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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전자잡지 보기

온갖 종류의 상어가 우글거리는

코스타리카 코코스
정가 12,000원

섬 다이빙

Dual Algorithm2 with Deep Stop
PSM (power saver), screen shut-off after 10 minutes.
TLBG & VARI only, O2 sat is numerical, ATR on dive main.

PRO PLUS 3
No more squinting.

Powered by Oceanic's Exclusive Dual Algorithm™
Wireless Air Integrated Technology
Advanced Digital Compass with North, Reference,
Auto Home, and Declination Adjustment

The "i" stands for Incre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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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60 TACTICAL

new

MK25/G260 TACTICAL
•G260의 기초 기술에 더하여 고강도 나일론 섬유유리 케이스
및 어둡게 양극처리 된 알루미늄 링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한 호흡기
•최상의 컨트롤과 편안함을 위한 스위벨 호스
•스텔스 디자인의 노브와 너트
•공기 흐름 조절 밸브
•동계 다이빙에 적합한 메탈 부품
•다이버 조절 VIVA
•호스 방향 전환 가능
•과균형식 피스톤 타입
•티타늄 PVD DLC 코팅
•기본 회전식 LP Hose 장착
•호흡성능 0.64j

S560

new

MK21/S560
1단계
•과균형식 피스톤 타입 1단계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독특한 열 교환방식의 동결 방지 디자인
•저압포트 4, 고압포트 2
•치과 교정 학회에서 설계한 마우스피스

수입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Tel:(02)2297-5006 Fax:(02)2297-5070
E-mail:marinebank@naver.com

2단계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테크노폴리머 베럴 사용
•에어 발란스 Flow Valve
•고속 배기 밸브
•다이버 조절 VIVA
•금속 부품

EVERFLEX

new

에버플렉스 라인은 세련된 당신에게 더 나은 착용감과 편안함, 그리고 자유로움을 제공하기 위해 재설계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의 슈트를 입고 벗기가 불편했다면, 에버플렉스는 앞으로 당신에게 최고의 슈트가 될 것입니다.
•100% EverFlex Neoprene 소재의 다중 두께 패널을 사용하여 따뜻함과 유연성이 우수
•가슴과 등 부분에 헬리오스판(Heliospan)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하며, 스며든 물을 통해 보온과 따뜻함을 제공
•내구성과 편안함을 위해 외부 원단은 이중 감춤 바느질, 내부 원단은 한번 감춤 바느질로 방수처리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발목, 손목, 목에 글라이드 스킨 씰(Glideskin seals)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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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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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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 2. 해난구조의 법률적 지위
1978년 3월의 아모코 카디즈호(Amoco Cadiz) 같은 대형
유조선이 좌초를 당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
구난업자에 의한 신속한 구조가 필수적인데, 구조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선박의 좌초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가 해난구조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국제해법회(CMI)에 1981년
제32차 CMI 회의에서 해난구조조약 초안(CMI Draft Convention
on Salvage)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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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교육센터 탐방 인투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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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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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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투어 온갖 종류의 상어가 우글거리는 코코스 섬 다이빙
Diving of Cocos Island
코코스 섬(Cocos Island)은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오사 반도(Osa
Peninsula)에서 남쪽 약 480㎞ 지점에 있는 태평양의 섬으로, 해발고도는
최고 850m 가량이며, 길이 약 8㎞, 너비 5㎞ 가량이고 총면적은 24㎢이다.
구조상으로는 코코스 해령의 일부이며, 남쪽의 갈라파고스 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코코스 섬(Cocos Island) 또는 코코 섬(Coco Island, 스페인어:
Isla del Coco)은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의 섬이다. 코스타리카 본토에서
남서쪽으로 550km 떨어진 동태평양에 위치한 오래된 섬이다. 면적은
46.6km이며 화산이 분출된 최고점은 634m이다.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연강수량은 7,000mm에 달한다.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고 풍부한 동식물이
많이 남아있다. 섬 해역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빙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무인도였지만 현재는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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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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거
몰랐
나만

할까
디에
를어
광고
.
요
이예
고민

ㅜ
?… ㅜ

「스쿠바다이버 지」
에
문의해 보세요.
광고효과가 두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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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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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

이젠 전자잡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60호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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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co.kr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스 디렉터와 PADI 강사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
김
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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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수
열
노마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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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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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 2월 16일

위
영
원
씨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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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현
정
루씨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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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관
영

임
용
우
고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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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종
열
다이버스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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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인
수
E: wooinsu@hanmail.net
T: 010 3704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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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마린

엔비 다이버스

김
현
찬

한
김
민
철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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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wc-ls.com
E: padi@swc.ac.kr
T: 010 9053 8333

베스트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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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그린피스

레저스포츠과 교수(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송
종
윤
아쿠아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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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레져

수원여자대학교

마린마스터

E: abysmch@nate.com
T: 010 3665 2255

정
회
승

박
성
수

인투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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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욱
선
블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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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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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제안

강사시험: 2014년 8월 30~31일
장소: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한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

김
용
진
다이브트리

송
규
진
파아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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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호
섭
씨월드-부산

홍
찬
정
한국 해양스포츠 개발원

W: inoon-scuba.com
E : ldw1010@nate.com
T : 010 74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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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스쿠버

노
명
호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센터

W: afia.kr
E: afia@afia.kr
T: 010 4105 2864

이
현
석
E: panda8508@naver.com
T: 010 8299 7777

W: www.aquascuba.co.kr
E: aram101@naver.com
T: 070 4634 3332

이
달
우
아이눈 스쿠버

Red Sea 다이빙 팀

송
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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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진
훈

주
호
민
E: seouldive@naver.com
T: 010 9501 5928

엔비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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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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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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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금
옥
넵튠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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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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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cubainfo.co.kr
E: 479017@gmail.com
T: 010 8731 8920

W: kms.re.kr
E: mehcj@naver.com
T: 010 8653 3060

PSI 스쿠버

잠실 스쿠버 풀장

스쿠버 인포

김
정
미

윤
재
준

이
호
빈

이번 여름 여러분의 다이빙
버디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스쿠버 다이빙은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친구들과 수중세계로의 멋진 경험을 나누세요.
수면 위에서의 친구들를 수중세계로 초대, 수중에서의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를 방문 할 때, 여러분의 친구 한 두명과 함께 가세요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를 padi.co.kr 에서 검색하세요

한국에 많은 멋진 다이빙 사이트에서 오늘 함께 다이빙 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집에서 PADI 오픈워터 코스를 온라인으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padi.co.kr을 접속하세요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더 오래 여러분의 다이빙을 즐기세요!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 수중에서 더 긴 다이빙
시간을 제공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까지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를 완료한 다이버들께
PADI 엔리치드 에어 티셔츠를 무료로 드립니다!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엔리치드 에어 다이빙의 경험을
시작하기 위해 3가지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옵션 1
지금 바로 PADI 강사와 엔리치드에어 다이빙
하기

옵션 2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4번째 다이빙을 엔리치드 에어로 다이빙 하기

옵션 3
PADI 엔리치드 에어 어드벤쳐 다이빙을
완료하기

오늘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가 되어야 하는 이유!
안전하게 연장된 무감압 한계로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들은 항상 원하던
더 긴 다이빙 시간을 갖게됩니다.

스페셜 프로모션
한국에 위치한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방문하시어 2014년 12월
이전에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를 마치시고 – 스페셜 에디션 (Special Edition)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T-셔츠를 받도록 하세요!
(재고가 남아있을 때 까지)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를
방문하시거나 padi.co.kr 에서 검색하세요

scubaearth.com

facebook.com/PADI

twitter.com/PADI

youtube.com/PADIProducer

PADI

스페셜티
다이빙페스티발

2014년 10월 4일

인생 최고의 여행을 PADI와 함께 하세요!
환상적인 제주 섬에서 잊지 못할 다이빙 추억을 만드세요. 지금 PADI
스페셜티 코스에 등록하고 평생 잊지 못할 휴가에서 기막힌 선물을
받으세요. 모든 PADI 다이버들, 가족과 친구들을 환영 합니다.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5시-10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4 (697-120)
 입장료에 포함 되는 것은 한정판 PADI방풍자켓, 저녁식사,
음료, 파티, 행운 추첨권!
 한국에 있는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에서 예약 가능
합니다.
 예약은 2014년9월4일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티켓은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PADI
Hoodie
Limite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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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S COLUMN

실버 다이버, 화이팅!

2013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613만 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그와 관련된 문화산업 콘텐츠도 활발하
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는 노인을 위한 콘텐츠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만의 시간이 많아진다면 과연 그때는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필자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현재 스쿠바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실버 다이버라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글 구자광(발행인)

스쿠바다이빙은 젊었을 때 시작해서 노년까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체력에
한계가 와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 힘이 덜 들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바닷속의 경이로운
풍광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즐거움도 크다. 또한 바닷속에서 마
치 무중력상태의 느낌을 받아 삶의 복잡함을 다 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해탈의
경지를 맛보기도 한다. 바닷속을 들어갈 때마다 늘 설렘과 긴장감을 느끼고, 자주 접하
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되면 엔도르핀이 저절로 솟아난다. 스쿠바다이버들은 다이빙이 주
는 만족감에 여건이 허락되는 한 오랫동안 즐기고 싶어한다.

다이버의 관점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살아온 경험과 기술들이 축적되어 다
이빙에 관한 노하우가 많아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도 자유로워 다이빙 투어를 하기
에 최적의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다 보니 다이빙 투어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싶어한다. 사실 다이빙 투어는 혼자 가는 것도 즐겁지만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 스쿠바다이빙 투어는 다이빙 센터, 동호회, 여행사, 프리랜서 강사 중심으로 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젊다보니 회원들도 젊은 다
이버들이 주를 이룬다. 인터넷 동호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은 실버 다이버들이 다이
빙 투어를 자주 나가고 싶어도 젊은이들 사이에 섞여가는 것이 어색하여 포기하거나 개
인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적은 단위로 여행을 계획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투어 계획
을 세우다보니 늘 멋진 사이트를 가는 기회를 목말라한다. 이러다 보니 비슷한 연령층끼
리 동호회를 만들어 다이빙 투어를 가고 싶다는 실버 다이버도 있고, 여행팀이 구성될
때 비슷한 연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투어에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에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싶어도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기존의 계획

된 여행 스케줄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나

이 필요하다. 젊은 다이버도 실버 다이버와 같이 어울리

이와 상관없이 젊은 다이버들과 소통하며 다이빙 여행을

게 되면 장점도 많아 다이빙 여행이 더 즐거울 수 있다.

즐기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이빙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이야기 하다보면 친밀감도
생기고, 다이빙할 때 겪었던 수많은 간접 경험에 대한 정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진다. 머리가 희끗희끗해

보는 다이빙을 하면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큰 도움이 되

지고, 물속에서도 예전처럼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둔해

며, 안전한 다이빙의 밑바탕이 된다.

지며, 체력도 약해진다. 다이빙 투어는 대부분 팀을 이루
어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소

세상은 변해가고 시대마다 젊은이들의 문화는 달라져 간

통하는 것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잘 어울리지 못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만이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

고 혼자 겉도는 실버 다이버도 종종 보인다. 젊은 친구들

어 있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다르

의 태도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어울리지 않

다. 실버 세대도 젊은 세대를 거쳐 왔고, 젊은 세대도 실

는 경우도 있다. 젊은 다이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연스

버 세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점을 서로 이해하고 의견

럽게 이어가지 못하고, 다이빙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려고

을 조율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

하면 잔소리라 여기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젊은 다

들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였는데 상

이버를 만나기도 한다. 반면에 나이가 든 사람의 문제점

대방의 이야기 듣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기, 부정적

은 젊은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다

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혼자만 말하지

이빙 여행은 일정이 짧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휴가를 내

않기,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말하기 등이었다. 세상은

어 똑같은 경비를 부담하고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온 것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구조이니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간

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대

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우를 받으려 하거나 수동적으로 행동한다면 가까이할 젊

위의 방식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하면 세대간의 소통

은 다이버는 아무도 없다. 어떤 분들은 젊은 친구들의 노

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는 방식과 행동을 마뜩잖게 여기며,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버 다이버는 경제력과 시간을 모두 갖춘 수

젊은 다이버의 신세대적인 행동방식이 실버 다이버의 고

요자다. 다이빙 센터나 여행사가 이들을 위한 다이빙 투

정관념과 충돌하게 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드러

어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면 좋은 비즈니스 영역이 될 수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소한 문제로 충돌은 늘 발

있다. 신규 다이버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생한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실버 세대도 젊은 시절 어른

다이빙을 하고 있는 실버 다이버를 오랫동안 다이빙을 할

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다이빙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버

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모인만큼 다른 사람으로 인

다이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

해 여행이 재미없어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다이

같은 투어 일정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일정 시간을 같이

빙 상품을 개발하여 실버 다이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고동락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여행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실버 다이버들도 채널을

의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다각화하여 적극적으로 젊은 다이버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가 소통을 만든다. 젊음과 나이 듦은 누구

다이빙 투어는 대부분 자신과 통하는 사람들과 교류 하

나 겪는 과정이다. 그 중간의 어디쯤 소통의 채널을 만든

는데 소속된 팀이 특별하게 없거나 가고 싶은 곳이 생겼

다면 다이빙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행할 때 즐

을 때는 다른 팀들과 합류하게 된다. 낯선 사람끼리의 여

거움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최고의 보온성 라바스킨

오션스판 슈퍼 스트레치 원단

리퀴드 심

플라스틱 지퍼 YKK

손목씰 자가교환 가능

실리콘 재질 목씰

NEOTEK SEMI DRY

DX300

- 8/7/6mm 슈퍼스트레치 압축 네오프렌 재질

- 500gm/sqm 3겹의 라미네이트 원단

- 보온성을 극대화한 독점 기술의 “ThermaSkin” 내부 원단

- 특허받은 BIAS 컷으로 재단 된 상의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

- G-lock 가로형 프론트 지퍼와 내부 조끼

- 플라스틱 지퍼 YKK는 특별한 유연성을 제공

- 목, 손목, 발목 내부의 스킨 씰은 물 유입을 차단

- 실리콘 재질의 SiTech Neck Tite System 목씰/손목씰

N E W

W I N G

S Y S T E M

HOLLIS WING SYSTEM
- 316 "marine grade" stainless steel bent D-rings on each side - System weight (harness only): 0.8kg - 420 nylon internal bladder ※구성품: Wing + Harness + Backplate + Backpad + Adapter + Cam Bands

5X

Focusable

900
lumens

REGULATORS
SG50
안정성 높은 스위벨이 유연한 움직임과 턱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줍니다.
여행을 자주하는 다이버에게는 가벼움을 제공하며, 또한 차가운 물에서는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1단계
방식 :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드라이 챔버
재질 : 크롬 도금, 해양 등급 황동
공기 공급 : 200Bar에서 6,700 ℓ/m
포트 : 2HP, 4LP, 고속 포트
최대작동압력 : 300Bar
EN250 저수온 테스트 : Yes
1,2 단계 총 중량 : DIN 800gr, INT 1025gr
(호스 제외)

스위벨

2단계
구조 : 파워플로우 다운스트림 밸브
배기 : 성능의 배기 성능
흡기 조정 : 조정 가능
공기 흐름 조정 : 조정 가능
스위벨 : 구형의 스위벨
호스연결 : 오른쪽

SG10 OcTOpUS
SG10 옥토퍼스 버전.
노란색의 100㎝ 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구조 : 파워플로우 다운스트림 밸브
배기 : 고성능의 배기 성능
흡기 조정 : 고정
공기 흐름 조정 : 조정 가능
호스연결 : 오른쪽

수입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Tel:(02)2297-5006 Fax:(02)2297-5070
E-mail:marinebank@naver.com

CHROMIS

new

OPTION
USB 인터페이스
크래들 액세서리

크로미스

- 다중모드 기능
스쿠바 모드, 게이지 모드, 프리다이빙 모드,
수영 모드, 시계 모드, 등산용 고도계
- 수중이나 수면에서 이동거리 측정
- 네오프랜 장갑을 착용하고도 버튼 조작이 쉽도록
관통형(Feed-through) 누름버튼 설계
- 다이빙 중 슈트의 압축을 보정하여 안정적인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주름 시계줄 사용
- 다이빙 중 스톱워치 기능
- 최대 작동 수심 120m
- 듀얼 타임
- Nitrox 100%~ 21% 초기 설정 가능

수입공급원:

www.scubapro.co.kr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Tel:(02)2297-5006 Fax:(02)2297-5070
E-mail:marineb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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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협찬 : (주)마린뱅크

금상

2명

광각 남호진

접사 이현희

은상

2명

광각 이운철

접사 김광복

동상

2명

광각 김학주

접사 장기영

입선

9명

김광복, 김기준, 김준연, 남호진, 박동훈, 손동수
양승철, 이정섭, 장기영 (가나다 순)

은상
금상

씨윙노바핀
씨윙 노바는 전통적인 SCUBAPRO 오리발 기술을 수역학 설계
의 최신 혁신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이 오리발은 블레이드식 오리발의 힘, 가속력 및 기동성을 갖추
고 있지만 분리식 오리발의 편안함과 힘이 들지 않는 특성도 갖
추고 있습니다. 연결식 조인트는 블레이드가 회전하고 전체 블
레이드가 추진력을 발생시키도록 지원합니다. 몬프렌(Monprene
Ⓡ) 탄성중합체는 우수한 기술적 특성을 제공하며 씨윙 노바의
내구성을 현저하게 높여줍니다.

동상

써멀텍 5mm 슈트
첨단 소재와 섬세한 제작의 결합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슈트의 주 패
널에는 신속하게 건조되는 N2S 네오프렌을 사용하고, 외부 몸체 패널에는 통기성 없는 소
재를 사용해 빠른 건조를 제공하고, 증발성 열 손실을 막아줍니다. 추가 보온을 위해 몸체
내부에 사용한 헬리오스판(Heliospan) 소재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사용한 에버플렉스
(EverFlex) 스트레치 패널은 더욱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편안함을 위해 손목과
발목의 지퍼는 쉬운 착용을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방수인 씰을 보장합니다. 써멀 텍 스티머
는 모든 솔기에 2중 박음질을 하여 편안함과 내구성을 제공하며 후면 지퍼에는 착용을 돕기
위한 나일론 띠 손가락 고리를 추가했고 내구성과 작동 편의를 위해 금속 주 지퍼 슬라이더
를 제공했습니다. 남/여 사이즈 및 3.5mm 두께로 제공됩니다.

스펙트라 밀러 마스크
스쿠버프로 특유의 매우 부드러운 실리콘 스커트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얼굴형에도 적합합니다.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금상 Gold Prize 남호진
정어리 무리와 다이버
Canon EOS 5D Mark II, f/11.0, 1/160

52

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이운철
부채산호와 다이버들
NIKON D90, f/7.1, 1/100

광각부문
동상 Bronze Prize 김학주
스내퍼 무리와 다이버
NIKON D700, f/6.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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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Gold Prize 이현희
물고기의 얼굴
Canon EOS 50D Mark II, f/8.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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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김광복
대벌레
NIKON D700, f/16.0, 1/50

접사부문
동상 Bronze Prize 장기영
LOVE
OLYMPUS TG-830, f/4.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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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1

2
3
4

1

입선 Selected

김준연

2

입선 Selected

김광복

3

입선 Selected

김기준

4

입선 Selected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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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6
7

5

입선 Selected

남호진

6

입선 Selected

양승철

7

입선 Selected

손동수

8

입선 Selected

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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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9

10

11

9

입선 Selected

장기영

10

입선 Selected

장기영

11

입선 Selected

이정섭

58

July/August 59

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57회

수중사진과 다이빙

유령멍게 속에 공생하는 체장 10mm 정도의 새우
Nikon D600, 105mm Macro, Nexus, f11, 1/125, Z-240X2, RAW, -20m, Bali Indonesia

유령멍게 속에 공생하는 체장 10mm 정도의 새우
Nikon D600, 105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25m, Bali Indonesia

수중사진의 가장 큰 매력은 육상과 달리 상하향 앵글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의 핵심은 적절한
부력의 확보이다. 착지하는 경우엔 음성부력이, 허공에선 중성부력이, 바닥의 생물을 보호하거나 구도상 드물게는
거꾸로 선 자세의 양성부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뜬금없이 수중사진 칼럼에서 부력조절을 얘기하는 이유는 수
중사진의 3요소인 능숙한 다이빙 스킬, 카메라관련 메커니즘의 이해, 수중생태 지식 중에서 다이빙 스킬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핵심을 정밀한 부력조절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황윤태 Hwang Yuntae

허공에서 핀 킥 하지 않고 정지한 채 우아하게 셔터를 끊거나, 갯벌에서도 부유물 한 점 일으키지 않고 촬영하는
다이버를 보노라면…. 굳이 결과물을 보지 않더라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안정된 자세는 육상, 수중을 불문
하고 사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좋은 사진을 얻고 싶다면 쓸데없는 자부심 내려놓고 조용
히 기초로 돌아가라!
수중사진에 있어 빈 공간과 여백을… 푸른 물색이 채워주는 와이드 보다는,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마크로 쪽이
처리하기 어렵다. 신경 쓰지 않으면 지저분한 바닥이 그대로 표현되고, 이는 작품성 저하로 바로 연결된다. 그러나
조리개의 적절한 조작과 근접으로 배경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게 남들
과는 다른, 반전의 재미 아닌가!
첨부한 사진은 유령멍게의 내부에 공생하는 체장 10mm 정도의 작은 새우를 클로즈업 렌즈까지 장착하여 등배
율 이상으로 촬영한 것이다. 새우의 눈, 전후 1mm를 제외하곤 배경과 피사체 모두 포커스 아웃되어 푸른 형광색
유령멍게 몸체가 몽환적인 파스텔 톤으로 표현되었고, 덕분에 보색관계인 주피사체의 색감이 더욱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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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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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레저클럽
(서울 강동)

연락처: 010-5416-5228
웹주소: 15445228.com
이메일: ssi5228@naver.com

다이브
칼리지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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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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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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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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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브칼리지

테크니컬
교육단

(서울 송파)

(서울 송파)

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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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니컬
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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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김영기
연락처:010-2698-9948
이메일: k119y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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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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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스다이브
(서울 용산)

(서울 송파)

김필원
연락처: 010-9281-6938
이메일: dnjs9927@hanmail.net

더 많은 지식

더 다양한 선택

최신의 교육자료들과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즐거움과
최상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유소년다이빙, 프리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높은 전문성

더 넓은 세계적인 인정

전문적인 비즈니스 교육 또한 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인스트럭터로서의 장기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국제 iso 인증으로 전 세계 ssi 인스트럭터들의
다양한 직업 선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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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순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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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니컬
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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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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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38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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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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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정영수

(경기 의정부)

오호송

해양스포츠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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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

전영찬

뉴서울
다이빙 풀

진신
연락처: 010-5351-9232
이메일: jinsdive@dau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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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지상의 낙원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92-6 번지 우진빌라 402호

W-STATE

우정석

010-6489-7689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1-11 신한빌딩 10층

다이버의 꿈

이용주(서승대)

010-8553-3500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33길 25 305호

다이브 매니아

김명선

010-9087-333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7 삼성애니텔 211호

다이브 파크

정영수

010-3766-68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3-6 애니카랜드 대방점

㈜레저클럽

오호송

010-5416-522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6-2 드림팩토리 1층 101호

머맨

임정택

010-6760-3138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2792 특수임무수행자회 임정택

스쿠바조아

김희석(윤기명)

010-9844-044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79-19 지하1층 스쿠바조아

씨앤조이 스쿠버

이재욱

010-6280-0952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2길 7 (신정동) 지층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010-378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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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아

노명호

010-4105-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463-2 103호

액션스쿠버

이민정

010-8521-4707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구수동) 액션스쿠버

양천 씨앤씨

김형진

010-2372-4135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481-31 한성 나-401

㈜디브이인사이드

박상훈

010-8512-228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20 1F

진스다이브

진신

010-5351-923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37 금호연립 A-101호

테크니컬 교육단

유재철

010-3888-676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65-2 으뜸빌딩 2층

팀보니또

김태훈

010-3797-5132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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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9-31 바다의 꿈

경기도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 블루홀 다이버스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9-1 수원공업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2-7번지 스쿠버데이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54-7번지 다이버하우스

썬 스쿠바

최창호

010-5289-3733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06-2번지 43번 건물 썬스쿠버

아쿠아밸리

김명신

010-4333-284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43-2 501호

일산풀

구자운

010-8833-94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6-1 센터21 빌딩 5층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80번지 서울산업잠수학원

포프라자

전윤식

010-9991-0114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688-7

팀에스에스아이 스쿠버다이버

손주은

010-7430-487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133번길 12 (내동) 3층

ING 스쿠바

전영찬

010-9503-0415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서로 1-12 402호

아라 다이브

김윤성(전기인)

010-4533-1118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92번지 연수브랫슬 101호

준 스쿠바

김기용

011-314-2560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34-11번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LF문암 다이브 리조트

강원도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19 네모선장리조트

동호다이브리조트

조명환

010-4195-1556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259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134번지 반암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9 봉포다이빙

봉포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SSI Korea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아야진스쿠버리조트

이성행

010-4343-88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 큰방파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에프스타일㈜

전석철(김미라)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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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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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금정 스쿠버

이호석

010-3380-4707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0-7 1/4 영금정스쿠버

영진아쿠아존

김창문

010-9058-9933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1013-6 유영타운111호 아쿠아존다이빙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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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Ⅲ 대학

정의진

011-9814-743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779번지 KOREA POLYTECHⅢ COLLEGE
산업잠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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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도
SSI 아카데미

고대훈

010-9482-0059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별관 C동 105호
SSI 아카데미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44-18 바다로 스쿠버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아산시 방축동 온천대로 1395 스쿠버원다이빙칼리지

X-스쿠버

강광순

010-7424-9111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여덕관 404호
응급구조과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0-5215-89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엑스포다이빙센터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5610-221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198번지

탑다이버스

정구범(김성훈)

010-8456-2591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14 (중촌동) 지하

넵튠다이빙샵

오승룡

010-3012-4512

전남 광양시 마동 328 번지 광양 커뮤니티센터 매점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0-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93-2 태평양 약국

백운선 다이빙 스쿨

백영환(이남길)

010-4111-9944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640-4

수중세계

조현수

010-3500-2686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6-1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90번지 전북잠수전문학교

전라도

경상도
JMJ DIVING SCHOOL

유성용

010-7704-333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1035-8 해양스포츠교실

SSI 울산다이빙센터

최동영

010-9744-22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67, C-206 (신정동, 태화강엑슬루타워)

고성 스쿠바

노승환(이주언)

010-9082-885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3 선경 APT 2동 201호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50-1번지 남해푸른바다 스쿠버

노틸러스다이브클럽

최성학

010-7449-4525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2, 128 (신천동, 동양상가아파트 1층)

다이브알앤디

최지섭

010-3277-03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10 예그리나 1층상가

대진리조트

최억(채효숙)

010-3539-7800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체험마을길 12-7

동서대학교

소훈

011-834-1982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민석체육관 4층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7 문희수잠수교실

부산대학교

황영성

010-3878-8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경암 체육관 교수동 515호

스쿠버 월드

손완식

010-8571-3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3 두류다이빙풀장 스쿠버월드

스쿠버 컬리지

이성복/김문겸

010-4543-0724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남천마리나 2층

아쿠아 캠프

조준호

010-9999-4008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31번지 울릉 아쿠아캠프 리조트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황흥섭
리조트
위덕대학교
엄대영

010-7567-0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

010-4557-25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 위덕대학교 정진관 사회체육
학부 207호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38 (관동동) 101호

장유스쿠버

윤철현(양상현)

010-9325-0159

㈜언딘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윤상(김기현)

010-6727-2900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

팀노블레스코리아

박찬용

010-9265-4505

부산 남구 감만동 73-163 한국타이어 2층

프리다이브코리아

유시혁

010-4137-07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107호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919-257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태왕그린힐즈아파트 101-1405호

허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진주시 신안동 31-14 정수다이빙스쿨

제주도
더 블루 웨이브

김민승

010-9323-4060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북로 95번지 더블루웨이브

방2다이버스

방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 방2다이버스

블루버블

정범수

010-2646-4392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5-6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0-9120-111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137-5 스쿠바라이프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92-39 스쿠버스토리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도두2동 836-7 제주바다하늘

제주국제대학교

홍근혁(윤상택)

010-2554-8700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번지 제주산업정보대학 스포츠산업계열

010-2699-7278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해양
스포츠실

제주대학교

김진현

July/Augus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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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August 67
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LEARN TO SCUBA DIVE
WITH... BSAC Korea
Resort Center & Diver Training Center
Badasori Dive Center(윤상선) 63-915-878-4761 필리핀 세부

블루드림호&스킨스쿠버(신창민) 010-7761-5844 부산

Band of Divers(간영훈) 010-2009-2012 서울

서울스포츠센타(최우집) 010-7296-7522 서울

Blue Wind Marine Korea(김상빈) 010-3845-7585 부산

씨드림 리조트(이주일) 010-5365-1247 강릉

Blue Marine(정윤현) 010-5141-9797 제주 서귀포시

아네모네(구재서) 010-2935-1355 거제시

Dari Divers Palau(이성수) 070-7536-6767 팔라우

아야진 리조트(이성행) 010-2974-6000 강원 고성

Eagel Team(이정훈) 010-4118-6100 경기 용인

오션어스(김현수) 010-7388-2490 부산

e-Diving(권기훈) 010-5473-3050 서울

영진아쿠아존(김창문) 010-9058-9933 강릉

Lead Marine(최우정) 010-7192-0123 필리핀 아닐라오

인어와 마린(유종범) 010-5346-3333 경기 용인

Sudal Divers(민성용) 010-2286-3324 광주

찰스다이브(손철수) 010-6798-2002 제주 서귀포시

Pohang Sub Aqua Club(이영훈) 010-9192-3029 포항

프로잠수(강중복) 010-3867-0393 경남 남해

Resort Soo(주확수) 010-829-7422 울진

타크라 다이빙(강상혁) 010-5560-7103 제주도 서귀포시

고고고 리조트(이종도) 010-9304-6897 강원 옥계

한국영상대학교(구재모) 010-9662-0305 세종시

광주스쿠버다이버센터(최원호) 010-9197-6648 경기 광주

해원다이브 리조트(박상용) 010-685-1556 강릉

다사 스쿠버(김성식) 010-3798-9392 대구

해인스쿠버(양영동) 010-6209-9403 경남 고성

Premier Center
Anilao Dive Center(한종훈) 070-7563-5352 필리핀 아닐라오

정 스킨스쿠버(최우정) 010-7192-0123 경기 남양

Bubble Story(이상호) 010-2504-8184 울산

38마린 리조트(임근환) 010-3940-0010 양양

HAN SCUBA(김재우) 010-5444-4777 강원 양양

양양레저(김찬호) 010-6370-0678 양양

Paradise Resort(이수호) 010-7153-7476 필리핀 사방

유원레포츠(이명종) 010-5364-0333 춘천

Scuba Club 123(정영기) 010-3564-3106 울산

하슬라리조트(장동국) 010-3698-8110 양양

Sea Plus(김동한) 010-5135-1004 제주 서귀포시

한국해양생태연구소(장세운) 010-9214-5157 포항

Instructor Training Center
BSAC Ulsan(김미성) 010-8853-7418 울산

Nepa Extreme Team(정문진) 010-9366-9113 원주

Coba Diving School(김윤석) 010-5254-7710 제주 제주시

Wow Scuba(박재경) 010-2560-2383 부산

J-Marine(최종인) 010-5275-0635 서울

부산잠수센타(서동수) 010-2957-5091 부산

Marine Boy(김옥주) 010-7227-5375 광주

신천다이버스(천재곤) 070-4686-1901 필리핀 보홀

M.B. Ocean Blue(김용식) 070-7518-0180 필리핀 세부

울릉다이버 리조트(권천중) 010-5201-5353 울릉도

Manpo UW System(이기호) 010-5003-2255 서울

원잠수해양 리조트(최경식) 010-6823-4277 포항

Imperial Dolgorae Marine Center(서민욱) +63 917 468 5837 필리핀 세부
Jam Divers Red Palm Resort(서민욱) 카카오톡: smw7326 필리핀 보홀

Center of Excellence
김기운수중운동센터(김기운) 010-9418-2854 청주

61년 전통

ISO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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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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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20th Anniversary
우리의 지난 20년은, 한국 다이빙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 다이빙의 품격이었습니다.
2014년, BSAC Korea의 새로운 20년을 시작합니다.
다이빙의 새 역사를 씁니다.

Dive with friends, BSAC Korea

Korea 199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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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퇴물 취급받는 수중 기생동물
Parasitism in the Ocean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Cleaner shrimp give a Morey Eel the once over. 청소부 새우가 곰치의 몸을 대충 청소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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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parasite? I

기생충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내 위

think of some disgusting worm or protozoan in my stomach or

장이나 장에서 꿈틀대는 역겨운 벌레, 혹은 원생동물이

intestine. I cannot count how many Sci-Fi movies have been

떠오른다. 인간을 집어삼키는 기생동물들이 생겨나 전 지

produced about the outbreak of human devouring parasites,

구로 퍼져간다는 내용의 공상과학 영화는 셀 수 없을 정

making their way around the globe. Unfortunately, these most

도로 많이 제작되었다. 불행히도 해양생물 가운데 개체

numerous of marine organisms have gotten a bad rap.

수가 가장 많은 이들 동물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Cleaner shrimp often wait for parasite ridden clients at cleaner stations.
Fish seem to know right where these stations are.
청소부 새우는 흔히 청소 정류장에서 기생동물로 뒤덮인 고객들을 기다린다.
물고기는 이러한 정류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아는 듯하다.

▲ Cleaner wrasses aggressively seek out customers with obvious external copepods often taking a nip out of the fish’s skin.
청소부 놀래기는 몸 밖에 뚜렷한 요각류를 달고 있는 고객들을 적극 찾아나서 흔히 이를 물고기의 피부에서 물어뜯는다.

Remarkably, the most numerous group of animals in the ocean

놀랍게도 수중동물 중 개체 수가 가장 많은 부류가 기생동

are the parasites. Think about it – almost every fish, shrimp

물이다. 생각해보라. 거의 모든 물고기, 새우 및 게와 더불

and crab, along with all the other marine phyla in the ocean,

어 기타 모든 해양 수중동물의 몸 안팎에는 여러 마리는 아

have a couple, if not several parasites in or on their bodies. So,

니더라도 한두 마리의 기생동물이 있다. 그러니 수중에‘1억

if there is a “zillion” fish and other critters in the ocean, then

마리’
의 물고기와 기타 생물들이 있다면 아울러 수중에‘수

there is a“dozen-zillion” parasites in the ocean as well.

십억 마리’
의 기생동물이 있는 셈이다.

Most parasites are internal and not visible to you or me. In

대부분의 기생동물들은 체내에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

this article we explore those parasites that we can easily

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기생

observe – the external marine parasites.

동물들, 즉 체외 해양 기생동물들을 살펴본다.

Every diver has watched cleaner wrasse and cleaner shrimp

다이버라면 누구나 청소부 놀래기와 청소부 새우가 곰치

delouse a moray or grouper of their infestation of external

또는 농어의 몸 밖에 득실거리는 기생동물들을 제거하는

parasites – most of these copepods. We are amazed that the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들 동물은 대부분 요각류(橈脚類,

fish is so content with the cleaner that they often allow the

copepods)다. 물고기가 청소부에게 기분 좋게 몸을 맡기며

cleaner to swim in and out of the mouth and gills to do a

청소부가 자신의 입과 아가미 안팎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complete job.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 정말로 놀랍다.

So what is a parasite? It is hard sometimes to distinguish

그렇다면 기생동물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기생(parasitism)

between parasitism and mutualism covered in our Jan/Feb

과 2014년 1/2월호 글에서 다룬 공생(mutualism)을 구별

2014 article.

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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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it’s hard to distinguish between parasitism and mutualism. Here what
appears to be a parasitic worm on a coral turns out to be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때로 기생과 공생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사진에서 산호 위에 있는 것은 기생동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사이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Resembling internal parasites the brown spots within the tissue are actually
symbiotic critters that benefit the host and in return protected by it.
조직 내에서 보이는 갈색 반점들은 체내 기생동물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공생생물로,
숙주를 유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숙주의 보호를 받는다.

Some external parasites play a third roll. Some are

일부 체외 기생동물은 제3의 역할을 한다. 일부는 기생동물이

predators rather than either parasitic or symbiotic. The

거나 공생동물이라기보다는 포식자다. 내가 여기서 소개하는

case I am speaking out is where the predatory bivalve

경우는 포식성 쌍각류 조개(Mysella pedroana)로, 이 기생동물은

Mysella pedroana which attacks the brain and gill cavity of

가시모래파기게(Spiny Mole Crab, Blepharipoda occidentalis)의 뇌

the Spiny Mole Crab, Blepharipoda occidentalis. While some

및 아가미 강을 공격한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공생관계라고 보

researchers report that this relationship is commensal,

고하지만, 이 게가 그러한 공생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혜택을 보

there is no evidence suggesting how the crab benefits

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

from the relationship.
More often than not, parasites are harmful to their host
critter. External or ectoparasites live on the outside of
the host and internal or endoparasites live on the inside
of the host. Ectoparasites are often crustaceans in the
order Isopoda or Copepoda. Isopods have adapted strong
suckers, flat bodies, and sharp jaws used to attach to
the gills of host fishes. Copepods anchor themselves
in the skin of their hosts, penetrating deeply into the
tissue. As seen here some fish may be covered with
these tiny crustaceans.
대개 기생동물들은 숙주 생물에게 해롭다. 체외 또는 외부 기
생동물은 숙주의 몸 바깥에서 살고 체내 또는 내부 기생동물은
숙주의 몸 안에서 산다. 체외 기생동물은 흔히 등각류(等脚類,
Isopoda) 또는 요각류(橈脚類, Copepoda) 목에 속하는 갑각류
다. 등각류는 강한 빨판, 납작한 몸과 뾰족한 턱이 발달되어 있어
The predatory bivalve Mysella pedroana fee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
cavity in the Spiny Mole Crab, Blepharipoda occidentalis.
가시모래파기게(Spiny Mole Crab, Blepharipoda occidentalis)의 뇌강 우측을 먹고 있는 포
식성 쌍각류 조개(Mysella pedro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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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 물고기의 아가미에 부착하는 데 사용한다. 요각류는 자신을
숙주의 피부에 고착시켜 조직 깊숙이 침투한다. p.73 사진에서 보
듯 일부 물고기는 이러한 작은 갑각류들로 덮여 있기도 하다.

Copepods, by the dozens, attached to the head of these common fish species. 흔한 어종의 머리에 수십 마리씩 부착되어 있는 요각류.

The niche or way of life (aka – how you earn your

생활방식 또는 생태적 지위(niche, 생물이 자신의 생애 또는

living), termed parasitism is when one organism, called

그 일부를 살아가는 방식)로서 기생이란 용어는 기생동물이

the parasite, benefits while a second, the host, is in most

란 한 생물이 혜택을 받는 반면 두 번째 동물인 숙주가 대부

cases harmed. Most species of parasites are specially

분의 경우에 피해를 볼 때 사용한다. 대부분의 기생동물 종들

adapted to live on a specific host.

은 특정한 숙주에서 살아가도록 특수하게 적응되어 있다.

Parasites impact the lives of their host in several ways.

기생동물들은 숙주의 삶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Some cause death and others cause physiological changes

다. 일부는 죽음을 초래하고, 일부는 숙주의 번식 능력에 영

like affecting the host ability to reproduce. Internally many

향을 끼치는 것처럼 생리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체내에 있는

are worms. A trematode is a parasitic worm that can be

것은 대부분 충류다. 흡충(trematode)은 대양에 사는 거의

found in almost every fish, bird and turtle in our great

모든 어류, 조류 및 거북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이다. 일부 흡

oceans. Some trematodes affect the host’s reproduction.

충은 숙주의 생식에 영향을 준다. 숙주가 정상적으로 행동하

While the host looks and appears to behave normally, it in

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실은 자기 종의 새끼를 번식시키는

fact does not produce offspring of its own species, but it

것이 아니라 기생충의 새끼를 번식시킨다.

reproduces young of the parasitic 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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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atodes are a type of flatworm. They infect all classes
of marine species, but have their greatest impact on
marine fishes. They have complex life cycles involving a
couple different hosts and can infect almost every tissue
of the host’s body. Trematodes range from being relatively
benign to deadly; but they typically sterilize their hosts.
Biologists are now aware of at least 230 trematode species
and 560 host combinations in the Indo-Pacific.
흡충은 편형동물의 일종이다. 그들은 모든 부류의 해양 종들을
감염시키나, 해양 어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다
른 숙주로 한두 번 바꾸는 등 생애주기가 복잡하고 숙주의 몸에
서 거의 모든 조직을 감염시킬 수 있다. 흡충은 비교적 무해한
것에서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하지만 대개는 숙주의 불임을 초
래한다. 생물학자들은 현재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최소 230종
의 흡충 및 560가지의 숙주 결합을 알고 있다.

Gill parasite on the shrimp, Crangon. 자주새우(Crangon)의 아가미 기생동물.

The most commonly observed
external parasites are the shrimp
gill isopods, of the family Bopyridae.
These isopods live within the gill
cavity of various shrimp species.
They are easily identified by the large
swelling on the side of the shrimp’s
body. Usually we see only one male
and female pair of isopods in each
shrimp, but sometimes there may
be a pair in each gill cavity. In this
species of isopod the female is large
and odd shaped and the male is tiny,
his function in life is only to fertilize
the female. Females are capable
of producing 100-1000’s of eggs.

Another shrimp with a bopyrid isopod gill parasite.
새우살이벌레과에 속하는 등각류 아가미 기생동물을 달고 있는 또 다른 새우.

Depending on the species of isopod
and the species of the host shrimp,

가장 흔히 관찰되는 체외 기생동물은 새우살이벌레과(Bopyridae)에 속하는 새우 아가

this parasite can significantly impair

미 등각류다. 이러한 등각류는 다양한 새우 종의 아가미 강 내에서 산다. 이들은 새우 몸

the reproductive capabilities of the

의 측면에서 크게 부풀어 오른 모습으로 쉽게 확인된다. 대개 각각의 새우에서 암수 한

shrimp.

쌍의 등각류만 관찰되나, 때로는 각각의 아가미 강에 한 쌍씩인 경우도 있다. 이 종의 등
각류에서 암컷은 크고 모양이 이상한 반면 수컷은 아주 작고 유일한 삶의 기능이 암컷을
수정시키는 것이다. 암컷은 100∼1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 등각류의 종과 숙주 새
우의 종에 따라, 이 기생동물은 새우의 생식 능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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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often observed external parasite is the Eulimid snail,

또 하나 흔히 관찰되는 체외 기생동물은 율리미드 고둥

Thyca cyrstallina. This cap-shaped, limpet-like snail lives on the

(Eulimid snail, Thyca cyrstallina)이다. 모자 모양을 하고 삿

underside of sea stars like Linikia multiforma and L.laevigata. It

갓조개처럼 생긴 이 고둥은 불가사리들(Linikia multiforma,

inserts its proboscis, a sort of soda straw organ into the groove

L.laevigata 등)의 배면에 붙어산다. 이 달팽이는 일종의 청량음

from which the sea stars tube feet reside and sucks body

료 빨대 같은 기관인 주둥이(proboscis)를 불가사리의 관족이

fluids and tissue out of the star. Frequently a small male snail

나오는 홈 부분으로 삽입해 체액과 조직을 체외로 빨아낸다.

may be present under the shell of a larger female. Females

종종 작은 수컷 고둥이 더 큰 암컷의 껍데기 밑에서 발견되기

may becom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exoskeleton of the

도 한다. 암컷은 불가사리의 외골격에 영원히 부착되어 있을

star and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Ticks of the Sea.”

수도 있어 이들을 두고 흔히‘바다의 진드기’
라고 한다.

While numerous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ecology

이 기생동물의 생태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of this parasite, I could find none stating definitively what

지만, 이 동물이 숙주 불가사리에게 혹여 있다면 어떤 영향을

effects, if any, it has on the host sea star.

미치는지를 확실히 규명한 연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The ga stropod limpet,

Thyca imbeds itself into

the tissue of the sea star,
Linkia laevigata.
삿갓조개처럼 생긴 이 복족
류(Thyca)는 자신을 불가사리
(Linkia laevigata)의 조직에 착
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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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most often chanced upon external parasite might be the marine snail Pyramidella. This
genus of minute to medium sized snails is made up of 100’s of species, many yet to be described
for science. Biologists refer to them as “Pyrams”, as we will here.
The shell of a Pyram has an elongate-conic shape. The many whorls increase in size towards the
opening. They can be longitudinally ribbed or smooth.
다음으로 가장 흔히 우연하게 발견되는 체외 기생동물은 바다
고둥인 회오리고둥(Pyramidella)일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중
간 크기의 고둥들로 이루어진 이 속에는 100여 종이 있는데, 아
직 과학계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종이 많다. 생물학자들은 이들
을‘파이람(Pyrams)’
이라고 한다.
회오리고둥의 껍데기는 길쭉한 원뿔 모양이다. 많은 소용돌이
무늬는 위쪽의 구멍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이들 무늬는 가
로로 골이 져 있거나 매끈할 수도 있다.

The Pyram, Leutzenia asthenosomaeon on the fire urchin Asthensoma varium.
불꽃 성게(fire urchin, Asthensoma varium) 위에 있는 회오리고둥(Leutzenia asthenosomaeon).

The species Leutzenia asthenosomae is found
side by side with Coleman’s shrimp,
Periclimenes colemani on the very beautiful,
yet dangerous, fire urchin Asthensoma
varium. Reproduction in this species is
rapid and often you will find several
generations of snails drilling holes in
the test of the urchin, sucking out its
body fluids. While Coleman’s shrimp
lives in harmony with the urchin,
Pyrams will eventually kill its host.
류체니아 아스세노소미(Leutzenia asthenosomae)
란 종은 아주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한 불
꽃 성게(fire urchin, Asthensoma varium) 위에
서 콜먼 새우(Coleman’
s shrimp, Periclimenes
colemani)와 나란히 발견된다. 이 종의 번식은
급속해 여러 세대의 고둥들이 불꽃 성게의 몸
에 구멍을 뚫어 체액을 빨아내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콜먼 새우는 성게와 조화롭게 살아
가는 반면, 회오리고둥은 결국 숙주를 죽이고
만다.
A handful of Pyrams parasitize a sea cucumber.
몇 안 되는 회오리고둥이 해삼에 기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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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group of external parasites are the Copepods. There

체외 기생동물들 중 주요 부류는 요각류다. 대략 1700종의

are about 1,700 species of parasitic copepods. Some parasitic

요각류 기생동물들이 있다. 일부 요각류 기생동물 종은 형

copepod species share many of the morphological adaptations

태적인 적응 면에서 많은 점이 자유 유영을 하는 자매 종과

of their free-swimming sister species. Some species possess

비슷하다. 일부 종에는 숙주 물고기의 표면에서 그리고 이

appendages that allow them to move freely over the surface

물고기에서 저 물고기로 자유로이 움직이게 해주는 부속기

of the fish host and from fish to fish.

관이 있다.

Other species are permanently anchored, some penetrating

다른 일부 종은 영원히 고착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나새

deeply into the tissues of their host, like those found on

류 종에서 발견되는 종들처럼 숙주의 조직에 깊숙이 침투한

species of nudibranchs. In such species, jointed appendages

다. 이러한 종에서는 관절로 이어진 부속기관과 외부 분절

and external segmentation are greatly reduced and the

이 크게 감소해 있고 성체에서는 요각류로 분류할 만한 특

adult organism loses virtually all of the diagnostic copepod

징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되는

features. In most cases all we see are the eggs masses,

것은 해류에 흔들리는 알 덩어리뿐이다.

dangling in the current.

Parasitic leeches attached to fish gill and copepods attached to gill of a sea slug. You can just see the purple copepod eggs protruding from the gill pore in the nudibranch on the right.
물고기와 바다 민달팽이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있는 요각류. 오른쪽 사진의 나새류에서는 아가미 구멍에서 돌출된 자주색 요각류 알들만이 보인다.

It should be apparent that all marine fish and invertebrates

산호초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 어류 및 무척추 동물이 요각

that populate the reef are subject to infestations by parasitic

류 기생생물의 습격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

copepods. However, we can only speculate at the amount of

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생동물이 실제로 초래하는 피해의 정

harm they actually cause.

도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So what is the ecological role of these creatures? Past

그렇다면 이들 생물의 생태학적 역할은 무엇인가? 기생동

research on parasites and community ecology has focused

물과 군집 생태학(community ecology)에 관한 과거 연구

on two distinct levels of the overall community. Parasites

는 전반적인 군집에서 2가지 뚜렷이 구분되는 차원에 집

can shape community structure through their effects on

중했다. 기생동물은 종간 상호작용, 먹이 그물, 경쟁, 생

species interactions, food webs, competition, biodiversity, and

물 다양성과 핵심종(keystone species)에 대한 영향을 통

keystone species. Parasites also influence host behavior and

해 군집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기생동물은 숙주

fitness, and can regulate host population sizes, sometimes

의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숙주의 개체 수를 조절하

with profound effects on community- and ecosystem

고 때로 군집 및 생태계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앞

structure. As described above, parasites can function as both

서 설명하였듯이 기생동물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역할을 모

predators and prey.

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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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cades, parasites were omitted from the
study of food webs because it was assumed
that they amounted to only a fraction of total
biomass. Measuring biomass, or productivity,
allows us to quantify contributions of
organisms to ecosystem energetics. However,
when parasite biomass was actually measured,
the results surprisingly indicated that parasites
are extremely important in ecosystem energy
A cleaner wrasse feeds on copepods on this triggerfish.
청소부 놀래기가 이 쥐치에서 기생하는 요각류를 먹는다.

flow. In some systems, the biomass of parasites
is equal to that of high level predators.
수십 년 동안 기생동물은 먹이 연구에서 빠져 있었는
데, 이들 동물이 총 생물량(biomass, 생물체의 양을 중
량이나 에너지양으로 나타낸 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물량, 즉 생산성
을 측정해보면 생태계 에너지양에 대한 생물의 기여도
를 정량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생동물의 생물
량을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기생동물은 생태계의 에
너지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생태계에서는 기생동물의 생물량이 상위 포식자들의
경우와 대등했다.

◀ Without these cleaner shrimp to keep its body clean,
this Morey could become so heavily parasitized that its
weakened body might die.
이들 청소부 새우가 계속 몸을 청결히 해주지 않는다면 곰치는
득실거리는 기생동물로 몸이 약화되어 죽을지도 모른다.

Parasites can influence biodiversity by altering the outcome

기생동물은 숙주 종 사이에 경쟁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변

of competitive interactions between host species. Parasites

화시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생동

can also positively contribute to biodiversity by giving a

물은 보다 우세한 종에 비해 열등한 종에게 경쟁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 to inferior species over more dominant

를 제공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species. The effects of parasitism on ecological communities

있다. 기생동물이 생태계 군집들에 미치는 영향은 숙주가

can be particularly pronounced when the hosts are keystone

군집 구조를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종 또는

or dominant species with important controlling functions in

우점종(dominant species)인 경우에 특히 뚜렷할 수 있다.

communit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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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inent roles of parasites in food webs, competitive

기생동물이 먹이 그물, 경쟁적 상호작용, 생물다양성 패턴

interactions, biodiversity patterns, and the regulation of

과 핵심종의 조절에 현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keystone species, make it clear that parasites contribute to

그들이 생태계 군집들의 구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분명

structuring ecological communities.

해진다.

Whether you are a staunch ivory tower marine ecologist or

당신이 정통적 학구파의 해양 생물학자이든 혹은 보다 신성

the more divine philosophical creationist, you cannot dismiss

한 철학적 창조론자이든 기생동물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를

the important role and the value of parasites. While many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들 동물을 먹고 살

of us view them as nasty, sucking degenerate critters, who

기에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해 남의 체액이나 빨아먹는 형편

have found no better way to make a living, it is impossible to

없는 퇴물 정도로 보지만, 이들이 없을 경우에 해양의 다양성

overlook what marine diversity would look like without them.

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게 될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Parasites are as much a part of the complicated ecological

기생동물은 바다의 복잡한 생태계에서 기타 생산자, 소비자

system of the oceans as any of the other producers,

또는 분해자만큼이나 중요한 일부다. 그것이 물고기, 게, 새

consumers or decomposers. Whether fish, crab, shrimp, sea

우, 바다 민달팽이, 불가사리, 또는 기생동물이든, 각자는 자

slug, seastar or parasite, each plays its own role. Remove any

기 나름의 역할을 한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생태계는

one and the system collapses.

붕괴되고 만다.

본지의 기고가인 데이비드 베렌스의 책 소개

NUDIBRANCH
Behavior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New World Publications
Inc. Jacksonville, Florida.
ISBN 1-878348-41-8,
2005.10.01
(www.fishid.com)
The community shown here would not be as healthy and balanced if it were not for the
presence and abundance of parasites.
기생동물이 존재하고 풍부하지 않다면 사진에서 보는 만큼 군집이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있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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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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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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독을 가진 복어(Puffer fish, Globe fish, Swell fish)

복어는 11과(科) 320종(種)이 있으며, 주로 열대바다에 서식한다. 복어목에는 쥐치복류(trigger fishes), 참복류
(puffers), 가시복류(porcupine fishes) 등이 포함된다. 열대산 어류의 약 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복어는 저서생
학명 : Arothron meleagris
영명 : Puffer fish
한국명 : 복어

활을 하며, 먹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이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종은 이빨이 잘 발달하여 앵무새의 부
리와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 바위와 산호를 쪼거나 연체류와 갑각류를 부수기도 한다.
복어에는 테트라도톡신이란 강력한 신경독이 있다. 모든 복어가 맹독을 가진 것은 아니다. 황복, 자주복, 까치복,
검복은 독성이 강하고, 밀복, 가시복(Porcupine fishes), 거북복(Box fish)의 독성은 약하다. 복어는 민물이나 바닷
물 어느 곳에나 서식하는데, 바다에 사는 복어는 독성이 강하고 민물에 사는 종류는 독성이 약한 편이다. 복어는
산란기인 3월에 독성이 가장 강해지는데, 산란기인 복어의 독은 청산가리의 1,300배와 맞먹는 맹독이기에 단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독으로도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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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면 고슴도치가 되는 가시 복어(Porcupine fish)

학명 : Diodon holocanthus 영명 : Porcupine fish 한국명 : 가시 복어

대다수의 복어는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느끼더라도 몸체에 비해 상대적으

는 것은 아니다. 독이 없는 복어 중 특이한 외양을 가진 것으로는 가시 복

로 작은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파닥거려도

어(Porcupine Fish)가 있다.

몸의 움직임이 느려 쫓아오는 포식자를 피하기 어렵다. 복어는 위기감을

가시 복어는 몸의 길이가 짧고 폭이 넓으며, 눈이 크고 이빨이 부리처럼 생

느끼면 물을 한껏 빨아들여 몸을 서너 배까지 부풀려 포식자를 위협하기도

겼다. 또 이름처럼 몸 표면에 가시가 돋아나 있다. 가시는 짧으며, 킬로믹테

한다. 복어를 쫓던 포식자는 돌변한 복어의 기세에 주춤하기도 하지만 경

루스속(Chilomycterus)의 몇 종에서는 가시가 항상 곤두서 있으나, 디오돈

고를 받고도 포식자가 이들을 잡아먹으면 복어는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

속(Diodon)에서는 부풀어 올랐을 때만 곤두서고 평상시에는 가시가 뉘어져

포함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성분으로 포식자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있다. 만일 다이버가 재미로 가시 복어를 자꾸 자극하여 부풀게 하면 가시

전 세계적으로 120~130종이 분포되어 있는데 모든 복어가 독을 가지고 있

복어의 수명이 짧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개를 닮은 흑점꺼끌복(Dog Face Puffer Fish)
흑점꺼끌복(Dog Face Puffer Fish)은 복어의
일종으로 비글이라는 개의 얼굴을 닮았다. 귀
여운 외모 때문에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많다.

학명 : Arothron nigropunctatus
영명 : Dog Face Puffer Fish
한국명 : 흑점꺼끌복

흑점꺼끌복의 성격은 비글과 비슷해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헤엄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진 찍기가 힘들다.
이 복어는 공격적이지 않다. 또한, 다른 종류
의 복어와는 달리 가시가 없어서 외부의 공격
을 받으면 물을 뿜어 자신을 보호한다.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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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 앙증맞은 거북복(Box fish, Trunk fish)

학명 : Ostracion immacuculatus 영명 : Box Fish, Trunk Fish 한국명 : 거북복

거북복은 생김새가 독특한 복어목 거북복과의 물고기다. 한국에서는 거북

고 입술은 두껍다. 거북복은 체력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의 힘을

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거북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서양에서는 상자처럼

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이 강력해야 하는 동시에 헤엄칠 때

생겼다고 하여 박스피쉬(Box fish)라고 불린다.

몸이 받는 수압이 낮아야 한다. 바다의 높은 수압을 견뎌내고 충돌에서 오

거북복(Box fish)의 몸은 딱딱한 갑판(甲板)으로 덮여 있고 횡단면은 4각형

는 충격에서 보호하려면 견고한 외피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특수한 구조

이다. 몸의 빛깔은 황금색으로 각 비늘판에는 눈동자 크기의 흰색 반점이

의 갑옷과 단단한 외피가 필요한 것이다. 거북복은 수중에서 어떠한 상황

있으며 적갈색 또는 청록색의 작은 점이 흩어져 있다. 지느러미는 노란 등

에 놓여 있든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 심한 파도에도 지느러

색이다. 몸에는 가시가 전혀 없다. 머리가 작고 등 언저리는 급하게 기울

미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체력을 절약할 수 있는

어져 움푹 들어가 있다. 주둥이는 돌출되어 있으며, 입은 주둥이 아래 있

장점이다.

소를 닮은 뿔복(Cow Fish)

학명 : Lactoria conuta 영명 : Cow Fish 한국명 : 뿔복

이 물고기는 몸통의 단면이 5각형으로 소의 뿔처럼 머리 위에 한 쌍의 뿔

이 복어는 몸에 가시가 없어서 위협을 느끼면 물을 뿜어낸다. 모습은 귀엽

이 돋아나 있어 앞모습이 소의 얼굴과 닮아보여 카우 피쉬(Cow Fish)라 부

지만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남해, 일본, 동중국해, 필리핀, 인도네

른다. 우리말로는 뿔복이라고 하며, 귀여운 외모 때문에 다이버들에게 인기

시아, 인도양, 남아프리카 등에 분포한다. 산호초 주위에 살며 작은 생물을

가 많다. 꼬리지느러미 쪽에도 이런 뿔이 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다른 포

잡아먹는다.

식자들이 삼키지 못하게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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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다이빙의 메카! 낙산대기 포인트가 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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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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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박주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cubaez.com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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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테크닉 제19회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 (2)
글/사진 구자광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의 화면 구성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은 피사계 심도가
깊고 넓은 배경을 이용하여 주제를 앞에 배치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불가사리나 씬뱅이(Frog Fish)
같은 화려한 색상의 주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배경은 넓은 수중공간이 되도록 카메라를 낮
추어 상향으로 촬영한 사진이 와이드 앵글 클
로즈업의 전형적인 사진이다.
이와 같이 와이드 앵글 렌즈는 구도를 자유자
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면
에 씬뱅이, 불가사리, 커틀 피시, 아네모네 피
시, 갯민숭달팽이, 크리스마스트리 웜 등과 같
이 피사체의 형태와 크기, 색감에 따라 모델을
선택하고 배경에 다이버가 실루엣처럼 보이는
수중공간, 태양광원 또는 빛줄기, 수면에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배의 모습, 동굴 입구의
모습 등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의 특징은 피사체가 살고 있는 환
경이 백그라운드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학적
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사진이 되기도 하고, 다
양한 주제와 프레임의 위치 또한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가가 작품성 있는
사진을 연출하는 데 있어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사진 :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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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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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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자
수중사진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다이빙 스킬과 기본적인 카메라의 기능
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ISO, 화이트 발란스, f값, 셔터속도,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등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해
도, 수중에서 다이빙하는데 양손이 필요하고 자유롭게 다이빙을 할 수 없다면 다이빙 스
킬을 먼저 익혀 수중에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의 손 떨림 기능
등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촬영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접근과 흔들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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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대표

주위의 환경을 확인한 후 천천히 착지
접근과 함께 깨끗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몸의 고정, 손 떨림이나
초점이 빗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몸을 확실히 고정시키고 촬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
기 위해서는 우선 몸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하고, 착지하려는 부근에 환경
훼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모래가 날리지 않
도록 주의하여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배를 깔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며
겨드랑이를 붙이고 양손으로 카메라를 잡으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현장상황에 따라
최적의 위치에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주위를 관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BC(부력조절기)의 에어를 배출
몸을 고정시킬 때, 중성 부력이면 약간의 서지
에도 몸이 떠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으
므로, 최적의 위치에 착지했다고 판단되면 BC
의 에어를 배출하고 몸을 안정시킨다. 망둑어
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피사체의 경우에는 중성
부력에 가까운 편이 촬영하기 쉬운 경우도 있
지만, 호흡조정을 한 후 완전히 에어를 빼버리

원하는 피사체를 발견했다면 모래가 흩날리지 않도록 천천히 착지, 호흡조정을 한 후 BC에서 공기를

는 것이 몸을 고정시키기 편하다.

빼면 몸이 흔들리거나 뜨지 않고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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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는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몸의 고정과 반 셔터로 정확한 초점 맞추기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점이 맞는 사진을 찍으려면, 몸의 고정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반 셔터의 활용이다. 반
셔터란 셔터버튼을 가볍게 살짝 눌러 촬영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카메

초점 맞추기가 어려운 경
우가 있다. 이런 경우 초점
을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

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초점이 맞았다는 사인을 파인더나 액정화면에 나타내

에는 포커스라이트가 있

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누르면 초점이 맞는 사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으면 편리하다.

반 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맞춘 위치(AF 타겟마크)가 녹색으로 빛나는 등

셔터에 손가락이 얹힌 부분을 살짝 누르면 카메라의 오토 기능이 작동하

초점이 맞는다는 표시가 뜬다. 깜빡이는 경우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신호

여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은 위치(AF 타겟마크를 맞춘 위치)에서 초

이므로 다시 반복해 반 셔터를 누른다.

점을 맞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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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별로 초점 맞추는 방법을 선택한다

iESP/동체추적AF/트래킹AF
올림푸스 iESP, 동체추적AF, 후지필름 오토 에어리어, 소니 트
래킹AF 등 카메라 메이커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만, 사용 목적과 기능은 카메라가 화면 범위 내에서 초점을
맞출 피사체를 자동인식, 초점을 맞춘 위치에 AF 타겟마크가
표시되며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편리한 기능이다.

스팟(Spot)
자동디카 대부분의 기종에 적용되는 기능으로, 캐논, 니콘, 올
림푸스등에서는 스팟, 후지필름에서는 센터 고정등으로 불리
고 있으나 이름만 다르게 불릴 뿐이다. 이 기능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액정모니터의 중앙에 한정된다. 작은 생물의 눈이나 특
정부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

소니 RX100 설정화면. 메이커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초점
모드, 자동초점영역, 또는 AF방식이나 AF모드 등으로 불리는
메뉴 화면에서 초점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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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파워샷 D30, 간편한 수중촬영에 최적화된 방수카메라」

콤팩트한‘방수카메라’
하나면 물속 촬영도 거뜬해
- 최대 수심 25m에서 촬영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에서부터 전문 스쿠버다이버도 수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 갖춰
- 물속 사진 촬영에 충실한 기능과 간편한 조작 방법을 갖춘 실용적인 방수 카메라

여름을 맞아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주말이면 바다나 강으로 수상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물속 깊은 곳에서 장시간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레저를 즐기러 떠나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쿠버다이빙

방수 성능 만큼이나 직관적인 카메라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번거로운

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년에 비해 전문

기능들은 오히려 스쿠버다이버들에게 물속에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방해

자격증 취득이 한결 쉬워진 것도 스쿠버다이빙 인기에 한 몫 한 것으로

가 된다. 그래서 다이버들은 방수 카메라를 구매할 때 조작편의성 또한

보인다. 여름철 수상레저를 즐기며 물속에서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촬영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려면 방수 카메라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다.

카메라 업체들은 이러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도 수상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수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높은 방수 등급은 물론 충격에도 강하고 쉬

마찬가지로 물속의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 그러나 웬

운 조작만으로도 물속에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방수카메라는 여름

만한 방수 카메라로는 깊은 물속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기가 여간 쉬

철 'It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운 일이 아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 방수팩을 씌운다고

특히, 올해 4월 출시한 최대 수심 25m의 탄탄한 방수 성능과 스마트한

하더라도 최고 등급의 방수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아니고서야 장시간

기능을 갖춘 캐논 '파워샷 D30'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물속에 노출되면 고장이 나기 쉽다.

휴대성과 조작편의성까지 갖춘 파워샷 D3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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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드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2014년 신제품인 '파워샷 D30'은 캐논의 유일한 방수 카메라로 콤팩트

동영상 버튼을 직관적으로 촬영 버튼 옆에 배치해 중요한 순간을 놓치

카메라 중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 25m까지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다.

지 않고 빠르게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시

최대 수심 25m 방수는 오픈워터 라이센스를 가진 다이버도 여유있게

셔터를 누르기 직전 약 4초간의 동영상을 기록, 편집해주는 기능인‘무

수중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다. 별도의 방수케이스를 착용할 필

비 다이제스트’기능을 통해 번거로운 조작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담아

요가 없어 휴대성이 좋고, 수중에서도 손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조작편

낼 수 있다.

의성을 갖췄다. 또한, IP68의 방수·방진 최고등급을 획득한 제품이라
25m 수심에서도 최대 약 1시간까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GPS 기능으로 스마트함을 더했다

파워샷 D30은 방수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환경에도 강하다. 영하 10도

파워샷 D30에는 전작인‘파워샷 D20’
에 이어 구글맵을 연동해 지도상

의 낮은 온도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 방한 성능을 갖췄고, 카메라

에 GPS 로그와 사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GPS 기능도 탑재됐다. 카

렌즈 부분은 2중 글라스 구조로 되어 있어 렌즈의 결로현상을 방지해

메라 전원을 끌 때 일정 간격으로 위치정보를 저장하는데 위도와 경도,

전혀 김이 서리지 않는다. 스키나 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마니

고도와 수심, 사진을 촬영한 방향까지 촬영지 기록뿐만 아니라 이동경

아에게도 이상적인 카메라인 것이다.

로를 지도에 표기해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파워샷 D30은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충격을 견디는 충격 방

한편, 파워샷 D30은 2014년 4월에 출시한 신제품으로 컬러는 블루 1

지 성능이 탑재되어 있어 충격에도 강한 내구성을 갖췄다. 여기에 파워

종이며 가격은 362,000원(케이스 포함)이다.

샷 D30의‘강한 햇빛 LCD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햇빛이 강한 야외에
서도 빛 반사 없이 LCD 화면을 선명하게 보고 원하는 장면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카메라 본연의 기능은 충실하게, 조작은 편리하게
파워샷 D30은 약 1,210만 화소의 CMOS센서를 장착하고, 최대 광각
28mm부터 최대 망원 140mm를 지원(35mm 필름환산)하는 광학 5배
줌렌즈를 탑재하여 수중 환경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피사체도 쉽게 포
착할 수 있다. Full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수중의 모습을 영상으로
더욱 선명하게 담을 수 있고, 여기에 일반적인 매크로 기능보다 피사체
를 더 크게 찍을 수 있는 '수중 매크로' 기능을 통해 피사체에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자료문의]

파워샷 D30은 한층 더 작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한 바디와 함께 아
웃도어 환경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장갑을 끼고 있거나 복잡한 조작을 하기 힘든 수중
상황을 고려해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수중, 설경, 오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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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

92

특집 온갖 종류의 상어가 우글거리는

코코스 섬 다이빙
글/사진 구자광

코코스 섬(Cocos Island)은 국립공원이고, 유네스코
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야생 해양생물
의 어장이고 자연의 보고란 생각이 들만큼 감동적
이며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빙마다 수십
마리의 헤머해드샤크를 비롯하여 타이거샤크, 갈라
파고스샤크 등을 볼 수 있다.
다이빙은 대체로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편으로 다
이내믹한 사이트이다. 그래서 다이빙 실력이 다이브
마스터급 이상이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그렇지 않
으면 힘든 다이빙이 될 수 있다.
코코스 섬에는 리조트가 없어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이트는 수심이 깊어 나이
트록스 다이빙을 한다. 갈 때는 나이트록스 라이선
스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코코스 섬으로 가기위해서는 인천에서 로스앤젤레
스나 애틀랜타를 거쳐 코스타리카 산호세(San Jose)
까지 가서 다시 버스로 푼타아레나스(Puntarenas)
항구에 가서 배로 36시간이나 가야하는 우리나라에
서 가장 먼 다이빙 사이트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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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 섬의 모습

코스타리카의

코코스 섬

코코스 섬(Cocos Island)은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오사 반도(Osa Peninsula)에서 남쪽 약 480㎞ 지
점에 있는 태평양의 섬으로, 해발고도는 최고 850m 가량이며, 길이 약 8㎞, 너비 5㎞ 가량이고 총면적
은 24㎢이다. 구조상으로는 코코스 해령의 일부이며, 남쪽의 갈라파고스 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코코스 섬(Cocos Island) 또는 코코 섬(Coco Island, 스페인어: Isla del Coco)은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
카의 섬이다. 코스타리카 본토에서 남서쪽으로 550km 떨어진 동태평양에 위치한 오래된 섬이다. 면적
은 46.6km이며 화산이 분출된 최고점은 634m이다.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연강수량은 7,000mm에 달한다.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고 풍부한 동식물이 많
이 남아있다. 섬 해역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빙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원
래는 무인도였지만 현재는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섬에 살고 있다.
섬의 이름은 코코야자라는 의미로 섬에 코코야자의 열매가 많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1526년
에 스페인사람 후안 카베슬(Joan Cabezasl)에 의해 발견되었다. 1684년부터 1821년 사이에 해적들이
섬에 보물을 숨겼다고 알려져, 이후 보물 사냥꾼들이 해적이 숨긴 보물을 찾아 섬에 수색하였지만 여
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코코스 섬은 1978년에 국립공원이 되었고, 1997년에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이 되었다. 소설과 영화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공룡이 살고 있는 가상의 섬인 소르나 섬, 누블라 섬은 코코스 섬이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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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 섬 해안에는 이런 폭포들이 무수히 많다

▲ 코코스 섬의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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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아름다운

코스타리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공화국(Costa Rica)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북
쪽은 니카라과와, 남동쪽은 파나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수도는 산
호세(San Jose)이다.
코스타리카는 북위 8~12도에 위치하는 국가이기에 연중 열대성 기
후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고도, 강우량, 지형 등에 의한 조
금씩의 차이가 보인다. 코스타리카의 계절은 북반구의 사계절이 아
닌 강우량으로 결정되는데 건기(여름)와 우기(겨울)이다. 건기(여름)는
12~4월까지 이어지고, 우기(겨울)는 5~11월까지 이어진다. 겨울은
대서양 허리케인 계절 주기와 거의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해서 비가 내린다.
언어는 스페인어가 공용어이며, 영어도 외국어로 쓰인다. 종교는 로
마 가톨릭 교회가 85%, 개신교가 14%, 기타가 1%이다.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한 이 땅의 해안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다
고 하여 이름 붙이기를 코스타-리카이다. 코스타(Costa)는 스페인어
로 해안이라는 뜻이고 리카(Rica)는 Rich 즉 부유하다는 뜻이다.
▲ 코스타리카의 국조 - 투칸(Toucan)

코코스 섬으로 가는 방법
① 인천에서 애틀랜타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산호세까지 간다. (14+4시간) +5시간(대기시간)
② 산호세에서 푼타아레나스(Puntarenas)까지 버스로 간다. (2시간) ③ 푼타아레나스에서 코코스 섬까지 배로 간다. (36시간)

인천공항

12시간 소요

14시간 소요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4시간 소요
5시간 소요

코스타리카
산호세
푼타아레나스 (버스로 2시간)
파나마
36시간 소요

코코스 섬
말페로 섬

갈라파고스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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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코코스 섬을 운항하는 리브어보드
다음 리브어보드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코코스 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리브어보드의 시설과 투어 일정 및 가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참고> 잠수정을 이용한 대심도(최대 475m) 잠수 투어

1. Aggressor Fleet & Dancer Fleet
http://www.aggressor.com/

WIND DANCER 호

Undersea Hunter Group에서 운항하는 SEA HUNTER 호나 ARGO 호 리브어보드
는 코코스 섬에서 잠수정을 이용한 대심도 잠수 투어가 가능하다. 대심도 잠수 투
어는 심해의 환경과 생물을 구경할 수 있는 색다른 투어이다. 비용은 90m 잠수는
1,200US$, 305m 잠수는 1,800US$ 정도(2014년 기준)가 소요된다.

OKEANOS AGGRESSOR 호

2. Undersea Hunter Group

http://www.underseahunter.com/

SEA HUNTER 호

잠수정 내부

ARGO 호

심해 생물

<사진 출처> 리브어보드 회사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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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스 섬의 다이빙 환경
일명 상어의 섬으로 불리는 코코스 섬(Cocos Island)은 코스타리카

한다. 기온은 최대 25~31°
C이다. 다이빙 후 보온을 위해 따뜻한 옷

에 속한 작은 섬으로 약 250만 년 전, 화산폭발로 인한 지각변동

과, 습도가 높으므로 얇은 속옷을 많이 준비하면 좋겠다. 또한, 먼 바

때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타리카(Costa Rica) 푼타아레

다를 항해하기에 힘들 수 있으므로 멀미에 대비를 해야 한다.

나스(Puntarenas)에서 약 550km 떨어진 동 아열대 태평양(Eastern

코코스 섬(Cocos Island)은 야생 해양생물의 어장이고 자연의 보고

Tropical Pacific) 상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우리나라 서해 홍도보

란 생각이 들만큼 감동적이고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빙마

다 약간 더 큰 약 23km²이다.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에서

다 수십 마리의 헤머해드샤크를 비롯하여 타이거샤크, 갈라파고스샤

태평양 바다 쪽으로 떨어져 있는 유일한 섬이며 동태평양 바다에서

크 등이 없는 곳이 없다.

극습열대 동식물군들이 서식하는 오직 단 하나의 섬이기도 하다.

코코스 섬 주변으로는 얕지만 가파른 직벽, 조류 다이빙, 40m 이

적도 근처에 위치한 코코스 섬은 사계절이 아닌 건기와 우기가 있다.

상의 피나클, 블루워터 다이빙 등의 다양한 약 20개의 포인트가 있

만일 잔잔한 바다와 좋은 시야를 원한다면 12~4월 즉 건기가 적기

다. 모든 사이트는 가까이 위치해 있어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최적

이나 최고의 다이빙 시즌은 우기로 분류되는 6~10월을 꼽는다. 우

지이다. 코코스 섬 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은 헤머해드샤크이다. 여

기의 풍부한 영양분이 헤머해드샤크, 만타레이 그리고 고래상어들

기에 갈라파고스 샤크, 실키샤크, 타이거샤크, 화이트팁샤크, 블랙

이 모이게 한다. 수면은 거칠고 플랑크톤으로 시야는 10~25m로 조

팁샤크, 실버팁샤크 등의 상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에 마불레

금 흐려진다. 수온은 24~30°
C(평균 27°
C)이며 시즌에 따라 1~2°

이, 만타레이 그리고 이글레이 등 가오리류의 클리닝 스테이션을 방

C 정도 차이가 날 뿐이다.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약 10°
C

문하게 된다. 또한 운이 좋으면 고래상어(Whale Shark), 청새치(Blue

까지도 차이날 수 있는 수온약층이 종종 발생되므로 추위를 많이 타

marine), 몰라몰라(MolaMola) 등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는 사람은 5mm 슈트와 후드조끼, 장갑, 부츠 등의 장비를 준비해야
▼ 귀상어 무리들 (사진 :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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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상어
▼ 귀상어의 행진

July/August 99

코코스 섬의 다이빙 사이트
코코스 섬의 다이빙 사이트는 본 섬 주면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섬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우기의 코코스 섬에서는 수심 약 10m 내외에서 그린잭(Green
Jack)과 같은 작은 물고기 수천 마리가 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들에게 위협을 주고 또 혼동시키기 위해 커다란 볼모양의 원을 그리는 Bait Ball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Bait Ball이 있는 곳에서는 부비(Booby), 군함새(Frigate Bird)들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며 사냥하고, 물속에서는 돌고래, 각종 상어, 덩
치가 큰 참치들, 그 외에도 각종 물고기들이 서로 뒤엉켜 장관을 연출한다.

▶ Dirty Rock
이 사이트는 코코스 섬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해머헤드샤크, 갈라파

<참고> Bait Ball

고스샤크, 타이거샤크, 큰무리의 잭피쉬, 마블레이, 이글레이, 세일

정어리와 같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작은 물고기들을 상어나 고래 같은 포식자들을 만나

피쉬(Sail Fish) 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면 본능적으로 한데 뭉쳐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든다. 이처럼 작은 물고기들이 수심 약 10m

▶ Manulita Deep(Outside)

아래서 만드는 거대한 공 모양을 bait ball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작은 물고

해머헤드샤크와 화이트팁샤크, 잭피쉬 무리, 고래상어가 자주 출몰

기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거대한 bait ball을 만들지만, 그 때문에

하는 곳이다.

주변 포식자들 눈에 더 잘 띄어 오히려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들

▶ Alcyone
바버피쉬(Barber Fish)와 킹엔젤피쉬(King Angle Fish) 무리가 해
머헤드샤크들을 클리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데 모여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들고, 큰 물고기들과 새들 역시 살
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거대한 공 모양 속으로 뛰어들어 먹이사냥을 하는 것은 산다는 것
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대드라마이다.

▶ Punta Maria
대체로 강한 조류가 있고, 해머헤드샤크와 화이트팁샤크, 잭피쉬
무리,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 Big Dos Amigos
급경사를 이루는 월을 타고 진행하다보면 터널이 나온다. 터널 속
에는 상어류, 마블레이, 물고기 무리 등이 상주하고 있다.

▶ Small Dos Amigos
월을 타고 진행하는 곳으로 마블레이, 물고기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 Submerged Rock
화이트팁샤크들의 갓 태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Bait Ball
(사진출처 : YouTube 동영상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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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스 섬의 다이빙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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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샤크

102

갈라파고스샤크

코코스 섬의 특성 중에 특이한 것은 생물 다양성
이다. 이 섬에는 무수한 화이트팁샤크, 귀상어 떼,
돌고래, 만타레이와 마블레이, 거대한 곰치, 돛새
치, 물론 가끔 고래상어도 볼 수 있다. 다른 일반적
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잭피쉬 떼, 참치, 실키상어,
실버팁샤크, 새치류, 그린터틀, 문어 등이 있다.
귀상어

화이트덥샤크

마블레이와 다이버

이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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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 다이버

마블레이104
무리 (사진 : 차명수)

트레발리 무리

화이트덥샤크와 다이버

마블레이와 다이버

마블레이와 다이버

Barber Fish

동굴속의 물고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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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on Fishes

Surgeon Fishes

Red Faeed Tube Blenny

King Angel Fish

Yellow Tail Damsel Fish

Leather Hogfish

Leather Bass

109
July/August109
July/August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인근

여행하기 좋은 곳

따바콘 온천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

뽀아스 화산
커피농장
라파즈
폭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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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1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
Arenal Volcano National Park
해발 1,663m, 면적 12,000ha의 아레날 화산은 완전한 형태의 원뿔 모양을 이
루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한 화산으로 코스타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다. 화산은 보통 수 초 마다 작은 규모의 폭발을 일으킨다. 밤에
보면 불꽃놀이를 보는 듯 매우 화려하다. 아레날 화산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화산 주변에는 아레날 호수가 있어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아레날은 휴지상태의 성층화산이었다. 오래되지 않은 화산 퇴적물이 산 사면에
보이지만 이것은 역사 이후에 분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8년 7월 폭발성 분
화가 일어나 서쪽 사면을 날려버리고 78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인근 마을인 타
바콘과 푸에블로 누에보는 화산폭발로 완전히 사라졌다. 알라후엘라(Alajuela)
주에 있으며 산호세에서 북서쪽으로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화산 부근에는 용암으로 데워진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승마나 윈드서핑 등도 즐길 수 있다.

2

따바콘 온천
Tabacon Hot Spring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 노천온천은 평균 29。
C로 담대에서 따서 따바
콘(Tabacon)이라 불렀으며 10여 개의 온천탕이 있는데 용암으로 데워진 물이
상류로 올라갈수록 뜨거워
진다. 실제 온천수가 흘러
내려오는 개울을 개발하여
만든 자연노천리조트로 미
네랄 온천수는 각종 피부
질환에 좋아 전 세계적으
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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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뽀아스 화산
Poas Volcano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다. 트레일
을 통해 아주 가까이에서 살아있는
활화산을 느낄 수 있다.
LA PAX WATERFALL GARDEN
라빠스 생태공원 각종 열대 새들과
나비 그리고 장엄한 폭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라빠스 생태공원은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열대우림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체
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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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피농장 투어
DOKA
코스타리카 커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산호세의
커피 농장들은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마저 준다.
커피 재배법과 가공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이곳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이다.

5

라파즈 폭포 정원
Lapaz waterfall gardens
포아스 화산에서 해발 1500m 지역에 있는 라파
즈 폭포 정원으로 가는 길은 2009년에 일어난 지
진의 피해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다. 나비관찰
관, 파충류관, 조류관(40여 종)도 있어 100종이
넘는 동물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중 강우량이
3500~3800mm인 풍부한 유량이 흐르는 볼만한
폭포들이 있어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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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대웅슈트

래쉬가드 루즈 핏 (Rash Guard LOOSE FIT)
가격 :

시원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50,000원

■ 편안하게 넉넉한 스타일
■  새롭고 설레는 색상
■ UV차단지수 30+
피부보호가 필요하신가요? 피부 보호가 우선한 경우 편안하고 새로운 루즈 핏
래쉬가드가 적격입니다. 몸에 꼭 끼는 셔츠를 입는 대신, 몸에 잘 맞는 래쉬가드
사이즈 찾는 것이 새로운 경향입니다.

수트 안에 받쳐입거나 다양한 수상 스포

츠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플랫록 박음질을 두 가지 색상을
조합하여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MEN’S LINE 검정(BK)

레쉬가드 루즈 핏 긴팔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XXL
여자 - XS, S, M, L, XL

WOMEN’S LINE 핑크(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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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AQ)

마린 세트 (MARLIN SET)

가격 :

63,000원

퍼지밸브 장착된 성인용 세트
■ 성인용 물놀이세트
■ 마스크 : X-VU 퍼지 버전
■ 스노클 : 드라이탑 스노클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파랑(BL)

핑크(PK)

마린 마스크는 X-VU 마스크에 퍼지밸브 버전입니다. 마린은
마스크안에 물을 퍼지를 통해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스노
클은 콤팩트한 드라이 탑이 장착되어 있고 스노클 고리는 스

검정(BK)

위벨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피스는 장시간 사용하여도 편안합니
다.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박스 포장되어 있습니다.

와후 세트 (WAHOO SET)

가격 :

노랑(YL)

48,000원

레귤러 사이즈
■ 성인용 물놀이세트
■ 마스크 : 기블리
■ 스노클 : 세일러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노랑(YL)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X-비전 디자인
을 채택한 마스크와 퍼지 기능의 스플래쉬
톱을 장착한 스노클이 함께한 세트입니다.
파랑(BL)

검정(BK)

피라떼 세트 (PIRATE SET) 가격 : 39,000원
스몰 사이즈
■ 얼굴이 작은 여성 및 주니어용 물놀이 세트
■ 마스크 : 피라떼
■ 스노클 : 헤릭스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핑크(PK)

X-비전 마스크 디자인의 피라떼 실리콘
마스크와 퍼지 기능의 드라이 톱을 장착한
스노클이 함께한 세트입니다.
노랑(YL)

파랑(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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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오션챌린저

측면

전면

가격 :

1,500,000원
후면

후면
가격 :

HD200

1,380,000원

▶ 재질 : 외부 - PU 라미네이팅된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HOLLIS SMS75

내부 - 15mm 우레탄 블레이더
▶ 부력 : MD - 35lbs / LG - 45lds

▶ 재질 :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 편안함을 위한 백패드와 허리밴드, 목 부분의 네오프렌 패드

▶ 부력 : 35lb Lift

▶ 양 옆의 4.5kg 퀵 릴리즈 웨이트 시스템

▶ 무게 : 3.1kg

▶ 후면부의 2.27kg 트림 웨이트 포켓

▶ 수평 트림을 위한 사다리꼴 모양의 블레이더 디자인

▶ 스테인레스 D-링 : 어깨 2개, 엉덩이 2개, 등 4개

▶ 조정 또는 제거 가능한 번지줄

▶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과 어깨 스트랩

▶ 동굴 뿐 아니라 개방 수역 사이드 마운트를 위한 디자인

▶ 양 옆의 대용량 포켓과 나이프 마운트

▶ 백마운트 싱글 또는 더블 탱크 사용 가능

▶ 오른쪽 어깨와 왼쪽 아래쪽의 덤프 밸브

▶ 인플레이터와 덤프 밸브 위치 교환 가능

▶ 조절 가능한 벨크로 허리 밴드(제거 가능)

▶ 포함내역 : 탱크 번지줄, 스테인레스 스틸 캠 밴드 2개,

▶ 무게 : 4.3kg

스테인레스 스틸 볼트 스냅 4개와 나일론 끈

▶ 사이즈 : MD, LG

▶ 사이즈: SM/MD, LG/XL

500SE / DC-7
500SE 2nd
▶ 공기 압축식 밸런스 서보 밸브 시스템 ▶ 공구없이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필요 시 수중에서도 가능)
▶ 위 아래 구분이 없어 왼쪽 또는 오른쪽 위치 모두 사용 가능 ▶ 30" Maxflex 호스 제공
DC7 1st
▶ 고성능 오버-밸런스드 1단계 DC7은 극한의 상황에서 우수한 기체 공급을 위해 수심과 기체 밀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중간압을 제공
▶ 백마운트와 사이트마운트 다이빙 시 최적의 호스 위치를 제공
▶ 환경 씰은 1단계의 부식, 오염, 동결을 방지
▶ 찬물 다이빙에서 CE의 엄격한 기준을 견디도록 디자인 ▶ 나이트록스 40% 가능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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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원

▶ 2 고압 포트 / 4 저압 포트 ▶ 요크, 딘 타입 가능(300Bar)

WING SERIES

HOLLIS WING SYSTEM

가격 :

760,000원

싱글 윙 : S25(11.3kg - 25lbs) / S38 (17.2kg - 38lbs)
더블 윙 : C45 (20.4kg - 45lbs) / C60 (27.2kg - 60lbs)

HARNESS SOLO

▶ 올 블랙 가능(추가 옵션)

▶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원 피스 하네스

▶ HD 라미네이팅 된 1680 데니어 코듀라

시스템은 잠재되어 있는 에러를 제한

외부 셀

▶ 스텐레스 D-링과 Cam 버클 포함

▶ 420데니어 나일론 내부 블레이더

▶ 탈부착 가능한 어깨패드에 스텐레스

▶ 탱크 밸브와 호흡기를 방해하지 않기

D-링의 장착 가능

위해 인플레이터 엘보우를

▶ 하네스 무게 : 0.45kg

가운데 쪽으로 위치

▶ 백판 별매

▶ 번지줄이 블레이더 내부에 위치
▶ 내부 블레이더 교체 가능
가격 :

220,000원
◀ 싱글 윙

HARNESS ELITE2

▼ 더블 윙

▶ 조절 가능한 어깨패드에는 각각 3개의
스테인리스 D-링이 부착
▶ 모든 하드웨어 허리 버클은 316“해양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
▶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과 퀵 릴리스 버클로
장비의 손쉬운 탈착을 제공
▶ 어깨 패드 2개와 조절 가능한 구부러진
스텐레스 스틸 D-링
▶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은 3부분의 위치
조절로 일반적인 규격에 적합

HOLLIS WING SYSTEM 구성

▶ 백판 별매
가격 :

320,000원

WING + HARNESS + BACKPLATE(SS or AL) + BACKPAD +
SINGLE TANK ADAPTER + CAM BAND 2EA + WEIGHT POCKET

DX300
▶ 500gm/sqm 3겹의 라미네이트 원단
▶ 특허받은 BIAS 컷으로 재단된 상의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
▶ 플라스틱 TZIP은 특별한 유연성을 제공
▶ 실리콘 재질의 SiTech Neck Tite System 목씰
▶ 실리콘 재질의 자가교환이 가능한 SiTech Quick Change Solution Oval wrist system 손목 씰

가격 :

▶ D-링이 포함된 지퍼 포켓 1개

▶ D-링이 포함된 밸크로 포켓 1개

▶ 5mm 네오프렌 Socks

▶ 사이즈 : SM, MD, ML, LG. XL, XXL

3,800,000원
DX300 POCKET

DX300 손목씰

DX300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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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왕

부샤 - 마스터리프트 X-에어 컴포트
(MASTERLIFT X-AIR COMFORT)
뛰어난 안정감, 기술적으로 선진 된 고급형 부력조절기
▶ 해부학적 모형의 블레이더는 X-에어의 특징을 살린 나비 모양의 디자인
▶ 버블-패딩 스타일의 단단한 백-팩은 허리를 감싸 안으며 등을 보호하고
어깨, 등, 엉덩이에 배수 구멍이 있음
▶ 넥 스트랩 내부의 패팅형 직물로 편안함을 향상
▶ 더욱 좋아진 그립 및 향상된 편안함을 위해 사전 성형된
길이 조절 가능한 복부 스트랩
▶ 8개 링 잠금장치 (6개 알루미늄)
▶ 옥토퍼스, 압력게이지, 칼 등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통합된 두 개의 5kg 뒷면 거싯의 퀵-릴리즈 웨이트 포켓,
고정된 2.5kg 웨이트 포켓
▶ 이중 슬라이더 지퍼와 부드러운 탄성력의 클립형 코드는 장비를 보호
가격 :

1,400,000원

부샤 - 마스터리프트 에이치디 (MASTERLIFT HD)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편안한 안정 자켓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기술적 우수성과 가치를 지닌 BC
▶ 해부학적 바디 모양을 본 뜬 블레이더
▶ 제거 가능한 패딩의 단단하고 견고한 백-팩
▶ 길이 조정 가능한 복부 스트랩
▶ 4개 알루미늄 링 잠금장치
▶ 옥토퍼스, 압력게이지, 칼 등을 걸 수 있는 특별한 잠금장치 부분
▶ 거싯에 2개의 큰 포켓, 이중 슬라이더 지퍼와 부드러운 탄성력의
클립형 코드는 장비를 보호

부샤 - 맥럭스 (MaxLux)
윗부분 시야의 제한성을 낮추고 보다 넓어진 전면 시야

▶ 타입 : 1안식
▶ 중량 : 190g
▶ 스커트 넓이 : 125mm
▶ 재질 : 실리콘
▶ 색상 : 검정, 투명, 흰색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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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가격 :

1,100,000원

부샤 - 포세아 컴포트 4
(Focea Comfort 4)
스타일링 최고의 콤비네이션,
안정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지닌 베스트 원피스
▶ 울트라-소프트 엘라스킨(Elaskin) 네오프렌을 사용하여 향상된
편안함과 더욱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
▶ 48개의 판넬의 고도 정밀한 커팅과 18개의 다른 네오프렌 사용
▶ 내부 전체 파이어스킨(Fireskin)을 사용하여 체온 유지 및 최상의 보온성
▶ 강화된 워터 댐 시스템(WDS)을 사용한 G-Lock Plus 잠금 장치 등판 (부샤패턴)
▶ 더블 지퍼가 부착된 손, 발목 내부 씰은 소매 끝을 접어 넣음
▶ 보편적인(공용의) 컴퓨터 홀더를 손목 부분에 장착
특징
▶ 고품질 사전 형성된 인체공학적 커팅
▶ 플렉스 시스템 : 관절 부분에 엠보싱 처리하여 움직이 편리함
(팔 안, 무릎 뒤쪽)
▶ 관절 부분은 이음새 없이 매끄러운 스트레치 패널을 사용하여 마모를 줄임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과 무릎)
▶ 등 아래 부분과 가랑이 부분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사전 성형되어 몸에
딱 맞춘듯한 인체공학적 수트 보강
▶ 장기간 사용과 유연성을 위한 어깨, 팔꿈치와 무릎의 수프라텍스(Supratex) 보강
▶ 더 큰 유연성을 위해 무릎에 패널(2mm) 사용

가격 :

680,00원

▶ 엉덩이 부분 강화하여 내구성을 높임

부샤 - 문디알 2 (MUNDIAL 2)

비즘 - 수머지 비씨 버전 큐

부드러운 스커트와 편안한 착용감

(SUMERGE BC VERSION Q)
비즘이 새롭게 선보이는 퀵-릴리즈 웨이트 포켓 스타일의 부력조절기
▶ 기존 수머지 비씨의 2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수머지 비씨 버전 큐
▶ 새롭게 선보이는 포켓으로 응급 상황 시
빠르게 분리되며 양쪽에 부착되어 있으며
각각 2kg씩 웨이트를 담을 수 있음
(*버전 큐 모델만)
▶ 새로운 디자인의 매우 얇은 하네스는 탱크를
흔들림없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등에 밀착
▶ 우수한 홀딩(그립감), 쉬운 세팅 방법

가격 :

136,000원

그리고 눈에 띄게 편안한 착용감
▶ 탄력있는 어깨 벨트와 길이 조절

▶ 모든 타입의 얼굴 모양에 잘 어울리는 마스크

커머벨트는 BC를 착용하는 동안

▶ 저자극성 실리콘 스커트로 매우 부드럽고 편안한 마스크
▶ 내부의 부피를 감소시켜 컴펙트한 디자인

몸의 피로감을 줄임
▶ 악세사리를 휴대하기 쉽게

▶ 미끄럼 방지 처리된 마스크 테두리 부분의 높은 그립감

D-링이 제공

▶ 스트랩의 편안함과 위치를 최적화 시킨 로우-프로파일 피봇 버클
▶ 내 얼굴이 맞도록 조절 가능한 스트랩
▶ 색상 : 올검정, 빨강, 파랑
▶ 중량 : 183g

가격 :

1,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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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빅핸드코퍼레이션

수영 스노클링 러버 핀 생고무 오리발

가격 :

58,000원

600g의 혁신적인 경량 러버핀
세계적인 규모의 수영 및 워터스포츠 용품 생산업체인 AROPEC의 컬
러 고무 핀입니다. AROPEC의 러버핀은 생고무 재질의 하드한 중상급

SIZE

XXS

XS

S

M

L

UK

1-3

3-5

5-7

7-9

9-11

적으로 고안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발등과 힐컵은 매우 부드럽고 밀

EU

34-36

36-38

38-40

40-42

42-44

착감이 탁월하며, 블래이드부분은 단단하여 추진력을 극대화하였습니

JP

210-220mm

225-240mm

240-255mm

250-270mm

270-285mm

자용 풀풋형 오리발로 핀수영 및 스노클등 다양한 해양스포츠에 이상

다. 파스텔 형광컬러를 사용하여 세련된 패션감성을 느낄수 있으며, 오
리발의 각 부분별 서로 다른 두께로 편안하고 향상된 스피드를 체감할

수입처 : 빅핸드코퍼레이션
판매처 : 비손트레이더스

수 있는 경량 소재의 생고무핀입니다.

구입문의 : 비손트레이더스 02-3442-4380

CO CLEAR
CO 범위

0.0 - 10.0ppm

공기중 혹은 나이트록스 가스컴프레서 내 일산화탄소의 존재 여부를 감지

입구 압력 범위

1 - 3 바 게이지 (14.5 ~42.5 PSI)

헬리옥스(HeO2) 컴프레서 내 일산화탄소의 존재 여부를 감지

교정 가스 배출량

0.5 -1.0 리터/분 (대략)

▶ 일산화탄소의 디지털 판독 기능과 2개의 청각 및 시각 알람기능

센서 정확도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1ppm 이상 *

▶ 알람은 작은 히스테리시스(0.5ppm)로 설정(일산화탄소 농도가

반응 시간 (T90)

< 90 초

작동 온도

0 - 40 ℃ (32 - 104 ℉)

▶ 두 가지 형태의 아날록스 CO 클리어TM

알람 설정 지점 밑으로 내려가야 알람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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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영향

수치의 0.04% / ℃

기압 범위

800mbar - 1200 mbar

대기 시간

2분

무게 (케이블 제외)

400g (0.8lbs)

부피

175x130x70 mm

IP 등급

IP65

센서 유형

전기화학적 셀

센서 수명 (예상)

표준 온도 및 압력에서 2년

센서 보증

단계적으로 9개월

전자기기 보증

1년

방수하우징

[SS-G SAMSUNG Galaxy S3 / S4 전용 방수 하우징]
가격 :

▶ 수중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데 적합하도록 제작

250,000원

▶ 해변, 수영장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수영 및 기타 야외 활동 시 사용 가능
▶ 수중 40m에서도 작동 가능
▶ 1m 충격 방지
▶ Seashell은 휴대폰 케이스가 없는 휴대폰에
사용하도록 사전 구성. 2mm 미만 두께의
케이스에서는 사용 가능
▶ Seashell lite 저작권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 REACH EC 1907/2006 준수
▶ 세계 특허 획득
▶ 100% 방수 테스트

[SS-i Apple iPhone 3G / 3GS / 4 / 4S 전용 방수 하우징]
가격 :

250,000원

[SS-1 외장 렌즈 콤팩트 디카 전용 방수 하우징]
가격 :

[SS-i5 Apple iPhone 5 / 5S / 5C 전용 방수 하우징]
가격 :

260,000원

[SS-2 내장 렌즈 콤팩트 디카 전용 방수 하우징]

260,000원

가격 :

▶ 수중에서 사진을 찍는 데 적합하도록 제작

▶ 수중에서 사진을 찍는 데 적합하도록 제작

▶ 해변, 수영장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수영 및 기타 야외

▶ 해변, 수영장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수영 및 기타 야외

활동 시 사용 가능

260,000원

활동 시 사용 가능

▶ 수중 40m(131ft)에서도 작동 가능

▶ 수중 40m(131ft)에서도 작동 가능

▶ 1m 충격 방지

▶ 1m 충격 방지

▶ 800개 이상의 콤팩트 카메라 모델과 호환 가능

▶ 200개 이상의 콤팩트 카메라 모델과 호환 가능

▶ 카메라 모델이 호환 가능한지 판별하기 위해 장착표 기본 제공

▶ 카메라 모델이 호환 가능한지 판별하기 위해 장착표 기본 제공

▶ 영하 10°
C에서도 동작 가능

▶ 영하 10°
C에서도 동작 가능

▶ 다양한 컬러

▶ 다양한 컬러

▶ 100% 방수 테스트

▶ 100% 방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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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포스엘리먼트
하이드로스킨 슈트 남성/여성
Mens and Womens Hydroskin Suit

The hydroskin suit provides all over protection
from UV and most “stingers”. Made with heavy
grade high quality lycra, it has SPF of 50+ when
dry, and over 30 when wet. It is the perfect dive
skin for tropical waters, or for wearing under
wetsuit to ease donning and doffing.
하이드로 스킨 슈트(원피스 스타일) 래쉬가드는 자
외선 차단과 수중활동으로 인한 피부손상으로부
터 보호합니다.
기존의 하이드로 스킨보다 두꺼운 고급 라이크라
원단으로 만들어졌으며, 건조 시에는 자외선 50+
과 젖었을 시에는 30+의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습
니다. 하이드로 스킨 슈트는 열대바다에서의 다이
빙 시 혹은 슈트 안에 착용 시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며 피부보호에 탁월합니다.

체인징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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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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도, 결승선도, 세계 챔피언도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게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와 팀워크로 가득찬 탐험.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발견했을 때 전율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모험입니다.

포스엘리먼트 한국총판
T
E
W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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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강사코너

<세이프티 프로다이버 2탄>

잘 준비된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교육 다이빙을 조직화하라!
글/사진 정상우 (PADI CD, 마린마스터 대표)

배우 황정민이 영화제 시상소감에서“난 그저 스텝들이 차려놓은

비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중 수영장 또는 흡사한 제한 수역 다이빙

밥상을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이빙도 마찬가지다. 학생다이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잘 조직된

제한 수역이라고 함은 수영장과 같은 교육하기 좋은 장소를 말한

프로그램으로 다이빙을 교육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으면

다. 물속에서 시야가 맑고, 물이 잔잔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서 가치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 교육 다이빙 조직은 프로

얕은 수심과 훈련할 수 있는 깊은 수심을 갖추어 스쿠바다이빙을

가 잘 준비한 밥상을 맛있게 먹는 학생다이버와 같은 예쁜 그림이

트레이닝하기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은 초급다

나온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맛이 다양하여 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버가 입문할 때 가장 적합하지만 상위코스의 특정 기술을 연습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남녀노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준비된 교

때도 바람직한 환경이다.

육을 위한 조직은 프로강사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학생 다이버들은 이론 수업을 통하여 다이브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되는 것이다. 만약 안전한 환경인 제한 수역에서 미숙한 조직으로

익히고, 제한 수역 훈련을 통하여 안전하게 다이브 스킬을 배우고

인해 학생다이버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사가 프로답지 않게 보

연습하여, 오픈된 바다환경에서 편안하고 자신감있게 다이빙을 즐

여진다면, 학생다이버들 뿐 아니라 프로강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

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을 학생다이버들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심어주기 위한 최적의 조건인 제한 수역에서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프로다이버가 학생다이버와 스스로를 위해 준

여덟가지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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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소를 선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라

2)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영장과 같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는 사

진행하려는 코스에 따라 장소 선정이 달라지겠지만 목표를 안전하

람들의 동선을 피해 위치시킴으로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게 달성할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또한

3)	스킬에 필요한 수심과 환경에 따른 순서를 얕은 수심과 깊은 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진행장소에 대한 정보와 기본 규칙을 전달

심을 반복적으로 이동하여 학생다이버와 프로강사들의 피로도

해야 한다.

가 증가하는 진행방법을 최소한으로 한다.

1) 	시설물을 소개하고 수영장의 경우 규격 부대시설인 탈의장, 샤워
장, 화장실 등의 위치나 기본이용방법 전달

4)	거리나 수심조건이 있는 스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소
인 사이트나 수영장의 크기를 미리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2) 장비 조립할 장소와 진행 스케줄

수영장이 작은 경우나 교육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거리

3) 시설규칙과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전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U자나 원형으로 수영하는 방법

3) 식음료를 마시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곳 등을 전달

도 고려하라.
5)	목적과 가치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둘, 학생다이버들이 사용할 장비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라

지 확인하라.

몸에 잘 맞지 않는 장비는 학생다이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분의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1)	수온에 맞는 잠수복과 사용자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슈트, BC,
마스크, 장갑, 부츠, 스노클 등을 사이즈에 맞게 준비했는지,
2)	BCD의 흡배기 시스템들의 이상 여부와 몸에 맞게 세팅되어 있
는지,
3)	웨이트는 몸의 균형에 맞게 분산시킬 수 있고, 비상 시 쉽게 버
려 부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교육 중 학생다이버에게 추가 웨
이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백업웨이트는 준비되었는지,
4)	조절이 가능한 모든 장비 부분에 다이빙 시 불편을 줄 만한 느슨
함이 있는지,
5)	호흡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잔압계와 주호흡기와 보조
호흡기, 공기통의 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려있는지와 고압, 저압
호스, 마우스피스의 손상은 없는지,
6)	함께 다이빙하는 짝끼리 서로의 장비 시스템을 확인함으로 비상
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7)	드라이 슈트를 사용할 때는 목씰, 손목씰과 지퍼, 그리고 흡배기
시스템은 이상이 없는지,
8)	학생다이버가 주로 경험할 오픈된 바다환경에서 사용할 장비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셋, 교육다이빙에 필요한 스킬 순서와 진행을 고려해서
아래의 경우를 준비하라
1)	야외에서의 활동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 프로강사에게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생다이버들을 그늘에 위치시
키거나 태양을 등지게 하고 이 경우 프로강사가 눈이 불편할 경
우 프로 강사모자와 썬그라스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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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오픈 된 바다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테크닉을 강화하라
제한 수역에서 트레이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오픈된 바다환경에서 적용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라.
1) 다이버들은 버디팀으로 함께 돕는 짝시스템을 적용한다.
2)	공기통을 세워놓고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 공기통이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장비파손이나 부상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3)	장비의 정리정돈은 장비가방을 잘 활용하고 보트와 같은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한곳에 모아 정돈하도록 한다.
4)	학생다이버들은 유자격 보조의 감독없이 입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수영장 가장자리 부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오픈된 바다환경에서는
보통 잡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지하
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6)	마스크를 머리 위에 쓰고 물 위에 떠있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마스크는
물 밖에 나올 때까지는 벗지 않는다. 마스크는 후드 위에 쓸 경우도 많은
데 머리 위에 쓸 경우 마스크가 떨어져도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너울이나 약한 파도로부터 초급다이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 밖에
나오기 전까지는 쓰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7)	학생다이버의 개인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스킬을
시도하기 전에 강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섯,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을 하라
배우는 과정은 억지로 반복되는 지루함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수중
에서 앉아서 가위 바위 보를 하는 놀이는 훈련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지
만 물 중간에 떠서 배운 것을 반복하도록 시킨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중에서 주로 하는 게임들을 몇 가지만 나열하면,
1) 중성부력 평형능력을 위한 매트릭스 영화 흉내내기
2) 중성부력 유영을 위한 탁구공 릴레이
3) 중성부력 연습을 위한 골프공 저글링
4) 균형감각 프리즈빌 날리기
5) 균형감각 미사일 날리기
6) 중성부력 영화 ET 게임
7) 비상훈련 오리발 하나로 핀킥하기
8) 스킬훈련 마스크 바꾸어 쓰기 릴레이 등이다.

여섯, 다이브 마스터나 보조강사를 활용하라
인원이 많은 경우 유자격 보조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스탭이다. 강사와
유자격 보조와 강사의 팀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체크하라.
1)	학생다이버들을 위해 환경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에 관하
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라.
2) 장비 세팅과 장비 확인을 위하여 그들이 보조할 부분을 전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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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킬의 순서와 관련하여 수중, 수면에서 어디에 유자격 보조가 어디에 위
치해야 하는지 전달하라.
4) 강사와 같이 시범할 스킬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5)	응급처치, 산소유니트, 여분의 장비, 백업웨이트 등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6)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발견되면 즉각 강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

일곱, 다이빙 중 에티켓은 강사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생다이버도 기본에티켓을 아는 다이버로 교육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라
1)	입출수 전후의 장비, 가방 슬리퍼 등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다른 팀이 무
심코 밟거나 넘어다니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지품이나 장비 등을 넘어다니지 않으며 주인의 허락없이 만지지
않는다.
3) 수중이나 수면에서 충돌이나 터치 시에 인사를 한다.
4)	장비 해체 시에 공기통 밸브를 열어 청소하는 소음을 내는 것을 삼가한
다. 큰 소음이 날 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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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적 공간이 좁은 곳을 공유해야 할 경우 주변의 타 교육 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6)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선을 확보하여 장비조립이나

10)	레스큐훈련 중 수면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다이버 대응하
기 기술을 실시할 경우 구조요청을 실제상황처럼 크게 소리
지르거나 5초 간격을 위해 소리지르지 않도록 한다.

브리핑을 한다.
모두 입수 시에는 반드시 수면이나 수면 아래에 다이버가 있는지

여덟, 제한 수역 교육의 모든 조직과 과정을
피드백 하라

확인하게 한다.

모든 것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라. 무엇이 부족

7)	큰 걸음 입수법이나 뒤로 몸을 감아하는 입수법, 앉아서 입수법

8)	웨이트 버리는 스킬을 연습할 때에는 수면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하며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스텝들에게 칭찬과 더 잘

확인해야 하며, 사람이 많을 경우 웨이트를 부위에 걸리도록 하거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주는 능력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나 보조가 받아 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부분이다.

9)	SMB를 수면으로 쏘아 올리는 연습을 할 경우 수면의 다이버를
피해 실시하도록 한다.

제한 수역에서의 교육을 조직한다는 것이 아는 사람과 동반하
여 수영장 놀러 가는 형태 정도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프로
는 아마추어와는 차별화된 조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수
역은 초보다이버가 처음 물에 들어가는 환경일 수 있으며, 초급
을 넘어 중상급과정에서도 특정 스킬 부분을 연습하기 위하여
많은 다이버들이 공유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의 모
든 트레이닝은 오픈된 바다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들이며,
제한 수역 트레이닝을 위한 조직 또한 오픈된 바다환경에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의 뜻을 다이빙에 비유한다면, 제한 수역 교
육다이빙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프로답게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 강사는 오픈된 바다환경에서도 아마추어 강사 수준에서 벗
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끔 아마추어 강사들의 교육을 보면 살
얼음 위로 걷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당신은 제한 수역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프로강사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 아마추어 강
사인가?
7~8월은 가장 많은 다이버코스 입문자들을 제한 수역에서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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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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새로운 다이빙 매뉴얼 업데이트하기
글 김수열 (PADI CD,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혼돈스럽다. - 공자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다. 밀린 방학숙제가 그렇고, 일
기를 쓰겠노라 맘먹고 며칠 지나지 않아 후회하기 일쑤이고, 밀린 가계부
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박는 일과 같은 것 말이다. 생활 대부분을 함께
하는 휴대폰과 같이 알아서 척척 업데이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래에는 안전하고 진보된 장비로 다이빙을 하고 있으나 장비를 다루는
다이버들의 행동과 마음은 완전한 수동이기에 아래 정보로 새로운 다이빙
업계 뉴스를 업데이트하여 더욱 안전한 다이빙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

DAN(Dive Alert network)은 오래전부터 매년 다이빙 관련 사고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이에 PADI는 2013년 하반기
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에 다
이빙 교육에 관련한 용어와 스킬에 변화가 있어 정리하니 구독자들께
서도 담당 강사와 함께 지식과 스킬을 업데이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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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흔하게 발생하였던 다이빙 사망 사고의
유형은 가스공급, 부력확보 그리고 짝(Buddy)과 관련한 문제로
나뉜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스 공급의 문제
2008년까지의 DAN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연례 레크
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위험요소와 사망비율”
이라는 디
노블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브 사고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가스
공급 문제가 41%였음을 보여주었다.“다운언더 다이빙 사망”
이
란 리프만의 연구에서는 67%의 사망 당한 조난자들이 안전하게
상승하기 위한 공기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았고, 25%의 사망자들
은 가스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2. 부력 확보의 문제
“다운언더 다이빙 사망”
이라는 리프만의 연구를 살펴보면 73%가
웨이트를 차고 있었으며, 27%의 조난자들은 수면에서 문제가 일
어났는데 양성 부력 확보가 현저한 혜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버디팀의 문제
“1998~2009년의 영국에서 일어난 다이빙 사망의 원인 분석”
이
라는 커밍, 페디, 워츤의 연구에서 전체 65%의 사망자들이 어려
움을 당하는 순간에 혼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이빙 관련 교육 단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스킬들을 교
육하고 있다. 위에 발생했던 사망사고는 아주 단순한 스킬을 수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숙달(Mastery)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DAN의 자료를 참고로 사고유형을 요약하면 교육 중이거

호에서 다루었던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읽어보았다면 이해하기

나 초급레벨인 경우 부력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잦았으며 대부분

가 훨씬 쉬울 것이다. 다이빙을 교육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교육받

이 10~20m의 낮은 수심에서의 사고였다.

는 다이버들도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한 교육에 힘쓰
기를 바란다.

교육관련 용어와 다이빙에 적용될 스킬의 변화
무감압 다이빙 → 무정지 다이빙
실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감압 다이빙을 계획하지 않으
며, 무갑압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감압이란 단
어가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다. 감압(압을 감소시키는)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5m에서
3분간 머무는 것은 교육단체와 다이빙 컴퓨터가 권장하는 안전정
지이지, 감압절차를 위한 정지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레
크리에이션 다이빙은, 다이빙 후 수면까지 분당 18m보다 느린 속
도로 수면까지 정지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스킬에도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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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지

미니 다이브

무정지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정지를 배

새로운 제한 수역(수영장 교육)의 필수조건으로 학생 다이버들이

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PADI 오픈워터 해양실습의 모든 다이

개방 수역을 연출하여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브에서 교육하기를 권장하지만, 마지막 실습 다이브에서는 반드

들면 바다에서 다이빙하게 될 보트의 크기를 임의로 정해 권투경

시 실시하고, 교육생은 이를 숙달해야 한다. 이는 자격증을 받은

기장과 같이 사각의 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장비 조립과 짝의 장

다이버가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고 출수 직전에 짝과 함께 각자

비를 입혀주고, 다이빙 안전점검(BWRAF)을 수행하고, 더불어

소지한 다이브 컴퓨터가 권장하는 시간의 안전정지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운 스킬을 응용해 직접 다이브를 계획하고,

야한다는 의미이다.

강사가 만든 문제에 대처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 다이브 자격증은 운전면허증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

SMB나 DSMB 사용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배웠던 환경과 비슷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수면에서 짝과 헤어져 표류하

더 나은 환경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지 않도록 하거나 보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수면이나 수중에서

한다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미니다이브는 최소한의 강사의 도움

SMB를 부풀릴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호에 소개한 바와 같이 안전

으로 스스로 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를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상 붐비는 유명한 다
이브 사이트에서는 다이빙 후 원하는 곳에서 상승하고자 할 때 많

공기관리 스킬

은 배가 빠른 속도로 수면을 오가고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생은 본인의 게이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강사나 다이브마스

SMB를 사용하여 위치를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면에 도달

터의 지시에 20바 이내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강사의

했을 때 높은 파도로 인해 먼 곳에 있는 배에 위치를 알려야 할 때

반복적인 공기체크로 다이버 스스로 게이지를 자주 확인하도록

도 필요하다. 물론 SMB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고 숙달하기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강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지시에는 방금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담당 강사에게 본인이 사용할 장비의

스스로 확인한 공기량을 20바 이내의 오차범위로 답할 수 있어

형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수영장에서 미리 연습하기를 바란다.

야 한다는 뜻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귀찮도록 질문했을 때 교
육생들은 잔압게이지를 손에 쥐고 다니거나, 눈만 마주치면 OK

청각적 신호

수신호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아 좋은 습관이며 공기고갈의 위

위 SMB 사용과 더불어 교육생들은 청각적 신호기구(호루라기)

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한 웨이트벨트 제거
질소 마취 → 기체 마취

수영장이나 혹은 바다에서 숙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

이전의 연구는 질소기체가 마취 효과를 갖고 있다고 했으나 최근

나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얕은 수심에서도 웨이트를 분리

연구에 의하면 산소 또한 마취효과를 갖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다 신중

따라서 질소마취란 용어는 기체 마취로 변경되었다. 질소의 함량

하게 가르치고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수영장에서는 떨어지는 웨

을 줄이고 산소를 늘려 무정지시간을 늘려 다이빙을 하는 나이트

이트로 인해 다른 다이버나 수영장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준비해

록스(Enriched air div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강사를 찾아

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웨이트를 다루는 방법을 담당 강사를 통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 숙달하기 바란다. 또한 바다에서는 깊은 곳이나 시야가 불량
한 곳에서 연습하면 분실이나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가 필

초과 호흡 → 복식 호흡

요하다.

기존 스킨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숨 참기 테크닉인 초과 호흡에 대
해서는 정확한 테크닉을 제시하지 못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느슨한 실린더 밴드

초급 오픈워터다이버 코스에서조차 초과 호흡 시 얕은 물에서도

다이빙 중 흔하지는 않으나 실린더 밴드가 젖어 느슨해지면서 다

기절할 수 있다고 답을 주고 있으나 용어에 대한 혼동을 줄이기

이빙 중 BCD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복식 호흡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프리다

위해 짝의 실린더 밴드를 고정해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

이빙 전문가를 찾아 생리적인 문제와 효과적인 테크닉을 지도받

는 유동성 스킬로 수중, 수면 어디에서든 배워봐야 할 스킬이다.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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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인플레이터 분리
이전에도 있었던 스킬이지만 이것은 수영장 교육 전반부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스킬이다.
장비세척 불량으로 저압인플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계속 주입되는 경우 호스를 분리하
고 입으로 불어 부력조절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영 중 AAS(보조공기공급원) 사용
최소 1분간 보조호흡기를 사용하여 수영하며 수면으로 상승, 그리고 수면에서 BCD를 입
으로 불어 부력확보를 해야 한다. 실제 다이빙을 하는 곳은 대부분이 20m 내외이고 오픈
워터 교육생의 경우 18m를 넘지 않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때문에 분당 18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상승한다면 1분 정도는 충분히 짝의 보조호흡기를 이용하여 상승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성부력
이제는 훈련다이브 중 스킬의 대부분을 바닥이 아닌 중성부력을 유지하며 하도록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실제 마스크 물빼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며 실제 다이빙 중 언제
나 바닥에 앉아서 실행할 수만은 없는 스킬이다. 뿐만 아니라 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호
흡기를 뺐다가 다시 착용할 때에도 바닥이 아닌 월(wall)다이브 중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좀 더 고난도 테크닉으로 아래 트림(Trim) 자세와도 연관된다.

유선형(Trim) 체크
수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부좌를 틀고 오리발 끝을 잡고 중성부력 연습을
하는데, 실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은 볼 수 없는 자세이다. 저항이 최소화된 유영하
는 엎드린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생은 수영장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해양실습
에 참여해야 한다. 과도한 웨이트 착용이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선 자세로 유영하는 경우
가 많은데, 항상 강조하지만, 유선형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해
양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장비의 끌림, 걸림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할 테크닉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이브 매뉴얼과 최신의 매뉴얼간에는 큰 변화나 차이가 없다. 다만 다
이빙을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여기고 간과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수준이
다. 과연 본인의 안전과 맞바꿀 것이 무엇일까?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성이 다르지만 지구
곳곳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이들이 흔히 일으키는 문제가 비슷한 것을 보면 이제 귀를 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즐겁게 배우던 그때를 추억하며 지금의
정보들이 낯설다면 부끄럽다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스스로를 업데이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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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기능과 원리
글/사진 이원교

스쿠바다이빙은 여타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레저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만큼 스쿠바다이빙의 장비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비 없이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다. 호
흡기, 부력조절기, 게이지, 공기탱크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
지 않은 장비가 없다. 다이버는 이러한 장비들의 기능과 원
리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다이
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보 다이버들을 위
해 스쿠바다이빙의 기본적인 장비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그
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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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마스크, 스노클, 핀
마스크(Mask)
스쿠바다이빙 시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손꼽으라면, 당연히 마스크를 우
선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눈은 육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데, 밀도가 높은 물속에서는 상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을 해
소하기 위해 눈앞에 최소한의 공기 공간을 만들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장
비가 마스크이다.
매뉴얼의 내용과 구전으로 들었던 다이빙 선배님들의 오류에 대해 잠깐 언
급해 본다. 첫째 부피가 큰 마스크가 시야가 좋다? 예전부터 듣고 봐왔었던
내용이다. 물론 부피가 크면 시야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이 클 수밖
에 없고, 또 마스크 클리어를 해야 하는 용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
서 요즘은 눈과 마스크 렌즈 사이의 공간을 좁혀서 시야를 넓게 하는 제품
도 출시된다. 특히 요즘 붐이 일고 있는 프리 다이빙용 마스크는 내부 용적
이 아주 적게 제작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 프리다이빙용 마스크

▲ 부피가 작은 마스크

▲ 부피가 큰 마스크

▶ 아래쪽 시야가 좋게 설계된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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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스노클(Snokel)

얼굴에 밀착되는 스커트 부분을 실리콘이 아닌 고무로 하다 보니 착용

스노클은 스킨 스쿠바 다이빙 시 수면에서 기체의 손실 방

감이 좋지 않았고, 또 얼굴의 형태에 따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

지와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스킨 스쿠바 다이빙

다. 그러나 요즘은 스커트의 재질이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얼굴에 잘 밀

시 선택 사항으로 채택하는 교육단체가 많은 것 같다. 그

착된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야가 좋은 제품은 어떤

이유로 예전에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위주였던 것이 요즘은

것일까? 그것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이드 마운트, 테크니컬 다이빙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

자신의 몸 중앙 부분을 보면 아랫배, 배, 가슴, 가슴 윗부분 등 보이는

이 많이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노클을 처음 사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마스크 중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 중 가

용할 때를 생각해 보면, 스노클에 물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

장 윗부분이 보이는 마스크가 시야가 가장 좋은 마스크이다. 이것은 자

해서 스노클 클리어를 반드시 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신의 시야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를 찾는 방법이다. 그러나 요즘은 시야

요즘 출시되는 스노클 중에는 스노클이 물에 잠기게 되면

보다도 디자인이나 색상을 더 선호하는 다이버가 많은 것 같다.

스노클의 끝부분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된 제품도 나오고, 전면 마스크처럼 생긴 마스크에 스노클
이 부착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을 사

□ 편집자 주
근시와 난시 교정용 마스크

용하기 전에 먼저 스노클 클리어라는 기술을 알고 다이빙
을 한다면 더욱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디자인, 가격보다 중요한 점이 무엇보다 본인의 얼굴에 잘 맞
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중에서 써보면 가장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차
선책으로 마스크의 끈을 앞으로 젖히고 마스크를 얼굴에 댄 채 숨을 들이마셔서 얼
굴에 가장 잘 밀착되는 것을 고르면 무리가 없다.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은 제일 먼
저 시력교정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한다.

근시 교정용 마스크 구입
시력 때문에 렌즈 또는 시력 보정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
＊시력 보정 마스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디자인
선택에 폭이 좁다는 것이 단점이다.
＊시력 보정 렌즈
일반 마스크에 시력이 맞는 보정 렌즈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양눈의 렌즈가
독립된 형태의 2안식 마스크인데 근시와 원시교정용 렌즈는 0.5디옵터 단위로 나와
있다. 난시는 교정렌즈가 없다. 아주 고도근시나 고도원시나 아니라면 이런 교정렌

스노클(일반적)

즈를 사용한 마스크로 충분히 스쿠바다이빙이 가능하다.

하강 시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스노클

프리 다이빙용 스노클

＊렌즈 사용
일반적으로 소프트 렌즈를 사용하면 된다. 하드 렌즈의 경우는 공기 투과율이 좋지
않아서 수중에서 압력을 받는 경우 눈에 심한 피로나 안구 건조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 렌즈를 사용하면 되는데 가능한 한 1회용 렌즈를 권장한다,
렌즈에 물이 들어온 경우 눈을 뜨면 안된다. 렌즈가 빠질 수도 있고 눈에서 렌즈 위
치가 약간 바뀔 수 있다. 물론 눈을 깜박거리면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핀(Fin)
핀은 경제의 원리와 동일하다. 경제의 원리는‘최소의 노력

만약 렌즈(1회용 혹은 다회용 소프트 렌즈)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고, 핀은‘최소의 노력

는 반드시 교육 강사에게 렌즈의 착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체

으로 최대의 추진력을 얻는 것’
이다.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변형하거나 혹은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된다.

몇 해 전에 핀의 브래더 중간 부분이 갈라진 스프릿 스타일

난시교정용 마스크 제작

(Sprit Style)이 강조되던 때가 있었다. 편안하고 새로운 핀

고도 근시나 원시, 난시인 다이버들은 극히 한정된 일부 안경점에서만 취급하는 다

의 형태에 많은 다이버들이 호응을 했지만, 이 핀은 최소의

이빙 마스크 부착형 교정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렌즈의 장점은 보다 다양한

노력으로 최대의 추진력을 얻는 것에 부합하지 못했었다.

도수가 나와 있으며 1안식에도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가격이 비싸며 같

최소의 노력이 아니라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최대의 추진

은 도수라면 교환형 렌즈보다는 수중에서 상의 왜곡이 좀 두드러지는 점이다. 난시
는 교정렌즈가 없다.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여 마스크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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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 핀은 기존에 사용하던 킥의 형
태와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 등이 맞지 않아서 요즘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핀의 형태는 신발처럼 신는 풀풋 스타일과 스트랩을 조절하는 스타일로
구분되는데 예전에는 풀풋 스타일은 스노클링용, 스트랩 스타일은 스쿠
◀ 천연고무 핀

바다이빙용으로 구분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구분을
둘 수가 없는 실정이다. 스노클링용 핀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는 스트랩 스타일도 나오고 있으며, 큰 힘을 필요로 하는 프리 다이빙
에서는 풀풋 스타일이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요즘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재질이 약한 것은 스노클
링용, 재질이 강한 것은 스쿠바다이빙으로.
스쿠바다이빙 핀의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천연 고무, 강화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재질, 혼합 재질 등 어느 재질의 핀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재질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본인에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이 된다. 천연고무는 음성 부력을 가지며, 탄성이 좋고, 변형이 거의 없
는 반면, 무게가 무거운 단점이 있다. 강화 플라스틱 재질은 양성 부력을

▲ 스프릿 스타일 핀
▼ 폴리 우레탄 핀

가지며, 변형이 올 수도 있지만,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폴리우레
탄은 음성 부력을 가지며, 탄성도 좋고, 변형이 거의 없는 반면, 무게가
무겁고, 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점을 보완하고
자 혼합 재질의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핀을 초보자가 착용하고 발부터 하강을 한다면, 핀이
가벼워서 발이 들려 올라가서 이상한 자세로 하강하여 오류를 겪을 수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음성 부력이 천연고무나 폴리우레탄 재
질의 핀을 신는다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듯 한동안 선호되던 천연고무나 폴리우레탄 재질의 핀에서, 요즘은
혼합형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스트림라인
(Streamline, 유선형)이 강조되던 반면, 테크니컬이나 사이드 마운트 다
이빙에서는 스트림라인보다 트림(Tream, 단순화)자세를 더 선호하기 때

▲ 플라스틱 핀

문이다. 여기에서 트림은 유선형이 아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에서 바닥의 미세한 물질(쉴드)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시

▼ 프리 다이빙용 핀

야를 확보하기 위한 자세이다.
프리 다이빙에서는 보다 더 나은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카본 등 추가
적인 재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무튼 어떤 다이빙을 하든지 편안하고
즐겁게 다이빙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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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

해난구조의 법률적 지위
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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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해난구조법의 기원 및 흐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되어가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 수는 10여 명 정도라고 한
다. 이런 끔찍한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아직
도 믿어지지 않는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잠수
사, 해군, 해경 대원들도 무리한 잠수로 인한 감압 증
상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있
지만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 나머지 실종자 가족분들과
잠수사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낸다.

정”
을 둠으로써 환경손해방지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거‘미구조 미지불 원칙’
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
라 예외 규정을 인정하여 구조자가 재산구조에 부수하여 환경손해의 방지·경감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된 비용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선박
또는 적하의 해난구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난구조 동
의서는 로이드의 해난구조계약 표준서식(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이다. 그런데 이 LOF가 해난구조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아 1980년 5월에 혁신적으로 개
정되었는데, 가장 주목할 것은 유조선(Oil Tanker) 구조의 경우,‘미구조 미지불 원칙’
에 예외를 인정하여 구조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구조자
는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투입된 실경비 및 실경비의 일정 퍼센트 이내에서 해상 보
험사들이 제정하는 추가금액을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안전망 조항(safety net

초기 해난구조 법률은 고대 상업법적인 Rhodian Law
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중세에 고안된 해양의 상업
적 관습을 발전시킨 Oleron법에 의해서 해난 구조자
의 업무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19세기 해
난구조의 장려가 입법 과제가 되었고 국제적인 통
일의 필요에 따라 1910년 Brussels에서“해상에서

clause)’
을 개정하였다. 이 조항은 구조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부분과 중간보수 정산
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국내 상법 제88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박 또는 적하로 인하
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이나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
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보수의 한도에 상관없이 구조에 사용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 구원 및 구조에 관한 일부 규정의 통일을 위한 조

신 해양구조조약

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1978년 3월의 아모코 카디즈호(Amoco Cadiz) 같은 대형 유조선이 좌초를 당하여 구조

Certain Rules relating to Assistance and Salvage at

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 구난업자에 의한 신속한 구조가 필수적인데, 구조시간이 지연

Sea, 1910)이 성립되었다.

됨에 따라 선박의 좌초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국

이는 기본적으로 1908년 2월 15일 Lloyd 회의에서

제해사기구(IMO)가 해난구조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국제해법회(CMI)에 1981년

일반적으로 구조가 성공하여야 보수가 지급되는‘미

제32차 CMI 회의에서 해난구조조약 초안(CMI Draft Convention on Salvage)을 채택한

구조 미지불(No Cure No Pay) 원칙’
이 결정되었으며,

후 이를 토대로 국제해사기구의 주관 아래 1989년 4월 런던에서 새로운“해난구조에 관

1926년 10월, 1950년 3월, 1953년 7월, 1967년 12
월 개정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후 로이드 해난구조 표
준 약관(Lloyd’
s Open Form ; LOF)은 1989년 신 해
난구조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구조 및 구난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표준 약관은 지금까지 널리 이용
되고 있고, LOF 1990은 그 후 1995년 개정되어, 근
래에는 LOF 2000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제 해난구조는 전문 해난구조 업자와 선주
의 구조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조·구난업자는 구조장
비 등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로 변화하였다.
1950년대 이후에는 대형 유조선의 출현으로 사고의
다양화·대형화가 되어감에 따라 구조·구난의 위험
도 그만큼 증가하였다. 또한 구조자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해상 유류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구조업자가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
어 긴박한 구조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
에서도 구조업자들의 소극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어
상법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

태풍 매미 때 수리조선소를 덮친 예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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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난협의회
ISU(nternational Salvage Union)란?

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이 채택되었다. 1989년 해난구
조조약은 1996년 7월 14일 발효되었고, 2012년 9월 기준으로 62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주

국제구난협의회는 구난전문 회사들의 협의회로서 전 세계를 걸

요 가입국으로는 호주,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

쳐 구난 문제 협의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스, 인도, 이탈리아, 리베리아, 마샬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

있으며, 협의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
 제구난협의회는 전 세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는 해난구
조 계약회사의 이익을 증진하고 대변하기 위한 사업의 협의

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고, 일본과 한국은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국내 상법 해양사고구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

회이다.
▶본
 협의회는 해상 분야 내외에 걸쳐 해난구조 회사의 역할,
업무, 작업 여건의 폭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한다.
▶본
 협의회는 관습적 해상 보험 및 안전에 관한 국제 회의에
서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 한다.

해난구조 보수 결정의 기준
1989년 해난구조조약의 구조보수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을 참조하여 국내 상법 제883조

▶본
 협의회는 관련 분야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한다.

에서 보수의 결정 규정을 개정하였고, 제886조에서 구조료의 지급의무규정을 신설하였

▶국
 제구난협의회는 어떤 형태로도 회원의 사업 활동에 관장하

다. 그리고 국제 해난구조조약 제13조 1항 법원 또는 보험사는 구조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국
 제구난협의회의 회원 선발 자격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구난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록이 있거나, 구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전문 회사가 다양한 ISU 표준에 부합되는 해난구조 회사에게

① 구난된 선박 및 다른 재산의 가액

항상 열려있다.

② 환경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는데 있어서 해난구조자의 기술과 능력

▶국
 제구난협의회는 구난 회사의 사업과 재정적 이익을 개선하
는데 방해할 수 없다.

③ 해난구조자의 성공 정도
④ 위험의 정도
⑤ 선박, 다른 재산 및 인명의 구조에 있어서 구조자의 기술과 능력

침몰하는 아모코 카디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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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조자가 사용한 시간과 지출한 비용 및 손실
⑦ 구조자 또는 그 장비가 조우한 책임부담의 위험
또는 그 밖의 위험
⑧ 수행하는 작업의 신속성
⑨ 구조작업을 위하여 예정된 선박 또는 그 밖의
장비 사용 가능성 및 효율성
⑩ 구조자의 장비 준비상태와 효용성 및 그 가액

매미로 좌초된 부산 해상호텔

해상크레인

과거‘해난심판법’
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

의 결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제883조‘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면서 부칙에 도선법, 개항질서법, 상법상의‘해난’
을‘해양사고’
라는 용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어로 변경하였다. 하지만‘해양사고’
라는 용어는‘해난’
보다는 더 큰 의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미를 부여할 수 있고, 정확한 개념의 혼동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지적에 상법상‘해난구조’
의 경우 원래‘해난’
의 용어로 재정립되어 개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액을 정한다.’
라고 개정하였지만, 이는‘미구조 미지불의 원칙’
을담

해난구조에는 구난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이루어지기 전에 선박회사와

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구난업자 사이 구난 및 구조에 관한 계약 구조가 있는 경우와, 서류상

상법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에서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13조를

아무런 계약 없이 구조하는 임의 구조가 있다. 좁은 의미의 구난작업은

참조하여 구조료의 지급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상법에‘선박소

임의 구조만을 뜻하고, 넓은 의미의 구난작업은 임의구조와 계약구조를

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급속한 통신기술의

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

발달로 신속한 구조 요청으로 인한 인명구조와 선박 구난작업이 이루어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법 제888조 인명

지는 형태로 발전하여 임의 구조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다.

구조만 있는 경우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조료지급의 의

해난구조는 선박이나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난에 조우한 경우에

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선박 등 재산구조와 함께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여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성립된다. 해난구조의 세

경우에는 구조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지 성립요건은 해난, 대상물, 구조이고, 성립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구
조·구난업자는 당연히 구조료청구권을 취득한다. 해난구조는 여러 가

P&I Club 특별보상(SCOPIC) 도입

지 위험이 수반되고 큰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P&I(Protection & Indemnity) Club(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은 해상운

분야이다. 그래서 구조자들 간이나 구조자와 피구조자(선주) 간에 이해

송에서 선사회사 대표나 선주들이 서로의 손해를 상호 간에 보호하기

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조료의 결정

위한 보험제도로, 해난구조업자가 환경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켰는

은 해난구조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데도 불구하고 전통적 보상금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면 협약에 따

상법 제887조 구조료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르는 조항과 제883

라 특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보상에 대한 선주의 책임은

조 구조료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조료 보수

P&I Club에 의하여 지급됐는데, 선주와 구조업자 사이 특별보상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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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P&I Club이
특별보상을 지급하게 되었는데도 해당 선박의 구조작업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P&I Club 특별보상약관(SCOPIC
Clause; Special Compensation P&I Club Clause)을 도입·대체하기
로 하였다.
특별보상(SCOPIC)은 작업근로자, 예인선, 휴대용 구조장비, 해상크레인,
직접경비와 수당 등에 관한 요율을 P&I Club과 ISU(국제구난협의회)는
합의하고 요율표를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해난구조 법률의 문제점
국내 해난구조와 관련된 상법의 경우 1989년 해난구조협약 내용의 상
당 부분을 참조하여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것은 선박의 조
난에서부터 구조 및 구난에 관한 계약 부분, 구조료 등에 관한 해난구조
법률이지, 해난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는 법
률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해난구조업체들은
법률적으로 무면허라 할 수 있겠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2007
년 일부 삭제된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구난의 자격)‘선박의 구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1급 선박구난자격, 2급 선박구난자격 및 3급 선박구
난자격’
이 있었으며, 제20조(선박구난작업의 한계)‘선박구난작업의 한
계는 1급 선박구난자격 : 모든 해면에서의 모든 선박의 구난, 2급 선박
구난자격 : 연해구역 안에서의 총톤수 1천 톤 미만인 선박의 구난, 3급
선박구난자격 : 선박구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관내의 평수구역 안에서의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의
구난’
이라 하여 전국에 약 38개의 구난업체가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제17조∼제21조가 삭제되었고, 몇 년의 공백기
를 거쳐 현재는 수난구호법 중 해양구조협회가 일부 해난구조에 관여하
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201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과제인
‘심해잠수’
에 선박구난업에도 이 시행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문가들조차 삭제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
내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큰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일본이나 유럽의
구난업체와 국내 대행회사가 구조작업을 대행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손
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의 해난사고에 대처하는 구조능력의 한계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
금이라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제도적 뒷받
침과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향후 국내 업체들도 전 세계의 구난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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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해상법」
(제3판), 법문사, 2011. / 최준선,「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6판), 삼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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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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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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은 왜 파랗게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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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바다의 색깔은 바닷물을 투과하는 빛의 파장에 의

란색이 가장 늦게 흡수된다. 이때 가장 늦게 흡수되어 바다 깊

해 영향을 받는데, 빛의 파장에 따른 상대적인 흡수에 의해 바

은 곳까지 도달하는 파란색이 작은 미립자에 의해 반사되면서

닷물의 색깔이 결정된다.

바다는 파란색을 띠게 된다. 만일 파란색도 흐트러지지 않고

보통 수심 10m 이내에서 대부분의 빛은 흡수되며 미생물이나

바닷물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검은 빛깔의 바다로 나타난다.

부유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투과율이 감소한다. 가장 깨끗하고

또한, 플랑크톤과 같은 물질이 갑자기 번성하면 바닷물의 색

맑은 해역에서도 150m까지 투과되기는 힘들다. 햇빛은 스펙트

깔은 잠시 비정상이 된다. 이때 바다는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럼을 통해서 보면 무지개색으로 나타나며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유명한 적조(Red Tides) 현상이 바로 이것이며, 녹색이 되는 경

서 파장이 긴 빨간색이 가장 빨리 흡수되고(수심 5m 이내) 파

우도 있다.

열대지방의 바다는 왜 에메랄드 빛 (초록색) 인가요?
바다의 색깔은 수심뿐만 아니라 기상 상태, 바닷물 속에 사는 생물, 주변 환경 등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바닷물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날 더 푸르게 보이고, 구름이 잔뜩 낀 날은 잿빛으로 보이기도 하며, 해질녘에는 붉은 색으
로 물들기도 한다. 바닷물은 그 속에 사는 생물들에 의해서도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육지에서 가까운 곳의 바닷물
과 먼 곳의 바닷물은 빛깔이 다르다. 영양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연안의 바닷물 속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들
어있어 바닷물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먼 바다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게 들어있어 짙푸른 코발트색으로 보인다.
특히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 가면 연안의 바닷물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황색 색소가 파란색과 혼합
되기 때문에 생기며, 식물성 플랑크톤(plankton)의 한 종류가 황색색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식물성 플
랑크톤은 바닷물 색을 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연안에 있는 진흙이나 침전 물질도 갈색 요인이 되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도 바다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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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I’
m so into diving!

인투다이브
대표 : 송관영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8길 36
전화 : 02-420-9658
홈페이지 : http://www.intodive.com

인투다이브
친근한 센터! 카페 같은 센터! 다시 찾고 싶은 센터!
딱딱한 교실 형태의 센터에서 벗어나 다이버들이 부담없이 방문해 휴식을 취하며 다이
빙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고민한 끝에 오랜 다이빙 동료인 홍연
기강사와 2011년 신천에 자리를 잡은 인투다이브. 인투다이브(INTODIVE)는 일상에서
의 모든 걱정거리는 잊고 다이빙 속에 빠져 즐겨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이버들이 제한수역 훈련을 위해 즐겨 찾게 되는 종합운동장 잠수풀과의 접근성 때
문에 10개 이상의 PADI 센터가 모여있는 이곳 신천에 위치한 인투다이브는 2호선 신
천역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덕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은 물론 넓
은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신천에서도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유능한 강사진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맞춤형 상담과 품질 높은
다이빙 교육은 다이버들이 인투다이브를 다시 찾게 하는 이유다.

다이빙 교육
모든 일의 시작에서 처음 내딛음이 중요하듯이, 다이빙교육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 아
래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PADI의 교육철학을 따르는 인투다이브는 초보레벨부터 프로레벨까지 논스톱으
로 교육이 가능한 PADI 5 STAR IDC CENTER다. Song’
s Family라 불리는 인투다이브
강사진은 다년간의 교육경험과 풍부한 다이빙경력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
사와 학생의 비율을 소수로 제한함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품질 높은 다이빙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정기적인 PADI 강사개발교육(IDC)을 개최하여 PADI 프로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센터대표이자 인투다이브에 항시 상주하는 PADI 코스디렉터
Song은 10년 이상의 오랜 다이빙 강습 경험과 다이빙 선진국 태국 푸켓의 CDC 센터
SCUBA CAT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환경과 문화에서 스쿠버 강습을 진행한 경력이 있
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대한민국 극지연구단(KAARP) 하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의 과학 잠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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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커뮤니티
일상에서의 탈출! 새로운 장소로의 모험! 다양한 다이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한다.
‘I’
m so into diving’
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빙에 홀릭되어 진정 다이빙을 즐길 줄 아는 젊은이들이
주요구성원인 인투다이브는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또한 활발하다.
인투다이브는 펀다이빙과 해양실습을 위해 주기적인 동해다이빙투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제주다이빙투어, 해외
다이빙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험 많은 Song’
s Family 강사님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모든 다이빙
여행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데 충분할 것이다.
투어공지와 다이빙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은 인투다이브 네이버 카페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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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ssay

생존의 법칙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어느 해안가에 사는 쥐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섬이 많은 해안가에 수많은 플랑크톤과 어린 쥐치, 상어가 함께 잘 살고 있었다. 어린 쥐치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 배
를 굶주릴 일은 없었으나 자신들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를 상어 떼들로 인해 늘 불안했다. 생각해보니 상어만 없으면
잡아먹힐 걱정도 없을 테고 풍요로운 바다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용왕에게 상어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쥐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생각에 잠긴 용왕은 쥐치를 가엾게 여겨 해안가로 몰려오는 상어들을 사라지게
하였다. 쥐치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세월을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용왕은 쥐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 전령인 바다거북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다. 잠시 후, 용
왕은 바다거북으로부터 쥐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쥐치가 즐겨먹던 플랑크톤 또
한 자취를 감춘 사실도 들었다. 어찌된 일인가? 플랑크톤의 양은 한정된 반면에 쥐치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결국 쥐
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법칙 중의 하나가 생존경쟁의 법
칙이다. 즉, 한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남과 싸워야만 한다는 법칙으로, 이러한 생존법칙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먹이사슬이다. 미생물 → 모충 → 개구리 → 뱀 → 멧돼지 → 인간으로 이르는 동물계의 먹이사슬에 의해서
각각의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렇듯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적 존재는 살아 있는 다른 생명을
통해서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대자연이 존재하는 원리이고 법칙이다.
생존을 위한 이러한 법칙은 분명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취해야 한다는 매우 잔인한 일면을 갖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생명 영위 과정 자체가 자연계의 절대적인 흐름이고 깨질 수 없는 질서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을 일컬어 자연현상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연계의
생명활동에는 특별한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각각의 종에 따른 생존 방식이 다를 뿐이다. 자연계의 모
든 생명체들은 자신들 세계 나름의 독특한 생존기술을 갖고 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공격패턴이 있는가 하면,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수단 등 동
물들이 벌이는 생존기술은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면서도 교묘하다.
이러한 습성들은 어떤 학습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성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 넘쳐서 아마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앞에서 보여 준 쥐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쥐치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자연계의 속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생존법칙이란 말 속에는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는 것과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어야만 하는 절대법
칙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이라는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법칙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한 것이 약육강식이다. 이때 약육강식은 생명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조화이며 공존방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생존경쟁은 이미 경쟁이 아니며, 자연이라는 거대한 틀을 존속시키는 흐
름이고 근본법칙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바탕으로 생겨난 존재들이 벌이는 행위나 상황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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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존법칙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으로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인간이 그동안 다른 동물들에게 자행했

진화가 덜 된 하등동물에서부터 등뼈를 갖춘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모

던 행위를 어떻게 변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위협으로부

든 생명 있는 존재들 가운데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생존방식

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그때가 돼서야 인간

을 취하고 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오직 생명연장에 필요한 먹

들에 의해 살육당했던 동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런지 모를 일이다.

이만을 취하는 반면에, 인간은 생명연장의 수단으로써 다른 생명을 취하는

인간은 하늘, 땅, 바다 할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 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무차

리지 않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잡아먹는 데 선수다. 이런 행위

별하게 유린하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

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

살아 있는 동물들의 껍질을 벗겨서 몸에 걸치는 옷감으로 사용하거나, 단

겠는가? 아주 먼 과거에 인간은 그 수도 적고 힘도 나약해서 호랑이나 사

지 장신구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살아 있는 생명을 서슴없이 도살하는 행

자와 같은 맹수와 대적할 수 없었다. 그들을 피해서 동굴이나 나무 위에서

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생명연장의 수단을 넘어서 기호적 식품으로써

생활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다. 그때에는 맹수들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만

떠한 양심적인 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한 행위는 자연계의 한 구성원

을 취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 생존방식 그대로 유지하며

으로의 삶이 아니라 자연계의 특성인 조화와 공존의 틀을 깨는 비자연적

살아가고 있다.

인 행위임이 틀림없다.

왜 그럴까? 지능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가끔 대중매체를 통해서 외계생명체의 존재나 외계인을 소재로 한 내용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존의 방식이고 조화로운 삶인 것을

들을 접하게 된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생명체

아마도 그들은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인「에어리언」
의 출현으로 인간이 위협받는 내용을 다룬 영화도 있다. 다

자연은 인간의 유희 대상이 아니다. 오직 조화와 공존을 위해서 쓰여야만

른 동물보다 고도의 지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인간이 그 이하의 지능

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제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

을 가진 동물들에게 자행했던 행위를 고지능의「에어리언」
이 인간을 대상

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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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요즘 사람들은 짧고 간단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디자인
이나 음식, 주고받는 문자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거나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한 마디라도 짧으면서 영향력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을 선호한다.
얼마 전부터‘스낵 컬쳐(Snack Culture)’
라는 새로운 표현도 사
용되고 있다. 마치 스낵종류를 먹어치우듯 짧은 시간 안에 소비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에서 사
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즐거움을 주는 짤
막한 콘텐츠를 즐겨 찾는다. 최근 들어 3~2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한 웹드라마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뱀파이어의 꽃’
이라
고 하는 웹드라마는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백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아예 동영상의 상영 시간을 10초 이내
로 제한하거나‘움짤’
이라고 하여 몇 장의 사진을 모아 움직이
게 만들거나 짧은 동영상 등을 감상하는 앱이나 사이트도 인기
를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스토
리(Story)’
이다. 잠깐이지만 감동을 주고, 감성을 건드리는 콘
텐츠의 여운은 생각보다 길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영화
관이나 공연장으로 달려가게 하고, 어딘가에 기부를 하게 하며,
무언가를 사게 한다. 이런 이들을 일컬어‘스토리슈머’
라고 한
다. 스토리(Story)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져‘이야기를 찾
는 소비자’
를 뜻하는 스토리슈머는 이야기가 담긴 상품을 좋아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
박카스는 동아제약의 대표 제품으로 이야기가 있는 광고영상
으로 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카스는 수년째‘29초 영화제’
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열렬히
참여하는 공모전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에 방영한 광고 3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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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대한민국에서
`
OOO으로 산다는 것`’
을 주제로 진행된 `29초 영화제`에서 수
상한 작품들이다.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부모들,
택배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메모와 박카스,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의 가
방을 든 채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 등 고객이 만든 고객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은
기대 이상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현대 약품의 비타민 음료인‘프링클’
은 3분 33초 분량의‘행군녀 동영상’
을 발표했
는데, 7시간이나 걸려 무려 22km를 행군해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간 여자 친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성재 씨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
면이 화제가 된 후 이 제품을 먹는 장면과 관련한 동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 초에는 한 외국인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공개되었는데, 백만
명 이상이 플레이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각종 레시
피들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스토리가 담긴 짧은 영상들은 영상의 시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부합될 뿐
아니라 청춘의 감성과 어우러지고 그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수 초의 감동이 수 시
간의 감동에 맞먹을 수 있으며, 감동은 나이나 국적과도 무관하다. 진정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는 길이에 상관없이 오랜 여운을 남기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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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THE

어비스

이 영화는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된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 에이리언2, 타이타닉, 아
바타를 만든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야심작이다. 어비스는 깊고 푸른 바닷속이라
는 의미이며 영화 속에 삽입된 니체의 문구를 보면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예감할
수 있다.“그대가 심연을 들여다보는 만큼, 심연도 그대를 들여다본다.”이 문구만큼이
나 영화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사람의 불안감과 갈등을 짜임새 있게 표
현한다. 줄거리는 미 핵잠수함이 정체불명의 물체에 의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잠수함의 핵탄두를 찾기 위해 특수요원이 파견되고, 등장인물들 간의 갈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거기에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까
지 더해지며 위기가 극에 달한다. 현실 속 등장인물의 갈등 과정에서 심해 속의 정체모
를 생물체와, 외계인과도 닮은 신비스러운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영화의 긴장감과 신비
함은 더해간다. 또한 주인공들이 신비의 생물체들과 교감을 나누는 장면은 인간의 욕
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심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의 행동과 심
리상태의 변화를 보면 이곳도 역시 세상사의 축소판인 인간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감독 제임스 카메론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에 미지의 존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

출연	드 해리스 (버드 (버질 브릭먼)

되지 않는 난제들을 짚고 넘어가게 한다.

역), 메리 엘리자베스 마스트란
토니오 (린지 브릭먼 역), 마이
클 빈 (카피 중위 역), 레오 버
미스터 (캣피쉬 드 브리스 역)
장르 액션, 스릴러, SF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145분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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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의 또 다른 볼거리는 CG 기술이다. 디지털
특수효과는 아바타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나고 신
비스럽다. 물이라는 공간에서 촬영하다 보니 어려
움도 많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의 솜씨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명장면들이 많다. 사실 한 장면 한
장면이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감탄을 토해내게 한다.
저런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
런 상상력을 영상으로 다시 풀어가는 감독의 솜씨
는 놀랄만하다. 이렇게 놀랄만한 영화임에도 불구
하고 흥행에는 참패했다. 이 해저 액션영화가 개봉
하기 바로 전에 <레비아탄>, <딥 씩스> 라는 해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영화의
기대심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145분이
라는 긴 상영시간은 몰입도가 분산되어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더해주어 재미를 삭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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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스킨스쿠버 동아리 소개

서울 고등학교

시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라 했던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더욱 이
말에 공감 하겠지만 어느덧 40대 중반에 들어서니 인생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고등학교 때 시작한 다이빙을 향한 나의 열정의 날들이 아
직도 엊그제 같은데….
1987년! 철없이 꿈만 가득하던 서울 고등학교 시절, 대학원을 졸업하시자마자
수학 선생님으로 부임하신 이진원 은사님! 외모는 아직도 대학생 같이 풋풋하
고, 학생들한테 일일이 존댓말을 쓰시는 은사님을 만나면서부터 다이빙과 인연
이 시작되었다.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마치 친형
님과도 같이 친해질 즈음 그분이 나한테“내가 스킨스쿠버(그 당시는 꼭 두 단
어를 붙여 사용했다.)를 할 줄 아는데 우리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련?”
,

글 최한권(CMAS, KUDA 마스터 인스트럭터)

“스킨스쿠버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고 잠수도 잘하는데 좋습니다!”이렇게 시
작되어 주말마다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 지하에 동아리 방도 만들어 수시로 수
영장에서 실기를 연습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일 때 당시에는 유례가 없는 고등
학교 스쿠버팀 물보라가 창설되었다! 이진원(현 한국잠수협회 감독관) 은사님
의 열정적인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첫 번째 다이빙을 영하의 날씨 속에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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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에서도 습식 잠수복으로 반쯤 얼어가며 무모하게 시도한 열정은 지금
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울고 스쿠버팀은 점차 발
전하였다. 팀장과 장비부장 등 구색을 갖춰가며 모든 험난한 교육을 전부 실행
하기도 했다. 거칠고 험난한 교육을 다 거쳐야만 훌륭한 다이버가 된다고 생각
하여 다들 열심히 교육에 임했다. 지금은 해산물 채집이 불법이지만 그때는 해
산물을 많이 잡는 사람이 다이빙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의 다이빙 문화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굴이 붉혀진다. 그 당시 교육장으로 애
용하던 삼원 스쿠버 풀장은 계곡 물을 사용하여 얼음장 같이 차가웠으며 바닥
은 잘 보이지 않아 학생들이 지레 겁을 먹기가 일쑤였다. 기억나는 것은 5m 지
점의 바닥에 십 원짜리 열개를 던진 후에 스킨 다이빙으로 전부 집어 나올 때
까지 반복하였고, 숨 오래 참기, 추위 버티기 등 흥미진진한 교육에 수영장 가
는 날이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80년대 후반에는 다이빙 장비 중 부력 조절기(BC)가 보편적으로 보급되던 때
가 아니었다. 대부분 백팩(Back Pack)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검은 판에 탱크를
부착시켜 메고 입수를 할 때라 웨이트를 차고 수면에 떠 있으려면 웬만한 체
력이 아니고서는 버티기가 힘들었다. 필자가 최신형 비씨를 구입하니 은사님께
선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내 비씨를 보란 듯이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 세워놓고
자랑하셨다. 그 당시 비씨를 구입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때 내가 구입한
호흡기 세트와 게이지, 비씨는 관리를 잘하여 지금까지도 아끼며 사용하고 있
다. 장비는 관리와 수리만 잘하면 20년 이상도 쓸 수가 있다. 물론 수입 업체
분들은 달갑지 않은 소리겠지만!
서울고 스쿠버팀은 마크도 디자인하여 제작하고, 팀 셔츠도 만들어 어느 단체
보다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아무도 고등학교 스쿠버팀이란 것을 믿지 않을
정도였다. 1989년 첫 장기 원정 다이빙을 울릉도에서 실시하였는데 이후 24
년 동안 매년 여름에 울릉도에서 7일간의 하계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고무보
트와 엔진까지 들고 가서 섬을 마음껏 답사하며 아침부터 해지기 직전까지 다
이빙을 즐겼다. 며칠 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헬기를(당시에 잠깐 운행)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섬에 더 머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날 다이빙을 마치고 해가 넘어갈 즈음에 여관 아주머니께서 맨발로 뛰어 오
시며“오전에 헬기타고 나간사람 있나 없나?”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나
간 사람 없다 하니 다행이라며 헬기가 고장나 바다에 추락해서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다. 한순간의 결정이 생사를 갈라놓다니! 당시 취항한 지 얼마
안된 우주항공 소속 헬기가 엔진 이상으로 섬으로 회항하던 중 1km 정도 남
긴 채 바다로 추락해 13명 사망, 1명 실종, 6명이 구조되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
이다. 사실 오전에 배표를 바꾸고 난 후 일행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잔돈이 없
어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세 명에게 동전을 빌렸다. 그들은 헬기를 타려고
대기 중이었다. 손 흔들며 갔던 그녀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런
인재로 인한 참극은 정말 다신 없길 바랄 뿐이다.
그 이후로도 다이빙 투어는 계속되었고 1999년 은사님과 나, 후배들도 강사가
되어 주말 투어에 동참하고 장기 투어 때는 서로 휴가를 맞추어 투어를 진행
하였다. 혈기가 왕성하고 호기심으로 뭉친 20여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투어를
진행하다 보니 늘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의 지침이 되었다. 지금껏 큰 사고는
없었지만 사소한 작은 사고들은 빈번히 일어났다. 찢어지고 삐고 금이 가는 일
들이 발생하며 지도교사이신 은사님과 나를 애태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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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다. 한번은 4기 추지경(NAUI 마스터) 후배가 화장실
펜스에 머리를 부딪쳐 십 수 바늘을 꿰맨 적이 있는데 창피하다고 후배들에게는 거북
이와 부딪쳐 다쳤다고 말해달라는 해프닝도 있었다. 다소 우습기도 하였지만 남아있
는 다이빙 일정에서 훌륭한 보조요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해 주었다.
5기 서민수(NAUI 트레이너) 트레이너도 원정 다이빙을 떠나는 날 오토바이와 부딪쳐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였는데도 참여해 학생들을 돌봐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다
들 고마운 친구들이다. 학생들과 장기로 원정 다이빙을 다닐 때면 외부 초청 인사까지
합해 평균 30명 정도가 버스로 이동한다. 하지만 항상 먹는 것이 문제였다. 인원이 많
다보니 울릉도나 제주도 같은 섬에서 다이빙 포인트를 이동하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
이 힘든 일이다. 주로 한적한 바닷가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다이빙을 진행하다 보니 하
루 세 번씩 식당까지 가는 일도 어려웠다. 한번은 짜장면 서른 그릇을 배달시켰더니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했고 그릇과 짜장면이 하나로 붙어버려 닭처럼 뜯어 먹기도 했
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초창기부터 협소한 곳의 장기 투어 시에는 내가 조리장
을 겸하는 강사가 되었고, 서민수 트레이너가 나와 같이 수고를 해주었다. 음식재료와
도구를 항상 준비하여 투어를 다녔고, 가능하면 주방을 쓸 수 있는 노인회관이나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숙소를 잡았다. 이후로 우리의 식단은 진수성찬이었다(?). 오전에는 백
반 오후에는 김밥과 라면 저녁에는 고기반찬과 탕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나중에
는 나의 정체성이 고민되기도 하였지만, 후배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할 때는
고생한 기억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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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서울고 다이빙팀 물보라가 유지되어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도
움이 있어서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신 이진원 은사님의 원칙은 정말 중요했고, 늘 곁에서 함
께 해준 4기 서민수 트레이너와 오랜 시간 물적 양면으로 지원해준 장비 업체 관계자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동고동락해 오신 은사님께서는 다시 서울고로 오셔
서 장기로 임직한 교사로 계시지만 타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에도 스쿠버 동아리를 만들어
다이빙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특혜를 학생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학생들은 그 당시는 그것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경험인지 잘 몰랐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물질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 매우 값지고 귀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들로 이루어진 다이빙 팀이 만
들어진 것도 소중한 결과물 중 하나였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진땀을 빼가며 목청을 높였
지만 말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였고 서울고 학생들과 해외 투어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초
창기의 그 열정은 대학이 목표가 되어버린 지금 고등학생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아 내심 아
쉽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학생들만의 탓이랴!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 눈높이를 못 맞
추는 내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서울 고등학교 스쿠버 팀이 창설된 지 26년에 접어들었다. 26년간의 세월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가르침을 주었다. 시작할 때는 고등학생 팀이라며 코웃음 치고 우습게
봐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물보라는 팀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한 것만은 아니다. 광복 50주
년 기념행사로 독도에서 다이빙을 시행했으며, 칠천만 대한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백 킬로그
램의 비석을 서울에서 출발하여 독도에 세우기도 하였다. 학생 신분으로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도 진행하였으며, 해양 다큐멘터리의 주역으로 일선도 했다. 지금
도 서울고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며 한곳에서 감독관(CD) 일을 묵묵히 하시는 창설자 이진원
은사님과 각 단체의 강사가 되어 있는 후배들과 만날 때면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 보다 가
장 즐겁다.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후배들이 거쳐 갔
고 다양한 직업 전선에서 삶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다. 후배들이 가족과 함께 다이빙 투어
에 참가할 때면 은사님과 난 고맙고 뿌듯하다. 우리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기
에 호들갑 떨지 않고 늘 해왔던 것처럼 물보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30주년, 40주년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더 큰 바다를 만나 더 자유롭게 유영하는 그 날을 꿈꾸며~
서울고 스쿠버 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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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다이빙투어 정보

2014 년
다이빙투어 일정 안내
투어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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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로네시아 축

인도네시아 코모도

푸켓 시밀란

팔라우 리버보드

출발 2014년 7~8월

출발 2014년 9월 3~10일

출발 2014년 12월

출발 2015년 2월 26일~3월 6일

일정 1차 8박 9일, 2차 6박 7일

일정 7박 8일

일정 5박 6일

일정 8박 9일

모집 예정일정

모집 확정출발

모집 예정일정

모집 확정일정

특징 2차 세계대전의 전흔이 그대로

특징 추석 연휴를 이용해 코모도 도

특징 2014년 싱글다이버 시밀란 리

특징 팔라우 다이빙의 새로운 제안,

남아있는 그곳, 축으로 액션에서 다

마뱀을 만나러 갑니다.

버보드, 다이빙 미팅~

리브어보드 SOLITUDE ONE. 인천/

시 떠납니다.

팔라우 직항 일정을 이용한 최고의
스케줄. 페렐리우까지 팔라우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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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이빙
출발 2014년 8월 14~17일
일정 3박 4일 / 2일 다이빙 + 1일 육상관광
특징 이제는 제주도도 필리핀처럼 따뜻하여 다이빙을 즐기기에 좋다!!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맛있는 것도 먹고, 다이빙도 하고, 1석 2조 스케줄.

팔라우 리브어보드

2015 갈라파고스

2015 투바타하

2015 투바타하

2015 갈라파고스

출발 2015년 4월

출발 2015년 4월 30일~5월 6일

출발 2015년 5월 28일~6월 3일

출발 2015년 11월 11~21일, 18~28일

일정 10박 11일

일정 6박 7일

일정 6박 7일

일정 11일 또는 18일

모집 확정출발

모집 확정출발

모집 확정출발

모집 확정출발

특징 설명이 필요없는, 꼭 한번 가봐

특징 2015년 5월 황금연휴를 이용,

특징 2차 투바타하 투어

특징 한 번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갈

야 하는 그곳!!

3일의 휴가로 떠나는 유네스코 문화

라파고스투어. 1회 또는 2회 연속으

유산 투바타하.

로 리브어보드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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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

다이빙사이트의 성수기 안내
다이빙 가능시기

1월
필리핀

모알보알, 보홀
투바타하
아닐라오, 민도로

인도네시아

발리
코모도
마나도, 렘베
라자암팟

말레이시아

시파단

인도양

몰디브

태국

시밀란, 피피섬

라양라양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얍
남태평양

피지

갈라파고스

귀상어, 만타레이

하와이

하와이

고래상어
혹등고래
호주

대보초
밍크고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이빙 성수기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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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다이빙 여행지 국가 정보안내
일본 (JAPAN)

필리핀 (PHILIPPINES)

팔라우 (PA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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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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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624-8687 / 팔라우 전화 +680-488-8686 / 팔라우 휴대폰 +680-77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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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하세요
- 출국 2∼4주전 황열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권고 - 해외유입감염병 환자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
부하였다. 최근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 동물인플루엔자(H7N9)로 인해 환자
또는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는 모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등)에 주의가 요구되며,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수인
성·식품 매개 감염병(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활발한 교류로 인한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주요 해외유입 감
염병은 뎅기열(51%), 세균성이질(13%), 말라리아(12%), A형간염(4%), 파라티푸스(4%) 등이
며, 특히, 뎅기열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행객에서 발생이 증가하여 2013년 필리핀
(40%), 태국(18%), 인도네시아(9%), 베트남(5%), 캄보디아(4%)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따라서 해외 여행 시에는 반드시 출국 2~4주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
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할
것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일차적인 예방요령이며, 해외
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mini App(해외여행 건강도우미)을 통해 방문국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사전에 확
인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공·항만 국립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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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이것만은 알자
해외로 다이빙투어를 가면 다이빙의 비용 이외에도 돈 쓸 일이 많다.

환율을 적용하고, 현대카드는 거래 일자의 환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해

하지만 여행할 때 많은 현금의 소지는 분실의 위험이 있고, 가지고 다

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때 할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할부를 원

니는 것도 불편해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하면 일단 결제를 하고 난 후 귀국해서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을 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채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수수료

야 한다.

나 제휴문제, 사용방법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국과 시차를 고려해 한국의 은행 근무시간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에 사용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Cash Withdrawal을 누르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원하면 Cash Advance 버튼을 사용한다.
비밀번호(Pin Number)를 누르고 필요한 금액(Amount)을 누르면 된다.

떠나기 전 확인할 사항

현금인출기(ATM) 사용 방법은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하거나 같다. 주요

해외 여행 시에는 두 장의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도가 충분한

거리, 은행, 정류장에 기계가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기계에

카드라도 가끔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

영어 등 주요 국가 언어를 표기하고 있는데, 여행할 국가가 보안에 취

외여행 기간 중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한 곳이라면 가급적 현금인출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떠나기 전에 잔금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

또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내뿐만 아

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

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 Visa, Master 등과 제휴한 카

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특히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원화 결제’
를선

드가 일반적이지만 Amex나 Dinus 카드와 같은 외국 카드도 사용할 수

택한 경우엔 수수료가 추가로 더 붙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건을 구

있다.

입한 가게에서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 3%를 붙여 청구하기

여권과 신용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다.

른 경우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카드나 국가

카드를 이용하면‘해외 가맹점-국제 카드사-국내 카드사-카드 사용

별로 신용카드의 사용 수수료나 ATM 기계의 사용 수수료도 다르니,

자’순서로 결제금액이 청구된다. 이 과정에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여행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 국제 카드사가 1%(아멕스 1.4%), 국내 카드사가 0.1~0.3% 수수료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ATM의 기계를 사용할 때

를 부과한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의 긴급 연락처를 메모해야 한

국제 카드사는 어떤 통화로 결제하든 미 달러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해

다.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신고하고, 다른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니 미국 외 나라에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낫

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각 카드사에 문의)를 이용한

다. 만일에 대비해 전표의 변조나 청구금액이 많을 때를 대비해 매출전

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꼭 카드 뒷면에 서명해서 사용

표는 6개월 이상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

해야 도난 시에 카드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전표는 50일 이상, 거래 취소 확인은 50~60일, 환급은 확인 후 최소

이런 신고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가족이나 가까운

30~35일이 소요된다.

사람에게 미리 카드번호를 메모해 주고 문제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

또한, 신용카드의 해외 이용 한도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는 것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해외 이용 실적은 여신금융전문협회로 통보되며 연간 2만 달러 이
상을 사용하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한 번의 해외여행에

여행지에서 카드 사용 방법

5,000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면 여신금융전문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마다 환율 적용 시점이 다르다.

에 통보된다.

예를 들어 삼성과 BC카드는 거래명세서가 해당 회사에 접수되는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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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독자체험기

공포의 7번 기술
- 최송현, PADI MSD가 되다 -

글 최송현 (탤런트, 영화배우, 전 아나운서)
‘러키세븐’
이란 애칭으로 공포라는 단어와는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숫자 7.
작년에 레스큐 코스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 피부로 와 닿
지 않는 7의 공포에 대해 들어왔었다. 공포
의 7번 기술이 포함된 레스큐 과정을 거치
고, 다이빙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나는 아
마추어의 최고 단계인 PADI의 MSD(Master
SCUBA Diver)가 되었다. 이번 교육은 다이버
로서 새로운 단계로 또 한 킥 전진하려는 내
게 잊지 못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많은
것을 남겼다.
다이빙에 입문했던 2012년 여름. 오픈워터
과정을 마치고, 함께 훈련해서 케이브에 가
자며 사이드마운트를 권해주신 찰리쌤 덕분
에 내게 다이빙은 취미 이상의 그 무엇이 되
어버렸다. MSD 과정까지 한 번에 등록한 후,
시간이 허락되는 틈틈이 수영장과 바다를 찾
아 즐기고 배우고 훈련했지만, 일정 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직업 탓에 아쉬운 기회도 놓
치곤 했다. 촬영 일정 때문에 작년에 완성하
지 못한 레스큐 코스 교육을 올해 다시 받게
되었는데, 조류와 파도가 없는 수영장에서도
7번 기술은 절대 만만치 않았다.
레스큐 과정은 총 10개의 기술과 2개의 시나
리오로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7번 기술이란
‘수면 위 무의식 다이버에 대한 대응’
을 말한
다. 수면에서 움직임이 없는 다이버를 발견했
을 때, 일단 다이버의 얼굴이 수면 위로 향하
도록 돌려야 한다. 구조자는 조난자와 자신
의 양성부력을 BCD 공기주입, 웨이트 벨트
해체로 확보하고 다이버의 호흡을 확인한다.
조난자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큰 소리로 구
조요청 후 매 5초마다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해안이나 선박까지 가는 동안 조난자와 구
조자 자신의 장비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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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이상의 많은 다이버들이 가장 힘들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이었다고 말
하는 레스큐 개방수역을 나는 사실 피하고 싶다는 못난 생각도 했다. 또 새로 시작
하는 드라마의 촬영 날짜와 개방수역 교육이 겹쳐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하지만 촬영 일자가 연기되면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바다는 나를
불렀고, 결국 개방수역 교육 하루 전날 팀과 동행할 수 있었다.
7월 5일 햇볕이 정말 뜨겁던 아침, 우리 팀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리조트에 도착
했다. 힘든 레스큐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장비 세팅을 하면서 조금 지쳤다.
장비 세팅과 세척을 할 때면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서도 정신을
차려보면 또 이러고 있다며 버디와 웃었다.
오픈워터 자격을 취득한 후 바로 사이드마운트 시스템으로 다이빙을 해온 나는 백마
운트 시스템이 많이 낯설다. 레스큐 코스와 꿈꾸고 있는 강사시험을 위해 백플레이
터 형 BCD를 구매했는데, 등에 짊어진 공기탱크의 무게만큼이나 버클 없는 하네스
가 7번 기술 진행 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그땐 몰랐다. 5초에 한 번씩 인공호흡
을 주면서 장비 해체를 해야 하는데, 버클만 누르면 풀리는 자켓형 BCD와는 달리 백
플레이트 형 BCD에 롱호스타입 호흡기로 세팅된 내 장비는 호흡기와 클러치를 풀고
하네스를 벗는 것이 훨씬 복잡하다. 한참 아끼고 친해져야 할 새 BCD와 함께한 첫
바다가 내 다이빙 로그 중 가장 힘들었던 레스큐 교육이라니. 그가 정말 멋지고 훌륭
한 BCD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아마도 그는 한동안 내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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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의 비치포인트는 파도와 조류가 거셌다. 입수하자마자 휘몰아
치는 수면 조류와 파도는 원망스러웠고, 혼자서 헤쳐나가기도 힘든
조류와 2m 이상의 파도가 이틀 내내 계속되었다. 입수 포인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친 다이버, 패닉 다이버, 수면 위 곤경에
처한 다이버, 수중 곤경에 처한 다이버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술들을
점검하고 수중에서 의식 잃은 다이버를 수면 위로 올리기도 했다. 수
중 수색은 U자 패턴 수색법으로 진행했는데, 평소에 네비게이션 없이
는 낯선 곳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내가 수중에서 강사님이 숨겨둔
SMB를 찾아냈을 때의 쾌감은 정말 짜릿했다.
포인트의 마스코트인 스마일 부이와 잠시 사진 찍는 휴식시간이 지나
자 드디어 공포의 7번 기술이 시작되었다. 7번 기술은 구강 대 구강법
과 포켓마스크 법이 있다. 구강 대 구강 법으로 조류와 파도를 헤치며
겨우 7번 기술을 마쳤다.
레스큐 과정은 구조자와 조난자 그리고 구조자가 해체한 장비들을 챙
겨줄 장비 핸들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서로 역할 바꾸기를 한
다. 나도 버디도 구조자일 때는 정말 힘이 들었고, 조난자 역할일 때는
짭짤한 바닷물을 여러 번 맛봤다. 버디는 조난자 역할 중 갑자기 일어
나 송현씨 얼굴에 뿜을 것 같다며 멀미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만큼 바
다는 우리에게 레스큐 자격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다.
7번 기술을 끝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 포켓마스크 법으로 다시 한 번 파도를 헤치고 7번 기술을 마
쳤다. 8번 기술인 무의식 다이버와 출수하기, 9번 기술인 압력 관련 부
상의 응급처치와 산소 공급까지도 수행했다. 레스큐 과정의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10번 기술과 시나리오 1, 2가 진행되었던 둘째 날, 10번과 시나리오
2의 내용에 7번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서인지 몸만큼이
나 마음도 무거웠다. 그렇지만 정말 못해낼 것 같던 레스큐 코스 개방
수역을 모두 마치고 나니 여태까지 다른 교육과정에서 느낄 수 없었
던 벅찬 감격이 밀려들었다. PADI MSD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건
인 50회 이상의 로그와 5개 이상의 스페셜티는 진작 갖추었지만 레스
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서 어드벤스드 다이버에 머물러 있었는데, 힘
든 레스큐가 끝남과 동시에 다이빙 입문 초기에 가졌던 작은 목표인
MSD를 2년 만에 이루게 된 순간이라 정말 기뻤다.

170

레스큐 과정 내내 엄격하게 레스큐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

대해 경험해보고 연습함으로써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할

를 해결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단계라면서 그 어떤 도움도 주

수 있는 SELF RESCUE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지 실제로

지 않으셨던 PADI의

코스디렉터 좌
좐강사님도
ㄴ

레스큐 다이버 증명서

구조 상황에 자기 몸을 던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레스큐 다이버도

에 우리의 이름을 써넣으시면서 웃는다. 그 웃음이 참 좋았다.

프로다이버가 아닌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오리

이다. 그렇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것

지널 사부 찰리쌤과 로그수 4,000회를 바라보며 지금도 로그북을

과 버디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마인드와 기

쓰는 배울 점 가득한

좌
ㄴ강사님.

정말 복 많은 나는 두 분의 코스디

술들을 접하면서 다이버로서 보다 조금 성숙해졌음을 느꼈다. 자

렉터가 MSD를 만들어 주셨다. 다이빙에 대해 점점 알아갈수록 좋

유를 누리기 위해선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바다에서 마음껏 즐기

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이 느낀다. 사실

기 위해선 안전을 위해 늘 점검하고 준비하고 배우는 자세를 잊지

다이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다이빙을 많은 사람

말아야 함을 이제 막 다이빙을 시작하려는 분들과 많은 오픈워터,

이 경험하고 그 느낌을 공유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무분별한

어드벤스드 오픈워터 다이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자격증 발급과 잘못된 인식을 가진 다이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

눈으로 보기에도 겁이 났던 파도와 조류, 장비 탈착이 쉽지 않은

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물속에서 숨 쉴 수 없는 인간이 바닷속을

백플레이트형 BCD와 함께했던 레스큐 코스. 지옥 문턱에서 MSD

즐기고 해양생물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올바른 마

로 업그레이드해 온 나는 말하고 싶다.

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강사님

7번 기술은 공포의 기술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와 위험한 바다 상

들께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후 다이빙을 해야 한다.

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법을 알고,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사

이번 레스큐 과정은 사실 다이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비상상황에

랑의 기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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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독자투어기

나의 영원한 로망!

코코스 섬 다이빙

COCOS
ISLAND
글 이현희 / 사진 Alberto Mun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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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상어(Hammer Head Shark)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온갖 종류의 상
어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종합세트장인 코
코스 섬에 드디어 상륙하게 되었다. 3일 동안 13시간의 비행, 7시간의 기
다림, 또 4시간 30분의 비행, 2시간의 버스 이동, 36시간의 항해, 무려 72
시간을 이동하다 보니 지치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앞서 지루한지도
모르고 달려갔다.
막상 도착하니 코코스 섬은 생각보다 작았다. 8년 전 TV의 다큐멘터리에
서 보았던 섬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다. 왠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코코스 섬을 방문하여 다이빙하는 것이었는데 소원을 이룬 감
동 때문인지 잠시 멍하니 섬을 바라보았다.
먼저 반긴 것은 새들이다. 군함새를 비롯하여 수많은 새가 섬과 바다를 오
가면서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기도 하였다. 오후에
도착하고 조금 있으니 해가 저물었다. 이곳에는 배가 한 척도 없었고 코
코스 섬의 관리인들과 우리가 타고 간 리브어보드 배만이 태평양의 한구
석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다이빙은 7일 동안 하루에 3번 정도 진행하고, 3일간은 야간다이빙이 추
가된다고 한다. 총 24회의 다이빙이 진행되는 것이다. 다이빙사이트는 20
여 군데가 있지만, 파도나 조류가 센 지역과 볼거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 같은 사이트에 여러 번 다이빙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라도 들어갈 때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나타나 늘 새롭고 긴장된다
고 하니 기대가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가라앉혔지만 망치상어를 어디든지
본다는 말에 다시금 마음이 동요하고 말았다. 첫날의 첫 번째 다이빙은 체
크다이빙을 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지역인‘chatam bay’
에서 다이빙을 했
다. 다이버 22명 중에 8명이 외국인이어서 두 팀으로 나누어 다이빙을 진
행하였고 나와 2명은 외국인과 한 조가 되었다.
두 번째 다이빙은‘manualita island’
, 이곳에 2회 연속 들어갔다. 두 조가
입수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들어가자마자 망치상
어들이 지구인의 동정을 살피더니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마주치려 하면
뒤태만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도 좋았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망치상어의
출현이 시작되었다. 감탄하느라 여념이 없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여
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보통 한 마리가 아니고 3마리 이상씩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뭉게뭉게 가슴속에 감동이 피어올랐다. 일전에 라양라양에
서 망치상어를 보겠다고 나흘 동안 망망대해를 헤매다 꼬리도 못보고 돌
아온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 이거야,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온 피곤함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 조금씩 유영하다 보니 아니 이게 웬 떡이냐! 타이거샤크
가 유유히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기뻐 소리 지르다 호흡기까지 빠
질 뻔하였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이글레이, 만타레이, 마블레이, 잭피쉬 무
리 등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광경
을 보기 위해 이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이 행복감이 나를 분홍빛으로
물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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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3회의 다이빙을 마치고 저녁 식사 때는 화제가 만발했다. 저마다 보았

두 번째는 정말로 코코스의 유명한 사이트인‘dirty rock’
이다. 또 가슴이 쿵

던 물고기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망치상어를 처음 본 다이버들의 감동은

쿵거린다.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아드레날린이 팍팍 분비되는 것 같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하여 저마다의 감동을 표현하였다. 밥맛

입수하자마자 25m까지 쭉 내려간다. 시야는 여전히 흐리다. 여기에 있는

또한 꿀맛이었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즐거운 기분도 포함되는 것

모든 사이트마다 클리닝스테이션이 존재한다. 망치상어와 다른 물고기들이

같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클리닝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커

다음날은 조류가 조금 센 지역인‘punta maria’
라는 사이트다. 이곳은 하강

다란 이글레이가 떼를 지어 지나간다. 이곳은 영양 상태가 정말 좋은 가 보

라인을 연결하여 줄을 잡고 입수를 하면 망치상어가 머무는 클리닝스테이

다. 보는 물고기 종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말 크다. 망치상어의 움직임을

션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위 뒤에서 망치상어를 보는 것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갈라파고스 상어가 내 앞으로 나타났

다. 이곳이 아니어도 망치상어는 사방에 분포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망치상

다. 정말로 방심할 수가 없다. 예고편도 없이 불쑥불쑥 등장하는 물고기 때

어의 밭에 떨어진 것이다. 다만 가까이서 보느냐 조금 멀리서 보느냐의 차

문에 긴장감과 두리번거림이 배로 늘어났다. 정말 신 났던 것은 출수하기

이이다. 애들이 마중 나오면 좀 더 가까이서 보는 것이고 낯을 가리면 멀리

위해 감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고래 7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자기들과

서 보는 것뿐이다. 가까이서 그 귀엽고 독특한 귀와 눈, 매끈한 근육, 요염

다른 종이 있으니 호기심에 다가온 것이다. 그중 한 마리는 마치 패션쇼를

한 자태, 약간은 성질이 있어 보이는 표정 등을 관찰하고 싶은데 조류가 세

하듯이 몸을 돌리고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한

고 시야가 흐리다 보니 망치상어가 흐릿하게 보여 애간장을 태운다. 요것들

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속에서 돌고래의 청아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화

이 밀당을 할 줄 안다.

답의 차원에서 나도 웃음소리를 돌고래에게 들려주었다. 배로 올라오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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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입이 귀에 걸려있었다.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이쯤에서 왜 이들은 낮에는 빈둥빈둥 놀다가 밤에 저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나 다이버들이 기뻐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보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활

세 번째는 또 다른 멋진 사이트‘manualita deep’
에 입수했다. 이곳은 큰

동을 하고 있는데 밤에는 더욱 기운이 솟는가? 여하튼 비디오에서만 보던

바위들이 많고 망치상어와 타이거상어, 마블레이, 갈라파고스상어 등 너무

상어들의 먹이사냥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심장이 쿵쾅쿵쾅 했다. 처음에

많은 등장인물이 총 집합해 있는 곳이다. 다른 지역에서 힘겹게 보던 것들을

는 흥분했지만 자꾸 들여다보니 상어의 움직임에도 이제는 평상심을 유지

아주 가까이 볼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코코스 섬의 바닷

하게 된다. 야간다이빙 할 때 다이버들이 랜턴을 켜고 전진하는 모습 또한

속 풍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멋진 장면을 연출하였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빠르다. 어둠에 대한

오늘은‘chatam bay’
에서 첫 야간다이빙이다. 약간의 설렘도 있지만, 사전

두려움도 익숙해지면 옅어진다.

정보에 의하면 주 장면이 화이트팁샤크가 먹이를 먹는 장면이 볼만하다고

다음날에는‘Alcyon’
이라는 사이트다. 망치상어들이 실루엣처럼 무리를 지

한다. 늘 그렇지만 상어의 움직임은 사람에게 위협적이다. 아니 광란에 가깝

어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조류

다. 조금 이상한 것은 어떤 먹이를 먹겠다고 정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먹기

도 세고 물고기 개체 수도 많다. 그래서 이런 곳은 반드시 하강라인이 설치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다. 또한, 상어 한마리가 고기를 낚으면 서로 그

되어 있다. 30m 수심까지 내려가니 망치상어가 저 아래 우글거린다. 그야말

물고기를 먹기 위해 달려들어 뺏고 뺏기는 장면이 연출된다. 주변이 온통 물

로 힘차고 씨알 굵은 망치상어들이 춤을 추다가 이따금 우리 앞으로 불쑥

고기인데 왜 저들은 남의 것에 집착할까. 눈이 안 보여서인가. 조금 이해할

불쑥 다가온다. 정신이 팔려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경고를 보낸다. 이런 장

수 없다. 커다란 트레발리도 눈을 부라리며 먹잇감을 찾는다. 마블레이도….

면을 두고 가려고 하니 몸이 재빠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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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팀원들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들 이 멋진 풍광을 더

점핑하기, 물 내뿜기 등 다양한 재주를 뽐내기도 한다. 어떤 날은 입수하자

담아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가 보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올라왔지만 수심

마자 망치상어 떼들이 우리를 반긴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깜짝 놀라기도

이 깊다 보니 데코가 걸렸다. 나는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류인데 망

했다. 처음에는 망치상어들도 낯설어 곁을 주지 않더니 자주 만나니 친근감

치상어의 유혹에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사실 코코스의 대부분의 사이트

이 드는지 몸을 스치기도 할 만큼 가까이 온다. 멀리서 볼 때는 무섭고 두려

는 수심이 25~35m가 기본이고 조류도 세다. 그래서 반드시 나이트록스 다

웠던 존재가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귀엽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약

이빙을 해야 한다. 또한 조금만 방심해도 데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많으

간 우스꽝스러운 얼굴, 매끈한 몸매, 새침한 표정, 날렵한 몸동작 등 볼수록

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멤버들도 다들 데코가 걸려 한참을 풀고 출수를 했

매력적이다. 멤버 중에 한 분은 데빌레이 수십 마리가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

다. 바닷속에서는 늘 멋진 장면을 만났을 때 몰입하다 보면 안전에 위험이

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망치상어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클리닝

생길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망망대해에서 데코를 푸는데 버디가

스테이션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요즘 며칠을 다른 방문객들 때문에 방해를

같이 남아주니 왠지 든든했다.

받은 까닭이다.

몇 군데 사이트를 소개했지만 코코스 섬은 들어갈 때마다 배신하지 않는곳

바닷속에서도 공생하는 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 그들이 그런 관계

이다. 검색하는 사이트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망치상어다. 임신한 타이

가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신기했다. 이글레이의 떼가 지나

거상어를 보는 날도 있다. 횡재한 기분에 사진도 몇 장 찍었다. 출수를 하

가는데 얼굴을 정면에서 보니 돼지를 닮은 듯하여 웃음이 절로 나왔다.

고 나니 멤버들이 기분이 좋아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한

갈라파고스상어와 망치상어 타이거상어는 이제 단골손님처럼 우리를 맞이

다이빙을 나갈 때마다 돌고래 쇼를 구경한다. 물 위로 올라와 몸 비틀기,

한다. 감압타임에는 잭피쉬 무리가 끊임없이 행진을 하고 있고, 누들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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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발리는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거북이까지 나타나 우리를 반

버디가 올라왔다. 아마도 코코스 바다가 그를 놓아주기 싫었나 보다.

겼다. 놀란 것은 이곳 물고기들의 통통함이다. 이곳은 가공식품이 발달한 곳

코코스 섬 바다의 구성원들도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얽히면서 상처를

도 아닌데, 역시 천연자원이 주는 먹이가 최고의 영양분인가 보다.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무리 지어 끊임없이 행진하는 그

마지막 다이빙을 할 때는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다이빙이 끝난다고 생

들은 어디를 가는 것일까.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늘 익숙해져서 편해지면 기회가 없어진다. 인

은 저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저런 생각이 살며시 스며든다. 수심이 깊다 보

생에서의 기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수심을 깊게 타는 다이빙을 하다

니 산호가 살기는 적합하지 않아 큰 바위나 립에는 따개비들이 다닥다닥 붙

가 갑자기 얕은 수심에서 안온한 다이빙을 하니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커다

어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베도라치들이 하나씩 아파트처럼 집을

란 물고기만 보다가 코코스 바다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보니 또 다른

차지하고 있다. 거센 조류 때문에 잠시 바위를 잡다 보면 따개비 속에 있는

재미를 준다. 화이트팁샤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바쁘게 무리 지어 휘젓고 다

베도라치들이 자기 집 입구를 막는다고 손을 꼭꼭 문다. 하지만 침입자로부

닌다.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귀엽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동네꼬마들

터 자신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늘 이동을 한다.

이 무리 지어 다니듯 몰려다니며 주변을 뿌옇게 흐려놓기도 한다. 항상 다이

이곳에서 2개의 배로 움직이다 보면 서로 보고 온 것을 자랑한다. 이 재미도

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물고기들의 생태를 바라보면 새삼 인생을

쏠쏠하다. 멋진 장면을 보았다고 상대 팀을 놀려주기도 하고, 상대 팀이 본

보게 된다. 밖으로 볼 때는 평온해 보여도 그들은 항상 자기보다 강한 물고

것에 샘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이번 다이빙여행은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

기의 밥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경계하는 모습이 이제 안쓰럽게 느껴

었다. 다이내믹한 포인트도 매력이 있었지만 스킬도 많이 늘고 몸도 가벼워

지기도 한다. 아름다움의 뒤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것은

지고, 무엇보다도 다이빙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낀 것이다. 바다는 사람을

생존이다. 약육강식이 부당하다는 논리는 생존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 모

참으로 단순하게 만든다. 다이빙할 때는 생각이 오직 한 부분에만 열중하며,

처럼 사진을 찍으며 여유 있게 다이빙을 즐겼다. 출수 시간이 되었는데 버디

멋진 장면을 만나게 되면 흥분한다. 순간의 즐거움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

가 나타나지 않았다. 바닷속에서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니 늘 어디선가 사진

게 만드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이 짜릿한 맛에, 이렇게 짧은 순간에 엔돌핀

을 찍고 있겠지 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가이드와 버

을 순식간에 증가시켜 주는 맛에 나는 길들여진다.

디를 찾으러 다녀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출수하고 배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참,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보았던 임신한 타이거상어는 수컷이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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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아니라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볼록한 것이었다. 그날 선장님
이 예전에 찍은 영상에 타이거상어가 화이트팁샤크를 잘근잘근 씹어 먹
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의문이 풀렸다. 바닷속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다.
중간에 다이빙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코코스 섬에 착륙
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자연은 정말 경이롭다. 하지만 이렇
게 먼 곳으로 상어를 잡기 위해 인간들이 바다에 설치한 그물이 창고에
넘치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며 지키려
하는데 일부 인간의 탐욕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
졌다. 7일간의 다이빙을 끝내고 코코스 섬을 떠나올 때는 이렇게 먼 거
리를 다시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여건만 된다면 조만간 다시 오고
싶었다. 72시간의 지루함과 망망대해를 하루 반나절 헤쳐 오는 두려움
보다는 나를 환하게 웃게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거 같다.
배에서 내린 후 3일간은 코스타리카 관광지를 여행하였다. 시내를 구경

Alberto Munoz

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활화산과 코스타리카의 경제를 살려준 커피
농장, 화산 때문에 뜨거운 온천, 생태공원 등 볼거리들이 신선했다. 또
한 코스타리카는 중산층이 탄탄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부러운
생각도 했다. 인구가 적어도, 선진국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행복함이
넘쳐났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다.

Alberto's History
- 25 years of experience in
Coco's island, photographer
and videographer.
- 48 years old, diving for over
25 years, licensed captain,
dive instructor and div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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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Director Training Course 후기
글 이달우(아이눈 스쿠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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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8일부터 18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진행된
PADI International Course Director Training Course(CDTC)가
총 15개국에서 35명의 후보생과 3명의 통역관, PADI 본사에
서 파견된 CDTC 평가관 5명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
서는 아이눈 스쿠버의 이달우 강사와 아피아의 노명호 강사
가 참가하였습니다.
PADI CDTC는 말 그대로 코스디렉터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9
일 동안 PADI IDC(강사 개발 코스)와 비슷한 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9일간의 CDCT 일정과 도착
할 때까지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CDTC를 통해 느꼈던 바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6월 8일 오후 6시 인천 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는 긴장의 마
음에서인지 11시간의 비행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
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니 날짜는 출발할 때와 같은 6월
8일이더군요. 16시간의 시차를 느끼며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
으로 가기 위해 플로리다에 있는 포트 로더레일을 경유해야
했었는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무려 10시간
에 가까웠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기에, 한국에서
출발 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스쿠버 쇼가 6월 7일과 8일
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불
러 롱비치 컨벤션 센터로 출발했습니다. 그 곳의 모습이란….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장비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 같았고 워
낙 장비를 좋아하는지라 보는 내내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쇼에는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근처 지역의 리
브어보드나 다이브 리조트들도 참가하여 좋은 정보들을 많
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 9일, 이날은 무척 고된 하루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레일까지 약 5시간 정도 걸려 다음날 6
월 9일 아침 5시 20분에 도착, 4시간의 대기 후 도미니카 푼
타카나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또 5시간. 도미니카 공항에
도착하니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단층으
로 된 큰 오두막 같은 목조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
에어컨 시설이 없는 큰 날개의 선풍기만 돌고있던 공항의 모
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목적지인 도미니카의 웨스틴 푼타카나 호텔에 도착하였고
앞으로 9일 동안의 CDTC 일정이 진행될 호텔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내일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일정에 대한 긴장감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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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C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CDTC 1일차
6월 10일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스케줄 등을
안내받고 오후에는 제한수역이 낮은 수심의 스킬
서킷과 레스큐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낯선 환경
첫 일정이어서 그런지 몸도 말을 듣지 않고 한국
에서 잘했던 기술들도 잘 되지 않아 개운하지 않
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심히 걱정되었
으나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저녁에는 참가자들과
의 친목도모를 위해 소셜 파티로 기분 전환!

CDTC 2일차
지식개발 평가 트레이닝 워크샵과 강사 후보생에
대한 카운슬링 프레젠테이션 및 제한 수역 평가
트레이닝, 깊은 수심 스킬 서킷과 레스큐 트레이닝

CDTC 3일차
강사개발 기준과 변경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프
레젠테이션 및 강사 개발 마케팅하기 파트 1이 진
행되었고, 제한 수역 과제“A”
에 대한 발표와 평가

CDTC 4일차
강사개발 프레젠테이션 워크샵과 강사 개발 마케
팅하기 파트 2 및 PADI 시스템의 최고인 퀄리티 매
니지먼트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워크샵이 진행되었
고, PADI 프리스크립티브 티칭 과제“A”
에 대한 발
표와 평가

CDTC 5일차
개방수역 평가 트레이닝과 하강 워크샵, 투어 워크
샵이 진행되었고, 강사개발 코스 프레젠테이션 과
제“A”

CDTC 6일차
하루 종일 바다에서 개방수역 프레젠테이션 과제
“A, B”
가 진행되었고, 레스큐 평가도 진행

CDTC 7일차
강사 개발 마케팅 프리젠테이션과 환경보호 단체
인 프로젝트 어웨어 워크샵이 진행

CDTC 8일차
PADI 프리스크립티브 티칭 과제“B”
와 강사 개발
과정 프레젠테이션 과제”
B”
가 진행되었고, 제한수
역 과제“B”
에 대한 발표와 평가

CDTC 9일차
드디어 마지막 날…. PADI 코스디렉터의 규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 과제인 강사 개발 연속
교육 프레젠테이션 과제“B”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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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빡빡한 일정이 느껴지시죠? 이로써 CDTC 9일간의 과정을 마치고, 평가관들이 후보생들 개개인의 점수 발
표와 디브리핑을 하면서 CDTC의 발표와 평가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 날 저녁엔 CDTC의 하이라이트 인증서 수여와
그동안 고생한 분들에 대한 표창 등 마지막 파티가 열렸는데 인증서를 받는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겠더라고요. 기쁨, 허전함,‘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 등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꽉 찬 일정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프레젠테
이션들은 CDTC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7명이 1개 조를 이루어
발표자와 학생 그리고 평가자의 역할을 맡아 발표하고 이것을 서로가 평가하는데, 각자가 내린 평가 점수를 평가관과
비교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논의하며 디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
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가 다른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PADI가 왜 세계 최고의 단체인지 실감할 수 있었고 PADI의 일원으로써의 자부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퍼시픽에서 총 7명이 참가하여 전원 합격하였고, 35명 모두 아무런 사고 없이 코스를 종료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과, 국적이 다른 다수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
을 알게 된 시간이 주어진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과 해나가야할 수많은
도전을 생각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길을 바라보며 지나온 6년이란 시간, 진심과 노력은 개인을 성장
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될 많은 강사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강사는 아주 많이 있습니
다. 노력하는 강사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한국 팀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통역을 맡아주신 PADI 아시아 퍼시픽의 영희 하니스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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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로의 진정한 첫발
(After IDC in Deepper Dive, Inc.)
글 서은경 강사 (PADI 강사) *

* 글쓴이 서은경 강사는 PADI 강사 시험 합격 후
디퍼 다이브에서 계속해서 스페셜티 강사 코스를
교육받고 PADI 스페셜티 강사가 되었다.

184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밭으로의 첫걸음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한다’
나에게는 IDC 첫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내가 가보지 못했던, 일 년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날.
평범한 직장의 연구원으로 4년 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라는 궁극적 물
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늘 똑같은 일상에서 새로움을 찾던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세계는 경이로
움 그 자체였던 것 같다. 무중력 공간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던 열대 바닷속에서 나는 언제
까지나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날까지, 오로지 스쿠버 다이빙을 잘하고 싶다는 열정과 나와 같은
느낌을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다이빙 강사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스터 인턴쉽 과정 동안 수차례나 고민을 거듭하며 스쿠버 다이빙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걱
정이 없었을 리 만무하다. 다니던 회사로 돌아갈까,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불안
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장태한 강사님의 끝없는 격려와 조언은 처음 내가 바다에 들어갔던 그
날의 설렘을 떠올려 주었고, IDC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실
력 있는 강사로 자리매김해야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오픈 워터를 배울 때도 재
미있고 즐겁기도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과 체계적인 스킬 연습은 또 다른 만족감으로 날 설레게 했다. Deepper
Dive에서 레스큐 훈련생으로 시작해 IDC 코스까지 배우는 동안 늘 멘토로서
옆에서 지켜봐 주신 장태한 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IDC 첫날은 가벼운 브리핑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9박 10일 동안 이어질 일정에 대한 소개와 이것을 함께 헤쳐 나갈 멤버
들과 조우하고 그 과정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막상 IDC에 입문하겠노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보니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디 시험에서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되새겼던 순간이다. 둘째 날부터는 본
격적으로 보조 강사 코스(AI)와 오픈 워터 스쿠버 강사(OWSI)로 이루어진 IDC
전 과정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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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는 총 4가지의 분야로 구성되는데 기준과 절차 및 5개 과목 이론, 지식 개

이론 5개 과목 중 물리의 취약점을 보완하느라 IE를 치를 쯤엔 보일과 헨리

발 프레젠테이션, 제한 수역 프레젠테이션 및 시범과 운영(5개의 제한 수역

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었다. 여성 멤버로만 이루어졌던 이번 IDC 기수

스킬 서킷 포함), 개방 수역 프레젠테이션 및 운영, 7번 레스큐 시범으로 이

에서 유일하게 남성이셨던 장태한 CD님은 날카로워진 여성 강사 후보생들

루어져 있다. 이 4가지 시험 분야를 제외하고도 IDC 기간 동안 상당히 다양

을 이끄시느라 위장병이 돋으셨다는 말씀을 나중에야 해주셨다. 여러모로

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산업 개요 및 마케

죄송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팅 부분이었다. 다이빙 강사라면 당연히 다이빙 스킬은 숙달해야 하고 관련

9박 10일을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해낸 마지막 날의 오후는 자유 시간으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이빙 산업에 관련해서는 관심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또한 디퍼의

이 적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새로운 세계의 숲을 보는 데 큰 도움이 되

IE 전야제 특식 메뉴인 삼계탕으로 기력 보충까지 든든히 할 수 있었다. 필

었던 것 같다. 다이빙 산업이 교육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장비 사업, 리조

리핀에서 맛보았던 삼계탕의 진한 국물 맛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트 사업, 해양 환경적 활동, 새로운 경험 창출 등 포괄적인 분야들을 포함하

그리고 운명의 IE 날, 1박 2일의 일정 내내 숨 한번 편히 쉬어보지 못할 만큼

고 있고, 강사가 되면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해야겠

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예상치 못한 실수투성이였다.

다는 생각을 하였다.

IE 첫째 날, 이론과 규범 시험 때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제대로 답을 고른

IDC의 고비는 6일 차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감독관의“통과”신호에 그저 안도하여 다음 시험

빡빡한 일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실습까지 하고 난 뒤에도

을 준비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식 개발 프레젠테이션 시험에서는 발표

부족한 스킬을 채우기 위해 수영장에서 야간 훈련을 하거나 이론 공부를 하

주제를 잘못 파악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으나 마음씨 좋았던 감독

다 보니 멤버들 모두가 조금씩 지쳐갔다. 또한,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는 압

관의 호의로 발표 자체에 대한 평가만 받아 무사히 통과했던 아찔한 순간도

박감은 모두를 더욱 긴장하게 하여 다들 수척한 모습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

있었다.

이 드리워져 있었다.

IE 둘째 날 오전은 개방 수역과 레스큐 평가가 진행되고 오후에는 제한 수

총 3명의 IDC 후보생들은 개성도 제각각이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C.E.S.A

역과 스킬 서킷 평가가 진행되었다. 개방 수역에서 수색과 인양“보우 라인

스킬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시간만 나면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였고, 황희

매듭 맺기”
와“C.E.S.A”
를 시범하였는데, 보우 라인 매듭 맺기 프레젠테이

진 후보생님은 7번 레스큐를 마지막 순간까지 연습하느라“하나 쉬고, 둘

션 중 2번이나 시범에 실패했을 때는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나를 덮쳐오는

쉬고, 셋 쉬고, 넷 쉬고 후~”
로 잠꼬대를 하였다. 김지현 후보생님의 경우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즐겼던 다이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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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만큼 다이빙이 즐겁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싶다.
그러나 막상 하나하나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했을 때의 쾌감은 IDC
에 입문할지 고민했던 내 모습이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다.
함께 시험에 임했던 17명의 IE 동기들과 감독관, 그리고 2명의 CD 강사님들까지
기념사진에 찍힌 모두의 웃음 가득했던 얼굴은 지금도 생생하다.
9박 10일의 IDC 일정과 1박 2일의 IE 일정 내내, 늘 함께 마음 졸이고 밤샘 공부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제는 어엿한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된 황희진, 김지현 IDC 동
기님, 그리고 위장병이 생기실 만큼 우리와 함께 고민했던 장태한 강사님, 보양식
밥상으로 숨은 공로를 세우신 미모 매니저님까지. Deepper Dive 식구들과의 추
억 또한 결코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IDC의 첫걸음이 새하얀 눈밭의 첫 발자국이었다면, 앞으로의 발자국은 스쿠버 다
이빙 강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내일 있을 오픈 워터 교육 강의 자료를 준비하며 IE 준비기간 동안 수없이 펼쳐
보았던 강사 매뉴얼을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시험을 준비하며 보았던 느
낌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읽어보는 강사 매뉴얼의 느낌
은 참으로 많이 달랐다. 나에게도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의 책임감이 어느새 자
리 잡아가는 것 같아 내심 뿌듯함이 밀려온다. 2년 전 처음으로 오픈 워터 코스에
입문하여 자전거 킥으로 물속을 헤집고 다녔던 그 때, 지금의 내 모습이 상상이나
되었던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의 목표를 이룬 지금의 나는 이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꿈
을 키우고 있다. MSDT 강사, IDC staff 강사 그리고 먼 훗날 장태한 강사님 같은
CD를 꿈꾸며 학생들과 함께 다이빙을 즐기고, 공부하며 또 다른 세계로의 첫발을
위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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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

지난 5월 초에 다이빙을 갔는데 입수 시에 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입수를 하다 보니 압력평
형이 잘 안되어 상승, 하강을 몇 번하고 물이 나간 느낌이 들어 잠수를 했었는데 잠수하는 동안
압 평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출수 후에 왼쪽 귀가 아프기 시작하여 심할 때는 왼쪽 턱 아래 침샘부위까지 아팠습니다. 나중
에는 코를 풀어보니 피가 한번 나왔고요. 5월 13일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
서 그냥 왔다가 저녁 때 귀 막힘 현상이 계속되고 아침에는 연노란 고름 비슷한 것을 입으로 뱉
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아팠다고 하니 바깥쪽 귀 주위
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바깥 쪽 귀 부위만 치료해 주고 약을 주는데 고막 안쪽이 막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다이빙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 분이라 제가 상황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인지 생각되어 선생님께 자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외이도염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글이 조금 장황(?)해서 몇 차례 읽은 뒤에야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쓰신 글 바
로 아래 토를 다는 형식으로 답변 드리고 마지막에 필요하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다이빙을 갔는데 입수 시에 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입수를 하다 보니 압 평형이 잘 안 되어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이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압력 평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

연락처 : 010-4500-9113

니다. 수심에 따라 상존하는 압력에 대해 공기 공간인 중이강이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요.) 상승,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하강을 몇 번 하고 물이 나간 느낌이 들어 잠수를 했었는데 잠수하는 동안 압력 평형이 원활하
게 되지 않았습니다. 출수 후에 왼쪽 귀가 아프기 시작하여 심할 때는 왼쪽 턱 아래 침샘부위까
지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코를 풀어보니 피가 한번 나왔고요. (일단 다이빙 시작하는 그 순간 코
에 염증성 질환이 와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면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고 그걸 무리
하게 시도하다 보면 출수 후 귀도 아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왼쪽 턱 아래 침샘부위까지 아프다
는 것은 귀에 들어간 물에 의한 자극이나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외이도염 같은 것이 악화되면서
침샘 주위에 있는 외이도염이 악화되거나 임파선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5월 13일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왔다가(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
다고 하는 것은 고막에 천공이 없고 진찰 시 특별한 염증성 질환을 볼 수 없다는 말일 것이고,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진찰은 사실상 외래 진찰실에서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
은 아닙니다. 특수한 청력검사로 구씨 관 기능검사를 하거나 부비동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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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생긴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녁 때 귀 막힘 현상이 계속되고 아침에는 연 노란 고름 비슷한 것
을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연노란 고름 비슷한 것을 입으로 뱉어냈
다고 하는 것을 보면 코와 인두 등에 분명히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압력 평형에 방해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아팠다고 하니
바깥쪽 귀 주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바깥 쪽 귀 부위만 치료
해 주고 약을 주는데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진찰하면서 특별한 이
상이 없는데 환자는 계속 불편을 호소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귀에
염증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 분비물이 없어도 내재된 염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 증상만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경우
가 이런 경우에 속하지요.) 고막 안쪽이 막힌다고 이야길 했는데 이
분이 다이빙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 분이라 제가 상황설명을 제대
로 못해서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인지 생각되어 선생님께 자문
을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도 다이빙에 대해 모르면 압력평
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사실 환자의 아픈 데를 긁어
주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공잠수회라면 서울 쪽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왕진은 불가능합니다.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공잠
수회의 싱거운 강사 분하고 같이 한번 내려오시면 좋은데….

Q 귀지

아내가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귀지가 많아 애를 먹고 있습
니다. 다이빙 후 귀지가 묽어지면서 귀 고막을 막아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멍멍하다고 해서 분당 차병원 이비인후과에 가보니 물귀지라
고 합니다. 집에서 파주어야 합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집에서 파서
는 안 된다고 하던데….

A 조심하세요

귀지(ear wax)는 귀의 보호 기능으로 생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귀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공장의 기능에 따라(선천적으로
결정됨) 귀지가 축축한 소위 물귀지를 만들기도 하고, 건조한 귀지
를 만들기도 합니다. 동양인은 90%이상이 건조한 귀지를 만들고
서양인들은 오히려 물 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지는 가급적 그
냥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귀병이 귀를 후비는 것으로 시
작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매일 같이 사우나를 다니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수많은 남자 분들과 아주머니들이 병원에 자주
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귀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치 않게 튀어 들어오는 먼지나 물
기가 고막에 바로 닫지 않게 해주고, 과도한 소리 에너지가 고막을
바로 두드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귀를 만지는 모든 조작은 가급적 이비인후과 전
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발소에서도 귀지를 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Q 당뇨병

그러나 귀지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외이도를 틀어 막는 경우가 있

이번에 신청한 교육생 중에 당뇨병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수영을 계속하여 지금은

는데 이때는 귀지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병원에서 귀지를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교육을 해도 될까요? 자료를 보면 갑작스러운 혈당의 증

꺼내는데 30분 이상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

가나 감소는 위험하다고 나와있던데요. 하지만 본인은 열의가 대단합니다. 헷갈리

이 아니지요. 이때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외이도에 손상을 주어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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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동과 약물로 조절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란 물질이 부족하여 혈액 속의 당을 조
절하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젊은 사람이 당뇨가 생기면 평생동안 신경을
쓰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좀 귀찮
고 기분이 더러워서 그렇지 조절만 잘하면 거의 천수를 누릴 수 있는 병이라
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조절만 잘하면’
이란 표현인데 사람은 인
간인지라 먹어야 할 약 꼬박꼬박 먹고 먹지 않아야 할 음식 꼬박꼬박 먹지 않
고, 해야 할 운동 꼬박꼬박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스쿠바 다이빙이 어떤 운동인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특히 초보 시절
상당히 무거운 장비를 지고 먼 거리를 걷거나 수면에서 수영한다거나 해서 숨
을 헐떡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힘든 운동도 될 수 있는 레저라고 봅
니다. 이럴 때 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저혈당증 증세가 나타나면 신체에 급
작스럽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증은 일단 몸을 덮치
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심장은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무기력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꼼짝할 수 없
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물속에서 이런 경우에 봉착한다면 이건 분명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강사와 학생이 의사와
상의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먹어야 할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할 것
은 먹지 않으면서 약간의 조심성을 발휘한다면 다이빙을 배워 즐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강사는 학생 다이버에 대해 법적인 보호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서 또 한 사람의 다이버 매니아를 길러내시길 기
대합니다. 현재 DAN(Diver Alert Network)에서 당뇨병이 스쿠바 다이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운동이나 약물로 조절되는 당뇨병이라면 다이빙
을 말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Q 감압병과 공기 색전증

안녕하세요. 스킨스쿠버에 대해 관심이 있어 얼마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
다. 그런데 수업 도중 강사님이 감압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감압병과 공기색전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법 등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 감압병과 공기 색전증

감압병과 공기색전증에 대해 게시판이란 공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란 쉽지 않습니다. 감압질환(Decompression illness)은 크게 보아 감압병
(Decompression sickness: DCS) 및 폐 과도팽창상해(Lung over-expansion
injury) 로 나뉘어집니다. 감압병이란 오랜 시간 깊은 수심에서 높은 분압의 질
소를 호흡하여 몸에 축적된 질소가 미처 몸에서 빠져나갈 시간이 없어(너무
오래 다이빙 혹은 너무 급하게 상승 등의 이유로) 신체 조직에 축적되어 머물
다가 상승하거나 출수 후 그 질소 기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압병
은 다이빙 감압표(다이빙 계획 테이블)에 나와있는 수심과 시간의 한계를 여
유있게 지킴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감압병의 증상은 가볍게는 피로감, 손발의 저림 등으로부터 혈관 속에서 팽
창하는 질소 기포가 모이고 커져 생기는 색전의 경우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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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특히 관절의 통증 때문에 허리가 굽는다고 해서 굽는다는 의

계를 콤푸(컴푸렛사 : Compressor)라고 하는데 이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미의 영어인 Bend의 복수형인 Bends(밴즈)라는 속칭으로 부르고 있

탱크 속으로 기계에 사용하는 오일이 타는 연기나 오염된 공기가 들어 갈

기도 합니다. 치료는 가능한 한 일찍 100% 산소를 흡입하고 재압실(챔

수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는 정도에 따라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냄새를 잘 느낄 수 없는 정도이다가 수심이 깊어지면 오염된 공기의 분압

이에 비해 폐 팽창사고는 폐 속에 들어있는 고압의 공기가 상승 시 호

이 높아지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산소대로 몸

흡을 참는 경우 기도가 폐쇄된 상태로 폐 속에서 팽창하면서 폐포를

에 들어오지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높은 분압으로 들어오면서 몸

파열시키고 파열된 폐포에서 빠져 나온 공기가 피부아래(피하 기종), 폐

에 결정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기 충

와 늑막 사이에(폐 기종), 심장을 둘러싸는 심낭 속에(심낭 기종) 심지어

전기를 사용하는 리조트와 다이브 센터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공기 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색

이빙 후 느끼는 모든 불편은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증은 특징적으로 수면 상승 후 객혈을 동반한 기침과 의식 상실 호

감압병이라고 모두 무시무시하고 으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압병

흡 곤란 해당 사지의 마비 혹은 전신 마비까지 빠른 시간에 증상을 나

으로 간주해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타내게 됩니다. 치료는 감압병과 유사합니다만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

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다이빙

아 보다 신속한 대처를 요합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상세한 내용을 적기

을 마치고 현재 만 3일이 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증상이 지속

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감압 질환에 대한 세미나를 여기저기서 진행하

되고 다른 특별한 불편이 없으시다면 일단 경증의 감압병으로 간주하시고

고 있으니 페이스북 등에서 참고하셔서 한번 참가해주시면 도움이 될

적어도 산소 흡입이라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다른 증상의 발현이 있다면 바로 다시 글 올려주십시오.

Q 출수 후에 머리가 현기증/욕지기

Q 장애우 교육

지난 주에 제주도 새끼 범섬에서 출수 후에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봉사차원에서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장애자 프로

(발을 올리는 순간이라고 해야 하나)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속이 불편함

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혹, 조언이나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립

을 느꼈습니다. 전날에 버디가 클리어링(수경) 문제로 갑자기 상승하는

니다. 신체장애자는 해봐서 알지만, 정신지체는 괜찮을까요?

바람에 저 또한 굉장히 당황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머리가 아픈 증상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다른 다이버들한테 물어보

A 강박삽니다

니까 괜찮다고 하고, 저만 이상한 것인지(컨디션) 아니면 산소에 문제가

조언이라기보다는 다이빙 강사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드리자면 자격

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고싶었어요. 이렇게 박사님께 초면에

증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의 모든 학습목표와 시행 기준을 마친 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이빙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11깡 정도입니다. 우리

람에게는(사람에게만) 자격증을 신청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

는 깡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움은 없습니다. 입

은 경우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더라도 자격증과 무관한 다이빙 관련 프

수 전에 항상 흥분은 되지만요.

로그램, 예를 들어 체험 스쿠바(다이빙)의 부분에 참가시켜 줄 수는 있겠
습니다.

A 멀미?

정신 지체아와 일반적인 육체 장애인은 많이 다릅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

다이빙과 관련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같은 증상

운 정신지체부터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양하여 일괄적으

의 조금 다른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할

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들을 돌보고 있는 분

수 있습니다. 우선 배 멀미 내지 바다 멀미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물도

들을 먼저 일정부분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습득하게 한 후 아동들을 다룰

육지와는 다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느끼지 못해도 몸이

때 참고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확실하고도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현기증이나 두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분명한 서면허락과 주위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

현기증이 아니라 님이 표현하는“속이 불편”정도였다면 위장 속에 있

다. 수영장 입수 시에도 한 명당 적어도 2명 이상의 도우미를 사용한다거

는 공기의 팽창과 관련된 정말“속이 불편함”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이빙 후 육지에 올라 서너 시간이면 회복이 완전하게 되는

장애우를 위한 스쿠바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세계적으로 여러 기관이

것이 보통이지요. 이런 경우도 상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육체적인 장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중 상승 속도나 하강 속도에 문제가 있어 압력 손상이 내이(청

참고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신체검사 의사를 위한 의료 지침서에서 정신

력과 균형을 담당하는 귀의 가장 안쪽 부위를 이야기 합니다.)에 영향

장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을 주면 어지럽고도 속이 불편하면서 머리가 무거운 듯한 증상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일종의 감압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

<행동 장애>

도 일반적으로 심한 감압병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면 육지에 오르고

행동 : 다이버의 정신적인 역량과 정서적인 안정은 안전한 다이빙에 중

5~6시간이면 소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탱크에 공기를 밀어 넣는 기

요합니다. 학생 다이버는 강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이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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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안전하게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수중 환경에서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변
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
의 동기 생성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안전한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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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다이빙에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위험 상황 :
- 발달 장애
- 약물이나 알콜 남용 병력
- 정신병 병력
- 향정신성 약물 사용
심각한 위험 상황 :
-적
 절하기 못한 다이빙 시작 동기 - 오로지 남편(부인)이나 남자(여자)친구,
혹은 가족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자신은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
명하기 위해
- 밀실 공포증 및 광장공포증
- 활동성 정신이상
- 치료받지 않은 패닉 질환 병력
- 약물 혹은 알콜 남용
행동 장애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정신병력이나 극심한 발달 장애
는 스쿠바 다이빙(교육)에 절대 금기 사항으로 간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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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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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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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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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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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

주기적인 질소 빼기(Routine Gassing-Out)가

정말 필요한가?
글 강영천 (DAN AP 한국 담당관/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운영자, SSI Korea Training Manager)

주기적인 고압 산소 챔버 치료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특히 무감압 한계 내에서의

주기적인 질소 빼주기(Routine Gassing-Out)에 대한 질문을 아주 많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경우 한계를 지킨 경우 1분에 60ft(18m) 정도의 속

받습니다.

도로 상승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압병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질소는 서서히

다이버 중에서 자주 다이빙을 하는 분들이나 다이빙 강사분들의 경우, 질

몸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가 장시간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가끔 고압 산소 챔버로 가서 소위

최근에는 이러한 상승 속도에 보다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한 4~6m의 수심

“질소 빼주기”
를 해주는 것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

에서 3~5분의 안전 정지를 하거나 1분에 20ft(9m), 혹은 DAN에서는 1분에

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몸에 다

10m 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한다거나 어떤 수심(보통 6m)까지는 분당 9m,

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고려해 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말

6m부터 수심까지는 다시 1분 동안 상승(즉 분당 6m 상승속도)을 권장하기

씀드리고 싶습니다.

도 합니다. 어떤 교육단체의 경우에는 1분에 3m라고 하는 매우 보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소는 깊은 수심에서 공기(혼합물)를 호흡할 때 보일의

상승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감압병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강

법칙이나 달톤의 법칙을 모른다 하더라도 몸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것을

조하면서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유도하며 안전 절차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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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상승해서 충분하게 수면 휴

발작 등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몰라서 방치하

식을 취했다면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4시간이 지나면 몸속에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

고압의 질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도 있지만 호전되었다가도 다시 재발되는 것이 반복되어 생

머쓱한 예를 들자면 우리 창자 속에 대변이 조금 남아있거나

활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광 속에 항상 미량의 소변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

감압병 증상은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질병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인 것처럼, 조직 속에 미세한 양

100% 산소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바로 고압 산소 챔버로 가셔

의 질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질병 상태가 아닙니다.

서 치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1회 치료로도 호전됩니다. 하

실제 다이빙을 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창자의 경우

지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한 번 더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증상

처럼(우리는 계속 밥을 먹어야 하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 것이

이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호전됩니다.

아니라 완전하게 배출되고 육상의 기압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

하지만 이미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질소 기포가 체내 조직에

에 주기적인 질소 빼주기 같은 행위는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

머물면서 어떤 종류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치료가 되어 질소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치료 전

짝이나 교육하는 학생이 감압병 증상이 있으면 챔버 시설로 함

에 입은 상해는 더디게 자연 치료가 될 것입니다. 운이 없는 경

께 가서 함께 챔버 치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어 보입니다. 안하

우라면 마비 증세처럼 영구 손상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전에 발병했던 열 때문

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고압 산소 챔버 치료는 받아두는

에 오늘 아스피린을 먹지 않으며, 어쩌면 다음 주에 걸릴지도

것이 안전하고, 발병 즉시 병원을 찾은 경우보다 여러 차례 추

모르는 편도선염 때문에 오늘 항생제를 먹지 않는 것처럼 현재

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압병 증상이 없

걸려있지 않은 감압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는 상태에서 단지 오랫동안 다이빙을 했다는 이유로 챔버치료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치료는 오히

전혀 근거도 없는 이상한 행위입니다.

려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없는 치

그러나 다이빙 후 감압병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던 경우는 이

료행위입니다.

와 다릅니다. 감압병 증상 중 피로나 가벼운 현기증, 두통, 피부

안전 다이빙 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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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BSAC Korea 센터 및 강사 등록 갱신 (1~30일)
9일 BSAC Korea 대학생 강사교육 (9~17일)
13일 PSAI KOREA 제6회 8.15 통일염원 다이빙 행사 (13~15일)
14일 액션투어 제주도 다이빙 투어 (14~17일)
30일 PADI 강사 시험 (30~31일)

2014년

9월

3일 액션투어 인도네시아 코모도 투어 (3~10일)
4일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예약 마감일
19일 국제 트라이믹스 101 (19~22일)
7~8월 액션투어 미크로네시아 축 투어
7월 9일~8월 24일 아름다운 어항 디자인 공모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가 주최하는

피지 뱅가라군 럭셔리 팸투어 실시
이번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가 주최한 팸투어는 피지 관광청이
협조하고, (주)액션투어가 투어를 진행하고, 노마다이브가 교육을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24명의 다이버가 함께한 피지 다이빙은 거리가 멀고 비용도 만만

▶

장소 : 피지 뱅가라군(FIJI BEQA LAGOON)

▶

일정 : 7월 3~9일(6박 7일)

▶

주최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진행 : 액션투어, 노마다이브

▶

후원 : 피지관광청

치 않은 곳이다. 피지는 뱅가라군 지역의 샤크다이빙이 유명하며,
이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많은 상어들이 나타나 숨이 막힐 정

<참고>

도다. 상어의 종류도 다양하게 모여들었으며 4m가 넘는 타이거샤

피지 뱅가라군에 대한 상세한 다

크가 나타났을 때는 긴장감이 최고였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빨

이빙사이트 소개는 다음호(2014

판상어(Remora, Live Sharksucker)의 집단과, 손대면 색상이 순
간적으로 변하는 매직 코랄(Magic Coral)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이
하였다. 다른 다이빙 포인트들도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여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이빙 이외에도 커피 전문가, 필라테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
그램이 진행되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현지의 학교를 방문하여 주변의 아이들과 원주민들에게 준비해
간 문구류와 완구, 의류를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원주민들
은 지역의 전통춤을 보여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년 9/10월호)에서 실을 예정이다.
이번 호는“코스타리카의 코코스
섬의 다이빙”특집으로 지면이 중
복되기 때문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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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쿠버샵 대표들

“다이버들도 낚시어선을 타게 해달라”고 요구
제주도 스쿠버샵 대표연합회와 서귀포 유어선연합회, 법환동 유어선연합회, 보
목동 유어선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가칭“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
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가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승선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전 제주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제주는 ‘대한민국 스쿠버다이빙의 메카ʼ라는 명성에
도 불구하고 제주해양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의 승선을 단
속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제주특별자치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낚시어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한다”
며“제주도는 5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들의 승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강조했다.
현행 낚시어선업법에는 낚시관광객 등을 제외한 스쿠버다이버들을 태울 수 없
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등록된 사업자만 다이버를
수송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낚시어선법 개정안
에는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해파리 피해방지 대책 강화한다
알림서비스, 로봇기반 방제시스템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예방강화·신속대응”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파리 출현정보와 방제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록 해파리 신속 알림서비스(통합정보망)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개정

신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해파리 출현 시 자동으로 탐지하고 로봇이 출동

해 제거작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지금의 ‘주의’단계보다 낮은‘관심’단계로

하여 제거하는 방제시스템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던 수매사업을 활성화하고 해파리로 인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해

해 파손된 어구·어망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에서

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대책에 따라 해파리 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

출현하는 해파리 이동경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로봇 기반의 자동화된 방제시

로 예방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방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우선, 위기경보 발령 때 운영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지난 5월

수매사업으로 수거한 해파리를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이전 및

말 조기 가동했고 해역별(외해·근해·연안·해수욕장)로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가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해파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국·일본과

늘려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파리 예보체계를 개

공동 연구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

선하고 재해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예방 태세도 갖춘다. 일단 해

자원정책과장은“종합 대책에 따른 조치들을 철저히 실행하고, 어업인과 레져

파리가 발생하면 출현정보·방제상황 등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

인들에게 현장 대처방법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요 독성해파리 현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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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평균 크기

독성

출현시기

피해양상

작은부레관 해파리

약 6 cm

매우 강함

5∼8월

다이버, 해수욕객 피해

커튼원양 해파리

약 9 cm

강함

4∼9월

다이버, 해수욕객 피해

라스톤입방 해파리

약 3 cm

매우 강함

5∼9월

다이버, 해수욕객 피해

w

세계 최고의 5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 디퍼 다이브 리조트
Deepper Dive, Inc.

저희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오픈 워터 교육부터 강사 교육
텍 다이빙 입문부터 텍 다이빙 강사까지
논스톱으로 교육이 가능한 숙식 일체 맞춤형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입니다.

“최고” 만이 “최고”를 지향하며 “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그리고 “최고”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온 저희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명실공히 필리핀 보홀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처음 손님을 맞이 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퍼 다이브 리조트
Deepper Dive, Inc.

대표 : 장태한 인터넷 전화 : 070-7667-9641 사무실 전화 : 63-38-502-9642
201
July/August
July/August 201
핸드폰 : 63-921-614-2807, 63-921-499-1859 홈페이지 : http://www.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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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 맹독성‘파란고리문어’또다시 출현
제주 북서부연안 암초에서 맹독성의‘파란고리문어(Blue Ring Octopus)’
가 또다시 발견됨에 따
라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아열대수산연구센터(제주시 소재)는 지난 5월 30일 애월읍 인근의
5m 수심 암초에서‘파란고리문어’
가 발견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과 스쿠바다이버를 비롯한 관광
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파란고리문어’
는 제주도의 해녀문화를 연구하는 시민
(조병창씨)의 제보에 의한 것이며, 2012년 제주 북동 해역에서 발견된 종과 같은 종이다.‘파란고
리문어’
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에 의해 종종 발견되기도 하며, 동해안의 왕돌초까지도
발견돼 서식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란고리문어(Hapalochlaena lunulata)는 아열대성 문어로 10㎝ 내외(밤송이 크기)의 작은 크기
지만, 복어류가 가지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의 맹독을 지닌 종이다.
1㎎의 맹독은 사람을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이며, 적은 양의 독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 구토, 호
흡곤란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 등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
므로 맨손으로 파란고리문어를 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에서는 제주도 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파란고리문어’
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꾀하고자 포스터를 제작해 해수욕장, 초·중·고등학교, 어촌계,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열대수산연구센터 고준철 박사는“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
성 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며,“해안가에서는 특히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가진 물고기류,
해파리류, 문어류 등은 맨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을 당부했다.

한반도 기후변화, 아열대성 해조류 분포로 본다
인포그래피로 보는 2013년 한반도연안 해조류 분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강영실 이사장)은 2013년 가을에 전국 연안 31개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조류 분포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그림정보(Infography)로 발표하였다.
해조류 상 분포조사 결과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 등지에서 서식하던 아열대성 해조류가 동해안의 중·남
부 해역까지 분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 100종에 포함되는 넓패(Ishige foliacea)가 경북 영덕까지 북상하여 분포한
것과 제주와 전남 일부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위버섯(Halichrysis micans)이 울산에서 발견된 것
은 한반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결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측은 보고 있다.
이처럼 아열대성 해조류의 분포가 북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동한난류 세력변화
등 한반도 연안 해조류 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FIRA 측은 설명하였다.
또한, FIRA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해조류 분포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이 결과를 바다숲 조성 등 바다녹화사업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해조류조사 결과의 확인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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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천항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로 사랑받는 강릉 사천항 최대 규모
ㆍ서울에서 가깝고 이동성 좋은 거리에 위치 (약 3시간 소요)
ㆍ향균과 냄새까지 고려,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시설
ㆍ안내 데스크, 장비실, 세미나실, 샤워실, 식당, 다이버들의 휴식을 위한 카페시설 완비
ㆍ총 6개의 객실(온돌3, 침대2, 복층1)을 가지고 있으며, 총 수용 가능한 인원은 50명
ㆍ26인승 다이빙 보트(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완비)와 15인승 고무보트 보유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대표 : 김철래 │ 실장 : 김은경 │ 전화 : 033-645-1472 │ 휴대폰 : 010-2085-0854│ 팩스 : 033-643-1470

203
이메일 : bahama1472@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길 68-14│ 홈페이지 :January/February
bahama147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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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 리조트 앞바다 물개 발견

강원도 고성에서

게복치(MolaMola) 촬영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 10분경 문암 앞바다(문암 리조트 명파 포인트 주변 15m 지점)
에 물개가 출현하여 다이버가 탄 보트 주변을 약 10회 정도 배회하다가 돌섬쪽으로 사

지난 7월 5일 문암리조트의 손님인 정안나씨가 금강산포인트

라졌다. 이 물개 사진은 문암리조트에 근무하는 김근철강사(PADI)가 촬영하였다.

에서 게복치를 촬영하였다.

물개는 오징어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며, 털은 부드럽고, 수컷은 검은색이고 목둘레만
회색이지만 암컷은 몸 전체가 회색이다. 수컷은 암컷보다 크며 몸길이 2.1m에 몸무게
320㎏이나 되고, 암컷은 1.5m에 230㎏이다. 꼬리와 귀의 길이는 각각 5㎝, 2.5㎝이다.
임신 기간은 11개월 정도이며,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남획으로 인해 한때는 거의 멸종
직전에 이르기도 했으나 현재는 보호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국내 최초의 해양포유류 복원시도인 독도 물개 복원사업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름다운 어항 디자인 공모

아름다운 어촌·어항, 국민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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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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Melanochlamys kohi Valdés, A. 2014
후새류 신종에 고동범 원장 이름으로 명명

지구 상에 존재하나 인간에게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신종=New Species이

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일본 표본에서 3점이 추가되어 총 4점으

라 함)이 발견되어 당신의 이름으로 학명이 명명된다면~

로“이 종의 발견자이며 한국의 연체동물학에 공헌하였기에 학명을 Koh

비현실적이고 돈키호테 같은 발상인가요? 아마추어 후새류 연구가로서 20

Dong-Bum 이름으로 Melanochlamys kohi Valdés, A. 2014

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실현되었다. 실마리는 2006년에 발행된“한국후새류

헌정한다”
. 그리고 한국개체가 정기준표본(Holotype)으로 선정되었다.

도감”20쪽에 M. diomedea. M. ezoensis 라고 소개된 한 종에서부터 시작

체장 14mm 서식지는 지구 상에서 한국의 남해안과 제주, 일본의 동경 만에

되었다. 연구를 통해 이것이 결론적으로 신종인 M. Kohi의 생태사진으로 판

국한되며 원산지는 한국이나 선박의 이동을 따라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정되었지만….

추정한다.

해외 학자들이 한국후새류도감을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면서 감사의
었던 본 연구의 교신저자인 Angel Valdes로부터,‘최근 샌프란시스코 만에

Etymology. Dedicated to Dong-Bum Koh for his valuable contributions
to malacology in Korea and for collecting the type material of this
species.

2001년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던 M. ezoensis 가 유입되어 생태 교란 종으로

대개 학명이란 종의 외형인 체색, 생김새, 발견 장소, 국가명 등으로 명명하

밀집 서식하기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어디에서 유입되었는가를 밝히려는 연

나, 저명한 생물학자를 기리기 위해 인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가

글 또는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수년 전부터 한국 후새류 동정에 도움을 주

구에 도움 및 참여를 부탁한다.’
는 메일을 3년 전에 받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학명을 결정할 수가 없음은 당연하고 타인이 붙여줘야 하

Melanochlamys sea slugs는 민챙이아재비 과(Aglajidae)에 속하는 종으

며, 규정상 남성의 경우 어미에 i 를 붙인다. (한국후새류도감 20. 236쪽 참

로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체장 20mm 이하의 후새류에 속하는 종이다.

고). 논문은 19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전문을 볼 수 있을 것이

태평양 연안에 여러 종들이 서식하기에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러시아, 호주,

기에 해당 표본만을 제시한다.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여러 곳에서 샘플이 모이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국내표본에서 2개의 신종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다른 지역의 표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직 국내에서만 단 한
점이 있기에 (한 점만으로는 돌연변이를 신종으로 착각할 수 있기에) 후속
표본이 더 발견되기 전까지 우선 Melanochlamys sp.하고, 또 하나는 국내

■C
 ooke, S., Hanson, D., Hirano, Y., Ornelas-Gatdula, E., Gosliner, T.
M., Chernyshev, A. & Valdés, A. 2014. Cr yptic diversity of
Melanochlamys sea slugs (Gastropoda, Aglajidae) in the North
Pacific. Zoologica Scripta 43: 351-369

Melanochlamys kohi Valdés, 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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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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 승선절차 항공수준으로 확 바꾼다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도입

승선권 확인 단계로 선원을 제외한 탑승자(운전자·동승자 포함) 전
원 전산발권 실시 및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히 한다(즉시 시행).
2014년 6월 1일부터 여객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은
승선권 발권단계에서 전산입력 시행한다(승선권에 인적사항 인쇄).
터미널 운영사(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는 개찰구를
일원화하여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
하고, 또한 신분확인 절차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차량 및 화물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동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한다.
출항 전 안전점검 단계로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
시행 후 결함 발견 시 보완 후 출항 조치한다. 또한 운항관리자는 해
양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분확인을 전제로 여객선 이용객 불편 해소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해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6월 25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원 외 모
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매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
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
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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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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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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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국가대표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아시나요?

물개(동해) 점박이물범(서해) 바다거북(남해) 남방큰돌고래(제주) 홍보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동해의 물개, 서해의 점박이 물
범, 남해의 바다거북, 제주 해역의 남방큰돌고래 등 우리나라 국가대표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와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전국의 유
치원과 초등학교, 아쿠아리움 등에 배포한다.
정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거나 먹이활동 등을 위해 회유하는 해양생물
중 환경변화로 서식환경이 변해 개체 수가 현저히 줄고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52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
수산부는 지난달에도 보호대상인 독도 물개 증식·복원 사업을 알리는
포스터를 울릉도와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 배포했었다.
윤분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에 많은 국민이 관심
을 가져 줬으면 한다.”
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현황(총 52종)
★ 해양포유류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명(보통명)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참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남방큰돌고래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점박이물범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

학명
Megaptera novaeangliae
Eubalaena glacialis
Eschrictius robustus
Balaenoptera edeni
Balaenoptera borealis
Balaenoptera physalus
Balaenoptera musculus
Physeter macrocephalus
Tursiops aduncus
Zalophus japonicus
Eumetopias jubatus
Callorhinus ursinus
Phoca largha
Pusa hispida
Histriophoca fasciata

비고

CITES종, IWC포획금지종

IUCN 절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 위기종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 취약종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 무척추동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국명(보통명)
나팔고둥
남방방게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학명
Charonia sauliae
Pseudohelice subquadrata
Chasmagnathus convexus
Dendronephthya suensoni
Plumarella spinosa
Ellobium chinense
Euplexaura crassa
Plexauroidea reticulata
Dendronephthya castanea
Verrucella stellata
Sesarmops intermedius
Ophiacantha linea
Dendronephthya mollis
Dendrophyllia cribrosa
Nacospatangus alta
Dendronephthya putteri
Dendrophyllia ijimai

18

장수삿갓조개

Scelidotoma vadososinuata
hoonsooi

19
20
21
22
23
24

금빛나팔돌산호
착생깃산호
측맵시산호
해송
흰수지맨드라미
기수갈고둥

Tubastraea coccinea
Plumarella adhaerans
Plexauroidea complexa
Antipathes japonica
Dendronephthya alba
Clithon retropictus

비고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해조류(해초류 포함)
번호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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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보통명)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학명
Coccophora langsdorfii
Zostera marina
Zostera caespitosa
Zostera caulescens
Zostera asiatica
Phyllospadix iwatensis
Phyllospadix japonicus

비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서 학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어류

★ 파충류
번호
1
2
3
4

국명(보통명)
비고삼나무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새우말
게바다말

학명
Chelonia mydas
Caretta caretta
Eretmochelys imbricata
Dermochelys coriacea

비고
CITES종 I

번호
1
2

국명(보통명)
가시해마
복해마

학명
Hippocampus histrix
Hippocampus kuda

비고
CITES종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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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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에 “아름다운 바다풍경”을 담아요

제9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9월 24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해양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사진에 접목
하고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하여 제9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의 작품을 9월 24
일까지 공모한다. 작품의 주제는 섬, 바다, 어촌·어항, 해양환경과 오염, 해양레포츠, 해
양산업, 해양관광 등 해양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하는 사진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이번 사진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편 이내의 미발표작을 한국
해양재단 홈페이지(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9월 24
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에게는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1명) 500만원을 비롯해 ▲금상(한국해양재단이
사장상 1명) 300만원 ▲은상(2명) 200만원 ▲동상(6명) 100만원, ▲입선(40명) 20만원
등 총 상금 2,400만원이 주어진다.
2006년부터 시작한 사진대전은 지난해 제8회 대회까지 총 5,298명 21,230점의 많은
작품이 응모되는 등 해양 분야 대표사진 공모대전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돌고래 떼의 역동적인 유영 모습을 순간 포착한 작
품인
「군무(김성철 作)」가 대상으로 수상하며 화제가 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수상작은 향후 역, 공항, 여객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사진대전의 공모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참여의 장→해양사진대전→해양사진대전안내→참가신청하기)

제9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모집 개요
[개요]
▶주최/후원 : (재)한국해양재단 / 해양수산부
▶공모기간 : 2014. 9. 24(수)까지 (18:00 마감)
▶시상내역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상격
해양수산부 장관상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수상인원
1명
1명
2명
6명
40명
10명

상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600만원(각 100만원씩)
800만원(각 20만원씩)
2,400만원

[공모내용 및 방법]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내용 : 해양의 가치와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을 담은 미발표 순수 창작 사진
▶공모분야 : 해양관련 모든 분야(해운, 항만, 조선, 문화, 레저, 관광, 과학, 연구, 수산)
- 응모작의 표절 및 그 밖의 결격사항(타 공모전 당선 및 수상 이력 등)이 있을 때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진행 중인 타 공모전과 중복 응모 불가)
- 저작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초상권 등)
▶출 품 수 : 1인 5점 이내(중복 수상 시 상위 작만 수상 부여)
▶작품규격 : 작품 당 2MB 이하의 jpg파일로 접수
- 수상작의 경우 장변 3,000pixel 이상, 육백만 화소 이상의 원본파일 제출
- 필름 사진은 장변 3,000pixel 이상, 육백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를 제출
(필름을 스캔한 이미지, 필름 원본도 제출해야 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한국해양재단 재단 홈페이지 접수)
※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
▶결과발표 : 2014. 10월말 예정 (해양재단 홈페이지 게재)
▶문의 : 한국해양재단 02-741-5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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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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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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락처: (주)액션투어 T.02-3785-3535 www.dive2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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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제2회 한국다이빙엑스포 개최
국내외 해양레저·해양안전산업을 한자리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한국다이빙엑스
포와 더불어 ‘2014 경기국제보트쇼’
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스쿠바다이빙, 카누, 카약, 캠핑, 낚시 등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해양레저 전문전시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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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슈트 / 마레스
서울 랩세미나
서울 강동구 레저클럽 세미나실에서 마레스 랩 세미나가 2014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
일간 이루어졌다.
레져클럽 오호송 사장님과 비손 서병주 사장님, 씨혼다이브 박재우 사장님, 리쿰 최태현님,
BSAC 이민수님이 참가했다. 서울지역에서 샵을 운영하시거나 소속된 강사님들은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첫 만남에서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1일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의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경청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2일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기가 대부분이어서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
가했다. 3일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지만, 교육을 받는 3일 동안 장비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배움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했다.
교육이 끝나고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든 분들이 친분을 쌓는 모습을 보니 마레
스 랩이 교육을 떠나서 샵 간에 친목을 다지는 장의 연속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원합격이라는 랩 세미나 시작 이래 세 번째 성과를 거두었다. 3일 동
안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주신 사장님들과 강사님들 모두 수고하셨다.

서울 다이브트리 업데이트 랩 교육
2014년 4월 10일, 서울 다이브트리 다이빙 샵에서는 2년 전 마레스 랩 프
로그램인 익스퍼트 과정을 통과했던 김용진, 황임겸, 이원교, 박우진, 주호
민, 정상우 사장님들을 모시고 마레스 랩 프로그램 업데이트 교육이 진행
되었다.
그동안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비스 호흡기 분해 조립과 추가된 신형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 번 장비를 만져본 경험이 있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조롭게 교육이 이루
어졌으며 틈틈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시는 모습이 좋았다. 같
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 또한 좋았다.
이처럼 마레스 랩은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들이 모여 장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나아
가 친목을 다져나가는 또 하나의 모임으로써 역할을 다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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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린뱅크
2014 한국다이빙엑스포

한국다이빙엑스포 프리다이빙 세미나 개최

6월 12~15일 4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7, 8홀에서 한국다이빙엑스포 &

6월 15일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다이빙엑스포에서 프리다이빙 세미나가

국제보트쇼가 개최되었다. 국내외 200여개 기업의 참가로 해양 안전 교

열렸다. 마린뱅크의 정은지 프리다이빙 강사가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육과 각종 체험행사, 다양한 다이빙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모 있게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관련 종합전시

다. 전반적인 프리다이빙의 소개와 장비, 종목, 영상 등을 안내하였으며,

회이자, 아웃도어 박람회까지 함께 개최되어 약 3만 여명의 관람객을 맞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호흡법을 직접 체험해보며 프리다이빙에 대

이하였다. 마린뱅크 또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여 새로 출시된 신 장비와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새롭게 런칭한 SUBGEAR(서브기어) 프리다이빙 장비 등을 선보이는 자리
가 되었다. 마린뱅
크에서는 앞으로
도 다이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설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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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페이스 아웃도어 카탈로그 출시
본격적인 물안경 브랜드 VIEW와 스노클링 브랜드 REEF TOURER / TUSA SPORT 그리고 SKIN
FIN 등 전문적인 서페이스 아이템을 담은 (주)우정사의 2014 서페이스 아웃도어 카탈로그가 출시
되었다.
(주)우정사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담은 언더워터 카탈로그를 지난 4월 출시하면서 일부 스
노클링 아이템을 소개하였다. 이번 서페이스 카탈로그에는 스노클링 파트에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은 물론 물안경의 카테고리를 세분화 시킨 VIEW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카탈로그의 베이스로 제작되었다.
이밖에도 라인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킨 핀 챕터에서부터 액세서리 파트에 이르기까지 선명하
고 깔끔한 이미지로 소장가치를 더욱 높였다.
2014 서페이스 아웃도어 카탈로그 역시 언더워터 카탈로그와 마찬가지로 E-카탈로그화 되어 홈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 www.woojungsa.co.kr)
이번 카탈로그의 출시를 통해 (주)우정사는 워터레포츠의 저변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니 많
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218

(주)해왕 잠수
Beuchat 가방(문디알 백팩, 보이져) 특가 이벤트
[보이져]
넓은 수납, 가벼움으로 이동이 용이하여 인기가 좋았던 보이져 XL 캐리
어 파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할인 가격 등 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왕잠수 또는 해왕잠수 딜러샵에 문의해주세요.
•가볍고 부드러운 핸들의 2분할 캐리어
•운송/이용 중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여 반강성 형상기억
EVA 처리된 쉘케이스로 내부 수납품 완벽 보호
•휠은 제거가 가능하며, 백팩형식 가능
•용량 : 137L
•사이즈 : 750x470x390mm
•중량 : 3.5kg
•소비자가 : 410,000원

[문디알 백팩]
입고되자마자 2주만에 완판되었던 문디알 백팩 재입고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스킨백, 프리다이빙용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용 다기능 백팩
구현이 가능합니다. 할인 가격 등 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왕잠수
또는 해왕잠수 딜러샵에 문의해주세요.
•프리다이빙 전용핀 등 긴 장비까지 수납 가능
•메인 칸은 통풍이 잘되는 그물망 및 드레인홀로 구성됨
•외부 포켓으로수납 가능
•가방 양옆으로 수중건 부착 가능
•스트랩으로 백팩 형식으로 이동 용이
•용량 : 40L
•크기 : 100x30x32mm
•중량 : 1.9kg
•소비자가 :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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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4년도 두번째 IDC

그레이드를 한 후보생들이라 각자 개개인의 취약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

지난 2014년 5월 30일~6월 10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

고는 IDC는 수월히 진행되었고 후보생들의 탁월한 다이빙에 대한 열정과

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황희진, 서은경, 김지현 강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PADI 강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모두 6월 11~12일 보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4년도 두번째 IDC가 있었다.

홀 팡글라오 섬에서 개최된 IE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모두 PADI 강

황희진, 김지현 강사 후보생은 AOW, RESCUE, EFR, DM 교육을 모두 “디

사가 되었다. IDC 후보생들과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포기하지 않은 열

퍼 다이브”에서 교육을 받고 IDC에 참가하였고, 서은경 강사 후보생은

정과 노력 그리고 후보생들의 PADI 강사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매우 강렬했

RESCUE, EFR, DM 교육을 모두 “디퍼 다이브”에서 교육을 받은 열정적인

던 IDC였다고 한다.

강사 후보생이다.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고 즐기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

“디퍼 다이브”에서 충분히 다이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단계별로 업

탕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과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현실에 맞게 적
절히 조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책임감 있는 다이브 리
더로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보홀 지역에서 유일한 PADI 5스타 IDC 리조트이면서 PADI TECREC 다이
브 센터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정확하고 깔끔한 교육 진행과 조직 관리
가 돋보였던 IDC였고 IE였다.ʼ라는 평가였다.
다음 정규 IDC는 2014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만약 강사 후보생
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IDC는 개최될 수 있다.
PADI 강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강사 후보생들의 문의를 바란다.
문의처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페이지 : www.deepper.co.kr
인터넷 폰 :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 hanbuty

2014년 6월 DIVE MASTER 교육

클링 감독하기, 디스커버

2014년 6월 16~30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을

트에서는 류덕현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다이브 마스터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개방 수역에

진행하였다. 지난 2013년에 다이빙에 입문을 하여 다이빙의 매력에 흠뻑 빠져

서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을 즐기다 보니 보다 전문적인 다이빙 지식과 스킬에 대한 욕구와 갈

프로그램 중 추가적인 개

망이 생겨났고 다이빙 리더로서의 책임과 실력을 함양하고자 강사 과정을 준

방 수역 다이브 프로그램과

비하는 과정으로 레스큐 교육에 이어 연속해서 PADI 다이브 마스터 교육 과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프로

정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램도 원만히 잘 해내었다. 실질 평가는 제한 수역에서 오픈 워터 다이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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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들, 개방 수역에서 오픈 워터 다이버 학생들, 개방 수역에서 연속 교육 학

보조하기, 다이버 안전과 위험 관리, 다이브 마스터가 지도하는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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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스킬과 액티비티들, 다이빙 비즈니스와 당신의 경력, 다이빙 환경에의

“멘토”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프로페셔널리즘에 맞는 다이브 마스터로

인식, 다이브 이론 복습, 다이빙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사태 지원 계획을

서의 소양을 보여 주었고 최종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성공적인

준비하였으며 야구 선수 출신답게 탁월한 체력으로 수중 스킬 개발의 400m

PADI 다이브 다이브 마스터가 되었다. 코스를 마친 류덕현 다이브 마스터는

맨몸 수영, 15분 간 떠 있기(마지막 2분은 두 손을 들고), 800m 스노클링 수

올해 11월 30일~12월 1일 사이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있을 PADI 강사 시험

영, 100m 지친 다이버 끌기, 수중에서 장비 교환 등의 테스트도 가볍게 모두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PADI 다이브 마스터 교육, 강사 개발 과정, 그리

통과하였다. 레스큐 평가에서도 수중에서 무의식 다이버를 수면으로 데려오

고 텍 다이빙 코스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나 강사들의 많은 문의를 바란다.

기, 수면에서 무의식 다이버 구조, 그리고 함께 출수하기도 레스큐 코스 때
배운 그대로 매우 잘 실행하였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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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페이지 : www.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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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폰 : 070-7667-9641, 070-8221-9713

빙 시나리오, 제한 수역에서 스쿠버 리뷰 프로그램, 스킨 다이버 코스와 스노

카카오톡 : hanb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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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마닐라에서의 강사 업데이트 교육
2014년 6월 14일(토요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PADI IDC 스텝 강사와 CD들을 대상으로 강사 업
데이트 교육이 있었다.
오전에는 마닐라 마카티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앞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PADI 오픈 워터 과정의
변경된 규정과 스킬에 대한 설명, 티칭 방법들에 관한 설명과 교육이 있었고 오후에는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실질적인 워크샵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장태한 강사가 참석하여 새로운 교재와 그
에 따른 규정의 보완 사항과 수정 사항 등을 교육받았으며 수영장 워크샵을 통해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티칭 스킬과 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강 교육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
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PADI IDC 스텝 강사와 CD들이 참석하였고 바뀌는 스킬과 규정에 대한 뜨거
운 관심을 보였다.
강사 업데이트 교육을 받고 돌아온 장태한 CD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스텝 강사들을 대상으로
바로 업데이트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 바뀌는 규정과 스킬 그리고 티칭 방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고 한다.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가까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해본다.

“디퍼 다이브”의 스페셜티 강사 교육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
조트에서는 2014년 상반기 PADI 스페셜티 강사 교육을 4차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로는 박주설 강사가 난파선, 수색과 인양, 딥,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멀티레벨 스페셜티 강
사 코스를, 이동원 강사가 난파선, 수색과 인양, 딥,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응급 산소 공급자
스페셜티 강사 과정을 이수, 2차로는 박상욱 강사가 난파선, 나이트 다이빙, 딥, 엔리치드 에어 나
이트록스, 응급 산소 공급자 스페셜티 강사 과정을 이수, 3차로는 신희종 강사가 엔리치드 에어 나
이트록스 스페셜티 강사 코스를 이수하였다.
4차로는 양선주 강사와 서은경 강사가
난파선, 수색과 인양, 딥,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디지탈 언더워터 포토그래
퍼 스페셜티 강사 코스를 이수하였고 특
히 양선주 강사는 MSDT(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트레이너)의 교육생 배출 수가
충분히 만족되어 MSDT가 되었다.
앞으로 “디퍼 다이브”를 통해 배출된
PADI 스페셜티 강사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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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릴로안

노블레스 리조트

직원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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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다이빙 가이드
▶나이 : 20살 이상의 남녀불문
▶자격 : 교육단체 불문(다이브마스터급 이상)
▶대우 : 협상가능/숙식제공
▶연락처 : 070-8234-6200(정광범)
▶메일 : jkb65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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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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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2014년 7월 1일(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올림픽파크텔 세미나실 및 잠실 수영장에서 Colin

•토픽내용

Melrose(Manager, Instructor Development,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 의 주관으로 PADI

- PADI 개정된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

강사개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 Pro 토픽들

이번 업데이트에는 영희 하니스(Younghee haniss, Member Liaison, Korea, Training & Quality

- 강사 개발 마케팅

Management at PADI Asia Pacific)와 김부경 지역 매니저(BooKyung Kim, Regional Manager,
Sales and Field Services) 및 김진관 한국지역 컨설턴트(Jimmy Kim, Regional Consultant, Sales

- 평가 워크샵
•워크샵 및 제한수역 평가

and Field Services)가 함께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28명의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40명

- 비상 시 웨이트 떨어뜨리기

의 IDC 스텝 강사들까지 총 68명의 PADI 강사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였으며, 2014년에 새롭

- 느슨해진 실린더 밴드 관리하기

게 출시된 오픈워터 개정판(한글)의 스킬 소개 및 강사 개발과정의 평가와 마케팅에 대해 다뤄졌고
수영장에서 실질적인 스킬 연습 및 강사개발 평가 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업데이트 과정 중 멤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영장에서의 연습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개

들로부터의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신중히 검

정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의 새로운 스킬 시범으로 PADI 강사 시험을 위한 강사 개발과정에서의

토하고 한국에서 프로레벨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적

평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극적인 지원과 마케팅을 할 계획이다. 업데이트에
참가한 모든 PADI 강사님들과 원활한 업데이트 진
행에 도움을 주신 잠실 수영장 스텝 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씀을 전한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 강사 트레이너 코스가 7월 3일(목) 올림픽 파크텔에서 영희 하니
스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정주환, 김민혁, 이강은, 하성
태, 트라비스 정, 정은혜 총 6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
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
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고(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고)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어야 한다.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하니스 이메일 younghee.haniss@padi.com.au 또는 +61 2 9454 28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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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2) 대전 무역 전시관 – 레저 용품 박람회

1) PADI 아시아 퍼시픽 – 아쿠아마린, 노마다이브 2014 KINTEX 경기 국
제 보트쇼 참가

2014년 6월 13일(금)~15일(일)까지 대전 무역 전시관에서 진행된 레저 용품
박람회에 넵튠 스킨스쿠버 센터가 참가하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많은 분들이

2014년 6월 12일(목)~15일(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진행된 경기 국제 보트

방문하였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레저 업체뿐만 아니라 캠핑 및 자동차 용

쇼에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 아쿠아마린과 노마다이브센터가 참가하였다.

품, 생활용품 등이 함께 전시되었다. 넵튠 스킨스쿠버 센터는 다이브 센터 홍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 업체는 업체의 특성에 맞는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홍

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고 독립 부스로 전시관

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고 국내외 다이브 센터

을 확보하여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였다.

와 비즈니스 연계와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되었다.
각각 독립 부스로 전시관을 확보하여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하였다.

2014년 대전 레저 용품 박람회 PADI 다이브 센터
센터상호

또한 새로운 고객과 각 다이브 센터 멤버들이 부스에 방문하여 코스를 등록
하고 PADI 티셔츠를 선물로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넵튠 다이브 센터

센터/리조트레벨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지역
대전

연락처

홈페이지

042-822-0995

alldive.co.kr

각 센터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참가하는 전시회가 되었다.
2014년에도 다이버들을 위해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www.padi.co.kr
페이지에서 2014년 PADI의 이벤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4년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PADI 다이브 센터
센터상호

센터/리조트레벨

지역

연락처

홈페이지

아쿠아마린

PADI CDC
(강사경력개발센터)

서울

02-539-0445

scubain.co.kr

노마다이브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서울

02-6012-5998

nomadive.com

3) PADI 엑스포 스킴(EXPO SCHEME)
오늘날의 비지니스 마케팅에 있어서 무역 전시회든 소비자 전시회든 선정된
쇼이든 상관없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PADI는
브랜드 강점을 이용하여 전시회에서 최대의 노출을 할 수 있도록 PADI 다이
브 센터 와 리조트를 보조하기 위해 PADI 엑스포 스킴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특별히 디자인된 홍보 통합 키트와 함께 PADI
5 스타 다이브 센터/리조트(이상) 멤버들을 위해 전시회를 지원한다.
• PADI 엑스포 스킴 – 멤버 혜택들
멤버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별히 고안된 PADI 부스 간판과 브랜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 PADI 비닐 배너

- PADI 번팅 디칼

- PADI 랜야드

- PADI 오픈워터 포스터들

- PADI 연속 교육 포스터들

- PADI 고 다이브 브로셔들

- PADI 고 다이브 DVD

- PADI 스티커들

• 부스에 이러한 PADI 홍보용 아이템들을 전시하면 PADI로부터 호주 달러
$3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벤트 최소한 6
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참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김부경 지역 담당관
이메일 Bookyung.kim@padi.com.au 또는 010-8561-0558로 하면 된다.

July/August 225

NEWS IN DIVING

공지사항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4년 6월 28~29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그리고

▶ PADI 웨비나 일정 안내

“킹스톤 리조트”에서 6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 PADI 위험관리 :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이번 강사 시험에는 류상규, 김수현, 이종진, 차종환, 김동철, 김익근, 이준석,

- PADI 트레이닝 불레틴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최민, 강희진, 김원기, BRANDON A. SMITH, 이의진, 임권영, 이지우, 이경,
권기완, 유병길, 오영석, 박찬봉, 윤여준, 이성필, 김일석, 오윤선, 이상기, 조

▶ PADI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안내

형기, 김경훈 총 27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 일시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10시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콜린 멜로즈(Colin Melrose), 영희 하니스 그리

-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4
(697-120)

고 김부경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 대상 : PADI 다이버, 가족 & 친구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

- 내용 : 한정판 PADI 방풍자켓, 저녁뷔페, 음료, 파티, 행운 추첨권

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 시상 : 2014년 최다 스페셜티 라이센스 취득 다이버상, 최다 스페셜티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이호빈, 임용우, 윤재준, 송관영, 주호민, 김용진, 정회

라이센스 발급 강사 & 다이브 센터 리조트 상
- 예약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로 문의 및 예약
(padi.co.kr 다이브 샵 리조트 위치 찾기 참조) 좌석이 500석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빠른 예약 부탁

▶예
 약은 2014년 9월 4일까지. 판매되는 모든 티켓은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으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8월 29~31일
- 장소 :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 자세한 IDC 일정은 www.padi.co.kr의 PADI Course Director(PADI 강사
교육)의 각 지역 코스디렉터 소개를 참고하시어 문의하기 바란다.

신규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 더 샵(S-24279) 대표 : 손창일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107
- 전화 : 051-971-0412

▶ 노란 잠수함(S-24311) 대표 : 이창기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18
- 전화 : 053-746-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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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김수열, 송태민, 강정훈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킹스
톤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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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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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React Right트레이너 업데이트 2차 워크숍
2014년 5월 10일(토), 두류 잠수풀에서 리엑트라이트 트레이너 업데이트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심폐소생술과 한층 강화된 AED와 산소공급자 부
분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노력하
는 트레이너와 다이브프로페셔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10월 5일(일)로
예정되어 있는 React Right 트레이너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SSI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 센터 소개

SSI 신규 딜러(다이브센터) 소개

프리다이브코리아 (유시혁 대표)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 대표)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창원실내수영장 107호

주소 :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영랑동)

연락처 : 055-266-7781 (핸드폰 : 010-4137-0707)

연락처 : 033-635-3373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freedivekorea

속초스쿠버센터(대표 : 김경혁) 3년전부터 준비해오던 리조트가

지방에서는 최초로 프리

오픈했다. 장비실, 충전실 식당 및 카페 등 다이빙교육에 필요한

다이빙을 전문적으로 교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비치다이빙, 야간다이빙 그리고 텍다

육하는 센터인 프리다이

이빙까지 영금정 바다 속 멋진 포인트에서 다채로운 다이빙 활

브코리아(대표 : 유시혁)가

동을 즐길 수 있다.

SSI의 신규 딜러로 등록했
다. 경남 창원실내수영장
의 5m×25m 풀에서 프리
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동해, 남해 등
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인원에 따라 출장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프리다이
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는 시점에 유시혁, 표상완
두 명의 열정적인 프리다
이빙 강사진이 SSI 프리다
이빙 프로그램을 체계적
으로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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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쿠버다이빙 교육 업무 협약식

5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Ⅰ

다이버의 꿈(대표 : 이용주)이 서울수서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다이버

5월 3일부터 5일까지 해양스포츠교실에서 강영천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

의 꿈은 강남보육원의 청소년 16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교육과 실습을 하

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해양스포츠교실(유성용 트레

며 청소년의 건강한 레저 활동과 직업 체험 등을 통해 건전한 문화 형성에

이너)에서 이시형, 이승원, 이종범 후보생이 참가하여 전원 합격해 SSI 강사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

공하는 데 SSI 한국 서비스센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

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을 기대한다.

5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Ⅱ
SSI 오픈워터 해양실습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울진 킹스톤리조트에서 스쿠버원 다이브
센터의 전영조 트레이너와 이성식 강사의 지도로 순천향대학교 학생 12명이
오픈워터 해양실습을 진행했다.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덕해양레포츠센터에서 강영천,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바다의 꿈
(이기훈 트레이너)에서 장현 후보생이, SSI 아카데미(고대훈)에서 김여율, 이
재희 후보생이, 레저클럽(오호송 트레이너)에서 박성빈, 유동근 후보생이,
X-스쿠버(강광순 트레이너)에서 임화준 후보생이 참가했고, 전원 합격하여
새로운 SSI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
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영덕해양레포츠센터에 감사의 인
사를 전한다.

5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Ⅲ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영덕해양레포츠센터에서 강영천, 김태훈, 전윤식 평
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평가에는 다이버
의 꿈(이용주 트레이너)에서 노기환, 김경태 후보생이, X-스쿠버(강광순 트레

SSI 딜러 다이버의 꿈 개해제
2014년 5월 17일 다이버의 꿈(대표 : 이용주)의 개해제가 열렸다. 이용주 트
레이너의 진행으로 속초스쿠버센터(대표 : 김경혁)에서 35명의 강사와 회원

이너)에서 이지희 후보생이, 바다의 꿈(이기훈 트레이너)에서 임재현, 최선호
후보생이, 문희수잠수교실(문희수 트레이너)에서 김규수, 김도형 후보생이 참
가했다. 전원 합격하여 새로운 SSI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들이 참석하여 2014년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기원했
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이버의 꿈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다이버의 꿈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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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DEPC 도감 제작 후원

민간자격등록 완료

BSAC Korea가 제작 후원한 'DEPC's 바다물고기'가 발간되었다. DEPC 회

현재 BSAC Korea의 중요 발행 인정증이 민

원들의 생태 사진과 함께 BSAC Korea의 트레이너이면서 해양생태 전문가

간자격증으로 등록되어 공신력을 인정받게

인 권천중 박사의 글로 제작되었다. 이번 도감 제작 후원은 BSAC Korea

되었다. 개정된 민간자격 등록법에 따라서

가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BSAC Korea가 지난 5월 9일 한국직업능력

도감의 제작 취지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하며, 센터 및 클럽을 운영하는 등

개발원에 민간자격 발급기관으로 등록되었

록 강사님께 무료로 배포를 완료하였다.

다.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이며, 다이버 자
격과 인스트럭터 자격으로 구분하여 등록되
었다.
민간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는 다이버 자격증
은 오션다이버, 스포츠다이버, 다이브리더이며, 인스트럭터 자격증은 스노
클 인스트럭터,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이다.

BSAC 회장 이취임식
지난 2014년 7월 9일, 런던의 오아시스 스포츠 센터에서 찰스 황태자는 40
년 전에 부친인 필립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 윌리엄 왕자에
게 BSAC 회장직을 물려주는 이취임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한
국에서는 박종섭 본부장이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한국 대표로 초대되어 참석

BSAC Korea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하였으며, 찰스황태자와 윌

제2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했다. 일산의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

리엄 왕자로부터 한국 다이

최한 이번 전시회에 BSAC KOREA는 작년에 비해 규모를 늘려 조립부스와

빙 환경에 대한 질문에 간

독립부스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참가했다.

단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기도 했다. 윌리엄
회장은 다이빙 단체의 회장
취임식에 걸맞게 약 40여 명
의 참가자들과 일일이 인사
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곧바로 수영장에서 몇몇 다
이버들과의 기념 다이빙은
물론 어린 스노클러들과도
함께 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
았다.

2014-2015 센터 및 강사 등록 갱신 안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센터 및 강사들
을 대상으로 등록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강사들은 본부나 강사 활동 인근
지역의 등록 센터를 통하여 강사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각 센터의
연락처는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추후 개별 안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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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강사교육 혜택 확대

제7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대학생 강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에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대학

있다. 올해로 7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생 강사후보생 지원 방안은 본부의 지원과 함께 트레이너들의 봉사를 전제로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계획되고 있다. 평가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8월 9일부터 17일까지이다.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참가 후보생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무료(본인 부담금 : 참가자 체재비 및 인증비(등록비)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 전형 후 면접에 의해 총 10명 이하를 선정하게 된다.
후보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재학증명서

- 다이빙 관련 자격증 및 로그북

- 등록된 BSAC 강사 및 트레이너의 추천서
- 자기 소개

- 강사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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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 마감 : 2014년 11월 21일
- 대상 :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 접수 : 파일 온라인접수 - 웹하드 업로드(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 수 : 접사 2작품, 광각 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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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스쿠바
대표. 김덕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064) 733-7774 / 010-8812-0545
dukhwi@yahoo.co.kr
http://cheonjiscuba.com
Facebook. www.facebook.com/che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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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14년 보트쇼 참가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2014년 6월 12부터 15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KDEX(Korea Diving EXPO)

2014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금능마

가 경기도 보트쇼와 함께 실시한 한국 다이빙 엑스포에 IANTD가 참가하

린게스트하우스(수중 산책)에서 실시하였다.

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본부와 황영민 트레이너가 같이 부스를 운영하였

강사 트레이너 참가자는 서재환(부산 씨텍), 정영환(경기 워터월드 스쿠버),

다. 본부가 전시한 내용은 IANTD 교육 프로그램에 소개와 재호흡기, DPV

한승곤(서울 IANTD Korea) 강사가 참가하였다. 참가자 모두 다른 트레이너

를 직접 전시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소개에 사용한 사진들은 2013년 미

들의 추천과 인증증 발급 현황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강사 트레이너 후

국 마이애미와 동굴에서 김창환 트레이너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사용하였

보로 발탁하였다.

고, 편집 및 일러스트를 유근목 사무장의 부인인 고은미씨가 만삭의 몸으

이번 코스는 홍장화 부회장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코스에는 강신영 트레

로 제작을 해주어서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황영민 트레이너

이너(한국해양대), 유근목 트레이너(IANTD Korea), 김창환 트레이너(금능 마

는 새로운 랜턴 업체와 같이 전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이 더욱 번창하

린)가 스텝으로 진행을 도왔다.

길 기대한다.

강신영 트레이너는 “규정과 법규 및 새로운 강사매뉴얼 사용법”을 유근목

바쁜 와중에도 전국의 강사 트레이너와 강사, 회원들이 방문해주었고 방문

트레이너는 IANTD 역사 및 강사 코스 진행 절차와 제한수역 시범 및 레스

한 모든 강사들에게는 새로운 IANTD 로고 T셔츠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며

큐 진행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김창환 트레이너는 개방 수역 실습 및 가이

경기 보트쇼에서 준비해준 T셔츠 역시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IANTD는 매년

드 브리핑, 부이 작업의 운영에 대해 진행하였고, 학과 강의, 학과 강의 평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 제한수역 브리핑, 평가, 운영 등은 홍장화 부회장이 직접 진행하였다.

노력할 것이다.

참가한 후보생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이수하고 평
가를 마쳤다. 앞으로 IANTD 강사 트레이너로서 IANTD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주길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트레이너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금능 마린 게스트하우스의 스탭과 김정숙 강사트
레이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동양 대학교 생활체육 학과 스킨스쿠버 수업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27일, 4주간의 주말을 이용해 동양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수업이 진행되었다. 박상수(동양대학교) 강사의 주관으로 윤
성환, 정용옥 강사가 스탭으로 함께했다. 이번 정규 수업 과정은 31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인증 받아 기쁨을 나누었다. 모든 학생들과
강사들이 안전사고없이 즐겁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앞으로도 IANTD 다이버로
안전 다이빙을 하길 기원한다.
IANTD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강사 트레이너

강사 트레이너

서재환(Adv EANx IT)

박준오(Adv EANx)

이민구(Adv EANx)

정영환(Adv EANx IT)

신명섭(EANx)

장재용(Adv EANx)

한승곤(Adv EANx IT)

염태환(Adv EANx)

정문진(Adv EANx)

유호휘(Adv EANx)

조민구(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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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 / SEI / YMCA
싱가폴 PDIC-SEI 프로그램 도입 위한 국제본부 임원단 방문

여수 씨라이프거문도리조트 최고급 투어전용선 도입

싱가폴 수중협회 관계자들이 PDIC-SEI 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6월 20일부

여수의 S&G스쿠버(대표 : 김구 IN)는 (주)씨라이프거문도리조트의 스쿠버 책

터 6월 30일까지 국제본부를 방문하였다. 본부 CEO인 Tom Leaird와 Asia

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구 강사는 최고급 투어전용선의 도입과 백도권

Coordinator인 Kevin Kim, Excutive Director인 Thad Bowden이 큰 관심 속

다이빙을 진행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에서 모두 참여하여 미

문의 : 김구 IN 010-2200-1858

팅을 하였다.
아, 유럽 본부를 운영하

카페“부산경남스킨스쿠버친구들”
세계20대 다이빙 포인트 Go Go…

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

부산, 경남의 수많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DAUM카페 “부산경남스킨스

현재 PDIC-SEI는 아시

있는 역사적 교육기관으

쿠버친구들”(대표강사 : 이승호 IN)은 최고의 세계 20대 다이빙 포인트를 찾

로의 새로운 발전적 확

아서 Go~ 라는 취지 아래 7월 동해 월포리조트 투어를 진행하였다.

대를 이루고 있다.

(주)거창수상구조대 수상레저사업과 생명안전체험캠프장 운영
거창 신성규TR(한국해양구조협회 거창구조대 대장)은 거창군 군내의 군민들

대전 TOP-DIVERS 강사양성 및 교환 강습회

의 건전한 수상레저활동과 지역민들을 위한 생명안전체험캠프장을 운영한

대전 TOP-DIVERS' (김성훈 PDIC-IT/정구범 SEI-IT)는 3월 10일부터 7월 31

다. 또한 (주)거창수상구조대(대표 : 최수정)와 함께 여름동안 물놀이 안전과

일까지 5개월에 걸쳐 강사양성과정 3명(이주성,이주현,황형진)과, 교환과정

청소년들에게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급 시 자기 자

(ICC) 1명(주동진)이 주말반으로 인터내셔널 강사과정을 진행하였다. 김성훈,

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아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정구범 트레이너는 우수한 지도자의 인품육성과 뛰어난 다이빙 기술에 대하
여 최선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참가생들은 강한 훈련과 이
론교육강의, 수영장기술교육, 해양실습 시 교육생 케어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실무형 스쿠버강사로 거듭나고 있다.
문의 : 김성훈 TR 010-8009-4454, 정구범 TR 010-8456-2591

청주“청주마린스쿠버”오픈, 다이빙 전용버스 운영
청주지역 대표 다이빙숍이 오픈하였다. 청주마린스쿠버(대표 : 정진영TR) 는

2014 해양경찰122해양구조대 채용 전 양성 강습회
YMCA인명사무국에서는 해양경찰에서 주최하는 2014년 전국해수욕장 122
해양구조대 배치요원 채용전 인명구조요원 교육 강습회를 주관하였다.
교육은 1차(6월 23~27일)와 2차(6월 30일~7월 4일)로 2회 걸쳐 168명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이영호, 김대성, 김승태, 문태욱, 조민철, 최윤성, 이후영, 조민철, 황
선우, 황석빈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었다.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들의 편하고 재
미있는 스쿠버다이빙 프
로그램을 제공하며 참가
회원들의 최고의 편안한
다이빙 여행을 위하여
더블침대까지 완비된 21
인승 VIP 리무진버스를

2014 해군 해난구조대(SSU) YMCA 인명구조요원자격취득
과정 평가
YMCA 인명사무국에서는 2014년 7월 9일, 최강! 대한민국 해군 SSU해난구
조대 YMCA인명구조요원자격취득과정 최종평가를 시행하였다. 김명훈, 신
경준, 류지한, 김성길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었다.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정진영 TR 0104578-1188

부산“씨킹스쿠버”안전교육 & AED 설치(사진4)
부산지역 태종대의 대표 다이빙숍인 “씨킹스쿠버(대표 : 배봉수TR, 조영주IN)”
에서는 매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YMCA 안전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보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지해변은 관광
지로써 일반인들과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씨킹스쿠바에서는 일반인
과 다이버들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해 놓았다.
문의 : 배봉수 TR 010-3853-5085, 조영주 IN 010-5519-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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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KUDA 사이드 마운트 지도자 세미나 개최

김해 다이빙 투데이 제주도 투어개최

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협회회의실과 잠실 수영장에서 사이드마운트

김해 다이빙투데이(지도자 김백근)는 회원들과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성훈 감독관의 지도로 개최된 세미나는 감독관과

제주 투어를 실시하였다. 첫 해양 실습회원도 참가하였고, 서울에서 함께

교육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준 회원들과 안전다이빙, 즐거운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범섬 포인트와 문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거쳐 오용택, 임봉우, 김복식, 이병찬, 김종학, 한대

섬, 새끼섬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바다도 해외 못지않

희 지도자가 새롭게 사이드마운트 지도자로 탄생되었다. 앞으로 KUDA 사

은 경치와 볼거리들이 다양하였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였고 모든 회원들이

이드 마운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만족하는 투어였다.

2014 한국다이빙 엑스포 참가
한국다이빙 엑스포가 6월 12일 ~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경기국제 보트쇼와 같은 전시 홀에서 개최되어 관람객들의 편의가
증대되었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체험활동에 중점을 두어 관람객들
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한국잠수협회도 행사에서 협회의 중점 활동인 수
중자연보호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전시회에 많은 도움을
제공한 수중자연보호위원회(위원장 임봉우)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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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중여행스쿠버 비진도 수중정화 활동
부산 수중여행 스쿠버(감독관 한대희)는 6월 14~15일 부산지역 정기 수중정화 활동 및 정기투어를
경남 통영 비진도에서 진행하였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중정화를 진행하여 지역 어
촌계와 함께 보람된 행사로 마무리하였다. 참여한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청소년 창의체험 스노클링 및
수상안전교실 개최
한국잠수협회는 서울시 관내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2014년도 청소년 창의체
험 스노클링 및 수상안전교실’을 개최
한다.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
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안전한 수상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였고 교육은 각
학교나 청소년 관련 단체들을 통해 신
청을 받고 있다. 6월 14일에는 천일중
학교 학생들이 참가를 하여서 유익한
체험과 교육을 받았고 이후로 10월까
지 교육이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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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퍼실리티 소식
PSAI KOREA는 2014년 6월 12일(목)

PSAI Extream Team

부터 6월 15일(일)까지 경기도 고양

PSAI Extreme Team(PSAI KOREA 실버 퍼실리티 : 회장 한생호)

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4 한

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보

국 다이빙 엑스포(KDEX)에 참가하였

홀 수중 세상(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 대표 김용선)에서

다. 4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PSAI

정기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15명의 PSAI Extreme Team 멤버가 참

KOREA는 각종 교육 자제 및 교육 프

가한 가운데 정기 다이빙 및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 다이빙

로그램을 전시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은 사이드마운트, 리브리더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 되었다.

PSAI KOREA 부스에 방문해 주셨다.

PSAI Extreme Team(PSAI KOREA 실버 퍼실리티 : 회장 한생호)

이번 행사로 인해 PSAI KOREA 소속

에서는 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의 의지”와 “통일 염

회원님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었으

원”을 담아 제6회 815 “통일염원 다이빙”행사를 수심 81.5m에서

며, 많은 관람객들이 PSAI KOREA에

실시합니다.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퍼실리티
SCDA 서울 산업 잠수 학교 (플래티늄 퍼실리티 대표:정준상)

■ 신규 트레이너
정준상 IT-1436 (Nitrox Instructor Trainer) Crossover - 성낙훈 ITE
김학필 IT-1437 (Nitrox Instructor Trainer) Crossover - 성낙훈 ITE
이주헌 IT-1438 (Nitrox Instructor Trainer) Crossover - 성낙훈 ITE
서준석 IT-1439 (Nitrox Instructor Trainer) Crossover - 성낙훈 ITE

■ 신규 강사
이정자 I-1422 (Open Water Instructor) IQC - 최진전 IT
남서영 I-130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서계원 I-1429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박근용 I-143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임재형 I-143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김진택 I-1432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김동기 I-1433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남기윤 I-130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남서영 I-130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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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8월 13~15일

▶ 장소 : 울진 후포

▶ 주관 : PSAI Extream Team

▶ 후원 : PSAIKOREA

보홀 수중세상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보홀 수중세상(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대표 김용선)의 신축 객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스탠다드룸, 스위트룸,
패밀리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
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였고, 바로 앞에 펼쳐진 돌로비치가 넓고 시원
한 풍경으로 안락함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 www.boholssd.co.kr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굿다이버 서비스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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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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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amily Discodorididae 접시갯민숭달팽이 과 (신칭)
등 면은 대부분 단순하나 돌기가 있거나 변두리가 두툼한 능선형태를 보이거나, 감각돌기와 잔 돌기들이 섞인 복합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족의 앞쪽 배면에는 가로 홈이 있거나 길게 파인 홈이 있다. 해면을 먹이로 하며 몇 종에서는 위기 시 외투막을
자할(Autotomy) 한다.

106) Atagema intecta (Kelaart,1858) =Trippa spongiosa
갈색해면갯민숭달팽이
갈색 또는 진갈색바탕에 몸통 중앙에 흰 세로선이 있다. 둥글고 큰
혹 모양의 돌기에서 다시 작은 돌기가 나 있는 복합적 돌기들이 외투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2m. 제주시 사수항 -5m
▶ 사 진 : 좌동진. 고동범

막에 산재해 표면이 거칠게 보인다. 어릴 때 체색은 성체에 비해 연한
Jeju Is.

색을 띤다.
현미경학적으로 매우 작은 흰점들이 외투막, 아가미다발, 촉수 등에서
확인된다.

107) Atagema spongiosa (Kelaart,1858) =Trippa spongiosa
해면갯민숭달팽이
외형은 해면 같은 모습이 특징적이고 등 밑면은 진한 자주색, 주변부는 유백색을 띤
녹색이다. 깊게 파인 체표의 기저부에 고리무늬가 있고 이곳에서 점액성 분비물을 낸
다. 어릴 때는 흰색이 두드러지며 연한 갈색 무늬를 보인다.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 ~ 10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8m. 화순항
▶ 사 진 : 고동범. 윤병로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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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Atagema sp.(1)
노랑해면갯민숭달팽이
체색은 오렌지 바탕에 변두리에 자주색 얼룩무늬가 있고 많은 잔
돌기들이 땀띠처럼 덮여있다. 촉각 상단은 층 판 형태이며 지주는
투명하고 하단과 아가미다발은 막으로 싸여있다.
연한 흰색을 띤 10~12개의 별무늬 반점이 외투막에 방사상으로
뻗어있고 이는 자기방어를 위한 산(Acid)분비와 연관된다고 여겨
진다.
▶ 크 기 : 체장 6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6m
▶ 사 진 : 윤병로

Jeju Is.

※ Atagema sp. 로 동정되어 국명도 이에 적합하게‘노랑해면갯민숭달팽이’
로 바꿈.

109) Atagema sp.(2)
꼭지해면갯민숭달팽이
노랑 체색에 등 면에 갈색 반점이 있고 미세돌기를 확대해 보면
가는 선들이 방사상으로 뻗은 꼭지에 돌기가 위치해 있다. 촉각
의 지주는 투명하고 층 판 형태를 보인다.
▶ 크 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 사 진 : 윤병로

Jeju Is.

110) Atagema sp.(3)
땀띠해면갯민숭달팽이
갈색 체색에 등 면 중앙에는 흰 방사상의 무늬가 있고 그 변두리
에 연한 갈색 구름무늬와 흰색의 작은 돌기들이 산재해 있다.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13m
▶ 사 진 : 고동범

Jeju Is.

※ Atagema sp. 로 동정되어 국명도 이에 적합하게‘땀띠해면갯민숭달팽이’
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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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tagema sp.(4)
황해해면갯민숭달팽이 (신칭)
연노랑 체표에 갈색반점과 흰 방사상 무늬가 등 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변두리에 두드러진 흰 돌기들이 분포되어 있다.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충남 태안 -10m
▶ 사 진 : 문흥기

112) Diaulula sandiegensis (Cooper,1862)
반점융단갯민숭달팽이
유백색 또는 황갈색의 몸통에 아주 가는 돌기들이 등 면 전체에 융단처럼 돋아있고 몇 개의 진한갈색 원형반점 또는 고리모
양의 무늬가 분포하며 촉각과 아가미다발은 체색보다 좀 더 밝은 색을 띤다. 찬 바다에 서식한다.
▶분
포 : 북미의 알래스카부터 멕시코. 일
본. 한국의 동해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강원도 울진. 경북 영덕 -20m. 대진
▶사
진 : 안남희. 김억수. 김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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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Discodoris coerulescens (Bergh,1888)
반점갯민숭달팽이 (신칭)

Jeju Is.

회백색 체색에 외형이 D. lilacina와 유사하게 보이나,
좀 더 밀집된 돌기들과 촉각 아랫부분에 막이 둘려있
고 외투막 외연에 흰점들이 분포해 있다. 15m 이내의
비교적 얕은 수심에 서식한다.

▶ 분 포 : 서인도양. 서태평양. 필리핀. 일본. 한국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2m. 제주시 사수항
▶ 사 진 : 이운철. 윤병로. 조성철

114) Discodoris concinna (Alder & Hancock,1864)
누더기갯민숭달팽이
회갈색 체색에 등 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다수 나있고 흑갈색 둥근 반점이 중앙부 양측의 측면
에 4쌍 정도 두드러져 보이고 희미한 반점들이 등 면에 고루 산재해 있다. 배면에도 잔 갈색의
반점들이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다.
▶ 분 포 :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 사 진 : 고동범

115) Discodoris lilacina (Gould,1852) = Discodoris fragilis
얼룩이갯민숭달팽이
체형은 둥근 원형이며 옅은 회갈색 체색에
넓고 검은 갈색 반점이 여러 개 나타나며 성
체에서 끝이 흰색인 잔 돌기들이 성글게 분
포 해 있다.
자할(Autotomy)을 하는 종으로 포식자의 위
협이 있으면 촉각에서부터 아가미다발 사이
의 높게 융기되어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외투
막 변두리를 둥글게 잘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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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 일본.
한국의 남해. 울릉도.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2m. 경남 통영
▶ 사 진 : 고동범

Jeju Is.

116) Discodoris sp.(1)
점납작갯민숭달팽이
D. concinna 와 유사한 외형을 보이나 회갈색 체색에 등 면에 잔 돌기들이 무수히 있고 옆면의 중앙에 흐릿하나 체색보다 진한 회갈색의 둥근 무늬
가 4쌍 정도 있고 배면은 점무늬가 없는 깨끗한 유백색이다.
▶ 분 포 : 제주도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3m
▶ 사 진 : 고동범

Jeju Is.

117) Discodorid (2)
얼룩반투명갯민숭달팽이
둥글고 납작한 체형에 몸통 중앙부에 세로능선이 돋아있고 양쪽으로 갈색반점과 연갈색의 돌기들이 산재하며 외투막 변두리는 노랑 반점들이 밀
집 해 있다. 가장자리에는 가는 흰 선이 주름진 파상 형태를 보이며 움직임이 느리고 바위 면에 부착 서식한다.
▶ 분 포 : 제주도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3m
▶ 사 진 : 고동범

Jeju Is.

118) Hoplodoris armata (Baba,1993) = Carminodoris armata
갑옷갯민숭달팽이
체형은 타원형의 넓은 외투막, 연갈색 바탕에 진갈색이 혼재된 체색에 다양한 크기의 끝이 둥근 돌기들이 산재한다.
돌기들의 윗부분은 두툼하고 중간부분은 가늘며 기저부는 반투명한 갈색을 띠나 흰색 고리가 둘러진 것들도 있다.
▶ 분 포 : 일본, 한국 동해와 남해. 제주도
▶ 크 기 : 체장 100 mm
▶ 촬영지 : 서귀포시 새섬. 범섬 -15m. 강원도 강릉. 경남 사천
▶ 사 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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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Hoplodoris cf. armata (Baba,1993)
Jeju Is.

갑옷갯민숭달팽이
갑옷갯민숭달팽이와 흡사하나 돌기와 체색에 약간 차이가 있다.
▶ 크 기 : 체장 80 ~ 100mm
▶ 촬영지 : 서서귀포시 문섬 -12m. 북제주군 애월 -10m
▶ 사 진 : 고동범. 김병일

120) Hoplodoris bifurcata (Baba,1993)
= Carminodoris bifurcata
= Carminodoris nodulosa

Jeju Is.

동전갯민숭달팽이
중형 크기이며 체색은 노랑갈색, 등 면의 중앙부인 촉각 뒤부터 아가미다발 앞
까지는 갈색을 띤다. 끝이 뭉툭한 굵고 짧은 갈색의 다양한 크기의 돌기가 있
고 그 기저부는 흰색 고리가 둘러있다. 촉각 상단은 층 판 형태를 보이고 갈색
아가미다발에 흑갈색 선이 혼재되어 있다.
▶ 분 포 :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 사 진 : 윤병로

고동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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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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July/August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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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360쪽·값 12,000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의 수화법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값 10,000원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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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광·670쪽·값 45,000원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글 이원교·값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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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서.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
값 18,000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
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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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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i-pdic.com

SCUBA
EDUCATORS
INTERNATIONAL
Former YMCA SCUBA
Since 1959

PROFESSIONAL
DIVING
INSTRUCTORS
CORPORATION
Since 1969

We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Fun, Service
and SCUBA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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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팅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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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