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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발표

황윤태의 Marine Essay
SSI KOREA 신임 본부장 인터뷰

전윤식

구강포란(口腔抱卵)
포토폴리오

A.B. LEE (Malaysia)

바다를 알자!
강영천 박사의

잠수의학 Q&A
해난구조

선박 및 구조물의 복원력 및 유체정역학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산호초는 약물의 보고
Coral Reef Chemistry Laboratories
WLB(Work Life Balance) &
WLH(Work Life Harmony)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전자잡지 보기

팔라우 리브어보드 다이빙 투어

SOLITUDE ONE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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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으로 가독성 극대화
야간
모드
옵션레이아웃으로
디스플레이
가독성
극대화
• 새로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으로
가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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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중메뉴로
다이빙
도중
환경설정
모드
옵션
•
• 야간
• 야간 모드 옵션
갑압 다이빙
플래너
다이빙
도중 도중
환경설정
• 수중메뉴로
다이빙
환경설정
•• 수중메뉴로
Be
intelligent.
Take
다이빙
플래너
• 갑압
• 갑압 다이빙 플래너 the edge of performance.

Be intelligent.
TakeTake
the edge
of performance.
Be intelligent.
the edg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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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최적 설계

더블 DFC
두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호흡할 때도
DFC 특허 기술이 어떤 수심에서도
최고성능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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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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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군
수요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아비스
22Ⅱ는Ⅱ는
네이비
II부대의
( 부대의
ABYSS
22
NAVY
II)
아비스
2222
네이비
전전
세계
해군
수요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아비스
22때를
네이비
Ⅱ는
전 세계
해군 되었습니다.
부대의 수요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위해
신중하게
디자인
최종
제품은
찬물용
스페
처했을
때를
위해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제품은
찬물용
스페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전 디자인
세계
해군
부대의 수요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위해
신중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종
제품은
찬물용
스페
셜
키트,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
그리고
마레스
전매특허인
바이패스
셜
키트,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
그리고
마레스
바이패스
처했을
때를
위해
신중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종전매특허인
제품은
찬물용
스페
셜 시스템을
키트, 불소포함합니다.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
그리고
마레스
전매특허인
바이패스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셜 키트,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 그리고 마레스 전매특허인 바이패스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아비스
22 네이비또한,
Ⅱ는찬물용
자연의호흡기
혹독한디자인
환경에서도
흠
잡을
데
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예술
흠
잡을
데포함합니다.
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Ⅱ는
찬물용
호흡기
디자인
중중
예술
시스템을
아비스
22 네이비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흠의
잡을
데
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찬물용
호흡기
디자인
중
예술
경지에
오른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
호흡기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의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
호흡기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흠 경지에
잡을
데오른
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찬물용
호흡기 디자인
중
예술
의 모험에도
경지에 오른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
호흡기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탁월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험에도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탁월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의 경지에 오른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 호흡기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모험에도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탁월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험에도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탁월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Proud
to be
Navy.
Proud
to be
Navy.
Proud to be Navy.
Proud to be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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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와 옥토퍼스 호스의
이상적인 위치를 위한 각도 설정

Ⅱ
GORE-TEX
DRYSUIT
Ⅱ
GORE-TEX
DRYSUIT
GORE-TEX Ⅱ DRYSUIT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는 최고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는 최고
드라이수트는 최고
의고어텍스
편안함을Ⅱ제공합니다
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를 이용 내구성을 확보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를 이용 내구성을 확보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를 이용 내구성을 확보
고어텍스사에 방수테이프를 620℃ 열테이핑
고어텍스사에 방수테이프를 620℃ 열테이핑
고어텍스사에 방수테이프를 620℃ 열테이핑
목 보온 칼라 장착
목 보온 칼라 장착
목 보온 칼라 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케블라 팔꿈치 패드 / 케블라 무릎 패드
케블라 팔꿈치 패드 / 케블라 무릎 패드

케블라 팔꿈치 패드 / 케블라 무릎 패드
내구성과 투습율을 향상시킨 디센더 Ⅱ 원단 사용
내구성과 투습율을 향상시킨 디센더 Ⅱ 원단 사용
내구성과 투습율을 향상시킨 디센더 Ⅱ 원단 사용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빕엔트리지퍼를 채택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빕엔트리지퍼를 채택
혼자
입고 줄이기
벗을 수위한
있도록
물의
저항을
허리빕엔트리지퍼를
탄성밴드 장착 채택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물의 저항을
위한 허리장착
탄성밴드 장착
내부에는
신축성줄이기
있는 어깨끈이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
내부에는
신축성라텍스
있는 어깨끈이
장착 손목씰 채택
영국제의
부드러운
목씰과 튼튼한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영국제의
360°
회전식부드러운
급기 밸브라텍스
장착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360°
급기 사용할
밸브 장착
자동
및 회전식
반자동으로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배기밸브
가능합니다.
자동써믹
및 부츠나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GORE-TEX Ⅱ)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GORE-TEX Ⅱ)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유일한 선택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GORE-TEX
유일한 선택 Ⅱ)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는 드라이수트를 입고 있는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최신 드라이수트를
섬유기술을 적용하여
드라이수트에
이상적인
고어것입니다.
“DESCENDER Ⅱ”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는
입고 있는
동안 최고의가장
편안함을
제공할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적용하여
소재인 디센더
Ⅱ 원단은가장
내구성
증가 및
투습율
증가로 Ⅱ”
고어텍스
본사에서는
최신 섬유기술을
드라이수트에
이상적인
고어
“DESCENDER
드라이수트에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원단을
새롭게최고의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Ⅱ 원단은 내구성 증가 및 투습율 증가로
고어텍스
ⅡⅡ
드라이수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고어텍스
드라이수트는
드라이수트를
입고 한국인
있는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드라이수트에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고어텍스
Ⅱ본사에서는
드라이수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고어텍스
최신
섬유기술을
적용하여
드라이수트에
가장 공급합니다.
이상적인 고어 “DESCENDER Ⅱ”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Ⅱ 원단은 내구성 증가 및 투습율 증가로
www.mares.co.kr
드라이수트에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www.mares.co.kr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유일한 선택

KRAKEN DRYSUIT
KRAKEN
KRAKEN DRYSUIT

MONSTER
MONSTER

MONSTER

해양의 몬스터 크라켄이 느끼는
해양의 몬스터 크라켄이 느끼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양의 몬스터 크라켄이 느끼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 제작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 제작
YKK 최신형 플라스틱 방수지퍼 채택
YKK 최신형 플라스틱 방수지퍼 채택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 제작

대각선플라스틱
앞지퍼로방수지퍼
혼자서도
착용 가능
YKK 최신형
채택

대각선 앞지퍼로 혼자서도 착용 가능

무릎에
방탄혼자서도
소재인착용
케블라
대각선
앞지퍼로
가능원단 채택

무릎에 방탄 소재인 케블라 원단 채택
무릎에
방탄 소재인
케블라 원단
채택 장착
내부에는
신축성있는
어깨끈이

내부에는 신축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내부에는 신축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양쪽 허벅지에 대용량 주머니 장착(각 2개의 번지줄)

양쪽 허벅지에 대용량 주머니 장착(각 2개의 번지줄)

양쪽 허벅지에 대용량 주머니 장착(각 2개의 번지줄)

사용자가 쉽게 교환 가능한 실리콘 목씰·손목씰

사용자가
쉽게가능한
교환실리콘
가능한목씰·손목씰
실리콘 목씰·손목씰
사용자가
쉽게 교환
텍 다이버를 위한 텔레스코핑 토르소 디자인
텍 다이버를
위한 텔레스코핑
토르소 디자인
텍 다이버를
위한 텔레스코핑
토르소 디자인

SI TECH사의 급·배기 밸브
SI TECH사의
급·배기
밸브
SI TECH사의
급·배기
밸브

크라켄(KRAKEN
(KRAKEN
크라켄
) )
한국의
제작한
드라이슈트
한국의
텍텍
다이버를
위해위해
특별
제작한
드라이슈트
크라켄
(다이버를
) 특별
KRAKEN
클로텍스(clotex)
원단원단
및 폴리에스터
원단을원단을
채택하여
가벼우면서도
탁월한 탁월한
클로텍스(clotex)
및 폴리에스터
채택하여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또한,또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부드러운
착용감을착용감을
유지합니 유지합니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영하의
날씨에서도
부드러운
다.다.
67년
전통의
세계세계
최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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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드라이슈트의 복집한 씰교체에서 탈피 아무런 도구나 접착제 없이도
스스로 단 몇분안에 손쉽게 씰교체가 가능하며 장갑 부착이 용이한 시스템.
기존의 재질보다 압박감에서 탈피 실리콘 재질의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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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Trimix IT)
(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Trimi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Technical Cave)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Technical)

김영목
김영중
김우진
김용식
김진성
김재만
김재효
김정명
김정수
김정환
김종겸
김종학
김태민
김태일
김태연
김태한
김희명
김희준
류학열
문석래
문성원
문홍주
박기태
박대원
박상수
박성화
박상욱
박상용
박연수
박이보
박우진
박인균
박인성
박준오
박진우
박진만
박재형
박창용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K(침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WR
EC

-21m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
(Adv.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방제웅
서기봉
서계원
서보상
서윤석
송윤상
송우용
손종욱
손현철
송문희
송의균
송태민
송한준
성용경
신길용
신명섭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양민수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오명석
오영돈
오춘수
오현석
유기정
유대수
유상민
유호휘
우대희
윤두진
윤성환
윤종한
이기영
이남길
이동준

(Adv. EANx)
(EANx)
(Technical)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Trimi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Technical)
(EANx)

이동근
이동우
이미숙
이민구
이상돈
이상욱
이상준
이수한
이수학
이영권
이용범
이장구
이정노
이재민
이지원
이춘근
이충로
이태복
이호석
이홍석
엄민용
염태환
임길봉
임성하
임용한
장세환
장원문
장재용
전우철
전환운
정경원
정문진
정석환
정승규
정용옥
정용진
정정원
조문신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Technical)
(Adv.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Technical)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변주 (EANx)
조우선 (EANx)
조승원 (Adv. EANx)
조현수 (Adv. EANx)
조성호 (Adv. EANx)
주광철 (EANx)
지혜자 (Adv. EANx)
지 훈 (EANx)
진호산 (EANx)
천남식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최경호 (Adv. EANx)
최선호 (EANx)
최수영 (EANx)
최승천 (Adv. EANx)
최종인 (EANx)
최태현 (Adv. EANx)
추재욱 (Adv. EANx)
한길형 (Normoxitc Trimix)
한덕수 (EANx)
한성민 (EANx)
한우연 (EANx)
한윤수 (Adv EANx)
한윤수 (Adv EANx)

신규 강사
김우진
김태연
윤두진
이수학
이정노
이치원
이태복
조병주
최선호

(EANx)
(EANx)
(Adv.EANx)
(EANx)
(EANx)
(EANx)
(ENAx)
(EANx)
(EANx)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안내

Tel. 02 - 778 - 4981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홈페이지와

해외 정기구독 신청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정기구독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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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본인
이 부담합니다.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과월호 요금

-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대금 입금 안내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구
 매신청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본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서점 및 총판
고래문고(용산) 02-717-8346

동남문고(홍대) 02-326-3304

반디앤루니스(종로) 02-2198-3000

책이있는글터(충주) 043-848-4256

백합사총판(서울) 02-766-6950

교보문고(강남) 1544-1900

리브로(홍대) 02-326-5100

불광문고(한강) 02-332-9480

철도문고(서울역) 02-318-7878

예광북스(서울) 02-336-0267

교보문고(광화문) 1544-1900

명문사(서울) 02-319-8663

알라딘(인터넷) 1544-2514

학예서점(진해) 055-546-2523

인천교육사(인천) 032-472-8383

교보문고(인터넷) 1544-1900

반디앤루니스(강남) 02-6002-6002

영풍문고(종로) 02-399-5600

홍익문고(신촌) 02-392-2020

교보문고(잠실) 1544-1900

반디앤루니스(센트럴) 02-530-0700

예스24(인터넷) 1544-3800

11번가(인터넷) 1599-0110

대교문고(용산) 02-2012-3422

반디앤루니스(인터넷) 1577-4030

인터파크(인터넷) 1588-1555

고성도서유통(서울) 02-529-7996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로얄 잠수풀
강남, 강동에서 30분 거리(판교 IC에서 10분)
저렴한 이용료와 강사 혜택
(연회비 면제, 입장/탱크 무료)

넓고 쾌적한 샤워실
(사우나 시설 무료이용, 비누·수건·기초화장품 비치)

잠수풀(10×10m), 수심 5m
(철저한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따뜻한 수온 및 기온 유지)
●

주말에도 여유있는 강습진행
(토요일 : 오후 10시까지 운영, 일요일/공휴일 : 오전, 오후 분리없이 이용가능)

●

평일 예약 후 이용시 할인 혜택

●

주말 및 공휴일 최대인원 한정으로 여유있는 강습진행

●

2015년 말 신분당선 개통(수지구청역 앞)

수지로얄 잠수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터내
TEL: 02-424-2270, 031-262-1829, 010-5346-3333
e-mail : scuba@mnmscuba.co.kr www.sujiscuba.co.kr

이용문의

02-424-2270, 010-662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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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광고하면 효과가 다릅니다!

종이잡지, 전자잡지 동시발행으로

광고 효과가 2배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는
29년 동안 광고주의 도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고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문의처 :

02-778-4981

R

본지를 단체 정기구독하는 교육단체

BSAC KOREA

IANTD KOREA

PADI AP

R

SDI/TDI/ERDI KOREA

R

SSI KOREA

담배꽁초 1~5년

의류 30~40년

테트라 팩 5년
비닐봉지 10~20년

과일 껍질 2~5주

부이 80년
그물망 30~40년

통조림 캔 50년

종이컵 5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가죽 50년

건전지 100년

기저귀 500년

낚시 바늘 6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PVC카드 1,000년

티백 500~1,000년

유리병 1,000,000년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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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
김
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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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수
열
노마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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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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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 2월 16일

위
영
원
씨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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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현
정
루씨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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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관
영

임
용
우
고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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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종
열
다이버스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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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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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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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마린

엔비 다이버스

김
현
찬

한
김
민
철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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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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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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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레저스포츠과 교수(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송
종
윤
아쿠아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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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레져

수원여자대학교

마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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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회
승

박
성
수

인투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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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욱
선
블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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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무료 PADI사전 강사 개발 코스를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와 상의 하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 원 . 지금 PADI
강사가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 하세요.
PADI 강사 시험: 2015년 2월 14-15일
KUSPO 쇼: 2015년 2월 26일 – 3월 1일

|
|

스페셜
제안

마케팅 세미나: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멤버 포럼과 위험 관리 세미나: 2015년 3월 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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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ww.goprodive.co.kr
E: mehcj@naver.com
T: 010 8653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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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anda8508@naver.com
T: 010 8299 7777

노
명
호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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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
석
팬더 스쿠버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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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프로 다이브

PSI 스쿠버

잠실 스쿠버 풀장

스쿠버 인포

김
정
미

윤
재
준

이
호
빈

자신감
책임감
준비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201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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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s reserved.

신나는 도전
PADI 다이브 마스터가 되어 보세요

수지 // PADI 다이브 마스터
PADI 다이브 마스터 로써, 수지는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녀의 사무실이고 매일 신나는 모험이 있습니다.
수지는 그녀가 정말 사랑하는 다이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 하고, 영감을 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padi.co.kr 이나 지역의 PADI 다이브 샵을 더 찾아 보세요.

© PADI 2014. All rights reserved.

더 알아보기

PADI 프로를 향해
PADI 오픈워터 스쿠버 강사 되기

PADI 프로로써 멋진 라이프 스타일
PADI 오픈워터 스쿠버 강사(OWSI)가 되는 것은 다이빙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PADI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6200개 이상의 PADI 다이브 샵과 함께하는 최고로 인정 받는 스쿠버 다이빙
트레이닝 기관으로, PADI 프로페셔널로써 여러분의 기회는 무궁무진 합니다!

padi.co.kr 이나 PADI 다이브 샵을 방문 하세요.

© PADI 2014. All rights reserved.

더 알아보기

제주 유일의 독자적인 포인트, 편안한 보트다이빙

전과정 교육등록시 숙박 무료 서비스

제주 유일의 PADI 코스디렉터 상주 5star IDC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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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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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제주 수시모집
원하시는 강사시험일
기준 주중반은 10일
전, 주말반은 6주전에
시작하시는게 좋습니
다. 강사시험일을 참
고바랍니다.
2월 14~15일 제주
4월 25~26일 제주
6월 27~28일 울진
8월 29~30일 울진
10월 24~25일 울진
12월 12~13일 제주

PRO & TEK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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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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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7583-9862
010-7697-1112
pndiver@naver.com
www.attydi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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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 cebu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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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철

김도형

강규호

정무용

조동항

필리핀아닐라오
다이브 7000

서울
골드피쉬
스쿠버 & 트레블

제주 서귀포
제주 다이브

서울
엘피노이

경북
예천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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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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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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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추자도
골드피쉬 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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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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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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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236-1865
captaindive@hanmail.net

SDI.TDI.ERDI 에서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PRO & TEK
초급교육에서부터 강사 교육은 물론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SDI.TDI로 꿈을 실현하세요!
EXTENDINGTHERANGEOFYOURDIVINGKNOWLEDGE EXTENDINGTHERANGEOFYOURDIVINGKNOWLEDGE

권혁기

윤병철

이성오

김광호

김형철

서울, 수원
액션스쿠버

경기 파주
자유로 스쿠버

대구,경북
데코스탑

경북 포항
원잠수아카데미

강원도 양양
파라다이스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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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필리핀세부
클럽하리 리조트
050-4505-1627
070-4388-4900
+63-917-321-4949
010-4900-5475
clubhari@hotmail.com
www.clubh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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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승
홍해.후르가다,다합
따조 후르가다/다합
070-4809-8546
+20-10-0872-2528
후edo95@naver.com,
다dpffl777@gmail.com
후cafe.naver.com/ddajohurghada
다cafe.naver.com/diversunited

053-287-0205
010-6276-0205
tdi205@gmail.com
www.divesun.co.kr

054-251-5175
010-3524-5175

010-6543-0271
rla0271@naver.com

권혁철

김성진

김현우

전주
현대자동차

서울/경기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울산
현대자동차

063-260-5533
010-3674-3501
sunuri@gmail.com

031-798-1832
010-5292-1832
www.facebook.com/apscuba
카카오톡: lamerksj
vjksj@naver.com
www.apscuba.com

010-7202-2440
dolsoig@hanmail.net

백승균

양승훈

오형근

이문한

최지섭

서울
골드피쉬
스쿠버 & 트레블

아쿠아텍
Aquatek

강원 강릉
인투더씨 리조트

안동
스쿠버팩토리

경북 포항
다이브 알앤디
(Dive R&D)

070-7561-5690
010-7900-8259
yamasg@hanmail.net
www.goldfishclub.co.kr

02-487-0894 팩스(02-487-6376)
010-8380-9964
yang@aquatek.co.kr
www.aquatek.co.kr
카톡:diverite
www.facebook.com/aquatekbest

033-655-7548
010-8786-7548
dhgudrms@nate.com
www.intothesea.co.kr

070-5043-6392
010-4701-6392
scubafactory@naver.com
http://cafe.naver.com/scubafactory

054-291-9313
010-4752-9313
divernd@hanmail.net
www.scubadive.co.kr

변이석

김경수

박정훈

박준호

배인환

인천
SM다이빙

인천
Dive Academy
Songdo

서울 송파
BM Scuba

필리핀세부
홀릭다이브
(HOLICDIVE)

필리핀세부
씨앤블루다이브

070-8767-0672
010-6629-2961
vnfmsdyd@hanmail.net
www.smdiving.net

양경진
필리핀세부
써니다이버스
070-4642-1555
010-5103-3996
+63-917-655-1555
diverjerry@gmail.com
www.sunydivers.com
카카오톡: sunydivers

032-833-3737
010-6543-5120
010-6237-6641
divesongdo@gmail.com
www.divesongdo.com
blog.naver.com/dive_academy

한영호

02 - 414 - 5471
010 - 4099 - 6530
bmscuba2012@gmail.com
www.facebook.com/BMscuba

070-4084-4049
090-6505-6595
010-3777-0402
holicdive@nate.com
www.holicdive.com

강사 트레이너

필리핀세부
니모다이브
070-7556-3455
010-4039-3799
+63-915-5373-799
nemodive@hotmail.com
www.nemodive.co.kr

가장 가까운 지역의 SDI.TDI.ERDI 트레이너와 상의하세요.

070-4843-1358
070-4843-3015
010-5262-8844
카카오톡: marinecamp2cebu
701sac@naver.com
http://cafe.naver.com/cebusea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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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스킨스쿠바 교육

대전 엑스포 다이빙센터

다이빙 교육과 투어
누구나 동경하고 있는 신비하고 황홀한, 산호와 야생동물들과의 만남!!
생각만 해도 희열과 전율이 느껴지는 수중 산책을 저희 엑스포 다이빙센터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스포 다이빙센터는 세계 최고의 스텝진(강사트레이너, 스텝강사, 마스터강사,
수중사진강사, 스킨로빅강사)과 대한민국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잠수전용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06:00~22:00) 아무때나 편안한 시간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개인강습을 해드립니다.
▶ 렌탈 장비 50set 준비

산업잠수기능사 교육
▶ 산업잠수기능사/기사 취득 시 취업분야
1. 수중공사 업체 및 해운업체
2. 해양경찰 특수 기동대
3. 잠수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
4. 해양 건설 및 인양업체
5. 해외 취업 유망
6. 해군 잠수 군무원
7. 해양설비 시설 및 심층수 개발업체
8. 바다목장화 개발업체

자! 이제 엑스포 다이빙센터와 함께 해저의 문을 열고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EXPO DIVING CENTER

대전 엑스포 다이빙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TEL:042-863-0120, FAX:042-863-0129

www.expodive.com

EDITOR’
S COLUMN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간다

글 구자광(발행인)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어제의 일상

쌍방향적인 자극을 전달한다. 자판을 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

과 오늘의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크롤하며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시각과 청각은 담당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생활패턴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피질에 지속적인 흐름을 전달한다. 결국 손과 눈의 조화, 반사적

띠고 있다.

반응 그리고 시각적 신호에 대한 처리와 같은 원초적인 기능들만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커피머신으로 커피 한
잔, 인터넷으로 메일을 체크하고, 페이스북에 새로 들어온 정보를

연구결과에 의하면 책을 읽는 이들은 언어나 기억, 시각적 처리 등

스캔한다. 한가로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문제해결이나 의사

사진을 올리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듣는다. 필요한 물건을

결정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인

사기 위해 쇼핑과 관련된 앱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한다. 트립

터넷 사용이 능숙한 사람들은 웹페이지를 보고 검색할 때 문제해

어드바이저에서 여행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고, 왓차에서는 영화에

결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전두 부분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활성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도 살펴본다. 길을 찾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

화를 보인다고 한다. 웹페이지를 검색할 때는 끊임없이 선별하여

는 네비게이션에게 안내를 맡기고, 궁금한 내용은 구글이나 다음,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로 검색하여 원하는 내용을 찾는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움
직이는 공간에는 컴퓨터나 모바일폰이 곁에 있다. 내게 손이 되고

반면에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다보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인지능

발이 되어주며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주니 일처리 속도도 빨라

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학습 성과를 낮추고 이해력도 약화시킨다고

지고,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야말로 최적화된 나의 동반자이다.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체계화된 정보가 아니라 파
편화된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전달되기 때문이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고, 인터넷이 연결

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틈을 내어 이메일을 보거나 스마트

되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 없어 안절부절못한다. 가까운 사람의 전

폰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페이스북이나 방문하는 행위는 잠시나마

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해 입력된 스마트폰이 없으면 통화할 수 없

집중했던 우리의 사고를 분산시키고 기억을 약화시키며 긴장한 상

고, 늘 네비게이션만 보고 다니다보니 빈번하게 다닌 장소도 혼자

태로 안절부절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서는 찾아가지 못한다. 늘 곁에서 안내해주는 기기가 있어 굳이 생
활에서 접하는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를 인지하며 이러
한 정보들은 화면이 바뀔 때마다 뇌가 스캔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방

위해 빠르게 동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장시간 노출되면

식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도 변화시키고 있다. 생각을

뇌는 과부하가 걸린다. 수많은 연구결과에서도 인간의 뇌는 두 가

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뇌

지의 일 사이에서 전환하는 것도 인지 과부하를 가중시키고 사고

의 회로와 기능은 빠른 변화를 인지하여 반복적이고 집중적이고

하는 데 판단력을 흐려 중요한 정보를 간과하거나 잘 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뇌로 흘러드는 정보

말한다. 주변자극에 의해 산만해지고 이러한 행동을 멈추는 제어

가 바뀐다면 어떠하겠는가?

능력도 떨어지며 특정업무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고 한다. 따라서 독창적인 사고로 도전하기 보다는 관습적인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한 페이지를 평균 19초에서 27초가량

과 해결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둘러본 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한다. 또한 한 페이지를 살펴
보는 데 18%정도의 글만 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훑어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든

는 정보의 대다수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보는 즉시 잊혀진다

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

고 한다. 이 연구의 의미는 흥미로움을 유발하여 많은 시간을 인터

기로의 의존성을 더 높여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넷이나 스마트폰을 검색하며 보내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다 보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면 집중을 방해하고, 관심이 파편화되며, 생각이 흩어지는 보이지

더 의존할수록 지능이나 사고의 깊이를 떨어뜨리고, 우리 스스로

않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깊이 아는 능력, 우리의 사고 안에 독창적으로 피어나게 하는 창의
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시너지 효과, 사람들

또한 인터넷의 영향이 사람들의 읽기 습관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간의 결속력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각 분야의 사람들 113명을 대상으

실제는 얄팍한 지식을 양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로 10년 동안의 읽기습관을 살펴보니 85%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자 문서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독서

인터넷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능력

습관까지 변화시켜 이리저리 검색하고 훑는 수준으로 변했다고 한

을 가졌고, 갈수록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되도록 기

다. 이중 27%만이 깊이 있는 읽기를 하고, 45%는 그렇지 않다고

술은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외면하기란

한다. 겨우 16%만이 집중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50%는 집중력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시대

저하된 결과를 보였다.

에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기술
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한계도 가져다준다.

이 연구결과는 디지털 환경이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주지

결국 먼 미래에는 과도한 의존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인간 스

만 결국 그러한 정보와 접근 방식에서 얻는 것은 피상적인 수준이

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때 진정으로 원하

해결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는 정보를 취득하는 개념보다는 읽는 방식이 대충 훑어보는 방식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를 유리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정보를 가리기 위해
훑어내기의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선호하

2015년을 맞이하며 우리 다이버들도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이

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작용과 무엇을 잃는지에 관
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기나 기술

미국 국립신경질환뇌졸중연구소 소장인 그래프먼은 연구결과 온

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주의력을 분산시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수

그러한 삶이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줄 수 있기

록 덜 신중해지고 문제에 대해 덜 생각하고 덜 판단하게 된다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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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빅핸드코퍼레이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33층
Tel. 02-6007-2241 Fax. 02-6007-2001 Mail info@bighand.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모바일웹 OPEN!

www.s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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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입상자 명단
대상

박인수 상금 100만원과 상패

금상

광각부문 Stanny 상금 70만원과 상패

접사부문 우종원 상금 70만원과 상패

은상

광각부문 김광복2 상금 50만원과 상패

접사부문 장기영 상금 50만원과 상패

동상

광각부문 남호진 상금 30만원과 상패

접사부문 김동현 상금 30만원과 상패

이민정, 이운철, 양승철, 우종원, 최지섭, 김기준, 박인수, 임규동, Stanny

입선

상품(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년 정기구독권)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요강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7/8월, 9/10월,

응모 방법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

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의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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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대상 Grand Prize
박인수
갯민숭달팽이와 알
Canon EOS 50D, f/16.0, 1/200

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Stanny (인도네시아)

금상 Gold Prize

이글레이 한 쌍
Canon G16, f/2.8, 1/125

광각부문

김광복2

은상 Silver Prize

물고기의 대화
Nikon D800, f/8.0, 1/80

광각부문

남호진

동상 Bronze Prize

정어리 무리와 다이버
Canon EOS 5D Mark Ⅱ, f/11.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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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우종원

금상 Gold Prize

물고기 입 속의 청소새우

54

Canon EOS 7D, f/16.0, 1/125

접사부문

김동현

동상 Bronze Prize

기생충이 있는 고비

접사부문

장기영

은상 Silver Prize

두 마리의 새우
OLYMPUS TG-3, f/5.6, 1/250

Nikon D800, f/20.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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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이운철

입선 이민정

56

입선 우종원

입선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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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Stanny

입선 Stanny

58

입선 양승철

입선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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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박인수

입선 임규동

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 이브 리조트

노블레스 리조트
막탄 섬

세부
네그로스 섬

보홀

릴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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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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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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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60회

(口腔抱卵)

부화 직전의 알을 구강포란 중인 일곱줄얼게비늘. 체장 10cm(Seven-banded cardinalfish)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1, 1/250, Z-240X2, RAW, -18m, Jeju Korea.

줄도화돔의 구강포란. 부화 직전이라 알에 검은 눈들이 보인다. 체장 10cm(half-lined cardinal)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20m, Jeju Korea.

발레리나 강수진, 피겨의 김연아,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부언할 필요 없는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
이다. 하지만 화려한 그녀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노력을 생각한 적 있는가? 신문에서 접한 그녀들의 발
모양새와 굳은살은 차마 여자의 그것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고 상처투성이에다 변형되어 있다.

황윤태 Hwang Yuntae

카메라 든 이는 누구든 좋은 사진을 원하고, 찍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대부
분 등한시 한다. 좋은 수중사진을 얻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카메라와 스트로브 메커니즘의 깊은 이
해와 응용, 능숙한 다이빙 스킬, 수중생물의 생태 등을 먼저 공부하고 다져야 한다. 연후 많은 촬영기
회를 가지고 결과물을 검토하고, 반성하고, 교정하고…. 그래야 나만의 그림이 그려지고, 결정적인 순간
이를 놓치지 않게 된다.
첨부한 이미지의 일곱줄얼게비늘과 줄도화돔은 모두 수컷이고, 암컷과 7월초 산란시기가 되면 짝을 이
루고, 수컷이 지느러미로 암컷의 배를 살살 쓰다듬으면 산란하는데, 이를 바로 입 안으로 받아 포란(抱
卵)을 시작한다. 산란 당시의 알은 연한 주황색이지만, 약 2~3주가 지나 부화 직전이 되면 눈이 생겨
까만 점처럼 보인다.
어느덧, 마린에세이 원고가 60번째이므로 기고한 지 꼭 10년이 되었다.‘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긴 시간을
수중사진에 빠져 살아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마음은 그 사이에 또, 바다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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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February 63

OF
F

ER
N

P
IAL ART
IC

DIAMOND
INSTRUCTOR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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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우성

010-3587-074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종합운동장내 제2수영장
스킨스쿠버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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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레포츠 지하3층

경기도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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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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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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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동호다이브리조트

조명환

010-4195-1556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259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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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포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아야진스쿠버리조트

이성행

010-4343-88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 큰방파제

에프스타일㈜

전석철(김미라)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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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언(노승환)

010-3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5-18 고성스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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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황흥섭

010-7567-0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

010-4557-25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 위덕대학교 정진관
사회체육학부 207호

위덕대학교

엄대영

장유스쿠버

윤철현(양상현)

010-9325-0159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38 (관동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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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이브 부산

박건웅

010-5004-7408

부산시 진구 양정동 65-3 프리다이브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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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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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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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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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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 소개

A.B.
LEE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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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 Shark, Cenderawasih Bay Papua New Guinea
Nikon, 10mm, 1/100sec, ISO 200, 0.01sec

About A.B. LEE

A.B. LEE에 대하여

A.B. Lee is a dedicated and committed underwater seascape photographer, with

A.B. Lee는 25년이 넘도록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사진을 촬영하여 전문

more than 25 years of diving experience under his belt. AB Lee photographs,

적인 수중사진작가의 반열에 놓여있다. A.B. Lee의 사진은 다양한 산호

mirrors a 3 Dimensional feel to the Seascapes illustrating diversity, colour and

초들의 형상과 색감을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바닷속의 신비로운 풍광을

beauty of the coral reefs.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Over the years, his superb pictures of the underwater world has inspired many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중 생태계가 훼손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취약

divers and non divers to have a love for the sea and its inhabitants, and more

한 바다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다 주변의 주민들과도 교감을

importantly,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is fragile environment.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훼손된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각성을 촉구하

When you see a photograph taken by A.B. you are at once moved to not

며 다이버와 비다이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only see the magical seascape for yourself but also to do your bit to ensure

여러분들도 A.B. Lee가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된다면 현재의 바다가 얼마

that this pristine environment is preserved for generations to come. Few

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환상적인 바다의 환경이 더 이상 훼

photographs have the ability to evoke such emotions, and A.B.’
s photographs

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A.B Lee의

are among these select few.

수중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수중사진을 감상하는 이상의 것을 찾을 수

He has won a few international acclaim awards for his pictures and now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hares generously his time and knowledge to new photographers who share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은 다른 수중사진작가들과도 교류하면서 서로의 지

the same passionate as him.

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이러한 그의 적극적인 활동과 결과로 그

He has been conducting Annual UW Digital Photography Workshops for the

의 사진 중의 일부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pass 12 years in his local ground in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현재 그는 자신의 고향인 말레이시아의 레당 테렝가누에 위치한 Annual

His facebook address : https://www.facebook.com/ab.lee.58

UW digital Photography Workshop을 12년간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ab.le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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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Hawksbill Turtle 5 months old,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Nikon, 60mm, 1/160sec, ISO 100, 0.006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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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 time? Shrimp cleaning the Wrasse Fish,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Nikon, 105mm, 1/125sec, ISO 200, 0.008sec

Indonesia Mangroves, Raja Ampat
Nikon, 16mm, 1/100sec, ISO 200, 0.01sec

Liberty Wreck Tulamben, Bali Indonesia
January/February 73
Nikon, 10mm, 1/30sec, ISO 200, 0.033sec

Huge Sponge Corals off the
beaten track, Raja Ampat
Nikon, 10mm, 1/80sec, ISO 200, 0.012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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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irrel Fish,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Nikon, 30mm, 1/100sec, ISO 100, 0.01sec

January/February 75

Soft Corals Blooming with abundant of
playful glass fishes,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Nikon, 10mm, 1/160sec, ISO 200, 0.0063sec

“Magical Dream”- Photographed in a Cave
(Model: Ms Cassandra Dragon),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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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16mm, 1/80sec, ISO 200, 0.0125sec

Anemone Fish Eggs, Lembeh Sulawesi Manado Indonesia
Nikon, 105mm, 1/100sec, ISO 160. 0.01sec

▶ Blue Ring Octopus,

Lembeh Sulawesi
Manado Indonesia
Nikon, 105mm,
1/100sec, ISO 160,
0.01sec
▶▶ Baby Zebra Batfish,

Lembeh Sulawesi
Manado Indonesia
Nikon, 105mm,
1/125sec, ISO 160,
0.008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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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Happy Yellow Tails, Pulau Redang Terengganu Malaysia
Nikon, 16mm, 1/125sec. ISO 500. 0.008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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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산호초는 약물의 보고
Coral Reef Chemistry Laboratories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For many years now scientists have known that coral reef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산호초 동물들이 다양한 물질을 분비

animals secrete various substances. It has not been until more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물질에 이

recently however that we have given these substances names and

름을 붙이고 그런 물질을 분비하는 생물에게 그 물질이 무슨

understand what they do for the critter that secretes them. And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은 보다 최근의 일이다. 그리

more importantly we have recently learned of the myriad of medical

고 더 중요한 점으로 우리는 최근에 이들 물질이 인간에게 제

benefits these substances might offer to human beings. These

공할 수 있는 수많은 의학적 혜택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혜

range from diagnostics to therapeutics for cancer, diabetes, HIV and

택으로는 암, 당뇨병, HIV와 기타 많은 질환을 위한 진단제

treatment of many other diseases.

및 치료제가 있다.

Marine life, like all life on earth including humans, lives through a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처럼 해양생물도 세포 수

set of life-sustaining chemical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ellular

준에서 일어나고 생명을 지탱하는 일련의 화학반응을 통해

level. These enzyme-catalyzed reactions allow organisms to grow

살아간다. 이와 같은 효소매개 반응으로 인해 생물은 성장하

and reproduce, maintain their structures, and respond to their

고 번식하며, 자신의 구조물을 유지하고, 환경에 반응할 수

environments. The word metabolism refers to all the chemical

있다. 대사란 말은 살아 있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reactions that occur in living organisms, including digestion and

반응을 말하며 여기에는 소화, 다양한 장기 조직에서 서로 다

the transport of substances into and between different cells in

른 세포로 및 그들 세포 간의 물질 수송 등이 있다. 그래서

various organ tissues. So this explains the title of this article-

이 글의 제목을 산호초는 약물의 보고라고 하였는데, 생물은

Coral Reef Chemistry Labs - organisms can be considered an

실제로 화학 실험실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actual chemistry lab.
The chemicals produced during metabolism are called metabolites.

대사 중에 생성된 화학물질을 대사산물이라고 한다. 우리는

We are just now learning that metabolites have various functions,

이제 대사산물이 연료, 구조, 화학적 신호전달, 효소에 대한

including fuel, structure, chemical signaling, stimulatory and

자극 및 억제 효과, 방어, 색소, 냄새, 페로몬 등 다양한 기능

inhibitory effects on enzymes, defense, pigments, odors, and

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

phero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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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types of metabolites - primary and secondary.

대사산물에는 일차 및 이차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차 대사

A primary metabolite is directly involved in normal“growth”
,

산물은 생물의 정상적인‘성장’
, 발달 및 번식에 직접 관여한

development, and reproduction of the organism. A secondary

다. 이차 대사산물은 이들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Coral reefs just like these are made up of
thousands of microscopic chemistry labs
housed in the marine animals they live in.
그림과 같은 산호초는 거기에 사는 해양 동물의 몸
속에 갖추어져 있는 수천 개의 미세 화학 실험실로
이루어져 있다.

metabolite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ose processes, but has

중요한 생태학적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화학 방어물질, 색소 등

an important ecological function. Examples include chemical

이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태학적

defense deterrents and pigments. It is these ecological functions

기능이며, 그래서 산호초 동물들이 생성하는 독특한 화학물질이

that we will talk about here, and, in closing, better understand

어떻게 의료 및 제약업계에 유익한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how unique chemicals produced by coral reef animals benefit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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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markets continue to grow rapidly, encouraging the

제약시장은 계속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신약 발견에 대한

demand for new drug discovery. The need comes from the growing

요구를 촉진한다. 그러한 요구는 약제 내성 감염병 및 질환의

numbers of drug-resistant infectious disease and disorders.

수가 증가하는 데에서 온다. 의학 연구자들은 이제 해양 자원이

Medical researchers now realize that marine resources may meet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세계의 대

this demand. When the oceans of the world cover more than 70%

양은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거기에는 36개 동물 문(門)이

of the globe and are home to 36 living animal phyla, containing

살고 있으며 그 속에는 30만 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more than 300,000 species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Another

가능성은 무한하다. 해양에서 신약을 탐색하는 또 다른 이유는

rationale for searching for new drugs in the ocean comes from

해양 식물 및 동물은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에서 오는 온갖 도

the fact that marine plants and animals have over millions of

전에 적응하여 왔고 이들 생물은 포식자, 기생생물 및 번식상의

years adapted to all sorts of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these

도전으로부터 자신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선택의 엄청난

creatures are constantly under tremendous selection pressure to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protect their real estate space, from predation, from parasitism
and from reproductive challenges.
Before we begin a discussion of what these chemicals do for marine

이들 화학물질이 해양생물에게 무슨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 무

critters and what they might do for us, a brief description of why

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화학물

these chemicals are novel and what they look like is necessary.

질들이 왜 혁신적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The metabolites we are interested in here do not occur naturally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사산물들은 수중에서 자

in ocean water. They are unique chemicals manufactured within

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그들 물질은 동물의 체내에서 만들

the animal’
s body. How this chemical transformation occurs is

어지는 독특한 화학물질이다.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what scientists are interested in. If a sponge or a nudibranch can

이러한 화학적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다. 해면이나 나새류가

manufacture this new unique chemical, pharmaceutical companies

이렇게 새롭고 독특한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제약사들도

hope to learn how to also.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Metabolites are produced by enzyme-catalyzed chemical changes to

대사산물은 세포 내에서 특정한 전구 화학물질에 효소매개 화

a specific pre-curser chemical, within a cell. Technically speaking,

학적 변화가 가해져 생성된다. 엄격히 말해 세포 바깥에 있는 화

a compound outside the cell is not considered a metabolite.

합물은 대사산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Drawing of a transformed metabolite molecule. The
transformation has changed the shape of the molecule
but not its elemental components.
변환된 대사산물 분자의 그림. 변환 과정에서 분자의 모양이 변
화하였지만 그 원소 성분들은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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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s are often studied because of their wealth of metabolites,

일반적으로 해면을 연구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는

which display biological activity. This is related to the nutritional

대사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먹이를 걸러먹는 여과 섭

physiology of these filter feeding animals, which efficiently

식동물(filter feeder)의 영양 생리학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filter bacteria from the inhalant water current. The diffusion

동물은 흡입하는 해류로부터 박테리아를 효율적으로 걸러낸다.

of antibiotic agents in the living tissues of the sponge may

해면의 살아 있는 조직에 항생물질이 확산되면 미생물 감염에

provide a defense against microbial infections and/or be used to

대한 방어를 제공하거나 공생 박테리아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control symbiotic bacteria populations. Inhibition and promotion

데 이용될 수 있다. 해면 대사산물에 의한 미생물 성장의 억제

of microbial growth by sponge metabolites have been seen in

및 촉진은 박테리아와 진균에 관한 실험실 실험에서 관찰되고

laboratory experiments on bacteria and fungi. However, their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생태학적 및 생리학적 중요성은 대개

ecological and physiological significance remains largely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So far 15,000 species of sponge have been described for science.

현재까지 1만 5,000종의 해면이 과학계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Most of these filter feeders metabolize chemicals to keep other

여과 섭식동물은 대부분 기타 생물들이 자신의 체 표면에 정착

organisms from settling out on their body surfaces, but some use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대사하나, 일부는 자신을

the chemicals to hold their property line from species that might

밀어내고자 하는 종들로부터 자신의 서식지 경계선을 지키기 위

want to push them out.

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Sponges extract chemicals from the bacteria they inhale and transform them into beneficial metabolites.
해면은 자신이 흡입하는 박테리아로부터 화학물질을 추출해 유익한 대사산물로 변환시킨다.

Chemicals produced by marine sponges are known to regulate

해면이 생성하는 화학물질은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을 조절하고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and have anti-inflammatory, anti-

항염, 항진균 및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

fungal and anticancer effects. These life sustaining activities

을 지탱하는 이들 작용은 해양 동물이 생성하는 화학물질이 치

suggest that chemicals produced by marine animals may be

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otential therapeut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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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sponges belonging to the genus Ircinia are known to be

이르시니아(Ircinia) 속에 속하는 해면은 테르페노이드(terpenoid)

a very rich source of the metabolites called terpenoids. These

란 대사산물의 풍부한 공급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화

chemicals are very important in a wide variety of biological

학물질은 아주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에 매우 중요하다. 일부 테

activities. Some terpenoids show analgesic and anti-inflammatory

르페노이드는 진통 및 항염 효능을 보인다.

properties.
Metabolites produced by Red Sea sponges have been shown

홍해 해면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저혈당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

to produce a hypoglycemic effect. These chemicals could open

로 나타났다. 이들 화학물질은 저혈당증을 겪는 환자들의 신체

the way into understanding what is happening in the body of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길을 열어줄 수 있다.

patients suffering from Hypoglycemia.

Tunicate are able to filter chemicals
out of seawater and concentrate
them in their tissue.
멍게는 바닷물에서 화학물질을 걸러 자
신의 조직에 농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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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cates, aka“sea squirts”are all sessile as adults. The name

멍게는 모두 성체가 고착 생활을 한다. 멍게의 영명‘tunicate(피

“tunicate”comes from the body shape and form. Typically the

막이 있는)’
는 몸의 모양과 형태에서 유래한다. 대개 피막(tunic)

tunic is attached to the substrate by a small holdfast and stands

은 작은 흡착기에 의해 기질에 부착되어 똑바로 서 있지만, 군체

upright, although in colonial species many individual specimens

종에서는 많은 개체가 합쳐져 납작한 젤라틴질 덩어리를 이룬다.

merge together into a flattened gelatinous mass. Each individual

각각의 개체에는 입수관과 출수관이란 2개의 구멍이 있다. 멍게

has two openings, an inhalant siphon and an exhalent siphon.

의 피는 투명하고 흔히 바나듐(vanadium)이란 화학물질을 다

The blood of tunicates is clear and often contains extremely

량으로 함유하는데, 바나듐은 바닷물에서 보통 아주 소량으로

high quantities of the chemical vanadium, a rare element

존재하는 희귀 성분이다. 이에 따라 멍게는 강한 산성 맛을 내

normally occurring in very small quantities in sea water. This

고 지중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경험한다. 멍게

gives tunicates the strong acidic flavor diners in Mediterranean

가 바나듐을 농축시키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종이 다

restaurants experience. Why tunicates concentrate vanadium

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는 이차 대사산물의 풍부하고 다양한

is unknown. Many species are known to be a rich and diverse

공급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에 이들 화합물은 단순

source of secondary metabolites with a variety of biological

한 아미노산 유도체이거나 보다 복잡한 알칼로이드(alkaloid)다.

activities. In many cases these compounds are simple amino acid

그러한 화합물들은 종종 강력한 항암 작용을 보인다.

derivatives or more complex alkaloids. They often exhibit potent
anticancer activities.

Sea slugs are the focus of metabolite chemist’s research due to their highly advanced chemical
defense systems.
바다 민달팽이는 고도로 발달된 화학 방어체계로 인해 화학자의 대사산물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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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group, sea slugs may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than any

스스로를 위해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와 관련

other coral reef group concerning how they manufacture novel

해, 바다 민달팽이 종은 산호초에 사는 기타 어느 종보다도 더

chemicals for their own benefit. The reason for this is subtly linked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나새류가 시

to the fact that most nudibranchs have lost the shell over time, and

간이 흐르면서 껍데기를 잃고 그러한 방어 구조물을 화학 방어

replaced this protective structure with a chemical defense system.

체계로 대체하였다는 사실과 미묘한 연관이 있다. 산호초에 사

Like other reef species, the nudibranchs get the metabolite pre-

는 기타 종들처럼 나새류도 자신이 먹는 먹이에서 대사산물의

cursers from the food they eat. They then synthesis the chemicals

전구물질을 얻는다. 그런 다음 먹이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새

found in the food into new, novel chemicals.

롭고 혁신적인 화학물질로 합성하는 것이다.

The remarkable rate of speciation in sea slugs, or adaptive

바다 민달팽이에서 놀라울 정도의 종분화, 즉 분류학자들이 말

radiation as taxonomists refer to it, has produced one of the most

하듯이 적응 방산(adaptive radiation)은 바다에서 가장 다양

diverse group of animals in the ocean. Understandably then, this

한 동물 종들의 하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이 방산

phenomenon has led to the amazing diversity of chemical defense

에 따라 나타난 화학 방어 전략의 현저한 다양성으로 이어졌다

strategies that have followed this radiation.

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Sea slugs feed on an amazing diversity of food species and seem to

바다 민달팽이는 현저히 다양한 종을 먹이로 하고 기타 동물

feed on food items that other animal groups do not. This certainly

종들이 먹지 않는 먹잇감을 먹고 사는 듯하다. 이는 바다 민달

explains the diversity of chemical metabolite products produced.

팽이에서 생성되는 화학 대사산물의 다양성을 명확히 설명해

Scientists now know that development of these chemical defense

준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들 화학 방어체계의 개발이 복족류의

systems preceded the loss of the gastropod shell, and is the driving

껍데기 상실에 앞서 일어났고 종의 다양화를 이끈 추진력이라

force leading to diversification of the group.

는 사실을 알고 있다.

Whether you prefer to call these chemical products defensive or

이와 같은 화학 대사산물을 방어적이라거나 공격적이라거나

offensive, one must admit that their many uses is mind-boggling.

어느 쪽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러한 물질의 많은 용도는

Some metabolites make the slug distasteful or toxic, while others

놀라울 정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부 대사산물은 바다

The seahare, Dolabella produces
polypropionates and terpenoids,
active chemical agents.
군소인 돌라벨라(Dolabella)는 폴리
프로피오네이트(polypropionate)
와 테르페노이드(terpenoid)란 활
성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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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d a predator chasing it off. Some of these chemicals

민달팽이에게 역겨운 맛을 내거나 독성을 유발하도록 하는 반면, 다른

work by blocking the predator’
s ability to smell the slug.

일부는 포식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쫓아낸다. 이들 화학물질의 일부는

Many secondary metabolites are pigments - some so

포식자가 바다 민달팽이의 냄새를 맡는 능력을 차단한다. 많은 이차 대

bright as to give a wanton predator warning, some provide

사산물은 색소이다. 그 중 일부는 너무나 밝아 무자비한 포식자에게

color patterns that make the species cryptic on it host or

경고를 보내고, 일부는 종에게 숙주나 기질에서 보호색을 띠게 하는 색

substrate, while others act as sunscreen protecting the

상 패턴을 제공하며, 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자외선

animal from ultraviolent light.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The sea hare, Dolabella, while not a real eye pleaser, may

군소인 돌라벨라(Dolabella)는 보기에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 못

have traded its lack of beauty for a talent to produce

생긴 모습을 훌륭한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재능과 맞바꾸었을지

great metabolites. This algae eating sea slug species

도 모른다. 조류를 먹는 이 바다 민달팽이 종은 폴리프로피오네이트

i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a whole list of

(polypropionate)와 테르페노이드(terpenoid)를 포함해 온갖 대사산물

metabolites including polypropionates and terpenoids.

을 생성한다. 생화학자들은 한 대사산물에 돌라벨라딘(dolabelladiene)

Biochemists have even named one - dolabelladiene. Of

이란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돌라스타

particular interest however is the production of a long

틴(dolastatin)이란 긴 펩티드의 생성인데, 이 대사산물은 인간 전립선

peptide, called dolastatin, which has been found to be

암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human prostate cancer.

The red gland behind the gill of Ceratosoma is the storage site for caustic chemicals.
바다 민달팽이인 세라토소마(Ceratosoma)의 아가미 뒤에 있는 빨간색 샘은 가성 화학물질(caustic chemical)의 저장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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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other dorid nudibranchs,
Halgerda metabolizes caustic
chemicals from the sponges
it feeds on.
기타 도리드 나새류처럼 핼거다
(Halgerda)도 자신이 먹이로 하는
해면에서 얻은 가성 화학물질을
대사한다.

Chromodoris nudibranchs also produce chemical metabolites from the sponges they feed on.
크로모도리스(Chromodoris) 나새류도 자신이 먹이로 하는 해면에서 얻은 화학물질로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Species of Ceratosoma use their metabolites as a double punch.

세라토소마(Ceratosoma) 종은 자신의 대사산물을 더블펀치로 사용

First is their ability to repel predators with a repugnant

한다. 첫째는 아가미 위로 외투엽에 있는 샘에 저장된 불쾌한 화학

chemical stored in a gland on the mantle lobe above the gill.

물질로 포식자를 물리치는 능력이다. 다음으로는 색소 대사산물을

It then uses pigment metabolites to produce shocking colors

사용하여 충격적인 색상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고약한 화학물질을

to warn predators that it carries nasty chemicals. The series

지니고 있다고 포식자에게 경고한다. 물고기를 단념시키고 죽일 수

of terpeniods that can both deter and kill fish comes from the

도 있는 테르페노이드계 물질은 바다 민달팽이가 먹이로 하는 해면

sponge the slug feeds on.

에서 온다.

Species of the dorid nudibranch genus, Halgerda, metabolize

도리드 나새류 속의 종인 핼거다(Halgerda)는 자신이 먹이로 하는 해

alkaloids and tryptophan derivatives, from the sponges they

면에서 얻은 알칼로이드와 트립토판 유도체를 대사하여 경계색을

feed on, to produce their warning coloration. The couple

생성한다. 밝은 색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호색을 띤 일부 핼거다

of species of Halgerda that are not brightly colored, but are

종은 색상을 생성하는 이러한 화학물질을 대사하지 못한다.

cryptic, do not metabolize these color producing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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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odoris metabolizes chemicals to defend themselves from predatory shrimp.
글로소도리스(Glossodoris)는 화학물질을 대사하여 포식자 새우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We can see the open mantle glands along the edge of the body in this
chromodoris nudibranch indicating recent release of chemical metabolites.
이 크로모도리스 나새류에서는 몸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외투막 샘들이 열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학 대사산물을 방출한 지 얼마 안 되었음을 시사한다.

Members of the dorid nudibranch family, Chromodoris have

도리드 나새류 과에 속하는 크로모도리스(Chromodoris)는 유용한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on this topic. All the

대사산물의 생성과 관련해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이 과에 속하

members are sponge eaters, and as mentioned above, sponges

는 모든 동물은 해면을 먹고 살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해면은 여

being filter feeders are the perfect partners for the production

과 섭식동물이므로 디자인이 아주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of very novel chemical designs.

데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다.

Species of the genus Glossodoris are as diverse as their

글로소도리스(Glossodoris) 속의 종들은 그들이 생성하는 화학 대사

metabolized chemical products are. One species produces

산물만큼이나 다양하다. 한 종은 자신이 먹이로 하는 해면으로부터

a terpene metabolite from the sponge it feeds on. This

테르펜(terpene)이란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이 대사산물은 공생 새

metabolite has been shown to be a feeding deterrent against

우인 팰리아몬(Paleamon)의 먹잇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억제물질인

the commensal shrimp, Paleamon.

것으로 밝혀졌다.

Transformation of the molecules of sponge metabolites has

해면 대사산물의 분자 전환은 재배열된 디테르페노이드(diterpenoid)

created a dictionary of rearranged diterpenoid chemicals. The

화학물질들이란 사전을 탄생시켰다. 화학반응은 외투막의 가장자

chemical reaction take place in a series of glands found along

리를 따라 위치한 일련의 샘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위는 포식자가

the edge of the mantle where one might expect a predator

물어뜯으려 하는 곳일 수도 있다. 외투막이 얇고 색소가 많지 않을

to aim a bite. When the mantle is thin and not heavily

때 샘은 조직 안에서 콜리플라워(꽃양배추) 모양을 한 흰 구름처럼

pigmented the gland appears like a white cloud in the shape

보인다. 교란을 받으면 곧 화학 대사산물이 방출되어 여러 가지 방

of a cauliflower head, within the tissue. Upon disturbance

어 반응의 하나를 일으킨다.

the chemical metabolite is released, causing one of several
defensive responses.
It is hard to swallow the fact that lowly sponges, tunicates

미천한 해면, 멍게 및 바다 민달팽이가 그간 화학업계에 알려지지

and sea slugs have been fabricating specialty chemicals,

않은 특수 화학물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 그것도

unknown in the commercial chemical industry for years -

우리의 면전에서 말이다.

right under our n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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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ow have a long list of novel chemicals produced by a

많은 해양 동물이 생성하는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열거하자면 길다.

collection of marine animals. As a matter of fact we know

사실 우리는 연구하는 거의 모든 종에서 새로운 화학 대사산물을 발

we can find new chemical metabolites in almost any species

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이제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기회가 드문

we investigate. It is now time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의료 및 제약 연구자들이 실험과 임상시험에서 비법을 동원하여 이

researchers, who rarely get a chance to don a face mask,

들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진단적으로 및 치료적으로 어디에 효과를

to do their magic in clinical trials and tests to learn where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차례이다. 나는 또 다른 바다 민달팽이

these chemicals can make a difference diagnostically and

가 또 다른 암을 치유하는 날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therapeutically, for you and me. I can’
t wait for the day that
another sea slug cures another cancer.

본지의 기고가인 데이비드 베렌스의 책 소개

NUDIBRANCH Behavior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New World Publications Inc. Jacksonville, Florida.
ISBN 1-878348-41-8, 2005.10.01 (www.fishid.com)
-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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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
체인 “Sea Challengers Natural History Book, Etc.”을 운영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

많은 이론과 실천을 가르치지만 이

운 바닷속 세계의 이야기들을 재미

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

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쳐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 보다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

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

겪었던 솔직한 실전경험과 실수들

동물을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도 손 쉽게 나의 다이빙 실력을 향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깊이있는 자신만의 관찰기를 적다

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
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414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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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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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삼팔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인투더씨다이브센터

오형근

010-8786-7548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씨라이프리조트

박창수

010-5288-8144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울릉다이버리조트

정봉권

010-9516-0289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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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수중사진 테크닉 제22회

수중사진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글/사진 구자광

색의 손실 1

Loss of Color
바닷물이 파랗게 보인다. 수중사진도 대체
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우리는 물속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색이 물층에 흡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수중사진 촬영에
있어서 렌즈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에도 해
당된다. 즉, 렌즈와 피사체의 거리가 멀수
록 색이 사라지고 푸르스름하게 된다. 그
래서 수중사진 촬영 때 다음과 같은 주문
을 한다.
“가까이 더 가까이”
또한 어안렌즈(또는 소형카메라의 렌즈 어
댑터)와 스트로브는 피사체에 가까이 갈수
록 프레임에 더 많은 색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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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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9
July/August
July/August
핸드폰 : 63-921-614-2807, 63-921-499-1859 홈페이지 : http://www.deepper.co.kr

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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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 : Doryrhamphus pessuliferus
영명 : Banded Pipefish
한국명 : 줄무늬 실고기

파이프피쉬(Pipefish)는 우리말로 실고기이다. 몸이 매우 가늘고 긴 어류로 몸이
해마처럼 골판으로 덮여 있다. 주둥이가 기다란 관 모양으로 끝에는 작은 입이
있다. 단 1개의 등지느러미가 있으며, 대개 작은 꼬리지느러미를 갖고 있다. 길이
는 약 2.5~50㎝로 종에 따라 다르다.
파이프피쉬는 주로 열대지방의 바다에서 서식하며, 힘없이 느리게 헤엄치며, 산
호초 사이에서 살며 이 속에서 숨고, 먹이를 찾는다. 이들은 작은 먹잇감을 입으
로 재빨리 빨아들여 먹는다.
해마(Seahorse)와 비슷한 파이프피쉬의 생식 행동은 암컷이 아닌 수컷이 부화할

주둥이가 파이프와 같이 길쭉한

때까지 수정란을 지니고 다닌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파이프피쉬의 알은 수컷의

파이프피쉬(Pipefish)

몸 표면에 붙어 있거나, 육아낭에 담겨 보육된다. 수컷의 육아낭은 배지느러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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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종에 따라 그 정도가 다양하며 부화중인 알을 덮는다.

1 밴디드파이프피쉬
2 고스트 파이프피쉬
3 샌디드 파이프피쉬
4 머쉬룸 코랄 파이프피쉬
5 윙드파이프피쉬
2
1

3

4

5

학명 : Aulostomus chinensis
영명 : Trumpet fish
한국명 : 나팔고기

주둥이가 트럼펫과 닮은

트럼펫피쉬(Trumpetfish)
트럼펫피쉬는 길게 늘어진 몸에 코는 마치 트럼펫처럼 보인다. 열대지방의 해안을 따라 발
견된다. 몸매가 길고 가늘며, 뻣뻣한 관(管) 모양의 주둥이는 작고 약한 턱에서 끝난다. 몸은
작은 비늘로 덮여 있고, 등에는 방어를 위해 세울 수 있는 1줄의 가시가 있다. 그리고 뺨에
는 짧은 수염이 있다. 그리고 색상변이는 황금색으로 나타난다.
트럼펫피쉬는 독립생활을 한다. 수심 약 100m부터 연안과 외해쪽 암초에서 서식한다. 트럼
펫피쉬는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며, 때로는 부채산호들 사이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휴
식을 취한다. 어떤 때는 보호를 받기 위해 큰 어류의 등 위에 달라붙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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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Fistularia commersonii
영명 : Cornetfish, Flutemouth

코넷피쉬(Cornetfish)는 Flutemouth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대치라고 한다.

한국명 : 대치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연안 해역
에 산호초에 살고 있고, 작은 물고기, 갑각류 및 다른 무척추 동물 등을 먹
고 산다. 대치는 몸이 길고 가늘며, 주둥이도 길고 관 모양인데, 갈라진 꼬

주둥이가 코넷이나 플룻 마우스와 닮은

리지느러미 뒤로 독특한 필라멘트(filament：등뼈의 끝)가 뻗어 있다. 대치는

코넷피쉬(Cornetfish)

이가 2m나 된다.

학명 : Platybelone argalus
영명 : Needlefish

니들피쉬(Needlefish)는 주둥이가 바늘과 같이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한국명 : 동갈치

위·아래로 상당히 납작하며, 비늘이 없거나 피부에 묻혀 있다. 큰 것은 길

로 우리말로는 동갈치라고 한다. 산호초 등지에서 다이빙을 끝내고 안전정
지 중에 수면근처에서 가끔 볼 수 있다.
몸이 가늘고 길며, 대개 온대와 열대해역에 두루 서식한다. 60종(種)이 있
고, 크기는 1.2m까지 자란다. 배쪽은 은빛이 돌고 등은 파랑이나 녹색을 띤
다. 입은 매우 길어 눈에서 꼬리까지 길이의 약 1/4에 해당되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차가운 바다의 표층에 살며, 물위로 잘 뛰어오르며 육식성이

주둥이가 바늘과 같이 길쭉하게 생긴

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때로는 먹이인 작은 물고기를 따라 내만에

니들피쉬(Needlefish)

들어오기도 한다. 산란기는 5월경이며 난막(卵膜)에 약 20여 개의 가느다란
실이 흩어져 있으며, 알은 이 가느다란 실로 해조류 등에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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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

팔라우 리브어보드 다이빙 투어

SOLITUDE ONE
팔라우의 다이빙 사이트는 2014년 5/6월호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번호에는 지난 해 팔라우에 취항한 리브어보드 SOLITUDE ONE호에 대해 소개한다.
글/사진 구자광

리브어보드 다이빙 투어란?
리브어보드(Live-aboard)는 리브어보드 보트(Live-aboard Boat) 또는 리브어보드 베셀(Live-aboard
Vessel)에서 선박이란 뜻인 보트와 베셀을 생략한 말이다. 리브(Live)는 ‘생활하다’의 뜻이고, 어보드
(Aboard)는 ‘배를 타다’의 뜻으로, 리브어보드는 다이버들이 승선해서 배에서 먹고 자며, 1박 이상을
하며 다이빙을 하는 용선(Charter boa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리브어보드 투어는 한두 군데의 행선지
를 하루나 이틀에 다녀오는 짧은 일정에서부터 세계의 벽지 섬을 돌아다니며 1주 또는 수주일 동안 다
이빙 투어를 하는 긴 일정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
리브어보드 다이빙은 하루에 항해하고 돌아올 수 없는 먼 다이빙 사이트에 다녀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선박은 매일 밤 항구에 돌아올 필요가 없으므로 여행이 다이빙 자체에 집중될
수 있으며, 다이빙 사이트 바로 위의 수면에 정박하므로 다이버는 언제든지 편하게 물로 들어가기만 하
면 된다. 리브어보드는 오로지 다이빙하는 일에만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섬의 해안이나 환초를 따라
가며 좋은 다이빙 사이트만 골라 계속 이동한다. 따라서 다이버들은 다양한 수중지형과 환경을 구경하
게 된다. 리브어보드가 찾아다니는 다이빙 사이트는 리브어보드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바다들이 많
으므로, 그곳의 수중환경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원시적인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의 대부분 리브어보드들은 일정 수준을 능가하는 서비스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고급 리브
어보드들은 객실, 화장실, 식당, 기타 시설들이 쾌적하다. 리브어보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가격에 따
라 다르지만 객실은 호텔의 아주 작은 방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식사는 대부분 뷔페식으로 제공된다.
리브어보드를 타는 이유는 멋진 다이빙 사이트에서 편하게 마음껏 다이빙을 하는 데 있다. 리브어보드
는 먼 거리의 이동은 야간에 하고, 짧은 거리의 이동은 다이빙 후 수면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하므로
다이버가 물에 들어갈 시간이 이동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이버들이 하루에 하는 다이빙 횟수
는 다이빙 사이트나 다이버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적게는 3회, 많게는 5회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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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들은 모선에서 바로 입수하는 형식이 있고, 작은 텐더(Tender) 보트 또는 체이스(Chase) 보트를
이용하는 형식이 있다. 암초의 수심이 낮아 모선을 가까이 댈 수 없거나 조류가 급변하여 모선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없는 조건에서는 모선을 깊은 수심에 정박시켜 놓고 소형 보트로 이동하여 다이빙을 한다. 다
이버들은 조류를 따라 편안하게 다이빙하고, 텐더 보트는 다이버들의 버블을 쫓아오다가 다이버가 수면에
상승하면 픽업해 돌아온다. 팔라우,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남태평양(솔로몬 제도) 등의 리브어보드
들이 작은 배를 이용하는 형식이 많으며, 모선에서 곧바로 입수하는 형식은 시밀란, 호주, 바하마와 카리브
해 등지에서 행해진다. 수중사진가들은 리브어보드의 선원과 상의하여 사진가들끼리만 팀을 짜서 다이빙
을 할 수 있다. 또 다이빙 사이트의 선정도 손님이 자신의 능력이나 선호도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뱃멀미에 강하면 좋기는 하지만 약한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뱃멀미는 금방 면역이 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즉, 하루 정도 뱃멀미를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요즈음은 뱃멀미 약들이 많이 나와 있
으므로 멀미가 심한 사람은 멀미약을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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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ude One호를 타고
Solitude One호 리브어보드의 타고 첫 느낌은 단아함이었다. 이른 새벽에 도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다. 마사지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착하다 보니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아 불빛이 배 전체를 감싸 안고 있어 아름

다이빙 장비 세팅하는 곳은 제각기 이름을 붙여 놓았고 각자가 사용할 수 있

답고, 느낌이 좋았다. 그동안 타 보았던 리브어보드보다 1.5배는 더 크다보니

는 작은 소품들이 생각보다 편리했다. 다이빙 장비와 웨이트벨트에도 네임태

전체공간이 넓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있었다. 객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

그를 붙여주어 장비들이 뒤섞여 있어도 쉽게 자신의 장비를 찾을 수 있고, 스

돈되어 있고 내부 디자인도 작은 불편함도 줄여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탭들도 흩어진 장비를 제자리에 비치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다. 작은 배려

화장실의 청결함과 시설은 무엇보다 마음에 들어 이곳이 배 안인지 호텔인지

가 효율적인 편리함을 주었다. 다이빙을 마치고 배로 돌아오면 늘 따뜻한 수

헷갈릴 정도였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여 팔라우의 에머랄드 빛 바다를 바라보

건과 차거운 수건으로 피로를 풀게 해주었고, 음료와 간식이 기다리고 있어

며 식사를 할 수 있게 꾸몄으며, 뷔페식이라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스탭들은 조금이라도 다이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친절한 자

원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되는데 메뉴가 골고루

세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다이빙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브리

준비되어 매 식사마다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다. 3층은 선탠을 즐길 수 있도록

핑 타임에 입수할 포인트의 지형과 정보를 자세히 알려 주는 것도 만족감을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먹에 올라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도 감상할 수 있었다.

주었다. 총 20명의 인원을 분산시켜 4명의 가이드가 4~5명의 팀을 이뤄 인솔

다이빙이 끝나면 휴게실에서 비디오도 감상하고, 책도 읽고, 커피나 음료를

하다보니 번잡스러움이 적었다.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편안한 의자와 탁자가 배치되어 있었

팔라우는 세계적인 사이트이다. 전체 사이트를 코롤에 위치한 샵에서 데이트

다. 대부분이 식당에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데 휴게실이 워낙 편리하게 구성

립으로 진행해도 큰 불편이 없기는 하지만 리브어보드로 다이빙을 하면 정말

되어 있다 보니 다들 여기서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카메라 장비 세팅실도 개

편리한 점이 많다. 거기다가 다이빙 시설이나 편리시설들이 편안하고 쾌적하

인별로 장비를 보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마음 놓고 장비들을 펼쳐

게 설계되어 있고, 다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동선이나 서비스에

놓고 이용할 수 있었다. 2층 앞머리에는 월풀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마사지를

정성을 기울인 것도 만족도를 높였다. 하지만 데이트립에 비하면 다이빙 비용

받으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이 비싼 것이 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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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ke Seaplane
13. Chuyo Maru
14. Chandelier Cave
15. Helmet Wreck
16. Iro Maru
17. Buoy 6 Wreck
18. Short Drop Off
19. Zeke Float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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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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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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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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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aes Tunnel
2. Ulong Channel
3. Shark City
4. Blue Holes
5. Blue Corner
6. New Drop Of
7. Big Drop Off
8. German Channel
9. Peleliu Wall
10. Peleliu Cut
11. Peleliu Express

9

11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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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객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특히 화장실의
청결함과 시설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식당은 2층
에 위치하여 팔라우의 에머랄드 빛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게 꾸며졌으며, 뷔페식이라 원하는 음
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카메라 장비 세팅실, 샤워실,
휴게실도 모두 여느 호텔 부럽지 않을만큼 이용하기

2

깨끗하고 편안하게 되어있다.

5

4

1. 객실
2. 식당
3. 다이빙 장비 세팅 장소
4. 샤워실
5. 휴게실
6. 카메라 세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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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이크 씨프레인(Jake Sea Plane)
제이크 씨프레인은 코롤 섬 인근 서쪽지역에 위치하며,
보트로 6분 거리에 있다.
제이크는 작은 경비행기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정찰 비행기로써 폭격으로 침몰했다고 한다.
비행기의 바닥은 수심 약 13m, 조정실과 프로팰러는 9m,
3개의 창문이 있고 날개는 조금씩 부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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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들리에 케이브(Chandelier Cave)
샹들리에 케이브는 코롤 선착장에서 보트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굴 입구는 수심 5m정도에서 아래를 향하여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다.
샹들리에 케이브는 총 길이 30m 정도에 최대 깊이는 약 15m 정도의 나지막한
수중동굴인데 내부 중간 중간 윗부분에 공기가 차 있는 꽤 넓은 밀폐된 공간(에어챔버)들이
4개가 형성되어 있다. 각 에어챔버에서는 수면으로 상승하여 호흡기/마스크를 벗고
천장에 달린 종유석들을 구경할 수가 있다.
이 종유석들이 마치 샹들리에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 한다.
일반적인 펀 다이빙은 4개 챔버중 제일 공간이 큰 3번 챔버와 1번 챔버를
구경하고 나오는 다이빙이다. 이 샹들리에 케이브는 얕고 작고 단순한 구조의
수중동굴이라 동굴 다이빙 초보자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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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레이(Eagle Ray)와 다이버
이글레이(Eagle Ray)는 만타레이(Manta ray)와 더불어 스쿠버다이버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고 싶어 하는 해양생물이다.
겁이 많아서 다이버에게 거리를 잘 주지는 않지만, 조용히 인기척을 줄이고 있으면
근처까지 와서 배회하기도 한다. 무리 생활을 하는 경우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장관을 볼 수도 있다.
이글레이는 가오리목의 특징인 크고 날개 같은 가슴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채찍 모양인 긴 꼬리에는 독가시가 있다. 이빨은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부수고
갈 수 있도록 납작하다. 비록 바다 밑바닥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살지만, 자주 대양의
표면 가까이에서 유영하고 때때로 물 밖으로 높이 멋지게 뛰어오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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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전윤식
SSI KOREA
신임 본부장 인터뷰
먼저 SSI KOREA 본부장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이빙
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다이빙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가 있었나요?
1987년 다이빙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런 경
험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 실패하면서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으
리라 마음먹고 좋아하는 다이빙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이빙을 업으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
던 중 우연히 속초로 이사를 하면서 속초에 있는 다이빙 샵과
인연이 되어 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다이빙 샵을 운
영하다보니 강사가 절실히 필요해서 잠수협회 강사 교육에 참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강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제
가 은근히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보니 많은 교육단체의 교
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육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는 것인데
SSI 교육단체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교육단체의 교육에 집착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때 다양한 교육을 받
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 나름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
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중 SSI 단체의 교육을 받으면서 더 이상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SSI는 모든 등급의 교재가 준비
되어 있었고,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무
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딜러시스템이 만들
어진 교육 단체인 것도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SSI 교육 시스템에 무척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SSI
교육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SSI는 딜러시스템이 만들어진 교육단체이다 보니 강사들이 딜
러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은 구조상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정학
습이 가능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집에서나 퇴근 후 편한 시
간에도 교육이 가능하게 되니 시간이 많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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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전윤식 신임 본부장 경력
1993 한국잠수협회 강사
1994 SEA 강사
1995 NAUI 강사
1996 한국잠수협회 교육관
1997 PADI 강사
1997 SSI 강사
1999 SSI 트레이너
2005 SSI 평가관
2015 SSI 본부장 취임

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반응이 좋았고 다양한 사람들
을 다이버로 유도하는 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기존 강사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
육 단체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있다면 본부에서 딜러를 상대로, 딜러
는 소속 강사들을 상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빠
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SSI 교육단체의 평가관은 얼마나 하셨는지, 또 평가관으로서 활동을 하셨
던 것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느덧 SSI의 평가관이 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평가를 진
행하였지만 할 때마다 매번 긴장이 됩니다. 평가를 할 때마다 혹시라도 잘
못 듣지나 않았는지, 잘 못 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잘 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늘 주의합니다. 자칫하면 나의 실수로 인해 후보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
우에는 후보생보다 제가 더 긴장할 때도 있습니다.
SSI 교육단체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요?
지난 1990년대에 처음으로 SSI 단체를 김재영 씨가 한국에 들여왔고 많은
변화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SSI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입
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지금의 SSI는 교육단체 중에는 메이저급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
한 자부심은 SSI의 토털 티칭 시스템과 SSI에 속해있는 모든 교육자들의
노력의 결과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대의 김재영 씨, 2대의 이명섭 씨, 3대의 이신우 씨, 4대의 우대혁 씨와 교
육담당관이신 강영천 교육 담당관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SSI가 한국에서 메이저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혹시라도 이분들에
게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 SSI 교육단체가 헤드그룹에 인수·합병되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다이빙계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빅뉴스였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요?
네, 맞습니다. SSI HQ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독일로, 그리고는
헤드그룹으로의 운영주가 바뀐 것입니다. 독일에서 헤드그룹으로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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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는 이신우 씨가 한국본부를 운영하고 있을 때이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강영천 교육담당관님도 권유를 해주시고

한국도 본부가 헤드그룹 소속인 마레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4년에

그 후 우대혁 대표와 강영천 교육담당관님과 상의 끝에 몇 가지 목표를 만들게

는 스쿠버 다이빙계가 침체되는 한해이기도 했고, 저희 단체도 변화를 받아들여

되었습니다.

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육단체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짐작합
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행한 사건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

1. SSI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강사 이상의 멤버들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

로 소비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2. SSI 트레이너들의 생각의 변화 (주인의식을 갖는다.)
3. SSI 강사들과 센터, 그리고 트레이너들의 화합

헤드그룹이 SSI 교육단체를 인수합병하고 나서 SSI의 운영방식도 내부적으로

4.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를 이어 SSI를 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나요?

5. SSI의 웹상에서의 홍보

2014년 헤드그룹이 SSI를 인수한 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단

이런 공통된 의견들이 일치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체를 인수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수에 그치지
않고 지난 1년간 인수 비용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SSI KOREA 본부장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모든 교육, 교재, 자격증 등이 모두 디지털화 된다는

일단 올해는 SSI KOREA 내부의 결속과 화합을 목표로 삼을까 합니다. 이런 목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뉴얼이나 자격증, 로그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

표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SSI는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

니다.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보고, 쓰고, 증명할 수

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닥친 현안들이 많습니다. 수중레저법안, 연안법 등 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스마트시대라는 현실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빙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다른 교육단체들

SSI 교육단체일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헤드그룹

과 다이빙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분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이 SSI의 교육단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 소리보다는 소신껏 SSI KOREA를 건강하
게 육성하는 데 힘을 쓰고, 그 무엇보다 먼저 SSI KOREA에 소속된 회원들 모두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본부장님으로 취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합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SSI를 마레스가 인수하고 난 후 마레스의 대표이신 우대혁 씨가
본부에 와서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의 계획은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은 SSI KOREA의 새로운 도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벌여놓은 일들이 많아 바

약을 위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접기가 쉽지 않아 많이 망

2015년 한층 변화된 SSI KOREA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포기하시고 SSI KOREA의 배를 타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신 동
기가 무엇입니까?
우대혁 대표와 강영천 박사님의 공통된 생각 중의 하나가 어느 한 사람의 생각
과 취지로 단체를 끌고 나가기보다는 3명이 머리를 맞대면 좀 더 나은 방법과 길
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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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상호 변경 안내
Club Mabuhay
Lalaguna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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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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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희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리조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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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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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소개

(주) 대웅슈트
Mares EOS RZ 전등 시리즈
EOS 12RZ

EOS 7RZ

Mares의 새로운 전등 EOS RZ 시리즈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EOS RZ 시리즈의 각 전구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EOS RZ는 다이브 환경에 맞게 전등의 빛을 조절할 수 있다. 충

The EOS 12RZ : 강력한 파워와 길어진 조명 시간(120~300분)

전식 배터리로 USB로 PC에 연결하거나 어댑터에 꽂아 어디서든

1200 루멘의 세 개의 LED로 이뤄져 EOS 시리즈 중 가장 강한

충전이 쉽다. 아울러, 충전이 완료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

조명으로 넓은 스펙트럼의 다이빙에 사용할 수 있다.

는 충전레벨표시가 있다.

The EOS 7RZ : 밝고 다이빙에 없으면 안 될 실용적인 전등

EOS RZ는 다기능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등 안으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약한 빛으로 510분간 사용할 수 있다.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며 4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최

The EOS 4RZ : 밝고 컴팩트한 전등

대전력으로 강한 빛을 내는 것(ON), 전력의 30%로 약한 빛을 내

작은 사이즈임에도 강한 빛을 사용했을 시 150분간 사용 할 수

는 것(LOW) 그리고 플래쉬 모드(FLASH)와 끄기(OFF)를 간단하

있다.

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손에 꼭 맞

The EOS 2RZ : 극도로 가벼운 전등

게 잡히며, 조작하기 쉽고, 스트랩으로 조절할 수 있다. 모든 EOS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도 148g으로 매우 가벼워 백업용 전등으로

RZ는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품질이 좋다.

쓰기에 완벽한 전등이다.

EOS 2rz
전구

EOS 4RZ

1 Cree XPE LED

EOS 4rz

EOS 7rz

EOS 12rz

1 Cree XP-G2 LED

1 Cree XM-L T6 LED

3 Cree XP-G2 LED

스위치모드

강

약

플래쉬/SOS

강

약

플래쉬/SOS

강

약

플래쉬/SOS

강

약

LED 루멘(25°)

220

60

/

400

100

/

700

200

/

1200

300

/

조명시간(분)

75

180

180

150

480

360

150

510

420

120

300

360

색온도(K)

5700~6200

5700~6200

5700~6200

플래쉬/SOS

5700~6200

화각 조절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mm)

220

1550

220

1550

220

1550

230

1550

EOS 2RZ

충전식배터리(li-ion)
충전 시간

1xICR14500

1xICR18650

1xICR26650

어댑터

3시간

4시간30분

6시간

1xICR26650
6시간

PC

3시간

6시간

12시간

12시간

길이(mm)

138

165

179

163

헤드직경(mm)

35

43

52

62

몸체직경(mm)

23

29

37

37

배터리포함무게(gr)

148

278

413

448

사용최대수심(m)

120

120

120

120

퓨전 52X
고성능 호흡기의 새로운 기준

퍼지 버튼은 이미 놀랍도록 사용이 편리한 인스팅트 2단계에 장착된 것을 더욱 정밀하게

퓨전 52X는 마레스가 엘리트 호흡기 부문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제품으로, 다이빙 시

조정한 것이다.

장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창조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퓨전 52X를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무광의 새틴 코팅을 과시

기존과는 다른 기능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퓨전 52X는 1

하는 고유의 특별한 모습으로 새로워졌다.

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의 혁신을 자랑한다.

호흡기와 옥토퍼스, 요크타입과 딘타입이 있으며, 포장뿐 아니라 전시용으로도 사용할

52X의 새로운 1단계는 더 나은 성능을 가지며, 호흡기 시장에 이를 매우 특별하게 만

수 있도록 포장되어있다.

들어줄 새로운 특징을 가진다. 어떤 수심에서도 뛰어난 공기 흐름을 위한 이중 DFC 시

다시 한 번, 퓨전 52X 호흡기와 함께 마레스는 다이빙 장비의 기술과 개발에 진정으로

스템과 찬물에서도 고성능을 내기 위한 NCC(Natural Convection Channel)뿐만 아니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라, 퓨전 52X는 새로운 어드밴스드 코팅 테크놀로지(A.C.T) 밸브를 특징으로 한다. 새
로운 혁신적 코팅법과 함께, 고압 밸브는 기존 밸브보다 600%까지 향상된 성능을 보
이며 모든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더불어, 1단계 내부의 많은 부품을 향상시킨 직
접적인 이유는 최상의 성능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검사가 있었다.
퓨전 52X의 독특한 특성과 혁신은 1단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마레스 호흡기 디자인 중
처음으로, 퓨전 52X의 2단계는 “트윈 파워” 플로우 컨트롤을 특징으로 하고, 자연적인 호
흡에서 힘 있는 호흡으로, 가스가 전달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 VAD에서 VAD+로의 전
환은 쉽고 빠르며, 다이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가지 설정 사이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성능의 향상은 마레스 독점 특허, 바이패스 튜브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재구성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외형이 커진 것(77% 증가한 단면)뿐 아니라, 바이패스의 모양도 공기 흐름
전위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이중곡선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2단계 몸체 높이의 증가는 늘어난 디멘드레버
이동을 허용하고, 2단계 밸브가
오래 열릴 수 있게 하여 심해에
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

116

아이콘 HD 에어“BLACK Edition”
아이콘에어는 큰 LCD 화면과 조작하기 쉬운 4개의 버튼 그리고 디지털 콤파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큰 화면
에 다양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중 메뉴로 야간모드와 같은 세팅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소비율, 조직포화 그래프, CNS, PO2 그리고 아이콘뿐만 아니라 트랜스미터의 배터리 레벨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스크롤할 수 있다. “BLACK Edition”은 이전 모델보다 33% 향상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화면
의 데이터 색상이 보다 돋보일 수 있는 특별한 컴퓨터이다.

다이빙 강사와
다이빙 전문가를 위한 특별모델

패텀
MAERIAL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선택

▶ 립스톱(Rip Stop)이 추가된 벡트라(Vectra)원단은

고어텍스

최고의 내구성과 부드러움을 제공
FEATURE

MAERIAL

▶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제작

▶ 최신 섬유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원단

▶ 이중 테이핑

디센더Ⅱ(DescenderⅡ)를 사용하여 내구성 및 투습률을

▶ 아펙스의 급기, 배기 밸브 장착

높임으로써 드라이슈트로 최고의 성능을 보장

▶ 소변지퍼 기본 장착
▶ 양쪽 허벅지에 대용량의 주머니 장착

FEATURE
▶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제작

▶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이 채택

▶ 이중 테이핑

소비자가격 : 270만원

▶ 아펙스의 급기, 배기 밸브 장착
▶ 소변지퍼 기본 장착
▶ 무릎, 팔꿈치, 엉덩이에 케블라(Kevlar) 패치로 내구성 향상
▶ 빕엔트리(Bib Entry) 지퍼 : 혼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다
소비자가격 : 세미맞춤-390만원 / 완전맞춤-440만원

타이푼 100 드라이내피
▶ 거위 털보다 보온성이 높은 신슐레이트(Thinsulate) 보온재 100g
사용(신슐레이트 : 3M 보유의 특허로 최첨단 초극세사 보온재)
▶ 겉감 : 리텍(Ree Tech) 원단을 사용하여 방수는 물론
땀 배출에도 탁월함.
▶ 안감 : 부드러운 촉감의 폴라폴리스 원단을 사용함.
▶ 차이나 칼라 : 목씰과 겹치지 않게 디자인됨.
▶ 정면 앞 지퍼 스타일 : 소변 지퍼로 활용 가능
▶ 두 개의 주머니, 손·발목 고리 부착

타이푼(Typhoon)사의 새로운 드라이슈트

소비자가격 : 30만원

크라켄(Kraken)
해양의 몬스터 크라켄이 느끼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수 있다!
크라켄은 전체적으로 이미 내구성이 입증된 클로텍스(Clotex) 원단을 사용하
였다. 3중 재질 폴리에스터/부틸 원단은 가볍고 부드러워 활동성을 높여줄
것이다. 동시에 무릎 패드는 케블라(Kevlar) 소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
하였고 목과 손목에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인 사이텍(Sitech)사의 링 시스템
(Ring System)을 도입해 다이버가 직접 체형에 맞춰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밸브 또한 사이텍사의 급배기 밸브를 사용하여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더불어 상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새
로운 형태의 덮개가 있는 플라스틱 지퍼로 편리함을 더하였다. 양옆으로 달린
커다란 옆 주머니는 내부에 두 개의 주머니로 공간을 나누고 두 개의 번지링
을 장착해 디테일과 실용성을 살렸다. 어깨에 부착된 유니온 잭은 영국 데이
문사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소비자가격 : 360만원
타이푼 100 뒷면

타이푼 100 전면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OCi
OCEANIC
▶ 색상 : White / RED
▶ OCEANIC 독점의 듀얼 알고리즘 내장 Pelagic DSAT(Spencer/Powell데이터 기반)
또는 Pelagic Z+(Bulman ZHL-16C 데이터 기반)
▶ 무선 잔압 확인 기능 내장
▶ 디지털 나침반 내장
▶ 프리다이빙 모드 / 테크니컬 프리다이빙 모드 설정 가능
▶ 트랜스미터 4개까지 설정 및 교체 가능
▶ 나이트록스 21~100% 산소, 4개 까지 설정 및 교체 가능
▶ 향상된 시계 기능 - 다양한 시간 존 선택, 스톱워치,
랩 타이머, 일일 알람, 카운트다운 타이머
▶ 최대 사용 수심 180m
▶ 딥 스톱 카운트다운 타이머
▶ 게이지모드 런 타이머
▶ 사용자가 직접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PC 인터페이스 기본 제공
▶ 가격 : 1,280,000원(Watch)
1,800,000원(Watch + 트랜스미터)
750,000 (트랜스미터)

VTX
OCEANIC
▶ 모델 : 손목형 무선 잔압 컴퓨터
▶ 작동모드 : 일반(공기&나이트록스), 게이지, 프리다이빙 & 나침반
▶ 디스플레이 : 고선명, 액티브 매트릭스 OLED 컬러 스크린
▶ 마운트방식 : 시계형 손목 스트랩 또는 번지 손목 스트랩
▶ 트랜스미터 : 4개까지 사용
▶ 디지털 나침반 : 기울기 보정 3-축 디지털 나침반

compass

▶ 나이트록스 : 21~100%
▶ 멀티 기체 : 4 나이트록스 가능. 각각 PO2 설정
기체1 (공기&나이트록스, 21~100%)
기체2,3,4 (끔, 21~100%)
▶ 알람 설정 : 가능
▶ 알고리즘 : 듀얼 알고리즘 (DSAT 또는 Pelagic Z+)
▶ 다이브로그 저장 : 24 다이빙

NDC

▶ PC, MAC, 모바일 사용 환경
PC 사용자 - Oceanlog (CD에서 다운로드)
MAC 또는 iOS 사용자 - Diverlog (Apple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Android 사용자 - Diverlog (추후 업데이트 예정)
▶ 블루투스 사용환경 : 블루투스 4.0 LE 사용
▶ 펌웨어 업데이트 : 수시로 확인 가능
▶ 배터리 ; 3V CR2 배터리 사용
(30-40 다이빙 사용 가능.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NormMenu

▶ 저전압 표시 : VTX와 트랜스미터 배터리 정보를 스크린에 표시
▶ 자동 안전 정지 설정 : 수심과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 가능.
런-타이머 사용 가능
▶ 딥스톱 카운트다운 타이머 : 사용 가능
▶ 가격 : 1,480,000원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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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
비즘 나침판 신형이 출시되었다.
가독성이 뛰어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클립형과 손목 시계타입형 2가지다.
소비자가는 클립형 11만 원
손목형 12만 원이다.

비즘나침반신형

비즘나침반신형(손목형)

신제품 소개

미래테크
SEA MONSTER
▶ LED : 50W
▶ 밝기 : 5500~6000lm
▶ CCT : 5500~6000K
▶ 바디 : 항공 알루미늄 아노다이빙
▶ 스위치 : 트위스트 냉식 스위치
▶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 500회 충방전
충전시간 : 1시간 20분
사용시간 최고광량 : 3시간
점멸 시까지 12시간 소요
▶ 렌즈각도 : 110도
▶ 수심 : 100m
▶ 크기 : 길이 157mm x 지름 90mm x 높이 90mm
▶ 무게 : 1364.8g
▶ 소비자가격 : 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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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다이버스는 안전한곳
엔비다이버스는 PADI CDC센터

엔비다이버스 네이버 카페 이벤트
엔비다이버스에서 겨울다이빙의 재미를 알리고자 무료 드라이슈트 체험다이빙을 진행합니다. 이제 지구상 어디서나 편
안하고 따뜻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체험기간 동안은 드라이슈트를 무료로 대여 해 드립
니다. 지금 바로 엔비다이버스 카페에 가입하시고 이벤트에 참여 해 보세요.

2015 Spoex Kuspo 포스엘리먼트 부스에서

상상치 못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COMMERCIAL DIVING

해난구조

선박 및 구조물의 복원력 및 유체정역학
이번 기고에서는「격월간 스쿠버다이버」지를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혹여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봐
불필요한 선박 구조물, 복원력 및 유체 정역학에 대한 구조 공학 및 수식, 해난구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계산과 풀이 과정은 배제하고 가볍게 정독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였다.
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해난구조는 이론적인 해난구조 원리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계
적·물리적 기술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는 필수 요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해

[글 싣는 순서]
1. 해난구조의 흐름
2. 해난구조의 법률적 지위
3. 해난선박의 탐색 및 조사
4. 해난구조 작업의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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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직무를 종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흔히 추가적인 보강, 즉 선박 내부의 세
분화 또는 선박의 격벽을 강화시키고 사고 선박이나 난파선을 재부상 또는
인양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한다. 구조적 성분에서
제공된 계획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질의 특성이나 강도
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5. 선박 및 구조물의 복원력 및 유체정역학

사람들이 기계적 또는 구조 물체의 여러 가지 변형이나 응력을 생각하는 것

6. 잠수사의 구조작업 절차

은 그와 같이 신축성의 특성을 취급하는 하나의 거대한 범주에 속한다. 어떤

물질의 신축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모양이나 양의 변형으로부터 저항

평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 균형, 가능한 전단력 및 굽힘 운

하거나 혹은 회복되는 성질이나 외줄의 로프가 당겨지면 탄성저항의

동을 계산하지 않고 작업하는 해난구조원들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힘에 의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저항이 작용된다.

문제에 대해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불만과 고충을 토로할 수 없는

응력과 변형을 취급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 법칙이 있다. 첫 번째

경우가 자주 발생되기도 하여 업무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작용

로, 변형은 탄성한계 내에서 응력에 비례하는데 1678년 Hook에 의

하기도 하였다.

해 제기된 이 법칙은 신축범위, 봉의 굽힘, 가스의 압축과 굴절에 대

해난구조 작업은 매우 정밀한 수중 공학의 직무 분야로 복원력 및 유

한 한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Young의 계수(세로 탄성

체 정역학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선박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1807년 Young이 어떤 물질에 대한 각 형태별

에서 어떠한 불의의 재난 발생 때문에 부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변명

응력의 차이, 신축성의 계수라 불리는 상수 계산에 의하여 응력은 변

도 용납될 수 없다. 소형이면서 성능이 다양한 마이크로 컴퓨터 및

형에 비례한다는 종례 Hook의 법칙을 수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변형

현대식 휴대용 항해 프로그램 컴퓨터는 해난구조 발생 시 선박에서

은 원래 체적의 분수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순수한 변형이며

매우 신속하게 계산 작업을 해당 선박의 구난작업에 바로 적용시킬

시간이나 길이, 질량의 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변형과 관

수 있다.

련된 상수는 응력밀도와 같은 형태의 양이고 같은 방법에 의해 측정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 의

된다. 매 평방인치마다 온스나 파운드 또는 매 평방센티미터마다 톤

해 권장되는 복원성 기준치는 해난구조 작업중에도 IMO 기준치를 모

이나 킬로그램을 가진다는 것이다.

두 만족시킬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최소 기준치라는 것

기상 및 조류는 해난사고 시 해난구조원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량

이 존재한다. 임의의 하중조건에 대해 선박의 복원성이 결정되어질

을 결정해주는 물리적인 요소이며, 유체 정역학적 조건 및 복원력과

때 기준치의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상황이 허용조건을 모

압력의 고려 대상은 해난구조원의 실제 작업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두 만족시켜야 한다. 선박의 복원성은 메타센터 높이(GMo)가 부적절

좀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을 다시 인양시킬

한 지침일 때 이 메타센터 높이에만 의존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때 복원력을 유지할 만큼의 적절한 여분의 복원력을 갖지 못한 선박

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낮은 건형을 갖고 있는 소형 선박의 경우

의 경우나 해난사고 선박이 자유롭게 떠 있는 상태에서 선체에 작용

에는 특히 완전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굽힘 모멘트 및 쏠림에 저항할 만큼의 선체 강도를 갖고 있지

기본적인 복원력 약호를 사용하여 해난구조 작업에 포함되는 주요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복원력 공식을 주제별로, 알파벳 순으로 표시하며, 이러한 개별적인

작업 중인 해난구조원들은 각 작업 단계에서 필요한 복원력에 대한

공식들을 토대로 전체 복원에 관한 기본 원리를 보여줄 수도 있으

기본 계산에 익숙해져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인 방법으

며, 선박 복원력에 관한 기본적 공식은 파트별로 약 27개 정도로 나

로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엄격한

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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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정역학적 계산들이 단 선체(single-hulled)선박에 통용되
는 최초 요소/계수를 기초로 가정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자료는 절대 필요하며 해난구조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선박에 포함 요소
일반 배치도
선도
중앙 횡단면
2. 경하시 중량 혹은 선박 건조 시 중량 분포도
3.	모든 탱크 용적 및 무게 중심, 사고 선박에 빈 공간 및 측심
도표 또는 누수/측량 도표
4.	트림 및 복원력 자료집 혹은 IMO 기준치에서 요구하는 모
든 기본 자료를 포함하는 사고 선박의 적재자료 편람
5.	복원력 교차곡선 혹은 선도, 트림 및 복원력 지침서와 관련
되어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도면
정확한 복원력이나 유체정역학적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
고 선박 선상 혹은 선급협회 본부로부터 해난구조원 스스로
또는 수퍼바이저를 통해 사고 선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자료
를 수집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각 4개의 그림은
유조선의 사고 선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각국의 선급협회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양식뿐만 아니라 데이
터 뱅크에 특수한 선박에 관련된 자료들을 포함한 매우 광범
위한 복원성 및 유체정역학적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자연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현장 상황과 관련
해 해난구조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 파버클링(Parbuckling)
실제 작업의 예

1. 고정된 위치에서 좌초
2. 트림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좌초
3. 선저가 여러 지점에 접촉된 상태로 좌초
STRANDED IN FIXED POSITION

4. 손상된 상태로 자유롭게 왕복성 표류
이러한 조건들은 사고 선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부 상태에 불과하며, 필요한 계산을 하기 위해 해난구조 잠수사
들은 다음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선박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STRANDED FREE TO CHANGE TRIM

가. 선박의 어떤 위치에 있는 탱크가 누수 상태 혹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가?
나. 사고선박의 관찰된 흘수는 얼마인가?
다. 사고선박이 사고 전의 연료, 청수, 화물 등의 소모량이 얼마인가?

STRANDED AT SEVERAL CONTACT POINTS

라. 사고 이후로 위‘다’
번에 변화가 있는가?
마. 좌초되었을 경우 사고선박은 어떻게 좌초되었는가?
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체에 작용하는 전단력 및 굽힘 운동이“정조수(整調手) 운동”
의 개념으로 얼마인가?
사. 선체 구조상의 손상이 얼마이며 손상된 위치는 어디인가?

FREELY AFLOAT -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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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난자가“선상”공학 계산기 소지여부 및 이 계산기를 가지고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도가 있었는가?

Sea Spray라는 대형 조선소는 해난구조 계

국적의 Empress호의 잔해 제거작업은 여

약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해난구조원

러 블록으로 나눠 잔해 제거작업을 한 사례

들이 수행한 계산을 점검해 주기 위해 Lloyd

로 볼 수 있다. Empress호는 왼쪽으로 전복

선박보험회사와 매우 밀접하게 업무 협약을

되었는데, 침몰하기 이전에 계산된 배수량

맺고 있으며, 스웨덴 Kockum Automation

은 18,680톤으로 추정되었다. 이 선박의 직

AB 회사는 세계적인 컴퓨터 통신망을 구성

립 작업을 위한 예비 작업인 잠수작업, 패

하고 있는 Honeywell Mark Ⅲ에 기초한 해

칭, 삭구장치 및 해저 굴착작업 등 수개월

난구조 관련 연산 능력이 뛰어난 프로그램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양작업이 1954년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loyd 선급

3월 6일에 시작되어 1,249시간 만에 선박

협회보다 월등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을 44°
까지 회전시켰으며, 직립 작업 후 선

한다.

체를 격벽마다 절단하여 부분 인양하였다.

해난구조의 다양한 작업 및 난파선 제거 작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과 관련하여 잠수분

업에서 작업 대상 선박이 더욱 경사가 되거

야, 선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하

나 전복되는 수가 발생한다. 해난구조원들

여 인양 방법론과 구조 회사 선정을 두고 대

의 주요 작업 중 하나는 구조 대상 선박을

책 회의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직립 혹은 직립에 가까운 위치로 회전시켜

산업잠수 분야 중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전

주는 것이다. 난파선 또는 구조 선박을 물리

문직 잠수사들이 복원성과 유체정역학의 기

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해난구조원들은 강

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해난구

구할 수 있는 모든 기계적 혹은 물리적인 방

조 작업의 경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법들을 강구해봐야 한다.

생각한다.

인양 또는 선박의 직립 작업 시 계산은 선
박의 선회점(pivot point)를 고려해야 하며,
선박은 초기 회전 시 이 선회점을 통해 연직
으로 작용하는 중량을 유지한 채로 만곡부
주위를 회전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이유
로 토질 응어리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채로
주요 인양작업이 시도되어서는 절대 안 되
는 것이다. 전체적인 토질 형태 및 하중-지
지 능력 분석은 토질역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선박을 회
전시켜 직립시킴으로써 선박의 접지반력 상
수를 전량화하는 것은 엄청난 난이도를 요
구하는 작업인데, 이유는 선형, 선형에 기인
한 하중 변경, 토질의 수분량 및 해저 물질
의 지질층 특성 등은 어떤 경우에 정확성 자
체가 문제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선박의 형태 곡면에 기인된 해저 하중 압력
은 선박이 선회점에 대해 회전할 때 부분적
인 압력변화로 토질의 변위를 유발시키기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기술이사
고용노동부 직무분야 전문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종별 전문위원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심사위원

1953년 1월 26일 Liverpool에 위치한 Glad-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과학잠수운영위원

stone Dock에서 전복되어 침몰한 캐나다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
PDIC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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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WLB(Work Life Balance) &
WLH(Work Life Harmony)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 헨리 포드

내 아버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그림출처 By Heather Dugan, Salary.com

하셨고, 토요일 밤은 비릿한 소주냄새와 함께 주중의 피로를 짊어지고
귀가하셨다. 일요일 아침 우리집은 아버지가 쉬어야 하는 조용해야 할
공간이었고 시원한 꿀물 한 사발 들이키시고는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다시 앓아눕듯 쓰러지셨다. 그 덕에 일요일에만 볼 수 있는 “명랑 운동
회”, “한지붕 세가족”은 소리를 죽이고 화면만 보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의 근면, 성실함(?)은 주말을 함께 하기엔 부담스러운 존
재가 되었으며, 가족이 함께 했던 여가활동은 기억에도 없다. 그렇게
스무살이 된 나는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고, 분가했으나 할아
버지가 된 내 아버지는 열심히 달려온 인생 뒤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
르는 그냥 할아버지가 되었고, 모아둔 돈으로 앞으로 20~30년을 즐
겁게 살아야 할텐데 아직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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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휴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금요일 밤만 되면 흥에 겨워 길거리로 몰려
나와 술을 마시며 몸을 아프게 하는 파괴적 여가활동을 하고,
막상 휴일이 시작되면 월요일 출근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출근을 위해 일요일은 충전을 하듯 집에서 쉬어야 하는 시간
이고, TV시청과 같은 소극적인 시간 죽이기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2013년 통계청 집계를 보면 아마 자신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하고자 하는 활동과 실제 하고 있는 활동의 차이를 자세히 보
면 큰 차이가 있는데, 여가문화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활
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나 현실은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직장인의 상당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라고 응답했다. 1980년 주 6일제 근무를
하던 내 아버지와 2013년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하
나 다를 바 없이 이틀간의 휴일을 부담스러워 한다. 실제 이틀
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오히려 주말을 어찌 보내야 할지 몰
라 일을 핑계로 회사로 다시 나가는 직장인이 있다는 것은 너
무도 슬픈 일이다. 그래도 우리 다이버들은 좀 나은 편이다.
달력을 펴들고는 떠날 곳을 찾아 여행을 희망하며 실행에 옮
기려 노력하니 말이다.

여가란 무엇인가?
여가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게 되는데, 간단히 정리해보자.
여가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
으로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인 활동’,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겠다.
위의 정의에서처럼 시간 개념, 활동 개념, 의식 개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자유’인 것이다. 이 자유 속에
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여가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이므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고 개인적으
로 자기 발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
어리 위에 세워진 건물(직장)을 떠나 70%나 되는 바닷속에서
손톱보다 작은 해마부터 커다란 고래상어까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며 자유를 만끽하는 활동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 스쿠버 다이빙을 최고의 여가활동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단위(%)
5.7

TV 및 DVD 시청
TV가사일

0.5

휴식

3.1

종교 활동

3.2

13.2
10.5
8.5

3.9

사교 관련일
스포츠 활동

5.7

여행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등

5.0
4.0

자기개발

3.5
4.4

창작적 취미
기타

8.2
8.7
48.5

5.1

1.5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33.8

1.2
1.5
0.3
1.7
0.5

9.5

5.6

희망하는 여가활동(이상)
주말 및 휴일 주 여가활동(현실)

*출처 : 통계청‘2013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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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가의 문제점

일중독 (워커홀리즘 -Workerholism)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초중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에서의 휴가일수가 점차 증발하고

등학교도 이에 동참한지 오래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때는 언제

있다는 것이다. 휴가를 갈 때에도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

인지 모르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웰빙 열풍으로 여가에 대한

며,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체크하며 어느 정도의 일거리를 챙겨 떠나고

관심이 높아져 여가소비와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나, TV시청 시간을

있다. 그럼 우리는 일중독자인가?

제외하면 여가시간은 줄어들었다.

일중독은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야근이나 주말출근을

1. 노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초등학교때 운동장에 그려 뛰놀던 ‘오징어’라는 게임도 저마다의 규칙이
있고, 여자아이들이 즐겨하던 고무줄 놀이에도 난이도에 따라 저마다의 방
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금전적인
여유를 통해 놀고 싶으나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다.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일이 많아 억지로 앉아있는 것 또한 문
제는 아니다. Bryan Robinson은 그의 저서 ‘Chained to the Desk’
에서 “일중독이란 막연한 불안감을 일을 통해 해소하고, 친구나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느끼는 심리” 라고
말했다.
보통 다이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 휴가 4일 내면 책상 빠져~” 아직

2. 갈 곳이 없다.
-	청계천은 있는데 여가 시설은 등축제와 같이 며칠 동안만 번쩍번쩍하고
는 사라진다.
-	경춘선 열차는 무료로 데려다주고 데려와주고 있으나 노인들은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며, 경제적 여력도 없고, 시설도 없다.
3.	노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놀기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월요일 출근길이 힘든 것이 두려워 일요일에는 집에서 재충전하는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 그럼에도 토요일 아침 6시에 잠실 종합운동장에 나가보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러 온 사람들처럼 다이빙가방을 끌고 나와 동
해 바다로 향하는 우리 다이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일요일 늦은 밤 귀가하
여 월요일에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SNS를 통해 주말에 누렸던 행
복을 공유하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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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는 해고에 대해 언급한 바 없는데 눈치를 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에 매달리는 경우도 일중독에 해당한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과 관련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여가시간을 지금처럼 즐길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이 여가

투자하고 일의 연장선에서 퇴근 후 누군가를 만나는 활동과 같이 순

를 누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수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연장된 시간은 일중독이 아니다.

한 것이 있다. Career, Social, Financial, Physical, Community,

중독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습관을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이 중독

mental 등이다. 이 조건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

이다. 한 예로 알코올 혹은 도박 중독자들은 “바닥을 친” 순간을 경험

형(Balance) 보다는 조화(Harmony)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데 가족은 모두 떠나고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고, 건강도 잃게 되

조금만 달리 보자. 조금만 용기를 내보자.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는 것이다.

서는 안 된다. 행복한 나를 찾는데 아껴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의 미란다처럼 계속 달리지 않으면 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추는 기관차 같은 성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만, 가장

없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여가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만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선택한 앤디의 용기야말로 우리가 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내 휴가에

정으로 탐내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눈 흘기는 직장상사에게 당장 “NO” 라고 말하고, 오리발과 마스크
를 챙겨 가방에 넣자.

WLB (Work Life Balance) &
WLH (Work Life Harmony)
일과 삶의 균형은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표현이다. WLB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자기관리, 시간관리, 스트레스관리, 변화관리, 기술관리, 여
가관리가 있는데 이 요소들을 동등하게 분배할 수 없기에 균형 자체만
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 할 수가 없다.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젊은 지금, 스쿠버다이빙에 매료되어 월차, 휴가 등을 모아 남태평양으
로 떠날 수 있겠지만 20년 뒤 직업이 없는 날이 되면 원치 않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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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다이빙의
Introduction of Technical Diving 소개
스쿠바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호기심, 흥분, 성취감
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 느꼈던 흥
분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 분야를 찾게 된다. 그래서 대
부분의 다이버들이 다이빙 기술 자체에 숙달되면 수중사진이나 각종
스페셜티 다이빙에 몰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스페셜티 다이빙 중에서도 테크니컬 다이빙의 분야는 다양하고 전문
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몰
입하여 즐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성취감도 큰 분야이다. 이런 시각으
로 본다면 테크니컬 다이빙이야 말로 스쿠바다이빙에 숙달된 다이빙
매니아들에게 더욱 깊은 성취감과 호기심을 만족시킬만한 가장 적합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글/그림 정의욱
(SDI/TDI/ERDI Korea 본부장)

글 싣는 순서
1.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정 소개

2. 나이트록스 다이빙
3. 감압 다이빙
4. 트라이믹스 다이빙
5. 동굴 및 침몰선 다이빙
6. 재호흡기 다이빙
January/February 131

제2부 나이트록스 다이빙
지난호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에 대한 내
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초
단계인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소개한다

나이트록스(EANx) 란?

수되는 질소의 양이 적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수심의 다이

나이트록스(NITROX)란 질소(Nitrogen)와 산소(Oxygen)의 합성어로

빙을 한다면 나이트록스를 사용한 경우에 무감압 한계시간이 연장되는

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역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감압을 실시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감

시 21%의 산소 성분을 갖고 있는 나이트록스이다. 그러나 나이트록

압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항공기 탑승 대기 시간과 수

스 다이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1% 이상의 산소 성분을 포함하는

면에서 휴식해야만 하는 시간 등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보다 산소의 함유량을 높였다는

감압병은 나이, 체력, 찬 수온, 격렬한 운동량 등으로 인해 발병 확률

의미로 EANx(Enriched Air Nitrox)이라고 표현한다.

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공기 다이

EANx의 마지막 x는 산소의 함유량(%)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EAN32

브 테이블이나 공기 다이브 컴퓨터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

는 산소 성분이 32% 함유된 나이트록스를 말하는 것이다.

인 다이빙을 하게 된다. 즉 일반적인 기준보다 질소량이 적기 때문에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최근에 발견된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약 100

그만큼 감압병의 확률이 적어진다.

여 년 전에 이미 다이빙했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1879년 헨리 후세

예를 들면 공기 다이빙에서 수심 18m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60분이지

(Henry Fleuss)에 의해 최초의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시도되었다. 이

만 나이트록스 36%(EAN36)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100분이고, 나이트

후 1955년 미 해군에서 나이트록스 테이블 개발을 시작하였고, 1965

록스 40%(EAN40)의 무감압 한계시간은 200분(공기의 3.3배)이 된다.

년 미 해군의 나이트록스 테이블을 발표하였다. 1979년 미해양대기국
(NOAA)에서도 나이트록스 테이블을 발표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나
산소 21%

이트록스 전문 교육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산소 > 21%

나이트록스(EANx)의 장점
나이트록스는 인위적으로 공기보다 산소의 성분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

질소 79%

질소 < 79%

공기

나이트록스

적으로 질소의 함량이 공기보다 적다. 그러므로 나이트록스를 이용하
여 다이빙하면, 공기로 다이빙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이버의 인체에 흡

※ 무감압 한계시간의 비교표 (단위 : 분)
수심(m)

공기

EAN 28

※ 무감압 한계시간의 비교 그래프 (수심 30m 기준)

EAN 32

EAN 36

EAN 40

12

200

310

405

405

595

6.708860759

15

100

100

200

310

405

8.987341772

18

60

60

100

200

200

11.26582278

50

60

60

100

100

13.5443038

40

50

50

60

60

15.82278481

27

30

40

50

50

60

18.10126582

30

25

30

40

40

50

20.37974684

(

21
24

무
감
압
한
계
시
간

20

25

30

30

40

22.65822785

15

20

25

25

30

24.93670886

39

10

15

20

25

30

27.21518987

(

33
36

분

기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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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록스(EANx) 생리적 영향
호흡 기체 속에 포함된 산소의 최소 한계량과 최대 허용량은 산소의
함유량(%)과는 관계가 없고 산소의 부분압과 관계가 있다. 인체의 산
소 사용 가능 범위는 약 0.16기압에서 1.6기압 범위이다. 일반 대기중
의 산소 부분압은 0.21이고 산소 부분압이 1.6기압 이상이 되면 산소
중독이 발생하며, 0.16기압 이하가 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일반 공기는 21%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1기압 상태
에서는 산소의 부분압이 0.21기압이지만, 수심 10m에서는 주위 압력
이 2기압이 되며 산소의 부분압도 2배 증가하여 0.42기압이 된다. 수
심 66m의 주위 압력은 7.6기압이 되고 산소의 부분압은 약 1.6기압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기를 이용하더라도 수심 66m 이상으로 하강하면
산소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기관에서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
산소 부분압 1.4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소 중독
인체의 조직 내에서 산소 부분압이 너무 높아지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며 중추신경계(CNS:Central Nervous System)에 영향을 주어 시력
이상, 청각 혼란, 입술과 안면의 근육의 경련, 짜증, 현기증, 졸도 등
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호흡 기체의 산소 부분압이 1.6기압 이상에서 발생하며
힘든 다이빙, 추운 곳에서의 다이빙, 호흡기체 또는 인체 내부의 이산
화탄소 증가, 개인적인 차이 등에 의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나이트록스는 이러닝(E-learning)을 활용하여 쉽게 배울 수 있다

미해양대기국(NOAA)의 산소 노출한계

이 표에서 1회 다이빙 노출 제한은 1회 다이빙에서 제한하는 시간이며

미해양대기국(NOAA)에서는 산소 부분압에 따라 산소 중독이 발생하

24시간 노출 제한은 24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다이빙을 할 경우 그 시

는 시간을 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간의 합산으로 노출을 제한하는 시간을 말한다. 1회 노출한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수면휴식을 취해야 하며, 24시간 노

산소부분압

1회 다이빙 노출 제한

24시간 노출 제한

출한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의 수면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압

분

시간:분

분

시간:분

1.6

45

0:45

150

2:30

1.5

120

2:00

180

3:00

1.4

150

2:30

180

3:00

1.3

180

3:00

210

3:30

1.2

210

3:30

210

4:00

1.1

240

4:00

270

4:30

1.0

300

5:00

300

5:00

0.9

360

6:00

360

6:00

0.8

450

7:30

450

7:30

업 다이버에게는 산소에 의한 폐 독성이나 전신의 독성 등이 나타날

0.7

570

9:30

570

9:30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레크리에이션의 범주와는 관계가 없다.

0.6

720

12:00

720

12:00

이 표에서는 각 산소 부분압별로 최대 허용시간을 CNS 100%로 계산
하여 부분압과 노출(다이빙)시간에 따라 인체의 중추 신경계에 장애가
나타날 확률을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CNS% =

다이빙 시간
NOAA 1회 다이빙 부분압 제한시간

X 100 로 표현된다.

이 밖에도 얕은 수심에서 장시간 산소를 사용하는 산업 잠수사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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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병

안전 정지(Safety stop)를 항상 실시하며, 다이빙 전 충분한 휴식과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산소의 함량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이빙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성분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도 감

중요하다.

압병의 위험성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경우에
도 무감압 한계시간을 초과하거나 규정 상승속도를 초과하면 감압병

물리적 특성

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나이트록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산소 독성과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갑압병은 다이버의 부주의, 무관심, 건강 상태 등에 의해

도 있다. 따라서 나이트록스의 물리적인 성격을 정확히 알고 관련 계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감압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다이빙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다이빙해

다이빙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다이

야 한다.

빙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규정 상승 속도를 준수하고, 상승 도중에

물리적 특성
▶ 수심과 절대압

예제 1.6기압의 질소와 0.4기압의

예제 수심 30m에서 EAN32의 산소 부분압은?

수심을 주위 압력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산소로 이루어진 공기의 전체압력은?

P=FO2 x P(아래 두 가지 항목을 곱하여 위쪽 항

같다.

1.6+0.4 = 2.0기압

목이 되는 경우)

절대압=수심/10+1

산소의 부분압 = 산소의 함량 × 주위압력 =

즉 수심 20m의 절대압은 3기압 이다.(20/10+1 =

▶ 서클 티(Circle-T)

0.32 × 4기압 = 1.28기압

3기압)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계획할 때 달톤의 부분압의

즉, EAN32를 사용하여 수심 30m까지 다이빙

법칙을 이용하여 최대 다이빙 수심, 최적의 산소

하여도 산소 부분압이 1.4를 넘지 않으므로 안

▶ 달톤의 법칙
달톤의 법칙이란 혼합 기체 전체의 압력은 성분 기

비율, 임의 수심에서의 산소 부분압 등을 계산할

전하다.

수 있다.

최대 다이빙 가능 수심을 알고 싶을 경우(최대 수
심을 정할 경우)

체의 부분압들을 모두 합한 값과 같다는 것이다.
즉, 대기(1기압의 공기) 중에서 산소의 부분압은

예제 EAN32 사용 시 산소 부분압을 1.4기압으

0.21이고 질소의 부분압은 0.79이며 이 두가지 성
분 기체의 부분압을 합하면 0.21+0.79=1.00기압
이 되는 것이다.
계산식 P=P1+P2+P3+P4+……Pn
P : 혼합기체의 압력
P1 : 1번째 성분기체의 부분압
Pn : n번째 성분기체의 부분압

로 하면 수심 몇 m까지 다이빙할 수 있나?
PO2 : 산소의 부분압

P=PO2/FO2 (아래쪽 좌항으로 나누면 우항이 되

FO2 : 산소의 함량 비율

는 경우)

P : 절대압

절대압 = 산소의 부분압(1.4기압) ÷ 산소의 함량

(P=FO2x P, FO2=PO2/P

(0.32) ≒ 4.3기압(= 33m)

P=PO2/FO2)

즉, EAN32를 사용하고 최대 허용 산소 부분압을
1.4기압으로 할 경우 수심 33m까지 다이빙할 수
있다.

예제 3기압의 공기에서 산소의 부분압은?
0.21×3 = 0.63기압

가장 적절한 나이트록스의 종류를 알고 싶을

1기압

이 방법은 TDI(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의

때.(계획 수심을 정한 다음 가장 효과적인 나이트

나이트록스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나이트록스 계

록스를 선택할 경우)

산의 기본 공식이다.
이 서클 티(Circle-T)에서 아래 두 가지 항목을 곱
산소 0.2

질소 0.79

3기압

산소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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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2.37

예제 수심 30m 다이빙 시 최대 산소 분압을 1.4

하면 위쪽의 항목이 되고, 반대로 위쪽의 항목을

기압으로 하면 가장 적절한 나이트록스는?

아래쪽 좌항으로 나누면 우항이 되고, 아래쪽 우

FO2=PO2/P(아래쪽 우항으로 나누면 좌항이 되

항으로 나누면 좌항이 되는 계산 방식이다.

는 경우)

몇 가지 예제를 통하여 사용 방법을 숙달해 보자.

산소의 함량 = 산소의 부분압(1.4) ÷ 절대압(4기

다이빙하고자 하는 수심에서의 산소 부분압을 알

압) ≒ 0.35(=EAN35)

고 싶을 경우.(계획 수심에서 산소 부분압 한계의

즉, 수심 30m 다이빙 시 가장 적절한 나이트록스

초과 여부 확인)

의 산소 함량은 35%(EAN35)이다.

공기전환수심(EAD: Equivalent Air Depth)

나이트록스 혼합

공기전환수심이란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임의 수심으로 다이빙을 할

나이트록스는 순수 산소와 공기를 혼합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그러

경우 공기를 사용했을 때 질소 부분압이 같아지는 수심을 의미한다.

나 순수 산소는 고압 상태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산소는 자체가

즉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다이빙할 때 질소 부분압이 1.6이었다면 공

타는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이 타는 것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기를 이용하여 다이빙했을 때 질소 부분압이 동일하게 1.6이 되는 수

다. 일반 공기 컴프레서는 피스톤의 압축에 의해 고압의 공기를 탱크

심을 말한다. 이 공기전환 수심은 해당 나이트록스 테이블이 없을 경

에 주입시키며 피스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컴프레서 오일을 사용한

우 공기 다이브 테이블로 다이빙을 계획하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압축 과정에서 컴프레서 오일의 미세한 입자가 탱크 내부로 주입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되며 밸브와 탱크 내부 벽에 부착된다. 그런데 산소를 탱크 주입할 때

교육 기관 중에는 나이트록스 32%와 36% 두 가지 만을 가르치고 두

탱크 내부에 잔류하는 기름은 압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과 산소와

가지 테이블 만은 사용하도록 하는 곳도 있고, 22%, 23%, 24% 등과

결합되어 폭발하기 쉬운 환경을 구성한다.

같이 산소의 성분 %마다 수십 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하는 곳도

따라서 나이트록스를 혼합하는 과정은 나이트록스 블랜딩(blending)

있다.

과정과 같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TDI(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에서는 공기 테이블 하나와 공기

나이트록스는 다이빙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혼합해야 하

전환 수심 공식 또는 공지전환수심표 만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가

며 잘못 혼합했을 경우에는 다이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즉 초과

능한 방법을 가르친다.

수심 이상으로 다이빙할 경우 산소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트록스의 산소 성분이 40% 미만일 경우에

EAD = 질소비율 ×

수심 + 10
0.79

- 10

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산소 성분이 40%가 넘을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탱크와 밸브, 호흡기 등의 장비에 부착된 기름 입자를 용제를 이용하여

예제 EAN40을 이용하여 23m의 다이빙을 계획할 경우 EAD는?
EAD = (0.6 × (30+10)/0.79 ) - 10 ≒ 15.06m
즉 EAN40을 이용하여 23m의 다이빙을 계획할 경우 공기 테이블을 15m를
기준으로 다이빙하면 된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공기전환수심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40%(EAN40)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수심 23m(또는 더 큰 숫자)를 찾
는다. 23m를 찾은 뒤 왼쪽으로 끝까지 진행하면 공기전환수심 15m
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나이트록스 성분에 따르는 최대허용수심과 산소
부분압 등도 알 수 있다.

나이트록스 블랜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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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해 내는 산소 서비스(Oxygen Service)를 실시

나이트록스에 사용하는 장비

해야 한다.

산소 청소(Oxygen Cleaning) : 산소 40%를 초과

나이트록스를 혼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널

하는 EANx를 사용할 때 사용 장비의 내부의 기름

리 사용되는 방법은 부분압 방식이다. 부분압 방

입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장

식은 일정 압력의 산소를 먼저 충전하고 나머지

비 내부의 기름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청소이다.

를 공기로 채워 넣음으로써 나이트록스를 혼합

(oxygen compatible process)

하는 방법으로 나이트록스의 성분과 충전 압력에

탱크 : 나이트록스에 사용하는 탱크는 반드시 별

따라 산소와 공기의 충전량이 표시된 혼합 테이

도의 표식을 하여 일반 공기통과 섞이지 않도록

블을 참고하여 만든다.

관리한다.
오링 : 일반 고무 오링은 나이트록스의 산소 성분

성분 기록부

에 의해 잘 손상되며 균열이 생기므로 바이톤 오링

나이트록스는 산소 성분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수

(viton-o ring)을 사용해야 한다.

심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트록스

그리스 : 석유류 그리스나 실리콘 그리스는 산소,

를 혼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다이버 모두가 산소

열 등과 함께 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소용

분석기(O2 Analyzer)를 이용하여 산소의 성분을

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분석하고 기록해야 한다.

산소 분석기(O2 Analyzer) : 산소 성분을 분석하

기록은 산소 분석 기록부와 탱크에 모두 기록해야

기 위해 사용한다.

한다. 산소 분석 기록부에는 탱크 번호, 소유자,
자격증 번호, 요청 기체(%), 혼합자 분석 결과(%),

나이트록스용 탱크 표기

혼합자 서명, 날짜, 사용자 분석 결과(%), 사용자

나이트록스를 충전하는 탱크는 다른 탱크와 구

서명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탱크에는 스티커를

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하여 사용자, 산소 성분(%), 최대 수심(MOD)

탱크 위쪽 부분에 녹색 바탕에 상하로 노란색 선

등을 기록하여 자신은 물론 짝이 상대방의 나이

이 있고,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Nitrox”또는

트록스 성분을 확인하고 실수로 최대 수심(MOD)
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게 한다.

Nitrox cylinder

산소
분석기

산소 그리스
NITROX 성분 기록부

136

“Enriched Air Nitrox”
라고 표기한다.
만약 일반 공기 탱크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일반 다이버가 높은 농도의 나이트록스

울 수도 있다. 과정은 학과강의 4시간과

를 사용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선택사항으로 2회의 해양 실습으로 구

수심에서 사용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

성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

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 배울 수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
정은 호흡기체를 나이트록스로 사용하기

나이트록스 다이버 교육

때문에 나이트록스 관리 방법과 최대 사

테크니컬 교육 기관인 TDI(Technical

용 수심 등을 제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Diving International)의 나이트록스 교

다이빙과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최근에는

육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나이트록스

복잡한 나이트록스 테이블 대신 나이트

다이버 과정과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록스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컴퓨터

다이버 과정으로 구분된다.

나이트록스”과정이 개발되어 보다 쉽게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은 산소 22%에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서부터 4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매뉴얼이나 이러닝

며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은 22%

(E-learning, www.tdisdi.co.kr)을 활

에서부터 100% 산소까지 사용할 수 있

용하여 3~4시간의 이론 교육만으로 쉽

는 과정이다. 즉 초급 나이트록스와 고

게 배울 수 있고 감압병 예방, 무감압 한

급 나이트록스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할

계시간 연장, 감압시간 단축 등 많은 장

수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을 마치

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다이버

면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는 물론, 고령자, 허약자, 비만, 추운 곳

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반폐쇄식 재호

에서의 다이빙, 격렬한 다이빙 등 조건이

흡기 과정과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과정

좋지 않은 다이빙을 할 때 안전성을 높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은 만 15세 이상

다음 호에는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와 기

의 오픈워터 다이버라면 참가할 수 있으

술의 기초 과목인 인트로 텍(Intro to

며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과 연결하여 배

Tech)에 대하여 소개한다.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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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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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다이버들은
바로 이 바다가 놀이터이다. 여러분들은 이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의 놀이터인 바다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면
다이빙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밀물과 썰물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High tide, Flood tide)과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Low tide,
상현

Ebb tide)은 하루에 각각 두 번씩 찾아온다. 밀물과 썰물은 지구에서 달과 태양의 인
력(물리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과 원심력(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하여 발생한다. 즉 달 쪽

태양

을 향한 바닷물이 인력(달의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부풀어 오를 때 반대편 지구의 바
닷물은 원심력(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하여 부풀어 오른다.

하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바다가 밀물이 될 때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의 바다 역시 밀물이
달의 인력에 의한 밀물

된다. 따라서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는 동안 한 번은 인력에 의해서, 또 한 번은
조금

원심력에 의해서 두 번의 밀물이 발생하게 된다. 태양도 지구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미치나 달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달보다는 아주 작다. 달은

해수면

음력 한 달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보름과 그믐에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위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태양의 인력이 합쳐지면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크게

그믐

되며 이때를‘사리’
라고 한다. 한편 태양, 지구, 달이 직각으로 배열되는 상현과 하현
에는 인력이 상쇄되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아지는데 이때를‘조금’
이라고 한다.

보름

태양

우리나라는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서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며, 크기는 최
대 약 10m에 달한다. 서해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이유는 서해가 동해나 남해에
비해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막혀있는 만의 형태이므로 밀물이 들어올 때 출구가
막혀 넘치는 현상에 의해 물높이가 더욱 높아지고, 썰물은 반대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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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인력에 의한 밀물
사리

조류와 해류는 왜 생기나요?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 또는 해류라 하는데 그 생성 원인에 따라 흐르는 속도, 방향, 폭, 시간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온 차에 의해 생기는 해류
극지방의 바다는 얼음이 얼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다른 바다에 비해 짙다. 이와같이 차고 소금 농
도가 짙은 바닷물은 그 비중이 무거워져 적도의 깊은 바닷속으로 흐르게 되며, 극지방에서 흘러 들
어온 찬물 때문에 물이 넘쳐 극지방으로 다시 흐르게 된다. 이런 현상으로 바닷물은 쉬지 않고 서서
히 극지방에서 적도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흐른다. 이 흐름을 해류라 한다.

달의 인력과 원심력에 의해 생기는 조류
조류는 지구의 바닷물에 미치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생기며 그 중 달의 영향이 더욱 크다. 조
류는 흐르는 방향과 속도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나 그 변화가 주기적이므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하루에 두 번 조류의 변화가 있으나 하루에 한 번 변하는 지역
도 있다. 달이 클 때와 작을 때 간만의 차이가 심하므로 조류가 세고 반달일 때 가장 약하다. 지형적
인 영향도 많이 받는데 특히, 강 하구처럼 움푹 들어간 곳이나 간격이 좁은 곳은 조류가 심하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류가 센 편이며 특히 서해안에서의 다이빙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
다. 조류의 속도가 1노트(Knot)* 이상만 되어도 다이버가 거슬러 킥하기가 몹시 힘들다. 그러므로
* 1Knot = 약 시속 2km

다이빙 전에 조류의 방향, 속도 등을 미리 파악하고 다이빙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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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수지로얄잠수풀
대표 : 유종범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9번지
전화 : 031-262-1829
E-mail : scuba@mnmscuba.co.kr
홈페이지 : www.sujiscuba.co.kr/www.mnmscuba.co.kr

“수지로얄 스포츠센터”는 용인시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인 수지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는 넓은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가게들이 입점해 있다.
이곳에는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온종일 이 스포츠센터에서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 오랫동
안 다이버들이 교육장으로 애용하여 왔던 “수지로얄잠수풀”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여 판교 IC를 지나 10여 분 지나니 스포츠센터에 도착
하였다. 출발하고 난 후 30여 분 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용인수지라 하면 서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먼 거리처럼 느껴졌는
데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가까웠다. 주차장은 150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
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2~5층까지 준비되어 있어 주차가 여유로웠다.
또한 차에서 장비를 내려 바로 옆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교육을 하면 주차는 4시간 무료이다. 그리고
강사분들은 추가로 2시간 무료를 더 준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위를 걱정했는데 탈의실과 사우나를 체감한 순간 따뜻
한 온도에 몸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 같았다. 넓고 쾌적한 180여 평 규모의 전
문시설을 갖춘 사우나에서는 다이빙 교육 후 따뜻한 탕안에서 피로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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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이버들을 볼 수 있었다. 잠수풀 이용객은 사우나 이용이 무
료이며, 수건, 비누, 기초화장품이 비치되어 있다. 샤워 후 수영복으
로 갈아입은 후 수영장 출입문을 여는 순간 싸늘함은 느낄 수 없고,
실내온도 28°C 이상의 훈훈한 온도에 기분이 좋아졌다.
잠수풀은 수심 5m, 8 x 10m 크기의 중형 크기로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 곳이나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교육
하기에 편리하다. 얕은 물 교육을 위한 받침대가 2개(수심1.2m, 수심
1.4m)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10여 명 이상이 얕은 물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아래로 향하는 사다리가 2개 설치되어 하강과 상승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하강줄도 설치해 준다.
한쪽 면에는 입수연습을 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 제작한 입수대가
실전감 있는 높이의 입수연습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에 대비하여 사
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 놓았다 하니 작은 부분이라도 교육생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보여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풀장옆에 있는 사무실은 책임강사인 김권웅 강사가 늘 상주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즉시 해결해 주었고, 냉·온수기와 커피, 차
등이 늘 준비되어 있다. 잠수풀 외벽에는 비치파라솔과 의자가 준비
되어 있어 마치 야외 수영장에서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교육에 필요한 장비들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다. 공기탱크 40여 개,
더블탱크 2개, 웨이트 50여 조, 슈트, 핀 등도 준비되어 있다. 콤프레
셔는 지하에 설치되어 풀장으로 공기공급호스를 연결하여 공기충전
을 하고 있었다. 또한 꼬마손님들을 위해서 작은 슈트와 오리발, 60
큐빅 공기탱크도 준비되어 있었다.
풀장 수온은 28도 정도로 따뜻하고 물은 상당히 깨끗했으며 수영장
특유의 염소냄새가 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소독제인 염소를 쓰는
수영장과 달리 인체에 좋은 인공해수풀이라 하는데 수중에서 마스
크를 벗고 눈을 떠보니 염소성분이 없어서인지 정말 눈에 자극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 수질관리가 정말 잘 되는 수영장인 느낌이었
다. 나오는 길에 샤워장 벽에 부착된 문구를 보니 해수풀은 샤워할

잠수풀 교육이 끝나고 샤워를 끝낸 후 시간을 내어 2층에 있는 샵을 방문하였

때 비누칠을 하지 말고 세척만 하면 피부에 좋다고 표기되어 있었다.

는데 마침 대표인 유종범 트레이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각종 테크니컬 교육

수중 아래로 내려가니 잠수풀 벽 한면에 대형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을 두루 섭렵한 실력있는 강사이고 같이 사무실을 지키고 계신 김유정 강사는

거울을 보며 다이빙 자세를 교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거울을

유트레이너의 부인이시기도 해서 부부 강사분들의 다정한 모습이 한없이 부럽

보고 자세 교정을 하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기만 했다.

본다면 교육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한쪽 면에는 큰 유리창이 4개 정

입구에는 “인어와 마린(mermaid & marineboy)”이란 문구가 있었는데 아마도

도 있어 밖에서 창문을 통해 풀장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분들이 그 문구의 주인공인 것 같았다. 샵은 아담한 크기였지만 각종 스

창문 밖에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니 심리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

쿠버 장비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어 장비구매 시 카탈로그가 아닌 직접 착용해볼

를 덜 느낄 수 있어서 이 점도 마음에 들었다. 또한 수영장에서 다이

수 있었으며 방문하신 강사님들이 요청할 경우 이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빙하는 모습을 보며 다이버를 꿈꾸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 이래저래

사무실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등록강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 마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리지를 적립해 수영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수풀 이용요금은 입장료/공기탱크 각 1만 원이나 평일 예약 시에

2015년에 다시 한번 “수지로얄잠수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

는 2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타 잠수풀보다 저렴하게

램을 시도하여 제2의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유종범 대표의 포부에 굳은 의지가

이용할 수 있다.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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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애스쿠버리조트
대표 : 김정환 강사
주소 : 강원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77
전화 : 033-673-4567
홈페이지 : www.namaescuba.com

겨울 시즌을 맞아 날씨가 추워지면 다이빙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이곳
은 여전히 수중사진과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기러 온 스쿠버다이버들
로 활기가 넘친다. 바로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남애스쿠버리조트이다.
남애스쿠버리조트는 신생리조트이다. 그에 맞게 시설이나 다이버들을
대하는 서비스도 기존 리조트들과는 차별화를 추구한다. 항상 다이버
의 입장에 서서 편리하고 안전한 다이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준비한 모습이 눈에 띈다. 다이빙 성수기에는 항상
다수의 스텝들이 상주하고 있어 이곳을 찾아온 다이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인원이 부족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
에 없다는 것이 리조트 대표인 김정환 강사의 원칙이다.
남애스쿠버리조트는 서울, 경기에서의 접근성에서 매우 편리하다. 영
동고속도로를 달려 현남 IC를 내려오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리조
트 시설과 나란히 한 건물에 위치한 고래사냥펜션은 다이버들에게 숙
박과 다이빙 일체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모든 숙소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테라스를 통해 동해의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다이버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예약이 가능하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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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3대 미항 중 하나인 남애항을 옆에 두고 있는 남애스쿠버리조
트는 다이빙 중 수면휴식시간엔 2층의 넓은 휴게공간에서 탁 트인
동해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남애스쿠버리조트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는 잘 보존된 다이빙
포인트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30여 개의 모든 다이빙
포인트에 하강라인과 부표가 설치되어 있다. 300마력 FRP 다이빙
전용선 두 척이 움직이며 다이버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준
다. 다이빙 전용선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출수 시에 더욱 편리
함을 제공한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비치다이빙 포인트 또한 훌
륭하다. 비치다이빙은 주로 교육다이빙 포인트로 쓰인다는 점을 감
안하여 포인트 동선을 따라 유도라인을 설치하여 놓았으며 길지 않
은 수면유영으로도 수심 5~6m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어 오픈워터
및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을 하기에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한다.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충전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남애스
쿠버리조트는 레크리에이션과 테크니컬 다이빙이 동시에 가능하다.
잘 관리되어 있는 싱글 공기탱크 100개, 더블 탱크 10개, 데코 탱크
20개, 수중스쿠터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 마련한 다수의 렌탈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쾌적하고 독립되어 있는 교육실도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정환 대표가 실천하고 있는 그린 다
이빙이다. 지속적인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에 앞장서
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스쿠버 다이빙
문화를 제공하는 리조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다면 올 시즌엔 남애스쿠버리조트를 꼭 방문
해보자. 그 편리함과 안락함에 곧 빠져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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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
(BlueOcean Dive & Travel)
대표 : 황재필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83
전화 : 031-914-7976
홈페이지 : www.blueocean-divers.com

2015년 1월 10일 일산에 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이 오픈했다. 일산지역

고 싶어도 인근에 같이 할 사람이 없어 헤매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유일의 PADI 교육센터인 블루오션 다이버스가 확장 이전하면서 상호명을 바

스쿠버다이빙으로는 척박한 도시 일산에서 자리를 잡고 2년이 안 된 지금까

꾼 것이다. 일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신도시로 깨끗하고 조용하여 생활하

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블루오션 다이브를 이끄는 황재필 대표의 남다른 운

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지만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레저문화의 확산은 아직

영 철학 때문이다. 사람들간의 신뢰와 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모토로 운영

미흡하다. 일례로 일산에는 좋은 시설의 5m 풀장을 보유한 고양체육관이 있

되는 블루오션 다이버에는 회원이라는 개념이 없다. 일단 이곳에 발을 들여

지만 아쉽게도 스쿠버다이버들은 활용할 수 없어, 일산 지역의 다이버들은 1

놓으면 형, 누나, 동생으로 불리며 식구처럼 지낸다. 블루오션다이브 네이버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인천 송도풀장이나 서울 잠실풀장을 이용할 수밖에

카페에서 해리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필 대표도 여기에서

없는 게 현실이었다.

는 해리, 해리샘으로 불린다. 그래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으

블루오션 다이브를 이끄는 황재필 대표가 일산에 교육센터를 만들게 된 배

로 문을 두드렸다가 이내 가족과 같은 친근함에 동화된다. 좋은 사람들과 스

경도 이와같은 현실 때문이다. 다이버들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지만 같은 지

쿠버 다이빙을 함께 즐긴다는 개념이 강한 교육센터, 사람 냄새 나는 교육센

역의 다이버들이 함께하거나 모이기 쉽지 않았고, 정작 스쿠버다이빙을 즐기

터가 바로 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 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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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 센터는 PADI 교육센터이다. 단순히 취미 생활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려는 이들만 모인 곳이 아니다. 황재필 대표는 이곳 식
구들 사이에서는‘FM 강사’
라 불린다.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서다.
단지 취미 생활로 즐기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이나 배워볼까 하는 생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황재필 대표의 교육을 받으면 스쿠버 다이빙에 임하는 자세
가 틀려진다. 보통 때는 형, 오빠, 동생처럼 지내지만 교육 시에는 매우 진지
하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육하기에, 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
식구들이 교육에 임하는 자세 또한 남다르다. 그만큼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
야 한다는 게 황재필 대표의 생각이다. 그래서 황재필 대표는 이제 막 다이버
를 입문하는 오픈 워터 코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입문 시에 어떻게 교
육을 받느냐에 따라 스쿠버 다이빙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황재필 대표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잠시나마 스쿠버다이빙을 잊고 살았
던 기존 다이버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막
스쿠버다이빙에 입문한 초보 다이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초보에서부터 강사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이버들이 공존한다. 이로 인해 개방 수역 교육을
나가게 될 시에는 교육생들과 강사뿐만이 아니라 기존 블루오션 다이브 & 트
래블 식구들 중에서 펀 다이빙을 즐기려는 기존 다이버들이 함께 함으로써 교
육 시간만이 아니라 교육 시간 이외에도 기존 다이버들이 교육생들에게 자신
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풍성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곤 한다. 게다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후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황재필 대표의 생각
때문에 식사 시에 부족함이 없다.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고 가족끼리 여행을
간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외 투어에 있다. 일
반적인 해외 투어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미달될 경우 투어가 취소되곤 하
지만 이곳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신청할 경우, 투어는 진
행된다. 한 사람의 시간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국외인솔자자격증
을 보유하고 있는 황재필 대표는 2015년 해외 투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명을 블루오션 다이버스에서 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로 변경하고 좀 더 많
은 이들이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EFR 강사 트
레이너이자 IDC 스탭 강사인 황재필 대표 또한 코스 디렉터가 되기 위해 꾸준
히 노력하고 있고, 소속 강사들 그리고 블루오션 다이브 & 트래블 식구들도
그 뒤를 따라 꾸준히 스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
으로 걸어갈 미래가 더 밝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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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알앤디(Dive R&D)
대표 : 최지섭(SDI/TDI/ERDI IT, SSI DCSI, U/W Photographer)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13번길 10(예그리나 1층)
TEL : 054-291-9313, FAX : 054-291-9314
핸드폰 : 010-4752-9313
홈페이지 : www.scubadive.co.kr / divernd@hanmail.net

Better
Dive R&D는 센터명과 로고에서 느껴지듯이 일반적인 다이빙 교육 센터와 달
리 해양생태 조사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최지섭 대표는 2007년부터 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개발, 갯녹음 모니터
링, 천연해조군락 조사, 수중공사 등 다양한 해양관련 일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직업군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무자격 다이버들이 열악한 환경에
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전문 다이버를 육성하자는 생각으로 총 8
명의 현장 직원을 모두 국가기술 자격(잠수기능사 이상)을 취득하게 하였으
며, 이중 7명을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육성하였다.

Passion
1992년 보라카이에서 처음 다이빙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약 8,000회의 다이
빙 경험과 약 500명의 다이버 및 강사를 교육하였다.
이미 강사교육이 가능한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부터 진행된 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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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ERDI ITW에 참석하여 최신의 교육 방식을 습득하는 열정을 가지
고 있다. 국내외 많은 수중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서 수중사진이
다수 입상하였으며 현재도 수중사진가로서 열정을 가지고 활발히 활
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동해바다의 오염실태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목
표로 다양한 소재를 다른 관점에서 촬영하고 있다. 지난 가을부터는
계곡 촬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촬영하고 있다.

Share
SSI, SDI/TDI/ERDI의 교육 센터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실, 사무실,
장비 세척실, 수중촬영 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이곳은 초급 다이버부터 강사 교육 및 평가가 가
능한 센터로 모든 등급의 다이버 교육이 가능하다.
최지섭 대표는 그동안 포항 및 인근의 프리랜서 강사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교육실을 무료로 개방하였으며,

Safety

이와 관련하여 교육용 기재(애니, 산소공급 키트, 산소분석기, 제세동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최지섭 대표는 동해 바다의 특

기, 교재 등등)도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실 및

성상 강사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다이빙은 강사와 교육생의 비율

교육용 기재 사용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교육

을 1:2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우리 동해바다의 환경

용 교재 및 기재문의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은 시시각각 급변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레스큐 교육 및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산소공급자,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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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ssay

이 순간의 의미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현재에
살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삶의 매 순간순간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꽃봉오리이기에 그냥 지나
쳐 버리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 그래서 순간마다 열심
히 살지 않으면 끝내 후회와 회한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에
서 이 순간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를 지나서 현재에 머물고 미래로 나아간다.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적 개념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연결된 시간의 연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속이므로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현재이
면서 미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간을 타고 흐르는 순간
들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세월이란 현재의 순간순간에 맺혀 있는 지금이
라는 점들을 구슬처럼 꿰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지만 바로 지금, 현재를 잡으
려는 순간 이미 지나가버려 그 존재감조차도 알 길이 묘연하다. 다만 현
재는 과거의 여행을 끝나고 미래라는 새로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하여 잠
시 머무는 간이역과 같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일상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만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무엇인가?
과거는 삶의 기억이면서 흔적이고 미래는 상상의 세상이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은 지난 과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또는 인식들에 의지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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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직

간에 들춰보고 만져보고 그리워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간다. 그러

전까지 감각적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체험했던 총체적 정보나 인

면서 과거와 같은 일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두려

식을 말한다. 그리고 미래는 오직 상상만 있을 뿐이지 기억이나

움에 묶이게 된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이라는 현재뿐

흔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근심, 걱정과 같은 추상적인 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는 현재인 순간

념들만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투사함으

을 보지 못한 채,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로써 미래가 실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 먼 자가 되어버렸다.

느낌 그대로 미래의 느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인 이 순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

지금 이 순간은 찰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낌으로도 알

과거 학창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와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

수 없다. 이 순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통해서이다. 세

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과거에 자신

상이 한순간 정지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마치 영화필름의 한 장면처

이 받았던 상처일 것이다. 겉으로는 반가운 표정을 짓겠지만, 마

럼 말이다. 영화필름은 매 순간마다 정지된 화면이지만 연속적으로 돌

음 속에서는 미움과 분노가 분출되고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아

리면 움직이는 동작형태로 나타난다. 정지된 영화필름의 한 장면이 바

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한 생각

로 이 순간이고 현재이다. 사람이나 자동차, 동물, 심지어 소리까지 필

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의 상처라는 우물

름의 한 장면처럼 멈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무 일

에 빠져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 많고

과거의 원한을 현실로 끌고 와서 그에 따른 복수를 하는 것이 바

적음, 사랑과 미움 등 어떤 상대적 감정이나 분별의식은 완전히 사라

로 과거의 기억이 현실화되는 한 예이다.

지고 고요한 침묵만이 남는다.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이 과거의 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가 현실을 지나

억도 없고 미래의 두려움도 없는 지금이다. 이 현재만이 기회를 노다

미래까지 달려간다는 것이다.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미래라

지로 만들고, 순간을 꽃봉오리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순간이다.

는 화면에 투사하기 때문에 마치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더 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실에 머물 수 있는가?

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또 만날까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근심이나 걱정을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 현재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후회와 분노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

작금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남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 너무나 많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는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는 미움과 원망을 수반하므로 심적인 괴

높다고 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도

로움에 휩싸이게 된다.

없고, 한 번 나락에 떨어졌던 실패는 그나마 찾아오는 기회 앞에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걱정이 엄습해 온다.

서 머뭇거리니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의지는 사라지고 절망과 후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회, 삶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탈출

두려움 때문이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므로 미래를 걱정할 것이

구가 죽음이다. 삶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되돌아보

아니라 현재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머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

기조차 두려운 뼈저린 실패의 기억이고 미래는 다시 빠지면 영영

야 할 일이다.

나오지도 못할 것 같은 함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이 순간이야 말로 모든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시

분명한 것은 실패의 고통이나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는 과거

간이며, 지금 여기야말로 모든 존재가 머무는 유일한 실재적 공간

의 것이지 지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다. 생각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과거 속에서는 현재를

고통을 받는 것은 과거의 흔적을 현실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만날 수 없고, 생각이 미래를 향한다고 해도 미래 속에서 현재를

이제는 이러한 작업을 그쳐야 한다. 과거는 과거이고 기억은 기억

만날 수는 없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 실

있다. 그러므로 과거라는 보따리는 보이지 않게 저 멀리 던져 버리

패했던 것이지 현재 실패한 것이 아니다.

고 지금이라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이렇듯 우리는 마음에 담긴 과거라는 그림자를 실체인 양, 이 순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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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스쿠바다이빙 여행기

Philippines Cebu Rilloan
여행의 시작

부푼 기대감을 안고 밤 9시쯤 인천공항을 떠나 약 5시간의 비행으로 도착한 세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살이 나를 덮치듯 밀려왔다. 눈을 질끈 감고

부의 공항에서 우리 일행은 3시간 가까이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리조트로 향

순간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불규칙한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머뭇거렸다.

했다. 일행은 두 번째 방문이었고, 나와 가족은 초행길이었다. 역시 새로운 환경

슬그머니 눈을 뜬 순간, 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산호 숲이 눈에 들

으로 인한 기대감은 언제나 즐겁다.

어왔다. 뒤이어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수많은 물고기 떼, 힘이 넘치고 활력이 느껴

공항에 내리는 순간 들이켜지는 습하고 낯선 공기, 벌써부터 여행의 시작은 나

지는 모습에 잔뜩 움츠러진 나의 긴장이 풀어지는 듯 했다. 나는 12월, 두려움에

를 들뜨게 했다. 길고 지루했던 입국수속을 위로라도 하듯 가는 내내 보이는 바

서 시작한 스쿠버다이빙으로 다른 세상과 조우할 수 있었다.

나나나무와 야자나무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화려한 마을의 불빛들.

10월. 그저 평범한 여행계획 속에‘스쿠버다이빙’이라는 생소한 경험을 얹었을

그리고 오픈형의 구조로 되어있는 작고 예쁜 집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를

뿐이었다. 2년 전, 보라카이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여행객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나누는 마을 사람들….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더운 나라의

나도 세일링보트와 스노클링, 체험다이빙을 했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바

소박한 감성을 느꼈기에 가는 시간 내내 지루하지 않았다.

닷속을 구경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과 기대감으로 2개월을 기다렸다. 함께 여

새벽 5시쯤 도착한 노블레스리조트에는 잔잔한 파도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행을 떠난 일행들은 스쿠버다이빙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고, 그 분들의 말씀과 경

망고쉐이크를 마시면서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조금씩 아침을 깨우는

험담을 들으며 기다리던 시간동안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새벽의 푸른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점점 바다의 색이 드러나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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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자연환경에서 다듬어진 모래와 자갈과 그 안

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서 생전 다이빙을 해본 적도 없는

에 사는 산호와 생명들이 한데 어우러져 특유의 빛깔을

나, 동생, 엄마, 이모 그렇게 4명의 여자들은 설레는 첫

뽐낸다. 내가 묵게 될 1층의 나무문을 밀고 들어간 룸에

다이빙 수업을 받게 되었다.

는 편리한 안성맞춤의 시설과 넓은 침대가 있어 더욱 기

강사님은 수업에 앞서 PADI라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 스

분이 좋았다.

쿠버다이빙을 시작하게 됐던 많은 사람들의 계기들과 강

5시간의 비행으로 다른 나라에 오게 된 낯선 공간감을

사님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

만끽하며, 첫 잠을 청했다. 낯선 나라를 방문하고 하룻밤

며 간접경험을 하다 보니 나는 스킨스쿠버의 매력에 더

을 지냈을 때 다음날 눈을 뜨면 내가 평소에 보며 기상

욱 빠져들었고, 당장이라도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던 천장이 아닌 낯선 천장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 비로

이 들었지만, 강사님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소 내가 여행을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새벽에 느꼈던 조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셨다.

용한 바다와는 다르게 짙고 푸른빛의 활기찬 파도를 보

이론수업은 몇 번의 실전수업 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4

니 그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는 듯 했다.

명의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배운 것은 수영장에서의 핀

음식은 리조트 사장님이 한국분이다보니 한식이 위주지

킥이었다. 강사님의 조언을 들으며 핀킥 연습을 시작했

만, 그 재료는 이 나라 것으로 만들어진 것만 같은 식사

다. 이어서 물개가죽같이 질긴 슈트를 입고 마스크를 착

를 주로 했는데, 무엇보다 식사 후에 먹는 망고가 나를

용하는 법,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의 중요성, 스노클을 착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었다. 수영장에서는 나처럼 처음

용하고 잠수를 하는 연습,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을 때

배우는 듯한 사람들도 몇몇 보였다. 그들을 가르치며 물

대처하는 법, 그리고 BC를 착용하고 공기통을 짊어지고

속에서 슈트를 입는 강사들의 모습을 보다보니 슬슬 긴

잠수하는 과정까지 진행되었다. 잠수한 후 수중에서는

장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부

어떻게 핀킥을 하는지, 물속에서 호흡기가 빠졌을 때 어

담감을 느꼈던 원인들 중, 가장 큰 것이 뱃멀미와 수압에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호흡기를 뺐다가 다시 물어보는

대한 걱정이었는데, 과연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낼 수

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새롭고 재미있었지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만,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연습이 많이 필요했다.
수영장에서의 수업이 이틀 가까이 진행됐다. 부력을 조

초보다이빙
글 김이브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수영장 연습 이틀째에는

일행 중 일부가 첫 테스트 다이빙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리조트에서 렌트한 고정 장비도 갖출 수 있었다. 수업

강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훤칠한

을 하기 전 준비하는 과정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안정적

키,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바라보는 강사님

으로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사람은 역시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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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가보다. 이날은 바다에 빠지면 무작정‘이렇

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내가 몇 안 되는 스쿠버다

게만 하면 되겠지’하는 이상한 자신감도 생겼던 것

이빙이 불가한 사람의 유형이 아닐까?”하는 생각

같다. 그날 저녁에는 이론수업이 있었다. 교재를 보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강사님께 이퀄라이징에 대한

며 진행된 수업에서는 부력의 원리와 수압이 인체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갑자기 고막을 자극하려니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닷속에서 마시는 공기

아직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대답을 해

에 대한 심층설명이 진행되었다. 육지에 머무르던

주셨다. 내가 한 방법이 틀린 게 아니기에, 한쪽 귀

사람이 바다를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

가 된다는 것은 잠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 이

은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다. 하

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잠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며 돌이켜 생각해

수에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무래

보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겁이 나고 무서

도 부정자극이 있었다보니, 다이빙에 대한 부담감

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에 가라앉는

과‘귀가 또 아프면 어쩌지’하는 걱정과 거기에 뱃

다는 공포와 호흡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성

멀미에 대한 걱정까지, 말 그대로 걱정이 걱정을 만

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비단 나뿐만이

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운동신경은 자신이 있던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다. 강사님은 이런 상

나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스스로 아쉽

태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라고는 하셨기에 점

고 답답한 노릇이었다.

점 하다보면 해소될 것이라 격려해 주셨다. 바다에
들어간 처음 두 번의 입수는 모두 노블레스리조트
앞 바다에서 했는데, 나는 가라앉는 과정에서 늘
해야 하는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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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식적인 첫 다이빙
그렇게 세 번째 다이빙에서는 다이빙 초보들에게
심층적인 도움과 강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진

이상하게 왼쪽 귀가 반응을 하지 않아, 반복적으

도가 영 느렸던 것이다. 바다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로 힘을 주면서 시도를 해 보았는데도 되지 않았

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간

다. 첫 번째 입수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입

절했다. 입수하기 전에 각각 겪고 있는 가장 어려

수에서도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으니 별의별 생

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강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나는 그 때 노블레스리조트 사장님과 함께 입수를 했다. 노블레스 사장님이
먼저 입수를 하셨고, 나는 뒤이어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는데 생명줄을 부여
잡듯이 사장님 손을 잡고 잠수를 했다. 놀랍게도 이번 다이빙은 나의 로그북
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다이빙이 되었다.
슈트를 조여 오는 수압과 약간은 서늘한 수온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리
조트 사장님이 정말 천천히 오랜 시간동안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만
큼 가라앉는 시간에 여유를 두며 내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았다. 그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이퀄라이징을 반복하며 시도하다보니 어느 시점부터
는 그렇게 말썽이던 왼쪽 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고통이 사라지자 긴장
은 완전히 풀려버렸고, 호흡과 심신이 안정되다보니 드디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다. 물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했다. 와이드로 펼쳐
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바다…. 어느 지점에서였을까? 리조트 사장님이 차
고 계신 컴퓨터를 보여주었는데, 세상에, 내가 19.8m에 도달해있었다!
세부 릴로안의 노블레스리조트 앞은 완만한 산처럼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풍
경이 인상적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깜깜하고 어두운 풍경이 펼쳐지다보니
은근 겁이 났다. 그런 나의 마음을 파악하셨는지는 몰라도 다시 되돌아가며
바닷속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본 니모 가족(흰동가리돔)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안녕! 널 만나려고 내가 이틀 동안 이 고생
을 했단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주
시하며 꼬리를 흔들어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차마 만질 수도
없이 지켜주고 싶은 귀여움에 절로 신이 났다. 그렇게 니모 가족과 인사를 하
고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들이 1m정도 앞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6~7마리의 무리였다. 눈치 채지도 못할 만큼 투명한 몸통으로 주변
의 색감을 마구 흡수하고 발산해대는 모양새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수조
에 갇혀, 식탁위의 먹거리와 횟감으로만 보이던 녀석들이 저렇게 생명력 넘치
는 모습으로 무리지어 가는 모습을 보니 경이로웠다. 친한 친구가 그동안 감
춰온 또 다른 면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내 첫 번째 다이빙은
그렇게 마무리 됐는데, 나오자마자 각자의 심층 수업에서 공포를 이겨냈는지
모험담을 이야기하기 바빴다.
잠시의 수면휴식을 가진 후, 다시 두 번째 다이빙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순조
롭게 진행이 되었다. 이번 다이빙에서는 조금씩 핀킥을 시도했다. 무심하게
자기 할일을 하는 물고기들과는 달리 늘 우리를 경계하듯 유혹하듯 바라보
는 흰동가리돔 가족들은 나를 들뜨게 했다. 나와는 다른 생명체가 나에게 관
심을 가진다는 것은 신기한 느낌이다. 물론 맹수가 그렇다면 두렵겠지만, 이
녀석들은 귀엽고 작지 않은가? 복어도 보았는데, 자기 몸통에 비해 작은 지
느러미로 헤엄치는 각양각색의 복어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넋을 잃고 바라보
았다. 손바닥보다 작은 것부터 내 머리통만한 복어까지! 큰 눈과 점박이 무
늬, 쉴 새 없이 헤엄치는 모습, 조금 우스꽝스럽고 허당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그리고 내 팔 길이만한 해삼까지 …. 볼거리들이 너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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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다이빙
다이빙 일정은 계속 진행되었다. 강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다이빙은 한 번 할 때
마다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다. 스쿠버다이빙은 지루할 틈이 없
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다이빙에서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됐다면, 다음 다이빙에서는 핀킥이 뜻대로 되
지 않는다든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횟수가 늘어날 때 마다 빨리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되니, 비로소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바다의 품이 편안
해졌다. 6~7회의 다이빙까지는 강사님과 다른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입수했는데, 이
제는 강사의 도움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사님의 근처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연습
으로 들어갔다. 바로 줄을 매달고 중성부력을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중성부력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위한 훈련은 앞으로도 쭉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안전정지
와 중성부력은 다이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픈워터다이버의 과정이 바
로 그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매일 저녁에는 리조트 로비에서 도감을 보며 로그북에 내용을 채워나갔다. 나는 공식적
으로 18회 정도 입수를 했는데, 각각 내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들이지만 그 중 몇 가지 에
피소드들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보고 느끼는 자연
다이빙을 하고나면 그날 밤은 어찌나 피곤한지 바로 곯아 떨어져 버렸다. 나는 새해를 맞
이하던 전날에도 2014년을 잠결에 허무하게 보내버렸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해피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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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외치는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와 폭죽소리가 들려왔는데도 나는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날도 꿈속에서 앵무고기를 만났다.

마치며
길지만 짧게 느껴진 다이빙 일정은 어느새 끝을 향해왔다. 짐을 정리하고 초보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테이블 산호이다. 누군가 만찬이라도 즐길 듯이

다이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강사님들과 작별인사를 하던 마지막 날, 릴

펼쳐놓고 간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 산호는 한국 몽촌토성 공원의 나홀로나무

로안의 날씨는 보란 듯이 맑았다.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과 함께 아쉬

같이 단연 돋보이는 산호였다. 그 안에는 스카이 블루 빛과 레몬색의 수많은 물

운 마음을 달래려고 오전 내내 스킨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다이빙을 떠나는

고기 떼가 살고 있었다. 작은 몸집이었는데 산호 사이에서 잘 유영했다. 사랑스

채비를 하던 다른 사람들과 바다에서 작별인사를 했다.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

러운 모습이었다. 테이블 산호위로 날듯이 유영하기 위해 양손을 펼치고 핀킥

갈 그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을 했었다. 순식간에 산호 속으로 몸을 감추는 물고기들은 내가 지나가는 순간

도착한 한국은 역시나 추웠고, 인천공항은 이상하다고 여겨질 만큼 쾌적하고 편

순간 다시 산호위로 날아올랐다. 이 테이블 산호를 잊을 수 없어 여행 일정이

리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은 나를 반겨주었다. 지금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의 끝나갈 즈음에는 스킨으로 테이블 산호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갔다. 사진

우리 집 고양이가 보고 싶었고, 나는 현재 겪고 있는 환경에서 다시 평소의 나로

으로 담아놓기 위해, 내 눈으로도 하나하나 기억하기 위해 그 위를 계속 맴돌며

돌아왔고 그 뒤로도 현재까지 가끔 로그북을 펼쳐본다.

헤엄쳐 보기도 했다.

현재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스킨스쿠버를 경험해 보라고 긍정적으로 권유하고

산호들로 뒤덮여 있고, 작은 돌다리 같은 구조물에 살던 주걱치 무리 사이를 통

있다.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을 훌륭한 사람들이 개척한 기술들로 인하여 앞으로

과한 기억도 난다. 물고기 무리 사이를 가르며 지나는 경험은 알 만한 사람들은

누릴 편리함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지적수준은 더 높아지고

알 것이다. 출근길에 북적이는 전철을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 어깨에 치

성숙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바다라는 곳은 인류 모두에게 평등한 모

이고 불쾌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물고기 떼와는 지느러미

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한번 스치지 않는다. 그들 사이로 유영하며 지나갈 때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빨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가의 정신이 깃들어

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은 다른 문화적 경험으로는 얻지 못하는 스킨

있다. 도시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는 마음 한편에는 넓은 초원을 달리

스쿠버만이 간직하는 특수한 경험이다. 바닷속에서 인위적인 것은 나 자신 뿐이

고 사냥을 하며 떠돌아다녀 보고 싶은 원초적인 에너지가 숨어있다. 스킨스쿠버

기에, 스킨스쿠버는 공존하며 즐기는 법을 배우는 레포츠라는 생각이 들었다.

는 육지에서 물리적으로 느낄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을 바닷속에서 오감을 통해

바다뱀이 호흡을 하기 위해 우리일행을 따라 유영하던 아찔한 순간과 머리만 빠

느낄 수 있다. 그 점이 내가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점이다. 중력

끔히 내밀고 하염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가든일 무리도 기억에 남는다.

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느낌, 서두를 필요 없는 몸짓,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

정말 장관이었던 것은 흐린 시야 속에서 목격한 잭피쉬가 아닐까 싶다. 그 커다

로 돌아가는 나와는 다르게 여유 만만한 다른 생명체들. 이질적인 공간속에 방

란 몸집으로 더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잭피쉬들. 조류 따위는 우습다는 듯

문한 나라는 존재는 바닷속에서 아무런 생각과 잡념 없이 그저 아름다운 풍경

이 한 방향으로 천천히 유영하던 비현실적인 잭피쉬 무리를 올려다 볼 때는 눈물

을 바라만 보면 된다.

이 핑 돌아 마스크에 습기가 차기도 했다. 다이버들이 잭피쉬를 보기 위해 왜 이

이 글을 보는 이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스킨스쿠버를 죽

곳을 찾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조류를 처음 겪었던 나는 잭피쉬

기 전에 경험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나는 아직도 사랑에 빠진 것만 같

를 보기 위해 장갑을 낀 상태로 산호를 꽉 붙잡고 안간힘을 썼다.

은 마음으로 바다를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다.

착륙지점을 찾듯이 거미 같은 다리로 헤엄을 쳐 이동하던 바다나리의 모습, 자신
이 얼마나 아픈 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는 듯이 미동도 안하는 라이언피쉬
의 모습은 나중엔 평범하기까지 했다. 심술이 가득한 표정의 타이탄트리거피쉬
가 성게를 쪼아 먹던 모습도 본적이 있는데, 자기혼자 그 성게를 차지하려고 다
른 물고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집밖으로 나와 있다가 화들
짝 놀라 들어가던 쉬림프고비의 완전한 모습도 보았다.
바다는 다양하고 수많은 생물들이 공생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다이빙을 하
며 구경을 하다보면 작은 모래알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것만 같다.
너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아는 척을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도감이 도움을 주었다. 도감을 열심히 본 보
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내 마지막 다이빙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주었던, 피
그미 프로그피쉬였다. 양서류와 어류의 중간지점처럼 생긴 신체구조와 새빨간
다홍빛을 지닌 작은 녀석이었다. 그 앙증맞고 깜찍한 모양으로 아장아장 기어
다니는 모습은 곧바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두었고,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
다. 그렇게 뜻 깊은 마지막다이빙을 마치고, 내 18회의 다이빙은 끝이 났다. 그리
고 소중한 스쿠버다이빙 기록이 내 로그북에 남겨져 있다. 이 여행기도 로그북을
되새기며 적어 내려간 것이기에 더 없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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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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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리브어보드 / 1차

팔라우 리브어보드 / 2차

묻지마 투어

시파단 투어

갈라파고스 투어

일정 1월 28일~2월 5일

일정 2월 5일~13일

일정 3월 중순

일정 3월 4~10일

일정 3월 / 1차

특징 SOLITUDE ONE 리브

특징 전체 챠터로 항공+리브

특징 그저 믿고 출발합니다.

특징 계절 좋은 봄. 시파단의

어보드로 팔라우 구석구석을

어보드 완벽일체 일정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거북이를 만나러 갑니다.

11월 / 3차
특징 다이버 모두가 꿈꾸는

아무것도 묻지마!!

한번에!!

6월 / 2차

그곳, 갈라파고스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피지 투어

오키나와 투어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발리 휴양투어

일정 4월 23~29일 / 1차

일정 4월 예정

일정 5월 21~25일

일정 7월 8~21일

일정 8월 예정

4월 30일~5월 6일 / 2차

특징 상어 피딩 다이빙으로

특징 오키나와 관광과 케라

특징 때묻지도 손타지도 않은

특징 만타, 리버티 난파선 그

5월 28일~6월 3일 / 3차

바로 코앞에서 상어를 마주

마제도 다이빙

천연의 자연 그대로를 만납

리고 개복치까지

특징 1년 중 3~6월만 다이빙
가능한 그곳, 유네스코 문화유
산 투바타하 리프로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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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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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s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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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지역

제도
사이판/로타

버마뱅크

제도
(GBR)

해외 다이빙 지역별 베스트 시즌
다이빙 성수기

국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호주
인도양
남태평양
미국
갈라파고스
코코섬

지역
투바타하 리프
아포리프
레이테(고래상어)
기타지역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
발리(몰라몰라)
라자암팟
코모도
마나도, 렘베
깔리만탄
라양라양
시파단
시밀란군도
푸켓, 피피섬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사이판, 로타섬
팔라우
얍
축
대보초(밍크고래)
용갈라렉
몰디브
홍해
피지
퉁가
하와이
망치상어, 만타레이
고래상어
망치상어, 만타레이

※ 이 자료는 현지 기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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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가능시기

11

12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지역

보라카이섬
씨월드 다이브 센터
070-8258-3033
www.seaworld-boracay.co.kr

사방비치
아우라 리조트
070-7755-9166
www.auradiveresort.com

수빅만

아닐라오/보니또
베르데섬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사방비치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070-7563-1730
www.paradise-dive.net

아포리프

막탄섬
뉴그랑블루 다이브 리조트
070-8248-8770
www.cebutour.co.kr

롬부론섬
보라카이섬

코론

말라파스쿠아섬

엘니도

모알보알
(페스카돌섬)
릴로안/오슬롭

막탄섬

레이테(소고드만)

보홀섬(발리카삭섬)
까미귄섬

두마게테(다우인)
아포섬

모알보알
블루스타 리조트
070-4065-7188
http://blog.naver.com/bluestar7188

투바타하리프

다바오

릴로안
노블레스 리조트
070-8234-6200
www.noblesseresort.com

두마게테
킴스 다이브 리조트
070-7682-1042
www.kimsdive.com

보홀섬
디퍼 다이브 리조트
070-7667-9641
www.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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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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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인천 ↔ 세부
편명

운항구간

KE621
KE623

인천 →마닐라

KE649
마닐라 →인천

KE650
OZ701

인천 →마닐라

OZ703
OZ702
OZ704
PR467
PR469
PR466
PR468

도착

07:55

11:00

19:10

22: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마닐라 →인천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12:30

17:20

00:35

05:30

08:15

11:15

19:50

23:00

20:10
12:30
00:10

23:20
17:15
04:55

출발

도착

19:40

23:10

KE632

세부 →인천

00:45

06:00

OZ709

인천 → 세부

20:20

23:55
06:20

OZ710

세부 →인천

01:00

PR485

인천 → 세부

08:00

11:30

PR484

세부 →인천

00:35

06:00

Z20047

인천 → 세부

01:15

04:55

Z20048

세부 →인천

18:45

00:15

7C2405

인천 → 세부

21:55 01:40[+1]

7C2406

세부 →인천

02:40

인천 → 세부

21:05 00:35[+1]

세부 →인천

01:35

08:10

11:10

LJ021

20:20

23:30

LJ022

01:15

06:00

14:20

19:20

06:55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5J188

마닐라 →인천

15:20

20:05

Z20039

인천 →깔리보

16:55

20:10

20:55

00:10

Z20038

깔리보 →인천

10:40

15:55

12:55

16:10

PR487

11:10

14:40

14:55

19:55

PR491

07:10

12:10

PR486

22:50

PR490

Z20884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7C2305

인천 →마닐라

19:35

7C2306

마닐라 →인천

23:50 04:40[+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10

21:35 00:25[+1]

Z20084

항공사

인천 →깔리보
깔리보 →인천

21:45

01:15

02:05

07:10

15:40

20:4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705

부산 →마닐라

21:30 00:25[+1]

OZ706

마닐라 → 부산

03:35

PR417
PR419
PR416
PR418

부산 →마닐라
마닐라 → 부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05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08:00

PR483

부산 →깔리보

20:50

00:05

PR482

깔리보 → 부산

01:35

06:20

12:00

14:55

20:50

23:45

15:10

19:50

15:10

19:50

5J185

부산 →마닐라

21:40 00:15[+1]

5J184

마닐라 → 부산

16:05

20:40

부산 ↔ 세부

162

운항구간
인천 → 세부

인천 →마닐라

Z20085

항공사

편명
KE631

5J189

Z20885

항공사

항공사

20:05 23:25
23:45 04:15[+1]

KE624
KE622

출발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BX711

부산 → 세부

21:25

00:45
06:55

BX712

세부 → 부산

01:40

KE645

부산 → 세부

21:45 01:00[+1]

KE646

세부 → 부산

02:00

07: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 ↔ 푸켓(태국)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OZ623
OZ625

인천 → 사이판

OZ6053
OZ624
OZ626

사이판 →인천

출발

도착

09:00

14:20

08:45

08:15

13:05

15:20

19:10

OZ6760

02:40

06:30

OZ748

03:00

06:50
07:10

10:10

15:30

7C3401

사이판 →인천

16:30

20:20

편명

운항구간

OZ607

부산 → 사이판

21:00 01:50[+1]

OZ608

사이판 → 부산

03:10

출발

도착

편명

항공사

KE677

인천 → 코롤

20:45 01:45[+1]

KE678

코롤 →인천

03:00

인천 → 코롤
코롤 →인천

출발

도착

KE63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3:10 04:00[+1]
05:00

10:10

도착

덴파사르 →인천

16:25
00:25

08:25

01:25

09:20

01:50

09:45

02:30

10:25

인천 →덴파사르

00:25 08:25
19:20 01:40[+1]

OZ764

덴파사르 →인천

03:00

편명

운항구간

OZ17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171

07:30

오키나와 →인천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00

23:30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30

06:40

OZ1715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00

22:30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40 05:45[+1]

7C1802

LJ062

7C1801

11:00

LJ24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발

도착

09:40

11:55

10:10

12:25

11:40

13:55

12:20

14:35

13:00

15:20

13:30

15:50

15:00

17:20

15:40

18:00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오키나와 →인천

16:35

18:55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15

12:30

07:45

10:00

편명

운항구간

LJ247

14:05

16:20

KE473

인천 →말레

22:40 06:40[+1]

LJ246

13:30

15:45

KE474

말레 →인천

15:40 06:10[+1]

LJ242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2:35

KE5630
OZ763

항공사

오키나와 →인천

LJ243

※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11:00

13:15

17:20

19:3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오키나와

인천 ↔ 난디(피지)
항공사

도착

인천 ↔ 오키나와

인천 ↔ 말레(몰디브)
항공사

출발

23:55 07:50 [+1]

OZ757 인천 → 코타키나발루 20:00 00:20[+1]
OZ758 코타키나발루 → 인천 01:30

09:45

23:55 07:50 [+1]

인천 → 오키나와
출발

22:25 06:25[+1]
02:00

18:25 00:35 [+1]
인천 →덴파사르

OZ172
운항구간

20:20 01:00[+1]

18:00 00:10[+1]

KE630

08:15

09:10

운항구간

KE5629

22:10 03:00[+1]
04:00

푸켓 →인천

KE629

KE634
운항구간

인천 → 푸켓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덴파사르(발리)

06:20

편명

편명

01:00

OZ747

인천 ↔ 코타키나발루
항공사

푸켓 →인천

20:50 02:10[+1]

03:20

OZ610

도착
23:15

KE638

인천 → 사이판

OZ609

출발
18:40

OZ6759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푸켓

20:10 01:30[+1]

부산 ↔ 사이판
항공사

편명
KE637

항공사

19:40 01:00[+1]

7C3402

7C606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137

인천 →난디

19:25 08:20 [+1]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10

10:05

KE138

난디→인천

09:5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05

13:20

출발

도착
17:4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R
U
TO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국가정보원에서 전하는

⊙ 나라별 마약범의 처벌 내용

마약 주의 안내

중국은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50g 이상 밀수하거나 판매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분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마약의 종류와 거래량ㆍ재범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
필로폰의 경우, 50g 이상 거래시 초범은 10년 이상, 재범은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3범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모 씨 등 3명은 마약이 은닉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인이 건네준 신발
을 신고 싱가포르 공항을 출국하다가 그 밑창에서 헤로인 2.1kg이 발
견되어 체포되었다.
교포인 박 모 씨는 큰 돈을 주겠다는 아르헨티나 마약조직에 속아 비닐
로 포장한 코카인 1kg을 삼킨 채 운반하다가 독일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연기자 지망생 이 모 씨는 일본에 관광을 갔다가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복용하고 그 일부를 몸 안에 숨겨 들어오다가 체포되었다. 이
들은 오늘도 낯선 타지에서 외롭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
조직원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여러분의 이웃이다.
마약범죄 조직원들은 이렇게 다가온다
“눈 한번 딱 감으면 큰 돈 벌 수 있어요.”거액의 사례금 또는 무료 해
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마약 운반을 부탁한다. 특히 운반
대상을 섬유원단이나 광물 샘플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유흥주점에서 피로회복제라는 명목으로 마약
을 술에 타서 권하거나 흡연하도록 하여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가방 좀 들어주실래요?”항공기를 놓쳤다거나 휴대품이 너무 많아
혼자 들 수 없다면서 마약이 숨겨져 있는 가방을 대신 들어달라고 부

일본은 필로폰을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양도ㆍ인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태국은 헤로인ㆍ필로폰ㆍ엑스터시를 복용하였을 때에는 6개월~10년
사이 실형과 벌금 5천~10만 바트가 선고되며, 20g 이하를 소지하였을
때에는 1~10년 사이 실형과 벌금 1만~10만 바트, 그리고 판매 시에는
실형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필리핀은 마약류를 소지(아편ㆍ모르핀ㆍ헤로인ㆍ코카인 10g, 필로폰
50g 등)하였거나 밀반입한 경우 최대 사형 및 50만~1천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였을 시에도 초범은 6개월 이상 치료소 수용,
재범은 징역 6~12년 및 벌금 5만~2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헤로인 15g 이상, 대마 50g 이상, 필로폰 250g 이상을
소지ㆍ밀매ㆍ밀수한 경우 사형이 부과되며, 소량을 소지하였을 때에도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일단 극형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정부의 감형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잘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 주요 남용 마약의 종류 및 특성
마약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111콜센터로 전화하라.
필로폰 중국에서는 ‘빙두’, 필리핀에서는 ‘샤부’라 불리며, 유흥업소에서
술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연기로 흡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 특징이다.

탁한다.

엑소터시 알약 또는 캡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본이나 태국 등지의
클럽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하며, 최근에는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약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

케타민 ‘스페셜 K’라고도 불리며 엑스터시의 대체물 또는 엑스터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조물로 사용된다. 코로 흡입 또는 연기로 태우거나
술에 타서 마신다. 기억손상, 운동기능 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소지·사용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밀반입·판매·제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하며 상습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우리
나라만큼 처벌이 강하지 않으니 외국에서는 마음놓고 마약을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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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원산지는 미얀마이며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유통된다. 알약 형태이며 필로폰과 같은 성분에 카페인ㆍ코데인 등이
혼합되어 있다.
대마초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 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THC라는 환각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의
대마초는 기존 대마초를 개량하여 환각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크다.

국가정보원에서 전하는

여권 분실에 대한 주의 안내
국제범죄조직들이 우리 여권이나 사증을 위변조하여 국내에

자행하여 여권을 강제로 탈취하기도 한다. 우리

불법 입국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만난 브로커들의 꾐에 빠

반인류적인 테러나 마약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

져 현지에서 여권을 고가에 밀매한 후 허위 분

고 있다. 특히 우리 여권은 세계 77개국 이상에 무사증 입국

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난·분실된 우리 여권을 국제밀매조직

는 국내 여권 브로커가 해외여행 능력이 없는

들이 위변조하여 외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지

노숙자나 노인들을 꾀어 여권을 발급받은 후 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국공항이 우리

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유

국민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외여행자

학생 등이 중국에서 여권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

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도 실추될 우려가

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있다.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 여행객들이 분실한 여권은 매년 수만 건으로 이중 대부

특히 여행사에서 통합 보관하는 여권이 밀매조

분이 중국·동남아지역에서 분실되고 있고 해외여행 중 쇼

직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보안시설을 갖춘 2중

핑, 대중교통 이용, 식당·사우나 출입 시 부주의로 분실하거

시건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서랍이나 캐비

나 여권 밀매조직들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강도·폭행을

닛 등에 보관하다 도난당하는 사례도 많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이런 점에 유의하라.
▶중
 국 동북 3성 일대를 중심으로 여권 도난·분실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유럽의 대도시 등에서 소매치

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여권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
 히, 관광안내원이나 숙박업소에 여권을 맡겼다가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을 여행할 때는 누구에게도 여권을 보여주거나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
▶해
 외 어디를 여행하든지 여권은 지갑과 별도로 보관해 여권과 지갑을 함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해
 외여행 시 접근하는 외국인에게 방심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제의를 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현지

경찰이나 우리 대사관에 즉시 연락하자.
▶여
 권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할 경우「여권법」
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발급도 제한된다.

여권 도난·분실 시 대처요령
▶여
 행 중 여권을 도난·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대사

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고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재
발급 받아야 한다.
▶국
 내에서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여권발급기관

(도청,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분
 실하여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되찾은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받아놓은 비자
(VISA)도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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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레스에서 초 고성능 호흡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MARES sets a new Benchmark)

FUSION 52X

새로운 Fusion 52X 호흡기는 다이빙 부문에서 최고 성능의 기준
이다. Fusion 52X는 마레스의 엄선된 호흡기 부문에서 가장 최근
에 제공되는 제품이며 다이빙 업계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적,
그리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Red Dot Design상을 받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디자인
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용성을 갖춘 새로운 퓨젼 50X는
1단계와 2단계 모두에 있어서 혁신의 정점에 있다.
새로운 1단계, 52X는 더 좋은 성능을 내며 스스로를 진정으로 독
특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 찬물에서 특히 발
전된 성능을 위한 자연 대류 채널(NCC, Natural Convection
Channel) 시스템에 모든 환경과 모든 수심에서 더욱 일정한 중간
압을 전달하는 이중 DFC(Dynamic Flow Control) 시스템을 포함
한다. 52X는 이제 새로운 ACT(발전된 코팅 기술, Advanced
Coating Technology)가 적용된 고압 밸브를 갖추고 있다. 이 새로
운 밸브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코팅을 자랑하며 기존의 밸브보다
600%까지 성능과 내구성이 향상되었음이 안정성 시험에서 증명
되었다.
고유의 특성과 혁신은 1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레스의 고급 호
흡기 중 최초로 트윈파워 흐름 조절 장치, “Twin Power” flow
control을 설계하였다. 이 기능은 다이버가 기체의 전달을 자연스
러운 호흡에서 극한의 호흡까지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
다. 트윈 파워(이중 조절) 흐름 조절 장치는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조절(VAD와 VAD+)을 제공하여
극한의 또는 비일상적인 조건에서 다이빙할 때 다이버가 더 큰 공
기의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준다. 새로이 변경된 크기와
형태의 바이패스 튜브는 이제 L자 형태가 아닌 공기 전달의 빠르
기와 양을 증가시키는 S자 형태다. 2단계 몸체의 깊이가 더욱 깊어
진 결과로 디멘드 레버의 작동 범위가 증가되었다. 작동 거리의 증
가는 2단계 밸브를 더욱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공기의 흐름을 공급하도록 해준다.
퍼지 버튼은 힘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넓고 더 쉽게 변
경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모두가 퓨
젼 52X를 필수품으로 만들어주는 무광의 새틴 마감을 뽐내는 독
특하고 고급스러운 형태로 발전되었다. 퓨젼 52X는 주 호흡기와
옥토퍼스 모두 출시되며 요크 타입과 딘 타입이 있다.
새로운 퓨젼 52X는 독특한 다용도 포장으로 배송된다. 이 포장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각 판매점의 상품 판매의 필요성에 부합하
는 전시대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마레스는 퓨젼 52X로 다이빙 장비의 기술과 발전에
의미심장한 이정표를 진정으로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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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코리아의
새로운 마케팅 접근
마레스에서 3년에 걸쳐 개발한 초 고성능 호흡기 Fusion 52X를 다이버가 직접 사용해보
고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한다.

슬로건
“Fusion 52X 최고의 편안함을 지금 체험해보세요.”

제품의 개발배경
Fusion 52X 호흡기는 기본 설계 방향의 설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3년 이상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특히, 최초의 테스트 샘플을 제작한 이후 1년 4개월에 걸쳐
100여 개의 테스트용 호흡기를 만들었다.
제품개발을 책임진 마레스 개발 담당 이사 세르지오 안젤리니 박사는 본인이 직접 현장
테스트를 직접 진행하였고 테스트 챔버만이 아닌 해양에서 총 2,000시간 이상의 테스트
후 완성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랜 시간의 테스트 목적은 수중에서도 지상
에서와 동일한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품의 특징
• 최고의 호흡성능(VAD+ 30cuf/min Flow Rate Test)
지금까지 출시된 어떤 호흡기보다 30% 더 많은 공기 공급이 가능하다.
• 자연스러운 호흡(Double Curvature Bypass)
수중에서도 지상에서와 동일한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하다.
• Two in One(VAD/VAD+)
편안한 호흡과 극한의 호흡 모두에 적합하도록 실제로 공기의 양을 조절해준다.
• 52X 1단계의 진화
1단계의 스프링과 고압밸브를 새롭게 설계하여 반응 속도를 극한으로 높였다.
• 사틴 코팅(Satin Coating Finish)
최고에 어울리는, 포르쉐에 적용된 새로운 사틴 코팅으로 제품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전국 수영장에 테스트용 비치
Fusion 52X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잠수풀의 테스트용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제3자의
Fusion 52X를 대여하여 사용하였던 사용 후기를 마레스코리아 페이스북(w w w.
facebook.com/mareskorea.co.kr) 또는 마레스 홈페이지(www.mares.co.kr)에 올려 주
시는 모든 다이버들께 DEPC어류도감을 무상으로 증정한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 후기 중 “좋아요” 클릭을 많이 받은 분께는 12월부터 3월까지 매월
한 분을 선정하여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를 증정한다.

고객관리 이벤트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Fusion 52X 호흡기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품질보증서 카드
와 안내카드를 같이 보내드리며, 품질보증서 카드는 2년에 한 번 무상 세척을 지원한다.
(고객관리 이벤트 프로그램은 3월 20일 구매분 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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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HOLLIS 상을 수여 받은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HOLLIS / OCEANIC / OCEAN PRO / LAVACORE의
AUP(American Underwater Product)는 DEMA SHOW
2014(DS 2014)의 메인 스폰서이자 미국 다이빙 시장 내 영향
력이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하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이번 DS 2014에서는 AUP의 브랜
드별 올해의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지난 9월 AERIS가
OCEANIC으로 인수 합병됨으로써 총 4개의 브랜드 별 시상
과 신규 딜러 및 공로상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AUP의 국내 distributor인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올해
의 HOLLIS’ 후보로 올라 시상식에 초대되었다.
HOLLIS는 테크니컬 다이빙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AUP에서
는 하이엔드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마이크 홀리스 HOLLIS
사장은 딜러 세미나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테크니
컬 다이빙 시장에서도 재호흡기, 사이드마운트 시스템 BC,
윙 시스템 장비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명실공히
탑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다양한 자료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도 최신의 장비와 세계적 트랜
드를 반영한 시스템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해온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의 저력은 시상식에 모인 외국의 유
수한 딜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마침내 AUP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HOLLIS AWARD의 영
예는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에게 돌아갔다. 국내 및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남미 시장에 견줄 수 있는 정도로 성
장한 점이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마이크 홀리스 시장의 감사
인사와 함께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신명철 (주)우정사 대표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HOLLIS의
브랜드 파워를 발판으로 OCEANIC과 그 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밥 홀리스
AUP 회장은 오랜 파트너쉽의 협력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가
자는 희망의 인사로 화답하였다.

밥 홀리스 AUP 회장과
(주) 우정사 신명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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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진화의 결정체
OCEANIC 다이빙 컴퓨터

TUSA 아시아 최우수 distributor 선정
DS 2014의 또 하나의 메인 스폰서 TUSA는 최근 일반적인 상품 소개

OCEANIC은 해마다 다양한 종류의 다이빙 컴퓨터를 출시해왔다. 일반적인 콘솔

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활동과 마케팅 기법을 바탕으로 브랜드 퀄리티

타입, 시계형 외에도 마스크 내장 타입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해오며 변화의 물결에

를 높여가고 있었다.

그 흐름을 이어왔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의 듀얼 알고리즘을 채택, 프로그램 베이

오랜 기간 베스트 파트너 쉽을 이어온 TUSA와 (주)우정사 / 오션챌린

스의 안정화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져는 올 한해 Annual 미팅과 신상품 기획, 딜러 투어로 지속적인 성

올 해는 손목형 타입의 VTX와 하이엔드 시계 타입 OCi Black Edition(BE), 콤팩

과를 일궈왔다. 특히 2014년 세계 경기 침체 여파 속에서도 주춤하지

트 스테인리스 시계 OCL을 DS에서 선보였다.

않고 설정된 목표에 다가가 그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은 미래 시장

VTX는 OLED 컬러 다이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눈여겨 볼 기

을 개척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능은 Bluetooth의 내장이다. 이것으로 다이버의 로그 기록을 현장에서 보다 빠르

이와 같은 성과로 말미암아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TUSA 아시

게 휴대폰으로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졌다. ios 체계로 운영 중인 DIVER LOG

아 최우수 distributor로 선정되었다. 스쿠버다이빙 아이템 외에도 스

APP에서는 쉽고 디테일한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하며 Facebook, Twitter는 물론

노클링과 물안경 아이템 역시 꾸준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Youtube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이버의 로그 기록을 공유할

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미노루 다케우치 사장은 DS 2014 공식 미팅

수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 역시 연말 출시 예정)

석상에서 한국시장에 특화된 아이템 개발 협약에 관한 의견을 전하

이미 2년 전 출시되어 국내 다이버들에게도 친숙한 OCi는 해를 거듭하며 기능상

였다. 여기에는 국내 다이버들에게 최적화된 장비와 프로모션 등이

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다양한 색상을 추가해왔다. 2015년형으로 소개된 BE는

포함되어 있다.

All Black 버전에 무광 베젤링이 디자인되어 고급스러운 무브먼트 시계의 그것과

전 세계 딜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각국의 정보와 인기 아이템을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공유하여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 아이템 등을 확인할 수 있

콤팩트 시계형 다이빙 컴퓨터는 대개 액티브한 다이버들 또는 여성 다이버들의 주

었다. 또한 TUSA USA 홍보팀으로부터 마케팅 자료를 전달 받아 국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콤팩트 컴퓨터들은 디자인에 치우친 나머

내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SPOEX 2015에서 진행될 이벤트

지 내구성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OCL은 이러한 고정관념

역시 서로간의 아이디어를 개진하였다.

을 깨고 강인한 스테인리스 BODY에 바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만들어져 현지

TUSA의 2015년 신상품으로는 M1003 프리덤 마스크와 여성 전용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알고리즘 역시 AUP의 시스템이 그대로 반영되었

BC가 대기 중에 있다.

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도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1. 하이퀄리티의 OCi
2.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VTX
3. 콤팩트 다이빙 컴퓨터 OCL
4. 여성 전용 BC 0401
5. 웅장 규모를 자랑한 TUSA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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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VIKING

SOLA 시리즈에 혁신적 변화를 시도한
Light & Motion

스웨덴의 AMSELL그룹의 방호/보호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

작년 DS에서 획기적인 수륙 양용 미니 라이트 GOBE 시리즈를 출시한 Light

한다. 그 중 스칸디나비안 드라이슈트 브랜드 VIKING은 침투 또는 오염

& Motion은 올해는 SOLA 시리즈의 리뉴얼로 2015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

된 지역에서 활동을 요하는 다이버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준다.

선 가장 큰 변화는 라인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VIDEO 파트에는 PRO

DS 2014에서는 2015년을 위한 자료가 수집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작전

8000에서부터 1200 S/F(집중/확산)까지 6개의 모델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거

지역에서 사용되는 슈트의 용도 등이 확인되었다.

기에 더해 White color가 추가되어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Video Pro
8000은 Body 후면에 OLED 액정이 삽입되어 실시간적으로 사용 현황을 체
크할 수 있게 되었다. 출시 예정인 VIDEO 3000은 기존의 동일한 SOLA

리뉴얼의 진수를 보여 준 HOLLIS
사이드마운트 시스템 BC SMS 75x는 SMS 75의 변형된 타입으로 등 쪽
웨이트 포켓 기본 장착, 덤프 밸브의 위치와 백 플레이트 디자인 변경을
통해 전문화된 BC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밖에도 번지 줄의 높아진 강도
와 탄성은 사용자 편의에 맞춰졌으며 D-RING, QUICK-LINK가 취향에

탑재한 LASER 600은 인스트럭터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액세서리 파트에서는 GoPro 전용 Light의 출시를 눈앞에 두고 현재 프로토
타입을 테스트 중에 있었다. GoPro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은
2015년 초 국내에도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맞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
BTX 500은 FX 100과 DX 300등 기존 고가 드라이슈트 라인에서 추가
된 중가형 모델로 2015년 1월 이후 출시 예정이다.

1

Body에서 3,000루멘까지 빛을 발휘하는 엄청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DIVE
라인 역시 색상을 Black, White 두 종류로 추가했으며 레이저 포인트 기능을

2

국내 담당자 댄 발도치는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와의 미팅을 통해 성공적인
2014년을 결산하고 2015년 프로모션 계획과 신상품 공급 시기를 논의하였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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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KING 부스
2. 리뉴얼에 성공한 SMS 75x
3. 작지만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SOLA VIDEO 3000
4. 최대 8,000루멘의 빛을 발광하는
SOLA PRO 8000
5. SOLA LASER 600
6. 엄청난 인파가 몰린 AUP의 HOLLIS 섹션

하이 퀄리티 브랜드의 최고봉
ATOMIC

에필로그

ATOMIC은 Z3 / B2 / M1 / T3라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호흡기 라인업으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공

장기 불황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이빙 시장 역시 그 침체의

로 그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메카니즘을 방문객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이번

급, 주요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변함

DS에는 BC 구성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그것은 바로 콤팩트 인플레이터

없이 정진할 것을 이번 DS 2014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시스템 AI이다.

있었다. 2014년의 성과와 결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2015년 시장

AI에는 BC 장착형 보조 호흡기 SS1을 개발했던 기술력과 노하우를 살려 고급 인플

의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아갈 것이다. 다이버들의 많은 관

레이터 시장을 개척하고자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프로토 타입의 운영이 마무

심 바란다.

리 단계에 있어 국내 시장의 빠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딘 가라파 사장의 환대로 진행된 인터내셔널 미팅에서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안

DS 2014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적인 제품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며 상호간의 2015년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의 홈페이지(www.woojungsa.co.kr),
facebook(www.facebook.com/tusa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1

2

3

4

5

1. 아토믹 AI 인플레이터 시스템
2. 마이크 홀리스 HOLLIS 사장
3. VTX의 기능을 확인 중인
홍장화 IANTD 본부장
4. AUP 담당관 조나단 스탈맨과 함께
5. 라이트앤모션 담당관 댄 발도치와
함께
6. AUP 인터내셔널 세미나를 진행 중인
마이크 홀리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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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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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풀장 연습 중
회원 한 분이 금년에 마지막 다이빙을 한 것이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이빙 진행 시 특별한 사항
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원이 곧 있을 투어를
위해 풀장에서 하강연습을 하는데 귀와 관자놀이 부
분에 통증이 오고, 자꾸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퀄라이징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상없
이 되었다고 합니다.

?
&

Question

하지만 두통을 동반한 귀와 관자놀이 사이의 통증이
가시질 않아 3~4번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 계속되
는 통증에 출수하니 같이 연습했던 친구가 왜 한쪽으
로 기울어져 걷느냐고 말했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달 전 쯤 청력검사를 받았을 때 이상 없다는 의사
의 소견을 들었다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제 직업특성상(3교대 야간근무) 아침에
일이 끝나고 바로 풀장으로 갔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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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일까요? 박사님!

A 자발성 기흉은 금기
풀장 연습 후 나타난 이상이라고 해서 풀장 연습 때문
에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신경과 전문
의를 찾으셔서 뇌 및 척추 부위의 촬영과 목과 두개골
내의 혈관 조영술(역시 MRI로 영상화하는 것이 가능합

Answer

니다). 그리고 중추 및 말초 신경검사를 받아보시도록
하십시오.

Q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
저는 모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
기에 걸린 상태로 비행해서 몇 차례 중이염에 걸린 병
력이 있습니다. 특히 왼쪽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며칠
전 있었던 체험 다이빙 때에도 수심이 깊어질 때마다
통증이 심해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

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

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

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였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

게재합니다.

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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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곳으로 잠수하지 않고 현 수심에서 적응

못하고 반복 다이빙을 해서 DECO가 걸렸는데 충

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침대에 누

을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만

분한 감압을 못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 잠을 청하게 되었구요.

내려가도 통증이 생깁니다. 이퀄라이징을 열심히

최근 2년 전부터는 DECO상황은 없었습니다. 이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순토 D4i 컴퓨터의

해도 편안하게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직업상 다이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다이빙 로그를 분석해보니, 전체 다이빙 시간은

빙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매력 때문에 포

10m이내에서 상승 시에 머리가 띵해질 때가 있습

52분에 최대수심은 25m로 그리 깊지 않았고, 완

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들 아무 이상

니다. 상승속도를 분당 9m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만한 상승과 함께 5m 안전정지는 8분으로 충분

없이 즐겁게 하는 듯 한데 왠지 저만 귀에 통증을

도 약간 빠르다 싶으면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

하였으며, 중성부력을 잘 맞춰서 안정적으로 다이

감내하고 다이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감압증인지요? 그럼 챔버치료로 치료될까요?

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해도 괜찮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A 원인 제거 후 입수해야

두 번의 다이빙을 동일한 수준으로 다이빙을 하였

A 정보 부족

고 다이빙 사이의 수면휴식은 1시간 정도였는데

“머리가 띵한 것”
만 가지고“감압병이다. 챔버 치

두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나서 구토와 현기증이

항공성 중이염은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료를 받으라”
고 권할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그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8명의 일행 중에 저 혼자만

신체에 특히 중이의 공기 공간에 압력변화를 계

러나 감압병이란 것이 상승 속도를 지켰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혹시나 해서 공기

속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압력평형이 잘

절대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빨리 올라온

통 오염 여부도 확인해 보니 별다른 냄새도 없는

되지 않는 상태로 다이빙을 계속하는 것과 진배

다고 해서 꼭 걸리는 것도 아닌…, 상당히 애매한

양호한 공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토와 현기증

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왕 중이염이 발생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쪽의 프로

을 유발한 원인을 알아보려고 귀국 후에도 자료

다면 그 중이염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그 중이

필을 지키시는 것이 좋겠고, 혹 다른 증상(현기증,

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원인을 발

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완전히 제거한

손발 저림 등)이 나타난다면 챔버 치료를 고려하

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마무리된 회사

이후에 다이빙을 하는 것과 항공기 운항 역시 재

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스트레스로 담배를 많이 피운 것과

많은 분들이 압력평형이 잘 안 되는데(혹은 다이

답변에 대한 답변 : 감압병!

남아로 다이빙을 떠날 때 인천공항을 출국한 이

빙을 하면 고막 천공이 계속되는데) 먹고 살기 위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을

후로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동안 피웠

해서는 다이빙을 할 수 없으니“박사님, 어떻게 할

못 한 것 같습니다. 증상이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

던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까요?”하는 질의를 본 컬럼이나 전화로 혹은 이

러운 현기증이 생기던데 챔버치료를 받아봐야겠

메일로 꽤 자주 물어 오십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

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몸이 상한 게 의심이 되는데요. 동

는 답변은 한결같을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완전히 나은 다음에 원인을 제거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알아본 결과 구토와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증”
과도 증상이 유사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중독증에 걸릴만

Q 다이빙 후 구토, 어지럼증

큼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한 것도 아니고, 산소

입수하셔야 합니다.”밖에 없습니다.

다이빙 로그가 90회 정도 되는 40대 초반의

비율이 높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한 것도 아닌데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상당히 흔한

PADI 다이버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비후성) 비염입니

얼마 전에 다이빙하러 동남아로 동호회 사람들과

최근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와 늘어난 흡연 및

다. 이관은 하비갑개 말단과 아주 가까이 있고 하

떠나게 되었는데 첫 날 다이빙을 마친 후에 구토

잦은 야근으로 인한 체력저하가 25m 수심에서의

비갑개가 붓거나 특히 하비갑개의 말단 부위가 부

와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경험하게 되

다이빙에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으면 이관의 입구 역시 함께 붓거나 입구가 밀려

었습니다. 누워있으면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 다이빙과 비음주

서 막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을 느끼

현기증에 토하기까지…. 좀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

다이빙에서 수심에 따른 혈액 속의 기체변화와 이

지 못하지만 압력변화가 급격한 스쿠바다이빙이

생각했는데 증상이 12시간 이상 지속되어서 저도

에 따른 신체의 반응 및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나 항공기 탑승(특히 하강 시) 이관의 입구가 원

놀랐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활하게 열리지 않으면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

다이빙 최대 수심을 25m로 깊지 않게 다이빙을

는 것이지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비강

한 상태라 판단이 되었고, 현기증과 구토증상으로

A 감압병일 가능성 높아

내시경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영상적으로도 확인이

고통이 심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고 싶은 부

가능합니다. 또 이관 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추가

다이빙 샵에 비치된 산소키트를 요청해서 산소공

분은 산소 중독과는 거리가 아주 한참 멀다는 것

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급을 시도했습니다. 10분 정도 호흡을 해보니 별

입니다. 느끼신 증상이 실제 감압병에 의한 신경

차도가 없어서 산소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처음

증상이었다면 PFO(paten fpramen ovale) 혹은 일

엔 감압병인가 싶어서 산소공급을 시도했지만 다

반적인 다른 ASD(Atrial Septal Defect)에 의한 감

Q 감압병?

다이빙 경력은 11년이 되었습니다.

이빙 패턴으로 보아 감압병같지는 않은데 산소를

압병일 공산이 크므로 심장 내과로 가셔서 심장

몇 년 전에 몇 번의 다이빙 중 충분히 휴식하지

마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애매해서 산소공급은 중

컬러 도플러(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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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Q&A에도 검색해보시면 아주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분 정도 산소를 흡입해도 별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산소 흡입을 중단했다고 하신
부분도 현명한 대처는 아니었다고 지적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압병이 의심되는 경
우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산소가 동날 때까지 흡입하시는 것이 좋고 챔버에 도착할 때
까지 계속 흡입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록 감압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산소 흡입은 절대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아니
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술과 담배는 진지한 스쿠바다이빙을 하는 현명한 다이버
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아주 못된 친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체크해보시고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콘택트렌즈와 스킨 다이빙
저는 UUS 잠수사를 꿈꾸고 있는데요. 제가 9월 22일에 가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기흉이라고 해서 관을 삽입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했거든요. 지금은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큰 후유증이나 통증은 없구요. 제가
UUS에 들어가 잠수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자발성 기흉은 금기
기흉도 원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성(원인 미상) 기흉은 또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고 스쿠바다이빙에서는 절대 금
기로 되어 있습니다. 스쿠바다이버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참고하시라고 드
릴 목적으로 RSTC가 만들어 둔 의료 병력 지침서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 질환
폐에서의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질환이든 다이버를 폐 과도 팽창 상해와 이에 따른 뇌 공기 색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망성을 증가시킵니다. 천식(상대적인 기도 질환),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 폐의 낭
포성 혹은 공포(빈공기주머니)를 만드는 질환은 공기를 가두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96년 수중 고
압 의학 학회(UHMS)에서 실시한 다이빙과 천식에 대한 조사에서, 천식 환자에서 폐 압력 손상과 감압
질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이버가 증상이 없어야 하고 운동 검사 전후에
정상적인 폐활량을 보여야 합니다. 흡입 도전 검사(Inhalation challenge tests, 즉: 히스타민, 고장 생리식
염수 혹은 메타콜린을 사용하는)는 스쿠바다이빙의 관점에서 아직 충분하게 표준화되어있지 못합니다.
다이빙 중 생기거나 재발하는 기흉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다이버가 상승할 때 공간 속에 갇힌 공기가 팽
창하면서 긴장성 기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 압력 손상의 위험성에 추가하여, 폐나 흉곽의 구조적인
질병 혹은 신경 근육 질환은 운동 기능을 감소시킵니다. 흉곽과 복벽의 구조적인 질환(허약복부 : Prone
belly) 혹은 신경 근육 질환은 기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중에서 물이 흡인되었을 때 물을 제거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의 경우 수중에 있다는
점(흉곽을 조아서)과 깊은 수심에서 증가하는 흡입 공기의 밀도(기도 저항의 증가)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운동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위험 상태 :
•천식이나 반응성 기도 질환(RAD)*의 병력 •유발성 기관지 경련(EIB)*의 병력
•폐의 경성, 낭종성, 공포성 질환 병력 •비만 •익수 폐부종 •호흡 저항 질환 병력
•다음 원인에 의한 기흉 : 흉부 수술, 외상 혹은 늑막 천공, 이전 과도 흡입 상해
•폐 실질 질환 : 기흉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운동 전과 후의 폐활량이 정상이어야 한다.

심각한 위험 상태 :
•	호흡 저항 질환 병력자발성 기흉의 병력 : 자발적 기흉을 앓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늑막 유착술과 같이
재발을 막기 위한 수술을 받더라도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숨어있는 기저
질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낭포 등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호흡 저항 질환 병력호흡계 질환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저하된 경우
활동성 반응성 기도 질환, 활동성 천식, 운동으로 야기되는 기관지 경련,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혹은 폐기
능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같은 병력 혹은 운동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 다이빙을 하는 것은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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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상에 의한 기흉이라면 치료 후 별 지장

니다. 수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얕은 수심에서 많이

사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수를 하고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활동을 하겠지요. 그리고는 다시

다이빙 관련 질환은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도 매

자전거나 수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수면에서 장비를 벗고 배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번 다이빙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번의 에피
소드로 속단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흉을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다면 잠수하시는

이런 모든 가설과 가정을 하여 따지고 보면 많은

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 병원의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어야 제가 사랑하는

호흡기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쿠바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속이 상

Q 다이빙 중 기침

하지만 사실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9월 23일 오전 10시 40분 최대수심 12.5m 평균

Q 만성 신부전증 - 혈액 투석과 다이빙

적어도 저에게는 투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쿠바

수심 8.6m 수온 25.7도 잠수시간 28분, 다이빙

박사님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이빙의 절대 금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상승속도는 일반적인 속도

현재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

보다 느리게 상승하였구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목에 혈관 수술을 하여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Q 어지럼증

심한 기침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와 관련하여 다이빙을 할 당시 주의를 하여야 할

안녕하십니까. 다이빙 강사로 6년째 활동하고 있

되었습니다.

사항을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막

습니다. 다이빙을 마친 후 극심한 구토와 어지러

약 한 달 정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진료하고

연하게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말만

움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쯤 비치

약을 먹었지만 멈추질 않다가 전문내과의원을 찾

하는데요. 직장, 병원 이렇게만 오가는 생활에 가

다이빙 중 왼쪽 귀에 차가운 느낌과 멍멍한 증상

아 CT까지 찍어 봤습니다. CT상에도 이상이 없었

끔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다이빙을 그만 두기에

을 느꼈으며 그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외이도

구요. 다행히 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

는 생활이 너무 우울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

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잘못된 습

며 기침은 멎었습니다. 후로 기관지가 부어 한동

다. 수술한 혈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

관으로 인해 재발이 두어 번 되었으며, 그때마다

한 섹시한(?) 허스키 목소리로 지내며 나았지요.

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의할 점 등을 박사님께

약물을 복용하였습니다. 그후, 풀장에서 체류 시

그러다 11월 8일 약 3~7m 사이에서 9~15분 정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간과 비례하게 구토와 어지러움이 증가하였습니

도씩 3회의 촬영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

박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 현기증과 하품을 동반한 무기력증과 시선을

터 다시 기침이 시작되었구요. 다행히 저번 보단

발 아래에 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증상

심하진 않지만 몹시 불편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

A 금기는 아니니 잘 판단하시길

까지 생겼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

아마도 잠수 의학 관련 자문을 하면서 인공 신장

박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으로 치료받고 있는 다이버에게“다이빙을 하십시

구요. 심할땐 벤토린을 흡입하면 좀 진정이 되곤
합니다.

오”
라고 권할 미친 의사는 저 밖에 없을 것입니다.

A 내이 감압병

잠수병에 저와 같이 기침에 관한 건은 아직 들어

병리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

감압병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풀장에서도 증상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잠수병의 일종으로 봐

는 사람에게는 스쿠바다이빙은 매우 격렬한 활동

느낄 정도라면 다이빙을 중단하시고, 심장내과에

야 하는지요. 아니면 오염된 공기나 레귤레이터의

에 속합니다. 동맥과 정맥을 이어둔 그 부분도 이

서 심장 원형와 개존증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합

오염인지…. 참고로 다이빙 경력 20년차이고 지속

틀에 한 번씩 바늘을 그것도 꽤 굵은 바늘을 꼽

니다. 이 후 다시 글 올려주세요.

적으로 다이빙을 해 왔지만 다이빙하며 잠수병 걱

아서 혈액 청소(?)를 하는데 그 찔린 자리로 바닷

정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답변에 대한 답변 :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면 체온을 빼앗기기도 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A 오염된 공기?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몸속에는 더 많은 노폐물이

3일전 쯤 헬멧 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감압질환으로 보기에는 뭔가 많이 어색

쌓여서 혈액을 더 혼탁하게 만들 것이기에 절대

말씀드렸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같은 증상이 다이빙 이후 반복적

권유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여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뿐 위의

으로 발생한다면 일단 다이빙 관련 증상으로 보

제 자신이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장

증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의 증상들은

는 것이 안전하겠고, 생각해보면 직접 언급해주신

이 못 쓰게 되면 저도 투석을 받아야 할 텐데, 과

물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병인지 아니면 귀 기관의

공기 오염이나 호흡기의 오염 같은 것을 유추해

연 저도 다이빙을 중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손상인지 치료를 하기에 앞서 박사님의 조언을 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석받은

탁드립니다.

공기야 이곳 저곳 다니면서 다이빙할 것이기 때문
에 모든 공기를 직접 정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바로 그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다이빙을 시도
하겠지요.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 :

호흡기의 경우 자기 것을 계속 쓸 것이고 그런데

침에 찔린 자리는 아마 두터운 양질의 테이핑을

여기서는 제가 님의 모든 상태를 파악할 수 없습

도 같은 증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호흡기 1단계 혹

할 것이고, 친구들에게 탱크를 들어서 물속으로

니다. 귀의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비인후과를

은 2단계 쪽의 곰팡이 오염도 고려해 보아야 할

넣어달라고 해서 수면에서 장비를 착용할 것 같습

찾으시고 여전히 원형와 개존증 여부에 대한 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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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호흡기 내과를 찾으셔서 가래검사를 통

허리에 부담을 확연하게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뵙습니다. 다음번 강습이 있을 때까지 스쿠버

해 기관지의 곰팡이 오염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

이런 저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결국은 본인이 결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보

합니다.

정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오라고 해서 박사님께 질문드려 봅니다.

Q 마미총 증후군

Q 흉부 개방 수술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된 초보 다이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오픈워

다름아닌 제목 그대로 마미총 증후군으로 2006

터 강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크 사

A Cauda Equina Syndrome

년 수술을 하고 완치는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

항을 보니 흉부개복 수술을 했을 시에는 교육을

이런 경우 답변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원칙적인

니다. 잠수를 하다보니 허리가 좀 아파서 이렇게

받기가 힘들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부분만 말씀 드리자면 근무력증 병력과 수술 병

문의드립니다. 담당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

2004년도 12월에 근무력증이란 병에 걸려서 흉

력 그리고 투약 병력 등 다이빙에 적합하지 않은

속 잠수를 해도 될까요? 참고로 허리 약물주사를

부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메스티

많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이빙 가능

일년에 두 번 정도 맞습니다.

논, 스테로이드, 소란도 약을 번갈아 먹으면서 치

판정을 내리기가 절대 쉽지 않아 보이나 바다수영

료를 해왔고, 수술 후 3년에 접어들었을 때 약을

프리 다이빙 등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A Cauda Equina Syndrome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없이 현재까

이 회복되었다면 딱히 말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마미총 증후군이란 Cauda Equina Syndrome이

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척수가 끝나는 부위 아래로 신경다발

현재 하는 운동은 바다수영, 스노보드, 프리다이

수술 받으신 병원으로 가셔서 상황 설명을 하시

이 말의 말총처럼 여러 다발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빙 연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력증 카페에 문

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경다발이 어떤 이유로 자극을 받아서 오는 응

의를 했는데 의사들은 100% 다이빙을 해도 좋다

모든 병력기록지/수술 기록지/현재 폐상태를 확

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입니다.(본인이야 알고 계

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카페 회원께서 강

인할 수 있는 CT 등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해드릴

시겠지만 다른 독자분들을 위해 사족을 달았습니

영천 박사님을 소개해주어서 온라인으로 나마 찾

수 있을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흉부절제를 했다고 해서 스쿠버 교육을 포기해야

다). 이 병은 소위 허리 통증의 주범인 추간판탈출
증과는 달라서 추간판 핵을 제거한다거나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수술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까지의
치료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원인을 제거해 준 다
음에도 상해나 인대염증이나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재발하면서 계속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상당한 수준의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지만 꾸준한 물리치료(특별히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헬스클럽에서 꺼꾸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
로 꽤 장시간 해서 허리를 당겨주고 있고 자전거
를 타는 것도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누워서
타는 자전거를 유산소 운동으로 해주고 있는데)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닌 정도로 계속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거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9-7 통영세계로병원
Tel. 055-649-7115, 017-560-0365 (김희덕원장)

운 탱크를 지고 해변을 길게 걷거나 암반 위로 기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를 통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고, 싱글 탱크
다이빙을 하는 것도 완전히 방해받을 정도는 아

어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 모든 척추 질환에 상당
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의사분에게 문의해도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에게
는 스쿠바다이빙을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다이빙과는 달리 동남아 다이빙을 해보면 자
신이 탱크를 지고 나르는 일이 별로 없고 다이빙
마친 후 수면에서 탱크를 벗어서 텐더보시는 분에
게 올려달라고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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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4947-0275(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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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784-0804, 카페주소 : cafe.naver.com/pandascuba

1959년, 최초의 스쿠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한 YMCA SCUBA!
2008년, YSCUBA의 역사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 !
2015년, 55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S.E.I. Diving Courses
TRAINING PROGRESSION

DIVER LEVELS
MASTER DIVER LEVEL 4
ADVANCED DIVER LEVEL 3
ADVANCED DIVER LEVEL 2
ADVANCED DIVER LEVEL 1

SPECIALTIES

LEADER LEVELS

U/W Navigation
U/W Archaeology
Search & Recovery/Public Safety
Reef Ecology
Nitrox Diver
Night Diver
Ice Diver
Full Face Mask Diver
Equipment Service
Dry Suit Diver
DRAM Rescue Diver

COURSE DIRECTOR
INSTRUCTOR TRAINER
INSTRUCTOR
ASSISTANT INSTRUCTOR
DIVEMASTER

OPEN WATER DIVER
Scuba Introduction
Diver Refreshed – Review & Update
Snorkeling

S.E.I. is the only US organization to offer dual certifications with CMAS
through the Underwater Society of America

1969년, 최초의 전문 스쿠버 강사 양성 대학, 최초의 스쿠버 구조 프로그램 개발!
2011년,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와 PDIC International 창설! WRTSC의 멤버!
2015년, 45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PDIC International Courses
TRAINING PROGRESSION

DIVER LEVELS
MASTER DIVER LEVEL 4
ADVANCED DIVER LEVEL 3
ADVANCED DIVER LEVEL 2
ADVANCED DIVER LEVEL 1

SPECIALTIES

Core Specialties
U/W Navigation
U/W Hunter
Search & Recovery/Public Safety
Reef Ecology
Nitrox Diver
Night Diver
Ice Diver
Equipment Service
Dry Suite Diver
Rescue Diver (DRAM)
Investigation

LEADER LEVELS
COURSE DIRECTOR
INSTRUCTOR TRAINER
INSTRUCTOR
ASSISTANT INSTRUCTOR
DIVE SUPERVISOR

OPEN WATER DIVER
Scuba Introduction – Resort Diver
Dive Refreshed – Review & Update
Snorkeling

PDIC Specialty Courses
Instructor Guide

The knowledge and skill-based programs offered by PDIC are a result of many years as a
member of the World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WRSTC) that is responsible for
forming and maintaining standards for scuba instruction.

Diving Society Diary
2015년

2월

5일 PADI 웨비나-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액션투어 팔라우 리브어보드 2차 (~13일)
7일 IANTD KOREA 아이스 다이빙 (~8일)
PDIC-SEI 수중촬영 강사 과정

2015년

3월

1일 PADI RCCR 세미나
PADI TecRec 코스 세미나
PADI 마케팅 세미나
4일 액션투어 시파단 투어 (~10일)

14일 PADI 강사시험 (~15일)

5일 PSAI KOREA Trimix 레벨 1~3코스 접수 마감일

21일 디퍼다이브리조트 IDC 사전교육 (~28일)

7일 IANTD KOREA 개해제 (~8일)

23일 PSAI KOREA PSD(공공 안전 잠수)
다이버&강사 교육 (~3월 1일)

수지로얄잠수풀 사이드마운트 강좌
11일 디퍼다이브리조트 IDC (~12일)

24일 IANTD KOREA 난파선 다이빙 (~28일)

12일 SDI/TDI/ERDI 감압절차,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26일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3월 1일)

14일 BSAC 정상근 수중사진 교실 개최

27일 BSAC KOREA 2월 강사평가 과정 (~3월 1일)

20일 SDI/TDI/ERDI 상해 DRT엑스포 참가 (~22일)

28일 PADI 프리다이브 코스 세미나

23일 SDI/TDI/ERDI ERD1, ERD2, ERD Tender 과정 (~28일)

PADI 드라이슈트 코스 세미나

25일 PSAI KOREA Trimix 레벨 1~3코스 과정 (~31일)

PDIC-SEI 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3월 1일)

28일 BSAC 강사훈련과정 개최(~4월 5일)

제11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개최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메트로미술관 제2전시실(경복궁역)에서 제

오픈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와 함께 수중사진

11회 빛흐름 수중사진전이 열렸다. 2003년에 창립된 빛흐름 수중사진 동호

가들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회는 올해로 11번째 수중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제11회 빛흐름 수중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10일

The 11th LUXFLUXI Underwater Photography Exibition 2015

오후 5시 전시관에서 열린 전시 오픈 행사는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고,

· 일시 : 2015년 1월 8~13일

또한 많은 수중사진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빈 소개, 빛흐름 회원소

· 장소 : 서울 메트로미술관 제2전시실(경복궁역)

개, 회장 인사, 축사, 오픈 테이프 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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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SCUBAPRO 수입업체 변경
SCUBAPRO 장비 수입선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SCUBAPRO

해성

장비를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던 (주)마린뱅크(대표 : 김주

대표 : 이신우

성)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작년 초까지 SSI

주소 :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273-2

KOREA를 이끌던 이신우 담당관이 SSI를 그만두고 해성(대표

전화 : 02-6959-8697

: 이신우)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새롭게 SCUBAPRO 장비를

팩스 : 02-6959-8698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를 하게 되었다.

이메일 : koreascubapro@gmail.com

사업 개시 일자는 2015년 2월 2일부터이다.

대구/경북 스쿠바강사 연합회가 주최한

아이스 다이빙 행사

지난 1월 17~18일 이틀에 걸쳐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에서는
대구/경북 스쿠바강사 연합회(회장 이현석)가 주최한 아이스 다이빙 행사가 열렸다. 아
이스 다이빙에 관한 교육은 이규식 강사가 담당하였고, 도현욱 트레이너(TK레포츠 대
표)의 기술지원과 텍라인(이명욱대표)의 장비(호흡기 플레이트 윙 기타 장비) 지원 하에
진행된 첫 아이스 다이빙이었다. 특히 이규식 강사가 준비한 표면기체공급시스템을 사
용하였는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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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로 편입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지난
11월 19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11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새 정부조
직법은 11월 19일 0시 부터 공포·시행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현장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과 해양경찰청을 통합,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ʼ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
안총감)ʼ로 각각 개편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해양경찰은 19일 0시부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편입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
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존치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 전체업무를 포괄하고 국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약칭으로도 사용하기로 했다. 약칭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
부,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표기하고, 약칭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해경안전본부, (중부)해경안전본부, (인천)해경안전서로 표기하기로 결
정했다.

해양사고 신고전화

122는 폐지되고 119로 변경된다

- 긴급전화 3개로 통폐합, 20종에 이르는 긴급신고전화 112-119-110로 통폐합 -

20종에 이르는 긴급신고전화를 112, 119, 110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사고 신고전화
122는 폐지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5일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긴급전화를 통합하는 작업
이 마무리돼 범죄 신고는 112, 재난·화재·응급 신고는 119, 생활 민원·상담은 110 등 3개의 번호
로 정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 이와 같
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전화 통합 어떻게 되나
112(범죄·교통사고)
119(재난·화재·응급)
122(해양사고)

통합 대상은 122(해양사고) 등 서너 자릿수 번호 15개와 1577-1389(노인학대 신고) 등 여덟 자릿

117(학교폭력),

수 번호 5개다. 긴급전화 통합은 세월호 참사 직후 긴급전화 체계가 복잡해 재난 신고가 제대로

118(사이버 테러)

이뤄지지 못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111(간

1388(청소년 문제)

첩 신고)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번호들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122는 이번 통합으로 폐지된다. 세월호 사건 때 승객 대부분이 119나 112로 전화를 한 것으로 나
타나 122 번호를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117(학교폭력), 1577-1389, 1388(청소년 문제) 등의 번호는 110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110으로 전화
하면 자동응답(ARS)으로 해당 번호의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

112

→

119

→

110

1366(여성에 대한 폭력)
1577-1389(노인학대)
1577-0199(자살방지) 등 10여 개
※ 긴급한 사안은 112로 신고하고

학교폭력이나 노인 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이면 112, 상담이 필요하면 110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110으로

된다. 110으로 통합되는 번호들은 원래의 번호로 전화해도 연결된다. 해당 번호들을 운영하는 기관

전화하는 방식

들이 개별 번호를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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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다이빙으로 유명한 필리핀 코론(Colon)
한국인 리조트

W divers & lodge 오픈

렉다이빙으로 유명한 필리핀 팔라완의 코론에 한국인 리조트 W divers &
lodge (대표 : 강덕환 강사)를 오픈한다. 그동안 코론에는 외국인 리조트밖에 없
어서 우리나라 다이버들이 방문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는데 이번에 새롭
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오픈하게 된 것이다. 리조트의 시설은 룸이 7개
가 준비되어 있고, 방카보트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이버들이 불편하지 않도
록 충분한 렌탈장비와 콤프레서를 구비하여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론은 많은 다이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필리핀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보석같은 곳이다. 난파선다이빙으로도 유명하며, 민물호수 다이빙도 가능하다.
오픈일자는 3월 2일이다.

W divers & lodge Coron, Palawan
홈페이지 : www.wdiverscoron.com
이메일 : wdiverscoron@gmail.com
카카오톡 : redscandle3384
인터넷폰 : 070-5035-9997
필리핀(글로브) : (+63) (0)915-605-7690
필리핀(스마트) : (+63) (0)928-693-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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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얼음축제 2015에 초대된

MERMAN Freediving Team
- KBS2 VJ 특공대 방송 -

2015년 새해 첫날 인제군과 내설악강변축제 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제군“강변축제
행사”
로 MERMAN Freediving Team이 초대받아 아이스 프리다이빙을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로 3번째 아이스 프리다이빙은 겨울에도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얼음 속 풍경을 무호흡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축제는 2015년 1월 1일 실시되었으며 새해 첫날에 차가운 얼음 속을 오가며 개
개인마다 2015년에 다짐과 계획도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지자체의 도움
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이스 프리다이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세팅은 차순철 강사가 맡고, 가장 중
요한 안전교육과 보온대책 등은 MERMAN Freediving Team 임정택 강사가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안전대책으로 노마다이브가 스쿠버다이빙 팀으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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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호주,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는 강사교육에 참가하세요”

2015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정규교육 : 2월 28일시작 주말반 (10일)
크로스오버 : 4월 4일시작 주말반 (6일)
IE(강사시험) 4월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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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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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통가, 화산 폭발로 새로운 섬 출현

스쿠바다이버들에게 혹등고래 관찰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라인 통가(Tonga)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해 새로운 섬이 출현했다
고 한다. 섬의 크기는 폭 1km, 길이 2km 정도이며, 높이는 해발 약
100m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발생한 '훙가 통가 훙가 하파이(Hunga Tonga
Hunga Ha'ap ai)'라는 이름의 이 화산은 수도 누쿠알로파
(Nuku'alofa)에서 약 65km 떨어진 해저에 있으며, 그간 잠잠해 오다
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다시 분화를 시작해 화산암과 화산재를
분화구 주위로 분출하고 있다. 화산재는 높이 400m까지 올라가고
있어 주변의 항공운항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테라위성에 포착된 분화 중인 퉁가 메인 섬인 Tongatapu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Hunga Tonga섬의 Hunga Ha'apai 화산

여행 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
- 법무부, 여행자 보호 위해 민법이 개정되었다 -

법무부가‘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
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여행계약’
을 민법상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추가했다. 해외여행객 1,400
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 과정에서 일정 임의변경,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피
해사례를 규율한 법률이 따로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운송·숙박·관광 등이 결합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발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시정이나 대금감액,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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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용소동굴’천연기념물 지정
- 국내에서 확인된 수중동굴 중 가장 큰 규모 -

동굴 입구 (밖→안)

동굴 초입

동굴 입구 (안→밖)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선
용소동굴(旌善 龍沼洞窟)’을 국
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549호로 지정한다.
‘용이 사는 동굴’이라는 뜻의

동굴 내 박쥐

용소동굴은 강원도 정선군 화
암면 백전리에 소재하며, 2013년 시행된 ‘천연동굴 문화재지정 기초 학술조사’에서 자연유산

동굴 내 서식 도롱뇽

적 가치가 뛰어난 수중동굴로 조사되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사 구간을 기준으로
통로 길이 약 250m, 수심은 약 50m이며, 도롱뇽과 서식 어류 등 다양한 수중생물도 확인되
고 있다.
내부 환경은 생물이 서식하기에 열악한 조건이나, 몸은 하얗게 되고 눈은 퇴화한 지하수동물
(地下水動物)의 종 번식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동굴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
화재청은 용소동굴이 항상 물이 차 있는 수중동굴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인 공개는 제한하는
한편, 정선군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굴 내 서식 어류

한편 산골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작은 우물로 알고 있던 용소동굴의 실체는 2011년 한국동
굴연구소와 NEPA 익스트림 스쿠버팀이 합동조사를 벌여 밝혀냈다. 이후 용소동굴은 2013년
실시된 천연동굴 문화재지정 기초 학술조사에서 자연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수중동굴로 확인
돼 천연기념물 지정이 추진돼 왔다.
자료제공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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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목장, 물고기만 키우는 곳이 아니다
- 어류 서식공간과 함께 수중테마공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 갖춰 -

관광 명소 제주에 수중 테마공원을 갖춘 대규모 바다목장이 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002년부터 총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시 한경면 인근 해역에 시범바
다목장을 조성하고 지난 2014년 11월 21일 오전 한경면 신창리에서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시범바다목장은 통영(어업형), 여수(다도해형), 울진
(관광형), 태안(갯벌형), 제주(체험·관광형)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되었다. 조성된 자
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관리 체계를 갖춘 후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제주 시범바다목장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고산까지 여의도 면적의 7배
에 달하는 해역(23㎢)에 28종 2,230개의 어초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어패류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어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돌돔, 홍해삼, 전복 등 10종 530만 마리의 종
묘를 방류하였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제주에 어울릴 수 있도록 돌고래상(像), 돌하르방상 등 제주
를 상징하는 총 100여 점의 시설물을 맞춤형으로 설치한 ‘수중 테마공원’도 조성되어 있어
전문 스쿠버다이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짧은 교육만 받으면 쉽게 수중 테마공원에서 아
름다운 제주의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다목장 인근에는 해상 낚시터(길이 186m)
와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놓은 원담 체험장 등 생태체험장도 마
련되어 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주 바다목장 준공으로 제주 주변 수역의 수
산자원이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낚시체험공원과 수중테마공원
이 운영되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 이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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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가 활동의 새로운 장(場)을 열다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대상마을 1개소 선정

사진 : 구글맵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2리

강원도 양양군의 남애마을이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시범사업은 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 자원만을 활용하던

바닷속 체험마을로 탈바꿈한다.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바닷속 체험까지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해양수산부는‘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대상으로 강원도 양양군 남애

출하는 어촌 6차산업화 유형 중 하나로 향후 2년간 10억 원이 투입된다.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0월 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어촌-민간

해수부는 남해항과 마을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체험활동

업체간 상생을 통해 스노쿨링, 스킨 스쿠버, 스쿠버다이빙, 씨워킹(Sea

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

Walking) 등 바닷속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바닷속

발하며 더 나아가 국민 여가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체험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남애마을은 강원도 3대 미항인 남

권준영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촌마을 공동체

애항(국가어항)에 인접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수의 생

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

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맨손낙지잡기 등 어촌체험과 연계가 가

으로 기대한다”
며“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전파해 어촌이 해양레

능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저공간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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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물
- 청물일 경우의 특징은 물의 맑음이 해안으로 올수록 맑아지는 특징 -

바닷물이 너무 맑아 수면에서 보면 바다속 7~10m까지 훤히 내려다보이는 현상을 청물이라고 한다.
청물은 쓰시마 섬에서 갈라진 쿠로시오 난류의 물 덩어리 중 일부가 다른 물과 섞이지 않은 채 우리
연안으로 유입되는 걸 말한다.
일 년에 한두 번이지만 청물이 들면 평소 5m 안팎인 부산 바다 속 수중시야가 갑자기 30m까지 터진
다. 운 좋게 ‘청물’을 만나면 환상적인 산호초 군락과 함께 다양한 열대어종도 감상할 수 있다. 보통
1~4월경에 청물이 잘 들어온다.
가끔 조금 때 전후해서 청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해류의 영향이라기 보단 조류의 흐름이 약해서
뻘 물이 가라앉아 생기는 경우인데 사리전후가 되면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 청물일 경
우의 특징은 물의 맑음이 해안으로 올수록 맑아지는 특징이 있다. 즉, 멀리 조류가 좀 있는 곳은 탁
한데 해안 가까이로 올수록 맑을 경우이다. 이때 역시 물이 잘 안가서 청물이 생기는 것이다.
청물을 몰고 오는 쿠로시오 해류는 일본어로 흑조(黑潮), 즉 검은 조류라는 뜻이다. 난류인 따뜻한
바닷물에는 산소가 적게 녹아들어 플랑크톤 등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플랑크톤이 적게 산
다는 것은 물속에 부유물이 적어 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유물이 적은 난류는
맑고 짙푸르게 보인다. 그래서 적도 인근에서 발생하여 쓰시마 섬에 이르는 난류를 일본 사람들은 검
푸른 물이란 뜻의 쿠로시오라 이름 지었다.
바다낚시를 즐기는 낚시꾼과 물속 구경을 하는 다이버들이 청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크게 다르다.
낚시꾼들은 청물이 드는 날에는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어 허탕을 치기 일쑤지만, 다이버들은 오랜만에
물이 맑고 투명한데다 수온도 올라가 수중 경관을 구경하는 데 최고의 환경으로 생각한다.

<참고> 쿠로시오 해류(난류)
북태평양 중위도 아열대순환의 서

난류

안경계류로서, 북적도해류의 일부

한류

120°

128°

136°

144°

152°

160°

168E°

가 필리핀 동쪽해역과 동중국해를
지나 일본 남쪽으로 북상한 후 북
위 36°
부근에서 동쪽으로 흘러가
한
북

북태평양해류와 연결되는 난류이

류
한
42N°

다. 쿠로시오란 일본어로 흑조(黑
潮), 영어로는 Kuroshio라고 하며,
해수의 색이 암흑색으로 보이는

한
동

것에서 유래했다. 난류인 쿠로시오

류
난

34N°

해류는 영양염과 식물성 플랑크톤,
혼탁물이 적어 바닷물이 매우 맑기
때문에 태양빛 중 청남색을 많이
투과시켜 검게 보이는 것이다. 쿠
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면서 갈라진
것이 황해 난류와 동한 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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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난류

시오
쿠로

난류
2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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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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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천혜의 해양생태계로 동해를 대표하다
- 울릉도 주변 해역, 동해안 최초‘해양보호구역’
으로 지정돼 -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대표되는‘신비의 섬’
울릉도 주변 해역(39.44㎢)이 29일 동해안 최초로 해양보

5
3

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
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2곳을 포함해 모두 22곳

2.1km
6

늘어난다.

2.9km

북면

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39.44㎢가 증가하여 472㎢로
7

2

울릉군

해양수산부는 뛰어난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서면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동해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

1

울릉읍

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울릉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
역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울릉도 주변 해역의

8

2.3km
10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지

9

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당
초 계획보다 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하는데 최종
합의하였다.
포항에서 뱃길로 217km 떨어진 울릉도는 제주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으로서 태고의 신비와 아름다
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수중 암반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미역

감태

쇠꼬리산말

유착나무돌산호

해송류

부푼불가사리

보석말미잘

축해면류

주름꼬마굴

실꽃말미잘

시루해면류

섬유세닐말미잘

해송류

연산호류

바위굴잘

해양생태계조사를 통해 바라본 울릉도 앞바다에는 1,200
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었으며, 다양한 산호, 해면,
말미잘 등과 함께 미역, 감태, 대황 등의 해조군락이 잘 발
달하여 형형색색의 신비한 수중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유착나무돌산호(Dendrophylla
crubrisa)와 국제적 보호 권고종인 해송류(Antipathes
sp.), 희귀종인 보석말미잘(Corynactis viridis), 부푼불가사
리(Poraniopsis inflata)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들도 서
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온난화나 바다사막화와 같은 울릉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주시하면서 주변 해역의
생물서식지와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요 해양생물종과 어업자원의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관
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
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울릉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전문가 그룹, 지역 주민,
NGO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울릉도 주변 해역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참여형’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
며,“더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의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도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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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거림이 닿지 않는 고즈넉한 곳에서의 시간

NEW

GRAND BLEU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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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랑블루 리조트는 최신형 스쿠바다이빙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1. PADI/SDI/NAUI 다이빙교육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 PADI/SDI/NAUI 다이빙

2. 체험다이빙, 호핑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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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랑블루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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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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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해양 방송

‘온(On)바다’와 함께 안전한 바다! 즐거운 바다!
- 26일, 알차고 생생한 해양정보 인터넷 방송 개국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준)은 12월 26일부터 다양한 해양정보
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온(On)바다’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해양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대되고,
그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정보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온(On)바다’
를 통해 기존의 조석, 조류 등의
해양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
안 여객선 이용자들을 위한 연안항로 정보와 해양체험을 위한
바다갈라짐 정보, 갯벌 정보 등 다채로운 해양정보를 소개할 예
정이다.
더불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안류, 조류 등 다
소 생소했던 해양지식들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
로 제작하여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온(On)바다’
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www.khoa.go.kr/
Onbada)를 통해 서비스되며,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추가적인 해양정보 수요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생활 밀착형 해양정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앞으로 해양사고 등이 발생했
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종료까지 사고현황
과 사고수습에 필요한 해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해양
이슈에 대한 전문 채널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말했다.
‘온(On)바다’해양정보 인터넷 방송은 개국을 기념하여 홈페이
지에 댓글을 남긴 사용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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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의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SOLITUDE ONE

www.

s oli

tud

e-o

ne

.co

m

Liveaboard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www.dive2world.com/bluemjl@hotmail.com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개편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추어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
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
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
정되어 우편업무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
리로 구성되었으나, 새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총 3만 4천여 개가 부여돼 있다.
※ 국가기초구역제도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고 소방,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

<새 우편번호 구성체계>
(예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스쿠바미디어

1

4

0 - 9
시·군·구
지역권

특별(광역)시·도

0

0



0

4

3

3

3

일련번호
읍·면·동·리
사서함
다량 배달처

시·군·자치구
특별(광역)시·도

이번 우편번호 개편에 따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세
대에 안내문 발송과 새우편번호부 책자 발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 안
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편물을 다량발송 하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새우
편번호 DB 및 전환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정사
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국민들이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
히 준비할 것”
이라면서“새우편번호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이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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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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알보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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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주)대웅슈트 / 마레스
레져클럽 랩세미나

마레스 익스퍼트 랩세미나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레져클럽에서 2014년 11월 17일 마레스 베이직랩 세미나

2014년 12월 6~8일 그리고 12일 4일간 서울 서초동 마레스 본사 2층에서 마

가 이루어졌다.

레스 랩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되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박훈암 강

김원호 강사, 송은섭 강사, 박진우 강사, 진다영 강사가 참가했다.

사, 최지윤, 최민아, 김지선, 김지수 등 모두 고생 많았다. 이번 세미나는 3일이

1일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의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든 분

아닌 4일 진행되었다.

들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 중에는 졸음을 참아가며 또한 순간 순간 재미있는 질문과 웃음으로 무

랩세미나 동안 장비의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웠던 분위기를 바꿔가며 교육에 집중력을 좀 더 파고들어 갈 수 있지 않았

다시 한 번 배움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씀해주셨고 교육이 끝나고 추가

나 싶다. 시작부터 시간 일정이 순탄치 않아 교육에 어려움도 있었다.

2일의 익스퍼트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품 명칭이 하나하나 쉽게 암기가 되지 않았고 장비

과정도 준비하는

분해 조립에 있어서는 아직 손놀림이 익숙하지 않고 분해 순서가 기억이 나지

분이 생겼다.

않아 고민에 빠져가며 진행이 되었던 것 같다.

교육에 열정적으

4일차는 진지함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다.

로 참가해주신 강

교육 마지막 날은 집중력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사님들 모두 수고

결과가 나왔을 때 끝났다는 안도와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지어지며 합격, 불

하셨다.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 수고했다.

제주 아쿠아스쿠바 랩세미나
마레스코리아 본사 2층 세미나실에서 제주 아

기가 대부분이어서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가

쿠아스쿠바의 마레스 랩세미나가 2014년 12월

했다. 3일차 익스퍼트 교육은 시험이라는 부담

19~21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들이

아쿠아스쿠바의 김대준, 원은성, 이택주, 전용

보였다. 3일 교육 동안 장비에 이론이나 원리에

섭, 신문철, 손병욱, 송태민이 교육에 참가했다.

대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많은 인원의 참가로 교육에 집중력이 떨어질

번 배움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말했다.

것이라 걱정을 했지만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3일 동안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가해주신 모든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분들 모두 수고했다.

타사의 세미나에 참가해 본 경험도 있다.

마레스 랩세미나는 언제든지 샵을 통해서 신청

1일차 베이직 교육은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약

이 가능하며, 각 지역 영업 담당자들에게 문의

간의 지루함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경청하는

바란다.

모습을 보여주었다. 2일차 어드밴스 교육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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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스 22 네이비 Ⅱ: 극한의 저온 사용에 적합한 호흡기
극한의 저온 다이빙용으로 미해군 승인을 받은 마레스 아비스 22 네이비 Ⅱ
극한의 저온용 호흡기를 설계하는 것이 첨단의 과학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
다만, 미해군의 AMU(Approved for Military Use : 미군사용승인)목록에 등록
된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2014년 1월에 미해군이 테스트 요구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했다
: 기존 염수 테스트(테이블 참조) 외에, 담수에서는 물이 얼기 위해 소금을 배출
할 필요가 없어 더 쉽게 얼기 때문에 담수 테스트를 추가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염수와 담수 테스트는 2가지 큰 변화를 보여준다.
- 탱크 압력은 1단계를 덜 얼게 하는 1500psi/103bar 대신에 줄-톰슨 효과에
서 나온 최대 저온 범위인 2500psi/172bar로 변경했다.
- 30분의 테스트가 끝나면, 30ft/분 속도로 수면에 상승한다.
테스트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의 호흡기가 AMU 목록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얼지 않은 상태의 수온의 영향을 받으며 호흡을 내쉴 때 약간씩 온도가 올라간
마레스의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미해군의 새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호

다. 테스트 후의 사진에서 바이패스 관 주변 외에는 얼음이 거의 얼지 않은 것

흡기로 현재까지도 새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유일한 호흡기다. 그리고 AMU 목

이 이를 확인해준다.

록에 아비스 네이비 보조호흡기도 등록되어 있다. 마레스 연구실이 실시한 60

배기밸브 역시 당연히 설명 드려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WOB신드롬(다이버에

분의 엄격한 내부 테스트에서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실패한 적이 없다.

게 호흡에 최소의 노력이 드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에 빠지는데 반해 마레스는

마레스는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호흡기를 만드는 데 긴 역사를 가지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정교하게 조정한 2단계에서 호흡에 드는 힘은 거의 대

고 있다.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여 1단계에는 열전도를 최고화한 다이어프램 기

부분 날숨 때문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배기 밸브를 더 크게 하거나 부드럽게

술 그리고 오일 환경차단 키트, 2단계에는 바이패스 기술로 모든 금속 2단계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2단계에 물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2단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계에 들어간 물이 바이패스가 아닌 2단계에 얼음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2단계에서 바이패스 기술의 적용은 특별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 이는 중간 압

마레스 아비스 2단계는 바이패스가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밸브 재료를

력에서 주변 압력으로 가스가 팽창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냉각이 일어난다. 실

택했으며, 배기밸브를 둘러싼 테두리는 물이 유입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든

제로 테스트가 끝나고 바이패스 관이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다. 호흡을 내쉬는 것은 수동적(숨을 들이 쉬는 동안 웻수트/드라이수트와 근

바이패스 관은 움직이거나 예민한 부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온 상황에

육에 탄성 에너지를 축적한다)이기 때문에 호흡에 드는 힘이 약간 올라가는 것

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 호흡기를 저온에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치르

레버, 레버를 움직이게 하는 메커니즘, 포핏, 배기밸브 : 이 모든 부품은 주변의

는 아주 작은 대가이다.

마레스 2015 디스트리뷰터 미팅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이 이탈리아 라
팔로에서 열렸다. 이번 미팅에서 전세계에
있는 마레스 디스트리뷰터들이 모여 새로
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레스
본사 직원들과 디스트리뷰터들 간의 네트
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신제품과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신제품 혁신과 새로
운 시즌의 마레스 최신 전략 및 목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후
이틀에 걸쳐 개별 미팅이 진행되었다. 호흡기는 퓨전 52X와 프레스티지, 컴퓨
터는 아이콘 HD 에어, 수트는 파이오니어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전등 EOS 12RZ,
7RZ, 4RZ, 2RZ 등 마레스의 다양한 제품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마지막 날에는

아울러, 마레스 본사 직원과 디스트리뷰터가 함께 팀을 이뤄 페스토를 만들며

신제품과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일정이 있었으며, 마레스 코리아는 제품 품

팀빌딩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디스트리뷰터 미팅을 통해 마레스의 전세계 네

질, 신제품 개발 및 Mares Lab 관련 별도 미팅을 진행했다.

트워크가 협력을 공고히 하며 2015년에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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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HD 에어 : 펌웨어 4.1과 Best Gear 선정
아이콘 HD 에어가 펌웨어 4.1 업데이트로 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화면은
3줄로 된 형태로 보다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졌다. 화면 색상의 밝기와
대비가 증가한 덕분에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상승 속도가 더욱 알아보기
쉽다. 프로파일 화면은 20초마다 업데이트되며 이 모드에서 “+” 표시는
화면 하단에 수온, 스톱워치, CNS, 그날의 시각, 컴퓨터 및 탱크모듈의 배
터리 상태, 평균 수심, 분당 공기 소모량 등의 중요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다. 현재 수심에서 5분을 더 머물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총 상승시간을 알
려주는 ASC+5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감압이 필요할 때 프로파일 화면은 총 상승시간과 감압정지가 함께 그래
픽 형식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혁신은 다이브 메뉴이다. 다이빙 중에 스
크롤하여 지도, 알람, 밝기, 탱크 및 나이트모드변경과 같은 유용한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추가 사항은 조직 포화그래프이다. 다이빙 프로파일이 질소의 축
적과 방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감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부사항을 알아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난다. 화
면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아이콘의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은 수심과 다이버가 머물렀던 정도에 기초
한 총 감압시간의 예상이다. 질소를 느리게 흡수, 방출하는 조직으로 감
압계산이 옮겨지는 것을 감지하여 총 상승시간이 급격히 늘기까지 얼마
나 남았는가를 특별한 경고로 다이버에게 알려준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상승 알람은 다이버가 화면을 보았음을 확인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까지
지속된다.
로그북은 각 다이빙마다 수심 프로파일, 온도와 탱크압을 포함하여 세 화
면의 정보를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다이빙 후 화면은 방금 끝낸 다이빙에
대한 주요한 요소들을 요약해주며 이에 더하여 남은 불포화 시간, 비행 금
지 시간, 현재 CNS 수준, 잠수 간격과 각 조직의 과포화를 보여준다. 아이
콘의 리튬배터리는 배터리를 꺼내지 않고 USB 외부 플러그로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으며 8~9회의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레스 아이콘HD는 2014년 9월 미국의 스쿠버다이빙 매거진에
서 테스트한 결과 하기와 같은 높은 점수를 받아 다이빙컴퓨터 부문의
“TESTER’S CHOICE”와 “BEST BUY”로 선정되었다.
미국 스쿠버다이빙 매거진은 “마레스 아이콘HD는 큰 LCD 화면과 조작하
기 쉬운 4개 버튼 네비게이션과 디지털 콤파스가 매력적이다. 아이콘 HD
의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데이터 표시와 색상의 사용이 이전 버전보다 훨
씬 향상되었다. 수중에서도 세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매우
향상된 점이다.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압력 한계를 프로그
램할 수 있도록 색상 코드화된 탱크 압력 화면을 추가했다.”는 부가 설명
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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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주)우정사 본사 통합
(주)우정사는 그동안 송파구 오금동 본사와 하남 물류센터를 통해 행정 업무와
입 / 출고 업무를 병행해 왔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2015년 1월
5일 부로 본사와 물류센터를 통합하게 되었다.
통합된 하남 본사 시스템은 일원화된 업무 플로우를 바탕으로 상품 관리와 공
급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하남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우정사는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 많은 관심 바란다.
기존의 업무 사항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A/S를 포함한 모든 발송물은 변
경된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란다.
홈페이지 : www.woojungsa.co.kr / TEL : 02-430-0678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가르
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
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전경
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인의 경험
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 쉽게 나의 다이빙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버
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414쪽·값 15,000원

Diving Log Book
홍숙영 지음・246쪽・값 15,800원,
상상채널(www.naeha.co.kr)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이야기
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시간 등의 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치만 기록하기 보다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대학에서

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

박사학위(미디어전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

진행자를 거쳐 현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한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

재직 중이다. 언론중재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토론방송 심의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창의력이 배불린 코끼리〉, 〈매혹 도시에
말걸기〉, 시집 〈슬픈 기차를 타라〉가 있으며, 다문화

한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있는 자신만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을 잘 이
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V 프로그램, 아동성폭력의 재현, 가상리얼리티 장르
등 TV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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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 잠수
해왕잠수 DEMA쇼 방문 현장
금번 2014년 DEMA쇼는 2014년 11월 19~22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
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해왕잠수는 파트너사의 부스를 방문하고 내년 영업
관련된 계획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부샤 방문]

[빅블루 방문]

[앤디 방문]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신형 장비들이 출시되

빅블루는 일반 아웃도어용부터 테크니컬 다이빙까

향후 한국에서의 교육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었다. 특히, 사이드마운트 세트가 출시되었으며, 다

지 다양한 용도에서 다양한 루멘을 구사할 수 있는

다. 레크레이션 다이빙관련하여 크로스오버 관련

이브센터 전용 호흡기, BC, 슈트인 “first” 시리즈가

신모델을 출시하였다. 또한 라이트 뿐만 아니라, 고

한 교육 진행을 위해 ANDI international 본부장인

등장하였다. 특히 first BC는 S, M 두가지 사이즈 조

프로 전용 암대 등 고프로 카메라 악세서리 제품들

Edward Betts의 향후 한국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절이 가능하여 다이브 센터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도 많이 선보였다. 신제품에는 특히 라이트 헤드 부

ISC의 재호흡기 트레이닝 교육에 대한 내년 계획에

모델이다. 앞지퍼형 7/8mm 웻수트, 기모 소재와 같

분을 교체하여 다양한 각도를 구사할 수 있는 신제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은 발열기능이 있는 슈트, 래쉬가드를 선보였다. 3D

품이 돋보였다. 현재 이 제품은 미국에서 특히 인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프리다이빙 전용슈트인 트리

기가 있으며, 향후 한국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다

[Inner Space system 방문]

고카모슈트, 문디알백팩 신형, 기능과 가격대가 다

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가 있을

Inner Space system(ISC)은 Megaldon, Pathfinder

양해진 스노클링 제품들 등을 선보였다. 또한 부샤

것으로 예상된다.

로 대표되는 재호흡기 제조사이다. 해왕은 내년

는 올해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딜러들과 부스에서

SPOEX에 ISC의 대표 상품을 선보이고, 4월에 ANDI

와인 칵테일 파티를 진행하였다. 각국을 대표하는

international과 협업하여 재호흡기 교육을 실시할

글로벌 딜러들과 한자리에 모여 다이빙 시장에 대

예정이다.

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기타 업체]
Innovative SCUBA concept, Omniswivel, Subsalve
USA, 500PSI, SEACURE를 방문하여 신제품 및 향
후 영업 계획에 대한 미팅을 가졌다.

AV1 설명회
2014년 12월 20일(토)에 해왕잠수 본사 2층에서 AV1 다이브

BISM 다이브데모 티타늄 솔리스
GOOD DESIGN AWARD 수상

컴퓨터 세미나가 있었다. 금번 세미나는 사용법 위주로 진행

BISM 티타늄 솔리스는 2014년 Good design award를 수상하였다. 티타

되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늄 솔리스 모델의 디자인의 우수성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디자인 뿐만

AV1는 개방, 폐쇄회로 기체가 각각 10개씩 선정이 가능

아니라 티타늄 몸체로 기존의 황동 다이브 컴퓨터의 3배 이상 내구성이

하며, 글씨 크기가 밝기가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가독

우수하다. 배터리 충전 없이 태양광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성이 뛰어나며, cm와 초단위까지 세분화된 단위로 정

의 불편함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수한 디자

보 제공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AV1 다이브 컴퓨터에 대

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다이빙 컴퓨터 외 아웃도어 시계로 인기가 높다.

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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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스쿠바
대표. 김덕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2
064) 733-7774 / 010-8812-0545
dukhwi@yahoo.co.kr
http://cheonjiscuba.com
Facebook. www.facebook.com/che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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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4년도 마지막 IDC

보홀 최초의 한국 PADI 강사들을 위한 위험 관리 세미나

지난 2014년 11월 18~29일 동안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에 위치한 디퍼다이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 Star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브리조트에서는 원혜선, 진사무엘, 탁기섭, 곽승훈, 이명진 강사 후보생과 이상

CENTRE인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29일에 PADI ASIA

호 마스터 인스럭터가 IDC 스탭으로 참여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4년

PACIFIC의 영희 하니스 님의 주관으로 보홀 최초로 한국인 PADI 강사들을 대

도 마지막 IDC가 있었다. 대부분의 강사 후보생들이 IDC 시작 전에 먼저 디퍼

상으로 위험 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이브리조트에 도착하여 충분히 사전 교육을 받고 IDC를 시작하여 각자 개개

보홀 팡글라오 섬 일대에서 활동 중인 한인 PADI 강사 20여 명이 참가하여

인의 취약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IDC는 수월히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 후 위험 관리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세미나 후에는 강사 리뉴, 바

특히나 이번 IE부터는 디퍼다이브리조트의 수영장에서 제한수역 시험이 치러져

뀐 정책, 본인들의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발급 등 개인적인 상담을 가지는 아

보다 편안하고 수월하게 제한수역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이들 강사 후보생들

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은 모두 11월 30일~12월 1일에 보홀 팡글라오섬에서 열린 IE를 통과하여 모두
PADI 강사가 되었다.
IDC 후보생들과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노력, 그리
고 후보생들의 PADI 강사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매우 강렬했던 IDC이었다. 다음
정규 IDC는 2015년 3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강사 후보생들을 위한 사전
교육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PADI 강사에 관심이 있으신 강사 후보생들의
문의를 바란다.
문의처 : 디퍼다이브리조트 홈페이지 www.deepper.co.kr
인터넷폰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아이디 hanbuty

“디퍼 다이브”의 건물 증축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디퍼다이브리조트는 리조트 내 수영장 옆 공
터에 교육생과 펀 다이버들을 위한 신축 건물을 착공하였다. 3층 건물로 다이
버들을 위한 3인실 객실 4개와 IDC 교육생들을 위한 30여 명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대형 교육실 1개와 장비와 기자재 보관실 하나가 들어설 예정이다. 항
시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다이버들과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편리
하고 즐겁게 다이빙과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퍼다이브리조트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신축 건물의 훌륭한 완공을 기대해 본다.

2015년 3월 11~12일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 Star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는 2015년 3월 11~12일에 보홀 팡글라오 섬
에서 열릴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를 3월 11일부터 시작한다.
다른 단체로부터의 크로스 오버를 하는 강사들이나 미리 사전 교육을 통해 기
초를 확실히 다질 강사 후보생들을 위한 IDC 사전 교육은 2월 21~28일 사이
에 열릴 계획이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서 11년 동안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디퍼다이브리조트에 많은 강사 후보생들
의 지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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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자 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전공 연수 교육
2015년 1월 3~30일까지 수원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아라, 허소연, 황은실,
유정민 학생들의 해외 전공 연수 교육이 있었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디
퍼다이브리조트와 수원의 수원여자대학교는 산학 협동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해외 전공 연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레져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져산업 전공은 해외 해양 스포츠 리조트 취업에 필요
한 맞춤형 어학능력을 개발하고, 해외 해양 스포츠 리조트에서 인턴쉽을 진행함
으로써 산업체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을 개발하며, 어학연수와 인턴쉽의 조합으
로 해외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현실 상황에 적용하고 이론과 실
제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학 때마다 실시하여 앞으로
우리의 다이빙 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 해양실습장

▲ 챔버 운용, 잠수 의학 실습장

•학과장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 사무실
051-54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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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다이버 뉴스
스페셜티 풀장교육 무료 진행

아홉 번째 맞이하는 산타다이빙

겨울 다이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겨울시즌부터 드라이슈트 대여를 시작

2014년 12월 24일 아홉 번

한다. 드라이슈트 대여 기념으로 2014년 12월 7일 굿다이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째 맞이하는 산타다이빙을

드라이슈트 스페셜티 풀장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였다.

진행하였다. KBS 조정석 강
사의 촬영과 이예진 다이버
의 취재로 KBS 9시 뉴스에
방송되었으며, 이날 즐거운
성탄절 행사가 되었다. 내년
에는 10주년 기념으로 더욱
즐거운 산타다이빙 행사를
준비하겠다.

IDC 개최
2015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IDC를 개최한다. 송관영 코스디렉터의 주관하
에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으신 분은 굿다이버로 문의하기 바란다. 오는 12
월에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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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로얄잠수풀
강사 등록비 면제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수지로얄잠수풀에서는 2015년 3월말까지 한시적

또한, 잠수풀 2층에 위치한 다이빙 샵(인어와 마린)

으로 잠수풀을 처음 이용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최

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한 강사님들은 구매 금액에

초 등록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강사연회비는 없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잠수풀 이용 시 사용하실

고 강사등록 이후 교육생을 동반한 강사님이 풀장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을 이용할 시에는 강사님의 입장료와 탱크사용료

관심 있는 강사님들의 많은 이용을 권장한다.

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

Skin Diving 무료 강습

사이드 마운트 강좌

수지로얄잠수풀에서는 다이버 자격증 소지자 중

수지로얄잠수풀에서는 사이드 마운트 장비에 대

스킨 다이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았거나, 스킨다이

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여러 브랜드의 사이드

빙 기술이 부족한 다이버, 또는 수영은 할 줄 아는

마운트 장비를 경험해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

데 스킨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

회를 마련하고자, 사이드 마운트 체험 강좌를 진

로 스킨 다이빙 무료 강습을 항시 진행하고 있으

행한다. 평소 사이드 마운트에 관심은 가지고 있

니 무료 강습을 통하여 Skin Diving이 가진 매력에

으나 접할 기회가 없었던 강사나 다이버들에게는

빠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

- 일시 : 2015년 3월 7일 16:00~19:00

- 교육 : 수지로얄잠수풀 스킨다이빙 전문 강사

- 장소 : 수지로얄잠수풀

- 대상 : 만 10세 이상 누구나 (단, 1주일 전

- 대상 : 현재 사이드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전 예약, 010-5387-7265 김준석)
- 잠수풀 입장료(10,000원)는 본인부담이며,
장비는 렌탈가능(5,000원)

관심있는 강사 및 다이버(선착순 15명)
- 참가신청 : 풀장 책임강사(010-6623-5155)
수지로얄잠수풀 사무실(031-262-1829)
-	참가자 혜택 : 수지로얄잠수풀 입장료 및 공기
통 사용료 지원, 종료 후 친목도모를 위한 저
녁식사 제공

January/February 211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동해 사천 2014년 11월 29~30일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4년 12월 13~14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수원 여자 대학교의 첫 번째 PADI 강사 시험을 “사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와 “성산

천 바하마 리조트”에서 11월 29~30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스쿠버”에서 12월 13~14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남다현, 장민지, 박슬기, 최예린, 최미진, 박진아, 박사랑,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민균, 이준희, 이지성, 곽수인, 박성하, 송영민, 이찬억, 곽

차성희, 어은솔, 한경애 총 10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

진규, 국봉기, 류지훈, 조홍상, 홍제훈, 정동욱, 구민회, 차성희, 장민지, 김수환,

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나영종 총 1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수원 여자 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국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내외 다이빙 업계에서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젊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

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박성수 PADI 코스 디렉터님과 스텝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

강사님들, 학생들의 코스 완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손경환 교수님을 비

들을 배출한 김철현, 이달우, 윤재준, 임욱선, 박금옥, 홍찬정, 임용우, 송관영

롯하여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사

PADI 코스 디렉터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

천 바하마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움을 준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와 성산 스쿠버”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하였다.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5스타 다이브 센터 업그레이드

스쿠버 텍(S-24491)

마린파크(S-22551)

대표 : 이상준

대표 : 박진만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스가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2-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2014년 12월 10일(수) 아이눈 스쿠버(대표 이달우)에서 영희 하니스(Younghee

정정빌딩 지하 1층
전화 : 02-6080-4901

85길 74
전화 : 070-7579-8098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haniss, Member Liaison, Korea, Training & Quality Management at PADI
Asia Pacific)담당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황재필, 심원보, 최호남, 이준호, 박정순, 서민정 총 6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

Product Number 50113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212

Authorised

Authorised

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

★
★
★
★
★

Product Number 50115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료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고(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고)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어야 한다.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하니스
(Younghee.hanisspadi.com.au)로 하면 된다.

공지사항(Notice)
웨비나 일정 안내

강사 시험(IE) 안내

•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5년 1분기(Training

•일시 : 2015년 2월 14~15일

Bulletin LIVE - 1Q15-Korean) - 2015년 2월 5일

•장소 : 제주 성산 피닉스 아일랜드

오후 2시

PADI 아시아 퍼시픽 - 2015 KUSPO 전시회 참가
KUSPO(한국 수중 스포츠 전시회)는 PADI 아시아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간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연

퍼시픽에서 참가하는 세계 주요 전시회 중 하나이

계 및 상호 협력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여

며, 서울 COEX에서 2015년 2월 26일(목)~3월 1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일)까지 SPOEX(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과

이번 전시회 기간 중, PADI 공동 부스에 방문하여

동시에 개최된다.

PADI 코스를 등록하시는 분들께 PADI 티셔츠 또

이번 전시회에는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11개

는 PADI 주차 알림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

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가 공동으로 전시

하며, 다른 많은 이벤트를 기획 및 진행할 계획이

부스를 세팅하여, 대외적으로 각 다이빙 센터와 리

니 PADI 공동 부스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

조트의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참가
2015 KUSPO 전시회 참가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센터 상호

센터/리조트 레벨

대표

연락처

홈페이지

1

고다이빙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임용우

031)261-8878

www.godiving.co.kr

2

아쿠아마린

PADI CDC 센터

한민주

02)539-0445

www.scubain.co.kr

3

아피아

PADI 다이브 센터

노명호

02)484-2864

www.afia.kr

4

다이브아카데미-제주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송태민

070)4634-3332

www.aquascuba.co.kr

5

다이브컴퍼니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

이상호

02)2202-8447

www.divecompany.co.kr

6

다이버스 에듀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서종열

070)7124-8809

www.diversedu.com

7

돌피노 다이버스

PADI 다이버 센터

최진수

02)6417-9279

www.dolpino.co.kr

8

고프로 다이브

PADI 다이브 센터

홍찬정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9

해저2만리

PADI 다이브 센터

김강영

010)5278-7808

cafe.naver.com/divingtoday493795

10

아이눈 스쿠버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이달우

02)423-2110

www.inoon-scuba.com

11

엔비 다이버스

PADI CDC 센터

정회승

02)423-6264

www.nbdivers.com

12

파아란바다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송규진

02)547-8184

www.paranbada.com

13

제주 바다 하늘

PADI 다이브 리조트

김선일

064)702-2664

www.seaskyjeju.com

14

미스터 다이버

PADI 다이브 센터

채용병

010-2291-6364

2015 KUSPO 전시회 기간 중 PADI 행사 일정 및 내용
❖ PADI 프리 다이브 코스 세미나

❖ PADI RCCR 세미나

진행 : 노명호 PADI 코스 디렉터 / AFIA

진행 : 송규진 PADI 코스 디렉터 /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 대표

파아란바다 대표

❖ PADI 마케팅 세미나 : 2015년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마케팅 지원방안
진행 : Tim Hunt, Sales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Filed Service Manager &

일시 : 2월 28일 토요일 13:00~14:00

일시 : 3월 1일 일요일 11:00~12:00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장소 : COEX 세미나룸

장소 : COEX 세미나룸

참가 자격 : PADI 멤버
일시 : 3월 1일 일요일 14:00~16:00

❖ PADI 드라이 슈트 코스 세미나

❖ PADI TecRec 코스 세미나

진행 : 정회승 PADI 코스 디렉터 /

진행 : 이달우 PADI 코스 디렉터 /

엔비 다이버스 대표

장소 : COEX 세미나룸

아이눈 스쿠버 대표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일시 : 2월 28일 토요일 16:00~17:00

일시 : 3월 1일 일요일 13:00~14:00

장소 : COEX 세미나룸

장소 : COEX 세미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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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WHY? WHAT? HOW? - SSI 디지털 학습 -

DEMA SHOW 방문

왜 디지털로 가는가?
알다시피, 활자책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지구를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비
디오, 애니메이션, 그래픽 그리고 사진은 온-오프라인에서 통합적인 의미로서
의 재미와 상호 보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학습이란?
디지털 학습이란, 여러분이 선호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함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미디어의 조합은 학습을 다양하
고 흥미롭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테스트나 퀴즈는 여러분의 이해력을 끌어올
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디지털 학습은 가장 현대적인
공부방법이다.

PAPERLESS란?
학생의 다이빙 횟수, 다이빙 지역, 다이빙 타입과 수심, 다이빙 소요시간, 온도
조건과 증명서의 기록이 디지털화 되었다. 이는 다이브 센터 및 프로페셔널이
문서업무를 최소화하여 관리업무를 줄임으로써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접근하는가?
컨텐츠는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어떤 디바이스에도 가
능하며,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되어 학생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놓치지
않게 한다. “다이아몬드”는 SSI 어플리케이션을 3개의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
는 버전이다. 이와 더불어 컨텐츠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
우 가치 있다. 비싸거나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비디오
는 용량이 작아 다운로드하기 쉽고, 만약 여러분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퀴즈에
참여하거나 질문을 검토했다면, 온라인 상태일 때 자동으로 동기화될 것이다.

2015년 SSI 강사 갱신 진행

2014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15년도 많은 강사의 관심으로 조기 갱신을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474명

SHOW가 열렸다. SSI에서는 우

(2014년 12월 31일 기준)의 강사가 갱신을 완료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의 선물

대혁 대표와 강영천 교육담당

로 SSI에서는 DEPC어류도감(무료)과 MARES의 스마트 컴퓨터(300명 선착

관, 정상호 부장을 포함해 진

순)를 공급할 예정이다. 갱신 선물은 1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새해

신(진스다이브) 대표가 SSI 부

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주시는 분들에게

스에 방문하였다. 새롭게 시작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디지털 교재와 가격 그리

4일간 라스베가스에서 DEMA

고 SSI의 방향 등에 대해 SSI의
Gerald Skrobanek 사장 및 임직원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틀 동안
저녁시간의 Social Meeting과 Digital Launch Party를 통해 SSI의 Dealer 철학
을 견지하면서도 새롭게 디지털화하는 EMS(Education Managing System)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5년의 Digital 일정을 발표하고 디지털로
#REALDIVING을 완성한다는 비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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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신규 인스트럭터 평가

양란란 후보생, 마린하우스(허천범 트레이너)의 현주민, 하창완, 이문규 후보

2014년 11월 14~16일 사흘에 걸쳐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강영천, 김태훈,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SSI 프로페셔널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이번 평가

생이 합격하여 SSI의 새로운 강사가 되었다. SSI는 스쿠버 다이빙을 선도하고
전윤식 평가관의 진행 하에 인스트럭터 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

에는 진스다이브(진신 트레이너)의 김원호, 송은섭, 박진우, 진다영 후보생, 레

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저클럽(오호송 트레이너)의 박성빈 후보생, 스쿠버 라이프(김원국 트레이너)의

마린하우스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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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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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픽업
•철저한 수중가이드
•장비이동 및 세척서비스
•스노쿨링, 스쿠바 체험 다이빙
•초보에서 강사까지 교육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대표 허천범)
www.marinehouse.info / 064-738-7390 / 017-215-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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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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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실시사항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DEMA Show 참관

SDI.TDI.ERDI에서는 2014년 12월 15~22일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
SDI.TDI.ERDI KOREA에서는 지난 11월 19~2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5년 DEMA 쇼에 참가하였다.
이번 DEMA 쇼에서는 특히 한국 본부에서 중국과 홍콩은 물론 미국 내의 한인

정(ITW)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역대 최다인 17명의 후보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과정에 참가하
신 분들과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교포들에게도 자격증 발급과 매뉴얼 공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
로 강사/트레이너 교육과 자격증 발급기 보급, 한글 매뉴얼 공급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이버 보험 및 여행자 보험과 결합된 상품 등을 제공하는 다이브어슈어
(DiveAssure)와 다양한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와 제안이 있었으며 향후
오픈워터 교육생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
였고 앞으로 검토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홍콩 DRT 엑스포 참가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4년 12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명단(가나다 순)
권혁철: 전주 현대자동차팀

변이석: 인천 SM 다이빙센터

김경수: 인천 다이브아카데미 송도

안광모: 창원 바다여행잠수교실

김동경: 한국 교원대학교 강사

양경진: 필리핀 세부 써니다이버스

SDI.TDI.ERDI는 DRT 엑스포의 주관단체 중 하나로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역

김성진: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양승훈: 서울 아쿠아텍

할을 함으로써 향후 중국 지역에 SDI.TDI.ERDI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

김현우: 울산 현대자동차팀

오형근: 강릉 인투더씨

박정훈: 서울 BM 스쿠버

이문한: 안동 스쿠버팩토리

박준호: 필리핀 세부 홀릭 다이브

최지섭: 포항 다이브 R&D

배인환: 필리핀 세부 씨앤블루

한영호: 필리핀 세부 니모다이브

매년 중국 북경, 상해, 홍콩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는 다이빙, 리조트, 여
행에 관련된 전시회이다.

하였으며, 또한 이번 엑스포를 통하여 한국, 중국 필리핀 및 나아가 동남아시
아 지역과의 다이빙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균: 서울 골드피쉬

2015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SDI.TDI.ERDI에서는 2015년 1월 10일(토) 제주 서귀포 제주다이브펜션(강규호
트레이너)에서 2015년도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을 실시하였다. (친목 다이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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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참가 : 최용진(아띠다이브), 김도형(골드피쉬)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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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과정

공군 항공구조대 SDI 강사 교육/평가

SDI.TDI.ERDI에서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킹콩 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12월 29일(월) 수지로얄스포츠센터와 본부 사무

이브리조트에서 중국 SDI.

실에서 SDI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TDI.ERDI 상하이 지역본부

이번 과정은 공군 항공구조대의 강용수 트레이너가 주최하여 진행한 IDC에

인원을 대상으로 이볼루션

이어 실시한 IEC로, 박철환, 윤인석 강사 후보생이 참가하였고 지난 몇 주간

재호흡기 교육을 실시하였

의 노력 끝에 모든 평가에 합격하여 SDI 강사가 되었다.

다. 이번 과정은 중국 Sony

공군 항공구조대(Special Airforce Rescue Team)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의 지원을 받아 과정 전 일

ERDI(응급구난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교

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육/훈련해 왔으며, 여러차례 그 성과가 인정되어 현재 ERDI 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중국 내 다이빙 관련

수난구조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군 기본 군사교육으로 승인되어 활용

포털 사이트에 소개될 예정

되고 있다.

이다.

또한, 최근에는 완전

SDI.TDI.ERDI에서는 앞으

폐쇄식 재호흡기를

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교

이용한 대심도(60M)

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적

소속 강사들의 네트워크를

극적으로 도입하여

극대화하고 다국적인 협력

반복적인 교육/훈련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세미나

SDI.TDI.ERDI 신규 센터

SDI.TDI.ERDI Korea에서는 12월 26일(금)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에서

포항 다이브 알앤디(Dive R&D)

TDI 감압절차 과정 업데이트 및 TDI.ERD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실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10(예그리나1층)

시하였다.

연락처 : 054-291-9313 / 010-4752-9313

본 일정은 2013년 12월에 경기 남부/북부 특수대응단과 함께 제주에서 실시
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공공

포항 다이브 알앤디센터(대표 : 최지섭)는 2014년 7월 확장 이전하여 오픈했

안전 다이빙(ERDI), 또 그것과 연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테크니컬 다이빙

다. 교육실, 사무실, 장비 세척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가 잘 잦춰

(TD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져 있다. 또한, 이곳은 초급 다이버부터 강사 교육 및 평가가 가능한 센터로
모든 등급의 다이버 교육이 가능하다.

오전 : 테크니컬 다이빙(TDI)과 공공안전 다이빙(ERDI) 프로그램 소개

최지섭 대표는 그간 포항의 프리랜서 강사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

오후 : 장비 설명 및 TDI 감압절차 이론 교육

년 1월 1일부터 교육실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용 기재(애니,

SDI.TDI.ERDI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난구조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를 활발하게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산소공급 키트, 산소분석기, 제세동기 등등)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실 및 교육용 기재 사용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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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예정 사항
국제 아이스 다이빙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SDI.TDI.ERDI에서는 2015년 1월 24일(토) 강원도 홍천에서 국제 아이스 다이빙

ERD Tender - 과정을 실시한다.

행사를 개최한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은 구조자들을 위한 안전하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응급구난다이빙(ERDI) - ERD 1, ERD 2,

고 체계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세계 유일의 국제
일시 : 1월 24일(토) 오전 10시

적인 조직의 공공 안전(Public Safety) 교육기관으로 미국의 911, 경찰, Coast

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용소

Guard 등에서, 국내는 국방부(공군)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실시된 과정에서는 중국 지역

이번 행사는 국내/외 다이빙 교류 및 겨울 다

트레이너(매니저)들이 참가하여 ERDI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관계 기관들과

이빙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전년도에

함께 이와 같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어 대만 SDI.TDI.ERDI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본부 또는 SDI 강사를 통해 문의
하면 된다.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경기도가 주최하
는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해온 국제보트 전시회를 확대
하여 스쿠버 다이빙, 낚시, 캠핑, 보트, 요트 등의 수상레저 등을 총 망라하여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안 등을 선보이고 미래 지향
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회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센터와의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SDI.TDI.ERDI의 센터 및 리조트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

중국 상해/홍콩 DRT 엑스포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5년 3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중국 상
해에서, 4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에 참가
할 예정이다. 매년 중국 각 지역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는 DRT 엑스포는 다이
빙, 리조트, 여행에 관련된 전시회이다.
SDI.TDI.ERDI는 DRT 엑스포의 주관단체 중 하나로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
을 함으로써 향후 중국 지역에 SDI.TDI.ERDI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갈 것이다.
상해 DRT 엑스포 행사에 공동 개최 형식으로 참가할 센터 및 리조트 관계자
분들께서는 본부로 문의해주기 바란다.

감압절차 -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1월 29일(목)부터 2월 6일(금)까지 필리핀 모알
보알 준다이브리조트(유병준 트레이너)에서 3월 12일(수)부터 20일(금)까지 감
압절차 과정부터 ERD,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은 수심 100m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유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기체
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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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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지원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관련업종 사업주 대표자
재직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관련업종 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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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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BSAC 신규센터

강사교육 개최

●

Club Blue Marine(정상근) 010-37755-5718 서울

오는 3월 28일(토)부터 제주도에서 강사훈련과정을 개최한다.

●

Blue Shark Dive Center(윤상선) 63-915-878-4761 필리핀 세부

본 과정은 강사기초과정(IFC) 과정, 해양과정(OWIC) 및 평가과정(IEC)을 제주

●

그린환경센터 스쿠버 풀(김홍덕) 010-2009-2012 경기도 화성

도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다.
개최일 : 2015년 3월 28일(토)~4월 5일(일)까지

정상근 수중사진 교실 개최

참가자격 : BSAC 다이브 리더(타단체 마스터급 자격 소지자)
장소 : 제주도 코바 다이빙 스쿨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 교수이면서 BSAC Korea 내셔

문의 : 031-711-9791

널 인스트럭터인 정상근 씨의 수중사진교실이 진행된다. 초급 및 중급 사
진을 집중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BSAC Korea의 SDC 과정인
Underwater Photographer 인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장소 : 본부 및 잠수풀
기간 : 3월 14일(토)

대학생 강사교육 혜택 확대
작년에 다시 시행되어 성공리에 마쳤던 대학생 강사교육이 올해에도 하반기
에 개최된다. BSAC Korea는 올해에도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활
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대학생 강
사 과정은 본부의 지원과 함께 트레이너들의 봉사를 전제로 계획되고 있다.
평가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6월 27일~7월 5일까지이다.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BSAC Korea는 올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
3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참가 후보생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무료

●

본인 부담금: 참가자 체재비 및 인증비(등록비)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 전형 후 면접에 의해 총 10명 이하를 선정하게 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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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International
RAID International 설립

RAID, DEMA 2014에서 세계최초 프리다이빙 지속교육과정 선보여

세계 최초의 레크리에이션 리브리더인 포세이돈

세계 프리다이빙 시리즈(WSF)와 함께 RAID는

MK 6를 개발한 Barry Cloeman에 의해 설립된

DEMA 쇼 2014에서 업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에 없었던 뛰어난 프리다이빙 과정을 만들었습니

RAID가 더욱 진화된 최신 교육 과정과 세계최고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프리다이빙 교육과정을 발표

다. 기존에 프리다이버 혹은 관심이 있는 어떤 누

100% 온라인 학습 프로그래밍인 E-Training의 보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디지털 Full Color 로 구

구라도 그들의 RAID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급을 위하여,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RAID

성된 프리다이빙 지속교육 프로그램이다.

DEMA 쇼 2014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직접 프로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다. RAID International에는

세계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프리

그램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Barry Cloeman(RAID 설립자, 포세이돈 MK 6 개

다이빙의 과정을 저술한 프리다이빙의 거목 마이

발자)을 비롯하여, Paul Toomer(영국, 테크니컬 트

크 웰즈(Mike Wells)는 RAID의 프리다이빙 디렉

레이닝 디렉터), MARK Mc Crum(호주, 레크리에이

터로 RAID와 팀을 이루었으며, 프리다이빙 교육

션 트레이닝 디렉터), Mike wells(World Series Free

과정의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diving 창시자), Terry Cummins( 인터내셔널 비지니

웰즈는 “RAID에서 처음으로 이해하기 쉽고 완전

스 디렉터), Jim Holiday(RAID CEO), Col Mckenzie

히 온라인 문서화되어 있는 프리다이빙을 위한

등이 합류하여 RAID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지속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RAID

RAID는 업계 최초로 5개 핵심 분야에 모든 교육 프

프리다이빙 과정은 WSF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로그램을 최신 기법으로 전문화시켰다.

그 자체로도 놀랄 만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라

Freediving

●

●

Rebreathers

●

●

The Business of Diving

●

Scuba
Technical Diving

방향성과 기술, 그리고 지속가능성면에서 이전

고 했으며, RAID International 비지니스 & 마케팅
디렉터인 테리 커민스(Terry Cummins)는 “RAID
는 경쟁자가 없는 우월한 상품을 만들려는 열정
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는 업계 내에서 최

RAID의 최신식 E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상품, 서비

고이며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RAID 프리다이빙) 플로우 챠터

스들은 12,000페이지 이상의 온라인 매뉴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프리다이빙을 포함하여 60개 이상
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 20,000개의 질문과 답

RAID International, 한국지사 오픈

변들은 RAID의 어떠한 코스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RAID International은 한국에서 RAID의 전략적 목

한국어 번역은 2015년 3월에 끝날 예정이며, 그

것이다. RAID E 트레이닝 시스템은 다이빙 전문가

표달성을 위해, 지난 10월 김동혁 대표(현 SDD

이후에 E-Training 온라인 시스템을 시작할 것이

를 위해 영국 위험 관리 표준과 영국 보건 안전 관

International 대표)가 이끄는 한국 지사(RAID

다. 앞으로 한국, 사이판, 팔라우의 다이브센터들

리국과 결합되어 있고, RAID 프로그램은 ISO를 비

Korea)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RAID

은 RAID Korea를 통해 효과적인 다이브 교육을

롯하여, 영국과 호주의 다이버 표준에도 부합되되도

Korea는 북한, 팔라우, 사이판까지 함께 관리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록 Water skill을 통합시켰다. 앞으로 RAID는 전문

게 된다.

RAID Korea는 해당 지역의 다이빙 강사들의

구성원들을 위해 전문적 보상과 법적 책임, 사업 지

김동혁 대표는 이 지역에서 프리다이빙, 스쿠버,

RAID로의 크로스오버에 관련한 사항에 조만간

지, 훈련 회보 그리고 세미나 갱신 그리고 더 많은

테크니컬 다이빙, 리브리더 등 모든 교육에 관하

발표할 예정이며, RAID 전문과정에 관심있는 다

것들을 서비스할

여, Examiner의 자격과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이빙 강사들은 RAID Korea로 연락을 하면 된다.

것이다. RAID 다

판매와 사용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

TEL : 031-264-1661

이버 트레이닝은

RAID의 온라인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유럽, 아시
아, 중동 등 전 세
계 50개 주유 국
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Website : www.diveraid.com, LearnTo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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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송년의 밤

2015년 IANTD KOREA 개해제
3월 7~8일 강원도 속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개해제는 한해
의 IANTD 멤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7일부터 2회 다이빙
을 실시할 예정이며 저녁 시간에는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8일 오전에 개해
제를 마치고,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 : 02-486-2792 (IANTD KOREA)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저녁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IANTD KOREA 송
년의 밤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IANTD KOREA의 강사 및 멤버을 포함하
여 100여 명과 함께 하였다. 행사 진행은 김창환 트레이너가 진행하였으며, 홍
장화 부회장의 인사말과 건배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2014년 행사 보고를 마
치고 2015년 행사 계획 및 발표를 하였고, 올해의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 황영
민, 우수 강사 트레이너 서일민, 최우수 강사 양민수, 우수 강사 한덕수, 공로상
박진수 트레이너, 최우수 퍼실리티 수중산책, 우수 퍼실리티 해원 다이브 리조
트가 그 영광을 차지하였다. 신규 강사 트레이너(서재환, 정영환, 한승곤) 및 신
규 강사 임명장을 전달하였고, 다음으로 행사의 마지막으로 협찬사와 강사 트
레이너가 준비한 선물을 빙고와 이벤트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멤버들에게 전
부 전달하였다.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주도 금능마린게스하우스(수중산책)
멤버 시밀란 투어
12월 10~17일 6박 7일 동안 태국 푸켓 시밀란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번 투어는
배를 전세 내어 진행하였고, 기간 중에는 시밀란 맑은 물속 시야와 다양한 볼

협찬사 : 마레스, 스쿠버텍, 아쿠아텍, 우정사, 익스트림, 인터오션, 제이케이서

거리와 만타의 등장으로 마음 설레게 하는 투어였다고 한다. 투어 참석 인원으

플라이, 포세이돈 코리아, 스쿠바미디어, 테코, 핼시온 코리아, 현스쿠버, MB 오

로는 김창환 강사트레이너, 양민수, 성용경, 손종욱, 신연수, 최승천 강사 외 11

션블루(세부 모알보알), 수중산책, 캡틴하록다이브리조트, 해원다이브리조트,

명의 다이버가 참가하였다. 금능마린게스트하우스(수중산책) 다이버들의 안전

강사 트레이너 김창제, 서일민, 서재환, 최임호, 황영민, 황영석, 홍장화

다이빙을 기원한다.

2015년 IANTD KOREA 행사 계획
- 1월 트라이믹스 다이빙 (1월 15~25일)
- 2월 아이스 다이빙 (2월 7~8일)
- 2월 난파선 다이빙 (2월 24~28일)
- 3월 개해제 (3월 7~8일)
- 5월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5월 중)
- 6월 강사 트레이너 코스(6월 중)
- 7월 트라이믹스 다이빙 (7월 중)
- 8월 IANTD KOREA 여름 캠프(8월 중)
- 11월 미국 데마쇼 참가
- 12월 2015년 IANTD KOREA 송년의 밤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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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ol Paradise
2015년 전반기 테크니컬 다이빙 및
트라이믹스 다이빙 공지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1월 15~25일까지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파도 리조트에서 트라이믹스 다이빙
을 실시한다. 기간 중에는 테크니컬 다이버(50msw),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60msw), 트라이믹스 다이버(90msw) 코스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EANx 블
랜딩 코스, 트라이믹스 블랜딩 코스도 같이 진행한다. 스탭으로 김창환 트레이
너가 참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강사 및 다이버는 IANTD KOREA 사무실로 문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오현석 강사가 운영하는 OK다이브 리조트가 신규 퍼실리티로 등록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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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서울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강원도 속초이다. 리조트 본관은 다이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 (바텐) 설치

의 바란다.
사무실 : 02-486-2792

신규 퍼실리티

버교육장, 다이버휴게실, 공용주방, 숙박시설, 남/여 샤워실 및 화장실로 이루
어져 있으며 방안에서 모두 바다전경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630평 규모의 주
차장과 바비큐 시설, 잔디위에 대형 파라솔, 원두막 등 최적의 휴게 시설을 제
공한다. 다이빙 전용선 장점으로는 배 양쪽에 두 개의 리프트를 설치하여 다이
빙 후 편안히 배위로 승선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IANTD 멤버를 기다리고 있다.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46 OK다이브리조트
전화 : 070-4232-1005, 010-6215-1005(대표 : 오현석)
홈페이지 : www.okdiveresort.com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신규 강사
김우진 (EANx)

김태연 (EANx)

윤두진 (Adv. EANx)

이수학 (EANx)

이정노 (EANx)

이치원 (EANx)

이태복 (EANx)

조병주 (EANx)

최선호 (EANx)

▶
▶
▶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래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품목 전시장
타사제품도 취급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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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경찰청 과학 수사대“수중과학수사기법 PSD(Public
Safety Diver)”교육

경기도 소방 학교“제1기 특수 수난 구조 과정”교육

PSAI Korea에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여수 해양경찰 교육

Diving, ABC(Advanced Buoyancy control Trim & technique), Narcosis

원에서 경찰청 수중 과학 수사대(UFIS - Underwater Forensic Investigation

Management Lv.5(60m), Advanced Nitrox, ERN, Nitrox Gas Blending,

Squad)의 “수중 과학 수사 기법 PSD(Public Safety Diving: 공공 안전 잠수) 3

PSD(소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경북 울진해양스포츠센터 및 오산리 일원에서

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과학수사요원의 수중 사건 현장 감식 시

실시하였다. 경기도 소방 공무원 10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한 이번 교육은 공기

수중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 수중 현장보존, 사진촬영, 증거물 채취 등을 체계

를 이용한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으로서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10명의

화하기 위함이며 30명의 경찰청 과학 수사 요원 모두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

교육생 모두 성공적으로 이번 과정을 이수하였다.

PSAI Korea에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Nitrox, Twin Set

하였다.

PSAI PSD(Public Safety Diving) 소개
Professional Scuba Associntion International(PSAI)의 교육시스템은 스포츠,
테크니컬, 기술자, 공공 안전 다이빙으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템으로 모든
교육 과정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 - 9001 NO. GB2004465와 IAB(국제 인
증 위원회) - NO. 0044/1에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PSAI Public Safety
Diving 교육 프로그램은 NIMS(국립 사고 지휘 시스템-ICS - 100~800),
NFPA(국립 화제 방지 협회), OSHA(직업 안전 및 보건 이사회), FEMA(연방
응급 관리청) 기준 하에 제정되었고 현재 미국 내의 아리조나, 알레스카, 플로
리다, 조지아 등 12개 주의 경찰, 해양경찰, 소방등에서 공식 채택, 실행 중인
교육이다.

PSAI 각 나라 지역 회의 및 올해의 PSAI 다이버상
11월 19~22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DEMA 쇼 중 11월 20
일 각 나라 지역 회의가 DEMA 미팅 룸에서 있었으며 PSAI HQ에서 준비한
PSAI 연회에서 2014년 World Wide ITE 부분에 작년에 이어 성낙훈 본부장이
수상하였다.

퍼실리티 소식
대전 다이빙 스쿨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 및
강사 패밀리투어
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대전 다이빙 스쿨(대표 : 김동식)에서는 필리
핀 Nasubu 지역에서 11월 8~15일까지 7박 8일간 강사 업그레이드 과정 및 강
사 투어를 진행하였다. 대전 지역의 PSAI 멤버의 다이빙 지식 업데이트와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로 성황리에 과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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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신경모 I-1465 IQC - 한생호 IT
권양희 I-1471 IQC - 이신학 IT
이상열 I-1482 IQC - 장원우 IT
고원기 I-1485 IQC - 장원우 IT
정재욱 I-1472 Crossover / ICC -

나상태 I-1469 IQC - 이신학 IT
성종은 I-1480 IQC - 장원우 IT
이재철 I-1483 IQC - 장원우 IT
고광협 I-1510 IQC - 남성우 IT
성낙훈 IT 김종식 I-1497 Crossover

김기호 DM-1466 - 강재철 IT
이태열 DM-1487 - 장원우 IT
김영일 DM-1490 - 장원우 IT
김 철 DM-1493 - 장원우 IT
염규범 DM-1498 - 이주헌 IT
남궁환 DM-1502 - 이주헌 IT
김영훈 DM-1506 - 이주헌 IT

최송호 DM-1478 - 차정택 IT
이근수 DM-1488 - 장원우 IT
김성훈 DM-1491 - 장원우 IT
김춘식 DM-1494 - 장원우 IT
우상일 DM-1499 - 이주헌 IT
임수원 DM-1503 - 이주헌 IT
정호종 DM-1507 - 이주헌 IT

채형주 DM-1508 - 이주헌 IT

안성찬 DM-1509 - 이주헌 IT

이현희 I-1470 IQC - 성낙훈 IT
박성근 I-1481 IQC - 장원우 IT
권재성 I-1484 IQC - 장원우 IT
김영규 I-1522 IQC - 성낙훈 IT
/ ICC - 이주헌 IT
유재선 DM-1486 - 장원우 IT
이동학 DM-1489 - 장원우 IT
김성희 DM-1492 - 장원우 IT
공연준 DM-1495 - 장원우 IT
오완빈 DM-1501 - 이주헌 IT
이훈희 DM-1504 - 이주헌 IT

제2회 우정 페스티발
PSAI Korea의 SCUBAWAY와 TOW SCUBA, 남애스쿠버 리조트, 아산 잠수

PSAIKOREA 공고
2015년 Professional 갱신

등 퍼실리티들이 연합으로 제2회 우정 페스티발을 진행하였다. 9월 20~21일
까지 2일간 40여 명의 강사 및 다이버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PSAI 멤버들

2015년 PSAI KOREA에 속한 Professional 갱신 공지

간의 기술 교류 및 최신 정보 공유, 화합의 자리가 이루어졌다. 내년에 진행될

- 기한 : 2015년 1월 31일

3회 우정 페스티발도 기대해본다.

- 대상 : 2014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 받은 모든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 마스터 및 퍼실리티
- 갱신 방법 : psaikorea.co.kr 참조

PSAI PSD(Public Safety Diving : 공공 안전 잠수)
다이버 & 강사 교육
PSAI KOREA에서는 PSAI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PSAI PSD
(Public Safety Diving : 공공 안전 잠수) 다이버 &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 2015년 2월 23일~3월 1일(6박 7일)
- 장소 : 추후 공지
- 주관 : PSAI KOREA HQ / 각 퍼실리티

스쿠버 이야기 이규길 IT 경찰청 감사장 수여
PSAI KOREA의 스쿠버 이야기 대표 이규길

- 대상 : 다이버 및 강사, 강사 트레이너
- 사전조건 : 1. 교육 전 워터맨쉽 테스트 통과자
2. PSAI 수중항법, 흐린물 다이빙, 수색 및 인양, 풀페이스 마스크,

IT는 10월 21일 6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
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고급 중성부력 교육 이수자(타단체 동급 과정 인정)
- 준비물 : 개인장비
- 교육 문의 : PSAI KOREA본부 (02-817-4190)

Ice Diving 페스티발
PSAI KOREA에서는 Ice Diving 페스티발을 실시한다.
- 일시 : 2015년 1월 30일~2월 1일

신승용 IT, 이순형 강사
국제 해사기구(IMO) 바다의 의인상 수상
11월 17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국제 해사기구(IMO) 바다의 의인상에 남해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이자 PSAI 강사 트레이너 신승용과 강사 이순형이 수
상하였다. 2월 15일 부산에서 캡틴 벤젤리스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온몸으로
기름 유출을 막아 기름 유출을 봉쇄하여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여
위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흑천 일원
- 내용 : Ice Diving 다이버 및 강사 과정, ice Diving 체험
- 대상 : 다이버 및 강사, 강사 트레이너
- 준비물 : 개인장비(Dry Suit, 방한 장비, 동계용 호흡기 필수 지참)
- 교육 문의 : PSAI KOREA본부(02-817-4190)

PSAI Trimix 레벨 1~3 코스
PSAI 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과 Trimix 레벨 3 과정 다
이버 과정과 Trimix레벨 2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일시 : 2015년 3월 25~31일

- 장소 : 미정

- 사전 조건 :
•다이버 과정 : PSAI AD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 단체 동등한 자격 이상
•강사 과정 :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 이상, ERN 강사 이상, 75m 이상
로그 25회 로그자
- 접수 기한 : 2015년 3월 5일까지
- 2월 중 접수하신 분들과 상의하여 사전교육 실시한다.
- 교육 문의 : PSAI KOREA HQ(02-81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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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 / SEI / YMCA
PDIC-SEI 국제본부 2014 DEMA SHOW 성공개최와
새해인사

PDIC-텍 사이트마운트 리더쉽 4차 세미나 개최
PDIC 코리아에서는 지난해 1차-2013년 7월 9일(세부), 2차-10월 19일(부산),

우리 SEI-PDIC는 데마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데마쇼 기간동안 많은

3차-2014년 2월 9일(광주)에 이어 지난 12월 6일(부산) 텍-사이드마운트 4차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뻤다. Kevin kim과 김성길 아시아 본부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싱가폴 본부장 Mr. Lip, 알렉산드로 탈라모나 유럽본부장과 데이비드가 이탈

본부에서는 2015년 3월부터 PDIC 사이드마운트 강사과정을 개최하고 이 후

리아에서 왔다. 이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표하며

다이버를 위한 스페셜티 자격코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나가고 있

장소 : PDIC-SEI본부 강의실, 한국해양대학교 수영장

다. 우리 부스를 방문해주셔서 관심과 논평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강사 : 김성진Tr, 스텝강사 : 배봉수Tr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2015년의 SEI-PDIC의

참가지도자 : 강동원In, 배혁록In, 서상우In, 박영준In, 이우동In, 황석빈DM,

모든 회원들과 지도자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김세준DM

Tom Leaird, SEI-PDIC. CEO

2014-2015, PDIC-SEI 지도자 업데이트 워크숍 개최
PDIC-SEI 국제본부“Supervisored Diver”코스 개발

PDIC-SEI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3일, 2014년 사업보고 및 2015년
사업정책에 대한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30여 명의 강사

2015년부터 새로운 자격증인 “슈퍼바이져드 다이버” 코스가 새롭게 개발되

및 트레이너가 참석하여 2014년 데마쇼 참가보고와 2015년 국제본부의 신규

었다. 이 코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약 4일 만에 인증증을 획득할 수 있다.

코스 소개 등을 통하여 국내 PDIC-SEI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하

특히 리조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되었다. 인증을 획득하게 되

는 시간이 되었다.

면 이 슈퍼바이져드 다이버는 반드시 스쿠버 지도자와 함께 다이빙을 해야
한다. 이 코스의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것이다.

PDIC-SEI 스페셜티다이빙 지도자과정 개최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5 상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
한다.
1. DRAM & CPR-AED 강사 과정
일시 : 2015년 1월 31일(토)~2월 1일(일)
2. 수중촬영 강사 과정
일시 : 2015년 2월 7일(토)
3. 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일시 : 2015년 2월 28일(토)~3월 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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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 지도자 세계10대 이벤트
“제28회 북극곰수영대회”안전요원 참가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수상 - 신성규In.Tr
대한민국 신지식인 연합회가 2014년 신지식인 130명을 선발하였다. 안전분야

SINCE1959! YSCUBA-SEI,1969 PDIC

신지식인으로 당당히 PDIC강사 트레이너이며 YMCA인명강사인 신성규 강사

We build strong Leaders,strong Members, strong Communities.

가 선정되었다. 거창지역의 수상안전 체험장을 운영하며 누구나 쉽게 물과 친

SEI-PDIC 지도자 멤버들은 2015년 1월 4일, BBC방송 선정 세계 10대 이벤

숙해지고 구명동의를 생활화하여 수상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해도 생존

트행사인 “제28회 북극곰수영대회”에 안전요원으로 참가함과 동시에 힘차

할 수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처법 홍보교육을 통하여 전국의 2

게 2015년의 문을 열었다. 5,000여 명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상수중레

만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수상안전에 대한 자신감과 체험활동 캠페인

저 동호인들의 열정으로 겨울의 추위를 무색하게 만든 행사였다. SEI-PDIC

을 보급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이미 3만여 명에게 보급할 교육 프로그

는 레스큐 안전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역사를 펼쳐나갈 원년의 해로 삼아 비

램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전 100년 도약의 터전을 다졌다. 올해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참가 : 신성규, 배봉수, 김희봉, 류지한, 박복룡, 김학로, 김성진, 이영호,
김현태 지도자

PDIC-SEI 지도자 멤버 2015 워크숍
PDIC-SEI 코리아에서는 지도자 멤버와 신규, 그리고 2014년까지 비활동성 강

해군 문화체육처 장병 응급처치 강습회

사를 위한 2015 지도자 멤버 워크숍을 시행한다.
일시 :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YMCA응급운동본부에서는 2015년 1월 12~16일까지 5일간 해군 문화체육

문의 : PDIC-SEI 아시아본부

처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5 하계 전투수영 및 각종 해양 체육활동 시 지원요
원의 수상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을 위하여 “전문
안전지도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과정을 운영하였다. 담당 교육은 해군
SSU(해난구조대) 김명훈 교관이 지도하여 35명의 최고의 수상 및 응급처치
요원을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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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KUDA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

얼음밑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사)한국잠수협회 홍성훈 사무국장은 지난

한국잠수협회는 1월 17일 무주 뒷섬과 1월 말 홍천 지역에서 얼음밑잠수 지도

2014년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 해

자 양성과정을 이론에서 실습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은 감독관 주관 하에

양수산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에서 지도자들과 얼음밑잠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함께 교육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문의는 사무국(02-425-5800)으로 연락 바란다.

초급과정 영상교재, 중급과정 시각교재,
응급처치 및 구급안전 등 CD제작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응급처치 및 구급안전, 중급과정 시각교재, 초급과정
영상교재 CD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2015년 부터는 교육 현장에서 더욱 철저한
교육이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지도자 교육관 양성과정 개최
오용택, 임봉우, 김복식 평가위원회 감독관은 지난 12월 7일까지 주말을 이용
하여 4일간 류연무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지도자 교육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12월 15일 교육위원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수료식을 하였으며, 이
후 초, 중, 고급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진행절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3회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참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는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 다이빙계의 구심점이 되어 온 한국잠수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다이빙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스쿠버의 대중화에 더욱 더 앞장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전시회 기간 중 KUDA 래시가드, 롤러백 등
증정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니 부스에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

감독관 - 초, 중급 지도자 교육관 절차 교육
오용택 감독관은 지난 12월에 이론에서 실습까지 초,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절차 교육을 서승원, 유성진, 임찬경 예비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중완 교육관
이 함께 서울과 수원에
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
하면서 교육 절차를 진
행 중에 있으며, 해양실
습은 강원도 속초 지역
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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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랜턴의 괴물(6000루멘)

씨 몬스터 SEA MONSTER
LED : 50W
밝기 : 5500~6000 lm
CCT : 5500~6000K
바디 : 항공 알루미늄 아노다이빙
스위치 : 트위스트 냉식 스위치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 500회 충방전
충전시간 : 1시간 20분
사용시간 최고광량 : 3시간
전멸 시까지 12시간 소요
렌즈각도 : 110도
수심 : 100m
크기 : 길이 157mm x 지름 90mm x 높이 90mm
무게 : 1364.8g
소비자가격 :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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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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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로 545-3 (강정동)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MARINE LIFE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Updated Edition of Korean Sea Slugs
‘한국후새류도감’(2006년)에 실린 198종 이후 DEPC 회원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0여
국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6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한국후새류도감’
에서 잘못 동정되었던 것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글 고동범

개정판 한국산 후새류 목록(Updated List of Korean Sea Slugs)
ORDER 1
ACTEONOIDEA 비자고둥 목 (신칭)
1. Family Aplustridae 물고둥 과 (영명개칭)

ORDER 2
CEPHALASPIDEA 두순 목
2.
3.
4.
5.

Family
Family
Family
Family

Bullidae 두더지고둥 과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Philinidae 갯달팽이고둥 과
Aglajidae 민챙이아재비 과

6. Family Gastropteridae 날개달팽이고둥 과

ORDER 3
ANASPIDEA (무순 목 = 군소 목)
7. Family Aplysiidae 군소 과

ORDER 7
NUDIBRANCHIA 나새 목
Suborder DORIDINA
Superfamily PHANEROBRANCHIA

27. Family Proctonotidae 버들잎갯민숭이 과
(영명개칭)

14. Family Polyceridae 능선갯민숭이 과
(1)Subfamily Polycerinae
(2)Subfamily Trioph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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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Subfamily Nembrothinae
15. 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1)Genus Goniodoris
(2)Genus Goniodoridella
(3)Genus Okenia
(4)Genus Trapania
(5)Genus Lophodoris
16. Family Onchidorididae 고무신갯민숭이 과
17. Family Gymnodorididae 비단결갯민숭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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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family CRYPTOBRANCHIA
18. Family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 과
19. Family Cadlinidae 반점갯민숭달팽이 과
(신설과명)
20. Family Discodorididae 접시갯민숭달팽이 과
(신설과명)
21. Family Actinocyclidae 초가지붕갯민숭이 과

ORDER 5
UMBRACULOIDEA 산각 목

22. Family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 과

12. Family Tylodinidae 삿갓갯민숭붙이 과 (신칭)

Superfamily POROSTOMATA

28. Family Dironidae 큰버들잎갯민숭이 과

Suborder DENDRONOTINA

34. Family Dotidae 솔방울갯민숭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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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범

23. Family Dendrodorididae 수지갯민숭달팽이 과

ORDER 6
PLEUROBRANCHOIDEA 배순 목 (영명개칭)
-“Sidegill Slugs”
13. 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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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amily Phyllidiidae 혹갯민숭이 과

Suborder ARMININA
25. Family Arminidae 줄무늬갯민숭이 과
26. Family Madrellidae 깃갯민숭이 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Superfamily POROSTOMATA
이 종들은 치설이 없고 대신 먹이에 소화액을 주입하여 녹여 흡입한다. 아가미다발은 위축시켜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다(cryptobranch).

23. Family Dendrodorididae 수지갯민숭달팽이 과
타원형이며 외투막은 평활하거나 작은 융기가 있기도 하며 가장자리는 넓다. 구강촉수는 퇴화되어 붙어있기에 외형상 없는 것처럼 보인다. 층 판
형태의 촉각은 포켓 내로 위축시킬 수 있고 3~4개의 잎으로 구성된 아가미는 항문 주위에 둘려있고, 치설이 없이 잘 발달된 구강으로 섭식한다.

156) Dendrodoris arborescens Collingwood,1881
검수지갯민숭달팽이 (신칭)
몸은 유연하고 전체가 검은색을 띠나 외투막 변두리는 붉은 계통을 띠고 등 면
은 평활하다. 등 면에 흰 반점들은 없다.
▶ 분포 :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의 열대바다. 한국
▶ 크기 : 체장 80mm
▶ 촬영지 : 강원도 강릉. 충남 태안. 경남 남해 -8m
▶ 사진 : 이용업. 이선도

* 과거 도감에서 위 3종을 D. fumata (안개갯민숭달팽이)의 체색변이로 오동정.

157) Dendrodoris nigra (Stimpson,1855)
검둥이갯민숭달팽이
학명의 nigra(=Black) 의미는 체색이 검다는 뜻이며 외형과 크기는 D. arborescens 와 비슷하다. 어릴 때 분홍이
나 오렌지 체색을 보이다가 성장하며 검은 체색으로 바뀌며 흰 반점이 등 면에 산재하며 외투막의 변두리에

Jeju Is.

붉은 띠가 둘려있다. 6개 이상의 아가미가 모여 다발을 형성한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와 온대해역. 제주도
▶ 크기 : 체장 8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 m
▶ 사진 : 신상열. 좌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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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Dendrodoris denisoni (Angas,1864)
여왕갯민숭달팽이
갈색과 백색을 띤 다양한 크기의 육질돌기가 마치 장미꽃 문양을 이루고 밝은
파란색 점들이 돌기 사이에 퍼져있다. 촉각은 황갈색에 하부 1/2는 밋밋한 줄기
형태이며 상부는 잘 발달된 층 판 형태를 보이고, 아가미다발은 크게 잘 발달해
있으며 황갈색에 진갈색 선들이 주변에 둘려있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온대와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0~50mm
▶ 촬영지 : 서귀포, 사수항 비양도(한림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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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 표선, 성산, 제주 해역 전역
▶ 사진 : 고동범. 윤병로

빨강불가사리가 여왕갯민숭달팽이(D. denisoni ) 한 마리를 잡
고 있는 생태사진으로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지나가다 마주친 것.

159) Dendrodoris fumata (Ruppell & Leuckart,1831)
안개갯민숭달팽이
어렸을 때는 주황, 붉은색, 붉은 오렌지 색등의 체색을 띤다. 등 면에는
검은색의 큰 반점들이 있고 변두리는 주름이 많은 파상형을 보인다.
체색과 같은 5개 가지들이 모여 큰 아가미다발을 형성하며, 특히 붉은
계통의 체색을 보이는 종을 통상 D. rubra 라 한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해역의
온대와 열대해역. 제주도
▶ 크기 :
체장 6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서귀포시 화순항 -5 m
▶ 사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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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160) Dendrodoris guttata (Odhner,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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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갯민숭달팽이 (신칭)
노랑 또는 연갈색 체색에 외투막 변두리는 파상형의
큰 주름이 져있고, 등 면에는 둘레가 흐릿한 흰색을
띤 진갈색의 둥근 반점들이 산재한다.
▶ 분 포 : 호주의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제주도
▶ 크 기 : 체장 5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8m. 문섬
▶ 사 진 : 김진수. 배동욱

161) Dendrodoris tuberculosa (Quoy & Gaimard,1832)
물방울갯민숭달팽이
대형 종으로 몸은 유연하고 황백색이며 등 면에는 검은 색소가 많이 산재하고 외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 크기 : 체장 15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7m
▶ 사진 : 고동범

투막 폭은 넓다. 표면에는 크고 작은 혹이 많이 모여 마치 물방울이 군집된 모양의
돌기들이 많이 있고 중앙부의 돌기들은 크고 변두리로 가면서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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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Doriopsilla miniata (Alder & Hancock,1864)
그물무늬갯민숭달팽이
체색은 반투명한 오렌지에서 진한 오렌지색이며, 등 면에 흰색 그물
모양의 문양이 보이며 작은 돌기들이 산재해 있다. 촉수와 아가미다
발은 체색보다 좀 진한 색상을 띤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 한국의 동해. 제주도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화순항 -4m. 강원도 공현진. 강릉. 경북 경주
▶ 사진 : 신상열. 정준연. 정연규. 김병일

생태사진으로 후새류를 먹이로 하는 비단결갯민
숭이 과(Family Gymnodorididae)에게 잡아먹히
는 D. miniata 로 한쪽 외투막이 구강 내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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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Homoiodoris japonica Bergh,1882
두드럭갯민숭달팽이
체색은 대체로 갈색 또는 진노랑이며 외투막 전역에 크고 작은 젖꼭지 모양의 돌기가 있다. 기저부는 좁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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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팽창된 형태의 아주 큰 크기의 돌기들이 등 면을 덮고 있고 돌기의 윗면에는 진갈색 반점이 있다. 촉각
기저부는 막으로 둘려있고, 작고 둥근 돌기가 나있다.
▶ 분포 : 일본. 중국. 한국. 제주도 ▶ 크기 : 체장 60~8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4m. 서귀포시 범섬 -13m ▶ 사진 : 윤병로

164) Homoiodoris cf. japonica Bergh,1882
잔두드럭갯민숭달팽이

▶ 크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5m. 동해 추암
▶ 사진 : 고동범. 권순일

연갈색 체색에 크기가 균일한 잔 돌기
들이 등 면에 고루 분포하고 양 촉각
사이에서 아가미다발까지 중앙에 넓
은 갈색 띠가 있고 촉각 수술은 층판
형태를 보인다.
* 우측 사진은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게
분비한 방어액이 등면에 막을 형성하고 있다.

24.Family Phyllidiidae 혹갯민숭이 과
연체는 단단한 편이고 긴 타원형으로 낮고 편평하다. 외투막에 혹 같은 융기물이 세로로 줄을 이루기도하며 분비선에서 유백색 방어 액을 분비한다.
아가미는 등 쪽에 없고 외투 막 밑 족의 양측을 따라 열 지어있고 촉각은 층 판 형태로 포켓 안으로 넣을 수 있다.

165) Phyllidia babai Brunckhorst,1993
검은고리혹갯민숭이
체색은 매우 연한 노랑 또는 유백색이고 등 면 양 측면의 원뿔형 돌
기들이 검은 고리로 둘려있고 작은 둥근 검은 점이 산재한다. 외투
막 변두리는 연한 노란색을 띤다. 촉각은 층판 구조를 보이고 해면을
섭식한다.
▶ 분포 : 호주의 북동부. 파푸아뉴기니아. 오키나와. 제주도
Jeju Is.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1m
▶ 사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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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Phyllidia exquisita Brunckhorst,1993
세밀혹갯민숭이 (신칭)
체색은 흰색 또는 유백색이며 4~6개의 검은 선이 등 면에 길게 종선을
Jeju Is.

이루며 그 사이에 작고 단순한 둥근 돌기들이 열을 지어 돋아있다.
▶ 분포 : 태평양. 인도양. 태국. 제주도
▶ 크기 : 체장 12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 사진 : 김병일

167) Phyllidia ocellata Cuvier,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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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무늬혹갯민숭이
외투 막과 촉각 모두가 노랑계열이나 개체에 따라 연하고 진함의 차
이가 있다. 등 면 양옆에 검은색 둥근 고리로 둘려진 흰색 혹 모양 돌
기들이 앞뒤로 열 지어 나타나나 개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 검
은 고리가 둘려져있지 않은 돌기도 섞여있다.

168) Phyllidia picta (Pruvot-Fol,1957)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홍해. 제주도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7m
▶ 사진 : 고동범. 윤병로

▶ 분포 : 서태평양. 필리핀. 태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 사진 : 고동범.

난황혹갯민숭이
몸통은 전체적으로 푸른색이며
중앙에 진한 청색 사이에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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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큰 혹 모양의 돌기들이 솟
아있는데 이들 혹들은 마치 삶
은 달걀의 노른자위 같은 모양
이다. 촉각은 노란색이다.
우측 사진에는 : Juv. form 으로 돌기 끝의 노란색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 과거 도감에서 1993년의 Fryeria menindie 로 동정했으나, 동의어여서 앞서 1957년 발표된 현재의 학명으로 수정함.

169) Phyllidia polkadotsa Brunckhorst,1993
물방울무늬혹갯민숭이 (신칭)
체색은 진노랑에 등 면에 검은 반점들이 산재해 있으나 안경무늬처럼 가운데가 빈 둥근 모양
이 아니다, 돌기들은 낮고 둥글다. 등 면엔 3개의 두드러진 능선 형태가 머리에서부터 꼬리까
지 길게 나 있다. 초기 하와이에서 발견되었으나 그 후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다.
▶ 분포 : 하와이. 태국. 인도네시아. 솔로몬. 대만. 제주도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 사진 :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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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Phyllidiella nigra (van Hasselt,1824)
검정혹갯민숭이 (신칭)
검은 바탕에 연분홍 돌기들이 한 개 또는 간혹 2~3개의 돌기들이 융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돌기들은 열을 짓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촉각은 검은색이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홍해. 제주도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7m
▶ 사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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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Phyllidiella pustulosa (Cuvier,1804)
두드럭혹갯민숭이
체색은 검은색이며 등 면에는 2~4개의 작은 혹이 모여 큰 혹을 이루고, 어렸을 때는 혹들이 좀 더 군집된 양상을 보이나 커지면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혹의 색상이 연하고 진함은 먹이와 연관이 있다. 외투막 주변에는 돌기들이 작고, 촉각은 층판 형태를 보이며 검은색이다.
* 맨 우측 사진은 원인은 불명하나 돌기들이 망가져 있고, 방어 액으로 덮여있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바다.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북제주군 애월 -10m
▶ 사진 : 고동범. 좌동진. 김병일

172) Phyllidiopsis cardinalis Bergh,1875
추기경혹갯민숭이 (신칭)
다소 복잡한 형태의 돌기와 여러 복합적인 체색이 이 종의 특색이다.
정 중앙의 종선돌기들이 매우 크고 둥글며 작고 연노랑의 둥근 결절들이
큰 돌기들에서부터 돋아나 있고,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점들이 산재한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제주도
▶ 크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0m
▶ 사진 : 김병일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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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근간>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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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북(바다일기)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다이버의 수화법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
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
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
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글 이원교·값 미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Marine Odyssey Ⅱ

Marine Odyssey

13인의 BLUE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
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품집 3
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
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
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
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
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빙 이론과 실제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
들을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
개한 책.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이
책을 통하여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를 기대한다.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5,000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
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
찰 안내서.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값 18,000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
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1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2

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
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
어 있다. 전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추
가하였다.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이
다. 저자가 오랜 기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
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The sea within

The sea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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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호흡 성능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FUSION
52X
최상의최상의
호흡 성능
Tools Tools
Inc. Inc.
호흡Flow
성능 Rate
Flow Test
RateScuba
Test Scuba
FUSION
52X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52X최상의
호흡 호흡
성능 Double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자연스러운
Curvature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52X Bypass
TWO IN ONE (VAD~VAD+)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Bypass
TWO
IN
ONE
TWO
IN (VAD~VAD+)
ONE진화
(VAD~VAD+)
최고의 Bypass
내구성 52X
1단계의
Bypass
TWO
IN
ONE
(VAD~VAD+)
최고의최고의
내구성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진화
52X 1단계의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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