놀라운
벌레들을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리란 짐작이 들 것이다.

After millions of years the Windmill worm has designed and built the
ultimate feeding machine. Its sophisticated shape suspends a mesh-like
net from a series of windmill-like spokes to capture its food.
수백만 년에 걸쳐 풍차벌레는 최고의 먹이 포획용 기구를 고안하고 가다듬었다. 그 정교
한 형태는 풍차 같은 일련의 바퀴살들에 그물망을 걸쳐 먹이를 포획한다.

본지의 기고가인 데이비드 베렌스의 책 소개

NUDIBRANCH
Behavior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New World Publications
Inc. Jacksonville, Florida.
“Scuba Diver apologizes for overlooking photo
credit of Bohadschia graeffei by Phil Garner in our
last issue.”

ISBN 1-878348-41-8,
2005.10.01
(www.fishid.com)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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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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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 이야기 100가지
글/사진 구자광
감수 김지현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겸임교수)

정원에 있는 갈대나 새싹처럼 보이는 가든일(Garden Eel)
가든일이 구멍 밖으로 몸을 내어놓고 있으면 마치 정원에 있는 갈대나
길쭉하게 자란 풀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다가 이내 모래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마치 춤을 추
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름이 가든일(Garden Eel)로 우리말로
는 정원장어라는 뜻이다. 장어의 일종으로 모래 안에 구멍을 파 놓고
살아가는 물고기이다.
가든일은 인도-태평양의 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며, 가장 큰 종은 길
이가 약 120cm에 도달하지만, 대부분의 종은 60cm를 넘지 않는다.

학명 : Heteroconger hassi
영명 : Garden Eel
한국명 : 가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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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지어 있는 가든일을 촬영하는 다이버

서식하는 환경은 수심 7~45m 정도의 산호초 가장자리의 평평하거나 경

에서 숨기고 머리만 조금 내민다. 보통 구멍 밖으로 몸을 내밀었을 때의

사진 모래층 또는 해초가 무성한 곳이다. 조류가 강하고 모래, 산호 조각,

몸길이는 10cm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을 느끼면 재빠르게 구멍

작은 연체동물의 껍데기가 많은 곳에서 살아간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다. 먹이를 먹을 때조차 구멍을 절대 벗어나지

가든일은 꼬리를 이용해 모래 속에 구멍(집)을 만들고, 꼬리에서 끈적끈적

않는다. 꼬리를 구멍에 넣은 상태에서 몸을 밖으로 길게 빼고 지나가는 동

한 액체가 흘러나와 모래를 딱딱하게 굳힐 수 있어서 구멍이 무너져 내릴

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염려가 없다. 가든일은 바다 바닥의 굴에서 살고 자신의 몸의 대부분은 굴

온순한 것 같지만 성질이 사나운 모레이일(Moray Eel, 곰치)
모레이일(Moray Eel)은 우리말로 곰치라고 한다. 큰 입에, 동그랗고 작은
눈이 순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튼튼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성질이 사납다. 곰치는 몸길이 60㎝ 정도이며 큰 것은 1m가 넘는
다. 몸은 가늘고 길지만 살지고 피부가 두꺼운 편이며 꼬리는 얇고 넓으며
끝이 뾰족하다. 전 세계에 80종 이상 분포하며 뱀과 비슷하게 생겼다. 몸빛
은 황갈색 바탕에 불규칙한 흑갈색의 가로띠가 있는 등 뱀 모양의 무늬가
있다. 머리는 비교적 작고 입은 크게 찢어져 있다. 위아래 턱의 이빨은 폭이
넓고 강하며 일열로 줄지어 있다. 아가미의 구멍은 검은색이고 혀·비늘·
가슴지느러미·배지느러미가 없으며 뒷지느러미의 언저리는 흰빛이다.
곰치는 야행성으로 산호나 암초의 갈라진 틈 또는 구멍에 숨어서 작고 매
서운 눈과 예민한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곰치에게 물리면 신경계와 순
환계가 마비된다. 성질이 사납고 문어류를 잡아먹는다.
이런 곰치는 다른 물고기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가미 뚜껑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아가미 뚜
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펌프질을 해 물을 몸속으로 빨아들인 후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는데, 곰치는 그렇게 힘차게 펌프질을 해줄 아가미
뚜껑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입을 크게 뻐끔뻐끔 벌렸다 닫았다 하며 물을 받
아들여 산소를 호흡한다.

학명 : Siderea thyrsoidea
영명 : Moray Eel
한국명 : 곰치

두 번째 다른 점은 얇은 비늘 대신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 곰치는 밤
에 활동하는 야행성 물고기로, 비교적 얕은 열대바다의 바위가 있는 곳에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 왜냐하면 곰치는 바위틈이나 구멍을 너무 좋아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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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면서 성전환하는 리본일(Ribbon Eel)

학명 : Rhinomuraena quaesita 영명 : Ribbon Eel 한국명 : 리본장어

리본일(Ribbon Eel)은 얇고 길쭉한 몸이 검정, 파랑, 노랑의 화려한 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대개
는 바위틈이나 모래구멍 속에 몸을 숨기고 있지만 이따금 유영을 한다. 이들의 하늘거리는 움
직임은 체조 선수가 허공으로 던져 올린 가늘고 긴 리본을 닮았다. 리본처럼 몸이 얇고 긴 데다
아름답고 몸 색깔이 화려해 ‘리본’이란 이름이 붙었다.
리본일의 또 다른 특성은 뻐끔뻐끔 입을 벌리고 닫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다른 물고기
들은 아가미 뚜껑이 있어 이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펌프질해 물을 빨아들여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로 숨을 쉬는데, 리본일은 아가미의 뚜껑이 없기 때문에 입을 벌려 펌프질을 해야만 숨을
쉴 수 있다. 더욱이 리본일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바닥 구멍 속에
몸을 숨기고 얼굴만 빠끔히 내밀고 생활한다.
리본일은 평생 몸 색깔이 3번 변하고, 이때마다 성별도 바뀌는 신기한 물고기이다. 먼저, 유어기
때는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자라면서 화려한 파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가 청소년 시기
이며 성별은 수컷이다. 이후 성장하면서 몸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다.
이때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이 바뀐다. 파란색이면 수컷, 노란색이면 암컷이다. 그런데 노란색
암컷 리본장어는 웬만해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다. 암컷으로 사는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을
뿐 아니라 알을 보호하기 위해 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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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처럼 생긴 스네이크일(Snake Eel)
스네이크일(Snake Eel)은 세계적으로
200종 이상의 대표 종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부분 열대나 온대 수역에서
서식한다.
뱀처럼 생긴 이 생물은 근연이며 공격
적인 곰치류보다는 성질이 유순하다.
꼬리는 곰치류의 편평한 꼬리와 비교
할 때 조금 더 뾰족하고 날카롭다. 스
네이크일은 꼬리를 이용하여 뒤로 모
래바닥과 같은 해저를 파고들어 방어
용 굴을 파고 그 속에 몸을 숨겨 머리
만 내밀고 산다.

학명 : Pisonophis cancrivorus
영명 : Snake Eel
한국명 : 스네이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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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테크닉 제18회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 (1)
글/사진 구자광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이란?
크기가 작은 피사체들은 마크로렌즈로 촬영
함으로써 선명한 디테일을 나타낼 수 있고, 파
노라마 같은 넓은 풍경은 와이드 앵글 렌즈
(광각렌즈)로 촬영하면 스펙터클한 사진을 만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작은 피
사체를 전면에 배치하고 배경에 실루엣처럼
보이는 다이버나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배치
시킨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접사
의 디테일과 광각의 풍광을 같이 찍은 방법을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포커싱’
(Wide Angle
Close-up Focusing)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형
태의 사진들을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Wide
Angle Close-up) 사진, 또는 밸런스드 와이
드 앵글(Balanced Wide Angle) 사진, 접사 초
점 광각(Close Focus Wide Angle) 사진이라
고도 한다.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을 쉽게 표현하면,
접사사진 피사체와 광각사진 피사체를 한 장
의 사진에 표현하는 것이다. 접사사진 피사체
와 광각사진 피사체를 동시에 촬영하려면 렌
즈의 화각이 최소한 90° 이상이어야 하고, 최
단 초점거리도 짧아야 한다. 이러한 사진들은
렌즈를 전면에 있는 피사체에 60cm 이내의
가깝게 붙여야 하고, 주변에 보이는 풍광들을
넓게 잡아 프레임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찍는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매우 깊어야 하기 때문에 화면 전체의
영상이 선명한 초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사진은 광
각 렌즈 중에서 어안렌즈와 같은 초광각렌즈
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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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의 예

사진 : 임규동

May/June 85

PHOTO

수중사진 새내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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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희 대표

제3회

피사체에 접근하자
수중사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동감 있는 깨끗한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
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중에서는 육상에서의 촬영과는 달리 플랑크톤이나 모래와
같은 부유물이 많고, 물에 의해 빛이 흡수되는 등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져 촬영하면 스트로보의 빛이 닿지 않아 푸르스름하거
나 흐릿한 사진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사진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사체
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촬영에서 이렇게 중요한 피사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최단촬영 거리까지 접근
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일부 겁많은 생물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렌즈는 W쪽으로 줌
잉하고, 피사체에 닿을 정도의 거리를 목표로 호흡과 부력조절, 핀킥 등 상황에 따라 대

▼

접근이 가능한 피사체라

처할 수 있는 다이빙 스킬을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물고기의 종류나 개체에 따라서도

면, 와이드 쪽(W를 눌러)

접근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피사체들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이해한 후 촬

으로 줌잉하면서 화면에

영상황을 살피면서 서서히 다가가서 촬영해야 한다.

들어가 는 범위를 넓혀
최단촬영 거리까지 다가
가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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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찍으면 빛과 부유물의 영향으로
흐릿한 사진이 되거나 헐레이션이 일어나
눈 내림 현상이나 스트로보 빛이 닿지
않아 푸른기가 감도는 사진이 되기 쉽다.
▶ 망원(Tele)쪽에서 노린다
겁이 많은 험프빽 크리너 쉬림프 등 새우류나 망둑어 등 브래니
(Blennies) 종류는 어느 정도 T쪽에 줌시키고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접
근한다. 거리를 단축시킬 때마다 화면의 피사체가 균형이 잡히게 들어가
도록 줌을 W쪽에 조정해 촬영한다.

▲ 피사체가 도망가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며 기다리거나
반대쪽에서 다이빙 가드가 라이트를 비춰주도록 부탁
하는 것도 피사체에 접근하는 테크닉이다.

▶ W쪽에서 노린다
잘 도망가지 않고 꼬물거리는 갑각류나 가까이 다가가 건드리지
않는 한 잘 움직이지 않는 씬벵이, 스콜피온피쉬(Scorpionfish)
종류 등은 접근하여 클로즈업할 수 있게 렌즈를 W쪽에 줌잉한
후 최단촬영 거리까지 다가가 화면의 피사체가 균형을 잃지 않
는 범위에서 서서히 T쪽으로 줌잉하면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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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다이빙의 메카! 낙산대기 포인트가 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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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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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박주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cubaez.com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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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투어

팔라우, Palau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
글 구자광
사진 구자광, Jimmy, 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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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Palau)는 신비한 느낌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천상의 바다를 자아내는
환상의 섬나라이다. 팔라우는 괌,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600km 넘게 펼쳐져 있는 군도(群島)로, 총
3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며, 섬 주위에는 광
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수만큼이나 다양하고 오묘한 모양을 한 섬들 사이의 풍광과 함께 환초대
에 산재해 있는 수십 개의 다이빙 사이트는 세계 최고의 바다절경으로 스쿠바다이버들을 유혹한다.
팔라우는 열대해양성 기후로 보통 21~38℃이며, 연평균 27.2℃이다. 습도가 적으며 세계에서 가장 때 묻
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손꼽힌다.
수많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는 우리나라 거제도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시차
가 없고 인천공항에서 비행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
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나 신혼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May/June 91

해파리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다이버

특히 팔라우에는 일명 해파리 호수(Jellyfish Lake)라고 하는 곳이 유명하
다. 록 아일랜드 지역 내 조그마한 석회암 섬인 엘 마르크섬 선착장에 도착
하여 가파른 바윗길을 따라 작은 언덕을 넘으면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간
직하고 있는 원시 호수를 만나게 된다. 이 호수에는 섬 바깥의 바닷물과
고립된 채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해파리가 살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
파리들은 아주 오랫동안 호수에 고립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
하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파리처럼 쏘는 독성이 없어 사람이 만지거나
몸에 스쳐도 해가 없다고 한다. 또한 형형색색 해파리 떼들이 유영하고 있
어 마치 물속까지 눈이 내리는 듯 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즐기는 스노클링은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해 준다. 펀 다이버들은
하늘에서 본 해파리 호수(Jellyfish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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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이빙이 끝난 마지막 날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기도 한다.

팔라우의 개요
전압

국명 : 팔라우 공화국(Republic of Palau)
인구 : 21,108명 (2013년 기준)
면적 : 488㎢
수도 : 코롤
언어 : 팔라우어, 영어
화폐 : 미국달러

현지 전압은 110V로, 220V용 가전제품은 110V로 전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히 110V 전환 콘센트를 미리 준
비해 가는 것이 좋다.

국제전화 사용

기후
팔라우는 열대 해양성 기후로 무덥고 습도가 높으며 연
평균 기온이 27~28℃ 정도 된다. 팔라우 건기는 12~4월
이고, 우기는 5~11월까지이다. 집중적으로 비가 가장 많
이 오는 시기는 6~8월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
미국 달러(US Dollar)를 사용한다. 팔라우에서는 신용카드
의 사용 및 여행자 수표의 사용이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
기에 굉장히 수월하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섬나라로
공산품 물가가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다.

팔라우는 수신자 부담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호
텔에서의 국제전화는 비싸며, 호텔 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번호인‘9’
를 눌러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 부
과된다.

인터넷 사용
팔라우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텔
은 카카오톡 사용이 겨우 되는 정도이고, 메일 사용도 힘
들다. 그러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좀 더 빠른 인터넷
을 사용할 수 있다.

항공편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ICN) → 코롤(팔라우, ROR)

20:50

01:45[+1]

매주 목, 일요일

KE678(대한항공)

코롤(팔라우, ROR) → 인천(ICN)

02:55

08:05

매주 월, 금요일

OZ609(아시아나)

인천(ICN) → 팔라우(ROR)

23:10

04:00[+1]

매주 목, 일요일

OZ610(아시아나)

팔라우(ROR) → 인천(ICN)

05:00

09:55

매주 월, 금요일

KE677(대한항공)

출발→도착

운항일

사진 Jimmy

KB 브릿지

참고로 팔라우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인접해 1543년 이
후 오랫동안 그 세력권에 속해 있었다. 1899년 독일이 아시아 진
출의 거점 지역으로 구입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 일본
에 되팔고, 일본이 지배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에게 점령
되었다. 1947년 미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86년 자치공화국
을 거쳐 1994년 10월 완전히 독립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영
향력이 크다. 언어는 영어와 미크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가톨릭교 40%, 개신교 23%, 팔라우 토착종교 10% 등이다.

팔라우의 바위섬

May/June 93

팔라우 다이빙 사이트 소개
괌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위치한 팔라우는 160km 길이의 암초들로 둘
러싸인 군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섬 나라이다. 바위섬 사이에는 환초
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환초에 아름다운 수중 풍광과 각종 열대어들이 어우러
져 있어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팔라우의 다이빙 사이트는 조류가 센 곳이 많고, 조류가 센 곳에는 어김없이 대
형어류들이 우글거린다. 조류가 센 곳에서 한참동안 대물들을 구경하려면 조류
걸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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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immy

팔라우 북부 지역
IWEKAKOU
CHANNEL

KAYANGEL

BABELDAOB
ISLAND

코롤섬 지역

울롱섬 지역
SIAES CORNER
SIAES TUNNEL
ULONG CHANNEL
GLASS LAND

BLUE HOLES
BLUE CORNER
NEW DROPOFF
TURTLE WALL

JAKE SEAPLANE
CHANDELIER CAVE
IRO MARU

HELMET WRECK
MARINE LAKE

락 아일랜드 지역

MALAKAL ISLAND
GERMAN CHANNEL
BIG DROPOFF
TURTLE COVE

PELELIU ISLAND
PELELIU WALL
YELLOW WALL
PELELIU CUT
PELELIU EXPRESS WAY
PELELIU CORNER

ANGAUR
ISLAND

페릴리우섬 지역

▲ 팔라우 다이빙 사이트 지도
◀ 조류걸이를 걸고 있는 모습

▲ 옐로월에서 볼 수 있는
씨브림(Sea Bream) 스내퍼의 무리

[참고]
조류걸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류걸이의
한쪽(볼트 스넵)은 BC의 D-링에 건 다음
에 다른 쪽 후크를 바위나 죽은 산호의
틈새에 건다. 그런 다음 조류걸이에 의지
해서 조류가 오는 방향을 향해 약간 뜬
다음 매달려서 풍광을 구경한다. 조류걸
이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거나 가져갈 필
◀ 저먼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블랙만타

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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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락아일랜드 지역

1

블루 코너(Blue Corner)
블루 코너는 팔라우섬 남서쪽, 잉게멜리스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
는 코롤에서 46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정도 거리이다. 조류가 없을
때에는 초보자도 가능하지만 조류가 강할 때에는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
하다. 조류가 수시로 변하므로 항상 가이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심 15m의 평탄한 지형이 200m가량 외해 쪽으로 뻗어 있다가 수직 절
벽으로 연결된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코너의 양쪽에 있는 부표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입수하는데 절벽을 따라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드리프트
2

다이빙을 즐기다가 코너의 끝에 다다르면 리프의 언덕으로 상승하여 조
류걸이를 설치하고 조류를 받으면서 외해 쪽으로 지나가는 어류들의 활
동을 구경한다. 조류가 강할수록 대형어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볼거리가 많다. 대형어류들의 역동적인 활동 때문에 블루 코너는 팔라우
의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로써 세계 최고의 사이트로 꼽히는 곳이다.
리프 끝에서 조류걸이를 걸고 외해를 향해 일정 시간을 구경하다가 가이
드의 지시에 따라 조류걸이를 풀면 조류를 따라 리프 평원으로 흘러간다.
이때 리프 평원 위로 작은 언덕, 모래 채널, 작은 터널 등이 나타난다. 이
곳에서 각종 상어들과 바다거북, 그루퍼, 바라쿠다 무리, 스내퍼 무리, 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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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대 어류, 나폴레온 피쉬, 범퍼헤드 패롯피쉬 등을 볼 수 있다.

4

1. 블루코너의 다이버들
2. 트레발리의 무리
3. 블랙팁 샤크
4. 바라쿠다의 무리
5. 다이버에게 길들여져 있는 나폴레온 피쉬

[참고]
유독 이곳에 가면 나폴레온 피쉬가 다이버를 따른다. 특히 원
주민 가이드를 좋아한다. 동네 강아지 마냥 다이버가 쓰다듬어
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이유는 원주민 가이드가 가

5

끔 먹이를 주기 때문에 다이버에게 길들여져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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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홀(Blue Hole)
블루 홀은 팔라우섬 남서쪽, 잉게멜리스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다.

BLUE HOLE

거리는 코롤에서 48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거리이다. 다이

-1m

빙은 중급자 이상이 가능하다.
블루 코너 옆에 위치한 블루 홀은 2m 정도 낮은 수심의 리프에
형성된 4개의 구멍이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수심

-3m

26m 정도에서 외해로 빠지게 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산호초 수

-14m
-15m

심 3m 지점에 있는 굴 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조류가 심한 날은
20m 지점에 있는 옆으로 나있는 아치형 입구로 들어가기도 한다.

-20m
Bumphead parrotfish

동굴을 내려가면서 수면을 뚫고 들어오는 푸른색의 밝은 빛을 바
라보는 것이 블루 홀 다이빙의 묘미이다. 동굴 내부를 구경한 다

-40m

음 블루 홀에서 나와 조류를 타고 절벽을 따라 지나가면서 화이
트팁 샤크,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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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홀 사이트 맵

▲ 블루 홀
◀ 블루 홀 속에서 본 4개의 홀 모습

[참고]
블루 홀의 바닥 쪽 수심 약 23m 지점에 좁은 동굴 입
구가 있는데 이를 템플 오브 둠(The Temple of Doom,
죽음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동굴 속으로 약간 하향하
면서 15m 정도 진행하면 바다거북의 잔해가 보인다.
거기서 다시 20m 정도 더 진행하면 아주 넓은 홀이 나
타난다. 이 동굴은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데 동굴
다이빙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탐험할 수 있고, 적절한
계획과 가이드라인, 라이트 그리고 백업공기통 등이 있
어야만 다이빙할 수 있다.

사진 Jimmy

동굴입구 모습

사진 Jimmy

동굴 속에 있는 바다거북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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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먼 채널(German Channel)
저먼 채널은 잉게멜리스섬 동쪽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37km, 스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저먼 채널은 1899~1914년 사이 독일이 팔라우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선박의 항해
를 위해 발파시킨 것으로 채널 자체는 매우 얕지만 주변의 산호 지역은 아름답게 발
달해 있다. 또한 잭피쉬 무리와 스내퍼 무리를 볼 수 있고, 트리거 피쉬, 바다거북 등
을 볼 수 있다.
저먼 채널 다이빙의 주된 목적은 만타를 보는 것이다. 만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
지가 있다. 첫째는 채널 입구의 절벽에 있는 클리닝 스테이션은 만타가 자주 찾아와
서 클리닝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근처 바닥에 앉아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만타는 깊
은 수심에서 슬로프를 따라 올라와서 클리닝 스테이션을 배회하며 다이버들에게 구
회초리 산호와 다이버

경할 기회를 준다. 다른 한 가지는 조류가 바뀌는 시점에 만타가 채널 입구의 수면 근
처에서 플랑크톤을 먹을 때이다. 얕은 수심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으면 만타가 머리
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채산호와 다이버
만타레이

뉴 드롭오프
(New Drop Off)
뉴 드롭오프는 저먼 채널과 잉게멜리스섬 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43km, 스피
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조류가 없을 시
에는 초보자도 가능하지만 조류가 강할 때에는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하다.
수심 3~5m 사이에서 가파른 절벽이 시작되며
조류를 타고 중성 부력을 맞추고 떠다니면서
홈과 돌출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고기들의 활
동을 구경할 수 있다. 아름다운 부채산호와 화
려한 연산호를 함께 구경할 수 있으며 말미잘
들이 축구공처럼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구경할 수 있다.
트레발리 무리와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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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드롭오프(Big Drop Off)
빅 드롭오프는 저먼 채널과 잉게멜리스섬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거리는
코롤에서 39km, 스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
능하다. 매우 얕은 수심으로부터 수직 절벽이 시작되어 수심 250m까지 떨어
지는데 팔라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절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벼운 조
류가 다이버들을 밀어주므로 원하는 수심에서 중성 부력을 맞추고 떠 있으면
되는 쉬운 드리프트 다이빙 사이트이다. 앵무고기와 피라미드 나비고기 무리
들이 절벽을 따라 풍부하게 무리지어 있으며, 푸질리어나 써전피쉬 무리도 절
벽을 가로질러 이동하기도 한다. 가끔 화이트팁 샤크와 바다거북이 지나가기
도 한다. 게멜리스 월(Ngemelis Wall)이라 불리는 직벽 형태의 사이트로 게멜
리스섬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바닥 수심이 30m 정도이다. 블루 스크린이라
부를 만큼 짙은 파란색이 인상적이며 노란 열대어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

스내퍼 무리

터틀 코브(Turtle Cove)

터틀 월(Turtle Wall)

터틀 코브는 잉게츄섬 서쪽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40km, 스

터틀 월은 저먼 채널과 잉게멜리스섬 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는

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코롤에서 42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

홀은 얕은 리이프에 있는데 10m 정도 내려가면 빨강, 노랑의 연산

보자부터 가능하다.

호들이 풍부하다. 홀 안쪽에서 외해로 나가는 출구는 벌집처럼 다양

빅 드롭오프와 뉴 드롭오프 사이에 위치한 사이트로 그린 터틀

한 수심으로 뚫려있다. 10m 수심의 출구에는 라이온 피쉬가 있고,

(Green Turtle)과 혹스빌 터틀(Hawksbill Turtle)이 자주 발견되

20m 수심의 출구에는 노란색 대형 부채산호와 흑산호들이 있다.

는 곳이다. 거북과 더불어 이 사이트는 풍부한 연산호와 부채산호

바닥에 가끔 레오파드 샤크가 자고 있을 때가 있다. 동굴 밖은 양쪽

들로 유명하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흘러갈 수 있

으로 높은 절벽이 거의 수면까지 이어진다. 게멜리스(Ngemelis)섬

는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초보자들에게도 적당하다.

주위에 분포된 다이빙 사이트로 바다거북이 많이 출몰한다.

터틀 코브의 홀

바다거북과 다이버

May/June 101

B. 울롱섬 지역

씨에스 터널(Siaes Tunnel)
씨에스 터널은 울롱섬 북서쪽, 울롱채널(Ulong
Channel)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거리는 코롤에
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
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수직절벽에 위치한 대
형 수중동굴로 수중동물들의 활발한 활동과 흑산
호(Black Coral)와 화이트팁 샤크 등으로 잘 알려
졌다. 직벽을 따라 하강하면 수심 20m 정도에서 동
굴입구가 보이는데 입구의 천정은 수심 27m 정도
이며, 바닥 쪽은 40m 정도이다. 터널에서 나와 5m
의 얕은 수심에 있는 산호초 군락지들과 그 사이로
무리지어 다니는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씨에스 터널

씨에스 코너(Siaes Corner)
씨에스 코너는 울롱섬 북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
롤에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전형적인 수직절벽 다이빙으로 팔라우의 숨겨진 보
석과도 같은 곳이다. 10~15m 정도의 끝없는 산호지
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쪽 편으로 수직절벽이 펼쳐
진다. 아기자기한 산호의 풍광과 스내퍼, 바라쿠다,
그레이리프 샤크, 바다거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부채산호

울롱 채널(Ulong Channel)
울롱 채널은 울롱섬 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24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 가능하다.
팔라우의 유명한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채널 양측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대형 경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연산호와 부채
산호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채널 중간 정도에 대형 상추산호(Lettuce Coral) 군락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말미잘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울롱 채널을 대표하는 볼거리이다. 수심이 15~18m이고 조류를 따라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드리프트 다이
빙이 묘미이다. 버섯 모양의 산호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산호 안으로 거대한 레드 스내퍼들이 가득 차 있는 진풍경도 볼 수 있다.
또한 바다거북을 비롯하여 다양한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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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 랜드(Glass Land)
글래스 랜드는 최근에 개발된 사이트로 울롱섬 북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
에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바닥은 하얀 산호가루로 된 모래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가든일 무
리를 볼 수 있고, 산호초에는 글래스피쉬 무리와 리프 피쉬, 각종 쉬림프 등의 접
사 피사체를 만날 수 있다.
리프 피쉬

바다거북과 다이버

버섯모양의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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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롤섬 지역

사진 Jimmy

샹들리에 케이브

샹들리에 케이브(Chandelier Cave)

CHANDELIER CAVE
Air chamber

샹들리에 케이브는 말라칼 항구 근처에 있으며, 라이트가 있고 바닥에서

ISLAND
Air chamber

의 핀킥만 유의하면 초보자들도 참가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이다.
동굴바닥에서는 어디서나 빛을 볼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케번 다이빙이
라고 할 수 있다. 수심 7~8m에 있는 입구를 통과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4개의 챔버(공기방)가 있다. 첫 번째 챔버에서는 다이버가 장비를 벗어놓
고 들어가서 터널을 따라 탐사를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터널로 들어가
면 종유석과 석순들을 구경할 수도 있으며, 동굴 내부의 수면에서 아주
밝은 라이트가 있다면 더욱 멋진 광경을 즐길 수도 있다.

SANDS
샹들리에 케이브 사이트맵

마린 레이크(Marin Lake)
마린 레이크는 코롤 남쪽 리송베이에 위치하며, 거리는 스피드 보트로
5분 이내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울렙세첼(Ulebsechel)섬의 후미진 내만으로 이름은 호수이지만 호수가
아니며, 수심은 2~5m 정도이다. 접사 생물을 좋아하는 다이버나 수중
사진가들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화려한 색상을 지닌 만다린 피쉬를 볼
수 있다. 일몰이나 날씨가 흐려서 빛이 어두위지는 때는 만다린 피쉬들
이 짝짓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만다린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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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15m

헬멧 렉(Helmet Wreck)

사진 Jimmy

헬멧 렉은 말라칼 항구 내에 있으며,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
이며, 난파선 다이빙 유경험자여야 한다.
헬멧 렉은 난파선으로 말라칼 항구 내에 침몰되어 있다. 난
파선 내에 일본군 헬멧이 실려 있어서 헬멧 렉으로 불리며,
지금도 그 헬멧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군의 99식 소
총이나 프라이팬 등을 볼 수도 있으며 파괴된 난파선 한쪽
편에는 유조 탱크가 가득 실려 있다. 전반적으로 해양생물
은 많지 않으며 시야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항구 근처이기에 날씨에 관계없이 다이빙이 가능하며 방어
용 대포나 각종 난파선의 잔해를 볼 수 있다.
헬멧 렉

제이크 씨플래인

(Jake Seaplane)

제이크 씨플래인은 PPR(팔라우 퍼시
픽 리조트)에서 5분 거리다. 일본 해
군 3인승 수상비행기가 물에 빠진 것
으로 그 중 제이크 씨플래인 비행기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 수심은 15m
정도로 주변에 산호들이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다.

사진 Jimmy

제이크 씨플래인

이로 마루

이로 마루(Iro Maru)
이로 마루는 코롤섬 인근 남동쪽에 위치하며, 코롤에서 스피드 보
트로 15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이며, 난파선 다이빙 유
경험자야 한다.
이로 마루는 팔라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난파선으로 2차 대전 당
시 일본군의 유조선이었으나 뱃머리 쪽에 어뢰를 맞은 다음 폭격
기의 폭탄세례를 받고 침몰했다. 난파선 바닥의 수심은 36m이고,
갑판은 20m이다. 선수에 뚫린 어뢰구멍을 통하여 다이버들이 안
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으
며 선수 쪽보다 후미 쪽으로 갈수록 시야가 좋지 않다.

사진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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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페릴리우섬 지역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와 다이버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Peleliu Express Way)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는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강한 조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SMB와 후크를 지참하여야 하며, 중급자 이
[참고]
페릴리우섬 인근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에 별
도의 비용이 추가되며

상으로 조류 다이빙 경험자에 한해 가능하다.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는 태평양과 접해있는 포인트로써 팔라우 최고의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인
정받고 있다. 다소 수심이 깊으며 강한 조류가 다이버들을 외해로 수 km나 떠밀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

환경세 또한 추가로 지

하여야 한다. 익스프레스 웨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조류가 강할 때는 조류걸이가 없이는 멈추는 것이 어

불해야 한다.

려우며 간혹 상승조류나 하강조류가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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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릴리우 코너(Peleliu Corner)
페릴리우섬의 남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롤섬에서 스피드 보
트로 80분가량 시간이 소요되며, 페릴리우섬은 수십여 곳의 다이
빙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페릴리우 코너가 가장 알려져 있는
포인트다. 조류가 심하여 초보 다이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마블레이

이글레이

페릴리우 컷(Peleliu Cut)
페릴리우 컷은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강한 조류가
있으므로, 중급자 이상으로 조류 다이빙 경험자에 한해 가능하다.
페릴리우 컷은 태평양과 접해있는 포인트로써 페릴리우 익스프레
스 웨이 사이트와 함께 팔라우 최고의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도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와 같이 바다거북, 이글레이, 마
블레이 등 대물을 볼 수 있고, 대형 잭피쉬 무리나 그레이리프 상
어 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운이 좋다면 파일럿고래나 청새치도 볼
수도 있다.

처음 입수하면 바로 경사진 절벽에 다다르고 이곳에서 조류의 방
향에 따라 진행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절벽의 상단을 타고 흘
러가다보면 여러 가지 수중생물들을 볼 수가 있다.
이곳의 다이빙의 묘미는 바다거북, 이글레이, 마블레이 등 대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 잭피쉬 무리나 그레이리프 상어 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정말 운이 좋다면 파일럿고래나 청새치도 볼 수
있다.
상어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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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월(Yellow Wall)

페릴리우 월(Peleliu Wall)

옐로우 월은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페릴리우 월은 페릴리우섬 서쪽 리프와 페릴리우 항구의 남쪽에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 사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5km, 스피드 보트로 55~70분 소요

이트 옆에 위치한다.

된다.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 가능하다.

옐로우 월은 절벽에 작은 노란색 연산호 군락이 피어 있고, 연산

페릴리우에서 조류가 강하지 않은 곳 중에 한 곳으로 해변에서 불

호 폴립이 열려 있으면 절벽이 온통 노란색으로 덮인다. 여기서

과 5m 남짓까지만 리프헤드가 있고, 바로 절벽이 수심 300m까지

는 대형 스내퍼와 상어, 바라쿠다 등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것을 볼

급격하게 떨어진다.

수 있다. 매년 3~5월이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대자연의 놀라운 광

절벽에 연산호, 대형 부채 산호, 회초리 산호 등이 있으며, 그레이

경을 보고자 많은 이들이 페릴리우를 찾는다. 그것은 Sea bream

리프 샤크, 바다거북, 그루퍼, 범프헤드 패롯 피쉬 등을 볼 수 있

Snapper 혹은 Sailfin Snapper라고 불리는 물고기의 무리가 장관

다. 페릴리우 팁에서 떨어진 곳에서 입수하여 조류를 타고 흘러가

이다.

며 다이빙한다. 도중에 조류걸이를 사용하여 정지한 후 외해 쪽에
서 나타나는 상어 등의 대형 어류들을 구경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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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팔라우 북부 지역

4
3

우카쿠 채널(Iwekakou Channel)
우카쿠 채널은 바벨다옵(Babeldaob)섬 북서쪽의 리이프 패시지(Reef Passage)
로, 거리는 코롤에서 38km, 스피드 보트로 55~75분 소요된다.
이곳은 만타 메인 포인트로 번식기에는 20여 마리 이상 난무하는 장면을 접할
수 있다.

1. 작은 연산호가 덮여있는 절벽
2. 블랙팁 샤크
3. 씨브림 무리
4. 만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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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숙식과 다이빙
진행 방식

팔라우에서는 다이빙 투어를 가면 숙박은 인근 호텔(여관, 모텔, 호텔 등
등급이 다양하다.)에서 자고, 다이빙은 다이빙센터에서 진행한다. 다이빙
진행은 데이트립으로 2탱크, 3탱크 진행이 가능한데 3탱크의 경우에 오전
에 2탱크 다이빙을 하고, 배에서 또는 무인도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1탱크를 마치고 돌아온다. 아침 식사는 호텔에서 하며, 저녁 식사는
코롤 시내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한다.

랜드마크 마리나 호텔

팔라우 최초의 한인 다이브센터

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 소개

대표 : 한주성
전화 : 070-7124-8687
메일 : palausw@gmail.com
웹주소 : www.palaus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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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팔라우 말라칼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한국인 최초 다이빙 전문 샵이다. 샵 바로 앞바다에 접안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게 보트에 탑승하고 다이빙을 나갈 수 있
다. 다이버들이 원하는 어느 곳이라도 매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초보 다이버부터 프로 다이버까지 교육 다이빙, 체험 다이
빙, 펀 다이빙 등 다이빙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
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항공 티켓팅부터 현지 공항 픽업과
샌딩까지 손님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인
강사와, 현지 스텝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 한 보트에는 반드시
가이드 2명(한국인과 현지인)이 동승하여 다이버들의 즐거움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나이트록스 시스템을 갖추어서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가능하다. 현재 다이빙 보트 2대, 컴프레서 2대, 장비 세척실, 샤
워실, 휴게실 등을 소유한 약 100여 평의 대형 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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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국내 다이빙투어

강원도 다이빙
글/사진 : 이성우

수중에 금강산을 품은

강원도 고성군 지역의 다이빙
강원도 고성군은 지역의 천혜자원과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포츠 메카로써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지역이다. 강
원도 고성에서의 다이빙은 색다른 의미가 있다. 즉 우리나라 최북단 스쿠버다
이빙 지역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육상의 산기슭이 바다로 이어져 육상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중모습
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강산을 품은 고성지역은 물속도 수중 금강
산이다. 언론 매체에서도 고성일대의 바다를 수중 금강산이라 표현한 예가 빈
번한 걸로 봐서 역시 금강산이 그대로 바닷속으로 이어져 있는 모양이다.

112

May/June 113

리조트 뒤편의 비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설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문암리조트
문암리조트는 예전부터 비치 다이빙의 환경과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리조트로
그 명성이 높다. 리조트에서 공기탱크를 메고(여성 다이버라면 리조트 스텝에게
부탁하면 무거운 장비를 입수지점까지 이동시켜 준다.) 비치 포인트로 이동하면
4개의 부표가 4각으로 설치되어 있고, 입수지점에서 따라 줄을 잡고 서서히 하강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하면 된다. 또 조금 자신감이 붙은 초급자들은 조금 깊은 수심대인 명파대 포인
트로 2차 보트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이곳 역시 친절하게도 150m 하강라인과 유

문암리조트

넓은 리조트 부지와 주차 공간, 휴게시설

대표 : 박주명

리조트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 넓은 주차공간에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면 그곳

전화 : 033-637-6716, 010-5163-0920

이 문암리조트이다. 2,100평의 광활한 대지에 100여 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대

홈페이지 : http://www.scubaez.com

형 주차 공간이 있다. 최근에 확장 공사를 한 문암리조트의 시설은 동해안 리조

주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트 중에는 대형 리조트에 해당하고,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50명이다.

도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 문암2리 항구로 접어들면 우측에 넓은 주차공간을 가진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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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숙박, 관광, 놀이 시설
문암리조트는 근처의 고급 골프텔과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32평형 골프텔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리
조트 근처의 민박 이용도 가능하다. 또 고성군은 수많은 콘도
시설이 있기로 유명하고 속초시와 인접한 지역이라 속초지역
의 콘도시설을 이용하여도 거리상으로는 무리가 없다.

가까운 접근성
서울, 경기, 충청 등 내륙 쪽에서 고성 속초로 접근하려면 통
상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홍천 톨게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강일 인
터체인지에서는 2시간 10분 정도의 가까워진 접근성 때문에
과거의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이 아니라 주말마다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관광지이다.
서울→홍천→진부령→대대리검문소(간성방향)→간성→
오호리→삼포→문암진리→교암(동광중고등학교)→문암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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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바닷속 경관을 위해“해양폐기물 제로”
에 도전하는

강원도 양양군 지역의 다이빙
강원도 양양군의 하조대, 기사문, 동산항 등은 전국의 스킨 스쿠버 동호인들에
게 바닷속 경관이 아름답기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2018년까지 30억을 투입하
여 해양폐기물의 완벽한 수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양지역은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최
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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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다이빙 리조트
우리나라에는 38선이란 이름이 많이 있다. 동서로 그어진 38도선

강원도 양양군

38마린리조트

을 기준으로 38선 휴게소, 38선 쉼터, 38선 야영장 등등 이루 헤아
릴 수 없이 38선이란 이름이 많다.
그 중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의 38선 그곳에는 국내 최대 최고의 다
이빙 리조트 38마린리조트가 있다. 대지 1,500㎡(450평)에 총면적
2,000㎡(600평) 규모의 3층짜리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서 1일 150
명 수용이 가능한 숙소와 3.8m 교육용 다이빙 풀, 카페, 단체식당,
세미나실, 50여 명이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 바비큐장, 깨

대표 : 임근환

끗하게 정리된 정원과 여러 개의 테라스를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

전화 : 033-671-0380, 010-3126-5874(이은하 실장)

특히 잔디가 잘 자란 정원은 다이버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

홈페이지 : http://www.38marine.com

며, 고급스럽고 깔끔한 시설들은 여기가 한국인지 해외의 유명 리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조트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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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등반장 ①
50인 동시 샤워 가능한 남녀 샤워실 ②
트윈침대와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특실 ③
3.8m의 다이빙 교육용 풀 ④
단체 레크레이션 및 세미나가 가능한 카페 시설 ⑤
야외 바베큐장 ⑥
단체 식당 ⑦
리조트 야경 ⑧

❶

❷

❸

❻

❹

❺

❼

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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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바다를 해양관광 메카로 육성하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항 지역의 다이빙
교통편이 좋은 영동고속도로의 끝자락
강원도 강릉시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
릉을 동해안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자‘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교통편과 접근
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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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전체가 조망권
바하마다이브리조트는 3층 규모의 대형건물에 리조트 바로 앞
뒤는 양미리 축제로 유명한 사천항 선착장과 인접해 있고, 리조
트 주변이 모두 선착장이며 도로이며 주차장이 되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진 리조트이다. 내부시설 또한 남다르다. 4개의 객실은
럭셔리 그 자체이며 방에서 커튼만 걷으면 항구 전체가 조망되
어 매우 고가의 숙박업소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전경을 제공한다.
또 남녀 분리된 대형 샤워장은 남녀 각 9개의 고급 해바라기 샤

강원도 강릉 사천항

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3톤짜리 대형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여 샤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또한, 26인승 대형 전용보트와 15인승 고무보트가 준비되어 있

워기 18개를 동시에 작동하여도 온수가 펑펑 쏟아진다.
고, 앞으로 배 위에서 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연속
다이빙 시에 탱크를 교체할 필요 없게 할 것이라고 한다. 리조트
자체의 대형 식당과 교육장 시설, 컴퓨터실, 세탁물 건조대 및 탈
수기, 야외 바비큐장 및 바비큐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남자들

대표 : 김철래

은 기본이고 여자들의 감성에 맞춘 여러 시설들도 준비되어 있다.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건물의 왼편에는 리조트에서 직영하는 3층 규모의 카페 시설이

전화 : 033) 645-1472 Fax: 033)643-1470

있다. 이곳은 다이빙이 끝난 다이버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메일 : bahama1472@hanmail.net

아마 국내에서 보기드문 만족감을 주는 곳은 사천 바하마 다이브

홈페이지 : bahama1472.com

리조트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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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1 [TUSA] RS-671

가격 :

980,000원

1st stage

1st stage

▶ 울트라 콤팩트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630g)
▶ 6환경 차단 키트 (옵션)
▶ HP 포트 / 4 LP 포트
▶ IN 타입 가능

2nd stage
▶ 스테인레스 커버와 크롬 재질 커버링
▶ 클릭 형식의 호흡 저항 조절놉
▶ 턱과 입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Maxflex 호스

2 [TUSA] BC J-0101B

가격 :

780,000원

2nd stage

3 [ATOMIC] COBALT2

▶ 2개의 탱크 레일은 최고로 안정화된 착용감 제공(U.S.H)

▶ 풀 컬러 LCD 화면은 또렷한 시안성을 제공

▶ 2개의 대형 지퍼 포켓

▶ Atomic Aquatics 만의 독창적인 레크레이션

▶ 어드밴스드 웨이트 로딩 시스템(A.W.L.S)

가격 :

2,500,000원

RGBM(Reduced Gradient Bubble Model) 알고리즘 내장

▶ 2개의 덤프 밸브

▶ 주변 밝기에 따른 화면 밝기 자동 조정(수동 조정 가능)

▶ 1개의 스테인레스 D링과 4개의 합성수지 D링

▶ 1회 충전으로 40~60회 다이빙 가능

▶ 500D 코듀라 나일론 원단

▶ 고압 호스 연결부의 퀵 디스커넥터 시스템
▶ 3D 디지털 컴퍼스 내장
▶ 반복 다이빙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강력한 다이빙 플래너 내장
▶ 다이빙 로그 600회까지 저장
▶ 네비게이션 모드
▶ 방수 마그네틱 버튼
▶ 공기와 나이트록스 산소 99%,
6개까지 설정 가능
▶ 수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체로
교환 가능
▶ 자동 고도 조정
▶ 외부 충전식 -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 내장
▶ 최대 사용 수심 100m
▶ COBALT 컴퓨터 케이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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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GHT&MOTION]

SOLA VIDEO 2100SF
SOLA VIDEO 2500F

가격 :

1,480,000원

가격 :

1,330,000원

▶ 넓은 조사각과 강력한 밝기으로 부드러운 영상을 제공하는 비디오 라이트
▶ 조사각 : 90도(Video 2500), 60도/12도(Video 1200, 2100)
▶ 배터리 잔량 및 밝기 3단계 표시

2100SF

▶ 외부 충전, 충전시간 150분
▶ 여행 시 잠금 모드
2500F

5 [TUSA] ONE PIECE (5mm) SILVER
가격 :

300,000원

▶ 원단 : 5mm 원피스
▶ 유연성과 신축성을 결정하는 겉감과 안감 각각에 일반 저지보다 300% 신축성을
지닌 울트라 스판 저지를 사용하여 움직임이 많은 어깨와 허리, 허벅지 원단에 사용

6 [HOLLIS] HD200

가격 :

1,500,000원

▶ 재질 : 외부 - PU 라미네이팅된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내부 - 15mm 우레탄 블레이더
▶ 부력 : MD - 35lbs / LG - 45lds
▶ 편안함을 위한 백패드와 허리밴드, 목 부분의 네오프렌 패드

▶ 후드 : 3mm 뉴-메가플렉스

▶ 양 옆의 4.5kg 퀵 릴리즈 웨이트 시스템

▶ 슈트 포켓 장착 (옵션, \60,000)

▶ 후면부의 2.27kg 트림 웨이트 포켓
▶ 스테인레스 D-링 : 어깨 2개, 엉덩이 2개, 등 4개
▶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과 어깨 스트랩
▶ 양 옆의 대용량 포켓과 나이프 마운트
▶ 오른쪽 어깨와 왼쪽 아래쪽의 덤프 밸브
▶ 조절 가능한 벨크로 허리 밴드(제거 가능)
▶ 무게 : 4.3kg
▶ 사이즈 : MD,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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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마린뱅크

1 S360 MK11 / S360
조절가능한 VIVA를 갖춘 균형식 2단계.
이 시스템은 새로운 S560 2단계에 기반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해놓기 때문에(pretuned), 원하는 성능과 단순한 시스템 조작을 원하는 열성적인 다이버들을
위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 과균형식 다이아프램 타입 호흡기
▶ 무게가 가벼워서 여행용 호흡기로 최적합
▶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함
▶ 호흡성능 0.75J

2 ALADIN square 알라딘 스퀘어
사각형 스크린 타입으로 ALADIN PRO의 후속모델
다이버가 기대하고 있는 SCUBAPRO의 모든 정교한 기능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하기 쉽고, 상세하며, 지속적으로 다이빙 스킬 업을 원하는
다이버들에게 적합합니다.
▶ 초대형 도트 스크린
▶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디자인
▶ 예측 다중 기체
▶ PDIS 지원
▶ PC 프로그램 지원 (Smart Trak)
▶ 프리다이빙 모드, 스쿠버 모드, 게이지 지원 모드
▶ 100회 다이빙 로그북
▶ 사용자 배터리 교체 타입
▶ 전체 시계 기능, 최대 작동 수심 120m
▶ 다이빙 중 스톱워치 기능

OPTION

USB 인터페이스
상어 액세서리

▶ 심장 박동수 모니터링 시스템

3 CLASSIC 클래식 BC
클래식은 과거와 현재의 최고 기능들을 결합한 제품 입니다.
이 BC는 탁월하고 견고한 성능과 RF 용접 기술이 적용된 클래식 버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목있는 다이버라면, 쉬운 사용법과 가슴 포켓과 같은 세부 사항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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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오션

1
사양 : 무선 리모콘으로 작동가능,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에서
촬영 프레임을 직접 확인 및 촬영가능
구성품 : 카메라 하우징 세트, 배터리, 충전기, 리모컨, 모니터 쉐이드,
리모컨 방수팩, 플로트 손목 스트랩, 사용설명서 CD, 실리콘그리스
▶ Video Resolution: 1080p HD: 1920x1080 (60fps)
▶ Photo Resolution: 12MP, 8MP, 5MP, 3MP
▶ Zoom digital: all modes except 1080p
▶ Opening Record: 140º
▶ Wi-Fi incorporated
▶ Waterproof to 60m
▶ TFT 1.5" with new buttons, more soft and confortable
▶ Recording Mode: 3 to 5 fps
▶ 32MB built-in flash memory (supports micro SD card up to 64GB)
▶ Interchangeable and rechargeable 1500mAh battery
▶ Output TV, USB connection and micro HDMI
▶ Possibility of turning video 90º and 180º
▶ With sound
▶ 5 white settings
▶ Adjustable image sharpness
▶ Adjust Image Contrast
▶ Creative settings: SEPIA, B&W

2
사양 : 추가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어 촬영시간을 늘릴 수 있음
▶ 재질 : 아노다이즈 알루미늄
▶ 방수수심 : 150m
▶ 추가 배터리 장착 가능(LCD On 상태에서 2.5시간 추가)
▶ 추가배터리 장착키트 포함(배터리,충전기,배터리 연장

케이블,배터리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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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

1 부샤 - 소프트터치 HF

가격 :

1,280,000원

세련된 디자인과 300 Bar까지 작동하는
고성능의 저수온 레귤레이터
▶ 극한의 동결 상황에 대하여 증가하는 저항을 감소하기 위한 메탈 케이스 사용
▶ 저수온 다이빙 용으로 1,2 단계 모두 동결방지 시스템의 열 교환기를
장착 (부샤 특허)
▶ 1단계 다이아프램은 심해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높은 흐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동결 방지 시스템도 함께 설계됨
▶ 2개의 HP포트와 4개의 MP포트가 있는 1단계 시스템
▶ 유연한 소프트 터치 커버가 장착된 새로운 2단계
▶ 중앙의 타원형 소프트 터치 버튼은 더 큰 퍼즈 존을 형성
▶ 크롬 도금된 황동과 고품질의 플라스틱을 합성하여 부식과
충격에 강함
▶ 크라운이 6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링 스패너로
분리가 가능
▶ 조절 가능한 벤츄리 시스템 및 감도 조절 가능
▶ 엮은 것 같은 부드러운 MP 호스는 마모에 강함
▶ 100m까지 매우 안정적인 다이빙이 되도록 고안된 디자인
▶ 유럽 EN250 규격 테스트를 모두 충족한 우수한 제품
단형
요크형

2 빅블루 - VTL2500P

가격 :

590,000원

푸시 버튼으로 단 한 번의 터치로
4단계 밝기 구현 및 좁은 빔,
레드빔까지 구현 (최대 2500루멘)
▶ 120 °
의 플러드(Flood) 빔과 10 °
의 좁은 빔을 모두 제공
▶ 내장 된 배터리 표시기, 핸즈프리 작동을 위한 튼튼한
굿맨(Goodman) -스타일 장갑
▶ 쉬운 카메라 셋업을 위한 표준형 1”볼 조인트, 이동식 노란 필터,
리튬 이온 배터리와 충전기를 제공
▶ Level 1~4까지의 빛 출력 선택뿐만 아니라
ON/OFF까지 한 개의
푸쉬 버튼으로
편리하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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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블루- CF900P

가격 :

250,000원

푸시 버튼으로 단한번의 터치로 4단계 밝기 및
SOS 기능까지 구현(900루멘)

4 빅블루-AL220

가격 :

60,000원

다이빙뿐만 아니라, 하이킹,
러닝, 캠핑, 낚시 등 기타 야외 활동에
활용되는 다기능 컴팩트한 LED

▶ 900 루멘(Lm) 및 SOS 기능을 가진 4단계의 전원 설정을
제공하는 강력한 라이트
▶ ON/ OFF 기능의 푸시 버튼, 리튬 이온 충전 전지 및 충전기,
배터리 잔량 표시
▶ 좁은 빔(7 °
) 과 넙은 빔(37 °
) 사이의 조정 빔 각도 조절

▶ 다섯 가지 색상 옵션, 랜야드 제공
▶ 2개의 AA 배터리를 사용
▶ 색상 : 핑크, 블루, 골드, 실버, 블랙

▶ 모든 다이버를 위한 최고의 다양한 조명 옵션

5 빅블루-VL15000P

가격 :

2,200,000원

6 빅블루-AL900XWP

15,000 루멘으로 사진,
비디오 촬영 전용 고성능 라이트

가격 :

190,000원

120도 넓은 빔 각도 구현 및 푸시 버튼,
단한번의 터치로 4단계 밝기 구현

▶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 팩 자체 포함
▶ 액세스하기 쉬운 배터리 팩에 포함된 배터리 및 충전기
▶ 160 °
의 빔 각도
▶ 4단계 파워 출력 설정 및 SOS 설정 가능 한 ON/OFF 시스템의
사용이 편리한 푸쉬 버튼
▶ 내장 된 레드 LED 설정
▶ 모든 카메라 시스템에 쉽게 설치하기 위한 표준 1" 볼 조인트
▶ 36 LED 셀 디자인

▶ ON/OFF 스위치, 배터리 잔량 표시, 재충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푸쉬 버튼 등 뛰어난 기능
▶ 빨간색과 노란색 필터뿐만 아니라 쉽게 카메라 시스템 셋업을 위한
장착 클립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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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강사코너

세이프티 프로다이버 1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글/사진 정상우 (PADI CD, 마린마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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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다이버와 만날 준비는 되셨나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이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리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요리학원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기 위해

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요리

수영능력을 평가 받았고, 프로다이버가 되기 위해 400m 이상의 맨

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주의하라는 안전사

몸 수영과 800m 이상의 스노클링 수영, 15분 이상 맨몸으로 수면

고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에 떠 있는 능력을 평가 받았으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

튀김요리를 할 때는 예상치 않게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도 있

인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꾸준히 스스로를 관리하고 능

고, 칼을 사용할 때는 베일 수도 있으며, 복어 요리를 할 때는 반드

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 맹독을 제거해야 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맛있는 요리

프로다이버로서 당신은 수영장에서 오픈워터다이버 코스 중 수영

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하게 요리를 하는 것이 무

능력이 부족한 다이버에게 수영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하며, 다이

엇보다 중요하다.

브 마스터의 과정에 도전하는 레스큐 다이버들에게 중장거리 수영

그래서인지 경험이 많은 고수 주방장일수록 만에 하나 일어날 수

과 입영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수영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프로다이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응급상황에서 최악의 경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프로다이버가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를 준

우를 대비할 수 있는 프로다이버다운 수영 능력과 건강관리가 따라

비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몇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다이버가 수영능력과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주방장이 칼을 다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내가 만들 요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학생다이버에게
알릴 준비를 하라.

다이빙은 대부분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이다. 바다의 상태는 항

우리를 찾아오는 학생다이버들 중에는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오기

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이버들의 예상

만 할 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돌풍이 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심정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친구와 함

어 파도가 높아지거나, 생각보다 빠른 조류를 만나 거슬러 올라가

께한 학생다이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친구를 따라 오기는 했

야 하거나, 아니면 BCD 등의 다이빙 장비가 문제를 일으켜 부력확

지만 다이빙에 대하여 전혀 정보도 없고, 흥미도 없고, 사랑도 없

보에 곤란을 겪는 등 위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안전을 방해

는….

하는 장애물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를 학생다이버들이 자주

가끔은 자질이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와 더불어 다이버의 영혼을 불

만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어 넣어 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로다이버는 다른 다이버를 도울 수 있고,

“스쿠바 다이빙을 소개합니다!”

May/June 133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생활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바다와 가장 가
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준 다이빙을 멋지게 소개하는

보험 관련 웹사이트
http://www.padiinsurance.com.au

것, 그리고 다양한 다이빙 활동 중 가장 경험하고 싶은 재미를 찾아 주는 것은 아직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큰 동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이버가 되
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동기를 제공했다면, 학생다이버와 강사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건강상
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퍼 웍(Paper work)을 진행한다. 다이빙이 갖고 있는 잠재
적 위험을 알리고 스스로 책임감 있는 다이버가 되는 것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
로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맛있는 요리
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운전할 때 안전띠
를 하는 것처럼 페이퍼 웍(Paper work)을 게을리 하지 마라.
만약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학생다이버와 프로다이버 서로를 위하여 다이빙 외

https://www.diversalertnetwork.org/shortterm/

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조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프로다이버 수호천사가 필요하다
아무리 경험 많은 쉐프라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
럼, 다이빙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이버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
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이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보험의 종류는 간단하게 구분하면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있다. 강사 책임보험은
프로다이버 개인이 소송에 걸린 경우 강사를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하며 강
사의 책임으로 판정될 경우 합의금을 포함한 절차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해 보험은 프로다이버나 다이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강사나 다이버가 상해를 당했을 때 의료비, 챔버치
료, 응급다이버 운송 등의 비용을 지급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다이빙을 시작한 것은 신비한 바닷속 세상이 좋고, 광활한 바다의 품에 반
해서이다. 이렇게 선택한 것을 지속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먹는 것처럼 즐
겁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준비
하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건강하고 밝은 웃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여러
분들의 모습이 계속되길 바란다.

http://www.diveassure.com/new/kr/index.html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 오프라 윈프리

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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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치 않지만
당혹스러운 상황 대처법
글 김수열 (PADI CD,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Excellence, then, is not an act, but a habit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숙달(Mastery)과 습관(Habit)

눈치 못 챈 초보강사는 그녀를 계속 괴롭혔던 것이다. 이후 강사

초보강사이던 나에게 오픈워터 교육을 받던 여성 다이버는 마스

매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계속 코로 숨을 내쉬는 것을 강조”

크 물 빼기 스킬을 하던 중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물 밖으로 나가

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버렸다. 난 강사교육 때 배운 대로 아주 친절하고 능숙하게 브리
핑을 했다. 반쯤 물 찬 마스크 물 빼기 스킬을 왜 배우는지 설명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자. 아무리 기억

하고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인 후 해보라고 친절하게 지시했고,

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마스크 물 빼기와 호흡기 되찾기 정도는

교육생은 물 빼기를 힘들어했지만 잘 해냈다. 그런데 뭔가 어색

모두 기억할 것이다. 한 예로,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고, 그녀는 아

문젯거리인가? 마스크를 처음 쓴 훈련생에게 당혹스러운 첫 경험

까보다 좀 더 힘들어보였지만 약간의 기침을 하며 잘 해냈다. 그

이겠지만 경험이 많은 모든 다이버를 포함한 이들에겐 흔하디흔

럼에도 뭔가 이상하여 다시 해보라고 하자“됐어!!”
라며 마스크를

한 일이다.

벗어던지고 물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녀는 마스크 속에 물을“흐
흡~”
하며 코로 훌쩍 들이마셔 물 빼기를 시원하게 해냈고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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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떠올려보자. 부력조절이 되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기

다이브 1의 실행 달성 조건들

제한 수역 다이브 1(Confined Water Dive 1)
장비 준비 - 장비 조립/해체의 실행 달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수면에서

따라 미리 스쿠버 유니트를 조립해 놓거나 학생에게 장비 조립 연습을 지도한다.

1. 도움을 받아 마스크, 핀, 스노클, BCD, 스쿠버,

마스크 서리 제거 - 물의 가장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한다.

웨이트를 착용하고 조절하기
2. 저압 인플레이트를 사용하여 BCD에 공기를
넣고 또 빼기

얕은 물의 수중에서
3. 호흡을 참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함으로써
압축 공기 호흡하기
4. 불어내기와 퍼지 버턴을 사용하여 레귤레이터의

물에 입수 - 학생 다이버들에게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얕은 물로 입수하게 한다.
장비와 웨이트 착용 - 얕은 물에 서서, 버디끼리 서로 보조하면서 또 스텝의 도움으로 학생다
이버들이 장비를 착용하게 한다. 마스크, 핀, 스노클, 웨이트 벨트 등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
BCD에 공기 주입하기/배출하기 - 얕은 물에서 저압 인플레이터의 기능을 시범한다.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적절한 자세를 시범한다.
스쿠버소개 - 학생 다이버들을 얕은 물에 앉거나 꿇게 하고 천천히 또 깊게 호흡하게 한다. 다
른 훈련으로 진행하기 전에 학생 다이버들이 호흡하는 것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을 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새로운 느낌이다. -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도
록 하라.

물 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호흡하기

레귤레이터로 물 빼기 - 학생 다이버들에게 불어내기 법과 퍼지 버턴 법 모두 연습하게 한다.

5. 어깨 너머로부터 레귤레이터를 되찾기

레귤레이터가 입에서 나왔을 때는 언제나 숨을 내쉬는 것을(소리를 내거나/버블을 계속적으로

6. 부분적으로 물이 찬 마스크의 물 빼기

불어내어 기도를 열어주는 것) 강조하라. 기도 보호용으로 혀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기도 조절
하는 방법을 토론하라.
레귤레이터 되찾기 - 팔을 휘둘러서 찾기와 팔을 어깨 뒤로 뻗어 찾기 방법을 소개한다. 2단계
를 찾기 위해 적절한 몸의 자세를 강조한다. 당신은 이 연습을 레귤레이터 물 빼기와 병합할 수
도 있다.
마스크 물 빼기 - 학생 다이버들에게 부분적 물 찬 마스크(눈 아래까지) 물 빼기를 하게 한다.
적절한 머리의 자세(위로 보거나 또는 퍼지 밸브로는 아래로 보는 것)와 또 계속 코로 숨을 내
쉬는 것을 강조한다.

에 BCD에 공기를 조금 넣었을 뿐인데 수면에서 누가 날 끌어당기

잠시 생각해보자. 마스크 물 빼기는 왜 배우는가?

듯 떠오르는 이 당혹스런 상황은 어떠한가?

1. 머리카락이나, 수영모자 등이 끼어 물이 들어올 때

이에 대처하는데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진 않지만 담당 강사를 찾

2. 마스크 실리콘 부분이 접혀 물이 들어올 때

기 전에 글로 익히고 가보자.

3. 수온과 체온 차로 인해 혹은 코로 내쉬는 습관으로 인해 김이
서리기 때문에

숙달(Mastery)은‘익숙하게 통달함’
으로 정의된다.
자전거 타는 방법이 숙달되면 십여 년을 타지 않더라도 바로 달릴

4. 버디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고 웃다가 마스크 하단으로
물이 들어올 때

수 있다. 물론 스쿠버를 자전거와 꼭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장비
의 형태와 다이빙 스타일이 바뀌어 새로운 스킬이 필요하게 된다.

마스크 물 빼기를 배울 당시 몇 가지 작은 팁들이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핀 킥을 잘 배워 숙달해둔다면 새로운 핀을 사용

첫 번째, 입으로 한 호흡을 크게 들이쉰다. 두 번째, 살짝 위를 보

하더라도 금세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숙달을 새롭게 정

며 코로“흥”하고 내쉰다. 이때 마스크 상단 이마부분을 손바닥

의할 수 있겠다. 교육생은‘언제든 반복적으로 해당 스킬을 능숙

으로 살짝 눌러준다. 혹은 아래를 살짝 들어준다.

하게 실행할 수 있음’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들 하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많은 교육생을 교육함으로 숙달된 강사는 마스크 물 빼기를 능숙

순식간에 해낼 것이며, 더불어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하게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초보강사이던 나는 능숙하지 못했기

맞게 조이거나, 나에게 더 잘 맞는 마스크를 구입했거나, 김서림

때문에 교육생의 학생의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었다.

방지 액을 미리 발라두는 습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습관(Habit)은‘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자

로 익혀진 행동방식’
으로 정의된다.

마스크 물 빼기와 달리, 갑작스럽게 BCD로 멈추지 않고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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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상황은 어떠한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기억하고 있는

매뉴얼을 통해 초급의 물리, 생리, 장비, 환경, 감압이론 등을 습

가? 웨이트가 갑자기 허리에서 풀려 수면을 향해 갑자기 떠오르

득하고, 바다라는 낯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이빙 스킬들을 지

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받았을 것이다. 몇 가지 스킬과 장비에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각 단체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다.

흔치 않지만 가끔
발생하는 문제점

대처방법

1. 장비조립
- 탱크가 느슨해 빠짐
- 밸브를 열지 않음
- BCD호스 연결을 하지 않음

a. 나일론 밴드를 미리 적셔두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여
둔다.
b. 버디체크를 해두고 잔압 게이지를 보며 호흡하여 게이지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c. 입수 전 BCD를 적당히 부풀린다.

2. 마스크 물 빼기 등
- 실리콘이 찢어짐
- 마스크 스트랩 파손

a. 마스크 착용 전 부드럽게 만져 확인하고, 착용 후 코로
들이마셔 밀착됨을 확인한다.
b.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해 실리콘의 경화를 막는다.
c. 나일론 스트랩 선택도 좋은 방법임.

흔치 않지만 가끔
발생하는 문제점
6. 웨이트 벨트
- 느슨한 벨트
- 웨이트 불균형

7.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3. 호흡기 되찾기
- 호흡기를 찾지 못함

대처방법

준비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둔다.

a. 다양한 형태의 홀더에 고정시켜 둠.

8. SMB와 함께 급상승

4. BCD의 문제
- 저압 인플레이터 버튼 고장
- 호스 파열
- 덤프밸브 고장

a. 저압 호스 안쪽까지 세척을 잘 해둔다.
b. 세척 시 버튼도 세척한다. (정기적으로 점검해둔다.)

9. 멀미와 선블럭의 실패

C. 덤프밸브를 조심스럽게 당긴다.

10. 핀을 신지 않고 입수
- 풀풋형 핀이 찢어짐, 벗겨짐
5. 마우스피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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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맞게 성형 마우스피스로 교환을 추천한다.

a.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해 실리콘의 경화를 막는다.
b. 핀과 발을 물에 적신 후 부드럽게 신는다.

강습생들이 흔히 겪는 문제점
장비조립과 착용
a. 부적절한 조절
b. 절차를 잊음
c. 탱크를 세워둔 채 방치
d. 수트를 입고 준비하며 더위에 지침

마스크 김서림 제거
a. 마스크를 헹구기 위해 달리는 보트에서 마스크를 배 밖으로 내밀어 바닷물로 헹굼
b. 과도한 김서림 제거 액으로 눈이 따가움

웨이트 착용
a. 적거나, 과도한 웨이트
b. BCD 포켓에만 넣어두어 비상 시 버릴 수 없음
c. 게이지나 보조호흡기가 벨트에 끼임
d. 웨이트 배분의 실패

BCD 공기 주입/배출
a. 작동 시 버튼을 잘못 누름
b. 과도한 팽창과 배출

마스크 물 빼기
a. 코로 숨을 내쉬지 못함
b. 위를 보지 않음
c. 마스크를 너무 많이 들어 아래로 물이 들어감
d. 머리카락이나 후드가 끼임

핀 착용 및 사용법
a. 핀을 신고 걸어 다님
b. 크기가 맞지 않았거나 과도하기 조여 쥐가 남

입/출수 시
a. 백롤 입수 시 뒤쪽에서 입수한 다이버를 보지 않음
b. 서서 입수 시 오리발의 걸림
c. 마스크가 벗겨짐
d. BCD부력확보가 적절히 되지 않음
e. 공기탱크가 열리지 않음
f. 출수 전 웨이트를 풀기 전 핀이나 BCD를 먼저 벗음
g. 웨이트를 떨어뜨림
h. 배로부터 너무 가까이 뛰어내림

압력평형
a. 너무 늦은 압력평형 혹은 빠른 하강
b. 두꺼운 장갑 사용으로 마스크 위로 코를 잡지 못함
c. 과도한 압력평형으로 고막을 다침
d. 후드착용으로 압력평형이 어려움

상승/하강

호흡기 되찾기
a. 호흡기가 빠졌을 때 공기를 내 뿜지 않음
b. 호흡기를 찾지 못함
c. 기도조절의 실패로 물을 삼킴

a. 스노클을 물고 하강
b.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강을 시작
c. 짝과 함께하지 않음
d. 머리부터 하강하며 빠른 핀 킥
e. 덤프밸브로 과도한 BCD공기 배출로 하강
f. 상승 시 BCD에 공기를 과도하게 넣으며 상승
g. 상승 시 위를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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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 물 빼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1.	다이브 전 준비운동으로 갑작스런 움직임에 근육경련이 나지

a. 불어낼 힘이 모자람
b. 기도조절의 실패
c. 마스크를 벗고 호흡함

않도록 한다.

마스크 벗고 다시쓰기/수영하기
a. 마스크를 떨어뜨림
b. 코로 들이쉼
c. 앞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림
d. 마스크를 뒤집어 씀
e. 마스크에 머리카락이나 후드가 끼임

2.	자신이 가진 장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익혀두고,
담당강사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하자. 그들은 이미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과 생길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이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자기소유의 장비가 없이
렌탈 장비를 이용한다면, 사용 전 장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호버링(부력조절)

을 받아 수영장에서 사용해 본다.
3. 3개월에 한 번은 스쿠바 리뷰를 받는다.

a. BCD에 과도한 공기주입/배출
b. 호흡을 멈춤
c. 손과 발을 이용함

4.	위에 나열된 문제를 숙지하여 짝과 함께 다이빙하는 동안 생
길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제공할 준비를 갖도록 한다.

예비공기 공급원 사용
a. 수신호 없이 짝의 호흡기를 빼앗음
b. 버디를 잡지 않아 입에서 호흡기가 빠짐
c. 보조호흡기를 거꾸로 입에 물게 됨

프리플로우 호흡기 호흡하기

5. 다음 자격증 코스에 도전해보도록 하자.

인지 전략법을 이용한 다이빙 안전 점검
BWRAF (Begin With Review And Friends/BCD Weight
Release Air Final OK)

a. 호흡기를 완전히 물고 퍼지를 누름
b. 기도조절이 안됨

SAFE (Slow Ascent From Every dive)

조절된 비상수영상승
a. 입에서 호흡기가 빠짐
b.“아~”소리를 내지 않음
c. 디플레이터를 잡지 않고 상승포즈를 취하지 않음
d. 너무 빠른 핀 킥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BWRAF와 SAFE다이빙을 절대 잊
지 말도록 하자.

수중투어
a. 짝과 헤어짐
b. 바른 공기 소모
c. 바닥에 계속 가라앉거나 수면으로 뜸

일반적인 문제
a. 수신호를 이해하지 못함
b. 공기잔량을 확인하지 않음
c. 수면에서 스노클 혹 호흡기를 물고 있지 않음
d. SMB를 부풀림에 실패하여 함께 상승하거나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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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Tec Deep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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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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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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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GEAR

알기 쉽게 설명한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글/사진 이원교

스쿠바다이빙은 여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장
비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레저스포츠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스쿠바다이빙의
장비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
비 없이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다. 호흡기,
부력조절기, 게이지, 공기탱크 등 어느 것 하나 중
요하지 않은 장비가 없다. 다이버는 이러한 장비
들의 기능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
다. 본고에서는 초보 다이버들을 위해 스쿠바다이
빙의 기본적인 장비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그림
과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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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슈트, 후드, 부츠, 글러브
스쿠바 다이빙 시에는 신체 보호와 보온 등의 이
유로 몸에는 슈트(Suit), 머리에는 후드(Hood),
발에는 부츠(Boots), 손에는 글러브(Gloves)를
착용한다. 여러가지 착용물이 있지만, 이것의 바
탕이 되는 원단은 네오프렌(Neoprene)이라는
발포 고무가 사용된다. 네오프렌은 고무의 내부
에 많은 공기 기포가 형성된 재질이다. 통상 기
포가 많은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찾으라고 하면
스펀지를 이야기하는데, 스펀지는 공기 기포가
많지만, 이것은 독립된 기포가 아니고 모두 연결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게 된다. 그러나
네오프렌은 대부분 독립된 기포로 형성되어 물
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부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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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 다이빙 시에는 이 부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웨이트(납)를 착용

게 되는데, 이것은 신체 보호와 보온을 위해 자제하는 것이

하게 된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네오프렌은 신축성이 거의 없는 제품이었다. 그래서 손목과 발

요즘은 웻 슈트 시장을 보면 기성복이 대세라고 할 만큼 많

목이 둘레가 얇은 여성 다이버의 경우에는 입고 벗기가 불편했기 때문

은 제조회사에서 다양한 종류가 출시되고 있다. 물론 한국

에, 손목과 발목에 지퍼가 장착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요즘 출시되는

인의 체형에 맞춰서 제작되는 제품도 있고, 요즘 다이버들

네오프렌은 신축성이 많이 좋아져서, 지퍼가 없더라도 쉽게 슈트를 입

의 신체 조건이 서양인과 비슷해서 잘 맞는 경우도 있다. 필

고 벗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축성이 좋다면 그것은 장점일까?

자는 기성복 자체가 맞질 않으니, 맞는 다이버가 부러울 따

신축성이 좋다고 무조건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신축성이 좋은

름이다. 아무튼 기성복을 자세히 보면, 신체 중에 움직임이

반면, 그 신축성으로 인해 내부의 독립 기포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는 신축성이 더욱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착용감

주변의 독립 기포와 합쳐져 쉽게 손상이 되기도 한다. 손상이라 함은

을 높이는 제품이 많은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신

슈트의 두께가 얇아져서 보온과 부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축성이 좋으면서 내구성이 강한 제품은 없다는 것이다.

신축성이 좋다고 몸에 아주 조이게 입는다면 쉽게 손상된다는 것을 알

한편 맞춤복의 경우에는 우선 가격이 기성복보다는 높다.

아두기 바란다.

또 네오프렌에 다양한 원단을 접착하여 신축성, 보온력을
높인 제품도 출시된다. 이것에 대한 선택은 다이버의 몫인

슈트

것 같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

슈트는 웻 슈트(Wet suit)와 드라이 슈트(Dry suit)로 구분된다. 그런
데 몇 년 전부터 세미 드라이 슈트(Semi dry suit)란 명칭이 생기게 되
었다. 세미 드라이 슈트는 웻 슈트의 한 부분이다. 혹자들은 세미 드라

6

7

이 슈트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이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세미 드라이 슈트에 드라이 슈트에 장착된 기체 주입 밸브
와 배출 밸브를 장착했었던 다이버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세미 드라이
슈트도 웻 슈트와 마찬가지로 슈트 내부에는 물이 스며드는데, 이 물의
이동이 웻 슈트보다 적게 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5mm 이상의 웻 슈트 또는 세미 드라이 슈트, 그리고
드라이 슈트를 착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로 따듯한 해외 바다의 경우에
는 5mm 이하의 웻 슈트를 착용하기도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하
면 많은 다이버들이 웨이크 보드 바지를 입고 다이빙을 하는 사진을 보

1
2
3
4
5

1

네오프렌 재질의 단면
플라스틱 지퍼(구형)
메탈 지퍼
플라스틱 지퍼(신형)
기포를 배출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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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아 두기 바란다.

부츠

드라이 또는 세미 드라이 슈트에 장착되는 방수 지퍼는 플

부츠는 발을 보호, 보온하는 장비이다. 웻 슈트의 경우에는 부츠의 발목

라스틱이나 메탈 재질로 이루어진다. 세미 드라이 슈트에

부분이 슈트 내부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이빙 후에

장착된 플라스틱 지퍼에는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야 지퍼가

슈트 내부의 물이 부츠로 인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일부

벌어지지 않는다. 또 메탈 지퍼는 지퍼 왁스를 바르는 등의

부츠는 편안한 이동과 착용감을 위해 뒤꿈치에 쿠션을 장착한 제품도 있

관리를 계속해 주어야 한다. 금액으로는 플라스틱 지퍼나

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핀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

메탈 지퍼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새로운 형

할 수 있다.

태의 플라스틱 지퍼가 드라이 슈트에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
다. 이 지퍼는 메탈 지퍼보다 가볍고, 또 꺾임에 강해 요즘

글러브

많이 선호되는 추세이다.

글러브는 손을 보호, 보온하는 장비이다. 이것도 웻과 드라이 글러브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심 25m, 수온은 3℃에서 드라이 글러브를 해체하고

후드

글러브를 착용했었는데, 손이 너무 시려 다이빙 내내 손을 쥐었다 폈다

다이버의 신체 부위 중에 열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은 머리

만 하다 나온 것 같다. 국내에서 드라이 슈트 다이빙일 경우에는 드라이

이다. 매뉴얼을 보면 열손실의 25% 정도가 머리에서 발생

글러브를 착용하는 것도 편안한 다이빙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단

된다고 한다. 이 머리를 보호, 보온해 주는 것이 후드이다.

드라이 글러브를 착용할 경우에는 글러브 내부의 기체도 압축현상이 발

후드는 목이 짧은 형태, 목이 긴 형태 등이 출시된다.

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기 바란다.

목이 짧은 형태는 드라이 슈트 또는 열대 바다 다이빙 시에
주로 사용하고, 목이 긴 형태는 웻 슈트의 목 안쪽에 위치
시켜 보온력을 높이는데, 이것이 불편하거나 보다 높은 보

이원교

온력을 필요로 할 경우 후드와 조끼가 함께 제작된 후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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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를 착용하는 다이버도 많이 있다. 후드를 착용하고 다
이빙을 하다 보면 마스크 내부의 기포가 후드로 스며들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기포가 스며들 경우
에는 보온력도 떨어지게 된다. 몇몇 슈트 제조사에서는 이
것을 방지하고자 외부의 물은 유입되지 않으면서 기포를 후
드 바깥쪽을 배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장착한 제품도 출
시된다. 물론 가격 면에서는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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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짧은 후드
목이 긴 후드
후드 베스트
일반 부츠
쿠션 부츠
드라이 글러브
(오블 시스템)
12 드라이 글러브
(잭업링 시스템)
13 드라이 글러브
(퀴클링 시스템)
14 드라이 글러브
(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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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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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June147
이메일 : bahama1472@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홈페이지 :January/February
bahama1472.com

COMMERCIAL DIVING

해난구조
[글 싣는 순서]
1. 해난구조의 흐름
2. 해난구조의 법률적 지위
3. 해난선박의 탐색 및 조사
4. 해난구조 작업의 안전대책
5. 선박 및 구조물의 복원력 및 유체정역학
6. 잠수사의 구조작업 절차
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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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난구조의 흐름
해마다 선박관련 해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여수국가산단 원유 2부
두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16만 톤급 유조선이 부두에 접안 중 항로를 이탈하여 육상에 설치
된 잔교를 들이받아, 송유관 3개가 파손되어 원유유출이 일어나 방제작업을 하였다. 또한 부
산 남외항 해상에서는 화물선과 유류공급선이 충돌하여 화물선 연료탱크에 파공이 생기면서
선박용 경유가 유출되어 사고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해경 구조대와 특공대를 투
입하여 선체 파공부위를 패칭하여 기름유출 피해 확산을 막았으니, 성공한 작업으로 보인다.
해난구조가 어떻게 하여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으나, 항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해난구조는 해상 세계의 독특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기
술, 국제 산업, 광범위한 구조분야 전문가 집단 그리고 독특한 법체계가 발달해 온 것이다.
사람이 바다와 강의 수송 수단을 매개로 항해를 시작한 이래 목선, 뗏목 등이 조난을 당하거
나, 별자리를 보고 항해하던 시대에는 선체의 구조가 약하여, 많은 선박들이 암초로 인한 좌
초, 또는 풍랑으로 침몰하였으며, 일찍이 스페인은 중남미를 장악하면서 바다의 패권을 장악
해 세인들에게는 무적함대라 불리게 되었다.
스페인의 함대들은 잉카와 마야 문명으로부터 약탈한 보물들을 선박에 적화하여 서인도 제
도를 지나면서 곧잘 침몰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인
허리케인(Hurricane)이 자주 발생하였고, 암초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침몰한 스페인 선박에 대해서는 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알려졌다. 당시 스페인 선박에는
보물을 관리하는‘보물 관리자’
가 승선을 하게 되었으며, 스페인 정부에서는 자국의 선박이
침몰하게 되었을 때마다 생존자들로부터 상세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여,
스페인 보물선에 관한 자료들은 생각보다 정확했다고 한다.
이처럼 침몰된 선박에 적화된 보물을 건져내려는 인류의 야망과 노력이 해
난구조의 기원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초기의 해난구조는 인력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인명의 손실, 깊은 수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잠수장비
가 없었을 것이며, 침몰이나 좌초가 된다면 생존을 위해 적화물을 버려야
했고, 인양 방법으로는 조석을 이용했을 것이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업기술의 발달로 1840년 시베의 헬멧식 잠수장
비가 발명되어 침몰선에 실렸던 많은 양의 보물을 건져내게 되었다.
1782년 영국 남부 해안에 침몰한 로얄 조지(Royal George)호를 1840년대
에 와서 인양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로얄 조지호의 잔해는 수심 20m에
침몰해 있었으며, 당시 구조 책임자인 퍼슬리(Pasley) 대령을 비롯한 시베
의 잠수장비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대형 해저 작
업장이었고,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부양방법을 시
도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결국엔 폭약으로 선체를 해체시켰다.
사전적 의미로 해난구조는‘선박과 그 화물을 구조하는 행위’
로 정의되어
있다. 재산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 정의는 상업적 해상구조 산
업의 기본 정신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난구조의 정의는 이보다 훨
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선박이나 화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실종된 물체의 위치 파악과 항로 상에 침몰한 선박 및 장애물들의 제거,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해상 시설물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난구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험하고 막대한 노력을 필요
로 하는 그야말로 힘든 활동이다. 겉보기에는 실제보다 쉬워 보일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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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험도가 아주 높고 해결하기 곤란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으며

데, 주목받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기

성공과 실패가 간발의 차이로 갈라지는 일이 구조작업인 것이다. 1차 세계

때문이었다. 스쿠알러스는 수심 240피트에 침몰하였

대전에 접어들면서 미 해군은 어느 정도 광범위한 해난구조 경험을 할 수

는데 이 수심은 이전의 어느 해난사고보다도 깊었기 때

있었지만, 그때 해난구조 작전을 하는 상설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문이었고, 탑승한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맥캔 잠

20세기 초 해난구조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미국에는 3개의 대형 해난구조

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구조 챔버가 사용되었으며, 잠수

회사가 출현하였는데, 뉴욕의 Merritt and Chapman, 보스톤의 Yankee

사들은 더욱 깊은 수심으로 잠수할 수 있도록 헬리옥

Salvor, 코네티컷 주 남동부에 위치한 뉴런던의 T. A. Scott이다. 이들 회

스(Heliox) 잠수 시스템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들은 대서양 연안을 따라 해난구조 선박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작업에서 폰툰과 내부의 부력을 이용하는 경우 중력

1차 세계대전 전후 당시 수많은 선박들의 이초나 인양작업에 참여하였다.

과 부력의 정확한 중심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항상 어느 한쪽 끝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이런

민간 해난구조업과 해군과 관계 형성

현상을 방지하고자 스쿠알러스호를 인양할 때는 계단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민간 해난구조업체와 해군은 새로운

을 밟고 올라가듯이 조금씩 얕은 곳으로 예인하는 방

계약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 계약들은 계약금이 전혀 없이 해군의 지역

법을 고안했었다. 당시 Benke 박사는 혼합기체잠수에

사령관이 해군 선박의 구조를 해난구조 업체에 요청하여 성공할 경우에

대한 많은 연구와 현장 실험을 거듭해 왔었고, 이 헬리

보수를 받는 조건(No Cure No Pay ; 영국 로이드에서 최초 도입)으로 작

옥스에 의한 작업 동안 총 648회의 잠수 작업이 있었

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간 회사는 큰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거

지만, 감압병은 단 2회만 발생했다고 하니 엄청난 성공

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사항에 포함하고 있었다.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

이었던 것이다. 또한, 심해 작업의 제한적 성격 때문에

수하면, 연계된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조된 선박

인양줄의 고리를 선체 아래로 통과시키기 위해 터널을

및 화물의 가격,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따랐던 위험 수준에 근거하여 해난

파는 랜스(Lance)가 최초로 개발되었다.

구조 업체에 대한 성공 보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공 보수에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 해군은 엄청난 해난구조

대한 지급은 최종적으로 해군성 장관(Secretary of the Navy)의 결재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화‘진주만’
에서 보듯이 전

받아야 했다.

함의 대부분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원들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은 추가적인

최초의 심해 해난구조 작업
해난구조 작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39년에 있었던 스쿠알러스
(SS-192)호의 인양 작업이었다. 스쿠알러스호도 폰툰으로 인양을 하였는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일본 해군에 대해 타격
을 가할 능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진주만에서는 우선
함대로 복귀할 수 있는 선박들을 최대한도로 구조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당시 완전 물막이 공사나 부분 물막
이 공사를 하여 콘크리트로 광범위한 보수작업을 하고
압축 공기와 펌프 작업으로 선박을 부양시키는 대규모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는 수중에서 콘크리
트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퍼시픽
브리지사와 계약을 맺었고, 해상 크레인과 부두 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 메리트-채프먼 앤 스코트사로부
터 구매한 해난구조 장비를 진주만으로 이동시켜 작업
에 투입하게 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1982년 미 해양대기국(NOAA)에서는 해안의 해양 열
에너지 개발 사업을 후원하였는데, 해저의 차가운 해류
가 수면에 오르면 수면과 해저면의 온도 차이로 전기에
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
이 사업이 소멸될 때 흡입 파이프는 현장에 그대로 남
아있었다. 파이프는 직경 4피트에 묶음 형태의 총 길이
2,250피트 짜리가 해저면에 놓여있어, NOAA에서는
미 해군에 파이프 인양 작업을 요청하였고, 인양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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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급 ROV를 탑재한 니폰살베지 선박.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다.

이프는 하와이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기도 하여 재활용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미국의
경우 해난구조는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쟁 시뿐만 아니라 평화
시에도 해난구조업무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며, 정부는 해난구조가 상업적으로 상당
한 생존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구조회사가 유지되도록 미국
정부가 자격을 갖춘 인력과 시설을 지원해준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우 1893년 나가사키 조선소의 해난구조부로 본격적인 해
난구조에 진출하면서, 1917년 일본해사공업(주), 동경살베지(주), 1918년 제국해사공
업(주)과, 1924년 제국살베지(주)의 인수합병을 거쳐 1934년 초대형 해난구조 회사인
니폰 살베지(Nippon Salvage)가 탄생하였다. 니폰 살베지를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
는 주요 주주는 9개의 각기 다른 해상보험회사, 미쯔비시 중공업, 미쯔이 상선 등으
로 끊임없이 투자를 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항 앞바다에 침몰한 경신호, 울산 시
멘트 운반선, 여수 이스턴브라이트호 등 수없이 침몰되거나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여
꽤 짭짤한 수익을 자국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하루 빨리 해난구조 분야의 업무가 재정립이 되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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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큰 기업이나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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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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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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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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면 다이빙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2t

바다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음향

바다의 깊이는 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인 <음향측심기>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음파를 해저에 발사하면 약 1,500m/s의 속도로 수중을 통
과하여 해저에 이르고 해저면에서 반사된 음파는 다시 동일한 경로로 발사점에
되돌아온다. 음향측심기는 음파를 송신하고 해저의 반사파를 수신한 그 사이의
소요시간을 측정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수심을 구한다. 여기서 음파의 전달속도

10˝30´N 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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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0 100 200

는 해수의 온도, 염분, 수압 등의 요인에 의하여 변하므로 관측 해역의 음속을 측
정한 후 얻어진 수심에 대한 측정값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소리의 속도가 340m/
s인데 비해 음향측심기에서 발사하는 음파의 속도는 약 1,500m/s이므로 바다
속에서의 소리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약 4.5배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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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곡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인가요?
해구와 해연

한국의 바다

심해저에서 움푹 들어간 좁고 긴 곳으로 급경사면에 둘러싸인 해저지형을

우리나라의 바다 깊이는 동해는 평균수심이 1,684m, 최심

보통 '해구(海溝)'라고 부른다. 해구는 보통 수심이 6,000m 이상인 협곡이

부는 4,049m, 남해는 평균수심이 101m, 최심부가 227m이

며 해구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지형이 밝혀진 깊은 곳을 '해연(海淵)'이라고 칭

다. 서해는 평균수심 44m, 최심부가 103m이다. 평균 바다

한다. 현재 지구에는 25∼27개의 해구가 있는데, 그 중 인도양에 1개, 대서

의 깊이는 3,800m 정도이다.

양에 4개, 그리고 나머지는 태평양에 모여 있다. 해연은 보통 깊이를 실제로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측정한 관측선의 이름을 붙이는데 현재 지구 상에서 가장 깊은 해연은 비티

울릉도 북쪽 96km 해역으로 수심이 2,985m에 이르는 것

아즈 해연(Vityaz deep)으로써 이 해연은 마리아나 해구에 위치하며 수심은

으로 조사됐다. 서해와 남해에서 가장 깊은 곳은 각각 가

-11,034m에 달한다. 이밖에도 챌린저 해연(마리아나 해구 : -10,863m), 비

거도 남동쪽 60km 해역(수심 124m), 마라도 북서쪽 2.3km

티아즈Ⅱ 해연(통가해구 : -10,882m), 비티아즈Ⅲ 해연(케르마데크 해구 :

해역(수심 198m)이다.

-10047m) 등이 지구 상에서 가장 깊은 해연들이다. 현재 지구 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는 11,034m이다.

비티아스(비차지) 해연(Vityaz Deep)
국제 지구물리관측년인 1957년에 소련의 비차지 탐사선이 새로운 세계기록
인 깊이 1만 990m인 곳을 측심했는데, 이것은 후에 11,034m로 증가되었다.
(위치 : 11°22
‘0.00
“N 142°36’
0.00”
E)

챌린저 해연(Challenger Deep)
괌의 남서쪽 약 450km, 마리아나 해구(海溝) 남서부에 있는 해연(11°19
‘27.31
“N 142°11’
46.84”
E). 길이 약 35km, 너비 약 4km, 깊이 10,893m. 1951
년 영국의 해양 탐사선 챌린저8호가 발견하였다. 57년 4km 서쪽 지점의 비
티아스(비차지) 해연(1만 1,034m)이 발견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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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제주 성산 스쿠버 리조트
(SUNGSAN SCUBA RESORT)
대표 : 김영언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43-4번지
전화 : 064-782-6117
Web Site : www.sscuba.co.kr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빛나는 성산 일출봉,
그 바다에서의 다이빙
성산 스쿠버 리조트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바로 앞에 위치한 성산 유일
의 PADI 리조트(PADI S-24049)다. 흔히들 제주도에서의 다이빙을 떠올
리면 서귀포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곳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며 다이빙 할
수 있는 성산 스쿠버 리조트만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금부
터 소개한다.
성산 스쿠버 리조트는 성산지역 내의 유일한 리조트로써 오직 다이빙에만
집중하며 여유로운 진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리모델링을 통
해 깨끗하고 편안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포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따로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 입·출수할 수 있는 최고의 편리성
을 제공한다. 다양한 FUN 다이빙 포인트는 물론이고 리조트 바로 앞에 위
치한 포구는 최대수심이 7m까지 나오기 때문에 개방수역 및 제한수역 교
육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리조트에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인 여유가 없는 학생 다이버를 위해 리조트 소속 강사가 서울과 경기 지역
에서는 제한수역을, 개방수역은 성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유연하
고 연계성이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영언 성산 스쿠버 리조트 대표는 CS리더 출신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질 높은 서비스와 함께 다이버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내에 브리핑룸과 회의실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김영언 대표의 지도 하에 PADI 강사진의 프로페셔널한 스쿠버 교육도 활
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성산 일출봉 주변의 수중정화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 중이며 프로
젝트 어웨어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 다이버들이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오
염 방지에 힘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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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서울 마린파크
(Marine Park)
대표 : 박진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5길 74
전화 : 070-7579-8098
Web Site : http://www.mpscuba.com/

많은 강사진 보유, 폭넓은 다이버의 연결고리 역할
마린파크는 현재 PADI 5 STAR 다이브센터(PADI S-22551)로 2010년 센

원을 대상으로 스쿠버 교육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서울클럽, 아쿠아 퀴즈

터 오픈부터 현재까지 스쿠버 교육생이 매년 증가하였고 2013년 한 해 동

에서도 다이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한림 성심대학 레저스포츠학

안 약 300명 이상의 다이빙 교육생과 응급처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과의 다이빙 수업뿐만 아니라 산업잠수로도 팀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2014년 시즌에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마린파크 다이브 센터의 회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과 가족적인 분위

많은 강사진을 보유함으로써 폭넓은 다이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다이

기로 1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자랑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브 센터에 상주하는 강사는 4명이며, 7명의 프리랜서 강사들이 활발하게

이상 수영장 정모를 진행하고 수영장 정모 후엔 영화 관람, 볼링, 회식 등

활동하고 있다. 올림픽 공원 수영장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함으로써 센터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친밀도를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쾌적한 교육이 가능하며 갑작스런 수영장 교육

높이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될 때까지 책임진다!”
란 정신으로 바다에 나가

2주 간격으로 국내·외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7~8월 사이 한 달씩 강

기 전까지 확실한 교육으로 바다에서의 다이빙이 최고로 편안해질 수 있

원도, 제주도에서 다이빙 캠프를 열어 수시로 회원분들이 쉽게 다이빙을

도록 교육하고 있다.

즐길 수 있다.

마린파크는 현재 Asia World Gym 스쿠버 다이빙 파트너로 청담 센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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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렌탈 장비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에 의존하여 즐기
는 레저 스포츠이다.
마린파크 다이브 센터의 장비는 호흡
기, 슈트, BC를 비롯하여 마스크에서
핀까지 최상 수준의 렌탈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모든 렌
탈 호흡기에 대한 오버홀을 실시하고
있다. PADI 강사님들은 물론 수많은 다
른 단체 프리랜서 강사님들도 매번 교
육이 있을 때마다 마린파크 다이브 센
터에서 장비를 대여해 가고 있다. 또한
2013년 겨울 시즌부터는 SANTI 드라이
슈트 렌탈, Liquivision 다이빙 컴퓨터 렌
탈을 서비스함으로써 국내 다이버들의
가장 큰 적인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결해 주고 있다.

개인장비의 관리와 지원
마린파크 다이브 센터는 무상으로 회원
님들의 장비를 보관해주고 있으며, 투
어 후 세척, 건조까지 믿고 맡겨주신 장
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회원 분들의 국내 투어 시 센터에 들
려서 장비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Nonstop으로 제주도 및 동해, 어느 지역이
라도 센터에서 안전하게 장비를 보내
줌으로써 회원분들이 편하게 다이빙
투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
고 있다.

2014년 마린파크 이벤트
국내 다이빙 업계 최초로 특별한 이벤
트를 실시하고 있다.
PADI 정규 코스 및 스쿠버 장비를 구매
하는 회원분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선
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마린파크 홈페이지나 페
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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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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골길 84번길 37 Tel. 031-969-7286~7 / Fax. 031-969-7284
www.dongjineng.or.kr / e-mail dj72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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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것은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인가? 잘 생겼다, 멋있다, 훌륭

사람은 사랑을 아픔이라 말할테고, 사랑으로 인해 행복감에 젖었던 사

하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재능이 있다 등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람은 사랑을 행복이라 할 것이니,「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아무리 주장

하는 말들은 수없이 많다. 그렇게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가슴 뛰게 하

해 봐야 결국은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사랑을 논할 것이다. 그렇기

는 말은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일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

때문에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등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랑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 한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사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삶에 있어서 자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미하고 꽃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꽃이 주는 향기와 자태로 인해 자신

고들 한다. 그러나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때론 온

의 마음이 기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를

갖 고통과 괴로움을 안기기도 하니 어찌 사랑을 좋다고만 할 수 있겠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상대가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

는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삶에서 최상의

고 있을 때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를 만

주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상대

사랑은 문학·도덕·철학·종교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

에 대한 불만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으로 사용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종교적으로, 불교에서는「자비(慈

왜 그러한가?

悲)」
로써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교에서는「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욕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랑하라」
는 것으로써 참된 사랑을 가르친다. 또한 사랑은 철학적으로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첨예한 사랑은 남녀 간의 관계일 것이다. 남녀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라는 용어들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사랑의

간에 사랑은 잔잔한 호수에 그려지는 잔물결처럼 감미롭게 다가온다.

본질적 위상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써, 에로스는 정애(情愛)에 뿌리를

그러다가 서로를 갈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용솟음치면서 필요 충족

둔 정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보답과 은혜에

의 욕구로 전개되고, 결국은 강한 집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랑에 빠

대한 사랑을 말하며. 필리아는 독립된 이성간에 성립되는 우애적 사랑

져 있을 때는 한없는 즐거움과 환희를 주지만, 상대가 자신의 욕구를

을 가리킨다.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가 되면 사랑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결국 미

이와 같이 사랑이란 개념이 우리들 삶 깊숙이 자리를 잡고서 여러 각도

움으로 발전된다. 그리고는 절망과 비탄, 원망이라는 고통의 나락으로

로 조명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이 인간들의 삶을 지탱하는

추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연인들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신들

매우 중요한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에게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한다. 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러한 것들이 사랑이라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받게 될 괴로움은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은 환희다, 사랑은 보내주는 것이

영원할 것이며, 내가 현재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끝내 미움이나 괴로움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는 헤아릴 수 없을 만

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큼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자신의 주장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불화와 갈등이 끊임없이

이 중에 어떤 것이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일까?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마도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요원할 것만 같다. 왜냐하면, 사랑은 각자

요즘 우리 사회는 부부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증가하면

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픈 사랑을 한

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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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들은 그렇다 치고 결손가정에 남겨진 어린아이들의 멍든 가슴은 누가 치유해 줄 것인
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간의 성격차이 때문이
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 지구상에 성격이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기나 하겠는
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물론이고 자신의 모습을 꼭 빼닮은 형제들조차 자기와 성격이 맞는 사
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하물며 생면부지의 사람과 만나 살면서 어떻게 성격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다. 성격차이 때문이란 것은 나의 욕구를 상대가 충족시
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근사하게 포장한 말이며, 나아가 사랑의 부재를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별의 아픔에 직면한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상처 난 자신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며, 꺼져
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으
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요구에 바람 없이 응답하는 것이다. 즉 사랑이 사랑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요구를 상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의 요구에 의해 내가 쓰이는 기쁨이 바로
상대에 대한 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에
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신은 단지 인간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며, 그들의
요구에 무한정으로 쓰일 뿐이다. 사랑이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 마음일 때, 대립된 모든 감정들은 그 속에 용해되어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상대의 그 어떤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해서 시비분별이 사라지면 완전하
게 하나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마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면서 스스로 음식 속으로 사라
지는 것과 같다. 이때 소금과 음식은 하나로 융합되면서 맛이라는 새로운 느낌을 탄생시킨다.
이와 같이 상대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존
재로 바뀌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측
은지심은 내 가슴으로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마음으로써 사랑 그 자체이다.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머지않아서 내가 그이고 그가 나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된다면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 해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질시하여 이혼이라
는 말을 떠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행이 커질수록 서로 더 끌어안아 둘로 갈라질 수 없는 하나
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들이 매일 입으로 말하는「사랑」
이 방향을 잃었다면 지금 바로잡아
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한다면 그 사랑은 욕구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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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도브, 리얼뷰티 캠페인

우리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화장품과 마사지, 심
지어 여러 가지 시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늘 한결같
다. 외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끊일 날이 없고, 타인과 비교하며 열
등감에 시달린다. 뷰티 산업들도 포토샵과 메이크업으로 중무장한
모델을 내세우며 여성들의 이러한 열등감을 부추긴다. 더 새롭고 더
값비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광고를 보면서 여성들은 더욱
자신감을 잃어간다. 하지만 비누를 비롯해 뷰티제품을 생산하는 도
브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바로 있는 그
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
1957년 유니레버가 설립한 영국의 뷰티 브랜드인 도브(Dove)는 보
습 세안제와 바디, 헤어 제품 등을 생산하였다. 그러던 중 1979년 펜
실베니아대학의 한 연구원이 여러 종류의 비누에 대해 피부 자극 정
도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도브가 가장 순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를 계기로 도브는 피부과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고, 그 결과 도브는 미국의 비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을 차지하며 인지도를 넓히게 된다.
이후 승승장구하던 도브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객들에게 더 이
상 신선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마케팅 전
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리얼뷰티 캠페인이었다. 도브는 틀에 박
힌 아름다움 대신 주근깨가 많거나 주름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유일
하고 독특하며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실제 고객들 가운데 모델을 선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광고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
과 매년 약 2%씩 판매율이 감소하고 있던 도브는 30%의 매출 증가
를 기록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03년 28만여 개 정도 판매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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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밍 제품이 2004년 상반기에만 230만여 개가 팔리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도브는 리얼뷰티 캠페인의 새로
운 버전을 만들며 여성들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도브는‘리얼뷰티 스케치’
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였
는데, 6천만 명 이상이 이것을 보았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 동영상은 가운데에 커튼이 드리워진 커다란 방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전직 FBI
몽타주 화가. 한 명씩 한 명씩 방에 들어선 여성들은 커튼 뒤로 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남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
“당신의 턱은 어떻게 생겼죠?”
“툭 튀어나왔어요. 웃을 때 특히 그래요.”
“당신의 얼굴형은 어떻습니까?”
“둥글고 뚱뚱해요.”
“당신의 아래턱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머니께선 항상 제 아래턱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이렇게 장막 뒤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눈 뒤 그녀들의 초상화를 완성한다. 잠시 후 그 전날 그 여성들을
처음 만나본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와 마찬가지로 몽타주 화가와 대화를 나눈다.
“클로이의 턱은 어떻게 생겼죠?”
“가늘어요. 웃을 때 광대뼈가 보이죠. 멋지고 가는 턱이에요.”
이윽고 화가가 완성한 초상화가 공개되는데, 한 여성의 다른 모습을 담은 두 점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자신이 바라
보는 자신의 이미지보다 타인이 인식하는 모습이 훨씬 부드럽고 아름답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한다.
도브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과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며 고객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
다. 인형 같고 정형적인 모델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범한 우리 이웃, 아침에 일어나 비누로 세수하는 주근깨투성
이의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에게 모델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
고,“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고객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야기의 진정성이 많은 이들로부터 감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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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캐스트 Cast Away, 2000
어웨이
미국의 특송회사 페덱스(FedEx)의 시스템 엔지니어인 척 놀랜드(톰 행크스)는 전 세계
에 있는 지점을 방문하면서 현재 배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인 배달 시스템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남다르게 회사생활에 충실한 주인공은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도 약혼녀 켈리(헬
렌 헌트)와의 약속도 저버리고 해외로 출장을 떠난다.
하지만 착륙 직전 타고 간 회사 전용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기후 악화로 바다에 추락한
다. 구사일생으로 무인도로 떠밀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해 간다.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생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다시 한 번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
게 한다. 코코넛 열매를 따 먹고,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고, 몸이 아플때는 어떻게 견
뎌야 하는지, 불은 어떤 방식으로 피워야 하는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떠
한 것이 있는지, 약혼녀가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 견디는 방법 등 도시화된 문명세계에
서 고립되어 나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짜여진 시간 속에
초 단위로 바쁘게 살아왔던 주인공은 자연의 흐름 속에 해가 뜨고 지는 모습으로 시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출연 톰 행크스(척 놀랜드 역)
헬렌 헌트(켈리 프레어스 역)
닉 세어시(스탠 역)
크리스 노스(제리 로베트 역)
장르 드라마
개봉 2001년 02월 03일
상영시간 143 분
국가 미국

166

간을 추정하며 살아간다. 홀로 남겨진 인간은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야만 생존이 가
능한 것이다.
무인도에서의 삶의 목표는 탈출하여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랜 시간
준비 끝에 뗏목이 완성되었다.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희망을 가득안고 큰 파도를 헤치
면서 바다를 향해 정진하는 그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던 어느날 운이 좋게 화물선을 만나 구조가 된다.
하지만 구조된 후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고향에서는 성대하게 맞이
하여 주었고, 회사도 복직시켜 주었지만 사랑하던 약혼녀는 이미 다른 남자
와 결혼한 상태였다. 이후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
한 후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빨리 발견한다.
여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영상미이다. 아무도 살지 않은 자연상태의 무인
도의 영상은 고독하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되였다.
또한 이곳에서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도 때로는 생동감있게, 때로
는 고독하게,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러한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영화이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날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 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바람직한지? 주변의 사람들
과의 관계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의 내 모습은 과연 행복한지? 우
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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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동아리 소개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공기놀이 스킨스쿠버는?
안녕하세요.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대표 강사 김성진입니다.

글 김성진 (공기놀이 대표, PADI & SSI 강사)

2002년 군대에서 처음 스쿠버를 접하고 전역 후에도 큰 매력을 느껴 2008
년 12월, 다이빙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온라인
카페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글로 기록하는
것도 좋아해서 투어와 교육 때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카페에 올리기 시작
했습니다. 초기 회원 수는 20명 정도로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였는데 회원
분들이 글이 재미있으셨는지 정기구독(?) 해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국내 위주로 투어를 다니다가 공기놀이
의 첫 번째 공식 해외 투어로 팔라우를 갔다 온 뒤, 제가 개인 블로그에 작
성한 후기가 국내 최대 여행사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 운 좋게 포털 검색사이트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되어 이를 계기로 회원 수
가 순식간에 늘어나 천 명 가까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회원 수를 보며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큰 부담감도 함께 밀
려 왔습니다. 갑자기 커져버린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제 다이빙 지식과 스킬
이 부족한 것 같아 선배 강사님들의 조언을 구하며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
고, 강사가 아닌 회원으로서 다른 투어도 참가해 보고, 여러 단체와 다이빙
형태, 서적 등 가리지 않고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려고 노
력하였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지식과 스킬 향상을 위해 수영장 연습을
하며 새로운 다이빙을 찾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기놀이 구성과 운영 방침
현재 공기놀이는 누적 회원 수 6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저
를 포함해 교육 및 투어를 기획·진행하는 강사진 5명과 행사 및 정모를
기획·진행하는 운영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진은 스쿠버교육/
응급처치교육/투어기획 등 각 분야별로 역할이 주어지고, 운영진도 신입회
원/행사/정모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은 1년에 한 번, 활동성과 친화력이 좋은 분들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
정이 되며 임기 동안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놀이는 강사 및 운영진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과반수가 20~30대의 젊
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피로 똘똘 뭉친 공기놀이에서
다른 어느 그룹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느낄 것이라
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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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공기놀이에서는 매달 정규 오픈워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 기수당 평균 20명씩
새로운 다이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스페셜티 다이빙 교육과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
육을 위해 강사와 학생의 비율을 1:3 정도로 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정규 교육 시간 일정에 맞지 않는 분들은 카페 내‘교육 신청방’
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개별 신청해 주시면 맨투맨 교육도 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색다른 투어
매 주마다 국내 투어, 한 달에 한 번은 해외 투어가 계획되어 있으며, 연 2회 시즌 캠프
(하계·추계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어지는
시즌 캠프는 기간 내 개인의 일정에 맞게 자유롭게 참가하는 것으로 매 시즌 거의 100
여명 정도의 다이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투어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회원들
이 일정 조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원하는 일정을‘투어 신청
방’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주중, 주말 상관없이 바로 카페에 공지를 하고 3인 이상 모일
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어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 다이빙/펀 다이빙/텍 다이빙/드라이슈트 다이빙 등
으로 세분화하여 각 다이버들의 레벨에 맞는 다이빙을 제공함으로써 재미와 안전이 배
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후 맛집
탐방, 영화 관람, 볼링 등 레저 및 문화 활동도 함께하며 차별화된 즐거움을 가진 투어
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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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활동을 통한 가족적 분위기 형성
제가 공기놀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원들 간의 유
대관계와 인맥형성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이해
관계를 떠나 누구나 공기놀이 다이버라는 것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목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 달 그 달의 생일인 분들을 축하해주는 생일자 정모가 진행되며 그 외에
도 신년회, 봄 소풍, 체육대회, MT, 공연관람, 송년회 등 항상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 때는 풍부한 사은품 및 회원들의 재
능기부 또는 나눔 경매를 통해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
하고 있습니다.
공기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활동하고 있으며 동해 로그만 100회가 넘는
여고생 다이브 마스터, 평생 버디 부부다이버, 화기애애한 부녀다이버 등 몇
천 명의 회원들이 공기놀이라는 한 지붕아래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
다. 또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 자기 일처럼 도움을 주며 진짜
가족 같은 동호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회원분들이 최대
한 서로 알고 지내며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놀이는 모든 다이버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과 부담 없이 함께하고 싶은 다이버, 다이빙 뿐 아니라 먹거리, 볼
거리, 즐길거리를 누리고 싶은 다이버, 함께 할 버디를 찾는 다이버, 해외에
서 자격증 취득 후 국내 경험이 없는 다이버, 본인의 강사가 활동이 없어
외톨이가 된 다이버, 바다가 너무 좋지만 혼자하기엔 아직은 두려운 다이
버, 진짜 가족 같은 동호회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공기놀이는 그런 여린 부
분을 안아줄 수 있는 많은 다이버들의 쉼터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공기놀이 가족이 되시면 됩니다. 예전 동호회들의 이미
지였던 체계적이지 않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이미지를 벗어나 공기
놀이는 여느 센터만큼 체계적이지만 다른 센터들에서는 볼 수 없는 회원들
간의 정이 존재하는 다이버들의 공간, 다이버들의 놀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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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놀이와 공놀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운영진들이 말하는

1
김성진 (32세 / PADI & SSI 강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70%는 땅이 아닌 바다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아닌 수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30%가 아닌 전 세계 100%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놀 다이버들은 제가 누구보다 아끼고 사
랑하는 분들입니다. 공기놀이라는 이 작은 공간에서
공놀러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
며, 앞으로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함께 호
흡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최선
다해 공놀 다이버 분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공놀러 여
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6

안지혜 (29세 / 장비담당)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다이빙이 이제는 뗄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
다. 같은 포인트를 들어가도 매번 다른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스쿠버다이
빙처럼 공기놀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이빙에 빠지지 못했을 거예
요. 항상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김성진 강사님과 탄탄한 팀웍으로 뭉친
강사진, 운영진들이 있는 공기놀이에서 좋은 추억 행복한 기억들 그 이상
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1

7
최예종 (32세 / 신입회원담당)

3

2

이혜미 (33세 / 운영실장)

2013년 3월 8일 동해에 풍덩. 그 후로 일 년 동안 공기놀
이에 푸욱 빠져 제 인생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시간을 보
내고 있네요. 좋은 사람들 좋은 순간들이 제 인생을 빼곡
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2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꾸리는 모습 보며 그 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봅니다. 동호회에 혼자 나오기 어렵고 적응을 잘 못할까
두려우시죠? 당연히 첫 모임부터 완벽히 적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
만 함께 웃고 떠들며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한 가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추
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
조영은
5

4

3

6

하성태 (29세 / 투어담당)
바다라는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있게 해준 공기놀이~
더불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게 해준 공기놀이~
반복되던 일상을 벗어나보고자 시작했던 스쿠버다이빙~
그렇게 공기놀이를 만나~ 이제는 투어 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바닷속 세상과~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도 공놀러가 되어 공기놀이에서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4
김윤아

공기놀이는?

9
백경재 (32세 / 기존회원담당)

8

(29세 / 교육담당)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공기놀이는 그 어떤 센터보다 체계적입니다. 최고의 강사진들이 최고
의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외에도 테크니컬 다이빙 등 여러 종류의 다이빙을 접하며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배워가며 서로 공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이빙을 하며 하나하나 추억
을 만드는 공놀러는 남녀노소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공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기놀이에서 오래 오
래 다이빙 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실 예비 공놀러분들은 어서 함께해요.^^

5
정은혜 (29세 / 응급처치교육 담당)
다이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좋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다이빙을 하는 것이 훨
씬 더 즐겁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놀이에서 저는 좋은 사람들과 다이빙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어 정말 행복해
요!^-^ 다이빙을 더 즐겁게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공기놀이의 문을 두드
려주세요!

(28세 / 정모담당)

스쿠버다이빙은 언제나 매력적인 레포츠지만 공기놀이와
함께하는 투어에는 분명 특별함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새
로운 이벤트들로 가득한 공기놀이에 있으면 모두 동심으
로 돌아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근심도 모두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공놀러들과 함께 저도 언제까지나
공기놀이의 일원이고 싶어요♥

레저나 운동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저에겐 스쿠버다이빙이란 재밌지만 무
섭고 걱정되는 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놀이를 만난 이후 물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의지도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이
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다
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준 공기놀이를 사랑합니다♥

7

10

송병학 (28세 / 행사담당)

9
10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비행기도, 기차도
아닌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놀은 제게 그런 곳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즐
거운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
람들이 있는 곳,
물론, 처음은 누구나 어색하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저
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공놀 특유의 편안함에 동화
될 수 있었습니다. ^^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함
께 할 수 있는 공기놀이와 함께 즐거운 다이빙을 시작
하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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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투어 정보

2014 년
다이빙투어 일정 안내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AGGRESSOR나 DANCER 리브어보드를 타고
다음 지역에서 다이빙을 원하시면 (주)액션투어로 연락하세요.
Bahama, Belize, Cayman, Cocos, Dominica Republic, Fiji, Komodo
Maldives, Myanmar, Palau, Red Sea, Thailand,Turks Caicos

코스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제주도 다이빙

미크로네시아 축

인도네시아 코모도

출발 2014년 6월 6~19일

출발 2014년 8월 14~17일

출발 2014년 7~8월

출발 2014년 9월 3일~10일

일정 19일 일정 / 육상 관광 후 21일

일정 3박 4일 / 2일 다이빙 +

일정 1차 8박 9일, 2차 6박 7일

일정 7박 8일

모집 예정일정

모집 확정출발

귀국 예정

1일 육상관광

모집 확정일정

특징 이제는 제주도도 필리핀처럼 따

특징 2차 세계대전의 전흔이 그대로

특징 추석 연휴를 이용해 코모도 도

특징 갈라파고스를 능가하는 망치상

뜻하여 다이빙을 즐기기에 좋다!!

남아있는 그곳, 축으로 액션에서 다

마뱀을 만나러 갑니다.

어의 고향, 코코스 아일랜드로 2014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맛있는 것도

시 떠납니다.

년 떠납니다. 좀 더 좋은 바다 환경

먹고, 다이빙도 하고, 1석 2조 스케줄.

을 만나기 위해 6월로 일정을 옮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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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팸투어
출발 2014년 7월 3~9일
일정 6박 7일
모집 확정일정(20명 선착순 마감)
특징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를 위한 럭셔리 팸투어로 5가지
테마와 함께 하는 남태평양 피지 다이빙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시출발

푸켓 시밀란

팔라우 리버보드

2015 투바타하

에쿠아도르 갈라파고스

출발 2014년 12월

출발 2015년 1월 말

출발 2015년 4월 30일~5월 6일

출발 2015년 11월

일정 5박 6일

일정 8박 9일

일정 6박 7일

일정 10박 11일

모집 예정일정

모집 예정일정

모집 확정출발

모집 예정일정

특징 2014년 싱글다이버 시밀란 리

특징 팔라우 다이빙의 새로운 제안,

특징 2015년 5월 황금연휴를 이용,

특징 갈라파고스로 다시 떠납니다.

버보드, 다이빙 미팅~

리버보드 SOLITUDE ONE. 인천/팔

3일의 휴가로 떠나는 유네스코 문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곳.

라우 직항 일정을 이용한 최고의 스

유산 투바타하.

케줄. 페렐리우까지 팔라우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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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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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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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해외여행 시 환전하기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는 것은 필요한 준비사항 중 하나다. 환전을 할 때 효율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여행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전은 은행에서 할 수 있지
만 모든 은행지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외환영업을 하는 영업점에서만 할 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 은행지점에서 외환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영업점을 만날 수 있다.
환전을 할 때 환율은 환전하는 시간이나 은행에 따라 환전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환전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공항
내에 있는 환전소이다. 여행 당일 공항에서 환전할 수 있어 편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를 원한다면
미리 환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환전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시간별, 은행별로 돌아다닌
다면 낭비되는 시간과 교통비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각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환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별 환율을 확인하고 저렴한 은행을 선택한 후 환전하는 게 좋다. 일부 은행
에서는 고객의 거래실적과 신용에 따라 환율을 조정해주는 은행도 있다.
환전 수수료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수
료의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환전은 우선 인터넷뱅킹이 되어야 하

* 2014년 3월 26일 환율

며 환전할 돈을 넣을 통장이 있어야 한다. 신청한 후 환전할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국가

화폐단위

환율($1)

다음 날 해당은행 지점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여행 당일 공항 해당

인도네시아

루피(IDR)

11,344

은행 환전소에서 외화를 받을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링깃(MYR)

3.31

태국

바트(THB)

32.39

<참고>

미얀마

짯(MMK)

966

- 은행이나 공항에서 바로 환전을 하려면 실명확인을 위해

이집트

파운드(EGP)

6.96

반드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남아공

란드(ZAR)

10.7

브라질

헤알(BRL)

2.3

에콰도르

달러(USD)

1

미국

달러(USD)

1

- 출국시 미화 $10,000 이상의 현금을 지참할 때는
공항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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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수표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필수품 중의 하나가

여행자수표 장ㆍ단점

여행자수표(T/CㆍTraveler’
s Check)다.

여행자수표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전성이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여행자수표는 우리가 일반적

최근 신용카드의 사용이 많아지고 해외

으로 쓰는 자기앞수표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 번 쓰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에

에서도 국내 계좌와 연계하여 돈을 뽑아

서 쓸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쓸 수 있는 글로벌 현금카드 이용객이

중요한 것은 여행자수표는 수표를 도난ㆍ분실했을 때도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여행자수표는 안전

는 신용카드나 현찰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는 큰 차이다. 현찰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방법이

성ㆍ환율 등의 측면에서 해외 여행객에

없고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여행자수표는

게 유용하다. 하지만 배낭여행객들이 주

수표의 일련번호와 구입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현지 제휴은행에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환

로 사용하는 유스호스텔, 패스트푸드점

율 측면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행자수표는 기준 환율이 따로 있

등에서는 여행자수표를 직접 받지 않는

어 국내에서 수표를 구입할 때 현금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는다.

다. 여행자수표, 어떻게 써야 나에게 유

여행자수표를 구매할 때 Purchase Agreement(구매계약서)와 함께 여행자수표의 번호를 별도로

리한 걸까.

기재해 놓으면 분실 시에 신속하게 환급이 가능하다.
여행자수표는 환전할 때 현찰에 비해서 환율 수수료가 저렴하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현금으

여행자수표란?

로 환전하는 것보다는 여행자수표로 환전하는 것이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이다.

여행자수표는 Traveler’
s Check를 줄여

여행자수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현지의 은행 및 환전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서 T/C 라고도 한다.

물론 여행자수표도 불편한 점이 있다. 호텔, 백화점, 면세점 등 큰 상점에서는 여행자수표를 받

해외 여행자가 여행 중에 현금 대신 사

아주지만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같은 작은 상점에서는 여행자수표를 취급하지 않는다. 즉 직

용할 수 있는 수표가 여행자수표이다.

접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신용카드나 현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여행자 수표는 현

해외여행자의 여비를 휴대하기 간편하

찰보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후 남은 여행자수표를 은행에 다시 팔

고 현금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생기는 위

때 건당 추심 수수료가 있다. 이 수수료는 해외은행에서 여행자수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표이다.

발생하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수표금액이나 장수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으로 계산된다.

AMEX 발행 여행자수표의 종류

여행자수표 사용방법

국가

화폐단위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아멕스(AmexㆍAmerican Express) 여행자수표를 취급하고 있다.

미국 달러

USD 50, 100, 500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유로화 등 주요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여행자수표를

유로화

EUR 50, 100, 200, 500

살 수 있다. 여행자수표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미국 달러는 50ㆍ100ㆍ500ㆍ1,000달러, 유

영국 파운드

GBP 20, 50, 100

로화는 50ㆍ100ㆍ200ㆍ500유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캐나다 달러

CAD 20, 50, 100, 500

여행자수표는 사용자가 사인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여행자수표를 산 뒤 사용하기 전에

호주 달러

AUD 20, 50, 100, 200

미리 사인을 하게 돼 있다. 나머지 한 곳은 수표를 쓸 때마다 사인하게 되며, 사인이 두 곳에 모

일본 엔화

JPY 10,000, 20,000,
50,000

두 된 여행자수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여행자수표의 사인은 본인의 여권에 있는 사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한글로 하면 외국인이 사인을 모방하기 어려워 분실 시에도 습득한 사람이 사
용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특히 분실이나 도난을 대비, 여행자수표를 받게 되면 이를 복사하거나
일련번호를 따로 적어둬야 한다. 재발급 시 필요한 구입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때마다 적어둔 일련번호에 표시를 해두면 재발급을 받을 때 사용된 수표인지 일일이 확
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행자수표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
여행자수표의 구매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여행자수표를 구매하면 Purchase Agreement
(구매계약서)는 꼭 별도로 보관하고, 여행자수표의 번호도 따로 기재하여 두어야 한다. 여행자수
표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니 꼭 따로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수표 분실했을 때
분실 또는 도난 시 연락처 : AMEX T/C. 82-2-399-2981
분실, 도난 시 신고는 본인이 하고, 부득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다시 신고하고, 분실 신고 시 정확한 분실수표의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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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숨결 하나하나가 찬란해진 디퍼다이버에서의 텍 다이빙

를 시작하며!
“최고의 아래 단계”
글 양승두 (PADI DIVE MASTER, PADI TEC TRIMIX DIVER)

변에 자리 잡고 있는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 두 달 동안 내 인생
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투자의 결과
는 나의 33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열정적이었으며 그리
고 격정적인 감동이었다. 이제 그 기억의 편린들 속으로 되돌아
가보고자 한다.
2014년 3월 18일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도착하여 세부에서 1박
을 하고, 다음날 보홀의 디퍼다이브리조트에 도착을 하였다. 디
퍼다이브리조트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하였고, 지내
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첫 번째, 리조트를 신축하여 매우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지내는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음식이었는데 한식과 양식 그리고 필리핀식 등 다양한
메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외국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가 않았다. 오히려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이 있었고 가끔은 교
육생들과 펀 다이버들과 같이 가까운 알로나비치-레스토랑과 맥
주 등을 먹을 수 있는 바가 해변에 집중되어 있는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가장 번화한 비치에서 저녁을 먹는 등 다양한 먹거리로
인해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
세 번째, 다이빙 오퍼레이션이었다. 보홀에서 10여 년의 관록이
말해 주듯이 다이버의 레벨에 맞게 다이빙을 할 수 있게 가이드
와 팀 구성을 해주어 너무나 편안히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초보
교육생들은 초보 교육생들끼리 다이빙 방카 보트를 따로 운영하
여 교육생들과 펀 다이버들이 전혀 불편함을 찾을 수 없었다.
네 번째, 중부 필리핀 최대 규모의 수영장이었다. 길이 25m, 폭
5m, 깊이 4m의 대형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수영
장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 중이라도 바다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리
조트로 돌아와서 언제든지 부족한 스킬을 다시금 연습할 수 있
어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또한 나와 같은 텍다이빙 초
나는 4년 정도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던 연

보자는 많은 연습이 곧 실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디퍼다이브

구원이었다. 어느 날 나 자신에 대한 힐링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하여 직장

리조트의 수영장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다.

생활을 잠시 마무리하고 2달가량의 자기 충전 시간을 가지고자 한국을 떠나

다섯 번째, 나이트록스와 트라이믹스 가스 블렌딩 시스템이었다.

보홀의 디퍼다이브리조트를 찾았다.

사실 테크니컬 다이빙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디퍼다이브리조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이빙을 하는 지인들의 강력한 추

중에 하나가 트라이믹스 다이빙의 헬륨 가스 비용이었는데 디퍼

천 때문이었다. 올해 초에 오픈워터와 어드벤스드 라이센스를 세부 막탄에서

다이브 리조트는 이와 같은 근심거리를 한 방에 날려 버리는 가

취득하여서 새로운 곳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이미 교

스 블렌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존의 트라이믹스 다이

육 다이빙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곳이고 결정적으로 지인들의 강

빙은 사용하고 남은 트라이믹스 가스를 부스터 펌프를 이용하

력한 추천으로, 필리핀 보홀의 팡글라오섬안에 있는 다나오라는 작은 시골 해

여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부분압 방식으로 다시 충전하려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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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최신
의 기계식 블렌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남은
트라이믹스 탱크에 공기 충전하듯이 원하는 트라이믹스 기체
농도만 입력하면 센서가 감지하여 공기탱크에 삽시간에 원하
는 트라이믹스 가스가 충전되었다. 그래서 예상한 금액의 절
반 정도밖에 가스비가 나오지 않아 매우 놀란 기억이 난다.
여섯 번째, 역시 디퍼다이브의 최대 장점인 교육 시스템이었
다. 보홀의 70여 개가 넘는 다이빙 센터와 리조트 중에서 PADI
5스타 IDC 리조트이면서 TECREC 센터는 디퍼다이브가 유일
하다. 내가 있을 당시만 해도 장태한 강사님을 비롯하여 바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 강사님들이 4분, 중국 강사님들
이 2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한국 다이브 마스터가 5분이 항
시 디퍼다이브에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어떠한 교육도 안전
하게 진행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IDC도 가능해져서 정말이지 글로벌한
디퍼다이브리조트였다. PADI 강사 교육과 테크니컬 다이빙 교

4월 20일(일)

육은 주로 장태한 강사님이, 레크레이션 다이빙 교육은 양선

오전 시간은 교육장에서 TEC 40 과정에 대한 브리핑과 이론 교육을 받았다. 간단

주 강사님, 이재한 강사님, 전다영 강사님이, 중국인들의 교육

히 요약하면 만 18세 이상의 다이버로서 PADI AOW 자격이나 타 단체 동등 자격,

은“토니”
라는 중국인 객원 강사와 그의 여자 친구인“유키”

딥 다이빙과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스페셜티 라이선스가 있거나 타 단체 동등

강사가 전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어, 영어 IDC는 말레이

라이선스를 소지, 30회 이상의 다이빙 로그 중에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를 이

시아에서 거주하는 PADI CD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용한 다이빙 로그가 10회 이상, 30m에서의 다이빙 로그가 10회 이상 그중 7회는

한다. 한국인 강사님들은 3분이 PADI 엘리트 강사여서(장태한

30m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한 로그가 있으면 입문 자격이 주어진다. 텍 40

강사님이 300 엘리트 강사, 양선주 강사님이 200 엘리트 강

은 공기 또는 1.4ata 산소 분압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나이트록스를 메인 가스로

사, 이재한 강사님이 100 엘리트 강사) 그 교육의 질과 노하우

사용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감압 다이빙과 필요하면 50% 이내의 나이트록

는 다른 다이빙 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었다.

스를 이용하여 가속 감압을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그 외에도 필리핀 직원들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맡은 일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다이빙이었다. 오후에는 오전에 교육받은 이론을 바탕으로

에 대한 전문성이 유독 돋보였는데 그 이유가 디퍼다이브리조

장비도 결합해 보고 육상에서 여러 가지 드릴 연습을 하는 랜드 드릴을 통해 내일

트의 직원들의 근무 년 수가 대부분 길게는 창립 당시부터 시

실습할 내용을 미리 예습해 보기도 하였다. 저녁 시간은 당근 이론 교육을 실시하

작해서 10년 이상, 적게는 최소 6년 이상이라는 사실이었다.

였다. 특히나 내일 실시할 드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비디오 시청은 이미지 메이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미리미리 준비하

킹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매일 수중에서의 드릴 훈련을 장태한 강사님이

고 배려해 주는 서비스에 감동하였다.
또한, 다이빙 전용 방카 보트도 다이버들의 입수 동선과 출수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넓은 갑판은 수면 휴식을 취하
기에 아주 적합하였다. 특히 텍다이버들을 고려하여 더블 탱
크를 더욱 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방카 보트
앞쪽의 케빈 선반은 한국 다이버들의 평균 키 높이까지 고려
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정말이지 다이버를 위한 배려가 돋보
이는 대목이었다.
며칠 동안 손님들이 많아서 다른 샵에서 방카를 렌탈하여 사
용하였는데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매력
적인 장점이 있는 지닌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 레크리에이션

“고 프로”
를 이용하여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이것을 디 브리핑 자료로 활용, 자세
교정과 수중 드릴의 문제 부분을 쉽게 이해, 분석하고 또한 보완할 수 있었다. 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디 브리핑의 위력은 TEC 50 과정이 끝날 즈음 교정되고 변
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4월 21일(월)
TEC 40 과정의 첫 훈련 다이빙이다. 발리카삭섬의 CATHEDRAL 포인트 수심 5m
REEF 지대 중에서 바닥이 모래인 지역에서 실시한 것은 잊을 수가 없다. 몸은 초
보 다이버 마냥 균형을 잡지 못해 전후좌우 분간을 하지 못하고 기우뚱거렸고,
중성 부력도 맞추지 못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야말로 난동을 부렸다. 훈련 다이
빙 128분 동안 한 번도 바닥에 앉지 못하고 수평 트림의 자세를 잡고 드릴을 연
습하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트림과 밸런스도 잘 맞지 않으니 호흡은 거

다이빙 교육은 레스큐 코스, 다이브마스터 코스, 그리고 딥다

칠고 공기 소모량을 어마어마했다. 같이 TEC 40을 시작했던 동기생 한분은 첫

이빙과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스페셜티 코스 교육을 받고

훈련 다이빙에서 포기하였다. 나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텍 다이버의 첫 번째

대망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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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인내”
라는 말을 곱씹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두 번째 훈련 다이빙

을 하는 감압 스케줄이었다. 감압은 50%하고 스케줄은 40%로 하는 것으

은 첫 번째보다는 많이 적응하여 다이빙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밸런스와

로 계획했더니 1분 정도의 감압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로써 TEC 45 코스

트림도 약간은 좋아진 듯하여 기분도 좋았다. 장태한 강사님의 말씀으로는

가 마무리되었고 부족한 이론 부분과 숙제 그리고 잘 안 되는 드릴 부분을

좋아지다가 나빠지고, 잘 되다가 안 되고, 안 되다가 잘 되기를 반복하니 인

MAKE UP하는 시간을 하루 가지기로 하였다.

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마지막 희열의 주인공이 될 거라 하셨다.

4월 25일(금)
4월 22일(화)

이론 교육과 더불어 단계별 감압 상승과 가스 스위치 연습을 위주로

TEC 40 코스의 훈련 다이빙 3과 훈련 다이빙 4에서는 실제 감압 다이빙하

MAKE UP을 실시하였다. 레벨에 맞는 지식과 다이빙 스킬을 가지고 있어

는 일정이었다. 밸런스와 트림이 또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정말이지

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MAKE UP 교육을 받았다.“문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또 잘 되는가 싶으면 안 되고 혼돈의 연속이었다. 그

무를 겸비한 장수가 진정한 장수이듯 이론과 실기 이 두 가지 모두를 완

리고 밸브 드릴과 NO TOX 절차에 의한 가스 스위치가 유난히 잘 되지가

벽히 소화해야 진정한 텍다이버로서 소양을 갖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

않았다. 특히나 허리 D링에 디코 탱크가 잘 걸리지가 않아서 시간을 많이 지

로 열심히 하였다.

체하였고 설령 운 좋게 걸었다 하더라도 게이지 클립과 꼬여서 강사님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다. 장강사님의 시범을 볼 때는 무척이나 쉬워 보였지만

4월 26일(토)

막상 하려니 클립 하나 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는 정말 몰랐다. 실제

TEC 50 코스의 훈련 다이빙 1을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다

40m에서의 감압 다이빙은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21m에서 SMB

이빙은 75분, 두 번째 다이빙은 114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한 드릴을

를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또 한 번의 지적을 당했

구사할 수 있게 정말이지 열심히 하였지만, 생각만큼은 만족스럽지 못했

다. 밸브 드릴의 근육 기억력화, NO TOX 절차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가

다. 특히나 TEC 50부터는 디코 탱크가 1개 더 늘어 2개의 디코 탱크를 운

스 스위치, 수심을 정확히 지키는 단계별 상승 그리고 트림과 밸런스. TEC

영해야 했다. 장태한 강사님이 40큐빅 사이즈의 디코 탱크 하나에 80큐빅

40 코스의 대표적 지적 사항을 디 브리핑받고 피곤한 하루를 마감하였다.

사이즈의 디코 탱크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실력을 향상 시
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TEC TRIMIX 65 과정까지 계속 그렇게 연습을

4월 23일(수)

하였다. 가스 스위치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계속된 연

강한 조류 속에서 무려 129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TEC 45 훈련 다이

습의 하루였다.

빙 1을 끝낼 수 있었다. 점점 기존의 드릴 훈련에서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드릴들. 오늘도 역시 디코 탱크를 스테이지 한 후 다시 리트리브 하는데 허

4월 27일(일)

리 D링에 걸리지가 않아서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장강사님이 항상 입버릇처

TEC 50 훈련 다이빙 2. 시뮬레이션 감압 다이빙 훈련 중에도 가스 스위치

럼 하시는 말씀이“연습이 대가를 만든다.”인데 연습을 해도 해도 잘 되지

연습을 계속 실시하였다. 50%를 40큐빅 탱크에, 100%를 80 큐빅 탱크에

가 않아 장강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돌아오는 답변은 아주 간단하였

담아 디코 탱크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는 왼쪽에 디코 탱크를 몰아서 차는 방

다.“연습이 부족했나 보네. 잘 될 때까지 하자.”
였다. 그래 잘 될 때까지 하

법을 선택하여 다이빙 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연히 저농도의 디코 탱크를 위

면 되지. 그리고 63분 만에 훈련 다이빙 2를 마무리 지었다. 리조트로 돌아

로, 고농도의 디코 탱크를 아래로 착용을 하였는데 이것을 수심과 자세를

가는 방카 보트 뱃머리에서 시무룩한 나를 보면서 장강사님께서 나에게 해

깨뜨리지 않고 유지한 채로 바꾸어 무는 것이 생각보다는 만만하지 않은 드

준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트림과 발란스는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릴이었다. 이 가스 스위치 드릴이 TEC TRIMIX 코스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

감이 올 것이고, TEC 다이빙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만 잃지 않는다면 숙달은

까지 나를 괴롭히는 드릴이었다. TEC 50 훈련 다이빙 3은 실제 감압 다이빙

내가 시켜 주마.”나는 그 후로 TEC의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었다. 50m에서 15분을 있다가 21m부터는 50%로 감압을 하고 6m부터는
100% 산소 감압을 하는 다이빙이었으며 3m씩 상승을 하면서 감압을 하였

4월 24일(목)

다. 가스 스위치 때 시간을 많이 사용하여 감압 시간이 5분이나 초과하여 가

TEC 45 훈련 다이빙 3.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TEC 45 훈련 다이빙 1에서

스 스위치 드릴을 MAKE UP 하기로 하였다.

비상 부력 기구를 이용한 HOVERING 1분을 연습하였는데 훈련 다이빙 3에
서는 백업용 부력 시스템을 이용하여 12m, 10m에서 시뮬레이션 감압을 실

4월 28일(월)

시하고 6m에서는 NO TOX 절차에 의한 가스 스위치와 AIR BREAK 연습도

가스 스위치 드릴 MAKE UP. 59분 동안 가스 스위치 드릴 연습만 하였다.

실시하였다. 그리고 밸브 드릴 연습도 허용 오차 1m 이내에서 실시하였다.

장강사님의 가스 스위치 때 손가락 위치와 손 모양, 디코 탱크 클립의 위치

단계별 감압 상승은 수심 오차를 많이 위반하였지만, 가스 스위치는 많이

와 모양, 허리 D링의 위치 파악과 게이지 클립과의 얽힘을 방지하는 방법 등

좋아졌다고 칭찬까지 들었다.

의 비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시범을 보아가며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렇

역시“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 하더니 스승에게 칭찬을 받은 그 기

게 열심히 연습을 하였더니 1분 안에 가스 스위치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분이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매우 감격스러웠다. 훈련 다이빙 4는 실제 감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못 할 줄 알았던 드릴을

압 다이빙이었다. 45m에서 20분, 21m부터 3m씩 상승을 하며 50%로 감압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성취감에 매우 기뻤다. 당연히 TEC 50 훈련 다이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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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힘들이지 않고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포기하지 않는 한 하지 못 할 것

스란 산소의 농도가 21%인 트라이믹스 기체를 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END

은 없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아로새기는 그런 날이었다.

를 40m로 해서 TM21/23으로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훈련 다이빙 3에서는
55m에서 20분, 감압 기체는 50%와 100%를 훈련, 다이빙 4에서는 50m에서

4월 29일(화)

20분, 감압 기체는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발리카삭섬의“마린 생츄어리”
란

TEC TRIMIX 65 훈련 다이빙 1. 추가된 드릴은 디코 탱크 4개를 리트리브

포인트에서 훈련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그 웅대하고 장엄한 직벽에 감동했고

하고 60m를 유영하는 드릴, 마스크 없이 디코 탱크 4개를 리트리브 하는

수정처럼 맑은 시야에 넋을 잃었다. 많은 다이빙 경험은 없지만, 자연의 위대

드릴, 정밀한 감압 상승을 훈련하기 위한 1m 상승(상승 오차 40cm), 1m

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낀 그런 다이빙이었다. 이런 기분 때문에 텍 다이

씩 상승하면서 가스 스위치 실시, 밸브 드릴을 실시(허용 오차 1m)하였다.

버들이 심연의 대심도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수면에 올라와서는 수면에서 무의식 다이버 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레
크리에이션 다이빙의 레스큐 훈련 #7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5월 1일(목)

만 쟈켓형 BCD가 아니고 블레더에 하네스이므로 이것을 벗겨 내기란 생

TEC TRIMIX 65 훈련 다이빙 5. TM18/33의 트라이믹스 가스를 이용하

각보다 매우 힘들었다. 실제 상황이라면 칼로 하네스를 절단하고 구조하

여 65m에서 20분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감압 기체는 50%와

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TEC 50에서의

100%를 사용하였다. 어제에 비해 단 5m 수심만을 더 내려왔을 뿐인데 분

MAKE UP으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 훈련 다이빙이었다. 훈련 다이빙

위기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다. 잠수 전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2는 50m에서 20분을 머무르고 상승하는 감압 다이빙이었다. 일종의 평가

바닥에 안착하고 나니 묘한 흥분감이 나를 충만시켰다. 질소 마취의 껄끄러

다이빙이었다. 이것도 무사히 패스! 아직 2가지 기체의 가스 스위치가 왔다

움이 사라진 말끔한 정신으로 바라본 심연은 코발트블루의 파스텔 물감 속

갔다 하지만 자신감은 있었다.

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신비로웠다.“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고 걱정이었던 가스 스위치마저도 예술적으로 오케이. 나의 다이빙 경력에

4월 30일(수)

절대 잊지 못할 환상의 다이빙이었다.

TEC TRIMIX 65 훈련 다이빙 3과 4. 놀목식 트라이믹스 기체를 사용하여 실
제 트라이믹스 감압 다이빙을 실시한 훈련 다이빙이었다. 놀목식 트라이믹

그 후로 3일 동안의 휴식과 이론 공부와 숙제를 할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5월 4일에 TEC TRIMIX 70m를 20분, 5월 5일에 TEC TRIMIX
80m를 15분, 5월 6일에 TEC TRIMIX 90m를 15분, 5월 7일에 대망의
POST TRIMIX 100m를 15분 동안 즐겼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가지고
들어가는 기체의 종류도 하나씩 늘어나고 가스 스위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였다. 더불어 늘어난 기체의 개수와 실력만큼 나의 책임감도 그
렇게 정비례로 늘어남을 알았다. 긴 여정의 교육이었지만 단 한 순간
도 지루하지 않았고 헛되지 않았다. 만약 다시 나의 아름다운 33살의
어느 3월로 시간을 되돌려 놓아도 나는 한 치의 주저와 망설임도 없
이 다시 보홀의 디퍼다이브리조트를 찾을 것이며 그리고 힘주어 더블
탱크를 나의 등에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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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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포유류와 인간의 중이강의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프리다이빙이 스쿠버 다이빙과 다른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한된 공기만을 가지고
수중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한 번의 호흡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또한 호흡
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가호흡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가호흡에서
비강과 부비동을 물로 씻어내는 동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비강에 물을 넣고 잠수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바 있어 실제로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 물이 들어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른바‘물고문의 고통’
이 있었지만 자주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코를 막지 않고 거꾸로 잠수해서 코로 물이 들어와 비강을 가득 채워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깊이 들어가고 오래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프리다이버로서는 하강할 때마다 압
력평형을 맞춰줘야 하는 공간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예를 들어 5m 풀 바닥에
내려갈 때는 일단 바닥을 보고 내려가서 중이의 압력평형을 맞춘 후 하늘을 향해 돌아 코를 통
해 비강으로 물을 채우곤 합니다. 그런데 비강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압력평형을 시도하려다
보니 물이 중이로 들어가는 처음 경험해 보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고춧가루 음식을 먹다 사레가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들려 중이로 매운 기운이 올라오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였습니다.

연락처 : 010-4500-9113

그러고 나서 중간에 멈추고 올라와서 생각을 해본 후 이 질문을 드립니다.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고래류나 물개류 같은 수중 포유류의 중이는 공기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물로 채워져 있나
요? 그들의 귓속 상피도 사람과 같은 편평상피세포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구조로 되어 있
나요? 제가 만약 통증을 이기고 훈련을 통해서 중이속에 물을 채울 수 있다면 물론 수심에 따른
압력평형은 맞추지 않아도 될 테지만 귓속 상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일반 피부나 점막과 같은 구조라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고실계와 전정계 양쪽 다 문제가 없을까요?
이 훈련을 계속 진행해도 귀에 기능적 장해를 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프리다이빙 교재에는 중이까지 물을 채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전
에는 그냥 어느 특별한 사람 이야기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알고 나니 시행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의학적 문제의 소지만 없고 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프리다이빙으
로 깊은 수심까지 오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없어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박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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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대 삼가해주세요

참 곤란한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전 다른 포유류의 해부를 전혀 모르고 있고 프리다이빙에 대한 지식도 별
로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
니다. 프리다이빙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무슨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 부비동과 중이강 속으로 물을 집어넣어

으려는 노력으로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BTV나 soft palate control, MDR(mamalian dive reflex)유도, Frenzel,
splenic contraction 방법을 알고자 하는 노력처럼 말이지요.
박사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A 표면활성물질

공기 공간을 없애는 그런 행위는 절대 삼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면활성물질은 모든 기도 점막에서 활동을 하는 생리적인 화학물질로

아니 세계적인 기록을 내기 위해서 꼭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프리다

SURFACTANT(Surface Active Substance)가 영어 용어입니다.

이빙이라는 경기라면 그런 경기 혹은 행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폐포는 워낙 현미경적인 구조라 이 물질의 역할이 유독 중요한 조직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는 것이지 다른 기도 점막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의

인간을 포함하여 공기 공간을 가지고 기도로 호흡을 하는 포유류의 기도

미를 축소해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인체의 생리적인 화학물질입니다.

에는 표면활성물질(SAS : Surface Active Substance)라고 하는 단백질이

돌고래 기도에 이 물질이 있다 없다는 이 토의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덮여 있고 이 물질로 인해 기도가 쪼그라 달라붙는(Collapse) 현상이 방지

으로 보입니다. 또 저는 포유류의 생리와 해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익사의 경우 폐 속으로 물이 다량 들어가서 미세기관세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던지 즐겁고, 유쾌하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지와 폐포의 표면활성물질을 세척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추후 유사 익사
가 아닌 지연 익사(물에 빠졌다가 차차 죽게 되는 것)가 오는 것처럼 비강
으로 부비동으로, 중이강으로 반복적으로 물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의 표면활성물질을 반복적으로 세척해서 없애게 될 것이고 그
로 인한 후유증/합병증 - 만성 비염/부비동염/중이염/이관염 등 피할 수 없
는 부산물을 불러올 것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기도 쪽의 질
환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저로서는 절대 권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스러운 미성을 키우기 위해 남성을 거세당한 파리렐리도 생각나고 세
계 타이틀전을 앞둔 복서가 불어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우
나에서 18시간 땀을 빼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생각나기도 하
고…. 프리다이빙, 그냥 취미생활로 즐기시면 안될까요?

Q

Q 중이의 출혈?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다이브를 시작하는 45세의 남자입니다.
강습 시작한 지 5일쯤 처음으로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 잠수를 시작하는
날 긴장한 탓인지 펌핑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려갔습니다. 수심은 4~5m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려가면서 귀에 아픔이 느껴져 바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잠수를 하는데 펌핑
을 해도 귀는 먹먹한 것 같고 아픔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 올라오니 코에
서 피도 나고 두어 번 하고 나니 귀도 아프고 멍해서 그만두고 나왔습니
다. 그날 밤새 귀가 아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고막이 굉
장히 붓고 중이염 증세에 비염까지 있으니 약 먹고 쉬라고 해서 일주일 정
도 약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고막이 일반인보다 안쪽
에 있고 비염이 있는 상태에서 펌핑을 세게 하다 보니 코안 혈관이 약해

답변에 대한 응답

답변과 저에 대한 염려 감사합니다.

터져 코피가 난 것 같다고 6개월 정도 쉬면서 가끔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박사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저는 취미로 프
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뭐 꼭 기록을 세우려고 깊이 들어가 보겠다
고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물속에서 자유로운 포유동물과 사
람의 이퀄라이징의 차이가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다 시도
한 일입니다. 프리다이빙은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경기가 아니고 자연스러
운 상태로 물속에서 즐기려고 하는 레저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연스러운 상태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도 남아있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수중 포유류들도 다 같은 기도에 표면 활성물
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과 사람의
해부학적인 차이가 비강, 부비동이나 중이 내에 있어서 일까요? 그리고 표
면활성물질은 기도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폐내 작은 폐포에만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으로 제 견해로는 파리넬리나 프로복서의 경우는
자연적인 상태를 파괴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다 생긴 피해라고 생각하
고, 제가 알고자 하는 방법은 사람이 원래 사용하다 잊어버린 기능을 되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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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지난 지금도 가끔 목욕탕 안에서 코 잡고 펌핑을 하면 왼쪽 귀
가 먹먹한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아픔을 느끼는데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
나요? 아니면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몇 개월 쉬어야 하나요?
다음 달에 다이빙 가기로 약속이 되어있는지라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A 중이염이라면!

압력평형을 하지 못해 부비동과 중이에 출혈이 생기고 그것을 적절하게 치
료하지 못해 이차감염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 상태를 잘 치료하고 나서 귀에 아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점에서(보통 1~2개월 걸립니다만) 의사의 진료를 다시 한 번 받고
다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으시면 수영장에 가셔서 다시 한 번 하강과 압력
평형을 연습해본 후 바다로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압력평형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강사분과 잘 상의해보셨으면 합니다.

Q 망막 박리

안녕하세요? 좋은 글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망막박리로 인하여 공막동률술로 수술 후 약 열흘 되는 마스터 다이
버입니다. 수술 후 세수나 목욕을 제한하는 기간이 있는데 스쿠버다이빙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망막박리로 인한 수술 후 스쿠버활동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소중한 시간을 일반 다이버들에게 상담해주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답니다.

A 치유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웹사이트의 Q&A의 내용과 제목에서 망막을 검색해보시면 중심성 망막염
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DAN의 답변을 번역해서 올려둔 내용을 볼 수 있
을 것입니다만 망막 분리에 대한 내용은 처음입니다. 수술해서 완치되었다
면 그래서 분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입수 시점
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과 수술은 다른 장기나
피부보다 치유 기간을 더 길게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 6주의 휴식, 바람직하기는 8주 정도 쉬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안과 의
사가 아닌 이비인후과 의사로서인 저의 권유입니다.

Q 잠수 의학 전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입니다.
취미 겸 레저로 다이빙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보니 점점 다이빙이 대중화되
고,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다이빙하는 여러 분들께 의학적으로나마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
각이 들어, 다이빙의학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공부를 한
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 현재 국내에 다이빙의학의 실정은 어떤지
요? 다이빙의학을 하는데, 필요한 세부전공이나 수련이 따로 있는지요? 알
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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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잠수 의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호주·영국 등 잠수의학 선진국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이 주로 잠수의학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엔프란 혹은 N2O 등 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만나서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경미한 고혈압?

스를 다루는 의학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제

박사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00진입니다.

가 교육받은 분도 호주 로얄 알데히드 병원의 마취과 선생님이면서 챔

연말이나 연중행사 때가 되어야 잠깐씩 보고 지나가는 터라 저를 기억하

버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회원 중 한 분이 경미한 혈압에

국내의 경우 잠수의학 학회가 만들어져 있지 못합니다.

도 다이빙에 지장이 없는지 물어 오셔서 저도 대답할 상황이 아닌지라 박

주로 해군의료원(해양의학연구원 : 해의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영국 등

사님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확인해 보니 높게 나올 때

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잠수의학을 공부하시기는 했지만 전역 후

가 150/100이 나오더랍니다.

잠수의학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은 경남 통영의 세계로병원 외과과장

이 정도 혈압이면 다이빙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시자 원장이신 김희덕 원장님이 거의 유일하시고 다른 분들은 각자

지금까지 다이빙을 해오면서 별 탈이 없던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혈압에

자신의 원 전공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향후 계속 다이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챔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잠수의학은 전문의 과정이 별도
로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흥미로 독학하다가 2005년경 호주의 DAN
Asia Pacific에서 잠수의학 하시는 의사 분을 한국으로 초빙해서 주말

A 심한 고혈압!

이틀 동안 하루 종일 한국의 다이빙하는 의사 분들 8명 정도가 세미나

150/100 이라면 절대 경미한 고혈압이 아니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고

형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분들을 주축으로 DAN AP 후원 한국 다

혈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버 긴급전화(DAN-Sponsorred Korean Diver Hotline 010-4500-

수축기 혈압 150보다 아래 혈압인 이완기 100이 더 나쁩니다.

9113)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혈압은 다이빙에 절대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DAN의 후원 자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다이버 문의전화는 거

지금 당장 혈압이 높다는 사실보다는 나이와 혈압이 높았던 기간 혹은 고

의 매일 3~4통씩 받고 있어 꽤 바쁜 전화가 되었습니다.

혈압의 원인 등이 더 상세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끝도 없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전문의 과정을

150/100이면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는 진단 과정을 거치시고 복약과 운동

밟았던 의사 분이 잠수의학 공부를 하자면 사실 학문적인 부분만 놓

그리고 식이 요법을 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

고 보면 그다지 내용이 방대하지 않은 의학의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와야 합니다.

‘잠수의학’
을 인터넷/Amazone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수도 없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는 DAN AP의 John Lippmann이 기술하고 김희

그리고 적당하게 다이빙도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혈압 조
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덕 원장님 등 세 분이 번역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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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3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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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제2회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수중사진 공개강좌(부산)
2일 PADI IDC(강사개발교육) 예정
6일 액션투어 코스타리카 코코스아일랜드 투어
10일 PDIC-SEI CPR&AED 지도자 과정(10~13일)
12일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12~15일)
14일 DAN 산소응급처치교육 1차
15일 DAN 산소응급처치교육 2차
16일 디퍼다이브리조트 POST TRIMIX 탐험 다이빙(16~22일)
25일 PADI 강사시험(25~27일)
26일 SDI/TDI KOREA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26일~7월 4일)(예정)
27일 PDIC-SEI DRAM(Diver Rescue Accident Management)
지도자 과정(27~28일)

28일 (주)해왕잠수 Bism Repair 세미나
30일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ID Update)
BSAC 대학생 강사교육 접수 마감일

2014년

7월

3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를 위한 럭셔리 팸투어
4일 PDIC-SEI 텍-사이드마운트 지도자 과정(4~5일)
19일 노마다이브 PADI IDC(강사개발교육)
23일 PADI 웨비나

6/21~7/13 YMCA 부산·경남지역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
6/28~7/20 YMCA 광주·전남지역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
6월 중 YMCA 안산·경인지역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
7월 초 IANTD KOREA 트레이너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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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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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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ARES TECHNOLOGY SEMINAR 개최

일시 : 서울(2014년 4월 22일, 화요일), 부산(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장소 : 서울(올림픽 파크텔의 아테네홀), 부산(해운대 그랜드 호텔(스카이홀))
신청 대상 : 다이빙 전문점 및 리조트 대표
마레스코리아에서는 2014년을 맞이하여 다이빙 전문점 대표들을 대상으로
마레스 기술 개발이사 Sergio Angelini(세르지오 안젤리니, 공학박사)가 세미
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신제품 발표, 호흡기의 새로운 기술, 컴퓨터 알고리즘 등에 대한 내
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마레스 제품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관해 질의응답 형
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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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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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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안, 해양 안전사고 막는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원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 발의한‘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안전사고관리규정의 시행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경대수 의원은 태안지역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 관광, 스킨스쿠버와 같은 해양스포
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인명피해를 막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상레저를 위한 보트 운항 시 주의사항
1. 정원 이내 탑승하고 승선자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한다.

9. 수면에 떠다니는 부유물, 밧줄 등이 스크루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운전 시 안전스위치를 허리에 걸어 비상 시 시동이 꺼지도록 한다.

10. 큰 배가 지나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다가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보트가 움직일 때는 모든 사람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

11. 보트 주변에 다이버나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다.

4. 선체와 엔진 기타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2. 다른 보트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행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피한다.

5. 출발하기 전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

13. 음주운행은 절대 삼간다.

(1/3 가기, 1/3 오기, 1/3 여분)

14. 보트 안에서는 구명장비와 소화기를 항상 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6. 무리한 속력을 내지 말며 커브를 돌때는 속도를 줄이고 완만하게 커브를 돈다.

15. 보트를 타고 내릴 때 데크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승객으로 하여금 조심하

7. 운행 시 항상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보트와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게 한다.

8. 물가는 수심이 불안정하고 암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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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물해파리 3대 기원지서 부착유생 제거… 퍼져 나가기 전에 잘라내 효과 커

1 마산만에서 발견된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사진,‘14.3.12

2

해파리 성체를 생산 중인 보름달물
해파리 폴립의 실험실 확대 사진

3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보름달물해
파리의 폴립을 제거하는 사진

1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보름달물해
파리의 대량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곽인섭)과 함
께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작업을 벌인다. 이번 작업은 보름달물해파리의
3대 기원지로 알려진 마산만, 새만금, 시화호에서 해수 온도 상승으로 해파리가 부유유
생 형태로 퍼져나가기 전인 4월 중순까지 이뤄진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거작업을 했던 마산만에서는 전 지역에서 본격 제거작업
이 이뤄지고 새만금에서는 방조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제거가 실시된다. 또 지난 2년에

2

걸쳐 제거 작업이 이뤄진 시화호에서는 보름달해파리 개체 수 및 생태계 변화 등을 모
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의 제거대상인 폴립은 해파리 대량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착유생으로 해파리 1
개당 250여 개가 만들어진다. 각각의 폴립은 매년 봄 20여 개의 부유유생을 생산해
5000여 개체의 성체로 자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등과는 달리 우리
나라 연안에서 산란 및 증식 후 대량 발생하는 종으로 부착유생, 부유유생 등의 과정
을 거쳐 성체로 성장한다.
이번 작업은 보름달물해파리가 부유유생으로 성장해 바다로 퍼져나가기 전에 부착된
유생을 제거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제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화호에서 실시한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 제거작업 결과, 해파리 성체 수가
작업 전(2011년 6월, 920개체/100m3)보다 90% 이상 감소(2013년 6월, 1개체 미
만/100m3)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됐다. 또 수중 고압분사(워터제트) 방식이어
서 친환경적이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윤분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국내 보름달물해파리 3대 기원지를 모두 관리하
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작업 대상지를 전국 연안으로 확대해 보름달물
해파리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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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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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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지역의 명품 브랜드로
재탄생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제2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어항
99곳을 대상으로‘다기능 어항’
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연안 지역의 경제활동
공간이자 수산업 중심지로만 여겨지던 어항을 국민 관광·레저·휴식 공간으로
바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어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
역의 명품으로 재탄생할 다기능어항 공모는 4월 초에 시작된다.
선정 희망지는 해당 지자체가 대상지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6월 20일까지 추
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7월 15일까지 관광·레
저·문화 등 종합기능을 갖춘 복합형 어항을 비롯해 자원조성형, 낚시관광형에
다 어업과 해양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피셔리나형 등 4개 유형의 어항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기능 어항 선정은 어촌 발전 및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어항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어 어항의 해양 브랜드 가치를 높이
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심사는 어항이 경관과 문화·역사를 얼마나 유지하
고 활용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 여건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등 다기능 어항이 장
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주민의 창의
적 아이디어 등 참여도와, 선정될 경우 이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고
려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번 공모가 어항 특화개발을 위한 것인 만
큼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어항의 차별적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화 계획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평가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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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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2020년 항공기 타고 울릉도·흑산도 간다!
50인승 소형 항공기용 공항 건설… 전국 공항에서 1시간 내 접근
울릉도, 홍도, 가거도 등의 섬 지역 다이빙투어 가기 쉬워

2020년까지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
항이 건설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9일(수) 공항 건설 기
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다. 울릉도, 흑산도에 건설될 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
가 운항할 수 있는 규모로서, 도서지역에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공항이
다. 공항이 건설되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되어 관광수요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독도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공항 : 총사업비 4,932억 원, 사업기간 2014~2020년
흑산공항 : 총사업비 1,433억 원, 사업기간 2014~2019년
용역기간은 2015년 4월까지이며, 용역과정에서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개발예정지
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항공수요 예측, 공항시설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타당
성 분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될 울릉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2015년 중순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설계와 공사가 순조롭게 진
행되면 2020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울릉도와 흑산도에 방문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울릉도는 연간 약 40만 명, 흑산도는 연간 약 2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우리나
라의 대표적 해상 관광 명소이다. 또한,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독
도와 흑산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도와 연계한 관광이 활성화되
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2013년 울릉도 방문객 41.5만 명, 독도 방문객 25.6만 명
2013년 흑산도 방문객 22.7만 명, 홍도 방문객 42.7만 명
그러나 그간 선박을 이용해서만 방문할 수 있었기에 수도권에서는 7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으며,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 시에는 결항 등으로 인
한 불편이 있었다. 두 섬에 공항이 건설되어 항공기가 운항하게 될 경우, 전국 공

울릉공항 및 흑산공항 사업개요

항에서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표적 미래 먹거리산업인 소형 항공 산
업 발전 등의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국제노선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국제 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두 섬을 비롯한 독도, 홍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해와 서해의 요충지에
자리한 두 섬의 위치를 고려할 때,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효율적인 해양영토
관리지원 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도서지역 소형
공항인 만큼 해외의 유사 공항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한, 공항의 건설과 운영이 천혜의 관광지인 두 섬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
획에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공항,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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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울릉공항

총사업비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사업기간

흑산공항

4,932억 원

1,433억 원

2014~2020년

2014~2019년

시설계획

20인승 항공기 취항 규모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11.1 :「제4차(2011~2015)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 도서지역 소형공항으로 울릉·흑산공항 개발계획 반영
▶ 2011.12~2013.6 : 울릉·흑산공항
▶ 2013.7 : 예비 타당성
▶ 2014.4 : 기본계획
▶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KDI)

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B/C : 울릉 1.18, 흑산 4.38)

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 착수(~2015.4)

중 : 기본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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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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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제주 연안, 아열대 어류 천국으로 변해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들과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바닷속 볼거리를 제공해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아열대성 어류가 해마다
늘어나 이제 과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
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아열대수산연구센터(제주시 소재)
는 2013년 제주연안

마을어장 5개 해역의 수심

10~15m에서 통발과 자망어구를 이용해 분기별 시험 조
업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총 95종의 어류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 중 아열대성 어류는 48종이 출현해 전체 어류의
5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류로는 청줄돔,
가시복, 거북복, 쥐돔, 꼬리줄나비고기, 철갑둥어 등이며

▲ 금강바리

▲ 노랑가시돔

▲ 노랑거북복

▲ 두줄촉수

▲ 쥐돔

▲ 철갑둥어

▲ 청줄돔

▲ 파랑쥐치

이 종들은 주로 필리핀, 대만, 일본 오키나와 연안 등에
주로 서식하는 어류들이다.
* 조사해역 : 북촌, 신창, 사계, 신흥, 가파도 마을어장
또한, 아열대수산연구센터는 2011년부터 제주 연안의
아열대 어종 출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48%
▲2012년 46% ▲2013년 51%를 아열대 어류가 차지하
는 등 해마다 이들의 출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부와 북부해역에 비해 남부해역
(사계리)과 가파도에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 연안에 살고 있는 아열대 어류들은 다양한
산호초, 해조류와 어우러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들과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는 또
다른 바닷속 볼거리를 제공해, 제주 관광산업의 부가가
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열대수산연구센터 고준철
박사는“해마다 늘고 있는 아열대 어종에 대한 자원생태
학적 조사를 더욱 강화해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토속
어류와의 상호관계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
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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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정규교육 : 7월 19일시작 주말반 (10일),
                            크로스오버 : 8월 2일시작 주말반 (6일)
IE(강사시험) 8월 29~31일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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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다이브

nomadive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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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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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우리나라 바닷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방사능 농도 변화 없어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3년간 우리나라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

정영훈 수산과학원장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

니터링한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전기술원 및 해양수산부 산하 소속기관 등과의 협력으로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해양 유출사고로 우리나라 해역의 안

바닷물 안전에 관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성 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산과학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를 채집해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원전
사고 이후 3년간 방사성세슘(137Cs)의 농도가 원전 사고 이전 3년간의 농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농도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농도를 보
여 우리나라 바닷물은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137Cs 방사능 농도 범위 (mBq/kg)
- 2011년 3월 11일∼2014년 3월 11일 : 불검출∼2.98

2006~2010년 해수방사능 농도(137Cs) 분석 결과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37Cs 방사능농도 (mBq/kg)
불검출~4.04
불검출~3.00
불검출~2.70
불검출~2.63
불검출~2.34

조사정점수
21
21
22
22
21

비고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 방사능농도자료 : 2007∼2011 원자력안전백서 참고
※ 해수시료 채취 : 국립수산과학원, 시료분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08년 3월 11일∼2011년 3월 11일 : 불검출∼2.70
- 2006년∼2010년 : 불검출∼4.04

2014년 해수방사능 모니터링 위치도
수산과학원은 2005년부터 한국 연근해역에서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방사능의 영향 파악을 위해 매월 우리나라 근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들
의 우려를 감안해 2013년도부터는 1년에 4회 27개 정점에 대해서 해오던 정기 방사능 조사
를 강화해 조사정점을 추가했고 조사 시기도 늘렸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해수가 유입되는 관
문역할을 하는 동중국해 4개 정점은 월 2회, 동해 울릉도 인근 북부해역에는 2개 정점은 월
1회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1~2014년 해수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정리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월
4월
8월
10월
2월
4월
8월
9월
10월
2월

137Cs 방사능농도 (mBq/kg)
불검출~1.47
불검출~2.49
불검출~2.07
불검출~2.55
불검출~2.75
불검출~2.17
불검출~1.93
불검출~2.02
불검출~2.10
불검출~2.03
불검출~1.92
불검출~2.29
불검출~2.15
불검출~1.79
불검출~1.87
불검출~2.35
불검출~1.90
불검출~2.98
불검출~1.78
불검출~1.96

조사정점수
23
44
10
30
15
41
21
31
18
25
33
31
29
33
27
27
6
6
6
4

비고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서해, 동중국해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전해역
동중국해
동중국해 4, 동해 2
동중국해 4, 동해 2
동중국해

<해수방사능 정규모니터링 해수시료 채취 27개 정점 위치도 (연 4회)>

※ 우리나라 주변해역 21개 지점에서 (2006∼2010년) 조사된 표층해수에서 137Cs 방사능농도 범위는 불검출∼
0.00404Bq/kg (자료출처 : 해양환경방사능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 불검출 : 최소검출가능농도 (MDA) 미만으로 측정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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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방사능 특별모니터링 해수시료 채취 6개 정점 위치도 (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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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MAN Freediving & Scubadiving Team

대한민국 최장수 환경 다큐멘터리 EBS“하나뿐인

지구”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프리다이빙으로 이야기 한다

EBS“하나뿐인 지구”
매주 금요일 20:50분 (본), 차주 금요일 11:20분 (재)
지난 4월 4일에서 7일까지 실시된 MERMAN 프리다이빙 팀 라이센스 코스
& 트레이닝 투어에 EBS의 하나뿐인 지구 팀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 새끼섬에
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이번 촬영은 프리다이버들의 자연과의 교감으로 일상에서 탈피한 현대인의
모습과 프리다이빙이 자신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모습이 담겨지도록 MERMAN 프리다이빙 팀원들 모두가 대한민국 프리 다이
버들을 대신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름다운 제주 바닷속 풍경에 어우러진 프리다이버의 모습과 자신들이 생각
하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인터뷰,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을 담는 촬영
이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스포츠나 레저로 소개되기 보다는 감성적이며 인간
과 자연의 공존과 같은 깊은 내용으로 프리다이빙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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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MAN Freediving Team”
이 이야기하는 프리다이빙
1. 프리다이빙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다
처음 EBS 촬영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자연과 함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프리다이빙이 선정되었고
프리다이빙에 대한 촬영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나의 첫 이야기는“프리다이빙은 익스트림 스포
츠가 아니다.”
라고 시작하였다. 프리다이빙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안전하며 인간의 수중 본능
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스포츠이며, 프리다이빙을 자연에 도전하는 의미가 아닌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
지는 감성적이며 평온한 스포츠이다. 대회나 경기로 도전의 의미를 담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발
견할 수 있는 스포츠로 이야기하고 싶다.

2. 당신에게 프리다이빙이란?
얼마나 깊게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초급 프리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코
스를 통해 10~20m를 편안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상급 프리다이버는 40m까지 라이센스 코스가
진행되며 그 이상을 오가는 프리다이버 또한
국내에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초
급 프리다이버가 되기 위한 깊이만으로도 경이
로운 숫자일 것이다. 하지만 며칠의 교육으로
안전하게 그 경이로운 수심까지 도달할 수 있
으며,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더 깊고
많은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해주고 싶다. 누구에
게나 프리다이빙은 다른 의미를 주어주는 삶
의 매개체일 것이다.

3. 자연 속으로 프리다이버가 스며든다.
바다를 마주 보고 복식호흡을 시작한다. 머릿
속은 내가 목표한 수심 속을 오가고 있고, 아
직 눈으로 보지 못한 물 속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 놓는다. 프리다이버들은 수중에서 자신의
훈련된 신체만으로 깊은 수중을 오가기도 하
고 수중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이 자연 속에
하나 됨을 느낀다. 프리다이버의 눈 속에 비친
풍경처럼 프리다이버는 그 순간에 평온함에
물들어 버리고, 이 순간 프리다이버는 자연 속
풍경이 된다. 인간이 자연 속으로 움직이고 감
성까지 그 속 풍경과 하나로 되는 순간, 이 순
간의 경험은 당신을 영원한 프리다이버로 존재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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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올해 첫발 내딛다

로 지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해양레저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체험교실이 한강에 2곳 추가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올
해 9개 시·도에서 11번 열리는 해양스포츠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노클링과 스
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 제정도 추진
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해중레저 거점 마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름다운 바다관광 부문에서는 지역별 해양관광·문화 정보를 담은 해양문화자원
탐방지도가 만들어지고 해양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로드맵도 올해 안에 수립
된다. 상반기에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국립해양박물관은 참신한 기획전시도
준비하고 있다.
정겨운 바다관광 부문으로는 서산과 완도 등 6곳을 어촌체험마을로 추가 지정하
고 마을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체험서비스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마을색채 정비
등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시범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 현대화사업을 계속하고 계절별·테마별로 섬을 홍보해 국민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바다관광과 관련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2014년 해양관광

외국 크루즈선은 작년보다 21% 증가한 500회 기항에 크루즈관광객 90만 명이 들

진흥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33개 사업에 1,433억 원을 투입한다. 이

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속초항 여객부두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10개년 계획으로 만든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

준공되고 인천신항 국제여객부두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임시 개장한다. 6월 부

본계획의 1차년도 사업집행 계획이다.‘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을

산국제크루즈박람회를 비롯해 투자설명회와 팸투어 등을 통해 외국 크루즈선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일자리 3만 5000

유치하고 크루즈법 제정, 전문 인력 양성 등 법·제도적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개를 창출하고 2023년 해양여행 이동 총량 5억 일을 달성한다는 목

여수세계박람회장은 게스트하우스 및 기념관을 5월 중 개관하고 신규 프로그램

표를 잡고 있다.

및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10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 해양수산부는‘행복한 바다관광’
,

해양수산부는 법정 공휴일이 67일이나 되고 해양레저·체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즐거운 바다관광’
,‘아름다운 바다관광’
,‘정겨운 바다관광’
,‘글로

관심이 늘고 있는 올해가 해양관광 진흥의 첫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

벌 바다관광’
의 5대 전략 과제로 나눠 개별 사업을 시작한다.

고 있다. 또 글로벌 경기 회복과 크루즈선 유치 증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는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레저기반 조성, 노후항만의 친수

호재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태안 청소년캠프 사고 이후 해양활동에 대한 안전 요

공간화 등 주요 시설사업에 943억 원,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 및 마

구가 증가한 데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 우려도 병존

리나·크루즈산업 육성에 167억 원, 해양생태관광 및 섬 관광 활성

하는 형편이다.

화 기반 정비에 150억 원, 해양박물관 운영 고도화 및 여수박람회특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해양관광진흥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늘어

구 활성화 사업에 116억 원,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57억 원 등이

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
이라며

다. 우선, 행복한 바다관광 부문에서는 연안에 휴양시설을 만들고 연

“해양관광을 진흥시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해양관광 관련 산업이 우

안경관 관리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

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록 할 계획이다. 거제 고현항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비즈니스·
레저·문화가 어우러진 해양복합공간으로 만드는 사업계획 수립은
올해 완료된다. 기존 어항을 테마형 관광·레저어항으로 탈바꿈시키
는 사업은 올해 안에 대상지를 선정한다. 또 해안걷기 활성화 계획도
만들어진다.
즐거운 바다관광 부문에서는 연구·전시·교육 기능을 갖춘 국립해
양생물자원관이 올해 문을 연다. 울릉도와 백령도를 해양보호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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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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sw.com ┃ 문의 이메일 palausw@gmail.com ┃ 카카오톡 ID: palausw
인터넷 전화 070-7124-8687 ┃ 팔라우 전화 +680-488-8686
┃ 팔라우 휴대폰 +680-779-8308

NEWS IN DIVING

(주)대웅슈트 / 마레스
아이콘 HD 에어 버전 4.0
마레스 장비 프레젠테이션은 진화된 기술 덕분에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2014년 1분기에는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개선하는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가까
운 시일에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아이콘 HD 에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두 번의 단기 개선과 두 번의 추가 계획
이 있다. 단기 개선은 리셋과 랜덤 타임/날짜 변경에 대하여 제품을 안정시키는
새 펌웨어 버전 3.07을 포함하며, 에너지 소비 또한 줄어들 것이다. 늦여름에 재
출시될 예정이다. (실제 출시일 : 11월 12일)
또한, 탱크모듈 버전 1.38을 위한 새 펌웨어는 에너지 소비를 상당히 감소시켜 배
터리 수명을 늘린다. 이것은 PC와 탱크모듈 사이의 연결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터 미팅과 함께 출시되었다.
2014년, 우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선보일 새 펌웨어 버전 4.0을 시
작으로 아이콘 HD 에어를 위한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정보는 매트릭스에서
처음 소개한 새로운 3줄 형식으로 배열될 것이며, 더 큰 숫자를 도입하여 가독성
을 높일 것이다. 야간모드와 수중메뉴와 같은 새로운 특징은 제품의 사용자 친화
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감압 절차의 완전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트라이믹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글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마레스 코
리아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래쉬가드 루즈핏
루즈핏과 쿨룩, 서핑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 래쉬가드 제품군의 출시로 네오프렌 콜렉션이 확장되었다.
매력적인 새로운 컬러, 모델에 따른 등/어깨 부분의 문구와 같은 패션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흥미로운 디
자인을 만들어내는데 디테일과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항상 우선시 된다. 구체적으로, 새
래쉬가드는 빠르게 건조되고 피부에 부드러운 고급 소재로 만들어졌다. 또한, 마찰에 의한 자극을 피하고
자 평평하고 단단한 바느질 기법인 플랫락 스티칭 기법을 사용한다.
새 래쉬가드 제품군은 맨즈와 쉬다이브 버전, 그리고 긴팔과 반팔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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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플라나(POWER PLANA)

터보 플라나+

마레스는 2014년 새로운 파워 플라나(POWER PLANA) 오리발을 개발, 출시하였다.

터보 플라나+는 강하고 부드러운 천연 고무 재질로 만들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이빙 오리발처럼 테크날렌과 고무 소재를 합성하여 제작하

레저 다이빙뿐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드라이수트 다이빙

는 것이 아닌, 고품질의 천연 고무 소재로만 만들어져 단단한 내구성을 보장하는 가

시 균형 잡기가 용이하며 변형 킥의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

장 이상적인 다이빙용 오리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파워 플라나는 레저 다이빙을 즐

또한, 번지 스트랩을 기본 장착하여 오리발 착용이 편안하다.

기는 다이버뿐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도 아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부위별로 필요한 탄성의 고무 주입

모든 킥 동작에서 성능이 우수하며 원하는 자세에서도 편안한 킥이 만들어진다. 또한

•심플하며 독특한 디자인

파워 플라나는 음성 부력을 갖고 있어 수중에서 자세를 잡기 수월하며 어떠한 변형 킥

•번지 스트랩 부착

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밀도 재질로 만들어진 파워 플라나는 편리성을 좀 더 높이
기 위해 마레스의 특허받은 번지 스트랩을 기본 장착하여 다이빙 도중 신고 벗을 때에
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발 전체 형태의 발집으로 드라이수트 다이빙 및 일반 레저 다이
빙 등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고품질의 천연 고무 재질
•번지 스트랩 기본 장착
•발 전체 형태 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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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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2014 카탈로그 출시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정성을 담은 2014년 카탈로그가 지난 4월 말 출시되었다.
2014 카탈로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휴대성과 보관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카탈로그의 사이
즈를 한층 작게 제작하였다는 점이다(21cm X 28cm). 또한 표지로고에 Gold코팅을 씌워 소장 가치
를 더욱 높였다. 카테고리의 분류와 상품 목차를 신상품, 베스트 상품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여 책을 접하는 다이버들의 쉬운 이해와 편의성 향상에도 힘썼다. 카탈로그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유저들을 위한 추가적인 상품 정보를 담은 QR 코드는 올해도 주요 상품마다 삽입되어 단편적인 내
용 외에도 상품 착용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정규 상품 외에, 액세서리와 구성품, 소모성 부품을 책자에 실어 상품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측면
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이빙 센터를 위한 교육용·렌탈 장비 페이지와 산업·
구조 장비 시장을 위한 커머셜 섹션, 레저용 스노클링 장비 소개 페이지는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카탈로그만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양을 요구하는 호흡기, 다이브 컴퓨터, 라이
트 카테고리에는 SPEC 비교 차트를 개별적으로 삽입시켜 각 제품의 성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브랜드에 관한 자부심과 상품 노하우를 정성으로 편찬한 (주)우정사/오션챌린져의 2014 카
탈로그는 전국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카탈로그는 TUSA Facebook(www.facebook.com/tusakr)과 (주)우정사 홈페이지 (www.tusa.
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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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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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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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린뱅크
성내동 사무실 이전
마린뱅크는 성내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실, 쇼룸, AS실 등을
갖추었다. 쇼룸에서는 마린뱅크에서 수입 공급하는 제품들을 직접 확
인할 수 있으며, 맞은편 건물에 있는 A/S실에서는 스쿠바프로 제품들
에 대한 A/S가 본사 담당 직원들의 손으로 직접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마린뱅크는 홈페이지(http://www.scubapro.co.kr)를 리뉴얼
하여 오픈하였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스쿠바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제품의 재고유무 여부와 A/S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A/S실 외관

마린뱅크 A/S실

마린뱅크 외관

마린뱅크 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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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 잠수
26주년 창립기념

1 세미나 이론 교육-장준득 사장

지난 4월 18일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였다. 1988년 창립 이후로 글로벌 다

2 세미나 실습-Takashi Matsuo

의 이론 교육

수의 선도 스킨스쿠버 브랜드 도입, 국내 잠수복/장비 제조, 다이빙 교육

와 함께 2인1조 실습

3 비즘측 비즘 장비 특장점 소

프로그램 도입 등 스쿠버다이빙 시작부터 끝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개 및 질의 응답 시간-Hiroshi
Nomoto 와 Takashi Matsuo의
설명
4 세미나 참석자 단체컷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는 생략하고, 창립 기념일 당일에는 국내 감사의 인
사를 게재하였다. 해왕은 국내 다이버 및 수중레포츠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가졌다.

1

Bism repair 세미나 실시
2014년 5월 10일, 해왕잠수 본사 2층에서 비즘 리페어 세미나가 있었다. 이
번 세미나에서는 비즘 본사 엔지니어 총괄 담당이자 사장님이신 Hiroshi
Nomoto와 본사 영업 담당인 Takashi Matsuo도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였
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10여 명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10년 만에 선보이는 세계 최초 태양광 충천-티타늄 다이브데모 신형 소개
가 있었다. 리페어 세미나에서는 비즘 호흡기 1, 2단계와 관련된 이론 및 실
습 교육이 있었다.

2

Takashi Matsuo 담당자와 함께 장비 분해/조립 실습이 있었으며, 비즘 측
으로부터 호흡기에 대한 특장점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은 질의응답 시간으
로, 리페어 세미나에 참석자들의 비즘 장비 및 회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리페어 세미나를 마치고 함께 식사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즘 장비 리페어 뿐만 아니라, 타사 대비 비즘의 차별
화된 성능을 각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음 비즘 리페어 세미나
는 6월 28일에 기획 예정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3

4

[신장비 소식] 비즘 - 스킨 세트 새로운 색상 추가
엠에프맥스 : 검정파랑, 검정빨강, 하늘색, 분홍색
•비즘만의 특수 실리콘으로 탁월한 착용감 자랑
•눈과 렌즈 사이 거리를 줄여 부피감을 최소화한 경량화 극대화 마스크
•타입 : 2안식 •중량 : 200g
•재질 : 실리콘, 폴리머 플라스틱, 강화유리
•버클 : 순간 조절식 •소비자가 : 139,000원

에프에프 프레스 : 핑크

케이에프 비엑스 : 검정빨강/검정파랑

엠에프 프람 : 화이트

•비스듬한 바디는 다이빙 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작은 마우스피스는 특히 여성 다이
버에게 편안함을 제공
•재질 : 성형플라스틱, 실리콘
•중량 : 140g
•소비자가 : 88,000원

•넓은 시야 확보로 사진촬영 다이버에게 적합,
비즘만의 특수 실리콘으로 탁월한 착용감 자랑
•버클은 순간 조절 방식으로 손쉬운 밴드 조절이 가능
•타입 : 1안식 •중량 : 200g
•재질 : 실리콘, 폴리머 플라스틱, 강화유리
•소비자가 : 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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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휨 복원력과 내구성을 자랑(온도 변화에 강함)
•넓은 스트랩과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고무는
탁월한 착용감을 제공
•스트랩 앞뒤 패턴은 부츠를 부드럽고 안전하게 잡아줌
•풀 풋처럼 긴 발바닥 디자인
•원터치 분리 버클
•구조 : 오픈힐
•재질 : 합성고무
•중량 : 950g
•소비자가 : 210,000원

(주)인터오션
(주)인터오션에서는 수중하우징 A/S교육을 받기 위해 본사 박남석 차장과

59주년 기념 정품 베이더,
만티스 LV 수경 구매시 1+3 사은품 증정

지종대 대리가 중국 심천에 위치한 노티캠 생산현장을 방문하였다. A/S 교

(6월말까지,500개 한정)

NAUTICAM 본사 수중 하우징 A/S 교육 참가

육은 3박 4일 일정으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다. 교육 과정은 생

(주)인터오션에서 판매중인 정품

산라인 견학, 하우징 분해조립, 하우징 A/S 중요 포인트 교육 등으로 진행되

베이더, 만티스LV 수경 구매 시

었으며, 이번 교육으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하우징 A/S를 진

GULL모자(스냅백모자), 네오프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랩커버+걸 안티포크를 증정
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차후 어떠한 A/S도 진
행되지 않는다.

일본“STREAM TRAIL”社의 방수백 시리즈 국내공급
(주)인터오션에서는 일본 ‘’STREAM TRAIL''사의 방수백 시리즈를 국내에 공
급하게 되었다. 스트림 트레일은 일본의 방수백 전문 생산 업체로서 스쿠바
장비 풀세트 수납 가능한 제품부터 간단한 아웃도어용 배낭, 여성용 방수 토
트백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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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2014년 4월 DIVE MASTER 교육

원 계획을 준비하였으며 수중 스킬의 개발에는 400m 맨몸 수영, 15분 간

지난 2014년 4월 8일(화)~4월 17일(목)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위치

떠 있기(마지막 2분은 두 손을 들고), 800m 스노클링 수영, 100m 지친 다

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고형석, 양승두, 서은경, 김지현 다이브 마스

이버 끌기, 수중에서 장비 교환 등의 테스트도 모두 무사히 통과하였다.

터 후보생을 대상으로 다이브 마스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레스큐 평가에서도 수중에서 무의식 다이버를 수면으로 데려오기, 수면에서

고형석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은 신부님으로서 후배 신부님들의 안전한 다

무의식 다이버 구조, 그리고 함께 출수하기도 레스큐 코스 때 배운 그대로

이빙을 위해 본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스킬 향상과 다이빙 전반에 걸친 전

매우 잘 실행하였다.

문적인 이론 습득을 목적으로, 양승두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은 이제 막 흥

24가지의 다이브 스킬 평가(스킨 다이빙 포함), 다이브 사이트의 셋업과 관

미를 느낀 다이빙을 보다 전문적으로 자세히 배워 보고자, 서은경 후보생과

리, 수중 지형도 작성, 다이브 브리핑, 수색과 인양 다이빙 시나리오, 딥 다

김지현 후보생은 강사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레스큐 교육에 이어 연속

이빙 시니리오, 제한 수역에서 스쿠버 리뷰 프로그램, 스킨 다이버 코스와

해서 다이브 마스터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노클링 감독하기,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개

특히 김지현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은 워킹 스튜던트로서 디퍼 다이브 리조

방 수역에서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중 추가적인 개방 수역 다이

트에서 7개월을 넘게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다이빙 스킬과 리더십을

브 프로그램과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프로그램도 원만히 잘 해내었다.

발휘하여 다이브 마스터 동기생들의 귀감이 되는 멋진 프로페셔널리즘을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 동안 잘 갈고닦았던 실력을 실질적 평가에서 완벽히

선보였다.

소화해 내어 담당 강사들로부터 최고의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들이라는 아

PADI 다이브 마스터의 역할과 특성, 다이빙 활동들 감독하기, 학생 다이버

낌없는 찬사를 들었다. 실질 평가는 제한 수역에서 오픈 워터 다이버 학생

들 보조하기, 다이버 안전과 위험 관리, 다이브 마스터가 지도하는 프로그램

들, 개방 수역에서 오픈 워터 다이버 학생들, 개방 수역에서 연속 교육 학생

들, 특별한 스킬과 액티비티들, 다이빙 비즈니스와 당신의 경력, 다이빙 환

다이버들, 개방 수역에서 유자격 다이버들을 보조, 관리, 감독하고 강사와

경에의 인식, 다이브 이론 복습, 다이빙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사태 지

“멘토”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프로페셔널리즘에 맞는 다이브 마스터
로서의 소양을 보여주었고 최종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성공적
인 PADI 다이브 마스터가 되었다.
코스를 마친 김지현, 서은경 다이브 마스터는 현재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
서 스텝 인턴 과정을 열심히 밟으면서 6월 11~12일 사이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있을 PADI 강사 시험을 준비 중이며 양승두 다이브 마스터는 교육
을 마친 후 PADI 텍 다이빙 코스에 등록하여 TEC40, 45, 50, TEC TRIMIX
65, TEC TRIMIX DIVER 과정까지 모두 이수하여 PADI TEC TRIMIX DIVER
가 되었다. PADI 다이브 마스터 교육, 강사 개발 과정, 그리고 텍 다이빙 코
스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나 강사들의 많은 문의를 바란다.
문의처
홈페이지 : www.deepper.co.kr
인터넷 전화 :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아이디 : hanbuty

PADI TEC DIVING 교육
지난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PADI TEC 40,
45, 50, TEC TRIMIX65, TEC TRIMIX 코스가 진행되었다.
2달 일정으로 레스큐 코스, 다이브 마스터 코스를 수료하기 위해 디퍼 다이브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하여 온 양승두 다이브 마스터가 TEC DIVER로서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PADI TRIMIX DIVER가 되었다.
3일씩 진행된 각 코스에 부족한 스킬을 다시금 리뷰 받는 MAKE UP 코스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교육이었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자신의 다이빙 스킬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텍 다이버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인내심으로 승리를 이끌어 낸 위대한 교육이었다.
서너 번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무사히 교육을 마친 양승두 교육생에게 디퍼 다이브 리조트
대표인 장태한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실력 있는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받아 주고 이해해 주는 훌륭한 실력 있는 학생만이 있
을 뿐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잘 받아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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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의 PADI 엘리트 강사들!!
필리핀 보홀에서 유일한 PADI 5스타 IDC 리조트이면서 동시에 PADI TECREC CENTRE인 디퍼 다
이브 리조트의 2013년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나왔다. 2013년은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에
게 있어서, 특히나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재의 한 해였다. 한 해에 발
생한 태풍의 수가 33개, 그중 마지막 33번째 태풍은 지구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강력한 초강력 울
트라 슈퍼 태풍 “하이옌”이었다. 허리케인, 윌리윌리, 사이클론, 태풍 등을 통틀어서 기상 관측이 시
작된 이래로 가장 강력했던 슈퍼 태풍이었다. 이로 인해 정전 사태가 30여일 계속 되었고 전기 공급
이 되지 않자 물도 나오지 않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10
월에는 보홀 본섬 중앙에서 일어난 강도 7.2가 넘는 강진이 발생하여 많
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디퍼 다이
브 리조트는 꾸준히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한 직원들과 강사들 덕분
에 2012년 대비 25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총 교육생 배
출수가 857명이라는 놀라운 수를 기록하였다.
소속 강사 중 3분의 강사님이 PADI의 엘리트 강사에 선정되었다.
이재한 강사님이 엘리트 100 강사에, 양선주 강사님이 엘리트 200 강사
에 그리고 장태한 강사가 엘리트 300 강사에 선정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맡은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교육하여
준 강사들과 스텝들에게 감사드리며 장태한 대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속 강사들과 스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한다. 끝으로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장태한 대표는 이 지면을 통해 “저희
디퍼 다이브를 항상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나 한국에서 멀리 보홀 까지 와서 흔쾌히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
로 교육을 받아 주신 모든 교육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면서 “처음 교육생을 가르치는 초심”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다
짐했다. 다시 한 번 2014년의 디퍼 다이브의 초고속 성장을 기대해 본다.

디퍼 다이브의 2014년 5~6월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
트의 2014년 상반기 5~6월 스케줄이 확정되었다. 5월 일정의 첫 번째로는 장태한 PADI CD의 올
해 두 번째 IDC가 6월 11~12일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개최될 IE(강사 시험) 일정에 맞추어 5월
마지막 주부터 사전 교육을 시작하여 6월 2일(월)부터는 본격적인 IDC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PADI 강사 후보생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그리고 5월 일정의 두 번째로는 디퍼 다이브의 2/4분기 정기 투어가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
일 동안 세부 북부의 작은 보라카이라고 불리는, 환도 상어로 유명한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인솔 강사는 현 디퍼 다이브의 대표인 장태한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참석하지 못했던 많은 다이버들의 참
가를 기대한다.
6월의 일정으로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텍 트
라이믹스 교육까지 교육을 받은 텍 트라이믹스
다이버들이 필리핀 대표 다이빙 사이트의 하나
인 “발리카삭” 섬의 100m 이하의 심연을 탐험하
는 POST TRIMIX 탐험 다이빙이 6월 16일부터 시
작하여 6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
이다. 아무도 탐험하지 않았던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 중의 하나인 “발리카삭”의 심연의 베일이
디퍼 다이브의 텍 트라이믹스 다이버들에 의해
개척되길 기대한다. 트라이믹스 다이빙에 관심이
있으신 다이버들은 디퍼 다이브 리조트로 문의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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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Asia Pacific
산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가?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
는 댄(DAN)과 함께 배우자. 사고 처리 교육 제공의 선두 주자인 DAN이 세
계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산소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한다. 저희 DAN
이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다
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여 당사자 혹은 동료 다이버가 다이빙 사고를
당하거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소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은 사고 증상을 완
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압 챔버 치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서 열리는

다이빙 상해를 위한 댄 산소 응급처치 교육
장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일정 : (총 2회 운영)
① 6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② 6월 15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교육비 : 미화 $50(다이빙엑스포 특별 할인가, 교육 수료 후 수료
증 제공)
강사 : Chris Wachholz (통역 : 강영천 박사)
기타 : 각 교육 당 15명만 등록 가능하니 서둘러 등록 바란다.
korea@danap.org로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http://www.danap.
org/에 접속 후 좌측의 News & Events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
으실 수 있다.
다이빙 상해를 위한 댄 산소 응급처치 교육 내역 :
다이빙 자격과 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다이버에게 적합한 교육이
다. 대부분의 상해를 입은 다이버들이 호흡을 유지하고 산소 공
급을 필요로 한다. 이 교육은 산소 공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이빙 사
고 인지, 산소 공급의 장점, 예방 조치 그리고 안전 절차, 의식이
있는 그리고 없는 피해자에게 산소 공급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DAN의 소개
DAN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이빙 안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부상을 입은 다이버들을 돕고 교육을 통하여 다이빙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함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운영되는 단체인 DAN은 지난
30년이 넘게 감압질환을 관리해오고 있다. DAN 회원들은 24시간 365일
다이빙 사고 전문가의 보호 아래 다이빙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DAN
AP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danap.org/에서 확인하거
나 korea@danap.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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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다이브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2014 8월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태국, 호주,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는 강사교육에 참가하세요.”

상시개장
365일 24시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 IDC(강사개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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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교육 : 7월 19일 시작 주말반 (10일)
크로스오버 : 8월 2일 시작 주말반 (6일)

* IE(강사시험) 8월 29~31일 울진
김수열
PADI Course Director, PADI Tec Deep Trainer, PADI 23개 Specialty Trainer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PADI 5STAR 강사개발센터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수원여자대학교 사진학, 수중촬영 전공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 070.7624.5998
www.nomadive.com //noma@nomadive.com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에서는 지난 4월 5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안전기
원 개해제를 개최하고 2014년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해제에는 장두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상임위원장, 포항시청 체육
지원과 황병기과장 등 내빈과 강석기, 최영대 부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과 종목별 강사 및 동호회원 100여 명이 참가하여 올 한해도 무사고
안전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안전기원 개해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
최되었으며, 김중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양레저 체험에서 안전은 그 무
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전, 중, 안전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어떤 상
황에서도 교육을 중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때 우리의 무사

Mares의 신뢰와 명성

고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오늘 개해제를 통하여 요행을
바라지않고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자.”고 참석자
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참석자들은 포항해
양스포츠아카데미의
2014년 무사고 체험
교실이 운영되기를

▶
▶

기원하는 마음을 간

▶

절히 전달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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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종목별 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다지
는 자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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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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멤버포럼 - 제주
3월 26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 세미나실에서 김부경

이브 부상과 후송 보험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센터 및 멤버들은 최고 1천

지역 매니저의 주관으로 PADI 멤버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진

만불(AUD 한화 약 100억)의 전문 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관 한국지역 컨설턴트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멤버 포럼에서는 2014년

웨비나(Webinar)일정 및 ID 업데이트,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일정을 공

을 맞이하여 다이빙 산업 소식과 PADI 엘리트 강사상 및 프로젝트 어웨어가

고하였다.

다뤄졌으며, 기준 변경 및 새로운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가 소개되었다. 2013

이번 PADI 멤버 포럼에는 다이빙 산업에서 활동적인 31명의 PADI 멤버들이

년 최고의 라이센스 발급 기록을 세운 해를 보낸 PADI 멤버들을 축하했으며,

참가하였다. 2014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

위험관리의 일환으로써 세계적인 보험사인 V-INSURANCE로부터 PADI 센터

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및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PADI 아시아 퍼시픽 프로 통합 배상책임 보험과 다

PADI 멤버포럼 - 부산
4월 1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 센텀 119 안전센터 세미나실에서 김부

센터 및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PADI 아시아 퍼시픽 프로 통합 배상책임 보험

경 지역 매니저의 주관으로 PADI 멤버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

과 다이브 부상과 후송 보험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센터 및 멤버들은 최

진관 한국지역 컨설턴트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멤버 포럼에서는 2014

고 1천만불(AUD 한화 약 100억)의 전문 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년을 맞이하여 다이빙 산업 소식과 PADI 엘리트 강사상 및 프로젝트 어웨

2014년 웨비나(Webinar)일정 및 ID 업데이트,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일

어가 다뤄졌으며, 기준 변경 및 새로운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가 소개되었다.

정을 공고하였으며 새롭게 제작된 홍보 동영상인 PADI Go Dive 비디오와

2013년 최고의 라이센스 발급 기록을 세운 해를 보낸 PADI 멤버들을 축하했

PADI Go Pro 비디오 상영 시간이 있었다.

으며, 위험관리의 일환으로써 세계적인 보험사인 V-INSURANCE로부터 PADI

이번 PADI 멤버 포럼에는 다이빙 산업에서 활동적인 22명의 PADI 멤버들이
참가하였다. 2014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
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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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센터 등급 업그레이드

장유 스쿠버(JangYu Scuba PADI S-23624)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4개의 등급으로

2014년 4월 20일, 김해 장유에 스

나누어 진다.

쿠버 전용 풀을 오픈했다. 수영장

1.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크기는 가로·세로 6.5m로, 장비

2. 5스타 다이브 센터&리조트

와 공기탱크 렌탈이 가능하다. 오

3. 5스타 IDC 센터&리조트

픈워터 교육의 필수인 얕은 물과

4. 직업개발센터(Career Development Centre)

편리하고 깨끗한 남녀샤워장이 있

처음 PADI 센터 또는 리조트로 등록이 될 때는

어 오픈워터 제한수역 교육장으로

첫 번째 단계인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로 등록

적격이며, 이론 수업을 위해 2개

되며 이후 학생 라이선스 발급 수 및 적절한 교육

의 강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기자재, 교육 가능한 코스 및 서비스 등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강사들도 미리

사무국의 객관적인 평가로 다음 레벨의 센터 등

예약하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장유스쿠버에서는 이론 교육 및
제한수역 기술 훈련까지 한 곳에
서 할 수 있고 오픈워터 교육 후
연속교육이 가능하며 CPR용 마네
킹과 실습용 AED키트를 구비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및 레스큐 교육
또한 가능하다.
샵 내에 각종 장비들이 많이 전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착용 후 구
매를 선택할 수 있어 장비선택 실
패의 폭을 줄일 수 있다. PADI 센
터로 깨끗하고 프로페셔널한 시
설은 다이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스타 다이브 센터  5스타 IDC센터
▶ 스쿠버 인포(Scuba Info : S-36443)
대표 : 이호빈
연락처 : 0505-555-0038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2층
▶ 인투다이브(Into Dive : S-22380)
대표 : 송관영
연락처 : 02-420-9658

대표 : 윤철현
주소 :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53-16
전화 : 055-326-1500
WEB SITE : cafe.naver.com/jangyudiving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호8길 36, 102호

PADI 텍렉(TecRec) 다이브 센터

새로운 PADI 텍렉(TecRec) 센터

PADI 텍렉(TecRec) 센터는 텍렉 다이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이브 센

▶ 엔비다이버스(NB Divers : S-34057)

터 또는 리조트의 신청에 따라 사무국에서 인정받게 된다. 인정된 텍렉 센

대표 : 정회승

터에서는 PADI 멤버들에게 텍 다이빙과 관련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연락처 : 02-423-6264

된다. 또한 텍렉 센터 마케팅 자료로 센터를 알릴 수 있으며 텍렉 센터 서비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스를 광고할 수 있다.

▶ 레드씨다이브팀(Red Sea Dive Team : S-23176)
대표 : 황진훈
연락처 : 02-2203-9485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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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ID update) 안내
- 일시 : 2014년 6월 30일 오전 8시

▶ 개정된 오픈워터 다이버 워크숍
※ 일정은 추후 전체 메일로 공지

-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및 잠실 종합운동장 수영장
- 대상 : PADI 코스 디렉터 및 IDC 스탭 강사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종이 신청서

▶ 웨비나 일정 안내

- 내용 : 개정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와 기타 업데이트

- 2014년 7월 23일 : 위험관리

▶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안내
▶ 새로운 PADI PIC온라인 프로세싱 센터
- PADI 프로사이트에 있는 PADI 온라인 프로세싱 센터는 학생 정보를 위
한 원스탑 센터가 되었다. 새로운 기능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 PADI 프로사
이트의 온라인 프로세싱 센터(Online Processing Center)에 접속하여 아래

- 일시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 대상 : PADI 다이버라면 누구나

의 기능을 살펴 볼 수 있다.

- 내용 : 저녁 만찬, 다이버 콘테스트, 장기자랑

*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의 이메일 알림과 주기 관리

- 예약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로 문의(padi.co.kr 참조)

*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사전 등록 링크/URL
*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사전 등록 큐와 보고
* PADI 오픈워터 다이버 터치 코드 배분
* 터치 코드가 남아 있는 개수와 처리 대기중 및 완료 확인
* PADI 오픈워터 다이버 터치 학생을 위한 자격증 처리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4년 4월 21~23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 리조트와 성산 스쿠
버 리조트에서 PADI 강사 시험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CALEB H. SMOTHERMAN, JAMES D.
BOWMAN, MIN S. CHOI, RONNIE HILL, SANG YOON LEE, KANG-IL
CHOI, KYU-SUNG LIM, 송지원, 이혜빈, 이종신, 김충덕, 정은지, 윤재훈,
김효원, 안재성, 남혜정, 이상오, 임영훈, 남만식, 최현호, 박대웅, 권효선,
김란희, 오미현, 성동희, 김재병, 차성남, 임선홍, 신재현, 김형권, 구자량,
민전생, 천병식, 김우성, 임정호, 현석환, 조일제, 김양린, 조춘식, 한춘용,
이주형 총 41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
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존 랜드(John Land),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
부경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
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
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강정훈, 임용우, 송관영, 이호빈, 서종
열, 주호민, 황진훈, 김영준, 임호섭, 이현석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
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피닉스
아일랜드 리조트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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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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락처: (주)액션투어 T.02-3785-3535 www.dive2world.com

NEWS IN DIVING

SSI KOREA
SSI 비즈니스 컨퍼런스

트레이너 교육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태국 코타오(Koh Tao) 섬에서 나흘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레저클럽(대표: 오호송)에서 강영천 교육담당관과

SSI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다. 한국에서는 SSI 코리아 우대혁 사장과 강영천

이신우 지역담당관의 지도하에 SSI의 트레이너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

교육담당관이 참가했고, 계속되는 세미나 및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이

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기, 김필원, 진신 강사가 참여하여 열정적인 모습

빙 일정도 포함되었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Mares/Head 그룹과 SSI

을 보였으며, SSI 트레이너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일간의 긴 일

가 합병함으로써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주제로 시

정 동안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레저클럽에 감사

작하였다. 그리고 SSI가 향후 추구할 비즈니스 모델과 온라인 교육이나 교

의 인사를 전한다.

재의 개발에 대한 내용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교육기관과 장비 제조업체가 만나 상호간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예를 들면 SSI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인 XR(Extender Range) 및
TXR(Technical Extended Range) 프로그램에 맞는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의 개발이나, 마레스가 생산 예정인 신제
품 장비의 교육 프로그램을 SSI에서 도입
하는 등 상호 협조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
한 생산적인 토의가 있었다. 특히 Swim
Schools International을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수영/프리다이빙/장애우
스쿠바다이빙/레크리에이셔널/테크니컬/
재호흡기 등을 아우르는 토탈 수중 스포
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해나가는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React Right 트레이너 업데이트 1차 워크숍
2014년 4월 16일, 서울 올림픽다이빙풀 강의실에서 리엑트라이트 트레이너
업데이트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1명의 트레이너가 참가했으며 오전에는 강
광순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
다. 그리고 오후에는 강영천 교육담당관의 진행으로 강화된 AED와 산소공
급자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RRI 트레이너 업데이트 워크숍이 평일에 진행되었음에도 참석해 주신 이상
국, 유재철, 전영찬, 이용주, 김영중, 이기훈, 김진현, 김규호, 오정선, 유성
용, 김태훈, 오호송, 허천범, 전윤식, 고대훈, 고영식. 전영조, 이명섭, 채효숙
트레이너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크로스오버 교육
4월 6일부터 9일까지 SSI 코리아에서 강영천 교육담당관의 진행으로 강사
크로스오버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조현수, 윤철현 강사가 참가했고,
SSI의 새로운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
한 SSI 프로들에게 무한한 지
지를 보내며, 새로 오픈한 순
천 수중세계(대표 : 조현수)와
장유스쿠버(대표 : 윤철현)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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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Ⅰ

4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Ⅱ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강영천, 김태훈, 전윤식 평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잠실 다이빙풀장에서 김태훈,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

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바

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평가에는 테크니컬교육단(유

다의 꿈(이기훈 트레이너)에서 조민철. 홍성백 후보생이, 다이버의 꿈(이용주

재철 트레이너)에서 김동진, 백준기, 이광철, 조영운, 김창수 후보생이 참가

트레이너)에서 이천수, 박남석, 서승대, 구자득 후보생이 참가했고, 전원 합

했으며, 전원 합격하여 새로운 SSI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격하여 새로운 SSI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

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
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
의 인사를 전한다.

Celeb with SSI

SSI 딜러 레저클럽 개해제

최근 SNS상에서 ‘페북여신’으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올리고 있는 모델 채보

2014년 4월 26일 레저클럽(대표 : 오호송)의 개해제가 열렸다. 오호송 트레

미 씨가 다이빙에 입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말 오픈워터에 입문한

이너의 진행으로 영금정리조트(대표 : 이호석)에서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채보미 씨는 필리핀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에 머물며 두 달여 만에 100회

하여 2014년에도 안전하

의 다이브로그를 기록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SSI의 김태훈 평가관(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대표)은 채보미 씨의 다이빙

있도록 기원했다. 많은 회

에 대한 높은 열정으로 보아, 오는 9월쯤엔 강사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식과 스킬이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트레이닝

레저클럽 회원들의 화합을

중에 있으며 강사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신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였

중히 계획 중에 있다.

다. 앞으로도 레저클럽의

배우 송경철 씨와 장동직 씨 등, 연예인 강사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를 배출한 김태훈 평가관은 지난해 국내 다이
빙 동호회 ‘팀보니또’를 만들어 10여 명의 소
속강사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제 모델

프리다이빙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이야기하다!
EBS의 환경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머
맨(대표: 임정택) 프리다이빙 라이센스코스 및 트레이닝 투어를 촬영했다. 이

채보미 씨가 강사로 합류하게 되면 교육과 투
어 등에서 아주 활발한 스쿠버다이빙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번 촬영은 제주도 서귀포 새끼섬에서 프리다이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
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모습을 그리며, 프리다이빙이 주는 삶의 의미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모습을 담았다.
제주 바닷속 풍경에 어우러진 프리다이버의 모습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프리
다이빙에 대한 인터뷰, 프리다이빙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순간을 아
름답게 촬영했다. 또한, 단순히 스포츠나 레저로 소개되기 보다는 감성적이
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같은 깊은 내용으로 프리다이빙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촬영을 통해 프리다이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머맨
프리다이빙팀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많은 SSI 프리다이버들의 적극적
인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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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SDI.TDI.ERDI 중국/한국 본부 통합

실시 사항

SDI.TDI.ERDI에서는 2014년 4월부터 SDI.TDI.ERDI 중국, 홍콩 지부와 한국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 필리핀

지부를 통합하였다. 통합 지부 사무실은 현 한국 사무실이며 중국 각 지역

SDI.TDI.ERDI에서는 2014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6박 7일간 필리핀

에 지역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이번 통합으로 향후 SDI.TDI.ERDI는 한국과

아닐라오 몬테칼로 리조트에서 강사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과정은 필리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필리핀 강사 후보생뿐만 아니라 중
국과 홍콩의 후보생들도 참가하였다.
SDI.TDI.ERDI에서는 정의욱 본부장의 강사트레이너 평가관 선임을 계기로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한국 본부가 주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강사 트레이너

SDI/TDI/ERDI KOREA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경기

교육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난 2013년부터 강사 트레이너

도 광주 본부 사무실에서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을 실시하였다.

교육과 업데이트 교
육이 보다 편리하게

전략미팅 주제

개최될 수 있게 되

1. 2013년도 사업보고 및 2014년도 추진 사업계획

었다.

2. 신규 매뉴얼 및 상품 소개
3. 교육 자료 활용 교육
4. 규정 업데이트
5. 강사 교육 업데이트
6. 다이빙 보험 세미나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7. 아쿠아텍 신규 장비 프로모션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우수강사 시상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1. 최우수 강사 : 권경혁 트레이너(세부 씨홀스다이브)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2. 우수 강사 : 손의식 트레이너(아닐라오 몬테칼로 리조트),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영호 강사(세부 니모다이브)
3. 우수 퍼실리티 :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 리조트,

상해DRT(Diving Resort Travel) 엑스포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4년 3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중국 상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4. 공로패 : 최성기 트레이너(아띠 다이브), 최용진 트레이너(아띠 다이브)

해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에 참가하였다.
매년 중국과 홍콩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는 다이빙, 리조트, 여행에 관련
된 전시회이다. SDI.TDI.ERDI는 DRT 엑스포의 주관단체 중 하나로,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지역에 SDI.TDI.ERDI의 진보적인 프로
그램을 소개하였으며, 또한 이번 엑스포를 통하여 한국, 중국 필리핀 및 나
아가 동남아시아의 다이빙 교류의 장이 되었다.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2차 - 필리핀
SDI.TDI.ERDI에서는 2014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6박 7일간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하리 리조트(김동준 강사 트레이너)에서 강사트레이너 워크
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는 김동준 강사(클럽하리)와
유병준 강사(준다이브)가 참석하였으며 SDI.TDI.ERDI 트레이너로서 두 분의
무한한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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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구조단 재호흡기 교육

자격증 발급센터(ISCP) 개설 - 괌

SDI.TDI.ERDI KOREA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필리핀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

아닐라오 SM 리조트(최경호 강사)에서 공군 항공특수구조대를 대상으로 재

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

호흡기 심해 다이빙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에서는 재호흡기 기본과

고 있다.

정, 트라이믹스를 활용하여 수심 60m 까지 다이빙하는 기술,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SDI.TDI.ERDI는 지난 15년간 재호흡기에 대한 경험과 인력을 바탕으로 민간
은 물론 군에도 재호흡기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ISCP의 장점
-최
 단시간(당일) 내에 교육
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카드 프린터 무상 임대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3년 5월 괌에 위치한 스쿠버마스터 리조트
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당월부터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괌 스쿠버마스터 리조트를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
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
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괌 스쿠버마스터 : 1-671-687-3492 / kaykay2000@naver.com

예정 사항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2014년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12일(목)부터 6월 15일(일)까지 경기도가 주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

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장학생 강사

참가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은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다양한 교

올해로 8년 차를 맞으며 그동안 배출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다이빙 업계

육 프로그램과 한글화 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안 등을 선보이고 미래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 발 더 앞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일정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센터와의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할

1. 신청자 접수 : 4월 30일(수)까지 - 이메일(hq@tdisdi.co.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예정이며, 많은 SDI.TDI.ERDI의 센터 및 리조트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을

2. 참가자 발표 : 5월 13일(화)

부탁드린다. 공동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 부탁드
린다.

국제 트라이믹스 101

4.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6일(목) ~ 7월 4일(금)(예정)
5. 교육 장소 :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

2014년 멕시코 동굴

SDI.TDI.ERDI에서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만 녹도(綠島)에서 국제트라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2일(수)부터 17일(월)까지 세계에서 가

이믹스 101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SDI.TDI.ERDI 멤버들이

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

모여서 101m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하는 행사로, 최초로 국제적인 규모로

이빙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사전에 국내에서

실시된다. 이 행사는 SDI.TDI.ERDI와 대만 정부가 후원하는 최초의 국제 트

동굴다이빙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

라이믹스 101 행사이다.

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참가자는 국가별로 제한되어있으니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부로 문의

바란다.

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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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BSAC KOREA
BSAC Korea 홈페이지 리뉴얼 및 쇼핑몰 개시

DEPC 도감 제작 후원

BSAC Korea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간략

BSAC Korea는 BSAC 한국 본부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4

한 디자인과 함께 강사님

년 5월 중에 발간 예정인 ‘DEPC 다이버가 만나는 어류도감’의 개정판 제

본부 홈페이지 : www.bsac.co.kr

들의 C-Card 발급 신청을

작에 후원하였다. DEPC의 도감 제작 후원은 에코다이빙의 저변확대 및 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

전한 다이빙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써 다이

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또

버들을 위한 해양생물도

한 기존의 발급된 다이버의

감의 제작에 후원하게 되

C-Card 확인은 물론 재발

었다. 이번 도감 제작에

급 신청을 편리하게 진행

는 특별히 BSAC의 트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이너인 권천중(해양학 박

더불어 본부의 교육키트를

사)씨가 도감의 글을 집

포함한 제품과 일반 다이

필하였다.

빙 장비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쇼핑몰
도 함께 오픈하였다. 쇼핑

145차 강사훈련과정 완료(주말반)

몰을 포함하여 새로운 홈

지난 4월 5일(토)부터 시작된 주말반 강사훈련과정이 4월 27일에 속초의 아

페이지에는 기존의 회원들

야진 다이브 센터에서 해양 과정 및 평가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총 8명(김지

도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학, 소요섭, 심대로, 양희석, 이우철, 조백종, 천민국, 황경연)의 강사후보생

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의 훈련과 평가를 박종섭, 김기운(NI), 이기호(IT) 등이 함께 진행했다.

본부 쇼핑몰 : www.bsacshop.co.kr

라이프 세이버 과정 - 광주대학교
지난 4월 3일과 4일, 광주의 광주대학교에서 라이프 세이버 과정이 진행되
었다. 김옥주 트레이너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과정에는 광주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 다이빙 동아리 학생들과 광주의 마린보이 센터 및 다이브 클럽
수달의 소속강사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교육은 김기운(NI) 씨에 의해 진
행되었다. 3일 오후의 이론 및 실내 실기 과정에 이어서, 수영장 실기 과정
은 4일 오후에 광주의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되었다. 라이프 세이버 과
정은 BLS(CPR과 AED)과정과 물에서의 레스큐 훈련이 함께 진행되는 과정
으로써 오션 다이버에서 선택할 수 있는 SDC 과정이다. 라이프 세이버 과
정에서 물에서의 레스큐 과정은 스포츠 다이버로의 승급 과정에서 필요한
레스큐 과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오션다이버가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스포츠 다이버 과정에서 필요한 제한수역에서의 레스큐 실기 훈련이 생략

본부 사무실 이전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던 본부 사무실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으로
4월 30일에 이전하였다. 새로운 본부 사무실은 동시 주차 20대가 가
능한 넓은 주차장과 경부선의 판교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및 지방에서 방문
하는 멤버가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본부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444-154 3층
전화번호 : 1899-0231
팩스번호 : 031-711-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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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차 강사훈련과정 완료(제주도 코바 다이빙 스쿨)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의 코바 다이빙 스쿨(BSAC 강사교육센

BSAC Korea는 올해 6월 12일부

터, 대표 김윤석)에서 강사훈련과정이 진행되었다. 강사후보생 및 강사교환

터 15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

과정 참가자들을 포함한 총 4명(강상혁, 김현덕, 신은수, 송유신)의 훈련과

행되는 제2회 ‘한국다이빙엑스포

평가가 마무리 되었으며, 스텝으로는 박종섭(NI), 김윤석(IT), 정상근(IT) 및

(KDEX)'에 참가한다.

김동한(AI) 강사 등이 스텝으로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 날인 5월 18일에는
라이프 세이버 강사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김기운(NI)씨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학생 강사교육 혜택 확대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대학생 강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
장에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번 대학생 강사후보생 지원 방안은 본부의 지원과 함께 트레이너들의 봉
사를 전제로 계획되고 있다. 평가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8월 9일부터 17일
까지이다.

라이프 세이버 과정 - 제주 코바 다이빙 스쿨

참가 후보생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18일 제주에서 라이프 세이버 과정이 진행되었다. 제주의 코바 다

-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무료

이빙 스쿨(강사교육센터, 대표 김윤석 트레이너)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과

- 본인 부담금 : 참가자 체재비 및 인증비(등록비) 등

정은 전날까지 강사교육을 완료한 참가자들과 함께 센터의 소속 강사들 및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교육 주관은 김기운(NI)씨에 의해 진행되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 전형 후 면접에 의해 총 10명 이하를 선정하게 되

아모렉스 리조트 내에 위치한 코바 다이빙 스쿨은 자체의 강의실과 수영장

며,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후보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 갖춰져 있어서 이론 및 실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 재학증명서

Lifesaver(라이프 세이버) 과정이 출시된 이후, 그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 다이빙 관련 자격증 및 로그북

에 걸쳐 다이버, 강사 및 트레이너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강사 및

- 등록된 BSAC 강사

트레이너의 요청이 있다면 수시개최가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및 트레이너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천서
- 자기 소개서
- 강사활동 계획서

찰스 황태자에 이은 새로운 BSAC 회장(President)
BSAC에는 단체의 수장으로써 회장(President)과 의장(Chairman)이 있다. 의장은 매 3년마다 회원들에 의해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최근에는 Mr. Eugene
Farrell이 새로운 3년을 위한 의장으로 선출되어 부임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5월 10일에 BSAC의 새로운 회장도 임명되었다. 최근까지 40년 이상 회장으로 역임했던 찰스황태자(Prince of Whales)는 그의 아들 윌리엄
왕자(Duke of Cambridge)를 그의 후임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윌리엄 왕자는 그의 할아버지인 에린버러 공작(Duke of Edinburgh)에 이어 그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그의 아버지 찰스 황태자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회장에 취임하게 되는 것이다. 윌리엄 왕자는 BSAC의 공식 잡지인 ‘SCUBA’ 6월호에서 자신의
새로운 회장직에 대한 취임사를 선보였다. 그는 자신의 회장직이 그의 어린 아들 조지와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5월 12일에 발간된 잡지에서 공작은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내가 BSAC와 함께 다이빙을 하고 스포츠와 수중세계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음
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의 아들 조지 왕자가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배움에 그의 뒤를 따를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BSAC의 현재 의장인 클레어 페디(Clare Peddie)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윌리엄 왕자를 환영하는 것은 BSAC 역사에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BSAC가 새로운 시대로 이동함에 따라 군주를 회장으로 두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특권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또한 그의 아버지 찰스 황태자
가 BSAC에 40년 넘게 보여준 헌신적인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윌리엄 왕자는 수중세계는 진정으로 상상력과 넓은 시
야를 갖게 한다고 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해양환경, 야생동물과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공작은 “나는 운 좋게 세계의 몇몇
멋진 곳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스쿠버 다이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나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중세계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BSAC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해양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존하고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BSAC 회장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했다. 그는 “나는 다음 세대의 수중 탐험가, 개척가가 될 젊
은이들이 수중스포츠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BSAC와 함께 격려할 것이다.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며 삶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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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14년 IANTD KOREA 개해제

한국 다이빙엑스포

2014년 4월 5~6일 서일민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삼척 해양캠프에서 IANTD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KDEX(Korea Diving EXPO)가 경

KOREA 개해제을 실시하였다.

기 보트쇼와 함께 실시된다. 한국 다이빙 엑스포는 한국 다이빙 교육 단체

5일 저녁에는 드라이슈트 세미나와 드라이슈트 Pee-밸브 세미나를 실시하

연합회(KDEC)가 진행하는 행사

였다. 세미나 후에는 저녁 만찬을 실시하였으며, 저녁 메뉴는 서일민 트레이

로 올해로 2회를 맞이한다. 올해

너 준비한 가자미 회, 생태국, 도로묵 구이 그리고 IANTD 본부에서 준비한

는 여러 나라의 관광청과 참가에

바비큐, 닭 백숙 등으로 마무리 하였다.

관해서 협의 중이고, 단체와 상

다음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해양 캠프 앞 방파제에서 IANTD 다이버와 강사

관없이 각종 세미나가 실시될 예

및 트레이너들과 한 해의 안전과 즐거운 다이빙을 기원하는 2014년 개해제

정이다. 세미나는 다이빙 컴퓨터,

를 실시하였다. 개해제 후 다이빙을 2회 계획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아쉽게

사이드 마운트, 재호흡기, DAN,

도 다이빙은 하지 못하였다. 참석한 IANTD KOREA 멤버들에게 감사드린다.

수중 스쿠터, 프리다이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토요일
저녁에는 다이빙 발전을 위해서
공로하신 다이버와 업계 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며, 각
교육단체의 다이버 발급 인수를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에는 저녁식사를 같이 제공하였
는데, 올해는 폴로 T셔츠를 제작
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14년 IANTD 트레이너 강습 일정공지
IANTD KOREA에서는 7월 초 강사 트레이너 강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참가 대상으로는 IANTD 강사로 열심히 활동한 강사 중에서 3명을 선발하

울산 노틸러스팀 정기 투어

여 실시되며, 기존의 강사 트레이너들도 참석 가능하다.

울산 노틸러스팀 정기 해외 투어가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에 위치한 엠비오션 블루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투어는 황영석 트
레이너 주관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EANx 블랜딩 교육을 실시하였고, 테크
니컬 다이빙으로 펀 다이빙을 즐겼다. 김동원 강사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와 나이트록스 다이버 교육을 진행하였다. 즐거운 다이빙 투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엠비오션 블루 김용식 사장님과 스텝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울산 노틸러스팀의 발전과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樂 다이빙 클럽 4월 정기 해외투어
김창제 트레이너가 속해 있는 樂다이빙 클럽이 지난 4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사방 라라구나 마부하이클럽으로 정기 해외투어를 진행하
였다.
참가자는 강사 과정을 준비 중인 김재두 다이브 마스터와 허수용, 김연욱,
김민지, 정주미 다이버가 참가했으며, 마린 파크의 양재웅 강사와 고미선 다
이버도 함께 하였다. 이번 투어 일정이 전반적으로 사리 때여서, 사방의 명
포인트인 케년 포인트에서의 조류다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가한 만큼 참가자 허수용, 김연욱, 김민지, 정주미, 고
미선 다이버는 이번 투어에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교육을 통하여 업
그레이드 인증되었다.
다음 투어는 6월 울릉
도를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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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 강습 안내

위드 스쿠버 개해제

홍장화 부회장이 5월 중에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수중 산책에서

강영철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드 스쿠버 개해제가 지난 4월 27일 강원도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 강습을 실시한다. 이번 강습은 40m 까지 실시되

낙산 해원 다이브 리조트에서 있었다. 당일 아침 일찍 포천에서 30여 명의

며, 재호흡기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과 안정 절차, 비상 절차 등을 배우게

다이버와 다이버 가족이 참석하였으며, 안전 다이빙을 기원하는 개해제를

된다. 기존 재호흡기 강사들은 이번 코스를 통해서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

마치고 1회 펀 다이빙을 무사히 마친 후 미리 준비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다. 자세한 문의는 IANTD KOREA 본부로 문의하기 바란다.

이벤트는 수중 보물찾기를 실시하였으며, 경품으로는 200만원 상당의 다이
빙 장비를 준비하였다. 위드
스쿠버의 발전과 안전 다이
빙을 기원한다.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아이러브다이버 센터 & 리조트

SI 강사/응급처치
국가공인 인명구조원
래프팅가이드 전 과정 교육 및

굿다이버 서비스

다이빙 투어진행

1588-0842
www.ilovediver.com
서울센터•광주센터
여수센터•제주도리조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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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투어사진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템(세미드라이수트, 다이브컴퓨터,
돗수마스크, 사이드마운트 포함)
6.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시)
7.	다이빙 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잠바 무료렌탈
10.물고기빙고판을 완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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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3년 스킨스쿠버Ⅱ 전공수업

STX 백상어 스킨스쿠버클럽 상반기 맴버투어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스킨스쿠버2 전공

STX 백상어 스킨스쿠버팀(정세홍 In.Tr)은 4월 30일에서 5월 7일까지 필리

수업과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학기 기본 오픈워터다이버 과정을 성공적으

핀 아닐라오 몬텔카로와 마따붕카이 포춘아일랜드에서 무려 7박 8일 동안

로 수료한 후 이번 과정에서는 레스큐 다이버 등 스페셜티 과정으로 진행되

2014년 시즌 개막을 알리는 대장정의 정기 클럽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였다.

고 심화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은 리더십 다이버 과정까지 진행한다.

2014년 클럽 정기투어는 총 28명의 멤버들과 해외원정 다이빙 투어 최장 기
간이었으며 필리핀 최
고의 수많은 포인트를
탐험하며 STX 백상어
스킨스쿠버팀만의 강
인한 멤버십을 다지는
투어였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2년 인명구조요원/강사
전공수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과정 전공수업과정을 진행 중이다. 수영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해
양체육의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수업으로 학기 말까지 수업 후 인명
구조요원 및 강사 자격 평가를 거쳐 최종 자격취득을 하는 과정이다.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YMCA응급처치
CPR&AED 전문강사 과정 개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졸업예정 3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전문안전지
도자과정 YMCA 응급처치 CPR&AED 강사 양성과정을 서울 YMCA 주관으
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일과정으로 진행하였다. 50명의 참가자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49명이 자격취득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들은 졸업과
함께 응급처치 CPR&AED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지도자과정 개최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4년 상반기 안전관련 스페셜티 코스 지도자
과정을 개최한다.
1. CPR&AED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4년 6월 10일(화)~13일(금)
2. DRAM(Diver Rescue Accident Management) 지도자 과정
: 일시 - 2014년 6월 27일(금)~28일(토)
3. 텍-사이드마운트 지도자 과정(4차)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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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YMCA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응급처치 안전교육 개최
파주 YMCA에서는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운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YMCA 응급처치운동본
부 강사 3명(류지한, 성기한, 김정철)을 초청하여 운정청소년문화의집과 교하청소년문화의
집의 지도자와 청소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야외활동 및 생활안전에 대한 응급처치 안전교육
을 진행하였다. 전원 교육 후 수료증을 취득하였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시 안
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YMCA-부산·경남·광주·안산·경기·서울지역
인명구조요원/강사 강습회 개최
한국 YMCA에서는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 해양경찰청 법령인증 자격과정인 YMCA 제
48년차 인명구조요원 자격 강습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5월 17일부터 주말반 및 주중반 등
으로 운영된다.
문의 : 02-738-7799
- 경기, 서울 : 2014. 5/17~6/28
- 부산. 경남 : 2014. 6/21~7/13
- 광주, 전라 : 2014. 6/28~7/20
- 안산, 경인 : 2014. 6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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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스쿠버 지도자 민간자격등록
한국잠수협회는 개정된 민간자격 법에 따른 스쿠버 지도자 민간자격 등록

한국영상대학교‘Ultra HD 수중촬영 교육 과정’
산학협력 협약

을 완료 하였다.

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와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는 ‘Ultra HD 수

2014년 4월 1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 인가를 하였고, 해양수산부

중촬영 교육 과정’에 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 주무부처로 되어있는 자격증으로 스쿠버 지도자에 대한 자격을 검정하
는 것이다.

4월 21일에 체결한 협약은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교육하는 ‘Ultra HD 수중촬
영 교육 과정’에 관하여 소속 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수중

등록된 민간자격은 초급, 중급, 고급 스쿠버 지

촬영에 관하여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차세대

도자로 3단계로 되어있다. 스쿠버 지도자의 민

영상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양 측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

간자격의 등록으로 스쿠버 지도자 자격 취득에
대한 검정의 모든 과정이 공신력을 갖게 되어
서 취득한 지도자들이 자격증에 대한 자부심을

한대희 교육관 중급 지도자 과정 개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대희 교육관은 곽동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중급

등록 자격증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회로 문의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였다. 부산에서 진행된 교육으로 평가를 거쳐 KUDA

하기를 바란다.

중급 지도자로 새롭게 탄생한 곽동수 지도자의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 수
료식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영원한 KUDA MAN 이응구 지도자와 우성훈,
김엽주 지도자 등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C-card 발급 키트화 시행
5월 1일부터 KUDA c-card 발급을 키트형태로 신청하게 되었다. 다양한 의
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것으로, 초급에서 상급까지 과정별
키트 구입을 통하여 c-card를 발급하게 되었다.
교육과정별로 알맞은 상품으로 구성을 하여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
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기를 바란다.

2014년 인천항 수중정화 개최
한국잠수협회 자연보호위원회(위원장 임봉우)는 5월 28, 29일 양일간 인천
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항만에서 수중정화를 펼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등의 후원과 협조로 진행되는
행사에 중급이상 다이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문진식 감독관 지도자 과정 개최

참가신청 : 02-425-5800

문진식 감독관은 대전 용운국제수영장과 울진 죽변에서 초급지도자 과정
을 진행하였다. 해양실습 후 평가를 거쳐 김현호, 박용우, 조대의, 박철권 교

오용택 감독관 지도자 교환과정 진행
오용택 감독관은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하리에서 강희상 강사를 대상으로
지도자 교환과정을 진행하였다. 강희상 강사는 현지에서 진행된 교육에 열
정적으로 참여하여
KUDA 지도자로 새
롭게 탄생하였다.
클럽하리의 책임강
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희상 지도
자의 활발한 활동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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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생이 초급지도자로 탄생하였다. 대전지부에서 새롭게 탄생한 지도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지부소식
[가평지부]

[울산지부]

가평지부 남이섬 맑은 물 가꾸기 행사

울산광역시 지부 2014년 개해제

가평지부(지부장 유재칠)는 2014년 4월 6일에 ‘맑은 물 가꾸기’ 행사를 진행

울산광역시 지부(지부장 김정실)는 3월 16일 울산 주전에서 개해제를 진행

하였다. 가평지부의 연간 수중정화 행사 중 2차 행사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

하였다.

는 남이섬에서 진행되었다. 민물이라 아직은 차가운 수온이지만 회원들의

울산광역시 지부 회원과 모든 다이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

었다. 시즌 첫 다이빙 행사에 많은 회원들의 참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

의 말을 전한다.

빙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2014년 안전기원제 개최
가평지부(지부장 유재칠)는 4월 27일 청간정 리조트에서 2014년 가평지부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안전한 잠수 활동과 수중 봉
사활동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연간 계획에 의하여 수
중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가평지부에 안전한 2014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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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경찰청 과학 수사대 및 해군 헌병대“수중과학수사기법
PSD(Public Safety Diver)”교육

퍼실리티 소식
대전 다이빙 스쿨 PSAI 플래티늄 퍼실리티 등록

PSAI Korea에서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주 특전 교육단에서 경찰청 수

대전 다이빙 스쿨 대표 김동식 IT와 이항우 IT는 지난 2013년 11

중 과학 수사대(UFIS - Underwater Forensic Investigation Squad)와 해군 헌병대 수

월부터 2014년 03월까지 PSAI Instructor Trainer 교육을 PSAI

사과(NCSI)에 “수중 과학 수사 기법 PSD(Public Safety Diving : 공공 안전 잠수) 2차

KOREA 사무실과 대전 다이빙 스쿨에서 진행하였으며, 4월에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과학수사요원의 수중 사건 현장 감식 시 수중 과학

PSAI Instructor Trainer 자격을 취득하였다.

수사 기법을 통해 수중 현장보존, 사진촬영, 증거물 채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함이며 19

기존 실버 퍼실리티로 운영되던 대전 다이빙 스쿨도 PSAI 플래

명의 경찰청 과학 수사 요원 과 3명의 해군 헌병대 수사관 모두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

티늄 퍼실리티로 재등록하여 대전 및 충청 지방의 PSAI 다이빙

수하였다.

교육을 담당하
게 된다. 대전

PSAI PSD(PSD(Public Safety Diving) 소개

및 충 청 지방

PSAI(Professional Scuba Associntion International)의 교육시스템은 스포츠, 테크니컬,

의 PSAI 다이빙

기술자, 공공 안전 다이빙으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템으로, 모든 교육 과정은 ISO(국

프로그램의 보

제 표준화 기구) - 9001 NO. GB2004465와 IAB(국제 인증 위원회) - NO. 0044/1에

급에 힘쓸 대전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PSAI Public Safety Diving 교육 프로그램은 NIMS(국립 사

다이빙 스쿨을

고 지휘 시스템-ICS - 100 ~800), NFPA(국

김동식 IT

응원한다.

이항우 IT

립 화제 방지 협회), OSHA(직업 안전 및 보
건 이사회), FEMA(연방 응급 관리청) 기준 하

Fire Fish Crew 실버 퍼실리티 등록

에 제정되었고 현재 미국 내의 아리조나, 알

Fire Fish Crew 대표 지

레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등 12개 주의 경찰,

창민 강사는 2014년 5월

해양경찰, 소방 등에서 공식 채택, 실행 중인

Fire Fish Crew의 PSAI

교육이다.

실버 퍼실리티 등록을
하였다. 서울,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Fire Fish Crew
는 한글로 “불고기 크루”로 재미있는 이름이 인상적이다. 비
영리로 다이빙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이빙 크루로써
PSAI의 다이빙 발전에 많은 기여하길 기대한다.

PSAI-KOREA 공고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PSAI KOREA는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고양
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4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강사소개
길상수 I-1398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변형국 I-1399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최갑열 I-140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정종현 I-140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정유식 I-1402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강영주 I-1403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김승수 I-1404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이종순 I-1405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박아름 I-1406 (Open Water Instructor) IQC - 장원우 IT
조규혁 I-1407 (Mas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전수배 I-1408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좌동진 I-1409 (Nitrox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234

에 참가한다. 수상, 수중 레포츠 분야 중 스쿠버 다이빙
종목으로 이번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에 참가하여 많
은 관람객들에게 참가기간동안 스쿠버다이빙과 PSAI에
대하여 알릴 계획이다.

신간안내new books guide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The Sea Within
저자 : 장 한
판형 : 220x245mm
면수 : 392p
정가 : 100,000원
출판사 : SCUBA MEDIA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
중사진을 묶은 것이다. 저자가 오랜 기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Technical Diver
백과사전

글 : 권천중
사진 : DEPC

저자 : Tom Mount

정가 : 협찬에 의해 배포

역자 : 지혜미
면수 : 470p, 4x6 배판
정가 : 47,000원
출판사 : 도서출판정담
IANTD의 CEO인 톰마운트가 40년
이상 군,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다이
빙을 하면서 경험하고 연구한 이론
을 정리하여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
해 참고가 되는 Technical Diver 백
과사전을 발간하였다.

아! 독도 119(독도해양생물생태)
저자 : 김지현
면수 : 204p, 하드커버, 양장
정가 : 100,000원
출판사 : 도서출판피알에이드
다이버이자 해양생물학자인 군산대 겸임교수 김지현 박사가 독도 바닷속을 오랫동안 촬영한
수중사진을 엮은 것이다. 다이버 시각에서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섬, 독도에서 만난 경이로운
수중생태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이 책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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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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Tasik Ria Resort Spa & Diving

현지 3박이상 패키지 신청시 1일 렘베 투어
1회 나이트다이빙, 1시간 바디마사지 포함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 bluemjl@hotmail.com

MARIN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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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Family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 과
체형은 편평하며 등 면은 타원형이고 여러 모양의 융기물이나 큰 돌기가 있고 이곳의 분비선들이 방어를 담당한다.
촉각이나 아가미돌기도 위축 시켜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다.

094) Archidoris odhneri (MacFarland,1966)
구릉갯민숭달팽이 (신칭)
불투명한 유백색, 노랑 또는 주홍색 체색에 등 면은 수포형태의 둥근
돌기들로 덮여있다. 찬 바다에 서식하는 종이다.

▶ 분 포 :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 한국의 동해
▶ 크 기 : 체장 130mm
▶ 촬영지 : 강원도 고성 -15m, 강릉 -24m
▶ 사 진 : 황임성, 천재법

095)Doris granulosa (Pease,1860)
=Doriopsis granulosa
닭살갯민숭달팽이
노랑 체색에 등 면은 작은 돌기형태로 덮여있고, 각각의 돌기 측면에 갈색 반점들이
보이며 7개의 아가미다발들이 반원 형태를 나타낸다.

▶ 분 포 : 하와이, 인도 서태평양, 제주도
▶ 크 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동북항 -2m
▶ 사 진 : 윤병로, 윤병로

Jeju Is.

096) Doris sugashimae (Baba,1998)

흰점노랑갯민숭달팽이
체색은 노랑이며 크기가 비교적 일정한 돌기들이 균등하게 산재
하는 등 면에는 연갈색의 불규칙한 체색이 부분적으로 있고, 중
앙부 양옆에 작고 둥근 흰무늬가 있다.
아가미다발 기저부를 둘러싼 흰색 원이 뚜렷하고, 희미하지만 양
쪽 더듬이 기저부도 흰색 원으로 둘려있다.

Jeju Is.

▶ 분 포 :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 사 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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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Doris tricolor (Baba,1938)
삼색갯민숭달팽이
소형 종으로 진노랑 바탕 체색에 다양한 크기의 돌기들
이 등 면에 산재해 있기에 외형은 두드럭갯민숭달팽이

(H. japonica)와 비슷해 보이나 크기는 작다. 3가지 색상
으로 된 줄무늬가 등 면 중앙에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
으로 학명도 여기서 유래 됨.
▶ 분 포 :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충남 태안 -10m
▶ 사 진 : 이운철, 이지연, 윤병로

098)Siraius nucleola (Pease,1860)
= Siraius immonda
= Doris immonda
모래시계갯민숭달팽이
외투막과 촉각, 아가미다발은 초록이 가미된 노란색이나 촉각 끝부분만 흰색을 띤다.
등 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산재하고, 양 촉각사이에서 아가미다발 앞쪽까지의 외투막에
진한 갈색 모래시계 형태의 무늬가 있다.
▶ 분 포 :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4m
▶ 사 진 : 윤병로, 신상열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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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Doris sp.(1)
귤껍질갯민숭달팽이
크기는 크며 진노란 둥근 체형에
수포 형태의 둥근 돌기들이 등 면
의 전면을 덮고 있고, 아가미다발
은 5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투막 변두리에는 흰색으로 된
외투막 분비선이 둘려있다. 찬 바
다에 서식하는 종이다.
▶ 크 기 : 체장 250mm
▶ 촬영지 : 강원도 고성, 문암 -15m
▶ 사 진 : 이용업

100) Doris sp. (2)
납작갯민숭달팽이
체색은 회백색이고 체형은 납작하나 타원형
으로 등 면의 중앙부는 솟아있고 작은 흰색
의 반점들이 산재한다. 외투막 변두리는 주
름져 파상형태를 보이며, 아가미다발은 짧고
작은 편이다.
▶ 크 기 : 체장 35mm
▶ 촬영지 : 서귀포시 섶섬 -12m
▶ 사 진 : 고동범

Jeju Is.

101) Doris sp. (3)
갈색점갯민숭달팽이
노랑 잔돌기가 촘촘히 난 외투막에 8개 정도의 작은
갈색점이 균등히 분포되어 있다.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 사 진 : 윤병로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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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amily Cadlinidae 반점갯민숭달팽이 과 (신칭)
과거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 과,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 과에 속한 몇 종들에서 해부학적 동질성이 발견되어 새로운 Family
Cadlinidae 반점갯민숭달팽이 과로 독립되게 되었다.

102) Aldisa cooperi Robilliard & Baba,1972
점박이붉은갯민숭달팽이
소형 종으로, 체색은 주황색을 보이며 등 면에 짧은 돌기들이 고
루 돋아있고 특히 외투막 중앙부를 따라서 촉각부터 아가미다발
까지 갈색 점 3~5개가 열 지어 있다. 짧은 아가미다발은 꽃잎모
양이며 둥글다. 찬 바다에 서식하는 종이다.

▶ 분 포 :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한국의 동해
▶ 크 기 : 체장 15mm
▶ 촬영지 : 경북 울릉도, 경북 대진 -9m, 포항
▶ 사 진 : 이용업, 김억수

103)Cadlina japonica Baba,1937
일본테갯민숭달팽이(개칭)
C. luteomarginata 와 유사하나 등 면에 일광욕으로 그을린 형태의 넓고 흐릿한 갈색 무
늬가 있는 것으로 두 종이 구분된다. 연노랑 체색에 많은 짧은 돌기들이 균등히 나있
고 촉각과 외투막 둘레에 진노랑선이 둘려있다. 아가미다발은 6조각이 3묶음으로 구
성되며 끝은 진 노란색이다. 체장 70mm 까지 성장한다.
▶ 분 포 : 일본의 북해도, 한국 동해와 황해
▶ 크 기 : 체장 60~70mm
▶ 촬영지 : 강원도 속초 -12m, 강릉, 양양, 태안 격렬비열도
서귀포시 문섬, 경북 월포
▶ 사 진 : 김도형, 강동원, 김병일, 문흥기

* 노랑테와 주황테의 외형이 매우 유사하고, 테의 색깔이 두 종을 구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명에 걸맞게‘일본테갯민숭달팽이’
로 개칭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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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Cadlina luteomarginata MacFarland,1966
노랑테갯민숭달팽이
체장은 45mm 정도까지 성장하며 외투막은 청백색이고 등 면에 많은 잔 돌기
들이 고루 산재하고 변두리에 위치한 큰 돌기 끝은 노란색의 모자를 쓴 형태를
보인다.
외투막과 족의 변두리에 가늘고 뚜렷한 노랑 테가 둘려있고, 촉각과 아가미다
발 끝도 미세하고 뚜렷한 점이 있고 체색과 동일한 꽃잎형태의 8개가 모여 아
가미다발을 이룬다. 해면을 섭식한다.
▶ 분 포 : 미국의 태평양 연안, 알라스카에서 멕시코까지, 일본, 한국의 동해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강원도 삼척, 양양, 태안 격렬비열도
▶ 사 진 : 이용업, Depc

105)Cadlinella subornatissima Baba,1996
장식갯민숭달팽이(신칭)
백색 체색에 노란색이 등 면의 중앙에만 보이나 각각의 돌
기 기저부는 흰 체색 그대로이며 손가락처럼 긴 돌기들의
끝은 연분홍색이다. 비교적 깊은 수심에 서식한다.

Jeju Is.

▶ 분 포 : 인도네시아,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9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33m
▶ 사 진 : 고동범

고동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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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단행본 안내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13인의 BLUE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
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
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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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
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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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1

The sea within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2 The

Sea Within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
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이다. 저자가 오랜 기
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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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면 영문
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추가하였
다.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근간>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실수로 배우는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돕고 교육방법, 즐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항을 안내한다.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
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
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

스쿠바다이빙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다.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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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
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
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
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0,000원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들
은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찰 안내
서.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
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
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
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
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
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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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공개강좌 안내(부산)

제2회 황스마린포토서비스

지난 4월 13일 서울에서 열렸던 제1회 수중사진
공개강좌 세미나는 호평 리에 마쳤고, 부산 분들의
앵콜 요청에 의해 제2회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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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사진의 모든 것을 해부합니다.
▶처
 음부터 바로 핵심을 찔러, 당신이 가진 오랜
의문을 즉석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카
 메라와 스트로브의 모든 메커니즘을 파헤쳐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정리해 드립니다.
▶몰
 라서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알고 보면 수중사
진은 간단합니다.

4 포토샵(니콘캡처NX, 캐논DPP, 후지필름HU3)을 이용한 간단/확실한 후편집 방법
5 질의/응답(촬영장비, 촬영방법, 후보정 등 수중사진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대상 : DSLR 및 미러리스 소지자(중/고급반)
일시 : 2014년 6월1일(日) 10시(8시간 강의)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64 ㈜디오 7층 세미나실
참가비 : 30만원
참가비 입금처 : 농협 178589-51-015480 황윤태
※참가자에게 F32 수중사진 작품집 <마린 오딧세이2> 증정/사진 196장, 하드커버, 정가 7만원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교육반과 동일한
수준의 강의를 기획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차원이 다른 강의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수중사진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수중사진! 간단명료해 집니다.

참가인원 : 선착순 15명(신청마감/5월20일/현재 10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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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신청시 카메라, 스트로브 등의 보유기종을 알려주시면 맞춤식 강의로 진행합니다.

주최 : 황스마린포토서비스 / 후원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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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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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