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WIDELY READ AND MOST AUTHORITATIVE DIVE MAGAZINE IN KOREA│www.scubamedia.co.kr│SINCE 1987. VOL.166

2015. 3 /

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강영천 박사의 잠수의학 Q&A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바다의 얌체 히치하이커
신 분류에 의한 한국후새류도감 개정판
강원도 고성군의 문암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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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ENTER OF INTELLIGENCE.
EDGE OF PERFORMANCE.
• 스크래치에 강하며 맑고 투명한 강화 유리
• 4개의 다이브 모드: 에어-나이트록스-바텀타이머-프리다이빙
• 감압다이빙을 위한 멀티가스
• 필요에 따른 백라이트
• 교체식 배터리
Be intelligent.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mares.co.kr

목지퍼
• 어떤 목 사이즈에도 적합하도록
칼라부분에 작은 앞지퍼 설계
•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상
의 편안함을 보장

척추보호 패드
• 등지퍼 부분의 두꺼운 네오프랜
• 뛰어난 차단효과를 제공하며 탱
크로 인한 불편함을 줄임

포트 최적 설계
2단계와 옥토퍼스 호스의
이상적인 위치를 위한 각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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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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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을
랍니다. 보장합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부드러운 착용감을 유지합니
다. 67년 전통의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사에서 한국
인을 위해 특별 제작한 크라켄과 함께 바다 속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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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EQU AT OR B C

Fit for destinations near and far.
Enjoy optimum comfort and functionality on any dive with this new, front-adjustable
BC. Its flexible jacket adjusts to a range of suit thicknesses and includes an integrated
weight system with easy-to-use, quick-release buckles. Built to withstand the toughest
durability testing, its construction is also soft and compact for easy traveling.
W HEN I T COMES TO VERSAT ILI T Y, EQUATOR IS MILES AHE AD.

SCUBAPRO.CO.KR

BUILT FOR ANYWHERE THE
ADVENTURE TAKES YOU.

The undisputed leader in regulators now gives you the freedom to go further than ever

new

MK25 EVO
FIRST STAGE

before. SCUBAPRO’s air-balanced piston MK25 EVO is like no other, and now includes the
exclusive Extended Thermal Insulating System (XTIS), which shields the inner components
for 30 percent better performance in cold water. Teamed up with an exceptional second
stage, only SCUBAPRO regulators can take you everywhere you want to go.
SCUBAPRO.CO.KR
Available in A700, S600
and G260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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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여행 및 A/S 등 여러분이 필요로한 스킨스쿠바 다이빙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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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PADI AP

SSI KOREA

Advertising Index
㈜대웅슈트/마레스코리아

표4, 4, 5, 6

7, 17, 126, 127, 157, 223
㈜아쿠아스포츠
㈜우정사/오션챌린져

12, 13
표2, 1, 2, 3
42, 43, 44, 45

㈜제이에스에이
㈜해왕잠수

229
10, 11, 46, 47

동부산대학교해양산업잠수과
동진종합기계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207

울진해양레포츠센터(울진)

21

IANTD KOREA

23

81

이창호의스쿠버다이빙교실

208

Mission Deep Blue

62

87

천지스쿠바(제주)

221

NASDS KOREA   

리쿰스쿠버

225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203

PADI Asia Pacific

마린하우스(제주)

215

팔라우리브어보드(팔라우)

PADI 멤버 연합        

문암다이브리조트(고성)

63

팬다스쿠바(대구)

165
33

PDIC-SEI

189
32, 34
30, 31
186, 187

미래테크

131

포세이돈코리아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15

블루샤크제주(제주)

221

한국다이빙엑스포

내하출판사

237

블루스타다이브리조트(모알보알)

205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노마다이브

201

상상채널

237

해성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221

ACUC

137

SSI KOREA

59

ANDI International

188

SSI 멤버 연합

58

14, 15

Project AWARE Foundation  

28

228

RAID KOREA

19

201

SDI/TDI/ERDI KOREA

표3, 8, 9, 240

노블레스리조트(릴로안)

55

뉴그랑블루리조트(막탄)

121

뉴서울다이빙풀(광명)

209

씨월드다이브센터(보라카이)

BSAC KOREA

71

다이버긴급전화

185

아우라리조트(사방비치)   

85

BSAC 멤버 연합

70

아쿠아스쿠바(제주)

35

DAN Asia Pacific

184

대전엑스포다이빙센터

39

수지로얄잠수풀

25
131

SDI/TDI/ERDI 멤버 연합

SSI 센터 연합

38
36, 37

60, 61

iantD korea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Deep Diver
레저
다이빙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몰선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Rebreather

)

(재호흡기)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IANTD KOREA(서울 02-486-2792)
MERMAN(서울 010-5053-6085)
The Scuba(제주 010-4631-4448)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강릉 010-8771-9300)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그린 레포츠(속초 010-3737-0109)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기억해 스쿠버(화진 010-5439-3256)
노도 스쿠버(대구 010-8581-8811)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경인 사업 잠수 아카데미 (경주 010-8787-4448)
백운선 다이빙 스쿨(광주 010-4111-9944)
블루 홀 다이버스(경기 010-8633-0752)
캡틱하록 리조트(삼척 010-6375-3572)
스쿠버 텍(서울 010-4566-1122)
씨 텍(부산 010-2860-8091)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수중세계 잠수산업(순천 010-3500-2686)
아이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1-306-0189)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해원(강릉, 낙산 010-5144-1155)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클럽 J (아닐라오 63+292-974-3736)
다이빙 팍(사방 070-8625-4870)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김광휘(Adv. ITT)
홍장화 (Trimix ITT)

강덕권
강성인
강상우
강영철
고승우
고영일
고종연
고학준
권병환
권유진
김강태
김광호
김기종
김기봉
김대학
김대철
김동원
김동균
김동배
김명옥
김명훈
김민석
김민중
김상길
김석중
김수연
김성목
김성진
김성현
김영삼
김영목
김영중
김우진

강사 트레이너
강신영
강신영
고석태
권오윤
김정숙
김창제
김창환
박근창
박진수
서일민
서재환
안승철
오현식
유근목
이민호
이우영
이원교
이종인
이효진
정영호
정영환
정철희
최임호
한승곤
황영민
황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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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K(침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WR
EC

-21m

김용식 (Adv. EANx)
김진성 (Adv. EANx)
김재만 (EANx)
김정수 (EANx)
김종학 (Adv. EANx)
김태연 (EANx )
김희명 (EANx)
류학열 (EANx)
문성원 (EANx)
박기태 (Adv. EANx)
박상수 (EANx)
박성화 (EANx)
박상욱 (Adv. EANx)
박상용 (Adv. EANx)
박연수 (EANx )
박우진 (Adv. EANx)
박인균 (EANx)
박인성 (Adv. EANx)
박준오 (Adv. EANx)
박진우 (Adv. EANx)
박진만 (Adv. EANx)
박재형 (Adv. EANx)
박창용 (EANx)
방제웅 (Adv. EANx)
서기봉 (EANx)
서계원 (Technical)
서윤석 (Adv. EANx)
손종욱 (Adv. EANx)
손현철 (EANx)
송문희 (EANx)
송의균 (Adv. EANx)
송태민 (EANx)
송한준 (Adv. EANx)
성용경 (Adv. EANx)
신길용 (EANx)
신명섭 (EANx)

신명철 (EANx)
신민철 (Adv EANx)
신연수 (Adv EANx)
양민수 (Adv EANx)
양성호 (EANx)
양용석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영돈 (EANx
오춘수 (Adv. EANx)
오현석 (Adv. EANx)
유기정 (Adv. EANx)
유대수 (Adv. EANx)
유상민 (Adv. EANx)
유호휘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윤두진 (Adv. EANx)
윤종한 (EANx)
이남길 (Technical)
이동준 (EANx)
이동우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상돈 (EANx)
이상욱 (EANx)
이수한 (Adv.EANx)
이수학 (EANx)
이영권 (EANx)
이용범 (EANx)
이장구 (Adv. EANx)
이정노 (EANx)
이재민 (Adv. EANx)
이지원 (EANx)
이춘근 (EANx)
이충로 (Adv. EANx)
이태복 (EANx)

이호석 (Adv. EANx)
이홍석 (Adv. EANx)
엄민용 (EANx )
염태환 (Adv. EANx)
임성하 (EANx)
장원문 (EANx)
장재용 (Adv.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문진 (Adv.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조문신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병주 (EANx)
조우선 (EANx)
조승원 (Adv. EANx)
조성호 (Adv. EANx)
주광철 (EANx)
지혜자 (Adv. EANx)
진호산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최규옥 (EANx)
최경호 (Adv. EANx)
최선호 (EANx)
최수영 (EANx)
최승천 (Adv. EANx)
최종인 (EANx)
한덕수 (EANx)
한성민 (EANx)
한윤수 (Adv EANx)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요금>

<해외 정기구독 신청>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10년(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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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인상하지 않습니다.

-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권
-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과월호 요금>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Tel.

02 - 778 - 4981

▶ 대금 입금 안내

▶ 입금 계좌 번호

- 구매신청은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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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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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

이젠 전자잡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64호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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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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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고서
2014

해양 쓰레기로부터 멸종위 기에
있는 상어들과 가오 리들 같은
해양 생물을 보 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 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2014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 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우리는:

Mobilized

5,483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전세계
58 개국에서 28,000KG이 넘는
87,668가지 종류의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 하였습니다.

182

명의 인증받은 해양 쓰레기 수거
다이브 강사들은 매 다이빙 마다
해양 쓰레기 퇴치 캠페인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교육
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731

해양 보호 캠페인을 지지하는 28,
804통의 편지들상어와 가오리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증받은 482명의 어웨어
상어 보존 강사들은 731명의
학생 다이버들에게 상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했습니다.

Inﬂuenced

21

EU

11회 이동성 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회의 (#CMSCoP11)
에서 21종의 상어들과 가오리들이
리스트에 추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NGO 네트워크
멤버로서 EU 해양 쓰레기 정책은
해양 환경의 상태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CMS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CMS 회원국들의 헌신적인 국제적 협력과 함께 해양
쓰레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hark Conference 와
IUCN Manta and Devil Ray Global
Conservation Strategy Workshop은
상어와 가오리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놓인
상어종의 보존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Inspired

163,774

Activated

1,908

명의 다이버들은 우리의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다이버를 위한 10가지
팁을 따르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30,190

29,481

명의 다이버들과 해양
보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해양 보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명의 비 다이버들은 글로벌한 해양
쓰레기 위기에 대항하여 다이버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퇴치 운동을 하며
해양 쓰레기의 종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2014 년은 대단한 한해 였습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어웨어와 함께 하세요 – 오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명의 페이스북 팬들과 24,064명의 트
위터 팔로워들은 해양 보호를 위한
활동과 뉴스의 공유를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25개의 FINATHON®
팀들은 위협받는 멸종
위기의 상어와 가오리들을
위해 투쟁하고, 주장하고,
협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52,495 모았습니다.

269

개의 다이브 센터와
강사들은 100% 어웨어를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www.projectaware.org/donate
해양 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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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스 디렉터와 PADI
강사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
성
수

정
상
우

김
철
현
.

마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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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scubaQ.net
E : goprokorea@gmail.com
T : 010 5226 4653

김
수
열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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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회
승
엔비 다이버스
W : nbdivers.com
E : nudiblue@hotmail.com
T : 02 423 6264

김
현
찬

송
종
윤

위
영
원

노마 다이브

아쿠아렉스

베스트 다이브

씨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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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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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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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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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민
주

강
정
훈

박
현
정

서
종
열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아쿠아 마린

다이버스 에듀

루씨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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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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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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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studioin00@hotmail.com
T : 010 4084 9371

우
인
수

임
용
우

임
욱
선

송
관
영

에버레져

고 다이빙

인투 다이브

블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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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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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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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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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 2월 16일

© PADI 2015.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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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PADI 강사 시험
장소; 피닉스 아일랜드
날짜: 4월 25-26일

스페셜
제안

김
정
미

윤
재
준

이
호
빈

박
금
옥

스쿠버 인포

일산 스쿠버 풀장

PSI 스쿠버

넵튠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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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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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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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alldive.co.kr
E : neptune6698@gmail.com
T : 010 5408 4837

김
용
진

송
규
진

주
호
민

황
진
훈

다이브트리

파아란 바다

다이브 아카데미

Red Sea 다이빙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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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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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seouldive@naver.com
T : 010 9501 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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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호
섭

송
태
민

김
영
준

이
현
석

씨월드-부산

엔비 다이버스

아쿠아 스쿠버

팬더 스쿠버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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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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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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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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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찬
정

이
달
우

노
명
호

고 프로 다이브

아이눈 스쿠버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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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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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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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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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31일 이전 까지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를 완료한 다이버들께
PADI 엔리치드 에어 티셔츠를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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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1
지금 바로 PADI 강사와 엔리치드에어 다이빙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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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3
PADI 엔리치드 에어 어드벤쳐 다이빙을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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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프로모션
한국에 위치한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방문하시어 2015년 9월
이전에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를 마치시고 – 스페셜 에디션 (Special Edition)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T-셔츠를 받도록 하세요!
(재고가 남아있을 때 까지)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를
방문하시거나 padi.co.kr 에서 검색하세요

scubaearth.com

facebook.com/PADI

twitter.com/PADI

youtube.com/PADIProducer
© PADI 2015.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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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제주 수시모집
원하시는 강사시험일 기
준 주중반은 10일전, 주
말반은 6주전에 시작하
시는게 좋습니다. 강사
시험일을 참고바랍니다.

2월 14~15일 제주
4월 25~26일 제주
6월 27~28일 울진
8월 29~30일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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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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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콩다이브리조트

서울
골드피쉬
스쿠버 & 트레블

제주 서귀포
제주 다이브

서울
엘피노이

경북
예천스쿠버

070-4645-1787
+63-905-297-1787
+63-905-448-1787
+63-929-823-4638
kjc1793@naver.com
www.kingkongdive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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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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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다이빙 활동을 질식시키는
다이빙 관련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
글 구자광(발행인)

현재 다이빙계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

시행규칙, 안효대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다 해양레저부분을 극대화하고 발돋움시켜 뻗쳐나가려는 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다. 만일

때, 어이없는 법이 제정되어 해양레저의 발목을 잡는 악법으로

이 법률들이 스쿠바다이빙계에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나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라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무슨 마
른하늘에 날벼락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진 배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법률이 다이빙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

독소조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스쿠바다이빙계에 종사하는

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다이빙 시 14

모든 분들과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 이 법의 부당함을

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한 다

알리고자 한다.

음 수리가 완료된 후 스쿠바다이버를 모집하여 다이빙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운영자에게 적용되어 지금처

우리나라에서 종종 청소년 캠프나 체험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럼 자유롭게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규제이다. “참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청소년 캠프나 체험활동이 수업의 연장

가를 위한 보험가입의무” 위 규정도 운영자에게 간접적으로 보

이나 방학 중에 특별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단

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다이버를 모집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

체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식이다. 현재 다이버들 개인이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에 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이빙 비용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

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도 이러

다. 이 외에도 독소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특히 연안에서의 체험활동은 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또한, 안효대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중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중레저 입출수 구역을 지정하도

그동안 청소년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록 되어 있다. 이 구역은 선박이 다니는 모든 구간을 운항할

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인데 문제점은 대부분의 다이빙사이트가

을 마련했다. 늦었지만 예방차원에서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항만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몰 후 30분부터

바람직한 일인 것은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는 다이빙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중레저 사업자만이 낚시
어선을 이용하여 다이빙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률의 규제 대상이 교육기관 등의 연안체험

다만, 이 법률은 사전에 다이빙단체가 이 법률의 문제점을 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스쿠

지하고 발의한 의원 측에 조정을 의뢰한 상황이고 아직 최종

바다이빙을 연안체험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스쿠바다이빙 활동

발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을 질식시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래의 취지는 법률에서 정
한 활동의 형태에 따라 사전 신고제도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

위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다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하위법령을 제정

이빙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오히려 개인적인 참가자들을 더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래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제대상은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견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도한다는

다른 법률과 충돌되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결국은 일부의

것이다. 결국 다이버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다이빙 샵을

수중레저 운영자들과 다이빙 지도자에게 적용됨으로써 삼면이

방문하면 다이빙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다이빙 영

업형태를 다이빙 14일 이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에 알맞은 안전한 교육과 턱없이

은 후에야 다이버 손님을 모집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선박에 의한 사고, 어업인들과의 마

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있는

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렇다면 수

것을 강제함으로써 다이빙 사업자만 운영비용을 높이게 되는

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다

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을 관련단체나 수중레저 현황들을

이버들의 또 다른 재미인 야간다이빙이 금지되거나 기존의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제대로 파악

다이빙 장소를 상당수 포기해야 하고 협소한 지역에서만 다

한 후 법을 제정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빙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어촌과의 마찰이 심각한데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닌 곳에 새

수중레저활동은 청소년 단체 체험활동이 아니다. 해양관련

로운 다이빙 장소를 선정하면 더 많은 마찰도 걱정해야 한다

수중레저는 국민들 누구나 취미나 직업으로 즐길 수 있는 수

는 것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레저활동 중의 하나이다. 수중레저활동은 자율적으로 유

만든 법률이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되어야 하고 국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즐길 수 있
는 행복추구권이다. 이러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스쿠바다이

록 수중관련 기반시설이나 위험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완할

빙을 규제하고 있는 법 조항이 남아 있거나 제정될 위기에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

처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어떠한 취지에서 스쿠바다이빙만

되고 있는 사안들을 갑자기 악법을 만들어 규제하려는 것이

규제하는 법률로 남게 되었는지, 혹시나 누군가 이권을 노려

옳은 일인지 한번 따져 볼 일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지없다. 또한, 이러한 법률을 만드는 데 공청회를 개최하
거나 다이빙과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률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진행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제정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따라서 이에 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탁상행정만으로 만들어 낸 법률이

노한 다이빙 종사자들은 이 법률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한국

기에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탄생된 것이다. 전 세

스쿠바다이빙 교육단체(KDEC)와 생활체육협회를 주축으로

계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을 법률로 규제하는 곳은 없다. 세계

관련사업 종사자들과 힘을 합쳐 알리고자 한다. 지난 3월 초

적인 추세는 해양관광 상품을 더 다양하게 개발해 관광수익

에는 다이빙 교육단체와 장비업체 대표들이 공청회에 참석하

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설과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

여 다시 한 번 이 법률들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법적으로 상

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을

충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법률적 검토를 추진 중이다.

빌미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
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이빙관련 교육단체 및 장비업체와 스쿠바
다이빙을 해양수중레저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노력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

하고 있는 모든 다이빙관련 종사자들도 힘을 모아 이러한 악

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와 동시에 다이빙을 즐

다. 특히 스쿠바다이빙은 종사자를 포함하여 30만 명에 이

기는 일반 다이버들과도 비현실적인 규제에 대하여 반대서

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이다.

명운동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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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스마트스킨(SMART SKIN)
3겹의 멤브레인으로 숨쉬는 원단
UPF50+ 자외선 차단
편안함 및 체온 보호의 극대화
내피와 슈트 겸용이 가능한 슈트

www.kingsports.co.kr / Tel. 02-362-8251 Fax. 02-364-9665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2015년 3/4월호 수상자
금상

광각부문 이운철

접사부문 이현희

은상

광각부문 김광복

접사부문 장기영

동상

광각부문 손동수

접사부문 임규동

입선

김광복, 박인수, 신은수, 임규동, 장기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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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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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의
수중사진 응모란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작품의 저작권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의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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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3/4월 수상 상품

이번 3/4월 콘테스트는 SCUBAPRO/해성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금상

CHROMIS

크로미스

\820,000

새로운 크로미스 손목형 컴퓨터는 수중이나 육상에서의 모험을 위하여 준
비하였습니다. 다이버를 위한 큰 사이즈의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와 프리다
이빙 모드, 스트로크 카운터(SCUBAPRO 특허), 스톱워치 등의 다양한 기
능은 당신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크로미스는 PMG(예측 다중 기
체)기능을 제외한 SCUBAPRO의 핵심 기능들을 포함합니다.

은상

JET FIN 제트 핀

\320,000

제트핀은 오랜기간동안 명성있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1965년에
힘과 내구성의 기준을 정립한 뒤,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
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트핀에 사용되는 스프링스트랩은 트윈
제트와 레보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동상

CRYSTAL VU

크리스탈 뷰

\150,000

아주 넓은 시야를 위해 이음새 없는 측면창을 적용한
1안식 마스크입니다.

협찬사 : SCUBAPRO / 해성
2015 March/April

| 49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광각부문

금상 Gold Prize
이운철
꼼치
NIKON D90, f/8.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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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김광복
돌돔질주
NIKON D700, f/10.0, 1/125

광각부문

동상 Bronze Prize
손동수
바라쿠다 무리
Canon EOS 550D, f/11.0, 1/200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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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Gold Prize
이현희
물고기의 입맞춤
NIKON D700, f/1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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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장기영
바다뱀의 포식
OLYMPUS TG-3, f/5.0, 1/160

접사부문

동상 Bronze Prize
임규동
갯민숭달팽이
NIKON D700, f/11.0, 1/80

2015 March/April

| 53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김광복

입선 장기영

입선 김광복

입선 신은수

입선 박인수

입선 임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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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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61회

(抱卵)

뒷지느러미로 알을 감싸고 포란(抱卵) 중인 고스트 파이프 피시 암컷. 체장 약 12cm(Ornate ghost pipefish with eggs)
Nikon D700, 60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15m, Lembeh Indonesia.

머리 쪽은 해마, 몸통은 물고기, 펼친 꼬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닮은 듯한 독특한 모양새의 고스트

황윤태 Hwang Yuntae

파이프 피시는 5~30m 수심의 암반 가장 자리나 갯나리, 산호 등에 의지하여 상황에 따라 체색과 모양
등을 바꾸면서 위장한 채 살아간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꾸로 선 채 보내며, 길쭉한 주둥이로 작은
갑각류를 포식하고, 통상 2마리가 커플을 이루는데 암컷은 수컷보다 약 30% 크다.
일반적인 물고기는 체외수정을 통해 외부의 고정 장소에 산란하지만, 고스트 파이프 피시의 경우 모성애
가 지극한지 암컷이 배 아래의 뒷지느러미 두 쪽을 포개어 캥거루의 육아낭 같은 형태의 주머니를 만들
고, 그 내부의 벽에 산란한 알을 부착시켜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늘 어미와 같이 이동하며, 시간이 흘러
부화되면 독립해 나간다. 포란(抱卵) 중, 가끔 신선한 해수(海水)와 산소공급을 위해 알을 품고 오므린 지
느러미의 가장자리를 벌리기도 하는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우측 상단의 이미지는 한 마리가 부화한 직후의 상태(체장 3~4mm)를 포착한 것이고, 하단의 이미지는
지느러미 내부의 벽에 알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알들에겐 눈에 생겼지만, 가
장자리 일부는 수정되지 않았는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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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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시기가 임박한 듯 한 마리의 몸체가 분리되었다(Ornate ghost pipefish with eggs)
Nikon D700, 60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15m, Lembeh Indonesia.

Nikon D700, 60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15m, Lembeh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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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스트
SSI 인스트럭터 -즐거움이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마린하우스

다이브 파크

(제주 서귀포)

(서울 동작)

(전북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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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스쿠바
(경북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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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전영찬

(주)레저클럽
(서울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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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오호송

다이브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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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제주 서귀포)

(서울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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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달장애
운동능력개발
협회

(경기 광명)

(부산 영도)

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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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월드
(대구 달서)

네모선장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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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다이버
(경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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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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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쿠버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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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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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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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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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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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컬리지
(서울 용산)

(제주도/서울)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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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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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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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바다로
스쿠바

한국
다이브칼리지

(경북 경주)

(충북 청주)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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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의 꿈
(서울 강남)

(부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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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원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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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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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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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니컬
교육단

테크니컬
교육단

(서울 송파)

(서울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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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준

진신

스쿠버월드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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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건
연락처: 010-7471-3140
이메일: ditdi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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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강원 속초)

연락처: 010-5351-9232
이메일: jinsdive@daum.net

(경기 성남)

이우빈

(서울 송파)

김필원

팀포세이돈

연락처: 010-6387-9050
이메일: sedaielp@nate.com

진스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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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

연락처: 010-7368-8251
이메일: winner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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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국
연락처: 010-8922-6963
이메일: sechiku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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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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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서울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지상의 낙원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92-6 번지 우진빌라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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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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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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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P CLUB

김영욱

010-4396-584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55-13 B01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레포츠 지하3층

마린 라이프

김도열(서은미)

010-3785-2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4-12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9-31 바다의 꿈

경기도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 블루홀 다이버스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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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데이

신중택

017-350-0809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54-7번지 다이버하우스

썬 스쿠바

최창호

010-5289-3733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06-2번지 43번 건물 썬스쿠버

아쿠아밸리

김명신

010-4333-284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43-2 501호

일산풀

구자운

010-8833-94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6-1 센터21 빌딩 5층

제이 다이버

정준상

010-4211-9066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80번지 서울산업잠수학원

포프라자

전윤식

010-9991-0114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688-7

팀에스에스아이 스쿠버다이버

손주은

010-7430-487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133번길 12 (내동) 3층

팀 포세이돈

이우빈(오태석)

010-6387-90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906호

준 스쿠바

김기용

011-314-2560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34-11번지

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LF문암 다이브 리조트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19 네모선장리조트

강원도

동호다이브리조트

조명환

010-4195-1556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259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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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포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아야진스쿠버리조트

이성행

010-4343-88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 큰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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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스타일㈜

전석철(김미라)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2-15

영진아쿠아존

김창문

010-9058-9933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1013-6 유영타운111호 아쿠아존다이빙스쿨

팀 스쿠버

이기영

010-8963-858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32번지 팀스쿠버

SSI Korea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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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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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덕대학교

엄대영

010-4557-25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 위덕대학교 정진관
사회체육학부 207호

장유스쿠버

윤철현(양상현)

010-9325-0159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38 (관동동) 101호

유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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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방이

010-2384-6552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43 방2다이버스

블루버블

정범수

010-2646-4392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5-6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0-9120-111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137-5 스쿠바라이프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92-39 스쿠버스토리

제주 바다 하늘

김선일

010-8222-2664

제주도 제주시 도두2동 836-7 제주바다하늘

제주국제대학교

홍근혁(윤상택)

010-2554-8700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번지 제주산업정보대학 스포츠산업계열

제주대학교

김진현

010-2699-7278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해양 스포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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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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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이 카메라 수중사진 작가

STANNY MANOPPO
(Indonesia)
Biography
Stanny Manoppo is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nd accredited divemaster
since the year 2007. With over 10,000 dives
under his belt, he has forged a sharp eye in
spotting micro-creatures underwater using
his Canon camera.
He began his career on Bunaken Island n the
year 2000 before moving on to Raja Ampat in 2009,
and since 2011 has been based out of
Komodo Island. From there,
Manoppo has been guiding an average
of 50 diving groups per year,
specializing in photography.
Stanny Manoppo는 전문적인 사진가이고
2007년부터는 다이브마스터로 공인받았다.
10,000회 이상의 다이브를 하면서,
그는 날카로운 안목으로 그의 캐논 카메라를
통해 아주 작은 수중 생물들을 촬영했다.
그는 2000년부터 Bunaken섬에서 2009년
라자암팟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의 경력을
이어갔고, 2011년까지는 코모도 섬에서 활동했다.
Manoppo는 연간 평균 50단체 이상의 수중촬영
그룹을 가이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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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ny Manoppo

Canon, 21.46mm, 1/320sec, ISO 80, 0.0031sec

Canon, 21.46mm, 1/320sec, ISO 80, 0.0031sec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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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12.07mm, 1/500sec
ISO 80, 0.00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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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12.3mm, 1/500sec
ISO 80, 0.002sec

Canon, 21.46mm, 1/1000sec
ISO 80, 0.001sec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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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30.5mm, 1/500sec, ISO 100, 0.002sec

Canon, 30.5mm, 1/320sec, ISO 80, 0.003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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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30.5mm, 1/500sec, ISO 80, 0.002sec

Canon, 30.5mm, 1/125sec
ISO 80, 0.008sec

Canon, 15.67mm, 1/500sec
ISO 100, 0.002sec
2015 March/April

| 69

Diver Training Centre

Premier Dive Centre

Instructor Training Centre

Centre of Excellenc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4번길 15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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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바다의 얌체 히치하이커
Oceanic Hitchhikers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Have you ever stood on the side of a street, a road or highway

거리, 도로 혹은 고속도로의 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가 멈춰 태워 주리

gesturing to passing drivers in hopes that one would stop and

라는 기대 속에 운전자들에게 몸짓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help you on your way? Begging a ride in this way is called

태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많은 나라에서 히치하이킹이라고 한다. 유

hitchhiking in many countries. It is even encouraged in European

럽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나눠 타기를 권장하기도 한다. 이를 서밍

countries. It is also called thumbing or hitching.

(thumbing) 또는 히칭(hitching)이라고도 한다.

Humans are not the only creatures on earth to utilize this free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이러한 형태의

form of transport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Ocean

무료 운송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다 생물도 오랜 세월에 걸쳐 이

creatures have been doing it for a millennia. They just don’t use

를 이용해 왔다. 혹시나 태워 줄까 기대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그저 엄

their thumb to gain attention for a potential “ride.”

지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Distinguishing between what is true hitchhiking and what is a

두 생물 간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히치하이킹과 공생관계를 구분하기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wo critters is often challenging.

는 어렵다. 해파리의 반구체 안에 한 무리의 단각류가 있는 모습은 꽤

Seeing a bunch of amphipods inside the bell of a jellyfish is

쉽게 관찰된다. 해파리의 박동하는 몸통에 매달리는 것은 대부분의

pretty straight forward. Clinging to a pulsating mass of jelly is

무척추동물에서 흔한 행동은 아니다.

not the usual behavior of most invertebrates.

The pteropod, Corella spectabilis, plays taxi to an amphipod clinging to its “wing.”
익족류인 코렐라 스펙타빌리스(Corella spectabilis)가 자신의‘날개’
에 매달린 단각류에게
택시 역할을 한다.

Not the typical place for a crab to be, this one is getting a ride on Cassiopea, the
upside down jellyfish. Being a bottom dwelling jelly, it will be easy for the crab to
jump off anytime it wants.
게가 관찰되는 흔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 녀석은 뒤집힌 해파리인 카시오페아(Cassiopea)를 타고 있다.
이 해파리는 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게는 원하면 언제든지 뛰어내리기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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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we must ask ourselves what the benefit of this behavior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 또는 생활방식이 가져오는 혜택은 무엇인

or lifestyle is – what does hitchhiking actually achieve for the

지란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한다. 즉 히치하이킹으로 승객은 실제

passenger? Like most behaviors it is likely the best way for the

로 무엇을 얻는가? 대부분의 행동처럼 이것도 히치하이커가 먹이를

hitchhiker to find food and to afford protection.

찾거나 보호를 받는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

Hitchhiking can be used not only as a means of improved

히치하이킹은 먹이 활동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feeding but can also disperse larvae farther than normal thereby

아니라 유생생물을 보통보다 더 멀리 퍼트려 종의 지리적인 범위를 확

expanding a species geographic range.

장시킬 수도 있다.

In this issue we attempt to shed some light on hitchhiking

이번 호에서는 히치하이킹을 하는 종들을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소개

species. There are many more species than we have shown here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이 있지만, 아쉽게도 보여줄 사진이 준

because we unfortunately do not have photographs to share with

비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you. This is a goal for the future.
One form of hitchhiking that should be mentioned is when

먼저 한 가지 유형의 히치하이킹을 소개하면 동물들이 선박에 부착하

animals attach to vessels or are carried in the ballast water of

거나 배의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ships to a distant region in which their offspring can survive.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해수)에 실려 먼 곳으로 가서 자손을 퍼트리는

Hundreds of species are showing up in ports far from their

경우가 있다. 수백 종의 동물이 원래의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

original home regions. Invasive species biologists have reported

에서 발견되고 있다. 생물학자들이 보고한 널리 퍼지는 종들에 따르면

dozens of species from the orient now showing up on the west

동양이 서식지인 수십 종이 이제 미국의 서부 해안에 등장하고 있다.

coast of the United States. Many of these invasive species such

그린크랩(황록색 꽃게의 일종), 참게, 얼룩무늬말조개(Zebra Mussel)

as Green Crab and Chinese Mitten Crab, Zebra Mussels as well

와 아울러 멍게의 한 종처럼, 널리 퍼지는 이들 종의 다수가 급속히 새

as a species of encrusting tunicate have rapidly taken over their

서식지를 점령해 토착종들을 몰아내고 해안선과 급수시설에 피해를

new haunts, out competing indigenous species and causing

입히고 있다.

damage to coastal shorelines and water systems.

Ship hulls and rudders provide real estate for barnacles, sponges, tunicates, bryozoans and mussels to attach and can carry them for miles across oceans
(photos courtesy of Jan Kocian).
따개비, 홍합, 해면, 멍게와 이끼벌레는 선박의 선체 및 방향타에 부착하여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수 있다. (사진 : Jan Ko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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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ll oceanic hitchhikers travel through the open water column.

모든 바다 히치하이커가 공해 수중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There are many who hitchhike on benthic bottom travelers.

바닥에서 살며 이동하는 저서 동물들에 편승하는 히치하이커도 많

Barnacles will settle out on almost any available substrate, but when

다. 따개비는 가용 가능한 거의 모든 기질에 정착할 것이나, 기질이

the substrate is a mobile form like a crab, the hitchhiker benefits

게처럼 이동 가능한 형태라면 이 히치하이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greatly.
Riding on the back of a travelling substrate provides greater access

이동하는 기질의 등에 타면 먹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 커진다.

to food resources. In the case of barnacles on a crab, this resource

게에 편승한 따개비의 경우에 이동하지 못하는 기질에 정착했더라

is the opportunity to feed on plankton in the ocean currents away

면 머물렀을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해류에 실린 플랑크톤을

from where they may have settled on a non-moving substrate.

먹고 살 기회가 생긴다.

◀ We can clearly see the hitchhiker in this pelagic tunicate, Cyclosalpa bakeri.
표영성 멍게인 이 사이클로살파 바케리(Cyclosalpa bakeri) 안에서 히치하이커가 뚜렷이 보
인다.

▼ Between molts, a crab’s shell like any other hard substrate is perfect
for cyprid larval barnacles to settle out on.
Once mature as seen here the crab will carry them to new feeding
grounds.
탈피 사이 기간에 있는 사이프리드 유생(최종 유생 단계) 따개비에게 게의 껍데기는 기
타 여느 단단한 기질처럼 정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게는 그림에서 보듯이 성체가 된 따개비를 새 먹이 활동 장소로 날라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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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ll seen the commensal shrimp, Periclimenes imperator on

우리는 모두 해삼 및 나새류에 편승한 공생 새우인 페리클리메네

sea cucumbers and nudibranchs. Here the shrimp is taxied from

스 임페라터(Periclimenes imperator)를 목격해왔다. 이 경우에 새

food source to food source. They just hang on and grab a bite

우는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의 먹이 공급원에 접근한다. 새우는 그

whenever they can. Now that’s an easy lifestyle.

저 매달려가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주워 먹기만 하면 된
다. 참으로 편한 생활방식이지 않은가.

Periclimenes shrimp on cucumber and dorid
nudibranchs. In both of these situations
the hitchhiker benefits, while the host gets
nothing in return.
해삼과 도리드 나새류에 편승한 페리클리메네스
(Periclimenes) 새우. 이 두 상황에서 모두 히치하이커는
혜택을 보지만 숙주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Pelagic gooseneck barnacles will settle out on
any floating or drifting substrate which might
include driftwood, kelp or floating garbage.
표영성 거위목 따개비(gooseneck barnacle)는 무엇이든
부유하거나 표류하는 기질에 정착할 것인데, 그러한 기질
은 표류목, 다시마, 혹은 떠다니는 쓰레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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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cles like the pelagic gooseneck barnacle, Lepas, ride on any

표영성 거위목 따개비(gooseneck barnacle)인 레파스(Lepas)와 같은

drifting substrate they can attach to. The bell of oceanic jellyfish

따개비는 표류하는 기질 중 부착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탄다. 바

is perfect to optimize their ability to find and capture passing

다 해파리의 반구체는 이들 따개비가 지나가는 플랑크톤 미생물을 찾

planktonic organisms, as the jelly pulsates its body through

아 포획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인데, 해파리가 몸통을 박동시

the water. While the Lepas are feeding on passing plankton,

켜 물을 흔들어주기 때문이다. 레파스는 지나가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they themselves are fed upon by another hitchhiker, the aeolid

하지만 그들 자체도 또 다른 히치하이커, 즉 이올리드 나새류인 피오

nudibranch, Fiona pinnata. Flotsam and jetsam, like driftwood and

나 피나타(Fiona pinnata)의 먹이가 된다. 표류목이나 쓰레기처럼 표류

garbage,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these pelagic barnacles,

물과 표착물은 이들 표영성 따개비에게 해파리의 경우와 동일한 기회

as jellyfish do.

를 제공한다.

Egg yolk or fried egg jellyfish, Phacellophora camtschatica
with pelagic gooseneck barnacles, Lepas pacificus.
계란노른자 해파리 또는 프라이한 계란 해파리라고 하는 파
셀로포라 캠차티카(Phacellophora camtschatica)에 편승한 표
영성 거위목 따개비인 레파스 퍼시피커스(Lepas pacificus).

The aeolid nudibranch, Fiona pinnata, feeds almost exclusively on pelagic gooseneck barnacles living on flotsam and
jetsam.
계란노른자 해파리 또는 프라이한 계란 해파리라고 하는 파셀로포라 캠차이올리드 나새류인 피오나 피나타(Fiona pinnata)는 거의 전적으로
표류물 및 표착물에 사는 표영성 거위목 따개비를 먹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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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reatures of the open sea realm, there are few protective places

공해 영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인 경우에 숨어 생존할 만한 보호처가 거

to hide and survive. Many gelatinous animals serve as convenient

의 없다. 그런데 많은 젤라틴질 동물이 다양한 기타 생물에게 편리한

traveling homes or resting places for a variety of other creatures.

이동식 거처 또는 휴식처를 제공한다. 일부 종류의 유생 물고기와 갑

Certain types of larval fish and crustaceans are the primary users

각류가 주로 이를 이용한다. 케빈이 해파리 몸을 한 이들 생물을 주의

of this resource. Kevin’s careful observation of these jelly-bodied

해서 관찰한 결과 많은 히치하이커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reatures has revealed the presence of many hitchhikers.
Some pelagic jellylike organisms seem to attract hitchhikers

해파리와 비슷한 일부 표영성 생물은 다른 일부 생물보다 히치하이커

more than others. Ctenophores, or pelagic tunicates(aka Salps),

를 더 끌어들이는 듯하다. 페게아 콘페더라타(Pegea confoederata)와 같

like the lovely chain-like colony of Pegea confoederata are used by

은 표영성 멍게류, 즉 살파류(salpas)는 사슬형으로 군체를 형성해 떠

fish and invertebrates alike. The linked tunicates provide both

다니므로 보통 해파리로 오인하는데,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이 모두 이

habitat and transportation while venturing clear offshore waters.

용한다. 멍게들이 서로 연결된 살파류는 투명한 근해를 떠다니면서

When I first saw Kevin’s photo of the fish fully engulfed in

서식처와 운송을 모두 제공한다. 케빈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살파

the buccal cavity of this salp, I thought to myself – this is not a

의 구강에 완전히 갇힌 물고기를 촬영했는데, 내가 처음 이 사진을 보

hitchhiker, but evidence that this species of salp feeds on fish. I

았을 때 이 물고기는 히치하이커가 아니고 이 종의 살파가 물고기를

was surprised to learn that as Kevin took the shot the fish left the

먹이로 한다는 증거라고 혼자 생각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구강에서

cavity and swam happily away. That seemed pretty gutsy to me.

나와 유유히 헤엄쳐 달아나는 모습을 찍은 케빈의 사진을 보고는 놀

A chain colony of Pegea confoederata forms a tight coil.
페게아 콘페더라타(Pegea confoederata)로 이루어진 사슬형 군체가 촘촘한 나선형을 형성하고 있다.

Kevin captured this fish which seemed entrapped in the feeding cavity of the Pegea.
Turns out it was not trapped at all as the fish suddenly swam away effortlessly.
케빈은 페게아의 구강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 물고기를 포착했다. 밝혀졌다시피 물고기는 힘들이
지 않고 갑자기 헤엄쳐 달아났으므로 그건 갇힌 게 전혀 아니었다.

An amphipod and a young pipefish find comfort in a ride on the salp, Pegea. 단각류와 어린 실고기가 살파인 페게아에 편승해 위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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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pecies just hitch on the outside of the tunicate and seem to

랐다. 내 생각으론 구강에 숨는 건 꽤 대담한 행동인 듯했다. 대부분

enjoy the ride – and the benefits.

의 종은 그저 멍게의 외부에 편승해 탑승을 즐기면서 혜택을 보는 듯
하기 때문이다.

Medusafish or Ragfish are the ultimate hitchhikers making the
bell of many species of jellyfish their safe haven. These fish are

샛돔과의 일종인 메두사 피시(medusafish)나 전갱이의 일종인 래그

able to swim in and out of the bell at leisure, never being stung

피시(ragfish)는 많은 해파리 종의 반구체를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by the jellies tentacles. When danger approaches, they dive into

최고의 히치하이커다. 이들 물고기는 한가로이 반구체를 들락날락 헤

the protective confines of the bell or among the tentacles. Species

엄칠 수 있고 절대로 해파리의 촉수에 쏘이는 일이 없다. 이들은 위험

of purple-stripe jellies, sea nettles, moon jellies, lion’s mane and

이 닥치면 반구체의 보호막이나 촉수들 사이로 뛰어든다. 자주색 줄

egg-yolk jellies frequently harbor fishy joy riders. It’s not entirely

무늬 해파리, 붉은 쐐기 해파리(sea nettle), 달 해파리, 사자 갈기 해

clear how the fish avoid becoming a meal for the jellyfish. One

파리와 계란노른자 해파리가 종종 이들 편승 물고기를 숨겨준다. 물

possible mechanism is avoiding contact with the tentacles. It does

고기가 어떻게 해파리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하는지는 그리 분명하지

seem hard to believe that a fish could somehow avoid touching

않다.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촉수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위험이

the ever-moving tentacles while diving deeply into the bell when

닥칠 때 물고기가 반구체로 깊이 뛰어들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촉수

danger approaches. Other possible answers include immunity to

와의 접촉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기타

the nematocyst stings and production of mucus by the fish that

가능한 설명으로는 자포 쏘임에 대한 면역, 자포 발사를 감소시키는

reduces the firing of nematocysts.

점액의 생성 등이 있다.

A large number of amphipods, primarily members
of the family Hyperiidae, are associated with many
gelatinous oceanic animals. Jellyfish medusa,
siphonophores, ctenophores, pteropods and salps
all serve as homes for these crustaceans. The
amphipods carry out various roles while on-board
including castration of the host, brooding of their
own young and actually consuming tissue of the
host.
아주 많은 단각류, 주로 하늘옆새우과(Hyperiidae)에
속하는 단각류가 많은 젤라틴질 바다 동물과 관계를
맺는다. 메두사(부유하는 성체) 해파리, 관해파리, 빗해
파리, 익족류와 살파류가 모두 이들 갑각류에게 거처
를 제공한다. 단각류는 이들 동물에 편승하면서 숙주
의 거세, 숙주의 조직을 사실상 먹어치우는 새끼의 번
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The sea nettle, Chrysaora fuscescens and the Purple-striped jelly,
Chrysaora colorata with the ragfish, Icicthys lockingtoni swimming outside
the jelly’s bell.
붉은 쐐기 해파리(sea nettle, Chrysaora fuscescens)와 자주색 줄무늬 해파
리(Chrysaora colorata)의 반구체 밖에서 헤엄치는 래그 피시(ragfish, Icicthys
locking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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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tenophore, Hormiphora californensis and the jelly, Mitrocoma cellularia with hitchhiking amphipods.
빗해파리인 호미포라 캘리피포넨시스(Hormiphora californensis)와 해파리인 미트로코마 셀룰라리아(Mitrocoma cellularia)에 편승한 히치하이커 단각류.

So it appears that hitchhiking serves a number of purposes,
including protection, a source of food, and distribution. Some
larval or juvenile animals use their gelatinous host as a platform
for development to adulthood. Other species may spend their
entire lives on a jelly after settling on it. In some cases the
relationship is commensal, in which case the jellyfish is not
apparently affected by the association. Some hitchhikers,
however, may be ectoparasitic or even predatory on their host
jelly.
따라서 히치하이킹은 보호, 먹이 자원, 종 분포 등 많은 목적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일부 유생 또는 어린 동물은 젤라틴질 숙주를 성체로 발
달하는 발판으로 이용한다. 다른 일부 종은 해파리에 정착한 후 전 생
애를 해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 일부 경우에 관계는 공생이며, 이 경우
에 해파리는 그러한 관계에 의해 겉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A young golden crustacean takes a ride on the lobate “wing” of the ctenophore,
Leucothea pluchra.
어린 금빛 갑각류가 익족류인 류코테아플루크라(Leucothea pluchra)의 잎 모양‘날개’
에 타고 있다.

보인다. 그러나 일부 히치하이커는 숙주 해파리에 대해 외부기생성이
거나 심지어 포식성일 수 있다.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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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ach dive, drifting offshore, every photograph provides us with
new information, but we still have much to learn about the ecology
of hitchhikers and their hosts. It is unfortunate that their existence far
offshore, and sometimes at great depths make study so difficult.
근해에서 표류하며 다이빙을 할 때마다 찍는 모든 사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나, 우리는 아직도 히치하이커와 그 숙주의 생태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 불행
히도 그들은 먼 근해에 그리고 대단히 깊은 곳에 있어 연구하기가 아주 어렵다.

A shrimp and a crab cling to a floating egg mass and a jellyfish bell. Why? Did they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do so for the same reason? If so why? We have so many questions to answer.
새우와 게가 떠다니는 알 덩어리 및 해파리 반구체에 매달려 있다. 왜일까? 그들은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하기로 의
식적인 결정을 하였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수많은 질문이 있다.

Let us return to the first photo in this article, of a tiny amphipod
hanging onto this pteropod as it drifts in the ocean current. Is this a
joy ride, or a right of survival?
이 글의 첫째 사진, 즉 해류에 실려 표류하는 익족류에 매달린 작은 단각류의
경우로 되돌아가보자. 이 경우는 그냥 즐기는 편승인가, 아니면 생존권이 달린
편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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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의 기고가인 데이비드 베렌스의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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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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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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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색을 변경하는

흰오징어(Squid)

서식한다. 매우 신속하게 유영생활을 하며, 조류에 따라 떠다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몸속에 석회질의 갑라(甲羅)가 들어 있는 종류는 갑오징어라
부르고, 얇고 투명한 연갑(軟甲)이 들어 있는 종류는 오징어 또는 살오징어
라 부르는데, 특히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피둥어꼴뚜기를 일반적으로 오

학명 : Sepioteuthis lessoniana
영명 : Squid
한국명 : 오징어

징어라 부른다.
오징어는 위기에 처하면 몸의 색을 바꾼다. 표피 밑에는 대개 적색, 황색,
갈색의 세 층으로 이루어진 색소 세포가 근섬유에 연결되어 있다. 오징어
는 이들 근섬유를 수축하고 이완시키면서 주변 환경에 맞게 몸의 색을 변

오징어는 두족류에 속하며, 수명은 약 1년이다. 오징어는 부화한 후 8개월

화시킨다. 체색 변화로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오징어는 마지막 수단

이면 외투장이 20cm 정도로 성숙하고, 11~12개월이 되면 30~50만 립의

으로 먹물을 뿜어낸다. 오징어 먹물로 일시적으로 포식자의 후각을 마비시

알을 낳고 수명을 다한다. 오징어는 발이 10개가 있으며 대양이나 연안에

켜 위기를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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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기관이 있는

귀꼴뚜기(Bobtail Squid)
귀꼴뚜기는 두족류의 십완목 귀꼴뚜기과 연체동물로 연안 모래 바닥에 숨
어서 생활한다. 몸의 길이는 약 5cm 정도이고, 넓이는 약 3.2cm이며 외투막
길이는 약 3cm이고, 암컷에 비해서 수컷은 작다. 돔 모양의 외투막으로 넙적
한 지느러미가 귀처럼 붙어 있다.
색 조절 색소체가 신경절로 전달되어 있어 주위와 유사한 색상으로 순식간
에 체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 흑갈색 반점이 외투막 표면에 촘촘히 나 있으며
몸통에 비해서 팔이 길며 발광기관이 먹물주머니의 표면에 한 쌍이 있다. 온
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 분포한다.

학명 : Euprymna morsei
영명 : Bobtail Squid
한국명 : 귀꼴뚜기

몸속에 석회질의
갑라(甲羅)가 들어 있는

갑오징어(Cuttle Fish)
학명 : Sepia latimanus
영명 : Cuttle Fish
한국명 :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오징어목에 속한 두족류의 하나로, 몸속에 오징어의 뼈(cuttlebone)라 부르는
두꺼운 석회질의 갑라(甲羅)가 들어 있는 오징어이다. 몸의 크기가 2.5~90㎝까지 이르며
약 100종(種)이 있고 납작한 몸체는 좁은 지느러미 한 쌍이 둘러싸고 있다. 다리가 8개이
며, 그보다 긴 촉완(tentacle)이 2개 있다.
몸의 색깔은 등 쪽은 어두운 갈색이고 배 쪽은 흰색인데, 수컷은 등 쪽에 물결무늬가 있
다. 여름에 번식하고 열대지방이나 온대지방의 얕은 바다에 산다. 겨울에는 보다 깊은 곳
으로 이동한다. 보통 봄·여름에 번식하며 100~3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갑오징어가 위기에 처하면 몸의 색을 바꾼다. 표피 밑에는 대개 적색, 황색, 갈색의 세 층
으로 이루어진 색소 세포가 근섬유에 연결되어 있다. 갑오징어는 이들 근섬유를 수축하
고 이완시키면서 주변 환경에 맞게 몸의 색을 변화시킨다.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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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이 생긴

불꽃갑오징어(Flamboyant Cuttlefish)
불꽃갑오징어는 체장 10cm 미만으로 귀한 미니 갑오징어이다. 일반 갑오

불꽃갑오징어는 마주보면서 짝짓기를 한다. 수컷은 생식완을 써서 암컷의

징어처럼 유영도 가능하나 주로 기어다니면서 활동한다. 불꽃갑오징어는

외투막 아래에 있는 주머니 같은 부분으로 정액 주머니를 집어넣어 수정

놀랄 만큼 멋진 색깔과 무늬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된다. 암컷은 알을 보호할 수 있는 산호나 바위 또는 나무가 튀어나온

8개의 넓은 칼날처럼 생긴 다리가 있으며, 빨판이 4개의 열을 이루면서 붙

곳의 아래 부분이나 바위틈에 하나씩 산란한다. 코코넛 껍데기 아래에서

어있다. 특이점으로는 갯민숭달팽이를 흉내 내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

십수 개의 알이 발견되곤 한다.

호하고, 그러한 위장술은 먹이감을 안심시켜 먹이사냥이 쉬워진다. 주로

독물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꽃갑오징어의 근육 조직에는 독소가 있다. 갑오

열대지방의 수심 3~86m정도의 얕고 바닥이 모래와 진흙이 섞여있는 곳

징어 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독소는 블루링 옥토퍼스

에서 발견되고 있다.

의 그것 만큼이나 치명적으로 보인다고 한다.

학명 : Metasepia pfefferi
영명 : Flamboyant Cuttlefish
한국명 : 불꽃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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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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 수중사진 테크닉 제23회

수중사진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글/사진 구자광

2. 고르지 못한 라이팅 Uneven Lighting
광각사진에서 피사체 전체에 고르지 못한 조명은 사진에서 거칠게 보인다.
두등 스트로브를 장착한 카메라에서 보통 수직으로 펼쳐져 있는 피사체를 상향으로
촬영할 때 아래쪽 피사체를 비추는 스트로브보다 위쪽 피사체을 비추는 스트로브가
피사체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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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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7
July/August
July/August
핸드폰 : 63-921-614-2807, 63-921-499-1859 홈페이지 : http://www.deepper.co.kr

Diving Tour

초접사 피사체로 유명한

Romblon
Philippines
글/사진 구자광

Cyerce nigra (Tiger butterfly sea slug) photo by Wolfgang H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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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롬블론(Romblon)

Bonbon beach of Romblon

대리석으로 유명한

필리핀의 Romblon 섬
루손 섬의 남쪽에 있는 롬블론 주는 3개의 주요 섬(타블라스, 시부얀,
롬블론)과 30개가량 되는 작은 섬 및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
두 비사야 지역의 일부이다.
시부얀 섬에는 해발고도 2,057m인 기틴기틴 산이 솟아 있지만, 다른
섬들은 대체로 비옥한 저지대이다. 마닐라삼, 코프라, 쌀 등을 주로 경
작한다. 롬블론주의 행정중심지인 롬블론시는 롬블론 섬 북서쪽 해안
에 있다. 산베르나르디노 해협(동쪽)과 베르데 섬의 수로(서쪽)를 잇는
수로에 자리 잡고서 항구도시로 큰 몫을 하고 있다.
3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롬블론 지방은 필리핀 대리석의 주산지다.
매장량이 아시아에서 최대로 알려진 대리석으로 인해 이 섬을 여행하
고 돌아올 때는 기념품으로 대리석으로 만든 테이블장식이나 서양 장
기판같은 제품을 사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롬블론 섬은 민도로 섬과 비꼴지방 사이의 시부얀 해에 떠있는 섬이다.
이 섬은 우리들이 보통 한적하며 숲이 우거져 있고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다른 섬과는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는 섬이라고들
한다. 사실 롬블론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석을 연상하게 하
는 섬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을 가진 대리석이 바로 이곳에
서 채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쿠바다이빙과 같은 관광지
로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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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블론 가는 방법
① 인천공항에서 마닐라국제공항으로 간다.
(항공으로 4시간)
②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택시나 벤을 타고 마닐라항으로 간다.
(택시로 30분)
③ 마닐라항에서 2GO 페리를 타고 롬블론섬으로 간다.
(페리로 14시간)
④ 롬블론항에 내리면 리조트에서 마중을 나와 기다린다.
(리조트까지 트라이시클로 15분)
마닐라항과 롬블론 섬을 왕래하는 2GO 페리호는 1주일에 1회 운항한다.

2GO 페리
http://travel.2go.com.ph/
http://travel.2go.com.ph/Schedules/schedules.asp

인천국제공항
루손 섬

4시간 소요

마닐라
Manila

마린두케

14시간 소요

민도로 섬

롬블론

테블라스 섬

Romblon 시부얀 섬

칼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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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블론 섬의 리조트 & 다이빙 샵
The Three P Holiday & Dive Resort
Barangay Lonos, Romblon Island, Romblon, Philippines
info@the-three-p.com
http ://the-three-p.com/en/
Peter : +63-(0)919-4470-713
Philipp : +63-(0)929-4407-135
Patrick : +63-(0)928-3969-210
Kati : +63-(0)939-633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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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블론 섬의 다이빙
롬블론 섬의 롬블론 시는 생각보다 작아서 어느 작은 시골마을에 온 느

작아서 눈으로 생김새가 식별이 안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야만 그 모

낌이었다. 그리고 롬블론 섬에는 다이빙 리조트가 2군데 정도가 있다.

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카메라로 생물들의 모습을 담아 와

그중에서 우리가 머문 리조트는 롬블론 시에서 트라이시클로 15분 정도

서 확인을 하면 너무도 아름다움 모습들의 형태와 색깔이 보이면서 다

떨어진 독일계 필리핀 삼형제가 운영하는 리조트이다. 리조트도 필리핀

시 한 번 감동의 물결이 밀려온다. 그리고 가이드가 생물을 찾아내는 능

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시설은 약간 낡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대리석

력에 또 감탄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생물의 모양과 이름들을 데이터

이 유명한 섬이라서 그런지 대리석으로 만든 가구나 물품들이 가득 차

화하여 원하는 생물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탁월하다. 정말 어느 곳에서

있었고, 리조트 앞에 드리워진 바다와 그 사이에 꽉 채운 맹그로브 나무

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가이드들이다. 이러한 점은 수중사진가들이 롬

의 풍광은 어느 곳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음

블론 섬을 자주 찾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다이빙 시간 또한 1회 다이

식은 사실 한국 사람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누구든지 이곳을 방문

빙이 보통 80분 이상이다 보니 하루에 3회를 하는 것도 빡빡하다. 특히

하고자 한다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챙겨 갈 것을 권한다.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은 마크로의 보물창고이고, 다른 사이트

이렇게 리조트의 시설이나 부대시설, 먹거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들도 가까운 거리에 포진되어 있다.

곳만의 커다란 장점이 있다. 바로 독일인 삼형제와 둘째의 여자친구인

이곳은 특히 수중사진가들이 선호하겠지만 일반 다이버들도 즐길 수 있

케티의 다이빙 가이드 방법이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그마한 마크

는 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로와 초마크로 생물들을 기막히게 찾아준다는 것이다. 찾아주면 너무

Gnathophylloides mineri (Dwarf urchin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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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블론 섬의 주요 다이브 사이트 맵

Cobrador Is.

Cobrador Is.
Naguso’s Wall

Coral Garden West
Coral Garden East

Alad Is.

Cobrador Sunken Island

Alad North

Staghorn Corazon

Lugbung Is.

Alad Is.

Alad Sanctuary 1

Treasure’s Dream
Romblon

Phil’s Fan Coral Collection

Alad Sanctuary Garden

Bonbon Beach

Bonbon Sea Grass Valley

Alad South

Giant Clam Sanctuary

Bangug Island

Channel of Alad

Salvo Beach
Agnay Sanctuary

San Pedro Santuary

Sasaigang Point
Toby’s Corner

Turtle’s Feeding Place

San Pedro Cliff

Romblon Is.
Lugbung Is.

Dogo Maru Wreck

Lunas

Logbon

Telsie’s Garden
Agpanabat Sanctuary
Agpanabat Caves Canyons

Logbon Sanctuary

Logbon Coral C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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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emichthys rumengani (Lembeh sea dragon)

Cyerce nigra, juvenile (Tiger butterfly sea slug) photo by Len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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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climenaeus sp. (Green tunicate shrimp) photo by Wolfgang Holz

Cyerce nigra (Tiger butterfly sea slug) photo by Wolfgang H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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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Hippocampus pontohi (Pontohi pygmi seahorse)
2. Hippocampus bargibanti (Gorgonian pygmi seahorse)
3. Hippocampus severnsi (Severn's pygmi seahorse)
4. Hippocampus denise (Denise's pygmi seahorse), photo by Michael Hoeh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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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blyosyllis sp. (Undefined marine worm) photo by Wolfgang Holz

Gelastocaris paronae (Cryptic Sponge Shrimp)

아네모네 피쉬의 부화직전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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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열대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Boracay
보라카이에서는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

Philippines

건축물을 짓기 위해 코코넛 나무 크기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또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점에서 300m 이내에도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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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Boracay)

Panay 파나이 섬
보라카이 섬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할 섬
파나이 섬(Panay)은 보라카이 섬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섬으로 필리핀 중부 비사야 지역의 북쪽에 있으며 면적은
11,515㎢로, 필리핀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 섬의 북쪽은 시부얀
해와 롬블론 제도가 있고, 토토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비콜지
방의 마스바테 섬이 있다. 시부얀 해와 마스바테 섬 너머는 루
손 섬이 있다. 남서쪽으로는 술루해(Sulu Sea)가 펼쳐져 있다.
파나이 섬의 최대의 도시인 일로일로(Iloilo)는 서부 비사야 지
방의 중심 도시이다. 또한 2,117m인 미자야스 산(Madjaas)이
우뚝 솟아 있다. 파나이 섬의 주요 언어는 비사야어의 일종인
이롱고(Ilonggo)어이다. 대부분의 섬사람들은 기독교(로마 가
톨릭교회)를 믿는다. 섬의 주요 산업은 쌀, 설탕, 어업 등이다.

Boracay 보라카이 섬
비치가 아름다운 세계적인 휴양지
세계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보라카이 섬은 필리핀의 중서부 파나이 섬(Panay Province) 북서쪽에
떠 있는 섬으로 마지막 남은 천국이라 불릴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지닌 휴양지이다. 이곳에는 길이
7㎞에 달하는 길고 넓은 화이트 비치와 야자수 숲이 어우러진 32개의 크고 작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치가 있다. 보라카이에서는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짓기 위해 코코넛 나무 크기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또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점에서 300m 이내에도 건물을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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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카이 가는 방법
인천국제공항

보라카이 섬
Boracay

씨월드
다이브센터

15분 소요

카티끌란
Caticlan
3시간 소요

1시간
30분
소요

칼리보
Kalibo

100 |

보라카이 섬의 씨월드다이브센터 소개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 보라카이 섬의 화이트 비치 가

또한 PADI SCUBA DIVER COURSE부터 PADI INSTRUCTOR COURSE까지 PADI

장 중앙부에 위치한 씨월드다이브센터는 1995년에 설립

의 전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다이브센터이다. 씨월드다이브센터에서는 프로를 지

되었으며, 1999년 11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 성

망하는 교육생을 위해 3, 4, 7주 등의 여러 집중적인 개발코스를 마련하여 단시일

업 중에 있다. 씨월드다이브센터는 PADI 5STAR Career

내에 강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Development Center이며, National Geographic Dive
Center로서 강사 교육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의 다이빙 센터로 연 6회의 정기 강사교육과 비정기 강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다이빙 강사 4명, 벨기에 다이빙 강사 1명, 러
시아 다이빙 강사 2명, 중국 다이빙 강사 1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겨울 성수기에는 2~3인의 외국인 강사가
추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인 매니저와 10여 명의 필리
핀 스탭이 씨월드다이브센터에 상주 근무하고 있다.
씨월드다이브센터에서는 다이버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
해주기 위해 10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를 2002
년 8월에 건립하였다. 씨월드다이브센터에서는 연 2,000
여 명 이상의 체험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500명의
PADI C-CARD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 30여 명의 새로운
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1일 평균 4~5회의 다이빙
을 매일 실시하며 연 1,000회 이상의 다이빙 자격증을 가
진 다이버를 위한 펀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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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섬의 다이빙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는 보라카이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

보라카이 섬의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는 야팍(Yapak) 사이트는 물이

다. 바로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면서 멋진 해변과 관광지로서의 다양함을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 가야 하는 곳으로 익스트림한 조류 다이빙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빙 사이트는

딥 다이빙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다. 2001년 1월 8일, 수명이 다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적막하고 조용한 데 반하여 이곳은 젊은이들의

한 화물선을 고의로 침몰시켜 만든 난파선 사이트인 Camia’s Wreck과.

열기와 사람들의 놀이 본능을 자극하는 곳이다.

모든 레벨의 다이버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크로커다일(Crocodile) 섬 사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7km 정도 뻗어 있

이트 등은 많은 다이버들이 찾고 있다. 발링하이(Balinghai) 사이트는

는 하얀 백사장은 정말로 장관이다. 해안가의 야자수는 이런 환경을 더

변화무쌍한 지형의 암초 지대로 12m 수심에서 시작하여 절벽(Wall)을

욱 멋지게 장식한다. 따라서 로맨틱한 분위기와 화려함이 공존하는 섬

타고 내려가면 수심이 18m 정도가 된다. 절벽에는 아름다운 산호 지역

이기도 하다. 특히 해질 무렵 해변에서 느끼는 풍광은 낭만적이고 로맨

이 있으며, 인공 어초가 있어 물고기 및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다.

틱하다. 비치 주변에는 리조트와 상가들이 늘어서 있어 해변을 즐기면

앙홀(Angol) 사이트는 나이트다이빙이 가능하며, 마크로 수중사진 촬

서 다양한 음식과 쇼핑, 마사지 등 전 세계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해

영을 위한 최고의 사이트이다. 여러 종류의 커다란 산호 암초에서 자

양에 관련된 상품들도 다양하다. 스킨스쿠바, 요트, 파라세일링, 바나나

라나고 있으며, 산호 주변으로 많은 물고들이 살고 있다. 그 밖에 마크

보트 등 놀이거리도 풍부하다. 저녁에는 비치에서 벌어지는 불 쇼와 생

로 해양 생물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 앤티어스 무리(Anthias), 담셀피

음악 등 다양한 공연과 음식들로 인해 저녁시간의 무료함을 느낄 새가

쉬(Damsels), 버터플라이피쉬(Butterflyfish), 블루리본일(Blue Ribbon

없다. 이러한 사람들에 섞여 있다 보면 젊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Eel), 곰치(Morays), 갯민숭달팽이(Nudibranchs), 핑크아이고비(Pink-

이렇게 스쿠바다이빙을 즐길 수도 있고, 더불어 생동감을 느끼면서 다

eye Goby) 등을 볼 수 있다. 밤에는 산호초 사이에 먹이활동을 하는 많

양한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고, 낭만적인 해변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은 종류의 새우와 게들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불루링옥토퍼스

이 많지 않은데 그 중의 하나가 보라카이 섬이다.

(Blue-ring Octopus)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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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섬의 주요 다이브 사이트 맵

Yapak 2
Bat Cave

Yapak 1

Boracay Is.
Punta Bunga

Dinwid

Friday Rock

Little Fridays

Lobster Rock

Virgin Drop

씨월드다이브센터

Camia ll

White Beach

Coral Garden
Angol Point

Tambisaan

Crocodile Island
Bouranga
Dog Drift

Channel Steps
Lapu Wall

Laure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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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기영

사진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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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국내 다이빙

넓은 부지, 넓은 시설,
서비스 정신이 남다른 리조트

강원도 고성군의 문암다이브리조트
글/사진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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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여자들의 옷깃이라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여자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봄바람이다.
봄바람은 여자의 옷깃을 여미게 하기 시작하면서 봄을 알린다.
동해바다에서의 봄소식은 무엇이 제일 먼저 알릴까? 이것 역시 봄바람이다.
통상 겨울에는 북동풍이 잦고 봄이 되면 서풍으로 바뀐다. 동해안 어부들은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봄이 온다고 한다. 이맘때면 동
해안에는 산불 경계령도 내려진다.
서풍이 불면 동해바다의 표면수가 외해로 빠져 나가고 대신 심층수가 표면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온이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겨울 내내 9~12℃를 유지하던 수온이 봄바람으로 인해 2~7℃ 정도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열성 다이버들은 이런 계절을 좋아한다. 따뜻한 햇살과 뻥 뚫린 수중시야, 그 속으로 파고드는 태양광의 빗줄기, 햇살을 받으며
하늘거리는 해조류의 새싹들의 모습은 약간의 추위를 견디고도 스쿠버다이빙을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계절이라 생각한다.
그 뿐이 아니다. 봄에는 바다가 늘 잔잔하며, 다이빙 사이트에서 멀리 산을 바라보면 하얀 설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마치 내가
북유럽 같은 지역에 와서 다이빙을 하는 듯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닷속이 뻥 뚫린 수중시야를 자랑하며
싸늘한 수온과 육지에는 멀리 설산이 펼쳐지는 그림은 분명히 한국 속의 노르웨이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박주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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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식사하고 다이빙하세요!

간식도 만만찮아요

문암다이브리조트는 오래전부터 방문하는 다이버들을 위해 단촐하

필자가 문암리조트를 방문할 때면 늘 그곳에 있는 다이버들이 간식

지만 맛깔스러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박주명 대표 내외의 다

을 먹고 있었다. 난로위의 군고구마, 오징어구이, 삶은 계란, 따끈한

이버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굳이 하지 않

어묵국 등으로 다이버들의 입맛을 즐겁고 풍성하게 해주고 있었다.

아도 되는 일이지만 타 리조트에는 하지 않는 번거롭고 경비가 발생
하는 일을 왜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다이빙요금이
더 비싼 것도 아니다. 타 리조트와 요금이 동일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부부가 다이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단적으로 알게
하는 서비스이다.

초급자 교육이 편해요

휴식공간이 많아요

문암리조트는 오래전부터 오픈워터 해양실습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약 3,000m²의 넓은 공간에 각종 파라솔과 15개 이상의 비치테이블

수영장 교육을 끝낸 초급다이버들이 첫 해양실습장소로는 최적의 장

이 마련되어 있으며, 철근빔으로 지붕이 제작되어 있어 비, 눈 등의

소이며 그에 알맞는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입출수 유도라인

걱정 없이 팀별로 편안하게 휴식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충

과 150ｍ의 수중 가이드라인을 따라 표시된 과제표(현 파손 후 재설

분해서 성수기에 많은 다이버들이 몰려와도 문암다이브리조트는 혼

치 예정)는 수영장에서 연습한 내용들을 실전에서 복습하는 좋은 계

잡스러움이 덜하다.

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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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에서 보트 승선까지 엄청 가까워요!

주차장 걱정 마세요

일반적인 시스템은 리조트에서부터 장비를 착용하고 보트에 승선

문암다이브리조트는 약 3,000m²의 부지를 이용하고 있다. 필자가

하는데 이 거리가 멀다보면 다이버들이 무거운 장비의 무게로 인

아는 한 가장 넓은 리조트로 기억한다. 따라서 여름철 성수기에도 극

하여 체력 소모가 많아진다. 문암다이브리조트는 장비를 착용하고

심한 주차난 없이 여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문암다이

15~20ｍ 정도만 이동하면 바로 보트에 승선할 수 있어 체력소모가

브리조트만의 장점이다.

적게 드는 편리한 장점이 있다.

찾아오시는 길
문암다이브리조트(http://www.scubaez.com)
주소 : 강원도 공성군 죽왕면 문암2리
TEL. 033-637-6716, 010-5163-0920

겨울철에도 걱정 없어요
겨울철에는 별도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대형 난로를 제작하여 참나
무 땔감으로 뜨끈뜨끈하게 온실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
들이 간식을 먹으며 몸을 녹일 수 있다. 한해 겨울에 3회 정도 땔감을
들여오는 데 약 150만 원 어치 정도의 참나무 땔감을 구매한다.

국도 이용 시
자동차 : 서울-양평-홍천-인재-미시령-아야진-교암입구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 : 서울춘천고속도로 미사 IC(속초, 인제, 시남 방면으로)미시령-아야진-교암입구
항공 이용 시
김포공항-양양공항-간성쪽-교암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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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포인트! 참 좋아요
수려한 경관의 금강산 포인트

편안한 자연암초 명파대

온통 산호와 말미잘로 뒤덮힌 낙산대기

말미잘 천국 인공어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마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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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대웅슈트

스마트 APNEA 컴퓨터

퓨어 인스팅트 섹션에서 마레스의 또 다른 혁신은 스마트 아프니어 다이빙
컴퓨터이다. 스마트 아프니어는 스피어피싱과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다이브컴퓨터의 기준이 될 것이다. 스마트 아프니어는 수심
150m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PC에서 다이브 링크 USB로 소프
트웨어와 펌웨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HI-TECH FIN, 파워플라나

구획이 나눠진 LCD 화면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가독성이 뛰
어나며, 강화유리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스마트 아프니어는 사용하기에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2개의 컨트롤 버
튼과 새로 개선된 소프트웨어 덕분에 모든 기능을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편안해졌다. 순간의 수심 정보, 다이빙 시간, 수온, 하강 및 상승 속도를 모
든 다이빙 도중에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마레스는 안전에 특별한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 아프니어로 다이빙을 준비
할 수 있다. 회복시간, 최근 다이빙 정보를 수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수심, 다이빙 시간, 회복, 속도 등을 사용자에 맞게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스마트 아프니어는 프리다이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한다. 위험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다이버가 인사불성, 타
라바나신드롬 혹은 객혈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특정한
정보(속도 컨트롤, 수면 휴식시간, 하이드레이션 알람)를 제공한다.
확장된 메모리 용량에 매 초마다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읽으면서 9회의 다
이브 세션이 저장된다. 각 개별 다이빙이 저장된 데이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프리다이빙 시 즐기거나 혹은 경쟁하거나 교육받을 때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새롭게 진화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최신의 수심 센
서와 최적화된 배터리 소모량을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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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플라나는 품질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마레스의 첫 번째 테
크니컬 오리발이다. 모든 킥 동작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원하는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이
상적이다. 오픈풋포켓이 특징이며, 소재의 견고함이 증가하여 드라이슈트와 테크니컬 장
비로 사용할 때 필요한 음성부력을 제공한다. 거기에 마레스는 특허받은 엘라스틱 번지스
트랩으로 다이빙 중이나 혹은 오리발을 신고 벗을 때 더욱 편안하다. 이전까지 파워플라
나는 R, XL, XXL만 출시되었는데, 올해부터 S 사이즈가 새롭게 출시된다.

EOS RZ 전등
EOS RZ는 다이브 환경에 맞게 전등의 빛을 조절할 수 있다. 충전식 배터리로 USB로 PC에 연결하거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아 어디서든 충전이 쉽다. 아울러, 충전이 완료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전레벨표시가 있다.
EOS RZ는 다기능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등 안으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며 4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최대전력으로 강한 빛을 내는 것(ON), 전력의 30%로 약한 빛을 내는 것(LOW) 그리고 플래쉬 모드
(FLASH)와 끄기(OFF)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손에 꼭 맞게 잡히며, 조작
하기 쉽고, 스트랩으로 조절할 수 있다. 모든 EOS RZ는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품질이 좋다.
EOS RZ 시리즈의 각 전등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The EOS 12RZ : 강력한 파워와 길어진 조명 시간(120~300분)
1200 루멘의 세 개의 LED로 이뤄져 EOS 시리즈 중 가장 강한 조명으로
넓은 스펙트럼의 다이빙에 사용할 수 있다.

The EOS 7RZ : 밝고 다이빙에 없으면 안될 실용적인 전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약한 빛으로 510분간 사용할 수 있다.

The EOS 4RZ : 밝고 컴팩트한 전등
작은 사이즈임에도 강한 빛을 사용했을 시 150분간 사용할 수 있다.

The EOS 2RZ : 극도로 가벼운 전등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도 148g으로 매우 가벼워
백업용 전등으로 쓰기에 완벽한 전등이다.

스마트 컴퓨터
마레스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화면과 본보기가 될 디자인을 갖춘 새로운 시
계형 다이빙 컴퓨터 “스마트”를 출시한다. 스마트는 기존처럼 구획이 나뉜 화면을
갖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기능적인 버튼을 배치했다. 혼합가스다이빙과 프리다이
빙에 적합하다. 수면에서는 나이트록스 세팅을 수정할 수 있고, 로그북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수중에서는 화면의 첫 번째 줄에서 수심 정보를 볼 수
있다. 버튼은 인체공학적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옆에 위치한다. 위쪽
버튼을 눌러 최대수심, 평균수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아래쪽 버튼을 눌러 다이
브시간, 수온, 산소농도, CNS노출치, 스톱워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는 4초 동
안 화면에 나타나며 안전을 위해
다이브시간으로 자동 전환된다.
배터리의 수명은 사용자의 다
이빙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3년이다. 스트랩은
검정색과 흰색, 검정색과
회색으로 2가지 색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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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정사

VTX
VTX 다이브 컴퓨터는 OLED color와 Bluetooth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Cutting edge 테크놀로지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능이다. 또한 특허 받
은 잔여 air time 알고리즘과 무선 잔압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고해상도의 OLED color screen과 3개축의 디지털 콤파스에 대응하는
tilt, 블루투스, 4 나이트록스 혼합,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배터리, 버튼 식 메뉴 설
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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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까지 사용

디지털 나침반

기울기 보정 3-축 디지털 나침반

나이트록스

21-100%

멀티 기체

기체1 (공기&나이트록스, 21-100%)

4 나이트록스 가능. 각각 PO2 설정
기체2,3,4 (끔, 21-100%)
알람 설정

듀얼 알고리즘 (DSAT 또는 Pelagic Z+)

다이브로그 저장

24 다이빙

PC, MAC, 모바일

PC 사용자 - Oceanlog (CD에서 다운로드)

사용 환경

SOLA VIDEO PRO 8000
Sola Video Pro 8000은 강력한 빛을 보여주는 영상 랜턴으로 새롭게
특허받은 Cooling System을 탑재하고 있으며, 수중 촬영 전문가들에게
업계 최고의 성능과 함께 지속적인 라이팅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KEY FEATURES]
▶ 최대 출력 : 8000 루멘 (FL-1 Standard 인증)
▶ 조사각 90° 확산형
▶ 사용 밝기 : 8000루멘 / 4000루멘 / 500루멘
▶ 사용 시간 : 50분 / 100분 / 800분
▶ 충전 시간 : 100분
▶ 무게 : 984g
▶ LED 대쉬보드를 통해 설정, 밝기, 배터리 정보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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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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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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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03

M-19SQB

[Freedom Technology]

▶ TUSA Crystal View Optical Glass Lens(특허)

▶ 딤플 가공으로 부위별 실리콘의 두께에 차이를 둔 피팅

▶ Anti-Reflective(빛 반사 차단), UV 차단 렌즈

▶ 저 마찰 가공으로 착용 시 닿는 부위의 부드러운 촉감을 실현

▶ 크롬 프레임(스페셜 에디션)
▶ 착용 후 얼굴에 자국이 없는 라운드 에지 구조

[Basic Feature]

▶ 라운드 에지 구조

▶ M1001의 콤팩트 사이즈로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3차원 스트랩

▶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멀티 회전이 되는 프리덤 버클

▶ 스커트 내부 빛 반사를 차단하는 특수 가공

▶ 눈과 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좁힌 TUSA 마스크 중
최대 시야의 1안식 타입

SOLA VIDEO 3000 F
Sola Video 랜턴은 동급 최소 크기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랜턴으로, 사
진과 비디오 촬영 전문가들에게 작은 패키지 속에 강력한 파워와 유연함
을 함께 제공한다.
Sola Video 3000 F 는 Sola Video 랜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행 친화
적인 랜턴이다. 이 랜턴은 90°의 조사각 안에 3000루멘이라는 믿기 어려
운 밝기를 제공한다.
[KEY FEATURES]
▶ 최대 출력 : 3000루멘 (FL-1 Standard 인증)
▶ 조사각 : 90°확산형
▶ 사용 밝기 : 3000루멘 / 1500루멘 / 750루멘
▶ 사용 시간 : 50분 / 100분 / 200분
▶ 충전 시간 : 100분
▶ 무게 : 265g
▶ 2세계 최고 수준의 CREE社 LED 를 사용한 강력한 LED 배열과
강화된 펌웨어 배터리 잔량과 현재 밝기를 LED 표시기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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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 / 해성

MK25 EVO/S600
SCUBAPRO는 50년 이상 최고의 레귤레이터를 제조하며 명성을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 이태리 공장을 통해 3,000,000의 호흡기가 생산되었으며,
M K25/S600의 경우 1965년 M K5가 출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000세트가 판매된 세계 최고 성능의 호흡기이다.
국내의 경우 매년 1,500개 이상이 판매되어 전체 국내 호흡기 시장의 약
30~40%에 해당되는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2015년 SCUBAPRO에서는
새롭게 동계 성능이 30% 향상된 새로운 MK25 EVO 버전을 출시하였다.

1단계 특징
▶	특허인 새로운 XTIS (확장형 온도 보호 시스템)를 통하여 찬물 환경에
서의 보호와 동결 저항력이 피스톤 성능의 저하 없이 극대화
▶대
 형의 피스톤 사이즈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매우 빠른 호흡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고의 호흡성을 제공
▶ 추가적인 주름은, 몸체에 보다 많은 온도 교환을 제공
▶ 현대적인 디자인
▶ 파란색으로 주요한 절연 시스템 부속을 표시
▶ 새로운 EN250-2014 기준 충족 (유럽 기준)
▶ 공기 균형식 피스톤
▶ 2개의 고압 포트, 5개의 중간압 포트
▶ 스위벨

MK25 EVO/A700
매우 뛰어난 2단계인 A700은 1단계 제품 중 MK25EVO 및 MK17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모든 다이빙에 필요한 가장 높은 공기 흐름을 전달하는 시스
템이다. SCUBAPRO는 A700을 통해 2단계 레귤레이터의 성능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 눈에 띄는 디자인과 정밀한 수공, 풀 메틸 패키지로 구성되
었으며, 공기균형식 밸브 기술의 통합으로 A700은 보다 특별한 호흡을 가져
다 줄 것이다. 특히 A700은 동계성능이 타 2단계 레귤레이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1단계 특징
▶ 특허인 새로운 XTIS (확장형 온도 보호 시스템)를 통하여 찬물 환경에서의
보호와 동결 저항력이 피스톤 성능의 저하 없이 극대화
▶ 대형의 피스톤 사이즈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매우 빠른 호흡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고의 호흡 민감성을 제공
▶ 추가적인 주름은, 몸체에 보다 많은 온도 교환을 제공
▶ 현대적인 디자인
▶ 파란색으로 주요한 절연 시스템 부속을 표시
▶ 새로운 EN250-2014 기준 충족(유럽 기준)
▶ 공기 균형식 피스톤
▶ 2개의 고압 포트, 5개의 중간압 포트
▶ 스위벨

2 단계 특징
▶ 테크노 정밀 수작업 설계 및 디자인의 최고 걸작
▶ 평생 사용가능한 품질과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을 위한 광택 크롬 외부
▶ 경량과 편안함을 위한 작게 디자인된 사이즈
▶ 어느 수심에서나 일정한 호흡 성능
▶ 최고 성능의 0.5J/L의 호흡 성능(WOB)
▶ 새롭게 정렬된 VIVA 시스템과
▶ 새로운 금속 몸체와 금속 부속을 통해 최고의 성능을 보증
▶ 금속 몸체를 통해 찬물에서 최대의 열 교환 지원
▶ \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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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특징
▶ 테크노 폴리모 몸체와 부속
▶ 최고 성능의 공기 균형식 시스템
▶ 공기 흐름 밸브
▶ 다이버가 조절 가능한 VIVA(흡기 노력 조절)
▶ 새로운 마우스피스
▶ \880,000

다양한 컬러의 제트 핀
제트핀은 오랜 기간동안 명성있는 역사를 자랑한다. 1965년에 힘과 내구성의 기준을 정립한 뒤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5년에는 새
로운 다양한 컬러의 제트핀이 출시되었으며, 또한 모든 제트 핀에는 스프링 스트렙이 장착되어 판매된다. 2015년 300족 한정으로 출시되었다.
▶ 색상 : 레드, 옐로우, 그레이, 카키
▶ \320,000

신형 옥토퍼스 (R095, S360)

이퀘이터 부력 조절기
이퀘이터 BC는 이태리에서 재작되는 부력조절기로, 매우 편안하고 완벽하게 조절 가능하다. 또
한 통합형 웨이트 포켓 시스템과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다이빙을 즐기거나 여행
을 다니는 다이버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전면 조절식 부력조절기로 매우 간결하며, 가벼운 무게
를 지닌 디자인이 장점이다. 다이빙을 시작하는 초보에서부터 강사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다.

특징
▶ 경량화를 위해 쉽게 접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백팩
▶ 높은 편안함을 위한 배수 가능한 에어 넷 백 패딩
▶ 최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최신의
SCUBAPRO인플레이터, 주름진 호스,
엘보우와 낮은 면적의 덤프 밸브

R095 특징
▶ 전통식 다운 스트림 밸브
▶ 사전 조정식 VIVA

▶ 더블 탱크 스트렙을 새롭게 디자인한
탱크 밴드, 경량형 플라스틱 버클과
쉬운 결합이 가능한 웨빙

▶ 좌우 전환이 가능한 호스 연결

▶ 원단 : 420D 나일론 (미국산)

▶ \200,000

▶ 낮은 면적의 버클을 포함한
통합형 웨이트 포켓
▶ 다이빙 칼 장착을 위한 홈
▶ 회전 가능한 어깨 버클
▶ 2개의 지퍼 포켓
▶ 부드러운 목 뒷면 마무리
▶ 양쪽의 옥포퍼스 포켓
▶ \720,000
SCUBAPRO 부력조절기의
품질 관리 기준

S360특징
▶ 새로운 공기 균형 흐름식 밸브
▶ 조절식 VIVA
▶ 사전 조정된 호흡 노력
▶ 높은 공기 흐름 배출 밸브
▶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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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왕

사이드마운트 패키지
레귤레이터 가방에 포장된 세트(set) 및 구성품 :
▶ 2 VX10 아이스버그 압력 레귤레이터
▶ 2 추가의 컴팩트 호기 디플렉터 additional compact exhalation deflectors
▶ 2 개 15cm HP 호스를 갖춘 300Bar HP 수중 압력 게이지
▶ 210cm 신축성있는 MP 호스
▶ 63.5cm 신축성있는 MP 호스
▶ 90°회전식 커넥터
▶ 20cm 신축성 있는 DS 파이프
▶ 15cm 신축성 있는 DS 파이프
▶ 88mm 스테인리스-스틸
스낵-훅 (snap-hook)
▶ 100cm 라텍스 끈(코드)
▶ 5 클램프 고리(collars)
▶ 5 오링 가스켓(gaskets)
▶ Model No. 316-025
▶ \2,500,000
※ 호흡기는 동계형 호흡기로 저수온 다
이빙에 적합한 호흡기

V FIRST (V 퍼스트)
▶ 경량화된 호흡기로 심플한 디자인에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다이버가
좀 더 일상적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1단계
경량화된 컴펙트한 디자인의 1단계 호흡기로 스탠다드 피

▶ 모든 주요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며 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또한 장점이다.

스톤을 사용하며, 4 MP 포트, 1 HP 포트로 구성되어있다.

▶ 주로 다이빙클럽, 센터 또는 새로운 다이버를 위한 렌트 및 교육용

HP입구 캡 및 슈퍼 플렉스 폴리우레탄 소재의 MP호스를

호흡기로 사용하기에 좋다.
▶ 사용압력 : 230bar(요크)

사용하였다. 최적화된 호스 위치 및 인체 공학적인 요크스크류로 다이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Model No. 316-023(요크형)
▶ \398,000

2단계
소프트 터치 커버를 사용하여 더 큰 퍼지 존(수동퍼지)을
형성하였으며, 폴리우레탄 MP 밸브를 사용하였다. 다운스
트림 릴리프 밸브 기구, 조정 가능한 노즐 및 2단계를 사용
하지 않을 때 프리-플로우를 막기 위한(예, 물에 뛰어 들
때) 사이드-마운티드 벤츄리 조정레버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막에 물의 동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 워터 입
구 및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대형 배기밸브, 컴팩트한 배기
디플렉터가 구성 되어있다. 터치케이스 및 간단하고 쉬운
유지 관리가 가능하며 마우스를 무는 편안함이 있어 편안
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호흡기 316-828 V FIRST 2단계

V FIRST 옥토퍼스 (V 퍼스트 옥토퍼스)
▶ 쉽게 식별 가능한 노랑 하우징
▶ 92.5cm 긴 노란 MP 호스
▶ Model No. 316-918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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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리프트 퍼스트 (MASTERLIFT FIRST)
▶ 1개의 모델로 2 사이즈를 커버하는 듀얼-사이즈 디자인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여 적은 모델로 활동 당(회당)
모든 사이즈 범위를 커버하며, 다이빙 센터에서 더 많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다이빙 센터에서 사용 및 장비 대여를 위해 다이빙 강사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설계하였으며, 다이빙 센터로부터
테스트 및 입증된 부력조절기이다.
▶ 듀얼-버클을 사용하여 다이버들이 더욱 쉽고, 빠르며,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 이동식 칼라-코드 태크로 사이즈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제자리에 압력 게이지를 잡아주는 사전-장착 내부 걸쇠가 있다.
▶ 강사의 벨로스트를 잡아주는 보안 밸크로 잠금과 함께 2개 악세사리 포켓이 있다.
▶ 1000 데니어 소재 및 3개의 D-링
▶ 떼어낼 수 있는 패팅의 견고한 백팩
▶ 중량 (사이즈 : S/M) : 2,33 kg
▶ 사이즈 : XXS/XS, S/M, L/XL (3가지)
▶ 부력 : 100N(XXS/XS), 160N(S/M), 230N(L/XL)
▶ Model No. 345-20*
▶ \550,000

플라이 사이드 마운트
▶ 3D 디자인 “하모니카” 유선형 프로필, 일명 눈물방울 모양의 블레이더로 DIR
하네스를 기본으로 함
▶ 로우 프로파일 및 강화된 사이드 보호
▶ 3 항목 : 인플레이터, 블랭크 퍼지, 오버 프레셔 밸브 (OPV) - 모든 교환 가능
▶ 매우 견고한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 코듀라 2000 (외부), 코듀라 500 (내부)
▶ 부력은 35lb(약 16kg)이며, 부피는 12L
▶ 하네스 부착을 위한 5개 구멍
▶ 유럽에서 테스트 및 모든 제품은 유럽에서 생산
▶ 번지 및 2개 볼트 스냅 부착
▶ 색상 : 검정, 빨강 - ‘모듈화ʼ되어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며, 모든 부품
역시 선택 가능 (윙 포켓, 버튼플레이트, 백플레이트 부양 시 포켓)
▶ 백플레이트 재질 : 알루미늄(ALU), 스테인레스스틸(SS)
▶ 백플레이트 두께 : 3mm , 6mm
▶ 트림 웨이트 포켓을 포함하며 전체 6kg을 수행 가능
▶ 버튼플레이트 유/무 선택 가능
▶ Model No. FSM1***B(검정) / FSM5***R(빨강)

마스터리프트 어드벤처 (MASTERLIFT ADVENTURE)
▶ 해부학적 모양의 데니어 소재 블레이더를 사용하여 내 몸에 맞춘 듯 편안함을 제공한다.
▶ 웨이트 포지셔닝 시스템(Weight Positioning System,WPS) : 필요에 따라 웨이트 포켓을 탈부착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전-탑재되어 있다.
▶ 제거 가능한 이동식 퀵-릴리스 WPS 버클이 제공된다. (퀵-릴리스 벨로스트 포켓은 옵션으로 가능)
▶ 조정 가능한 허리 벨트 및 가슴 스트랩으로 보호되는 우수한 지탱력 및 제거 가능한 패딩의 견고한 백팩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편리한 접근을 위한 C-오프닝을 갖춘 2개 싱글-지퍼 포켓, 왼손 및 오른손잡이의 옥토퍼스 하우징 그리고 감춰진
호스 홀더는 압력 게이지를 편리하게 고정시켜준다.
▶ 포켓 위의 40mm 알루미늄 D-링 2개 및 40mm 플라스틱 D-링 2개 + 40mm 직사각형 플라스틱 D-링 2개(폭)가
제공된다.
▶ 안전을 위한 빛-반사 테두리 및 식별하기 쉬운 회색 탭을 사용하여 다이버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 중량 (사이즈 M) : 2,57 kg
▶ 부력(N) : 90N(XXS), 120N(XS), 150N(S), 170N(M), 200N(L), 250N(XL)
▶ Model No. 345-35*
▶ \630,000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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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아쿠아스포츠

사계절용 초경량 2.8kg의 숨쉬는 드라이

BREATHABLE CAMO DRY
(브레더블 캐모드라이)

▶ 원단 : 코듀라 아쿠아렉스 4 LAYER
공기와 땀은 통과시키고 물은 통과시키지 않는 4중 구조의 원단
슈트 내부의 땀, 습기를 외부로 발산하야 항상 쾌적함을 유지
내구성이 강한 코듀라원단을 표면원단으로 강도가 우수
세부사항
▶ 이중지퍼 형태로 내측은 BDM 메탈지퍼 혹은 TIZIP 플라스틱방수지퍼 선택가능
▶ 버클고정 확장형 허벅지 주머니 부착
▶ 우측 어깨 벨크로형 주머니 (각종 패치부착가능)
▶ 부드러운 재질의 이중 무릎패드
▶ 손, 발목 씰보호용 커프스
▶ 3mm 더블니트 슬림부츠

TITAN 2015년형 프리미엄 슈트
어깨부분 나일론 PU패널 부착으로 내마모도 향상과 가슴부위 졸프린트를
가미하여 발수성과 강도를 강화
소매 및 팔꿈치 부위는 3D 입체패널로 설계 최상의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뒷쪽은 엠보처리되어 팔 다리가 구부렸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설계
▶ 원단 : 일본 YAMAMOTO사가 개발한 특수 발열 기모 보온소재인 나노지코늄
네오프렌 사용
외부 태양열에너지와 인체에서 발산된 체온을 AERO ZIRCONIUM
중공섬유에 응축 후 기온의 저하에 따라 자동 발열하는 특수보온저지 사용
보온력 극대화를 위해 보온저지 안쪽면 초미립자 나노 티타늄 코팅처리
5mm 원단으로 8mm 네오프렌 이상의 보온효과 발휘

3M 신슐레이트 내피
부피는 줄이고 보온력은 더욱 업그레이드 된 3M CS200 충전재 사용으로
뛰어난 보온성 제공
초극세사 섬유층 사이에 형성된 무수히 많은 미세한 공기층이 외부 냉기를
차단하며 체온의 열기를 붙잡아 두어 탁월한 보온성능을 발휘
▶ 원단 : 40데니어 립스탑 나일론 초발수 가공 210gm 마이크로 플리스 안감
▶ 충전재 : 3M사 CS200 신슐레이트
세부사항
▶ 좌우 앞 가슴 벨크로형 포켓 (각종 패치 부착가능)
▶ 좌우 수납 포켓
▶ 좌우 발고정용 고탄성 밴드
▶ 고강력 손목 메쉬 커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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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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 DIVING

해난구조

잠수사의 구조작업 절차
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해난구조 작업
해난구조 작업 및 모든 산업잠수 작업을 하거나 수중조사를 하기 위해서

[글 싣는 순서]
1. 해난구조의 흐름
2. 해난구조의 법률적 지위

는 반드시 잠수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잠수사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추고 수중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해난구조 잠수사는
단순히 잠수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발파, 수중선저 검사, 수중 구조

3. 해난선박의 탐색 및 조사

물 용접 및 절단, 수중 인양, 패치의 고정 및 구멍이나 틈새의 플러그 작업

4. 해난구조 작업의 안전대책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해야 한다.

5. 선박 및 구조물의 복원력 및 유체정역학

이러한 작업들이 정밀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수중에서

6. 잠수사의 구조작업 절차

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작업이 수월하지 않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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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동일한 작업을 육상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수중 작업은

정보 등의 복합적인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최소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없다. 해난구조 잠수사는 항상 자신이‘해난구조 팀장의 눈’역할을

잠수사는 강한 해류지역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작업을 해야 하

하며 팀장이 작업 계획 단계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는 수중 손상

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측정한 후

부분의 정확한 자료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결하

손상을 입은 강판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면서도 정확한 자료가 잠수사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로 해난구조 잠수사들은 상호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공조체제를 유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해난구조 잠수사는 경험이 매우 풍부한 뱃사람

지해야 하며, 팀장의 리더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잠수사가 수

역할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업이 슬링(Sling), 스트롭

중작업 중일 때는 관련된 잠수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Strop), 샤클(Shakle) 등의 사용 기술에 의존하며 더군다나 잠수사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듯 해난구조 잠수사는

는 수중장비 및 기구, 수중 절단기, 드릴 및 발파 장치 등의 사용법

수중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한 기술

에 익숙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숙련된 잠수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과 정보, 관련장비 사용법을 파악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는 강인한 인내력, 끈기 및 수중에서 작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책

특수한 해난구조 작업 및 해난구조 조직이 포함된 복구작업이나 특

임감, 강인한 정신력 등이 필수적이다.”

수한 잠수작업에 관해 기술한 내용을 기술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육
지의 오일, 가스 관련시설 사업의 확장 등으로 잠수사 수요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기까지 해난구조 잠수사는 특수한 직종으로 매우 각
광을 받아 왔다. 197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서는 해난구조 잠수사
들이 통합 운영되었고, 해난구조 잠수사의 수입도 양호한 편이었다.
최근까지도 해난구조 잠수사들이 다른 해난구조 종사자들에 비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으며, 별도의 수당도 추가되었다.
해난구조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해난구조 잠수사들의 임무 및 책임
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중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해난구조 작업의 성패가 잠수사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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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 작업 시 잠수사의 임무
잠수사들이 해난구조 본 작업에 앞서 사전 작업들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1.	좌초 혹은 침몰된 사고 선박의 탐사(손상부위의 표식 및 도해작업
포함)

절단 장치의 설치
12.	스터드 건, 직쏘(jigsaw), 임팩 렌치 및 핫 탭 장치 등과 같은 다양
한 동력사용 장치의 운전
13.	음향 측심기 혹은 사이드 스캔 소나에 나타나는 물체의 실제 확인
및 해저 지질 탐사

2. 손상부분의 패칭, 플러깅 및 쐐기작업을 포함한 방수 작업
3.	조난선박의 도킹 혹은 견인 작업 시 추가 손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손상된 강판의 절단 혹은 제거 작업
4.	느슨해진 방향타 혹은 프로펠러 등의 수중에 있는 장치들의 고정 혹
은 임의의 환경에서의 동일한 장치들의 제거

상기에 열거한 작업들은 해난구조 잠수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체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화물
이동, 화재 진압, 배수 및 장비 성치 등을 포함한 활동에 대해 해난
구조 팀은 다른 작업자들을 도울 수 있다.

5.	수중 촬영, 수중 탐사 보고서 준비사항을 포함한 손상부분의 수중
CCTV 조사 기술
6.	가능하다면 상기 5번 작업을 포함해 침몰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기체 혹은 블랙박스 부품의 회수

잠수사의 일반적인 책임
해난구조 잠수사로부터 예측되는 일반적인 업무를 간단히 살펴본다
는 것은 실제 해난구조 잠수사와 완전한 팀 웍 작업 및 최상의 능력

7. 앵커, 체인 및 특수 화물과 같은 소실 장비의 탐색 및 위치 파악

을 발휘해야 하는 해난구조 팀장 및 해난구조팀의 다른 팀원들에게

8.	구조선박에 의해 매몰 혹은 인양되는 난파선 아래에 로프를 통과시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는 작업
9.	손상을 입은 선박을 보강하거나 배수 작업을 가능케 해주기 위한 임
시 격벽, 코퍼댐, 혹은 기타 구조물의 설치
10.	해수 밸브, 해수저장 체스트, 손상된 파이프 라인, 좌·우 튜브 등
의 제거 작업
11.	난파선의 절단 해체, 암석 및 해저 표석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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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혹은 잠수사의 작업환경 및 조건의 무시 등 작업의 지연, 보
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해 혹은 잠수사의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해 및 사망사고는 잠수사에게
있어 흔하지 않지만 가끔 발생되는 사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는
잠수사의 수중 작업 조건을 구조선 갑판상의 보조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자주 발생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슈퍼바이저 및 작업 중인 잠수사들에 대한 해난
구조 팀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에서 잠수사들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효
과적인 장비 제공
2.	만약 작업계획이 작업요원, 사고선박 혹은 화물과 관련해 위험이 있다
고 판단 시 잠수사에게 통보
3.	필요한 작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조언으로 슈퍼바이저 및
현장 감독을 도움
4.	슈퍼바이저 혹은 잠수 팀장의 지시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효과적이고
세심한 선박 관리자, 장비 설치 담장자나 크레인 운전자 확보
5.	잠수작업이 잠수사의 능력 및 주요 조건에 맞도록 가장 안전하고 효율

해저바닥에서는 수면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해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2.	수중에서의 시야는 수심 및 물의 혼탁도에 따라 좌우된다. 수평 시야
는 열대 해수에서 상당히 양호하여 180ft 수심에서 100ft까지 볼 수
있다. 수직 시야는 통상 수평 시야보다 짧다. 강한 해류나 조류, 대형
선박의 항행에 의해 해저 바닥이 혼탁해지는 현상 역시 시야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다.
3.	수온은 잠수사의 작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온이 낮으면
작업에 집중력이 감소해 작업 능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적절한 수
온 16~22℃ 이라 할지라도 체온의 감소를 가져와 피로를 가중시킨
다. 30℃ 이상의 수온에서도 잠수사는 고온에 의해 생리적 고통을
당하며 결국 더 빨리 지치게 된다.

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확인
6.	작업이 수행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의 변화
시 잠수사들에게 초기에 인지시켜야 함

안전수칙 및 잠수계획
잠수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고려하기 이전에 구조자들은 관
찰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이들 사항은 잠수 안전수칙 및 잠

해류, 수중시정 및 수온 등을 포함한 잠수사의 작업조건에 대해 제

수 세부 계획에 관한 것들이며, 기타 사항들은 수중에서 작업하는

약 요소들이 있는데, 잠수작업에 영향을 주는 해류의 기본 형태는

잠수사를 보조해 주는 구조 선박에 있는 구조원들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과 같다.

1.	잠수사가 작업 중일 때에는 적절한 신호가 구조 선박 혹은 난파선에

1.	일반적인 강물, 해류 및 조류의 방향 및 속도는 연간 시기, 조석의 단
계, 바닥의 형태, 수심 및 기상에 따라 변화한다. 조석표는 잠수작업

전달되어야 한다. 다른 선박의 항행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수중 작업
중인 선박을 표시하는 국제 신호기인‘A’
기를 게양해야 한다.

계획 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하는 수면에서의 조건들을 보여주는

2.	잠수사가 작업하기 위해 수중으로 하잠할 때 회전 중인 스크류에 의

데, 수면 바로 아래의 해류 방향 및 속도는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며

한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외기는 회전속도가 빠
르기 때문에 스크류에 의한 위험은 매우 크고, 보트 운전자는 잠수사
가 보트 주변에 있을 때는 엔진 구동을 정지하며 잠수사에게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수중에서의 절단 혹은 용접 작업을 해야 할 때, 그 작업이 구역 내에
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슈퍼
바이저의 소관이다. 수중절단 작업 시 주요한 위험은 기름으로 덮인
표면 혹은 표면 위의 폭발성 대기에 용접 시 녹은 슬래그 입자를 동
반하는 산소 거품의 생성 때문에 화재 혹은 폭발의 위험성에 있는 것
이다. 특히 가스가 실려 있거나 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
서의 화물 창고의 수중 절단 작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가능한 다른 방
법을 택하도록 한다.
4.	해저면 혹은 침몰된 화물칸으로부터 물건을 운반하고 인양할 때 작
업구역 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해 잠수사가 작업 시 물건들에 부
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잠수사가 화물창 내의 화물을
고정시키는 수중작업을 한다면 잠수사가 안전하다고 지시할 때까지
어떠한 인양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 회수작업이 수행된다
면 견인할 수 있는 인양고리를 만들기 위해 난파선에 인양기어 장치
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선박의 크레인 후크로 당기는 것보다 훨씬 안
전하다. 생명줄을 사용한 모든 신호는 작업 중인 잠수사로부터 육상
보조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생명줄
(신호줄) 담당과 음성 통화를 하는 전화수를 혹여나 크레인 조종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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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인원을 1명 감축하려 하다가 오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자체 작

히려 사고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해외에

업 목표에 적합하도록 감압표를 수정하거나

서는 흔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개선하고자 하는 잠수사 혹은 슈퍼바이저가

5.	수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는 조류의 영향을

있는데 잠수사의 건강상 심각한 위험 요소를

받게 되는데, 강한 조류는 잠수 작업 시 중요

항상 고려하여 검증이 되지도 않은 이상한 자

한 방해 요인이 된다. 만약 3노트의 조류에서

신만의 이론이라는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는 잠수사의 경우 자신의 위치만을 유지하거

될 것이다. 감압표를 기억하려고 시도조차 하

나 라이프 라인에 매달려 있는 데에 모든 힘을

지 마라!

소진하게 된다. 만약 조류가 심한 지역에서 작
업을 해야 할 경우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할

필자가 스쿠바다이버 지에 산업잠수 기고를 시

것을 대비하여 고무보트나 감시자가 항시 준

작하여 이번 호 마무리까지 딱 2년이라는 시간

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흘렀습니다. 산업잠수에 대한 정보들이 부

6.	당연한 사실이지만, 잠수사가 수중에서 체류

족하다는 생각에 다이버 독자층이 많은 스쿠바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나, 산업잠

다이버지에 연재하기로 가볍게 마음먹었지만

수를 직업으로 하는 잠수사들은 감압 잠수가

막상 원고를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

당연할 것이다. 해난구조 작업 시 작업 수심

다. 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동부산대

이 감압 잠수로 넘어가는 것이며, 슈퍼바이저

에서 산업잠수를 가르치고 있고, 생각보다 일

는 감압 계획을 위한 적절한 여유를 주어야 한

반 다이버들이나 독자분들이 산업잠수에 대한

다. 잠수사 및 기록수 또한 감압절차 시간이

정보에 취약한 것을 알게 되어 책임감을 가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작업 제한조건이 작업계

고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분야의 정보를 정

획에 포함되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리해 보았습니다. 연재를 하는 와중에 가슴아

한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감압시간을 변

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잠수사와 해난

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없으나 반복적인 잠

구조작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부족

수작업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작업 계획의

하였지만 독자 여러분께 자그마한 정보를 제공
해 드린다는 것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였고,
산업잠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셨으리 믿습니다. 요즈음은 일반 다이버
들이 산업잠수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리
면서, 또 기회가 닿는다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
고 스쿠바다이버 지 구독자분들과 뵈었으면 합
니다.
우리에겐 바다가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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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QUE

EFR

어느날 인터넷에서 투자에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다. 군대를 다
녀온 지 1년 된 23살의 젊은 남성이 남긴 질문이었다. ‘군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욕심이

Emergency
First
Response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생겨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닥치는대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
다. 1억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나요?’라는 글
이었는데 볼 때는 피식하고 웃어 넘겼는데 스크롤을 하던 중 그
아래 달린 댓글을 읽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형 서른이
다. 늦게 군대 다녀와서 미친듯이 1억 모았다. XX! 근데 지금
간암 말기란다.’
2000년 4월 18일 시즌 10번째 잠실에서 벌어진 LG와의 경기에
서 2루 주자로 나가있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다리를 심하게 떨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일을 기억할 것
이다. 갑자기 발생된 일이라 의료진도 없었고, 들것에 실려 나
가는 임수혁 선수를 보았을 땐 야구팬으로서 화가 날 정도로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 쇼펜하우어 -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먹먹했었다. 또한 해마다 열리는 마라
톤 대회는 어떠한가? 번쩍번쩍한 등산복 열풍 속에 산으로 향
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떠한가? 과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몇 해 전부터 심폐소생과 관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보급
하는데 힘써 왔다. 물론 나보다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3년 전부
터 경희대학교 남성우 교수는 특수한 학과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
여 교양과목에 PADI의 EFR(Emergency First Response) 코
스를 접목하여 현재까지 서울 캠퍼스 및 경기 국제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다.
응급처치 교육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만일
도와주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이다.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길 “죽는 것보다 나쁜 것이 있느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승이 낫다.”, “주저하고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
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응급 시에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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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서울신문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응

건(3.4%), 20~69세 1만 3324건(54.4%), 70세 이상이 1만 332건

급처치인 것이다.

(42.2%)으로 집계되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심장이 멈춘 상태에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는 2015년 입학생부터 심폐소생술을 졸업

서 3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5분 이상이 경과하면 심각한

요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중

영구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사회에도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관계자

심장이 멈춘 뒤 다른 사람에 의해 목격된 사례는 2012년 1만 485건

가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대 또한 교원자격을 갖추기 위해

(39.5%)으로, 2010년 9099건(37.2%), 2011년 9776건(39.3%)에 비

서는 심폐소생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 증가했고,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2012

왜일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우수한 인력들은 본인과 이웃에

년 1730건(6.5%)으로 2010년 813건(3.3%)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었

게 서로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 건강한 사회

으나 여전히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장

를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 외 심정지 생존

2010년 8,212건(33.5%), 2011년 10175건(40.9%), 2012년 12,222

현황’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건(46.1%)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2만 5909건, 2011년 2만 6382건, 2012년 2만 6531건으로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역시 암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었으며, 2위가 뇌혈관질환, 3위로 심장질환으로 집계되었다.

성별로는 2012년의 경우 남성이 1만 6995건(64.1%)으로 여성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의 징후나 증상 그리고 대처

9536건(35.9%)의 약 2배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823

법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스쿠바다이빙
활동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래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며, 짝과 함께 하는 활동이니 상대방을 위한 심폐
소생술 정도는 익혀두면 비상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인들만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도 30~40대 젊은 층까지 위
협하고 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 추운 겨울에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 또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레스큐 팀과 함께 다이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2015 March/April

| 129

EFR(Emergency First Response)이란?

후 2년간 유효하며 레스큐다이버 코스의 사전조건이므로 미리 배워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02년 미국에서 국제구명기구(ILCOR)와 현장 근무자인 응급처

이러한 코스는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나 PADI 강사, EFR 강사

치요원 EMS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심폐소생 교육으

를 찾아 배울 수 있으니 다이빙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배워두기를

로 OSHA(U.S)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HSE(영국), Work Cover

강하게 권장한다.

NSW(호주)의 직장용 요구수준을 충족한 코스이다.

젊은날에는 돈을 모으느라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일을 한다. 그리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EFR 코스는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조

고 돈을 모으고 나면 건강을 되찾는 데 그 돈을 다 써버린다. 얼마

직위원회, 일본의 AirDo 항공사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들이

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나를 만들

인정한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 오랫동안 짝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기존의 다른 심폐소생코스와는 달리 EFR코스는 놀이와 같다. 가

갖출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다이버가 되어보자.

슴을 누르는 깍지 낀 손모양이 뭐가 중요한가? 가슴을 누르는 깊이
나 속도를 어찌 기계처럼 맞추겠는가? 30번을 누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가? 완벽한 스킬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는 보장이 없으며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교육생들에게
는 아주 자유롭고 웃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
다. ABCABS의 기억하기 쉬운 라이프라인을 통해 실행에 바로 접목
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EFR 코스는 크게 일차처치와 이차처치
둘로 나뉜다. 일차처치는 심정지나 기도막힘, 심한 출혈과 같이 당
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치라 할 수 있
고, 이차처치는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부상과 같이 당장 생명에 지
장을 주지는 않으나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처치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성인과 어린이 처치방법 두 가지 코스를 함께 배
울 수도 있고, 한 개씩 따로 배울 수도 있다. 학생 교재는 아래와 같
이 DVD, 매뉴얼이 있어 자율학습을 통해 예습을 하고 참가하면 실
습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자격증은 취득

학생과정
참가자격 : 연령, 다이빙 사전자격 조건 없음
교육시간 : 약 4~6시간 (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강사과정
참가자격 : EFR 자격증 소지자
교육시간 : 약 10시간 이상 (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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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WORLD DIVE CENTER
보라카이에 위치한 체험 다이빙 및 다이빙 교육 전문 센터
인터넷전화

070-8258-3033

현지전화

63-36-288-3033

홈페이지

www.seaworld-boracay.co.kr

PADI 강사 양성 2개월 특별과정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소지자가 PADI 강사까지
비용 : 590만원
포함내역 : 2개월 숙식 / 다이빙 100회 보장
어드밴스드부터 강사 교육 일체
영어 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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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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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QUE

테크니컬 다이빙의
소개 Introduction of Technical Diving
스쿠바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호기심, 흥분, 성취감 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
느꼈던 흥분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응용 분야를 찾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다이빙 기술 자체에 숙달되면
수중사진이나 각종 스페셜티 다이빙에
몰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스페셜티 다이빙 중에서도 테크니컬 다이빙의
분야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성취감도 큰 분야이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테크니컬 다이빙이야 말로
스쿠바다이빙에 숙달된 다이빙 매니아들에게
더욱 깊은 성취감과 호기심을 만족시킬만한
가장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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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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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감압다이빙 (Decompression Diving)
많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다이빙에 입문할 때부터 감압 다이빙
은 극도로 위험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그러나 다이버
들 중에서 모든 다이빙이 감압 다이빙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
람은 많지 않다.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무감압한계시간 내에서 다이
빙을 실시하여 상승 도중에 감압을 위해 정지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감압정지를 하지 않을 뿐이지 감압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 속도로 상승하면 저절로 감압이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감압 다이빙이란 용어는 부적절해 보인다.
“무정지상승”
이나“무정지감압”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즉, 모든 다이빙은 감압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속도로 상승하는가 아니면 체내의 용존, 과포화 기체를 보다 충분히
배출하기 위해 일정시간 감압정지를 한 후 상승하는가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감압이라는 행위 자체는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도 오래 전부
터 안전정지(safety stop)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충분한 감압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감압
한계 내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테크니컬 감
압다이빙보다 위험할 수 있다.
오늘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무감압다이빙을 금과옥조로 삼
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압
다이빙을 경험하기도 하고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감압다이빙을 시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술력의 발달로 과거의 장비보다 더 큰 용량
의 실린더와 더 효율이 좋은 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더이상
장비에 의해 수심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게 되었다.
많은 다이버들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보다 깊은 수심에서 더
오래 다이빙을 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 물론 초보 다이버의 경
우 호기심 보다는 두려움과 자제력으로 이런 모험을 시도하지 않지
만 점차 다이빙에 숙달되고 자신감이 커지게 되면 차츰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과연 40m란 어떤 기준

의 수심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40m 이상의 대심도 다이빙

으로 제한된 것인가? 또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상업 다이빙 등에서는

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고, 이 위험 요인을 제

감압다이빙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감

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

압다이빙을 제한하는가? 등의 의구심이 반복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

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테크니컬 다이버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

을 통한 수정된 기준을 마련하기도 한다.

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수심과 시간 범위를 파악하여 수심과 시간

테크니컬 감압다이빙은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단순히 감압다이

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이빙할 수 있는 것이다.

빙을 금지하는 것 보다는 다이빙 도중 기체가 체내에 용해되고 상승

예를 들면 40m 수심에서는 15m 수심보다 주위 압력이 두 배가 된

도중에 배출되는 원리와 수치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다이버

다. 그러므로 40m에서 동일한 시간을 다이빙하기 위해서는 15m에서

가 안전한 다이빙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안전 범위 내에서 감압다이

보다 두 배의 공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용량의 실린더나 더블실린

빙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과정이다. 단지 40m 이상

더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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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실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컬 다이빙 전용 부력조절
기를 사용해야 한다. 테크니컬 부력조절기는 백플레이트, 하네스,
윙(wing) 등으로 구성되며 처음에는 백마운트 형태가 적합하다.
더블 스틸 실린더 등의 무거운 장비들을 장착하고 중성부력을 유
지하기에 충분한 부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너무 복잡하
지 않은 단순한 형태가 좋다.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비상시 슈트로 어느 정도 부력조절을 할 수 있지만 슈트 다이버
는 상승 도중 부력조절기 고장에 대비하여 더블 블래더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감압 잠수에서는 부력조절기가 고장날 경
우 웨이트를 버리고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심에서 장시
간 감압을 해야 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부력조절기가 고장 난
다면 매우 난감해진다.
경우에 따라서 에치밸브(H-valve)나 더블실린더(double cylinder)
가 필요하다. 에치밸브나 더블실린더는 실린더에서 두 개의 밸브가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1단계 호흡기를 2개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의 1단계가 고장나는 경우 다른 1단계를 보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압다이빙용 밸브이다. 레크리에이션 옥토퍼스를
사용할 경우에 1단계의 고장, 잔압계 또는 고압호스의 파열, 밸브
막힘, 밸브 오링 파열 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공기를 사용할 수 없
게 된다. 짝의 공기를 나누어 쓰거나 비상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에치밸브와 더블밸브를 사용하면 고장난 쪽의 밸
브를 잠그고 다른쪽 밸브를 개방하면 실린더의 공기를 잃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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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기 부족의 염려 없이 다이빙을 계

으로 줄이는 방법은 높은 산소 성분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감압

획했던 대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도표를 비교해 보면 40m 수심에서 20분간 다이빙할 경

다이빙 도중 밸브와 호흡기 1단계 사이에서 공기가 누출되는 경우는

우에 나이트록스를 이용한 감압(아래쪽)이 공기 감압(위쪽)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점차 기체의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트록스는 체내 질소를 효과

누출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밸브와

적으로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감압을 촉진하여 감압 시간을 줄일

호흡기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기체의 누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

수 있는 것이다.

해 딘(DIN) 밸브를 사용한다. 나사로 연결되어 이탈될 염려가 없고

따라서 장시간의 본격적인 감압다이빙에서는 감압용 기체를 운반하

높은 압력에서도 기체가 누출되지 않는 딘 밸브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 위한 스테이지(Stage) 실린더를 사용한다. 스테이지 실린더는 스

대명사라 할 수 있다.

냅(snap)이라는 고리를 연결하여 부력조절기 어깨와 허리부분의 링

상승과 하강줄이 없는 곳에서 표류하며 감압하는 경우에는 해류에

에 걸어서 사용한다. 스테이지 실린더의 용량은 감압 시간과 감압기

의해 먼 곳으로 흘러서 수면에서 기다리는 선박과 보이지 않을 만큼

체의 성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멀어질 수도 있다. 또,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으로 부력을 조절

이런 모든 계획은 정확한 수심에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기체를 사

하면 호흡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감압다이버는 리프트백

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다이브

과 릴을 사용하여 수면 다이버에게 위치를 알리고 최대한 효과적으

컴퓨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고장이나 배터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

로 호흡하며 감압을 실시한다.

우를 대비하여 두 개 이상을 사용하거나 백업 슬레이트를 사용하기

감압다이빙의 경우 감압 시간에 낮은 수심을 즐기며 이동할 수도 있

도 한다. 다이브컴퓨터는 공기는 물론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수 있어

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압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감압시간을 효과적

야 하며 수중에서 기체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심과 시간만 표시되는
게이지 모드(Gauge mode) 기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00m
이상의 대심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명칭 그대로 기술적인 근거와 기준을 통하여 정
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계획까지 수립한
뒤에 실시하는 과학적인 다이빙이다. 따라서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테크니컬 대심도 다이빙의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능
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별 수면기체소모량
(Respiratory Minute Volume), 질소마취한계수심(Equivalent
Narcotic Depth) 등을 측정하여 기체 사용량과 개인별 생리적 한계
를 파악한다.
두 번째 과정은 장비의 숙달이다. 더블 실린더, 테크니컬 부력조절기,

공기나이트록스감압비교표

스테이지 실린더, 롱호스 등의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백업랜턴,
절단공구 등의 비상용 장비를 언제라도 찾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숙달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정은 감압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압에 대한 생리적인
이해와 감압테이블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획한 수
심과 시간에 대한 감압 일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과정은 수립된 감압 계획을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혼합시
키는 과정이다. 자신의 공기 소모량으로 해당 계획을 수행하려면 얼
마나 많은 양의 기체를 준비해야 하는가? 또, 계획한 수심으로 내려
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기체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고장이나, 공기 고갈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
비한 충분한 기체를 확보해야 한다.
감압다이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

다이브컴퓨터

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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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도 한다.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표준 감압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과 장비와 기술을 숙달하고 나면 비로

과 기술을 배운다.

소 테크니컬 감압 다이버가 되는 것이다. 시내 주행과 장거리 주행의

TDI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버(Extended Range Diver) 과정은 공

준비가 다른 것과 같이, 40m 수심을 넘어서고 감압 다이빙을 하기

기를 사용하여 수심 55m(180ft) 까지 잠수하는 적절한 기술과 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준비로는 이론이나 실기

요한 장비들, 그리고 공기를 사용한 대심도 잠수의 위험성을 배운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론과 실기 모두를 겸비해야만 원하는

다. 이 과정에서는 단계적인 감압용 기체로 나이트록스와 산소 등

감압다이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을 사용한다.

점진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감압다이버가 될 수 있
고, 항상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해야만 감압다이
버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압 다이빙의 안전성은 서구 각국의 보험 제도에서도 나타난다. 다
이빙 전문 보험회사들은 테크니컬 다이빙과 스포츠 다이빙의 보험료
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보험료는 사고와 보상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의 위험성이 스포츠 다이빙보다 높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DI에서는 감압절차(Decompression Procedure), 헬리트록스
(Helitrox), 익스텐드 레인지(Extended Range) 과정이 있다.
TDI 감압절차 과정은 최대수심 45m(150ft)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표준적인 감압잠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가를 배우는 과정
이다. 이 과정은 TDI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어드밴스드 침몰선, 테
크니컬 사이드마운트 과
정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TDI 헬리트록스 다이버
(Helitrox Diver) 과정은
45m 미만의 수심에서 헬
륨이 20% 미만 함유된
DIN 호흡기

감압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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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흐름도

COLUMN

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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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 약층이란 무엇인가요?
바다나 깊은 호수 같은 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 하강해 내려가면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온도가 변하는 물의 층을 만나기 때문이며,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른 두 층의 경계를 연결하는 선을 수온약층[thermocline] 또는
수중등온선(isotherm)이라 한다. 즉, 물속의 깊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표면 온도와 물속의 온도와의 차이가 심하여 등온선에
도달하면 찬물과 더운물이 뒤섞여 아지랑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코론의 바라쿠다레이크 같은 곳에는 수심 4m까지는 30℃이다가 그
이하는 40℃까지 올라간다. 그 경계선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바다는 여름철에도 대개 수심 20m이하로 내려가면 수온이 낮아 춥고 특히 동해안은
여름에도 수심 7~8m만 내려가도 수온이 아주 낮아진다. 수온 24℃이하의 물속에서는
춥기 때문에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제나 드라이 슈트가
필요할 정도로 수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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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는 빛이 어디까지 들어갈까?
바닷속의 층은 유광층(euphotic zone, 투광층), 박광층(disphotic zone, 약광층),
무광층(aphotic zone, 암흑층)으로 나뉜다.
유광층은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햇빛을 받는 수심
즉, 약 200m까지의 깊이를 말한다. 식물플랑크톤의 1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심도로,
광합성량이 호흡량을 상회하는 표수층이다. 유광층은 보이는 기능부터 영양생성층 또는 유기물
생산층이라고도 부른다. 유광층의 하한의 작은 육수나 내만(內灣)에서는 수개이다.
박광층은 광합성을 하기에는 햇빛이 불충분한 깊이를 말하는데 유광층에서부터 수심 약 1,000m
되는 곳까지 이른다. 맑은 외양에서는 200~1000m 수층이 이에 해당하며, 주야수직이동(diurnal
vertical migration)을 하는 동물플랑크톤이나 어류가 낮에는 이곳에 모여 있다.
무광층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바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무광층에서는 광합성(photosynthesis)을 할 수 없으므로 식물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무광층은 탁도(turbidity)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며, 연안(coastal)에서는 수 m의 수심부터,
외양(open ocean)에서는 수 백 m의 수심부터 무광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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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엑스포다이빙센터
대표 : 황승현
주소 : (305-37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엑스포다이빙센터
전화 : 042-863-0120 팩스 : 042-863-0129

엑스포다이빙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 시설을 자랑
하는 잠수전용풀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스텝진(강사트레이너, 스텝 강사, 마스
터 강사, 수중사진 강사, 스킨로빅 강사)으로 구성된 다이빙 센터를 겸하고 있다.
엑스포다이빙센터는 단독건물에 잠수풀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관리실, 샤워실
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잠수풀은 수영장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 번거로움이 있는
데 이곳은 오로지 스쿠바다이빙 교육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다이
빙 교육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미리 예약하면 새벽의 한가한
시간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강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
저히 관리하고 있다.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기타 이용시설이 한 건물 안에
다 설치되어 있어 동선이 아주 편리하다. 다이빙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2층에는 이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도 준비되어 있다. 안락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편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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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장의 수온은 평균 27~28℃를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에도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풀장의 구조도 얕은 물과 깊은 물에서의 교육
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다. 더군다나 이러한 편리한 시설을 사용하
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융통성이 있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
은 교육센터이다.
또한 다이빙 센터로서 스쿠바다이빙,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스킨로빅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고 있으며, 잠수기능사를 위한 교육도 겸하
고 있어, 명실상부한 다이빙 전문 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부처와 안전한 다이빙과 해안사고를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행사도 함
께 진행하고 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한수역 교육장인 잠수풀이 부족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이러한 분들이 대전 엑스포다이빙센터를
방문해서 편리한 시설들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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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다이버
대표 : 정현민
대표번호 : 1588-0842
홈페이지 : http://www.ilovediver.com/
이메일 : scubaitc@naver.com
주소 : 제주센터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13-1 아이러브다이버 제주리조트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 15-2 (장동 85-2) 3층 명문스쿠버아카데미

겨울이 봄을 질투하듯 막바지 꽃샘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든다. 학
교가 개학을 하는 3월은 본격적으로 봄이 기지개를 펴는 시즌이다. 다
이버들에게도 겨울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햇살이 따사로이 비추는 지
금, 무거운 드라이슈트를 벗어버리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반가운 계절
이 다가온 것이다.
아이러브다이버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다이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월에 오픈하여 최상의 교육을 목표로 인간중심경영의
하트경영, 창조중심의 브레인 경영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스킨스쿠버
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 제한을 최소화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다이버들을 배출하고 있다.
아이러브다이버 제주센터는 서귀포 대평리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대평포구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이빙을 하지 않더라도 옥빛으
로 물든 제주도의 바다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
서 바라보는 차별성 있는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다이버들이 어떻게 하
면 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다이버들에게
보다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항상 스탭이 센
터에 상주하고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바다의 수온은 일년 내내 최저수온이 14C˚이며 최고수온 31C˚
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일년 내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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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다. 또한 아이러브다이버의 전용 비치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어 복잡하
지 않고 편안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비치포인트는 최저수심 3m, 최고수심 16m
까지 가능하며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여 오픈워터다이버 교육에 안성맞춤이
다. 이런 조건을 갖추다보니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오픈워터다이버 교육생이 찾고 있다. 아이러브다이버는 전용 보트를 보유하
고 있어 아이러브다이버가 있는 대평포구에서 화순 쌍굴 포인트, 어랭이논 포인트,
콜로세움 포인트까지 5분 정도 소요되며, 가까운 위치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10명이 한 번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을 비롯하여 장비보관실 및 공기충전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확한 응급처치를 위해 전문응급처치킷과 AED(자동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러브다이버에서는 다이버의 편의를 위해 아이러브다이버 카페
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든지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비롯하여 10가지의 음료
를 즐길 수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에는 시원한 생맥주도 즐길 수 있다.
아이러브다이버 광주센터에서는 매달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용 이론교육장을
비롯하여 응급처치전문 교육장에는 60명이 한꺼번에 교육받을 수 있는 강당 및 최
신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아이러브다이버 광주에서는 항상 고품격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새로운 다이브캠프를 만들어 캠프를 떠나기도 한다. 국
내,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동해, 남해, 제주와 피지(FIJI), 일본, 동남아, 홍해 등 다
양한 다이브 포인트를 찾아 다이빙여행을 가기도 한다.
그린다이버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양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으며, 아이러
브다이버 강사 대부분은 다이버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인명구조원강사 자격을 보유
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생길지 모를 안전사고예방과 사고를 대비하여 전문적인 구
조훈련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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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와 잡초

질경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들이나 산

잡초라 해도 오줌소태에는 약초가 된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다. 발로 마구

이처럼 어떤 것이 나에게는 약초가 되지

밟아도 잘 죽지 않는 생명력이 아주 끈질

만, 다른 사람에게는 잡초가 된다. 또 어떤

긴 풀이다. 봄과 여름에는 어린 순을 캐서

것은 나에게 잡초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

나물로 먹고 가을에는 햇볕에 씨를 말려

게는 약초가 된다. 이렇듯 전체적인 관점

약초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만, 약초를 살리는 것은
잡초이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오직 약초만 존재한다.

이뇨제나 치열제로 쓰는 차전자(車前子)

에서는 본래 약초라 할 것도 없고 잡초라

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토사곽란(吐

할 것도 없는 것이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瀉藿亂)에 뿌리를 씹어 먹거나 잎의 즙(汁)

들의 쓰임이다.

을 내어 먹으면 효과가 있다. 특히 여자들

쓰임에 따라서 약초라 하고 잡초라고도

에게는 방광염으로 오줌이 자주 마려운 오

하지만, 그 쓰임 역시 천태만상이니 굳이

줌소태에 특효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

약초와 잡초를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무

람들은 이러한 질경이를 잡초라고 해서 마

슨 의미가 있겠는가?

구 뽑아버린다.

질경이는 물론이려니와 세상에 모습을 드
러낸 모든 만물들은 나름대로의 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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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잡초인가?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풀 한포기가 없으

약으로 쓰는 풀을 약초라 하고 별로 쓸

면 산천에 살고 있는 뭍 생명들이 살아갈

데가 없는 대수롭지 않은 풀을 잡초라고

수 없으며, 동·식물과 같은 생명들이 없으

한다. 그러나 인삼을 약초라 하지만 열이

면 인간 또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없다. 이

많은 사람에게는 독초가 되듯 질경이가

러한 먹이사슬로 이어지는 각 단계들은 온

세상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산천초목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들 중에
서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의식은 어떠한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또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생명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 공존의 한 가
운데 잡초와 약초가 있다. 큰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모두
약초들로 보이지만, 작은 마음으로 보면 거의 모두 잡초로
보일 것이다. 아마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쓰임이 없는 것이
라곤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 하나만을 놓고 보면
모두가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쓰임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수를 꼽으라고 하
면, 몇몇의 이름만을 나열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나머지가 될 것이다. 결국 약초는 몇 개 안 되고 모두
잡초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초가 우거진 세상
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큰일이다.
우리들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고 나쁨을
따지고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가리면서 살아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쓸모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길을 알려준 사람이 약초인 것이고 지천으로 돋아난 산나

의 의식은 항상 따지고 고르고 분별하는 습관 속에서 벗어

물이 약초인 것이다. 그러니 누가 약초이고 누가 잡초란 말

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고단한 것이다.

인가?

상황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똑똑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선입견이나 과거행위 등을 가지고

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

사람을 판단해서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거의 모두가 잡

가 필요로 하는 인재니까 약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초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쓰임이 없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로서 잡초취급을 한다.

보면, 모두가 약초인 세상으로 바뀐다. 이것이 사람들을 대
할 때, 좋고 나쁨을 가려서 대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본래

과연 그러한가?

약초나 잡초로 구분되는 어떤 기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성인의 가르침에‘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취사선택

다. 다만 내 한 생각에서 비롯될 뿐이다.

을 꺼릴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취사선택이란 말은 여럿

이렇듯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

가운데서 쓸 것은 골라 쓰고 쓸모가 없으면 버린다는 뜻이

음을 알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약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런데 이를 꺼린다는 말은 좋고 나쁨을 따져서 가려

따라서 세상을 내 약초로 쓰는 것이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쓰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다 그 쓰임이 있기 때문

묘법이다. 무지한 자의 눈에는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쓰면 그만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삶

잡초들로 가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오직 자신을

이 올바른 삶인 것이다.

위해 존재하는 약초임을 알고 살아간다. 결국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넘어졌을

오직 약초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

때,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다. 마음이 이러할 때 잡초가 사라진 약초만의 세상을 경

이 바로 나에게 약초인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자리를 양

험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

보해 주었다면 그 사람이 또한 약초인 것이다. 초행길에

쓰일 약초임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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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안녕하세요
PADI 강사, 최송현입니다
3년 전, 너무도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이빙과 나는 연애감정으로 만났다. 처음부터 그것은 내게 취미 이상이었다.
철없던 시절 첫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어린애처럼 나는 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먼 미래를 꿈꿨다.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책임’이란 무게 때문에 결혼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연애만을 원한다면, 나는 그 책임이라도
받아들이고, 다이빙과 보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다.
글 최송현 (탤런트, 영화배우, 전 아나운서)

1

2

1 팔라완 난파선 다이빙

어떤 사람이 궁금하다. 그 사람의 연락이 기다려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에 자

2 말라파스쿠아 깔랑가만 섬

주 웃는 날 발견한다. 과연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알고 싶고, 남들보

3 말라파스쿠아 깔랑가만 섬

다 그와 더 친해지고 싶다. 연애는 종종 그렇게 시작되곤 한다. 두근거리는 설
렘이 다른 모든 감정을 최소화시켜버리는 시간이 끝나면 때때로 갑자기 상대
에게 벌컥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해서 눈물짓기도 하고, 이 연애를 끝내고 싶
다는 생각도 든다.
3년 전, 너무도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이빙과 나는 연애감정으로
만났다. 처음부터 그것은 내게 취미 이상이었다. 철없던 시절 첫사랑과 결혼
을 꿈꾸는 어린애처럼 나는 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먼 미래를 꿈꿨
다.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책임’이란 무게 때문에 결혼을 피하고 싶어 하
는 사람들이 연애만을 원한다면, 나는 그 책임이라도 받아들이고, 다이빙과 보
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다. 누구나 핑크빛 연애감정에 빠져있을 땐 사랑
의 종착점이라 믿어지는 결혼을 한 번쯤 꿈꿔보는 것처럼 오픈워터 시절 나는
‘강사까지 갈 거예요.’를 스스럼없이 말하는 철없는 다이버였다. 2년을 만나면
서 나는 매우 그에게 집중하기도 했고, 잠 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일이 바빠졌
을 때는 잠시 그를 떠나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마
음에 덜컥 TEC DEEP 코스에 도전하게 되었다. 몰랐던 그를 더 알게 되어 설
레고 뿌듯하기도 하였지만 내 맘 같지 않은 그에게 너무도 섭섭하고 화가 나
서 이제 그만 그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 격정적인 시간들
이 지나고나니 이제는 연애를 끝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
다. 2월에 있을 IE를 목표로 다이브마스터 코스를 시작했던 그 처음에는 ‘책임’
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조금 더 다이빙과 내 사이를 특별
하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다행히도 내가 가고자하는 길에 같이 동행하겠다는 좋은 동료들이 곁에 있었
다.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기 전부터 나는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익
숙지 않은 성격이었던 터라 처음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는 투어에서 다이빙 외
의 시간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연 다이버 친구들이 생기면서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
간이 즐거워졌다. 결국 PADI IDC(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과정에 함
께 가자고 애처럼 떼를 써서 최강 동기를 만들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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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NB DIVERS 38기 IDC가 시작되었다. 오픈워
터 때부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나의 스승 찰리 강사
님은 첫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다. “어떤 강사가 되고 싶
습니까?” IDC 과정을 통해 강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
요했지만 우리의 첫째 목표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다.
합격한 후 어떤 강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
민하고, 우리가 여태 만났던 수많은 강사들 중 ‘좋은’ 강
사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장점들이 무엇이었
나를 생각하며 한 달을 보냈다. 주말 동안 하루 10시간
씩 함께하며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과제,
기술들을 숙달될 때까지 반복 훈련하면서 어느새 나는
IE(Instructor Examination)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

1

다. 동기들과는 이제 수중에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
을 말하려 하는지 알만큼 서로에 대한 유대감도 깊어졌
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이가 되었다.
2월 14일은 마침 밸런타인데이다. PADI IE 합격이 다이
빙에게 로맨틱한 프러포즈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하나의 시험이란 생각을 떠나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거라 기대하며 이 시간을 제
대로 즐기고 마음에 담고 싶은 욕심이 많았다. IE는 제주
성산에서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첫 날 오전 8시 OT를
시작으로 쉴 시간 없이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OT
중에 수험생들은 앞으로 치룰 시험에서 수행해야 할 개
인 과제가 적힌 종이를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
술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고른 수험생들이 여기저기서

2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개방수역 프레젠테이션에
서 수색과 인양에 관련된 문제를 받고 조금 걱정이 됐다.
오픈워터 기술만큼 자주 훈련하지는 못했던 영역이라서
살짝 긴장했지만 곧 시작된 필기시험에 집중하기로 했
다. IE는 총 4가지 분야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기
시험, 제한수역 PT, 지식개발 PT, 개방수역 PT. 한 영역
씩 차분히 끝내면 최종합격증을 받는 시간이 올 거란 마
음으로 시험을 시작했다.
PADI 멤버가 된다는 것은 PADI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IDC 기간 동안
강사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수많은 기준과 절차를 찾
아보고 논의했다. 시험의 첫 일정은 바로 그 기준과 절

3

차, 그리고 다이빙 5개 이론에 대한 필기시험이었다. 5
개 이론은 물리, 화학, RDP, 장비, 기술과 환경으로 이루
어져 있었고, 문제로 톡 찌르면 답이 톡 나올 만큼 반복

1 IE 합격증서를 받은 송현

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큰 긴장 없이 마칠 수 있었다. 필

2 IE 제한수역 PT 끝내고 동기들과 함께

기시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지식개발 PT를

3 IE 합격증

빠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IDC 기간 동안 3

4 IE OT 전. 제주 성산 피닉스아일랜드
5 DMT 개방수역 - 문암리조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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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발표를 했고 함께 IDC를 준비한 동기는 6명이었다.

6 DMT 개방수역 - 문암리조트 명파대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18개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

7 IE 개방수역 레스큐 7번 입수 전

근해야 하는지 그 루트가 들어 있었다. 실력 있는 동기들

5

6

7

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다. 서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준비했던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었

로에게 조언을 주고받으며 지식개발 PT준비를 끝내고 시험장으로 향했

다. 바다에서 모두 출수해서 감독관님이 총 디브리핑을 해주셨고, 그 후

다. 감독관님 앞에서 시험이라고 떨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유창하고

모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명씩 들어가서 결과를 듣는 시간이었

재밌게 발표하는 동기들을 보니 뿌듯하고 즐거웠다.

다. 내 차례가 되어 들어갔을 때 감독관님이 5.0 만점이 적힌 점수표를

IE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은 수영장에서 진행된 제한수역 PT이었다. 먼

보여주시면서 “축하합니다. 최송현 강사님!” 하며 손을 내미셨다. 다이빙

저 본인이 수행해야 할 기술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브리핑한 후, 수중에

을 시작하면서 칭찬의 의미로 잡았던 수많은 악수의 손 중 가장 뜨겁고

서 스킬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잘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교정을 해준다.

벅찬 마음이 드는 손이었다.

그 후 물 밖에서 앞서 진행된 수중 상황에 대해 디브리핑을 하는데 이 전

합격 증서를 받기 전 감독관님은 나를 처음 다이빙에 입문시킨 스승을

체 과정이 모두 평가 대상이다. 성실하게 IDC를 준비했기 때문에 NB 38

기억하라고 했다. 찰리쌤이 여기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못내 섭섭하기도

기 동기들은 감독관님께 칭찬을 받으며 제한수역 PT를 즐겁게 끝냈다.

했지만 이 긴 여정 동안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어서 다시금 감사한 마음

정신없이 장소 이동을 하며 시험을 보니 IE 첫날이 지났다. 4개 중 3개나

이 들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잡아주고 지금

끝냈다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우리의 저녁시간을 즐겁게 해 주었다. 내일

도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점심때쯤이면 ‘우리는 PADI 강사가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함께

정말 신기하게도, IDC 내내 강사 타이틀만 갖고 책임을 지는 것은 두렵

IDC를 준비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험과 과정에 대한 재미있는

다며 교육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는 발언을 했던 나는 PADI 강사 합격증

농담을 하며 동기들과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했

을 받은 그 순간 너무나도 깊게 내 첫 학생을 갈망하게 되었다.

다.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시간은 참 따뜻하다는

연애의 완성은 결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혼자들이 한 목소리로

생각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말한다. 결혼한 그 순간부터 또 시작이라고. PADI 강사도 마찬가지다.

IE 둘째 날. 레스큐 7번 기술과 개방수역 PT가 진행되었다. 개방수역 PT

OWSI가 끝나자마자 나는 지금 specialty instructor course에 참여하고

는 제한수역 PT와 비슷한 형식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다른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 더 사랑하고 더 더 알고 싶다. 나는 지금

점 중 하나는 두 가지 기술을 한 번에 묶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그와 열렬히 연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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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독자 투어기

바다라는 이름의 자유를 꿈꿀 수 있는

다이버가 되기까지!
글 원대경(SDI 어드밴스드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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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양양의 첫 해양실습을 시작으로 필리핀 모알보알에서의 어

교육 등록을 하고 드디어 첫 교육 시간!

드밴스드 다이버가 되기까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다이

장비 결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김권웅 강사님. 호흡기

빙의 스케치를 그려 본다.

를 물고 풀장에 입수! 하지만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호흡을 할 때

내가 첫 호흡기를 물었을 때는 결혼 후 신혼여행지에서다. 체험

마다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물에 대한 공포심도

다이빙이라는 여행 패키지를 통해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느껴본

그 답답함을 가중시켰다. 물속에서 교육을 마치고 올라오니 안도

후 그 여운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어 정식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의 한숨과 잘 가르쳐 주신 강사님의 고마움, 그리고 힘들었어도

배워 보고자 웹사이트 여러 곳을 클릭하고 문의해 보고 찾아낸

해냈다는 환희. 그렇게 스쿠버다이빙은 날 더 물속으로 끌어들였

지금의 “인어와 마린”.

다. 그 후 총 6번의 교육 중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은 아마 위기

유종범 트레이너님과의 첫 통화에서 친절한 상담과 교육의 열정

대처 교육 중 공기 고갈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받은 교육이

을 느낄 수 있어서 전화 상담 후 바로 용인 수지 잠수풀장으로 달

아닐까 싶다.

려갔다. 예상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히 응대해

강사님이 공기통 레버를 잡고 공기통을 잠그고 공기고갈 시 느낌

주시고 커리큘럼 또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이빙 라이센스를

을 알려 주시려 했는데 그때의 공포는 잊을 수가 없다. 공기의 소

향한 첫 스타트는 좋았다.

중함을 절실히 느낀 교육 중 하나이다.

무사히 모든 교육을 마치고 2번의 풀장 연습. 드디어 꿈에 그리
던 해양실습 일정이 잡혔다. 2013년 9월 7일 동해 양양 38마린
리조트. 1박 2일간의 여정으로 새벽 일찍 강사님과 함께 동해로
향하였다. 3시간 여를 달려 도착한 동해 바다의 장관은 나를 반
겨 주는 듯 아름다웠고 햇살도 그 아름다움을 더했다. 체크인하
고 부랴부랴 장비 챙기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보트 위에 올라 출
발. 풀장에서의 힘듦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바닷속 그림을 볼 생
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보트 난간 위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
고 힘차게 바다로 입수! 강사님의 수신호와 함께 인플레이터를
잡고 하강. 하지만 난 견딜 수 없는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필리핀 보라카이의 맑은 물의 바다와 물고기를 생각했던 내게 동
해의 바다는 시커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았다.
우여곡절 끝에 바닥까지 내려가고 해양실습을 하려는데 수경 속
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바닷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공포를 주
어 끝내는 상승하고야 말았다. 수면 위에 올라온 후 호흡기를 뱉
고 큰 숨을 들이쉬고 강사님도 힘 북돋는 말씀을 하셨지만 첫 다
이빙은 끝내 포기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내 스스로
가 너무 창피하고 초라해 보였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강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두
번째 다이빙에 도전. 강사님 손을 부여 잡고 트라우마에서 조금
씩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그 후 3번, 4번째의 다이빙을 모두 마치
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정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라이센스 수여
시간. 내가 정말 이 라이센스를 받아도 될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의 첫 오픈워터 라이센스를 손에 쥐었다. 그리곤 생각했다! ‘더
욱 열심히 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리라!’
그 후 1년 여간 수지 잠수풀장에서 나름 열심히 연습한다고 노력
을 기울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유종범 트레이너님과 함께 한
제주 투어. 동해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
하고 싶었다. 제주에 도착. 장비를 챙겨 제주 범섬으로 향하였다.
보트에서 물결치는 바다를 보자니 동해의 트라우마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왔다. 범섬 바위에 올라 1년 만에 다시 호흡기를
물고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생각을 했다. 유종범 트레이너님과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장에서 연습한 만큼 바다에서 실력
은 나온다.” 그 말들을 잊지 않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날 따라
태풍의 영향으로 시야는 좋진 않았지만 호흡을 함에 있어서 그리
고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수면 위에 올라온 후 유종범 트레이너님의 체킹으로 더욱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좋은 분들과 다이빙에 얘기를 나누며 나도 모르
는 사이 물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다. 그
후 9월 한 번 더 제주투어를 시작으로 10월 달에 1년 만에 다시
찾은 동해. 이번에는 기필코 동해에서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다
이빙을 해 보고 싶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인어와 마린” 강
사님들 덕분에 내 자신을 이겼다는 흥분에 마약처럼 스쿠버다이
빙에 푹 빠져 버렸다.
다음 투어를 위해 내 나름 열심히 김권웅 강사님 도움하에 연습
을 하였다. 그리고 2015년, 내 생에 첫 해외투어! 그리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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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 그 목적지는 필리핀 “모알보알”이었다. 말로만 들

첫 포인트는 체크다이빙을 위한 딸리사이. 호흡기를 물고 숨 한

었던 해외바다. 정말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인천공항에서

번 길게 내쉬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 공기통 하나에 몸을 맡기고

모여 함께 가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부력조절기 공기를 빼며 들어간 필리핀 바다는 내가 상상했던 그

싣고 필리핀 세부로 출발. 이른 새벽 필리핀 세부 클럽하리 리조

이상이었다. 형형색색 빛깔을 자랑하는 물고기들과 산호들 그리

트에 도착 후 각자의 짐을 풀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며 피곤했

고 우리나라 바다에서 보지 못했던 탁 트인 시야까지 정말이지

던 여정의 휴식을 취하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 보았

날이 밝고 추운 겨울 칼바람의 한국의 날씨와는 전혀 다른 따뜻

다. 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담고 담아 또 기

한 여름 공기와 햇살. 그리고 그 햇살이 비추는 바다는 정말 아름

억하고자 열심히 오리발을 차며 그동안 연습했던 시간과 힘들었

다웠다. 그 모습의 바다를 보고있자니 당장이라도 옷 소매를 걷

던 모습들까지 떠올리며 모알보알에서의 내 첫 해외 바다는 소모

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다. 리조트 스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된 잔압계 70bar를 남기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장비를 챙기고 팀원들과 방카보트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한 뒤 “페스카토르”, “파낙사마” 등 포인트를
두루 살피며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야간다이빙을 준비했다. 수
지 잠수풀장에서 야간다이빙 연습을 하며 준비해 온 랜턴을 꺼
내 다시 방카보트에 오르고 밤 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별들을 바
라보며 입수. 랜턴을 켜고 들어간 바다는 낮에 보던 것과는 다른
세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오며 수면에 들어간 물고기들도 볼 수 있었고 야간에 활동
하는 생물들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게 40여 분의 다이빙을
마치고 수면 위에 올라와 “유종범 트레이너님”의 지시에 따라 랜
턴을 끄고 오리발을 차며 바닷속을 수경을 통해 바라봤다.
“와우!” 이건 또 뭔가? 하늘 위에 떠있는 별이 바다에도 있지 않
은가? 오리발을 차면 찰수록 반짝이는 예쁜 수중별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무서울 거라는 처음 생
각과 기대와는 달리 야간다이빙은 황홀 그 자체였다. 그렇게 4번
의 다이빙을 마치고 1%의 다이버들만 보았다는 오슬롭 “고래상
어” 다이빙의 계획을 잡고 그날의 여독을 풀었다.
모알보알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아 오고 우리 팀원들은 “오슬
롭”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드는 막연한 생각. “고래상
어가 날 잡아 먹으면 어쩌지?”라는 웃지 못할 생각하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장비를 챙기고 이젠 제법 익숙한 방카보트에 올라 고
래상어 포인트로 향했다. 이젠 자신있게 호흡기를 물고 첨벙! 입
수하여 들어간 물속의 세계는 상상 그 이상이다.

152 |

“이건 또 뭔가!”라는 감탄사와 함께 내 눈은 엄청난 크기의 고래상어를
보며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크릴 새우를 먹는 고래상어를 보며 자연
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아쉬운 다이빙을
마치고 주변 섬 다이빙 포인트에서 만난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갑오징어
의 만남을 시작으로 너무나도 예쁜 산호들과 함께 그날의 다이빙을 마무
리지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모습의
바다가 보였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뚝 떨어진 기온과 백파가 보이는 파
도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에 장비를 챙기고 수중에서 수면을
바라볼 때 비가 내리는 바다는 어떨까 궁금해졌다.
다이빙 후 수중에서 수면 위를 올려다보니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아름
다운 곡조가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듯 멋지게 보였다. 그렇게 8회 로그를
써 가며 모알보알에서의 다이빙은 “오픈워터 다이버”에서 “어드밴스드
다이버”라는 일기를 썼다. 너무나도 좋은 분들과 함께 했기에 추억은 오
래오래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은 많지 않은 다이빙 로그수이지만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는 달
려가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제게 많은 가르침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유
종범 트레이너님을 비롯해서 쏨 강사님, 웅 강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다
이빙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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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실수로 배우는 체험기

초보 외국인 다이버의
다이빙 후유증(감압병) 체험기
글 Ryan Miles 번역 강영천

On a recent holiday to the Philippines, I met a rather eccentric dive

최근 필리핀으로 떠난 다이빙 휴가에서 나는 조금 이상한 다이브마스터

master. He would spend his time around the holiday resort telling

를 만났다. 휴가 기간 내내 그는 다이빙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에 대

wonderful stories about all the delights that diving had to offer. It all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잔뜩 들려주었다. 그런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버

sounded very exciting, and that was my first mistake. I eagerly signed

린 것이 나의 첫 실수였다. 나는 다이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스쿠

myself up for the open water course, knowing nothing about diving

바다이빙에 대해 아무런 검색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오픈워터 다이버

and having done absolutely no research into the subject.

과정에 등록을 했다.

The course started well, I instantly took to diving, like a “duck to

교육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나는 마치 “물을 만난 오리처럼”바로 다

water”. It all seemed so easy at the time, I quickly made my way

이빙에 빠져들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매우 쉽게 느껴졌다. 신속하게 다

through the various training exercises: take your BCD off under

양한 모든 훈련 과정을 밟아나갔다. 수중에서 BCD를 탈착해라, 호흡

water, remove your regulator and breathe from a stream of bubbles.

기를 입에서 꺼낸 후 자유 방출되는 기포로 호흡을 해라 등등. 모든 기

With all of the basics nicely covered, the diving began in earnest.

초 스킬을 배운 후 다이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리조트 앞

We started diving on the house reef. We descended to 18m on my

의 하우스 리프에서 다이빙을 시작했다. 첫 다이빙에서 18m를 내려갔

first dive, making sure to make our safety stops on the way back up.

고 상승 시에는 안전정지를 실시했다. 다이빙이 괜찮아 보이기는 했지

Diving seemed ok, but I wasn’t hooked.

만 나는 아직 다이빙에 완전히 빠져들 정도는 아니었다.

Ryan Miles(라이언 마일즈)
영국인, 30세 남자, 제주시 글로벌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 한국에서 3년 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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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econd day, I really got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house

그 다음날 나는 하우스 리프에서 진정한 모험을 할 수 있었다. 아래쪽

reef and look at the wonderful coral below, and the fish that circle

에 있는 멋진 산호와 주위를 맴도는 고기를 볼 수 있다. 나는 열심히 다

above you. I diligently followed the dive master around the reef,

이브마스터를 따라 점점 깊이 산호초를 구경했다. 내가 인식도 못 한 상

diving deeper and deeper. Before I knew it, we were down at 23m

태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23m까지 내려갔다. 그 당시는 깊은 수

on an open water course. At the time, I didn’t really mind that we

심으로 다이빙한다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경험이었지 문제가 되는 것은

were going this deep it all seemed rather exciting. What I didn’t

아니었다. 나는 교육과정에서 수심이 18m로 제한하는 데는 명확한 이

realize was that there is clearly a reason that you’re limited to 18m.

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4일 동안 6회의 다이빙을 더 하였

Over the four day period, I went on a further six dives. The last

다. 마지막 다이빙이 특히 좋았는데 하우스 리프에서의 야간 다이빙이

dive was particularly exciting, a night dive on the house reef. If you

었다. 여러분이 낮 시간의 다이빙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밤 시간의 다

think diving during the day is good, it’s nothing compared to the

이빙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거북이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거

excitement of night diving. Turtles everyway, huge cuttlefish and

대한 오징어와 바위를 덮고 있는 솔베감펭 등등. 마지막 다이빙을 시작

lionfish lining the rocks at almost every turn. Before embarking

하기 전에 나는 다이브마스터에게 다이빙을 마친 후 얼마나 기다렸다가

on this last dive, I checked with the dive master about how long I

비행기를 탈 수 있는가 물었다. 나는 이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

needed to leave between diving and flying. Unfortunately, I didn’t

이 나의 두 번째 실수였다.

check this myself and this was my second mistake.
I flew to Busan the next day and everything seemed fine. However,

다음날 항공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

I woke in the morning and I had a strange feeling in my right leg,

였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 이상한 것을 느꼈

and here the nightmare begins. I had no idea what the feeling was,

고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냥

so I just ignored it. I then flew from Busan back to our home on

무시했다. 나는 다시 부산에서 제주도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집으로

Jeju Island. By the time we had got home my leg was so numb,

돌아왔을 때 다리의 감각이 너무나 심하게 무뎌져서 마치 밤새 그 다리

almost like I’d slept on it all night. I knew something was wrong, so

를 베게로 해서 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나는 분명 무엇인

I ‘Googled it’. It was at this point that I met Dr Kang, without him I

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구글 검색”을 해보았다. 이 시점에서 강

would have been in real trouble. My wife drove me to hospital that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곤경에 처했을 것

evening. By the time we reached the hospital, I had tingling in my

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병원으로 운전해서 데려가 주었다. 병원에 도착

right leg and it was spreading fast.

할 때쯤 우측 다리에서 저림이 시작되었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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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esting thing about decompression sickness is that you

감압병의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고, 도무지 말도 안 되

can’t explain it, it makes no sense, and it causes panic. The second

고, 또한 사람을 공포에 빠트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패닉

interesting thing about decompression sickness is the more you

에 빠질수록 더 빨리 번져나간다는 점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이

panic, the quicker it spreads. Before, I knew it my entire body was

저려왔고, 여기 저리 심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서 진

tingling and I had shooting pains everywhere. I don’t remember

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별로

much after this, as the hospital sedated me. I was discharged,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산소를 서너 시간 흡입한 후 증상이 어느

after receiving oxygen for several hours and my symptoms had

정도 호전되면서 퇴원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병원도 나에게 감압 챔

lessoned. Unfortunately, the hospital forgot to mention that we

버 치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잊

needed to get to a decompression chamber as soon as possible. I

었다. 나는 그 이후에도 4일 동안 고압 산소 챔버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아

didn’t get into the chamber for another four days and then began

주 오랜 시간 소요되는 느리디 느린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치료

a very long slow road to recovery. As a result of the delay I had to

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틀에 걸쳐 5시간의 고압 산소 챔버 치료를 받아야

be in a decompressions tank for a total of five hours over two days.

했다. 그때만 해도 지연된 치료의 시작이 영구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확

Even then, there was no guarantee that the delay hadn’t caused

신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쉰살로 나이가 들어버렸다. 나는 샤워만 해도

permanent damage. Suddenly, I had aged fifty years. I could barely

엄청나게 피로를 느꼈고, 개를 데리고 산책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직장

take a shower without getting fatigued; I could no longer walk the

까지의 300m 거리가 너무나 힘든 출근길이 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dogs. I had gone from running 10km in the morning before work, to

전에 10km의 조깅을 하던 사람이 300m 길을 출근하기 위해서 용을 쓰

struggling to walk the 300m to work. Decompression sickness strips

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감압병은 “눈 깜박할 사이” 보다 빨리 건강을 가

your health away faster than you can ‘bat an eyelid’. We’re two

져가 버린다. 이제 2개월이 경과하고 있고 이제야 다시 강아지를 산책시

months in, and I’m now able to walk the dogs again.

킬 수 있게 되었다.

I don’t fear diving, I don’t fear the water, but I’m terrified of

나는 다이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

decompression sickness and I just had a minor encounter with it.

나 나는 아주 가벼운 감압병을 겪었을 따름이지만 감압병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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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천 박사의 의견
이분은 전형적인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지침을 지키지 못해서 기뇌증
혹은 뇌동맥 공기 색전증을 겪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다이빙 후 충분한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고 국제
선 항공기에 탑승했고 도착하면서
바로 나타난 감압질환(우측 다리의
이상 감각)을 무시하고 다시 국내선
항공기에 올라 제주까지 가면서 증
상이 점차 심각해진 것이다. 집에 도
착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 DAN AP
Korean Hotline을 알게 되어서 내게
전화를 했고, 나는 당시 바로 제주시
에 있는 챔버로 가도록 권했다. 그리
고 이분은 그 권유를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
서 챔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산소만
조금 흡입하고 다시 귀가했고, 그 이
후 증상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다시 나에게 전화를 주어서 재차 챔버 치료를 권유하였는데
이때도 2일간 2번의 챔버 치료를 받고 퇴원해버렸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고 계속 치료를 권유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본인이 거부한
것인지 병원에서 더 권유하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추가적인 챔버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뇌동맥 공기색전증은 특히 항공기 탑승과 관련된 것이라
면 사실 그 증상이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기내 압력의 변화로 인해 오는 것이기 때
문에 버블의 확대가 사실상 미미해서 색전이 오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지만 대부분 여러 동맥
의 여러 부위를 침범해서 잘 치료하면 빨리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치료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후유증을 오래 앓게 된다. 뇌동맥 공기색전증은 그야말로
색전증이고 달리 쉽게 표현하면 중풍이다. 다른 부위와 달리 신경 조직은 한 번 손상되면 회
복이 더디거나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천천히 회복이 되고 있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의 다이버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 잡지에 기고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요청에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수기를 올
리게 되었다.
하루 속히 다시 10km를 조깅하는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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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소개

가천대학교
스킨스쿠버다이빙 동아리

STINGRAY
글 김소연 (가천대학교 스쿠버다이버 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대학교 스킨스쿠버다이빙 팀 스팅레이입니다.

스포츠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바다라는 자연 속에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이번 2015년은 스팅레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에 맞춰 scuba

없는 또 다른 가르침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치

diver 지에 실리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하는 바다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동아리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희 동아리는 가천대 학생회관 4층

매력으로 작용하여 언제나 설레는 맘으로 바다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418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1기)부터 이어진 동아리입니다. 봄,

런 멋진 바다와 색다른 경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함

여름, 가을, 겨울 4번,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9박 10일간의 바다 원정

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가족같은 정으로

을 가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대감이 깊고, 동아리 자체 강사를 보유하

뭉쳐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듭

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팀의 소속 단체는 1기 선배이신

니다. 신입생때 언니, 오빠 그리고 형, 누나가 주었던 따뜻한 마음을 잊

박종섭 본부장님이 계신 BSAC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0년을 흘러온 저

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다이빙으로 하나 되어 같은 꿈

희 팀은 네 번의 바다원정 말고도 졸업생과 재학생의 소통의 장으로 운

을 꿉니다. 이번원정은 어떤 다이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바

동회와 창립일을 축하하는 ‘다이버의 밤’이라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

다 친구들을 만날까? 항상 꿈을 꾸게 만듭니다. 꿈을 함께하는 설렘은

습니다.

대학생활의 활력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스쿠버다이빙이라

바다원정은 울릉도, 제주도, 강원도 등지로 다녀오고 있으며 대학생이

는 멋진 스포츠와 함께 멋진 인연들을 만나게 될 앞으로가 너무나도 기

기에 남길 수 있는 추억을 듬뿍 담고 옵니다. 다이빙은 참으로 매력적인

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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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가천대 스팅레이 팀에게 다이빙의 매력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재솔
(25th)

저는 다같이 들어가서 수신호나 눈으로 교감하는 게 좋아요. 무언

은 대학생활의
꿈을 함께하는 설렘
하게 되지요.
활력으로도 작용을

가 더 끈끈함을 느끼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들이 좋더라구요. 사
실 물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서로 의지하는 것이 좋았어요!

전진욱
(27th)

저는 물속에서의 무중력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둥둥 떠가

윤소희
(27th)

저는 2학년 때 동기들끼리 들어갔던 다이빙이 생각나네요. 그때

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큰 방어떼를 처음 보았는데 너무 멋있기도하고 너무 수가 많아서
겁나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소연
(27th)

저는 다이빙이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어떤 바다생
물을 볼까, 어디에 숨어있을까 항상 기대되니까요. 그리고 특별하
고 신기한 생물을 만날 때 희열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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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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파단 투어

갈라파고스 투어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일정 3월 4~10일

일정 3월 / 1차

일정 4월 23~29일 / 1차

특징 계절 좋은 봄. 시파단의 거
북이를 만나러 갑니다.

6월 / 2차
11월 / 3차

2016년 명절 투어 준비 시작!!

4월 30일~5월 6일 / 2차

1탄. 구정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5월 28일~6월 3일 / 3차

일정 2016년 2월 11일 / 10일 일정

특징 다이버 모두가 꿈꾸는 그곳,

특징 1년 중 3~6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가장 좋은 시즌에 구정 연휴를 이용한

갈라파고스

한 그곳, 유네스코 문화유산 투바

투어. Black Manta 이용

타하 리프로 떠납니다.

2탄. 추석 팔라우 리브어보드
오키나와 투어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사이판 다이빙

일정 5월 21~25일

일정 7월 8~21일

일정 8월 20~15일

특징 오키나와 관광과 케라마제

특징 때묻지도 손타지도 않은 천

특징 Spot Light 포인트가 열리는

도 다이빙

연의 자연 그대로를 만납니다.

여름, 사이판으로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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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16년 9월 10~18일 / 9일 일정
특징 이틀 휴가로 떠나는 팔라우 리브어보드
투어. 럭셔리 Solitude On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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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s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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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지역

제도
사이판/로타

버마뱅크

제도
(GBR)

해외 다이빙 지역별 베스트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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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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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6

7

8

9

10

다이빙 가능시기

11

12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지역

아닐라오
DIVE 7000 리조트
070-4641-1787
www.dive7000res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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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라오/보니또
베르데섬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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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리프

롬블론섬
보라카이섬

막탄섬

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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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스쿠아섬

엘니도

모알보알
(페스카돌섬)

사방비치

릴로안/오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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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탄섬

레이테(소고드만)

보홀섬(발리카삭섬)
까미귄섬

두마게테(다우인)
아포섬

투바타하리프

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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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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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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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인천 ↔ 세부
편명

운항구간

KE621
KE623

인천 →마닐라

KE649
마닐라 →인천

KE650
OZ701
OZ703
OZ702
OZ704
PR467
PR469
PR466
PR468

도착

07:55

11:00

19:10

22: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12:30

17:20

00:35

05:30

08:15

11:15

19:50
12:30

23:00
17:15

00:10
01:10
08:10

04:55
05:55
11:10

20:20

23:30

01:15

06:00

14: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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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021

인천 → 세부

21:05 00:35[+1]

LJ022

세부 →인천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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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깔리보

11:10

14:40

14:55

19:55

PR486

깔리보 →인천

07:10

12:10

02:05

07:10

22:50

Z20084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7C2305

인천 →마닐라

19:35

7C2306

마닐라 →인천

23:50 04:40[+1]

항공사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705

부산 →마닐라

21:30 00:25[+1]

OZ706

마닐라 → 부산

03:35

PR417
PR419
PR416
PR418

부산 →마닐라

항공사

마닐라 → 부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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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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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부산 ↔ 마닐라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10

21:35 00:25[+1]

Z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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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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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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483

부산 →깔리보

20:50 00:10[+1]

PR482

깔리보 → 부산

01:35

06: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 ↔ 푸켓(태국)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OZ623

인천 → 사이판
OZ625
OZ624
OZ626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37

인천 → 푸켓

18:40

23:15

21:00 02:20[+1]

KE638

푸켓 →인천

01:00

08:45

20:10 01:30[+1]

OZ6759

08:15

13:05

19:40 01:00[+1]
15:20 19:10

OZ747
OZ6760

02:40

06:30

OZ748

03:50

07:40

운항구간

사이판 →인천

출발

도착

09:00

14:20

03:20

07:10

7C3402

인천 → 사이판

10:10

15:30

7C3401

사이판 →인천

16:30

20:20

7C606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KE629

편명

운항구간

OZ607

부산 → 사이판

21:00 01:50[+1]

OZ608

사이판 → 부산

03:10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KE677

인천 → 코롤

20:45 01:45[+1]

KE678

코롤 →인천

03:00

OZ609

인천 → 코롤

23:10 04:00[+1]

OZ610

코롤 →인천

05:00

출발

도착

편명

운항구간

출발

09:45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덴파사르

18:55 01:15 [+1]
11:05

17:20
09:20

덴파사르 →인천

02:30

10:25

OZ763

인천 →덴파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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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Z764

덴파사르 →인천

03:00

11:00

인천 ↔ 오키나와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13:00

15:20

OZ171

오키나와 →인천

13:30

15:50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25
13:30

15:45
15:45
18:55

항공사

10: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57 인천 → 코타키나발루 20:00 00:20[+1]

7C1801

오키나와 →인천

16:35

OZ758 코타키나발루 → 인천 01:30

07:30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15

12:30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00

23:30

LJ246

오키나와 →인천

13:30

15:45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30

06:40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55

22:30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40 05:45[+1]

편명

운항구간

KE473

인천 →말레

22:40 06:40[+1]

KE474

말레 →인천

15:40 06:10[+1]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8:00 00:10[+1]

KE5630

08:15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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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5

KE630

06: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오키나와
항공사

인천 ↔ 말레(몰디브)
항공사

운항구간

KE5629

인천 ↔ 코타키나발루
항공사

편명

항공사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푸켓 →인천

20:20 01:00[+1]

인천 ↔ 덴파사르(발리)

부산 ↔ 사이판
항공사

인천 → 푸켓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10

10:0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05

13: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인천 ↔ 난디(피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KE137

인천 →난디

19:25 08:20 [+1]

출발

도착

KE138

난디→인천

09:5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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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외교부에서 전하는

Safe Travel 안전여행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BEST 10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여행 준비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10가
지를 소개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안전한 해외여행
을 즐기세요!

신속 해외 송금 지원 제도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 예상하지 못한 사
고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농협 1310-01-001001, 수협 07013-00413)로 입금하면

1. 클
 릭하세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 여행 목적지의 안

재외공관(대사관, 총영

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전 필수 사항입니다.

사관)에서 해외여행객

2. 확
 인하세요! 여행 경보 단계 1234 : 목적지의 여행 경보 단계 확인은 안전

에게 현지 화폐로 긴급

한 해외여행의 첫걸음입니다.

경비를 전달하는 제도

3. 등
 록하세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동행’
: 여행 경보 단계 1단계 이

이며, 지원 한도는 최고

상 국가 방문 시‘동행’
에 여행 정보를 등록하세요.

3,000달러입니다.

4. 기
 억하세요! 재외공관 연락처와 영사콜센터 : 해외여행 중 긴급 상황이 발
생하면 24시간 열려있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세요.
5. 체
 크하세요! 여권과 비자 : 여권은 서명하여 늘 소지해야 하며 입국 목적
에 맞는 비자를 준비하세요.
6. 준
 비하세요! 여행자 보험, 신분증, 사진, 각종 사본 : 해외에서 예기치 못
한 분실, 질병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세요.
7. 준
 수하세요! 현지 법과 규범 : 로마에서는 로마법을’국가별 안전 정보를
통해 현지 법과 관습을 숙지하세요.  
8. 경
 계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의 친절 : 낯선 사람이 준 음식물과 한국에 관
심이 많다며 접근하는 현지인을 조심하세요.
9. 거
 절하세요! 잘 모른 사람의 수화물 :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될 경우, 수사
당국에 의해 마약 사범과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알
 려주세요! 가족들에게 : 여행 일정을 가족과 친구에게 알려 긴급 시 신
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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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여권, 해외 이주, 영사 확인 등 영사 민
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
다.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를 신
청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로
밍하는 경우 목적지에 입국하면 영사콜센터 안내 문
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현지 국제전화 코드 +800-2100-0404(무료)
- 해외 현지 국제전화 코드 +822-3210-0404(무료)

국가정보원에서 전하는

신용카드 위조,
복제 범죄 예방 안내
최근 해외여행객 중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결제
시 신용카드 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가 많으므로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도난 방지 및 불법 복제
사전 차단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위조 범죄 예방 수칙
백화점, 면세점, 대형 상가 이외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
을 자제해주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시
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동남아시아 취약 지역 및 해외 소재 북한 업소 출입 자제, 불
가피하게 이용 시 현금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범죄 조직과 연계된 점원이 신용카드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직접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 관리를 강화하세요. 본인 구매
내역 이외의 결제 내역 여부 등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즉시
철저히 확인해 주세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해
외여행 후에는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카드 해외 사
용 제한을 요청하세요. 카드 분실 시에는 카드 뒷면에 있는
분실 신고 해외 상담 전화(ARS)로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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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15 TUSA 딜러투어
글 고강 ((주) 우정사 차장)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TUSA 딜러투
어는 이제는 어느덧 다이빙 업계의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 일정은 TUSA 생산 공장 방문 및 견학과 세미나, 대만 현
지 다이빙 산업 시찰이라는 명제 하에 계획되지만 3박 4일간 타지에
서 국내 유수의 딜러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간의 우정과 평생의 추
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딜러 투어가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딜러투어 일정
1일차 : 공장 견학 / 세미나 / 신상품 소개
2일차 : 다이빙 센터 / 다이빙 풀 / 스포츠 센터 방문
3일차 : 다이빙 리조트 / 관광
4일차 : 관광 /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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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딜러투어와 지난 딜러투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항공사의 변경
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발 시
각과 입국 시각은 늘 정해져 있었지만 작년부터 불어온 대만 여행 열풍
으로 인하여 부득이 올해는 항공사가 바뀌어 전체적인 일정이 조정되어
졌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존 방문
처 역시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분주한 인천 공항에 집결한 참가
업체 대표자들은 어색함 속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간략한 소개를 한 뒤, 곧바로 타이페이 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타이페이에 도착하면 TUSA의 모 기업인 TABATA 임직원들의 열화와 같
은 환대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서포트는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딜러투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TABATA TAIWAN의 사장 Mr. Minol는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로 모두
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담당자이자 TABATA 창업주의 손자인
Mr. Yuji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서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주)우정사 / 오션
챌린져 스태프들과도 성공적인 행사의 조력자로 모든 스케줄에 진정성
으로 임하였습니다.
환영 인사를 마치고 공장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딜러투어의 백미인 3분
스피치가 시작되었습니다. 3분 스피치는 (주)우정사 신명철 대표의 아이
디어로 방문 지역 이동 간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자세한 소
개와 인생관, 경험담 등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이
3분 스피치를 통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 관계를 형성시켜 투어를 끝
마친 후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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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본 일정인 견학에서는 마스크 / 스노

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종류 역시 최근 유행하는 흐름과 큰 차

클 / 핀 등의 스킨 공정 라인과 BCD와 액세서리 및 출하 시스템의 두 개

이가 없었습니다. 다이빙 풀과 리조트의 경우 현지화에 맞게 적당한 규

파트에 맞춰 두 개의 조로 참가자들은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출

모의 운영과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조금은 내실있는 사업의 노하우를 갖

성형 방식의 몰드 시스템과 액상으로 된 고품질 실리콘 원액을 고체화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바다의 상황이나 내륙과의 연계는

시키는 작업까지, 참가자들이 기존에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스쿠버 장비

대만의 지리적 특성과 면적이 좁은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와는 비교 수

의 본질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치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장의 시설과는 별개로 엄청난 양으로 출하되는 상품과 반복적인 품질

3, 4일차에는 관광 코스로 사업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 순수한 휴식의 개

테스트로 최종 상품이 완성되는 BCD 라인 역시 참가자들이 인상 깊게

념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개석의 업적을 기린 국립 중정당 기념

살펴볼 수 있는 TABATA 공장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관과 국립 고궁박물관, 지우펀 등 유적지에서도 참가자들은 배움의 자세

견학 후에는 TABATA의 회사 연혁과 이념 및 사업 비젼을 소개함과 동시

를 견지하였습니다. 3일차에는 대만식 노천 온천장과 만찬 자리를 갖게

에 2015년 주요 신상품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서페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금문고량주와 맛있는 음식으로

스 아웃도어 파트인 VIEW / REEF TOUER / TUSA SPORT의 브랜드 소

달랬습니다.

개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대만에서 유명한 차와 펑리수(파인애플), 그리고 기념품 등

딜러투어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오브젝트는 대만 전통 주인 금문

을 쇼핑하게 됩니다. 모든 참가 업체는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과 아쉬움을

고량주라 할 수 있습니다. 금문 고량주는 58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면

뒤로 하고 인천 공항에서 해단식으로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도 숙취가 없는 명품 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4일간 모

성공적인 딜러투어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와

든 식사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이 금문 고량주가 테이블에 비치되므로

성별, 지역과는 상관없는 자유로운 교류가 더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투

자연스러운 대화의 꽃이 피게 것입니다. 7회 차 역시 엄청난 양의 금문

어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7회 딜러 투어는 이러한 부분에 더해

고량주가 투입되어 원활한 행사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켰습니다.

TUSA 임직원의 열정적인 서포트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 되

2, 3일차에는 현지 다이빙 관련 산업 분야를 시찰하며 한국 다이빙 시장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우정사/오션챌린져는 다이빙 시

과의 비교 분석 또는 미래 설계에 관한 방향 설정 등을 계획할 수 있었습

장의 확장과 증대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니다. 일반적인 다이빙 센터는 국내 도심에 위치한 센터와 비슷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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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명단
NO.

이름

1

이달우

LEE DAL WOO

영문
아이눈

상호

비고
서울

010-7414-2110

연락처

2

송관영

SONG KWAN YOUNG

인투다이브

서울

010-7419-9658

3

신영일

SHIN YOUNG IL

(주)제비오코리아

서울

010-9089-0209

4

서현정

SEO HYUN JUNG

바다친구

부산

010-4875-5459

5

한미란

HAN MI RAN

두리스쿠버다이빙

부산

010-5874-1890

6

이현석

LEE HYUN SUK

팬다스쿠바

대구

010-8299-7777

7

이희백

LEE HEE BACK

구미다이브센터

경북

010-5203-5111

8

윤철현

YOON CHUL HYUN

장유스쿠버

경남

010-9325-0159

9

천성은

CHUN SEONG EUN

장문포스쿠바

경남

010-9311-0781

10

이주언

LEE JU EON

고성스쿠버

경남

010-3569-5522

11

안제성

AN JE SUNG

경남수중개발

경남

010-2312-7615

12

심재오

SIM JAE OH

삼원휴스포 스킨스쿠버

서울

010-3306-9446

13

변이석

BYUN YI SEOK

SM 다이빙 센터

인천

010-6629-2961

14

한용덕

HAN YONG-DUK

다이버코리아

경기

010-6325-6286

15

홍찬정

HONG CHAN JEONG

고프로 다이브 센터

경기

010-8653-3060

16

임용우

IM YONG WOO

고다이빙

경기

010-6317-5678

17

엄태준

EOM TAE JOON

준스쿠바

경기

017-238-4774

18

유승민

YU SEUNG MIN

돌핀잠수교실

전북

010-268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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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YAMAGATA CASIO와
Logosease 국내 공급 계약 체결
YAMAGATA CASIO社는 일본 최대 전자기기 제조 기업 중 하나인 CASIO社

한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일본 현지에서의 테스트 및

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야마가타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9년 설립되어

트레이닝을 마쳤으며 SPOEX 2015를 통해 공식적인 브랜드 런칭을 성공적

CASIO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 및 출하하고 있습니다.

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주요 관공서와 커머셜 산업, 아쿠아

CASIO는 최근 5년간 마린 시스템 사업부의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결

리움 등, 각 분야에 맞는 사용 목적을 베이스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에 있습

과 획기적인 수중 통신기기인 Losease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Logosease

니다. 또한 교육단체와 일반 다이버들에게 까지 제품 사용의 용이함을 알리기

는 수중에서 골전도 초음파로 대화가 가능한 본격적인 수중 음성 통신기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기존 풀 페이스 마스크 혹은 유선 시스템에 비해 매우 작고 심플한

2015년 다이빙 시장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CASIO의 Logosease

제품 구성과 간편한 착용법, 그리고 손쉬운 사전 트레이닝만으로 다이버뿐

는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의 마케팅 활동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이버들에

만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는 시각 장애우들까지 사용이 가능한 Logosease는

게 홍보해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제품 사양과 사용법 및 구성은 지면과 온라

CASIO의 핵심 전략 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이오니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에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국내 수중 장비 공급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말 Dive Biz Show 2015에서 CASIO와 국내 공급에 관

최대 3시간 연속 사용 가능
완충 시, 최대 약 3시간동안 사용이 가능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통신 거리 50~100m
Logosease는 50m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송/수신이 가능합
니다. 또한 2인 이상의 다이버들과 함께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174 |

문의 사항: (주)우정사 02-430-0678 / 오션챌린져 02-478-7273

방수기능
Logosease RG004 모델의 경우 최대 수심 55m, RG005BA는 42m
까지 방수가 됩니다. 레져 다이빙의 최대 수심인 40m에서도 안심하
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통신
통신은 초음파로 이루어집니다. 골 전도 마이크(내장)를 통해 뼈로 소
리의 진동을 전합니다. 그것을 초음파로 송신합니다. 수신측이 그것
을 캐치해서 골 전도 스피커(내장)로부터 뼈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심플한 조작성

편리한 기능(RG004 only)

탭핑으로 송신 / 수신의 전환
핸즈프리(VOX)로 자동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ogosease RG004 모델의 경우 최대 수심 55m, RG005BA는 42m
까지 방수가 됩니다. 레져 다이빙의 최대 수심인 40m에서도 안심하
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gosease 전용 Hood(별매)
Logosease를 사용할 때, 원 터치 테이프 방식의 Hood를 추
천합니다. Logosease를 Hood의 좌, 우측에 부착 가능하며
테이프 제거 시에는 일반적인 Hood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Unit price : JPY 7,980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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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ease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멀리서도 대화 할 수 있어요!
50m 이상의 거리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더 편해집니다!
당신의 버디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즐거워집니다.
당신이 발견한 기분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Logosease

그룹 속에서
도 활용
스노클링에

보이스 레코더 기능으로 촬영 시, 영상에 음성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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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BIZ SHOW 2015 참관
일본 최대의 다이빙 산업전인 DIVE BIZ SHOW 2015(DBS)가 지난 1월 28,

상품은 5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29일 이틀간 일본 도쿄 아사쿠사에 위치한 FULIC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

전문 물안경 브랜드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VIEW에 관한 2014년 결산과

었습니다.

금년도 운영 방안 상정에서는 지속적인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이번 방문 기간 중에는 YAMAGATA CASIO(CASIO)와의 Logosease 국내 공

극대화하기 위한 양사의 전략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급 계약 체결과 TUSA와의 독립 프로젝트인 Special Gold 마스크 개발 및 서

DBS에서는 메인스폰서인 TUSA의 알찬 부스 구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페이스 아이템의 연간 운영 방안 등 주요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감성과 서정성에 기인해 발행된 2015년 카탈로그의 분위기는 향후 다이

CASIO는 수중 아이템 개발부서인 마린시스템 사업부의 담당자 Ms. Kohara

빙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와 R&D 파트의 Mr. Suzuki가 동석한 가운데 수중 통신기기 Logosease의 한

주요 신상품으로는 작년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극대화된 시야의

국 공급에 관한 계약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쿄 네리마구에 위치한

M-1002 마스크의 미니 버전 M-1003이 있었습니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다이빙 풀장에서 정식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품에 관한 세일즈 포인트를 공유

있는 기존의 장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성 다이버들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후관리와 업데이트 등 전반적인 상황 역

특징이 있습니다.

시 확인 되었습니다.

여성 다이버를 위한 BCJ-0401은 여성들의 바디 볼륨에 근거하여 인체공학

전자기기 전문업체인 CASIO의 향후 수중 아이템 개발 계획과 상품 출시에

설계된 내부 피팅 라인과 간편한 웨이트 로딩 카트리지 시스템, 여성 디자인

관한 모든 정보는 (주)우정사/오션챌린져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등이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어필되었습니다.

TUSA와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지난 DEMA SHOW 2014부터 한국 다이

그리고 대용량 및 내구성이 강화된 BA-0201 롤러 가방 등이 이번 DBS를 통

빙 시장의 특성을 살린 마스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기존

해 공개되었습니다.

M-19 마스크에 Gold 컬러와 AR/UV 기능을 향상시킨 미러 코팅 렌즈를 결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이 밖에도 일본 방문 기간 중 일본의 유명 다이

합한 스페셜 버전에 관한 것입니다.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빙 센터와 판매점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DBS의 참관

국내에서만 접할 수 있다는 희소가치를 필두로 제품 개발에 임해왔습니다. 이

으로 최종 확정된 CASIO Logosease와 TUSA의 신상품 개발 및 각종 정보는

번 미팅에서는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사항의 의견개진이 이루어졌

2015년 국내 다이빙 시장의 발전과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성으로까지 연계시

습니다. 현재 90%의 공정률로 프로토 타입을 테스트 중에 있으며 최종 완성

켜 나아가는 한편 다이버들과의 교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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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COEX에서 4일간 열려
일시 : 2015. 2. 26(목) ~ 3. 1(일) 4일간
장소 : COEX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가 지난 2월 26일~3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삼
성동 COEX에서 열렸다.
PADI, (주)대웅슈트, (주)우정사/오션챌린져, 해성, 해왕, 바다강, (주)테
코, 헬시온코리아, 굿다이버, 동진종합기계, 제주스쿠바연합회 등의 다
이빙 관련업체들이 참여하여 신제품을 소개하였다.
SSI, SDI/TDI/ERDI, BSAC, IANTD 등의 대부분 다이빙 교육단체는 5
월 28~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잠수교육단체협의회(KDEC)
가 주관하는 KDEX Show 2015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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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CUBAPRO의 한국 수입 총판

“해성”
스쿠바프로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새로운 한국 수입 총판으로
해성(대표:이신우)과 독점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월 2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회사는 서하남 IC와 근접한 하남시에 위치하며
물류 및 A/S, 사무업무를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신우 대표는
업계에 잘 알려진 것처럼 SSI 교육단체의 아시아 퍼시픽 지역
담당관을 역임하다 개인사정으로 사임 후 귀국하여 스쿠바프로의
국내 에이전시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총판으로 결정되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의 현실화
2015년 2월 2일부로 새롭게 시작한 한국 수입총판인 해성에서는
그동안 다이빙 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유통 및 수입 구조, 마진율 등) 국내와 해
외의 소비자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
비자들은 딜러, 강사 및 스쿠바 산업의 유통 구조를 불신하게 만드
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소비자 직구 및 병행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왔다(약 10% 이상).
소비자 직구나 병행 수입품의 경우 수리 및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거나 수리를 받더라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그만두게 되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는 것
을 목격해 왔다. 이에 해성에서는 과감하게 가격 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성에서는 물류의 전문화, 생산 공장에서의 직수입,
마진률 조정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가격을 현실화하였다.
전체적으로 2014년 한국 권장 소비자가 기준 약 20~40%가 인하
되었으며, 특히 주력 상품이였던 MK25/S600의 경우 현재 보유분에
한하여 44% 인하된 소비자가 78만 원에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되
며, 새로 출시된 MK25EVO 버전의 경우 88만 원에 스쿠바프로 딜러
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예 : MK25/S600- 44%, 엑스포스 BC- 37%,
갈릴레오 솔 컴퓨터 - 40%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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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호흡기(MK25EVO/S600, MK25EVO/A700 등) 및 2015년
신규 상품 출시
해성에서는 2015년 신상품을 본사의 지원을 받아 우선 할당받을 수 있
게 되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내에 새로운 모든 신상품을 출시하
게 되었다. 다양한 호흡기 및 부력조절기 등 2014년 대비 40~50%의
상품이 새롭게 변경되어 출시되었다.
특히, 전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MK25/S600 호흡기의 후속으
로 MK25EVO/S600, MK25EVO/A700 호흡기가 새롭게 출시되었다.
MK25/S600 버전은 국내에서도 매년 1,500개 이상이 판매되어 전체 호
흡기 시장의 약 30~40%에 해당되는 베스트셀러 모델이였다. 이번 새
로운 EVO 버전은 기존 버전에 비하여 30% 동계 다이빙에서의 성능적인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외관적으로도 진화하였다.

5년간 오버홀 부속 무상 증정
또한 해외와 국내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
나 병행 수입품을 구매한 분들이 A/S, 무상보증수리 및 평생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런
어려움을 줄이고자 소비자가격 현실화와 함께 앞으로 해성을 통해
수입된 모든 호흡기의 경우 5년간 지속적으로 오버홀을 위한 부속을
무상 공급한다(약 20만 원 상당).
위의 조건은 매년 공인된 스쿠바프로 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시한 호흡
기에 한해 가능하며, 공임비는 추가로 청구된다.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비정품의 경우 무상공급이 불가하다. 비정품의 경우에는 오버
홀(정기점검) 비용이 2배 청구 또는 불가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서
비스 센터를 통해 점검, 수리가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스쿠바프로 딜러 또는 본사
로 문의하기 바란다.

MK25EVO/S600

MK25EVO/A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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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잠수의학

Q&A

본지의 홈페이지(www.scubamedia.co.kr)
잠수의학 Q&A에 다이빙 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강영천 박사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Q 하강 시 미간의 통증
강영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오**이라고 합니다.
DAN Asia Pacific 강영천 박사 Q&A에서 메일 주소가 있어
메일 보냅니다.
다이빙 경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이빙이 2014년 4
월 초, 동해 수심 대략 20m 정도입니다.
제 증상은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 때마다 미간 왼쪽에 통증이
있지만 이퀄라이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에서는 혹이 있다고 했었는데 항생제 복용 후,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이후에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Q&A를 쭉 읽어 보니 역압착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대구에
추천해 주실 만한 병원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하루 빨
리 치료해서 다이빙을 하고 싶습니다.

A 부비동 압착
연말 주말에 대구 집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메일에 답을 할 여
유가 없었네요. 다이빙을 하면서 내려갈 때 미간에 통증이 있

?

다면 이건 역압착이 아닌 압착이고, 압착이 좌측 사골동(4개
의 부비동 중 눈 사이에 있는 부비동)에 압착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골동은 그 입구가 콧속 소위 중비강에 열려있는데 감기,
알러지, 비용(혹) 등이 그 입구를 막아서 공기가 드나드는 것
을 방해할 때 하강 시 압착 혹은 상승 시 역압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 이상 수준 병원의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파티마
병원에 가시면 제 이름을 대시고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만) 부
비동 방사선 촬영(CT 필수) 비강 및 부비동 입구 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셔서 현재 부비동 자연 개구부(입구)의 상태와 부비
동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딱히 다이빙을
이해하는 이비인후과는 따로 기억에 없습니다. 얼른 나으셔서
글 강영천

즐거운 다이빙을 기원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

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

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

있을 것 같습니다.

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

대로 게재합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다
 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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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빙 가능한 연령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이빙은 저에게는 매우 중요

때문에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년 1월에 가족동반 다이빙 여행을 준비하고 있

합니다. 물론 눈이 더 중요하겠지만….

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이 디아목스(아세타

습니다. 가족 중에 12세 아이가 두 명 있는데 신장

박사님은 다이빙과 관련된 부분 전반에 걸쳐 박식

졸아마이드)인데 이 약은 복용하다보면 손발이 저

은 135cm입니다. 성장 중인 초등학생의 경우 스쿠

하시고 미국 DAN과도 자주 연결을 하고 계시는

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버다이빙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내장과 다이빙

이 경우 감압병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해를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정확한 정

일으킬 수 있고 필요없는 재압 챔버 치료로 이어

A 10세 ??

보를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질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아빠(혹은 엄마) 이신가 봅니다.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대

녹내장 치료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판에 수압이 어떤 영향을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술 자리의 감염을 걱정하셔서 주치의가 물에 들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워낙 시간이 많

어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적으셨는데 이 시술 중

이 걸리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보장받을 방법이

A 다이빙을 할수 없지는 않아

눈의 전방쳄버와 결막하공간에 통로를 만들어 주

마땅찮기 때문에 잠수 의학계에서 다이빙 교육계

우선 몇 가지 고백부터 할게요.

는 소위 필터 수술을 흔히 시행합니다.

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첫 번째, 저는 다이빙과 관련된 부분 전반에 걸쳐

수경에 의해 생기는 공기 공간의 압력평형이 원활

만 현재 RSTC를 통해 교육단체에 권유되고 있는

그다지 박식하지 못합니다.

치 못하면 이 압착에 의해 필터 작용에 악영향을

연령은 체험 다이빙(수영장 및 해양 수심 12m까

두 번째, 미국 DAN과는 전혀 연결을 하고 있지 않

주어 재수술을 하게 되거나 녹내장을 악화시키는

지)의 경우 만 10세 이상 오픈워터 다이버의 경우

고, 호주에 본부를 둔 DAN Asia Pacific과 가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 12~15세까지 교육하고 소위 주니어 오픈워터

교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내

8년 전 수술하셨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과 다이빙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로 알고 있는

수중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주니어의 경우 18m를 초과하는 수심의 다이빙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빙을 하셔도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현재 녹내장

은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심해 잠수(Deep

여기 저기 친구들과 DAN에 문의하고 얻어들은 내

을 앓으시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나 최근에

Diving) 교육이나 다이빙 활동은 금지하고 있는 상

용을 게재한 적이 있어서 역시 이번에도 그 답변

수술을 하신 분은 주치의와 긴밀히 의논하시고 이

황입니다.

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권장 사항이고 교육단체

아래 쪽 검색창에서 녹내장을 입력하고 클릭해보

다.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얼른 호전되셔서

로서는 기준 사항일 뿐 많은 부모님들과 다이빙

시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자들이 별 상관없이 교육과 투어를 진행하고

녹내장(Glaucoma)은 눈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아들이 만

지속되면 눈의 주 신경에 손상을 주고 나아가서는

Q 코피 후 이명

15세 되기 이전에 보라카이 야팍(40m) 다이빙을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10월 말 경 동해안 고성에서 수심 32m에 들어갔

동반시켰습니다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적으로 압력과 관련이 많은 스쿠바다이빙이 추가

다가 배 위로 올라오면서 약간 코피가 났었습니다.

인물도 잘 생기게 성장해주더군요.

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녹내장을 악화시킬 것이

시간이 빠듯해서 2시간 정도 경과 후에 미시령 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를 올라오는데, 귀에서 물이 들어간 것처럼 뽁뽁

Q 녹내장

실제 녹내장이 스쿠바다이빙을 할 수 없게 결론지

소리가 나서 물이 들어간 줄 알고 코를 막고 이퀄

늘 좋은 의학 상식을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셔서

을 수 있는 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이징을 했습니다. 다음날 보니 귀가 약간 먹먹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이빙 강사이나 직

녹내장이란 것은 안구 자체의 속압력(내압)이 비정

증상이 있으면서 두통이 있어 귀 내시경을 보니

업 강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녹내장 판

상 혹은 병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이지 외부의 압

고막, 외이도가 모두 뻘겋게 충혈되어 있더군요.

정을 받고 안약으로 안압이 잘 조정되어 1년에 약

력에 의해 눌려서 생기거나 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지금도 내시경 상에는 붉은 기운도 있고, 가끔 이

40~50회 정도 펀 다이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명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다이빙을 해도 될까요?

지난주 12월 14일 검사에서 안압은 정상 범위 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녹내장을 호전

인데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시키기 위해 먹는 약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어떤

A 이관 기능 검사

바람에 할 수 없이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될 것

것은(트리미돌)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드는 부작용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보고 청력검사 및 이관 기

으로 이야기 하셨고, 유명하신 교수님을 transfer

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드물기는 하지만 수중에

능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해 주셔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포유류 반사(이것 역시 정상적인 반사작용으로

듯합니다. 두 달 지났는데 여전히 뭔가 불편하다면

질문 내용입니다.

포유류가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현재 다이빙과 무관한 다른 문제가 함께 있을 소

시술(레이저), 또는 수술(눈 흰자 위쪽에 순환이 잘

느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와 상승 작용을 일으키거

지가 큽니다. 가까운 곳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수술)을 할 경우 다이빙은

나 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이버가 수중에서 의식

찰과 소견을 따르십시오.

접어야 하는지요? 사실 안과 선생님들도 여쭤보니

을 잃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익사로 이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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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빙 후 코피

을 참으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곳에서 종종 정보

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다이빙

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후 왼쪽귀가 약간 멍멍함을 느껴서 병원

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

진료를 두 군데나 갔습니다.

단한 프로필은 평소 수영을 자주 하는 편

첫 번째 병원에서는 왼쪽 귀에 중이염이

이구요. 시간이 되면 가끔 다이빙을 하는

올 것 같다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

정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전에 다이

복용 후 다른 병원에 귀가 완치되었는지

빙할 때 약 10~20m 수심에 들어갈 때에

방문하니 그곳에서 귀는 괜찮은데 코 안

는 괜찮았는데 40m 정도 한 번 들어가고

쪽에 물혹이 있다고 큰 병원 가서 꼭 수

나오면서 약간의 코피와 피가래가 섞여

술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x-ray상 부비동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왼쪽 귀가

부분에 공기가 차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멍멍함을 느껴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축농증

는데 약물치료를 한참 했음에도 불구하

증상이 심하다고 빨리 수술을 권했습니

고 멍멍함이 사라지지 않아 고막에 농을

다.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것과 역압착

뺀 적이 있었습니다.(간단한 시술정도였구

통증, 피가래, 코피 등 이런 증상이 축농

요. 바늘로 찌른 후 농이 흘러나온 것을

증과 관련이 있는지요. 그리고 수술 후 다

빨아들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코막힘이

이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

있었고 다이빙할 때 압력평형이 다른 분

다. 평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수

들보다 늦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서

술은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히 내려가면 약간의 통증을 참고 잘 해왔

진주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병

습니다. 가끔 상승 시 역압착으로 통증을

원에 가면 상담이 가능할까요?

느끼기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최근에 다시 다이빙을 할 때 수심에 상관

합니다.

없이 다이빙을 할 때마다 약간의 코피와
피가래가 계속 섞여 나오고 압력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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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이 압착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천천히 내려가면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뭉뚱그려

가능했는데요. 최근 1일 3탱크 하면서 삼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 째 되는 날 아침에 숨 쉬면 주기적으

압력평형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다이빙

로 가슴에 통증이 왔었습니다. 주기적으

을 하게 되면 압착, 역압착, 코피, 두통 등

로 숨 쉴 때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왔는

오만가지 합병증이 따르게 되고 이 경우

데 약 이틀간 계속 되다가 지금은 사라졌

도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한꺼번

습니다. 2년만의 첫 다이빙이라 그런지 첫

에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빙 때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긴 했지

중이에 분비물이 찬 것은 압착으로 인한

만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하

지금은 사라졌지만 가슴의 통증이 다이

지 않아 화농을 했고 고막을 뚫고 고름

빙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다

을 뺐다고 하시는데, 치료에는 아주 효과

이빙의 평균 수심은 약 10~20m 정도 였

적이나 이차 감염이 생기게 되면 지속적

구요 다이빙 시간도 30~40분 정도였습

으로 이루가 생겨서 다이빙을 영영 할 수

니다. 전날 음주는 맥주 한두 병 정도 마

없는 경우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고막절

셨고요. 흡연은 하루에 5~7개피 정도 했

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압력평형은

나 다이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

모든 다이버에게 숙원인데요. 저 또한 약

씀입니다.)

간의 통증을 참으면서 했습니다.

코속에 물혹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하셔야

전 모든 분들이 압력평형을 저처럼 통증

하고 수술 후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없다

는 수술 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압착 손상의 경우 중이강에 혈액이 고여 귀가 먹먹

스드 코스를 하려고 하는데(현재 오픈워터) 한명이

마디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이빙을 할 수

해지면서 청력이 감퇴될 수 있고 정원창 파열이 오

가슴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지방이식수술) 여행일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수술은 하셔야 할 것으로 권

는 경우 청력감퇴와 현기증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

정은 3월 중순으로 벌써 잡혔는데 수술 후 1개월

유해 드립니다.

문에 적어주신 증상만 놓고 보면 어쩌면 이 두 가지

정도면 다이빙이 가능할지 여쭤 보려고요.

먼저 질문하셨던 다이빙 후 가슴의 통증 부분은…

문제가 함께 병발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비인후과

아무래도 스쿠버다이빙을 하지 않는 분에게 물어

글쎄요, 증상으로 봐서는 감압병을 의심하게 하는

의사로서 걱정이 됩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이비인후

보는 것 보다는 박사님에게 여쭤보는 게 확실할 것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로 가셔서 상세한 조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압력평형도 원활치 못한 상태로 하루 3회 다이빙은

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심이나 교육 상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압병 우려는 하지 않

A 다이빙에는 문제가 없을 듯

모든 질환을 치료하고 나서 다시 다이빙 활동을 개

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허벅지나 복부 등에서

시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지방을 주사기로 채취하여 원하는 곳에 역시 주사

그리고 추가로 질문해주신 압력평형 할 때 귀에서

기로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까지 기다리지

공기가 뽕뽕뽕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인가 하

않아도 다이빙에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Q 새내기 학생 다이버입니다
며칠 전 보홀에서 오픈워터 교육을 받고 온 학생다

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식한 지방의 생착율 (살아남는 비율)인데,

이버입니다.

것이 답변입니다. 이것 역시 고막의 부분 천공 가망

가슴쪽은 50% 정도 되기 때문에 3~4개월 간격으

저는 14살에 축농증 수술을 하였고 그 뒤로 겨울에

성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가 필요

로 두 번 정도 시술을 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는 코감기로 코가 막히는 증상을 가끔씩 가지고 있

한 부분입니다.

수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다이빙을 하면서 무거운

었습니다. 다이빙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크게 코막

장비나 슈트 등에 의해 수술 부위가 짓눌리는 등의

힘 증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퀄라이징 할 때

Q 지방 이식술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 수술 결과에 그다지 좋은

왼쪽 귀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이빙을 배운 지 오래 되었는데 조만간 친구들과

결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술 때문

첫 번째 다이빙을 하다가 다시 귀에 통증이 와서 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친구들이 어드밴

에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청 세게 흥하고 내뱉은 순간 머리가 띵~하니 어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에게 말씀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증상이 완화되어서 계속해
서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다이빙을 했을 때
에는 괜찮았는데 다이빙을 마치고 필기시험을 보기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위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어질어질한 증상이 있고
왼쪽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울리고…,
귀가 먹먹한 증상은 비행기를 타고나서 사라졌는데
어지러운 증상은 다이빙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어
질어질하네요.
귀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병원에 가야할까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원래 이퀄라이징 할 때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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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는 처음 다이빙에는 최대 5m정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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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에서 했고 두세 번째 다이빙은 18m 수심까지 다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서 공기가 뽕뿅뿅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입니
까? 초보다이버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이빙하다 왔습니다.

A 수심과 무관하게
압력평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살바법
을 계속하게 되면
1) 압력이 평형되지 않아서 생기는 압착 손상과
2) 무리한 압력평형으로 인한 정원창파열 등의 부작

Tel. 070-4947-0275(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75

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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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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디퍼다이브리조트 PADI AOW 과정
7일 BSAC KOREA 트레이너 워크샵 (~12일)
9일 PADI 웨비나 - 위험관리
17일 SDI/TDI/ERDI KOREA 북경 DRT 엑스포 (~19일)
20일 PDIC-SEI CPR-AED 강사 과정 (~21일)
22일 SDI/TDI/ERDI KOREA 홍콩 ERDI 과정 (~26일)
SDI/TDI/ERDI KOREA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ERD 과정 (~28일)
23일 RAID KOREA 제1회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 (~29일)
액션투어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1차 (~29일)
25일 PADI 강사시험 (~26일)
PDIC-SEI YMCA인명구조강사, 평가관 업데이트 워크숍 (~26일)
27일 PDIC-SEI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28일)
28일 PADI 웨비나 - EFR
30일 PADI 웨비나 -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5년 2분기
SDI/TDI/ERDI KOREA 장학생 강사과정 신청자 접수 마감일
액션투어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2차 (~5월 6일)
4월 중 PSAI KOREA 개해제

5월
2일 RAID KOREA 제1회 강사 크로스오버 교육 (~4일)
6일 굿다이버 강사시험 (~15일)
8일 BSAC KOREA 강사 평가 과정 (~10일)
16일 SDI/TDI/ERDI KOREA 2015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24일)
17일 디퍼다이브리조트 PADI 강사시험 대비 사전교육
21일 액션투어 오키나와 투어 (~25일)
24일 제1회 제주수중사진 촬영대회 사전 접수 마감일
28일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31일)
액션투어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3차 (~6월 3일)
29일 디퍼다이브리조트 PADI 강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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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매거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
2015년 4월 현재 28년째 발간되고 있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는 통권 166호를 발행하기까지
스쿠바다이빙에 관한 우수한 콘텐츠를 수록하고, 스쿠바다이빙 산업계 이슈와 현안문제를
심층 보도하면서 스쿠바다이빙 산업계의 언로를 여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잡지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본 잡지를 구입해 전국 도서관 및 잡지 성격에 맞는
문화소외시설 300곳 및 재외 한국문화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콘텐츠의 잡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www.scubamedia.co.k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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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안루카 제노니의 새로운 도전
- 협찬 : (주)대웅슈트 / 마레스-

프리다이빙 부문에서 다수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지안루카 제노니는
아이슬란드의 실프라(Silfra, Iceland)로 흥미로운 다이빙 여정을 떠났다. 실프
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지점으로 유
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싱벨리어 국립공원에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 중 하나이다. 호수는 가장 얕은 지점이 약 18m로 아메리
카와 유리시아 대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다. 지구의 기원이
시작한 이곳에서 지안루카가 다이빙을 했다.
지안루카 제노니는 “실프라에서의 다이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멋집니다. 좁은 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과 떨어진 돌들로 만
들어진 마법과도 같은 독특한 장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프라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온은 2°C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다이빙을 할 수 없으며, 체온을 잃지 않도록 혹은 보
온을 위해 특별한, 고도의 기술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마레스는 지안루카의
실프라 다이빙 도전에 마레스의 최고의 장비들로 동참했다.
지안루카 제노니는 “프리다이빙은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야이며, 아주
작은 세부사항도 다이빙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업계에서 최
고의 기술력을 가진 마레스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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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waterPhotography.com의 Photo Contest에서

장기영 강사 동메달 수상
보라카이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기영 강사가 The UnderwaterPhoto graphy.c om Photo C onte s t의 Ma croNudibranchia 분야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UnderwaterPhotography.com은 수중사진작가를 위한 웹으로
가장 전통이 있고 가장 많은 접속자를 가지고 있다.

공기방울에 비친 갯민숭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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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라오 Dive7000 리조트 운영자 변경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Dive7000 리조트 운
영자가 변경되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활동하
던 손병욱 강사(SSI)가 2015년 2월 12일부터
Dive7000 리조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손병욱 강사

올해부터 상어 보존관리조치 모니터링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 gional Fisherie s
Management Organization)에서 정한 상어 보존관리조치
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적 어선의 ‘상어 지
느러미 무게비율 규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
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
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았
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상어의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 비율을 5:95로 준수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의 몸통과 지느러미의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반드시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상어 부수어획물에 대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추어 양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반입신고 웹 사이트 : https://www.fips.go.kr
오광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최근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EU 등 일부 회원국이 동 규정의 이행력에 불확실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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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관련 국내 관리체계 구축
- 상어류 등 국내반입 시 CITES 멸종위기종에 영향 없음을 증명해야 -

올해부터 상어류와 만타가오리가 국제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아울러, 해수부는 3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해상반입 시 필요한 국내 관리체계를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시킬 예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이다.

이는 2013년 제16차 CITES* 총회에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새롭

동 협의체는 시행 예정인 CITES 해양생물 국제거래 규제와 관련한 국

게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함에 따른 것으로

내 관리체계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

부속서 Ⅱ(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에 등재되면 국제거래

로, 협의체를 통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국내 반입될 경우 요구되는 거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래영향평가서 및 어획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문점과 개선방안 및 이해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

당사자인 원양업계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

또한,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의 자원관리를 목적

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출국 법을

으로 하는 국내 반입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이해당사자의

준수하여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니터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대한 적법한 해상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

해양수산부는 이번 신규제도의 도입과 이행협의체 발족 등으로 국제협

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약 위반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참치업계

구체적으로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의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등 원양선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하여 거래영향평가서를 발급하고, 수산물

대했다.

품질관리원이 선박 정보, 선박 소유자 정보, 어획 정보를 포함한 어획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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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으로 보는 한반도 해조류 분포
- 2014년(봄철) 한반도 해조류 분포 그림정보로 제공 -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우리나라 69개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2014년
봄철의 해조류 분포조사결과를 그림정보(infography)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대성 해조류는 동해 중·남부 해역까지 분포하였고, 아열대성 해조류는
제주와 남해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대성 해조류인 구멍쇠미역과
굵은마디말이 경북 영덕까지 분포하였고, 2013년 가을철 동해 중남부 해역까지 분포가 확인
되었던 넓패와 바위버섯 등 아열대성 해조류는 제주와 남해역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는 비교
적 수온이 높은 시기에 성장·관찰되는 아열대성 해조류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계절변동의 결
과라고 FIRA 측은 설명하였다. FIRA 측은 향후에도 우리나라 연안 해조류 분포에 대한 모니
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조류분포조사 결과와 더불어 자원조성사업 관련 그림정보(infography)는 FIRA 홈페이지
(http://www.f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해양정보,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활용
- 국내 최초, 사용자 중심의 격자 위치기반 해양정보 웹서비스 오픈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준)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를 위하여 내부 업무에 활용되던 해양정보를 대·내외에 제
공하는 위치정보 기반의 ‘격자형 해양정보 웹서비스’를 2월 2일부터 시
작한다.
그동안 해양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정보에
대한 개략적인 이력이 있어야만 검색과 활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사용자가 해양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6단계의 격자로 분류하고, 각 격자
에 해양 정보를 표시하여 격자별·지역별·항목별로 해양정보 검색이
가능한 ‘격자형 해양정보 웹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한 구역선택만으로 필요한 해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웹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www.khoa.go.kr/oceangrid)
를 통해 제공되며,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항목을 확대하여, 해양
정보 허브뱅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양관측과 예측정보가 융·복합된 다
양한 정보 생산과 제공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향후 다양한 해양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격자형 해양정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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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을 맞아 바닷가 등

폰을 이용한 조석시간 알람 설정 등 범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예방 홍

에 행락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

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이 안

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

사회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 정착되어 스킨스쿠버,

조하면서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트 등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 인구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시행한다.
△ 사고발생 우려지역의 위험도 평가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정비
△ 안전관리카드 작성 등
또한, 방파제 및 갯바위 등에서 레져를 즐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착용, 갯벌에서 작업을 하는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는 휴대

<국내 연안사고 전체 추세도>
<국내 연안사고 전체현황>
구분

갯바위

(단위 : 명)

갯벌

방파제

항ㆍ포구

해안가

해상

해수욕장

기타

계

2009

119

5

64

75

164

227

1,816

29

2,499

2010

301

8

63

146

163

250

2,464

56

3,451

2011

375

52

66

167

192

443

1,991

79

3,365

2012

183

41

81

87

166

581

2,257

48

3,444

2013

193

61

100

123

121

321

2,186

70

3,175

합계

1,171

167

374

598

806

1,822

10,714

282

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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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Pearl _

정상근 수중사진殿

일시 : 2015년 2월 27일(금)~3월 5일(목)
장소 : 혜화아트센터
초대일시 : 2015년 2월 27일(금) 오후 5시
수중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새로운 시각으로 수중이미지를 형상화한 정상근 교수
의 수중사진 개인전이 열렸다. “Black Pearl”는 수중이미지를 테마로 전시를 하는 5번째
개인전으로, 그동안 수중의 푸른빛을 담은 두 번의 Blue 시리즈 전시와 두 번의 Red in
Blue 전시와 함께 수중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지난 수년간 인도양 몰디브에서 테마를 찾기 위하여 다른 시선으로 다양한 사진을 촬영
하였다. 바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Blue를 좇았고, 그 다음으로 Red를
찾았다. Blue와 Red, 두 색을 중심으로 바다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번에는 색을 접어
두고 흑백의 이미지로 바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다를 좀 더 진지하고 담백하게 바라
보고 싶었다. 바다의 이미지에서 색을 절제하고 흑백의 농담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남을
까? 검은 바탕과 검은 그림자 속에서 굽이치는 힘. 하얀 빛과 하얀 형상 속에 스쳐가는
아름다움. 흑과 백의 어울림은 바다의 부드러움과 거침과 함께 한다.
인도양의 진주, 몰디브. 영롱한 청색으로 표현되는 몰디브의 바다는 깊고 영롱한 가치를
담고 있는 흑진주와 같다. 바다 속에는 많은 색이 있다. 그리고 새롭고 색다른 형상이 있
다. 이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을 묻어둘 때 아름다움은 어떻게 되는가. 렌즈를
통하여 그 형상은 농담이 되고, 그 농담이 번져 다시 바다가 된다. Blue에서 Red로, 그리
고 이제는 Black으로 여정은 계속된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정상근 교수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 엠블렘과 마스코트, ‘97 동계
유니버아드 등을 디자인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정보디자인 교
수로 재직 중이다. 바다에 대한 관심으로 취미로 시작한 스쿠버다이빙에 심취하여 BSAC
National Instructor로 활동하고 있다. 꾸준히 수중사진을 촬영하여 수중 이미지를 작품화
하고 있으며, 수중사진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중사진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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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중사진연구회배

제1회 제주수중사진 촬영대회 안내
1. 행사일 : 2015년 6월 4일(목) ~ 7일(일)
2. 촬영 장소 : 제주도 전역
3. 참가부문 : DSLR, 콤팩트카메라
4. 종목 : 광각, 접사
5. 주최 및 주관 : 제주수중사진연구회
6. 시상내역 및 일정
- DSLR : 종목별 금, 은, 동 각1명
- 콤팩트카메라 : 종목별 금, 은, 동 각 1명
- 시상내용 : 금상-상패 및 상금 50만 원
은상-상패 및 상금 30만 원
동상-상패 및 상금 20만 원
- 시상 및 만찬 : 2015년 6월 7일(일) 13시
- 시상 장소 : 서귀포 칼호텔 (예정)
7. 참가비 : 7만 원 (제주은행 3002264588 양충홍)
※ 참가비 납부 후 신청이 접수됩니다.
8. 참가 자격 및 접수기간
- 스쿠바다이빙 자격증을 소지한 성인
- 사전 접수 기간 : 2015년 5월 24일(일)까지
9. 연락처 : 회장 양승철 010-8654-3253, 064-762-8274
부회장 양충홍 010-3692-7252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uwpg)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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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SPOEX 2015 참가

2015 Underwater Intervention 참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대중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레저 스포츠의 흐름을 한

전세계 최대 규모의 커머셜 장비 박람회 2015 Underwater Intervention(UI)가

눈에 파악할 수 있는 SPOEX 2015(SPOEX)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미국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New Orleans

지 COEX에서 개최되었다.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는 새롭게 리뉴얼된 브랜

Ernest N. Mori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드 섹션을 기반으로 16번째 SPOEX에 참가하였다.

이에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임직원은 수중전용 통신/헬멧 브랜드
KMDSI(Kirby Morgan Diving Systems Inc.)와 Anseel 그룹의 드라이 슈트
VIKING 담당자와의 Annual Meeting과 세계 커머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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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호주,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는 강사교육에 참가하세요”

2015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정규교육 : 5월 9일 시작 주말반 (10일)
- 크로스오버 : 5월 30일 시작 주말반 (6일)
IE(강사시험 - 한국) 6월 27~28일

IDC(강사개발교육 - 필리핀)
- 정규교육 : 6월 2일~12일 (10일)
- 크로스오버 : 6월 6일~12일 (7일)
IE(강사시험 - 필리핀) 6월 13~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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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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 / 해성
2015년 해성의 마케팅 및 정책 안내
딜러지원
•매월, 분기별 유선 미팅
•매월 또는 격월 상품 프로모션 안내 및 소식
•4월 중 전국 딜러 방문

•5차 (4월 20일) – 컬러 레보핀
•6차 (5월 1일) – 신형 만티스 컴퓨터, 3 mm 글러브
•7차 (6월 20일) – 드라이 슈트
전체 품목의 입고를 진행하였으나, 본사 사정으로 일부 품목의 재고가 입고
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적 상품 및 리페어 세미나 실시

2015년 SPOEX 전시회 참여 (2/26~3/1)
전시회 참여

SCUBAPRO 해성의 첫걸음을 알릴 수 있었던 SPOEX전시회 참여를 통해

•스포엑스 전시회 – 2월, KDEC 전시회 – 6월

여러 업체 및 관계자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리고, 새로운 장비에 대해 전시하
여 직접 안내해 드릴 수 있었다.

데모데이
•다이빙풀 및 리조트(7~9월 실시)
브랜드 노출
•	유명 연예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스쿠버다이빙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
며, 방송 프로그램 노출을 위해 다양한 사진작가 및 동영상 촬영 분야를
지원하여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워런티 정책
•	기존의 썬스포츠, 마린뱅
크를 통해 공급된 전체
물건에 대하여 워런티를
책임진다.(※필히 구매영
수증을 증빙해야 한다.)
단, 병행수입품 및 중고
물품의 경우 워런티 적용
을 받을 수 없다.

신규 카달로그 배포
3월 첫째 주에는 500여 군
데 업체에 2015년 신규 카
달로그를 발송하였다. 주소
이전 등 부득이하게 카달
로그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오버홀 부속 5년간 지원 – 경쟁력 강화

pdf파일을 원하는 업체의

•약 20~30만 원 상당

경우 SCUBAPRO 해성으로

•해성을 통해 정상 유통된 호흡기(프로모션 포함)

문의 바란다.

•매년 1회 오버홀 실시, 최초 구입자에 한함

DEEP
DOWN
YOU
WANT
THE
BEST.

•구매 영수증 증빙
•공임비용 별도 청구
2015년 물품 입고 예정
•1차 (2월 20일) – 레귤레이터, 부력 조절기, 액세서리, 가방
•2차 (3월 10일) – 슈트, 부츠, 글러브(3mm 글러브 제외)
•3차 (3월 16일) – 컬러 제트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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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딜러 미팅 개최
3/10 서울지역, 3/12 부산지역 딜러미팅을 개최하였다. 서울지역은 150여 업체, 부
산지역은 80여 업체(총 250여 명 참석)를 모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해성의
정책 및 제품설명 등을 통해 딜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해성에서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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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 잠수
일본 BIZ show 참관

SPOEX

2015년 1월 27~28일 2일간 일본 도쿄에서 다이빙 전시회가 있었다. 해왕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하였다. 해왕잠

잠수 협력사인 BISM의 신장비 소개 및 세미나가 있었으며, 해왕에서 BISM

수도 참여하였다. 2015년 신형장비는 부샤의 사이드 마운트 호흡기 패키

부스에 방문하였다. 올해 다이브데모 티타늄 솔리스 신형(화이트, 블랙티타

지, 다이브센터 전용 호흡기 및 부력조절기(First 시리즈), 스피어피싱 라인

늄) 등 신형 제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 슈트 및 장비, BISM 신형 다이브데모 솔리스, 고프로 전용 라이트 및 트
레이 소개 등 다양한 신장비 소개가 있었다. 신장비 소개뿐만 아니라 ANDI
international 교육단체 관련 세미나와 부스에서 신장비 설명에 관한 미니투
어도 진행하였다. 내년 박람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ANDI 세미나
SPOEX 기간 동안 2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미나실에서 ANDI
international 교육 단체 소개 및 입문자를 위한 재호흡기 기초 교육이 있었
다. 강연자는 ANDI international의 본부장인 Edward Allen Betts가 진행하
였으며, 약 30명의 강사, 샵오너, 다이버들이 참석하였다. ANDI international
은 미국 뉴욕을 본부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이빙 교육단체이며,
레크레이션, 재호흡기, 고압챔버, 기체 사용 기술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국내에서 크로스오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단체 및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왕잠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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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쿠아스포츠
아쿠아스포츠(바다강) 서울 사무소 오픈
국내 최대 다이빙 슈트 제조업체인 아쿠아스포츠(바다강)의 서울 사무소가 지난 2월 강동구
성내동에 오픈을 하여 서울 경기 영업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SAC 트레이너
출신인 이민수 팀장이 서울 사무소 책임자로 발령받아 서울 경기 지역 고객 서비스에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설 예정이며 한층 빠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이빙 슈트 제조에 30여 년의 외길을 걸어온 아쿠아스포츠는 설립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품질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독자 브랜드인 aquaz 제품에 이러한 철학이 고스란
히 묻어나온다.
실제 aquaz 브랜드의 가치는 국내에도 정평이 나 있지만 오히려 국내보다 일본 및 유럽 지
역에서 고가 및 고품질의 브랜드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아쿠아 스포츠의 제품 라인은 웨트슈트, 드라이슈트의 다이빙 용품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라 자부할 수 있는 방수의류 기술을 바탕으로 낚시의류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서있다. 아쿠아 스포츠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PATAGONIA
의 낚시용 웨이더 제품 및 서핑 드라이 슈트 공급 OEM 벤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
는데서 엿볼 수 있다. PATAGONIA의 OEM공급업체의 위치는 전 세계의 유수한 생산업체들
사이에서도 상위 1% 이내의 기술력과 생산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
는 자격으로 아쿠아 스포츠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아쿠아스포츠의 노력
과 기술력의 결실은 2011년 미국 법인 설립으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독자적인 브랜드 유
통망 체제를 갖추었고 매년 100% 이상의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서울 사무소 오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2 덕양빌딩 203호

픈으로 국내 시장에도 더욱 더 다양한 aquaz 제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고 서울경기 지역

담당자 : 이민수 팀장

다이버들을 위한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전화 : 02-6263-2293, 팩스 : 02-6263-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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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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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다이브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5년도 첫 번째 IDC
지난 2015년 3월 1~10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다이브

문의처 : 디퍼다이브리조트 홈페이지

리조트에서는 이승철, 조성현, 양준석 강사 후보생과 김민혁, 이재한 강사

인터넷 폰 : 070-7667-9641, 070-8221-9713

가 IDC스탭 강사로 참여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5년도 첫 번째

카카오톡 아이디 : hanbuty

IDC가 있었다. 세 명의 강사 후보생들 모두 디퍼다이브리조트의 “GO 강사”
교육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레스큐, 다
이브마스터 코스를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IDC를 시작하여 IDC는 매우 쉽게
진행되었다. 특히나 지난 2014년 12월 IE부터는 디퍼다이브리조트의 수영장
에서 제한수역 시험이 치러져, 보다 편안하고 수월하게 제한수역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이들 강사 후보생들은 모두 3월 11~12일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
서 열린 IE를 통과하여 모두 PADI 강사가 되었다. 조성현 강사와 양준석 강
사는 계속해서 디퍼다이브리조트의 마스터스쿠버다이버 트레이너 프로그램
과 텍다이빙 코스를 이수하고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 강사 생활을 할 계획
이다. 다음 정규 IDC는 2015년 5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강사 후보생
들을 위한 사전 교육은 5월 14일부터 가능하다. PADI 강사에 관심이 있으
신 강사 후보생들의 문의를 바란다.

디퍼다이브리조트의 새로운 교육장비

디퍼다이브리조트의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

지난 3월 10일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에 위치한 디퍼다이브리조트는 이

2015년 4월 1일부터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는 어

탈리아의 수중스쿠터(DPV: DIVER PROPULSION VEHICLE) 전문제조업체

드밴스드 오픈워터(AOW) 교육 과정에 DPV 다이빙 과정을 추가하여 교육을

인 SUEX사에서 DPV 7대를 구매하였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교육 과정

진행한다. PADI AOW 과정은 오픈워터 (OW) 다이버가 DEEP 다이빙과 수중

중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코스의 어드벤쳐 다이빙에 DPV 다이빙을 넣을 방

항법 다이빙을 포함한 5가지의 어드벤쳐 다이빙의 실행 달성 목표를 달성하

침이며 DPV 스페셜티 코스를 활성화하여 다른 교육 센터와의 차별화 전략

고 그 다이빙의 지식 개발을 완성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재

은 물론 다이버들에게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미있고 흥미로운 코스이다. 그리고 DPV 스페셜티코스를 활성화하여 DEEP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 탐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항상 현실에

과 ENRICHED AIR NITROX에 치중되어 있던 스페셜티코스를 다각화할 방침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디퍼다이브리조트의 노력

이다. PADI DPV 스페셜티코스는 만 12세 이상의 주니어 OW, 또는 OW 다이

을 기대해 본다.

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스페셜티코스다.

디퍼다이브리조트의 모든 직원 강사의 보험 갱신 완료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다이브리조트의 모든 직원 강사들의 보험 갱신이 완료되었
다. 이로써 학생 다이버들은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강사들 또
한 안심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강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디퍼다
이브리조트가 보홀에서는 유
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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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다이브리조트의 건물 증축 상황

2015년 5월 29~30일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 일정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디퍼다이브리조트는 리조트 내 수영장 옆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공터에 교육생과 펀다이버들을 위한 신축 건물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

CENTRE인 디퍼다이브리조트에서는 2015년 5월 29~30일에 보홀 팡글라

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의 완공은 6월 말 경이나 7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오 섬에서 열릴 PADI 강사 시험을 대비 IDC를 5월 17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3층 건물로 다이버들을 위한 3인실 객실 4개와 IDC 교육생들을 위한 30여

다른 단체로부터의 크로스 오버를 하는 강사들이나 미리 사전 교육을 통해

명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대형 교육실 1개와 장비와 기자재 보관실 하나와

기초를 확실히 다질 강사 후보생들을 위한 IDC 사전 교육은 5월 14일부터

직원 강사 숙소 1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항상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다이버

16일 사이에 열릴 계획이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서 11년 동안의 성공적

들과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다이빙과 교육을

인 비즈니스의 노하우와 강사가 된 후의 진로와 취업을 같이 해결할 수 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퍼다이브리조트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

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디퍼다이브리조트에 많은 강사 후보생들의 지원

운 신축 건물의 훌륭한 완공을 기대해 본다.

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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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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군산대 2015년 3월 18일 챔버 운영사

국립군산대학교 산업잠수 수상안전인력 양성센터/SCDA에서 주최한
챔버 운영사[Chamber Operator]과정이 2015년 3월 18일부터 5일간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분들이 교육
에 참여 하였으며 또한 센터장 이기영 교수, 김지현 교수 및 대학원생
들이 참여하였다. 챔버 운영사 교육을 통해 해양인으로서 수중안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더 나아가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챔
버 운영사[Chamber Operator]과정은 올 후반기에도 이루어진다고 한
다. 금번 교육은 백성기 씨가 진행하였으며 잠수 생리학은 박건욱 전문
의가 담당하였다.

해양과학대학의 스킨스쿠버교육
2014년 12월 6일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는 김지현 교수님
지도하에 해양과학대학 학부생 32명의 스킨스쿠버교육이 올림픽공원
자유로운 시간에 1:1 맞춤형 스쿠바다이빙 교육 가능
체계적이면서 안전하게 다이빙에 입문할 수 있도록 지도
세심하면서 유연한 명품강사의 스페셜한 명품교육
해외에서도 다이빙교육 가능
수시로 회원들과 스페셜한 해외 다이빙 여행 가능

잠수풀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에는 본대학 해양과학대학원 독도해
양생물생태연구실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후배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울러 학부생들은 해양인으로서 수중에 대
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더 나아가 해양산업 발

Q.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나요?
개인맞춤 1:1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참고
●

●

Q. 교육시간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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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쿠버다이빙 트레이너
스쿠버다이빙 강사
스페셜티 강사 트레이너
EFR(응급처치) 자격보유(심폐소생술, 인명구조)
산업잠수 기능사

로 본 교육은 학부 2학년 3학점 정규 수업과정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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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로얄잠수풀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다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입수 연습대 설치
수지로얄잠수풀에서는 실전 다이빙 시 입수지점과 수면의 높이를 감안해 초보
자들이 바다에서 입수 높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입수할 수 있도록 초보자들을
위한 서서 입수, 뒤로 입수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입수 연습대를 설치하였다. 초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배판매장과 구매연계

보자 교육 시 강사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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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중성부력 무료이벤트
수지로얄잠수풀에서는 요즘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초보다이버들이 국내에서 풀
장연습이나 기술유지를 위한 연습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바다
에서 제일 필요한 정밀중성부력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
교육 : 수지로얄잠수풀 책임강사 김권웅
대상 :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누구나. 단, 1주일 전 사전 예약,
010-6623-5155 김권웅
잠수풀 입장료 및 장비 사용료는 본인부담

사이드마운트 이벤트진행

Mares의 신뢰와 명성

수지로얄잠수풀에서는 사이드마운트 장비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여러
브랜드의 사이드마운트 장비를 직접 경험해보고 사용해 보는 이벤트를 진행하
였다. 많은 강사님들과 다이버가 참가하여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

마레스서울

간을 보냈다. 이번 계기
로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
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
로 하반기에는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강사님들과 관심

▶
▶
▶
▶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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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다이버 및 강사님을
위해 각종 재호흡기를 사
용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한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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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2015 KUSPO 전시회 참가
2015년 2월 26일~3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
스에서 진행된 KUSPO(한국 수중 전시회)에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총 14개의 PADI 다이브 센
터 및 리조트가 공동으로 전시 부스에 참가하였
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 업체는 업체의 특성에
맞는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 홍보와 교육 프로그
램 소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고, 국내외 다
이브 센터와 비즈니스 연계와 관계를 강화하여 새
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되었다. 지난 해에
이어 국내 다이빙 교육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시관을 확보하여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하였고 참가 센터 및 리조트 스텝들 및
PADI 직원들과 함께 전시회에 참가한 모든 장비
업체를 탐방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장비업체 스텝들과의 명함 교환
을 통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로운 고객과 각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의
회원들과 멤버들이 PADI 부스에 방문하여 코스를

★ 2015 KUSPO 전시회 참가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센터 상호
1

고다이빙

센터/리조트 레벨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대표
임용우

연락처
031)261-8878

홈페이지
www.godiving.co.kr

등록하고 PADI 티셔츠, 2015 PADI 캘린더를 선물

2

아쿠아마린

PADI CDC 센터

한민주

02)539-0445

www.scubain.co.kr

로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3

아피아

PADI 다이브 센터

노명호

02)484-2864

www.afia.kr

는 공동의 목표와 각 센터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

4

다이브아카데미-제주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송태민

070)4634-3332

www.aquascuba.co.kr

5

다이브컴퍼니

이상호

02)2202-8447

www.divecompany.co.kr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

하여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가 되었으

6

다이버스 에듀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서종열

070)7124-8809

www.diversedu.com

며 참가한 모든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는 PADI

7

돌피노 다이버스

PADI 다이버 센터

최진수

02)6417-9279

www.dolpino.co.kr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감사 상패를 수여받았다.
PADI 전시회를 시작으로 PADI 아시아 퍼시픽에
서는 고객들의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

8

고프로 다이브

PADI 5 스타 강사개발 센터 홍찬정

031)244-3060

www.goprodive.co.kr

9

해저2만리

PADI 다이브 센터

010)5278-7808

cafe.naver.com/divingtoday493795

김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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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하였고 2015년에

12

파아란바다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송규진

02)547-8184

www.paranbada.com

도 다이버들을 위해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13

제주바다하늘

PADI 5 스타 리조트

김선일

064)702-2664

www.seaskyjeju.com

www.padi.co.kr 페이지에서 2015년 PADI의 이벤

14

미스터 다이버

PADI 다이브 센터

채용병

010)2291-6364

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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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마케팅 세미나

PADI 멤버포럼 - 서울

2015년 3월 1일(일) 오후 2~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세미나 실에서 팀

2015년 2월 28일(토) 오후 2~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세미나실에서

헌트(Tim Hunt, Manager, Field Services, Sales and Field Services), 김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락관),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

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컨설턴트)에 의해 세미나가 진행

역 컨설턴트)에 의해 세미나가 진행 되었다. 멤버 포럼에서는 2015년을 맞

되었다. 2014년 최고의 라이선스 발급 기록을 세운 PADI 멤버들을 축하하

이하여 다이빙 산업 소식과 프로젝트 어웨어가 다뤄졌고, 기준 변경 및 코

고 2015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세미나가 진

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소개되었다. 2014년 최고의 라이센스 발급 기록을

행 되었다.

세운 해를 보낸 PADI 멤버들을 축하하였으며 PADI의 가치 제안과 필드 서

일선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50여 명의 센터 오너들이 참가하였고 2015년

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마케팅 지원 계획과 올해의 마케팅 전략에 대

또한 최신의 트렌드에 발맞춰 새롭게 업데이트된 PADI 디지털 제품이 소개

해 논의하였다. 2015년에는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 한국에 맞는 더

되었고 2015년부터 한국어로 발매될 예정이다. 2015년 PADI 멤버 포럼에는

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이빙 산업에서 활동적인 180여 명의 PADI 멤버들이 참가하였고 2015년
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Padi.co.kr사이트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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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드라이 슈트 코스 세미나

2015년 KUSPO 기간 동안 PADI CDC 센터인 엔비다이버스의 김영준(PADI
2015년 3월 3일(화) 오후 3~6시까지 제주 서홍동에 위치한 휴마루 호텔 &

코스 디렉터)에 의해 “PADI 드라이 슈트 코스”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국내

리조트에서 팀 헌트(Tim Hunt, Manager, Field Services, Sales and Field

바다에서도 계절에 상관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Services),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컨설턴트)에 의해

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사계절을 따뜻하게 다이빙할 수 있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제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20여 명의 PADI

다. 수많은 드라이 슈트의 종류와 드라이 슈트를 이용하는 안전한 스킬에

멤버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였고 2015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대해 소개했다. 앞으로도 드라이 슈트에 대한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정이다. PADI 드라이슈트 코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엔비다이버스
로 문의하면 된다.

★ 멤버 포럼 일정
지역

•엔비 다이버스 김영준 : 010-9139-5392 / 홈페이지 : www.nbdivers.com
일시

장소

대구

3월 17일 (화) 오후 6시

인터불고 호텔 2층 아망떼 홀

부산

3월 24일 (화) 오후 6시

동의 대학교 상경관 313호

대전

3월 26일 (목) 오후 6시

계룡 스파텔

PADI 프리 다이브 코스 세미나
2015년 KUSPO 기간 동안 PADI 다이브 센터인 AFIA의 대표 노명호(PADI
코스 디렉터)에 의해 “PADI 프리 다이버 코스”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영화

PADI RCCR 세미나

그랑블루에서 나왔던 주인공처럼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간
단한 장비를 가지고 탐험할 수 있는 프리 다이빙에 관련된 소개가 있었다.
무거운 스쿠버 장비를 떠나 몇 가지 기술을 익히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중
탐험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주먹구구 식의 프리 다이빙이 아닌 단계별로 차
근차근 기술을 배워갈 수 있는 코스가 PADI 프리 다이버 코스이다. 국내 프
리 다이빙 시장의 선구자로 앞으로도 프리 다이빙을 알리는 지속적인 행사
를 진행할 예정이다. PADI 프리다이버 코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AFIA로 문의하면 된다.
•AFIA 노명호 대표 : 010-4105-2864 / 홈페이지 : www.afia.kr)

PADI TecRec 코스 세미나
2015년 KUSPO 기간 동안 PADI 강사 개발 센터인 아이눈 스쿠버의 대표
2015년 KUSPO 기간 동안 PADI 강사 개발 센터인 파아란 바다의 대표 송

이달우(PADI 코스 디렉터)에 의해 “PADI TecRec 코스” 세미나가 진행되

규진(PADI 코스 디렉터)에 의해 “PADI RCCR”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공기가

었다. 레크레이션 수심 한계를 넘어 더 깊고 깊은 미지의 세계로 도전 하기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완전 폐쇄식의 포세이돈 MKVI/SE7EN을 통해 조용하

위한 테크니컬 다이빙의 장비 소개와 코스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다이버라

고 고요한 바다를 탐험할 수 있고, 초보자도 쉽고 안전하게 완전 폐쇄식의

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을 생각해 보지만 아무나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심

리브리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조금 더 오래 간편한 장비를 통

해 바다의 세계가 PADI TecRec과 함께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한 번

해 수중 생물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 앞으로도 리브

경험하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 TecRec의 세계로 안전하게 안내한다. 앞

리더 다이빙을 알리는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ADI 리브리더 다

으로도 PADI TecRec 코스 및 테크니컬 다이빙을 알리는 지속적인 행사를

이버 코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파아란 바다로 문의하면 된다.

진행할 예정이다. PADI TecRec 코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아이눈

•파아란 바다 송규진 대표 : 010-9926-0140 /
홈페이지 : www.paranbada.com

스쿠버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눈 스쿠버 이달우 대표 : 010-7414-2110 /
홈페이지 : www.inoon-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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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5년 첫 번째 PADI 강사시험을 “제주 휘닉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

아일랜드”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지난 2월 14~15일 양일에 걸쳐 진

너 코스가 2015년 2월 24일(화) 아이눈 스쿠버(대표 이달우)에서 영희 하

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도형, 표현수, 김대연, 배진옥, 김영성, 황

니스(Younghee haniss, Member Liaison, Korea, Training & Quality

보상욱, 전용섭, 최성재, 김승호, 홍계현, 노정원, 최송현, 이혜은, 김경수, 이

Management at PADI Asia Pacific)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강사트레

찬억 총 15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

이너 코스에는 박근욱, 김진호, 김장훈, 천덕현, 임탁순, 이해욱 총 6명의 강

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하니스 그리고 김부경 씨가 강사시험을

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

진행 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박금옥, 임욱선, 김영준, 송태민 그리고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홍찬정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고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어야 한다.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하니스
(Younghee.haniss@padi.com.au)로 하면 된다.

PADI RCCR Instructor Trainer Course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RCCR Instructor Trainer Course를 “서
울 파아란 바다(PADI 5Star IDC)”에서 2월 23일(월)에 PADI 영국 사무국의
CCR 트레이닝 담당자인 Vikki Batten과 영희 하니스(한국 멤버 연락관)에
의해 웨비나(Webinar)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RCCR 강사 트레이너 코스에는 포세이돈 MKVI/SE7EN 리브리더 강
사들인 강정훈, 임용우, 송규진 코스 디렉터가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
그램을 마쳤으며, 곧 PADI 포세이돈 리브리더 강사 코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DI RCCR 코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 강정훈 코스디렉터 : 010-5256-3088
•고 다이빙 - 임용우 코스디렉터 : 010-6317-5678
•파아란 바다 - 송규진 코스디렉터 : 010-9926-0140

공지사항(Notice)
2015년 멤버 포럼 안내
지역
대구

일시
3월 17일 (화) 오후 6시

장소
인터불고 호텔 2층 아망떼 홀

부산

3월 24일 (화) 오후 6시

동의 대학교 상경관 313호

대전

3월 26일 (목) 오후 6시

계룡 스파텔

웨비나 일정 안내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2015년 4월 9일 (목) 오후 2시
•EFR(Emergency First Response) - 2015년 4월 28일 (화) 오후 2시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5년 2분기(Training Bulletin LIVE - 2Q15Korean) - 2015년 4월 30일 (목) 오후2시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5년 4월 25~26일
•장소 : 제주 성산 피닉스 아일랜드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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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2015년 1월, SSI 신규 강사 평가

2015년 2월, SSI 신규 강사 평가

2015년 1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SSI 세미나실에서 정기 강사 평가가 이

2015년 2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전북 익산의 전북잠수교실(수영장/해

루어졌다. 다이버의 꿈(이용주 IT)의 박경원, 이민영 후보생과 영진아쿠아존

양-격포해수욕장 사자바위포인트)에서 정기 강사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북

(김창문 강사)의 유힘찬, 최은용, 조정식 후보생, 바다의 꿈(이기훈 IT)의 구

잠수전문학교(오정선 IT)의 이진영, 오태창, 김희대, 정지현, 이승민 후보생

성모 후보생 그리고 동서대학교(소훈 IT)의 김연수 후보생까지 총 7분이 평

과 SSI 아카데미(고대훈 IT)의 김종한, 지현석 후보생, 바다의 꿈(이기훈 IT)

가에 참여하였고 전원 합격하였다.

김찬일 후보생까지 총 8분이 평가에 참여하였고 전원 합격하였다. 이번 평
가는 전윤식 평가관과 김태훈 평가관 아래 진행하였다.

SSI KOREA 2015년 IT 세미나
2015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SSI IT 세미나
가 진행되었다. 황영국, 이우빈, 김승준, 윤대건 4명의 강사가 참여하였으며
참관인으로는 이기훈 IT, 오정선 IT, 방이 IT, 이상국 IT, 손완식 IT가 함께 하
였다. SSI KOREA
에서는 전윤식 본부
장, 우대혁 대표님이
함께하였으며 모든
교육의 진행은 강영
천 교육담당관님이

2015년도 SSI 디지털 매뉴얼의 업그레이드 <한국어 더빙 동영상>
SSI KOREA는 2015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매뉴얼의 일부분인 동영
상 학습자료를 한국어로 더빙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중 스쿠버다
이빙, 오픈 워터 다이빙, 스트레스&레스큐 다이빙,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대
한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에 대한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
한 미디어 학습자료는 다이버들의
흥미를 더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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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였다.

2015년도 다이브 센터 및 프로페셔널 업데이트 세미나 안내
2015년 SSI는 혁명적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첫째, Digital EMS program의 정착

도입하였다.

둘째, 3년내에 한국 최고의 교육단체로 완성

바로 디지털 EMS(Education Management

셋째,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System)이다. 다이빙 교육을 원하는 누구라

2015년도는 많은 변화로 인해 초반에는 약간

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 어떤 기

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를 통해서든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스쿠버

하지만 업데이트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이

다이빙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EMS는 교재

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

와 DVD, 중간시험 문제풀이, 디지털 로그북,

여 보다 편안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 큰

디지털 자격증(D-Card) 등이 일체된 토탈 디

미래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 SSI KOREA 다

지털 교육 시스템으로, 모든 교재는 한국어로

이브 센터와 프로페셔널 모두가 SSI의 혁명에

번역되어 있으며, DVD 역시 한국어로 더빙되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 있다. 또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SSI의 EM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SSI KOREA
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
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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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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SDI/T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실시사항

SDI.TDI.ERDI에서는 2015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

국제 아이스 다이빙

너 과정(ITW)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총 4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5년 1월 24일(토) 강원도 홍천에서 국제 아

가 참가했다. (가나다순)

이스 다이빙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수호 : 서울 DDC 스쿠버

이번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남기인 : 서울 119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대만, 싱가폴, 중국 등에서 20여 명의 다이버들이 참가하였다.

서민정 : 부산 사)대한생활스포츠협회

본 행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겨울 다이빙 인프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이명욱 : 텍라인 코리아

의 다이버는 물론 지역 국가의 다이버들에게 기존의 다이빙 문화를 새롭게
소개함으로써 한국을 방문하여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아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울러 주변국가의 다이버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TDI.ERDI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와 협력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정책과 행사를 지속할 예정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이다. 홍천 다이빙스쿨의 차순철 강사, 골드피쉬의 김종환, 김도형, 백승균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트레이너, 오경철, 강용수, 최성기, 윤형준, 박정훈 트레이너, 와이진 작가
등 행사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감압절차-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1월 29일(목)부터 2월 6일(금)까지 필리핀 모알
보알 준다이브리조트(유병준 트레이너)에서 TDI 감압절차, ERD, 어드밴스
드 트라이믹스과정을 실시하였다.

예정사항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은 수심 100m 이하의 대심도에서 헬륨이 함유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경기도가 주최하

된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잠수하고 나이트록스와 산소 혼합기체를 감압용

는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기체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해온 국제보트 전시회를 확

이번 과 정 은 본 부 에

대하여 스쿠버 다이빙, 낚시, 캠핑, 보트, 요트 등의 수상레저 등을 총 망라

서 주관하여 교육을 진

하여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행하고 윤형준,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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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트레이너가 일부 스

육 프로그램과 한글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안 등을 선보이고 미래

탭으로 참가한 가운데,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발 더 앞서 나아

아래의 참가자들 모두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안전하게 교육/다이빙

이번 전시회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센터와의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할

을 마쳤다.

예정이며, 많은 SDI.TDI.ERDI의 센터 및 리조트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많
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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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홍콩 DRT 엑스포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ERD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5년 3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중국

SDI.TDI.ERDI KOREA에서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8일(화)까지 필리핀 모

상해에서, 4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는 DRT 엑스포

알보알 클럽하리 다이브리조트(김동준 트레이너)에서 어드밴스드 나이트록

에 참가할 예정이다. 매년 중국 각 지역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는 DRT 엑

스, 감압절차,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빙(ERD)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포는 다이빙, 리조트, 여행에 관련된 전시회이다.
SDI.TDI.ERDI는 DRT 엑스포의 주관단체 중 하나로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중국 지역에 SDI.TDI.ERDI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2015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공고

소개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갈 것이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16일(토)부터 24일(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상해 DRT 엑스포 행사에 공동 개최 형식으로 참가하실 센터 및 리조트 관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계자 분들께서는 본부로 문의해주기 바란다.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3월부터 5월 초까지 사전에 국내에서 동굴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5년 4월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홍콩
에서 응급구난다이빙(ERDI) - ERD 1, ERD 2, ERD Tender - 과정을 실
시한다.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공고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은 구조자들을 위한 안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

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자 세계 유일의 국제적

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인 조직의 공공 안전(Public Safety) 교육기관으로 미국의 911, 경찰, Coast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강사 과정

Guard 등에서, 국내는 국방부(공군)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

과 CPR/First-Aid/산소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빙

다. 또한, 지난해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실시된 과정에서는 중국

프로그램인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된다.

지역 트레이너(매니저)들이 참가하여 ERDI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관계 기
관들과 함께 이와 같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일정
1. 신청자 접수 : 4월 30일(목)까지 - 이메일(hq@tdisdi.co.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2. 참가자 발표 : 5월 8일(금)
4.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5일(목) ~ 7월 3일(금)
5. 교육 장소 : 미정

지원 자격
1. 2015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
(또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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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BSAC 신규 센터

제149차 강사과정 완료

•아우라 스쿠바 & 텍(박정우) +63-917-856-744 필리핀 사방

지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사방의 아우라 리조트에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5명(김대환, 박진환, 이재

수중사진 과정 개최

석, 최연진, 편해용)의 강사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마무리 되었으며, 스탭으

지난 3월 14일에 BSAC Korea 본부에서 디지털 수중사진 과정이 개최되었

움을 주었다.

로는 박종섭(NI), 최우집, 장동국, 이상호(이상 AI) 강사 등이 스탭으로 도

다. 이번 과정에는 박진환, 박철웅, 정현성, 신은수, 이민수, 최우집, 서상길
강사 등이 참가했으며 진행에는 정상근 강사(내셔날 인스트럭터, 서울시립
대 교수)가 주관하여 이론과 실기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
수중 사진촬영을
위한 초급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조만간 중급의 내
용을 위한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150차 강사과정 완료
강사과정 크로스오버 과정 완료
지난 1월 3일부터 주말반으로 진행된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이 완료되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사방의 아우라 리조트에서 오픈워
터 인스트럭 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2명(이덕훈, 최우진)의 강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사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마무리 되었으며, 스탭으로는 박종섭(NI), 박재경

박성규(고고고 다이빙 센터) / 박철웅(Pax Scuba Resort)

(IT), 최우집(IT), 박진환 강사(CI) 등이 스탭으로 도움을 주었다.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BSAC Korea는 올해 5월 28~31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2
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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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개해제

대학생 강사교육과정 참가자 혜택 확대

강원도 양양 38 스쿠버 리조트에서 2015년도 BSAC KOREA 개해제가 진

작년에 다시 시행되어 성공리에 마쳤던 대학생 강사교육이 올해에도 하반

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3월21일의 춘분을 맞이하여 양양 지역의 다이빙 센

기에 개최된다. BSAC Korea는 올해에도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에

터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종섭 본부장을 비롯하여 여러 센터 및 클럽

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소속의 강사와 회원들이 금년도 BSAC KOREA의 전 회원님들의 안전하

대학생 강사 과정은 본부의 지원과 함께 트레이너들의 봉사를 전제로 계

고 즐거운 다이빙을 위한 기원을 하였다.

획되고 있다. 평가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참가 센터 및 클럽은 다음과 같다(괄호는 대표강사, 가나다 순).38 스쿠버

참가 후보생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조트(권기훈, 김현석), WOW 스쿠바(박재경), Pax 스쿠바 리조트(박철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무료

웅), 바다강(이민수), 버블스토리(이상호), 젊다모(김갑수, 간영훈), 블루마

•본인 부담금 : 참가자 체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린(정상근), 서울스포츠클럽(최우집), 물텀벙(최기만), 양양레저(김찬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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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라 리조트(장동국)

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이다.

사무실 이전

수중사진 중급자 과정 개최

BSAC Korea 본부 사무실이 3월 7일부로 이전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 교수이면서 BSAC Korea 내

새로운 주소는 기존의 주소와 같으며 다만,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었다.

셔널 인스트럭터인 정상근 씨의 수중사진을 위한 중급자 과정이 진행된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4번길 15 금봉빌딩 2층

다. 이번 과정은 초급자 과정의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급자로서 컴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44-154 (2층)

팩트 카메라뿐만 아니라 DSLR 카메라 촬영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도받

전화번호 : 1899-0231, 팩스번호 : 031-711-9793

을 수 있는 기회이다. 사전에 초급자 과정이 필요한 분은 개별로 과정
을 이수해야만 하며, 이 과정은 BSAC Korea의 SDC 과정인 Underwater
Photographer 인증 과정이기도 하다.
장소 : 울릉도
기간 : 8월 7~9일 (2박 3일)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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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IANTD 아이스 다이빙

위드 스쿠버 패밀리 아이스 다이빙

IANTD KOREA에서는 2015년 2월 7일(토요일)~8일(일요일)까지 1박 2일

위드 스쿠버(강영철 강사)와 스쿠버 패밀리(이홍석 강사) 동호회에서 2015

강원도 강촌에서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장소는 정철희 강사 트레이

년 1월 17~18일 양일간 공동으로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장소는 포

너가 운영하는 몽키 수상레저에서 실시하였다. 7일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

천에 위치한 청계수지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론 교육 및 장비 대여는 IANTD

식사를 마치고 8시부터 참석자 소개 및 홍장화 부회장님의 Pee-밸브 세미

KOREA 유근목 사무장이 실시하였다, 당일 아이스 다이빙 진행은 강영철,

나가 실시되었다, 아이스 다이빙 이론 강습은 본부의 유근목 사무장이 실시

이홍석 강사가 실시하였다. 2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성황리에

하였고, 스쿠버 장비 소개 및 호흡기 건조는 울산 노틸러스의 유기정 강사

다이빙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위드 스쿠버, 스쿠버 패밀리의 안전 다이

가 진행하였다.

빙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8일 아침에 장비를 이동하고 안전을 위해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였으며, 내
부에 난로를 준비하고 장비를 세팅하였다. 얼음 위에 다이버가 비상 탈출
시 사용하는 방향 표시를 설치하고, 얼음을 절단 후 스트레칭을 실시하였
다. 아이스 다이빙 진행은 김창제 트레이너가 실시하였다. 다이빙은 버디를
이루어 실시하였으며, 레스큐 다이버와 라인텐더(줄잡이) 실습을 다이버가
돌아가면 실습하였다.
다이빙은 싱글, 더블세트, 사이드마운트 등을 이용하여 각자 선택하여 실시
하였다. 일부 다이버는 물속에 라인을 설치하면서 막힌 지역에서의 통과다
이빙을 실시하였다. 아이스 다이빙에서 텐더 라인이 없이 다이빙을 위해서
는 많은 안전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비상계획이 필요하였다.

머맨(MERMAN) 샵 오픈
조우선 강사가 머맨 스킨 스쿠버 샵
을 새로이 아현동으로 이전 오픈하
였다. 조우선 강사는 몇 해 전부터
머맨 모델 팀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연예인 스포츠단 스킨스쿠
버 부문의 코치를 맡고 있다. 또한
스킨스쿠버 교육, 국내외 다이빙 투
어, 장비 판매를 하고 있다. 머맨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5년 IANTD KOREA 개해제

홈페이지 : www.merman.co.kr
전화 : 02-648-1577

3월 28일(토요일)~29일(일요일) 강원도 속초 OK 다이브 리조트(대표 오현
석)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개해제는 한해의 IANTD 멤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28일부터 2회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
이며 저녁 시간 후에는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29일 오전에 개해제를 마
치고,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 : 02-486-2792 (IANTD KOREA)
OK 다이브 리조트 : 010-62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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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훈련과정
국가자격 기술검정 잠수기능사 및 잠수
산업기사 훈련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
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 기술력으로 수
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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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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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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 / SEI / YMCA
PDIC-SEI 스페셜티-장비서비스, 드라이슈트 강사과정 개최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5년 리더쉽 멤버 스페셜티 강사 과정을 3월 7

PDIC-SEI 클럽맴버“STX백상어스쿠버팀”
몰디브 리브어보트 수중여행

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장비서비스”와 “드라이슈트” 과정으로

PDIC-SEI 코리아 클럽 멤버인 STX백상어스쿠버 팀(정세홍,책임강사)은

진행되었으며 지도자는 박복용 강사트레이너(대표 부산스쿠버아카데미)가

2015년 새해의 첫 해외원정 투어를 몰디스에서 시작하였다. 팀은 9일간 뉴

주관하였고 모두 7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장비서비

이어 몰디브 리브어보트 “카리나”에 몸을 실어 서쪽 아톨을 답사하였다. 인

스 과정은 스쿠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종류와 재료, 특성, 구매요령, 사

도양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수중에서 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였다.

용법, 유지관리법, 호흡기원리와 취급, 유지관리, 공기통, 밸브의 색인, 유지
관리, 호흡기문제점에 대한 응급조치와대처요령 등 개인의 장비관리와 유
지를 위해 보급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드라이슈트”관리는 웻슈트와 드라
이슈트의 차이점, 특성, 구매요령, 유지관리법, 착용법, 사용요령, 이론정리,
수영장 교수법 등으로 구성하여 철저한 관리와 유지,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
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었다.
참가 : In.Tr배봉수, 강동원(In), 배혁록(In), 김현태(In), 김상민(In), 정현민(In),
이동식(In)

2015 YMCA응급처치운동본부“안전지도자-CPR강사”
과정 개최
YMCA응급처치운동본부(서울YMCA)에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안전
지도자-CPR강사과정을 개최한다. YMCA응급처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각종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
행할 수 있도록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

PDIC-SEI 아시아 홍콩 교류 프로그램 운영
PDIC-SEI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홍콩에서 교류하여 올해 3월 14일에 이르

여 생명유지, 불구방지, 고통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고나 응급질환을 예방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에 구
축할 수 있도록 병원전단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까지 홍콩의 사업가인 Denny wong(diving express ceo)이 방문하여
한국 다이빙 시장 조사 및 견학과 SEI-PDIC 아시아 본부를 방문 했다.

PDIC-SEI (정기) 스페셜티 강사과정 개최

참가 : 데미 옹 CEO, 김성길CD, 정세홍Tr, 박복룡Tr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5년 4~5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
최한다.
1. CPR-AED 강사 과정
일시 : 2015년 4월 20일(월)~
4월 21일(화)
2.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일시 : 2015년 4월 27일(월)~
4월 2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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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해양안전경비교육원 신임교육생 인명구조요원 자격과정 운영
서울YMCA(인명사무국)에서는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124
명의 신임교육생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을 시행하였다.

2015, YMCA인명구조강사,평가관 업데이트 워크숍 개최
YMCA인명구조사무국(서울YMCA)에서는 2015년 4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전국 YMCA인명구조
강사 대상으로 지도자 업데이트 워크숍을 시행한다. 서울,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전, 서울, 인
천, 용인, 수원, 안산 등의 전국적으로 50여 명의 지도강사들이 한국YMCA의 본산인 종로회관에 모
여 2015년 새로운 교육커리큘럼과 규범안 활용안을 소개한다.

PDIC-SEI 스쿠버 여행용 가방, 스킨다이빙 방수백 제작
한국 본부에서는 멤버들의 편안하고 개성있는
스쿠버 여행을 위하여 가방과 스킨다이빙 방수
백을 제작하였다. 3월, 4월 동안 모든 멤버들에
게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본부 051-503-8896 / 010-8384-8837

2015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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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International
RAID Korea 제1회 트레이너 과정 개최

RAID 공식 어플 출시

Be Exclusive professional in RAID

RAID International은 지난 3월

RAID Korea에서 제1회 강사 트레이

RAID의 공식 어플리케이션 출시

너 워크숍을 2015년 4월 23일부터 29

를 발표하였다. RAID의 온라인 교

일 까지 RAID Korea 교육장에서 실

육 시스템은 스쿠버다이빙 교육 사

시한다. 이번 트레이너 워크숍은 개방

상 가장 진보됨과 그 우수함을 자

순환식 레크리에이션 트레이너 과정

랑 할 수 있다. 새롭게 출시된 RAID

이며, RAID Korea 의 김동혁 평가관

LearnToScuba 어플은 RAID의 온

이 실시할 예정이다. RAID 트레이너는

라인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고,

Instructor(강사), Specialty Instructor(스

RAID가 제공해주는 광범위한 교

페셜티 강사), Master Instructor(마스터

육 코스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강사) 등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최할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주요한 기

수 있는 최 상위 등급이다.

능으로는 RAID의 모든 교육코스와 온라인 퀴즈, 또한 로그북, 체크리스트
등 다이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한 파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LearnToScuba 어플은 diveraid.com의 웹페이지와 연동이 되며, 로그인을

RAID의 장점
· Free Diving, SCUBA, Technical Diving,
Rebreather 등 모든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프로 액티브 콘트롤 시스템(Pro Active
Quality Control System)

RAID는 업계 최초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최

RAID의 교육시스템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내

신 기법으로 전문화하여, 60개의 교육 프로그

용들을 분명이 명시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

램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리

해 교육생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 특화

고 숙지가 되어있음이 확인 되어야만 다음단계

된 리브리더 다이버 등 초급에서 트레이너까지

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 걸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글로벌 경영진

· 최신식 E-Training 시스템

세계에서 인정받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상품, 서비스들은

이 모여 5가지 핵심 분야의 모든 교육 프로그

12,000장 이상의 온라인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

램을 전문화시키고 있다.

다. 여기에 포함된 20,000 개의 질문과 답변

· 교육 인증

들은 RAID의 어떠한 코스도 완수할 수 있도록

RAID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IOS를 비롯하

만든다. RAID E-Training 시스템은 다이빙 전

여, UK diver standardsand와 Australian

문가를 위해 영국 위험 관리 표준과 영국 보건

diver standards 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안전 관리국과 결합되어 있다.

충족한다.

· 100%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 교육은 온라인, 모
바일을 통해 교육생 혼자서 학습할 수 있다.

통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RAID 스쿠버 코스들을 당신의 손에 쥘 수 있
게 된다. LearnToScuba 어플은 구글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다
운 받을 수 있다.

RAID Korea 제1회 강사 크로스오버(교환 과정) 개최
Be Exclusive professional in RAID
RAID Korea에서 제1회 강사 크로스오버 교육을 2015년 5월 2일부터 4일 까
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강사 크로스오버 교
육은 RAID Korea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이며, RAID와 함께할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RAID Korea는 이번 교육에 한하여 교육비
500,000원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RAID Korea로 문의하길 바란다.
일정 : 2015년 5월 2~4일까지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실

일정 : 2015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참가비 : 500,000원(등록비, RAID 단체복, 각종 교육지원 상품 포함)

장소 : RAID Korea 교육장

문의 및 신청 : 031-264-1661, raidkorea@gmail.com

문의 및 신청 : 031-264-1661, raidkorea@gmail.com
RAID Korea는 인터넷, 일반 정기 간행물 등 일반인들이 구독하는 다양한 매

RAID Korea 한국다이빙엑스포 참가 안내

개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RAID의 스쿠버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
로 홍보한다. 그래서 여기서 모집된 신규 교육생을 각 지역의 RAID 다이브

RAID KOREA에서는 5월 28일(목)부터 5월 31일(일) 까지 교육단체가 주

센타와 강사들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다이브센타와 강사들을 지원할 예

관하는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에 참가할 예정이다. 다이빙엑스포

정이다. 그리고, RAID Korea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강사들의 다이빙 투어

(KDEX)는 한국다이빙교육단체협의회에서 스쿠버다이빙과 해양레저산업

와 각종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강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의 발달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다. RAID
Korea는 이번전시회에서 프리다이빙과 레크레이션 리브리더에 대한 세미
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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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C
서울 성동경찰서와 국제공인 ACUC 스킨스쿠버협회
업무협약 체결

ACUC 트레이너 워크샵 진행
국제공인 ACUC 스킨스

서울 성동경찰서와 국제공인 ACUC 스킨스쿠버협회는 ‘진정한 협력치안의 파

쿠버협회는 지난 2015

트너ʼ로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현장경찰관의 전문성 강화ʼ 및 ‘청소년 정서

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함양ʼ에 기여하고자 2015년 3월 18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

은 현장 경찰관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상호

7000 리조트에서 트레이

협력 및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너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련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기회제공에 적극 노

번 트레이너 워크샵에 참

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UC는 서울 성동경찰서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여한 황석준 트레이너는

통해서 진정한 ‘협력치안의 파트너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ACUC 윤덕규 평가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실
습이 마치고 트레이너로
인증되었다. ACUC는 앞
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트레이너 양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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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KOREA
PSAI KOREA 2015 신년회

PSAI ICE DIVING Festival

2015년 1월 16일 PSAI KOREA 2015 신년회를 서울 “라무르(구 대방 웨딩

PSAI KOREA는 2015년 1월 3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경기도해양수산연

홀)”에서 실시하였다. PSAI KOREA 산하 각 퍼실리티와 소속 160여 명의

구원과 봉황정 아래 흑천일대에서 ICE DIVING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다. 약

강사 및 다이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14년을 돌

40여 명의 PSAI 멤버들이 참가하였으며, PSAI의 기준에 의거하여 오버헤드

아보고, 2015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2014년을 빛낸 PSAI

환경으로 분류되는 2개 이상의 호흡기 및 비상 기체를 확보하여 다이빙을

KOREA 강사 및 퍼실리티에 상패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번 신년회는 뜻

하였다. 이번 다이빙에는 리브리더, 트윈셋, 사이드마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깊은 2015년을 다짐하는 만남의 시간이었다. PSAI KOREA는 2015년에 모

다이빙 활동이 아이스 다이빙고 함께 진행되었다. 다이버 및 비다이버들 모

든 다이버들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두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 아이스 다이빙을 겨울 다이빙의 큰 행사로 자

2014 최우수 퍼실리티 상

소속 : 수중여행

대표 : 백광현

2014 우수 퍼실리티 상

소속 : Fire Fish Crew

대표 : 지창민

2014 최우수 강사 상

소속 : 오아시스 클럽

강사 : 김성욱

2014 우수 강사 상

소속 : Deep & Blue

강사 : 이성수

2014 올해의 다이버 상

소속 : 태종대스쿠버

대표 : 이재

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준비 과정 및 다이빙,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
든 멤버가 협심하여 안전하게 아이스 다이빙 과정을 마쳤다.

PSAI ICE DIVING 강사 과정
PSAI KOREA는 2015년 1월 22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경기도해양수산연

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 동계 훈련
PSAI KOREA와 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는 2015년 2월 14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경기도해양수산연구원과 봉황정 아래 흑천 일대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하였다. 전국의 수중과학수사요원이 모여 얼음 밑 증거물 및 사체 탐
색, 인양 및 영상 촬영 기법을 훈련하였다. 추운 날씨와 험한 환경에서도 열
성적으로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둔 동계 훈련이었다. 수중과학수사대의

구원과 봉황정 아래 흑천일대에서 ICE DIVING 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약
20여 명의 PSAI 멤버들이 참가하였으며, PSAI의 기준에 의거하여 오버헤드
환경으로 분류되는 아이스 다이빙에 트윈셋, 스테이지 실린더 등 2개 이상
의 호흡기 및 비상 기체를 확보하여 다이빙을 하였다. 준비 과정 및 다이빙,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멤버가 협심하여 안전하게 아이스 다이빙 과정
을 마쳤다.

활약을 기대해본다.

PSAI KOREA 공고
PSAI-KOREA 2015년 개해제
중앙소방학교 강사과정
PSAI KOREA의 스쿠버이야기(대표 : 이규길 IT)는 2월 초부터 8일간의 IQC

PSAI KOREA는 2015년 4월 ‘2015 개해제’를 실시한다. 이번 개해제 장소
및 일정은 미정으로 추후 홈페이지 와 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PSAI

와 2일의 평가를 통해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관의 신동인, 정철이 강사가

KOREA는 2015년 한 해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할 수 있

PSAI의 신규 강사가 되었다.

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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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제23회 한국수중스포츠 전시회 참가

감독관 - 전문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한국잠수협회는 지난 2월 2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나흘간 열린 2015 한국

오용택, 이병찬, 박진석, 한대희, 김성배, 이승원, 나채균, 전중완, 송준용 감

수중스포츠전시회에 참가하였다.

독관 및 교육관은 지난 1~3월에 전문잠수(장비전문가, 응급처치및구급안

한국 다이빙계의 구심점이 되어온 한국잠수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다

전, 구조잠수, 나이트록스, 사이드마운트)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빙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스쿠버 대중화에 더욱 앞장설 수 있는 계

교육은 감독관 주관하에 서울, 통영, 부산, 거제,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이론

기가 되었다.

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가한 지도자는 전문잠수 지
도자가 되었다.

대학 장학생 및 실버 장학생 지도자 양성 과정
박성훈, 김성배 감독관이 지난 2월에 제2회 대학 장학생 오기상(단국대), 정

얼음밑잠수 지도자 양성과정

민아(을지대학교) 및 제1회 실버 장학생 황혁(만65세) 초급 지도자 양성과정
을 서울과 수원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해양

한국잠수협회는 1월 17일 무주뒷섬과 1월 말 홍천 지역에서 얼음밑잠수 지도

실습은 강원도 울진에서 진행하였다.

자 양성과정을 이론에서 실습까지 개최하였으며, 교육은 감독관 주관 하에
전국의 지도자들과 얼음밑 잠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함께 교육 절차를
진행하였다.

감독관 - 초, 중급 지도자 양성과정
김복식, 홍성훈, 한대희, 김성배 감독관은 지난 2~3월에 이론에서 해양실습
까지 초, 중, 고급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감독관 주관하에
서울, 부산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가한 김영
태, 박주양, 윤주원, 양
진환, 박정삼, 김병곤,

응급처치 및 구급안전, 운동 실천 지도자 교육

진대현, 이강현, 이호
석, 주영진, 이상식, 최

한국잠수협회(회장 박천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토) 교육위원 25명

도신 예비 지도자들은

과 지도자 20명, 일반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학교와 협회가 업무 협약

평가 후 협회 지도자

체결에 따른 응급처치 및 구급안전, 운동 실천 지도자 교육을 국제회의장에

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 협회 강의자 6명과 단국대 교수 6명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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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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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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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 미기록종을 더해 총 260여 종을 개정된 최신 분류표에 따라 40개과(Family) 단위까
지 큰 카테고리로 우선 제시하고, 향후 이 표를 기준삼아 하나하나를 요약해 소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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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amily Polyceridae 능선갯민숭이 과
(1)Subfamily Polycerinae
(2)Subfamily Triophinae
(3)Subfamily Nembrothinae
15. 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1)Genus Goniodoris
(2)Genus Goniodorid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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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Family Proctonotidae 버들잎갯민숭이 과
(영명개칭)
28. Family Dironidae 큰버들잎갯민숭이 과

Suborder DENDRONOTINA
29. Family Bornellida 긴갯민숭이 과
30. Family Lomanotidae 쌍엽갯민숭이 과 (신칭)
31. Family Scyllaeidae 사슴갯민숭이 과
32. Family Tethydidae 잎갯민숭이 과
33. Family Tritoniidae 예쁜이갯민숭이 과
34. Family Dotidae 솔방울갯민숭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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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Family Phyllidiidae 혹갯민숭이 과

-“Sidegill Slugs”
13. 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Suborder ARMIN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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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amily Arminidae 줄무늬갯민숭이 과
26. Family Madrellidae 깃갯민숭이 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Psychiatrist),
수중생태사진가(U/W Photographer),
아마추어 패류학자(Amature conchologist)

Suborder ARMININA
25. Family Arminidae 줄무늬갯민숭이 과
체형은 길며 확연한 구강 막을 보인다. 외투 막은 크고 두껍고 등 면에 많은 기다란 고랑이 패여있고 흑백의 세로줄이 있다. 아가미는 외투막
아래에 위치한다.

173) Dermatobranchus albus (Eliot,1904)

Jeju Is.

흰줄무늬갯민숭이 (신칭)
연갈색 체색에 등 면에 긴 세로줄들이 있
고, 그 위에 오렌지색의 반점들이 능선을
따라 존재한다. 변두리와 두막도 오렌지색
이다. 촉각은 검은색에 끝은 흰색이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 사진 : 고동범. 김진수

▲ 먹이로 하는 연산호에 집단 서식하는 모습

174) Dermatobranchus ornatus (Bergh,1874)
장식줄무늬갯민숭이 (신칭)
유백색의 체색에 등 면의 상부에는 납작하고 편평한 짧은 돌기들이 돋아 있고, 어
떤 개체서는 돌기가 중앙이 빈 붉은 둥근 형태를 보이며 촉각은 흰 세로줄이 끝에
수렴해 있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6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5m
▶ 사진 : 김병일

Jeju Is.

175) Dermatobranchus otome Baba,1992
아가씨줄무늬갯민숭이
백색바탕에 갈색으로 둘린 검은 점이 산재하고 머리 아래 두막은 흰색이
다. 등 면에는 세로줄이 있고 촉각은 붉은색이다. 어린 개체는 체색이 갈
색보다 분홍색을 띤 백색이며 등 면의 반점도 크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17m. 가거도
강릉. 사천. 포항. 독도
▶ 사진 : 고동범. 윤병로. 이지연

Yellow Sea(가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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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Dermatobranchus primus Baba,1976
꼬마줄무늬갯민숭이
아가씨줄무늬갯민숭이(D. otome)와 유사하나 촉각이 검고 끝부분은 오렌지색이어서
구별된다. 유백색 바탕에 등 면에 미세하게 융기된 세로줄이 30여 개가 있고 여기에
검은 점이 있는 분홍색 반점이 산재한다. 두막 변두리에는 노란색 띠가 둘러져있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8m
▶ 사진 : 고동범

Jeju Is.

▲ 먹이인 연산호에 집단 서식하는 모습

177) Dermatobranchus semistriatus Baba,1949
반줄무늬갯민숭이 (개칭)
유백색 체색에 등 면에 연갈색 또는 회색 세로줄 무늬가 있으며 체형은 날씬하다.
촉각은 검은색이나 끝은 흰색이다. 두막 변두리에는 밝은 노랑 띠가 둘려있고 등 면에
는 작은 검은 점이 산재한다.

Jeju Is.

* 학명에 충실하게 ‘반줄무늬갯민숭이’로 개칭

178) Dermatobranchus sp.(1)
큰줄무늬갯민숭이
유백색의 바탕에 등 면에는 세로줄 무늬가 있고 큰 갈색 무늬와 작은 검은 점
이 산재하고 날씬한 체형이다. 두막은 부채모양으로 2엽으로 나뉘고 바깥쪽은
노랑 선으로 둘려있다. 촉각은 검은색을 띠나 끝은 흰색이다. 외투막 변두리에
는 일정한 간격으로 갈색으로 둘린 눈동자모양의 검은 점들이 있다.
▶ 크 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4m
▶ 사 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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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범섬 -15m. 문섬 -10m
▶ 사진 : 김진수. 고동범

179) Dermatobranchus sp.(2)
황해줄무늬갯민숭이 (신칭)
흰 체색에 등 면에는 균등하게 진한밤색의 세로줄들이 존재하고, 두막
역시 동일한 색에 변두리는 흰색이다. 촉각은 오렌지색에 끝은 흰색이다.
▶ 크 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충남 태안 -10m
▶ 사 진 : 이지연

Yellow Sea

26. Family Madrellidae 깃갯민숭이 과
외투막은 넓고 변두리에 매우 길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가미돌기들이 나 있고, 촉각의 수술은 털이 난 곤봉모양 형태를 보인다.
족은 넓고 앞쪽은 둥글며 뒤쪽으로 가늘어지며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180) Madrella ferruginosa Alder & Hancock,1864
적갈색깃갯민숭이
적갈색 체색에 반원 형태로 휘어진 아가미돌기가 등 면을 덮고 있고, 촉각은 밋밋한 기
둥에 끝이 부풀어 있는 곤봉모양이고 작은 돌기들이 나 있다. 자극 시에 날개깃 기저부
에서 먹이에서 얻은 독소로 유백색의 방어액을 분비한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 사진 : 김병일

Jeju Is.

▲ 등 면의 흰색 얼룩들은 분비된 방어 액

181) Medrella gloriosa Baba,1949
찬미깃갯민숭이
아가미돌기들이 등 면 중앙부에는 없고 변두리를 따라 나 있으며, 바로 그 안쪽의 외연
을 따라 보라색 반점이 듬성듬성 있다. 등 면 중앙부의 유백색은 먹이인 이끼벌레에서
얻은 방어액으로 자극 시에 분비된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5 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 m
▶ 사진 : 윤병로

Jeju Is.

▲ 포식자에게서 위협을 느낄 때 아가미돌기를 추켜세우는
경고성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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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Madrella sanguinea (Angas,1864)
빨강깃갯민숭이
찬미깃갯민숭이(M. gloriosa)와 유사하나 크기가 더 크고 체색은 붉은 오렌지색을 띠고
있고 보라색 반점은 없다. 등 면의 흰 얼룩은 유백색의 방어액 때문이다.

▶ 분포 : 호주의 아열대 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 사진 : 윤병로

Jeju Is.

27. Family Proctonotidae 버들잎갯민숭이 과
촉각 사이에 Caruncle이라 불리는 감각돌기가 돋아있다. 아가미돌기들은 머리 앞쪽에서부터 등 면 전체에 치밀하게 나 있고 자극 시
아가미돌기들을 잘라 버리는 자할을 한다. 과거에 Zephyrinidae로 불렸었다.

183) Janolus fuscus O'Donoghue,1924
갈색버들잎갯민숭이
유백색 체색에 양 촉각사이에 감각돌기가 돋아있고 아가미돌기 끝은 노란색이며 가운데 검정 소화관이 보인다. 돌기 끝(자포낭 Cnidosac)이 방어
를 위한 화학물질이 보관되어있는 장소로 위협을 당하면 부러뜨려 자신을 방어한다.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 분포 : 알라스카에서 캘리포니아.
일본 북부. 한국의 동해안
▶ 크기 : 체장 30mm
▶ 촬영지 : 경북 울진 -12m. 강릉
▶ 사진 : 김억수. 정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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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Janolus indicus (Eliot,1909)
노랑버들잎갯민숭이
투명한 유백색 체색에 끝이 날카로운 아가미돌기들이 촘촘히 나있고 여러 개의
흰색 선들이 돌기의 기저부에서 시작되어 각 돌기 끝에 수렴되어있다. 작은 갈색
과 노랑 점들이 온몸에 고루 산재해 있고 촉각 끝은 흰색을 띤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제주시 사수항 -3m
▶ 사진 : 윤병로

Jeju Is.

185) Janolus toyamaensis Baba & Abe,1970
금빛버들잎갯민숭이
등 면에 끝이 가늘어지는 수많은 아가미돌기들이 있어 아름답게 보이며, 노랑돌기
표면에는 짧은 선들이 있고 끝은 갈색으로 가늘게 끝난다. 안쪽에 진하게 보이는
것이 소화관이다. 몸통의 앞쪽에서 족의 끝부분까지 흰색의 세로줄이 이어져 있
고 위협을 받으면 아가미돌기를 부러트려 물질을 분비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 분포 : 일본. 한국. 제주도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8m
▶ 사진 : 권오용
윤병로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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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Janolus sp.
보라꼭지버들잎갯민숭이
소형으로 인도 서태평양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나 아직 학명이 없는 신종.
체색은 오렌지 체색에 아가미돌기들은 방추형에 끝은 흰색이나 바로 아래는 보라
색 고리가 둘려있다. 촉각은 경사진 층판 형태를 보이며 양 촉각사이의 빗살무늬돌기
(Caruncle)의 용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 5m. 경남 통영
▶ 사진 : 윤병로. 신상열

28.Family Dironidae 큰버들잎갯민숭이 과
체형은 중대형 크기로 등 면에 방추형의 큰 아가미돌기들이 밀집해 있고 각 돌기의 끝은 흰색으로 둘려있고 몸통에는 흰 반점들이 산재한다.

187) Dirona pellucida Volodchenko,1941
= D. aurantia
금빛큰버들잎갯민숭이
유백색 또는 주홍 체색에 등 면은 끝에 흰색을 띤 큰 방추형돌기들이 밀집해 있고 기저부에 흰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끼벌레를 먹이로 한다. 발견의 의미는, 현재까지 서식지가 캐나다와
알래스카 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동해가 새로운 서식지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 분포 : 캐나다와 알래스카 태평양 연안. 한국의 동해안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경남사천 -10m. 양양
▶ 사진 : 황임성. 조태호.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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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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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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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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다이빙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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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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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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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함
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The sea within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The sea within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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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CO.KR

SOAR WITH THE STARS.

Innovative technology.
Unparalleled reliability.
Undeniable style. Only
one name delivers the
elite performance you
can count on to turn
great moments into
extraordinary ones.
SCUBAPRO.CO.KR

ENGINEERED FOR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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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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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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Curvature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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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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