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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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olution in cold water wetsuits

UNPARALLELED COMFORT
COMPACT TRAVEL

재봉선 없는 어깨끈
•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특별한 어깨패드의 조합
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편안한 착용
감을 보장
•무게를 줄여주는 알루미늄 D링

접이식 백팩
• 편안함, 가벼움, 사이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생체공학적 백팩
• 최고의 안정감 제공. 접으면 사이즈
30% 감소
• 벌집구조로 다른 백팩보다 40%
가벼움

MRS 플러스
•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웨이트 시스템
• 한번의 간단한 동작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웨이트 포켓
• 손잡이를 당기면 웨이트가 빠르게
풀림

• 접이식 백팩
• 최대 슬림한 배기밸브
• 상상할 수 없는 착용감
하이브리드는 Mares BC 개발의 정점입니다.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하네스와
블레이드,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백팩 날개부분의 특별한 어깨패딩이 Mares 하
이브리드 BC에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착용감, 안정감, 가벼움을 제공합니다.

Beyond innovation.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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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ingsports.co.kr / Tel. 02-362-8251 Fax. 02-364-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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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피지(Fiji) 투어 정보   난디(Nadi)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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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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Tel : 02-545-3912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4층

부산

Tel : 051-405-3737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49-43

http://www.paransum.co.kr

http://www.ezdiving.co.kr

Tel : 031-262-1829

Tel : 051-751-949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타 213호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8-9

http://www.diveok.com

http://www.mnmscuba.co.kr

대전

스쿠버아카데미

Tel : 042-863-0120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77-4
http://www.expodive.com

김해

Tel : 042-626-9171

장유스쿠버

대구

저스틴즈스쿠버

전북

미소

Tel : 053-621-0609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로 26번길3 101호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로 26번길3
101호

Tel : 053-621-0609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55-6

Tel : 052-256-8833

http://www.scubaschool.co.kr

Tel : 063-855-4637

http://www.nonamjin.com

www.저스틴즈.com

울산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1-37

http://cafe.naver.com/jangyudiving

대전시 동구 판암동 452-3

http://www.expodive.com

Tel : 051-503-8896

광주

다이브존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00-19

Tel : 062-623-0528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46-7
http://www.divezone.co.kr

강원

속초 스킨스쿠버 센터

Tel :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http://www.속초스쿠버센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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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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경인 사업 잠수 아카데미 (경주 010-8787-4448)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린 레포츠(속초 010-3737-0109)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강릉 010-8771-9300)
노도 스쿠버(대구 010-8581-8811)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마린파크(서울 010-3398-8098)
백운선 다이빙 스쿨(광주 010-4111-9944)
블루 홀 다이버스(경기 010-8633-0752)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수중세계 잠수산업(순천 010-3500-2686)
스쿠버 텍(서울 010-4566-1122)
씨 텍(부산 010-2860-8091)
아이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1-306-0189)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캡틱하록 리조트(삼척 010-6375-3572)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해원(강릉, 낙산 010-5144-1155)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팀스쿠버 아릴라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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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김진성
김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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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K(침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WR
EC

-21m

김정수
김종학
김태연
김희명
류학열
문성원
박기태
박상수
박성화
박상욱
박상용
박연수
박우진
박인균
박인성
박준오
박진우
박진만
박재형
박창용
방제웅
서기봉
서계원
서윤석
손종욱
손현철
송문희
송의균
송태민
송한준
성용경
신길용
신명섭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양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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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오명석
오영돈
오춘수
오현석
유기정
유대수
유상민
유호휘
우대희
윤두진
윤종한
윤창수
이남길
이동준
이동우
이미숙
이민구
이상돈
이상욱
이수한
이수학
이영권
이용범
이원희
이장구
이정노
이재민
이지원
이정동
이춘근
이충로
이태복
이호석
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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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민용 (EANx )
염태환 (Adv. EANx)
임규성 (Adv.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장세환 (Trimix)
장원문 (EANx)
장재용 (Adv.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문진 (Adv. EANx)
정석환 (EANx)
정재욱 (Ad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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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확 (Adv EANx)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안내

02 - 778 - 4981

Tel.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
월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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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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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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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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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월호 요금

-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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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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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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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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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서점 및 총판
고래문고(용산) 02-717-8346
교보문고(강남) 1544-1900
교보문고(광화문) 1544-1900
교보문고(인터넷) 1544-1900
교보문고(잠실) 1544-1900
대교문고(용산) 02-2012-3422

동남문고(홍대) 02-326-3304
리브로(홍대) 02-326-5100
명문사(서울) 02-319-8663
반디앤루니스(강남) 02-6002-6002
반디앤루니스(센트럴) 02-530-0700
반디앤루니스(인터넷) 1577-4030

반디앤루니스(종로) 02-2198-3000
불광문고(한강) 02-332-9480
알라딘(인터넷) 1544-2514
영풍문고(종로) 02-399-5600
예스24(인터넷) 1544-3800

인터파크(인터넷) 1588-1555
책이있는글터(충주) 043-848-4256
철도문고(서울역) 02-318-7878
학예서점(진해) 055-546-2523
홍익문고(신촌) 02-392-2020

11번가(인터넷) 1599-0110
고성도서유통(서울) 02-529-7996
백합사총판(서울) 02-766-6950
예광북스(서울) 02-336-0267
인천교육사(인천) 032-472-8383

당신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대양 행성을

보호하는 10가지 팁들
서약에 동참합시다
projectaware.org/10Tips
© Project AWARE Found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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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강사 시험
장소: 울진
날짜: 6월 27일-28일

CD& IDC 스탭 강사 업데이트
장소: 서울 올림픽 파크텔
날짜: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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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셨나요?

딥 딥다
딥
딥딥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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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PADI

제주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이 곧 다가 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여러분 지역의 다이브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PADI 2015. All rights reserved.

를 방문하세요.

대구·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야간 다이버

1998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에
정밀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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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나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세요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터치™ 한국어

스쿠버 다이빙의 세계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소개 하세요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쿠버 다이빙 인정증 코스를 태블릿에서
한국어로 이용 가능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휴대가 쉬운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를 통해 스쿠버 다이빙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튠즈 (Apple 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Google Play store) 에서 PADI 라이브러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padi.co.kr 이나 PADI 다이브 샵을 방문 하세요.

© PADI 2015. All rights reserved.

더 알아보기

제주 유일의 독자적인 포인트, 편안한 보트다이빙

전과정 교육등록시 숙박 무료 서비스

제주 유일의 PADI 코스디렉터 상주 5star IDC Resort
PADI e-learning 을 통한 최소 2일만에 제주에서 초급과정 완성
전국 커뮤니티를 이용한 월1회 해외다이빙 투어
독자적으로 설치한 공기관리 시스템으로 항상 깨끗한 공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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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를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글 구자광(발행인)

요즈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도록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

칙의 6월 시행을 앞두고 다이빙계가 연일 시끄럽다. 다이빙 관련업체와

책위원회를 만들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법안 발의 초기에 대응하는 것

단체들이 모여 연안사고 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보다는 훨씬 힘든 일이다. 이 법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우대혁)를 출범하여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5

것이다. 물론 법을 만들 때 관련부처는 다이빙계 단체의 협조와 조언을

월 14일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민안전처 담당 공무원이

받았다고 한다. 어떤 단체가 다이빙계를 대변하면서 조언을 했는지는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모르지만 그 단체는 제 이속을 차리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유도하여 지

규제철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다이버들의

금의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을 것이다.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각 지역의 다이빙 전문점들도 신속하게 결집하
여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강원도 영북지역, 제주도지역, 울진/포항지역

정말로 다이빙계를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가 있어 다이빙계의 현안들을

등에서도 지역 다이빙 전문점들이 결집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적극

제대로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적인 규제철폐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영북지역에서는 결의대회를

법이 만들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대부분의 법안은 발의하기 전에 적어

벌이고, 속초해경안전서를 항의 방문하여 규제 철폐가 될 때까지 한국

도 관련된 산업계와의 마찰을 고려하여, 대표하는 단체가 있으면 의견

해양구조협회 및 민간해양구조봉사대의 현판과 위촉장 등을 반납하고

을 수렴하고 경청한다. 이번처럼 그 분야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

해단하는 등, 더는 해경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제

고 현실을 무시하는 법이 만들어질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진행된 것은

주도지역 대책위원회에서도 결의대회와 규제철폐를 요구했다. 그밖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한 표본이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대

다른 지역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표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이러한 현상들을 염려하여 다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다이빙 산업을

빙 산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지의 2013년

질식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 투쟁을 준

7/8월호 사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비하고 있다.
대부분이 다이빙 산업계의 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다이빙계가 시끄러워진 것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 지도 잘 알고 있지만 개인의 의견에 그칠 뿐, 흩

기 때문이다. 본지의 지난 2015년 3/4월호 사설에서 언급했던 '연안사

어져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아 힘을 합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대부

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하여 다이빙 산업계의 의견을 묵

분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제안하지는 않았

살하고,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

다.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에 결성된 대책위원회가 모여서 의견을 수렴

다면 국내 리조트나 강사들은 더 이상 다이빙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우

할 때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

리나라 다이빙 산업은 머지않아 고사될 것이다. 이 법은 결국 스쿠바

다. 연안사고 예방법에 수중형 체험활동을 아예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다이빙 업계에 사망진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전국의 다이빙관련

것인지, 아니면 다이빙계가 원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반영시켜 수용

산업계가 격분하고 있는 것이다.

할 것인지조차도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평상시 의

견을 제시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의 중인 해양수산부의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여 통합한 후 결론을 도출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내는 일은 주로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다이

의 어선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률도 국회의 통과를

빙 산업계는 주체가 없다. 다이빙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단체가

예측했지만 실패했다. 아직도 다이빙 산업은 여타 해양관련 산업에

없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래전부터 구성된 다이빙 관련 협회가

비하면 관련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힘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무엇 하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다이빙계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다이빙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처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이빙 교육단체들이 설립한 한국다이빙교육

나갈 힘도 없는 것이다.

단체협의회도 결성했지만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또한 다이빙
계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다이빙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법들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규제
하는 법들은 점점 많아진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뒷북이나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단체나 협회를 구성하여 유지하는 것은 그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이

분야를 대표해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로 산업을 육성하

빙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일이다. 현재 산재된 문제점의 현황

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해외의 유사단체

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정부부처들

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쟁관계의 업체들과의

도 그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상대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각종 세미나나 전

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같이 모

시회를 개최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

여 의견을 모으면 커다란 힘이 되고 어떠한 위기도 대처해 나갈 수 있

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관련된 산업에 어려운

다. 현재 결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한데 모여 다이빙 산업을

일이 발생할 때도 회원사들이 다 같이 협력하여 불황과 어려움을 타개

이끌어갈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위기를 겪고서도 또다시 단체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결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다이빙 산업은 이리저리 치이며
거친 파도를 막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연안사고 예방법과 유사

단체가 설립되어 있다면 이번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다 같이 협

한 악법들이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력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평적인 관계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주체가 되어

지금부터라도 다이빙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 또

해야 한다. 대표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종사자는 다이빙계에서 일

한, 움직인다 해도 솔선수범하여 일을 맡는 경우보다는 소극적으로 참

어나는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업계

여하는 경우가 많아 동력이 떨어진다. 또 앞에서는 동의하는 척 해도

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이빙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뒤로는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어 결속력도 약해진다. 주체가 구성

한다. 정부에서 만드는 다이빙과 관련된 법률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감시하고, 다이빙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들도 회원들과 정기적

것이고,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월하게 헤쳐나갔을 것이다. 뭉치면

인 모임을 만들어 같이 모색해야 한다. 물론 개별로 자사의 이익을 위

아무리 큰 태풍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고, 흩어지면 지리멸렬하여 미풍

해서 행동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의하면

에도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이 세상사이다.

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현재 다이빙 산업계에 산재해 있는 난제들이 많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위기는 기회이다. 이번에 발생한 위기가 다이빙 산업계를 한 단계 끌

당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수중형 체험활동에서 스쿠바다이

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빙을 제외시켜야 한다. 이 법은 다이빙 산업을 몰살시키는 최악의 법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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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2015년 5/6월호 수상자
금상

광각부문 우종원

접사부문 장기영

은상

광각부문 손동수

접사부문 신은수

동상

광각부문 임재훈

접사부문 박인수

입선

김동한, 김 원, 박인수, 신은수,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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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수상자 시상품

이번 5/6월 콘테스트는 (주)해왕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은상

금상

컴포트 드라이 자켓
춥거나 습한 환경에서 겹쳐 입은 옷의 수를 줄이고 움직임이 자유
롭고 싶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격 : 278,000

문디알(컴퓨터)
부샤 다이빙 컴퓨터로 프리다이빙 컴퓨터로
탁월합니다.
·Buhlmann의 ZHL-16c 알고리즘에 기한 New Z+알고리즘
기능
·최대 수심 : 60m(공기 다이빙)
120m(수심계 / 스탑워치)
·상승 속도 : 최대 수심~18m : 분당 18m
18m~표면 : 분당 9m
·감압 지점 : 3, 6, 9, 12, 15, 18m
·감압 관리 : 포화 & 불포화
·산소분합비율 : 21~50%까지 산소(1%씩 증가)
·PPO2 디폴트(기상태) : 1.2~1.6까지 조절가능(0.1씩 증가)
·백라이트
·메모리 용량 : 24회 다이빙
·배터리 : 3.6V CR2450 리튬 / 자가교체 가능
·배터리 수명 : 최대 300시간
·가격 : 850,000

동상

협찬사 : (주) 해왕

1934년 설립된 회사로. 프랑스 마르세유에 본사를 두고 있
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기능으로 많은 다이버들의 사
랑을 받고 있습니다. 1934년 최초로 네오프렌 슈트 '타잔'을

파워 젯 오리발
본체
·타입 : 오픈 힐
·재질 : 합성고무, 탄성중합체 스트랩
※ 탄성중합체 : 외력을 가해서 잡아당기면 몇 배나
늘어나고,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 화합물
·색상 : 검정, 노랑 파랑
·버클형태 : 퀵 릴리즈 방식
·가격 : 200,000

개발하고, 최근까지 북미 SCUBA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
안한 호흡기 1위로 선정, 스피어피싱 세계 챔피언 3관왕과
함께 공동 개발한 프리다이빙 제품 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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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Gold Prize
우종원
만타레이
Canon EOS 7D, f/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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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손동수
바라쿠다 군무
Canon EOS 550D, f/9, 1/160

동상 Bronze Prize
임재훈
산호초와 다이버
NIKON D4, f/1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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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Gold Prize
장기영
먹이활동하는 자벌레
OLYMPUS TG-3, f/6.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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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신은수
고동의 산란
Canon EOS 7D, f/29, 1/125

동상 Bronze Prize
박인수
갯민숭달팽이의 산란
Canon EOS 50D, f/22, 1/200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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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

김동한

김 원

박인수

신은수

임재훈

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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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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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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화. 070-8234-6200 리셉션. +63-32-480-9039
정광범. +63-927-674-0003 윤주현. +63-927-702-3221

jkb6547@hanmail.net | www.noblesse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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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62회

산란
(産卵)

유령멍게의 몸체에 산란 후 부화를 기다리는 고비. 체장 약 2cm(Goby with eggs)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6, 1/125, Z-240X2, RAW, -10m, Anilao Philippines.

지구 생태계에는 모두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그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알에 신선한 해수를 공급하는 행위라 짐작

들의 형태와 생존방식 또한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공통점은 존

할 수 있다. 부화는 약 2주가 걸리지만, 체장 약 2cm의 작고 연약한 몸에

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족보존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생식(生殖) 행위이

도 불구하고 다이버가 근접하여도 결코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대단한

다. 다이버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적 경골어류는 대부분 체외수정(체외로

부성애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을 포식해 버리

산란하면 방정하는)을 통해 난생(卵生)의 형태로 후손을 남기지만(망상어

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는 태생), 연골어류인 상어류는 수컷의 배지느러미 인근에 한 쌍의 교미
기가 있고, 이를 암컷의 생식공에 삽입하여 정자를 남기는 체내수정을 하

우측 사진은 갯민숭달팽이의 산란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자웅동

지만 종(種)에 따라 난생(卵生)*, 태생(胎生)**, 난태생(卵胎生)*** 등의 형

체(암수한몸)로 난자와 정자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수정하진 않

태를 보인다.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고, 번식기가 되면 다른 개체와 정자를 교환하고 코르돈(Cordon)이라 불
리는 리본 형태의 알 덩어리를 산란한다. 알 덩어리가 흰색, 노란색 등의

좌측 사진은 검은 체색을 가진 유령멍게의 몸체에 암컷 고비가 산란한

밝은 색상을 띠는 이유는 다른 개체 및 다른 개체의 정자를 유인하기 위

알을 수컷이 지키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주변에서 지켜보면 알 주위를

함이고, 넓은 바다에서 느린 움직임으로도 서로를 찾는 비결은 아트락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지느러미로 물을 젓는 행동

(attractin)이라 불리는 페로몬(pheromone)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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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 중인 갯민숭달팽이. 체장 약 3cm(Spawning Nudibranch)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15m, Anilao Philippines.

황윤태 Hwang Yuntae
마크로 렌즈로 주피사체나 주변까지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이고,
조금 거리를 두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록 화면에 피사체가 가득차지 않더라도 추후 트리밍을
통해 원하는 앵글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근접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
나친 근접은 포커스 아웃되어 선명한 생태나 디테일의 묘사를 놓치게 된다.
여담으로 첨부 이미지는 105mm 마크로 렌즈로 촬영한 것이다. 촬영 당시에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위
해 60mm 마크로 렌즈 생각이 간절했지만, 수중이라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장면을 다시 입수하여 조
우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난생(卵生) - 알의 상태로 어미의 체외로 배출된 후 시간이 지나면 부화하는 형태. 일반적 경골어류
** 태생(胎生) - 체내수정 후, 어미의 태반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끼로 출산되는 형태. 포유류
*** 난태생(卵胎生) - 어미의 체내에 알의 형태로 있지만 알 속의 난황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시간이 흐르면 새끼로 부화하는 형태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주에
거주하면서 국·내외의 바다를 무대
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수중사진가.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수중촬영장
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를 운영중.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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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는 물을 사랑하지만

책은 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REALDIVING

SSI의 모든 교재는 Digital 교재입니다.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SSI Digital 교재의 우수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 www.divessi.com에서 회원가입후 SSI 앱을 다운받으시면,
혁신적인 3가지 SSI Digital 교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Try Scuba, Snorkling, Ope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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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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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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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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스다이브
(서울 송파)

김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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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월드

(경기 성남)

(대구 달서)

로맨틱
다이브센터
(강원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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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포세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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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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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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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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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건
연락처: 010-7471-3140
이메일: ditdi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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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서울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지상의 낙원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92-6 번지 우진빌라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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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ay /June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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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

森下 修

(Japan)

문어(Octopus)

1968生, ウラシマン/シ-フロント代表, ダイビング ガイド(NAUI #13657)
學生時代、ダイビング發祥の地である伊豆海洋公園での丁稚奉公がきっかけで,
“海の匠たち” に魅せられる….
その後、My Frontier を求めオ-ストラリア·フィジ-と回遊し、小笠原に流れ着く.
それ以來, 樣樣な新種の人類·魚類達に魅せられ現在に至る.

모리시타 오사무는 1968년생으로
현재 우라시만/시프론트(Urashiman/Sea Front) 대표이며,
다이빙 가이드(NAUI #13657)이다.
학생 시절에 다이빙의 발상지인 이즈(伊豆) 해양공원에서 점원으로

森下 修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바다의 장인들”에 매료되었다.

Morishita Osamu
모리시타 오사무

그 뒤 자신의 길을 찾아 호주와 피지 등을 거쳐 오가사와라에 정착한다.

64 |

이후 다양한 사람들과 물고기 등에 매료되어 현재에 이른다.

점프하는 돌고래(dolp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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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 버섯의 일종으로 받침애주름버섯(Mycena chlorophos)에 올라간 개미

곰치(Moray eel)와 청소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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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고래와 다이버(Sperm whale)

털새우(Hairy Shrimp)

신종 새우(Neostylodactylus sp.)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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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4번길 15 2층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난해한 과학용어에 담긴 비밀
Don’t You Hate Scientific Jargon?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Do all of those big words scientists toss around drive you crazy? I’m

과학자들이 잘 쓰는 온갖 난해한 말들을 들으면 짜증이 나지 않는

a scientist and they even drive me crazy. Whether pronounceable

가? 나도 과학자이지만 그러한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난다. 발음을 할

or not the only excuse for their use that I can think of is there isn’t

수 있든 없든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이

an alternative that is as accurate as the jargon.

유는 대체할 말이 전문용어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Words like: phylogeny, pinnate, perfoliate, vestigial and

계통발생학(phylogeny), 우상(羽狀, pinnate; 깃털 모양의), 관생(貫

morphology are not really words we use in our daily

生, perfoliate; 마주 나는 잎 둘이 아랫부분에서 서로 붙어버려 마치

conversations. But if we as divers and photographers want to

줄기가 잎을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잎 모양인), 흔적(vestigial) 및

identify and learn more about the biology of marine animals we

형태학(morphology) 같은 말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

come across while diving, we really need to get to know how to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이버이자 사진가인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use them.

접하는 해양 동물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생물학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말들의 사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Let’s see if we can demystify some of these terms and show you

이와 같은 용어들에 담겨 있는 비밀을 풀고 이들 용어는 언제 어디서

examples of where and when they are used. We start with words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몸 부위의 형태, 다시 말해 동물의

used to describe the shape of a body part, aka an animal’s specific

구체적인 ‘형태학’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말들로 시작해보자. 아 참,

“morphology.” Oh - There I go using one of those big words that

내가 과학자들이 잘 쓰는 그런 난해한 말들의 하나를 사용하다니!

just roll off scientist’s tongues.

With the following explanations we will use sea
slugs as photographic examples. I think discussing
the words we most often see when discussing and
describing nudibranchs is the best way to identify
when “jargon” sometimes gets in our way, and learn
how to deal with it.
이어지는 설명에서 우리는 사진 속의 예로 바다 민달팽
이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나새류를 논의하고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들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인해 때로 당혹스러울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을 배우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Describing a species as complicated as this Cerberilla can be challenging without technical
terminology.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의 세르베릴라(Cerberilla)와 같은 복잡한 종을 기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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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ernal morphology of Lobigeris complex, with its long mantle extension, rolled rhinophores and external shell.
Internally its body houses chloroplasts which continue to carry out photosynthesis feeding the slug from within.
로비게리스(Lobigeris) 복합체의 외부 형태를 보면 외투막이 길게 돋아 있고 후각돌기가 말려 있으며 외부 껍데기가 있다.
몸의 내부에는 엽록체가 들어 있어 계속해서 광합성을 수행함으로써 내부에서 바다 민달팽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

Back to that word I just used - “morphology.” “Morphology”

내가 방금 사용한 ‘형태학’이란 말로 되돌아가 보자. ‘형태학’은 생물

is the scientific term describing the form and structure of

의 형태 및 구조와 구체적인 구조적 특징을 기술하는 과학용어이다.

organisms and their specific structural features. When we discuss

바다 민달팽이의 형태학을 논의할 때 우리는 이저(耳底, auriculate;

a sea slugs morphology we use words like auriculate, tentacular,

아랫부분 양쪽이 귓불 모양인), 촉수상(tentacular, 촉수 모양인),

pinnate, papillate, perfoliate, annulate and cleioproctic to

우상(pinnate), 유두상(乳頭狀, papillate; 젖꼭지 모양인), 관생

describe more specifically the location or shape of a specific

(perfoliate), 환상(環狀, annulate; 고리 모양인) 및 클라이오프록틱

body part.

(cleioproctic)이란 말들을 사용하여 몸에서 특정 부위의 위치 또는 형
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Let’s start with talking about a sea slug’s rhinophores. Because

바다 민달팽이의 후각돌기(rhinophore)에 대한 논의로 시작해보자.

of the diverse array of shapes rhinophores come in there seems

후각돌기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기술하는 말도 아주 많은

to be a whole long list of descriptive words. “Smooth” is the

것으로 보인다. ‘매끈한(smooth)’은 쉽게 이해되어 긴 설명이 필요하

easy one and doesn’t require a long definition. “Papillate” refers

지 않다. ‘유두상’은 손가락 모양으로 돋아 있는 일련의 구조물들로

to a rhinophore covered with a series of finger-like extensions.

덮여 있는 후각돌기를 말한다. ‘관생’ 후각돌기에는 이 기관의 측면을

“Perfoliate” rhinophores have a series of leaf-like extensions

따라 층판(lamella)이라 하여 잎사귀 모양으로 돋아 있는 일련의 구

called lamellae, down the back side of this organ. “Annulate”

조물들이 있다. 그리고 ‘아가미’ 모양의 후각돌기를 가진 도토(Doto)와

rhinophores have a series of rings or bands around the length

트리토니드(Tritonid)가 있다. 멜리베(Melibe)는 돛 모양의 후각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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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haft. Members of the genus Favorinus and some dorids

지니고 있고, 아르미니드(Arminid)는 수직의 줄무늬가 있는 구상(球

have this variation of rhinophores. Then there are the Doto’s and

狀, 둥근) 후각돌기를 가지고 있는 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Tritonids with “pulpit” shaped rhinophores. Melibe’s have a sail
shaped rhinophore and the Arminid’s a bulbous rhinophore with
vertical striations - and the list goes on and on.

Smooth rhinophores are just what the name implies – they lack any ornamentation.
매끈한 후각돌기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장식이 결여되어 있다.

Annulate rhinophores seen on this Ceratosoma have a series of rings
or bands around the shaft.
사진의 세라토소마(Ceratosoma)에서 관찰되는 환상 후각돌기에는 자루 둘레에 일련
의 고리 또는 띠들이 있다.

The perfoliate rhinophores, shown here on these two dorid nudibranchs, have a series of leaf-like extensions called lamellae, down the sides of this organ.
사진의 도리드 나새류 2종에서 보이는 관생 후각돌기에는 이 기관의 측면을 따라 층판(lamella)이라 하여 잎사귀 모양으로 돋아 있는 일련의 구조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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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un technical term describing the texture of a dorid
nudibranchs dorsum, or the top surface of the body is the term
- “Caryophyllidia.”This term refers to very specialized papillae
covering the top of the body giving it a spiny appearance. These
papillae that have glass-like spicules protruding around their base
and have a sensory function that we know little about. We are
more familiar with spicules in sponges. These spicules form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in sponges. Although early biologists first
thought that the spicules in a dorids body came from the sponge
species these dorids fed on, they do not. Spicules in nudibranchs
are manufactured by specialized cells within the body of the
nudibranch itself.
도리드 나새류에서 배측, 즉 몸의 위쪽 표면의 상태를 기술하는 재미
있는 전문용어가 ‘카리오필리디아(Caryophyllidia)’이다. 이 용어는
몸의 위쪽을 덮고 있는 매우 특수한 유두상 돌기(papilla)들을 말하
며, 이에 따라 등은 가시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 유두상 돌
기는 그 기부(基部)에서 유리와 비슷한 침상체(針狀體, spicule)들이
돌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돌기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감각 기능
을 한다.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것은 해면동물에 있는 침상체이다.
이들 침상체는 해면동물을 구조적으로 보강한다. 초기 생물학자들은
애초에 도리드 몸에 있는 침상체가 이들 도리드가 먹이로 하는 해면
동물 종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새류
의 침상체는 나새류 자체의 체내에서 특수 세포에 의해 생성된다.

The dorsal surface of Jorunna funibris and Taringa halgerda are covered with spicule
bearing papillae called caryophyllidia.
조루나 퍼니브리스( Jorunna funibris)와 타링가 할저다(Taringa halgerda)의 배측 표면은 카리오필리디
아(caryophyllidia)라 하여 침상체를 지닌 유두상 돌기들로 덮여 있다.

The spicules providing
structure to the sponge,
Dysidea, are easily seen
here.
사진에서 해면동물인 디시데아
(Dysidea)의 구조를 형성하는
침상체들이 쉽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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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lls of dorid nudibranchs are most often in the shape of circle

도리드 나새류의 아가미는 흔히 원형 또는 장미 모양의 형태를 띤

or rosette. The term “pinnate” is one of those examples of scientific

다. ‘우상’이란 용어는 과학용어의 예 중 하나로 일련의 또는 한 줄

jargon and refers to a type of gill that is in the shape of an arc with

의 갈라지지 않은 단일의 아가미 엽들이 호(arc) 모양으로 배열된 형

a series or line of single, unbranched branchial leaves. Circular

태의 아가미를 말한다. 원형 또는 장미 모양의 형태를 띠는 아가미

or rosette shaped gill plumes may be branched or unbranched,

는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두 번 갈라지면 이회우상

and subsequently referred to as bipinnate, if branching twice or

(bipinnate), 세 번 갈라지면 삼회우상(tripinnate)이라고 한다.

tripinnate, if branching multiple times.

Commensalism and symbiotic relationships was the topic of one of

공생과 공생관계는 우리가 이전에 쓴 글 중 하나의 주제였다. 다시 설

our previous articles. As a refresher, commensalism and symbiosis

명하자면 공생은 흔히 완전히 다른 종족에 속하면서 상호에게 유익한

are big words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pecies,

존재가 되는 두 종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전문용어다. 산호와 바다 민달

often of completely different phyla, that benefit mutually from

팽이의 조직 내에서 사는 미생물인 황록공생조류가 이러한 예다.

their occurrence together. Microscopic zooxanthellae living within
the tissue of corals and sea slugs is an example of this.

1

2
1 Some species of Gymnodoris have a circular gill, while other like these has
pinnate gill branches arranged in an arch.
짐노도리스(Gymnodoris)의 일부 종은 원형 아가미를 가지는 반면, 사진에서와 같이 다른 일부 종
은 호 모양으로 배열된 우상 아가미 가지들을 지닌다.

2 The golden colored patches within the body of this Phyllodesmium longicaudum
are actually bundles of zooxanthellae, that live symbiotically within the slug
and produces sugars feeding the slug in return.
사진에서 필로데스미움 롱기카우둠(Phyllodesmium longicaudum)의 체내에서 관찰되는 금색 조각
들은 사실 황록공생조류의 다발들로, 이들은 바다 민달팽이의 체내에서 공생관계를 이루며 살
면서 그 대가로 당분을 생성해 바다 민달팽이에게 공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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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ensal shrimp, Periclimens imperator can be found riding on the body of
several species of nudibranchs. Both species seem to benefit in some way by
this symbiotic association.
공생 새우인 페리클리멘스 임페라토(Periclimens imperator)는 여러 종의 나새류의 몸에 편승한 모
습으로 발견된다. 두 종은 이러한 공생관계를 통해 어떻게든 서로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인다.

Zooxanthellae are sequestered in giant clam tissue, coral polyps and sea
slug like Elysia. These cells are still functional and carry out photosynthesis,
using the energy of the sun to convert CO2 and water into sugars and
oxygen.
황록공생조류는 대왕조개 조직, 산호충 및 엘리시아(Elysia)와 같은 바다 민달팽이 내에 은닉한
다. 이들 세포는 여전히 기능하고 광합성을 수행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CO2와 물을 당분
과 산소로 전환한다.

Genus and Genera --- The terminology used to describe
the taxonomic hierarchy of species can be challenging to
understand. Starting at the highest level is Domain followed by
Kingdom. The taxonomic hierarchy used by taxonomists today
then steps down through various levels which include such
titles as phylum, class, order, family and then “genus.” The word
genera is the plural of genus. A family can contain many genera.
When we use a scientific species name like Homo sapiens, we

종의 분류학적 계층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속(Genus)
과 속들(Genera, 속의 복수형)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
늘날 분류학자들이 사용하는 분류학적 계층에서 가장 높은 계
층은 영역(domain)이고 그 다음은 계(kingdom)다. 이어서 문
(phylum), 강(class), 목(order), 과(family), 속(genus) 등으
로 여러 계층을 거쳐 내려간다. 과는 많은 종을 포함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과학적 종명에서 우리는 2가지 이름을 사
용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속명이고 두 번째 이름은 종명이다. 이

Ceratosoma alleni and C. tenue are both members of the genus Ceratosoma, even

though they look quite different externally. It is internal similarities that lump them
together in the same genus, under the family Chromodorididae.
세라토소마 알레니(Ceratosoma alleni)와 C. 테뉴(C. tenue)는 외부적으로는 꽤 달라 보이지만 둘 다 세
라토소마(Ceratosoma) 속에 속한다. 이들을 크로모도리디(Chromodorididae) 과 아래의 동일한 속으로
다루는 것은 내부적 유사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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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wo names, the first of which is the genus name, and the second

들 두 이름이 함께 종명을 이룬다. 과학자들은 이를 ‘이명법(二名法,

of which is the trivial name. Together they make the species name.

binomial nomenclature)’이라고 한다.

Scientists refer to this a “binomial nomenclature.”
Then we have a series of adjectives and verbs used to describe

다음으로는 일련의 형용사와 동사를 사용하여 종 또는 종에서 특정

various conditions of species or certain of their organs. These

장기의 다양한 상태를 기술한다. 여기에는 흔적의(vestigial), 변형

include such terms a vestigial, modified and derived. What do

된(modified) 및 파생된(유래된, derived)과 같은 용어 등이 있다.

they mean? To biologists the word vestigial means that the organ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물학자들에게 ‘흔적의’란 말은 그것이

it is referring to is either rudimentary, undeveloped, incomplete or

가리키는 장기가 흔적 상태이거나 미발달, 불완전 또는 불충분 상태

imperfect. Some species of primitive head shield slugs have a radula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에 방패가 있는 원시적인 헤드 쉬일

that is quite reduced in size and therefore is referred to as vestigial.

드 바다 민달팽이(head shield slug)의 일부 종에는 크기가 꽤 감소
하여 있는 치설(齒舌, radula)이 있으므로 흔적 기관이라고 말한다.

The term modified seems quite normal. We use it when we say we

변형된(modified) 이란 용어는 꽤 평범한 말인 듯하다. 우리는 엔

modified an engine or a system. Taxonomically the term modified

진 또는 장치를 변경시켰다고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한다. 분류학에

is used to clarify that a species, or group of species are sufficiently

서 ‘변형된’ 이란 용어는 한 종 또는 한 그룹의 종들이 나머지의 친

changed from the rest of their relative species, that they need to

척 종들로부터 충분히 변화되어 자기들만의 별도의 종에 소속시켜

be placed in their own separate group. Pteropods are related to

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익족류는 세팔라스피

Cephalaspideans but have modified body forms to live in the water

딘(Cephalaspidean)과 친척이지만 바닥이 아닌 수중에서 살기 위

column. Therefore even though they are genetically identical, we

해 몸의 형태가 변형되었다. 그러므로 둘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referred to pteropods as modified as the body looks more like a salp

익족류는 몸이 살파류나 빗해파리류와 더욱 비슷하고, 바닥을 기어

or ctenophore and nothing like their bottom crawling cousins.

다니는 사촌들과는 전혀 닮지 않아 변형되었다고 말한다.

1 Head shield sea slugs like Noalda (shown here) or Odontoglaja have vestigial radula.
노알다(Noalda, 사진) 또는 오돈토글라자(Odontoglaja)와 같은 헤드 쉬일드 바다 민달팽이에는
흔적 기관인 치설이 있다.

2 Pteropods are referred to as a modified group because over time their body
form has changed dramatically.
익족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형태가 현저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형된 종이라고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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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derived” has multiple meanings in biology. When we

‘파생된(유래된, derived)’이란 용어는 생물학에서 여러 의미를 지

talk about the toxic secretions used to ward off predators, also

닌다. 대사산물(자세한 내용은 1/2월호 80∼92페이지에서 소개한

called metabolites (see our Chemistry Labs article, pages 80-

‘약물의 보고’라는 글 참조)이라고도 하여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사

92 in the January/February issue for more discussion) we often

용하는 독성 분비물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러한 물질이

mention where they came from, or how they were derived. The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언급한다. 버블 스네

toxic substances secreted by bubble snails as a defense mechanism

일(bubble snail)이 방어 기전으로 분비하는 독성물질은 그들이 먹

are derived from the polychaete worms they feed on, just as the

이로 하는 다모류 동물에서 유래하며, 마찬가지로 도리드 나새류가

secretions dorid nudibranchs use in their defense are derived from

방어에 사용하는 분비물은 그들이 먹고 사는 해면동물에서 유래한

the sponges they feed on. As mentioned in our Chemistry Lab article

다. 약물의 보고란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먹이로부터 오는 화

chemical molecules from these foods are metabolized into a new

학 분자들은 새로운 분자로 대사되어 해당 생물에 유익하다.

molecule and benefit the organism.
종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도 ‘파생된’ 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종

A species is referred to as derived to indicate it is “not natural.”

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면서 몸에 모래주머니(사낭(砂囊)) 판 또는

A species is derived when it has a common ancestor with similar

치설의 결여 혹은 유두상 돌기로 추정되는 것의 존재처럼 비슷한

characteristics like the lack of gizzard plates or radula, or the

특성을 보유하는 경우에 파생된 것이다.

presence of speculated papillae on the body.
Derived can also imply an "advanced state" like those species who

또한 ‘파생된’ 이란 껍데기를 상실하고 진화된 방어 전략을 발달시

have lost the shell and developed advanced defense strategies.

킨 종들의 경우처럼 ‘진화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The term “oscula” is usually used when discussing sponge

‘배수공(oscula)’이란 용어는 대개 해면동물의 형태학을 논의할 때

morphology. The oscula of sponges are the large holes in the

사용된다. 해면동물의 배수공은 이 동물의 표면에 있는 큰 구멍으

animal’s surface where the water circulated through the sponge exits.

로, 이 구멍을 통해 해면동물을 순환한 물이 나간다. 해면동물을 먹

Numerous sponge eating dorid nudibranchs have evolved their body

이로 하는 수많은 도리드 나새류가 해면동물의 표면과 비슷하게 몸

3

3 Bubble snails derive chemical metabolites from the polychaete worms
they feed on.
버블 스네일은 그들이 먹이로 하는 다각류에서 화학 대사산물을 유도한다.

4 Members of the genus Diaphana constitute a group of cephalaspideans
that have the absence of gizzard plates in common. It is likely that this
is not a natural group that derives from a common ancestor.
디아파나(Diaphana)속에 속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모래주머니 판이 없는 세팔라스
피딘(cephalaspidean) 종을 이룬다. 이는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하는 자연스런 종이 아
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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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 to resemble the surface of the sponge they feed on. In

의 형태를 진화시켰다. 이럴 때 바다 민달팽이의 배측 표면은 해면

these cases, the dorsal surface of the slug bears one or more features

동물의 배수공과 비슷한 특징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다.

resembling the oscula of the sponge.
We use the term “siphon” to describe drawing liquid off of a

‘사이펀(siphon)’이란 용어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휘발유를 빼

container, like siphoning the gasoline from a car’s gas tank. In the

내는 것처럼 용기에서 액체를 뽑아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process of siphoning we usually use a tube of some sort. Biologists

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대개 어떤 종류의 관을 사용하게 된다. 생물

refer to the tube-like feature of several species, as siphons because

학자들은 여러 종에서 관찰되는 관과 비슷한 특징을 수관(siphon)

these structures move water also. Clams have an incurrent and ex-

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구조물이 물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조

These dorid nudibranchs resemble the sponges they feed on having oscula
shaped spots.

Marine species like cephalaspidean sea slugs like Sagaminopteron ornatum, clams and
keyhole limpets direct seawater over their gills with a structure referred to as a
siphon.

사진의 도리드 나새류들에는 배수공 모양의 반점들이 있어 그들이 먹고 사는 해면동물과 비슷하다.

사가미노테론 오나툼(Sagaminopteron ornatum)과 같은 세팔라스피딘(cephalaspidean) 바다 민달팽이,
조개, 구멍삿갓조개 등의 해양 종들은 수관이라고 하는 구조물로 바닷물을 아가미 위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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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iphon to circulate water over their gills. During this process

개에는 입수관과 출수관이 있어 아가미 위로 물을 순환시킨다. 이

food is filtered out of the seawater. Keyhole limpets have a single

와 같은 과정에서 바닷물로부터 먹이가 걸러진다. 구멍삿갓조개

siphon coming out the hole at the apex of their shell. This siphon

(keyhole limpet)에는 껍데기의 꼭대기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단

directs water over the gills hidden under the shell. The gastropterid

일의 수관이 있다. 이 수관은 껍데기 밑에 감춰져 있는 아가미 위로

sea slugs use the siphon on the top of its body to do the same.

물을 돌린다. 개스트로테리드(gastropterid) 바다 민달팽이도 몸의
꼭대기에 있는 수관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한다.

“Periostracum” is a strange technical term that refers to the chitinous,

‘각피(殼皮, periostracum)’는 생소한 전문용어로 많은 조개 및 복

leather-like material covering a number of clam and gastropod

족류 종을 덮고 있는 키틴질의 가죽 같은 물질을 말한다. 우리는 이

species. We believe this material functions to protect the shell from

물질이 껍데기가 바닥 퇴적물에 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

scouring bottom sediments.

다고 생각한다.

Nematocysts and cnidosacs – Most divers know what nematocysts

자포(nematocyst)와 자포낭(cnidosac). 대부분의 다이버는 자포가

are, but cnidosacs? Aren’t they the same thing? No –nematocysts

무엇인지는 아는데, 자포낭이란? 이는 같은 것이 아닌가? 아니다.

are the microscopic stinging cells found in the tissues of corals,

자포는 산호, 히드라, 말미잘과 해파리의 조직에 있는 미세한 쐐기

hydroids, sea anemones and jellyfish. When nudibranchs feed on

세포다. 나새류가 이들 종을 먹을 때 대부분의 쐐기세포가 발사되

these species they fire most of the stinging cells, but then ingest

나, 나새류는 미숙한 자포(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자포)들을 섭취해

juvenile (not fully developed nematocysts) and sequester them in

외투막 주름의 끝에 위치한 자포낭이란 특수 기관에 저장한다. 그

special organs called cnidosacs located at the tips of their cerata.

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쐐기세포들이 성숙해 발사할 준비를 함으로

Over time the stinging cells mature and become ready to fire,

써 바다 민달팽이에게 훌륭한 방어 무기가 된다.

providing a nifty defense of the slug.

2

1 The brown crust covering the shell of this clam and keyhole limpet is
called periostracum.
사진에서 조개와 구멍삿갓조개의 껍데기를 덮고 있는 갈색의 겉껍질을 각피라고 한다.

1

2 The aeolid Phestilla feeds on corals and sequesters undigested,
undeveloped nematocysts in the cnidosacs at the tips of their cerata.
이올리드 나새류인 페스틸라(Phestilla)는 산호를 먹어 소화되지 않은 미발달된 자포들을
외투막 주름의 끝에 있는 자포낭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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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hepatic and cleioproctic – The technical term Cleioproctic

인터헤파틱(interhepatic)과 클라이오프록틱(cleioproctic). 전

refers to the area on the back of an aeolid nudibranch, where the

문용어인 클라이오프록틱은 이올리드 나새류의 뒤쪽에 있는 부위

inter-hepatic (within the liver) space is in different species. This is

를 말하며, 이곳에서 인터헤파틱(간 내부) 공간은 서로 다른 종들

important because it refers to the location of the anus. Cheioproctic

에 있다. 이는 항문의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클라이오프

indicates that the anus is located in the inter-hepatic space. In some

록틱은 항문이 인터헤파틱 공간에 위치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일

species the anus is in the post-cardial (behind the heart) arch of

부 종에서는 항문이 심장 후(심장 뒤) 아치 부분의 외투막 주름에

cerata (i.e.: Phyllodesmium) or in the foremost group of cerata (i.e.:

(예로 Phyllodesmium) 또는 가장 앞쪽 그룹의 외투막 주름에(예로

Favorinus).

Favorinus) 있다.

Deimatic is a strange term, which to marine ecologists describes a

위협(deimatic)은 생소한 용어로, 해양 생태학자들에게는 공격자를

type of behavior used to startle or scare an attacker. Threatening or

놀라게 하거나 겁주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행동이란 의미로 통한

startling behavior, such as suddenly displaying conspicuous colors

다. 갑자기 뚜렷한 색상 또는 안점(眼點, eyespot)을 내보이거나 수

or eyespots, or swimming up into the water column serves to scare

중으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동은

off or momentarily distract a predator, thus giving the prey animal

포식자를 겁주어 쫓아버리거나 순간적으로 산만하게 해서 먹잇감이

an opportunity to escape. Hexabranchus sanguineus employs both by

되는 동물이 달아날 기회를 얻게 해준다. 헥사브란쿠스 생귀네우스

unrolling its large mantle exposing bright bands of color, followed

(Hexabranchus sanguineus)는 큰 외투막을 펼쳐 밝은 띠의 색상을 드

by a flapping/undulating motion that lifts the slug off the bottom,

러낸 다음, 퍼덕거리고 파동 치는 동작을 해서 자신을 바닥에서 들

and hopefully out of harms way.

어 올려 위험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구사한다.

The interhepatic space or cleioproctic position in the clearing on the back of these
aeolids nudibranchs.

Hexabranchus exhibits deimatic behavior when it uncoils its mantle and flapping it,
swims up into the water column.

이올리드 나새류들의 뒤쪽 공간에 있는 인터헤파틱 공간 또는 클라이오프록틱 위치.

헥사브란쿠스(Hexabranchus)는 외투막을 펼쳐 퍼덕거려 수중으로 헤엄쳐 올라가면서 위협 행동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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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omatic – This is the technical term used to describe another

경고색(Aposomatic). 이는 또 다른 방어 전략을 기술하는 데

defense strategy where a species bright flamboyant color is intended

사용되는 전문용어로, 이 경우에 종의 밝고 현란한 색상은 자

to warn the attacker that they have a toxic chemical or some other

신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성 화학물질 또는

defense system ready to use when necessary. Fishes have been

기타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격자에게 경고하

shown to learn quickly, that species like colorful Chromodorid’s and

려는 의도로 구비한 것이다. 물고기들은 화려한 크로모도리드

Halgerda’s can release nasty noxious chemicals from glands in their

(Chromodorid) 및 할거다(Halgerda)와 같은 종들이 공격자에 의

mantle when disturbed by an aggressor. It usually only takes one

해 교란을 받으면 외투막에 있는 샘에서 고약한 독성 화학물질을

failed encounter and the fish knows not to taste again.

분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한 번 공격에 실패하면 물고기가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안다.

Hopefully this discussion of scientific jargon demystifies, a little,
why all these of strange scientific words are needed in scientific
literature and discussions. Without them it would be impossible
to accurately describe anatomical and biological features of these
amazing organisms.
희망컨대 과학용어에 관한 이상의 설명이 이들 온갖 생소한 과학
용어가 과학 문헌 및 논의에서 필요한 이유를 다소 분명히 해주었
기를 바란다. 그러한 용어가 없다면 놀라운 이들 생물의 해부학적
및 생물학적 특징을 정확히 기술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The bright colors of this Ceratosoma warn wanton predators that the hooked structure
behind the gill can release noxious chemical deterrents.
사진에서 보듯이 세라토소마(Ceratosoma)의 밝은 색상은 무자비한 포식자에게 아가미 뒤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이 독성 화학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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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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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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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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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과 같이 생긴

바다나리
(Sea Lily,
Feather Star)
학명 : Comanthina schlegelil
영명 : Feather Star, Crinoid, Sea Lily
한국명 : 바다나리

바다나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한다. 육지의 나리꽃(lily)을 닮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하양, 검정 등의 아
름답고 화려한 색을 지닌 생물로 바
다 속에서 꽃밭과 같은 분위기를 연
출한다. 생김새가 나리꽃을 닮아서
바다나리(Sea lily)라 부르지만, 실제
로는 꽃이 아니라 불가사리나 해삼과
같은 극피동물에 속한다.
바다나리는 줄기를 가지고 고착생활을 하는 종과 줄기 없이 이동하는 종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줄기가 있는 종은 줄기를 이용하여 몸을 바닥에 고정
한 채 살아가는데, 이들은 1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서식하므로 레크리에
이션 다이버는 만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바다나리는 줄기가 없
는 종이다.
줄기가 없는 종은 아래쪽에 있는 갈고리처럼 생긴 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에
고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물속을 유영한다. 촉수에 나 있는
수많은 섬모들을 이용하여 물속의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는다. 이렇게 잡힌
플랑크톤들은 몸의 위쪽 가운데 위치한 입으로 전달되어 섭취된다.

<참고>
불가사리나 해삼의 입이 아래쪽에 있는데 반해 바다나리는 입이 위쪽에 위치해 있다.
<참고> 극피동물
몸에 가시가 있어 극피동물이라 한다. 또한 몸이 방사대칭을 이루고 있고, 관족을 가지
고 있다. 바다나리, 불가사리, 해삼, 성게 등이 극피동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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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Bohadschia argus
영명 : Leopard Sea Cucumber
한국명 : 범무늬 해삼

<참고> 레오파드 해삼의 퀴비에관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레오파드 해삼을 건
드리면 항문으로 흰 국수 면발같이 생긴 관이
뿜어져 나와 몸을 칭칭 감싼다. 이 관은 프랑
스 동물학자 퀴비에(Cuvier)가 학회에 처음 보
고해서 퀴비에관이라 명명되었다. 퀴비에관은
굉장히 끈적인다. 포식자가 해삼에게 집적거렸
다가는 몸에 달라붙는 퀴비에관 때문에 제대
로 움직일 수 없게 될 정도이다. 당황한 포식
자는 해삼에게서 멀어진다. 또한 해삼이 창자
를 밀어냈다 해서 죽지 않는다. 해삼은 불가사
리와 같은 극피동물로, 30~40일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창자를 재생해 낼 수 있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내장을 토해내는

레오파드 해삼(Leopard Sea Cucumber)
대부분의 해삼은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에 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밑에 깔린 모래나 진흙을 입에 넣어 그 속에 들어 있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

종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선 바다의 인삼, 즉 해삼으로 불리지만 서양에서

먹고 산다.

는 바다의 오이(Sea Cucumber)로 불린다.

눈이 없는 해삼은 평생 150cm를 이동할 정도로 거의 움직임이 없다. 레오

미끈미끈한 점액으로 둘러싸인 해삼은 원통형 몸에 배 쪽이 납작하고 등 쪽

파드 해삼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내장을 몽땅 토해내 먹이로 줘버리고 자신

이 볼록하다. 몸의 양끝에는 각각 입과 항문이 있는데, 입에는 수십 개의 촉

은 도망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내장은 다시 생긴다.

수(촉각을 맡고 먹이를 잡는 역할을 하는 기관)가 나 있어, 이를 이용해 바다

바다물총으로 불리는

멍게(Sea squirt)
멍게는 원시적인 척추를 가지고 있는 척색동물의 피낭류에 속
한다. 마치 물총같다 하여 영어로는 바다물총(Sea squirt)이라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1천 백여 종이 있는 멍게는, 단독으로 살아가는
단체(單體) 멍게와 작은 개체들이 모여 있는 군체(群體) 멍게로
나뉜다. 단체 멍게는 우리가 동해안에서 흔히 보는 식용 멍게를
생각하면 된다. 반면 군체 멍게는 무성생식으로 개체 수를 늘리
면서 서로 몸의 일부를 연결하여 무리를 이루는 종이다.
멍게는 몸의 한쪽 끝은 암초 등 딱딱한 표면에 부착되어 있고,
껍질에 입수공과 출수공 2개의 구멍이 있어 입수공으로 들어
온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때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를 점막에
걸러 먹는다. 들어온 물과 배설물은 출수공을 통해 몸 밖으로

학명 : Rhopalaea spp.
영명 : Sea squirt

나가게 된다.

한국명 :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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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Diadema savignyi
영명 : Sea Urchin
한국명 : 성게

고슴도치를 닮은

성게(Sea Urchin)

성게는 불가사리 같은 극피동물 중 하나이며, 가시 돋친 극피동물을 대표하는 생물이다.
가시가 삐죽삐죽 나 있는 고슴도치를 닮았다하여 바다의 고슴도치(Sea Urchin)라 부른다.
성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둥근 모양 말고도 주머니, 꽃잎, 심장 등 생김새가 매
우 다양하며, 전 세계적으로 900여 종에 이른다.
성게의 가시 길이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아래쪽에는 이동을 돕기 위한 짧고 단단한 가시
가 있고, 위쪽에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불가사
리처럼‘관족’
을 이용해 이동하는데, 가시와 가시 사이에 실 모양의 관족이 있다. 성게는
가시가 부러지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가시를 재생시키는데, 이것은 불가사리
와 같이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극피동물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성게는 일반적으로 입과 항문의 위치로 상하를 구별한다. 성게는 서 있는 자세에서 입은
몸의 아래쪽에, 항문은 몸의 위쪽에 있다. 입이 아래쪽에 있어 바닥을 기어 다니며 먹이를
먹는 성게는, 해조류나 바위에 붙은 작은 수생생물을 먹고 산다. 성게는 야행성 동물이다.
낮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바위틈 등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 먹이활
동을 한다.
성게는 옆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체가 촘촘히 붙어산다. 성게들이 낮
에 바위틈 사이에 몸을 꼭 끼우고 잠을 자는 것도 옆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성게의 자기방어 방법 중 하나로 독특한 위장술을 들 수 있다. 말똥
성게의 경우 이동할 때 머리 위에 해조류 등을 짊어지고 자신의 몸을 숨긴다. 해조류를 구
하기 힘들 때는 빈 조개껍데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성게는 암수딴몸이며, 암수에 따라 각각
난소(알을 만드는 장소)와 정소(정자를 만드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
불꽃성게는 쏘이면 독이 있어 위험하다. 독이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피부를 뚫으면서 상처
속으로 독물을 주입한다. 가시에 찔리면 극심한 통증으로 실신하거나 호흡 곤란, 마비 증
세가 온다. 따라서 다이빙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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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서의 명품

동진종합기계 한국총판
우수한 성능•합리적인 가격•철저한 사후관리(2년 무상보수, 국내는 년 3회 이상 방문)

콜트리 콤프 400~600L 사용하는 업체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태식

02-415-6100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삼팔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인투더씨다이브센터

오형근

010-8786-7548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씨라이프리조트

박창수

010-5288-8144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울릉다이버리조트

정봉권

010-9516-0289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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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 수중사진 테크닉 제24회

수중사진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글/사진 구자광

3. 초점이 선명하지 않을 때
Out of Focus Eyes
수중사진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많다. 사진의 선명도에는 초점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리개를 f11 이상을 설정하여 촬영하라. 만약 촬영에 자신이 있으면 수동으로 초점을 조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피사체에 초점이 맞을 때까지 카메라를 이동시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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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동양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일본 小笠原諸島
오가사와라 제도
88 |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森下 修

일본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나와

괌/사이판

혹등고래와 돌고래가 뛰어 놀고,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섬
배를 타고 하루 이상을 가야 겨우 도착하는 섬
일본의 수도 도쿄도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상 엄연히 도쿄에 속해 있어 주소가 도쿄이다.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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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사와라 제도의 소개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 도쿄 남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약 3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본토와 사이판 중간 정도에 위
치하며, 수심이 깊어 물색이 사이판과 같은 딥블루이다. 오가사와라 전역
이 오가사와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도에
속해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섬들은 태고의 해저화산이 융기하여 생긴 것으로, 평
지가 별로 없는 해안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많다. 기후는 해양성 아열
대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적고, 1년 내내 눈이나
서리는 전혀 볼 수 없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영어권에서는 보닌 제도(Bonin Islands)라고 부르는
데, 에도 시대에 부닌시마(일본어 : 無人島, ぶにんしま/ぶにんじま)라고
부르던 데에서 유래했다.
이곳에서는 혹등고래, 향유고래, 대형 참치 무리, 만타레이 등의 대물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다수의 돌고래를 항상 볼 수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

지치지마(父島)
지치지마(父島, 아버지 섬)는

를 동양의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가장 큰

오가사와라 제도는 무코지마 열도( 島 列島), 지치지마 열도(父島 列

섬이며, 고작 8평방 마일을 넘

島), 하하지마 열도(母島 列島)와 2차대전의 격전지로 널리 알려진 이오

는 크기에 방문객을 제외하면

지마 열도(黃壻島 列島) 이렇게 4개의 군도(群島)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

약 1,800명의 주민이 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오무

이 살고 있는 섬은 지치지마(父島)와 하하지마(母島)뿐이다.

라(大村, 지치지마 오오무라치

도쿄에서 출발한 배가 기항하는 섬은 바로 위쪽에 위치한 지치지마이며

구(大村地區)의 마을과 거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꼼꼼하게 포장된 도로, 널찍한
도보와 신호등을 갖춘 완전한
도쿄의 일부이다.

도쿄

하하지마(母島)
하하지마(母島, 어머니 섬)는
두 번째 큰 섬이다. 지치지마에
서 남쪽으로 배로 2시간 10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니시노지마

무코지마 열도
지치지마 열도
하하지마 열도

이오지마 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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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Ogasawara

투어 일정

오가사와라마루는 도쿄 다케시바 항을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오가사

오가사와라 제도의 운송수단은 아직 항공편은 없으며, 오가사와라 제도

와라의 후타미 항에 기항하여 3박을 한 후에 다시 후타미 항을 출발하

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를 위한 운송수단인 오가사와라마루(小笠原丸)

여 그 다음날 오후 3시 30분에 도쿄 다케시바 항으로 돌아온다. 배의

정기선뿐이다. 오가사와라마루 정기선은 일본 본토 도쿄만에서 지치지

출발일정은 보통 3~5개월 전에 결정되며, 오가사와라해운 홈페이지

마 사이를 왕복하며, 도쿄만의 다케시바(竹芝) 항에서 출발하여 날씨가

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을 때는 약 25시간 30분 후에 지치지마의 후타미(二見) 항에 도착한

오가사와라 여행은 한국에서 출발하여 도쿄에서 1박, 배에서의 2박(왕

다. 일반적으로 6~7일 주기로 왕복 운항하며, 1월, 5월의 황금연휴, 8

복), 현지 섬에서의 3박으로 최소한 6박 7일(3일 다이빙)의 여정이 된다.

월 등의 성수기에는 4일 간격으로 왕복하기도 한다. 요금은 2등실(편도)

좀 더 많은 다이빙을 원하면 배가 도쿄 다케시바 항에서 6일 주기로 출

로 23,210엔이다.(2015년 기준)

발 기준으로 섬에서 9박의 긴 여정으로 12박 13일 일정(9일 다이빙)도

오가사와라마루 정기선은 배수량 6,700t, 길이 131m에 1,031명을 태울

가능하다. 성수기에는 10박 11일(7일 다이빙) 일정도 가능할 수 있다.

수 있는 배이다. 또한 하하지마와 지치지마 사이를 왕래하는 하하지마마
오가사와라 해운 : http://www.ogasawarakaiun.co.jp/

루가 있다.

선내 식당

이등실 선실 모습

하하지마마루

오가사와라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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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Ogasawara

김포국제공항
약 2시간 20분 소요

토에이오오에도선

도쿄

토에이아사
쿠사선

세계무역
센터 빌딩

도쿄모
노레일

지하철
다이몬역

하네다 공항

하마마츠쵸
역

JR 하마
마츠쵸
역

도립시바상업고교
유리카모메

다
케
시
바
역

다케시바
여객선 터미널

오가사와라마루

25시간 30분 소요

①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까지 항공으로 약 2시간
② 하네다공항역에서 하마마츠쵸역까지 도쿄 모노레일로 약 9분

후타미항
③ 하마마츠쵸역에서 도쿄 다케시바 여객선 터미널까지 도보로 약 10분

지치지마

④ 도쿄 다케시바 항에서 오가사와라 지치지마(父島)의 후타미 항까지
오가사와라마루로 약 25시간 30분
하하지마마루

2시간 10분 소요

하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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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샵

Ogasawara

후타미 항구 마을

Urashiman

Kaizin

여객선이 정박하는 치치지마 북부에 위치

지치지마에 위치한 다이빙 리조트

지치지마에 위치한 다이빙 리조트

한 후타미 항구 마을은, 사람이 사는 섬이

http://www.urashiman.com/

http://www.kaizin.com/index.html

라고는 치치지마와 하하지마 밖에 없는 오
가사와라 제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
여살고 있는 마을이다. 후타미 항구에서 우
라시만 리조트까지는 도보로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후타미 항구 마을의 거
리는 매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경제적
으로도 풍요로운 모습이었다. 이 마을에서
주로 먹는 식사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일본
식 가정요리지만 오가사와라 제도만의 향
토요리 같은 것들도 나온다. 가끔은 바다거
북 회도 맛볼 수 있다.

Papa's Diving Studio
지치지마에 위치한 다이빙 리조트
http://papasds.com/

손님이 떠나는 날 오가사와라의 모든 상인들이 나와 환송회를 한다.

손님이 떠나는 날 오가사와라의 모든 보트들이 오가사와라호를 따라 오면서
환송 퍼포먼스를 한다.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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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환경

Ogasawara

일본 본토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이 제도는 희귀한 동식물

지치지마(父島)와 무코지마( 島)의 연해는 6월부터 11월까지 이다랭이

이 가득한 천연의 안식처이며, 최근(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참치(Dog-tooth Tuna)와 같은 회유어류를 관찰하기로 유명한 사이트이

등재되었다.

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개복치까지도 볼 수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지치지마(父島)와 하하지마(母島) 등의 넓은 해역에

그 밖의 볼거리로는 샌드타이거샤크(Sand Tiger Shark)와 바다거북

100여 곳 이상의 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Green Turtle) 등이 있다.

돌고래, 혹등고래, 향유고래 등과 함께 다이빙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다
이빙사이트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4계절 내내 다이빙이 가
능하다. 리조트에서 다이빙사이트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있으므로
뱃멀미하는 사람은 멀미약을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산호와 해양생물, 그리고 세계 2차대전의 잔해로서 60년간 해저에
누워 있는 침몰선들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특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2차대전으로 침몰된 여러 난파선 사이트는 다양한 난이도의 짜릿한

혹등고래의 이동
오가사와라 제도의 혹등고래는 북극지방에서 머물던 혹등고래가 새끼의
양육을 위해 이동한 것이다. 반면에 통가와 호주 등지의 혹등고래는 남극
지방에서 머물던 혹등고래가 이동한 것이다.

고래의 잠수

다이빙을 제공한다.

고래는 먹이를 찾기 위하여 오랫동안 그리고 수심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Spinner)와 병코돌고래(Bottlenose

한다. 돌고래류는 6~40분간 호흡을 멈추고 160∼600m까지 잠수가 가

Dolphin)는 이곳에서 일 년 내내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며, 가끔 다이버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수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향유고래는

들과 함께 유영을 하기도 한다.

80분 동안 숨을 참은 채로 수심 3,000m까지도 잠수가 가능하다. 고래는

혹등고래(Humpback Whale)는 1월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향유고래

일반 포유류보다 더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

(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 제도 연안에 찾아온다.
다이빙을 하면서 이 대형 생물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해잠수가 가능한 것이다. 잠수할 때는 여러 차
례의 얕은 잠수 후에 심호흡으로 깊은 잠수를 하게 된다.

겨울의 기운이 짙어지는 12월경에는 혹등고래(Humpback Whale)가
북극의 긴 여행을 끝내고 이곳으로 돌아온다. 이때부터 혹등고래의
계절이 시작된다. 봄은 많은 고래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혹등고래를 관찰하는데 제일 좋은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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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샌드타이거샤크(Sand Tiger Shark)가 바다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작은 아치 밑에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을 경우 10마리 이상이 모일 때도 있다.

향유고래(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 제도
연안에 찾아온다. 더욱이 지치지마에서 10~20km정도 거리에 있는
남동중합해역에는
향유고래를 만날 확률이 아주 높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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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Spinner)와 병코돌고래(Bottlenose Dolphin)는
오가사와라에서 일 년 내내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며, 종종 다이버들과 함께 유영한다.
만장혈(滿藏穴, Manzouana) 사이트는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오가사와라 최고의 포인트이다.

빗장바위( ロック, Kannuki rokku) 사이트는 2003년에 발견된
새로운 포인트인데, 이곳은 가을 무렵에 100마리나 무리를 지을 때도
있는 소코가오리(Rhinoptera
javanica)가 볼거리이다.
2015
97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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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푸른바다거북(Green Sea Turtle)의 교미 기간이기도 하며,
수면에 바다거북 두 마리가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혹등고래(Humpback Whale)는 1월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볼 수 있다.
번식기인 겨울을 지나고 봄에는 양육하고 있는 귀여운 새끼 고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속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고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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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이곳에서도 개복치(Ocean Sunfish, Molamola)를 만날
확률이 높다. 개복치는 겉으로 보기에 다른 물고기와 달리 꼬리가
없으며, 둥그런 몸통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입이 매우 작다. 몸이
수직으로 매우 평평하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아주 길다.
몸길이는 대개 1.8m, 무게는 1,000kg 정도이다.
2015 May /June

| 99

100 |

계절별 특징

봄

Ogasawara

(Spring, 3~5월)

혹등고래 제일의 계절

여름

(Summer, 6~8월)

베스트 시즌

많은 고래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혹등고래

6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오가사와라 제도는 태

를 관찰하는 데 제일 좋은 계절이 봄이다. 물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

평양 고기압권에 들게 되어 바다(해류)가 가장 안정적인 시즌이다.

면 고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번식기인 겨울을 지나고 봄에는 양

지치지마(父島)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케이타 열도(ケ-タ列島)가

육하고 있는 귀여운 새끼 고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는 푸른바다

있다. 이곳은 이 시기 최고의 사이트이다. 바다가 온화한 이 시기가 아니

거북(Green Sea Turtle)의 교미 기간이기도 하며, 수면에 바다거북 두 마

라면 거의 들어갈 수 없다. 이때는 물고기의 수가 현격히 많아진다. 먼저

리가 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형 참치(Dogtooth Tuna)가 빙글빙글 도는 요메지마의 참치동굴(嫁島

이때는 수온이 연중 가장 낮은 시기이지만, 큰 샌드타이거샤크(Sand

のマグロ穴)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곳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이

Tiger Shark)를 만나거나, 낫잿방어(Almaco Jack Fish)의 커다란 무리에

지 흥분되는 광경이다. 단, 이 시기는 태풍이 자주 발생한다.

둘러싸이거나 로우트아이언 나비고기(Wrought-Iron Butterflyfish)의 큰
무리를 볼 수 있는 등, 이 시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 가득하다. 그

하이라이트

리고 이 시기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한가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Green Turtle, Sand Tiger Shark, Schools of Dog-tooth Tuna,
Spinner and Bottlenose Dolphin, Mola mola

하이라이트
Humpback Whale, Sand Tiger Shark, Green Turtle,

기온 : 26~28℃

Spinner and Bottlenose Dolphin

수온 : 26~28℃
슈트 : 5mm 슈트

기온 : 20~25℃
수온 : 18~22℃
슈트 : 5mm 슈트 + 후드조끼, 7mm 슈트, 드라이슈트

가을

(Fall, 9~11월)

짙푸른 해수

겨울

(Winter, 12~2월)

혹등고래의 귀환

연중 시야가 가장 좋고, 수온이 가장 높아지는 계절이다. 다른 바다와

겨울의 기운이 짙어지는 12월경에는 혹등고래가 북극의 긴 여행을 끝내

는 다른 짙푸른 ‘보닌 블루(Bonin Blue)’를 맛볼 수 있다. 바닷속을 노니

고 이곳으로 돌아온다. 이때부터 혹등고래의 계절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는 물고기의 모습은 줄어들지만, 소코가오리(Cownose Ray) 무리, 게다

는 샌드타이거샤크(Sand Tiger Shark)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가 빅아이 트레발리(Bigeye Trevally), 블루핀 트레발리(Bluefin Trevally),

작은 아치 밑에 많을 경우 10마리 이상이 모일 때도 있다. 단, 겨울철은

자이언트 트레발리(Giant Trevally) 등의 남방형 회유어의 모습을 자주 볼

기압차가 높으면 북서풍이 강해지고 날씨와 바다상황이 나빠져 보트 다

수 있는 것이 이 시기이다.

이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지치지마에서 10~20km정도 거리에 있는 남동중합해역에는 향
유고래(Sperm Whale)를 만날 확률이 높다.(단, 향유고래는 선상에서만

하이라이트

볼 수 있다.) 짙푸른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돌고래를 만날 최적의 계절이

Humpback Whale, Sand Tiger Shark, Green Turtle,

기도 하다.

Schools of Dog-tooth Tuna, Spinner and Bottle-nose Dolphin

하이라이트

기온 : 18~22℃

Sperm Whale, Green Turtle, Schools of Dog-tooth Tuna,

수온 : 20~24℃

Sand Tiger Shark, Spawning Coral, Spinner and Bottlenose Dolphin

슈트 : 5mm 슈트 + 후드조끼, 드라이슈트

기온 : 27~30℃
수온 : 26~28℃
슈트 : 5mm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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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다이빙사이트

Ogasawara

ドブ磯 : 도부이소(도부해안)

ロック : 빗장바위(Kannuki rokku)

지치지마(父島)의 동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크레바스가 아

2003년에 발견한 새로운 사이트이다. 가을에는 100마리나 무리를 지을

래로 향하게 가라앉혀 놓은 듯한 두 개의 큰 뿌리가 있고, 그 사이를 참

때도 있는 소코가오리(Cow-nose Ray)가 볼거리이다. 그 밖에, 빅아이 트

치(Toothed Tuna)나 자이언트 트레발리(Giant Trevally)가 때로는 수

레발리(Big-eye Trevally)나 대형참치(Dogtooth Tuna), 이글레이(Spotted

십 마리가 무리지어 있을 때도 있다. 퓨질리어(Fusilier)의 거대한 무리와

Eagle Ray) 등의 대물뿐만 아니라, 흑꼬리청황문절(Blue Gudgeon

해수면 부근에 무리지어 있

Dartfish) 등의 작은 물고기도

는 빨판 매가리(Small-spot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이

Pompano)도 매우 아름답다.

다.

때로는 만타레이(Manta Ray)
가 출몰하기도 하는,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대물 사이트이다.

滿藏穴 : 만장혈(Manzouana)

ひょうたん島 : 표주박섬(효우탄지마)

오가사와라 미나미지마(南島)의 남쪽에

이곳은 소형어종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수심 30m 이상의 깊이

위치한 사이트이다. 하트 모양의 출구

에 서식하는 헬프리치 고비(Helfrich's Firefish)를 관찰할 수 있을 때도 있

를 가진 동굴의 천정에 구멍이 뚫려있

다. 복서크랩(Boxer crab)이

고, 그 구멍으로부터 내리쬐는 빛이 아

나 레드화이어고비(Red Fire

름다운 사이트이다. 하트형 구멍의 끝에

Goby)와 같은 소형 어종을 좋

는 눈부신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

아하는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다. 이곳은 가끔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오가사와라 최고의 사이트이다.

マルベ : 마루베

嫁島 マグロ穴 : 요메지마 마구로아나(참치동굴)

겨울철 대물 사이트라고 하면 마루베(マルベ)이다. 동굴 속에 대형 상어와

케이타 열도(치치지마의 북쪽에 위치, 무인도)의 유명한 사이트이다. 수면

샌드타이거샤크(Sand Tiger

을 꿰뚫는 거대한 아치 밑을

Shark)가 때로는 10마리 전후

수백 마리의 규모로 전장 1m

로 무리 지어있을 때도 있다.

가 넘는 초대형 참치(Dogtooth
Tuna)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エビ丸 : 에비마루

SHIKAKU : 시카쿠

오가사와라에는 수많은 침몰선 사이트가 있지만, 에비마루에는 후타미

대형 물고기에게 눈길이 많이 가기 마련인 오가사와라 제도이지만, 소형

(二見) 항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트이다. 닭새우 랍스터(Japanese Spiny

피사체도 볼거리가 많이 있다. 2차 대전 중의 구조물 잔해인 시카쿠는 말

Lobster)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붙었다.

그대로 소형 어종의 천국이다. 예쁜줄무니새우(Pacific Cleaner Shrimp),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세계 2차대전 중에 침몰한 수송선 주변

청소새우(Cleaner Shrimp)라고 하는 투명한 새우부터 베도라치류

에는 흉상어(Sandbar shark)

(Blenny), 다양한 종류의 치어

등이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도

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모

있다. 시야가 좋은 가을에는

래땅에는 나비고기(Schooling

선체가 잘 보이는 탓에 침몰선

Bannerfish)가 무리지어 있는

다이빙(Wreck Diving)을 즐기

경우도 있다. 초보 다이버들도

는 다이버들에게 황홀한 광경

쉽게 즐길 수 있는 사이트이

이 펼쳐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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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등고래의 행동

Ogasawara

tail up /down
잠수할 때 꼬리지느러미를 치켜 올려 잠
수하는 모습이다. 배를 보이는 경우를
tail up, 등을 보이는 경우를
tail down이라고 한다.

blow

tail slap

물 뿜기, 머리위에 물보라를 뿜어내서 호흡한다.

꼬리지느러미를 높이 올려 수직으로 수면을 내려친다.

그 뒤 잠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박력이 있다.

head slap

pec slap (Pectoral fin slapping)

머리를 수면 위로 올려 수면을 치는 행동이다.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4-5m나 되는 가슴지느러미를 수면위로 치켜 올

위협을 줄 때 하는 행동이라고도 한다.

리는 것을 말한다.

spy hop

breach

눈이 수면에 나올 정도까지 수직으로 머리를 내밀어 주위를 살피는

몸을 수면위로 올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면서 떨어지는 행동이다.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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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접사 피사체의 천국

Anilao
in Philippines
글/사진 구자광

솜브레로 아일랜드(Sombrero Island)
솜브레로 섬은 바탕가스 해안에서 방카보트로 30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마리카반
섬 북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솜브레로는 따갈로어로 ‘모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섬이
모자 형태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은 모자와 비슷한 형태로 섬의 측면에는 백사장 해변가와 청정수 같은 맑은 바닷물이
자리해 있다. 산호와 각종 물고기 등 해양생물들이 많이 있어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Philippines

마닐라

아닐라오(Anilao)

아닐라오 가는 길

아닐라오 다이빙 사이트 맵

세계적인 먹 다이빙(Muck Diving) 사이트를 꼽으라면 인도네시아 렘베해협
(Lembeh Strait)과 필리핀 아닐라오(Anilao)를 추천한다. 이 중에 필리핀의 아
닐라오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당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아닐라오
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1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
다. 인천공항에서 마닐라 국제공항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다시 마닐
라 공항에서 아닐라오 리조트까지 자동차로 2~3시간 정도 걸린다. 지금은
아닐라오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많은 리조트들이 자리잡고 있는 칼룸판 반도
(Calumpan Peninsula)의 서쪽 해변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필리핀
의 행정구역상 대부분 바탕가스 지역의 마비니 지역에 속한다.
이곳은 세계적인 접사 피사체로 유명한 사이트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세계적
인 사진가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필자도 이번에 새로 오픈한 샤크다이
브리조트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아 오랜만에 아닐라오를 찾았다. 이번에 촬영
한 접사 피사체 몇 가지를 소개한다.

필리핀 아닐라오의 기후
필리핀의 건기는 10월~이듬해 4월까지이다. 이후 5~9월까지 우기가 이어
진다. 이 중,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는 11월~이듬해 2월이
다. 이때 보통 수온이 29℃ 전후로 대부분은 3mm 슈트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작은 해양생물을 많이 만나고 싶다면 1~2월에 방문하면 좋은데, 이때
는 대략 26~27°의 수온으로 5mm 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하면 좋다.

인천국제공항

아닐라오의
전문 수중사진가 가이드

필리핀
약 3시간 30분 소요

마닐라

2~3시간 소요

Mark A. Castillo
1968년생, 필리핀 바탕가스 출신,
1994년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여 펀 다
이빙 가이드를 하다가 1999년부터 현
재까지 전문 수중사진가 가이드로 활
동하고 있다.

아닐라오

E-mail : markacastillo@yahoo.com
휴대폰 : 0063-918-325-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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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라오 다이빙 사이트
아닐라오는 접사 사이트로 워낙 유명하여 접사사이트는 이미 여러 번 소

군데 있다. 씨크릿 베이와 달리 타이어와 같은 인공어초까지 투하하여 보

개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수중사진가들이 좋아하는 사이트 10개를

호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곳에서 발견되는 종류들이 씨크릿 베이보다

선정하여 다시 정리하여 소개한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이곳에는 연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다. 역시 많은
공생 새우류와 게종류들, 불꽃 성게에 공생하는 콜만 새우와 제브라 크

Anilao Pier 아닐라오 항

랩, 군소와 해삼, 누디브런치에 공생하는 임페리얼 새우, 그리고 진귀한

아닐라오 항(Anilao Pier)은 낮에는 배가 들락날락해서 다이빙을 할 수 없

종류의 누디브랜치, 고스트파이프피쉬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고 배가 다니지 않는 밤에만 다이빙이 가능하다.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완만하고 얕은 수심(6m 내외)에 야간다이빙에서 만날 수 있는 수

Mainit Secret Bay 마이닛 시크릿 베이

많은 피사체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바닥은 진흙과 모래 지역으로 바다풀

이곳은 완만한 슬로프를 형성하고 있으며, 15m 지점부터 조금 급격한

이 자라고 있으며, 각종 크랩을 비롯하여 바빗웜, 얼룩통구미, 문어, 오징

경사면의 모래 지역으로 되어 있다. 25m 지점 근처에는 블랙코랄이 군

어 등 접사 피사체가 많다. 운이 좋으면 푸른고리문어를 볼 수도 있다.

데군데 있고, 여기에 톱날새우가 붙어살고 있다. 이곳에는 각종 크랩과
새우를 비롯하여 해마, 죽지성대, 스팅레이, 가든일, 스네이크일 등이 서

Basura 바수라

식하고 있다.

‘Basura’는 필리핀어로 ‘쓰레기’라는 뜻으로 쓰레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
름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접사 포인트인 Basura는 불안정한 바

Daryl Laut 다릴라웃

닥 지형과 급격한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중생물로는 특

카반 섬의 서쪽으로 수심은 12~27m까지 이어진다. 초보자에게 최고의

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찬

포인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무수히 많은

곳이다. 해마, 유령새우, 프로그피쉬, 스네이크일, 미믹옥토퍼스, 원더푸

작은 물고기들이 있다. 특히 수심 15~25m 지점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

스, 죽지성대, 씨모스 등이 서식한다.

이 가라않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레스토랑과 유사하다. 마리카반 섬과
카반 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5m수심에서 입수하여 환초지대를 벗어

The Cathedral Rock 성당바위

나 카반 섬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멀리서 우뚝 솟은 철골구조물이 나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 중의 하나로서 해양공원 보호구

난다. 카반 섬 방향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철골 구조물은 수심 12~32m

역이다. 원래 이곳은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는 황폐한 지역이었지만 주위

까지 누워있다. 이곳에서는 대형 뱃피쉬(Bat fish) 무리를 볼 수 있으며 쥐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점차 산호들이 정착하면서 작은 고기들도 몰려들

치류, 문어, 파이프피쉬, 곰치 등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다.

었다. 모래로 이루어진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서남쪽 방향으로 30m 전진
하면 수심 18m 지점에 두개의 큰 바위 사이에 작은 십자가의 입상이 세

Bethlehem 베들레헴

워져 있는데, 지난 1983년 피델 라모스(Fidel Ramos) 전 필리핀 대통령

마리카반 섬과 카반 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마리카반 섬

이 세워서 유명해졌다. 다이버들은 십자가와 근처에 세워져 있는 미니어

방향으로는 산호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카반 섬 방향으로는 모래사면과 깊

쳐 성에서 피딩하며 기념촬영을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간다이빙을 하

은 수심으로 이어져 있다. 완만한 슬로프로 14m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모

면 주황색의 산호 폴립들이 만개하여 마치 꽃밭에 들어온 듯한 환상적인

래지역에서는 죠피쉬, 가든일과 팬더 아네모네피쉬, 가오리류를 관찰할

광경을 만날 수 있다. 초보자들도 가능한 쉬운 포인트이다.

수 있다. 산호지역에는 수많은 바다나리와 멋진 해송을 만날 수 있다.

Twin Rock 트윈 락

Kirby's Rock 커비스 락

전체 지형은 완만한 슬로프 형태로 수중에 작은 바지선이 있다. 이곳에

커비스 락(Kirby's Rocks)은 바닥이 30m 정도의 수중절벽을 이루고 있

하강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입출수하기에 편하다. 자이언트클램이 서식하

다. 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절벽에는 많은 산호와 물고기들이 살

는 곳이다. 수중환경은 5m부터 8m 사이에는 산호 지역으로 다양한 산호

고 있으며, 씬뱅이, 거미게, 누디블랜치, 박스피쉬, 베도라치 등을 볼 수

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큰 어류들을 볼 수 있다. 얕은 수심에서

있다. 인근에 바닥이 30~45m가 되는 수중아치가 있다. 30m 바닥 근처

큰 무리의 잭피쉬를 볼 수 있다.

에 피그미해마가 부채산호에 살고 있다.

Mainit Secret Garden 마이닛 시크릿 가든

COCONUT 코코넛

씨크릿 베이에서 마이닛 포인트를 돌면 바로 있는 곳이다. 씨크릿 베이와

마리카반 섬에 인접해 있다. 수중 지형은 수심 5m부터 모래와 흙으로 구

마찬가지로 완만한 모래지형이지만 좀 더 많은 해초류와 바위들이 군데

성되어 수심 20m까지 완만한 형태로 이어져 있다.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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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털고비
Yellow Hairy Goby
학명 : Paragobiodon xanthosoma

노랑털고비의 서식지는 인도양과 서부 태평양의 암초지대이며, 산호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소형 어종으로 크기가 약 4~5cm이다. 물고기 얼굴은 털로 덮여 있다.
일반적으로 얕은 바다의 사슴뿔 산호 사이에서 발견되며, 몸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아주 어렵다. 전체 모습을 촬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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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새우
The Hairy Shrimp, Algae Shrimp
학명 : Phycocaris simulans

털새우(phycocaris simulans)는 렘베해협이나 아닐라오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자주
올라온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작은 조류의 조각처럼 보인다. 크기가 5mm 정도이며,
조류 사이에 앉아 있다. 털의 색깔은 흰색, 갈색, 빨강, 노란색이며,
가끔은 녹색이 발견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털이 위장을 도와주는 것 같다.
털새우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꼬리를 높이 치켜세우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수영도 하지만 서지로 이동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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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도라치와 고비
인간이 버린 생활 쓰레기도 바다생물에게는 때로는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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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Pygmy Goby
학명 : Lubricogobius exiguus

지금까지 3 종이 발견되었다. 작고 밝은 노란색
물고기로 작은 틈새로 숨어들며, 진흙 모래 바닥의
산호초 구멍이나 생활 쓰레기 틈새에 서식하는
것으로 체장이 약 4cm이다. 특징은 몸에 비늘이나
돌기가 없다. 그러나 머리에 감각 돌기가 있다.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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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y Frog fish, Striated frogfish
학명 : Antennarius striatus
이 종은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종은 얕은 모래 지역 또는 깊은 바다 바위와 산호 암초에서 서식한다.
몸과 털은 주변 환경의 색에 따라 변화시킨다.
위장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큰 입을 가지고 있어 자기만큼 큰 먹이를 삼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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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벌레(Skeleton Shrimp)
학명 : Pariambus typicus

바다 대벌레(Skeleton Shrimp, 해골새우)는 절지동물 갑각류에 속하는
단각류목(Amphipoda)의 바다 대벌레과(Caprellidae) 바다동물의
총칭이다. 대부분의 종(種)들은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만 어떤
종은 유기물 찌꺼기를 먹고 산다. 몸길이는 약 1~3㎝이고, 몸 색깔은
흐린 녹색 또는 갈색이다. 긴 원통형의 몸체의 끝에는 두 개의 기다란
더듬이가 있는 작고 동그란 머리가 달려 있다. 이 더듬이는 몸체의
길이만큼 긴 경우도 있다. 육지의 자벌레와 비슷하게 몸을 활 모양으로
굽히며 움직인다.

2015 May /June

| 113

114 |

갯민숭달팽이
Nudibranch
갯민숭달팽이 혹은 나새류(누디브랜치, Nudibranch)는 화려하고 밝은 색

암수동체로 난자와 정자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번식기가 되면 다른 개

상을 띠는 복족류이다. 전 세계 바다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대체로 몸은

체와 난자와 정자를 교환하여 번식한다. 며칠이 지나면 정액이 성숙

납작하고 좌우 대칭형인데 등에는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돌기가 나 있다.

해서 코르돈(cordon)이라 불리는 알이, 긴 실과 같은 형태로 생식관

이들은 등 전체에 돌기를 가지는 무리와 항문 주위에만 꽃다발처럼 돌기

(reproductive tract)에서 생산된다.

가 나 있는 무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돌기가 아가미 역할을 한다.
히드라나 산호 등의 자포를 통째로 먹은 후 다른 생물로부터 위협을 받
누디브랜치라는 말은 라틴어로 “벌거벗은”이란 뜻을 가진 ‘nudus’와 그

게 되면 자포를 발사하거나 몸에 축적된 독으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리스어로 “아가미”란 뜻을 가진 ‘brankhia’에서 왔다고 한다. 이 별 모양

않는다.

의 수염처럼 생긴 아가미를 이용하여 물속의 산소를 흡수한다. 아가미 맞
은편에 뿔처럼 나 있는 두 개의 비공(rhinophore)은 화학적인 센서로 먹
이, 포식자의 위험, 다른 개체의 존재를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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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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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닐라오의 중심에 위치한 샤크다이브리조트는 스쿠버다이빙 전문 리조트이며, 다이빙

교육 및 펀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닐라오는 마닐라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

샤크다이브리조트 연락처

어 필리핀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아닐라오는 약 40여 개의 다이빙 포인트

대표 : 최태영

에서 펀, 마크로, 테크니컬 등 다양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아닐라오는 다양한

인터넷전화 : 070-8627-0138

접사거리가 풍부해 펀 다이버 및 수중사진가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문
객에 비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많지 않다. 이 중 샤크다이브리조트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리조트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리조트이다. 마닐라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 리조트의 안내에 맡기면 된다. 숙박, 식사, 장비 대여, 보트 운행, 픽업 등 다이빙 관
련하여 모든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조용하고 아담하게 꾸며져 마치 아닐라오의 내
집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아닐라
오 다이빙 사이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사이트가 가까운 점도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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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010-2743-0138
현지전화 : 091-5916-3422
Kakao ID : sharkchoi
E-Mail : crom59@naver.com

ort

2015 May /June

| 117

Tour 국내 다이빙

광활한 난파선 군단, 거대한 리조트 시설

경포다이브리조트
글/사진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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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 천국, 경포 다이빙

에는 분명 난파선 잔해가 산재해 있는데 그 속에는 황금

수십년간 다이빙을 해 왔지만 사실 국내에서 난파선 다

덩어리 같은 고가의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마

이빙을 할 기회를 접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예전

치 소설이나 영화의 스토리 같은 흥미 있는 소문들이 떠

에 스쿠바다이버 지에 실렸던 미크로네시아의 축에 관한

돌았고, 심지어는 일부 잠수부(머구리)들은 인근 해역에

기사로 난파선 다이빙의 감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정

서 잠업 중 그 잔해를 일부 본 일이 있는데 겁이 나서 접

도가 전부였다. 그러다 울진군 북면 나곡리의 나곡수중이

근을 못했다는 소문도 났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다

개업을 하면서 풍랑으로 침몰된 화물선을 활용한 난파선

이빙에 자신 있는 강릉의 열성 다이버들 사이에는 은근

다이빙 지역이 개방되어, 수많은 다이버들이 난파선 포인

히 난파선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자신

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ＫＢＳ２ＴＶ에도 자주 소개가

이 다이빙을 할 때에는 난파선이 내 눈에 보이지 말았으

되면서 더욱 더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었다. 이런 것을

면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도 있었다. 또한 일부 다이버는

계기로 정책 입안자들도 그런 것이 어민소득증대에 도움

인근 해역을 찾아가 몇 차례 수색다이빙을 하다 결국 아

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어선 감척사업의 일환으로 폐선

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헛수고를 했던, 꽤 오래된 일련

을 활용한 수중관광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의 해프닝들이 필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로 강원도 영동지방의 강릉 경포 사근진 앞바다가 선정되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에는 공교롭게도 그 상상이

었고, 수척의 어선들이 이곳에 투하되기 시작하면서 경포

현실이 되었다. 경포 앞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강릉시 안

다이브리조트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난파선 포인트

현동 사근진 어촌계에서는 100톤 정도의 폐선 5척을 어

를 보유한 리조트가 된 것이다.

초로 활용하여 관할 해역 곳곳에 투하시켜 놓았고, 침몰

공교롭게도 오래전 강릉의 고참 다이버들에게는 흥미로

선 주변에는 강제형 인공어초를 배치하여 해중공원을 조

운 모험심이 발동했다. 40여 년 전 가을 동해안에 큰 태

성해 놓았다. 물론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의 중심에는 오래

풍이 발생하여 경포 앞바다를 항해하던 이름 모를 큰 배

전 경포다이브리조트를 운영하다 현재는 사근진 어촌계

가 경포 10리 바위 동쪽 멀리 암초(실제로 10리 바위 동

총무직을 맞고 있는 전찬길 사장의 구상이 큰 역할을 했

쪽 멀리에는 얕은 암초가 여러 개 있음)에 좌초되어 침몰

다. 이 사업은 이미 수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에

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였고, 해안가로 사망자

는 선체 곳곳에 부착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음침한 난

의 시신이 떠밀려 오기도 했었다. 이 사고로 유언비어들

파선의 오랜 세월 흔적을 맛볼 수 있을 정도이다. 더욱 흥

이 퍼져나갔다. 소문인즉 10리 바위 동쪽 외해의 어딘가

미로운 것은 5척 중 2척은 파도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어

대표 : 황무영 강사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05
전화 : 033-644-2772, 010-528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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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난파선으로의 스산한 분위기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장이 약한 다이버들은 사전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입수해야 하고, 꼭 짝
다이빙을 권하고 싶다.
이곳 난파선의 또 다른 장점은 5척 모두 수심 20ｍ 내외에 위치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당한 다이빙 시간과 시계가 확보되며, 해조류가
난파선에 서식하고 있어 여타의 난파선 다이빙에서 맛 볼 수 없는 흥미
를 유발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 했듯이 과거에는 일확천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해외의
유명한 난파선 다이빙 사이트에서나 경험할 수 있다고 들어 왔던 난파선
다이빙을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릉지역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
대 규모로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난파선 다이빙을 마
음껏 즐길 수 있게 되어 우리 다이버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다이버들이 쉽고 편안하게 국내에서 다양한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
음으로 관계기관과 어촌계를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관계자들
(전찬길, 김병수 등)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곳을
즐기는 많은 다이버들도 이 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경포다이브리조트의 소개
경포다이브리조트는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앞쪽은 스킨스쿠버 장
비실과 다이빙을 진행하는 건물이며, 중간에는 샤워장과 사무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깔끔한 숙박시설인 펜션이 있다. 펜션에는 다이빙 후 다이버
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탁자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며, 50
여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다. 리조트를 찾는 다이버들이
이곳을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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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사이트의 소개

A난파선 포인트

B난파선 포인트

(쌍둥이 난파선 포인트)

(일명 해중공원)

리조트에서의 이동시간 : 4분
수심 : 20ｍ

리조트에서의 이동시간 : 5분
수심 : 24ｍ

난파선 2척이 사막(모래지형)에 덩그러니 위치하고 있다. 온전한 모양

2척의 난파선으로 1척의 난파선은 전파된 상태이며 1척은 원형이 잘

의 1척과 반파의 1척이 동일 포인트에 있는데 부지런히 움직이면 1회

유지되어 있는 대형 어선이다. 난파선 주변에 폭 20ｍ, 높이 10ｍ의 선

다이빙에 2척의 난파선을 모두 둘러 볼 수 있지만, 보통 2회에 걸쳐 다

박모양의 대형 철구조물 ５개가 난파선과 병행 설치되어 다이버들에게

이빙을 해야 좀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다. 선실과 조타실 등 선내 구조

는 수중공원이나 다름이 없으며 볼거리 또한 다양하다.

물 관찰이 가능하며, 수중전등 소지는 필수이다. 난파선의 웅장한 광각

선박의 모든 내부 구조물들이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으므로 수중전등으

사진뿐만 아니라 부착생물이 다양하여 마크로 촬영소재도 다양하다.

로 구석구석을 관찰하면 난파선 다이빙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반드
시 짝다이빙을 하도록 권한다. 선실 내부 깊숙이 들어갈 때는 공기 잔량
이 충분한지 미리 체크하고 부유물이 일지 않도록 핀 킥에 주의해야 한
다. 수중전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난파선과 구조물 주변은 양미리 서식지로써 수시로 양미리 무리의 군무
를 볼 수 있으며 특히 겨울에 볼 수 있는 다 큰 양미리 떼는 그 규모가
20m에 달하여 보는 이를 압도한다. 해중공원 철 구조물은 수심별로 서
식환경이 다르다. 상단은 회유성 어류의 집결지이며 중층은 부착생물이
다양하다. 하단 및 바닥층은 정착성 해양생물들이 서식하여 촬영가들이
즐겨 찾는 포인트이다. 이 포인트에는 전파된 나파선 잔해들이 곳곳에
위치하여 다이버들에게 큰 긴장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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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난파선 포인트
(난파선 인공어초 포인트)
리조트에서의 이동시간 : 3분
수심 : 20ｍ

반파된 난파선과 200여개의 4각 인공
어초가 군락으로 혼재되어 있다. 인공
어초 주변에 난파선 파편이 상당수 있
다. 4각 어초에 부착한 화려한 해면색
상과 부채뿔산호 군락이 어우러진 난
파선의 모습이 일품이다. 보통 1회의
잠수로 난파선과 인공어초 다이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10리 바위 포인트
초보자 교육 및 펀다이빙 포인트로 적당하다.

비치포인트A
처음 해양실습을 하는 교육용 포인트로 적당하다.

비치포인트B
처음 해양실습을 하는 교육용 포인트로 적당하다.

이성우
KUA/CMAS 강사
KBS 강릉방송국 근무
1992년 수중사진을 시작하여
한국수중사진 공모전(풍등출판사) 대상 수상 2회 등 다수 입상
한국수중사진 촬영대회(대한수중협회) 종합1위 등 다수 입상
세계 수중사진 촬영대회(세계 수중연맹) 은상 동상 수상
세계 수중사진 공모전(세계 수중연맹) 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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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ZEO / FDX-i
압축 밸런스드 타입의 ZEO 호흡기는 뛰어난 내구성과
편안함을 갖추고 있다.
이 호흡기는 내구성이 뛰어난 크롬 코팅된 해양 등급의
메탈 밸브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호흡을 경험할 수 있으
며, 어떠한 깊은 수심에서도 일정한 호흡상태를 다이버
에게 전달해 준다. 또한 ZEO는 통합형 swivel 호스,
dynamic adjustment technology dive/pre-dive
switch가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리뉴얼된 오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FDX-i 1단
계는 환경차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In-line 디자인은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며 FDX-i 만의
“L” 타입 디자인 역시 보다 간결해진 모양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T3
1st stage

2nd stage

▶ 새롭게 리뉴얼된 슬림 디자인

▶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소재로 구성

▶ 통 티타늄 소재

▶ 특허 받은 티타늄 “Seat Saving” 오리피스

▶ 초경량, 부식 방지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티타늄 소재 컴포트 스위블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고급 호흡기 가방 기본 제공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Z3
1st stage

2nd stage

▶ 크롬 도금된 황동과

▶ Black-PVD 코팅 처리된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환경 차단 키트 (옵션)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ATOMIC 콤포트 스위블
▶ 크롬 코팅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한
프런트 커버 링
▶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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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75
NEOTEK

▶ 재질 :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 부력 : 35lb Lift

▶ 8/7/6mm 슈퍼스트레치 압축 네오프렌 재질

▶ 무게 : 3.1kg

▶ 보온성을 극대화한 독점 기술의 “ThermaSkin” 내부 원단

▶ 수평 트림을 위한 사다리꼴 모양의 블레이더 디자인

▶ G-lock 가로형 프론트 지퍼와 내부 조끼

▶ 조정 또는 제거 가능한 번지줄

▶ 목, 손목, 발목 내부의 스킨 씰은 물 유입을 차단

▶ 동굴뿐 아니라 개방 수역 사이드 마운트를 위한 디자인

▶ 블라인드 스티치 바느질 위에 4번의 리퀴드 심 처리
▶ 테크니컬 다이빙에 용이하도록 양쪽 허벅지에 포켓 장착
▶ 후드 기본 부착형
▶ 사이즈 선택 시, 한 사이즈 작게 선택

AUG
AUG는 최상의 보온성과 적은 부피의 완벽한 조합이다.
높은 밀도의 원단과 스트레치 원단의 두 겹(AUG450)으로 된 디자인은 따뜻한 공기층을 원단 사이에
유지시켜 최상의 보온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 시켜준다.
모든 타입의 드라이 슈트에 적합한 AUG는 매우 차가운 물에서 다이빙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다이
버들을 위해 다른 AUG 내피들과 겹쳐 입을 수 있다.
AUG450의 경우 다른 AUG 내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위킹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배출시킨다. 이를 통해 다이버는 다이빙을 하는 동안 따뜻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
다. 또한 세탁기로 세탁을 하여도 직물 손상이 없어 세척이 용이하며,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어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AUG 450

AUG 450

▶ 모든 타입의 드라이 슈트에 적합
▶ 이중 구조의 과학적인 플리스
▶ 얇은 두께에 높은 단열성
▶ 어깨 부분 지퍼 포켓
▶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손가락 걸이
▶ 세탁기로 세척
AUG 260

AUG BASE

AUG
260260
AUG

AUG
BASE
AUG
BASE

AUG
450450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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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해성
만티스 컴퓨터
새로운 만티스 다이빙 컴퓨터는 모든 곳에서 환상적으로 작동한다. 다이빙에서 M1은 직관적인 메뉴와 4가지의
잠수모드 및 수영모드를 포함하였으며,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매일 착용이 가능한 스타일리쉬함과,
피트니스나 하이킹을 위해 전체 시간을 유지하는 기능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만티스 컴퓨터를 통해서
업계 최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주요 특징
▶ 우바텍 ZHL-8 예측 다중 기체 알고리즘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위한 우바텍 ZHl-8 예측 다중 기체 알고리즘
▶ 심장 박동수 모니터 옵션 구입을 통해 SCUBAPRO 심장 박동수 모니터와 연동 사용 가능
▶ 감압, 게이지, 프리다이빙과 CCR 다이빙 모드
▶ 폐쇄식 리브리더 다이빙을 위한 고정형 PPO2 CCR알고리즘
▶ 고정형 산소 부분압 알고리즘
▶ “Marine grade”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투 톤 마감
▶ LogtRAK 소프트웨어를 통해 PC/Mac과 안드로이드에 연결 가능
▶ 스톱워치 수영 모드에서 랩타임을 기록
▶ 최대 작동 수심 : 120m
▶ \890,000

노바 700R 라이트
컴팩트한 패키지 안에서 훌륭한 밝기를 자랑한다. 강력한 충전식 다이빙 라이트는 야간 다이빙뿐만
아니라 주간 다이빙 때도 최고로 만족시켜드릴 것이다.
SCUBAPRO는 새로운 충전식 노바 700R 라이트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고강도 알루미
늄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CREE XML2 LED 전구를 사용하여 700~800 루멘의 밝기를 제공한다.
2개의 더블 오링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전략적으로 배치한 골(금속의 다
이아몬드 모양)을 통해 그립감을 개선했으며 보다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라이트 헤드 쪽
끝 부분에 충격방지용 고무 보호가드를 더해 미끄럼까지 방지해 준다.
NOVA 700R은 14cm 길이에 1개의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륨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
해 2.5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한다.
후면부 과압 방지 밸브를 통해 최대 300m 수심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는 비슷한
금액대의 라이트에서 볼 수 없는 안전을 위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견고한 그립감과 무게, 단단한 알루미늄 보디는 다이버들에게 사랑받을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
며, 특히 BC포켓에 보관할 소형 또는 텍용 백업 라이트를 찾는 다이버에게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
▶ \260,000

노바 700 라이트
휼륭한 다이빙 라이트는 어두움을 밝혀주고, 주간과 야간 다이빙 시 다양한 색을 표현해준다.
SCUBAPRO는 새로운 충전식 노바 700R 라이트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고강도 알루
미늄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CREE XML2 LED 전구를 사용하여 700~800 루멘의 밝기를 제공
한다. 2개의 더블 오링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전략적으로 배치한 골
(금속의 다이아몬드 모양)을 통해 그립감을 개선했으며 보다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라
이트 헤드 쪽 끝 부분에 충격방지용 고무 보호가드를 더해 미끄럼까지 방지해 준다.
NOVA 700은 22.2cm의 길이에 C형 배터리 3개를 사용하여 10시간 이상의 사용시간을 제공한
다. 후면부 과압 방지 밸브를 통해 최대 300m 수심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는
비슷한 금액대의 라이트에서 볼 수 없는 안전을 위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견고한
그립감과 무게, 단단한 알루미늄 보디는 다이버들에게 사랑받을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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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레보 핀
제트핀의 기본 구성에 충실하면서도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을 새롭게 구축하
여, 이전의 고무보다 반발 탄성이 높은 소재를 채용하여 강한 순발력과 편안한 킥을
완성하였다. 드라이 슈트 착용 시에도 높은 쾌적성을 느낄 수 있다. 풋 포켓의 크기,
풋 포켓과 블레이드와의 밸런스가 좋아 더욱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2015년형 레보 핀은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망고 색상은 한정판으로 소량만
입고되었다.
▶ 무게 : R사이즈(1조에 2.4kg), G사이즈(1조에 2.8kg)
▶ (핀)길이 : R사이즈 48.4cm, G사이즈 50.8cm
▶ 색상 : 블랙, 화이트, 망고
▶ 사이즈 : 레귤러(230~260mm), 그란데(260~290mm)
▶ \380,000 (스프링 스트랩 별매 \75,000)

씸리스
글러브
매우 가볍고 편안하리만큼
부드러운 장갑을 만들기
위해 바느질 이음새 대신
열 테이핑을 했다. 1.5mm

폼텍 싱글윙 시스템
X-TEK은 완벽히 규격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다이버들이 필요로할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내
구성, 조작성 및 전반적인 다이빙의 편의성을 끌어 올리고 테크니컬 다이버로서의 기품을 가질 수 있
게 한다. 각각의 하네스, 윙 그리고 액세서리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TEK 시스템 구성을 결합한다.

네오프렌으로 제작되었으며,
손바닥에 SCUBAPRO

주요 특징

로고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

[ 도넛 윙 ]

프린팅 되어 있다.

• 부력 : 13Kg/30lbs

▶ \50,000

• 원단 : 내피와 외피로 2중 처리가 되어 있으며, 내피는 420 DEN Nylon 재질에 접합부는 고주파
방식으로 접합되어 있으며, 외피는 내마모성이 강한 1680 DEN Nylon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급속 흡, 배기가 가능한 균형식 파워 인플레이터
• 백 플레이트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윙 중앙에 홀이 5개가 있음
• 도넛 윙 타입의 타원형모양이며, 자바라호스, 인플레이터, 67Cm(±3%)의 LP호스로 구성
• 유럽 안전 기준 CE 인증제품

[ 하네스(백 플레이트 포함) ]
• 스테인레스 재질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5개의 홀과 6.5Cm(±0.3%)의 길이의 홀이 있는 백 플레이트
• 가슴 벌어짐 방지 버클
• 허리 밸트 양쪽에 D링 2개
• 푹신한 등판패드에 약 35mm(±3mm) 크기의 6개 D링
• 어깨끈 조절이 가능한 퀵 릴리즈와 신속한 장비 탈착을 위한 헤비 듀어 퀵 버클
• 어깨패드 부분에 고정식 6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D링과 인체공학적인 유선형 어깨패드
부드러운 5mm의 웰빙 끈에 2개의 D링이 달린 크러치 스트랩
• 백 플레이트와 하네스가 8개의 스테인리스 나사로 결합되어 있어 견고함
• 싱글 더블 실린더 호환 가능
• 허리부분을 보호해주는 허리 패딩 시스템

[ 싱글탱크 어댑터 ]
• 한번 탱크 사이즈를 조정한 후 별도의 재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치 시스템
• 2조의 탱크 고정벨트로 구성 되어 있음

구성품
1. 도너츠형의 윙 30lbs (13Kg) 2. 백 플레이트
3. 하네스 4. 싱글탱크 어댑터 5. 크러치 스트랩
▶ \1,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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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왕잠수

록시 컴퍼티션 스팟(Rocksea competition spot)
▶ 트리고카모-혁신적인, 독창적인 3D 위장 장치
▶ 뛰어난 위장 및 상대방에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짝이는 스팟 표시 자켓
▶ 울트라 소프트 네오프렌 엘라스킨 X 8.6을 적용한 최상의 편안함과 견고함을 제공
▶ 오픈 셀 안감으로 최상의 따뜻함을 제공
▶ 알고핏 : 인체공학적 커팅, 모든 디테일을 적용하여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
▶ 등 커팅 : 슈트 뒷면에 특별한 윤곽을 적용하여 등과 어깨 사이에 밀착력을 높임
▶ 360° 원피스 페이스 씰은 편안함, 방수, 내구성을 향상시킴
▶ 마감 - 손목, 발목 및 얼굴에 네오프렌 단을 맞추고 자켓에 라이크라 단을 맞춤
▶ 강화 - 팔꿈치과 무릎에 마모방지 수프라텍스, 미끄럼방지 3D 가슴 보호
▶ 위장형 패딩 가슴 강화 - 최고의 안정성 및 편안함, 길고 강한 장비 운반
▶ 비버 테일 - 더블버튼 조임, 인체공학적 윤곽
▶ 프리컷 시스템(부샤 특허) : 허리 커팅 바지로 전환되는 롱존 스타일 바지
▶ 브라카 컨셉 (부샤 특허) : 사용하기 편리함, 조심스러움, 위생적인 지퍼 없는 바지 앞부분
▶ 두께 : 5mm
▶ Model No. 605-57*(상의)
605-52*(하의)
▶ \590,000

3mm 에스파동 이큅트(ESPADON EQUIPE)
▶ 새로운 부샤 디자인
▶ 고품질의 사전성형 해부학적 커팅
▶ 부드러운 네오프렌
▶ 오픈셀 안감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최대화함
▶ 허리 커팅 롱존은 착용감을 간편하게 함
▶ PU 강화는 팔꿈치, 무릎 및 가슴에 더 많은 유연성을 위해 다양한 두께의 홈으로 구성됨
▶ 자켓의 밑단은 더 큰 내구성을 갖도록 날이 선 모양으로 디자인
▶ 자켓에 후드가 부착 된 롱존 타입의 상의
▶ 허리 커팅 하의
▶ Model No. 600-91*(상의) / 600-97*(하의)
▶ \290,000

2mm 록시 장갑
▶ 트리고카모 - 혁신적이며 독창적(독점적)
3D 캐모플러그 장비
▶ 울트라-소프트 네오프렌 소재와 함께
티타늄 오픈 셀 안감 및 양면 손목 씰을
사용하여 쉬운 착용
▶ 손바닥 및 안쪽 손가락의 수프라텍스
보호, 손등에 PU코팅 보호
▶ 사이즈 : XS/S, M/L, XL/XXL
▶ Model No. 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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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

2mm 록시 삭스

2mm 문디알 장갑

▶ 트리고카모 - 혁신적이며 독창적(독점적)

▶ 울트라-소프트 네오프렌 소재와 함께 티타늄 오픈 셀

3D 캐모플러그 장비

안감 및 양면 손목 씰을 사용하여 쉬운 착용

로딩 패드

▶ 티타늄 오픈셀 내부 및 울트라-소프트 네오프렌 삭스

▶ 손바닥과 손가락 안쪽 수프라텍스 보호

▶ 발바닥에 수프라텍스 보호

▶ 손등에 PU코팅 보호

▶ 미끄럼방지 PU코팅 된 5mm 네오프렌 강화

▶ 뒤꿈치와 발등에 PU코팅 보호

▶ 사이즈 : XS/S, M/L, XL/XXL

▶ 슈트에 부착하여 추가적인 보강 또는 교체

▶ 사이즈 : XS/S, M/L, XL/XXL

▶ Model No. 212-21*

▶ Model No. 412-31*

▶ Model No. 401-10*

▶ \85,000

▶ \20,000

▶ \50,000

맥럭스 S (MAXLUX S)

마이크로맥스 카모

스파이(SPY)

▶ 좁은 얼굴 모양에 맞게 컴팩트한 스커트 디자인

▶ 캐모플러그 디자인의 프리다이빙을 위한 마스크

▶ 맥럭스, 맥럭스 S 또는 다양한

▶ 특수한 디자인은 내부 볼륨을 상당히 감소시킴

▶ 초경량 및 매우 작은 부피(130cm33)의 마스크

색상의 마이크로 맥스 마스크를

▶ 수압에 눌린 귀를 뚫기 위한 이퀄라이징에 용이하도록

위한 필수 보완품

(프리다이빙에 좋음)
▶ 넓은 가시 범위

마스크의 코 부분 그립감을 높인 디자인으로 누구나

▶ 간단하고 효과적인 부착 시스템

▶ 높은 광도

쉽게 사용 가능

▶ 실리콘 마우스피스 튜브 스노클

▶ 4가지 색상 구성 : 블랙, 브라운, 그린, 블루

▶ 프레임을 부드럽게 성형시켜 그립감을 높임

▶ Model No. 151-28*

▶ 저자극성 실리콘 스커트로 매우 부드럽고 편안한 마스크

▶ \83,000

▶ 스커트에 직접 고정된 마이크로 미터 조절 버클

▶ 색상 : 검정, 파랑, 초록, 브라운

▶ 캐모플러그(위장)형 마이크로 마스크

▶ Model No. 152-16*

▶ 중량 : 147g

▶ \28,000

▶ Model No. 153-60*

▶ 맥럭스, 맥럭스 S 또는 마이크로
맥스와 잘 어울리는 색상

▶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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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Underwater Camera
and Housing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망우보뢰(亡牛補牢)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996년, 나의 꽃다웠던 대학 1학년 봄날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르는 놈이라며 밤새 한숨을 내쉬시던 아버지가 오셔서 해결해주신

모은 전 재산 380만 원으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였다. 이 차는 나

것만 기억이 난다. 이 사건으로 나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기름값 2만

의 행복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어디든 훨훨 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원 외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주었다. 그 당시 남산자락에 모교가 있었기에 드라이브를 하며 남산

일반적으로 스쿠바다이빙을 하게 되면 BCD와 호흡기를 구매할 때 가

순환도로의 화사하게 피어있는 벚꽃의 정취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

장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최근에는 BCD와 호흡기보다 카메라 장

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틀만에 차를 구입한 초짜의 꿈은

비를 가장 먼저 구매하는 다이버의 숫자가 늘고 있다. 그만큼 다이버

나흘째 되는 날 운전 미숙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길거리에 나

들이 수중사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쿠바다

뒹굴고 있는 내 행복의 조각들을 주섬주섬 줍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버지 수중사진 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똑딱이(콤팩

있던 교통경찰관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내 운전면허증을 보더니 혼을

트) 카메라나 DSR로 촬영한 수중사진의 수준이 돋보이는 것이 많다.

내야 할지 다독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

하지만 수중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열정과 더불어 방수하우징을 세

았다. 그 당시 충격이 컸는지 사고를 어떻게 수습했는지 제대로 기억

심하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다이버들이 다이빙 중 방수하우징에

이 나지 않는다. 다만 느닷없이 차를 사서 끌고 온 나를 보고 분수도

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순간, 소리를 지르며 수면을 향해 힘껏 핀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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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얼굴에 근심을 가득안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

얼마 전 함께 다이빙을 했던 다이버는 미니 액션캠 방수하우징의 결함

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마도 이 순간에 드는 감정은 나의

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첫 다이빙 때 침수를 시켰지만, 제품에 결함

사랑스러운 차가 박살나던 날에 교통경찰관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가능

다이빙을 준비할 때 철저히 확인하는 것처럼, 수중에서 사용할 카메

하면 국내 정식 수입원을 통해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조

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침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하우징 결함으로 인한 피

것이다.

해가 생겼을 때, 보험을 통해 손쉽게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
은 지를 살펴보고, 카메라와 하우징에 관하여 상식적이지만 간과하기

O-링 관리

쉬운 문제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니 이번기회에 한번 체크해보는

방수하우징과 스트로브 등에 사용되는 O-링은 본체와 연결된 부위에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끼우는 실리콘 재질의 부품으로써,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압력이 증가하면 O-링은 고정된 틈새에서 스트레스를

첫 테스트

받아가며 방수를 위한 일을 한다. 널리 쓰이는 O-링의 재질로는 실

방수하우징을 구입하면 가장 먼저 물 속에서 카메라를 넣지 않고 테

리콘, NBR(Nitril Butadiene Rubber), FPM(Fluorinated Rubber)

스트를 해야 한다. 방수하우징에 자체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있다. 바람직한 재질은 햇빛, 온도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다. 방수하우징 내부에 신문지 같은 종이를 빈틈없이 채운 후 수영장

하며, 내노화성, 인장강도 및 내마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

에서 다이빙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방수하우징이 양성 부

다.(수중사진, 구자광) 재질의 특성상 취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력으로 가라앉지 않을 수 있으니 웨이트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O-링 취급시 주의사항
네 번째, 하우징 본체와

첫 번째, O-링을 제거할 때는 틈사이로 날

세 번째, 구매한 하우징의 O-링에 적당량

카롭지 않은 O-링 리무버(Remover)를 사용

의 윤활제(이하 그리스)를 바르는데, O-링

스트로브와 같은 보조 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리무버가 없

의 크기에 따라 적정량이 다르겠지만 쌀 한

비의 O-링이 들어갈 곳

톨 크기만큼을 손가락 끝에 발라 골고루 문

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틈

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른다. 그리스를 바를 때는 O-링이 늘어나

새가 좁을 때는 면봉을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후 부드럽게 만

이용하면 쉽게 닦아낼 수

져가며 다시 한 번 점검한다.

있다.

두 번째, 사용하던 O-링이라면 표면을 눈
으로 직접 확인하고 흐르는 깨끗한 물에 먼
지나 모래, 머리카락, 소금 등을 씻어내도록
한다.

다섯 번째, 본래 자리에 장착할 때에는 늘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눌러가며 끼운다. 만일 장시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은 지퍼 팩에 밀봉해 두면 오랜 시간동안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다.
당기는 옳은 방법

당기는 옳지 않은 방법

늘어지지 않게 끼우기

장기간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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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시 대처방법
첫 번째, 침수에 대비하여 육안으로 내부를 볼 수 있는 하우징과, 하우징이나, 내부에 침수

네 번째, 응급처치에 사용 가능한 부품이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센서를 장착하여 알람을 해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침수가 시작되었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전체 오버홀 후 분해된 부품이다. 제조사만 같다면 위치가 다를 뿐

다면 렌즈를 아래로 향하도록(배터리/전원부가 젖지 않도록) 하여 하우징 내로 침수된 물이

거의 같은 부품이 사용된다. 따라서 스프링, 버튼, 여분의 O-링을 몇 개 가지고 있다면 간단

빈 공간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천천히 상승하여 보트 스태프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이미 많

한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

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었다면 카메라는 포기하고 다이빙을 안전하게 마쳐야 한다.

두 번째, 침수된 장비는 먼저 배터리를 분리해야 한다. 침수된 카메라나 스트로브 장비들은
전원부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위험
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도록 한
다. 최근에 만들어진 스트로브 중에
는 침수가 일어나도 배터리 실에만
물이 차고 스트로브 장비 내부는
침수되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들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 하우징 내부에 스트로브 연동센
서(전자회로)와 같은 장비가 침수되었거나
고장의 원인을 모를 때는 수리할 때까지 사
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침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처치법을 숙지한다면 침수되
었을 때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미세하게 침수된 하우징의 경우 재빨리 외부의 물
기를 제거하고, 하우징과 카메라 본체를 분리한다. 이후 하우징 내부의 침수원인을 찾는
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은
스프링이나 O-링 부분에서 스프
링 부분에서 경화를 일으켜 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방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진가라면 다이빙을 하면서 한 번쯤
은 겪게 되는 아픈 경험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짝과 함께
‘BWRAF’를 체크하듯 간단한 절차로 예방이 가능하다. 수중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다이빙이 더 재미있다. 따라서 카메라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촬영법을 익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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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Digital Underwater Photographer) 스페셜티 코스

6월의 이벤트

한국에도 수중사진가로 활동하는 훌륭한 분들이 무척 많다. 기회가 되어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프로작가처럼 수중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포토그래퍼 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코스를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사진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진 활동을 통해 스쿠바다이빙

50여 년의 방수하우징 역사를 가진 Ikelite의 한국 에이전트

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음은 사실이다.

인 InnovativeDuo International에서는, 오는 6월 3일과 17일
에 개인 다이버가 소지한 하우징을 직접 청소, 관리할 수 있

학생과정

도록 하는 방수하우징 관리요령 및 침수 시 대처요령에 대

참가자격 : 스노클러(포토그래퍼 레벨 1),

한 미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픈워터 다이버(포토그래퍼 레벨 2)
교육시간 : 이론 약 1~2시간

일시 : 2015년 6월 3일(수) / 17일(수) 저녁 7:00~9:30

스노클러(포토그래퍼 레벨 1) 바다실습 1회,

장소 : Ikelite Korea(서울 은평구 역촌동 59-20 2층)

오픈워터 다이버(포토그래퍼 레벨 2) 바다실습 2회

인원 : 회당 최대 6명

강사과정

신청방법 : 노마다이브 이메일(noma@nomadive.com) 신청

교육비용 : 2만 원. 다과, 흡수제(Leak Insure) 증정
참가자격 : PADI 다이브마스터 이상

기재사항(이름, 연락처, 다이버 레벨, 보유 기종)

교육시간 : 이론 5시간 이상, 해양실습 다이빙 1회(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본 코스는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나 PADI 강사를 찾아 배울 수 있으니, 다이빙 시즌이 오기 전

신청인원 초과 시 3차 교육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 미리 배워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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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정규교육 : 6월 12일 시작 주중반 (10일)
- 크로스오버 : 5월 20일 시작 주중반 (6일)
IE(강사시험 - 한국) 6월 27~28일

IDC(강사개발교육 - 필리핀)
- 정규교육 : 10월 1일~10일 (10일)
- 크로스오버 : 10월 6일~10일 (5일)
IE(강사시험 - 필리핀) 10월 12~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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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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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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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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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트라이믹스 다이빙(Trimix Diving)

TECHNICAL DIVING

헬륨과 트라이믹스

왼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심이 증가하면 산소가 21% 함유된 공

이미 지난호에서 대심도 다이빙에서 나타나는 기체의 독성에 대하여 언

기의 경우 수심 70m에서 산소부분압이 1.68이 되어 산소 제한 한계를

급한 바 있다.

넘어서게 되는 반면에, 산소가 12% 함유된 트라이믹스의 경우 100m

공기 중의 질소는 깊은 수심에서 질소마취를 일으킨다. 대개 40m 이

수심에서도 산소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의 수심에서 나타나며 사람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50m 이상의 수심에서는 대부분 질소마취를 느끼게 된다. 물

헬륨과 트라이믹스

론 질소마취는 어느 정도는 훈련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

호흡 기체에 헬륨을 혼합하면 산소의 부분압을 낮게하여 중추신경계

심이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또 한가지 문제는 산소중독이다. 산소

산소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질소의 부분압도 감소시키므

중독은 산소 부분압이 1.6기압 이상 되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

로 마취현상을 예방하기 때문에 다이빙하는 동안 다이버가 정확한 판

기를 사용하여 수심 66m 이상의 수심으로 하강하면 산소 독성이 나

단력을 유지할 수 있다.

타날 수 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써 오래전부터 풍선이나 비행선을 공

이런 이유로 공기를 이용하여 수심 70m를 넘게 되면 심각한 위험에 빠

중에 띄우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비행선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략적

지게 된다. 판단력 둔화, 환각, 청각이상, 의식 불명 등으로 익사할 수

인 상품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헬륨은 공기와는 다른 여러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0m 이상의 대심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공기보다 산소 함유량이 낮고 질소 함유량도 낮은 기체가 필요하다. 이

헬륨은 소리를 아주 빠르게 전달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헬륨을 호

런 이유로 대심도 다이빙에서는 일반 공기보다 산소와 질소를 줄이는

흡하고 대화하면 도널드 덕 현상이라는 음성변조 효과가 나타난다.

대신 헬륨을 혼합한 기체를 개발하였는데 산소, 질소, 헬륨의 세 가지
기체를 혼합했다고 하여 트라이믹스라고 부른다.
수심(m)

주위압력(기압)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2
3
4
5
6
7
8
9
10
11

산소 부분압 (기압)
공기(산소21%)
트라이믹스(산소12%)
0.21
0.12
0.42
0.24
0.63
0.36
0.84
0.48
1.05
0.60
1.26
0.72
1.47
0.84
1.68
0.96
1.89
1.08
2.10
1.20
2.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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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풀페이스(Fullface)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

기체 성분 결정

우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게 된다.

트라이믹스는 산소, 질소, 헬륨의 혼합기체이다. 따라서 그 혼합비율

헬륨은 밀도가 낮아 호흡하기는 쉽지만 열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체온

을 선정하는 것은 수많은 조합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기

을 빠르게 빼앗아 간다. 따라서 헬륨이 포함된 기체는 드라이 슈트에

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심도 다이빙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감압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기체를 정하

에서 체온보호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이버는 사전에 체온을 보호할 수

는 것이다. 다이빙할 최대 수심과 시간을 계획하고 트라이믹스용 감압

있는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테이블이나 각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바닥수심, 감압 수심 등에 적

헬륨은 빠른 속도로 하강할 때 137~183m 부근 수심에서 마취현상을

절한 기체 성분을 계산한다.

일으킨다. 이러한 증상을 고압신경증후군(HPNS)이라 부른다. 이러한

예를 들면 산소부분압이 1.6기압이 되면 산소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

증상은 헬륨이 많이 포함되는 기체로 호흡할 경우에 일어나기 쉽지만,

문에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산소부분압을 1.4기압으로 지정한다. 따

소량의 질소를 첨가함으로써 고압신경증후군(HPNS) 현상을 감소시킬

라서 수심 90m(=10기압) 으로 하강하기 위해서는 산소 성분이 14%를

수 있다고 한다.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헬륨을 다이빙호흡기체로 사용하기 위해 산소, 질소와 혼합하여

같은 방법으로 질소 성분을 결정하고 나머지 헬륨 성분을 결정하면 트

트라이믹스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산소와 혼합하여 헬리옥스라

라이믹스의 성분이 결정된다.

는 기체를 만들 수 있다. 또 혼합 방법에 따라 공기에 헬륨을 혼합할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바닥기체의 경우 산소부분압을 1.4기압으

경우 헬리에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 지정하며 최대 1.6기압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때로는 산소부분압

헬륨은 인체에서 질소와는 다르게 작용하므로 헬륨을 사용하여 감압

을 1.3 또는 1.2 기압으로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추운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기 테이블이 아닌 트라이믹스용 테이블을 사

곳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다이빙을 할 경우 또는 CNS의 허용범위

용해야 하며, 다이브컴퓨터의 경우에도 헬륨을 지정할 수 있는 컴퓨터

내에서 장시간 다이빙할 경우(주로 감압기체의 산소 부분압을 낮추는

를 사용해야 한다.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보수적으로 다이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헬륨은 일반적인 수심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있으며, 특히 대심도에서 호흡기체의 산소와 질소를 줄임으로써 마취

감압 계획표 작성

성이 낮은 트라이믹스를 혼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체이다.

트라이믹스의 성분이 결정되고 감압용 기체의 성분들을 결정하고 나
면 이들 기체를 이용하여 감압 계획표를 작성한다. 감압 계획표는 테

기체의 마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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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He)

4.26

네온 (Ne)

3.8

수소 (H2)

1.83

약함

이블을 이용하거나 감압용 소프트웨어(예 : GAP, Deco-planner,
V-Planner 등)를 이용할 수 있으나,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소 (N2)

1.00

주로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알곤 (A)

0.43

트라이믹스 다이버는 다이빙하는 도중에 인체에 흡수되는 질소뿐 아

크립톤 (Kr)

0.14

크세논 (Xe)

0.039

강함

니라 헬륨 또한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테이블과 소프트웨어들은 공

기를 사용한 테이블과 비슷한 원리로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감

이빙에서 실존하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압 파일을 계산해낸다.

들 요인들은 온도,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운동(예를 들면 더블 실린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최대 수심과 체류시간을 입력하고 여

더와 감압용 실린더들을 착용하고 수영하는 일), 수류, 불량시야, 깊은

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인수(parameter)들을 입력하면 자

수심에서 실행해야 하는 일 등과 같은 것이다. 운동량은 다이빙에 따

동으로 감압 수심별 시간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뿐

라 그리고 다이빙 하는 날짜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며 따라서 공기소모

만 아니라 트라이믹스, 헬리옥스, 나이트록스 등을 자동으로 선정할

부피(RMV)는 변수이다.

수 있고, 바닥에서 사용할 기체, 이동 중에 사용할 기체, 감압에 사용

예를 들면 어떤 다이버의 수면공기소모량(SAC)이 분당 10ℓ라고 가정

할 기체의 사용량을 개인별로 계산할 수 있다.

한다. 이 다이버가 4기압에서 다이빙 한다면 수면보다 4배 많은 공기

이런 감압용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면 보다 다양한 기체와 감압 방법

즉, 40ℓ를 소모할 것이다. 따뜻한 수온의 표류 다이빙에서 다이빙계

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계산상의 착오

수(운동부하)가 1.2이다. 40ℓ에 1.2를 곱하면 48가 되므로 이 다이빙

나 실수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때

에서의 다이버가 실제로 사용할 공기소모부피(RMV)는 48ℓ이다. 또

문에 대부분의 대심도 혼합기체 다이버들은 감압용 소프트웨어를 구

다른 다이버는 찬물의 침몰선 다이빙을 하려고 하며 공기소모량이 앞

입하여 사용한다.

의 다이버와 같은 40이다. 그러나 이 다이빙은 스트레스가 크고, 수류
가 강하며, 물이 매우 차기 때문에 다이빙계수(운동부하)가 2.75로 매

기체 사용량 계산

우 높다. 따라서 분당 공기소모부피(RMV)는 40×2.75=110가 된다.

트라이믹스 대심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 사용량을 정확히 산

실제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자주 실시하는 필리핀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해야 한다. 기체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체 소모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기체 소모량을 측정하는 방법
과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수면공기소모량
(SAC)과 공기소모부피(RMV)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용되고 있다. 수
면공기소모량(SAC=Surface Air Consumption)은 다이버가 1기압(수
면)에서 휴식하며 1분 동안 사용하는 공기의 부피(압력이 아님)를 리
터(ℓ)로 표시한 것이다. 수면공기소모량(SAC)은 다이버의 체형, 건
강, 체격 등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수면공기소
모량은 분당 약 12ℓ정도 된다. 그러나 트라이믹스 다이빙에서는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하는 더 정확한 수면공기소모량(SAC)을 측정해야 한
다. 수면공기소모량(SAC)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작은 공기 실
린더에 호흡기를 연결하고 압력과 시간을 기록한 다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를 틀거나 책을 읽으면서(긴장하거나 말하지 않고) 20분간 정상
적인 호흡을 하며 측정하는 것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코를 잡거
나 마스크를 쓰고 측정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 압력과 경과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압력을 리터(ℓ)나 큐빅피트로 전환하면 여러분이 사용한 기체의 부피
를 구할 수 있다. 이 부피를 경과시간(분)으로 나누면 수면공기소모량
(SAC)이 된다.
공기소모부피(RMV)는 분당 공기 호흡량으로 다이버가 실제 다이빙에
서 소모하는 기체량이며 다이빙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공기소모부
피(RMV)는 수면공기소모량(SAC)을 먼저 구하고 수심과 운동량을 감
안한 다이빙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면 아래로 하강하면 다
이버가 호흡하는 기체의 밀도가 수심에 따라 변한다. 우리는 오픈워
터 다이버 과정에서부터 보일의 법칙에 의해 수심이 증가하면 호흡으
로 소모하는 공기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 운동량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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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m 수심부터는 경사도가 급격히 완만해진다. 따라서 50~70m

어가며 실시간으로 기체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과 계

미만에서 계산하였던 다이빙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무리하게 수심을

산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기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증가시키면 깊은 수심에서 예상치 못했던 완만한 경사도를 만나서 낭
패를 겪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다이버의 적합성

경험있는 테크니컬 다이버들과 많은 다이버들은 이전의 다이빙의 경

다이버의 적합성에 대하여 세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험을 근거로 수면공기소모량(SAC)을 계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 육체적 적합성(Physical Fitness)

우 이들이 계산한 것은 수면에서의 공기소모부피(RMV)이다. 왜냐하

- 정신적 판단력(Mental Agility)

면 다이빙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운동량이라는 요소가 포함되

- 지식 수준(Knowledge Strength)

어 있기 때문이다. 수면 공기소모부피(RMV)를 이용하여 필요한 기체
량을 계산할 경우 왜곡될 수 있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심도 다이버는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에 비하여 더 많은 신체적 능

예를 들면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수면 공기소모부피(RMV)가 12와

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수중에서 편안히 다이빙을 수행할 수 있는

27.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적은 숫자를 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기체가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대심도 다이버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여러

부족할 수 있고 반면에 너무 큰 숫자를 택할 경우 상황에 불필요한 추

개의 실린더에 적응해야 하고 이것은 다이버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 실린더를 지니고 다이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중시킬 수 있다. 감압을 하는 시간에도 다이버는 환경에 적응할 수

따라서 다이버가 필요한 기체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기소

있도록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모부피(RMV)보다 수면공기소모량(SAC)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심도 다이빙은 다이버에게 단번에 높은 물건을 뛰어 넘는 것처럼 초

일반적으로 트라이믹스 다이빙 교육에서는 매번 5~10m씩 수심을 증

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시키며 훈련한다. 매번 다이빙 하고 나서 계획했던 기체량과 비교하

영양부족이나, 탈수증, 알코올이나 약물의 오남용, 흡연 등은 물론 체

며 다이빙계수를 바꾸어 나아가야 깊은 수심에서 기체량이 부족하여

내에 축적된 과다한 지방 또한 감압병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특수성의 고려한다면 치과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

오늘날의 감압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수면공기소모량(SAC)을 바꾸

한다. 대심도 잠수에서의 고압은 종종 통상적인 스포츠잠수의 수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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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느끼지 못했던 치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이 대심도에
서 한 번 발생하였다면 그 뒤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기적인
운동과 균형있는 식생활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40%의 육체적 적합성과 60%의 정신적 적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중에서 다이빙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기 시작
할 때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는 이성적 능력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테크니컬 다이빙을 실시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적과 체스 게임을 두
는 것과 같다. 순간의 움직임은 물론 두 수 정도 앞을 내다보아야 한
다. 즉 상황을 인식하는 감각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통찰력을 개
발해야 한다. 정신적 판단력은 집중력과 평온함에서 시작한다. 일반인
들과 비교하여 스쿠바다이빙이나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냉정한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냉철한 마음은 판단력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빠르고 효
과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냉철한 마음이 매
우 중요하며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다.

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냉정하게 유지하는 성향은 유전학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긴

트라이믹스 과정은 60m 수심까지 다이빙 할 수 있는 기초 트라이믹

박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

스(Entry Level Trimix)과정을 배우고 나서 100m 수심까지 다이빙

다. 한 가지 방법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대응 방법을 숙달하는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Advanced Trimix)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반복하여 생각 없이도 자동적으로 대응

것이 순서이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쾌감대(comfort zone)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물론 이 과정을 한 번에 연결하여 배울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개인

되면 인체의 뇌는 직면한 다른 상황들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대응의

적인 능력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돈하게 된다. 즉 꾸준한 기술 연습과 만약의 경우에 대

TDI에서는 1999년 국내에 최초로 트라이믹스를 다이빙을 소개한 이후

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십수년간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지금은 훨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항상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s)을 작성한

과 보다 편리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다. 비상 계획은 장비로 인한 문제, 최대 수심 초과, 잘못된 기체 혼합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글 교재와 강사용 교재 등을 출시하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다. 비상 계획을 수립해 놓

다이버들은 물론 강사들도 트라이믹스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

음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계획을 적용

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TDI는 물론 타 교육 기관들도 점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술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풍부한 지

차 트라이믹스 교육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트

식과 상황판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연결된다.

라이믹스 재호흡기 등의 응용 분야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제 대심

이런 능력은 대부분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런 경

도 트라이믹스 다이빙은 누구나 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와 같은 적극적

험을 수치화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인 동기를 갖고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는 이런 경험을 각 과정마다 사전 조건(prerequisites)으로 지정해 놓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무모한 시도나 경쟁심리에 의한 만용은

았다. 예를 들면 SDI 솔로(Solo) 다이버 과정의 사전 조건은 100회 다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이

이빙 경험이다. 그러나 어떤 다이버가 열대지방의 아주 좋은 조건에서

며, 단계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100회 다이빙을 하였고 다른 다이버가 시야가 2m 밖에 안 되는 거친

훈련을 통해서만이 훌륭한 트

바다에서 60회 다이빙을 하였다면 누가 더 많은 다이빙 지식을 갖고

라이믹스 대심도 다이버가 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결국 자신이 얼마나 육체

수 있다.

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

또한 테크니컬 다이버는 항상

러분은 트라이믹스 대심도 과정에 참가기 전에 자신의 준비 상황을 직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

접 판단하고,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

적으로 연습해야만 테크니컬
다이버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

트라이믹스 교육과 테크니컬 다이버의 자세

는 것이다.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이트록스와 감압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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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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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이란 무엇일까?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바닷가로부터 평균 경사가 7도 정도의
평탄하고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얕은 바다 밑바닥을 말한다. 대륙붕은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이 만들어 낸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수심이 35~240m정도 되고, 폭은 평균 75km이다.
대륙붕에는 수많은 플랑크톤이 살며, 광합성 작용이 잘 되고 바닷물의
온도가 생물의 성장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류와 여러 종류의
바다식물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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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양(大洋), 내해(內海), 호소(湖沼), 대하(大河) 등의 수역에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를 섬(Island)이라 부른다. 지구상에서 일반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이상의 크기의 육지를 대륙(Continent)이라 하고,
그린란드와 그보다 작은 육지를 섬이라고 한다. 섬은 인간의 거주
형태에 따라 유인도, 무인도, 일시 거주 도서로 구분된다.
섬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겨난다. 하와이 섬이나 울릉도는 깊은 바닷속
화산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뉴욕 롱아일랜드는
빙하가 녹아 흘러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이 쌓여 생겨난 섬이다.
또 바하마 제도의 섬들은 하얀 산호 껍데기가 쌓여 섬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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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 스쿠버 다이빙 & EFR 센터
대표 : 한미란
대표번호 : 070-4300-1890
홈페이지 : http://www.duridive.com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446번길 36(구서동, 201호)

해양수도 부산에 자리한 두리 스쿠버 다이빙 & EFR 센터는
2013년 11월 오픈하여, 최상의 교육과 안전을 추구하는 강사진
과 함께 매주 진행되는 해양실습 및 펀 다이빙 투어로 부산 경남
권 다이버들을 맞이하고 있다.
바쁜 생활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예비 다이버들을 위하여 고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빌 예
비 다이버들의 안전과 다이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
하여 해양실습 시 교육생과 강사의 비율을 3:1 이상 넘지 않도
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의 품질임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실은 완전개방형으로 이론교육 중 장비를 보고 만지고 착용
해봄으로써 장비에 친숙해질 수 있다. 또한 교육 진행에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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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장비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보수되고 있다. 센터 내 위치한 장
비 보관실에는 한 번에 30명까지도 교육 가능한 교육장비들을 구비하고 있
으며, 철저한 A/S로 회원 분들의 장비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해양실습과 펀 다이빙 투어는 책임강사의 10년 다이빙 노하
우가 그대로 묻어나, 교육생에겐 안전함과 편안함을, 펀 다이버들에게는 매
주 새로운 경험과 설렘을 선사한다. 다이빙 경험이 있는 다이버분들은 또
다른 관리대상으로, 예전의 다이빙 기술을 상기시키고 스킬을 자유롭게 구
사할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자격 다이버
들의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 함께 할 팀을 구하기가 힘들어 투어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리 스쿠버다이빙은 부산 경남권에서 유일
하게 매주 2일 이상 펀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여 많은 국내 다이버들의 갈증
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중 이벤트로 다이버들에게 또 다
른 재미를 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수중정화 활동 등 다이버들의 책임감 있
는 다이빙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두리 스쿠버는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엔리치드 에어, 사이드 마

로써, 안전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제대로 된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여 더

운트, 수중 포토그래퍼, 수중스쿠터 등 다수의 스페셜티도 함께 제공함으로

욱 자신감 있는 다이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

써 다이빙의 재미를 배가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 다이버들

두리 스쿠버 강사진 역시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늘 최상의 다이빙 스킬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이빙 업계를 이끌어 갈 열정 있는 프로다이버 양성

최신의 트렌드를 유지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에도 힘쓰고 있다. 두리 스쿠버 다이빙 센터는 국내 사정상 프로다이버 교

있다. 두리 스쿠버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자는 의미에

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외국으로 나가서 프로과정을 밟는 다이버들이

서 시작되었다.

많지만, 두리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매주 진행되는 교육과 투어를 스탭핑 할

쉽고 안전하고 더 큰 재미를 위해 두리 스쿠버와 함께 다이빙을 시작해

수 있어 프로 다이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자!

또한 EFR 센터로서 다이빙뿐만 아니라 응급처지 교육도 늘 함께 진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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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서브마린 다이브
대표 : 이창기
전화 : 053-746-8885, 010-3547-4679
홈페이지 : www.facebook.com/yellowsubmarinedive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18 (범어동 128-24)

옐로우 서브마린(Yellow SubMarine)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전설
적인 밴드 비틀즈의 노래제목이다. 이곡은 원래 1966년 비틀즈의
6집 앨범 리볼버(Revolver)에 수록된 곡인데, 1968년에 만화영화
로 제작되어 1969년 사운드 트랙 앨범에 재수록된 곡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깊은 바다속에 있는 음악을 사랑하
는 낙원 페퍼랜드(Pepperland)에 어느날 음악과 사랑과 행복을
증오하고 말살시키려는 블루 마운틴의 악당 블루 미니즈(Blue
Meanies)가 쳐들어 왔다. 위기에 처한 페퍼랜드 국민들은 노란
잠수함을 타고 음악의 수호자인 비틀즈에게 구원을 청하러 가게
되고, 비틀즈는 블루미니즈에 대항하여 Love라는 무기로 음악의
성전을 벌여 페퍼랜드는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이다.
옐로우 서브마린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다이빙(잠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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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스토리 속에 간접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
으며, 속도를 재촉하는 현대에 올드한 멋과 여유는 다이빙과 잘 어울린
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이빙 레저를 비즈니스 또는 산업으로 생각하기보다 진정한 여유 있는
레저로써, 멋있는 분들과 함께 여행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옐로우
서브마린 다이브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다이빙은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천천히, 경쟁을 하지 않
는 레저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여유를 즐긴다면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옐로우 서브마린은 현재 카페와 다이빙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회
원들이 오가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같이 나누고 다이빙에 대한 다양한 지
식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센터 다이버들이 초보 다이버부터 경험 많
은 다이버까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인 곳이 옐
로우 서브마린 다이버센터이다. 또한, 다이빙에 처음 도전하는 교육생 및
연속교육자들을 위해 다양한 다이빙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다이빙
이론과 EFR(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준비되어 있다. 다이빙
의 목적이 바다에 있기에, 인원에 관계없이 늘 바다로 향한 국내외 다이
빙 여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들이 좋은 바다여행을 통해서 소중
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PADI 센터를 리뉴얼하여, 올해는 더 많은 회원들
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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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은 주로 해양에서 하는 레저이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다이버들은 항상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피부가
검다는 것은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어 피부색이 어둡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
운 것으로, 피부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부 스스로 멜
라닌이라는 갈색 색소를 생성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피부를 망치는 지
름길은 자외선을 많이 받는 것이다. 자외선을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
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타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탄력 손실과 노화를 막아 준다.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자!
글 편집부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의 파장이
짧은 쪽에 나타나는 파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이다.
자외선은 UV-A, B, C로 나누어진다. UV-A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는
자외선으로 피부를 붉게 만들고, 노화에 따른 장기적 피부 손상을 일으키
게 되며, UV-B에 비하여 에너지양은 적지만 피부를 그을릴 수 있다고 한
다. UV-B는 오존층에 흡수는 되지만 일부는 지표면에 도달할 뿐만 아니
라 동물체의 피부를 태우고, 피부 조직을 뚫고 들어갈 경우 피부암의 원
인을 제공하는 무서운 자외선이라고 한다. UV-C는 오존층에 완전히 흡
수되는 자외선으로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고 눈의 각막을 해치는 등 생명
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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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선택하기

선탠(Suntan)을 효과적으로 하기

우리 다이버들은 열대지방이나 여름철 한국 바다에

일반적으로 구릿빛 피부는 건강미로 느껴지게 한다.

서 다이빙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자외선에 노출되

그래서 어떤 다이버들은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는 시간이 늘어난다. 태양의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

모자라 고의로 햇볕에 몸을 태우는 선탠을 한다.

민D를 합성하고 살균작용을 하지만, 자외선으로 인

사람의 몸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일광 화상이나

해 발생하는 피부암, 홍반, 기미, 주근깨, 검버섯, 주

피부암같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피부 건강

름 등 피부의 노화와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을 위해 과도한 노출이나 선탠은 피해야 하지만 굳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은 자외선을 많이 받는 것이다.

하고 싶다면 몸을 보호하면서 태우는 방법을 찾아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타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야 한다. 우선 선탠하기 전 미리 목욕하고 각질을 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탄력 손실과 노화를

거해 피부가 균일하게 탈 수 있도록 한다. 피부에 각

막아 준다.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피부에 엄청

질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태닝 후 얼룩이 생길 수 있

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외선에 대해

다. 또 약 이틀 전부터 전신에 보디로션 등의 보습제

이해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선택하자.

를 골고루 발라 피부의 수분 증발에 의한 주름을 예

SPF는 자외선B(UV-B)의 차단효과를 표시하는 단

방하도록 한다. 그리고 선탠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

위이다. 자외선 양이 1일 때 SPF 15 차단제를 바르

제가 필수다. 건강해 보이는 갈색 피부를 원할 때는

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15분의 1로 줄어든

SPF 8~10, 경쾌해 보이는 황금색 피부를 만들고 싶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기능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A는 UV-A 차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무기자차)에 들어가는 성분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PA 옆에 붙은 +의 개수로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가 있다.

차단 정도를 판단한다. 즉 PA+는 PA의 2배, PA++

- 대부분 돌가루 성분이다.

는 4배 정도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 두

- 피부에 바르면 백탁현상(하얗게 되는 단점)이 있다.

개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피부에 발라서 자외선이 피부표면에 닿기 전에 반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의 종류에는 화학적 자외선 차

- 유기자차보다는 더 순한 성분으로 되어있다.

나뉜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유기자차)에 들어가는

-	클렌징을 잘 해주지 않을 경우 피부 트러블의 원인

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에이트, 호모살리에이트, 벤

운 이마나 콧등, 귀 뒤, 광대뼈의 위 등은 SPF 30 제
품을 고르게 발라준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게 바르고 1~2시간마다 덧발
라 땀에 지워진 부분을 보충한다. 덧바를 때는 물기
를 제거한 후 골고루 잘 발라줘야 한다. 또 온몸이

사하는 역할을 한다.

단제(유기자차)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무기자차)로
성분은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옥틸메톡시신나

다면 SPF 15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타기 쉬

고르게 탈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 주면서 한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보다 약간 흐린 날에 선탠
을 하면 비교적 피부를 덜 손상되게 하면서 갈색 피

이 된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선블

조페논-3, 아보벤존 등이 있다.

록, 아이오페 마일드 선크림 등이 있다.

- 대부분 유성(기름) 성분이다.

결론적으로 SPF와 PA지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

- 농도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화학적, 물리적 성분

- 많이 넣을수록 자외선 차단지수가 올라간다.

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므로 민감한 피부에는 약

- 피부에 화학적으로 흡수되어 약간 자극적이다.

간 낮은 제품을 덧발라 주는 것이 더 좋다. 또한 사람

-	백탁현상이 없다. 선크림의 백탁현상이란 선크림을

의 피부에 따라 자외선 차단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발랐을 때 얼굴이 회반죽을 바른 것처럼 부자연스

SPF가 높다는 것은 차단의 정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

럽게 하얘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 차단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뉴트로지나 울트라 쉬어 선

SPF 20~30 정도를, 야외생활에서는 35 이상을 추

블록, 스킨푸드 당근 선크림 등이 있다.

천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를 만들 수 있다. 선탠은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에 해야 한다. 선탠 첫날에는 20분 정도를
하고 20분 정도 쉬는 방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하고,
다음 날부터 선탠 시간을 조금씩 늘리되, 하루 총 선
탠을 하는 시간이 총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선탠 중에 따끔거리는 것이 느껴지면 화상이 진행된
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중단한다. 선탠을 할 때는 평
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주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
나 채소를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다. 선탠 후에는 차
가운 물로 샤워해 피부의 열을 식혀주고, 피부의 보
습과 영양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일광화상에 대처하는 방법
선탠을 하는 데 있어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일광 화상이나 피부암같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일광화상은 자외
선을 피부에 받는 것으로, 피부가 붉게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증상(sunburn)과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에 침착하는 것
(sun tanning)이다. 일광 화상은 자외선이 주범으로, 노출 즉시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태양에 노출된 지 4~8시간
정도 지나야 벌겋게 붓고 화끈거리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24시간이 지나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화끈거리는 부위를 찬물이나 얼음을 이용하여 진정시켜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피부를 진정
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정효과가 있는 감자, 당근, 오이, 딸기, 상추, 무지방 우유 등을 이용한 팩도 도움이 된다.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이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물집이 터지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잘 소독해주거
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피부를 비빈다든가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절대 벗겨지는 피부를 잡아 뜯어서는 안 된다. 흉터와 염증을 부르게
된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특히 보습에 신경을 쓰되,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여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자
주 씻거나 과도한 마사지는 금물.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7~8컵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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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ssay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유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라도 나를 보고 행복
과 기쁨을 느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사랑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기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이라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 할 수
도 없다. 마음은 몸에 의지해서 일어나지만 마음에 의한 의식작용이 없으면 몸은
활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하나를 일
러서 자아 또는 자신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이기에 그 무엇보
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진정한 나에 머물 수 없다.
몸은 자신을 다른 존재와 구별 짓는 표상이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
징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반해서 마음은 몸을 통해서 사물을 감각하여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말과 행위를 하는 정신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우리들이 삶
을 지탱하고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야 말로 행복과 자유라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재이다. 이것이 자
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는 밖으로 보이기 위해서 몸
치장에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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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은 생명작용을 위한 근본으로서 다양한 원소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물에 의해서만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음식은
물론 적절한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섭취
할 음식물이나 활동량, 수면시간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
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당연함이다.
그런데 요즈음 성형미인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을 가꾸지 않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는 어느 성형미인의 당당한 눈
빛이 문득 떠오른다. 그 말은 온갖 성형을 해서라도 몸을 아름답
게 가꿔야만 한다는 성형만능을 찬양하는 외침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그러한 무모한 행위가 얼마나 자신의 몸
을 학대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수술
을 감행했다가 마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성형부작용으
로 오히려 수술을 안 한 것만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니겠는가. 진
정으로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태 그대로, 건
전한 삶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랄 뿐이다.

이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스러운 상태가 될 때 마음
또한 자유스럽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마음을 평화롭고 자유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운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재물에 집착하

마음이란 몸으로부터 생겨나지만 몸이 아니며, 육체적 활동은 없

게 되면 마음이 재물에 묶이게 된다. 즉, 재물에 구속되는 것이다.

지만 몸을 움직이게 하고 존재에게 감정을 느껴 자극에 반응할

생각이 구속되어 묶이는 순간 마음 또한 구속되므로 자유스러움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하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이는

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때부터 마음은 괴로움의 터널 속에 잠기

사물을 인식할 수 없으며, 몸으로부터 감지된 느낌이나 감각에

게 되고 구속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고통은 계속된다.

대한 정보 또한 인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집착과 같이 마음을 구속하여 자유를 빼앗아

마음은 생각을 일으키고 다시 기억으로 저장함으로써 생명활동

버리는 것들을 수없이 만난다. 불신, 우울, 외로움, 후회, 잘못, 죄

의 영속성을 가능케 한다. 생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마음 안

의식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각양각색의 일들이 다가와서 마

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을 생각이 담겨진 바구니라고도 한

음을 구속하고 행복과 자유를 앗아간다. 이때, 마음은 행복과 자

다.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날 정도로 한 순

유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것에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

간도 생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는 마음은 소유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유욕을 가장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

낮은 위치로 낮추는 것이 제일이다. 욕구가 하늘로 치솟는 만큼

그래서 마음은 숨이 막힐 정도로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나 괴로움이 마음에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 마음은 소리

그런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되었거나 두려

없이 죽어간다.

움에 떨고 있거나 분노로 가득 차면 마음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

이와 같이 몸과 마음, 즉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끼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심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몸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으

되는 것이다.

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해줄 수 없기

그러므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생각은 즉시 그쳐야 한다.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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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독자 탐방기

일본 다이브 리조트, 도심형 다이브 센터

PADI 아시아 퍼시픽 JAPAN 그리고
마린 페어(Marine Fair) 탐방기
글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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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쿠바다이빙 산업을 탐방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30분, 김

제공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하며, 이 포인트

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의 관리나 사용은 그 지역 다이브 센터들이 공동으로 한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피닉스 아일랜드의 정혜영 대표와 성산스쿠바 김영언 대표, 안

이러한 아이디어는 적은 투자로 홍보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서 우리

소연 매니저, 성산청년회 서영오 회장이, 서울에서는 블루다이버스 임욱선 코

도 벤치마킹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스디렉터, 미스터다이버 채용병 대표, 해저2만리 김강영 대표와 더불어 우리를

다이빙을 마치자마자 장비세척장으로 향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차가

안내해 줄 3개 국어가 능통한 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지역 매니저 김부경 담

운 물에서 나온 다이버를 위하여 따뜻한 물을 일본식 욕조 같은 탱

당관이 3박 4일(3월 31일~4월 3일)의 일정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다.

크에 받아 놓아 슈트를 입은 채로 온천을 즐기는 듯한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추위에 떨며 슈트를 벗지 않아도 되니 참 좋은 아이디어

첫째 날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11시쯤 일본 하네다 공항(羽田空港)에 도착하니, PADI

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부대시설 관리의 대부분이 어촌계에

아시아 퍼시픽 재팬의 동부 지역 매니저인 고바야시(Kobayashi) 씨가 우리를

서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다이브 코스

맞이했다. 첫 번째 다이브 리조트 탐방과 현지 다이빙을 하기 위해 부랴부랴

(교육)와 다이브 가이드 투어에 초점을 맞추고, 어촌계는 부대시설

전세 버스에 짐을 실었다. 실제 다이버 트레이닝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즈

을 관리하는 것이 일본의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분업화된 시스템을

(伊豆) 반도까지 가기 위해 3~4시간 정도를 이동하였다.

통해 상생하면서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다. 보다

첫 번째 비치 다이빙은 늦은 오후 오세자키(大瀨崎)에 위치한 ‘하마유(はまゆ

세심하고 깔끔한 5성급 서비스로 다이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う) 마린 서비스’에서 실시하였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은 일

있었고, 이 점은 다음날에 더욱 실감이 났다. 일본에서의 첫 다이빙

본 특유의 청결함이 돋보였다. 포인트의 최대 수심은 25m, 수온은 14도로 제

을 마치고 이동하여, 다음 날 있을 다이빙 포인트에서 가까운 지역

주도의 다이빙 포인트와 유사하였다. 공기탱크는 우리나라 것보다 상당히 작

인 쿠모미 온천(雲見溫泉)에 있는 일본식 다다미 여관인 마츠바라

았고, 스틸 탱크였기 때문에 웨이트는 적게 찼다.

(松原莊)에 체크인하였다.

이런 점은 일본 다이버가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

평일이어서인지 숙소에는 손님이 없어 여관 전체를 전세 낸 듯 지낼

는 생각이 들었다. 스틸 탱크를 사용하여 여성 다이버들이 다이빙하기 용이하

수 있었다. 저녁 식사로 어부인 숙소 주인장이 낚시로 잡은 커다란

고, 나아가 드라이 슈트의 보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일리가 있

도미 두 마리로 회를 떠 주신 데다, 일본 가정식 요리를 상다리가 부

다는 생각에 우리나라도 스틸 탱크의 보급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바

러질 정도로 차려 주신 덕분에 준비한 일본 술과 맥주를 곁들여 유

닷속에서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눈에 띄었으며, 특히 어린 노랑 돔 두 마리

쾌한 시간을 보냈다.

가 투명한 일본 술병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오세자키의 포인트 중 유명한 포인트는 수중 우체통이라고 하는데, 시즌이 아

둘째 날

니어서 오픈하지 않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다이버가

아침에 따뜻한 온천욕으로 어제의 숙취를 말끔히 털어내고, 아침밥

엽서를 수중 우체통에 넣으면 오후에 한번 수거하여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을 보니 입이 귀에 걸렸다. 일본에 오니 식도락이 즐겁다. 아침 식사
후, 보트 다이빙을 하기 위해 숙소에서 가까운 ‘쿠모미(雲見) 씨 사
이드 하우스’로 향했다. 순박하게 보이면서도 가이드로서의 자존심
이 가득한 눈매의 나카노 씨의 포인트 브리핑을 듣고 보트에 올랐
다. 다이빙 포인트는 보트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었다. 다이내믹
한 암반 지형으로, 중간중간 암반이 포개진 곳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이 마치 동굴 다이빙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이곳은 수중 라이
트가 꼭 필요하다. 수중생물은 다양한 크기의 곰치들이 많았고, 전
체적인 어종은 제주도와 비슷했다.
다이빙을 마치고 나오니 따뜻한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쿠모
미 씨 사이드 하우스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의 청
결함에는 만점을 주고 싶었다. 이 건물은 어촌계에서 50%를 투자
하고 나머지 절반을 지자체에서 융자받아 총 30여억 원을 투자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아주 유명한 포인트들이 산재해 있는 다이빙 요지
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많은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어촌계에서 전액 출자한 같은 지역의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인 ‘콜
린즈(Collins) 다이브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다.
다음 일정은 이즈 해양공원에서의 다이빙이라 버스로 이동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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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중화 라멘(中華ラ-メン)을 먹었다. 국립 해양공원이라 다이빙을

셋째 날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데다가 날씨도 나빠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지

아침 식사 후 PADI JAPAN과 도심형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로 이

만, 다행히 ‘KAIYOU KOUEN(해양 공원)’의 ‘비치 다이빙 이즈 마린 파크 다

동을 하였다. 오전에는 PADI JAPAN을 방문하였다. PADI JAPAN측에서는

이빙 센터’에 제시간에 도착하여 비치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20년 된 반지를 선물로 주었고, 우리는 하회탈을 선물하였다. 층마다 안

일본의 국립해양공원에 자리 잡고 있지만 다이버들을 위하여 다이브 센

내를 해주었는데, 1층에 PADI JAPAN & Travel JAPAN을 함께 운영하고

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비치 다이빙 때 입·출수를 돕기 위해 포인트에

있었다. 마케팅 부서, 라이선스 발급 부서, 교육 관련 트레이닝 파트 등을

보조라인을 설치하고 진입 바닥은 평평하게 해놓았고, 코스 라인을 만들

견학하였고,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전체를 둘러본 후 아래층 회의

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지역 어촌

장에서 간담회를 했으며, 서로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며 유익한 시

계에서는 자그마한 시설이나 동선의 움직임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설도

간을 보냈다. PADI JAPAN & Travel JAPAN에서는 일본과 제주도 투어를

깔끔하게 관리하여 스쿠바다이빙 오퍼레이션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하였다.

일본은 연속 교육률이 아주 높았고, 디센팅 티브 라이선스도 잘 정리되

또 이즈 해양공원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흡사 제주시 어영 비

어 있었다. 스쿠바다이빙은 일본에서 10여 년 전에 큰 인기를 누렸는데,

치 포인트와 비슷했다. 이 휴식공간에는 약 300~400명의 다이버가 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황금 시간대에 TV 광고를 내보냈으

꺼번에 비치 다이빙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제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며, 스쿠바다이빙을 주제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다. 일본은 남성 다이버보

일본은 다이빙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십 수 년 전부터 지속적인 지원

다 여성 다이버가 더 많은데, 재미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는 일본의 유명

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 10배 정도가 큰 다이빙 시장을

한 의학박사가 TV에 나와 스쿠바다이빙이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다고 해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라고 한다. 또한, 만화로 PADI 다이브 코스를 소개한 페이퍼는 아주 인

다이빙을 마치고 이즈 해양공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상적이었다.

것은 에어 스테이션이었다. 2,000여개의 스틸 탱크를 지게차로 정리하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문제가 된 낚시 어선법 등과 같이 다이버들을

고, 20개 가까운 스토리지(Storage) 탱크를 연결한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불편하게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홍역을 앓

있으며, 나이트록스(EANx) 충전 시설은 지금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컸다.

듯이 지나갔다고 한다. 일본의 다이브 센터와 각 지역의 어촌계들이 어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제주에도 스쿠바다이버를 위한 제반 시설을

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센터장들은

확충하고, 지자체와 어촌계 그리고 지역 리조트들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어촌계와 공생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어촌계를 도왔다는 것이었다. 예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를 들어 태풍경보가 발효되면 센터장은 혹시 어촌계의 배에 문제가 생기

다음날 도심형 다이브 센터를 방문하기 위하여 ‘APA 호텔 도쿄 이타바시

지는 않을까를 염려하여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꼬박 보초를 서기도 하였

(板橋) 스테이션 스퀘어’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비즘 장비 테스트를 할

다고 한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현재의 일본 스쿠바다이빙 시장을 바

수 있는 대형 수영장이 있는 다이브 센터도 방문하였다. 장비 판매 및 테

꾸어 놓았다고 한다. 일본이 과거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

스트를 위한 수영장과 PADI 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대형 다이빙 풀장

게 헤쳐나가야겠다고 느꼈다.

도 있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저녁에는 일본식

두 번째로 ‘M's 다이빙 어드벤처’를 방문하였다. 코스디렉터 2명이 상주

선술집에서 간단히 식사와 술을 하였다.

하고 있었으며, 미모의 여성 강사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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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연속 교육률과 장비 판매율이 높은 이유는

박람회인 마린 다이빙 페어가 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

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기 때문인데, 특히 실버 다이버들

본인들이 서슴지 않고 앞에 나와 카탈로그를 주거나 큰소리로 외치며 손

에게는 특별히 1:1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님들의 이목을 모으는 점이다.(부산 자갈치 시장 같은 분위기) 우리나라

세 번째로는 마레아(MAREA) 기업이 운영하는 다이버 전문학교 도심형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다이브 센터를 방문하였다. 스페셜티 연속 교육차트와 라이선스 레벨별

이렇게 우리는 3박 4일의 일정동안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로 다이빙 포인트를 보여주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장비를 판매하게 되면

보고 배웠다. 일본의 스쿠바다이빙 산업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다이빙

주문을 넣어 해당 장비가 샵에 도착하는데, 별도로 장비를 포장하는 점과

시설도 훌륭했다. 특히 다이빙업계와 어촌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손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태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은 무엇보다 부럽고 본받을 만했다. 바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MIC21’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의 다이버스몰과 같은 곳이

는 아쉽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일정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지

다. 일본에는 이러한 매장이 몇 군데씩 있다. 여기서는 다이빙 슈트를 컴

만 일본의 다이빙업계를 방문한 후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퓨터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기 몸에 딱 맞게 맞출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축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 다이브 리조트의 공통점
지역 어촌계와 다이브 리조트가 철저히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다이빙 교

넷째 날

육, 투어, 장비 판매 등)는 다이브 리조트가 담당하고, 하드웨어(에어 스테

이케부쿠로 선샤인 시티(池袋サンシャインシティ, Ikebukuro Sunshine

이션, 공기 탱크, 웨이트, 렌털 장비, 보트, 샤워 시설, 화장실)는 항상 청

City)는 도쿄 이케부쿠로 소재의 수족관, 전망대, 박물관, 전시회장 등이

결하게 유지한다. 이 밖에도 추운 날엔 항상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다이

있는 커다란 멀티플렉스이다. 우리나라의 쿠스포와 같은 스쿠바다이빙

빙 포인트를 깨끗하게 관리한다. 비치 다이빙은 입·출수가 수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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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며, 또한 여성 다이버들이 편하게 다이빙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친절함
으로 무장되어 있다.

도심형 센터의 공통점
철저하게 분업화하고, 개인교육과 연속교육으로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
며, 어떻게 하면 다이버들이 좀 더 편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많이 고민한 후에 그것을 정확히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은 손님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의미)
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본 다이빙 시장 답사를 먼저 다녀오신
선배 강사님에게 많이 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 스쿠바다이
빙을 할 때나 손님을 대할 때의 태도가 저절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필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지금 제주도의 스쿠바다이빙은 마치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4월 25일,

나아가려고 하는 단계인 듯 보인다. 스쿠바다이빙 레저 산업계가 서로를

우리나라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항상 천대받던 스쿠바다이버들

신고하고 신고당하고, 법정싸움까지 이어지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 PADI IE 개방수역에서 서귀포 성산포 어촌계장의 환대를 받은 것이었

하지만 일본도 20년 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지금

다. 성산스쿠바에서는 성산어촌계장이 직접 나와 PADI 강사시험에 응시한

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강사후보생과 PADI 아시아 퍼시픽에 측에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매년 3

제주도 스쿠바다이빙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노력으로 제주자치도법 5단

회씩 방문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계 개선안에 포함된 낚시 어선법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스쿠바다이빙 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다이빙계와 어촌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이다.

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연안사고예방

5월 말에 PADI JAPAN의 지역담당관인 고바야시 씨가 서울과 제주에서 스

법 2조2항 수중체험이란 얼토당토않은 법안을 만들었다. 전 세계에 이

쿠바다이빙 비즈니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내용이

례가 없는 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스쿠바다이버들의 분노와 비난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담당관에게 연락하면 상세히 답변해줄

거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스쿠바다이빙 산업은 고사할 것이

것이다.

고, 아름다운 수중관광 상품도 없어지고, 다이버들 또한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안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연안사고 예방법은 스쿠바다이빙 레저 산업

PADI JAPAN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을 붕괴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SPECIAL Thanks to PADI JAPAN Ko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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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샤크다이브리조트
스쿠버 다이빙 전문 리조트
다이빙 관련 교육 및 펀 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숙박 , 식사, 장비 대여, 픽업
보트 운행 등 다이빙 관련 모든
서비스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아닐라오는 약 40여 개의
다이빙 포인트에서 펀, 마크로
테크니컬 등 다양한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TOUR 독자 투어기

필리핀의 투바타하 리프 다이빙
The Diving of TUBBATAHA REEF NATURAL PARK, Philippines
글 최윤정 (PADI AD, SK플래닛 근무)

필리핀 투바타하로 출발하는 날,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공항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맑고, 월(Wall) 다이빙이라 심심하긴 한데, 대박 사건이 있었
음. 뭐냐면…, 오면 이야기해 줄게.”
앞서 출발해 이미 한 차례 투어를 마친 액션스쿠버 이민정 대
표님에게서 온 메시지.
좋은 대박이냐 아님 나쁜 대박인거냐 물었더니, 그저 활짝 웃
는 이모티콘으로 답할 뿐이었다. 대박 사건이라니 무슨 뜻이
지? 다이빙 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궁금증 해결
은 도착해서 하기로 하고, 인천공항에서 노마다이브의 김수열
CD님과 일행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좋
은 분들과 함께할 여행에 마음이 들떴지만, 바다 컨디션에 대
해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다. 작년, 출발 이틀 전 높
은 파도와 궂은 날씨 때문에 리브어보드(Live-aboad) 스케줄
이 취소되어 올해로 미뤄진 투어였기 때문이다. 다녀오신 분
들께 물어봐도 투바타하에서 무엇을 봤고 어떤 것이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밥 잘 챙겨 먹어라, 트리거피시 산란기이니 공
격당하면 핀으로 차면서 도망가라 같은, 농담조의 조언들만
돌아올 뿐이었다.
불과 두 달 전,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던 태국의 시밀란에서
만타레이와 고래상어를 보기는커녕 나쁜 시야에 실망만 하
고 돌아온 기억이 떠올라, 나는 내내 투바타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대박’이라니, 기껏 낮췄던 기대가
자꾸만 올라가려고 했다. 마닐라를 거쳐 푸에르토 프린세사
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도대체 대박이 무엇인지 궁금증
을 참을 수가 없었다.

최윤정 PADI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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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 나오니, 이민정 사장님이 활짝 웃
으며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얼굴을 보자마자 “그래서 도대체 뭐가 대박 사
건인 거예요?”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이민정 사장님은 내 팔을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귀에 작게 속삭였다. “지난주에 고래상어, 만타, 이글레이, 마
블레이, 타이거샤크, 해머헤드까지 나왔어!”
나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필리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면 가끔 볼 수 있
는 것들이지만 그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고, 저 많은 대물들을 한 곳에
서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그런데 이곳, 투바타하에? 앞서
다이빙한 사람들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정말로 나오는지 아닌지는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우리가 일주일 간 지낼 디스커버리 팔라완(Discovery Palawan)호에 탑승했다.
출발하기 전에 투바타하 국립공원 직원들이 와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투바타
하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우스 아톨(South Atoll)과 노
스 아톨(North Atoll), 그리고 북서쪽의 제시 비즐리 리프(Jessie Beazley Reef)
까지가 투바타하 국립공원이라고 한다. 직원들은 필리핀이 투바타하 리프 보
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일
년에 단 3개월 동안만 개방되고, 장갑, 탐침봉, 조류걸이, 쓰레기 투척 등 리프
를 훼손할 수도 있는 모든 행동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다이빙을
하면서 보게 되는 새로운 생물들에 대한 보호, 이상 행동들, 투바타하에서 찍

일주일 동안 생활한 DISCOVERY PALAWAN 호

은 사진들을 제보 받고 출입 또한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필리핀의 여타 포인
트와는 다르게 바다 환경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후 늦게 배가 출발했다. 디스커버리 팔라완은 상선을 개조하여 만든 리브
어보드로, 최대 32명의 다이버가 승선할 수 있는 규모가 꽤 큰 배이다. 객실,
살롱과 다이브 덱, 식당, 바와 선덱까지 4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각 층을

투바타하 국립공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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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만타레이
2 말라얀 렉(Malayan Wreck)과 필자
3 RANGER STATION
4 투바타하 국립공원 다이빙 지도
5 잭피시 떼와 다이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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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리느라 다른 리브어보드에 비해 꽤나 운동이 되는 장점(?)이 있
었다. 총 5일 다이빙, 사우스 아톨을 거쳐 노스 아톨로 이동하며 매일 4
회씩 다이빙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시 비즐리 리프에서 3회 다
이빙 한 후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항구에서 투바타
하까지는 10시간에서 14시간까지 걸리는 거리라 밤새 달려가야 하는
먼 길이지만, 다행히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잔잔한 파도에 나는 기
절하듯 잠이 들었다.
첫날, 체크 다이빙을 겸한 오전 다이빙은 사우스 아톨에서도 가장 남쪽
에 위치한 스태그호른(Staghorn) 포인트에서 진행했다. 이름에 걸맞게
얕은 수심에서 끝없이 펼쳐진 뿔산호 군락이 인상 깊은 곳이다. 탁 트인
시야에 트레발리, 튜나와 화이트팁리프샤크, 혹스빌터틀과 나폴레옹 그
리고 배너피시 떼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볼거리에 모두들 즐거워했다.
오후에는 약간 북쪽의 델산 렉(Delsan Wreck)으로 이동. 평범한 월 다
이빙이었지만, 점차 조류가 강해지면서 잭피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이언트 바라쿠다가 출현하는 등 정신없이 구경하기 바빴다. 그러다 갑
자기 흥분에 찬 딸랑이 소리가 들려오기에 가이드가 손짓하는 방향을
바라봤더니 저 멀리 나타난 커다란 실루엣.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일었다. 다이빙 로그 124회 만에 만난, 나의 첫 번째 고래

4
5

상어였다.
스스로 별로 겁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이 고래상어의 첫 인상은 무서웠
다! 입가에 기생충 때문에 생긴 갈색 넝쿨 같은 무늬가 잔뜩, 프랑켄슈
타인이 생각날 정도. 하지만 무서웠던 것도 잠깐, 아름다운 무늬와 꼬리
의 움직임에 곧 넋을 잃고 미친 듯이 핀을 차고 나갔다. 아마 지금까지
다이빙 했던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핀을 차고 간 것이 아닐까 싶다. 고래
상어는 거의 10분이 넘도록 우리와 놀아주었고, 다이빙을 마친 우리들
은 하나 둘 보트로 올라서며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그러다 내 회사
동기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지혜가 보트 사다리를 잡고 올라오며 한 말
에 우리는 모두들 빵 터져버렸다.
“그런데, 그 큰 고래 같이 생긴 건 뭐예요?”
다이버가 고래상어를 못 알아보다니. 지혜가 어드밴스 오픈 워터 자격
증을 따자마자 보홀과 시파단에 이어 투바타하로 오는 등, 좋은 곳으로
만 데리고 다닌 탓에 눈을 높여둔 내 책임이 크다. 그래, 그 큰 고래 같
은 게 고래상어가 맞다.
2일차는 사우스 아톨 북쪽의 블랙 록(Black Rock)에서 3회, 티 렉(T
wreck)에서 1회 다이빙을 진행한다. 블랙 록에서 수심을 얕게 타며 가
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만타레이가 출현했다.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물고기들과 산호가 어우러진 배경으로 만타가 노니는 풍경이 마치 물속
에서 우아한 왈츠가 들리는 듯했다. 티 렉은 해송과 씨팬이 오버행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웠고 여기서는 커다란 마블레이를 볼 수 있었다. 게다
가 다이빙을 마친 후 안전정지 중에,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출수해
보니 수백 마리의 돌고래가 수면에 가득! 이곳에 사는 아이들인지, 이후
에도 몇 번씩이나 수면에서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고래상어를 본 게 바
로 어제인데, 오늘은 만타레이에 마블레이, 돌고래까지! 이대로 다이빙
을 마치고 집에 가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3일차는 노스 아톨의 남서쪽 포인트들인 말라얀(Malayan)과 월 스트리
트(Wall Street), 레인저 스테이션(Ranger Station)에서 다이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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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과 이튿날에 비하면 비교적 아기자기한 대신, 작은 어종들이 훨씬 다양한 포
인트였다. 하지만 이날도 대박의 행진은 계속되어, 다른 그룹은 또 고래상어와 놀
았고 우리 일행이었던 박주형 강사님은 외해 쪽에서 타이거샤크를 보았다. 3일차
의 스페셜 이벤트, RANGER STATION 방문! 국립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묵는
숙소이며, 기념 셔츠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작은 숙소 앞의 초승달 같은 모래톱이
너무나 예쁘다. 며칠 만에 밟는 육지지만 바다가 더 잔잔해서 별 감흥은 없었다.
드디어 4일차, 노스 아톨의 동쪽으로 이동해 샤크 에어포트(Shark Airport)와 씨
팬 앨리(Seafan Alley)에서 다이빙한다. 일정 내내 하루 4번 다이빙으로 누적된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매 다이빙마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투바
타하이다 보니 다이빙 한번 한번이 아쉬워 빠지기가 아까웠다. 게다가 샤크 에어
포트는 투바타하의 베스트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는 곳. 얕은 바닥 위로 리프샤
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꼭 공항에 줄줄이 세워진 비행기 같다고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입수하자마자 피라미드 배너피시, 롱핀배너피시, 유니콘피시 무리
를 만날 수 있었고, 이름에 걸맞게 화이트팁샤크과 그레이샤크, 블랙팁샤크과 실
키샤크들이 위아래로 지나다녔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엄청
난 크기의 잭피시 떼. 수심 30m 정도에 머무르던 무리가, 바라쿠다와 상어에 쫓
겨 한꺼번에 10미터 정도까지 상승 이동하자, 마치 물속에서 파도가 치는 듯 ‘촤
악’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다 또 딸랑이 소리에 고개를 드니 이번에는 수
백 마리의 블랙핀바라쿠다 무리가 하늘을 가리고, 월 아래 깊은 수심에는 수백
마리의 뱃피시 무리가 지나간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까지 보여줄 생각인걸까?
투바타하 리프가 숨기고 있는 매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마지막 날은 제시 비즐리 리프로 이동!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이
다. 가장 늦게 투바타하 국립공원에 편입된 곳이고, 그 전에는 다이너마이트 등
을 이용한 어업이 행해졌다고 하지만 다행히 산호들이 아직 잘 남아있었다. 특히
단순한 월로 이루어진 노스 아톨과 사우스 아톨에 비해 조그만 동굴이나 터널 등
다양한 지형이 있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씨팬들과, 크게 늘어진 연산호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3회 다이빙이 예정되어 있었지
만, 다음날 비행시간 때문에 오전 1회 다이빙으로 만족해야 했다.
투바타하에서의 5일간 다이빙을 끝내고,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바타하의 포인트들은 대부분이 월이고, 최대수심
25~30m, 평균 15m 정도로 다이빙하게 된다. 시야가 좋은 탓에 수심과 무감압
한계시간(NDL Time)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월이 계속해서 이어지기에 지형적으
로는 단조로우나, 경산호와 연산호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리프와 외해 중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야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출현하는 크고 작은 어종들은 지형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을 상
쇄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평균 28도의 따뜻한 수온은 무거운 짐을 훨훨 벗어버
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 주었다.
올해의 투바타하는 그야말로 ‘기대 이상’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필
리핀의 다른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들을 갈 때마다, 점점 방문하는 다이버들의 수
가 늘면서 순식간에 망가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곳은 몇 년
후면 더 좋아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 보호를 위해 장시간 기울였던
노력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인 듯하다. 투어에 참
가한 모두가 입을 모아 몇 년 후에 다시 오자고 이야기했다. 몇 년 안에 투바타하
가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여행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인간의 노력과
자연의 회복력이 만들어낸 결과, 투바타하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계속 아름
다운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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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독자 체험기

내 인생에 가장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 - PADI DM 라이선스
글 곽애진 (PADI DM 다이버)

나는 현재 PADI DM(다이브 마스터) 다이버이며, PADI 강사시험을 준비

나의 스쿠버다이빙 입문은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던 2년 전, 필

하고 있는 강사 후보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또한 졸업 후 취직

리핀 세부 막탄으로의 휴가에서 스쿠버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접

을 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대한민국

하면서였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함께 배운 사람들과도 좋은 인연, 좋

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던 내 삶에 커다란 파문은 지극히 평범한 휴가

은 추억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처음 접하는 수중 환경이 신기했지

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휴가지에서 시작한 작은 배움이 인생

만, 첫 교육에서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 다음 휴

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을 어찌 알았으랴! 생각만 해도 숨이 차오르

가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리라 결심하고, 서툰 영어와 주변의 만류에

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 커다란 나의 삶의 변화를 이 지면을 빌려 이야

도 불구하고 필리핀 바다로 혈혈단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혼자서는 기

기하고자 한다.

차도 타지 못하던 내가, 스쿠버다이빙의 매력에 흠뻑 젖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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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보는 나 홀로 여행이라 혼자라는 생각에 두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하려면 턴 기술을 습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턴 기술을 연습하였다.

받았지만, 필리핀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400m 완주를 하려면 디퍼 다이브의 25m 수영장을 16번 턴해야 하기 때

이겨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라는 보홀에

문이다. 그 덕분인지 마지막 연습에서 200m 맨몸 수영 완주!

서, 수많은 다이빙 샵과 리조트들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7일째 :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 지는 실력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언어의 장벽과 싱글 요금을 지불

도 아직은 폐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다. 물과 조금 더 하나 되는 느낌으로

해야하는 숙박료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다이빙 후 젖은 몸으로 다이빙 센

호흡을 편하고 정확하게 하며 연습 또 연습! 연습 후 잘못된 자세를 교정

터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의 축축함도 싫었다. 오픈워터 과정 때 불편했었

했다.(장태한 강사님의 개인 과외) 나날이 실력과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

던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과 씨름하던 중에 '디퍼

다는 느낌과 다른 분들의 칭찬으로 기분이 업!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

다이브리조트'를 발견하였다. 숙식, 언어 소통, 바다와 근접하여 걸어서 바

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입영에도 도전, 입영도 기술과 체력이

다로 나갈 수 있고, 교육 다이빙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니!

없어서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 허우적거리며 고작 3분 성공.

나처럼 혼자 배우러 오는 교육생들이나 펀 다이버들을 위해, 숙박도 다른

8일째 : 어떻게 된 일인지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수영 300m, 입영 10분

다이버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

성공! 몸이 그 전날 동작을 기억해서 인지 몰라도, 조금도 몸에 힘을 들

버릴 수 있었다. 다이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방을 사용하는 다른 교

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수영, 다음날이면 400m 성공할 것 같은 느낌

육생과 금세 친해져서 밤새도록 다이빙 이야기로 수다를 떨다 잠에 들었

을 받았다!

으며, 무엇보다 비싼 싱글 숙박료라는 금전적인 부담에서 해결되니 다이

9일째 : 350m 성공, 숨이 너무 차다 헥헥!

빙도 더욱 잘 되는 것 같았다.

10일째 : 400m 성공! 13분46초! 400m 기념, 수영 스승님이신 장태한

어드밴스드 다이버 교육 과정이 마무리가 될 즈음, 조금씩 유선형의 자세

강사님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쥬세빼 피자도 사주셨다! 물에 겨우 떠

가 잡히고 부력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비로소 보게 된 아름다운 수중세계

있던, 맨몸으로 물을 즐기는 것이라고는 목욕탕 가서 때나 불릴 줄 알았던

에 나의 두 눈은 감동으로 가득해졌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

내가 400m 맨 몸 수영이라니, 와우!!!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세계가 수중에도 존재하고 있다

11일째 : “어제 400m 완주 통과했으니 이제 안 해도 되죠?” 라고 장 강

는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는 다

사님에게 여쭤보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왜 수영을 테스트 과제라고만 생

이빙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나의 두 번째 휴가를 끝낸 지 4개월 만에

각하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체력 보강 운동으로 생각하라.” 였다. 맞아!

5년여 동안의 간호사 생활을 접고 다시 ‘디퍼다이브리조트’로 오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을 잘 하려면 물과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떠나기 전 동네
수영장을 다녔다. 3달 정도를 다녔지만 너무 많은 수강생, 열악한 수업 환
경에, 집중하지 못한 나의 탓인지 수영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이대
로 나는 수영을 못하는 다이버가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디퍼 다이
브’에 여장을 풀었다. ‘디퍼 다이브’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장태한 강사님께 말씀드렸다. 장태한 강사님은 흔쾌히 수영 강습을 허락
하셨고, 바로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나의 수영 강습은 시작되었다.
수영 강습 첫 번째 날의 악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킥 판을 잡고 킥을
해도 추진력이 생기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오히려 제자리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킥을 도대체 어떻게 차는지 뒤로 가
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여하튼 킥 판을 잡고 발차기부터 배우고, 그리
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고개를 들고 “음파 음파” 하면서 숨쉬기를, 그리고
조금 익숙해진 발차기와 숨쉬기로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기를 반복했다.
천신만고 끝에 25m를 헤엄치는데 성공하고 50m에 도전해 겨우 성공했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숨을 몰아 쉰
느낌이었다.
3일째 : 물과 친해졌다는 느낌 때문인지 킥 판을 잡고 125m 성공!
4일째 : 킥 판을 잡고 200m에 성공, 이정도면 킥 판 없이도 될 것 같아 킥
판을 놓고 도전! 하지만 35m를 겨우 성공. 킥 판에 너무 의지하면서 수영
을 했나보다 생각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5일째 : 킥 판 없이 50m에 성공!
6일째 : 팔 동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킥 판 없이 100m에 성공! 다
이브 마스터 과정 400m 맨 몸 수영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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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체력 테스트 통과를 위해 하는 수영이 아닌 나 자신이 물과 더
친해지기 위해 즐겁게 하는 아침운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도전, 결
과는 400m 11분 50초 성공! 스트레스 받아 가며 하는 수영이 아니라
즐기며 하는 수영이 되니 수영이 한결 수월해졌다.
400m 맨몸 수영 완주 기념으로, 이제 물과 친해졌다는 생각에 잠영에
도 도전해 보았다. 물을 끌어 올려 물로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맨
몸 잠영 15m 성공, 물과 친해지긴 했나 보다. 손으로 물을 어떻게 다
루느냐에 따라 내 몸을 조절 할 수가 있었다. 다이브 마스터 교육 12
일째가 지나자 이제 400m 수영을 해도 폐가 터질 듯 하고, 얼굴에 열
이 나고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 이젠 400m 쯤이야 가뿐하지!
이 밖에도 체력 테스트로는 스노클링 800m, 지친 다이버 100m 끌기,
15분 입영(마지막 2분은 두 손을 물 밖으로 내 놓아야 함), 장비 교환(수
중에서 슈트와 웨이트 벨트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버디의 호흡기 하나
로만 짝 호흡을 하면서 모두 교환하는 것)이 있다.
물론 다이브 마스터 교육 과정에 체력 테스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9
단원의 지식 개발 이론을 완성해야 하고, 20가지의 스쿠버 스킬과 4개
의 스킨 다이빙 스킬을 평가받는다. 다이브 마스터로서 다이브 사이트
의 셋업과 관리, 수중 지형도 작성, 수색과 인양, 딥 다이빙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비상사태 지원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다이버
레스큐 6, 7, 8번을 복습하고 다이빙 브리핑 능력을 테스트 받고 수영
장에서 체험 다이빙(DSD라고 부른다) 프로그램을, 바다에서 다시 한
번 체험 다이빙 프로그램을 연습한다. 수영장에서 스쿠버 리뷰 프로그
램 지도 연습을, 그리고 오픈워터 교육생 보조, 바다에서 오픈 워터 교
육생 보조, 유자격 다이버 보조, 연속 교육 다이버 보조가 있고,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프로그램(일종의 유자격 다이
버들의 체크 다이빙을 겸한 펀 다이빙 가이드)을 완료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는 최종 시험을 120문제를 보는데, 커트라인은 75% 이상이다.
얼마 전 어드밴스드 다이버 과정, 레스큐 과정, 다이브 마스터(DM) 과
정을 무사히 끝냈다. 체력 시험과 스킬 연습들,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실습들과 실제 적용들!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과정에서는 내 자신만
잘 챙기고 잘 할 수 있다면 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레스큐 과정을
지나 다이브 마스터가 되니, 다른 다이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나
아가 해결해 주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다이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다른 다이버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여 도와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이빙 세
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문한 다이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싶다. 그래서 다이빙 강사가 되기 위해 또다시 연습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1개월가량의 다이브 마스터 교육과 인턴십은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의 다이빙 스킬
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다이버들의 어려움이 이해가 되고, 안
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이끌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장태
한 강사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신을 가장 날카롭게 만들어 놓는 것
이 진정한 프로이다. 나는 지금 아주 날카롭다. 무엇이든, 어느 것이
든 자르고 파고들 수 있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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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BE SMART.
IT’S TIME TO BE SMART.
• One second sampling rate delivers precise data at all times
• High memory capacity
• Programmable alarms for depth, time, recovery, speed and hydration
• One second sampling rate delivers precise data at all times
• Countdown timer for swimming & pool training
• High memory capacity
• Download dive data and update ﬁrmware with the Dive Link USB interface
• (sold
Programmable
separately)alarms for depth, time, recovery, speed and hydration
• Countdown timer for swimming & pool training
• Download dive data and update ﬁrmware with the Dive Link USB interface
(sold
separately)
www.pureinstinct.ma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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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디(Nadi)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
2014년 10월, 피지 다이빙 기사에 피지 각 지역별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피지 중부지역의 뱅가 라군(Beqa Lagoon)의 샤크 피딩(Shark Feeding) 다이빙이 많은 한국 다이버들의 관심을 모았었다.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난디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한국에서 주 3회 운항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귀국하려면
피지 어느 지역을 가든 반드시 하루는 난디에서 머물러야 한다. 대한항공이 오전 09:55에 출발하기 때문에 섬 리조트에서는 당일 연결이 불가능하며,
3시간 거리의 퍼시픽 하버에서는 최소 새벽 4시에는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을 위한 수면 휴식시간을 고려해
하루 전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에 머무는 것도 일반적이다. 자, 그럼 하루라는 귀중한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글/사진 박재협 (Jin Tour FIJI 대표) / FIJI 관광청

난디 & 데나라우
피지의 수도는 수바(Suva)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지역은
바로 난디일 것이다. 난디에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피지
에서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난디를 꼭 거쳐야만 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난디 & 데나라우(Nadi & Denarau) 지역을
그저 페리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착
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난디와 데나라우는 피지의 어제와 오늘을 느낄 수 있는 재
어진 인공 섬으로, 이곳에는 화려하게 단장한 5성급 국제

사우스 씨 아일랜드 데이 투어
(South Sea Island)

체인 호텔들이 몰려있다. 또한 대형 크루즈가 정박해 있

마마누다 군도의 섬 리조트를 운행하는 사우스 씨 크루즈

는 데나라우 항구에는 복합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밀집되

에서 운영하는 데이 투어이다. 한 바퀴 도는데 약 12분이

밌는 지역이다. 데나라우 섬은 난디공항에서 20분 정도 떨

어 있다. 하드록 카페, 마마스 피자, 잭스 등 쇼핑과 먹거리

걸리는 조그만 섬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노란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이국적인 느낌을 느끼며 편안한

반 잠수함과 스노클링 트립, 그리고 바비큐 점심이 포함되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즐

어 있으며, 섬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피지 맥주를 비롯한

겨 찾는 곳이다. 또한 섬 리조트로 가기 위한 각종 크루즈

모든 주류와 음료가 무제한 제공된다. 매일 오전 9시 포트

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지를 방문하는 대부

데나라우에서 출발하며, 약 25분 걸리는 난디에서 제일 가

분의 사람들이 꼭 들르게 된다.

까운 섬이다. 풀데이/하프데이/콤보의 상품이 있으며, 가

이와 대조적으로 난디에서는, 70년대 우리나라 재래시장

격은 미화 80~95불 정도이다.

을 연상시키는 난디 마켓이나 아직도 부족형태를 유지하

www.ssc.com.fj

고 사는 피지언 전통마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난디를 반
나절 정도 여행할 생각이라면 난디 마켓, 삼베토 온천 머

클라우드 9(Cloud 9)

드 풀, 잠자는 거인의 정원, 퍼스트 랜딩을 방문하면 좋

젊음을 불사르려면 꼭 여기에 들르길 바란다. 푸른 남

다. 투어 방법으로는 렌터카를 이용한 자유여행도 가능하

태평양 바다 위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플로팅 바

나 그보다는 투어데스크에서 ‘난디 데이 투어’ 일정을

(Floating Bar)이다. 시원한 피지 맥주 또는 다양한 칵테일

예약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투

을 즐기면서 반나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각국에서

어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설명도 들으면서 안전하게 여행

방문한 젊은이들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할 수 있다. 데이 투어 외에도 스카이 다이빙, 센트럴 하이

곳으로, 2층에는 편히 쉴 수 있는 비치의자들이 준비되어

랜드 투어, 싱가토카 리버 사파리 등, 그리 멀지 않은 거

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점프하며, 일광욕을 즐기다 다

리를 이동해 즐길 수 있는 활동들도 많다. 일정은 데나라

양한 주류들을 마시고,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우 섬에 위치한 힐튼, 래디슨, 소피텔 등의 리조트에 머물

출 수도 있다. 배가 고프면 장작 화덕에서 갓 나온 피자도

면서 섬으로 데이 트립을 나가거나, 난디 시내관광을 하루

주문이 가능하다. 단, 아쉽게도 스노클링 포인트는 없다.

유서 깊은 흰 범선을 타고 미스터리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혹은 반나절 정도 하는 방법, 그리고 데나라우 섬 안에 머

그저 푸르디푸른 바다만이 있다. 근처의 말로로 라이라이

데이 투어이다. 사우스 씨 아일랜드 데이 투어와 마찬가지

물면서 불라 버스(Bula Bus)를 이용해 다른 리조트들도 둘

(Malolo Lai Lai) 섬의 리조트들이나 난디의 포트 데나라우

로, 섬에 도착하면 무제한으로 주류 및 음료가 제공되며

러보고 빅 불라(Big Bula,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골

(Port Denarau)에서 출발하는 데이 투어가 있으며, 가격은

바비큐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스노클링, 카약도 무료이며,

티부아 섬 데이 투어(Tivau Island)

프, 스파, 쇼핑,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며 편안하게 쉬는 방

피자 한판과 음료 2잔을 포함 미화 85~100불 정도이다.

반 잠수함 대신 글라스 바텀 보트(Glass-bottom Boat)로

법, 그리고 이동 시간은 좀 걸리지만 산호 해변, 수바까지

데이 투어는 포트 데나라우에서 매일 오전 9시 15분, 10시

바닷속을 볼 수도 있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며, 비용

데이 트립을 다녀오는 방법 등 난디 & 데나라우 지역을 즐

에 출발한다.

은 미화 100불이다.

길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사진제공 포토제리아 이홍기 감독>

www.captaincookcruisesfi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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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다이브(Sky Dive FIJI)
모든 이들의 버킷 리스트인 ‘스카이 다이빙’은 8000, 10,000, 12,000, 14,000ft
의 총 4가지 높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고 60초간의 짜릿한 자유낙하를 경
험할 수 있다. 14,000ft까지 헬기를 타고 올라가면, 최대 직선거리가 100km에
달하는 야사와 군도의 끝자락까지 볼 수 있다. 수상비행기로는 감상이 어려운
피지의 아름다운 섬들과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
www.skydivefiji.com.fj

데나라우 항구(Port Denarau Marina)

요트 크루즈(Yacht Cruise)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많은 요트와 보트, 그리

섬에서만 머무는 것이 싫다면 돛을 단 편안한 캐터마린

고 크루즈선이 빽빽하게 정박해 있다. 선착장 근처에 액티

(Catamaran)부터 럭셔리 요트까지 다양한 배들을 타고 요

비티 샵이 즐비하여, 본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

트 크루즈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7~12노트의 편안한 캐

해 즐길 수 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안내책자

터마린에서 25노트의 럭셔리 요트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

가 있으며, 상담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문

다. 7~8시간 크루즈를 하며 원하는 곳에서 스노클링도 할

의하면 된다. 마마누다 군도와 야사와 군도를 오가는 캡틴

수 있다. 점심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쿡 크루즈와 사우스 씨 크루즈를 선택해 남태평양의 시원

코랄 캐츠(Coral Cats, http://coralcatssailing.com.fj)로 가

제트 스키 사파리(Jet Ski Sapari)

한 바다 느낌을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 분위기 좋은 브랜

격은 미화 100불이며, 럭셔리 요트로는 ‘M.V BEL’MAREʼ

제트 스키를 타고 2시간 동안 푸른 바다를 마음껏 달릴

드 레스토랑과 피지의 주요 쇼핑체인 잭스(Jacks of FIJI)가

가 있고, 비용은 제트스키까지 포함하여 미화 260불이다.

수 있다. 데나라우에 위치한 소피텔(Softel) 리조트에서 매

입점해 있으므로, 쇼핑과 식사 등 다양한 놀 거리를 원하

www.adrenalinfiji.com

일 오전 9시와 오후 12시에 출발하며, 30분 간 마마누다

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장소이다.

군도 중간에 있는 비치콤버(Beachcomber) 리조트에서

www.denaraumarina.com

머문다. 별도의 자격증이나 사전 요구조건은 없으며, 요금
은 2인 기준 미화 300불이다. 단 음료나 식사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섬에서 스노클링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
www.adrenalinfiji.com

집 피지(Zip Fiji)
집라인다운 집라인을 타고 싶다면, 난디에서 약 40분 거
리에 있는 집 피지를 방문하면 된다. 총 16개, 총 길이

잠자는 거인의 집라인
(Sleeping Giant Zipline FIJI)

게임 피싱(Game Fishing)

난디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0개의

Tour, 로프를 이용한 하강)와 동굴 투어를 추가로 선택할

집라인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는 6개만 완공되어 이용할

수 있다.(추가비용 발생) 단, 최초 4개의 집라인을 타기 위

수 있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무제한으로 예약을 하고 타

해서는 제법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총 3시간 코스이며,

면 된다. 질릴 만큼 타고 나면 점심으로 싱싱한 과일 디저

비용은 미화 120불이다.

트가 포함된 샌드위치가 나온다. 편도 약 25분이 걸리는

www.zip-fiji.com

남태평양에서 다랑어 회를 먹고 싶다면 포트 데나라우에

정글 및 폭포 투어도 포함되어 있다. 오래전 내륙지방의 식

서 다양한 낚싯배들을 찾아보면 된다. 최소 4시간부터 다

수가 되었던 물나무를 가로지르는 정글을 따라가다 보면,

양한 가격에 다양한 낚시 배들이 대기하고 있다. 회를 먹고

폭포 마사지가 가능한 작은 폭포와 몸을 담그고 땀을 식힐

싶다면 바텀 피싱(Bottom Fishing)도 가능하다. 일부 회사

수 있는 삼단 폭포가 있다. 폭포는 내륙에서 보기 힘들었

에서는 밤낚시도 가능하다. 비용은 미화 500~2,000불 정

던 맑은 개울물 옆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가 지겨워진 분들

도이다. 단 한국식으로 활어회를 먹고 싶다면 한국 가이드

에게 권한다. 무제한 집라인 및 정글 투어 포함 미화 100

나 한국 여행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 문화는 피지를 방

불이다.

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아직도 낯선 문화이기 때문이다.

www.ziplinefi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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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의 집라인을 타며 난디 최고의 절경을 만나볼 수 있
다. 점심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앱세일 투어(Abseil

삼베토 온천 머드 풀
(Sabeto Hot springs and mud pools)
거인의 정원 인근에 위치한 삼베토 온천 머드 풀도 꼭 가
봐야 할 명소. 삼베토 산자락에는 3개의 온천이 있는데,
유황성분이 녹아있어 온천에 몸을 담그고 진흙으로 마사

더티 투어(Dirty Tour)

지를 하면 치유 효과도 있다고 한다. 물의 감촉이 보드랍

바다는 너무 지겨워 내륙으로 가고 싶다면 피지의 정글

고 잠깐 담가도 몸이 노곤해져 밖에 나오기가 싫어질 정

을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더티

도이다. 수건도 대여가 가능하다.(유료)

투어가 있다. 버기(Buggy)와 사륜 오토바이, 그리고 구간

Nadi Tour T i p!

꼭 기억하기

에 따른 다양한 투어가 있으며, 사륜 오토바이를 위한 트
랙도 있다. 비용은 미화 120~525불이다. 단, 반드시 영문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www.motorbikerentalsfiji.com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를 그저 도착일과 출발일
에 스쳐지나가는 곳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피
지 방문 일정이 짧을수록, 난디를 잘 활용하면
단시간 안에 피지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난디는 크지 않은 도시라서 반나절

싱가토카 반나절 투어
(Sigatoka Half-Day Tour)

혹은 하루 정도면 둘러볼 수 있고, 나머지 일정
동안 마마누다 군도로 데이 크루즈나 선셋 크

사탕수수나무가 무성하여 ‘슈가타운’이라고도 불리는 싱가

루즈를, 싱가토카의 협곡으로 트레킹을, 큰맘

토카는 피지의 ‘문화벨트’로, 다양한 피지언 마을을 구경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속촌처럼 피지 전통문화를 고스
란히 보존해 놓은 <아츠빌리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난디 마켓(Nadi Market)

<싱가토카 모래언덕>, 총천연색 남태평양의 동식물을 한

마치 70년대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쿨라에코파크> 등, 다른 섬나라들

과거와 현재가, 피지와 인도문화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곳

먹고 수바까지 쇼핑투어를 가볼 수도 있다. 물
론 일정에 따라 조절해야겠지만, 거의 모든 투
어가 난디에서 출발하는 이점을 활용해 다른

이 갖고 있지 않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쉽

이다. 면적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통기념품 상점, 옷가게,

지역까지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데나라우에 머

게 볼 수 있다. 난디에서 가장 가깝고 볼거리가 많은 지역

면세점, 재래시장, 슈퍼마켓, 은행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

무르며 스파와 쇼핑을 즐기며 여유 있는 시간

이다. 차량으로 약 2시간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차를 렌

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로컬 식당에서 요기도

트해서 여유롭게 둘러봐도 좋고 투어 프로그램을 즐겨보

하고, 상점에서 피지 맥주나 생필품을 사고 슬렁슬렁 구

는 것도 좋다. 가격은 35피지달러(FJD) 정도이다.

경하면서 여유 있게 쇼핑하는 재미가 있다. 자전거도 대

마마누다 군도로의 데이 크루즈는 ‘필수’이다.

www.sigatokariver.com

여할 수 있다. 오후 4시쯤이면 폐장 분위기가 되며, 일요

자, 이제 비행기 표를 알아볼 시간이다!

을 보내보자. 아무리 바쁘고 짧은 일정이라도

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

투어모집

혹등고래와 함께 유영하며 촬영할 수 있는 스페셜 트립
테마 : 피지 샤크다이빙 - 통가 혹등고래
일정 : 8월 27일~9월 7일 (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인원 : 최대 12명
문의 : 액션투어 (02-3785-3535)
피지관광청/통가관광청/진투어 피지/㈜액션투어/노마다이브/아켈라이트 코리아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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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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고스 투어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일정 11월 / 3차

일정 5월 28일~6월 3일 / 3차

일정 7월 8~21일

특징 다이버 모두가 꿈꾸는 그곳,

특징 1년 중 3~6월에만 다이빙

특징 때묻지도 손타지도 않은 천연

설날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갈라파고스

가능한 그곳, 유네스코 문화유산

의 자연 그대로를 만납니다.

일정 2016년 2월 2일~11일 / 9일 일정

투바타하 리프로 떠납니다.

2016년 명절 투어 준비 시작!!

특징 가장 좋은 시즌에 구정 연휴를 이용한 투
어. Balck Manta 이용

AGAIN 투바타하
사이판 다이빙

피지 상어다이빙 및 통가 혹등고래

일정 2016년 4월 28일~5월 5일

일정 8월 20~15일

일정 8월 27일~9월 7일

특징 2015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투바타하 리

특징 Spot Light 포인트가 열리는

특징 피지 상어다이빙과 화려한 산호 그리고 7~9월에 만나는 혹등고

프. 망망대해에서 고래상어를 만나러 떠납니다.

여름, 사이판으로 떠납니다.

래 스노클링을 함께 합니다. 혹등고래 최고 시즌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추석 팔라우 리브어보드

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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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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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s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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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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 다이브 리조트
010-2743-0138
www.sharkr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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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빅만

아닐라오/보니또
베르데섬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아닐라오
DIVE 7000 리조트
070-7686-0348
www.dive7000resort.co.kr

아포리프

롬블론섬
보라카이섬

코론

말라파스쿠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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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니도

모알보알
(페스카돌섬)

코론

릴로안/오슬롭

W Divers 리조트
070-5035-9997
www.facebook.com/
wdiversc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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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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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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체류까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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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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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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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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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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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08:00

10:50

20:05

23:00

12:20

17:15

00:30

05:20

08:15

11:05

19:50

22:45

12:15
00:10
08:10

17:15
05:10
11:10

00:50

06:25
04:55

Z20047

인천 → 세부

01:15

Z20048

세부 →인천

18:45 00:15[+1]
22:00 01:30[+1]

세부 →인천

01:20

07:10

항공사

12:10
19:55

19:35

22:40

7C2306

마닐라 →인천

23:55 04:50[+1]

편명

운항구간

OZ705

부산 →마닐라

21:30 00:10[+1]

OZ706

마닐라 → 부산

03:30

08:00

12:05

14:50

출발

도착

21:00

23:45

15:15

20:00

15:15

20:00

5J185

부산 →마닐라

21:40 00:25[+1]

5J184

마닐라 → 부산

16:05

20:40

출발

도착

편명

운항구간

KE645

부산 → 세부

22:05 01:20[+1]

KE646

세부 → 부산

02:25

BX711

부산 → 세부

21:25 00:45[+1]

BX712

세부 → 부산

01:4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06:50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20:55 00:10[+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35
06:55

- 항공 스케줄 및 편명은 각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이빙 후 비행시간 최소화를 위한 직항 스케줄만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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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천

LJ022

부산 ↔ 세부
항공사

12:00

PR484

19:45

14:40

14:55

PR418

00:50
08:30

02:30

인천 →마닐라

마닐라 → 부산

세부 →인천
인천 → 세부

20:50 00:20[+1]

7C2305

PR416

06:20

OZ710
PR485

인천 → 세부

16:10

PR419

07:00
23:50

LJ021

20:05

부산 →마닐라

01:35
20:20

세부 →인천

12:55

PR417

세부 →인천
인천 → 세부

인천 → 세부

부산 ↔ 마닐라
항공사

KE632
OZ709

7C2405

15:20

Z20084

도착
23:55

7C2406

마닐라 →인천

마닐라 →인천

출발
20:35

23:45

5J188

Z20884

운항구간
인천 → 세부

06:00

21:35 00:25[+1]

인천 →마닐라

편명
KE631

01:00

인천 →마닐라

Z20085

항공사

20:45

5J189
Z2088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Z20039

인천 →깔리보

16:55

20:10
15:55

Z20038

깔리보 →인천

10:40

PR487

인천 →깔리보

08:00

11:00

PR486

깔리보 →인천

01:15

06: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05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PR483

부산 →깔리보

21:00 00:10[+1]

PR482

깔리보 → 부산

01:35

06:3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 ↔ 난디(피지)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OZ623
OZ625

인천 → 사이판

7C3402

도착

편명

운항구간

08:50

14:20

KE137

인천 →난디

19:25 08:20[+1]

19:40

01:10[+1]

KE138

난디 →인천

09:5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15 01:45[+1]
15:30 18:55

OZ624
OZ626

출발

운항구간

사이판 →인천

인천 → 사이판

02:20
02:50

06:00
06:30

09:30

15:20

10:55

16:25

항공사

7C3401
사이판 →인천
7C3403

16:20

20:05

17:25
04:35
05:25

21:10
08:20
09:10

항공사

항공사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607

부산 → 사이판

21:05 01:55[+1]

OZ608

사이판 → 부산

03: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인천 → 푸켓

19:00

23:15

KE638

푸켓 →인천

00:45

08:50

OZ747

인천 → 푸켓

OZ748

푸켓 →인천

편명

KE633

06:20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KE677

인천 → 코롤

20:50 01:45[+1]

KE678

코롤 →인천

02:55

OZ609
OZ610
OZ609
OZ610

인천 → 코롤
코롤 →인천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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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00:35[+1]
01:25

09:35

운항구간

인천 →덴파사르

출발

도착

18:10

00:10[+1]

16:20

22: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9:05 01:05[+1]
11:05

17:05

KE630

01:25

09:25

KE634

덴파사르 →인천

02:20 10:25
23:30 07:30[+1]

KE5630
OZ763
OZ764

인천 →덴파사르
덴파사르 →인천

19:00 01:05[+1]
02:20 10:10

00:15

08:25

인천 ↔ 오키나와(나하)

18:05
09:55

항공사

편명

OZ171
운항구간

출발

OZ757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50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항구간
인천 → 오키나와
오키나와 →인천

출발

도착

09:40

11:55

10:10

12:25

13:00

15:20

13:30
13:30

15:50
15:45
18:55

23:55

7C1802

OZ758 코타키나발루 → 인천 01:05

07:10

7C1801

오키나와 →인천

16:35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7:35

23:30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35

12:50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30

07:10

LJ246

오키나와 →인천

13:50

16:05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05

22:20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30 05:40[+1]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KE473

인천 →말레

23:20 06:40[+1]

KE474

말레 →인천

15:40 06:25[+1]

출발

도착

인천 → 오키나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오키나와(나하)

인천 ↔ 말레(몰디브)
항공사

19:50 00:20[+1]

KE5629

OZ172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2:10 03:0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항공사

17:35

KE637

KE629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덴파사르(발리)

부산 ↔ 사이판
항공사

도착

인천 ↔ 푸켓(태국)

22:10 03:40[+1]

7C3404

출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30

10:2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25

13: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2015
2015March/April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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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 거부 사유]

기타 빈번 방문자 또는 장기 체류자 등도 취업목적이나 자격 외 활동 혐의

출입국 규제자와 성명(이름)이 같은 경우

입국심사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한

필리핀 출입국 시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출국

행동을 삼가고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구체적인 입국목적을 설명해

과 입국이 거부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필리핀 이

야 한다.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여권 유효기간 잔여기간, 왕복항공권 소지

민당국은 생년월일 없이 성명만으로 출입국규제자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부모 또는 “동반 위임장(위탁서)”을 소지한

는 경우가 많아 출입국규제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출입국

20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의 자녀가 혼자 여행하는 일이

을 제재당할 경우에는 출입국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빈번 방문자, 장기 체류자 등은 객관적인 자료 등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출입국 규제 사유와 일시 등을

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국목적이 취업이나 기타 체류자격 외 활동 목적이 아

물어보고 여권상의 출입국심사 스탬프 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필리핀에 체

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다.

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성실히 설명한다.

15세 미만자 동반 위임장(위탁서) 작성 요령
이때 입국심사관이 입국허가를 결정한 경우

부모가 15세 미만인 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

출국 시 출입국 규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입국

월일 기재)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

허가가 된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입국규제자와 동일

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

- 첨부서류 : 인솔자와 15세 미만자의 여권 사본

서 필리핀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규제 요청기관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

- 공항심사수수료 : 3,500페소 또는 미화 70불 상당

우도 있다. 한국에서 사전에 본인이 출입국규제자 명단에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있는 변호사 또는 여행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필
리핀 이민청에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입국심사관이 입국거부를 결정한 경우

영문예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Hong Gap-Dol(Father) and Kim Gap-Soon(Mother) of legal age,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이민청장의 허가가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는 등 사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건 정황상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출입국 기

That, I/We am/are parents(father or mother) of Hong Gil-Dong;

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민청에 입국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민
청 본청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까지 결정을 기다려야 하며, 입국허가 여부는 각 나라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입국을 보장할 수는 없다.

That !/We hereby my/our consent of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Kim Cheol-Soo(Date of Birth);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odations,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avel;

입국 규제자 이외의 필리핀 입국제재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필리핀은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Philippine Government;

미만이거나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부모 또는 “소아동반 위임장
(위탁서)”을 소지한 20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인 자인
경우 등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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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Date) in (Place).

[필리핀 마닐라의 NAIA 공항 이용하는 방법]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정식 명칭은 NAIA(Nioy Aquino International

제3터미널(NAIA Terminal 3)

Airport)이다. 마닐라의 NAIA는 Terminal 1, 2, 3으로 총 3개의 공항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 청사로 깨끗하다. 역시 필리핀의 국적기인 세부퍼시픽의

되어 있다.

전용청사로 이용한다. 한국에서 세부퍼시픽을 이용하여 마닐라로 여행하면 모
두 마닐라 제3터미널을 이용하게 된다.

제1터미널(NAIA Terminal 1)
필리핀에 들어오는 항공사 중에서 필리핀 국적기가 아닌 외국항공사들,

국내선 환승(Transfer, NAIA Terminal 4)

즉 한국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제주항공, 기타 일본항공과 케세이퍼시

한국-마닐라 구간, 즉 국제선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등 필

픽 등의 외국항공사들이 이용한다. 마닐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

리핀 국적기가 아닌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마닐라가 아닌 작은 도시로

항이라 공항시설 수준이 비교적 노후하다.

여행하기 위하여 국내선 환승을 하는 경우 마닐라에서 필리핀의 타 지역을 연
결해 주는 국내선은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 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을 한 번

제2터미널(NAIA Terminal 2)

이동해야 한다.

필리핀의 국적기인 필리핀항공 전용청사이다. 한국에서 필리핀항공을

주의해야 할 점은 마닐라의 공항 세 군데 모두 마닐라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여 마닐라로 여행하는 분들은 바로 제2터미널을 이용하게 된다.

서 공항간 거리는 인접해 있더라도 이동할 때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걸릴 수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청사이다 보니 공항 시설이 깨끗하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승 간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출발해야 한다.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마닐라 국내선공항
(Manila Old Domestic Airport)

터미널

ㅡManilo Domestic
Terminal

Teminal 3 (NAIA 3)

- 제스트에어(구 아시안스피릿)
- 씨에어
P

터미널

- 세부퍼시픽항공 국제선/국내선
- 에어필리핀
- 필리핀항공(PAL EXPRESS 편)

Manila
Airport
Hotel
P
P
P

P

P

Teminal 2 - Centennial Terminal

Teminal 2 (NAIA 2)

- 필리핀항공(PAL EXPRESS 편)
Teminal 1

Teminal 1 (NAIA 1)
-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 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케세이퍼시픽, 일본항공 등)

터미널

터미널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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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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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4~5년 전 처음으로 필리핀 보홀에서 다이빙에 입문해
서 일년에 1~2차례 해외에서만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
때마다 다이빙을 할 때 심하게 울렁거려 겨우 참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 출렁거리는 파도에 몇 차례씩 구토를 하
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 휴식 중에 좀 쉬면 나아지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또 그런 증상이 반복되고….
항상 바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조류가 심한 곳에
서는 더 심한 것 같아서 조류 멀미를 하는 줄 알았습니
다. 오늘은 다음 주에 여행을 가야 하는데 마지막 다이
빙이 좀 오래되어 수영장에서 체크 다이빙을 하는데 지
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발생
했습니다.
저는 40대 남자이며, 정상 체중입니다. 비만하지 않습니
다. 술과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순환기 질환
도 없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등도 없습니다. 버스를 타거

?

나 웬만한 배를 탈 때는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심할 때 작은 배를 타다 멀미를 한 적은 있습니다. 중이
염이나, 외이도염 등의 과거력도 없고 청력이상도 없습니
다. 다이빙 시 이퀄라이징을 할 때도 이상이 없으며, 이
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이라면 수영장 물 위의 불빛이 수영장
바닥 타일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랫동안 바닥
만 주시하다 보니 어지럼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갈 때 귀미테를
붙였을 때는 크게 어려움없이 다이빙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류에 의한 멀미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왜 그런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

일주일 후 여행을 떠나는데 다소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됩
니다. 쉽게 가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서 포기하
지 못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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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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Sickness

우리가 흔히 멀미라고 부르는 그 증상은 영어로

집니다. 지금까지 90회 다이빙 중 약 5회 이내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버는 이 문제에

로 경험하였고, 두통, 저림 등 다른 이상 증상

적응이 되어서 그런 증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는 motion sickness, sea sickness 등으로 불

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은 절대 무리하지

그러나 전정 기능 검사를 통해 유난히 자신의

리고, 실제 어떤 이상 운동에 대한 자신의 내이

않고, 안전정지 등 안전조치는 최대한 지키는

전정기관이 냉수 자극이나 머리 회전 등의 스

가 보이는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

편입니다.

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은 것은 아닌지

다. 내이(속귀)는 청력과 균형을 감지하면서 이

잘 생각해보면 공기를 조절한다고 호흡을 아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외우각과 세반고리관이 만

거나,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고 폐에 공기가 있

그리고 끝으로 다이빙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

나 전정기관을 형성합니다.

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며 다이빙할 때 느껴지

서라도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시 마시고 항상

멀미는 꼭 배를 타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증

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크게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말고 항상 호흡

상입니다. 적어주신 경험처럼 시야에서 이상한

위와 같은 증상이 제 몸의 문제이거나 잠수에

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움직임을 감지할 때도 멀미증상을 일으킬 수 있

의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조언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과 증상도 멀미약

그리고 다이빙은 계속 즐겁고 안전하게 하고

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귀미테라

싶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 하는 약은 멀미 감각을 덜 느낄 수 있게 해

Q

잠수병인가요?

거두 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이해

주는 스코폴라민이라는 약을 피부를 통해 주입

A

해주는 것으로 먹는 약보다 서서히 침윤해서 오

일시적인 현기증은 꼭 다이빙이 아니라도 일상

지난 1월 10일 해외에서 첫 다이빙을 하고 매일

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만진 손으로 눈

생활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

3회씩 15일까지 16회 다이빙을 하고 17일 귀국

을 부비면 동공이 풀리거나 아주 드물기는 하나

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기증이 지금까지는 아주

했습니다.

경련과 유사한 부작용도 있어서 사용상 주의를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

16회 다이빙을 하면서 이상했던 적은 없었던

일시적 현기증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요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지만 그 증상의 발현과 소실 내용이 언제까지

것 같습니다.(초보 생각에) 10여 m부터 30m까

생강을 차로 달여서 조금씩 마셔주면 멀미에 도

나 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일 수중

지 다양하게 잠수했고 그 중에 한 번(1월 14일),

움이 된다고 하고 Acupressure라고 해서 손가

에서 심한 현기증을 겪게 되고, 그 여파로 다른

45m까지 내려갔다 올라 왔습니다.

락에 압력을 조금씩 가해주는 한방 방법도 도

나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

귀국하고 나서 4~5일 후, 1월 22일 경 허리도

움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방법은 저도

에 수중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현기증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해서 그냥 몸살이려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니 했습니다. 1월 23일에는 무릎 관절이 아프고

멀미는 제 경험상 다이빙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우선 고혈압에 가까운 정상 혈압은 없습니다.

있습니다만 세월이 꽤 오래 걸리더군요.

몇년 전까지는 130/90 까지는 조금 두고 봅시

리브어보드를 한 번 타고 몇 일간 심하게 멀미

다 하는 식이었지만 현재의 치료 원칙은 무조

를 한 후에 저는 극복을 한 경험이 있고, 집사

건 어떤 방법을 쓰건 120/80 으로 유지해야 한

람의 경우 그래도 계속 멀미를 하다가 나이가

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쉰 중반을 넘기니 신통하게 그 심하

그리고 심장 초음파상에 판막에서 역류(센다고

던 멀미가 죽어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만)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건강

부디 잘 극복하시고 재미있는 다이빙 활동을 계

한 심장에서도 약간의 판막 역류가 보일 수 있

속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임상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판막이라고 적어

Q

다이빙 중 일시적인 현기증

주셨지만 혹 이것이 PFO(심방 원형와 개존증)

40대 남자로서 고혈압에 가까운 혈압은 있고

이 있다는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고혈압은 아님), 심장초음파 결과 판막에서 아

것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약간 혈류가 새는 증상이 있다고는 합니다.

PFO에 관해서는 본 Q&A에서 검색이 가능할

그렇지만,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것입니다.

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병원 규모

다이빙 중에 아주 가끔 급격한 상승 동작(상

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전정 기능 검사를

체를 급하게 세우거나, 실수 등으로 일시적인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1~2m 정도 급상승)에서 현기증이 느껴집니다.

다이빙 자체도 어차피 물이 체온보다는 차기

현기증은 1~5초 정도 유지되다 깨끗하게 사라

때문에 귀로 찬물이 들어갈 때 현기증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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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뼈가 아팠습니다.(몸살약 한 번
먹음)

Q

뇌출혈(지주막하 출혈) 후
다이빙이 가능할까요?

1월 28일 오전부터 왼쪽 팔꿈치 뼈 근

안녕하세요? 박사님. 다이빙 관련해서

육이 심하게 아팠고, 오후가 되자 오

질문할 곳이 없어서 고민만 했었는데

른쪽 손등이 심하게 아팠습니다.(주먹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네요.

쥐고 손목을 아래로 내릴 수 없음)

2009년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혹시 잠수병

수술을 한번 받았구요. 2010년에는 색

증세인가요?

전코일로 혈관이 팽창된 다른 부위 시

A

련제를 복용했었구요. 저를 담당하셨

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항경

감압병 ???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

던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다이빙을 하

니다.

지 못하게 하셨는데 올해 집에서 가까

감압병 증세의 절대 다수는 다이빙 후

운 곳으로 병원을 옮기면서(서울대병

24시간 이내 나타납니다. 만일 항공기

원) 다시 MRA(자기 공명 혈관 촬영)검

탑승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 역시 항공

사를 했는데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말

기 탑승 중 혹은 항공기에서 내릴 때

씀하셨답니다.

이미 증상을 나타납니다.

바뀐 의사선생님께 다이빙관련 질문을

귀국하고 4~5일 후 이런 증상이 나타

드렸더니“다이빙을 해도 된다”
라고 말

났다면 물론 2~3%의 가망성이 있기

씀을 해주셔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바

는 하나 감압병으로 보고 조언 드리기

뀐 선생님께서 다이빙에 대해서 전혀

는 힘듭니다.

모르셔서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가까운 정형외과나 내과 쪽에서 정밀

다이빙을 해도 될까요?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해도 호전이

참고로 저는 어드밴스드 자격증만 가

없으시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쳄버 치

지고 있답니다.

료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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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이빙 가능

두개골 수술과 다이빙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을

운동은 하고 싶고 매일 다이빙도 해야 하고 어떤

않더라도 고요 무증상 기포는 항상 존재하는 법

것이 맞는지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니다)는 그 자체로도 체내에서 피로물질로 작

몇 차례 받은 듯합니다.

끝으로 어장관리 사업을 오래 하려고 하는데 직

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완전히 회복되었고, 항경련제를

업 다이버가 지켜야 할 몸관리 방법 좀 가르쳐

여기에다가 근육운동 등으로 인해 생기는 젖산

복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다이빙

주십시오.

등이 또 다른 피로물질로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면

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꼭 한번 뵙고

아무리 철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가 수용할 수

그러나 모든 두개골 내부의 수술은 재발과 발작

인사 올리겠습니다.

있는 피로물질이 다 걸러지지 못하고 어디엔가

을 막기 위한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합니다.

축적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일 출혈의 재발과 발작의 발현이 수중에서 일

A

어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

30대 초반이면 하루 3회의 다이빙을 하고도 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나 다이빙 강사/가이

산소운동에 근육 운동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체

30대 초반은 몇 년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

드라고 할지라도 “예 다이빙 하십시오” 할 수 없

력이 가능한가 봅니다. 부럽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님의 20대 초반이 벌써 10년이나

는 노릇일 것입니다.

원칙만 말씀 드리자면 다이빙 이후 격렬한 운동

지나간 세월인 것처럼….

다이빙 가능

오늘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모여 있다가 폭발

본인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

은 그 자체가 감압병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올

직업으로 다이빙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이빙에

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그 이해와 판단에 기초

릴 수 있다는 것이 잠수 의학에서의 일반적인 소

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안전한 다이빙에 더욱

한 결정을 따르십시오. 압력평형만 된다면 저는

견이기는 합니다.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체온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도 다이빙을 말리지 않는 아주 못

상승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체온

제가 문의 받은 많은 분들, 특히 심각한 감압병

된 의사입니다.

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체내 질소 기포도 어느

증상과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러 이

정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해서 절

러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산

Q

다이빙 후 격한 운동

대 틀린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

다”고 하십니다만, 그러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계

저는 30대 초반의 열혈 다이버입니다. 스무살 때

로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한 다

속하게 되면 먹는 것은 고사하고 살 수도 없는

다이빙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다이빙

음 그것도 하루 세 번 씩이나 한 경우라면 격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미생활로 일

한 운동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

다이빙의 일반 수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일에 2~3 탱크씩 하곤 했습니다.

에게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에게 말리는 편은 아

그것을 다 적어드리기에는 본 컬럼의 취지나 범

그래도 10년을 합치면 나름 상당하구요, 다이빙

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처럼 특수한 건

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서 적지 않겠습니

이 저한테는 적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직

강 체질의 문의자 분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 그러나 반드시 무 감압한계를 여유있게 지키

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만 하는 것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시고, 가급적이면 다이빙 횟수를 줄이시고, 가능

은 아니고 주로 하는 일은 어장관리 사업입니다.

인체는 자체로서 견디고 수용할 수 있는 운동량

하다면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시고, 천천히 상승

여기서 박사님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다이빙 이후 축적되거

하시는 것을 생활화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래 전부터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

나 발생하는 질소 기포(감압병 증세를 일으키지

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은 헬스장에서 하루 2~3
시간 정도 하고 있는 동호인 보디빌더입니다.
근데 제가 직업상 매일 다이빙을 3탱크씩 합니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다.(바다상황에 따라 달라짐)
평균수심 10~20m 전·후 감압은 철저히 하고,
최상 컨디션 유지를 위해 담배는 삼가하고 술은
가끔 소량만 마십니다. 항상 잠수병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 나름 다이버로서 몸 관리는 철저히 하
고 있는데 주위에 저보다 경험 많은 강사나 선배
분들이 가르치시기를 다이빙 후 몸에서 잔류질
소가 완전 배출되기 전까지는 격한 운동을 하지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9-7 통영세계로병원
Tel. 055-649-7115, 017-560-0365 (김희덕원장)

말라고 합니다.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오투치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라 지속하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고 있는데 다이빙 후 2~3시간 안에 헬스장에서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75

선수들처럼 운동을 하는 건 무리가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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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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요즘은 슈트 재질이 많이 좋아져서 덜 그런 편이지만 슈트를 입는데

다이버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너무 진을 빼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필리핀 아닐라오에 다이빙을 가니 30m 수심에서 수온이 24°C
가 나왔다. 보온을 하기 위해 조금 두터운 5mm 까모 슈트를 입는데 정
말 애를 먹었다. 어찌나 진을 뺐는지 차라리 드라이 슈트를 입고 내피
를 좀 덜 입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리 고생스럽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가 가득했다.
다이버가 리조트에서 자신의 장비를 조립하는데 먼저 슈트를 입고 장
갑을 착용한 후 장비를 조립하는 경우가 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장비를 만지게 되면 둔해서 매끄럽게 조립되지 않는
다. 오늘 따라 조립이 잘 안 된다며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경우가 있
다. 스태프가 장비 세팅을 다 해주는 필리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지만 한국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공기통에 BC를 먼저 부착하기 전에 호흡기부터 붙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다이버가 조립하는 모습을 힐끗거리면서 얼굴은 난감
한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용법을 읽지 않는다.
강사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 중에도 다이빙 후 로그 기능을 못 찾는 분
도 있다.
평상시 자신의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
물속에서 호흡기나 게이지에 계속 기포가 새는데도 장비를 점검하지
않고 다음 여행에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긴 외유를 다녀온 후 사무실에 앉아

수면공기 소모율이 적은 여성들이나 착한 남자들이라면 무감압한계

파일을 정리하다가 틈 날 때마다

다이빙을 하면서 굳이 11ℓ 실린더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다이빙과 관련된 글을 정리한 것을

소모율에 대한 개념과 다이빙 계획이 부실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발견했다. 다이버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호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다이버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 꼭 초보가 아니라 경험이
많은 다이버나 필자도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한다.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후드 뒷부분이 호흡기 1단계에 자꾸 짓이겨져서 구멍이 난 채 다이빙
하는 다이버도 있다.
실린더 밴드를 너무 낮게 고정하게 되면 1단계가 다이버에게 갑질을 하
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흡기가 머리에 닿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
고 한다.
수경에 김서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이빙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침보다는 상
용 방지제나 소아용 샴푸 같은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올바른 사용
법은 침이나 방지제를 뿌리고 바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점성이 강
화 유리에 착상이 되도록 조금 기다렸다가 씻어야 효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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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에 잘 맞지 않는 수경을 계속 사용한다.

반드시 수면에서 부력 점검을 해야 한다. 같은 5mm 슈트라

주로 렌탈 수경을 사용할 때 이런 경우가 있지만, 자기 수경

고 해서 모두 부력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 쓰면서 왜 자꾸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도 있다.

수면에서 양성부력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패닉에 빠지는 경

마스크를 이마에 올린 상태로 배 가장 자리에 앉아서 장비

인플레이터를 조금 더 눌러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어떤

를 착용하거나 핀을 신는다.

경우에는 작은 BC에 공기를 너무 많이 넣어 고생하는 경우

수경을 물에 빠트리면 10만 원 정도 주고 다시 구입할 수 있

도 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장비가 제일 좋은 장비다.

우도 있다.

지만 그날 망친 다이빙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또 자신의 수
경은 물속으로 빠트리고 죄 없는 다이버마스터나 강사의 수

압력 평형을 귀가 아파오면 시행하는 다이버가 많다.

경을 빼앗아서 수경 없이 다이빙을 하는 강사도 보았다. 직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프다. 첫 압력

업적 비극이다.

평형 행위(발살바: Valsalva 방법)는 물속에서 하는 것이 아
니고 수면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압력의 평형이 아니고 중

핀이나 수경을 착용하지 않고 (뒤로 굴러) 입수하는 경우도

이의 양압을 만들어서 하강하다가 다시 귀가 아파오기 전에

있다.

다시 양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귀에 무리가 가지 않

입수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살펴보는 절차를 시행하

는다. 무리한 압력 평형 행위를 하다가 내이의 정원창이 파

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드, 마스크, BC, 주입 배출 호흡기 2

열되면(Round Window Rupture) 귀가 먹는 수도 있다.

단계, 두 개 퍼지확인, 웨이트, 핀 등을 확인하는 데 10초면
충분하다.

하강을 시작할 때 서서 내려가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수평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계속 서서 내려가서 바닥에 핀

웨이트 양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이버가 많다.

을 대고 나서 중성부력을 맞추는 행위를 한다.

자주 다이빙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슈트가 바뀌면

수면 아래 1m가 되면서 부터 바로 수평 트림 자세를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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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속도를 조절하고 반드시 바닥에 닿기 전에 중성부력을

마나 많은 공기를 폐포로, 혈류로 그리고 조직으로 보내는

잡아야 한다. 바닥에 닿기부터 하는 행위는 제한수역 교육

가 하는 점이다. 또한 공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 숨을 참는

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잘못된 자

행위는 그야말로 쥐약 중 쥐약이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세가 습관화되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거나 레벨이 올라가더

다. 앞서 적은 12번째 주제 중에서 웨이트를 많이 차는 것도

라도 습관을 고치기 어렵게 된다.

공기 소모를 늘이는 요소가 된다.

현지 다이브 마스터나 가이드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다이빙 중 BC만으로 부력조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

수심 한계 시간 등을 무시하는 다이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세한 부력 조절은 호흡으로 해도 충분하다.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브리핑을 하는 것은 현지의

심호흡과 약한 호흡 사이에는 약 1,000ml의 공기 양의 차

지형이나 다이빙 방법, 그 바다의 생태계 등의 바다상태를

이가 있어서 어지간히 BC에 공기를 넣는 양보다 적지 않다.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BC를 계속 사용하면 공기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공기가 빠르게 줄어들어 같이 간 팀원들의 눈치

공기 소모율을 체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

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 다이버들은 자신의 공기 소모율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흔히 감압병이나 무감압 한계 등 감압 이야기를 할 때는 수

안전한 상승을 위해 BC를 사용하는 요령이 부족한 경우도

심, 시간, 수온 정도만 고려 요소로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

많다.

된 생각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에서 내가 얼

중성 부력 상태로 다이빙하고 있었다면 천천히 수면을 향해
킥을 하면 상승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
다. 이럴 때는 어지간히 킥을 해도 수면으로 상승은커녕 오
히려 지치고 패닉에 빠지기 쉽다. 이런 경우에는 BC에 공기
를 조금씩 주입하고, 상승을 시작하면 조금씩 빼주면서 올
라가야 한다.
짝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강조하고 편집하는 기능이 있
다면, 이 부분에 고딕체로 밑줄을 긋고 글씨 크기를 키우고
싶다. 분명 한국 다이빙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같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나올 때는 대부분 따로 나온다. 그
러면서도 잘못된 일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차가운 물에서 혼자 다이빙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절단 도구(칼 혹은 가위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떠다니는 폐그물도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보온을 하지 않는다.
추위는 감압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무감압 한계를 지
킨다면서 수온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일을 당하고 긴급전화
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게이지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창피한 일이지만 필자도 초보 때 아닐라오 성당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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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dral Rocks)에서 수중 사진 찍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꼭 입수 전에 담배를 피워야 하고 수면 휴식 시간에 술을 마

공기가 고갈된 적이 있었다. 가까이 보이던 아내한테 가는

셔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다.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던지! 겨우 다가가 공기를 공유하

휴! 감압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

고 상승을 하는데 아내의 허벅지에 빨판상어가 붙어서 따라
왔다. 반드시 자신의 게이지뿐만 아니라 짝의 게이지도 서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실린더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BC와 호흡기를 붙여둔 채로 약간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경우도 있다.

비상시 웨이트를 푸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다.

만일 잘못해서 이것이 바닥으로 쓰러지거나 떨어지면 호흡

바닥에서 공기가 고갈되어 익사하는 경우가 있다. 비상시 공

기가 부서지거나 사람의 발등에 골절이 생기기도 한다.

기가 부족할 때는 먼저 웨이트를 풀고 비상 상승해야 한다.
웨이트 풀기 연습은 웨이트 버클을 풀어서 몸에서 약간 거

웨이트 벨트를 풀어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지 않고 무심코 아

리를 두고 버리는 연습을 하고 다시 착용해야 한다. 모 교육

래로 그것도 가끔 멀리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단체 동영상을 보면 몸에서 떼면 안 되고 오히려 붙이라고

스테인리스 버클은 구부러지면 사용할 수 없고, 플라스틱 버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클은 쉽게 박살이 나서 다음 다이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플라스틱 버클이 깨져서 벨트를 철사줄로 고정해서 입수했

안전 다이빙이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르고

다가 경북 경주군 감포면 앞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

있는 분이 꽤 있다.

신 경우도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조사리에 있는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하다
가 우리 팀이 다이빙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

스페어 부품을 따로 챙겨서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다.

게 “저, 박사님!! 근데요, 안전정지가 뭐라예?” 하신 분이

여분으로 마우스피스, 마스크 스트랩, 핀 스트랩이나 호흡

있었다. 모든 다이빙 이후 안전정지는 꼭 하는 것이 옳다.

기 포트 오링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3~5m에서 3~5분이라고 외우기 쉽게 이야기 하는데 가장

“Save-A-Dive” 키트라고 시중에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

바람직한 것은 6m에서 1분, 그리고 3m에서 2분이다.

이 있다. 프로라면 스패너, 케이블 타이, 마우스피스, 그리고
6각 렌치를 준비하고 다니자 웬만한 고장은 수리할 수 있어

보트 다이빙을 하면서 수면 상승을 보트에서 먼 곳에서 한다.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

특히 앵커를 내린 보트 다이빙이라면 가급적 보트 가까운
곳으로 와서 상승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수면에서

카메라, 비디오, 다이빙 컴퓨터 등 고가의 장비를 세워둔 탱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파도치는 수면에서 배 근처까지 헤

크 곁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엄쳐서 와야 하기에 고생하는 다이버들이 종종 있다.

탱크가 넘어지면서 광각 돔포트가 깨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고가의 장비를 부주의로 망가지게 하는 것은 가슴

수면에서는 꼭 스노클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

아픈 일이었다.

람들이 있고 그것을 강요하는 강사나 교육 단체가 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난 개인적으로 스노클

다이브 센터나 리조트 혹은 다이빙 보트 등에 산소 장비를

은 스노클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면이 거칠고 파도

구비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가 높을 때는 스노클보다 호흡기를 물고 있는 것이 더 안전

다이빙 후 감압병이 의심될 때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산소

하다. 수면에서 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수면에

응급 처치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서 파도의 리듬을 타면서 맨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훨씬 편
안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면에 올라오면 바로 마스크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자면 동해안 다이빙을 마치고 서

벗고 선글라스로 바꿔 착용한다. 워낙 광선 공포가 심한 것

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구미로, 돌아오기 전에 술을 마시

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어지간한 파도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다.

않다. 그렇다고 해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교육하면서 스

포항으로, 아산병원으로 병문안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노클을 물지 않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꼭 가
르쳐야 하는 기술이고 습관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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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SDI/TDI/ERDI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실시(~5일)
12일 PADI 강사개발 정규교육(~22일)
15일 BSAC 대학생 강사교육과정 접수 마감
17일 국제 해양, 안전장비박람회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1, 2 전시홀)
20일 ‘똑딱’ 콤팩트 카메라 수중사진전 (~27일)
23일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 마감일
27일 PADI 강사시험(~28일)
BSAC 대학생 강사교육과정 (~7월 5일)
30일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7월
1일 PADI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3일 IANTD 강사 트레이너 과정(~10일)
9일 PADI 웨비나 - 위험관리
30일 PADI 웨비나 -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5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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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으로 스쿠버다이빙 산업 고사

오는 6월 1일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앞두고
스쿠버다이빙 산업계 극렬 반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쿠버다이빙 규제 강화는 전형적 탁
상행정에서 나온 규제이다. 스쿠버다
이빙 업계가 지난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극렬 반발하고 나섰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2013년 7월 태안
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
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학생 5명이
사고사하면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법안을 기초하여 새누리당 경대수 의
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의원입법이 되
었는데, 2013년 11월 6일 발의되어 법
사위에 계류되다가 그 해 5월 2일 오
전에 법사위, 오후에 본회의에서 졸속
으로 통과되었다.
연안사고 예방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민안전처의 해양

현재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회

경비안전본부에서 주관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며, 다음달 6월 1일부터 본격

장 우대혁)는 지난 4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꾸준히 모임을 갖

적으로 시행된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업주

고 해경안전본부에서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6월 1일을 D 데이로

측이 참가자 5명당 한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

정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인물과 규제철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페

원 수와 동일한 승선 인원의 비상구조선을 대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규제 철폐에 동참하는 다이버들의 세력을 결집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시켰다.

키고 있다.

다이빙 업계 관계자들은 이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

강원, 제주, 경북 지역 스쿠버다이빙 연합회들은 이미 한국해양구조협회

다. 지난 5월 14일 개최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담당자와 다이빙 업계의 토

회원증, 민간구조대원 위촉장 등을 반납하고 그동안 해양경찰의 구조업무

론회에서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이빙 업계의

에 협조하던 구조활동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경남 지역 협회

한 관계자는 “참가자 5명당 한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세계 어디

도 이 결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에도 유례가 없으며, 안전요원의 교육 과정은 고작 6시간인데 최소 30시
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에게 겨우 6시간 교육을 받는 안
전요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는 연안사고
사망자 중 스쿠버다이빙 사망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규제가 과하다
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이빙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3년동안 연
안사고 사망자 9,984명 중 스쿠버다이빙에 의한 사망자는 18명이다. 해양
안전본부 측은 ‘사망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고가 나면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 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이 보호할 가치
가 있다.’고 말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이빙 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날 공청
회가 끝난 후 다이빙 업계 관계자들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스쿠버다이빙의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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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수중사진가 성오용

수중사진전 & 출판기념회 개최

why sea ?
AGGRESSOR가 안내하는 14개국,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한 16개월을 이야기하다.

Why Sea?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니다.
나는 왜 바다로 떠났는가?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몸부림 친 바다.

지난 5월 15~25일에 강남구 논현동 GalleryDooin에서 수중사진 전시회와 출판 기념회를 열었

얼마나 더 많은 바다를 만나야 답을 할 수

다. 지난 16개월 동안 AGGRESSOR 리브어보드가 안내해준, 14개국의 바다를 누비며 촬영한 수

있을까요?

중사진들을 책으로 발간함과 동시에 “Why sea ?”라는 제목으로 수중 사진전을 개최한 것이다.

어쩌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 떠난 16개월의 여정.
AGGRESSOR가 안내해 준 14개국의 바다를
사랑하는 선배님, 후배님, 친구들 그리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미흡하지만 왜 바다인지,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무엇인지 오셔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오용 배상 (010-5281-5736)

198 |

‘똑딱’ 콤팩트 카메라 수중사진전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는 아

의 작품을 출품하여 총 100점 내외를 전시할 예

마추어 수중사진가들이 그동안 촬영한 사진과

정이다. 해외 초청작가 부문도 5명 내외의 해외

동영상을 모아 소박한 마음으로 여는 수중사진

작가가 참여하여 20점 내외의 전시가 될 예정이

전이다.

다. 서울시립대학교 빨간벽돌갤러리의 3~4개

아마추어 수중사진가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

전시장을 활용하여 수중사진과 동영상을 다채

하고,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한 수중사진의 가능

롭게 전시하고자 한다.

성을 보여주며,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수중

2015년 6월 20일(토)부터 27일(토)까지 1주일간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이런

서울시립대학교 빨간벽돌갤러리에서 열리며, 초

전시를 통하여 수중사진을 보다 활성화시켜 수

대 일시는 6월 20일(토) 오후 5시다. 오프닝을

중사진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이

하는 20일에 콤팩트 카메라 유저와 수중사진에

빙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보고 싶다.

입문하고자 하는 다이버를 위한 세미나도 계획

우선 수중사진 세미나를 통하여 수중사진을 익

하고 있다. 수중사진에 관심 있는 많은 다이버

힌 다이버 중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진가

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중사진가들의 폭

¤ 참가자

넓은 참여를 기대한다. 이번 전시의 결과에 따라

강현주, 권수영, 김승집, 김  원, 김윤회

1~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

김재범, 김종훈, 김준연, 김현덕, 김환희

¤ 해외 초청작가(예정)

있기를 희망한다.

라미정숙, 박성배, 박세환, 박승희, 박진엽

James Mamoto(Indonesia), Ben Sarinda

또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해외의 유명 작

신은수, 신희란, 아톰킴, 유도윤, 이수연

(Indonesia), Stanny Manopo(Indonesia)

가를 초대하여 해외의 사진 경향과 콤팩트 카메

이은정, 이종순, 장기영, 정상근, 조상혁

Lawrence Alex Wu(Tailand, Philippines)

라 수중사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영철, 현수현, 홍선기, 홍혜선

Dennis Corpuz, Alexis Principe

첫 번째인 올해는 30명 정도가 1인당 3점 내외

현재 29명

(Philippines), Tim Ho(Malaysia)

우리가 똑딱하는 이유

모시는 말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다.

처음 카메라를 접하고 촬영한 것이 바다 속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그러한 소통의 또 다른 매개체이다.

그 당시 똑딱이 카메라는 그냥 자동으로 찍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은 물속 세상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

바다 속 아름다움에 빠져서 눈으로만 보고 오기 아까워 똑딱이에 담아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이 사진들로 하고자 한다.

전문사진가도, 그렇다고 DSLR 카메라도 아닌, 사진에 대해 정식으로 배우거나

우리가 똑딱이 카메라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전문지식도 없는 다이버들이 콤팩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감히 수중사진전을

다양할 것이다.

하려고 합니다.

손쉽고 간단해서, 경제적이라서, 편해서, 부피가 작아서,

현재 국내 다이버의 1/3가랑이 콤팩트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만, 똑딱이기에

자유로운 다이빙을 포기하기 싫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과감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찍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느껴질 때가 있다.

콤팩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하지만 또 그만큼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담아 올 수 있는지에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서울시립대 정상근 교수의 콤팩트 카메라 수중사진 세미나를 통해 모인

욕심일까? 다른 똑딱이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할까 궁금해졌다.

똑딱이 다이버들이 각자의 감각과 느낌으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하여 액자로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된다.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똑딱이들이 모여서 수다를 떤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시회를 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화려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진을 뽐내거나 자랑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이버들이 바다에서 먹거리

그리고 소박하고, 간결하게라도 나만의 색깔로 말하는

채집만을 하는 줄로만 아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다 속에 아름다움을

사람과의 대화도 즐겁다.

보여주기 위해, 아직도 콤팩트 카메라를 그냥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 다이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멋들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얼마든지 수중의 아름다움을 찍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빛이 있다.

사진전을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재미있는 수중사진들을 구경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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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교수의

‘아! 독도 112’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시회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의 해양생물 생태를 기록한 작품
집이 출간되었다. 군산대학교 김지현(63·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독도해양생물생태
연구실) 겸임교수는 10여 년간 독도에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바탕으로 한 해양생태작품집
‘아! 독도 119’에 이어 ‘아! 독도 112’를 출간한다.
이 책은 김 교수가 직접 독도와 독도의 바닷속 해양생물들을 수중 촬영한 생생한 현장사
진으로 구성해, 해양생물학자와 수중촬영가 및 독도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독도의 수
중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아! 독도 112)
의 출판기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같은 과 스쿠바다이빙
전공 대학원 학생들의 수중사진전도 같이 개최한다.
출판기념회 및 오프닝 리셉션 : 2015년 8월 5일 오후 5시
장소 : 서울 인사동 ‘갤러리 시ː작’ (Tel. 02-735-6266)
전시기간 : 8월 5~11일(월요일 휴관) / 참고 : 전시기간 중에는 누구나 참관가능

동해안 쪽빛바다, 그 속의 해양생물이야기
- 해수부, 2014년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동해안 해양생태계 화보집 발간 -

동해안 바닷가를 거닐면서 누구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갯바위 해변, 그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소개하는 화보집이 나왔다.
동해안 갯바위
해변 / 물속 생물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동해 북부해역을 대상으로 한 2014년 해양생
태계 조사 결과를 모아 해양생태총서 시리즈 제6권 ‘쪽빛 바다, 동해안 갯

Sea of deep blue
Marine flora of the eastern coast

바위 해변 / 물속 생물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생물과 생태계의 면밀한 조사
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해 북부를 시작으로 해양
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왔다. ‘해양생태총서*’ 시리즈는 기본조사를 통
해 알아낸 해양생태계 관련 지식들을 일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 이야기이다.
* (제1권) 테마가 있는 생물이야기 서해, (제2권)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바다 서해, (제3권) 테마가 있는 섬 이야기 남해 등 총 6권
서·남해안에 비해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진 동해안은 주로 갯바위와 경사
가 가파른 크고 작은 모래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보집에서는 강원 고

해양생물들과 보다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

성부터 경북 울진까지의 갯바위 해변과 물속 암초 표면에 살고 있는 해조

로도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류, 해초류 군락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무척추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 생태적 특징이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 화보집은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무료 배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한 권의 화보집이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강

하고,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e-book으로도 만나볼

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동해 연안에 살고 있는 낯설었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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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다이버를 낚시 어선에 태우는 법이 담긴

‘제주특별법ʼ 개정안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
제주도에서 다이버를 낚시 어선에 태우는 법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4월 임
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에 상정되고도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
회의에 올라가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힘
겨루기가 지속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자칫 제주특별법 개정
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초의 온혈 물고기 발견

붉은개복치
통상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붉은개복치
가 인간이나 포유류처럼 따듯한 피를 가진 항온동물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니콜라스 웨그너 미국 해양대기청(NOAA) 박사팀은 수심 300m의 바다 속에서 사는 붉은개복
치가 항온동물 특성을 가졌다고 학술지 ‘사이언스’의 5월 15일자에 발표했다.
다 자란 붉은 개복치의 크기는 50㎝를 훌쩍 넘긴다. 연구팀은 붉은 개복치가 차갑고 깊은 바
다 속에서 더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쉴 새 없이 커다란 가슴지느러미를 빠르게 움
직이며 열을 발생시키기 데서 찾았다. 또 다른 물고기와는 다른 아가미 구조 덕분에 물과 혈관
이 닿을 때 잃어나는 체온손실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길이 2m에 무게 270㎏까지 자라는 붉은개복치는 수심 50~200m에서 오징어나 다른 물고기
를 잡아먹고 산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동안 발달 과정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붉은개복
치가 사는 수심의 온도는 10도 이하다. 연구진은 붉은개복치를 잡아 체온을 쟀더니 수온보다
3.2~6도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붉은개복치의 체온 유지 비법이 가슴근육에 있음을
밝혀냈다. 체중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가슴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여 열을 만들고, 체지방을
이용해 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붉은개복치(학명 : Lampris guttatus)
미 국립해양대기국 연구자인 저자가 <사이언스> 논문 중 연구대상인 붉은개복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NOAA 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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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해양생물 다양성 ‘갯벌에서 심해까지ʼ 발간
- 해수부, 8년간 해양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 집대성한 종합 해양생물 도서 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1만 3천여 종류의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바다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과 특징을 소개하는 도서 ‘갯벌에서 심해까지’를 발간했다.
‘갯벌에서 심해까지’는 지난 8년(2006년~2013년)간 실시한 해양생물 다양성 조사를 집대성한 것으
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바다에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해양생물의 생태와 생명의 신비가 생동감 있
는 사진,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어렵고 딱딱한 전문용어는 전문작가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고 컴
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삽화는 책의 내용을 한층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그동안 발간된 해양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전문보고서나 사진 중심의 도서 형태였다면, 이번에 발간
한 책은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모든 특징과 지식을 한 권에 담고 있는 국내 최초의 종합 해양생
물 도서이다.
‘갯벌에서 심해까지’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에 살고 있는 작은 게에서부터 연안 수중암초
의 화려한 산호, 동해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신기한 심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다환경과 생물
들을 아우르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바다의 생물
의 모습과 생활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 책에 실려 있는 다양하고
신기한 바다 생물의 삶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우리 바다에 대한 한층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이 싹
트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CD, 벽걸이용 대형 포스터와 함께 전국 초·중등학교 9,433개소 및 관계기관 등에 무료 배포
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202 |

갯벌에서 심해까지 책 내용 소개

동해 겨울바다, 오호츠크해 손님으로 가득
- 해까치돌고래, 물개, 범고래 등 한대성 종류 다수 출현 -

지난 겨울은 차가운 극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고래류와 물개가 우리나라

특히, 찬물을 선호하는 까치돌고래와 물개가 강원도연안에서 다수 관찰

동해바다에서 대량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직무대리 최우정 부장)

됐고, 이들을 먹이로 하는 범고래도 관찰되어 한대성 해양포유류들이 겨

고래연구소(울산시 소재)는 올해 3월에 실시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동해

울철에 우리나라 동해 연안으로 찾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래연구소는

에서 범고래·밍크고래·참돌고래·낫돌고래·까치돌고래·상괭이·물개

까치돌고래와 물개가 많이 관찰된 이유가 올 겨울 이들의 주 서식처인 오

1,800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고래연구소는 매년 3월에 조사를 실

호츠크해의 얼음이 최근 들어 가장 적게 얼어,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의

시하고 있고, 올해는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시험조사선 탐구10호(69톤)를

라페루즈해협을 통해 해양포유류들이 동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

이용해 동해 강원도연안에서 울산연안까지 고래류 자원조사를 수행했다.

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조사기간 동안 동해의 표층수온이 전년 대비

이전 조사에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주로 관찰되고, 개체 수가 100마

1~2℃ 가량 낮게 유지되어 많은 수의 고래와 물개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리 미만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종류의 고래와 1종의 물개가 관찰되

머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었고 개체 수도 월등히 많았다.

안두해 고래연구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한대성 해양포유류들이 대량 관

※ 2011년 3월 : 6종, 101마리, 2012년 3월 : 3종 44마리,

찰됨에 따라, 앞으로 오호츠크해의 얼음 분포량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2015년 3월 : 7종 1,862마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물개

범고래

까치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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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바다, 사진에 담아요
-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 6월 23일까지 접수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해양에 대한

입상작은 심사위원단이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사진에 접목하고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하여 ‘대한

심사결과는 8월 중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민국 해양사진대전’의 작품을 6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역, 항만, 해양박물관, 여객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순

이번 해양사진대전은 지난해까지 한국해양재단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개

회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별적으로 개최하던 사진 공모전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한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시작한 해양사진대전은 지난해 제9회 대전까지 총 6,008명

의미가 크다. 한국해양재단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3월 31일 업무협

24,055점의 작품이 응모하는 등 해양분야를 대표하는 사진대전으로 자리

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의 사진공모전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대표 해양사

매김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안산 탄도항에서 바닷가 풍차가 바람

진대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에 도는 모습을 촬영한 작품인「해양풍력발전소(신은주 作)」가 대상을 수

해양사진대전의 작품은 섬, 바다, 어촌·어항, 해양레포츠, 해양산업, 해양

상하였다.

관광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피해 등을 포함하여 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올해 해양사진대전은 유관단체별로

를 소재로 한 사진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개최해오던 사진공모전을 통합하여 개최하는 만큼 더 다양한 작품들이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편 이내의 미발표작을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응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진대전이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양의 중

(koreamaritimefoundation.or.kr)를 통해 6월 23일까지 일반부(대학생 포

요성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와 학생부(중·고등학생)로 나누어 접수하면 된다.

해양사진대전의 공모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해양재

*접속경로 : 참여의 장→해양사진대전→해양사진대전안내→참가신청하기

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역대의 수상작들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참여의 장/해양사진대

우수작에 대하여는 대상 1명(해양수산부장관상, 500만원)을 비롯하여, 일

전/역대 수상작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경

반부와 학생부 각각 부문별로 ▲금상 1명(각 300만원), ▲은상 2명(각 100

우에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만원), ▲동상 4명(각 50만원), 입선 20명(각 20만원) 등 총 2,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주요 당선작 사진(최근 3년간)

2014년 대상(해양풍력발전소, 신은주 작)

2014년 금상(ULSAN FPSO, 전석호 작)

2013년 대상(군무, 김성철 작)

2013년 금상(해양소방훈련, 박권수 작)

2012년 금상(모래톱의 美, 최효심 작)

2012년 은상(이어도 경비, 정희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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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숲 조성 수중사진전 개최
- 갯녹음 어장 복원과정 및 수중 생태계 전시 -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이사장)는 제4회 어업인의 날을 맞이

으며, 2011년 715ha, 2012년 840ha, 2013년 1,337ha, 2014년 2,574.6ha를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갯녹음 발생어장의 복원과정을 담은 바다숲 조성

바다숲으로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3,078ha를 조성하게 된다.

수중사진전을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어업인의 날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수산인들에게 바닷속

이번 사진전은 제3회 바다식목일을 알리고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

황폐화의 심각성과 바다숲 조성의 필요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함으

치는 영향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중사진을 통해 보

로써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공동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FIRA 제주지

여준다.

사(홍정표 지사장)는 앞으로도 제주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에 지속적으

FIRA는 갯녹음어장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

로 바다숲을 조성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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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해양스포츠대회 열려
-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

해양스포츠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양레저

또한 국민적 주말 휴가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캠핑을 해양스포츠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요트, 카누, 서핑, 스킨 스쿠버 등 16개 해양스포츠

접목시켜 1박 2일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도 열리는 등 다

대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0일에 개최되는 전국카약대회(경남

채로운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요리대회, 섬 트래킹, 해변경기 등 부

진주)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10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해양스포츠 대

대행사를 통해 캠핑의 재미를 더하고, 바다를 소중히 하는 인식을 확산시

회는 국민들이 바다와 친숙해지고, 손쉽게 해양레저스포츠를 관람하고 체

키기 위해 참가자들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

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지난해 대규모 해양사고로 인해 위축된 해양

정이다.

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인원이 2012년 60만 명에서 지난해 73

산하기 위해 올해 해양스포츠 대회는 서핑·스킨 스쿠버 등 새로운 종목

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볼 때, 해양스포츠 대회에 국민들

도 추가되었다.

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스포츠대회 신규종목

대회 개최 및 체험인원 증가추이

<서핑>

< 대회 개최 증가 추이 >
(’
13년 6개 → ’
15년 16개)

<스킨 스쿠버>

< 체험인원 증가 추이 >
(’
12년 60만명 → ’
14년 73만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회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개최되므로
가족끼리 원하는 종목 및 지역 등을 선택해서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
으로 우리 국민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종목을 발굴
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크루징 요트>

해양스포츠대회 신규종목

2015년 해수부 지원 해양스포츠대회 총괄표
대회명

경남 진주 남강

제9회 장관배 전국 카누·드래곤보트 대회

서울 이촌

제1회 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서울마리나
[국제요트대회]
경인아라뱃길
[카누마라통대회]

제3회 이순신장군배 통영
Open Water Swimming 대회
(신규) 국제서핑대회

전북 군산

기타지원

일정

해양소년단연맹

주관

장관상(7점)

5.30(1일간)

해양소년단연맹

장관상(15점)

5.30~31(2일간)

해양수상레저
스포츠회
수영연맹

-

6.20~21(2일간)

대한서핑협회

-

6.26~28(3일간)

-

7.8~12(5일간)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전북 요트협회

전북 군산 비응도일원

해양소년단연맹

충남 당진

해양수상레저

난지도해수욕장

스포츠회

경기도 화성 전곡항
울산 울주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전남 여수

전남 여수시

제2회 송도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부산 송도

부산 서구체육

(신규) 2015 서핑페스티벌

강원 양양 죽도해변

(신규) 울주진하
전국 청소년해양스포츠대회

제2회 장관배 경인아라뱃길 드래곤보트   
및 카누마라톤대회
(신규) 제1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 스킨스쿠버대회
제4회 장관배 국제요트대회

5.30~31(2일간)

부산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신규) 경기도 국제요트대회

-

경남 통영

(신규) 제1회 새만금 국제크루징요트대회

(신규) 해안선레저스포츠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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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장관배 전국카약대회

경인아라뱃길
경북 울진
서울마리나(잠정)

장관상(12점)

7.29~8.1(4일간)

-

8.1~2(2일간)

경기체육회

-

8.1~2(2일간)

해양소년단연맹

-

8.5~8(4일간)

장관상(142점)

8.13~16(4일간)

해양수상레저
스포츠회
수자원공사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대한요트협회

-

8.29~30(2일간)

-

10.9~10(2일간)

장관상(6점)
장관상(5점)

10.10~11(2일간)
10.24(1일간)
9월중

“교육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를 지도한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이빙 교육, 투어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단체불문 PADI 재교육으로 새로운 자격증으로 교체가능
• 친절하고 활동적인 PADI 강사를 새로 만나세요.
• 전통있는 PADI 다이브센터와
다이빙 전문여행사 액션투어가 함께합니다.
• PADI 자격증이면 언제든 조회가능,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각 센터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상처 치료가 된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제휴된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대상 : 초급다이버 교육을 마친 다이버, 교육이 중단된 다이버

지역별 담당강사
인천

스쿠바다이빙클럽 (010-5256-3088)

광주

CC다이버스 (010-3648-1886)

위영원CD

신청방법 : 각 다이브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대전

넵튠다이브 (010-5408-4837)

박금옥CD

일정

부산

씨월드 (010-4846-5470)

임호섭CD

제주

아쿠아스쿠버 (010-8618-3923)

송태민CD

수원

고프로다이브 (010-8653-3060)

홍찬정CD

모집기간 : 6월 중 수시모집 (각 센터 월 최대 10명)

교육일

내용

강정훈CD

용인

고다이브 (010-6317-5678)

임용우CD

경남

아쿠아렉스 (010-5230-6770)

송종윤CD

서울

노마다이브 (010-7114-9292)

김수열CD

7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오리엔테이션 및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

7월 둘째, 넷째 토요일
2PM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습/리뷰
*수영장/장비 이용료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

혜택 1. 월 1회 이론 강습 (레벨별 맞춤수업)

9월 중

필리핀 세부 팸 투어(특별프로모션)

혜택 2. 월 1회 수영장 스킬 테크닉 강습
혜택 3. 반창꼬 프로젝트 참가 수료 후 새로운 PADI 자격증으로 교체
혜택 4. [스쿠바다이버지] 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NEWS IN DIVING

(주)대웅슈트 / 마레스
마레스 랩 세미나 진행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 동안 부산에 위치한 태평양 해양산업과 스쿠바

3월 31일~4월 2일(3일) 부산 태평양 해양산업 최종훈 차장님, 강성태 과장님,

아카데미에서 마레스 랩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모두 바쁜 일정에도 배움에 대

김동근 과장님, 서영재 과장님, 하영덕 대리님, 지민수 대리님.

한 열정이 높았다.

4월 3~5일(3일) 부산 스쿠바 아카데미 김성열 사장님, 우영현 사장님, 김욱조

3일 과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늦은 시간까지 그날그날 배

강사님, 배혁록 강사님, 강동원 강사님, 김종권 강사님.

웠던 내용들을 숙지하고, 손에 익숙치 않은 공구들을 가지고 장비 분해를 하면

모두 수고 많으셨다.

서 부품 명칭을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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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CASIO Logosease 홍보영상 촬영

‘제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들은 CASIO의 수중 통신기 Logosease의 국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EXCO에서 개최된 국

내 홍보 영상 촬영을 올림픽공원 수영장에서 진행하였다.

내 유일의 소방안전산업 전문 전시회인 ‘제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

이번 수중 촬영 영상은 최근 출시된 사용자/취급 매뉴얼에 더해 기기 사용

람회’(소방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에 있어 필요한 팁과 사용 방법 등의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제 수

국민안전처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중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 후, 동영상 편집을 통해 각종 매체로 홍보될

국내 275개 업체와 30여 개국 300여 해외 바이어 등이 박람회에 참여하였

계획이다.

으며 총 944개 부스에서 최첨단 소방 신기술과 제품 등이 선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주)우정사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에 (주)우정사는 지난 SPOEX에서 첫 선을 보였던 CASIO에서 출시된 수

(주)우정사 02-430-0678 / www.woojungsa.co.kr

중 통신기 Logosease를 필두로 다양한 소방 구조 및 산업 용품을 소개하

오션챌린져 02-478-7273 / www.oceanickr.com

였다. 현재 각 지역 소방서 당국에서는 이미 일선 대원들의 장비 도입을 적
극 검토 중에 있기도 하다. 또한 산업 관련 기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통한
정보 수집과 실기 테스트를 병행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Logosease는 기존의 풀 페이스 마스크 타입의 통신 시스템을 탈피한 골
전도 방식의 송수기로써, 다이버의 마스크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기
기 없이 수중 대화가 가능하
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안전 구조용 기기로 손색없
는 평가를 받은 Logosease
는 이번 소방 박람회의 성과
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대중
적인 레저용품으로도 지속적
인 홍보를 진행해나갈 계획
이다.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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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 / 해성
딜러 대상 호흡기 리페어 세미나

SCUBAPRO A/S 지정점 계약 및 업데이트 세미나

SCUBAPRO 해성 호흡기 리페어 세미나가 지난 21일 진행되었다. 이번 세

지난 4월 22일 A/S 지정점 대표님들과 함께 신장비 업데이트 세미나 및

미나에는 10여 분의 센터 대표님 및 대표강사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으

향후 지정점 운영에 대한 미팅이 진행되었다. 본사 테크니컬 디렉터이신

며, 특별히 아시아 테크니컬 디렉터이신 John Seddon 님께서 직접 세미나

John Seddon 님께서 SCUBAPRO의 ‘2015 신장비 소개’와 새로운 버전인

진행을 해주었다.

‘Evo’ 호흡기의 변화된 특징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수리와 관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SCUBAPRO 호흡기의 작동원리/분해 & 조립 체험/

련된 업데이트 내용도 안내가 진행되었다. 추가적으로 향후 전국 각지에서

유지·관리 교육과 더불어 참가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차 세

SCUBAPRO 장비에 대한 수리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정점들 간

미나 교육은 다음달인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의 정보 공유와 운영방침 등의 논의도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SCUBAPRO

께서는 해성 A/S실로 연락 부탁드린다.

제품의 원활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향후에도 더 많은 기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경기국제보트쇼 전시회 참가
태평양 해양 산업 호흡기 리페어 세미나

2015년 5월 18~31일까지 KINTEX 제1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3대 보
트쇼인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국제보트쇼는 한국 교육단

지난 4월 23~24일 부산 태평양 해양산업에서 호흡기 리페어 세미나가 진

체 협의회(KDEC) 주관으로 스쿠바다이빙 산업 전반에 걸친 업체들이 참여

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본사 테크니컬 디렉터이신 John Seddon 님께

하는 쇼로, 스쿠바프로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비 홍보 및 안내를 위

서 직접 진행을 하였으며, 태평양해양산업의 커머셜 다이버분들께서 참석하

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사로 문의 주시면 티켓을

여 이틀간 호흡기의 분해 & 조립과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다. 앞

받으실 수 있다.

으로 태평양해양산업의 SCUBAPRO 장비는 자체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시 : 2015년 5월 28~31일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 전시관

완성되었다. 향후 해양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태평양해양산업의 다이버분들

주최 : 해양수산부, 경기도

주관 : 킨텍스, 코트라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제2회 국제해양, 안전장비박람회 참가
2015년 6월 17~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 2홀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 안전장비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해양, 안전 장비박람회
는 국민안전처와 인천광역시 공동 주관으로 해양, 안전장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로써, 스쿠바프로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비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사로 문의 주시
면 티켓을 받으실 수 있다.
일시 : 2015년 6월 17~19일

시간 : 10:00~17:00

장소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 2홀

주최 : 국민안전처, 인천광역시

주관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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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 해양실습장

▲ 챔버 운용, 잠수 의학 실습장

•학과장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 사무실
051-54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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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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잠수
BISM 다이브데모 보상판매

다이브센터/샵 전용 제품 안내

일본 해상 자위대 폭발처리대가 사용한 다이브컴퓨터로 유명한 “다이브데

2015년 Beuchat 다이브센터/샵 전용 라인인 First 시리즈를 선보인다. First

모” 출시 20주년을 맞이하여, BISM 본사에서 준비하는 보상판매 이벤트를

시리즈는 다이브센터와 함께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First 부력조절기는 한

진행한다. 태양광 충전, 티타늄 바디 신형 “다이브데모 티타늄 솔리스”를 다

개의 제품으로 두 가지 사이즈 구현이 가능하여, 다이브센터의 재고 용

이브데모를 소지한 분들께 보상 및 특가판매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내구성을 강화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인 동시

해왕잠수(02-362-8251 / www.kingsports.co.kr 게시판)를 참고하면 된다.

에 국내 최저가로 제공된다. 본 제품은 다이브센터와 샵에만 공급하는 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품으로 예약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왕잠수(02-362-8251 /
www.kingsports.co.kr 게시판)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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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랜턴의 괴물(6000루멘)

씨 몬스터 SEA MONSTER
LED : 50W
밝기 : 5500~6000lm
CCT : 5500~6000K
바디 : 항공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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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jws1044@hanmail.net

이규석 강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Blue Star Dive Resort
모알보알에서 바다를 만나세요!!

체험 다이빙

펀 다이빙

다이빙 교육

호핑투어

스노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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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22일간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

문의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 페이지 www.deepper.co.kr

브” 리조트에서는 곽애진, 김병석, 배주희, 류현주, 김응곤, 설학수 강사 후

인터넷 전화 : 070-7667-9641, 070-8221-9713

보생과, 김민혁, 이재한, 이경무 강사가 IDC 스탭 강사로 참여한 장태한

카카오톡 아이디 : hanbuty

PADI 코스 디렉터의 2015년도 두 번째 IDC가 있었다.
강사 후보생들 대부분이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GO 강사” 교육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레스큐, 다이브 마스터 코스를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IDC
를 시작하여, 많은 후보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진행되었다.
특히나 지난 2014년 12월 IE부터는 “디퍼 다이브”의 수영장에서 제한 수역
시험이 치러져, 보다 편안하고 수월하게 제한수역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이들 강사 후보생들은 모두 5월 22~23일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열린 IE
를 통과하여 모두 PADI 강사가 되었다.
곽애진, 김응곤, 설학수 강사는 계속해서 “디퍼 다이브”의 마스터 스쿠버 다
이버 트레이너 프로그램과 텍 다이빙 코스를 이수하고 “디퍼 다이브” 리조
트에서 강사 생활을 할 계획이다. 다음 정규 IDC는 2015년 7월 5일부터 시
작 될 예정이고 강사 후보생들을 위한 사전 교육은 7월 1일 부터 가능하다.
PADI 강사에 관심이 있으신 강사 후보생들의 많은 문의를 바란다.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DPV 교육의 본격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DPV 세미나

이탈리아의 수중 스쿠터 (DPV : DIVER PROPULSION VEHICLE) 전문 제조

지난 5월 7일에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DPV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업체인 SUEX사에서 DPV 7대를 구매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지난 4월

한국, 세부 막탄 지역, 보홀 지역의 강사와 다이빙 센터, 리조트 오너 등이

부터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교육 과정 중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코스의 어드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DPV의 이용과 사용 방법, 관리, 수리 등에 대한 이

벤처 다이빙에 DPV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에게 매우 좋은 반

론 교육과, 바다로 나아가서 DPV를 이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스킬 연

응을 얻고 있다. 특히나 핀 킥을 힘들어 하는 여성 다이버들에게 폭발적인

습, 실제 스쿠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오는 7, 8, 9월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배움과 더 나은 교육적 지식과 스킬 함

의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대비하여 DPV 스페셜티 코스을 개설하고 활성화

양에 노력을 기울이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하여 다이버들에게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또
한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 탐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디퍼 다이브”
의 DPV 다이빙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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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건물 증축 현황

Diving Pool Paradise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리조트 내 수영장 옆 공
터에 교육생과 펀 다이버들을 위한 신축 건물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하고 있으며, 건물의 완공을 7월 초로 잡고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층 건물로, 다이버들을 위한 3인실 객실 4개와 IDC 교육생들을 위한 30여명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대형 교육실 1개와 장비와 기자재 보관실 하나 직원 강사 숙
소 1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항시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다이버들과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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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편리하고 즐겁게 다이빙과 교
육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신축 건물
의 훌륭한 완공을 기대해 본다.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2015년 7월 5~16일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2015년 7월 17~18일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열릴
PADI 강사 시험을 대비하여 IDC를 7월5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다른 단체로부터
의 크로스 오버를 하는 강사들이나 사전 교육을 통해 기초를 확실히 다질 강사 후
보생들을 위한 IDC 사전 교육은 7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열릴 계획이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서 11년 동안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노하우와 강사가 된
후의 진로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 많은 강사 후보생들의 지원을 바란다.

TEC 40, 45, 50, TEC TRIMIX 65 교육
지난 4월 16~24일까지 김민혁, 조성현, 양준석 강사가 참가한 PADI TEC 40, 45,
50, TEC TRIMIX 65 교육을 실시하였다.
PADI TEC 40 코스는 메인 기체를 공기나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를 이용하고
가속 감압을 위한 감압 기체는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감압 한계를 10분 이
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압 다이빙을 실시하는 테크니컬 다이빙과 레크
리에이션 다이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텍 다이빙이다. PADI TEC 45 코스는 메인

Mares의 신뢰와 명성

기체를 공기나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를 이용하고 가속 감압을 위한 감압 기
체는 하나를 사용하며, 100%까지 사용이 가능한 본격적인 텍 다이빙이다.
PADI TEC 50 코스는 메인 기체를 공기나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를 이용하고
가속 감압을 위한 감압 기체는 두 개까지 사용이 가능한 텍 다이빙 코스이다.
PADI TEC TRIMIX 65 코스는
메인 기체를 산소 함유량 18%
이상, 헬륨은 END 40 이하로
설정하여 통상 감압 기체 두 개
를 이용하여 최대 수심 65미터
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교
육하는 텍 다이빙 코스이다.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레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타사 제품도 취급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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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수중사진 세미나(필리핀 릴로안 노블레스 리조트)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원에서는 수중촬영학특론(김지현 교수) 수업의 일

중촬영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마크로 및 광각 등 수

환으로써, 4월 21~26일까지 필리핀 세부 릴로안에 있는 노블레스리조트에서 수

중사진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수중생물 생태 연
구와 수중촬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다뤄졌다. 앞으로 본 대학
원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국내외 수중촬영 세미나 및 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영
토인 독도와 관련된 해
양생태 자료를 본 대학
독도해양생태연구실 및
해양생물자원보존연구
실과 함께 연구 및 보존
할 계획이다.

‘아! 독도 112’ 출판기념회 및 사진 전시회
김지현 교수의 ‘아! 독도 112’ 출판기념회 및 대학원생 사진전시회가
2015년 8월 5~11일(월요일 휴관)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시:작’ (02735-6266)에서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주관으로 실시된
다. 8월 6일부터는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출품인은 김지현 교수, 최
상학, 김동식, 조광현, 김광복 등 해양과학대학원생들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김지현 교수의 ‘아! 독도 119’에 이어 ‘아! 독도 112’ 출판기념회
도 같이 하게 되어 아주 뜻 깊은 전시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해양과학대학원생 체력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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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나요?
개인맞춤 1:1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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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체력측정에는 본대학 김지현 교수가 측정에 참
여하였으며, 종목으로는 팔굽혀펴기, 줄넘기, 수영400m, 입영, 오리발
및 맨발 잠영 등이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양산업계의 리

●

●

Q. 교육시간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4월 10일 해양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산 시티수영장에서 체력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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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로서 체력이 있어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
지현 교수의 추진 하에 이루어졌다.

NEWS IN DIVING

수지로얄잠수풀
수원여자대학교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수지로얄 잠수풀과 수원여자대학교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공동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 활동을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산학 협약을 체결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학 정보교환 기타 제반 업무의 상호 협력을 위해 학
생들의 실습교육, 애로 사
항 해결을 위한 지도 기술
및 자문활동, 취업연계 협
조, 산업체 위탁교육 협력
및 맞춤형 교육과정, 교재
공동개발 운영 등이다.

‘후아유-학교2015’ 수중촬영 지원
KBS대표 브랜드 “학교”시
리즈의 2015년 버전으로,
하루 아침에 인생이 바뀐
열여덟살 여고생을 주인공
으로 학생들이 겪는 솔직하
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청춘 드라마인 ‘후아
유-학교 2015’의 수중 장면
을 수지로얄 잠수풀에서 촬영하였다. 수지로얄 잠수풀에서는 영화, 드라마, MV 등
수중촬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수중촬영 및 수중장비 대여 문의 : 010-5292-1709 김준희
수중촬영장 이용 및 배우교육 문의 : 010-5346-3333 유종범

인도네시아 마나도 렘베 투어진행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마나도의 렘베로 수중사진 투어를
진행하였다. 렘베는 수중사진가들에게는 초접사 피사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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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다이브리조트
스쿠버다이빙 체험 행사
목포해양대학교의 졸업반 학생(144명)이 국제원양 실습(2015년 4월 14일부

샤크다이브리조트 (대표 : 최태영)

터 5월 13일) 중에 필리핀에 정박하였다. 정박 중에 서순관(항해과 4년) 외

인터넷전화 : 070-8627-0138

21명의 학생들이 필리핀 아닐라오 샤크다이브리조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체

휴대전화 : 010-2743-0138

험을 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지전화 : 091-5916-3422
Kakao ID : sharkchoi
E-Mail : crom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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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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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5년 4월 25~26일

PADI 멤버 포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5년 첫 번째 PADI 강사시험

대구

PADI 멤버로 25년이 되신 박노덕 강사님께

을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와 “성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지

2015년 3월 17일(화) 오후 6~9시까지 대구

PADI로부터 25주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리

난 4월 25~26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불고 호텔에서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

는 마음을 담은 액자 및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강동희, 양재호, 문지웅, 엄기홍, 곽희찬,

저), 김진관(한국 지역 컨설턴트)에 의해 세

2015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우호제, 이태관, 강병진, 김미숙, 피첸윤, 배효은, 이창훈, 김

미나가 진행되었다. 멤버 포럼에서는 2015년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

문철, 이성한, 정진관, 김동한, 문중훈, 조광현, 이유리, 최성

을 맞이하여 다이빙 산업 소식과 프로젝트

다. 홈페이지(Padi.co.kr)를 방문하면 더 많

재, 이찬우, 신성일, 김지수, 유유홍, 정조혜, 규태, 이충복, 최

어웨어가 다뤄졌고, 기준 변경 및 코스에 대

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행수, 이주현, 김승식, 김호영, 김봉기, 엄주엽, 배성환, 권오

한 업데이트가 소개되었다. 2014년 최고의

형, 조창기, 이연재, 황형식 총 3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

라이선스 발급 기록을 세운 해를 보낸 PADI

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

멤버들을 축하 하였으며, PADI의 가치 제안

로는 영희 하니스, Robert Scammell, 김부경 씨가 강사시험

과 필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 하였다.

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신의 트렌드에 발맞춰 새롭게 업

특히 이번 IE는 제주 성산리 마을회와 성산리 청년회로부터

데이트 된 PADI 디지털 제품이 소개되었

다이빙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의 의미로 PADI 아시아 퍼시픽

고 2015년부터 한국어로 발매될 예정이다.

에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또한 강사 시험 기간 동안 많은 지

2015년 PADI 멤버 포럼에는 다이빙 산업에

원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

서 활동적인 PADI 멤버들이 참가 하였고,

로도 다이빙 업계와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많
은 교류를 바란다.

부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6~9시까지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

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

관(한국 지역 컨설턴트)에 의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부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PADI

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멤버들이 세미나에 참가 하였으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

며 PADI 멤버로 30년이 되신 황

을 배출 하신 박금옥, 임욱선, 김영준, 송태민 그리고 홍찬정

재원 강사님, 채상훈 강사님, 백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준혁 강사님께 PADI로부터 30주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와 성산 스

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마음

쿠버 리조트”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을 담은 액자 및 상패가 전달되
었다. 2015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
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대전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6~9시까지 대전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김부경(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컨설턴트)에 의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대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PADI 멤버들이 세미나에 참가하
였으며, 2015년 새롭게 업데이트
된 내용들과 PADI로 부터의 비지
니스 지원 방안들을 논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5
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
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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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포츠 레저 아웃도어 위크(BSPO)
2015년 4월 9~12일, 4일간 부산 씨월드 다이브센터(PADI 5Star IDC Centre)와 두리 스쿠버(PADI
Dive Centre)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스포츠 레저 아웃도어 위크(BSPO)에 참가하였다.
부산 씨월드 다이브 센터와 두리 스쿠버 다이빙은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전반적인 다이빙 관련 상품들
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포츠 레저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다이브 센
터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및 스쿠버 장비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새로운 고객과 기존 다이브 센터 회원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고 PADI 티
셔츠 등 여러 가지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스킨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영상과 다채로운 테마의 PADI 다이버 코스 홍
보,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다이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였으며,
각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의 멤버들도 센터 부스를 방문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약속하고 인사를 나누
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변함없이 스탠다드 교육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씨월드 다이브 센터
는 자신만의 색을 가진 강사들
이 모인 PADI 5 스타 강사개발
센터로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
하며 다이버들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주는 친구로 가까이 다가가
고 있다.
BSPO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양
수도 부산에 자리잡은 두리 스
쿠버 다이빙 센터는 고객들과의
거리를 더 좁히고, 업계의 많은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한층 더 수
준 높은 센터로 성장하며, 2015
년에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이벤
트로 많은 다이버들을 맞이할 준
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지
역 PADI 멤버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두 PADI 센터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조이 다이브(S-24662) 대표 : 김동한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전화 : 070-4548-6789

공지사항(Notice)
강사 시험(IE) 안내

웨비나 일정 안내

•일시 : 2015년 6월 27~28일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장소 :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강사 개발(Instructor Development) 업데이트

: 2015년 7월 9일(목) 오후 2시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5년 3분기

•일시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8시

(Training Bulletin LIVE - 3Q15-Korean)

EFR 강사 트레이너(EFR Instructor Trainer) 코스

: 2015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일시 : 2015년 7월 1일(수)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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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2015년 SSI Korea Instructor Certifier Seminar

2015년 싱가포르 ADEX SHOW

SSI KOREA에서는 지난 4월 26일~5월 3일까지 전북 익산 잠수교실에서

2015년 4월 9일(목)부터 13일(월)까지 싱가

평가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관 세미나는 SSI KOREA 강영천

포르에서 ADEX SHOW가 개최되었다. SSI

ITD(International Training Director)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SSI 트레이

KOREA에서는 우대혁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너로 활발히 활동해 온 이기훈 트레이너, 오정선 트레이너, 손완식 트레이너

SSI-MARES의 Gerald Skrobanek 대표를 만

가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

나 다이빙계의 비즈니스 흐름과 SSI의 방향에

를 통해 SSI KOREA는 3명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의 평가관을 추가로 양성하
게 되었으며, 향후 SSI 평가
관으로서 강사 평가를 진행
하게 될 예정이다.

로맨틱 다이브센터, 중원대학교 단체교육
SSI KOREA의 딜러인 로맨틱 다이브센터는 중원대학교 체육학부 경호학
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SI 오픈 워터 교육을 실시한다. 중원대학교는

다이버의 꿈, 2015년 개해제

경호학과 전공필수 과목으로 스킨스쿠버를 개설함에 따라 로맨틱 다이브

2015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다이버의 꿈(DOD: 대표 이용주)

센터의 김신혜 강사(용인대 경호학 박사) 주관으로 매주 이론수업을 진행

의 개해제가 열렸다. 이용주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남해 미조면 해양체험장

해 왔으며, 6월 중 강원도 청간정 리조트에서 해양실습과 최종시험을 치를

(프로잠수)에서 4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2015년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다

계획이다. 스킨스쿠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 수련과 동시에 자연과의

이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이빙

공존을 강조하는 김신혜 강사와 로맨틱 다이브센터, 중원대 경호학과 학생

도 즐기며 더불어 단체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도 가졌다. 앞으로도

들의 성공적인 다이빙 교육을 응원한다.

DOD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DOD의 발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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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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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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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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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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연동 271-1 아카데미하우스 201호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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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실시사항

SF2 재호흡기 과정 실시

중국 상해/북경 DRT Show 참가

SDI.TDI.ERDI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비와 기술들에 대한 정보와 교

SDI.TDI.ERDI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중국, 홍콩, 한국을 통합하여 서비스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SF2 재호흡기 과정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실시되

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 홍보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종 다이빙 관련 전

었다. SF2 재호흡기는 기존 재호흡기들과는 달리 가볍고 견고하며, 호흡

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왔다. 중국 다이빙 업계는 해마다 50% 이상

에 의한 트림 조절이 가능하고, 하나의 재호흡기로 백마운트와 사이드마

육 프로그램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급성장하고 있어서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운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등 수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SF2 재호흡기 과정은 물론 SF2 사이드마운트 과정, SF2

2015년에는 지난 3월 20~2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DRT Show와 4월 17

유지보수 과정 등이 함께 실시

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DRT Show에 참가하였다. SDI.TDI.ERDI

되어, SF2가 국내는 물론 아시

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통하여 중국에 SDI.TDI.ERDI를 홍보하고 국내외에서

아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시도하거나 중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적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제공

극적으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받았다.
SDI.TDI.ERDI에서는 5월28일부
터 개최되는 KDEX 전시회에서
새로운 SF2 재호흡기를 선보
이고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지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SF2 재
호흡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본
부로 문의 바란다.

홍콩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실시
이번 상해와 북경 전시회에서도 다수의 소속 회원들이 함께 참가하여 중

지난 4월 22~28일까지 홍콩에서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실시하였다.

국의 업계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 SDI.TDI.ERDI에

이번 과정은 SDI.TDI.ERDI에서 중국, 홍콩, 한국 사무실을 확장한 이후 두

서는 이후 9월 북경 ADEX Show와 12월 홍콩 DRT Show에도 참가할 예

번째로 개최되는 중국, 홍콩 멤버 대상 트레이너 과정이다.

정이며, 2016년부터는 소속 회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전시회를 운영할 예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재호흡기 등 테크니컬 다이빙 전문 강사들이 참가

정이다. 중국 진출과 전시회에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SDI.TDI.ERDI 본부로

하였다. SDI.TDI.ERDI에서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

문의 바란다.

사 트레이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트레
이너 후보생들은 본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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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ERD 과정

2015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SDI.TDI.ERDI KOREA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8일(화)까지 어드밴스드 나

이번 원정 다이빙을 위해 3월부터 5월 초까지 사전에 국내에서 동굴다이

이트록스, 감압절차,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빙(ERD) 과정을 실시하였다.

빙 교육을 실시하고 멕시코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진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은 창원 바다여행잠수교실(안광모 트레이너)이 주최하고 본부의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지원한 가운데, 클럽하리 다이브리조트(김동준
트레이너)에서 강노경, 박정석, 변태형, 안제성, 우영기, 허범식 강사가 참
가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2015년 6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경기소
방 특수대응단에서 응급구난다이빙(ERDI) - ERD 1, ERD 2, ERD Tender

예정사항

- 과정을 실시한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구조자들을 위한 안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SDI.TDI.ERDI KOREA는 5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개최되는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주최해온 국제보트전시회를 확
대하여 스쿠버 다이빙, 낚시, 캠핑, 보트, 요트 등의 수상레저를 총망라하
여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안 등을 선보이고 미
래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 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회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센터와의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많은 SDI.TDI.ERDI의 센터 및 리조트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자 세계 유일의 국제
적인 조직의 공공 안전(Public Safety) 교육기관으로, 미국의 911, 경찰,
Coast Guard 등에서, 국내는 국방부(공군)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
하고 있다.

ERDI 과정 훈련 및 강습 내용
-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응급대응 다이빙의 차이점
- 공공 안전 다이빙 팀 설정 및 운용
- 드라이 슈트 및 풀페이스 마스크 운용
- 공공 안전 다이빙 작전

- 공공 안전 다이빙 훈련

- 다이빙 사고 대처

- 현장 탐색

- 익수자 인양

- 범죄현장 대응

- 현장 보존 및 기록

- 위험/환경 물질 대응

- 현장 인원 통제

- 관계기관 협조 등

2015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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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 장학생 강사 9기 과정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

SDI.TDI.ERDI에서는 2015년 9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필리핀 세부(장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소 미정)에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재호흡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 KOREA는 2007

기의 활성화와 정보교환을 위하여 실시되는 최초의 행사이며 참가대상은

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단체와 관계없이 재호흡기 자격증을 보유한 모든 다이버들이다. 해당 기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간 동안 자신의 자격 제한에 맞추어 다이빙하게 되므로, 재호흡기 다이빙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행사는 한국은

새롭게 개편된 2007년 1기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4년 8기 과

물론 아시아 각국에서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까지 장학생 강사들이 배출되어 각 출신대학, 취업회사, 소셜 커뮤니티,
미디어, 국내/외 리조트, 교육협회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선배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교육 장소를
방문하거나 멀리서 응원의 메시지로 힘이 되어주고, 때론 교육에 적극 동
참하여 미래 다이빙의 주역이 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강사 과
정과 CPR/First-Aid/산소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다
이빙 프로그램인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된다.

#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전액 지원

강사 트레이너 과정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등록비 전액 지원

SDI.TDI.ERDI에서는 2015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너 과정(ITW)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일정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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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접수 가능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참가자 발표 : 5월 8일(금)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3.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25일(목) ~ 7월 3일(금)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4. 교육 장소 : 강릉
ITW는 강사 트레이너로서의 규정, 운영, 행정절차 그리고 SDI 강사 교육과

# 지원 자격

평가 등의 내용을 다루는데, 7박 8일간의 기본 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1. 2015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어 있다.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 1일차 : 오리엔테이션, SDI 규정과 절차, SDI 강사 과정 일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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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차 : 워터맨쉽 및 기술(육상/수면/수중), 레스큐(수중/수면)
- 3일차 : 학과 강의 교육 및 평가
- 4일차 : 제한수역 강의 교육 및 평가
- 5일차 : 개방수역 강의 교육 및 평가
- 6일차 : 테크니컬 다이빙 세미나, TDI 규정과 절차, CPROX1st
- 7일차 : ERDI 규정과 절차, 학과/제한수역/개방수역 강의 평가
- 8일차 : 이론 시험 및 평가, 인터뷰
SDI.TDI.ERDI에서는 한국 본부가 주관하여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
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
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하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 참가 신청은 본부로 문의/접수해 주시기 바란다.
본부 :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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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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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BSAC 신규 센터 오픈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참가

•The Sea Pirate(조백종) 010-6361-6549, 경기 평택 소재

BSAC Korea는 올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2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ʼ에 참가한다.

태국 안다만 다이빙 팸투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태국의 안다만 일대로 리브어보드 합동
투어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투어는 BSAC Thailand의 사장으로 있
는 Touchatorn Sutanyavinij 씨가 운영하는 어그레서 타일랜드(Aggressor
Thailand)를 차터하여 진행했던 리브어보드 다이빙이었다.

안전과 구조 매뉴얼 출간
‘Safety and Rescue for Divers’ 매뉴얼이 출판되었다. 이로써 오션 다
이버를 위한 ‘The Diving

대학생 강사교육과정 참가자 혜택 확대

Manual’, 스포츠 다이버를 위

작년에 다시 시행되어 성공리에 마쳤던 대학생 강사교육이 올해에도 하반

한 ‘Safety and Rescue for

기에 개최된다. BSAC Korea는 올해에도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에

Divers’, 다이브 리더를 위한

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매뉴얼인 ‘Dive leading’ 이

대학생 강사 과정은 본부의 지원과 함께 트레이너들의 봉사를 전제로 계

완성됨으로써 BSAC의 기본

획되고 있다. 평가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다이버 등급을 위한 교육용

참가 후보생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서 외에 자세한 내용을

●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무료

담아낸 교재가 완성되었다.

● 본인 부담금 : 참가자 체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또한, 조만간 고급 다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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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rs’와 ‘The Expedition

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이다.

Manual’을 출판할 예정이다.

급을 위한 ‘Seamanship for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으로 리브어보드 다이빙 팸투어 진행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생물종을 볼 수 있는 라자 암팟(Raja
Ampat)은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의 일부를 포함하는 산호 삼
각지대(Coral Triangle)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
렵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해양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으로의 리브
어보드 다이빙 투어를 진행한다.
● 일정 : 8월 22일(토)~8월 30일(일), 8박 9일

228 |

NEWS IN DIVING

PDIC / SEI / YMCA
SEI-PDIC 국제본부 ADEX 참여

YMCA 안전지도자(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개최

SEI-PDIC국제본부의 테드바우든과 아시아본부의 케빈김이 싱가폴 본부 설

YMCA레저 &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안전문화보급을 위해 아래와

립기념과 2015 ADEX전시회에 참여하였다.

같이 강습회를 운영하였다.

싱가폴본부는 아시아(한국)본부의 운영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중화권 국가
들의 SEI-PDIC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성남YMCA 시민생활안전강습회
: 4/16. 성남 YMCA스포츠센터 회원50명
2. 안전지도자-CPR&AED강사과정
: 4/18~19. 한국민간해상보안협회 지도자20명
3. 뉴밸런스(NB) 마라톤대회 응급구조요원 지원 : 4/19. 서울
4. 전국 YMCA인명강사 워크숍
: 4/25~26. 서울YMCA 종로, 60명
5. 어린이날 기념 응급처치 무료체험교실 운영
: 5/2~5/5. 웰리힐리파크리조트, 300명

YMCA 인명구조사무국 전국인명구조강사 워크숍 개최
YMCA레저사업운동본부(Y인명사무국)에서는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
지 한국 YMCA의 본산인 서울YMCA에서 2015 YMCA전국인명구조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부산, 경남, 전라, 인천, 경기지역의 활동 강사를 비
롯한 해군 SSU교관요원들과 서울YMCA간사 & 지도자 40명이 열정적으
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2015인명구조교육 커

서울YMCA 고양 국제청소년수련원 건축기공식

리큘럼과 인명구조 행정운영. 매뉴얼 소개, 이론과 실기 프로그램으로 운

서울YMCA는 지난 4월 9일 고양시 국제 청소년 수련원 건축기공식 행사

영되었다,

를 진행하였다. 최신시설의 숙박시설, 연회장, 강당, 대운동장, 안전체험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그리고 잠수풀 등 어린이·청소년들의 안전체험교실
및 인명구조교육, 수중구조다이버 양성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안전교육 전문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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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15년 IANTD KOREA 개해제

DPV 강사 교육 예정

2015년 3월 28~29일 양일간 속초 OK 다이브 리조트에서 개해제를 실시하

6월 중에 OW 스쿠버 다이버 및 강사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장소는

였다. 28일 오후 다이빙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제주도 수중 산책(금능마린게스트 하우스)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코스는

드라이 슈트 Pee-밸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홍장화 본부장에 의

IANTD 멤버뿐만 아니라, 다이버라면 누구 참여 가능하다. 많은 참여를

해서 실시하였으며, 세미나 후에는 저녁 만찬을 갖고 BBQ 파티를 하였다.

바란다.

다음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OK 다이브 리조트 옆 넓은 갯바위에서 IANTD

문의 : 02) 486-2792, 메일 : iantd@iantd.kr

다이버와 강사 및 트레이너들과 2015년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유근목 사무
장에 의해서 진행하였으며, 울산 노틸러스의 유기정 강사가 올해의 안전과
즐거운 다이빙을 기원하는 축문 낭독을 하였다.
당날 개해제 행사 후에 2회의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
신 리조트 사장님(오현석 강사) 및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
리며, 참석해주신 IANTD KOREA 멤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번 개해제를 위해서 고생하여준 고석태 트레이너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
하는 바이다.

한국 다이빙 엑스포
5월 28~31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를 경기국
제보트쇼와 함께 실시한다. 한국 다이빙 엑스포는 한국 다이빙 교육 단체
협의회(KDEC)가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로 3회째이다. 스쿠버 다이빙과 해
양 레저 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한다.
작년과 같은 수준의 부스를 준비하였고, 참석하는 강사 및 트레이너에게는
새로운 IANTD T셔츠를 지
급할 예정이며, 기간 중에

2015년 IANTD 강사 트레이너 강습 공지

산소공급자 및 업데이트 세
미나를 강사 트레이너를 대

7월 3~10일까지 제주도에서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상으로 29일경 실시할 예정

번 참가 대상으로는 IANTD 강사로 열심히 활동한 강사 중에서 3명을 선

이다. 강사 업그레이드는 트

발하여 실시하며, 기존의 강사 트레이너들도 참석 가능하다.

레이너에 의해서 실시할 예
정이다.

IANTD 미국 본부 소식
미국 본부는 플로리다 레이크 시티로 이전을 하였으며, IANTD 브라질 본부
장인 루이스를 미국본부로 영입하였다. 강습 기준도 수정되고 있고, 모든
파워포인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새로운 레저 다이버용 로
그북, 테크니컬 다이버 로그북, 강사 로그북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매뉴얼은
어드밴스드 렉(침몰선) 다이버, 수중감압 및 오버헤드 환경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되었으며, 오픈워터 다이버 동영상, 오픈워터 사이드마운트 동영상 등
이 영문으로 제작 완료된 상태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IANTD 한국도 한글판을 점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230 |

멤버 행사
금능 마린게스트하우스(수중산책) 개해제
4월 4~5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
치한 금능 마린게스트하우스(수중산책)에서 40
여명의 다이버들과 강사들이 참여하여 개해제
를 진행하였다. 4일 저녁 다이버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하고, 5일 개해제 날은 제를 지낸 후 삼
겸살, 전복, 뿔 소라 등을 구워 먹고 즐거운 시
간을 보내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수중산책의 무
궁한 발전과 2015년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울산노틸러스 개해제
2015년 3월 28일(토)부터 3월 29일(일) 양일간
포항에서 울산 노틸러스 팀의 개해제을 실시하
였다. 28일 토요일 저녁에는 황영석 트레이너
주관으로 테크니컬 다이버 세미나를 실시하였
으며,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에는 다과 시간을
가졌다. 29일 오전에 2회 다이빙을 실시 후 개
해제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했다. 울산 노틸러
스 팀의 무궁한 발전과 2015년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스쿠버 패밀리 개해제
4월 19일 속초 문암리에 위치한 문암 리조트에
서 스쿠버 패밀리 동호인들이 개해제을 실시하
였다. 당일 새벽에 리무진 관광 버스를 이용하여
20명 이상의 다이버들이 참석하여 개해제를 성
황리에 진행하였다. 개해제를 마치고 문암의 대
표적인 포인트인 금강산, 마이산 포인트에서 즐
거운 다이빙을 하였다. 스쿠버 패밀리의 무궁한
발전과 2015년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리쿰 스쿠버 확장 이전
IANTD 강사 트레이너이자, 모든 브랜드의 레
귤레이터 수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
교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리쿰스쿠버가 2015
년 5월 1일부로 확장 이전하였다. 새로운 센터
는 사무실, 강의실, A/S실, 렌탈 장비실 등을
구분하여, 소속 강사들이 사용하기 훨씬 수월
하게 구성되었다. 확장 이전 개업식은 2015년
5월 15일 18시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리쿰스쿠버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 / 이원교 010-3542-5288
www.iantd.co.kr/leewongyo / 01035425288@nate.com

2015 May /June

| 231

NEWS IN DIVING

ACUC
분당경찰서와 국제공인 ACUC스킨스쿠버협회 업무협약 체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 경무관)와 국제공인 ACUC스킨스쿠버협회는 ‘진정한 협력치
안의 파트너ʼ로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경찰관의 전문성 강화ʼ 및 ‘청소년 정서
함양ʼ에 기여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분당경찰서 관계자분들과
ACUC 윤덕규 협회장, 김경환, 김소희, 김관철 강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현장 경찰관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상호
협력 및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련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기회제공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UC는 분당경찰서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정한 ‘협력 치안의 파
트너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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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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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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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TV토론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파리 2대학에서

함께 수중동물을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박사학위(미디어전공)를 받았다. 방송기자, PD, 라디오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진행자를 거쳐 현재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의 관
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을 잘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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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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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TV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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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DA
[연중기획] BISM과 함께하는 수중사진 공모전

한국다이빙엑스포 전시회 참가 예정

(사)한국잠수협회와 해왕잠수는 국내 해양(수

한국잠수협회는 5월 28~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한국다이빙엑

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포인트를 발

스포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 다이빙계의 구심점이 되어온 한국잠

굴하고 안전한 활동을 홍보하는 수중 사진 공

수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다이빙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스쿠버

모전을 개최한다. 연중기획(2015년은 4회)으로

대중화에 더욱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내 바다의 아름다
움을 발굴하고 해양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작
품을 출품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소
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공모에 입상한 작품은 연말에 개최되는 <KUDA와 해
왕잠수가 함께하는 해양(수중)레저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된다. 자세한 내용
은 한국잠수협회 홈페이지(http://kud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한국잠수협회 사무국(02-425-5800) / The DIVING
편집국(010-5225-0947)

코엑스 레저산업전 참가

연안사고 법령 대토론회

다양한 스포츠·레저 분야의 최신 제품과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한 자리에

지난 3월 3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에 교

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5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하 SPOEX2015)

육위원장이 참석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하는 자리

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

가 되었다.

하였다. ‘SPOEX2015(스포엑스2015)’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후원하며, 관련 업체 486개사가 1,982부스로 참가하는 가
운데 관람객이 5만여 명에 이르는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레저전시회이
다. 이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용품 박람회인 중국 스포츠용품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국잠수협회도 수중 스포츠관에 홍보 부스를 개설하여 대외적인 홍보와 각
지방에서 전시회에 방문한 지도자와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협
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잠수지 창간호(1986년)
부터 표지 이미지들을 기획하여 추억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계 물의 날> 수중 정화 활동 참가
지난 4월 25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중 생태 보호 및 수도권 2,500만
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수중 정화 활동을 구리/남양주시(지부장 김재원) 회원들이 참가하여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였고, 26일은 춘천지역 의암호 하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춘천지부(지부장 장상균) 회원들이 참가하여 지역 봉사와 함께 물의 날의 의
미를 함께 되새기는 작업을 하였다.

업무협약 BK21플러스 운동 실천 지도자 교육 개최
단국대와 한국잠수협회가 업무 협약한 BK21플러스 사업 중 운동 실천 지
도자 교육이 지난 3월 14~15일간 천안 단국대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교
육위원과 지도자가 참석하여 협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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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KOREA
PSAI Trimix 레벨 1~3 코스

PSAI KOREA 2015 스페셜티, 레스큐, 응급처치
및 CPR, AED 세미나

PSAI KOREA는 3월 6~8일까지 양양 남애 스쿠버 리조트에서 ERN,
TRIMIX Lv.1 과정을 3월 25~31일까지 6일 간 필리핀 세부 보홀에 위치한

PSAI KOREA는 2015년 4월 18일(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과, 19일(서

PSAI KOREA 플래티늄 퍼실리티 ‘보홀 수중세상’(대표 구성란)에서 Trimix

울,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에 PSAI 스페셜티, 레스큐, 응급처치 및

Lv.3 100m, Advanced Gas blending 과정을 실시하였다.
PSAI ERN 및 Trimix 레벨 3 다이버 과정에 김필석, 경기소방 지창민 강사

CPR, AED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차는 4월 18일 울산과학대(울산 스쿠버 다이빙 트레이닝 센터 대표 최상

님, 경북소방 김성주, 김대영 님께서 참가하였다.

진)에서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퍼실리티 및 IT, 강사를 대상으로

이번 ERN, Trimix 레벨 3, Nitrox Gas Blender 및 Advanced Gas Blending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19일에는 아산 잠수(대표 한달현)에서 서울, 경기,

Technician 다이버 과정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

강원, 충청, 전북 지역의 퍼실리티 및 IT, 강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

격하였다.

하였다.

모든 교육생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

2015년 PSAI KOREA의 사업 계획 발표와 PSAI의 스페셜티 과정 전반의 세

이 무사히 교육을 마쳤

미나, 안전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둔 레스큐, 응급처치 및 CPR, AED 세미나를

다. 또한 이번 교육이 끝

통해 PSAI 멤버들의 지식향상과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난 후 모든 다이버들이
Trimix 105m 다이빙에 도
전하여 성공적으로 다이
빙을 마쳤다.

PSAI 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신규 퍼실리티
아야진 다이브 리조트 - 골드 퍼실리티 (대표 이성행)

신규 강사
강창남 I-1576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PSAI KOREA 공고

최송호 I-1478 (Open Water Instructor) IQC - 차정택 IT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이성행 I-1587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차정택 IT

PSAI KOREA는 5월 28일(목)부터 5월 31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김영관 I-683 (Open Water Instructor) IQC - 정동순 IT

에서 개최되는 2015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에 참가한다. 수상, 수중 레

박민우 I-1559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포츠 분야 중 스쿠버 다이빙 종목으로 이번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에

윤철민 I-1595 (Advanced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이신학 IT

문종우 I-159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유우상 IT

참가하여, 많은 관람객들에게 참가 기간동안 스쿠버 다이빙과 PSAI에 대하

손기영 I-1596 (Open Water Instructor) IQC - 이성오 IT

여 알릴 계획이다.

김중이 I-1598 (Master Instructor) Crossover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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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KOREA 2015 개해제
PSAI KOREA는 2015년 4월 26일 2015 개해제

해군 헌병대 수사과(NCSI)
‘수중과학수사기법 PSD
(Public Safety Diver)’ 교육

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해제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PSAI KOREA 골드 퍼실리티인 아야진

PSAI Korea에서는 5월 18~22일까지 1주간 해

다이브 리조트(대표 이성행)에서 50여 명의 다이

군 헌병대 수사과 (NCSI)에 ‘수중 과학 수사 기법

버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2015년 한 해 안전하고

PSD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과학

즐거운 다이빙을 기원하는 제를 마치고 모든 다

수사요원의 수중 사건 현장 감식 시, 수중 과학

이버들은 각 팀별로 팀워크를 다지는 다이빙을

수사 기법을 통해 수중 현장보존, 사진촬영, 증

실시하였다. PSAI KOREA는 고성까지 찾아와주

거물 채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개해제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아야진 다이브 리조트 관

PSAI PSD(Public Safety Diving) 소개

계자 및 스테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Professional Scuba Associntion International

대한민국의 모든 다이버들께서 2015년 한 해 안

(PSAI)의 교육시스템은 스포츠, 테크니컬, 기술

전하고 즐겁게 다이빙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 공공 안전 다이빙으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
템으로 모든 교육 과정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
- 9001 NO. GB2004465와 IAB(국제 인증 위원
회) - NO. 0044/1에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PSAI Public Safety Diving 교육 프로그램
은 NIMS(국립 사고 지휘 시스템-ICS - 100
~800), NFPA(국립 화재 방지 협회), OSHA(직
업 안전 및 보건 이사회), FEMA(연방 응급 관리

PSAI PSD (Public Safety Diving :
공공안전잠수) 강사 과정

청) 기준 하에 제정되었고 현재 미국 내의 아리
조나,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등 12개 주의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에서 공식 채택되어 실

PSAI KOREA는 2015년 4월 10~14일까지

행 중인 교육이다.

PSAI 플래티늄 퍼실리티인 경기잠수풀(대표 김
광섭)과 PSAI 플래티늄 퍼실리티 양양 남애 스
쿠버 리조트(대표 김정환)에서 PSAI PSD 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총 11명(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
산소방 등)이 참가하였으며, PSD Lv.1 Surface
Support(수면 지원) 및 PSD Lv.2 Advanced
PSD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추운 날씨의 악조
건 속에서도 모두 교육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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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de Photo

Above
water but
marine
related
Photo by 오이환 (F32 그룹 회장)

나이바샤 호의
펠리칸 무리
나이바샤 호(Lake Naivasha)는 동아프리카
케냐의 나쿠루에서 남동쪽으로 56㎞ 지점의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동쪽 줄기에 있는
호수이다. 해발 1,884m 높이에 있으며,
그 높이와 크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호수의 물은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않지만
항상 깨끗하여 여러 종류의 틸라피아와 검은
송어가 살고 있으며, 조류 관찰도 인기가 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주민들이 주말을 즐기는
휴양지이기도 하다.

펠리컨(Pelicanus)은 사다새를 말하며
당계(唐鷄)라고도 한다. 몸의 길이가 150㎝
정도로 어미 새는 백색이며, 첫째 날개의 깃털은
흑색이다. 그러나 어린 새는 온몸이 갈색이다.
이 새는 호반이나 습지, 갈대밭 등지에서 살며,
유럽 동남부에서 몽고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겨울에는 남하하며, 한국에서는 1914년
인천에서 단 한 번 채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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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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DRONOTINA
29. Family Bornellidae 긴갯민숭이 과
가늘고 길며 등 면 양측에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가 몇 쌍 나있고 그 기저부에 이와 비슷하게 생긴 아가미가 한두 개씩 붙어 있다. 촉각은
분지되어 있고 끝은 층판 형태를 보이고 기저부는 막으로 싸여있고 입에는 구강돌기가 나 있다.

188) Bornella hermanni Angas,1864
= B. japonica
긴갯민숭이
좁고 긴 유백색에 몸통을 덮는 외투막은 없고 촉각을 둘러 싼 막
이 3가지로 분지되어 있고, 몸통의 양옆으로 각각 3쌍의 측면 돌
기들이 나있다. 자극을 받으면 몸통을 옆으로 접었다가 펴는 파
상운동을 반복해 유영을 하며 히드라류를 섭식한다.
▶ 분포 : 일본. 한국. 제주도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 사진 : 고동범. 정준연. 고동범

Jeju Is.

짝짖기

189) Bornella stellifer (Adams & Reeve,1848)
사슴뿔긴갯민숭이
외형은 긴갯민숭이(B. hermanni)와 매우 유사하나 촉각의 분지는
단순하고 측면돌기는 6쌍이며 촉각 외막에 별모양의 오렌지색의
고리가 둘려있다.
stellifer의 어원은 별모양의, 별이 많다는 뜻으로 표피의 특징에
서 유래된 것이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0m
▶ 사진 : 고동범

Jeju Is.

Juv.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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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Pseudobornella orientalis Baba,1932
동양긴갯민숭이 (신칭)
특이한 외형을 보이는 종으로, 유백색 체색에 갈색 점들과 노란 선들이
산재하고 두툼하게 막이 잘 발달된 하부촉각 위로 가늘고 긴 촉각이 나
있다. 촉각은 최소 체장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길다. 찬 바다에 서식한다.
▶ 분포 : 일본. 한국의 동해안
▶ 촬영지 : 강릉 경포 -20m.

▶ 크기 : 체장 35mm
▶ 사진 : 조태호

191) Dendronotus albus MacFarland,1966
흰가지긴갯민숭이 (개칭)
찬 바다에 서식하며 가늘고 긴 유백색 몸통에 등 면에는 5~6쌍의 가
지 친 아가미돌기들이 양옆에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끝은 노란색이다.
돌기 중앙의 검은색은 소화관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고 촉각과 구강촉
수 역시 가지 친 형태를 보인다.
▶ 분포 :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서 캐나다와 알래스카. 한국의 동해안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강원도 정동진 -11m
▶ 사진 : 조태호

192) Dendronotus diversicolor Robilliard,1970
단풍가지긴갯민숭이 (신칭)
유백색 체색에 등 면에는 4~5쌍의 아가미돌기들이 분포해 있으며 후
방에는 돌기들이 작아지며 꼬리 형태를 이룬다. 등 면에는 흰 반점들
이 산재해 있고 각 돌기와 촉각, 3쌍의 구강돌기 끝은 오렌지색을 띤
다. 70mm까지 성장한다.
▶ 분포 :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 한국의 동해안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강원도 정동진 -11m
▶ 사진 : 이종현

193) Dendronotus frondosus (Ascanius,1774)
꽃가지긴갯민숭이 (신칭)
연갈색 체색에 흐릿한 갈색반점들이 산재해 있고, 등 면의 양측으로 잔가지
친 돌기들이 나있다. 촉각하부는 막으로 둘려있고 100mm까지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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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 북 대서양. 북미. 로스엔젤레스와 캘리포니아의 북태평양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강원도 양양
▶ 사진 : 이종현

194) Dendronotus venustus MacFarland,1966
나무가지긴갯민숭이(신칭)
이전에 D. frondosus에 속했으나 최근 연구에서
분리되었다.
외형은 비슷하며 진한 갈색 체색에 등 면 양측
으로 촉각부터 꼬리에 이르는 흰 세로선이 있다.
▶ 분포 : 북 대서양. 북미. 로스엔젤레스와
캘리포니아의 북태평양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경북 경주 -10m
▶ 사진 : 최지섭

195) Dendronotus sp.
붉은가지긴갯민숭이 (신칭)
주홍체색에 흰 반점들이 산재해 있고 굵은 아가
미돌기들의 끝은 가지를 친 모습이나 밀집된 형
태는 아니다.
▶ 크기 : 체장 20~50mm
▶ 촬영지 : 강원도 동해 월포
▶ 사진 : 서정우

30. Family Lomanotidae 쌍엽갯민숭이 과 (신칭)
긴 체형에 납작한 형태의 엽으로 된 아가미돌기들이 등 면 양 옆으로 나있고 먹이로 하는 히드라 류에 숨어 지낸다.

196) Lomanotus sp.
점쌍엽갯민숭이 (신칭)
연갈색 체색에 몸통의 양옆으로 5쌍의 넓은 옆 형태의 돌기
들이 나있고, 등 면에는 4쌍 정도의 흰 반점들이 양측에 있다.
촉각은 기둥형태에 하부는 막으로 둘려있다. 깃히드라에 서식
하며 그곳에 꾸불꾸불한 흰색 염주모양의 알집을 산란한다.
▶ 크기 : 체장 20~50mm
▶ 촬영지 : 제주도 사수항 -5m
▶ 사진 : 고동범
Jej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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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amily Scyllaeidae 사슴갯민숭이 과
몸통은 길고 유연하며 측면으로 납작하다. 등 면 후방 측면의 양쪽에 2개나 4개의 편평한 잎 모양의 돌기가 나있고 그 안쪽에 아가미다발이
위치하며 촉각은 막으로 둘려있다.
돌기를 이용하여 유영을 하며 녹조류 등의 해조류 표면에 붙어있는 자포동물을 먹이로 한다.

197) Scyllaea pelagica Linnaeus,1758
바다사슴갯민숭이
갈색체색에 진한 갈색 반점이 있고, 몸통은 옆으로 납작하다. 큰 촉각은 끝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가 막에 싸여있고 등 면에 2쌍의 큰 엽이 양쪽에 나
있고 중앙에 가지를 친 형태의 아가미다발이 있다. 작은 원뿔형태의 돌기들
이 몸통의 양옆에 산재해 있고 꼬리는 납작하여 위쪽은 능선을 이룬 형태

▶ 분포 : 떠다니는 해조류에 붙어 세계적으로 서식. 제주도
▶ 크기 : 25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3m. 강원도 동해 월포
▶ 사진 : 신상열. 서정우

이며 하방으로 약간 꺾여 서있는 각도를 보인다.
주로 떠다니는 모자반에 붙어 지내며 자포동물을 먹이로 한다.

198) Crosslandia viridis Eliot,1903
나비사슴갯민숭이
밝은 녹색이나 갈색으로 서식처의 해조류와 동일한 체색을 보인다. 등 면
에 한 쌍의 큰 엽은 마치 날개처럼 보이고 체표에 작은 청색반점들과 원뿔
형 돌기들이 드물게 산재하여 있고 촉각은 막으로 둘려서 끝부분만 노출
되어 있다. 등 면의 양옆사이에 솜털형태의 아가미다발이 위치해 있고 해
조류에 붙은 히드라를 먹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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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 열대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8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법환 -12m
▶ 사진 : 김진수

Jeju Is.

199) Notobryon bijecurum Baba,1937
목마사슴갯민숭이 (신칭)
S. pelagica와 N. clavigerum처럼 외형은 유사하고 단지 체색이 반투명 갈색
이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호주.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4m
▶ 사진 : 고동범

Jeju Is.

200) Notobryon clavigerum Baba,1937
참사슴갯민숭이
몸통은 길고 연한 붉은색에 푸른 반점이 산재
하고 변두리는 진한 밤색을 띠며 측면이 눌린
듯이 납작하다. 등 면에는 2쌍의 잎 모양의 돌
기가 돋아있고 3~5개의 발톱모양이 돌기 끝에
나 있다. 촉수는 끝 부분을 제외하고 기저에서
부터 막으로 둘려 있다.
▶ 분포 : 일본. 한국의 동해안. 제주도
▶ 크기 : 체장 6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 경북 대진 -15m
▶ 사진 : 이운철. 김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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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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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에스에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45-3 (강정동)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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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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technology.
Unparalleled reliability.
Undeniable style. Only
one name delivers the
elite performance you
can count on to turn
great moments into
extraordinary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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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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X52X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최상의
호흡 호흡
성능 Double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자연스러운
Curvature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52X Bypass
TWO IN ONE (VAD~VAD+)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Bypass
TWO
IN
ONE
(VAD~VAD+)
Bypass
TWO
IN
ONE
(VAD~VAD+)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Bypass내구성
TWO IN
ONE
(VAD~VAD+)
최고의
52X
1단계의
진화 진화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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