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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PHOTOFOLIO
마르첼로 디 프란체스코
(Marcello Di Francesco)

2014 SSI 고성 다이빙 축제
황윤태의 Marine Essay
꽃우산해파리
바다를 알자!
강영천 박사의 잠수의학 Q&A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에 관하여
해난구조
인생의 제2막 스쿠바 강사되기
Department of Defense - Part Two
수중생태 이야기 100가지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테크닉 / 구도

전자잡지 보기

필리핀 세부의 최북단에 위치한

말라파스쿠아 섬 다이빙
남태평양의 섬나라
정가 12,000원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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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양

시계 기능

발열조끼
AMPHIBIOUS THERMO - HEAT VEST

스위치 위치는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점선표시 내 위치 이동 가능

•용 도 :
•재 질 :
•형 태 :
•발열 반사판 :
•주머니 :
•안전장치 :
•전압 및 배터리 :
•사용시간 :
•배터리 무게 :
•충전시간 :
•작동상태 확인 :
•스위치 :
•작동방법 :

•스위치 위치 :
•최대 작동수심 :
•결선방식 :
•세탁방법 :
•사이즈 :

육·해상 겸용 발열조끼로 왯슈트, 드라이슈트 내부에 착용
스판덱스 라이크라, 등 상부에 이중으로 처리된 8온스 스판 원단
에너지 효율을 위해 등 상부에 발열 반사판(외부로 열 유출 차단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열판 손상 시 교체 가능. 앞부분 전면 지퍼를 부착하여 착용이 편리
등 상부에 발열 원단을 사용하여 휘어지거나 구겨져도 문제가 없음(타 제품은 열선 사용)
좌, 우 옆구리 부분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부착

과열차단센서 자동제어
12.6V, 삼성 Lithium Li-ion 대용량 배터리(리튬 이온)
1단-3시간, 2단-2시간, 3단-1시간(3단 조절가능)
좌, 우 400g 이내(1개당 200g)
5시간 충전 시 100%완충
수중에서 진동 신호
마그네틱 푸쉬 방식(100%방수)수중작동
1단계~3단계 온도조절 가능
1회 누름시-진동으로 1회 울림(약45°~ 60°유지)
2회 누름시-진동으로 2회 울림(60°~ 80°유지)
3회 누름시-진동으로 3회 울림(80°~ 120°유지)
스위치 OFF-진동 길게 한번
왼쪽가슴 부위,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위치 이동 가능
수중 200M
방수 컨넥터
발열판 분리 후 손세탁 및 세탁기 사용 가능
M, L, XL, XXL

* CE 유럽안전기준 출원중

수입공급원:
본사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Tel:(02)2297-5006 Fax:(02)2297-5070
E-mail:marinebank@naver.com

수입공급원:

서울 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7길 69
Tel:(02)2297-5006
Fax:(02)2297-5070
Tel:(02)471-0628
Fax:(02)471-0629

E-mail:marineb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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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TEC
에버텍 드라이 슈트
고품질 강력 3중 소재로 만들어진 에버텍슈트는 드라이슈트 라인에 가장
최근 추가된 제품입니다. 긴 대각선 전면 지퍼, 신축성 있는 몸체, 유연한
씰과 네오프렌 양말로 구성된 에버텍은 편안함, 유연성, 견고성 간의 최상의
균형을 제공 합니다.

EVERDRY 4
에버드라이 4
에버드라이 4는 메탈릭한 실버 그래픽과 로고가 새겨진
스쿠바프로의 품질과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mm 고밀도 네오프렌은 원단
•Si-Tech (씨텍)의 균형식 흡기 밸브와 조절식 배기 밸브 사용
•부드럽고 유연한 네오프렌 양말, 네오프렌 손목 씰 사용
•지퍼가 달린 주머니 부착
•남성용 싸이즈와 여성 싸이즈 별도
EVERDRY 4 MEN'S
•5/6.5mm 두께의 후드와 네오프렌으로 된 안면 및 목 씰,
소프트 스킨, 공기 배출 밸브 장치
•포켓 1개 포함

EVERDRY 4 WOMEN'S

수입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4-5번지 1층
Tel:(02)2297-5006 Fax:(02)2297-5070
E-mail:marineb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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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④
바다(Sea)는 다른 말로 해양(Ocean)이라고도 한다. 지구 전 표면의 약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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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테크닉
제5회 좋은 구도의 사진을 찍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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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92

캐논 파워샷 D30
스쿠버다이빙하며 바닷속 천혜자연 방수카메라로 담는다

MEDICINE & LAW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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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강광순 교수 칼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에 관하여
요즘 들어 SNS를 보면 스쿠버 교육을 하는 모든 단체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쿠버 교육은 물론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을 하며 홍보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본인은 응급처치 시에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영어 :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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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Department of Defense – Part Two
국방부가 배워야 할 해양생물의 방어 전략 - 2편
우리는 앞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2년 11/12월호(제152호)에서 해양생물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양생물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는 종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수많은 예가
있어 여기서 한 번의 글로는 도저히 전부 다룰 수가 없으므로 이번 호에서 절반을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국방부가 배워야 할 해양생물의 방어 전략 - 3편’이란
제하로 나머지 절반을 다루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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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 이야기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 이야기 100가지
한국후새류도감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한국후새류도감’
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의 노력으로 발굴 된 60여 국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6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
정이다. 더불어
‘한국후새류도감’
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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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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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린뱅크 / 포스엘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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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내 아버지보다 연배가 높으셨던 당시 63세의
지긋하신 다이브 마스터께서 강사교육에 참가하면서 말씀하셨다.“내가
사업하면서 애들 다 키워놓고, 골프부터 승마까지 안 해 본게 없는데 죽어라 해도
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스쿠바는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프로가
되잖아!”물론 재시험을 보셨지만 그분은 프로가 되셨고, 인생의 제2막을 살고
계신다. 여기 변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스쿠바장비 세일즈맨에서
CEO까지, 그리고 PADI 설립자인 존크로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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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 3. 해난선박의 탐색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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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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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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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010-3788-0314 E-mail. aquamar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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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투어 ①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Fiji] 다이빙
남태평양에 위치하는 피지는 다이빙지의 구분으로 서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편의상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지도에 보면 피지에서 가장 큰 섬이 비티레부(Viti Levu ; Great Fiji 라는 뜻,
0,389㎢)이며, 동북쪽의 바누아레부(Vanua Levu, 5,538㎢)가 두 번째 큰
섬이고 그 측면의 타베우니(Taveun, 435㎢) 섬이 세 번째로 큰 섬인데
타베우니는 중부권(남쪽지역)의 칸다부(Kadavu, 408㎢) 섬과 크기가
비슷하다. 피지제도의 서부지역은 비티레부의 서북쪽 바다인 야사와(Yasawa)
제도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 난디공항 좌측에 있는 섬들(마마누다 제도)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중부지역은 비티레부의 남쪽 해안인 코랄 코스트(Coral
Coast), 벵가(Beqa) 섬, 야누다(Yanuca) 섬, 수바(Suva), 칸다부(Kadavu)
섬을 포함한다. 북부지역에는 사부사부(Savusavu), 나메나(Namena) 환초,
타베우니(Taveuni) 섬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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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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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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2014년 1/2월호부터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기로 하였습니다.

www.sdm.kr
전자잡지 주소

다이빙 여행을 갈 때 스마트폰(태블릿)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매거진을 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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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여자대학교

마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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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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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수
열
노마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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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마린

에버레져

E: wooinsu@hanmail.net
T: 010 3704 8791

2월 14일 ~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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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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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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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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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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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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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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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에 조건을
갖추셨나요?

지금 도전 하세요!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에 연락 하셔서 PADI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의 하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 지역의 가장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에 연락하시거나
padi.co.kr 에서
를 방문하세요.
© PADI 2014

PADIProducer

PADI

PADI

자신감
책임감
준비된

야간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정밀 부력

레스큐 다이버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2014년 여러분의 다이빙
어드벤쳐를 게속하세요
다이빙 연속 교육을 위하여, 여러분
지역의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오늘 방문 하세요
www.padi.co.kr

다음에서 PADI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세요:

Blog

© PAD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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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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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부터
PADI 강사시험 일정

10월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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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트레이너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SDI.TDI.ERDI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TENDINGTHERANGEOFYOURDIVINGKNOWLEDGE EXTENDINGTHERANGEOFYOURDIVINGKNOWLEDGE

김동훈

노남진

문승범

권경혁

손의식

포항 Dive11
& Cafe marine

전북 익산
남진수중잠수학교

경기 안산
테마 스쿠버

필리핀 세부
씨홀스다이브

필리핀 아닐라오

054-262-7809
010-2504-0459
dive11@naver.com
www.dive11.co.kr

063-855-4637
010-5654-0717
nonamjin@naver.com
www.nonamjin.com

031-485-3600
010-8222-5355
msbnr@naver.com
www.tmscuba.co.kr

070-8616-7775
070-8271-7772
+63-927-710-6993
asitakwon@naver.com
www.seahorsedive.co.kr

몬테칼로리조트
070-8285-6306
+63-919-301-5555
+63-927-527-5555
divestone@hanmail.net
www.mcscuba.com

최용진

최성기

권성훈

정용선

김진규

서울
아띠 다이브

서울
아띠다이브

사이판
D.P.I.Saipan

필리핀 세부
뉴그랑블루리조트

경기 성남

010-6298-6380
mrcopspaul@gmail.com
www.attydive.com
www.all4blue.com

070-7583-9862
010-7697-1112
pndiver@naver.com
www.attydive.com
www.all4blue.com

070-8243-1910
사이판 +1-670-989-5800
roy460283@hotmail.com
cafe.daum.net/gosaipan1

070-8248-8770
+63-917-707-1470
010-6675-8770
topedo00@nate.com
www.cebutour.co.kr

해마스쿠바
010-5314-5422
jinkyung8282@hanmail.net
www.scuba24.com

강재철

김도형

강규호

정무용

유종범

필리핀아닐라오
다이브 7000

서울 강동
골드피쉬
레포츠클럽

제주 서귀포
제주 다이브

서울
엘피노이

경기 수지,분당
인어와마린
수지잠수풀

070-4641-1787
+63-905-297-1787
+63-908-125-7777
kjc1793@dive7000resort.co.kr
www.dive7000resort.co.kr

070-7561-5690
010-4914-5690
hok0519@naver.com
www.goldfishclub.co.kr

010-2699-9582
jejudive@naver.com
www.jejudive.com

010-3297-1889
mychung@kiost.ac

031-262-1829
010-5346-3333
scuba@mnmscuba.co.kr
www.mnmscuba.co.kr

반평규

전대헌

이성호

변정태

임재현

경기 일산
반스 테크니컬
다이브아카데미

경북영덕축산
푸른바다리조트

서울 강원
경희대학교

대구 수성구
오션블루

서울
버블 홀릭
테크니컬팀

010-3105-0556
bpg1007@daum.net
cafe.daum.net/bansdiver

010-3516-6034
bsresort4874@nate.com
bsresort.co.kr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053-291-2345
010-3154-1100
wjt1103@naver.com

010-9127-0017
muguri72@hanmail.net
www.bubbleholic.co.kr

국용관

김종환

이상욱

이주언

오경철

필리핀 사방

서울 골드피쉬
추자도다이브리조트

울산
토니의수중세계

경남
고성 스쿠바

서울
캡틴 다이브

파라다이스리조트

필리핀 +63-917-737-4647
smric@hanmail.net
www.paradise-dive.net

02-3437-5410
010-3763-2589
7632589@hanmail.net
www.goldfishclub.co.kr

010-3847-6887
052-236-7747
tdisdiulsan@hanmail.net
cafe.daum.net/O2DIVER

010-3569-5522
zetlee2@gmail.com
gsscuba.com
facebook.com/gsscuba2

010-5236-1865
captaindive@hanmail.net

조동항

허영도

권혁기

정홍덕

윤병철

경북
예천스쿠버

(Victor)
제주
아라 다이브

서울, 수원
액션스쿠버

경북 포항
모포다이빙교육캠프

경기 파주
자유로 스쿠버

010-3820-5426
cho-hang1960@hanmail.net
www.yechon-scuba.com

064-732-4832
010-9520-0038
heoyongdo@naver.com
www.aradive.com

02-787-0215
010-9031-7825
ann611@hanmail.net
www.dive2world.com

054-282-5412
jhddiverschool@hanmail.net

010-5035-9093
ybc1667@hanmail.net
www.jyrsj.co.kr

SDI.TDI.ERDI 에서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의 트레이너에게 연락하세요.

We Lead, Others Follow.

20주년 기념
SDI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행사내용 : 2015년 2월 28일까지 SDI 크로스오버 교육에
참가하는 강사님들은 20명의 오픈워터 발급비용과
20권의 오픈워터 매뉴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지금 SDI.TDI.ERDI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세요 !

www.tdisdi.co.kr

EDITOR’
S COLUMN

아는 만큼 보인다
You Can See Only As Much As You Know

스쿠바다이빙은 무척 흥미진진하고 매력있는 스포츠이다. 또한 항상 긴장을 유발하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다이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다이버들을 보면 대체로 물을 좋아
하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저마다의 이유로 다이빙을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
업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로 다이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그 바다가 그 바다이다.’
라고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를 식상해하고 중간에 그만
두는 다이버도 생긴다. 또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다이빙 기술이 미숙하여 어느 순간 위험에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극복하지 못
하고 다이빙을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글 구자광(발행인)
다이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미를 주는 요소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
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숙달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처음 다이빙
을 할 때는 자신이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것 같은 신기함과 모험심으로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새로운 호기심이 사라진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긴장시키고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이빙 교육단체에서도 다이버들이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
고 고민하고 있다. 본지도 다이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이버들이 관심
을 둘 만한 다이빙 정보와 소재를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요즘 다이버들의 다
이빙 형태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즐기는 스타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형태인
것 같다. 첫 번째는 입수 후 중층에 떠서 바닷속에서 새가 된 듯이 유유히 날아다니는
형태이다. 이런 다이버는 물속에 들어가는 느낌과 주로 대물만을 구경하는 형태를 취한
다. 두 번째는 바닥이나 절벽에 바짝 붙어서 작은 생물들을 찾아보고 수중생물들의 모
습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형태이다. 다이빙이 끝나면 도감을 찾아보고 생태를 공부
하는 탐구파들이 하는 스타일이다. 세 번째는 수중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 원하는
생물이나 소재를 찾아다니며 수중영상을 즐기는 형태이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지만 어떤 리조트에 근무하는 필리핀인 가이드가 필자에게 리조
트를 찾는 한국인 다이버와 일본인 다이버들의 다이빙 형태를 비교해서 들려준 적이 있
다. 그 가이드에 의하면 한국인 다이버들은 입수해서 생물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물의
중층에 떠다니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큰 대물만 대충보고 출수하는 반면에 일본인 다
이버들은 입수해서 어떤 특이한 수중생물을 발견하면 모든 다이버들이 수중생물을 둘러

싸고 번갈아 가면서 오랫동안 살펴보며 이동이 적다고 한다. 그

나타나는 수중생물들을 놓치지 않도록 긴장하며 사방을 둘러본

필리핀 가이드가 표현하기를 한국인 다이버들은 그야말로 들어

다. 조류가 강한 지역은 조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

갈 때도 핑! 다이빙 유영할 때도 핑! 출수할 때도 핑! 한다고 한

고, 난파선이나 동굴이 있는 지역은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랜턴

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만 사실 바닷

을 준비하여 어두운 곳도 자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이빙

속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인가 하는 생각

을 하다 새롭게 만난 생물들은 출수한 후 도감을 이용하여 이름

도 든다.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는

과 특징, 다른 지역의 분포도를 살펴본다. 로그북을 기록하여 자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생물체가 많은 사이트는 조금 더 자세히

신의 다이빙을 점검하고 그 때의 감정을 기록하면 나중에 또 다

수중생물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조류가 세거나 대물이

른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나오는 사이트는 중층을 유영하거나 바위에 몸을 고정해서 감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어떤 특정한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바닷속 생물들의 생태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다. 실제로 자세히

없고 사이트에 따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면 된다.

들여다보면 정말 특이하게 생기거나, 성질이 사납거나, 움직이는
모습이 흥미진진한 생물들도 많다. 먹이사냥을 하는 모습, 청소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자신이 교육받을 때 배웠던 방법대로 다이

를 받는 모습, 수시로 변장을 하는 모습, 서로 공생하여 열심히

빙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와 같이 다이빙하면서 그 강사의 스타일

자기 몫을 하는 모습 등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바닷속에서 다

을 따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자격증만 덩그러니 취득한

양한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도 또 다른 흥밋거리다.

이후 혼자서 다이빙을 다니다 보니 다이빙 방법이나 기술이 취약
한 다이버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다이빙하는 스타일은 다이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이빙은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재미있는

마다 다르다. 제대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다이빙 방법을 선택하든 무

면 재미도 반감되고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안전하게 다이
빙을 하려면 처음에 다이빙을 배울 때 익혔던 다이빙 관련 정보

다이빙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을 좀 더 재미

와 기술들을 끊임없이 숙달되게 만들고, 다이빙 정보와 기술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할

바뀌었거나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때 그 내용들을 빨리 습득하는

일은 자신의 다이빙 스타일을 점검하는 것이다. 자신이 다이빙을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받았던 교육내용에 대해 시간이 지나 잊어버

할 때 자세는 어떠한지, 수중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수칙은 잘 지

렸거나 제대로 습득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재교육을 받거나 계속

키고 있는지, 물속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방법은 알고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다이빙 관련 잡지나 책을 참고하

있는지, 다이빙 도중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수중생물에 대

여 늘 최신의 흐름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

한 기초지식은 있는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는지 등

하다. 다이빙은 습관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해

을 생각해 본다. 또한 다른 다이버들의 다이빙 스타일을 참고하

야 하는 스포츠이다. 경력이 아무리 많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여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하여도 내일은 어떤 위험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다이빙이 취미이든 직업이든 다이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흥
다이빙 투어가 계획되어 있다면 사전에 여행하는 다이빙 장소에

미진진한 다이빙 여행을 안전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물론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장

지금까지도 멋지게 다이빙 여행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아주 많다.

소의 다이빙 사이트에는 어떤 생물들이 많고 어떻게 즐기면 되는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다이버가 있다면 자신의 안전

지, 장비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주변의 날씨는 어떤지, 주

과 즐거움을 위해 한 번 더 기본수칙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

변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면 즐거움이 배

이빙은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앞으

가 된다. 또한 여행을 가면 접사 포인트에서는 작은 생물들을 세

로도 모든 다이버들의 인생에 있어 다이빙이 특별하고 매력적인

심하게 관찰하고, 광각 포인트에서는 전체의 분위기와 사방에서

취미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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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60 TACTICAL

new

MK25/G260 TACTICAL
•G260의 기초 기술에 더하여 고강도 나일론 화이버
글라스 케이스 및 dark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링
•최상의 컨트롤과 편안함을 위한 스위벨 호스
•스텔스 디자인의 노브와 너트
•공기 흐름 조절 밸브
•동계 다이빙에 적합한 메탈 부품
•다이버 조잘 VIVA
•호스 방향 전환 가능

S560

new

MK21/S560
1단계
•피스톤 방식의 신형 1단계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독특한 열 교환방식의 동결 방지 디자인
•저압포트 4, 고압포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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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량의 테그노 폴리머 배럴
•에어 발란스 Flow Valve
•고속 배기 밸브
•다이버 조절 VIVA
•금속 부품

FREEDIVING
카본 S1

CARBON S1

카본 S2

CARBON S2

스트림 프로

STREAM PRO

스틸 마스크

STEEL MASK
노즈 클립

NOSE CLIP

애프니아 스노클

APNEA SNORKEL

수입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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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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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 2468)의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수상자 명단
금상 : 이민정(광각), 장기영(접사)
은상 : 양승철(광각), 강현주(접사)
동상 : 박동훈(광각), 전태호(접사)
입선(가나다 순) : 강현주, 김광복, 김기준, 김재석, 김학주, 박인수, 손동수, 양승철, 엄기석, 우종원, 원하경, 이민정, 장기영, 황욱

상품 협찬 : (주)우정사
금상

- 보편적인 백업용 다이빙 컴퓨터

BUD
OCEANIC
DIVING COMPUTER

- 다른 컴퓨터들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수요소 설정이 가능한 듀얼 알고리즘 내장
- 간단하고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 나이트록스 50%까지 가능

\600,000

-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배터리
- 안전 정지 카운트다운
- 유니버셜 클립

동상
은상

M-211 TUSA MASK

\150,000

- 최고의 피팅감과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프리덤 테크놀러지 스커트

MB-2S TUSA 매쉬 가방

\60,000

- 마스크 스커트의 부위별 두께를 차별화하여 최적의 Super Free Fitting 실현

- 조절가능한 손잡이

- 착용 시 One-Fitting 가능

- 배수가 되는 메쉬구조

- 아시아인을 위한 최적의 피팅라인

- 사이즈: 66cm(L) x 36cm(W) x 41cm(H)

- 흔적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금상 Gold Prize 이민정
부채산호와 다이버
NIKON D700, f/6.3, 1/125

52

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양승철
물고기 무리
NIKON D800E, f/7.1, 1/160

광각부문
동상 Bronze Prize 박동훈
인공어초와 다이버
NIKON D300, f/10.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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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Gold Prize 장기영
두마리의 새우
OLYMPUS TG-3, f/5.6, 1/250

54

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강현주
아네모네 피쉬
SONY DSC-RX100, f/9.0, 1/500

접사부문
동상 Bronze Prize 전태호
베도라치 얼굴
NIKON D800E, f/2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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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Selected 강현주

입선 Selected 김광복

입선 Selected 김기준

입선 Selected 김재석

입선 Selected 박인수

입선 Selected 손동수

56

입선 Selected 양승철

입선 Selected 엄기석

입선 Selected 우종원

입선 Selected 우종원

입선 Selected 원하경

입선 Selected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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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Selected 장기영

입선 Selected 김학주

입선 Selected 장기영

입선 Selected 황 욱

58

입선 Selected 황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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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58회

꽃우산해파리

우산 직경 15cm 정도의 꽃우산해파리(Flower hat jelly)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1, 1/250, Z-240X2, RAW, -10m, Jeju Korea

상향앵글로 노출값을 수정하지 않고 배경에 물색을 넣었다. 꽃우산해파리(Flower hat jelly)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1, 1/250, Z-240X2, RAW, -10m, Jeju Korea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멋진 피사체와 갑자기 만나면… 당황하기 쉽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다가(또는 버
벅거리다가) 셔터 찬스를 놓치거나, 급한 마음에 생각없이 셔터를 막 당기면 결국 그저 그런 이미지만 남발하
게 된다. 하지만 평상시 좋은 느낌의 사진을 머리에 담아둔 이는 그 앵글을 흉내 내게 되고, 각성과 더불어
단지 몇 번의 경험을 가지면 그건 자신의 것이 된다. 실력과 내공은 그렇게 자성(自省)에 의해 쌓여 간다. 좋

황윤태 Hwang Yuntae

은 작품집엔 촬영자의 심미안과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거기서 뭔가를 얻는 사람은… 현명한 자이다.
작품집 사는 것을, 보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 드린다.
첨부한 2장의 이미지는 2011년 8월 제주 문섬 인근에서 촬영한 것으로, 줄도화돔의 구내보육 장면을 촬영
하고 돌아오는 길에 출수 직전 만난 피사체이다. 체장 15cm 정도이므로 60mm 마크로 렌즈가 적합했지만,
수중에서 렌즈를 교체할 방법은 없고, 일단 조리개를 조여 꽃우산해파리의 독특한 디테일을 선명하게, 셔터
스피드를 X접점으로 자연광의 유입을 차단, 더욱더 확실히 처리하고자 약간 하향앵글을 선택하고 스트로브
의 빛만으로 피사체를 밝혔다. 디테일은 살리고 배경은 죽였다는 말이다.
문제는 우측 이미지로 배경에 물색을 표현하려면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개방하여 자연광을 이용해야 하는
데, 허공인지라 셔터스피드를 늦추면 손 또는 피사체 떨림이 발생하고, 조리개를 개방하면 105mm 마크로
렌즈의 특성상 피사계 심도가 얕아져 디테일이 뭉개진다는 것이다. 고심 끝에 노출 값을 그대로 둔 채 자연
광을 이용할 수 있는 상향앵글을 찾아 셔터를 끊었고, 의도한바 물색과 디테일 양방이 표현되었다.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주에
거주하면서 국·내외의 바다를 무대
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수중사진가.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수중촬영장
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를 운영중.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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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스트
SSI 인스트럭터 -즐거움이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마린하우스

다이브 파크

(제주 서귀포)

(서울 동작)

(전북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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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스쿠바
(경북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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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찬

(주)레저클럽
(서울 강동)

오호송

다이브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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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달장애
운동능력개발
협회

김영중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네모선장
리조트

스쿠버월드
(대구 달서)

손완식

고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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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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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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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아카데미

제이 다이버
(경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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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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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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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스쿠바
라이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주시)

스쿠버원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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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김원국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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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바다로
스쿠바

(경북 경주)

(충북 청주)

문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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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브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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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테크니컬
교육단

(서울 송파)

(서울 송파)

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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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니컬
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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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연락처:010-2698-9948
이메일: k119y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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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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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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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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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부산 동래)

이성복

(부산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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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

이윤지

(경기 광명)

정영수

(경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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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스포츠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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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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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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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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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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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니컬 교육단

유재철

010-3888-676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65-2 으뜸빌딩 2층

아쿠아시스템

이명섭

010-378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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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아

노명호

010-4105-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463-2 103호

㈜레저클럽

오호송

010-5416-522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6-2 드림팩토리 1층 101호

W-STATE

우정석

010-6489-7689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1-11 신한빌딩 10층

팀보니또

김태훈

010-3797-5132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42-2

액션스쿠버

이민정

010-8521-4707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구수동) 액션스쿠버

㈜디브이인사이드

박상훈

010-8512-228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20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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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맨

임정택

010-6760-3138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2792 특수임무수행자회 임정택

다이브 파크

정영수

010-3766-68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3-6 애니카랜드 대방점

스쿠바조아

김희석(윤기명)

010-9844-044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79-19 지하1층 스쿠바조아

진스다이브

진신

010-5351-923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37 금호연립 A-101호

씨앤조이 스쿠버

이재욱

010-6280-0952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2길 7 (신정동) 지층

양천 씨앤씨

김형진

010-2372-4135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481-31 한성 나-401

SLP CLUB

김영욱

010-4396-584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55-13 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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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포세이돈

이우빈(오태석)

010-6387-90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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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LF문암 다이브 리조트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19 네모선장리조트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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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Korea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아야진스쿠버리조트

이성행

010-4343-88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 큰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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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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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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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567-0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

위덕대학교

010-4557-2575

엄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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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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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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o’
s bio for“Scuba Diver”
수중사진작가 마르첼로(이탈리아)

In 2008, Marcello became a PADI instructor and,
in the following year, he become more involved in
the world of underwater photography. His love and
dedication of marine photography has culminated in
many accolades. In addition to winning numerous
photo competitions, Marcello’s unique marine
imagery has been published in articles and graced
the cover of various dive magazine.
2008년에 마르첼로는 PADI Instructor가 되었고 이듬해에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가 되었다. 바다에 대한 그의 애정과 헌신은 수많은
찬사로 돌아왔으며, 수많은 사진전에서 입상을 했다. 마르첼로만의
수중사진은 여러 다이빙잡지의 칼럼으로 게재되었으며 표지사진
으로도 사용되었다.

Marcello’s perferred cameras are Canon, with
Inon strobes, for underwater shooting. Currently,
he deploys a Canon EOS 5D Mark III Digital SLR
camera, housed in a Nauticam NA-5DMKIII.
마르첼로가 선호하는 카메라는 수중촬영을 위한 Inon 스트로브가
달려있는 Canon 카메라이다. 현재에도 그는 Canon EOS 5D Mark
III Digital SLR 카메라와 Nauticam NA-5DMKIII 하우징을 사용한다.

It is a pleasure to introduce an accomplished marine photographer, Marcello Di
Francesco, to our “Scuba Diver” readers. Marcello resides in La Spezia, Italy,
a small town near the Ligurian Sea. His entire life has been tied to the sea
and he discovered a passion for underwater phography, during a dive trip to
the Maldives in 2003. That passion has motivated him to dive more than one
thousand times, at site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Indonesia, Micronesia,
Maldives, Philippines, Egypt, Sudan, Saudi Arabia, Mexico, Tanzania and
Madagascar, just to name a few.
우리‘스쿠바다이버’잡지 독자들에게 수중사진가인 마르첼로 디 프란체스코(Marcello Di

Although Marcello is already a very accomplished
marine photographer, he still aspires to improve his
skills and continue traveling to exotic oceans so that
he can photograph and share the wonderful “blue
world” with everyone through his unique underwater
imagery! “Scuba Diver” applauds his endeavor and
appreciates his beautiful photographs.
비록 마르첼로가 이미 수중사진작가로서 많은 족적을 남겼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기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만의 수중사진
을 통해 모든 이들과 환상적인“푸른세계”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스쿠바다이버’지는 그의 노력과 그의 아름다운 사진을 평가해서
박수갈채를 보낸다.

Francesco)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마르첼로는 이탈리아의 리구리안해(Ligurian Sea) 근
2003년 몰디브로의 다이빙 여행에서는 수중사진을 통해 열정을 발산했다. 이 열정은 그가 인도네시

More of Marcello’s underwater images can be viewed
on his website at : www.marcellodifrancesco.com.

아, 미크로네시아, 몰디브, 필리핀, 이집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를

마르첼로의 더 많은 수중사진들은 그의 웹사이트인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000번 이상의 다이빙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www.marcllodifrancesco.com 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처의 작은 마을인 라 스베치아(La Spezia)에 살고 있다. 그는 여생을 바다에 매달려서 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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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 n' Blue
- Candy crab in double exposure
- 이중노출에 의한 캔디크랩
Maratua, Indonesia
Canon Eos 5D mkIII + Canon 100mm F18 1/200 iso 50
(double exposure) - Nauticam Housing

Back Leaf
- The color of the Leaf Fish
- 나뭇잎고기의 색
Shangalaki, Indonesia
Canon Eos 5D mkIII + Canon 100mm F20 1/200 iso 200
Nauticam Housing

Vintage
- Classic wide angle shot with model
- 모델이 있는 고전적인 구도
Elphistone reef, Egypt
Canon Eos 5D mkIII + tokina 10-17mm F11 1/80 iso 200
Nauticam Housing

Save our Sea!
- Morning dive in an amazing reefscapes
- 아름다운 산호초
kakabang, Indonesia
Canon Eos 5D mkIII + tokina 10-17mm F22 1/250 iso 200
Nauticam Housing

The Intruder
-“Cymothoa exigua”a parasitic crustacean that
attaches itself to the fish's tongue
- 물고기의 혀를 대신하며 기생하는 기생충
Levanto, Italy
Canon Eos 5ooD + canon 100mm F11 1/200 iso 100
Nauticam Housing

Depth Colors
- The beautiful big brother wall in red sea
- 홍해의 아름다운 연산호
Big Brother, Egypt
Canon Eos 5D mkIII + tokina 10-17mm F9 1/60 iso 200
72
Nauticam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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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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국방부가 배워야 할

해양생물의 방어 전략 - 2편

Department of Defense - Part Two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Nudibranchs or sea
slugs have developed
sophisticated chemical
and stinging defensive
systems to replace the
loss of the gastropod
shell.
나새류나 바다 민달팽이는
화학물질 및 쐐기세포를 사
용하는 정교한 방어체계를
발달시켜 복족류의 껍데기
소실을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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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irst discussed how marine critters

우리는 앞서 <격월간 스쿠바다이

defend themselves in the November

버> 2012년 11/12월호(제152호)

2012 issue of SCUBA DIVER(vol.152). In

에서 해양생물이 어떻게 자신을

that article we focused on sea slugs and

방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covered basic defense strategies such as

그 글에서는 바다 민달팽이에 초

use of chemical deterrents, stinging cells,

점을 두었고 화학물질과 쐐기세

and how this allows individuals to defend

포의 사용처럼 기본적인 방어 전

themselves in order to successfully

략과 이러한 전략으로 어떻게 개

reproduce and pass on their genetic

체들이 자신을 방어해 성공적으

information to the next generation.

로 번식하고 자신의 유전 정보를

Like sea slugs that have replaced the heavy shell of their

다음 세대에 전하는지를 소개했다. 자신의 복족류 조상이 지니

gastropod ancestors with new“high tech”defense systems,

고 있던 주체스런 껍데기를 새로운‘첨단’방어체계로 대체한

most other species have undergone similar changes adding

바다 민달팽이처럼, 기타 대부분의 종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armament, changing behavior or their lifestyles to protect

무기를 추가하고 행동이나 생활양식을 바꾸는 등 비슷한 변화를

themselves. Species or individuals not able to defend

겪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종이나 개체는 결국 멸종하고 말

themselves obviously die off, wasting thousands if not

아, 수백만 년은 아닐지라도 수천 년에 걸쳐 생존을 위해 발달시

millions of years of survival development.

킨 시간을 허무하게 날린다.

How marine life protects itself varies widely from group

해양생물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는 종마다 상당히 다양하

to group. There are so many examples we cannot possibly

다. 수많은 예가 있어 여기서 한 번의 글로는 도저히 전부 다룰

cover all here in one article, so we will attempt to cover half

수가 없으므로 이번 호에서 절반을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국방

in this issue and another half in the next issue of SCUBA

부가 배워야 할 해양생물의 방어 전략 - 3편’
이란 제하로 나머

DIVER, tilted Department of Defense - Part Three.

지 절반을 다루려 한다.

The very simplest defense strategy is the ability to go
unseen by predators, essentially to be invisible. While
appearing simple, it has taken millions of years for species
using camouflage, or protective resemblance to be selected
for their cryptic coloration or texture matching their
surroundings. The process referred to as Natural Selection
is responsible for this ability. Animals that stand out are
eaten, causing the genetic information for their color and/
or texture to disappear from the reproductive population.
Individuals that are able to act invisible against their
background are said to be“selected for naturally”
and pass
that trait onto future generations.
가장 단순한 방어 전략은 포식자에게 들키지 않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이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종들이 자신의 환
경과 일치하는 보호 색상 또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 위장술, 즉
보호 의태(protective resemblance)를 사용하여 그것이 선택되
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렸다.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
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위와 같은 능력을 얻는다. 눈에
띄는 동물들은 먹히기 때문에 그들의 색상 및/혹은 외형과 관련
된 유전 정보가 번식 집단에서 사라진다. 자신의 배경 속에서 보
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개체들은‘자연적으로 선택되어’그러
The bumps on the body of the pygmy seahorse allow it to look like and hide
among the branches of several soft coral species.

한 특성을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피그미 해마의 몸에는 돌출물들이 있어 여러 연산호 종의 가지와 비슷해 보이고 그 가지들 사이
에 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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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examples of this is our oceans. Actually too

해양에는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다. 실제로 너무나 많아 여

many to present here, but we offer a few you will be familiar

기서 다 제시할 수는 없으나, 친숙한 몇몇 예를 소개한다.

with. Let’
s start with the pygmy seahorse. These tiny amazing

피그미 해마(pygmy seahorse)로 시작하자. 작고 깜찍한 이

seahorses have gone unnoticed, even by humans until just

들 해마는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조차 눈에 띄지 않았

lately. Once divers figured out where and what to look for, we

다. 다이버들이 어디서 뭘 찾아봐야 할지를 알고 나서야 이

have learned that these fish are quite common and have been

들이 꽤 흔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이 서식하

able to hide efficiently due to millions of years of selection

는 연산호와 딱 일치하는 피부 외형 및 색상을 가진 개체들

for individuals having skin texture and color that matches

로 선택이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효율적으로 자신

perfectly the soft coral they call home.

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이다.

Camouflage is one of the most common defense strategies used by marine
animals. Frogfish are masters of disguise and may resemble a sponge, or
just look like a blob of debris on the bottom. If it were not for the eye they
would be totally invisible. This is the very reason these wait and surprise
hunters are able to attack their prey without the prey ever noticing them.
위장술은 해양 동물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어 전략의 하나다. 씬벵이(Frog
Fish)는 변장의 명수이고 해면과 비슷하거나 그저 바닥의 잔해 한 점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눈만 없다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기다리다가 느
닷없이 사냥하는 씬벵이는 먹잇감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공
격할 수 있다.

The skin texture and color patterns seen in various species of frogfish are quite amazing.
다양한 종의 씬벵이에서 관찰되는 피부의 외형과 색상 패턴은 가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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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pecies of shrimp have become masters of camouflage

다양한 종의 새우는 위장과 변장의 달인이 되었는데

and disguise resembling either by color or body shape the host

색상이나 체형 면에서 그들이 거처하는 숙주 종들과

species they live on. Transparency is often a character used here.

흡사하다. 투명성은 여기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다.

Using their transparency, these species of shrimp are able to deceive predators. 투명성을 사용해 이들 종의 새우는 포식자들을 속일 수 있다.

Each of the fish and invertebrate groups has its own

각각의 어류와 무척추동물 종들도 자기 나름의 다채로운 위장

gallery of camouflage experts. We share a few more here

술을 구비하고 있다. 다음의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before moving onto the next defense topic.

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본다.

Species of triplefins and ovulid snails seen above resemble whip corals by matching color patterns or texture like the soft coral polyp mimicking tubercles on this Simnia.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베도라치 및 오불리드 달팽이(ovulid snail) 종들은 색상 패턴이나 외형을 일치시킴으로써 회초리 산호(whip coral)와 유사하며, 아래 사진의 연산호충도 오불리드
달팽이(Simnia)의 돌기와 흡사하다.

Here a sole and an octopus put on their resemble-the-bottom costume to evade predators. 사진의 가자미와 문어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바탕과 흡사한 분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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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ith sea slugs, many animals advertise their advance
weaponry with bright color patterns. The Blue-ring
octopus is one of these. Use of bright warning colors is
call aposomatic coloration, as wanton predators that have
experienced the octopuses bite, remember the bright rings
and avoid future nasty situations at all costs.
바다 민달팽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이 밝은 색상의 무늬로
자신의 앞선 무기를 자랑한다. 푸른 고리 문어가 그중 하나다.
이들이 경고하는 밝은 색상을 경고색이라고 하는데, 무자비한
포식자라도 이 문어에게 한 번 물려보면 밝은 고리를 기억하고
는 어떻게든 앞으로의 난감한 상황을 피한다.

The list seems endless, but why not? Think about it –
without all these defense strategies none of these species
would exist today. Their ability to hide from predators is
their means to survival. Being eaten is not a preference.

The bright blue rings warn predators of this tiny species very large and deadly bite.
밝고 푸른 고리가 포식자에게 이 작은 종이 물면 매우 큰 고통을 느끼리란 사실을 경고한다.

이상과 같은 방어 전략은 끝이 없는 듯한데, 왜 아니겠는가? 생
각해보라. 이 모든 방어 전략이 없다면 이들 종 가운데 아무것도
오늘날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포식자로부터 숨는 그들의 능력
은 생존 수단이다. 먹히면 끝이기 때문이다.
In the next issue we will cover the defense strategies
of flight, body armature, painful and poisonous stings,
strange sleeping habits, how some species use other
species to protect themselves, and more. Until then, keep
your eyes open – there are critters hiding right under
your nose.
다음 호에서는 도피, 신체 무기, 고통과 독성을 유발하는 쏘기,
이상한 잠자기 버릇, 일부 종이 다른 일부 종을 이용하여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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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그때까지 눈을 부릅떠라. 바로 당
신의 코 밑에 생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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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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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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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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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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을 쏘는 히드라(Hydra)
학명 : Lytocarpus philippinus
영명 : Hydra

빗살 모양의 흰 깃들이 나뭇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마치 식물처럼 보이지만 이 종은 자포동물에
속하는 히드로충이다. 고착생활을 하는 중앙부에서 옆으로 뻗어 나간 줄기에서 빗살 모양의 깃들
이 돋아있다.
다이버들이 보통 히드라라고 부르는 것은 히드로충이 모여 군집을 이룬 것이다. 이 종은 독을 지닌
자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쓰라리며 통증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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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없어도 보는 거미불가사리(Brittle Star, Serpent Star)

학명 : Ophiarachna incrassata 영명 : Brittle Star, Serpent Star

산호초에 사는 거미불가사리는 등 쪽의 표면이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다. 외골격의 이 부분
은 많은 미세한 렌즈로 덮여 있는데, 그 렌즈들 덕분에 이 생물의 등 쪽 부분은 겹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체반은 지름이 2㎝ 정도로 편평하고, 표면은 작은 비늘로 빽빽하게 덮여 있다. 7㎝ 정도의 가
늘고 긴 다섯 개의 다리가 체반에서 뻗어 나와 있다. 체반의 배 쪽 중앙에 입이 있고 입가에
이빨이 둘러 있는데, 일부 5개가 안쪽을 향해있으며 항문이 없어 찌꺼기를 입으로 배출한다.
배 쪽에 많은 촉수로 된 관족이 있고 양측의 가시로 걷는다. 가시는 부러지기 쉬우나 재생력
이 강하다. 위험에 닥치면 스스로 다리를 떼어버리고 잘려나간 자리에는 새 다리가 자란다.
입은 몸의 밑면 가운데 있는데, 먹이를 먹을 때는 다리로 나른다. 입은 단지 자루 모양의 위
(胃)에 들어가는 구멍일 뿐 특별한 구조는 없다. 거미불가사리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다리에
소화기관이나 생식기관이 없으며 작은 동물을 먹는다. 암수딴몸으로 난생이다. 바위 밑이나
산호 틈에서 살거나, 개펄과 모래에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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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에 강독을 가지고 있는 가시왕관불가사리(Crown-of-thorns Starfish)
이것은 가시왕관불가사리 또는 왕관(가시)불가사리
로도 부른다. 가시왕관불가사리(Crown-of-thorns
Starfish)는 거대한 덩치에다 팔이 무려 20개나 된다.
무서운 가시들로 무장한 이 종의 포식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불가사리가 한 번 지나가면 산호가 초토화되
기에 별명이 악마불가사리이다. 호주의 대보초는 이
가시왕관불가사리 때문에 1985년 이후로 산호의 절
반을 잃었다고 한다.
이들의 가시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맨손으로 잡
으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중성 부력이 서투른 초보자
는 조심해야 한다.

학명 : Acanthaster planci 영명 : Crown-of-thorns Star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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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삼천 개 불가사리 삼천발이(Basket Star)

학명 : Sstroboa nuda 영명 : Basket Star

이 종은 거미불가사리의 친척인 극피동물의 일종이다. 수백 개
의 팔들은 사냥을 위한 것이고, 가운데 보이는 것은 입이자 항
문이다. 야행성인 이종을 낮 동안에는 암반 아래나 산호초 아래
틈 속에 숨어있다가 밤이면 조류가 있는 암반이나 산호초 꼭대
기에 올라가서 그물같이 가지들을 활짝 펴고 플랑크톤이나 작
은 물고기를 체로 거르듯이 잡아먹는다.
이 불가사리는 일반적인 불가사리와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
고 있다. 몸 전체가 나무줄기 같고 일정한 형태로 많은 분기를
하며 탄력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팔들을 가지고 있다. 영명이
Basket Star인 이 종은 체색이 연회색, 흰색 등이며 줄기의 가
장자리에 촉수가 없다. 무수히 많은 가지 때문에 팔이 삼천 개
라고 하여 우리말로 삼천발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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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테크닉 제20회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 (3)
글/사진 구자광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의 노출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
출이다. 먼저 카메라의 조리개 값(f/stop)은 주변광에 맞
추고 클로즈업 주제는 조리개 값에 맞추어 스트로브의
발광량을 조절하여 적정 광량으로 촬영해야 한다.
와이드 앵글 클로즈업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을 조절하
여 촬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노출 값을 배경에 있는 물 색깔에 맞춘다. 즉,
전면의 피사체를 프레임에 넣지 않고 주변의 물 공
간 밝기를 측광하여 그것으로 노출 값을 결정한다.
이때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 조리개를 가능한 좁혀
야 한다.
②	측정된 노출 값으로 카메라를 설정한 후 전면에 배
치한 피사체를 포함하여 구도를 잡는다.
③	설정된 노출 값과 스트로브와 전면의 피사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스트로브 광을 조절한다. 이때 스
트로브의 발광은 TTL 모드인 자동으로 할 수도 있
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다. TTL 모드인 자동으로
발광하면 스트로브가 자동으로 노출에 맞는 강도
로 발광한다. 수동으로 할 때는 카메라의 노출 값에
맞는 스트로브의 밝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것은 접
사사진을 촬영할 때 스트로브의 사용법과 같다.
④	스트로브를 발광시켜 촬영을 하면 배경의 물 색깔
과 전면에 배치된 피사체의 밝기가 모두 적합한 상
태로 촬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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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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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사진 새내기를 위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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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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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좋은 구도의 사진을 찍어보자
촬영자의 노력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한다
적정한 밝기와 크기로 초점이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
기록사진의 영역에 불과하다. 예술작품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안목과 감
성이 필요하다. 선천적으로 사진 예술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재능이 없어도 노력과 실천으로 해결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수중사
진을 배울 때는 다양한 수중사진을 보고 즐기면서 그것을 흉내 내보며 반복적인 연
습을 하다 보면 자신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 결국에는 창조를 위한 발판이 될 것
이다. 사진을 보는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밝기, 색채, 콘트라스트, 샤프니스, 시선, 액
션, 구도, 유머 등을 적절히 사진 속에 담아낼 때인데, 이중 가장 먼저 시선을 잡는

조윤희 대표

것이 사진에서의 구도(앵글)이다. 많은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들, 그럴듯하게 보이
는 사진들 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빠진 느낌이 있는 사진들의 대부분은 구
도에서 아쉬운 느낌이 드는 작품이 대체로 많다. 피사체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찍을
까? 하는 구도에 대한 고민은 촬영자의 의도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이다. 가능한 방해물이 화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답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여 좋은 구도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의
구도를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말하고 규칙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찍는 사진
들을 보면 이 규칙을 깨트린 것도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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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펫피쉬(Trumpet fish)와 같이 가로로 길게 다니
는 것은 가로로, 유령 실고기(ghost pipefish)와 같
이 세로로 서서 다니는 것은 세로로 찍는 것이 정
석이다. 고정 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기본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배경에 바다의 파란 색감을 살리면 푸른 바다의 느
낌과 함께 피사체가 돋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
다. 렌즈를 위로 향하고 각도를 주면 파란 바닷물
의 색감을 살릴 수 있다.

화면에 불필요한 물체가 찍힌 것도 앵글에 의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셔터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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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경우, 한쪽 눈만 찍히면 표정이 살아나지
않는다. 비스듬히 찍어 보기도 하고 정면에서도 찍
어보는 등 양쪽 눈이 모두 나오는 앵글을 찾아보
도록 하자.

중심이 되는 피사체 앞에 엉뚱한 방해물이 찍혀 있다거나 앞쪽이 흐릿한, 이런 실패 사례가
의외로 자주 눈에 띈다. 쓸데없는 피사체가 화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앵글을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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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1998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에
대구 수성구에 5스타 강사 개발 센터를
새로이 문을 열어 최신 교육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용 공기/나이트록스 충전 시설,
최고 품질의 렌탈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로써 입문 단계부터 강사 과정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은
대구·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706-815
TEL : 053-784-0808 / FAX : 053-784-0808, 카페주소 : cafe.naver.com/panda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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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파워샷 D30, 탄탄한 방수 성능으로 수중촬영에 최적화된 방수카메라」

스쿠버다이빙하며 바닷속 천혜자연

‘방수카메라’
로 담는다
- 방수카메라, 방수 등급(IP) 확인해 방수 성능 꼼꼼히 살펴 봐야
- 방진기능 6, 방수기능 8의 최고등급 받은 바닷속 촬영을 위한 실용적인 방수카메라
- 최대 수심 25m의 차별화된 방수 기능으로 바닷속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문제 없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하면 스쿠버다이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스쿠버다이빙은 남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스포츠로 전문 스쿠버다이버를 비롯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
내에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네모
33’
은 스쿠버다이버들의 잠수 실력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로 많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찾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온이 따뜻한 6월에서 10월까지가 다이빙을 즐기기에 적기다. 이 시기에 다이빙을 즐기며 바
닷속 천혜자연을 즐기는 것은 스쿠버다이빙의 매력을 더한다. 바닷속을 여행하다 보면 놓치고 싶지 않은 아름
다운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방수 카메라일 것이다.
방수 카메라는 말 그대로 물속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방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방수 카메라에 기재된 방수 등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방수 등급은 IP등급으로 표시되며
국제전기표준회의(IEC)나 일본공업규격(JIS)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IP등급은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첫 번
째 숫자가 방진등급, 두 번째 숫자가 방수등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IP68이면 방진등급이 6등급이며, 방수등
급이 8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방진 6등급과 방수 8등급은 최고 등급을 뜻한다.
캐논에서 야심차게 내놓은‘파워샷 D30’
이 바로 IP68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파워샷 D30은 방진기능 6, 방수
기능 8의 최고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2m 높이에서 충격방지 기능까지 갖췄다. 게다가 최대 방수 수심 25m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방수카메라 중에서는 단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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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올해 출시한 '파워샷 D30'은 캐논의 유일한 방수 카메라로 콤
팩트 카메라 중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 25m까지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다. 최대 수심 25m 방수는 오픈워터 라이센스
를 가진 다이버도 여유있게 수중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정도
다. 별도의 방수케이스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 휴대성이 좋고,
수중에서도 손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조작편의성을 갖췄다.
또한, IP68의 방수ㆍ방진 최고등급을 획득한 제품이라 25m
수심에서도 최대 약 1시간까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파워샷 D30은 방수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환경에도 강하다.
영하 1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 방한 성능
을 갖췄고, 카메라 렌즈 부분은 이중 글래스 구조로 되어 있
어 렌즈의 결로 현상을 방지해 전혀 김이 서리지 않는다. 겨
울 스포츠를 즐기는 마니아에게도 안성맞춤인 카메라다. 또
한, 파워샷 D30은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충격을 견디는 충
격 방지 성능이 탑재되어 있어 강한 내구성을 갖췄다. 여기에
파워샷 D30의 강한 햇빛 LCD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빛 반사 없이 LCD 화면을 선명하게 보고 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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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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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도 촬영이 가능하다. 파워샷 D30은 한층 더 작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바닷속에
서 쉽고 간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장갑을 끼고 있거나 복잡한 조작을 하기 힘든 수중 상황을 고려해 간단하게 버튼을 누
르는 것만으로 수중, 설경, 오토 모드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동영상 버튼을 직관
적으로 촬영 버튼 옆에 배치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시 셔터를 누르기 직전 약 4초간의 동영상을 기록, 편집해
주는 기능인‘무비 다이제스트’기능을 통해 번거로운 조작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담아
낼 수 있다.

GPS 기능으로 스마트함을 더했다
파워샷 D30에는 전작인‘파워샷 D20’
에 이어 구글맵을 연동해 지도상에 GPS로그와 사
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GPS 기능도 탑재됐다. 카메라 전원을 끌 때 일정 간격으로 위
치정보를 저장하는데 위도와 경도, 고도와 수심, 사진을 촬영한 방향까지 촬영지 기록뿐
만 아니라 이동경로를 지도에 표기해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파워샷 D30은 2014
년 4월에 출시한 블루 컬러 제품으로 가격은 362,000원(케이스 포함 가격)이다.
[자료문의]
프레인
캐논

류창환 AE

☎ 02-3210-9740 / 010-7129-7192 rch@prain.com

김인호 AE

☎ 02-3210-9741 / 010-2208-8417 inho@prain.com

양영식과장

☎ 02-3210-9683 / 010-9418-6913 Yangchung17@prain.com

신상헌과장

☎ 02-2191-8566 shin.sang-heon@canon-ci.co.kr

캐논 조사 기준 (2014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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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 ①

남태평양의 섬나라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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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ji]

파푸아
뉴기니

피지
호주

뉴질랜드

공식명칭 : 피지제도공화국
(Republic of the Fiji Islands)
인구 : 855,000명
면적 : 18,272㎢
(한국의 경상북도 정도 크기)
수도 : 수바(SUBA)
공식언어 : 영어
독립일 : 1970. 10. 10
화폐단위 : 피지달러(Fiji dollar/F$)

Shark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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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A,
안녕하세요~

피지(Fiji)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2,100km 북쪽에 위치하며, 면
적은 18,272㎢으로 한국의 경상북도 정도 크기이다. 멜라네시아 제
도 문화권에 속한다. 수도는 비티레부(Viti Levu)에 있는 수바(Suba)이
다. 유인도 100개를 포함한 약 300개의 비교적 큰 섬과 54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섬은 비티레부, 바누아레부(Vanua Levu),
타베우니(Taveuni) 섬, 칸다부(Kadavu) 섬 등이며, 수바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로투마(Rotuma) 섬도 피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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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로 가는 방법

인천공항

인천공항에서 난디공항(피지)까지 대한항공 직항
이 있다. 난디공항은 피지의 국제공항으로 피지

바누아레부 섬

마테이 공항

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특이한 것은 난디공항이
수도인 수바와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멀리 있다
는 것이다. 피지의 각 섬 지역은 난디에서 선박이
나 소형 비행기로 이동한다.

행기
경비

10시간 소요

간
: 1시

20분

소요

타베우니 섬

코로 섬
마마누다
난디공항
25분~1시간 30분

약 3시간 소요

비티레부 섬

수바
뱅가라군

피지의 로마자 표기법
피지의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되지만 발음이 영어와 다르게 되는
것이 많아 혼란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d는 nd로, b는 mb로, c는
th로, q는 ng로 발음된다. 그리하여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 Nadi가
난디(Nandi)가 되고, Beqa가 뱅가(Benga)가 되고, Cadavu가 칸다
부(Candavu)가 되고, Mamanuca가 마마누다(Mamanutha)가 된다.

피지의 전기
피지의 전압은 240볼트이므로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중사진
가는 어댑터를 가지고 가야 한다. 콘센트의 구멍도 구멍 3개짜리
인데 일자형 구멍들이 경사지게 놓여있는 형식이다.

피지에서 해보면 좋을 것 10가지
1.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BULA(불라)”
라고 크게 인사하기
2. 피지의 전통 음식인‘로보(LOVO)’맛보기
3.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 색깔이 예쁜 칵테일 마시기
4. 수공예품 가게에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 도구들의 용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5. 남자는 피지 정장인 술루(Sulu, 치마) 입어보기
6.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지의 다이빙사이트를 찾아가 다이빙하기
7. 크루즈에서 석양 바라보기
8. 피지의 전통 술인‘카바(KAVA)’마셔보기
9.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상비행기 타보기
10. 피지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볼 수 있는 원주민 마을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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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Shork

피지의 다이빙 환경
남태평양에 위치하는 피지는 다이빙지의 구분으로 서
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편의상 3개 지역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바누아레부 섬

지도에 보면 피지에서 가장 큰 섬이 비티레부(Viti Levu
; Great Fiji 라는 뜻, 0,389㎢)이며, 동북쪽의 바누아레

부어 만

타베우니 섬

부(Vanua Levu, 5,538㎢)가 두 번째 큰 섬이고 그 측
면의 타베우니(Taveun, 435㎢) 섬이 세 번째로 큰 섬
인데 타베우니는 중부권(남쪽지역)의 칸다부(Kadavu,
408㎢) 섬과 크기가 비슷하다.

라우토카

피지제도의 서부지역은 비티레부의 서북쪽 바다인 야
사와(Yasawa) 제도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 난디공항

북부지역의 소모소모 해협

서부지역의 마마누다

난디
Momi

바
Ba

Vatukoula
Levuka

Koroyanitu National
Heritage Park

비티레부 섬

좌측에 있는 섬들(마마누다 제도)을 포함하는 권역이
다. 중부지역은 비티레부의 남쪽 해안인 코랄 코스트

Navua

수바

(Coral Coast), 뱅가(Beqa) 섬, 야누다(Yanuca) 섬, 수
바(Suva), 칸다부(Kadavu) 섬을 포함한다. 북부지역에
는 사부사부(Savusavu), 나메나(Namena) 환초, 타베
우니(Taveuni) 섬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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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의 뱅가라군

피지의 다이빙 지역

다이빙 지역 이동
피지는 난디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관문이며, 중부지역의 중심인 퍼시
픽 하버까지는 난디공항에서 버스로 3시간 걸려 이동이 가능하며, 서

서부지역은 마롤로(Malolo) 섬과 마나(Mana) 섬을 중심으로 하는 마

부지역은 데나라우(Denarau) 항구에서 수상 경비행기나 배로 이동한

마누다 그룹이 대표적이고, 이 지역은 연산호가 없고 경산호가 발달

다. 반면 북부지역은 경비행기로 여행해야 한다.

해 있으며 난디공항에서부터 교통이 편하고 편서풍 바람이 항상 서쪽
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가 항상 잔잔하고 조류가 약하여 다이빙하기
가 편하다.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연산호와 부채산호가 발달하였으

피지 리조트와 다이빙샵의 특징

며 북부지역은 타베우니 섬을 중심으로 하는 소모소모(Somosomo)

피지에서는 리조트와 리조트에 딸린 다이빙샵이 운영자가 서로 달

해협이 대표적이고, 이곳은 특히 연산호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

라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

다. 중부지역의 중심은 퍼시픽 하버의 남쪽에 있는 뱅가라군(Beqa

어 마나(Mana) 섬의 마나아일랜드 리조트의 다이빙 샵은 아쿠아트

Lagoon)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샤크피딩쇼가 유명하며, 리프 지역은

랙(Aqua Trek)이다.

연산호와 특히 대형 부채산호가 많다. 피지 다이빙에서는 화려한 연
산호, 상어, 거북, 만타레이, 아네모네, 크라운피쉬 등과 수많은 마크

피지의 다이빙 성수기

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11~4월 (피지 여름) : 27~29°
C
5~10월 (피지 겨울) : 25~27°
C
3~5mm 슈트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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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의 뱅가라군 (Beqa Lagoon)
피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인 태평양 다이빙의 메카인 뱅가라군(Beqa Lagoon)은 국제공항이 위치하는 피지의 주 섬인 비티레부(Viti
Levu)의 남부에 위치한다. 뱅가라군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중부지역에서 최고의 다이빙 지역 중 하나이며, 매년 수많은 다이버들이 방문한다. 난디
공항에서 중부지역의 중심지인 퍼시픽 하버(Pacific Harbor)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수도인 수바와 4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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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 하버의 호텔과 다이빙 샵

▲ The Pearl South Pacific Resort, Fiji
http://thepearlsouthpacific.com

▲ Beqa Divers
http://www.aquatrek.com

뱅가 섬의 리조트와 다이빙 샵

타이거 샤크

이 뱅가라군 자체는 30km에 달하는 환초들에 의해 둘러싸인 100제곱마일이 넘는 깨끗
한 수역을 포함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환초 중 하나이다. 뱅가라군의 다이빙 포인
트 뱅가 섬은 퍼시픽 하버에서 남쪽에 빤히 보이는 가로세로 길이가 약 7km 되는 섬이
며, 좌측 옆에 있는 작은 섬 야누다(Yanuca) 섬을 포함해서 발달한 라군을 뱅가라군이
라고 한다. 그러나 다이빙 사이트들은 모두 뱅가 섬의 서쪽에 있는 먼 야누다 섬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어나 문어, 거대한 부채산호와 화려한 연산호
까지 매우 다양한 수중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 BEQA LAGOON RESORT(리조트 내에 다이빙 샵이 위치)
http://www.beqalagoon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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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라군의 다이빙 사이트 특징

뱅가라군의 다이빙 사이트

뱅가라군의 다이빙은 한마디로 부채산호(Sea Fan)와 연산호 다이빙이다. 안내되

뱅가라군의 수역은 아름다운 연산호와 풍부한 생태계에 대한 명성이

는 곳은 대개 컵을 엎어 놓은 것 같은 작은 수중 동산인데 수심도 깊지 않고 옆으

높다. 작은 생물에서부터 커다란 대형 원양 어류까지의 모든 생물들

로 관통되는 터널이 있으며 이 터널을 통과하려면 수많은 부채산호들을 헤치며 지

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가야 한다. 수중동산의 측면 벽에도 온통 부채산호가 덮고 있으며 정상에는 경
산호가 지붕이 되어 있고 작은 고기떼들이 무성하게 돌아다닌다. 다른 열대 바다에

■ 샤크 다이브(Shark Dive)

서는 큰 부채산호들이 대부분 좀 깊은 수심에 있는데 뱅가라군에는 얕은 수심에도

뱅가라군 지역의 샤크 피딩 다이빙은 두 군데에서 일주일에 4회 실

부채산호가 굉장히 많다. 색깔이 현란한 연산호들도 많은데 부채산호만큼 크지는

시한다. 샤크 피딩 다이빙이 뱅가라군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않다. 뱅가라군의 사이트를 사진으로 말하면 뱅가라군은 와이드 피사체와 마크로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피사체가 혼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샤크 다이브에서 볼 수 있는 8종류의 상어

다이빙 성수기

- White tip Reef Shark

조건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뱅가라군은 일 년 내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뱅가라

- Black tip Reef Shark

군의 바다는 피지의 여름(한국의 겨울)에는 수온이 높아져 플랑크톤이 발달하여 시

- Silver tip Shark

야가 다소 흐려지지만, 그 대신 바다는 조용하고 피지의 겨울(한국의 여름)에는 수

- Grey Reef Shark

온이 낮아져 시야는 매우 좋아지는데 파도는 높아진다. 바다거북, 만타레이와 이글
레이 같은 생물은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참치는 6월에, 바라쿠다는 2월에 큰 무리
를 볼 기회가 많다. 또한 7~8월에는 블루마린, 와후 및 삼치 등을 볼 확률이 높다.

- Tawny Nurse Shark
- Sickle fin Lemon Shark
- Bull Shark
- Tiger Shark

Pacific Harbour

1. Turtle Patch                              
2. Coral Gardens
3. Soft Coral Grotto
4. Sea Fan Ledge
5. Side Streets
6. Black Coral Fantasy
7. Garden Eel Patch
8. Colonial Boy Point
9. Yanuca Shallows &
Wreck of the Tasu No. 2
10. No Name Passage
11. Frigate Passage
12. Surgeon's Alley
13. Nasici Rocks
14. Caesar's Rocks
15. Action Drop Off

15

14
13
1
2
4 3
12
5
8

6
7
9

Yanuca

BEQA

10

11

BEQA
LAGOON

뱅가라군의 다이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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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샤크 다이브(Shark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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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PET COVE
Carpet Cove는 화려한 연산호뿐 아니라 난파선도 있다.
1996년에 바닷속에 수장된 이 오래된 어선은 의도적으로 광
대한 서식지를 제공했다. 이 난파선 자체로 연산호가 울창하
게 성장했고 거기에선 Chevron Barracuda와 Trevally 무리들
이 항상 경계하며 다닌다. 난파선 근처에는 높다란 봉우리가
수면 위 5m 높이로 솟아올라 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이곳은
리본일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사진사들의 꿈인 희귀한 치어들
도 있다.

■ CAESAR'S ROCK
마을 추장의 이름을 딴 Caesar's Rock은 꼭대기가 수심 5m
이고, 바닥에서 높이가 30m의 봉우리이다. 해류가 흐르면서
연산호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져 더 생기가 넘쳐 보이게
된다. 이 연산호는 라이온피쉬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봉우리
중 하나를 통해 Y자 모양의 통로가 형성되어 황혼 무렵의 숲
처럼 산호의 실루엣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참고> 매직코랄
매직코랄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색상이 변하는 신기한 산호다.

사이트 : CARPET COVE

색상이 변하기 전

색상이 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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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CAESAR'S ROCK

사이트 : E.T.

■ E.T.
무지개 색깔의 산호로 뒤덮인 채로 피나클이 외로이 서 있다.
곳곳에는 리본장어와 라이온피쉬, 그리고 문어들이 살고 있다.
피나클을 헤치고 18m 길이의 통로를 지나가면 무척추동물들
의 서식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동물들이 벽의 틈 사이에서
형형색색의 빛을 비추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선 줄
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면, 숙주 말미잘 밖
으로 퍼져 나가는 Clowfish와 Scorpion fish가 교묘하게 위장해
서 숨어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 TASU II
TASU II는 1990년 Seven Sisters의 다이빙 지역의 모랫바닥에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어선이다. 이 선박은 Seven Sisters를 형
성하는 산호의 산봉우리 옆에 있다. 뱃머리에서 선미까지는
28~30m 정도이다.

■ RUSI'S PINNACLE
RUSI의 PINNACLE은 최고의 다이빙 지역이다. 뱅가라군에서
가장 큰 난파선으로 수심 32m 지점에 똑바로 놓여 있다. 이배
는 2000년에 침몰하여 많은 연산호가 덮여있으며, 수중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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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TASU II

북부지역의 소모소모 해협

(Somosomo Strait)

북부지역은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바누아레부(Vanua levu)와 세 번째로 큰 섬인 타베우니(Taveuni) 섬, 그리고 나메나라라(Namenalala,
바누아레부 남쪽 24km 해상) 가메아(Qamea), 라우달(Laucala), 마탕이(Matagi), 키오아(Kioa), 람비(Rabi) 등이 있는 지역이다.
피지 북부지역의 다이빙은 다시 사부사부(Savusavu) 권역과 타베우니 권역으로 분류된다. 바누아레부는 큰 섬이지만 다이빙 사이트는 섬의
중간부 남쪽인 사부사부 주변에 몰려 있고, 타베우니 섬에서는 서쪽 해협과 타베우니 섬의 우측 작은 섬들에 집중되어 있다.
사부사부 만(Savusavu Bay)의 다이빙은 평범한 다이빙이고, 특색있는 다이빙은 소모소모 해협(Somosomo Strait)에 위치하고 있다.
소모소모 해협은 바누아레부와 타베우니 섬을 가로지르는 해협이다. 조류가 강해서 연산호 군락이 잘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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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와 다이빙 샵
Garden Island Resort
http://www.gardenislandresort.com/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는 발코니와 전망이 좋은 28개의 룸을 가지
고 있으며 방마다 욕조와 화장실, 냉장고가 갖추어져 있고 레스토
랑, 테니스 코트, 옥외 수영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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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소모 해협 다이빙 사이트
바누아레부 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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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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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kuniba Pass
2. The Zoo
3. The Fingers
4. Great White Wall
5. Annie's Bommie
6. Small White Wall

15. Blue Ribbon Eel Reef

7. The Corner

16. Rainbow's End

8. Pot Luck

17. Barracuda Hole

9. Jack's Place

18. Yellow Tunnel

10. Fish Factory

19. Cabbage Patch

1 1. The Ledge

20. Storm Warning

12. Nuku Reef

21. Korolevu Reef

13. Sam's Point

22. Dakuwaga's Hole

14. Jerry's Jelly

23. Pumpkin Patch

타베우니 섬은 피지의 섬 중에서 정원 같
은 섬(Garden Island)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관이 좋고 육상 관광지도
대체로 많은 곳이다. 타베우니는 1,300m
고봉의 울룽가라우(Uluqalau) 화산섬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열대림을 형성하여
폭포가 많고 섬의 동남쪽 해안은 멋진 절
벽형을 이루고 있다.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다이빙 보트로
수 분 거리 안에 소모소모 해협(Somosomo
Strait)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 해협의 레인
보우 리이프(Rainbow Reef)와 그레이트
화이트 월(Great White Wall)은 세계적으
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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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아일랜드 리조트

타베우니 섬

■ Rainbow Reef
Rainbow Reef는 폭이 좁은 소모소
모 해협을 가로지르며 위치하기 때
문에 풍부한 영양염류로 인하여 암
초가 잘 발달해 있는 곳이다.

■ Great White Wall
수심 45m이고, 길이 60m의 인상적
인 절벽으로 피지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이다. 이 사이트의 리프
에 있는 터널은 아름다운 흰색 연
산호로 덮여 있는 절벽과 연결되어
있다.

■ 기타 다이빙사이트
- Annie's Bommie
- Cabbage Patch
- Fish Factory
- The Ledge
- The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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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의 마마누다 (Mamanuca)
마마누다 지역의 다이빙은 마롤로(Malolo) 섬과 마나(Mana)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마나 섬의 신비로운 매력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묻어있는 하얀 해변이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투명한 물이 가득 찬 마마누다 군도의 활기가 넘치는 해변에 자리한 객실과 재미있는 놀잇거리들,
절묘한 맛이 넘치는 음식들과 열대식물들이 우거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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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Mana Island Resort
http://www.manafiji.com

마나 섬의 육상 명소
사우스 비치
투명한 물과 아름다운 모래가 있는 마나 섬은 레저활동이 가장 활
발한 곳이다. 일광욕을 즐기거나 파라세일링, 윈드서핑과 해안가 스
노클링과 같은 다양한 해양 및 지상 놀잇거리를 즐길 수 있다.

노스 비치
노스 비치는 800m 이상의 하얀 모래와 크리스털처럼 맑은 물로 이
뤄진 아름다운 곳이다. 노스 비치는 자연적으로 풍기는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해변 웨딩에 손꼽히는 곳이다. 사랑의 서약이 울려
퍼지는 축복이 가득한 순간에 파도가 커플의 발을 어루만지며 행복
을 전해주는 곳이기에 해변 웨딩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다이빙샵
Aqua Trek Mana
http://www.aquatrekdiving.com
서부지역에는 Aqua Trek Mana에서 샤크 피
딩쇼를 진행한다.

선셋 비치
선셋 비치는 피지의 일몰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어 선셋(일몰)
비치라 이름 지어졌다. 선셋 비치는 리조트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보이는 위치에 있다. 한적한 지역에 피지의 상징인 흔들리는 야자수,
에메랄드빛의 물과 자연 그대로인 하얀 모래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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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이빙 사이트
서부지역의 샤크 피딩 쇼
오래전에는 서부 피지의 마마누다(Mamanuca)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
빙 메뉴는 샤크 피딩 쇼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단되었다가 최근
에 다시 재개되었다.

Super Market
이곳에는 샤크 피딩 쇼가 진행되는 장소이다. 그레이리프샤크, 화이트팁샤
크 그리고 블랙팁샤크들이 모여든다.

Gotham City
환초 외부로 나가는 통로에 위치하는 이 사이트는 3개의 봉우리가 있고,
이 봉우리에는 많은 종류의 어류와 산호가 서식한다. 연산호들은 무지개색
의 빛을 낸다.

Salamanda Shipwreck
살라만다 호는 수심 30m에 잠겨있는 40m 길이의 퇴역한 여객선이
다. 이 선박은 연산호와 아네모네로 덮여 있다. 새우와 게들이 이 아
네모네에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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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tion Pinnacles
이곳은 3개의 깊숙한 봉우리 사이로 다이빙할 수 있으며 그레이리프 샤크,
바라쿠다와 같은 대형 어류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위쪽에서는 크라운피쉬
무리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마 사진가들이 좋아할 사이트인 것 같다.

서부지역의 다이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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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per Market    
2. Barrelheads
3. Gotham City
4. Castaway Passage
5. The Big W's
6. Magic Island
7. Namotu Reef
8. B26 Bomber
9. Stonehenge
10. Tui's Reef
11. Jackie's Reef
12. The Salamanda
13. Ronnie's Reef
14. Vomo Caves
15. Kingfisher Reef
16. Lighthouse
17. Pinnacles
18. Coral Heads
19. Namotu Passage
20. Fish Market
21. Seven Sisters
22. Distant Cousins
23. Ika Bazaar
24. Endless Dream
25. Bird Rock
26. Big Blue
27. Sand Patch
28. Mana Passage
29. Nav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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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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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lo
Lailai

Wad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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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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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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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tu
Tavarua

피지의 리브어보드 다이빙
피지는 한 번의 리브어보드를 타고 전역을 돌며 다이빙이 가능하다. 화려한 연산호, 상어, 바다거북, 만타레
이, 말미잘, 크라운피쉬 등을 볼 수 있으며 여러 대형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다.

Aggressor and Dancer Fleet
http://www.aggressor.com/

Moses Reef
Namenalaialai

Mellow Yellow
Sere 1&2 Cat′
s Meow
Human Nature Joli′
s Reef
Alacrity Wall Aquarium
Wakaya Pass

Koro Corner

Nigali Pass
Jim′
s Alley

리브어보드의 다이빙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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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 ②

필리핀 세부의 최북단에 위치한

말라파스쿠아 섬 다이빙
The Diving in Malapascua Island
In the North of Cebu, The Philippines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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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 섬
마야항

말라파스쿠아 섬의 개요
말라파스쿠아 섬은 필리핀의 세부 북쪽과 레이테 서쪽에 위치
한다. 백사장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천혜
의 땅이다.“불행한 크리스마스(Bad Christmas)”
라는 뜻의 말라
파스쿠아(Malapascua)는 시간조차 멈추어버린 파라다이스이
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섬에 당도한 것은 크리스마스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 날은 축하해야 할 특별한 날이었지

세부 섬

만 불행하게도 폭풍이 섬을 휩쓸어 불행한 크리스마스라는 뜻
을 가진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세부

막탄세부
국제공항

이 섬의 크기는 길이 3km, 폭 1km 정도이며, 고운 백사장과 맑
은 물이 인상 깊은 곳이다. 서쪽 해안은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
기기에 좋다. 반나절이면 섬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 섬에는 관
광, 낚시, 보트 제작 또는 코코넛 생산 등에 종사하는 약 4,000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늘날 아직도 하얀 모래 해변, 푸른 야자수가 관광에 의해 훼
손되지 않고, 맑고 푸른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말라파스쿠아
섬은 아름다운 조용한 섬으로 남아있다.

환도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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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리조트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 리조트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는 없고 필리핀 리조트와 서양인 리조트가 다수 있다.

말라파스쿠아 엑소틱 아일랜드 다이브 & 비치 리조트
(Malapascua Exotic Island Dive & Beach Resort)

세부의 해변, 로맨스, 스포츠 지역에서 고급 호텔을 제공하며, 말라파스쿠

비스, 애완동물 출입 가능, 식당, 룸서비스 등이 있다. 손님께서는 화평과

아 엑소틱 아일랜드 다이브 &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비즈니스 여행객과

조화의 공기를 물씬 풍기는 30개의 객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스파, 가

레저 여행객 모두에게 유명한 곳 이다. 말라파스쿠아 엑소틱 아일랜드 다이

든, 수상 스포츠, 전용 비치, 마사지 등을 포함하여 완벽한 여가시설이 잘

브 &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손님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각 시설과 서

구비되어 있는 호텔이다.

비스를 제공한다. 호텔의 편의시설 중에는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세탁 서

http://malapascua.net

말라파스쿠아 레전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
(Malapascua Legend Water Sports and Resort)

말라파스쿠아 아일랜드에 위치한 말라파스쿠아 레전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는 세부 및 그 주변을 둘러보기에 완벽한 곳에 위치한다. 이
곳에서 생생한 도시의 모든 것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호텔은 도심의
필수 관광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말라파스쿠아 레전
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 숙박시설은 흠 잡을 데 없는 서비스와 필
수적인 모든 오락시설을 활기찬 여행자들에게 제공한다. 호텔에서는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풀사이드 바, 바/펍, 흡연 공간, 룸서비스 등
을 포함하여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호텔의 방은 최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약속하며 각 방에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 에어컨, 발코니 데크, 책상, 금연실 등을 제공한다. 호텔
의 실외 수영장, 수상 스포츠 등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편하면서
긴장을 풀기에 완벽한 곳이다. 말라파스쿠아 레전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 숙박시설은 관광객의 완벽한 선택이며 세부에서 번거로운 일
상에서 벗어나 모든 순간이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제공한다.
http://malapascualeg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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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비다 리조트 (Ocean Vida Resort)

티파니 비치 리조트 (Tepanee Beach Resort)

2010년에 지어진 오션 비다 리조트는 세부의 탁월한 선택이다. 도시에서

아주 좋은 말라파스쿠아 아일랜드에 위치한 티파니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가장 재미있는 곳에서 120km 거리에 있다. 호텔은 도심의 필수 관광지에

세부의 해변 지역에 있다. 도심에서 겨우 140km 거리에 있어 도심의 명소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과 볼거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호텔의 편의시설 중에는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탁아소, 세탁 서비스, 대

티파니 비치 리조트에서의 훌륭한 서비스와 우수한 시설은 잊을 수 없는 여

연회장, 커피숍 등이 있다. 호텔의 특색있는 20개 객실에서 아름다운 광경

행이 될 것이다. 이 환상적인 호텔에서 여러분은 탁아소, 식당, 대연회장, 애

을 볼 수 있고 냉장고, 샤워실, 발코니 데크, 에어컨, 선풍기도 포함되어 있

완동물 출입 가능,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등을 즐길 수 있다.

다. 수상 스포츠, 마사지, 가든, 수상 스포츠(전동식) 등을 포함하여 완벽

높은 질의 방 시설과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객실내 안전 금고, 인터넷(무선)

한 여가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호텔이다. 세부에 방문한 목적과 상관없이,

도 있어 재충전의 시간에 도움이 된다. 가든, 전용 비치, 마사지, 스파의 시설

오션 비다 리조트 숙박시설은 아주 신나고 흥미로운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세부에 방문한 목적과 상

완벽한 장소이다.

관없이, 티파니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아주 신나고 흥미로운 일탈을 즐길

http://ocean-vida.com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
http://www.tepanee.com

코코바나 비치 리조트(Cocobana Beach Resort)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말라파스쿠아 아일랜드에 있는 코코바나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세부 여행 중 둘러보기에 가장 알맞은 곳에 있다. 이곳에서 생
생한 도시의 모든 것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호텔은 도심의 필수 관광지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코코바나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손님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각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완동물 출입 가능, 룸서비스,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바/퍼브, 식당 같은 최상급의 시설을 호텔에서 즐길 수 있다.
높은 질의 방 시설과 냉장고, 발코니 데크, 책상, 에어컨, 위성 방송/케이블

기타 리조트
말라파스쿠아 섬에는 그 외에 크고 작은 리조트가 있다. 가격이 저렴한 리조
트부터 시작해서 고급 리조트까지 많이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lam's Garden Resort
Blue Coral Resort
Mangrove Oriental Resort

방송도 있어 재충전의 시간에 도움이 된다. 호텔의 가든, 마사지 등은 바쁜

Logon Beach Resort

일상을 뒤로하고 편하면서 긴장을 풀기에 완벽한 곳이다. 코코바나 비치 리

Malapascua Garden Resort

조트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특징의 매력적인 조합을 발견할 수 있다.
Cocobana Beach Resort
Malapascua Island, Daan Bantayan
Tel. +63918-7752942
http://www.cocoba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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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항 - 말라파스쿠아
소요시간 30분
마야항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가는 방법

보고시티
Bogo City

세부의 막탄국제공항에서 택시나 벤을 타고 3시간 정도 북쪽으로 보고
(Bogo) 시티를 거쳐 마야(Maya)까지 간다. 마야 항에서 작은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말라파스쿠아 섬의 바운티비치(Bounty Beach)까지 갈
수 있다.
교통편
택시 또는 벤 비용

소요시간
막탄공항 - 마야 (약 3시간 소요)

비용
2,500~3,500페소

보트 비용
(작은 방카전용)

마야항 - 말라파스쿠아 섬
(약 30분 소요)

1,200페소

막탄공항-마야항
소요시간 3시간

<참고> 대중교통편으로 섬에 가는 방법
①	우선 세부에 있는 북부터미널(North Bus Terminal)로 가서 마야행 버스(Ceres
Liner)를 탄다. 04:30부터 30분 간격으로 있다. 세부에서 마야까지 약 4시간 소
요되고, 비용은 1인당 100페소 정도이다.
②	마야항에서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들어가는 정기운항 배가 08:30~14:30까지
30분 간격으로 있다. 비용은 1인당 100~120페소 정도이다.

마야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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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Sebu
막탄세부
국제공항

말라파스쿠아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사이트 Dive Sites of Malapascua Island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 사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크고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 성수기는 10월부터 5월까지이고, 비수기는 6월

작은 수중 지형물, 산호초와 난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호지역의 다이

부터 9월까지이다.

빙과 절벽에서 하는 월 다이빙, 모래지역에서 하는 먹 다이빙 등을 할 수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도상어를 구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형태의 다이빙과 여러 가지

경하는 모나드숄에서의 다이빙, 갓토 섬 주변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

해양 생물의 큰 다양성 때문이다. 모든 다이빙 사이트는 훌륭한 매크로 생

본섬 주변의 다이빙, 렉 다이빙으로 구분된다. 시간이 많다면 Maripipi,

물을 항상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다이버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의

Calangman 섬, Chocolate 섬 등과 같은 거리가 비교적 먼 장거리 투어도

하나로 말라파스쿠아 섬을 들기도 한다.

가능하다.

Maria`s Point
Maripipi

Dona Marilyn Wreck
Gato Island

Pioneer Wreck

North Point

Bantigue

Light House

말라파스쿠아 섬
Tapilon Wreck
Dakit-Dakit

Monad Shoal

Chocolate Island

Calangaman Island
Nunez Sh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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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드숄(Monad Shoal) 지역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부터 동남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

운데에 수심 20~25m 정도 수중 분지로 이루어진 곳이다. 분지도 그리 넓

며 수심 22m에 산봉우리가 있다. 아침 5시를 전후로 시작해서 8시경 다이

지는 않은데 새벽에 이곳으로 환도상어가 올라온다고 하여 미리 바닥에 바

빙이 끝난다. 환도상어와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짝 엎드려 상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신기한 수중 분지지형에서 일

모나드숄(Monad Shoal) 포인트에서 환도상어(Thresher shark)를 만나기 위

반 다이빙 포인트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수중생물들을 만난다. 이곳에서

해서는 새벽 일찍 말라파스쿠아를 출발하여 모나드숄까지 5시 30분 정도에

는 라이트를 비추어서도 안 되며, 환도상어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

도착해서 입수해야 볼 수가 있다. 이곳 모나드숄 포인트는 망망대해 한 가

<참고> 환도상어와 만타가오리 관찰을 100%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Monad Shoa

Monad Shoal 포인트에서는 환도상어 외에도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다. 특히,

-20~26m+, 거리 40분

일 년 중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두 종류를 동시에 모두 볼 수 있는 확률이 거
의 100퍼센트에 이른다.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암초 꼭대기
를 자신의 몸을 청소고기들에게 맡기는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근접해 장시간

모나드숄은 200m 드롭 오프의 가장자리에 수중 섬이며, 환도상어가 매일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로 유명하다. 거대한 쥐가오리는 연중 언제나 볼
수 있으며, 이곳은 데빌레이 및 이글레이 등 중층에 사는 생물들도 가끔 볼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	가능한 일찍 서둘러 맨 처음 입수하는 것이 좋다. 다른 팀이 들어간 후나

수 있다. 모나드숄에서의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는 것을 권한다.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이들과 만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정숙하게 유지한다. 수중 얼럿 사용 등 소음을 내지
않는다.
-	수중 플래시와 카메라 스트로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심해어류로서
밝은 빛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심해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막지 말라. 대부분의 상어가 그렇듯이 눈으로의
물체 인식을 먼저 명암 대비로 한다. 이런 이유로 암초 어깨부분을 유영하
지 말고 정상의 평편한 부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히 유영하면 된다.
-	일단 멀리서나마 상어나 만타가오리가 눈에 띄면 절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자세를 숙이고 인내심을 시험할 겸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Kimud(Quimod) Shoal

-40m+, 거리 90분

Kimud Shoal은 가라앉은 섬이다. 섬의 정상은 12~16m 정도이고, 200m까지 슬로프로 되어 있다. 주요 명소로는 200마리 정도의 귀상어 무리를 볼 수 있다.
보통 12월과 5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기는 때때로 볼 수 있다. 귀상어가 한두 마리는 자주 볼 수 있지만, 4월경에는 큰 무리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우리는 종종 환도상어, 만타레이와 데빌레이를
볼 수 있는 Kimud Shoal은 Monad Shoal과 같은 트렌치에 있
다. 이곳에서 바다거북도 가끔 볼 수 있다. 섬의 정상은 많은 경
산호, 그리고 곰치와 씬벵이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측면
은 연산호로 덮여있다. 산호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새우와 갯민
숭달팽이가 있다. 동쪽 면은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어 특히 흥미
롭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 섬의 어떤 지점이든지 상어, 가오리
및 참치 등의 회유하는 생물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돌고래
를 볼 수도 있다.
30~40m의 깊은 수심이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상급자 다이빙 사
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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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 섬의 렉 다이빙 (Wrecks Diving)
말라파스쿠아 섬은 초보자에서 텍 다이버까지 모두 가능한 난파선이 있다.

Tapilon Wreck -22~28m
'Taplion Wreck'은 본토 인근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제2차 세
계대전 일본 화물선이다. 보트는 어뢰로 공격받아 여러 섹션에 자리잡고 있
지만, 여전히 선체로 인식할 수 있다.

Pioneer Wreck -42~54m
“Pioneer Wreck”
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Oakita 마
루 또는 Mogami 마루가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립 위치에 있고, 렉의

많은 납작벌레 및 갯민숭달팽이의 종류뿐만 아니라, 곰치, 오징어, 그리고
스콜피온 피쉬도 있다. 거대한 마블레이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불꽃성게
에 살고 있는 제브라크랩, 바다가재와 콜맨새우, 유령 실고기와 씬벵이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화려한 오징어도 볼 수 있다.

길이는 약 60m로 한 덩어리로 되어있다. 선미에 어뢰가 명중하였지만 소품
은 여전히 남아있다.

난파선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어, 가오리, 바라쿠
다와 능성어로 인해 말라파스쿠아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살고

Dona Marilyn Wreck -18~32m. 150분

있다. 이곳은 딥 다이빙이며, 이곳은 트라이믹스를 사용하여 다이빙을 한다.

Dona Marilyn은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가장

단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만 다이빙이 가능하며, 그래서 사전에 이를

유명한 난파선이다. 100m나 되는 여객선이 1984년에 큰 태풍을 만나 가라

잘 준비해야 한다.

앉은 것이다. 18~35m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현에는 아름다운 연산
호 및 경산호가 덮여있다. 유영을 하다보면 스윗립스, 스내퍼, 뱃피쉬 등 많
은 물고기가 있다. 이곳은 상급자 사이트이다.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추천

Lighthouse Wreck -5m

한다.

Lighthouse Wreck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상륙정이 침몰한 것이

이곳에는 마블레이, 푸른점가오리 및 화이트팁샤크가 뱃머리에서 살고 있

다. 그 배는 포대진지를 설치하기 위해 시멘트를 싣고 상륙하기 직전에 폭

고, 이글레이 및 데빌레이가 때때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잘

격을 당하였다. 난파선은 매우 얕은 물에 가라앉았고 평균 3m 수심에 선

보존된 연산호로 덮여 있고, 큰 물고기가 살고 있다. 여러 종류의 스윗립스

체가 둘로 쪼개졌다. 근처에 있는 바위는 실제로 시멘트 포대이며, 여전히

성어와 유어를 종종 볼 수 있다. 대형 갑오징어와 스콜피온피쉬뿐만 아니라

그들 중 일부에는 인쇄된 문자를 볼 수 있다. 난파선 주변에 노란꼬리 바

갯민숭달팽이와 납작벌레 등이 있다. 난파선에 거대한 곰치가 살고 있고, 아

라쿠다, 소라게, 문어, 실고기, 할리퀸 스윗립스의 유어 및 밴디드 바다뱀

름다운 보라색의 많은 불꽃성게에서 살고 있는 제브라크랩과 콜맨새우를

등이 있다. 이 난파선 다이빙은 초보자를 위한 렉이다.

볼 수 있다. 자격이 있는 다이버는 난파선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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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토 섬(Gato Island) 지역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북서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9m 수
심 아래에 섬을 관통하는 수중동굴이 있다. 수중환경은 연산호 군락지가 있고 바
다뱀, 갑오징어 무리, 화이트팁샤크 등 많은 종류의 수중생물이 서식한다. 2~3회
다이빙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도는 다이빙이 가능하다.
감시초소
입구
해저터널 (바닥수심 8m)
사우스 윌 (수심22m)

갓토 아일랜드 다이빙 포인트 개념도

↑
사우스 윌(수심 22m)
볼거리는 상어, 바닷뱀, 갑오징어
연산호 군락지, 기타 등등

입구
해저터널
(바닥수심 8m)

Gato Island/Wall -24m, 40분
갓토 섬은 말라파스쿠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 중 하나이다. 갓토 섬은 해양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바다뱀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적어도 다섯
개의 다이빙 사이트가 있으며 엄청난 해양생물의 양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물들을 볼 수가 있다. 모든 사이트에서 줄무늬 바다뱀, 갑오징어(종
종 짝짓기 하는 장면), 해마, 갯민숭달팽이, 씬벵이, 스콜피온피쉬, 퍼큘파인피쉬와 만티스쉬림프 등을 볼 수 있다. 멀리 암초에서 떨어진 곳에는 오징어의 무리와 입
을 쩍 벌리고 헤엄치는 큰입고등어를 볼 수 있다. 많은 화이트팁샤크는 갓토 섬에서 상주할 뿐만 아니라, 대나무상어와 고양이상어도 있다. 산호의 상태는 양호하
고, 바위섬은 많은 흥미로운 형태의 수중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이 사이를 유영할 수 있다.
바위 밑에 자고 있는 화이트팁샤크를 보는 것은 95% 보
장하고, 운이 좋다면 그들이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밴디드복서쉬림프, 갯민숭달팽이, 해마와 스
콜피온피쉬, 거미게, 씬벵이, 라이온피쉬 등을 볼 수 있고,
‘해마 동굴’
안에 있는 거대한 채찍산호와 색상이 완벽하
게 일치하는 새우도 볼 수 있다.
24m 아래로 내려가면 분홍색과 노란색의 매우 드문 피그
미해마, 거미게, 게오지를 찾을 수 있다. 그 벽을 타고 가
면 길이 30cm 정도의 아름다운 스페니쉬댄서, 라이온피
쉬, 많은 갯민숭달팽이를 찾을 수 있다. 가끔은 씬벵이도
상주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이트는 많은 종류의 갯민숭
달팽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주위에는 소라게와 스콜피
온피쉬도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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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The Cave

-10m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터널”
이다. 갓토 섬 주변을 구경하고 다른 쪽으로 나

화이트팁샤크의 집이다. 구석진 곳에 숨어서 지켜보면 작은 고기들의 큰 무

오면 30m 터널 안에는 여러 종류의 게와 크고 작은 바다가재와 카디널피

리 중앙에서 나오는 화이트팁상어를 실루엣으로 볼 수 있다. 조심해서 천천

쉬 등이 동굴 속의 거주자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큰 복어나 가끔은 대나무

히 이동하면, 그들은 얼굴 바로 앞에 올 것이다. 동굴의 출구에 약간의 돌출

상어와 고양이상어를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동굴이

된 곳이 있는데 바위 밑에서 자고 있는 아기 화이트팁샤크를 볼 수가 있다.

갓토 섬/수중동굴

Gato/Cathedral

-22m

갓토 섬 주변에는 멋진 성당바위를 포함하여 바
위의 놀라운 형태를 구경할 수 있다. 이곳은 상
어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15마리 정도의
화이트팁샤크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푸른점가오리를 볼 수도 있다.

푸른점가오리

September/October 123

말라파스쿠아 섬 지역의 다이빙
Lighthouse -10m, 거리 5분

Lapus Lapus Is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는 만다린피쉬일 것이다. 만다린피쉬

라푸스라푸스(Lapus Lapus)

의 짝짓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소로 말라파스쿠

섬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웅

아 섬의 Lighthouse를 들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늦은 오후에 하는 선셋다

장한 산호를 볼 수 있다. 이

이빙에서 휘황찬란한 만다린피쉬의 짝짓기 모습을 볼 수 있다.

곳은 자연 상태의 거대하고

황혼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이빙을 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다양한 연산호와 경산호가

시기는 생물들의 먹이활동이 활발하고, 짝짓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양생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씬

물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해마, 밴디드 실고기, 스윗트립스의

벵이, 매끄러운 만티스쉬림

새끼, 줄무늬 바다뱀, 거대한 게, 불가사리, 다양한 종류의 새우, 가끔은 씬

프, 각종 스윗립스, 갑오징어,

벵이를 볼 수 있다. 낮이 밤으로 변하는 이때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갯민숭달

라이온피쉬가 살고 있다. 많

팽이와 다양한 두족류(암초 오징어, 귀꼴뚜기, 빛이 나는 문어, 가끔 푸른고

은 갯민숭달팽이, 도자기 게

리문어와 갑오징어)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근처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와 각종 공생새우들도 있다.

가라앉은 작은 난파선도 있다.

마크로 다이빙의 끝 무렵에

-18m, 거리 10분

8m 수심까지 올라오면 아름
다운 연산호 정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North Point -22m
이곳은 서로 다른 색상의 씬벵이, 캔디크랩, 그리고 갯민숭달팽이, 제브라크

North Wall -24m
이곳은 높이 6m, 길이 10m이고, 수심이 약 24m인 작은 절벽이다. 이 구석
저 구석에는 거대한 씬벵이와 갯민숭달팽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숨어 있다.
벽을 따라 유영하며 씨펜, 모래바닥을 살펴보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
습을 볼 수 있고, 멋진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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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이 숨어사는 불꽃성게 등 부드럽고 아름다운 산호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
을 볼 수 있다,

Bugtong Bato -30m

Deep Rock -5~22m, 5분

Bugtong Bato는 말라파스쿠아 근처의 수중의 꼭대기이다. 이곳은 오징어,

Deep Rock은 5m에서 시작하여 22m까지 슬로프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

입큰고등어, 누디브랜치, 스콜피온피쉬, 라이온피쉬, 제브라크랩와 채찍산호

곳은 씬벵이, 누디브랜치, 피그미해마, 로보스트고스트파이프피쉬, 뱃피쉬의

의 새우 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피쉬 큰 무리가 상주하고 있다.

유어, 할리퀸-스윗립스, 각종 게오지 등을 볼 수 있다.

Bantigi(Bantique)
-6~18m+, 15분
이곳은 훌륭한 먹 다이빙 사이트이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는
12m 정도의 모래바닥으로, 얕은 수심의 암초지대이다. 여기저기 암초의 작
은 구멍 속에는 고비, 새우, 작은 만티스쉬림프 등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
다. 종종 불꽃성게, 제브라크랩, 난쟁이 라이온피쉬, 갑오징어, 씨모스, 게, 스
네이크일, 씬벵이, 갯민숭달팽이, 눈송이 곰치 등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바위
에는 많은 카펫말미잘이 있다. 거기에 사는 아네모네피쉬는 오렌지색의 알
을 낳아놓고 돌보고 있다. 다이버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도자기게, 밴디드 복서쉬림프와 라이온피쉬를 볼 수 있다. 때때로 미
믹옥토퍼스와 얼룩통구미를 볼 수도 있다.

House Reef -9m
2008년부터 인공적인 어초(House Reef)를 만들어 왔었고, 그곳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오래된 보트, 농구 후프, 스톤헨지, 변기
특히 암초를 위해 건설된 여러 가지 다른 구조물로 되어 있다.

The East Side -10m
말라파스쿠아 섬의 동쪽에 위치하며 숨겨진 아름다운 다이빙 사이트이다.
경산호가 잘 보존되어 있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다. 이곳에는 난쟁이 라
이온피쉬, 갯민숭달팽이, 오징어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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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Osting

-6~18m+, 15분

Bantigi에 인접해 있는 Ka Osting는 털 씬벵이(hairy frogfish)를 볼 수 있
고, Bantigi와 비슷한 환경이다.

The Sand Patch

-10m

섬의 동쪽에 있는 바다 풀밭과 모래 지역을 찾아보면 희귀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는 곰치, 라이온피쉬, 게를 비롯하여 주로 바
닥에 사는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Twins -10m
말라파스쿠아 섬의 북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Twins는 부드러운 가죽산호
로 덮여 있고, 얕은 다이빙 사이트이다. 몇 가지 재미있게 생긴 바위와 여러
매크로 생물들이 살고 있다.

Manok-Manok
(Chicken Curry Island)

-15m

아름다운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나무 산호 가운데를 유영할 수 있는 편안한

Dakit Dakit Is

다이빙을 할 수 있다.

-15m

Dakit Dakit 섬은 말라파스쿠아 섬 남쪽에 위치하며 리조트에서 매우 가까
이에 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연산호, 갯민숭달팽이, 밴디드파이프피쉬, 해

Shore Diving -5m

마, 갑오징어 등을 볼 수 있다.

해안 다이빙이지만 제한될 수 있다. 메인 비치에서 떨어져 있으며, 매우 얕
고, 3m 수심이 되려면 200m 정도 유영해야 한다. 그러나 희귀한 생물을 볼
수 있다. 처음 100m는 대부분 바다 풀밭이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불가사
리, 복어, 실고기, 갯민숭달팽이, 작은 문어들이 숨어 살고, 많은 유어 떼들
이 모여 사는 장소이다. 바다풀밭을 지나면 경산호가 나타나고, 카디날피쉬,
담셀피쉬 자리돔 무리의 집이다. 주의 깊게 보면 라이온피쉬, 곰치와 매우
잘 위장된 매우 이상한 바다 토끼를 찾고 수 있다. 때때로 푸른고리문어와
이글레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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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거리 지역의 다이빙
Calanggaman Island

-40m+, 120분

Maria’s Point

-18m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배로 2시간 소요되는 지역이다. Calanggaman 섬은

Maria's Point는 말라파스쿠아섬의 북쪽에 위치하며, 강한 조류가 있는 멋

스쿠버다이빙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모래 해변에서 호핑투

진 다이빙 사이트이다. 맑은 물, 아름다운 산호와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이

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또한 스노클링을 하기에 최적이다. 이 다이빙

곳은 상급자 사이트이다.

사이트는 초보자와 상급자 다이버 둘 다 즐기기에 적합하다.
Calanggaman 섬은 실제로 옌스 피터(Jens Peters)의 필리핀 여행 가이드
7,000여 개의 섬이라는 책자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할 만큼 그림엽서에서

Chocolate Island

보는 사막 섬이다. 섬 자체가 바로 야자수와 맑은 물과 푸른 해양에서 가파

초콜릿 섬은 말라파스쿠아 섬과 마야 사이에 있는 섬으로 스노클링을 위한

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하얀 모래 언덕이다.

최적의 장소이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여러 레벨의 다이버들이 같이 하기에

수중 시야가 대체로 좋으며, 생물이 풍부하다. 절벽을 따라 내려가면 경산

적합하다.

호와 부채산호로 덮여 있고,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초콜릿섬은 아름답고 수심이 얕은 다이빙 사이트로 접사 사진가들이 좋아하

절벽 반대쪽인 먼 바다 쪽을 보면 상어, 가오리, 참치, 바라쿠다, 절벽쪽에는

는 사이트이다. 잘 보존된 연산호와 더불어 바다뱀, 스네이크일, 곰치, 갑오

광대 트리거와 같은 이상한 물고기를 볼 수 있다. 또한 갯민숭달팽이, 게,

징어(프램보이얀트 포함), 씨모스(페가수스), 큰 게 및 뱃피쉬 유어 등 생물이

새우 등 많은 생물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곳이다. 매크로 피사체로 갯민숭달팽이, 납작벌레, 새우, 조개 및 게오

절벽 봉우리 쪽을 따라가면 가든일 광장, 항상 짝짓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 등이 살고 있다. 납작벌레는 평범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다면 입을 딱 벌

망치 누디브랜치, 종종 아름다운 하얀 버섯산호 실고기, 오네이트유령실고

어지게 할 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교미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6m

기와 캔디크랩 뿐만 아니라 특별한 데니스 피그미해마도 찾을 수 있다. 종
종 돌고래도 그곳에 왔다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Maripipi

-30m

쉽게 갈 수 없는 Maripipi는 잘 보존된 산호와 상어와 가오리 등과 같은
풍부한 어류가 있고, 다이빙 사이트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사파리로 최소한 2일 정도 다이빙을 할 수 있다.

Buhoc Point -30m
Buhoc 포인트는 다이버가 잘 가지는 않지만 북 레이테에서 조금 떨어진 사
이트이다. 잘 보존된 산호로 덮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모래바닥에 푸른
점 가오리같은 생물을 볼 수 있다. 여기는 또 다른 생태를 볼 수 있다.

Calanggaman Island

Nunez Shoal

-40m+

정말 멋진 월 다이빙 지역인 Nunez Shoal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
다. 절벽을 타고 따라 내려가면 가든일 무리가 있는 모래 지역이 나온다. 절
벽을 넘어 조금 더 내려가면 이글레이나 상어 등과 같은 회유하는 생물들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절벽을 따라 진행하면 흰눈송이 곰치, 라이온피쉬,
스콜피온피쉬, 거대한 부채산호와 스펀지산호 사이에 희귀한 갯민숭달팽
이를 발견할 수 있다. Nunez Shoal은 거의 절벽으로 되어있는 가장자리가
약 1km정도 되며, 이곳에는 예상치 못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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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오션챌린저
Ti-2 OCTO

가격 :

800,000원

▶ ATOMIC
▶ 특허받은 티타늄 시트 보호 오리피스
▶ AFC 자동 흐름 제어 장치
▶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시안성 높은 Neon Yellow 색상의 프론트 커버
▶ 급속 조절 놉

Z3

가격 :

COBALT 2

1,350,000원

1st stage
▶ 크롬 도금된 황동과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가격 :

2,500,000원

▶ ATOMIC
▶ 풀 컬러 LCD 화면은 또렷한 시안성을 제공
▶ Atomic Aquatics 만의 독창적인 레크레이션

▶ 환경 차단 키트 (옵션)

RGBM(Reduced Gradient Bubble Model)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알고리즘 내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주변 밝기에 따른 화면 밝기 자동 조정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수동 조정 가능)

▶ Black-PVD 코팅 처리된 ATOMIC 콤포트 스위블

▶ 1회 충전으로 40~60회 다이빙 가능

▶ 크롬 코팅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한 프런트 커버 링

▶ 고압 호스 연결부의 퀵 디스커넥터 시스템

▶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 3D 디지털 컴퍼스 내장

▶ 특허 받은“Seat Saving”오리피스

▶ 반복 다이빙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강력한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다이빙 플래너 내장
▶ 다이빙 로그 600회까지 저장
▶ 네비게이션 모드
▶ 방수 마그네틱 버튼
▶ 공기와 나이트록스 산소 99%, 6개까지
설정 가능
▶ 수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체로 교환 가능
▶ 자동 고도 조정
▶ 외부 충전식 - 리튬 이온 충전배터리 내장
▶ 최대 사용 수심 100m
▶ COBALT 컴퓨터 케이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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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 FIN

가격 :

280,000원

▶ ATOMIC
▶ 패들 핀 고유의 파워와 추진력을 제공
▶ 독특한 구조의 공학 기술로 파워 루프 모노코크와 차는 힘을 극대화시킨 프레임 레일 디자인을 결합
▶ 핀 끝부분의 수직 안정 장치는 핀-킥시 핀이 일직선 형태를 유지하도록 함
▶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은 기존의 Atomic Aquatics의 마스크와 스노클과 완벽하게 조화됨
▶ 편안한 착용이 가능한 이지 버클 스트랩 시스템

DX300

가격 :

IQ1202

3,800,000원

가격 :

▶ HOLLIS

▶ TUSA

▶ 500gm/sqm 3겹의 라미네이트 원단

▶ 태양열 충전 방식

▶ 특허받은 BIAS 컷으로 재단 된 상의는

▶ MADE IN JAPAN

1,480,000원

▶ 일반적인 태양열 충전 시계와 같은 기능으로 충전 부족현상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

없이 사용 가능 (2차 축전지를 사용, 완충 시 60분

▶ 플라스틱 TZIP은 특별한 유연성을 제공

다이빙 30회 사용 가능)

▶ 실리콘 재질의 SiTech Neck Tite System

▶ 세계 최초 M값 경고 기능 탑재(감압증 예방)

목씰

▶ 무감압 다이빙 시간 설정

▶ 실리콘 재질의 자가교환이 가능한

▶ 체내 질소 압력 설정 : 감압 다이빙 라인 설정치 (95% / 90% /

SiTech Quick Change Solution Oval

80%)에 도달 시 경고 알람

wrist system 손목 씰
▶ D-링이 포함된 지퍼 포켓 1개
▶ D-링이 포함된 밸크로 포켓 1개
▶ 5mm 네오프렌 Socks
▶ 사이즈 : SM, MD, ML, LG. XL, XXL

DX300 POCKET

DX300 손목씰

DX300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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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

DIVE
COMPUTER

AV1컴퓨터
장점
▶ 폐쇄회로 다이빙 시 문제가 발생되어도 쉽게 개방회로 전환
▶ 단위는 cm, 초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정보를 제공
▶ Compass 기능이 지원되며, Compass 사용시 수심, 온도, CNS 정보도 동시에 알 수 있음
▶ 로그북에 버튼타임, 감압, 최종감압의 자세한 정보가 그래프와 도표로 제공
▶ 텍 다이빙, 레크레이션 다이빙, 게이지 모드 3가지 모드 설정이 지원
▶ OLED 백라이트는 9단계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밝기에서도 잔상이 없어 가독성이 뛰어남
▶ 경랑화 사이즈면서 동시에 글씨가 크고 다양한 색상이 지원되어 가독성이 뛰어남
▶ Mix gas를 개방회로, 폐쇠회로 각각 기체 10개씩 선정 가능
▶ Dive plan 모드에서 사전 Plan 설정 가능
▶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모의 잠수 기능이 지원

▶ 감압 시 game 제공

▶ PC userinterface가 지원되어 다이빙 데이터를 PC에서 열람 가능
▶ 스크린은 회전이 가능하여 왼손잡이의 경우도 사용이 용이
가격 :

▶ 언어 : 영어, 러시아어

1,550,000원

AV1F
특징
▶ R22, R17 또는 유사한 타입의 1~3개 산소셀에 의한 재호흡기 루프의
CCR 컨트롤 PO2에 FISCHER-커넥터가 탑재된 AV1F
▶ 캘리브레이션은 어떠한 가스든(공기에서 순수산소까지) 모두 가능
▶ 캘리브레이션 범위
- Low(저하) 셋포인트 : 0.40~0.95bar
- High(상) 과 Deco(데코) 셋포인트 : 1.00~1.60bar
- 스텝 0.05 bar
▶ 상과 저 세트포인트 사이의 스위칭(변화)은 자동과 수동으로 가능
▶ 경고와 알람 사운드 가능
▶ HUD 는 FISCHER-커넥터를 통해 HUD에 연결 가능
가격 :

1,950,000원

▶ 작동 오류 산소 셀은 다이빙 중에 수동으로 스위치 중단 가능

AV1 재호흡기용 컨트롤러
특징
▶ 모든 다이브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3개 산소 셀까지 가능한 PO2 컨트롤
▶ 자동체계에서 +/- 0.05bar 정확성을 지원하는
셋포인트 레벨을 Solenoid(솔레노이드)
컨트롤 블락을 포함함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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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00원

▶ 외부 전력 : 2개 독립된 3-6 V전력

[부샤 주니어 세트]
주니어 튜닉

부샤 주니어 래쉬가드

▶ 입체 패턴으로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장

▶ 자외선 차단 및 피부보호를 보호

▶ 꼼꼼한 바느질로 내구성이 강함

▶ 목, 손목 씰 처리로 탈착용이 편리

▶ 수영복, 래쉬가드 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음

▶ 체온유지 기능 및 밝은 주황색으로 멀리서도
눈에 띄어 안전성을 높임

▶ 자외선 차단 및 해파리 등 피부보호 및 신체를 보호

▶ 제공 사이즈 : 4/6세, 6/8세, 8/10세

▶ 유아 혼자서도 탈의가 편한 긴 지퍼를 부착
▶ 목, 팔, 다리 등 유연한 씰처리된 안감으로 탈착용이 편리

가격 :

70,000원

▶ 제공 사이즈 : 8/10세, 10/12세, 12/14세

가격 :

부샤 오세오 3종세트

100,000원

가격 :

110,000원

제공 사이즈 : 오리발 사이즈 참고

오리발
▶ 수류구로 물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발목의 무리를 최소화
▶ 스트랩 조절로 착용이 용이하고 편리
▶ 좌우 스테블라이저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발목,
무릎의 뒤틀림 없이 퀵을 구현
▶ 미끄럼을 최소화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뒷면
[오리발 사이즈]

스노클

연령

한국

유럽

3~6세

140~150mm

24/26

6~8세

160~190mm

27/31

8~12세

200~235mm

32/37

▶ 부드러운 실리콘 : 유아 전용의 작은 마우스피스로
턱의 피로도를 최소화
▶ 마스크를 연결하는 조절 가능한 키퍼가 탑재되어 분실
염려가 낮음
▶ 물유입을 최소화 하는 곡선형 스노클

수경

보관백

▶ 1안식 마스크 넓은 시야로 물속의 광경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음
▶ 저자극 실리콘 스커트로 착용감 및 밀착감을 극대화

▶ 메쉬 소재로 통풍이 잘되고 건조가 빠르며
백팩형식으로 이동, 보관이 좋음

▶ 스트랩 조절로 착용이 용이하고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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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SUBGEAR FREEDIVING

(주) 마린뱅크

CARBON S1

CARBON S2

카본 S1

카본 S2

스트림 프로

고성능의 스테레오 스타일 풀(full) 카본 핀.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성과 최고의
파워를 제공

고성능의 스테레오 스타일 화이버글라스 핀.
가격 대비 고성능

파워풀하면서 편안한 초보자용 핀

▶ 50% 카본과 화이버글라스

▶ 오픈 토(Open Toe)

▶ 99% 카본

▶ 인체공학적이고 매우 부드러운 디자인

▶ 전체 부분이 효과적인 힘 발생

▶ 인체공학적이고 매우 부드러운 디자인

▶ 파워가 강하면서 힘이 적게 든다

▶ 2부분 구성

▶ 파워가 강하면서 힘이 적게 든다

▶ 3부분 구성

▶ 중간정도의 단단함

▶ 3부분 구성

▶ 고성능 블레이드, 소프트 레일

▶ 매우 유연한 롱 블레이드

▶ 고성능 블레이드, 소프트 레일

▶ 초경량

▶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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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 PRO
▶풀풋

STEEL MASK
스틸 마스크
프리다이빙에 최고로 적합한, 지극히 적은 부피의 마스크
부드러운 검정 스커트가 빛의 반사를 방지.

SOFT TUBE FOLDABLE

▶ 2안식 렌즈

APNEA SNORKEL

▶ 부드러운 실리콘
▶ 중간 정도의 시야감
▶ 매우 작은 내용적

애프니아 스노클

▶ 작은 얼굴에 잘 맞음

프리다이빙에 최고로 적합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으며,

▶ 프리다이빙용 디자인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
▶ 소프트하고 접을 수 있는 실리콘
▶ 분리 가능한 스트랩 홀더 ▶ 색상 : 검정

NOSE CLIP
노즈 클립
이퀄라이징 시, 최적의 유선형화를 위한 최고의 노즈클립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튼튼하며,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노
즈 플레이트로 미끄러지지 않고 적절하게 코에 위치할 수 있습니
다. 노즈클립의 압력은 쉽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세련된 실버 색상으로 목걸이 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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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포스엘리먼트

EXPEDITION SERIES?
이것은 포스엘리먼트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기존 제품군들보다 확연하게 성장된 기술과 퍼포먼스를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엑스페디션 시리즈는 탐험가나 포스엘리먼트의 팀다이버들에 의해 테스트되거나 개발됩니다.

2014 S/S 포스엘리먼트
라이프웨어 출시
유기농 면으로 제작, 한벌 한벌 핸드프린팅으로 작업
한 포스엘리먼트 라이프웨어는 스타일리쉬하며
다이버들의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포스엘리먼트는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구매 경영을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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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hydroskin full suit!
고급 라이크라 원단으로 만들어진 하이드로스킨 래쉬가

드는 웻슈트나 세미 드라이슈트 혹은 다른 수상스포츠
활동을 위한 자외선 차단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부드러운 원단으로 피부와 웻슈트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며, 타이트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슈트와의 피부마
찰도 막아줍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탐험으로
테스트된 J2 베이스 레이어
(EXPEDITION SERIES)
2013년 미국 동굴 탐험팀은 남부멕시코의 산악지대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J2케이브 코스에서 1,000시간 동안을 탐험했습니다.
J2베이스 라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특수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원단은 세균의 증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까지 더해져 드라이 슈트의 내피
로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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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도, 결승선도, 세계 챔피언도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게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와 팀워크로 가득찬 탐험.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발견했을 때 전율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모험입니다.

포스엘리먼트 한국총판
T
E
W
F

070-4243-6264
info@fourthelement.kr
www.fourthelement.kr
facebook.com/F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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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글 김수열 (PADI CD,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째도 욕망, 둘째도 욕망, 셋째도 욕망이다. - 스탠리 쿠니츠
2004년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내 아버지보
다 연배가 높으셨던 당시 63세의 지긋하신 다
이브 마스터께서 강사교육에 참가하면서 말씀

PADI의 공동설립자 Jone J. Cronin은 뉴욕 알바니
출신으로 1947년부터 1948년까지 해병대에서 복
무하다 1950년부터 뉴욕 US divers에서 일하게 되

하셨다.“내가 사업하면서 애들 다 키워놓고,

었고 최초로 1백만불 매출을 달성한 그는 1969년

골프부터 승마까지 안 해 본게 없는데 죽어라

US divers의 마케팅이사를 거쳐 같은 해 CEO에 올

해도 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스쿠

라 1985년 은퇴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바는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프로가 되잖아!”

그리고 1961년 12월 다이빙 축제에서 Erickson을
만나 1966년에는 PADI를 설립하고 다이빙엑스포

물론 재시험을 보셨지만 그분은 프로가 되셨고,

인 DEMA쇼의 회장까지 역임하며 지금의 다이빙

인생의 제2막을 살고 계신다.

산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그

여기 변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스쿠바장

또한 다이빙 산업 내 장비 세일즈맨에서 변신할 수

비 세일즈맨에서 CEO까지, 그리고 PADI 설립

있었던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열정이

자인 존크로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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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공부를 6년, 3년 그리고 또 3년을 하고, 본인의 취

개최일정과 장소

향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2년에서 많게는 10년도 넘게‘학

PADI 강사시험은 매일 개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

교’라는 곳을 다닌다. 어떤 삶을 위해 20년씩 학교에서 공부하는

년 지구 곳곳에서 385회 개최되고 그중 200회 이상이 아시아태평

것일까? 그러면 과연 지금 독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어

양 지역에서 개최되며, 한국의 경우 1년에 6회 짝수달에 울진과

떤 공부를 해 왔는가?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는가? 직업은 몇 번

제주에서 1박 2일간 개최되어 매회 약 30여 명의 강사가 탄생한

이나 바뀌었는가?
우리는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계속 불안한 사회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짐승의 습격으로부터 위험(Danger)하던 시대에
서부터, 나와 사회가 만들어내는 위험(Risk)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안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위해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쿠바다이빙을 선택했다. 하지만 잠재된 위험(Risk)을 가진 스쿠
바다이빙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어드
밴스드 오픈워터, 레스큐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과정을 통해 지
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은퇴 후에는 지속적인 지출만 있는 여
가활동인 스쿠바다이빙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열정으로
배움이 가능할 때 강사자격을 취득해 둔다면 은퇴 후에 바로 스쿠
바 강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 교육에 관한 정보는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강사 시험
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으니 PADI 강사시험의 절차와 내용, 난이
도에 대해 알아보자.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 다이브 마스터 이상의 자격을 소지할 것
-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브 로그를 지참
- 야간, 딥, 항법 다이빙 경험이 있어야 함
- 24개월 이내의 심폐소생 자격증과 EFR 강사자격증
-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한 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함
- 건강상 스쿠바다이빙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 지참

「2014년 아시아 태평양 강사시험 일정표」중 일부
January
May Cont.
Sept Cont.
11-12
Lakshadweep, India
09-10
Dili, East Timor
16-17
Kota Kinabalu, Malaysia
15-16
Koh Lanta, Thailand
09-11
Hong Kong
16-17
Nha Trang, Vietnam
17-19
Phuket, Thailand
10-11
Andaman Islands
19-20
Semporna, Malaysia
17-19
Brisbane, Australia
10-11
Airlie Beach, Australia
22-23
Perhentian Island, Malaysia
18-19
Phi Phi, Thailand
11-13
Guangzhou, China
22-24
Pattaya, Thailand
18-19
Jeju Island, South Korea
13-14
Gili Islands, Indonesia
25-26
Cebu, Philippines
21-23
Koh Tao, Thailand
13-15
Gold Coast, Australia
25-26
Redang, Malaysia
24-26
Perth, Australia
16-18
Taipei, Taiwan
28-29
Dumaguete, Philippines
25-26
Sihanoukville, Cambodia
16-18
Bali, Indonesia
Sept 30 - Oct 01 Gili Islands, Indonesia
25-26
Boracay, Philippines
16-18
Phuket, Thailand
Sept 30 - Oct 02 Whitianga, New Zealand
27-29
Pattaya, Thailand
20-21
Rarotonga, Cook Islands
October
28-29
Gili Islands, Indonesia
20-22
Koh Tao, Thailand
01-02
Puerto Galera, Philippines
28-29
Puerto Galera, Philippines
23-25
Shanghai, China
03-05
Bali, Indonesia
Jan 31 - Feb 01 Malapascua, Philippines
24-25
Singapore
03-05
Perth, Australia
Jan 31 - Feb 02 Bali, Indonesia
24-25
Phu Quoc, Vietnam
03-05
Auckland, New Zealand
Jan 31 - Feb 02 Sydney, Australia
May 30 - Jun 01 Sanya, China
04-05
Boracay, Philippines
February
June
07-08
Malapascua, Philippines
03-04
Cebu, Philippines
01-02
Malapascua, Philippines
07-08
Phi Phi, Thailand
04-05
Manado, Indonesia
03-04
Kota Kinabalu, Malaysia
10-12
Phuket, Thailand
04-05
Airlie Beach, Australia
04-05
Dumaguete, Philippines
11-12
Koh Samui, Thailand
06-07
Dumaguete, Philippines
06-07
Semporna, Malaysia
14-16
Koh Tao, Thailand
07-09
Cairns, Australia
06-08
Sydney, Australia
17-19
Cairns, Australia
11-13
Gold Coast, Australia
07-08
Puerto Galera, Philippines
17-19
Kunming, China
12-13
Kota Kinabalu, Malaysia
09-10
Perhentian Island, Malaysia
24-26
Sydney, Australia
14-16
Auckland, New Zealand
11-12
Bohol, Philippines
24-26
Melbourne, Australia
14-16
Jeju Island, South Korea
13-15
Christchurch, New Zealand
24-26
Shanghai, China
14-16
Khao Lak, Thailand
13-15
Cairns, Australia
24-26
Uljin, South Korea
14-16
Phuket, Thailand
13-15
Melbourne, Australia
25-26
Tioman, Malaysia
Pondicherry, India
15-16
Brunei
17-18
Phi Phi, Thailand
25-26
Lakshadweep, India
18-20
Koh Tao, Thailand
17-18
Gili Islands, Indonesia
28-29
21-23
Wellington, New Zealand
20-22
Bali, Indonesia
31 Oct - Nov 02 Hong Kong
20-22
Phuket, Thailand
31 Oct - Nov 02 Perth, Australia
21-23
Melbourne, Australia
22-23
Singapore
21-22
Koh Samui, Thailand
November
25-26
Semporna, Malaysia
24-26
Koh Tao, Thailand
03-05
Pattaya, Thailand
March
27-28
Papeete, French Polynesia
04-05
Gili Islands, Indonesia
04-05
Gili Islands, Indonesia
27-29
Perth, Australia
04-06
Kenting, Taiwan
07-09
Bali, Indonesia
27-29
Uljin, South Korea
07-09
Bali, Indonesia
08-09
Pondicherry, India
28-29
Nha Trang, Vietnam
07-09
Phuket, Thailand
11-12
Manado, Indonesia
July
08-09
Airlie Beach, Australia
11-12
Phu Quoc, Vietnam
07-09
Pattaya, Thailand
08-09
Wellington, New Zealand
12-13
Malapascua, Philippines
11-13
Phuket, Thailand
08-09
Koh Lanta, Thailand
14-15
Nha Trang, Vietnam
11-13
Auckland, New Zealand
11-13
Koh Tao, Thailand
14-16
Sydney, Australia
15-17
Tauranga, New Zealand
11-13
Christchurch, New Zealand
14-16
Kenting, Taiwan
15-17
Koh Tao, Thailand
14-16
Dunedin, New Zealand
15-16
Boracay, Philippines
18-20
Qingdao, China
15-16
Sri Lanka
17-19
Pattaya, Thailand
19-20
Wellington, New Zealand
18-19
Kota Kinabalu, Malaysia
18-19
Koh Chang, Thailand
19-20
Boracay,Philippines
18-20
Tauranga, New Zealand
18-19
Puerto Galera, Philippines
22-23
Puerto Galera, Philippines
21-22
Semporna, Malaysia
21-22
Cebu, Philippines
22-23
Gili Islands, Indonesia
21-23
Sanya, China
21-23
Perth, Australia
25-26
Cebu, Philippines
21-23
Auckland, New Zealand
21-23
Phuket, Thailand
25-27
Bali, Indonesia
25-27
Palmerston Nth, New Zealand
24-25
Bohol, Philippines
25-27
Kenting, Taiwan
28-30
Kenting, Taiwan
25-27
Koh Tao, Thailand
25-27
Sydney, Australia
29-30
Singapore
28-30
Melbourne, Australia
28-29
Malapascua, Philippines
Nov 30 - Dec 01 Bohol, Philippines
29-31
Sri Lanka
29-30
Manado, Indonesia
December
April
August
03-04
Cebu, Philippines
07-09
Northland, New Zealand
01-02
Kota Kinabalu, Malaysia
05-07
Sydney, Australia
08-09
Gili Islands, Indonesia
01-03
Dalian, China
05-07
Phuket, Thailand
11-13
Bali, Indonesia
04-05
Tioman, Malaysia
05-07
Cairns, Australia
11-13
Cairns, Australia
07-08
Perhentian Island, Malaysia
06-07
Boracay, Philippines
11-13
Auckland, New Zealand
08-10
Phuket, Thailand
09-10
Puerto Galera, Philippines
11-13
Fuzhou, China
12-14
Koh Tao, Thailand
09-10
Gili Islands, Indonesia
13-14
Nadi, Fiji
15-17
Cairns, Australia
09-11
Koh Tao, Thailand
15-16
Koh Lanta, Thailand
19-21
Gold Coast, Australia
12-13
Malapascua, Philippines
15-17
Dunedin, New Zealand
23-24
Airlie Beach, Australia
12-14
Bali, Indonesia
18-20
Phuket, Thailand
26-27
Puerto Galera, Philippines
12-14
Auckland, New Zealand
18-20
Palmerston Nth, New Zealand
26-27
Gili Islands, Indonesia
12-14
Jeju Island, South Korea
19-20
Koh Phangan, Thailand
29-31
Bali, Indonesia
13-14
Lumut, Malaysia
19-20
Perhentian Island, Malaysia
29-31
Uljin, South Korea
13-14
Koh Chang, Thailand
22-23
Tioman, Malaysia
30-31
Singapore
15-16
Dumaguete, Philippines
22-24
Koh Tao, Thailand
September
15-17
Pattaya, Thailand
25-26
Semporna, Malaysia
02-03
Manado, Indonesia
16-17
Nha Trang, Vietnam
25-27
Jeju Island, South Korea
05-07
Phuket, Thailand
16-18
Gold Coast, Australia
25-27
Sydney, Australia
09-11
Koh Tao, Thailand
19-20
Phu Quoc, Vietnam
May
12-14
Sydney, Australia
05-07
Pattaya, Thailand
15-16
Port Vila, Vanuatu
06-08
Whitianga, New Zealand
IE Schedule Notes:
1. The timeframe of the IE may vary depending on location, logistics and numbers of candidates. The most likely timeframes are;
a) Evening Orientation and exam(s) followed by two days of evaluation.
b) Morning Orientation followed by all evaluation over remaining two days.
Refer to the dates above for an indication of the timeframe of any particular IE. These may change as circumstances dictate.
2. This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Be sure to use the most recent edition. You will find the most current IE schedule in the Instructor Development area of the
PADI Pro's website and also the Instructor Development Calendar on www.padi.com. Please ensure you contact the PADI Asia Pacific office to confirm dates.
3. Bold type indicates an amendment made to the schedule since the previous edition.
4. PADI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reschedule, relocate or combine IE's as staffing logistics and enrollments dictate.
5. 2014 Regional Events: Chinese New Year, 31 Jan; Kota Kinabalu CDTC, Mar 18-26; Easter, Apr 18-21; ADEX Show, Apr 11-13;
Songkran, Apr 13-16; Ramadan, Jun 28 - Jul 27; Sanya CDTC, Aug 26 – Sept 3; Chinese Moon Festival, Sept 08; DEMA Show, 19-22 Nov
6. 2014 Instructor Development Updates:
2014 PADI Asia Pacific IE Schedule vers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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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PADI로부터 파견된 평가관들은 참가자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참가자들의 일정은 생각보다 빠듯하며,
마음을 놓을 수 없이 진행된다. 특히 1일차 이론시험 이후 후보생들은 특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수영장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는 후보생들이 이미 발표하는 방법을 모두 숙달하고 왔으며 교육생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강사는 언제든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적용된 것이다.
첫째날
08:00~09:00

09:00~12:00

12:00~16:00

강사시험 오리엔테이션
(서류작성 및 발표과제 배포)

5개 이론(물리, 생리, 장비, 감압이론과 RDP, 기술과환경)
- 제한시간 90분

제한수역(수영장)발표 평가

아마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다. 1박 2일 동안 함

위 5개 이론은 각 12문항으로 총 60문제가 출제되며 다이브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데, 강사는 부여받은 과

께 할 팀원이 Red, Orange, Bue, Yellow 등으로 나뉘

마스터 코스에서 배웠던 내용에 비해 응용해야 풀이가 가능

제를 마치 전체 코스를 진행하는 것처럼 브리

며 각 조는 약 6명씩 나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

한 문제로 난이도는 높은편이다. 각 과목 75점 이상이 합격

핑, 데모, 문제해결, 통솔, 디브리핑을 하게 된

중 발표하게 될 과제가 정해지는 순간이며, 과제는 오

점수이다. 1과목 불합격 시 재시험이 가능하지만 2과목 불합

다. 5점 만점에 3.4점이 합격 점수이며 과제는

픈워터~다이브 마스터 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코스까

격의 경우 5개 이론과 규정시험 모두를 다시 치러야 한다. 하

1개가 주어지며 불합격 시 1번의 재시험 기회

지 포함한다.

지만 이후 제한수역 시험과 개방수역은 계속해서 치를 수 있

가 주어진다.

구성된 팀은 각자 강사, 다이브 마스터, 학생의

다. 절대 포기 말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규정시험(오픈북) - 제한시간 90분

강사 후보생의 일반적 스킬 평가

규정시험은 50문제가 출제되며 마찬가지로 75점 이상이 합

일반적인 다이빙 20개 스킬 중 5개를 무작위로

격점수이다. 강사매뉴얼 종이/디지털버전 오픈북이 가능하며

선정하여 데모수준의 기술로 각 기술은 5점 만

재시험 기회는 없다. 마찬가지로 불합격 시 5개 이론 시험까

점 중 3점 이상 총점 17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 다시 치러야 한다. 참고로 부정행위는 엄격히 다스려 멤버

뿐만 아니라 강사시험 참가 전반에 관한 매너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금물이다.

전문성이 평가된다.

둘째날
08:00~12:00

14:00~17:00

17:00

개방수역(바다)발표 평가레스큐 스킬 평가

이론(교실수업)발표 평가

클로징 세레모니

수영장에서와 같이 구성된 팀은 각자 강사/다이브 마스터/

이론발표는 오픈워터 코스부터 다이브 마스터 코

OWSI(Open Water Scuba Instructor)는 오픈워터만 가

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데, 부여받은 과제를 마치

스까지 범위가 다양하여 예측이 어렵고, 준비시간

르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개방수역(바다)에서 진행되

전체 코스를 진행하는 것처럼 브리핑, 문제해결, 통솔, 디브

이 길지 않아 순발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강사들

는 코스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픈워터부터 다이

리핑을 하게 된다. 과제는 2개가 주어지며 5점 만점 중 평

의 재치에 웃음바다가 되곤 한다. 그동안의 다이

브 마스터까지 모두 교육할 수 있다.

균점수 3.5점 이

빙 경험이 이론발표 중에 모두 표현되어야 할 것

이는 교육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숙달하였음을 뜻하

상이면 합격이다.

이다. 합격점수는 5점 만점에 3.5점이며 불합격

며, 지구반대편의 교육생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통일되

재시험의 기회는

시 1번의 재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어 있음을 말해준다.

없다.

레스큐 스킬 평가
레스큐 스킬평가는 보기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강사 후보생
들이 가장 실수가 많고 낙방의 쓴맛을 많이 보게 되는 세션
이기도 하다. 충분한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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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강사 시험을 치르고 멤버로 활동하기 위한 등록비용이 있다.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며, 호주환율로 적용된다.
시험참가비용 : AUD 760$
강사등록비용 : AUD 188$
EFR강사등록비용 : AUD 74$
시험을 위한 현지 수영장, 탱크 이용료는 별도로 약 3만원 정도이다.

강사시험은 강사트레이너인 코스디렉터를 통해 약 10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
코스디렉터와 후보생은 강사교육 기간동안의 성적에 대해 논의한 후 강사시험 참가를 결
정하게 된다. 강사시험은 평가관(보통 2~3명)에 의해 치러지며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처
리된다. 합격률은 약 90%에 이르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미 시험관의 평
가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교육하는 코스디렉터들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가
고자 면담을 거쳤기 때문이다.
내가 강사시험을 볼 때에는 오픈워터 코스 위주로 실기시험을 보았지만, 이제는 다이버들
의 연속교육(어드밴스 코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스페셜티 코스와 레스큐 코스
까지도 시험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스큐 데모의 경우는 흉내 내는 인공호
흡이 아닌 정확하고 현실적인 시행이 가능한지를 날카롭게 판단하기에 다른 파트에 비해
불합격자가 비교적 많이 등장하게 된다.
스쿠바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용기가 식지 않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낯설고 부
끄럽다 걱정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스스로에게 제 2의 인생을 준비해 보기를 강력
하게 권장하고 싶다. 다이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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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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DIVING

해난구조

해난 선박의 탐색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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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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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내에서 일어난 해난 구조 작업 중에서 구조하는 팀이 조직
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종종 만족스럽지 못한 결
과를 초래했었다. 특히 해난구조 작업을 하는 구난업자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지 못했는데, 이는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난선박의 지
원 요청이 오면 무엇보다도 초기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인데
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탐색과 조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해난구조 작업을 계획할 때 해난 선박의 전체적인 상황과 상태를 상
세하게 알지 못하면 계획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구
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최
상의 구조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못
했고 해당 장소에 대한 조사 없이 해난구조 작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구조·
구난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안전하다는 판단이 생겼을 때 작업을 해야
하고, 선박의 상태나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발 빠르게 파악해
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오류가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탐
색을 하거나 조사를 할 경우 구조 선박이나 구조전문 잠수사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작업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
아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이차적인 피해나 선박의
적화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된다면 선박구조를 하기는 했지만 실패한
구조 선례로 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난구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는 반드시 사고 선박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해난구조 작업의 기초는 구조자가 상황을 평가하고 사고선박
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달
려 있다. 물리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선박의 현재 상태나
사고 선박 주변의 바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만 구조
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어림짐작으로 해서는 낭패를 보기 쉽다. 해난
구조 계약을 체결하려면 여러가지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해
난구조 작업을 실행할 때 추측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해난구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해야 하고 안갯속

그러므로 최초 탐색 기록은 선주나 보험사를 위한 증거나 협상 타결을 준

에 감춰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서히 장막을 드러

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탐색기간 중 취합된 정보는 작업 중이나

내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한 계기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문

그 후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해난구조

제가 없는 장비를 준비하고,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려는

계약자(선주, 보험사)들은 어떠한 형태로 기안된 기록체계를 가지고 있는

노력이 탐색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지 살펴보기도 한다.

선박의 탐색

해난 선박의 탐색 점검대조표

사고 선박의 탐색은 다음 과정인 방수-인양-배수-예인을 계획대로 수

좌초된 선박이나 침몰한 선박의 일반적인 상태와 효과적인 유지 상태를

립하기 위한 중요한 선제 작업이며, 잠재적으로 어떠한 자료목록도 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조자들이 직면해야 할 작업

기 탐색기간 중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건에 수행되어야 할 지침이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박 탐

실행되어야 한다. 탐색 작업 동안 기록된 정보는 또 다른 전문분야 구

색 점검대조표에 기록된 모든 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조자들이 도착했을 때 사고 선박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많은 정보가 작업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

자료이다.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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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버 지를 구독하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 산업잠수와 스쿠버 잠수

5. 사고선박의 조사

강사 겸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구조 작업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점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화물을 실었을 때 화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

검사항 표를 작성해보자. 이미 작성된 점검표를 가지고 있다면 현장 상황

고 화물의 선적 상태는 어떠한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 자체가 일

에 따라 탄력적으로 응용하면 될 것이다.

반적인지, 특수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사고선박의 일반적인 점검표
1

사용 가능한 데릭(derrick)이나 크레인(crain)은 있는가?

2

밸러스트 펌프는 작동하는가?

3

주펌프 및 정화장치 펌프는 작동하는가?

4

사고선박의 불활성 기체에 대한 안전장치는 작동하는가?

5

보조기관은 가용한가?

6

사고선박의 구조는 완전한가?

7

승선해 있거나 남아있는 승무원/탑승객이 있는가?

8

현 상황에서 항행 중인 선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가?

9

적화물이 손상되거나 오염의 위험은 없는가?

10

사고 선박이 침수되었을 때 배수할 방법은 있는가?

1

적화물 중 선박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것이 있는가?

2

손상된 적화물이 임의로 다루기에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염될 소지는
있는가? 혹은 잠수사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가?

3

손상된 적화물 중 해당 시장에서 잔존 가치가 남아 있는가? 남아 있다면 그
가치는?

4

선박에서 구조된 적화물이 쉽고 경제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지 또는 해상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가?

5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장비들이 적화물에 가용한가?

6

하역작업이 현지에서 가능한가?

7

개별적 적화물의 화주 및 수령자가 누구인가? (운송장 파악)

8

사고선박에서 안전하게 적화물이 개별적 분리가 될 수 있는가?

9

각 장비들이 해상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적화물의 하역이 가능한가?

10

잠수사 또는 선박의 안전에 위험한 기체는 없는가?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염소, 시안산, 일산화탄소 등)

2. 수심, 조석, 조류 등에 관한 점검표
1

사고선박 주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심 측량 확보가 가능한가?

2

사고지역에서 조류의 방향 및 선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사고 당시 조석의 상황은 어떠한가?

4

조류 예측이 가능한가? 혹은 구조자에 의해 측정이 되어야 하는가?

5

사고선박이 경톤수일 경우 조류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가?

6

먼 거리 지역이라면 조류, 조석, 해류를 신속하게 파악 가능하가?

7

주변 지역의 모든 조석에 관한 정보가 완전히 파악 가능한가?

6. 사고선박의 안정성(安定性) 조사
1

사고선박이 표류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예비 부이가 필요하지는 않는가?

2

사고선박 내 유동되는 물의 양이 사고선박의 안정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가?

3

화재로 인한 소화의 결과가 심각한 선박의 안전성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가?

4

사고선박이 표류할 최악의 경우 신속하게 운항하여 얕은 수심의 해안접안이
가능한지? 또는 사고 선박 예인이 가능한가?

3. 잠수사들의 탐색 및 조사 전 점검표
*	잠수사들은 대부분의 좌초, 침몰 작업에서부터 예인까지 거의 변함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잠수사들의 탐색보고는 정보수집과 해난구조 계획

사고선박 주변 조사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박의 물리적인 탐색에는 모든 연료, 윤활유 및 유체화물, 물, 밸러스트

1

잠수사들이 활동하기에 탐색·조사 지역 및 선박이 안전한가?

2

지역의 조석 기준으로 정조시간 확보는?

3

예상되는 수중 시야와 수온은?

그리고 선상의 엎질러진 탱크의 상세한 점검도 포함되어야 한다. 침몰이나
좌초선박 주위의 정확한 수심자료는 필수적이다. 사고선박이나 예인선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표시된 해도 수역이라면 적절한 탐색을 해

4

최적의 조건하에서 잠수사들이 효율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사고선박이 단순하게 좌초된 것

5

탐색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장비(스쿠버 또는 표면공급식)의 선택은?

이라면 구조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기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6

투입된 잠수사들이 얼마나 많은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변 지역의 수심을 측량하면 되는 것이다.

7

전반적인 작업 상황을 살펴본 후 잠수사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들이 필
요로하는 장비들은 구비되어 있는가?

만약 측량 중 장애물이 발견된다면 잠수사들이 주변 안전을 위해 수직 부

8

사고 선박의 탐색·조사를 할 때 최소 3명이 각기 2회 이상 같은 장소를 잠
수해서 해당 조사를 마치면 감독자는 회의를 하도록 한다. 3명 모두가 같은
대상물을 보고도 다르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회의 방식은 정
확성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반대로 성공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 사고 선박지점에서의 실시간 기상상태
1

기상상태는 어떠한가? 좋아질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언제까지 동일한 상태
로 지속될 것인가? (빠른 상황 판단이 장비투입과 잠수사 등 경비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2

변화하는 기상에 따라서 사고선박의 영향은 어떠하며 노출된 위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3

파도, 너울, 기파 또는 일반적인 기상상태에 의해 이미 좌초, 침몰 또는 손상된
사고인가?

4

사고선박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나빠진 기상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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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치해 둔다.

해난구조 작업 계획
해난구조 계획에 들어가기 전 필수적으로 작업 수행 시 즉시 가용한 인력, 장비 및 선
박에 대한 작업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해난구조 작업이 경제적이어
야 한다. 구조작업에 성공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와 많은 종류의 장비가 요구되며, 기술
적으로 완벽히 고안된 계획도 최종 결과가 경제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적인 해난구조에도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항공기, 여객선, 실험무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성공적 보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더 커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만약 해상에 유출된 유류가 있다면 미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사고선박이 좌초되어 있고 손상되었다면 반드시 재부상시키기 이전에 필요한 긴급을

특성에는 점성, 유동점, 밀도, 비중, 표면장력, 발화점, 유화성

요하는 최소한의 수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수리가 잠수사들이나 구난 전문팀에 의해서

등이 있으니 방제작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해난구조 작

수행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즉, 사고선박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재부상시킬 경

업의 계획은 적절한 해양 환경보호 활동이 기본적으로 행해져

우 예인해도 안전한 상태인지, 부상 혹은 이탈된 중량물, 적화물 혹은 밸러스트가 체계

야 한다.

적인 방법으로 사고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탐색과 조사를 하기 위해 사전 절차와 계획 정

큰 용량의 펌프, 각종 압축기, 잠수장비, 용접·절단장비, 적화물 이송장치 등이 적합한

도로 살펴보았는데, 탐색과 조사방법이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장소에 있거나 가용될 장비들이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모두 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탐

서 현장까지 장비를 이동하는 데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지체

색 조사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 만족스런

되는 작업 상황으로 인건비 부담, 기상 악화, 선주 및 보험사와의 충돌 등이 일어날 수

결과를 도출해야 다음 작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있기 때문이다. 기상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떻게 배치할까? 가용한 밸러스트 용량이

사실을 꼭 명심하자.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고선박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구독자분들께서 별도로 요청을 하

무엇일까? 재부상에 의해 사고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예인선이 있는

시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

가? 해난구조 작업이 끝난 후 장비의 복구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계획들이 행해지고
혹은 어떤 장비를 포기할 것인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의문이 가는 적화물 또는 위험한 화물을 검사할 때 사고선박은 항
상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화재 또는 우연한 사고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급해야 할까? 적화물은 심각한 중독 또는 잠재적인 오염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 오염이 이미 발생했다면 더 큰 오염을 감소시키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염을 통제하는 것은 구조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며, 사고선박은 정부부처 규정하에서 구조자들이 사고선박의 손실로 초래되는 모든 부
분을 따르게 하는 강제력이 있는가? 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가 사고선박 부근 해
역에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이용 가능한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기술이사
고용노동부 직무분야 전문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종별 전문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심사위원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과학잠수운영위원
PDIC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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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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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Wave, 파도)은 왜 생기나요?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파랑(wave)은 파도 및 해파와 혼용하여 사용하

특히 파랑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풍랑은 바다나 호수,

고 있으며, 보통 파랑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강 등에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물결을 말한다. 유체역학

파랑을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적으로는 자유표면에서 발생하는 표면파이며, 바람이 유

- 풍랑, 풍파(wind wave) : 바람에 의해서 발생

체 표면의 넓은 면적 위를 불어 지나감으로써 생긴다. 대양

- 조석파(tide wave) :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발생

의 풍랑은 육지에 부딪히기까지 수천㎞를 전달될 수 있다.

- 지진파, 지진해파(tsunami) : 해저지진이나 화산, 지각변동 등에 의해 발생
- 선박파(ship wave) : 선박이 지나가면서 선박 뒤에 생기는 파
- 고조(storm surge) : 기압 강하, 강풍, 공진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

파장(L)
마루

마루
골

- 너울(swell) : 풍랑이 발생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바람이 약해지더라도 해양으로
전달된 바람의 여력으로 인해 파랑이 계속 전달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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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 : 파도의 마루와 마루사이, 골과 골 사이
- 파고 : 파도의 높이, 즉 마루에서 골 사이의 거리

↕파고(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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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과 너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풍랑(wind wave)은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랑(파도)의 한

<참고> 해일(surge)과 쓰나미(tsunami)

종류이고, 바람 없이 멀리서 전해오는 것을 너울(swell)이라 한다.

해일(surge)은 기압의 변화, 강풍, 정상적인 조석에 의해 해양순환에 급격

풍랑은 일반적으로 마루가 뾰족하고 파와 파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짧

한 변화가 일어나 많은 경우에 연안지역의 범람을 일으키는 기상현상이

지만 너울은 마루가 둥글고 간격이 길다. 따라서 너울은 쇠퇴해 가는

다. 해일은 태풍 때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파도이기 때문에 진행함에 따라 파고가 낮아진다. 너울은 풍랑 발생

평상시보다 바닷물을 눌러주는 힘이 약해진다. 평상시 대기압은 1013mb
인데 태풍시에는 950mb정도로 떨어진다. 평상시보다 물을 눌러주는 힘

지역인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 부근을 떠나서 잔잔한 해면이나 해안

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물이 평상시보다 육지로 더 올라온다. 그런데다

에 온 경우, 또는 바람이 갑자기 그친 후의 남은 파도 등이 이에 해당

가 태풍이 오면 그 바람에 의해 파도가 높게 치게 되는 것이 해일이다.

한다. 넓은 바다에서는 이 둘이 합쳐 복잡한 해면 양상을 띠지만 바람
이 약할 동안에는 뚜렷이 판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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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tsunami)는 해저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해일이다. 가끔은
해저사태나 연안사태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쓰나
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옥들을 파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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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PADI CD가 운영하는 대구/경북의
유일한 PADI 5star IDC센터

팬다스쿠바, PANDA SCUBA
대표 : 이현석(PADI Course Director)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전화 : 053-784-0808 FAX : 053-784-0808
카페 : http://cafe.naver.com/pandascuba

2014년 7월말 대구 수성구에 팬다곰이 레귤레이터를 물
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캐릭터가 붙은 파란 다이브센터
간판이 걸렸다. 대구에 PADI Course Director(CD)가 운영
하는 IDC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물론 대구에 PADI IDC센
터나 CD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많은 사건과 우여곡
절로 4~5년 동안 대구에 활동하는 Course Director가 없
었다. 대구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분지형 도시로 사방
을 둘러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지방 도시이다. 광역시다
보니 나름 독자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고 지역민들의 보수
적 성향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타도시와의 관계성도 떨어
지고 수산물소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바다를 끼고 있
는 도시와의 관계성은 더욱 미흡하다. 달리 말해 바다와
는 별 인연이 없다. 그런데 PADI와 대구지역과는 그 관계
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최초 PADI CD가 대구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팬다스쿠바의 이현석 대표 또한 나이에 비해 일찍부터
PADI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1991년 스쿠버다이빙에 처
음 입문해 1998년 PADI 강사가 되었다. 처음 그는 사진
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스킨스쿠버와 인연을 가지게 되었
으며 그 계기는 다른 학생의 항공사진 작품을 보고 오기
가 발동하여 뭔가 다른 피사체를 찾던 중 수중으로 시선
을 돌리게 되었고 수중사진 촬영을 위해 스킨스쿠버를 하
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수중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방법
을 몰라 지인의 소개로 서울까지 오가며 스킨스쿠버를 배
웠고 수중사진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재학시절 교환학생으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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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대학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 필리핀을 다녀와서 자신
이 다시 필리핀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지금은 1년에 다섯 번 이상
을 오가는 친숙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3형제 중 차남이었던 그는 추진력과 의지가 강한 성향으로 가업을 물려받아 연
매출 200억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런 중에도 스킨스쿠버에 대한 열
정으로 강사에 도전하여, 1998년부터 대구지역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지인들과 다이빙을 다니고 싶어서 시작한 강사활동이 어느덧 책꽂
이 한가득 학생기록카드로 채울 만큼 다이버들을 배출했으며 대구경북의 스쿠
버다이빙강사 모임의 총무를 10년, 회장을 5년째 하고 있다.
다른 다이버들처럼 스쿠버다이빙이 좋아 바쁜 와중에도 바다를 찾았고 비다이
버들에게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알리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강사에 도
전하고자 하는 다이버들에게는 다른 CD들을 소개해 주고, 본인이 CD에 도전할
생각은 가지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대구경북에 PADI CD가 상주하는 IDC센터
가 없어 강사가 되고자 하는 다이버들이 다른 지역을 오가며 교육을 받으면서
비용적, 시간적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제는 본인이 CD에 도전해
일반 다이버들 뿐 아니라 강사를 지망하는 다이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겠
다고 생각하여 2014년 상반기 CDTC에 참가하여 CD가 되었다.
팬다스쿠바 다이브센터는 CD가 상주하는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강사 개발 센터)로 110㎡ 공간에 교육실과 장비
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
다. 교육용 공기/나이트록스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DPV 스페셜티 교육을
위해 미국 Submerge-Scooters사의 MAGNUS 2대를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있
다. 또한 오랜 투어 경험을 통하여 국내외 다이빙 리조트에 대한 정보와 예약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팬다 다이브센터를 방문하면 이현석 CD의 오랜 취미 생활
인 클래식 음악을 주문 제작된 탄노이 스피커를 통하여 LP로 감상할 수 있으며,
최고급 드립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September/October 151

COLUMN

Healing Essay

아킬레스건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아킬레우스」
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여신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스틱스 강가로 데려갔다. 테티스는 아들의 발목을 잡은 채 지
옥으로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온 몸을 잠기게 하였다. 아킬레우스의 온 몸이 강물 속에 잠겼지만 테티스가 잡고 있던 발목은 강물에 닿지
않았다. 그래서 강물에 닿지 않은 발목이 아킬레우스에게는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됨으로써 전쟁 중에 그의 발목은 항상 공격목표가 되었
다고 한다. 아킬레스건은 천하무적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말하는 것으로「강자의 급소」또는「치명적 약점」
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아킬레우스도 약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도 약점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육체적으
로는 불만족스러운 외모나 지체불구 등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애정, 성격, 학식, 인간관계 등에서 자신만이 느끼고 인식하는 약점
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자신의 약점을 안다고 해도 숨기고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남이 그것을 들춰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발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아주 강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약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상받는 것을 무척 두려워
한다. 그리고 약점은 자신에게 있어서 치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약점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그 약점에 관계된 이야기만 나오면 움츠려들기 일쑤이다. 그런 이유로 약점은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다가 결국 그 감옥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고 평생 갇혀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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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이 약점의 발견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임을

을 하면서도 우주론과 양자 중력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큰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전혀 모르거나 안다고 해

업적을 남겼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에 장애인으로 출전한 남아프리

도 숨기는 데 급급해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안다는 것은 그동안 알

카공화국 출신의 육상선수 피스토리우스는 두 발이 없는 상태에서 의족

지 못했던 자신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된다. 아킬레스건을 알

을 착용하고 달리는 모습으로 장애가 본래 장애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게 된 순간, 이미 더 이상 그것은 아킬레스건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약점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큰 힘으로 승

은 자신의 약점이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약점

화시킴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빛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듯

을 알고 있다면 그 약점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약점은 치부가 아니므로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팔의 약한 부분

「위기를 기회」
로 삼으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때만

이 부러졌을 때, 그 부분을 치료하고 나면 더욱 단단해져서 다시는 손상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약점도 마찬가지이다.「약점이 무기」
가 되는 것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약점으로 인해 한번쯤 받았을 상처를 약이 되어 오

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파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미

히려 약점을 극복하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위대한 대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강력한 무기를 얻은 것과 같다.

전이 일어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약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다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무기화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의지의 동

다. 약점을 이기려는 힘은 커다란 삶의 동력이다. 왜냐하면 약점의 극복을

물이다.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기면 그 의지가 강력한 힘으로 작용

위해 생성된 동력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무한한 능력을 발현시키

한다. 이것은 약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처럼 약

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점을 무기로 승화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와 정신으

소아마비의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

로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했던 역사적 위인들에 대해서 깊게 숙고를 해야

트 대통령과 청각 장애인으로 불후의 명곡을 남긴 베토벤이 그러하다.

할 것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의 약점(弱點)을 자신에게 약이 되는 약

그리고「실락원」
을 쓴 밀턴도 시각 장애인이었다.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

점(藥點)으로 바꾸는 지혜로 살아갈 때, 삶은 더 충만하게 되고, 보다 여

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에 걸려 보기에도 힘든 투병생활

유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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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케팅 이야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온 세상이 알게…

진정한 선행이란 세상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거액을 담고 사라지는 익명의 기부
자는 자신이 알려지는 것도,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거나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차려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봉사 점수와는 무관하
게 묵묵히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직장
인들은 승진을 위해, 정치인이나 기업은 좋은 인상을 주
기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에 공헌하는 착한 기
업의 이미지는 때로는 광고비나 제품 개발비를 투자하여
얻는 이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
다주기도 한다.
오늘날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 문화와 예술에 지원하는 일 등은 기업에 대해 긍정적
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특
히 이러한 활동은 극적인‘스토리’
를 담고 있어 고객들에
게 감동을 주고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과
거의 기부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업은 이제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활동 사이트를 운영하
면서 어떤‘착한 일’
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수출입은행 희망씨앗,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블로그, 푸르덴셜 사회공헌 재단, 포스코 사회
공헌, 하이원리조트 사회공헌 위원회, 김앤장 사회공헌위
원회 등 각종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
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외환은행 사회공헌 사이트의 경우 대문에 들어서면 동영
상을 볼 수 있도록 책장이 쫙 펼쳐져 있다.‘인수의 하루’
라는 타이틀을 단 첫 번째 동영상에는‘인수’
라는 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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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서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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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트리 콤프 400~600L 사용하는 업체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태식

02-415-6100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삼팔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본사 Tel. 02-2231-6630, 02-2232-5219
공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84번길 37 Tel. 031-969-7286~7 / Fax. 031-969-7284
www.dongjineng.or.kr / e-mail dj7286@naver.com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엄마

자동차 글로벌 봉사단이 탄자니아에서 활동한 내용을 담고

와 그런 엄마를 혼자 기다리며 위험한 곳에서 혼자 놀고 있

있는데, 탄자니아 말을 배우고 별이 아름다운 탄자니아의 문

는 인수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영

화를 이해하며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

상은 이어 인수를 보며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통해 희

진다. 자동차정비교육을 하고 함께 자립사업장을 지으며 마

망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을 축제에 올릴 공연을 준비하는 봉사단의 기쁨에 가득 찬 모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모두가 풍요

습이 마지막까지 여운을 남긴다.

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

기업이 아무리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도 진

기‘엄마의 마음처럼’
에는 인수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행

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꾸며내

복하게 지내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를 맞이하는 기쁨

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착한 일들이 누

을 보여준다. 인수와 엄마의 오늘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나

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착한

누는 마음 덕분이며, 이들의 나눔이 모자의 희망으로 이어진

일을 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을 이끌

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어낼 수 있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세상에 알려도 좋지 않

기아자동차의 그린라이트 사이트에 접속하면‘스토리’항목

을까? 사회공헌 활동을 지나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에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동영상이 올

는 진정성을 담은 기업의‘착한 이야기’
가 기업을 밝히고 세

라와 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탄자니아 스토리’
는 기아

상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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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적거림이 닿지 않는 고즈넉한 곳에서의 시간

NEW

GRAND BLEU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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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랑블루 리조트는 최신형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1. PADI/SDI/NAUI 다이빙교육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 PADI/SDI/NAUI 다이빙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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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랑블루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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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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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해양과 관련된 영화 소개 ⑤

PLEIN SOLEIL

태양은 가득히

이 영화는 프랑스의 신인배우 알랭 들롱(Alain Delon)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작품이
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여기에 나오는 알랭 들롱인 톰은 불만에 가득 차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이 현
상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후에 안소니 밍겔라감독이“리
플리”
라는 영화로 다시 리메이크했고 맷 데이먼과 기네스 펠트로의 주연으로 개봉되
기도 했다. 이후 유사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탄생하였고 그때마다 태양은 가득히가
회자되고는 하였다.
미국의 갑부 출신인 그린리프는 자신의 아들 필립을 후계자로 키우려고 하지만 아들
은 여자친구와 어울려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다 못 한 그린리
프는 필립의 친구인 가난한 톰에게 미국으로 데려오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한
다. 하지만 톰은 필립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고 오히려 여행을 같이 하며 필립의 하인
노릇을 자처한다. 하지만 필립은 끊임없이 톰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참는 데 한계를 느낀 톰은 자신의 욕망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고,
감독 르네 클레망

그의 애인도 빼앗고, 그동안의 모욕을 앙갚음 하기 위해 필립을 살해하고 자신이 필

출연 알랭 들롱

립이 되기로 결심한다. 선상에서 필립을 죽이고 바다로 던진 후 신분증을 위조하여

마리 라포레
모리스 로네
제작 1960년
장르 범죄, 스릴러, 드라마
등급 12세 관람가
상영시간 118분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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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행세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꼬리
가 길면 붙잡히는 법이다. 필립의 실종을 수사하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결국 우연한 사건으로 그의 화려한 사
기행각은 막을 내린다.
이 영화는 배경이 너무 아름답다. 특히 바다로 보트여행을
할 때는 망망대해의 파란 빛 바다와 하늘이 어우어진 곳에
하얀색 요트는 한폭의 그림 같았다. 주인공인 알랭 드롱의
외모는 여자들의 로망이 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이
야기의 짜임새도 스릴러의 형태로 범죄영화의 치밀한 구성
이 단연 돋보이기도 했다. 또한 주인공들의 심리를 아주 섬
세하게 묘사했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거기에 로마의 고풍스러운 유적들과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는 영상미를 극대화시켰고, 그 위
를 타고 흐르는 니노 로타(Nino Rota)의 주옥같은 멜로디
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남아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알
랭 들롱의 그 미소가 잊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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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투어 정보

2014~2015
다이빙투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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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푸에르토갈레라

2015 팔라우 리브어보드 (1차)

2015 팔라우 리브어보드 (2차)

2015 라양라양

출발 2014년 12월 24~29일

출발 2015년 2월 5~13일

출발 조정 중

출발 2015년 4월 중

일정 5박 6일

일정 8박 9일

일정 8박 9일

일정 7박 8일

특징 매 다이빙 후 편안한 리조트에

모집 확정일정

모집 모집 중

모집 모집 중

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이빙과

특징 팔라우 다이빙의 새로운 제안,

특징 직항 전세기에 맞는 챠터일정

특징 해마다 3~8월밖에 갈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합니다.

리브어보드 SOLITUDE ONE. 인천/

을 한 번 더 준비합니다. 좋은 기회

할 곳. 말레이시아 라양라양으로 떠

팔라우 직항 일정을 이용한 최고의

놓치지 마세요!!

납니다.

스케줄. 페릴리우까지 팔라우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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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다이빙!!

원하는 지역, 일정, 예산에 맞게 딱!!
맞춤 다이빙일정을 준비해 드립니다.
문의 : bluemjl@hotmail.com

팔라우 리브어보드

2015 갈라파고스

2015 투바타하 (1차)

2015 투바타하 (2차)

2015 갈라파고스

출발 2015년 3월 11~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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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고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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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리(Bali) 약 7시간 10분
자카르타(Jakarta) 약 6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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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 (COSTARICA)

에콰도르(ECUADOR)

통가 (TUNGA)

타이티 (TAHITI)

면적 : 51,100㎢
인구 : 약 4,636,348명
수도 : 산호세
언어 : 스페인어
비자 : 6개월까지 무비자
통화 : 콜론(￠)
전압 : 120V, 60Hz
평균 비행시간 :
산호세(San José) 18시간

면적 : 283,561㎢
인구 : 약 15,654,411명
수도 : 키토(Quito)
언어 : 스페인어, 케주아어
비자 : 필요
통화 : 달러(Dollar)
전압 : 110V, 60Hz
평균 비행시간 :
키토(Quito) 19시간

면적 : 748㎢
인구 : 약 106,146명
수도 : 누쿠알로파(Nukualofa)
언어 : 영어, 통가어
비자 : 필요 없음
통화 : 팡가(Pa'anga)
전압 : 240V, 220V도 사용가능
평균비행시간 :
누쿠알로파(Nukualofa) 약 12시간

면적 : 17.4km²
인구 : 약 178,333명
수도 : 파페에테(Noumea)
언어 : 프랑스어, 타이티어 공용
비자 : 3개월까지 무비자
통화 : 퍼시픽 프랑(XPF, CFP)
전압 : 110V와 220V, 60Hz
평균 비행시간 :
파페에테(Noumea) 약 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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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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2014년 9월 22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인천↔세부
편명
KE621
KE623
KE624
KE622
OZ701
OZ703
OZ704
OZ702
PR467
PR469
PR466
PR468

운항구간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5J189

인천 →마닐라

5J188

마닐라 →인천

Z2 885
Z2 85
Z2 884
Z2 84
7C2305
7C2306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마닐라 →인천

출발

도착

08:00

10: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KE631

인천 → 세부

출발

도착

20:05

23:00

KE632

세부 →인천

01:35

07:00

00:30

05:20

OZ709

인천 → 세부

20:20

23:50

12:20

17:15

OZ710

세부 →인천

00:50

06:20

08:15

11:05

PR485

인천 → 세부

08:30

12:00

19:50

22:45

PR484

세부 →인천

01:00

06:25

00:10

05:10

5J129

인천 → 세부

22:15

01:50

12:15

17:15

5J128

세부 →인천

15:55

21:15

08:10

11:10

Z2 049

인천 → 세부

01:15

04:55
00:15

20:45

23:45

Z2 048

세부 →인천

18:45

01:00

06:00

7C2405

인천 → 세부

22:00 01:35[+1]

14:40

19:45

7C2406

세부 →인천

02:35

08:00

LJ009

인천 → 세부

20:50

00:20

LJ010

세부 →인천

01:20

06:50

21:35 00:25[+1]
15:20

20:05

12:45

16:00

부산↔세부

20:55 00:10[+1]
07:00

12:00

14:55

19:55

19:35

22:4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35 00:05[+1]

항공사

23:55 04:50[+1]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BX711

부산 → 세부

21:35

00:45
06:55

BX712

세부 → 부산

01:40

KE645

부산 → 세부

22:05 01:25[+1]

KE646

세부 → 부산

02:25

07:35

5J179

부산 → 세부

20:30

23:55

5J178

세부 → 부산

14:30

19:4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Z20039
Z28039
Z20038
Z28038

부산↔마닐라
항공사

PR487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705

부산 →마닐라

21:00 00:10[+1]

OZ706

마닐라 → 부산

03:30

08:00

12:05

14:50

PR417
PR419
PR416
PR418

부산 →마닐라
마닐라 → 부산

21:00

23:45

15:15

20:00

15:15

20:00

5J185

부산 →마닐라

21:40 00:15[+1]

5J184

마닐라 → 부산

16:05

20:40

※ 2014년 10월 한 달간 필리핀 항공의 부산 - 마닐라 PR 419, PR418편은 운휴로 인해 예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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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49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R486
PR490

운항구간
인천 →깔리보
깔리보 →인천
인천 →깔리보
깔리보 →인천

출발

도착

08:25

11:40

20:30

23:45

02:10

07:25

14:20

19:35

10:35

13:45

20:50

23:55

01:15

06:30

14:30

19:4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05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PR483

부산 →깔리보

21:00

00:01

PR482

깔리보 → 부산

01:35

06:3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사이판
항공사

인천↔푸켓(태국)
편명

운항구간

OZ603
OZ605

인천 → 사이판

OZ604
OZ606
7C3402
7C3401

사이판 →인천

인천 → 사이판
사이판 →인천

출발

도착

08:50

14: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항구간

출발

도착

인천 → 푸켓

18:50

23:15

푸켓 →인천

00:45

08:50

20:15 01:45[+1]

KE638

19:40 01:10[+1]

OZ6759

15:30

18:55

OZ747

02:50

06:30

OZ6760

02:20

06:00

OZ748

09:30

14:55

08:00

13:25

16:00

19:45

14:40

18:30

편명

운항구간

OZ607

부산 → 사이판

21:05 01:55[+1]

OZ608

사이판 → 부산

03:10

출발

도착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KE677

인천 → 코롤

20:50 01:45[+1]

출발

도착

KE678

코롤 →인천

02:55

OZ609

인천 → 코롤

23:10 04:00[+1]

OZ610

코롤 →인천

05:00

운항구간

19:25 08:35[+1]

OZ138

난디→인천

09:55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74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20

06:30

OZ757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0

23:55

OZ758 코타키나발루 → 인천 01:05

07:10

편명
KE473
KE474

인천 →덴파사

운항구간

출발

도착

23:40 04:20[+1]

콜롬보 →말레

06:00

07:00

말레 → 콜롬보

15:40

17:40

콜롬보 →인천

19:00 07:00[+1]

※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도착
17: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8:05 00:05[+1]
16:20

22:20

18:45 00:45[+1]
08:25
09:20

02:00

10:00

덴파사 →인천

18:00 07:30[+1]

OZ763

인천 →덴파사

18:00 00:30[+1]

OZ764

덴파사 →인천

01:50

편명

운항구간

09:4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오키나와
항공사

07:10

인천 → 콜롬보

출발
11:05

01:20

인천↔말레(몰디브)
항공사

운항구간

KE634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0 00:05[+1]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1: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35

00:15

09:00

22:50

도착

KE630

인천↔코타키나발루
편명

출발

KE5630

08:05

KE673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30

06:50

인천 →난디

KE633
운항구간

22:30

23:45 07:55[+1]

편명

KE5629

06:20

편명

22:35

OZ137

KE629

항공사

푸켓 →인천

12:35

18:20

인천↔덴파사(발리)

인천↔코롤(팔라우)
항공사

인천 → 푸켓

08: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난디(피지)

부산↔사이판
항공사

편명
KE637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172

인천 → 오키나와

OZ171

오키나와 →인천

출발

도착

09:40

11:55

10:20

12:35

13:00

15: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오키나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30

10:2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25

13: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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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가사와라 (小笠原) 제도 다이빙
도쿄 남단 1,000km, 카페리로 25시간 30분 거리, 망망대해의 외딴 섬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매거진이 2015년 4월에
일본 최남단 오가사와라 제도에 취재를 갑니다.

동행을 원하는 다이버는 연락주세요.
일본

도쿄

25시간 30분 소요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나와 제도

■ 투어장소 : 일본 오가사와라 (小笠原) 제도
■ 투어일자 : 2015년 4월 10일경 출발(정확한 출발일자는 10월에 확정됩니다.)
(12박 13일, 8일 다이빙)
■ 참가인원 : 10명 이내 선착순
■ 예상경비 : 약 400만 원(현재 환율 기준)
■ 관찰생물 : 돌고래 무리와 다이빙, 혹등고래(수상 촬영만), 3m급의 샌드타이거 샤크,
2m급의 참치무리. 만타레이, 이글레이 등
※ 관심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구자광)
가능한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 sdm1987, 메일 : diver@scubamedia.co.kr

일자
제1일

일정
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하네다공항, 하네다공항-도쿄 히노테 항구

제2일

10:00 히노테 항구 출발(오가사와라 마루호)

제3일

11:30 오가사와라 도착

제4~11일
제12일
제13일

매일 보트 다이빙 3회
14:00 오가사와라 출발(오가사와라 마루호)
15:30 도쿄 히노테 항구 도착
도쿄 히노테 항구-하네다공항, 하네다공항-김포공항

사진제공 : 현지 리조트(URASHIMAN D.S. 촬영)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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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해외 여행 시

팁(Tip) 문화

팁(Tip)이란? 일반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적정한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나? 왜 줘야 하나?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나가서 팁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워진다. 사실 팁 문화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리조트나 리브어보드
에서 다이빙이 끝나면 다이빙 비용과는 별도로 스텝들을 위한 팁을 지불한다.
팁(Tip)의 정의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고객이 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주는 금품이다. 본래는
받은 서비스가 좋았을 때나 특별한 용건을 의뢰했을 때 주는 사례였으나 요즘은 하찮은 서비스
를 받아도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팁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청구서에 서비스료(봉사료 : 보통 10% 정도)가 가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당히 판단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팁이란 정해진 비율로 지
불해야 하는 제도적 산물이 아닌 오랜 세월동안 자연스럽게 정착해온 관습이라
는 점이다.
TIP의 어원은 라틴어로「선물」
을 뜻하는 Strips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To Insure Promptness(신속한 처리를 보장받기 위해)’
의 약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후자의 경우에서 지
금의 TIP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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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요즘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 check in 데스크까지 힘들게 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포터들이 정복을 입고 각 항공사
마다 대기하고 있어 짐을 맡길 수 있다. 짐을 다 붙이고 나면 반드시
포터에게 짐 하나당 보통 1~2달러를 주어야 한다. 이때 팁도 접어서
살짝 안 보이게 포터들 손 안에 넣어주는 것이 예의다. 특히 해외 여
행 시는 반드시 미화 1달러를 10장 이상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호텔에서

택시, 술집, 식당, 부페식 레스토랑에서

호텔에 도착하면 특급호텔이나 일급호텔은 도어맨(Door man)이 상

택시를 탈 경우 유럽은 따로 팁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동전 같은 것

주하고 있다가 즉시 달려 나와 짐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은 안 받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주면 받는다. 미국은 무조건 미터기

짐이 많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도어맨들에게도 가

에 나온 요금의 최하 15%에서 20% 이상을 주는 것이 예의다. 아시

방 하나에 미화 1~2달러 이상 주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본인이 옮

아는 대부분 주지 않아도 된다.

길 수 있을 정도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넘어가면서 정중히 사양해도

유럽에서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팁을 주지 않는다. 이미 봉사료가 음

좋다.

식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급식당에서 스스로 만족

My bag is too light weight and thank you for your help.
(내 가방은 가볍답니다.)
호텔에서 자고 나올 때도 어느 호텔이든 반드시 미화 1~2달러 정도

할 만한 서비스를 받았다면 더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식당도 식사
값의 약 15~20% 주는 것이 예의이다. 물론 미국에 있는 한국식당
도 마찬가지이다. 부페식당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올 때 한사람
당 미화 1달러씩 식탁에 두고 나오는 것이 예의다. 이때도 달러를 반

를 베개 밑에 놓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서비스가 좋지 않

드시 반으로 접어서 컵이나 조그만 접시 밑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았다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하나의 예의로 적은 돈이지만 놓아두는

남이 잘 보이지 않도록 중앙 부분에 놓는다.

것이 좋다. 이미 호텔비에 10% 봉사료를 포함해서 비용을 받았다면
이 경우는 주지 않아도 된다.
방에서 룸서비스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엔 음식 값의 약

다이빙 리조트나 리브어보드에서
다이버들은 다이빙 리조트나 리브어보드에서 숙박을 하면서 다이빙

15~20%를 팁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호텔에서 현지 기차표를 사달

을 한다. 소요 비용은 패키지로 미리 계산을 하거나 일정이 끝난 후

라고 요청을 하거나 공연표를 사달라고 요청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에 계산한다. 이때 스텝들을 위한 팁을 별도로 팁박스에 넣거나 스텝

는 대부분 표 값에 봉사료를 포함시킨다. 그럴 땐 팁을 따로 주지 않

대표에게 준다. 이때 팁은 비용의 10% 정도를 지불한다.

아도 된다.

스쿠바다이빙 스텝들에게 팁을 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화되어

호텔에서의 모든 식사는 전부 방 키를 보여주고 방 번호를 적고 이

있다. 서비스 질에 따라 팁을 주면 되는데 보통 다이버 당 한 탱크에

름을 적고 사인을 하면 된다. 그때도 <팁>란이 따로 있는데 식사값의

횟수가 적으면 미화 10달러, 많으면 미화 5달러 정도가 적당하다.

약 15~20% 정도를 같이 합산해서 주는 것이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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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독자투어기

바누아레부 섬
타베우니 섬

비티레부 섬

결혼 30주년 기념

피지 다이빙 여행기
글 황욱 (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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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여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까지 우리 세 식구가 처음 맞은 동해 바

올해는 우리가 부부로 함께한 지 3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에 뭔

닷속을 잊을 수가 없다. 대학생이던 80년대 초, 친한 친구의 스쿠버 동아리 경험담

가 멋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갖고자 했는데 마침 사진으로만 봐왔

으로 부러워만 했던 수중세계를, 어느덧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게 되

던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피지(Fiji)로 가는 투어를 소개받았다.

다니 꿈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스쿠버다이빙이 이제는 나의 유일한 취미

무엇보다 구자광 교수님을 비롯하여 함께하는 여러 믿음직한 고수들

이자 여가활동이 되어 인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평소 사진을

때문에 두말없이 합류를 결정했다. 꿈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사진을

좋아했기에 자연스레 수중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김수열 강

정리하며 지난 추억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느닷없이 김수열 강사님

사님은 내겐 참으로 고마운 선생님이다. 덕분에 작년에는 PADI의 강사까지 되었으

의 문자가 왔다.‘피지투어 여행기’
를 보내 달라신다. 생기 넘치는 젊

니 우리의 인연이 보통은 아닌 것 같다.

은 다이버들의 발랄한 문체가 좋으련만,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컴퓨

바다를 그리 좋아해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가급

터 앞에 앉게 되었다. 다음은 7월 3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피지로의

적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의 가족여행을 가곤 한다. 오로지 물

다이빙 투어 여행기이다.

속만 찾는 내가 조금은 불만이지만 그래도 말없이 따라주는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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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 7월 3일

다.) 소박해 보이는 조개껍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박재협 가이드의 환영

늘 다니는 다이빙 투어지만 갈 때마다 설레임으로 맞게 된다. 사진과 영화

을 받으며 버스에 오르니 말로만 듣던 피지 생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도

로만 보던 곳이기에 더욱 기다려졌는지도 모르겠다. 일행들과 오후 5시에

물맛 좋다는 피지 생수의 시원함은 뜨거운 남태평양 태양의 열기를 잠시 식

만나기로 하였지만 공항에 도착하니 4시가 채 안 된 이른 시간이었다. 자

혀주었다. 이곳에서는 만나는 현지인마다 웃으며‘Bula’
라고 인사하는데 우

칫 지루했을지도 모를 시간이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전자여권 사전등록을

리말로‘안녕하세요.’정도의 의미로 투어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듣고 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동안 출입국 심사 때마다 길게 늘어선 줄 너머

용한 피지어였다.

로 기다림 없이 수속하는 여행객들이 부러웠기에 이번에 큰맘 먹고 전자여

약 3시간 30분의 이동 후 도착한 곳은 우리의 첫 번째 숙소인 Pearl South

권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전자여권으로 바꾸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

Pacific 호텔이었다. 아직 체크인 할 시간이 되질 않아 일단 장비만 챙겨 다

전등록을 해야 되는 것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 막상 해보니 5분

이빙을 가기로 했다. 오랜 비행시간과 짧지 않은 버스 이동 시간으로 다들

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겐 출입국 수속

피곤했지만 기다리던 남태평양에서의 다이빙이기에 기대를 안고 숙소 바로

을 간단히 마칠 수 있는 전자여권을 권하고 싶다.

앞의 다이빙 샵으로 이동하였다. 역시 다이빙 고수들은 망설임 없이 카메라

수속을 위해 모인 사람은 구자광 편집장님을 비롯하여 액션투어와 노마다

장비를 준비하였지만 지난번 투어에서 안타까운 침수를 경험했던 나는 서

이브의 일행 모두 24명이나 되는 대규모였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해외투어

두르지 않고 내일부터 촬영을 하기로 했다. 수중사진을 그리도 좋아하지만

를 함께해 본 경험이 없어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김수열 강사님과 이민정

카메라 없이 들어가는 다이빙에서의 여유와 자유로움은 가끔은 경험해 볼

강사님의 노련함을 잘 알기에 걱정 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만 하다고나 할까.
첫날은 Combe Reef와 Lake Reef라는 포인트에서 2회의 다이빙으로 이번

둘째 날 / 7월 4일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남국의 뻥 뚫린 맑은 시야를 기대했지만 의외로 부

두 편의 영화와 잠깐의 수면으로 9시간 37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아

유물로 탁한 바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물속이 그저 좋은 나

침 8시경에 피지의 난디공항에 도착했다.(피지는 우리나라보다 3시간 빠르

로서는 카메라 없는 여유로운 다이빙으로 마음껏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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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다이빙이었다. 자주 다녀봤던 동남아시아의 바다와는 뭔가 다른 느낌의 바다
가 남은 다이빙을 기대하게 해주었다.

셋째 날 / 7월 5일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신체 나이를 확실하게 깨달은 하루였다. 적지 않은 투어를
다녔지만 늦잠을 잔 것은 처음이었다. 출발 15분 전에서야 눈을 뜬 우리 부부는 아
침식사도 거른 채 로비로 뛰었다. 다이빙 샵이 숙소에서 걸어가면 5분 정도로 가깝
지만 세팅된 무거운 수중카메라 장비를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다행히 모
두들 피곤했는지 우리가 꼴찌는 아니었기에 장비를 들고 버스에 오를 수가 있었다.
오늘의 오전 다이빙은 이곳 피지 다이빙의 백미인 상어피딩으로, Bistro라는 포인트
에서 2회 진행되었다. 막연하게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많은 상어와 크고 작
은 고기들의 향연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처음 보는 큰 덩치의 Tiger
Shark와 Bull Shark들은 용맹스러워 보였지만 두려움보다는 친근함을 느끼는 묘한
경험이었다. 왠지 순해 보이는 Nurse Shark와 Lemon Shark 그리고 조금은 심술
맞아 보이는 Silvertip Shark와 Whitetip Reef Shark들이 수많은 작은 고기들과 함께
화려한 군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 곳에서 가까이 여러 종류의 상어를 한꺼번에
만나는, 믿기지 않도록 멋진 경험이었다. 그들을 따라 다니는 많은 빨판상어와 덩치
가 상당했던 Grouper들도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지 못하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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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현지 가이드의 먹이를 물으려는 녀석들을 보며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자연

면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식사를 마치고는 현지

이 과연 정상적일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녀석

인의 설명과 함께 Kava라는 피지의 특이한 음료를 맛보았다. 피지

들은 자유로운 자연 상태라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또 다른 믿기지 못할 장

에서 Kava를 권한다는 것은‘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
는 의미라고

면은 마치 휴식을 취하듯 난파선의 선체에 머리를 붙이고 있던 여러 빨판상어의 모

하는데, 마실 때는 박수를 한 번 치고 Bilo라 불리는 컵에 담은 Kava

습이었다. 심지어 그들의 머무름으로 선체에 여러 자국까지 생겼는데, 함께 할 대상

를 두 손으로 받아 바닥까지 쭉 마신 후‘마다’
라고 외치며 다시 박

을 찾지 못한 녀석들의 쉼터로 보이는 것은 아내의 생각도 같았다.

수를 세 번 친다. 계속 마시면 혀가 얼얼하고 소주 몇 잔 마신 듯한

오늘의 마지막 다이빙은 Carpet Cove라는 곳으로 아름다운 연산호와 부채산호 그

기분이 든다고 한다. 나는 풀내음과 흙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맛의

리고 수많은 작은 고기들의 향연으로 참 예쁜 포인트였다. 그러나 우리의 제주만은

Kava에 혀가 약간 얼얼함을 느끼며 한 잔으로 만족했다. 그렇게 현

못한 연산호의 모습에 우리의 환경자산에 새삼 고마움을 갖게 된다. 그만큼 훼손하

지인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과 함께 Kava를 나눠 마시고

지 말고 오래 잘 보존하길 진정 기대해본다.

흥겨운 노래도 부르며 섬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넷째 날 / 7월 6일

여섯째 날 / 7월 8일

어제는 늦잠으로 건너 뛴 이른 아침의 필라테스 및 요가 시간에 참석하였다. 노마다

아쉽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밤새 몰아치는 비바람 소

이브의 박주형 강사님의 지도로 갖는 아침운동이 이번 투어의 색다른 묘미를 주었

리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침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스탭들의 구슬

다. 단순한 몸풀기 정도의 운동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지친 몸을 지탱해 준 고마운
시간이었기에 박주형 강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오늘은 배를 타고 40여
분 거리의 Beqa라는 작은 섬의 Beqa Lagoon Resort로 이동하여 앞으로 이틀 동안
다이빙 할 계획이란다. 짧은 여정 끝에 도착한 리조트에서는 모든 스탭들이 나와 멋
진 노래로 환영해 주니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울러 환영의
발마사지는 어느 정도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일정이 늦어졌기에 3회로 계획되었던 다이빙이 2회로 줄었다. 더군다나 현지 가이드
의 착오로 첫 번째 포인트인 Three Thieves 도착이 지연되어 결국 Joe’
s Best에서
의 두 번째 다이빙은 기대하지 않았던 나이트 다이빙이 되었다. 아름다운 산호를 품
고 있는 아기자기한 수중동굴들은 훌륭한 촬영소재였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만족스
런 장면을 담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언제나 다이빙 후 촬영한 사진을 보며 아쉬운
반성으로 가득하지만 그 다음에도 어김없이 후회스런 마음이 여전한 것은 욕심이라
기보다 모자란 능력 때문이 아닐까 자문하게 된다.
광각렌즈를 준비했었기에 카메라 없이 들어간 나이트 다이빙에서는 크게 색다른 장
면은 없었다. 다만 파도가 만만치 않아 출수 후 보트에 오를 때 주의를 기울여야 했
는데 모두를 무난하게 다이빙을 마쳐 다행이었다.

다섯째 날 / 7월 7일
어김없이 맞는 마지막 다이빙 날. 언제나 투어의 마지막 날은 아쉬움과 추억으로 가
득한 다이빙이다. 오늘은 현지 가이드가 칭찬한 Scissor’
s Rock과 E.T. 라는 포인트
를 찾았는데 어제 못지않은 예쁜 수중동굴과 제법 큰 부채산호는 훌륭한 촬영소재
였다. 이곳에도 많은 접사촬영 소재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광각촬영만 하
게 되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Fire
goby를 보았다고 하니, 다음의 투어를 기약하는 핑계로 남기기로 했다.
오후에는 섬 안의 작은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일행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전
달하였다. 우리에겐 사소한 작은 선물이 아이들에겐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보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먼 곳으로 투어를 가 즐거움을 만끽하곤 하
였지만, 현지인들에게 무언가 베풀었다는 작은 마음이 이번 투어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다.
저녁에는 이번 투어를 위해 특별히 김장혁 커피전문가께서 커피특강을 해주셨다. 평
소에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여 관심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마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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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노래를 뒤로 하고 배에 오르자 투어의 백미를 장식하는 멋진 무지개가 우리를 배

맞겠다는 다짐을 하며 꿈같은 피지투어를 마친다.

웅한다. 그들의 친절함과 미처 카메라에 담지 못했던 아쉬운 장면을 위해 꼭 다시

2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조그마한 사고 없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

찾으리라 기약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을 갖게 해 준 구자광 편집장님과 김수열 강사님 그리고 이민정 강사

다시 버스로 공항 근처의 Mecure Hotel에 이동하여 짐을 풀고는 멋진 요트가 정박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일행의 안

되어 있는 선착장에서 잠시 우리만의 자유시간을 보냈다. 한국식당에서의 마지막

전과 편안함을 위해 수고해 주신 현지의 박재협님께도 감사의 말씀

만찬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로 활기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피

을 드린다. 아울러 다이빙 내내 같은 보트에서 즐거운 다이빙에 동참

지에서의 투어가 마무리되었다.

해 주셨던 김유정 강사님, 강인석 강사님, 박주형 강사님, 김장혁님,
문지섭님, 이승희님, 한송희님과 미처 이름을 여쭤보지 못한 다른 일

마지막 날 / 7월 9일

행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사이드마운트 BCD의 첫 착

오전 9시 50분. 아쉽지만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며 다음에 또 올 거라는 막

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멋진 모델이 되어준

연한 기대감을 가슴에 간직해 본다. 10시간의 짧지 않은 비행시간은 3편의 영화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결혼 30주년 여행으로 계

함께 지나가고 드디어 오후 5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언제나처럼 이번

획했던 투어를 불평없이 함께해 주고 만족해 준 그 마음이 참 고맙

투어도 아쉬움과 추억을 가득 남기고 마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공항버스 안

다. 이렇게 멋진 일생의 버디와 다음 겨울방학에는 어느 곳으로 갈까

에서 어느덧 다음 투어를 계획하는 자신을 보고, 그때까지 다시 열심히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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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사교육 과정을 마치며
글 유성용 (부산 해양 스포츠 교실/SSI 트레이너(34486)

2003년도 해양스포츠 교실의 개해제 하는 날, 지인을 통해 스킨 스쿠버를

장이 있는 사람들이라 평일보다는 주말반으로 교육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접하게 된 이후 벌써 12년차 다이버가 되었습니다. 부산 영도가 고향이다 보

하지만 제가 강사트레이너가 되고 첫 교육생과 대면한 뒤로 설레임보다는

니 어릴 적에 여름이면 팬티만 입고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생생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친숙하기는 하지만 바닷속에 대한 신비로움과

2014년 1월 4일에는 기다리던 첫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해양스포츠 교실 강의실에서, 오후에는 해양대학교 수영장, 저녁

2003년 4월 22일, 처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날은 너무 낯설고 긴장을

에는 다시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서로 질의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였지만 그 속에서 숨 쉰다는 것만으로도 정

응답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에게 긴장했던 마

말 신이 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러던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는 강사가

음도 풀리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첫 수영장 수업은 3명 모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가 말이죠. 강사 트레이너란 자리

두가 스킬 시범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건 물속에서 하는 코미디였습니다. 각

에 올랐을 때 내가 자격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기 다른 수신호와 중요한 키포인트를 바로잡기 위하여 고쳐드려야 할 부분

지, 강사 후보생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지 등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 많은 시

도 많았고, 동작의 부드러움과 통일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난 후 2013년 12월 14일. 강사 후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많은 준비를 하고 드디어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결

보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후보생(이시형, 이종범, 이

전의 날인 평가하는 날이 잡혔습니다. 강영천 평가관님, 우대혁 본부장님의

승원)은 3명이었습니다. 각종 교재들을 확인하고 수업과정 소개와 후보생들

주관아래 3명의 후보생들의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가는 최종시험, 학

이 집에서 해야할 것들에 대해 의논하고 스케줄도 잡았습니다. 3명 모두 직

과발표, 제한수역강습, 개방수역강습, 교육시스템, 프로페셔널 순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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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고생하신 3명의 후보생

더 새롭고 많은 것들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것이

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두 대견스럽고 고맙기도 하

많고 더욱 열정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의 평가를 마치고 3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자신은 뒤로 밀리게 됩

명의 후보생 모두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니다. 열심히 한다는 말은 본인의 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로 인정되어야

5개월동안 강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업시작 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기만족이지만 남들에게 듣는 열심히 한다는

할 것인지와 어떤 것을 교육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은 본인의 한계를 넘으려 한다는 고무적인 표현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

며 타인의 시선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던 지식을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며 누구에게나 모

다이빙은 옆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연에

범이 되는 시범을 수십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교육자는 타고나는 것보다

교육 중에는 교육생들과의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보생님들, 항상 열심히 하시고 파

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주변

이팅 넘치는 자세를 가지셔서 누구 강사님 정말 멋지고 고마운 사람이란 소

사람들이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고 부족한

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무림의 고수가 되어 여러분들과 화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모두가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팅하며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

마지막 평가 때, 후보생들이 평가를 받게 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 자신이

와 준 이시형 강사님, 이종범 강사님, 이승원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평가받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평가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교육을

스승이신 조미진 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 이 평가는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항상 열심히 화이팅하게 만들어 주시는 산업잠수기술인협회 차주홍 회장님

열심히 가르쳤는지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심경보 학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강사가 될 후보생들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때문에 15시간 운전을 하시고 2박 3일 동안 고생하신 강

강사라는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열정을 불태웠으며, 강

영천 평가관님, 우대혁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를 꼭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

감사합니다.

어야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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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강사부부의 탄생 이야기
글 이지희 (SSI 강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SSI 강사 임화준, 이지희입니다.
수중세계가 마냥 좋아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했고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 겁 없이 프로의 세계에 발을 담갔다가 어느덧
프로의 위치까지 오게 된 임화준, 이지희 부부입니다. 뜬금
없이 누구일까? 싶기도 하시겠죠!
저희 부부는 서로 만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저는 다이
빙을 시작하고 활동하다가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겨 잠
시 쉬고 있던 중 원래 활동하던 단체가 아닌 다른 교육단
체로 옮겨와 그 지역의 다이브 샵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
습니다. 그때 남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다이빙을 잠시
쉬고 있다가 단체를 옮겨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부부의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이빙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
다. 교육단체를 변경하고 활동하던 지역도 아니라서 첫 해
양실습과 펀 다이빙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과의 만남이 어
색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다이빙을 같이 한 교육생이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
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둘러보니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상
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다이빙 투어를 참석하게 되었
고 항상 투어에 함께한 일행 중에 저희 남편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초콜릿 복근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저의 이상형도 아니지만 왜 눈에 띄었을까요? 단지
젊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둑 아닌 도둑이 된 연상연하 부부
입니다.^^ 남편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일부러 자
극하였는지 아님 스스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다이빙 때마다 홀로 박태환(국가대표 수영선수)이 되어 식
사시간에도 같이 즐기는 시간에도 항상 귀에 헤드폰을 끼
고 잘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하다보니 성격이 활발한 저는 식사도 챙기게 되고 일
부러 질문도 하고 말도 걸어보면서 차츰 친해지기 시작했
습니다. 그런 계기로 다이빙 투어나 교육이 아닌 친한 다이
버들과 만나는 사석자리에 같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다른 지인들은 저희의 깜
찍한 연애를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어울리지 않았을
까요? 아님 너무 완벽한 연애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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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공인이 아니어서 비밀 연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우연하게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
습니다. 다이빙 투어 때마다 항상 함께 다니며 남몰래 사랑을 돈독히 다졌습
니다. 항상 버디가 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몇 년 동안 다이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둘에게 오픈워터 다이버 4명과 함께 다이빙을
하라는 다이브 샵 강사님의 권유로 펀 다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만
의 다이빙에서 다른 사람들의 버디로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은 알
게 되었으며 차츰 프로 세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만 하는지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가며 다이브 마스터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공부며 연습했던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가 하

다이브 마스터로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으며 작은 것이라도 알고 있는

얀 백지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마냥 떨기만 하고 평

걸 가르쳐주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더 배워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

소에 잘 하는 것도 실수를 하며 부족하지만 한 단계씩 넘어가게 되었는데

겨 여기저기 눈동냥을 하다가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이빙 단체를 비

요,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무사히 평가

교하고 다이브샵의 안내를 살펴보던 중 그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전화번호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달려와준 동생 커플, 그리고 대

를 남겨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니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안내를 해

전에서 응원을 와주신 장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분은 저희

주어 광주에서 대전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직접 상담을 하고, 그 단체의 교육

남편 임화준 강사와 저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 주신 강광순 트레이너께 진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는 SSI KOREA

으로 감사의 마음을 이 글을 통해 다시 전합니다.

의 강사코스를 배워보리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후회없

어느덧 저희는 임화준 강사, 이지희 강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게 만들어주신 대전 X-SCUBA의 강광순 트레이너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아직도 물에 들어가면 오픈워터 다이버인 것처럼 새롭고 마냥 즐겁지만 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른 다이버들께서 계시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활동

광주에서 주말마다 대전으로 달려가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할 강광

과 교육을 하면서 서로 앞에서 끌며 뒤에서 밀며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

순 트레이너를 귀찮게 하기도 하며 때론 스트레스도 받고 때론 재미도 느끼

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부러워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행동에 좀 더 조심

면서 ITC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울렁증이 아닌 기피증을 가지

성이 필요하겠으며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더욱 부러워들 하실텐데

고 있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지무지 힘들고 어

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더 행복하다고 합

려웠지만 저희 남편의 형으로 착각될 만큼 비슷한 외모나 풍채를 가지고 계

니다. 아직은 저희 부부, 프로의 세계에 대해 많은 걸 더 배워야 하며 연습도

신 강트레이너님과 저희 남편이 똥그란 눈으로 사랑스럽게, 귀엽게 쳐다봐

많이 필요하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시니 어찌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아직 많은 교육이 남아 있고 저희가 다이브 프로로서

그다지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서 익숙해져 즉각적인 반응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 교육과 강사평가 과정에서 배운

아무 생각없이 했던 다이빙 스킬은 왜 제한수역 교육이라는 과정으로 들어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지나가시면

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어찌나 내 머리를 원망하게 되던지 모릅니다.

서 저희 생각나시면 아는 척도 많이 해주시구요, 가르쳐주시고 싶은 게 있으

완벽한 중성부력으로 저희를 놀리는 것 같은 자세로 수업하시는 강트레이너

시면 주저마시고 가르쳐주십시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남들이 부러워 할

님께 부러움에 짜증도 내고 반항도 하며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수영장 교육

만한 모습으로 SSI KOREA의 부부강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해외

만 다녀오면 물에 젖은 이불마냥 축 처져서 지쳐 잠들기를 반복하며 교육과

로 다이빙을 갔었을 때 일본 할머니 한 분이 다이빙 핀과 마스크를 보자기에

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곱게 싸서 굉장히 귀중한 물건인 것처럼 들고 리조트에 오셨습니다. 혼자 오

강사평가는 저희 남편이 한 달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셨기에 저희 팀에 합류하셔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도 너무 멋

SSI 본부에서 나오신 평가관들께서 평가하는 과정에 제가 참관할 수 있게

있었지만 다이빙 유영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

허락해 주셔서 멀리서나마 지켜보는데 제가 왜 떨리고 무섭던지요. 프로의

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도 저 나이까지만 열심히 해보자라고 다짐을

세계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자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이빙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설명할 순

감으로 합격을 하게 되어 말 그대로‘강사님’
이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것

없지만 체력이 되는 순간까지 물질 한 번 해보려 합니다.

마냥 기뻤지만 때론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울렁

나지막한 목소리로 칭찬을 남발해주신 강영천 평가관님, 귀엽다라는 말이

증이 심한 학과강습 발표도 열심히 연습도 해보고 일주일 중 휴일에만 교육

실례지만 귀엽고 인자하시지만 때론 단호하신 전윤식 평가관님, 실수투성이

을 받기 때문에 트레이너께서 주신 엄청난 과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직

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을 김태훈 평가관님, 그래도 사투리

장에서 남몰래 공부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짜증

때문에 웃으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부부

도 났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하면 잘 되는데 강광순 트레이너 앞에만 가면

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강광순 트레이너! 여기서 멈추지 않

왜 그리 작아지는지, 평소에 잘 하고 자신있던 스킬도 왜 그렇게 버벅거려야

겠습니다. 깡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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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대학생 ITC 후기
글 민경희 (BSAC 대학생 강사 참가 후보생)

첫날, 태풍의 영향으로 교육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했
다. 처음 만나는 교육생 동기들도 트레이너님도 서로
서먹함이 가득했지만 자기소개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색함이 조금 사라졌다. 그리고는 바로 수영장에서
마스크 클리어링, 레귤레이터 되찾기 등 기본적인 기술
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 천천히 상승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부장님이 다가와 공기가 떨어졌
단 신호를 보내오셨다. 바로 옥토퍼스를 드리긴 했지
만, 순간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다.
매일 계속되는 수영장 프레젠테이션과 오픈워터 프레
젠테이션에서는 이렇게 돌발상황을 일으키라는 트레
이너님들의 지시가 있었다. 강의를 하는 것도 어려웠
지만 강의를 받는 입장일 때 초보자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 초보자가 되어 트러블을 일으키라는
것은 우리의 대처능력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라고 생
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초보자에게 어
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불안요소가 있을지 생
각하면서 강사는 항상 초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처음 해보는 수영장 프레젠테이션은 브리핑부터 디브
리핑까지 버벅대고 정신이 없었다. 트레이너님들의 피
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나아졌다. 간결하고 정확한 브
리핑, 교육생과 나와의 위치 선정부터 격려하고 조언
을 줄 수 있는 디브리핑 방법까지 많은 것을 알려주셨
다. 트레이너분들은 모두 매의 눈을 가지셨는지, 분명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도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 바로잡아주셨다.
수영장에서의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좀 익숙해졌다 싶
을 때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았다. 시야, 수온, 너울 등 교육 내
용 또한 달랐으며 실전이랑 다름없다는 생각에 훨씬
긴장되었다.
수영장에서나 바다에서나 트레이너분들은 항상 유령
처럼 옆에 계셨다. 지켜보고 계시는 게 부담도 되었지
만, 한편으로 안심도 되었다. 강사란 저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육생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구나. 트레이너분들이 우리를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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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보였다. 알아도 그
렇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학과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컨닝페이퍼를 적
어가도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많이 떨었는데, 다른 동
기들도 자세히 살펴보니 다들 떨고 있었다. 나만 떨리는 게 아니라
는 생각이 드니 조금 용기가 생겼다. 여기서도 트레이너분들은 매의
눈과 함께 날카로운 귀를 갖고 계셨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 자료와
강의 중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교육생처럼 질문하셨다. 그렇게 질
문할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피
드백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다. 이 조그만
이론 하나를 설명하는 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은 정말 어마
어마했다. 트레이너님은 이것을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셨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기 위해선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양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Life saver 교육이 기억에 가장 남았다. 육상에서의
CPR 및 AED 사용법을 배운 날, 강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다. 강
사님은 이날 우리가 CPR과 AED 사용법만큼은 확실하게 몸으로 익
히게 하겠다고 장담하셨다.“행님아!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없다!”
를 강렬하게 몇 번 외치고 나니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기억이 고스란
히 남아있다. CPR 만 번을 시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신 강사님.
우리는 실제로 삼천 번 정도 한 것 같았지만 다들 구슬땀을 흘리며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레스큐 교육은 며칠 뒤 바다에서도 이어졌다. 오픈워터 프레젠테이
션 그리고 리딩 실습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CBL(조절된 부력인양)
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해변에서, 그리고 보트를 타고
나가서 레스큐 실습을 해보았다. 육상에서의 레스큐보다 체력적으
로도 훨씬 힘들었고, 물에 떠 있다 보니 조난자와 나의 몸을 확실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웠다. 배 위에서 조난자에게 CPR을 할 땐, 멀미도
나고 토할 것 같았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의미의 무게를 느꼈다.
한편 우리는 9일 동안 순서대로 마샬이 되어 보았다. 하루의 일정을
계속 확인하고 식사 장소 섭외, 회계 장부 정리 등 나름대로 총 책
임자 역할을 맡는 것이었다. 마샬이 된 날에는 모두들 더 정신이 없
었다. 식후 휴식시간에도 마샬은 다음 일정 확인하고 정리하느라 제
대로 쉬질 못했다. 이런 외진 곳에서 식당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역시 정보화시대다. 검색하니 꽤 많은 맛집(?)들이 등
장했다. 마샬을 함으로써 강사의 역할은 단순히 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시간은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열흘간의 ITC 과정이 모두 끝난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숙면을 취했다. 푹 자고 일어나니 그제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함께한 동기들은
처음부터 단합이 잘 되었다. 워터맨쉽 테스트가 있었던 첫날, 심리적
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확실히 부족했던 나에게 동기들이 끝까지 격
려해주었던 게 정말 고마웠다. 밤마다 우리는 다음날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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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내용을 공부하고 시각자료를 만드느라 계속 잠이 부족했다. 누군가를 가르
쳐 본 경험이 있는 동기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준비를 끝냈고 남은 시간은 다
른 동기들을 도와주었고 다들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준비를 하였다. 경쟁적이
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요즘, 이렇게 사심 없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모두 그런 마음이었기에 교육받는 내내 즐거운 분위
기가 유지되었던 것 같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던 청명오빠. 아침잠이 많아 본인의 알람소리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은일오빠, 반면 저녁잠이 많아 제일 먼저 잠들고 제일 일찍
일어나던 영진이, 강의만 하면 사짜 형제로 변신하는 근행이와 진호, 성실하고 모
두를 가장 살뜰하게 챙겨주던 현재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합류하신 일반인 ITC로
참가하셨던 서상길님, 이수연님, 김준연님 또한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같은 교
육생으로서 사회 선배님으로서 이런저런 조언과 배려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이번 BSAC 강사훈련과정에 참가하기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제
까지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까지 강사가 되
고 싶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내 사부님은 나에게 이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에 의구심도 들었다. 다이빙에 있어서 내가 무
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는 이
제부터 알게 되겠지만, 참가하길 잘했다는 마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10일 동안 정말 우리보다 더 고생하신 박종섭 본부장님, 정상근 트레이너님, 권
천중 트레이너님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합류해주신 서동균 트레이너님과 이상호
강사님, 장동국 강사님, 교육을 위해 멀리까지 와주신 김희봉 강사님과 다이브
자이언트 정인호 대표님, 모든 분들이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우리의
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 더 좋은 다이버로 성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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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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185
July/August
July/August
핸드폰 : 63-921-614-2807, 63-921-499-1859 홈페이지 : http://www.deepper.co.kr

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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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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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
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
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
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
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Q 폐혈증(?)

친한 친구가 다이빙에 입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재작년 기침이 나와서 폐 CT를 찍은 결과 약
간의 폐혈증 증상이 보여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도 하고 싶어
하는데 다이빙이 가능할까요?

A 폐혈증 혹은 패혈증

본인이 다시 글을 올리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폐혈증이라는 병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병명으로 폐 CT로 진단을 붙이려면 폐염이 아니었나 싶
습니다만 아무 폐염이나 기관지염 계통이 아니었나 싶고 다 나아서(의사의 진단결과) 현재 폐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이빙하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 아니라 패혈증이라면 이것은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피 속에 박테리아가 들끓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치료해서 좋아졌다면 다이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폐질환을 치료한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방사선 촬영이나 진찰 등을 다
시 한 번 받으셔서 폐에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기 않았다는 것을 먼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 수중 산소 재압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밤낮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진정한 다이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작업에 그

연락처 : 010-4500-9113

만 몸에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목, 어깨, 팔이 욱신욱신 합니다.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내일 100% 산소로 5m에서 감압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챔버를 가야겠지요. 치료 방법을 가
르쳐 주십시오. 20일이 지났습니다.

A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100% 산소로 수중 감압 치료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 동해안 수온으로 충분
한 치료를 받기 위한 긴 시간 재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몸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챔버 시설로 가셔서 진료받으시고 충분한 재압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첨언하자면 시파단이나 팔라우같이 세계적인 다이빙 리조트에서 일하는 다이빙 가이드
분들은 매일 하루 3회 혹은 그 이상의 다이빙을 그것도 절대 얕은 수심이 아닌 곳에서 하고 있지
만 적절한 상승 속도와 안전 정지 요령 등으로 감압병 증상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몇 년씩 다이빙
가이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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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빙 후 속쓰림

외국으로 다이빙을 나가서 6~10일 정도, 하루 2~3회 정도 다이빙을 하는

니다. 2탱크(오전, 오후)를 하였고, 풀장 실습 후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군요.
저를 포함한 마스터 다이버 역시 다이빙 후 샤워 도중 몸상태를 보니 반점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은데 5일 정도 다이빙을 하고 나면 다이

이 심하게 피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 몸 상태를 확인하니 어제와 동일합니

빙 후에 속쓰림이 있습니다. 속쓰림도 다이빙과 관련이 있을까요?

다. 바다를 다녀와도 가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 슈트 알러지인지 피
부감압증인지 걱정이 되어 사진과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진은 아침에 찍은

A 위산 역류

것이고 붉은 반점이 조금은 들어가고 흐려진 상태입니다.)

예,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머리가 느끼지 못해도 몸이 멀미를 할 수 있습니
다. 위장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속쓰림
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 속에는 공기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상승 하강을 반복하다 보면 공
기가 압착 팽창하면서 위장 속의 위산을 역류시켜서 속쓰림을 야기할 수
도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증상을 자주 겪는 편이라 여러 날에 걸쳐 여
러 번의 다이빙을 해야 하는 경우 꼭 위산 조절제를 준비해서 나가곤 합니
다. 하루 한 번 먹는 종류(란스튼, 파리에트 등등)도 있고 하루 2~3회 복
용하는 종류도 있습니다만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OTC : Over the
Counter) 약물로는 게비스콘 같은 것이 있습니다.

Q 다이빙 후 부종

다름이 아니라 같이 잠수하시는 회원 중에 다이빙을 한 후 손과 얼굴(입술
이)이 퉁퉁 붓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혈압이 있
으신 것도 아니고, 다이빙 횟수는 총 6~8회 정도, 몸도 건장한 남성입니
다. 특별한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요. 최근 몇 회 잠수에서 다이빙 후
많이 부어 대략적인 이유가 궁금하네요. 슈트가 꽉 끼어 피가 몰려 그런
건지? 대략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A 다양한 원인

A 피부 감압병

적어주신 정황으로 봐서 두 가지가 다 겹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간주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수영장에서 두 사람이 다
그렇다는 점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일
가망성이 크고, 다이빙 후 나타난다는 반점은 감압병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그렇게 대처해야 더 안전할 듯 합니다. 감압병이 유독 잘 발생하는 신체 조
건에 대해(예를 들면 PFO 등)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빙 후 손발은 특히 차가운 물에서 꽉 끼는 슈트를 입고 다이빙 하는 경
우 누구나 어느 정도는 붓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대부분이 다이빙 후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별 관심을 주지 않
는 것이고, 다른 분들보다 붓기가 좀 더 심하신 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
는 문제이긴 합니다. 특히 부종이 심하신 분이라면 냉수 알레르기를 가진
분일 수도 있고, 혹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한 번 받아보시고, 피부과에서 냉수 알레르기 검
사를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부었다가 금새 가라앉는 정
도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만~
감압병의 증상 중에 부종(임파계 부종)도 엄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혹시 PFO가 없는지 심장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Q 붉은 반점

몸에 가끔 붉은 반점이 생겨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이빙 강사로 한 달에 3주(일요일) 정도 정
기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빙을 하고 나면 상체 부분

Q 소이증

다이빙과 귀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슴, 팔 등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더군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닌데 유독 심할

혹시 소이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올림픽풀장에서 오픈워터 풀장실습이 있었습

막혀있어 재건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한쪽 귓구멍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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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할 때는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호흡법이 잘못되다 보니 물 빠짐이 잘 안 되
서 귀에 염증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문제 되는 부분은
없구요. 그런데 다이빙을 하게 되면 어떨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무
엇보다 수압에 따른 압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 그리고 다이빙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는 거라서요. 가령 이퀄라이징을 했을 때 양쪽 귀
에 압력평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저같은 경우는 한쪽 귓구멍이 막혀있는
상태라…. 다른 한쪽은 정상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고
막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일인지? 제가 정상적으로 다이빙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건지요?

A 소이증 vs 외이도협착증

소이증(Microtia)은 귀바퀴(이개)의 크기에 대한 질환명이고, 적어주신 내용
으로 봐서는 외이도협착(External Auditory Canal Atresia)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는 것을 혹 알고 질문하셨나요?)
외이도 협착도 바깥쪽 외이도 연골 쪽이 막힌 경우(연골성 협착)와 안쪽
측두골까지 막힌 골성 협착에 따라 불편한 내용이나 치료의 방향이 다르
기 마련입니다만, 수술로 호전되신 귀는 아마도 외이도가 만들어지면서 고
막과 중이강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경우가 아닐까 하고, 아직도 협착이 되
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주치의와 잘 상담하셔서 수술한 귀에 중이강
이 존재하고 공기 공간이 존재한다면 압력평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를 확인하고 스쿠바다이빙을 시작하셔야 할 것이고, 아직 협착이 있는 귀
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주치의와 상담해서 확인 및 결정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골성 협착이라면 적어도 현재 공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수영장에서 압력평형에 문제가 없는지 천천히 하강하면서 확인해보실 것
도 아울러 권합니다.

Q 삼출성 중이염

안녕하세요, 박사님. 불안함과 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
3주 전 감기로 인하여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오른쪽 귀에 물이 차있어 먹
먹함이 있고, 왼쪽 귀는 귀 울림이 있어 약간의 두통과 울렁거림이 있었습
니다. 병원에서는 귀 울림은 감기로 컨디션이 안 좋아 생기는 거라 하셨고
요, 감기와 귀상태는 그대로인 채로 일주일 전 다이빙을 하였고 역시나 이
퀄라이징에 어려움을 느끼며 다이빙하는 중 역압착까지 왔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방문 후 여전히 물이 차있는 오른쪽 귀에 피멍까지 있어 의사
선생님이 고막절개 후 물 제거 시술을 하였습니다. 4일이 지난 지금 감기는
호전되었으나 물 제거 시술한 귀는 여전히 먹먹함과 이퀄라이징을 할 때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선생님이 이퀄라
이징을 자주 해주라고 했습니다.) 왼쪽 또한 여전히 귀울림이 있고 약간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진 느낌입니다.) 일주일
정도 안에 상태가 호전될 거라 하지만 증상이 더 안 좋아진 느낌입니다.
물을 제거했는데 여전히 먹먹함은 정상인가요? 귀울림은 자연적으로 없
어지나요? 일주일 뒤 다이빙을 해도 괜찮을까요?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다이빙 생활에 문제가 될까 불안감에 박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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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막 절제술은 금기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에서 가장 빠른 치료 방법이 고막 절개 및 배

Q 급상승 2

지난 토요일 급상승 후 48시간이 지난 현재 가슴이 뻐근하고, 가슴을 펴면

농(혹은 배액)을 해주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스쿠바다이버의 경우 이 시술은

왼쪽 가슴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손 저림과 뒷 목

가급적 하지 않거나 최종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뻣뻣함, 무거운 피로감이 있습니다. 감압병으로 볼 수 있을지요? 그날 다이

고막 절개는 말 그대로 고막을 찢어서 열어주는 행위이므로 다행히 별 후

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증 없이 고막이 치유되어 주는 경우 외적으로는 1~2주 이내 붙어주지만

8월 11일 토요일

스쿠바다이빙과 압력 평형이라는 행위를 이겨낼 수 있는 고막으로 회복되

첫 번째 다이빙 : MAX 17.9M(AVE 14.1M)잠수시간 33min 5m 안전정지 3

려면 최소 4~6주, 많은 경우 8주 이상도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 2차

분(40분 휴식)

감염을 초래하여(실제 많은 경우 2차 감염이 오기도 하고) 이루가 지속되면

두 번째 다이빙 : MAX 32.5M(AVE 25.8M)잠수시간 25min 32m에서 공기

고막의 영구 손상(만성 중이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막 절개를 하는

40bar 남기고 상승 중에 22m에서 20bar가 남은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급

것은(특히 스쿠바다이버의 경우)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왕 고막절개술

상승(물론 감압은 당연히 못 했구요). 당일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습

을 시행하셨으니 이 상황이 잘 지나가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니다.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나이 43세, 키 183cm, 체중 117kg) 공기 소모

고막절개 후 배농을 하였지만 계속 귀가 먹먹하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

량이 많은 편이고, 수면까지 도달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급상승

럴 수 있습니다. 절개 배농이 단칼에 중이염이나 중이염을 일으킨 원인을 없

하면서 급한 호흡으로 인해 공기를 더 많이 소모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막 안쪽에 차있는 삼충액이나 혈액

직접 박사님을 뵙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은 박사님께

혹은 고름을 중이 밖으로 꺼내주는 시술일 따름입니다. 다이빙을 언제 할

서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이야기도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절개한 자리가 완전히 아물고 나서 2주 정도 더 기다
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절개 자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중이강
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역시 소실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얼른 치
유되셔서 즐거운 다이빙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Q 급상승 1

A 감압병이 맞습니다.

프로필 중 급상승 부분이 감압병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현 시기가 미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나 치료를 늦출 이유는 없어보입니
다. 속히 고압 산소 챔버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급상승에 따른 감압병 질문입니다.
이렇게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천이라 마땅한 병원에서 문의 드릴 곳을 찾
지 못해서요. 8월 11일 토요일 동해 다이빙 오전 9시 다이빙 1회.
최대수심 27m, 다이빙 시간 25분 후 20m부터 상승 시 BC 이상으로 공기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가 급주입 되면서 급상승 되었습니다. (총 100bar 공기 소모) 다이빙 후 다
이빙 샵에서 산소 3분간 마시고, 동해에서 집에 오는 길에 약 3시간이 지난
후 손등하고 발등이 좀 가렵고, 저린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팔이 조
금 가렵고 작은 빨간 두드러기가 났는데 이게 긁어서 생긴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기침이 조금 나는데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한 걱정이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이라 문자 답변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을 만한 병원이 있었으면 내원하는데 그렇지 못 해 걱정입니다.

A 감압병이 맞습니다.

감압병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급상승입니다
나타난 모든 증상이 전형적인 감압병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쯤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플레이터 뭉
치 속에는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고 손을 떼면 스프링
이 작동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데 아마 스프링에 고장이 나서
혹은 이물질이 끼어서 공기가 계속 주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중에 인플레이터 호스를 수중에서 뺐다가
다시 끼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깜빡하셨나 봅니다.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9-7 통영세계로병원
Tel. 055-649-7115
017-560-0365 (김희덕원장)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75

잘 나으시고 안전하고 재밌는 다이빙을 계속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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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에 관하여
글 강광순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SSI IT #45955/AHA/대한심폐소생협회 BLS INSTRUCTOR  

요즘 들어 SNS를 보면 스쿠버 교육을 하는 모든 단체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동을 없애주는 시기는 적어도 심정지 후 8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환자의 소생율

깨닫고 스쿠버 교육은 물론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을 하며 홍보하는 것을 자주

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로 심정지 후 10분 이내에 이루

접할 수 있다. 본인은 응급처치 시에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自

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제세동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8분

動除細動器, 영어 :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

이내에 이루어져야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한다.

미국의 두 도시를(뉴욕 vs 시애틀) 비교해 본 결과 뉴욕은 환자의 생존율이 2%,

제세동기는 사고나 질병에 의한 심정지 상황에서 응급처치 요소 중 아주 중요한

시애틀은 30%가 나왔다. 뉴욕은 심정지 후 환자에게 적용한 제세동 시간이 12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먼저 제세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분이며 시애틀은 7분이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가 환자의 생존율에 많은 영향을

다. 조기 제세동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많은 심정지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심장리듬은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

셋째, 심정지에서 이러한 심장의 리듬을 나타나는 환자에서 기본 심폐소생술만

맥의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와 최우선적

으로는 정상 리듬으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 등을 찾아보면 제세

치료는 제세동이다. 이 말은 가슴압박이나 약물치료나 어떠한 시술보다 최고의

동만이 유일한 심실세동의 효과적 치료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의과

치료는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실시하여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

대학이나 병원에서도 심실세동의 우선적 치료를 제세동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러한 제세동의 원리는 심장에 강한 전기 자극을 가하여 심장의 자율박동을 회복

둘째, 세동을 없애주는 제세동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

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렉(wreak)에 걸리게 되면 컴퓨터의 리셋

정지 후 많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심실세동이나 무맥성심실빈맥의 전기적 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과 같다.

1분 경과할 때마다 7~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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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전에 제세동기를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한

질 때 빗장뼈가 전기 충격량의 저항을 가져오게 되므로 적절한 전기량이 전달되

다. 제세동기는 심전도 분석 및 제세동의 방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와 수동식 제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붙이는 패드는 심장보

세동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로 수동식 제세동기는 주로 병원 내에서 의사가 사

다 아래에 붙이는 것이 좋다. 심장의 전기적 자극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시작

용하고 있다.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의 일부나 현장 응급처치에는 대부분 자동

되어서 심실의 각 세포까지 전달되는데 심장의 심실의 윗부분에 패드를 부착하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제세동 과정에서 환자에게

게 되면 전기충격의 전달이 심장의 모든 부분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

가해지는 전류는 직류이다.

고 전기 충격을 가할 때 저항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래

수동제세동기와 자동제세동기는 전기 충격을 준다는 것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

의 표와 같다.

방법과 수단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
할 뿐 아니라 제세동과정을 제세동기 자체에 내장된 음성 지시로 구조자가 제세

경흉저항에

동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심전도 분석결과에 따라 유도해준다. 그래서 의료인이

영향을 주는 요소

경흉저항
증가되는 경우

감소되는 경우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간단한 조작법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사용할

전극의 크기

작은 전극을 사용하는 경우

큰 전극을 사용하는 경우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전도 전기 신호를 구조자가 분석할 필요가 없고 전

전극과 피부의 접촉면

공기

생리식염수, 또는 전도물질

기 충격을 주는 여러 복잡한 기술도 간략화시켜 기계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다.

호흡의 주기

흡기

호기

단점이라면 심실 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에 대해서만 전기 충격이 가능하고 여타

전극간 거리

멀리 위치한 경우

가까이 위치한 경우

전극에 가해지는 압력

전극에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

전극에 압력을 가한 경우

제세동사이의 시간간격

시간간격이 긴 경우

시간간격이 짧은 경우

다른 부정맥에 대하여는 전기 충격을 시행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수동제세동기는 구조자가 심전도를 분석할 뿐 아니라 환자의 상
태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맥에 대해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전기
충격의 양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수동식 제세동기의 전

자동제세동기 사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충격은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통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1세 미만의 영아에서의 심정지는 주로 호흡정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나 심정
지 5~15%는 실세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제세
동 처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1세 이상 8세 이하의 소아에서 자동제세동기
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아용 변환 시스템(전극에 장착되어 있거나 제세동기에 선
택 스위치가 있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동제세동기에 소아용 변환 시스템이 갖
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용 전극을 사용하여 성인에서와 같이 자동제세
동기를 사용한다. 환자의 몸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슴을 충분히 건조시
킨 후 제세동을 실시하고, 피부에 부착하는 물질로 투약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전극을 부착할 부위에 투약물질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한다. (니트로글리세린, 마
약성진통제 등) 체내형 제세동기나 심박 조율기를 가진 환자는 삽입 부위로부터
최소 3cm이상 떨어진 곳에 전극을 부착해야 하고 체내형 제세동기가 작동되면
환자의 흉부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체내형 제세동기가 작
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약 30~60초 정도 체내형 제세동기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후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한다.
가슴에 털이 많은 경우는 전극을 더 단단히 붙여보고 그래도 전극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전극을 단단히 붙여 털을 제모하듯이 전극을 제거하여 털을 제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제세동기의 구성은 매우 간단하다. 전원 스위치,

하고 새로운 패드를 붙인다. 만일 털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면도기로 털을

제세동 스위치, 패치(전극패드)와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제세

제거하고 전극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에 아무런 사

동기를 적용하여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슴압박을 방해해서

고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불의의 사고가 있다면 배운 기술을 정확하게 사

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심장협회에도 생존율에 관여하는 요소 중 하나

용하여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인 가슴압박중단의 최소화이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의 반응을 확
인하고 도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부탁

[생존의 사슬]

한다.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고 나면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데 먼저 전원을 켜고 전극을 부착한다. 전극을 부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전극의 위치를 바꾸거나 부정확한 위치에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전극을 부착할
때 대부분 전극패드에 또는 제세동기에 각각의 패드를 부착하여야 할 위치를 안
내하고 있다.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오른쪽 빗장뼈에 붙이는 패드
는 환자의 빗장뼈의 1/3을 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전기 충격이 주어

September/October 191

192

September/October 193

Diving Society Diary
2014년

10 월

1일 IANTD 강사 및 강사트레이너 갱신 (~12월 31일)
1일 PSAI-KOREA 강사 및 강사트레이너 갱신 (~12월 31일)
4일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9일 제17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마감일
15일 PADI 웨비나-위험관리
17일 BSAC KOREA 창립 20주년 기념식
18일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DRAM & CDR-AED 지도자) (~27일)
24일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나이트록스 잠수 지도자) (~25일)
25일 PADI 강사시험 (~26일)
30일 PADI 웨비나-트레이닝 불레틴

2014년

11월

1일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사이드마운트 지도자) (~2일)
7일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수중촬영 지도자) (~8일)
11일 IANTD 멕시코 칸쿤 동굴 다이빙
19일 DEMA SHOW (~22일)
21일 PDIC-SEI 국제 리더십 지도자 미팅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모바일웹 OPEN!

www.sdm.kr

DIVING INSIDE

2014 SSI 고성 다이빙 축제
SSI Korea(본부장 : 우대혁)는 한국의 SSI 멤버들을 위해서 강원도 고성군
에서“2014 SSI 고성 다이빙 축제”
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SSI 멤버들은 9월

SSI의 철학과 시스템에 따라 참석자들에게는 Specialty 교육을 권장하고 특

19일부터 21일(3일간)까지 고성군 소재 문암리조트(대표 : 박주명)외 11개의

별히 지원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단순한 Fun Diving이 계속 교육의 한 과

리조트에 분산되어 다이빙을 즐기고, 9월 20일(토) 오후 7시에 설악썬밸리리

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조트 대연회장에 전 참가자들이 모여 축제의 밤을 가졌다.

한편, 고성군 다이빙 연합회에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통하여 참석자 모두에

국내 최고의 다이빙 교육 단체인 SSI Korea의 위상을 제고하고, 최북단 고

게 즐거움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윤승균 강원도

성군 다이빙 사이트의 아름다운 수중을 소개하고자 SSI 소속의 다이버 412

고성군수를 비롯하여 고성군에서도 관광 산업의 중요 축으로서의 Scuba

명과 고성군 다이빙 연합회 회원들(50여 명 별도)이 모여 2박 3일간 즐거운

Diving을 재인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행사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이빙 축제를 함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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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는 이 축제를 통하여 다이버 간에 친목과 단결을 유도하였으며,

참가 리조트명
거진리조트
반암리조트
가진(백상어)리조트
공현진(네모)리조트
송지호리조트
백도리조트

주소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25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1-4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3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9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9-30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10-76

수용인원 대표
30
김형래
20
김동석
30
박근정
20
고영식
20
박정기
20
강민원

연락처
010-3369-3276
010-5368-7738
010-8706-7335
010-6370-0271
011-9873-0963
010-9026-3177

참가 리조트명
문암리조트
LF문암리조트
교암리조트
아야진리조트
봉포리조트
속초스쿠버센터

주소
수용인원 대표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134-13
40
박주명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134-17
40
김동석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51-2
40
박종규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
30
이성행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9
20
김석호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30
김경혁

연락처
010-5163-0920
10-9326-8162
010-8882-4495
010-4343-8848
010-9159-0199
010-664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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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해양스포츠 교

SSI 아카데미

팀 포세이돈

블루 스쿠바

학교
전북 잠수전문

바다의 꿈

봉 포

스쿠바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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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SI 고성 다이빙 축제 참가자
S-스쿠바

준 스쿠바

탑 다이버

아쿠아시스템

포 프라자

팀 보니또

다이브 매니아

네모클럽

동서대학교

칼리지
코리아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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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바닷속 생태지도, 최초 완성
건강하고 아름다운 독도 바닷속을 한눈에…

또한,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 작성을 주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명정구
박사는“독도 해역에서 3~4종의 우리나라 미기록 신규 어종을 발견하였고 이를
관련 국내학회에 보고·등록한 바 있다”
고 밝혔다.

조사지점별 수중생태지도
큰가제바위

서도 북동쪽에 있는 여러 개의 낮은 바위로 가
제라 불리던 바다사자가 모여 살았음.
바닥에서 수면까지 뚫어진 좁은 틈에 작은 물
고기들이 쉬고 있는데 마치‘하늘창문(하늘
창)’
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물 속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감태와 모자반이 들판의 풀처럼
휘날리고 자리돔, 인상어, 놀래기, 벵에돔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아름다운 곳.

독립문바위

동도의 남쪽 끝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독립문처
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물 속 북쪽 입구에서 모
랫길, 계단, 바위문으로 이어져 남쪽으로 넘어가
는 길은 독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천
국의 문’
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짐. 대황, 감태숲
이 울창하고 자리돔, 인상어, 돌돔과 이마에 커
다란 혹을 가진 혹돔도 만나볼 수 있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와 수중경관을 가진 곳.

해녀바위

동도에 근무하는 경비대원들을 위해 선착장으
로 사용하던 곳으로 지금도 작은 콘크리트 선
착장이 남아 있음. 수심 15m 바닥에는 모자반
과 감태 등이 사는 넓적바위들과 모래바닥이 평
화로운 정원 풍경을 만들어‘녹색정원’
이라고
불리며, 여름에는 말쥐치, 독가시치, 벵에돔, 놀래
기처럼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비교적 작은 물고
기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곳.

혹돔굴

서도 연안에 있는 조그만 암초로 수심 13~15m
에 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며, 굴의 길이는
23m정도고, 중간에 굴뚝같은 굴의 입구가 위쪽
으로 뚫려 있음.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커다란 혹돔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휴식을 취
해서‘혹돔굴’
이라 불리며, 굴 입구 천장에는 예
쁜 부채뿔산호들이 살고, 굴 위에는 큰 대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

동도 연안

독도에서 유일하게 작은 자갈들이 쌓여 마치 해
수욕장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
지금은 커다란 배가 닿을 수 있도록 선착장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모자반, 감태 등의 해조류
가 무성히 자라고, 어린 돌돔, 벵에돔, 전갱이,
문어, 오징어같은 어린 해양생물들이 살기에 좋
은 곳.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독도해역 지형, 어족 등 생태환경과 수중경관을 생생
하게 그린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에 따라 2008년부터 조사
를 해왔던 독도 해역 가운데, 수중 경관이 빼어나고 해양생물이 다양하게 분포
하고 있는 큰가제바위, 독립문바위, 해녀바위, 혹돔굴, 동도연안 등 총 5곳을 대
상으로 생태지도 제작을 추진해왔다. 금번 생태지도는 독도탐사대원들의 정밀수
중 탐사를 통해 확인된 해조류, 어족, 서식지 등을 일일이 스케치한 후, 일러스트
를 입히는 작업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또한 수중경관의 고유한 지형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큰 가제바위는 하늘창, 독립문 바위는 천국의 문, 해녀바위는 녹
색정원이라는 수중명칭을 각각 부여하였다.
큰가제바위와 독립문 바위 주변해역 생태지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에 집중
분포하는 대황, 감태가 울창하게 모여 숲을 이루고 있고, 자리돔, 인상어 등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등 독도해역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두워지면 커다란 혹돔이 휴식을 취한다는 혹돔굴은 수심 13~15m에 위치한
굴 입구 천정에 예쁜 부채뿔 산호들이 살고 있고, 굴 위에는 커다란 대황이 숲을
이루고 있다. 이외 동도 연안과 해녀바위 주변 해역은 선착장 등 외부환경에 노
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고 벵에돔, 놀래기
등 어린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독도 생태지도 작성을 위한 탐사를 통해 독도 주변 해역은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지정학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가 제공하는 지형, 종 다양성 및 서식분포 자료는 장
기간·체계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향후 울릉도 등 다른 해역과
생물 다양성, 건강도를 비교·진단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상을 추적하는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최완현 국장은“금번 생태지도는 독도의 생태계나 서식 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교과서 역할을 할 것이며, 해양생물의 생활터전인 독도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생태지도 6만부를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하
고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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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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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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성 파도 주의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너울성 파도, 이상파랑 등에 의한 해안가 피해가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너울성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바닷가에 위치한 스킨스쿠버 상점의 창문이 파손되거나 정박한 배가 파손될
수 있다. 또한 다이빙 중인 배가 좌초되거나 입출수하는 다이버들을 힘들게 한
다.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너울성 파도와 함께 밀려드는 바닷물 다이빙을 마치
고 철수하는 다이버들을 덮친 적도 있다.
소방방재청은 10월에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이유로, 최근
8년간(
‘05~’
12) 인명피해를 야기한 너울성 파도 발생건수 중 10월이 전체의
54%(총 13건 중 7건)였으며, 전체 사망·실종자 35명 중 10월이 전체의 51%(총
35명 중 18명)로 10월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너울성 파도사고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안전사

너울성 파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풍랑이 다른 해면으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스쿠바다이빙, 바다낚시 등

로 밀려오는 현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고 없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해안가 출입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람을 동반한 일반적 파도와는 달리 너울성 파도는 그 속도가 빨라 바람이

이를 위해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예방 수칙으로 방파제 및 해안가 출입 시, 라디오

뒤이어 따라오게 되며 방파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 위력이 30~40배는 더 커

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상황 미리 파악하고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방파제

진다. 또한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의 인공구조물인 테트라포트와 부딪히면서

나 해안가에 접근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특히 스쿠바다이빙, 바다낚시를 절대 금

파도의 힘의 소멸되지 않고 육지까지 덮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고래상어 출현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고래상어

2014년 9월 04일, 강릉시 주문진 주문진항 앞바다 연안 정치망에서 전장 3.9m
의 고래상어가 어획되어 주문진수협에서 위판되었다.
고래상어는 현생하는 어류 가운데 몸이 가장 큰 데 비해 플랑크톤과 소형 갑각
류 및 어류, 오징어 등을 먹고, 먹이의 여과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 운
동을 하며, 어미의 최대 전장은 약 18m에 달한다.
2012년 8월에 제주 애월읍 앞바다 정치망에서 4m의 고래상어 2마리가 혼획된
바 있으며, 2014년 7월 18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바다 연안 정치
망에서 전장 5m 고래상어가 어획되어 포항수협에서 위판되었으며, 지난 29일에
도 같은 곳에서 4.9m의 고래상어가 어획되어 위판되었다. 고래상어는 멸종위기
에 처한 국제적 멸종보호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강영실)은 총허용어획량(TAC)을 조사하는

한편, FIRA 양양연어사업소에서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수온이 상승하고 다양

수산자원조사원을 통해 특이해양생물 출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생물의 변

한 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수산생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모

동사항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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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msdive.com

KIM´S DIVE DUMAGUETE
필리핀 남단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아포아일랜드와 오슬롭 고래상어와의 만남을 열어드리는 최고급 시설의 다이빙리조트
두마게티 KIM´S DIVE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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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석 강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Blue Star Dive Resort
모알모알에서 바다를 만나세요!!

체험 다이빙

펀 다이빙

다이빙 교육

호핑투어

스노쿨링

가와산 폭포

TEL : 070-4065-7188, 010-9971-0510
Kakaotalk : bluestar09
E-mail : lks498526@naver.com
Blog: http ://blog.naver.com/bluestar7188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해상교통안전 확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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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영일만항
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재조정
포항해경찰서(서장 구자영)은 영일만항 항로보존을 위한 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재조정했다. 2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 변
화에 따른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해상안전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정비하고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 영일만항 앞 선박 출입항 해역과 우목항 인
근 항만배후단지 호안축조공사 현장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
레저 허가대상 수역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기타 감포, 구룡포, 강구 등 관할 구역내 9개 항포구의
경위도 표시를 동경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 고
시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수역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
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등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
를 이용하는 레저행위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해양레저 허가는 각 관할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양레저활
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충족시 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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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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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전국 바다 물때 정보, 2015년

조석표 발간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의 스쿠바다이빙, 갯벌체험, 바다갈라짐 관광과 같은 해양레저 활동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 연안방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2015년 한국연안 조석표’
를 9월 15일 발간했다.
‘2015년 한국연안 조석표’
에는 인천항, 부산항, 여수·광양항 등 우리나라 주요항만 이외에도 독도, 이어
도를 포함한 66개 지점의 일별 고조·저조 시각 및 조위 정보가 수록됐다.
조석표에 따르면 내년 최극조위가 일어나는 때는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깝게 위치(근지점, Perigee)하는 9월
30일 이후인 10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천의 최극조위는 998cm로 한국연
안 중 가장 높은 조위값이 관측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5년 한국연안 조석표’
에 이어
10월 초에는 태평양 및 인도양 조석표를 발간할 계획으로, 국제항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참고서
가 될 것이다.
‘2015년 한국연안 조석표’책자는 전국 수로도서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조석예보 정보는 이달
말부터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린하우스

초·중교생, 일반국민 대상, 포스터·
슬로건·체험수기 및 우수사례 4개 부문

해양안전 고취 국민참여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4년 국민참여
형 해양안전 공모전’
이 9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된다.
해양안전포스터는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저학년(1~3학년)
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해양안전 슬로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우
Marine House는 원스톱 시스템,
Safety Diving, Serious Diving
을 모토로 스포츠 레져 다이버의 꿈과 이상을
Marine House가 만들어 갑니다.

•공항 픽업
•철저한 수중가이드
•장비이동 및 세척서비스
•스노쿨링, 스쿠바 체험 다이빙
•초보에서 강사까지 교육

수사례 경진대회는 해양·수산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해양안전 체험수기 공모전이 처음으로 개
최된다. 공모전 입상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부문별로 시상하고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선박 안전, 물놀이 안전,
해양재난 예방 등 해양안전의 필요성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
제로 작성 후, 포스터, 슬로건 및 경진대회는 선박안전기술공단(wrkim@
kst.or.kr)으로, 체험수기는 해양수산연수원(parkhan@seaman.or.kr)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전과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선박안전기술공단(☎032-260-2341) 및 한국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대표 허천범)
www.marinehouse.info / 064-738-7390 / 017-215-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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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연수원(☎051-620-57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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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정규교육 : 11월 1일 시작 주말반 (10일)
                            크로스오버 : 11월 16일 시작 주말반 (6일)
IE(강사시험) 12월 13~14일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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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주)대웅슈트 / 마레스
마레스, 아이콘 HD‘테스터스 초이스 어워드’
에 선정
다시 한 번, 스쿠버 다이빙지에서 마레스 제품이 ‘테스터스 초이스 어워드’에 선정되었다.
알다시피, 우리는 마레스 아이콘 HD의 이전 버전이 현시점에서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
던 것이기에 반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큰 LCD 화면, 쉬운 4-버튼 내비게이션과
꿈의 디지털 컴퍼스에 완전히 빠졌다. 우리 모두는 좋아하는 것들이 변화할 때 약간의 우려를 하
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최상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아이콘의 새로운 다이브 화면은 간결해
진 데이터로 이전보다 훨씬 낫다.
형식과 향상된 아이콘 색상의 사용, 여전히 다이브 프로필 그래픽에 원터치 접근 방식을 사용하
지만 다른 다이브 데이터를 덜 침해한다. 새로운 수중 메뉴는 여러분의 야간 모드와 같은 세팅 메
뉴를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가스 소비율, 조직포화 그래프, CNS, PO2 그리고 아이콘뿐만 아니
라 트랜스미터의 배터리 레벨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스크롤할 수 있다. 마레스는 또한, 여러분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압력 한계를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색상 코드화된 탱크 압
력 화면을 추가했다.
아이콘은 새로운 암회색의 본체를 제외하고 변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아이콘 테스트 다이버 점
수는 4.86점으로 최고점 5점에 근접했다. 이는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솔
직하게 어떠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이콘 HD는 테스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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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NJI SCUBA
천지스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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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서 보는 야경

리조트에서 보는 항구 풍경

대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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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064) 733-7774 / 010-8812-0545
dukhwi@yahoo.co.kr
http://cheonjiscuba.com
Facebook. www.facebook.com/che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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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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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주)우정사/오션챌린져 하계 워크숍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23일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 일동은
강원도 인제 내린천 인근에서 하계 워크숍을 진행 하였다. 시즌 업무로 지쳐있
던 임직원간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각 부서별 업무 현
황 정보 공유 외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리프팅 시간을 가졌다. 부서간의 커
뮤니케이션 증진을 도모하면서도 한정된 사무 공간과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제
한되어왔지만 래프팅을 통하여 액티브한 스킨쉽은 물론 단합된 하나의 움직임
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입 사원들의 끼와
숨겨진 재능을 뽐내는 장기자랑 시간을 가지며 임직원간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친목을 다졌다.
이밖에도 잡지사 기자들과 협력 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여 2014 하계 워크숍
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이번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동계 시즌에도 업계의 활
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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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 잠수
해왕 홈페이지 리뉴얼

해왕 SNS 이벤트

해왕 홈페이지가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하였다. 딜러샵의 주문의

해왕잠수는 현재 블로그(http://blog.naver.com/king8251), 페이스북(https://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문 기능이 추가되었고, 세일즈 증진을 위한

www.facebook.com/kingsports.co.kr)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해

제품관련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자료 공유 및 고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

왕잠수 페이스북에 비즘 호흡기 장점

기 위해 개편했다. 해왕잠수

에 대한 공유하기 포스팅 이벤트, 비

홈페이지(www.kingsports.

즘 티타늄 태양광 충전 다이빙 컴퓨터

co.kr)로 많은 방문 부탁하

인 솔리스 티타늄의 모델명 맞추기 빈

며, 기존 해왕 홈페이지 가입

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비즘 엠에프

자들은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

베일 마스크, 토트백 등 푸짐한 이벤트

면 된다. 사용 중 불편한 사항

상품이 있어 많은 다이버들의 참여가

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있었다. 향후에도 더 푸짐한 상품으로

customer@kingsports.co.kr

많은 SNS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로 다이버들의 소중한 의견

해왕잠수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에

부탁한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부샤 2014년 신형 VR200 소프트 터치 HF
미국 SCUBALAP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로 선정
부샤 2014년 신형 VR200 소프트 터치 HF가 미국 다이빙 매거진과

가을 맞이 포세아 컴포트3 7mm 슈트 구매 시,
부샤 아이스버그 세미부츠 증정

Scubalab에서 편안한 호흡기 1위로 선정되었다. 선발 기준에는 기술적인 포

가을 맞이하여 가을 다이빙에 적합한 포세아 컴포트3 7mm 구매 시, 10만원

인트인 호흡량, 압력이 낮은 50m 이하 수심에서의 성능 등을 통해 검증되었

상당의 아이스버그 세미부츠를 증정한다. 부샤의 최고 인기 상품인 슈트 포

다. 또한 다이빙 중 안면에 버블로 시야를 방해하는지, 수직의 자세에서, 버

세아 컴포트3는 입체패턴으로 최상의 편안함, 착용감과 보온성으로 국내 다

튼의 감도도 평가되었다. VR200 소프트터치 HF가 Scubalab의 테스터들의

이버들에게 인기있어 매년 품절현상을 보인 제품이다. 보온성과 활동성을 극

모든 평가 부분에서 Top3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VR200 소프트터치는 극

대화한 7mm로 국내 가을 다이빙 시 착용하기에 최적의 제품이다. 아이스버

한 동결상황에서도 300bar까지 작동하는 메탈케이스의 고성능의 저수온 호

그 세미부츠는 부샤의 세미부츠와 아이스버그부츠의 장점만 집약시켜놓은

흡기이다. 1, 2단계 모두 동결방지 시스템의 열 교환기를 장착한 것은 부샤

모델로 최상의 보온성과 내구성을 자랑한다. 행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

만의 특허이다. 고성능뿐만 아니라 경량화

며, 자세한 문의는 해왕잠수 또는 해왕잠수 딜러샵에 문의 바란다.

된 2단계 몸체와 부샤만의 넓은 퍼지로 사
용의 편리성까지 겸비하였다. 360도 회전
터렛으로 아이스 다이빙 및 테크니컬 다이
버에게 매우 적합한 VX10 아이스버그 또한
좋은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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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4년도 두번째 IDC

2014년 8~9월 DIVE MASTER 교육

지난 2014년 9월 7~15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

지난 2014년 8월 25일~9월 4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에 위치한 디

조트에서는 곽승훈, 김은찬 강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장태한 PADI 코스디렉

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한재득, 조정익, 곽승훈, 김은찬 다이브 마스터 후

터의 2014년도 세 번째 IDC가 있었다.

보생을 대상으로 한 다이브 마스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음 정규 IDC는 2014년 11월 초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만약 강사 후보생

코스를 마친 곽승훈, 김은찬 다이브 마스터는 연속해서 IDC 교육 과정에

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IDC는 개최될 수 있다. 많은 강사 후보생들의

참가하였고 올해 11월 30일~12월 1일 사이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있을

문의를 바란다.

PADI 강사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PADI 다이브 마스터 교육, 강사

문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페이지 www.deepper.co.kr

개발 과정, 그리고 텍 다이빙 코스에 관심이 있으신 다이버나 강사들의 많

인터넷 폰 070-7667-9641, 070-8221-9713

은 문의를 바란다.

카카오톡 hanbuty

2014년 7~8월 수원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인턴십 교육

중국 다이버들에게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2014년 7월 8일~8월 18일까지 40여 일 동안 수원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속적인 급성장을 하고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숙원 사업의 하나인 중

어은솔, 차성희 학생들의 인턴십 교육이 있었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국 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교육 프

디퍼 다이브 리조트와 수원의 수원여자대학교는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여

로그램을 실시하여 작은 규모이지만 이미 20여 명의 중국 다이버들을 교육

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스쿠버다이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시켰다.

로 인턴십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디퍼 다이브에서 교육을 받은 중국 교육생들이 본토로 되돌아가서 디퍼 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현실 상황에 적용하고 이론과 실제 경

이브의 우수한 강사진들과 최적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제반 시설들에 대해

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

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이지만 중국 교육생들에 대한 수요가

들이며 이것을 본인의 것으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중국인 TEC 강사 교육과 TEC 40,

로 만들어가는 아주 유용한

45 교육이 보홀 최초로 지난 8월 17~23일에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실시

시간이었고, 리조트 입장에

되었다. 글로벌화하는 무한 발전의 디퍼 다이브의 건승을 기대해본다.

서도 7~8월의 극 성수기에
모자라는 일손을 보충하는
장점이 있어 학교와 학생 그
리고 리조트가 서로 윈윈하
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학
때마다 실시하여 앞으로 우
리의 다이빙 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 양성에 주
력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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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수상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2012년 대비 2013년에 엔트리 레벨의 교육생 배출수가 249%, 그 이
상의 연속 교육 교육생 배출수가 261%의 성장률을 보여 PADI ASIA PACIFIC으로 부터 “Diver
Acquisition & Retention”을 수상하였다.

교육생들을 위한 건물 증축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수영장 옆에 제한 수역 교육을 위한 신축 건
물을 완공하였다.
필리핀의 강한 햇볕 속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던 기존 방식을 탈피, 피부 노화를 많이 걱정하는 여성
다이버들과 교육생들에 대한 배려와 강력한 햇살로 인한 교육이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착안하
여 교육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고 장비를 착용하기 용이하도록 건물 한 동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15W LED 라이트 6개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교육이 가능하여 진도가 늦은 교육생들
의 보충 교육도 문제없이 진행
이 가능해졌다.
항시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교
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
다 편리하고 즐겁게 다이빙과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
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노력
에 찬사를 보낸다.

2014년 11월 30일~12월 1일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
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2014년 11월 30
일~12월 1일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를
11월 둘째 주부터 실시한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서 10년 동안의 성공적인 비즈
니스의 노하우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 많
은 강사 후보생들의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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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과학회
한국수중과학회 추계 세미나 개최
한국수중과학회 세미나가 9월 20(토)~21(일)까지 2일간 회원 및 다이버를 대상으로
경포다이브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학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군산대 김지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였
다. 세미나에서 조광현 회원의 “해양미술의 가능성과 전망”, 이규길 회원의 “공공 안
전다이빙 수중과학 수사의 이해”, 정준상 회원의 “산업 잠수사 국가자격 및 민간자
격, 국제자격 소개” 등 폭넓은 소재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윤혁순 감독의 강릉의 전통문화에 대한 강연
도 있어 강릉의 역사와 전통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도 소개해 주었다. 조광현 회원의
“해양미술의 가능성과 전망”의 발표를 통해 해양을 접근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
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규길 회원은 수중사고 등 물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
해 육지에서와 같은 증거와 과학적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
을 제시하였다. 정준상 회원의 산업잠수사로서의 미래의 전망과 역할에 대해서도 구
체적인 설명도 있었다. 세미나와 함께 참여한 회원 분들과 다이빙을 통해 친목을 다
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다이빙계의 새로운 이론 및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통해 한국의 다이빙업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다이
버의 위상을 적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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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훈련과정
국가자격 기술검정 잠수기능사 및 잠수산
업기사 훈련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
로 차별화된 교육과 기술력으로 수료생
전원 100%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증 과정 국비지원

국가기간 전략 산업직종 훈련 수중용접[산업잠수사 취업]

국비지원 종류

대상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관련업종 사업주 대표자
재직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관련업종 정규직 근로자

수강료 지원

수강료 80% 지원

보훈처 국비지원

제대군인 5년 이상 근무자

100~15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훈련

직업교육 훈련

최대 600만원 지원

훈련수강료

전액 국비 지원

훈련과정

수중용접 [산업잠수사] 취업과정

훈련기간

5개월 / 600시간

훈련생 수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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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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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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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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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제주 2014년 8월 30~31일

PADI 레스큐 워크샵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PADI 멤버들을 위한 레스큐 워크샵을 울진해양

8월 30~31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레포츠센터에서 지난 8월 30일 실시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정태호, 박지영, 김종완, 윤지환, 김수환, 정지범,

이번 레스큐 워크샵의 주목적은 아래와 같다.

김주현, 김세연, 김광민, 황우창, 한란이, 김용준, 나제린, 신유화, 이훈

■ PADI 강사들의 레스큐 시범 스킬 향상으로 자신감 키우기

재, 김강언, 장윤경, 조승우, 윤지명, 신병윤, 김지헌, 김영선, 정시윤, 서

■	수면에서 포켓마스크를 사용하여 구조호흡 시범하기와 구강 대 구강 구조호흡

경원, 노현창, 가기혁, 송진영, 서영철, 이호철, 오기석, 장인호, 전주봉,
백철우, 이상훈, 이영진, 김재동, 권효선, 이주형 총 38명의 강사 후보
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
는 댄 매크럴(Dan Macherel),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IE를 진
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
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시범하기
■ 구조 호흡 중 다양한 타입의 장비 제거를 시범하기
이상군, 김세연, 김용선, 신병윤, 가기혁, 윤지환, 김태성, 정시윤, 노현창, 김지헌,
조승우, 서경원, 윤지명, 김재영, 김용준, 정지범, 오기석, 김광민, 황우창, 한란이,
김주현, 장윤경, 김수환, 이동표, 백철우, 전주봉, 권선일, 장인호 총 28명이 참가
하였고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PADI 레스큐 코스 강습을 위해 다이버들
에게 참고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한민주, 김용진, 김수열, 송종윤, 이
달우, 홍찬정, 임호섭, 주호민, 우인수, 송관영, 강정훈, 김철현, 송태민,
김정미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신규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So Cool 다이브아카데미(S-24350)

오텍스 스쿠바(S-24371)

두리 스쿠버 다이빙(S-24397)

대표 : 김병구

대표 : 오정석

대표 : 한미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91

주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6-2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446번길 36

전화 : 010-2388-7997

전화 : 031-668-5515

전화 : 070-4300-1890

제주사랑 리조트(S-24355)

퐁당(S-24392)

블루오션 (S-24423)

대표 : 오정석

대표 : 이승

대표 : 황재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42번길 2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20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

전화 : 064-732-3958

청일 베르네 빌딩 1303호
전화 : 02-6930-2885

102동 1011호 (백석동, 동문 굿모닝힐 1차)
전화 : 010-6404-7978
070-8659-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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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웨비나 일정 안내
•위험관리 :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트레이닝 불레틴 :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안내
•일시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상 : PADI 다이버라면 누구나
•내용 : 저녁 만찬, 다이버 콘테스트, 장기자랑, 2014년 최다 스페셜티 라이센스
취득 다이버상, 최다 스페셜티 라이센스 발급 강사 & 다이브 센터 리조트 상
•예약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로 문의 (padi.co.kr 참조)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페이스북 후기 경품 이벤트
•대상 : PADI 스페셜티 다이버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

•당첨자 발표 및 시상 : 2014년 10월 4일,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당첨자 선정 기준 : 독창적이고 재미 있는 글로 ‘좋아요’를 많이 받고 공유가
많이 된 글

•경품 : 1등 : 스쿠바 프로 MK25/S600 Gold 호흡기
2등 : 포세이돈 One suit sport 5mm 슈트
3등 : 워터샷 갤럭시 3 하우징
<방법>
1.	PADI Pros – South Korea 페이지 ‘좋아요’ +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
발 공유하기 클릭
2.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댓글 이벤트 페이지에 PADI 스페셜티 코스 참가 후
즐거웠던 경험과 잊을 수 없는 기억, 추억, 에피소드 등을 자신만의 독창적이
고 재미있는 글로 표현하기
3. 이벤트 페이지의 댓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공유하기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10월 25~26일

•장소 :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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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재조직화 이후, SSI 도약하다!

8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SSI팀의 몇 달간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으로 매우 효율적인 재조직화를 이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속초스쿠버센터(대표 : 김경혁)에서 강영천, 전윤식 평

냈다. 우선, 좋은 퀄리티를 전하려는 것에서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그 목표

가관의 진행으로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는 대진

를 이룰 수 있을까? 정답은 고객과 가까워질 수 있는 최적의 네트워크를 통

리조트(채효숙 트레이너)에서 정지윤, 최유일 후보생이, 레저클럽(오호송 트

하여 그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헌신적인 조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야 한다.

레이너)에서 정진 후보생이, 바다의 꿈(이기훈 트레이너)에서 여일승 후보생

SSI 조직은 두 개의 본사로 나눠진다.

이, 방2다이버스(방이 트레이너)에서 강준성 후보생이, 전북잠수전문학교(오

-	SSI 트레이닝 본사는 독일(벤델스타인)에 위치하며, 교육 개발과 업데이트

정선 트레이너)에서 김상규, 정상욱, 조계선 후보생이, 테크니컬교육단(김영
기 트레이너)에서 박두열, 신귀리 후보생이, SSI한국서비스센터(강영천 평가

를 맡는다.
- 	SSI 세일즈 & 마케팅 본사는 이탈리아(라팔로)에 위치하며, 국제 마케팅

관)에서 김영찬 후보생이 참가했다. 11명의 후보생이 전원 합격하여 새로운
SSI 강사가 되었다. SSI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선도하고 안전을 책임질 유능

전략과 실행 방향을 설정한다.
SSI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 46개의 서비스센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네트워

한 SSI 프로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

크를 활용하여 다이빙 센터와 다이브 프로페셔널을 돕고 있다. 서비스센터는

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속초스쿠버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교육자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된 SSI의 네트워크와 조
직은 다이브 센터, 다이브 프로페셔널 그리고 다이버에게 더욱 친밀히 다가
갈 수 있도록 한다.

SSI의 새로운 프리다이빙 트레이닝 디렉터, 로타 에릭손
최상의 다이빙 교육과 사업 지원 단체인 SSI가 로타 에릭손(Lotta Ericson)을
프리다이빙 트레이닝 디렉터로 임명했다. 로타 에릭손은 세계기록을 보유하
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프리다이빙 전문가로, 프리다이빙의 수준을 높이기 위
해 노력했고 뛰어난 다이버와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오랜 개념과 원칙에 도
전했다. 교육과 프리다이빙 지식 및 스킬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그녀를 강사
트레이너 레벨에 이르게 했다. 그녀는 프리다이빙을 멋지고 흥미롭게 만들며,
새로운 다이버들이 흥미를 가
질 수 있게 하고 기존 프리다
이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을 목표로 집중하고 있다.
SSI 대표 제랄드 스크로바넥
(Gerald Skrobanek)은 말했다.
“로타와 훌륭한 트레이너와 전
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프리다이빙은 SSI
교육 프로그램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SSI 신규 다이브센터 소개
SLP CLUB

김영욱

010-4396-584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55-13 B01

디브이인사이드

박상훈

010-8512-228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20 1F

블루버블

정범수

010-2646-4392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5-6

준스쿠버

김기용

010-5314-2560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34-11

팀포세이돈

이우빈

010-6387-90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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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상진 강사(강릉해양소년단)가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서 주관하는 2014
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0명이 참가하여 SSI 오픈워터다이버 교육을 받았다. 이상진강사는 자연친화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
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을 청소년에게 보급함으
로써 자연의 소중함과 미
래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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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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자격증 발급센터(ISCP) 신규 개설

실시 사항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을 발급하는 시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12~15일까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일환으

SDI.TDI.ERDI KOREA에서는 서울 BM 스쿠버, 고성 청간정

로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였다.

스쿠버 리조트, 창원 바다여행 잠수교실, 필리핀 세부 Feel

해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Good Dive와 ISCP 계약을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 교재 및 시청각 교재를 선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도 소속 트레이너와 강사들이 운영하는 리조트와 함께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

참여하여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 깊은 전시회가 되었다.

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
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
으로써 소속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어드밴스드 침몰선, 재호흡기,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필리핀 수빅, 아닐라오에서 어드밴스
드 침몰선, 재호흡기 감압절차,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정의욱 본부장이 진행하고 대구 에코마린 이성오, 서울 골드피쉬 스킨스쿠버 김도형,
아닐라오 Dive7000 리조트 강재철 트레이너가 참가하였다. 또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하리 리조트(김동준 트레이너)에서 감압절차 강사 과정을 실시하였다.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학협력 교육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모든 일정이 편하고 순조

SDI.TDI.ER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7

롭게 진행되었다. 산업잠수과의 정의진 학과장을 비롯한 모

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사 과정

든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육비도 없이 실비용까지 내어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가며 교육과 평가에 도움을 준 이형승, 정용선, 최성기 트레

새롭게 개편된 2007년 1기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7기 과정까지 장학생 강사들

이너, 권혁철, 김현우, 박정훈, 양승훈 강사께도 지면으로 나

이 배출되어 각 출신대학, 취업회사, 소셜 커뮤니티, 미디어, 국내/외 리조트, 교육협회 등 다이

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선배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교
육 장소를 방문하거나 멀리서 응원의 메시지로 힘이 되어주고, 때론 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미
래 다이빙의 주역이 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SDI.TDI.ER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330만원) 전액 지원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90만원) 전액 지원

이번 과정에는 경기대, 경찰대, 관동대, 광운대, 대구대, 동국대, 서영대, 선문대, 연세대, 이화여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대, 인하대, 전남대, 청운대, 충남
대, 한서대, 한양대, Siliman대 에서

지원 자격

총 17명이 참가하여 모든 과정을

1.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성공적으로 수료한 가운데 현재까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 마스터 자격 소지자

지 전 과정을 모두 합격한 후보생
은 12명으로 과정 이후 재교육과
평가가 남아 있다. 이번 과정은 한
국 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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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중국 지역 전략 미팅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SDI.TDI.ERDI에서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지역 전략 미팅을

SDI.TDI.ERDI에서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지역 매니저, 경기북부소방

실시하였다.

재난본부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ERDI 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정은

이번 미팅에는 정의욱 본부장과 성재원 사무국장, 그리고 북경과 상해를 주

ERD 1, ERD 2, 텐더 과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로 담당하는 지역 매니저들이 참석하여 교육, 교재, ISCP, 트레이닝, 전시회/

ERDI 과정은 소방, 경찰, 군, 구조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수색, 인양, 범죄수

홍보 등의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사, 증거물 처리 등 공공 안전 다이빙을 가르치는 교육 체계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보급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을 통하여 중국에서도
ERDI 체계가 보다 활발하게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예정 사항

국제 트라이믹스 101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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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에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일간 강사트레이너

이믹스 101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 SDI.TDI.ERDI 멤버들이 모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서 101m 트라이

SDI.TDI.ERDI에서는 한국 본부가 주관하여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믹스 다이빙을 하

서 강사 트레이너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는 행사로 SDI.TDI.
ERDI 와 대만 정부
가 후원하는 최초
의 국제 트라이믹
스 101 행사이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에서는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

20주년 기념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

SDI.TDI.ERDI에서는 20주년 기념 이벤트로 2015년 2월 28일까지 SDI 크로스

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

오버 교육에 참가하는 강사들에게 20개의 오픈워터 발급비용과 20권의 오픈

하는 후보자들은 본부로 문의/접수하기 바란다.

워터 매뉴얼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본부 : 070-8806-6273

자세한 내용은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DEMA Sow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9~2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
최되는 DEMA Show에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
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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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제147차 강사과정 완료

BSAC Korea 20주년 기념식 안내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양양의 하슬라 스쿠바(BSAC 다이버교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에 BSAC Korea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육센터, 장동국)에서 오픈워터 인스트럭 훈련과정과 강사평가가 진행되었다.

기념식이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다.

사전에 주말 일정으로 IFC를 마친 일반인 참가자 3명과 9일부터 대학생 강

이번 기념식에는 BSAC Korea의 창립에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Deric

사교육의 일환으로 참가했던 대학생 강사후보생 6명이 함께 참가하여 강사

Ellerby 전 회장과 BSAC 영국의 현재 회장인 Eugene Farrell 씨와 임원도

해양훈련과 평가를 마무리하였으며, 스탭으로는 박종섭(NI), 정상근(IT), 권천

함께 참석하며, 또한 BSAC Japan과 BSAC Thailand 등을 포함한 BSAC

중(IT), 서동균(IT), 장동국(AI), 이상호(AI) 강사 등이 참가하여 도움을 주었다.

Pan-Pacific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7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
다. 올해로 7회 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
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홍보물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마감] 2014년 10월 9일까지
[대상]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접수] 온라인 접수 : 웹하드 업로드
(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출품수] 접사 : 2작품, 광각 : 2작품

굿다이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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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수중 가이드 시스템
4. 투어사진 서비스
5.	장비렌탈 시스템(세미드라이수트, 다이브컴퓨터,
돗수마스크, 사이드마운트 포함)
6.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시)
7.	다이빙 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잠바 무료렌탈
10.물고기빙고판을 완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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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 / SEI / YMCA
2014년 DEMA SHOW 참가 멤버 모집

PDIC-Advanced Open Water Diver Instructor Guide 출간

국제 본부에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014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

PDIC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강사 가이드는 어드밴스드 다이버 레벨 2, 3

되는 DEMA SHOW에 참가한다.

코스와 마스터다이버 레벨4 코스를 포함하고 있다.

스쿠버 다이빙 업계에서 유일한 트레이드쇼인 디마쇼에 참가할 멤버들을 모

문의 : 010-4440-1339

집한다. 국제 리더쉽 지도자 미팅은 11월 21일(금) 오후 4~5시, N242 세미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동주대학교
YMCA 인명구조&구급안전
정규수업 채택

실에서 개최된다.
SEI & PDIC Booth # 1512. 문의 010-4440-1339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수중안전
교육사업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전
문지도력 양성을 위한 일환으로 찾아가
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14년 2학기를 맞이하며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동주대학교
에서 YMCA 인명구조&구급안전 프로그
램을 정규수업으로 채택하였다.

YSCUBA C-카드 재발급 업무 S.E.I 국제본부 이관
국제 SEI가 마침내 전 YSCUBA 대체카드를 발행하는 데 동의했다. 1984년
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카드가 필요한 다
이버에게 SEI 웹사이트를 통하여 재발급 업무를 시작하였다. 1984년 이전의
YSCUBA카드를 소지

서울YMCA 안전지도자-CPR&AED 수료과정 강습회
서울YMCA 레저사업부 안전교육팀에서는 9월 2일까지 수원시기후변화체
험관 대강당에서 유치원연합회 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
관리 교육 진행과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에서 강서구 사회복지사
240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AED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 다이버는 꼭 새로운
SEI C-카드 재발급 신
청을 적극 권장한다.

SEI-PDIC 유럽-아시아-싱가폴 홈페이지 개정
SEI-PDIC 이탈리아(유럽본부), 한국(아시아본부), 싱가폴 트레이닝 센터는 새
로운 홈페이지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지도자과정 개최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
한다.
1. DRAM & CPR-AED 지도자 과정 : 2014년 10월 18일(토)~27(일)
2. 나이트록스 잠수 지도자 과정 : 2014년 10월 24일(금)~25(토)
3. 사이드마운트 지도자 과정 : 2014년 11월 1일(토)~2일(일)
4. 수중촬영 지도자 과정 : 2014년 11월 7일(금)~8일(토)
* 대상 - 국제인증단체 리더쉽 지도자 레벨 이상
* 장소 - SEI-PDIC 교육훈련원(본부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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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트라이믹스

DPV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금능에서 트라이믹스 코스를 실시하였다. 진

28일부터 30일까지 DPV 강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황영민 트레이너, 김창

행은 홍장화 부회장이 진행을 하였고, 참가자는 고성수 다이버와 허문녕 다

환 트레이너, 김영삼 강사가 참가하였으며, 금능에서 구입한 홀리스 DPV를

이버 2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트라이믹스 과정은 IANTD에서는 처음으로 제

이용하여서 진행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빌려준 DPV와 성능 및 가격을

주도에서 실시하였는데, 비양도 부근은 수심이 낮고 완만해서 깊은 수심을

비교하였고, DPV 일정은 일반적인 사용절차 및 긴급 시 1인 대처법과 2인 대

찾기 위해서는 먼 바다까지 나가야 했다. 이번 트라이믹스 수심은 80m까지

처법을 실시하였으며 1시간 넘게 대역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궁금하였던 하루

실시하였으며, 금능 마린의 스텝의 도움으로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방 인공어초(10~17 msw) 지역을 탐색하였다.

재호흡기(프리즘2)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홀리스 프리즘2 재호흡기 코스와 노목식 트라이믹스,
트라이믹스 코스를 금능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코스에는 트라이믹스에 참가
하였던 고성수 다이버와 허문녕 다이버 외에 황영민 트레이너, 김창환 트레이
너도 참가하였다. 비양도 부근에는 많은 시험 어초들이 있는데 재호흡기 강
습만이 아니라 엄청난 물고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에 새
롭게 찾은 33m 난파선에는 커다란 광어를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들이 밝은
수중랜턴 빛에 놀라서 조금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트
라이믹스 코스는 비양도 북쪽 수심 80m에서 실시하였다. 다이빙은 정조 시
간을 맞추어서 실시하였지만 수면과 수심 40m까지는 정조로 흐름이 전혀
없었다. 60m부터 80m까지는 흐름이 심하였지만 10분간의 다이빙 시간을 마
치고 약 1시간의 감압을 하여서 모두 안전하게 상승하였다.

2014년 IANTD KOREA 송년의 밤
2014년 송년의 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다이버 모
두 참석 가능하며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2014년의 IANTD Korea의 활동
보고 및 2015년 활동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신규 강사 트레이너와 신규 강사
인증식, 올해의 우수 강사 트레이너 및 우수 강사 발표 외에 많은 시상과 부
상이 준비되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모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IANTD 다이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참석자 모두 IANTD
Korea 본부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요일) 저녁 6시 30분~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 17층
문 의 : IATND KOREA 02-486-2792

2015년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갱신 안내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
지 갱신을 실시한다. 강사 갱신에는 모든 미수가 정리되어야 하며 2014년에
강사로서 1명 이상의 다이버를 배출하여야 한다. 갱신은 갱신 서류와 갱신비
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갱신서류는 홈페이지 또는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
IATND 강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성 강사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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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 쇼 참가 및 멕시코 칸쿤 동굴 다이빙
2014년 11월 11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 LA을 경유하여 멕시코 칸쿤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한다. 18
일경 LA로 돌아와서 19일
부터 22일까지 라스베가스
에서 실시하는 DEMA 쇼에
참석하고, 24일경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참가를 희
망하는 IANTD 멤버는 본부
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 노틸러스 팀 여름 캠프
울산 노틸러스 팀에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삼척 서일민트레너가 운영하는 스쿠버 해
양 캠프에서 여름 캠프를 실하였다. 이번 투어는 더블 실린더 다이빙,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딥 다이
빙으로 팀원 모두 즐거운 다
이빙을 하였으며 스쿠버 해
양 캠프 여러 포인트를 탐험
하였다. 저녁시간에는 서일민
트레이너가 협찬 해주신 저녁
식사 만찬을 즐겼다. 이번 여
름 캠프를 도움 주신 스쿠버
해양 캠프 스텝 및 여러분들
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노틸러스 팀의 안전 다이빙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경기도 워터월드 스킨스쿠버팀 동해 투어
2014년 9월 9~10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양양 해원 다이브 리조트 낙산사 포인트에서 경기도 워터월
드 스킨스쿠버팀의 동해 투어가 실시되었다. 이번 투어는 정영환 트레이너 주관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등의 펀 다이빙으로 진행되었다. 추석 연휴였지만 15명의 다이버들이 참석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시간을 보냈다. 이날 동해 바다의 수온도 높고 시야도 잘 나왔으며, 방어 떼와
멸치 떼, 돔들이 들어와 볼거리가 풍부하여 다이빙하는 내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회원들끼리 서
로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다이빙하는 모습에 보람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안전하고 편안한 다
이빙 투어가 될 수 있게 성심성의껏 지원해 준 해원 다이브 리조트와 스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준 IANTD 본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IANTD 다이버로 안전하고 즐거운 다
이빙을 하길 기원한다.

September/October 225

NEWS IN DIVING

PSAI-KOREA
퍼실리티 소식
PSAI Extream Team
PSAI Extream Team(PSAI KOREA 실버 퍼실리티 : 회장 한생호)에서는 69주년 광복
절을 맞아 제6회 “통일 염원 81.5m 다이빙” 행사를 실시하였다. 8월 14일부터 기체 브
랜딩, 팀원의 상호 작용, 다이빙 계획 및 안전요원의 활용 등 각 팀워크를 이루어 울진
“왕돌 스쿠버”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진행하였으며 8월 15일 81.5m 다이빙 행사에 모두
이상 없이 안전하게 다이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이주현, 김동윤, 안은영, 이신학,
조창용, 이승현, 조충휘, 박형근, 이상희, 이병규, 박동섭, 권진규, 김기흥 수중 탐사팀,
구성란, 성낙훈, 최득수, 김민수 회원님들이 육상 지원팀으로 수고하셨다. 제7회 “통일
염원 81.5m” 행사도 기대해본다.

퍼실리티 소식
PSAI 2015 강사 & 트레이너 갱신
2015년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 공지
1차 갱신 기간 : 2014년 10월 1일~12월 31일
갱신 대상 : 2014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 방법 : 홈페이지 참조
문의 : PSAI KOREA 02-817-4190
www.psaikorea.co.kr, psaikoreahq@gmail.com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 KOREA 본부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트레이너
이종락 IT-520 Advanced Nitrox Upgrade - 성낙훈 ITE
정홍덕 IT-1460 Crossover - 성낙훈 ITE
김미성 IT-1461 Crossover - 성낙훈 ITE

■ 신규 강사
박준화 I-1448 IQC - 성낙훈 ITE
류충길 I-1449 IQC - 성낙훈 ITE
김종화 I-1453 IQC - 이규길 IT
박세현 I-1454 IQC - 이규길 IT
김규원 I-1455 IQC - 성낙훈 ITE
최규한 I-1456 IQC - 이규길 IT

PSAI Trimix Lv.3 코스
PSAI Korea에서는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경북 울진에 위치한 “왕돌 스쿠버 리조트” 에서 TRIMIX Lv.3 과정에 대한 다이버 교육을 실시하였다.
PSAI Trimix 레벨3 다이버 과정에 박형근, 이상희, 김기흥 강사가 참가하였다. 이번 다이버 과정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가 평가에 합격하였다. 교육생 전원이 적
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교육을 마쳤다. 8월 14일에 사전 준비 다이빙을, 15일에는 8.15행사와 함께 81.5m 다이빙, 8월 16
일엔 최종적으로 100m 다이빙에 도전하여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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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LLION LAYANG LAYANG

“

말레이시아 환상의 섬
라양라양 다이빙 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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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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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villionlayanglayang.com

한국연락처: (주)액션투어 T.02-3785-3535 www.dive2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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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교육위원회]
감독관 - 지도자 교육관 양성과정 및 자격증 수여식

감독관 - 지도자 교환 양성과정

평가위원회 오용택, 임봉우, 김복식 감독관은 지난 7월 7일부터 3일간 김정실

을 진행하였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다. 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울산에서 지도자 교육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에 참가한 지도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홍성훈 감독관은 최동식, 조성봉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교환 양성과정

7월 21일 세미나실에서
마지막 교육 후 수료

감독관 - 전문잠수(구조, 장비전문가) 지도자 양성과정

식을 하였고, 이후 김

오용택, 홍성훈 감독관이 지난 7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전문잠수(구조, 장

정실 교육관은 지도자

비전문가)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감독관 주관 하에 서울에

양성과정 초, 중, 고급

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조잠수 교육에

절차 교육을 이수 후

참가한 정규홍 지도자와 장비전문가에 참가한 안상규 지도자는 협회 전문잠

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수 지도자가 되었다.

있다.

감독관 - 초/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오용택, 홍성훈, 박진석, 한대희 감독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론에서 해양실
습까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감독관 주관 하에
서울, 부산, 춘천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가한 정규홍, 오건용, 정용화, 방일성, 이형규 지도자들은 평가 후
협회 지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중급 지도자 자격증 수여식
진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홍 지도자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초급,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및 구조잠수 지도자 교육 후 지난 7월 16일 최종 합
격하여 19일 울진 고인돌리조트에서 김병선 감독관, 김성배 교육관, 한대유,
이윤재, 안성태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와 함께 자격증 수여식을 실
시하였다.

인천 다이빙 데이 울진 정기투어
인천 다이빙 데이(이윤재, 안성태 지도자)팀은 회원들과 2014년 7월 19일부
터 29일까지 울진 투어를 실시하였다. 서울에서 함께 해준 오용택, 김병선
감독관과 충주 한대유 지도자, 진천 정규홍 지도자와 함께 안전다이빙, 즐거
운 다이빙을 진행하였으
며, 인공어초 포인트와 자
연 암반 포인트에서 다이
빙을 실시하였다. 이번 투
어는 바다가 양호하여 추
억에 남는 수중여행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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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자연보호위원회]
서울시립대 및 강원 관광대 수중정화 개최

가평지부는 8월 2일 밤에 북

한국잠수협회 수중자연보호위원회(위원장 임봉우)는 6월과 7월 강원도 양양

한강에서 발생한 실종사고

동호리조트에서 수중정화 활동과 스쿠버 다이빙 해양실습을 함께 진행하였

현장에 8월 3, 4일 출동하여

다. 행사에 도움을 준 이병찬, 박성훈, 박진석 감독관에게 감사를 전한다.

가평소방서 구조대와 함께

북한강 실종자 수색

수중수색을 지원하였다.

거제시 지부 수중자연보호 활동
한국잠수협회 거제시 지부 윤인식 지부장과 이승원 감독관 그리고 동호회
NDI 회원들과 거제 소방서 남부면 의용소방대원 공동으로 남부면 다포리 여
차해수욕장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하였다. 인원은 비다이버를 포함하여 약 50
여 명이 참여해서 알찬 봉사활동을 하였다. 다포리 이장이 협조해 준 보트 2
대로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여 불가사리 및 성게 약 370kg정도 퇴치하였다.

[지부 소식]
가평지부 2014년 북한강 맑은물 가꾸기 행사
가평지부(지부장 유재칠)는 지난 7월 남이섬 주변에서 북한강 맑은물 가꾸기
행사를 지부회원과 함께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

거제도에서 대마도 북단 히타카츠 까지 통나무 배 대탐험
부산지역 이응구 지도자를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6월 일본인들과 함께 거제
도에서 대마도까지 통나무 배로 탐험하기 위해 거제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어
가며 노를 젓기 시작하였다. 지심도를 지나 몇 시간 동안이나 노를 젓다보니
팔다리가 아파 온몸이 굳었다.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서니 파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서 통나무 배에서 요트로 올라타고 통나무 배는 요트에 예인된 채 대마도
로 들어갔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대마도 인근해상에 도착하니 오후 8시 30

여름철 수난구조훈련 실시
가평소방서 구조대와 가평지부는 6월 23~24일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을 위
해 북한강에서 특별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분이 되었다. 너무 힘든 모험이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고 생각하니 너무나 큰 추억이 되었다. 해냈다는 것을 만끽하고 함께한 21명
회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September/October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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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Hoplodoris grandiflora (Pease,1860) =Carminodoris grandiflora

Jeju Is.

Fahey & Gosliner (2003) consider Doris grandiflora Pease, 1860, Doris grandifloriger
Abraham, 1877, Hoplodoris desmoparypha Bergh, 1880 and Carminodoris mauritiana Bergh,
1891 to be synonyms of Hoplodoris grandiflora (Pease, 1860)

둥근꽃갯민숭달팽이 (신칭)
체색은 흑갈색과 갈색이 혼재된 난형이며 납작하고 등 면 중앙에 어두운색 둥근 돌기들
이 나 있으나 주변부로 가면서 크기가 작아진다. 각각의 둥근 돌기 윗면에 흰 반점들이
종의 특징이며, 촉각은 10~15개의 층 판구조가 끝으로 수렴되어있다.
아가미다발은 3개 엽으로 이루어져있고, 55mm까지 성장한다.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제주도 문섬 -15m
▶ 사 진 : 고동범

122) Hoplodoris sp. (1)
큰꽃갯민숭달팽이
체색은 연갈색에 등 면 가운데 어두운 돌기들이 있고, 촉각은 체색보다 연한 색에 층 판구조로
되어 있고 하부에는 두툼한 돌기가 나 있다.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강원도 동해 -15m
▶ 사 진 : 이용업. 정준연

123)Hoplodoris sp. (2)
돌기꽃갯민숭달팽이 (신칭)
체색과 크기 촉각의 형태가 Hoplodoris sp. (1)과 비슷하나, 등 면에 크기가
다른 불규칙한 돌기들이 특징이다.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경남 사천 -10m
▶ 사 진 : 김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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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Jorunna funebris (Kelaart,1858)
점박이비로드갯민숭달팽이 (신칭)
솜털 모양의 잔돌기가 빽빽한 흰 체색에 불규칙한 둥근 형태의 수많은
검은색 작은 돌기(caryophyllidia)가 특징이다. 촉각은 층 판 형태를
보이고 흰색의 큰 아가미다발엔 수지상 형태로 검은 색을 띤다.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한국
▶ 크 기 : 체장 50 mm
▶ 촬영지 : 경남 남해 -15m
▶ 사 진 : 김광복

125) Jorunna parva (Baba,1938) =Thordisa parva
꼬마비로드갯민숭달팽이
체색은 유백색, 갈색, 노랑 등 변이가 있다. 끝이 뾰족한 검은색 작은 돌기들이 개체마
다 다양한 양상으로 덮여있거나 돌기가 빈약한 경우도 있다. 검은색 없이 투명한 돌기
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촉각은 검은색이다.
검은색 수많은 작은 돌기를 caryophyllidia라 하고 감각기능을 담당한다.
▶ 분 포 : 일본. 한국. 제주도
▶ 크 기 : 체장 15~2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3m. 제주시 사수항 -4m. 강원도 동해
▶ 사 진 : 윤병로. 좌동진. 고동범. 이용업. 우종원

126) Jorunna sp. (1)
점비로드갯민숭달팽이
연노랑 체색에 등 면에는 감각돌기(caryophyllidia)가 검은색으로 채워진 둥근 원 형태로 산재하고 외투막 주변에 있는 것들은 크기가 조금 작다.
아가미다발은 흰색에 검은 선이 혼재하고 앞쪽 한 쌍 촉각의 기저부는 흰색 윗부분은 검은색에 층 판구조를 보인다.
▶ 분 포 : 호주.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5m. 경남 울산
▶ 사 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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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Jorunna sp. (2)
표범무늬갯민숭달팽이
소형으로 표피는 잔 섬모가 나 있는 망상 천처럼 보이며, 섭식하는 해면의 종에 따
라 다양한 체색을 보이나, 체색보다 조금 진한색상의 반점이 등 면에 산재한다. 끝

Jeju Is.

이 뾰쪽한 촉각과 반구형태의 아가미다발은 체색과 동일한 색상을 보인다.
▶ 크 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 사 진 : 윤병로
※ Jorunna pantherina 는 지구 상에서 오직 호주 동부의 온대해역에서만 서식한다. 따라서 이전에 오동정되어 Jorunna sp. 로 바로잡는다.

128) Paradoris tsurugensis Baba,1986
얼룩이반점갯민숭달팽이
둥글납작한 몸통이 연회색을 띠며 등 면에는 연갈색의 짧고 둥근 돌기들이 산재하고 진한 갈색의 반점들이 드물게 있다.
촉각은 갈색에 기저부는 반투명한 흰색이다.
▶ 분 포 :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섶섬 -14m
화순항 -4m
▶ 사 진 : 고동범. 신상열

Jeju Is.

129) Platydoris cebuensis Bergh,1905
꽃쟁반갯민숭달팽이 (신칭)

Jeju Is.

유백색의 몸통에 연갈색이나 진한 갈색의 큰 반점들로 덮여있고, 촉각은
층판 구조를 보이며 외투막 가장자리를 따라 자주색의 띠가 둘려있다.
▶ 분 포 : 필리핀. 일본. 제주도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 크 기 : 체장 35mm
▶ 사 진 : 윤병로

130) Platydoris ellioti (Alder & Hancock,1864) =P. speciosa
구름갯민숭달팽이
체형은 납작하고 넓으며 갈색이고 등 쪽에는 구름모양의 진갈색 얼룩
무늬가 나타난다. 아가미돌기는 6개의 엽으로 구성되고 배면에는 오렌
지색 바탕에 외투막 변두리에 둘려있는 갈색 둥근 반점들이 특징이다.

Jeju Is.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80~100mm
▶ 촬영지 : 귀포시 문섬 -17m
▶ 사 진 : 고동범.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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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Platydoris inornata Dorgan,Valdés & Gosliner,2002
갈색점납작갯민숭달팽이 (신칭)
P. tabulata 와 크기나 외형이 아주 비슷하다. 등 면에 작은 갈색 점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큰 흰색 3쌍의 둥근 반점들은 없다.
▶ 분 포 : 서인도양부터 서태평양. 필리핀. 제주도
▶ 크 기 : 체장 4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8m
▶ 사 진 : 윤병로

Jeju Is.

132) Platydoris tabulata (Abraham,1877)
노랑납작갯민숭달팽이
몸은 납작하고 황갈색을 띠며 외투막 변두리는 파도모양으로 주름진 형태이다.
등 면에 작은 갈색 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큰 흰색 둥근 반점이 등 면 양측으로 3쌍이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둥근 진한갈색 띠가 개체에 따라 약하게 또는 뚜렷하게 보인다.
▶ 분 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울릉도. 제주도. 황해
▶ 크 기 : 체장 40~5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화순항 -5m. 충남 태안. 울릉도
▶ 사 진 : 고동범. 이지연

어린개체

133) Rostanga bifurcata Rudman & Avern,1989
두갈래잔가시갯민숭달팽이 (신칭)
체색은 붉으며 등 면에 검은 반점과 흰색 잔 점들이 산재한다.
층판 형태의 촉각 끝에 흰색 기둥모양의 돌기와 꽃 봉우리 모양의 아가미다발이

Rostanga 특징을 잘 나타내 보인다.
▶ 분 포 : 남아프리카. 호주. 필리핀. 홍콩. 파파뉴기니. 제주도
▶ 크 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 사 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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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Rostanga orientalis Rudman & Avern,1989
잔가시갯민숭달팽이
진노랑, 붉은 오렌지 체색에 빽빽한 잔 돌기들이 등 면을 덮고 있고 작은 갈색 점들이 산재해 있으며 작은 흰점들의 감
각돌기(caryophyllidia)가 끝에 분포되어있다. 촉각은 반투명 갈색의 층 판구조를 보이고 끝은 흰색을 띠며 아가미다발은
반투명 오렌지색에 각각의 판은 반달형이다.
▶ 분 포 : 일본. 중국. 홍콩. 한국. 제주도

▶ 크 기 : 체장 5~2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강릉 사천. 충남 서산. 태안 격렬비열도

▶ 사 진 : 신상열. 이강순. 최성순. 이지연

Yellow Sea

135) Sebadoris nubilosa (Pease,1871)

Yellow Sea

Jeju Is.

큰구름갯민숭달팽이 (신칭)
크기가 크며 등 면에 긴 원뿔형 돌기들과
갈색반점들이 산재한다.
유영을 할 수 있으며 위기 시에 외투막을
자할한다.
▶ 분 포 : 탄자니아. 홍해. 몰디브
호주. 하와이. 제주도
▶ 크 기 : 체장 20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 사 진 : 신상열. 이운철

136) Thordisa sp.
사마귀갯민숭달팽이 (신칭)
노랑 또는 오렌지색 체색에 잔 돌기들이 마치 털이 나 있는 것처럼
등 면을 덮고 있다.
이런 외형 때문에 서식환경과 잘 어울려 발견하기 힘들다.
▶ 크 기 : 체장 15mm
▶ 사 진 : 문흥기

고동범

▶ 촬영지 : 충남 태안 -10m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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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단행본 안내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13인의 BLUE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
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
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
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
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
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Marine Odyssey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해몽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
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1

The sea within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2 The

Sea Within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
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이다. 저자가 오랜 기
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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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면 영문
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추가하였
다.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근간>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실수로 배우는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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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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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b6547@hanmail.net www.noblesseresort.com / 책임강사. 윤주현 대표. 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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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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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

CENTER OF INNOVATION.
EDGE OF PERFORMANCE.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디자인입니다. 호흡기에 최초로 적용한
무게집중화 결과로 다이버와 일체화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조
차 잊게 할만큼 편안합니다.
Be innovative.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