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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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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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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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CO.KR

BUILT FOR ANY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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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isputed leader in regulators now gives you the freedom to go further than ever

new

MK25 EVO
FIRST STAGE

before. SCUBAPRO’s air-balanced piston MK25 EVO is like no other, and now includes the
exclusive Extended Thermal Insulating System (XTIS), which shields the inner components
for 30 percent better performance in cold water. Teamed up with an exceptional second
stage, only SCUBAPRO regulators can take you everywhere you want to go.
SCUBAPRO.CO.KR
Available in A700, S600
and G260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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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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민
권병환
권유진
김강태
김광호
김기종
김기봉
김대학
김대철
김동원
김동균
김동배
김명옥
김명훈
김민석
김민중
김상길
김석중
김수연
김성목
김성진
김성현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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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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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목
김영중
김영진
김우진
김용식
김진성
김재만
김정수
김종학
김태연
김희명
류학열
문석래
문성원
박기태
박상수
박성화
박상욱
박상용
박연수
박우진
박인균
박인성
박준오
박진우
박진만
박재형
박창용
방제웅
배창수
서기봉
서계원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K(침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WR
EC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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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서윤석
손종욱
손현철
송문희
송의균
송태민
송한준
성용경
신길용
신명섭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양민수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오기택
오명석
오영돈
오춘수
오현석
유기정
유대수
유상민
유호휘
우대희
윤두진
윤종한
윤창수
이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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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
이동우
이미숙
이민구
이상돈
이상욱
이상희
이수한
이수학
이영권
이용범
이원희
이장구
이정노
이재민
이지원
이정도
이주헌
이춘근
이충로
이태복
이필규
이호석
이홍석
엄민용
엄재일
염태환
임규성
임성하
임용한
장세환
장원문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Adv.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EANx )
(EANx)
(Adv. EANx)
(Adv. EANx)
(EANx)
(Adv. EANx)
(Tri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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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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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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

이젠 전자잡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67호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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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에게 내 몸을 맡기는

짜릿한 첫 경험!
혼자서 하는 밋밋한 수영은 이제 그만!
유쾌! 상쾌! 통쾌!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돌고래와의 수영~

벨루가와 교감하는

두근두근 첫 경험!
수족관에서 보는 건 NO잼~
말랑말랑? 미끌미끌?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라!

돌고래와 함께하는

생애 첫 키스!
어서와~ 진짜 돌고래는 처음이지?
귀여운 돌고래의 프로포즈!
우리 키스했어요~

는
돌고래와 함께 걷

웨이!
생애 첫 수중서는런무리지!
해운대 바닷속에
현실로~!
영화같은 상상이
같이 걸을까?
리
우
서
거제씨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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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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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강사 시험
장소 : 울진
날짜 : 8월29일 - 30일

1. 위험관리 웨비나 : 7월 9일(목) 14:00
2. 동등 자격 레벨 웨비나 : 7월 14일(화) 13:00
3. 트레이닝 불레틴 3분기 웨비나 : 7월30일(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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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diveacademy.com
E : homin@diveacadem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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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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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2015년 9월 5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4 (697-120)

© PADI 2015.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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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전분열(敵前分裂)의 다이빙계,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글 구자광(발행인)

현재 스쿠버다이빙 업계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만든‘연안사고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 올림픽공원 수영장 부속사무실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칭함)’
의 시행령과 시행

에서 한수연의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규칙에서‘수중형 체험활동’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발주한 연구용역에 한수연도 모르게 KUDA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

인해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폐지나 개정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찰을 받은 것에 분노하여 대응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있다.
KUDA는 한수연에서 결정한 의견을 어기고 연구용역을 낙찰받은 것
그래서 다이빙 산업계에 종사하는 장비업체와 교육단체, 리조트와

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KUDA의 홈

센터, 언론매체 등이 한 뜻이 되어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

페이지에 발표했다. KUDA는 입찰에 참여하지 말자는 한수연의 의

규칙이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다이빙

견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한수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대

계 전체가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연

안이 없음을 표명하며 자신들의 입찰참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안사고예방법 규제철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던 중 다이빙 산

KUDA는 입찰에 참여한 이유 3가지를 제시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업에 위기감을 느끼고, 전체 다이빙계를 아우르는 단체의 필요성이

한수연의 행보를 믿을 수 없기에 위기감을 느껴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기되면서 이 대책위원회를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이하 한수연이라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다이빙계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

칭함)로 이름을 변경하여 다이빙계의 대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화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면 먼저 관련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

KUDA가 한수연 의견에 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3

한 후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해양경

가지를 살펴보면 아주 지엽적이고 궁색한 변명이며, 어불성설(語不成

비안전본부는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한 후 적용과정에서 법 조항이

說)이다.

문제점투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비로소 관련업계의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이 법이 졸속으

첫 번째로 한수연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표 협상단 내지는

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해양경비안전본부 스스로가 자인한 꼴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것이 폐지인지 현실적인 개정인지 확실하지 않

이다. 속된말로 엉터리로 만든 법이다.

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사고예
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대응책은 처음에는 직접적인 영향

지난 6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졸속으로 만들어

이 미치는 바닷가 리조트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폐지만이 유일

진 이 악법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한수연은, 다이빙계

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조금 강성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

에서는 어느 누구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

나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가장 빠른 해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

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대한민국 다이빙 산업을 대표하는 교섭단

다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법 조항별로 조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

체를 한수연으로 인지하여 연안사고예방법의 문제점을 잠정적으로

고 있다. 해결방법을 변경하고 대응방법이 조금 일사불란하지 않다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잠수협회(이하 KUDA라 칭

고 하여 한수연을 믿을 수 없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성급하고 잘

함)가 한수연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수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도 자료가 개정되었거나

이라면 다이빙계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수연과 함

개정될 자료는 뒤로 한 채 처음 발표된 시행령 시행규칙만을 제공하

께해야 했는데 뒤통수치듯이 KUDA가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잘

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KUDA가 그동

못된 것이다.

안 여러 차례 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 한수연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보완해주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먼저 취득한 정보를 제

결론적으로 한수연에 소속된 모든 대표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때에 전달해 주었어야 했다. KUDA는 과연 이러한 노력을 성실히

있는 와중에 KUDA는 한수연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돌출행

했는지 묻고 싶다.

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수연은 KUDA의 행위에 배
신감을 느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수연의 활동노선이 폐지에서 개정으로 바뀌면서 오락가
락하고 있어 처음에 폐지를 원했던 리조트들의 염원은 뒤로하고 노선

한수연은 다이빙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게 만들어진 연합회이

을 변경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KUDA도 그동안 한수연의 일

다. 그러다 보니 한수연은 완전히 체계화된 조직도 아니고 인력풀도

원으로 연안사고예방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한수연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KUDA가 다이빙계를 위하는

보니 연안사고예방법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있었다면 KUDA의 진심을 한수연의 다른 대표자들에게 보

수연의 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이빙계

여주고 KUDA의 생각을 제시하고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의 모든 분야의 일원들이 이처럼 단결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 어떤 연합회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다이빙계의 일을 추진하였

한수연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대표성 있는 단체로도 인정받지

는가? 그렇기에 한수연이 하는 일이 다소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더라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다이빙계를 위해서 나선다는 것이다. 또

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하며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한, 한수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KUDA가 한수연보다 다이빙계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인 것처럼 주장

지금은 다이빙계 구성원들끼리 분열과 대립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KUDA는 일개 다이빙교육단체의 역할

누구든 분열을 조장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친 그물에 스스로가 속

을 수행했지, 언제 다이빙계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을 한 적이

박될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이빙계의 이런 분열을 바라고 있

있었던가?

을지도 모른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이빙계 전체를 아우
르고 대변할 수 있는 한수연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다. 그 축을 바

또한 한국다이빙교육단체협의회(이하 KDEC라 칭함)의 동의를 얻었다

탕으로 다이빙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

고 하나 KDEC도 한수연의 한 일원일 뿐이다. KDEC에 동의를 얻

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그 산업의 중심이 될 단체가 구

는 것보다는 한수연의 동의를 얻었으면 더 정당했을 것이다. 더군다

성되어야 관계부처와도 원활히 소통하고, 다이빙계의 통일된 의견을

나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KDEC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한다.

는 이런 창구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잘못된 법은 철폐
를 하던 개정을 하던 다이빙계 전체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구용역 발주 의도를 누구보다 KUDA가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연도 모르게 두 차례나 입찰에 참가

KUDA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다이빙 산

한 후 낙찰을 받은 KUDA의 행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그동안 문

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수연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가 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과 시

지금도 늦지 않다. KUDA의 용기 있는 선택을 바란다. 지금은 사심

행령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밀착관계를 유지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을 버리고 다이빙계의 모든 일원이 합심하여 다이빙 산업을 질식시

KUDA가 아니던가? 이 연구용역의 발주가 정말 다이빙계를 위한 것

키는 악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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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호 수상자
금상

광각부문 해당작 없음

접사부문 장기영

은상

광각부문 우종원

접사부문 박아람

동상

광각부문 임재훈

접사부문 임규동

입선

남호진, 박인수, 손동수, 우종원, 임규동, 임재훈
장기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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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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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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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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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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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저작권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의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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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8월 수상자 시상품

이번 7/8월 콘테스트는 (주)아쿠아스포츠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은 상
#아쿠아즈 퍼포먼스 기성 웨트슈트 (금상 )

금상

아쿠아즈 퍼포먼스 기성 웨트슈트

# 아쿠아 포뮬러 긴팔원피스

은상

#후

아쿠아 포뮬러 긴팔 원피스

사이
가격

은 상

아 포뮬러 긴팔원피스

CLASSE 클라쎄 for MENS

AVAN 아반 for WOMENS

·원단 : 슈퍼스트레치
5mm
CLASSE
클라쎄 for MENS

AVAN 아반 for
WOMENS
·원단 : 슈퍼스트레치
5mm
원단 ; 슈퍼스트레치 5mm
·가격 : 340,000원
가격 ; 340,000원
색상 ; 블랙/ 챠콜/블랙+화이트도트
·색상 : 블랙/챠콜/블랙
+ 화이트도트
사이즈 ; M/MB/L/LB/XLB/XXL
·사이즈 : M/MB/L/LB/XLB/XXL

원단 ; 슈퍼스트레치 5mm

·가격
: 340,000원
가격 ; 340,000원
색상 ; 블랙/
챠콜/챠콜+블랙도트
·색상
: 블랙/챠콜/챠콜
+ 블랙도트
사이즈 ; M/MB/L/LB/XLB/XXL
·사이즈
: M/MB/L/LB/XLB/XXL

동 상

# 후드사파리

동상

스탠다드
원단 ; 5mm
스탠다드

5mm

·원단 : 슈퍼스트레치 5mm
가격 ; 260,000원
·가격 : 260,000원
색상 ; 블랙 / 실버(실색)
·색상 : 블랙/실버(실색)
사이즈: 기성
; 기성
·사이즈

후드사파리

·사이즈 : M/L/XL/XXL
·가격 : 190,000원

사이즈 ; .M/L/XL/XXL
가격 ; 190,000원

협찬사 : 아쿠아스포츠
(바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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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Gold Prize
장기영
통구멍류
OLYMPUS TG-3, f/4.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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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접사부문

은상 Silver Prize
박아람
말미잘 속의 새우
SONY NEX-7, f/22, 1/160

동상 Bronze Prize
임규동
씬뱅이의 하품
NIKON D700, f/5.6, 1/250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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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은상 Silver Prize
우종원
일몰과 다이버
Canon EOS 7D, f/8, 1/60

동상 Bronze Prize
임재훈
산호초의 스내퍼 무리
NIKON D4, f/1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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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선

박인수

우종원

임규동

장기영

손동수

장기영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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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

남호진

5/6월호
기사정정

지난호(2015년 5/6월호)에서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중에 광각부문 은상을 수상한 손동수 작가님의
작품이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손동수 작가님과 독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세심한 편집과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5년 5/6월호 광각부문 은상 손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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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PHOTO /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63회

그림과 사진

작은 갯지렁이류를 먹고 사는 체장 20cm 정도의 쿠퍼밴드 버터플라이피시(Copperband butterflyfish)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20m, Moalboal Philippines.

그림과 사진의 공통점은 예술성에 있고, 차이점 중 하나는 배경이라 생각한다.
구도를 위해 이것저것 집어넣는 그림과 달리 사진은, 주 피사체를 설명하는 것 외에는……
전부 생략하는 게 돋보인다.
만약 좌측사진 코퍼밴드 버터플라이피시(산호부리 물고기)의 배경에 부러진 산호초가 보이고,
우측사진 배경인 하얗게 탈색된 말미잘의 촉수들이 선명하다면 사진의 완성도는 떨어질 것이다.
사진은…… 배경이 단순해야 한다. 그것이 색상이든, 디테일이든…….
주제만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몇 달을 두고 완성하는 그림과 달리, 수중사진은 피사체의 생동감과 리얼리티(reality)를
담아내기 위해 노출값, 스트로브 광량, 구도 등을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1~2초 만에 셔터를 끊어야 하고, 셔터찬스는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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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된 말미잘에 거주하는 체장 2.5cm 정도의 흰동가리돔 유어(Clark’s anemonefish)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6.3, 1/250, Z-240X2, RAW, -10m, Moalboal Philippines.

하여 사진은 순간의 예술, 수중사진가는 순간의 승부사라 불릴 만하다.
이점이 수중사진의 매력이자 장벽이어서 육상사진가들이 큰 맘 먹고
수중에 들어와도 다이빙부터 헤매고, 상기 조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좌측 사진은 피사체가 허공을 유영하는 순간
잡광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조리개를 조여 배경을 검게 처리하였고,
우측 사진은 이와 반대로 조리개의 개방으로
많은 빛을 받아들이면서 포커스 아웃 효과를 유도한지라

황윤태 Hwang Yuntae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주에 거주하면
서 국·내외의 바다를
무대로 활동 중인 프리
랜스 수중사진가. 수중
사진 교육과 투어, 수중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목적
으로 하는 황스마린포
토 서비스 를 운영중.
www.marine4to.com

검은 체색에 묻히기 쉬운 흰동가리돔의 각막이 선명히 드러났고,
배경의 디테일과 컬러가 뭉개져 몽환적(夢幻的)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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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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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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월드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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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다이버
(경기 남양주)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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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레저클럽
(서울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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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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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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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원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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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해양스포츠
교실

(경기 광명)

(부산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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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선장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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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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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SSI
아카데미

(경기 의정부)

(제주도/서울)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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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제주 서귀포)

김원국

고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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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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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스쿠바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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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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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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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수
잠수교실

테크니컬
교육단

한국
다이브칼리지

(경북 경주)

(서울 송파)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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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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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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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포세이돈

스쿠버월드

진스다이브

(경기 성남)

(대구 달서)

(서울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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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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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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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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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의 꿈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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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강원 속초)

(강원 속초)

김승준

X-스쿠버

(서울 용산)

(충북 청주)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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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서울 강동)

이윤지

뉴서울
다이빙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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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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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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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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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맨
(서울 서초)

임정택
연락처: 010-6760-3138
웹주소: www.mermansub.com
이메일: pibada6@naver.com

2015 July/August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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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IT

박성운

010-3903-3319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42-3 지층

썹콘

박정우

010-2556-1212

서울 마포구 토정로 195-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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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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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놀이터

구자준

010-3293-7059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엘지원앙 107동 808호 스쿠버 놀이터

원브레스

황영길

010-4768-114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34-8

킴스스포츠

김영호

010-9868-282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2번길 39-1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LF문암 다이브 리조트

강원도

SSI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1길
14-6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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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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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문암 다이브 리조트

김동석

010-9326-8162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19 네모선장리조트

동호다이브리조트

조명환

010-4195-1556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259

반암 스마일 스쿠버

김동석

010-5368-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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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포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아야진스쿠버리조트

이성행

010-4343-88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 큰방파제

에프스타일㈜

전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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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다이브센터

김신혜

010-9175-067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236-1 로맨틱 다이브 센터

MS스킨스쿠버

박기태

010-5369-033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34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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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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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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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블루

김민석

010-9331-0817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449(서귀동)

프리다이브제주

손철수

010-6798-2002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15-4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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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딥블루! – SSI, Shark project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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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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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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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박주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cubaez.com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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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세계적인 수중사진작가

Kenneth Lam
(Hong Kong)

갯민숭달팽이의 알

LAM Yee Chung(Hong Kong)

1976 British Sub-Aqua Club (BSAC) Advanced Diver
1977 Confederation Mondiale des Activites Subaquatiques(CMAS)
Three Star Diver and Club Instructor
1996 Hong Kong Underwater Photographer’s Award

Mr. Kenneth Lam obtained his qualification

Kenneth Lam은 1977년에 어드밴스드

as an advanced diver and CMAS Club

다이버와 CMAS 클럽 강사 자격증을

Instructor in 1977. With over 35 years of

취득했다. 35년이 넘는 다이빙 경력에

diving experience, his footprint has been

있어 그의 족적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soreaded all over Asia Pacific waters.

퍼져 있다.

On one visit to the Monterey Bay Aquarium

1994년, 우연히 캘리포니아의

(California) in 1994, Kenneth marveled at

몬테레이 만 수족관(Monterey Bay

the beauty of the underwater photography

Aquarium)에 방문하게 되고, 그는

book photos. He rose to the challenge

수중사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

and determined to master underwater

때 이후로 Kenneth는 수많은 도전에

photography since then.

맞서 수중사진을 마스터하기로 결심했다.

Over the years, Kenneth has won numerous

이후로 수년간, Kenneth는 다수의

awards given by established worldwide

세계적인 공모전에서 상을 타며 세계적인

1997 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Enriched
Air Diver (Nitrox)
2001~2003 Secretary - The Photographic Society of Hong Kong (PSHK)
2002 Fellowship - The Photographic Salon Exhibitors Association (FPSEA)
Fellowship - The Royal Photographic Society of Great Britain (FRPS)
Artiste -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tographic Art (AFIAP)
2002~2004	World Top Ten Outstanding Photographers in PSA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s of Photography
(Colour Prints and Monochrome Prints Divisions)
2004 Vice President - The Photographic Society of Hong Kong (PSHK)
2009	Chairman, Organizing Committee of 64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PSHK)
Since 2002	Serve as Panel Judge for various Salon and photographic
competitions organized by different Hong Kong photographic

organizations as well as being recognized

사진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world of

그의 벗 카메라와 함께, 그는 여전히

photography. Yet, he is still pursuing his

뜨거운 열정으로 신비하고 환상적인

passion to explore the mysterious and

수중세계 탐험을 추구하고 있다.

amazing underwater world with his buddy,
the camera.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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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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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쿠다 무리와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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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와 물고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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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크랩의 출수공

산호초와 바다거북
2015 July/August

| 69

햇살 아래에서의 해파리

해삼 속의 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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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잘 속의 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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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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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바다 민달팽이의 생식 백태

Sea Slug Sex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Although not a subject we discuss openly around the dinner table,

우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터놓고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어떻

how marine animals reproduce is a fascinating topic. Sea slugs

게 해양동물이 생식하는지는 흥미로운 주제다. 바다 민달팽이는 가장

may hold the record for the most diverse and bizarre kinds of sex.

다양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생식을 한다는 면에서 기록을 보유할 정도

We discuss these here.

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다.

Sea slugs lives are relatively short, after reaching sexual maturity

바다 민달팽이는 생애가 비교적 짧아, 성적 성숙에 이른 후 불과 며칠

they only have a few days to a few months to find a mate, copulate

에서 몇 개월의 기간에 짝을 찾아 성공적으로 교미하고 알을 낳는다.

successfully and lay their eggs.
To say these animals are making love is overly anthropogenic(appl-

이들 동물이 사랑을 나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다.(인

ying human feelings to animal’s behavior). Reproduction serves

간의 감정을 동물의 행동에 적용하는 것이다.) 생식은 이들 해양생물

T he to p i c o f s e a s lu g
reproduction is as varied
as Ceratosoma’s flamboyant
colors.
바다 민달팽이의 생식이란 주
제는 세라토소마(Ceratosoma)
의 현란한 색상만큼이나 다양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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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ch more basic yet important function for this group of marine

에게 훨씬 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바다 민달팽이

critters. Sea slugs employ a highly evolved strategy to guarantee

는 고도로 진화된 전략을 활용하여 종의 보존을 보장하는데, 각

preservation of the species, each individual sea slug having both male

개체의 바다 민달팽이는 수컷 및 암컷 생식기를 모두 보유한다. 생

and female sexual organs, simultaneously. Biologists call this sexual

물학자들은 이러한 생식 유형을 ‘자웅동체(암수한몸)’라고 한다.

situation “hermaphroditism.”
Mating occurs by two individuals aligning themselves, side-by-side,

교미는 두 개체가 몸을 나란히 정렬하고 몸의 오른쪽에 있는 생

with the genital orifices juxtaposed, on the right side of each of their

식공(生殖孔, genital orifice)을 서로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이루

bodies. The male organs of each are inserted into the female orifices

어진다. 각자의 수컷 생식기가 상대 짝의 암컷 생식공에 삽입된

of the reciprocal mate. In this way they fertilize each other at the

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서로를 동시에 수정시킨다. 바다 민달팽

same time. Sea slugs are incapable of self-fertilization.

이에게 자가수정 능력은 없다.

These dorids each line up to mate, side-by-side on their right side. Both male and
female orifices are contained in a single genital pedestal.
이들 도리드 나새류 각각은 몸의 오른쪽으로 나란히 정렬하여 교미한다. 수컷 및 암컷 생식공은 모
두 단일의 생식기 받침대 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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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ide-by-side is the position used by all dorids and most other

이렇게 몸을 서로 나란히 정렬하는 것은 모든 도리드 나새류와 대부

nudibranchs. Some other sea slug groups, like the head shield

분의 기타 나새류가 사용하는 자세다. 헤드 실드 바다 민달팽이와 즙

slugs and sap sucker have slightly different styles of insemination.

을 빨아먹는 종 같은 기타 일부 바다 민달팽이 종들은 약간 다른 방

As an individual slug matures, male sex organs are the first to

식으로 수정한다. 바다 민달팽이 개체가 성숙하면서 수컷 생식기가 가

develop and can fertilize a mate as if it is a fully developed adult.

장 먼저 발달해 마치 개체가 완전히 발달된 성체인 듯 그 생식기가 짝

Sperm received by the mate, in this situation, is stored until the

을 수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짝에게 주입된 정자는 암컷 생

female sexual glands mature. This part of the female half of the

식샘이 성숙할 때까지 저장된다. 생식계에서 이러한 암컷 절반 부분을

reproductive system is called the receptaculum seminis(rs). For

수정낭(receptaculum seminis)이라고 한다. 생식에 관한 보다 자세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reproduction we suggest you refer to

한 정보는 ‘나새류의 행태(Nudibranch Behavior)’란 책을 참조하기

the book - Nudibranch Behavior(see ad at the end of this article).

바란다.(이 글의 끝에 있는 광고 참조)

The duration of copulation varies widely. Dorid nudibranchs mate

교미의 지속시간은 상당히 다양하다. 도리드 나새류는 오랜 시간 천

slowly for long periods of time, and can be observed carrying out

천히 교미하며, 흔히 산호초 표면에서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모습

this ritual commonly on reef surfaces. Aeolid nudibranchs, on the

이 관찰된다. 반면 이올리드 나새류는 교미하는 모습이 거의 목격되지

other hand are almost never caught mating, because this behavior

않는데, 개체들이 이러한 행동을 아주 신속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

is carried up very quickly by individuals. In fact this activity may

실 이런 행동은 두 개체가 몸의 오른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지

look like little more than two individuals passing each other in

나가는 모습이나 다름없어 보일 수도 있다.

opposite directions on their right sides.

T h e r e p r o d u c t i v e s y s te m o f t h e
chromodorids nudibranch Chromodoris
michaeli. Key - female gland mass (fgm);
re cept a culum s emini s (r s); bur s a
copulatrix (bc); vagina (v); vaginal gland
(vg); ejaculatory duct (ej); ampulla (am);
prostate (pr) and the penis (p).
크로모도리드 나새류(Chromodoris michaeli)의 생식
계. 약어 설명: fgm(암컷 생식샘 덩이); rs(수정낭);
bc(교미낭); v(질); vg(질샘); ej(사정관); am(팽대
부); pr(전립선)과 p(음경).

The arminid nudibranch, Janolus and aeolid nudibranch, Pteraeolidia also mate sideby-side, but do so quickly, often too fast to catch a photo of.
아미니드 나새류(Janolus)와 이올리드 나새류(Pteraeolidia)도 몸을 서로 나란히 해서 교미하나, 신속히 교미하고
흔히 너무 빨라 사진에 담기가 어렵다.

We can easily see both male and female orifice crossing over between
this pair of mating Nembrotha.
교미하는 이 한 쌍의 넴브로타(Nembrotha) 사이에서 교차하는 수컷 및 암컷 생식공이 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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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shield slugs like Chelidonura mate one on top of the other, and then switch
positions.

Here two different species of Chromodorids attempt to mate. No viable offspring
will be produced from this meeting.

헤드 실드 바다 민달팽이(Chelidonura)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꼭대기에서 교미한 다음 서로 위치를 바꾼다.

사진에서 서로 다른 두 종의 크로모도리드 나새류가 교미를 시도한다. 이러한 만남으로 생존 가능한 자손은 태
어나지 않을 것이다.

Head shield slugs are also quick mates, but do not align the bodies

헤드 실드 바다 민달팽이도 신속히 교미하나, 교미 중에 몸을 서로 오

along their right sides during mating. This group can be seen

른쪽을 따라 정렬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 종은 뒤얽힌 공 모양으로 상

crawling around in a tangled ball until one individual is on top of

대의 등을 기어 올라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꼭대기에 있는 모습으

the other.

로 관찰된다.

It is not uncommon to come across a pair of dorids mating that appear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쌍의 도리드 나새류가 교미

to be of different species. I am often asked if the eggs laid by the combo

하는 모습을 마주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나는 그러한 교잡을 통해

will produce a new species or hybrids. In actuality, we believe that eggs

낳는 알로 신종이나 잡종이 태어나게 되느냐란 질문을 종종 받는다.

from this pairing are never laid, and no little sea slugs produced. While

사실 우리는 이러한 교미로 결코 알을 낳지 못하고 아무 새끼 바다 민

no studies about cross species mating have been published, it is likely that

달팽이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종간 교차 교미에 대한 연구는

even if eggs were laid, the offspring would be sterile.

발표된 바 없지만, 설사 알을 낳는다고 해도 자손에게 생식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Several genera of sap-sucking slug may have the most bizarre courtship

여러 속의 즙을 빨아먹는 바다 민달팽이는 가장 기이한 구애 행동을 보

of all. Species of Stiliger, Elysia and Ercolania fertilize their mate by

인다. 스틸리거(Stiliger), 엘리시아(Elysia) 및 에콜라니아(Ercolania) 종은

hypodermic insemination. That’s right – just like getting a shot from the

피하에 정자를 주입해 짝을 수정시킨다.(피하형 수정) 맞다. 마치 의사

doctor. Some species of the dorid genera Polycera have also been observed

에게 주사를 맞는 것처럼. 도리드 나새류 속인 폴리세라(Polycera)의 일

mating in this way.

부 종들도 이런 식으로 교미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Also referred to as traumatic insemination, I wonder why, the male organ

이를 외상형 수정(traumatic insemination)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which is a hollow penial spine is thrust through the body wall of the

속이 빈 가시 음경관인 수컷 생식기가 짝의 체벽을 찌르는 이유가 궁

mate. The location of this stab can be anywhere on the mate and serves

금하다. 찌르는 위치는 짝의 몸에서 어느 부위도 될 수 있으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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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ransfer sperm directly into the mates body, allowing for quick, direct

찌르면 정자를 직접 짝의 몸속으로 전달해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난자

fertilization of the eggs. Hypodermic transfers are then usually followed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피하 전달 후 대개 암컷 생식공을 통한 표준

by standard insemination via the female orifice.

수정이 이어진다.

Members of the aeolid genus Pruvotfolia have modified a group of cerata

이올리드 속인 프루보트폴리아(Pruvotfolia)의 종들은 교미 중 정자

for the transfer of sperm during copulation, rather than via a penial

의 전달을 위해 음경 부속물을 통하기보다는 일단의 외투막 주름

appendage. This is truly an innovative approach, but at the same time

(cerata)을 변형시켰다. 이는 정말로 혁신적인 접근법이나, 동시에 혼

confusing. Why replace a perfectly operating organ – the penis? Little is

란스럽다. 왜 완벽히 작용하는 기관인 음경을 대체하는가? 새 생식기

known about how the new sex organ actually works and how it transfers

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정자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sperm.

려진 바가 거의 없다.

Species of Stiliger and Elysia practice hypodermic fertilization by stabbing the mate with their penis.
스틸리거(Stiliger) 및 엘리시아(Elysia) 종은 짝을 자신의 음경으로 찌름으로써 피하형 수정(hypodermic fertilization)을 한다.

Marine animals that mate by the insertion of sex organs must
have some mechanism to hold themselves together until
copulation is complete in the back and forth surge of ocean
currents. This is accomplished in sea slugs by a variety of
penis and vaginal armature, or spines. Visible only under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these spines, some of
which are serrated, and most face backwards serve to grip the
tissue of the other party and hold the two together.

생식기를 삽입해 교미하는 해양 동물들은 이리저리 밀려오
는 해류 속에서 교미가 완료될 때까지 서로를 결합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바다 민달팽이에서는 다양한
음경 및 질 방호기관, 즉 가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한다. 주사형 전자 현미경(SEM) 하에서만 보이는 이들 가
시는 일부의 경우에 들쭉날쭉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뒤쪽으
로 향하는데, 상대 짝의 조직을 붙잡아 서로를 결합시키는
Pruvotfolia has evolved modified cerata which acts as a penis.
프루보트폴리아(Pruvotfolia)는 음경으로 작용하는 변형 외투막 주름을 발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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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And then there is the new discovery of a disposable
penis in the chromodorid nudibranch, Goniobranchus
reticulata(previously Chromodoris reticulata). When two
individuals of this species align themselves side by
side to mate like other dorids, they insert a long penial
tube into the mates female orifice. Once copulation is
complete the two pull apart, but the penis snaps and
breaks off. This species penis seems to be much longer
than expected, and remarkably can be regenerated after
breaking off.

다음으로 크로모도리드 나새류인 고니오브랜쿠스
레티큘라타(Goniobranchus reticulata, 종전 Chromodoris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SEM) of the spines on the penises of the dorid nudibranchs,
Nembrotha chamberlaini(left) and Dendrodoris azinae(right). (SEM’s by T. Gosliner and A. Valdes)
도리드 나새류인 넴브로타 쳄버레이니(Nembrotha chamberlaini, 좌) 및 덴드로도리스 아지니(Dendrodoris azinae, 우)의 음경에 있는
가시를 주사형 전자 현미경(SEM)으로 본 모습. (T. Gosliner와 A. Valdes가 SEM으로 찍음)

reticulata)는 일회용 음경을 새로 발견했다. 이러한 종의
두 개체는 기타 도리드 나새류처럼 교미하기 위해 몸
을 나란히 정렬할 때 긴 음경관을 상대 짝의 암컷 생식
공으로 삽입한다. 일단 교미가 완료되면 둘은 떨어지
나, 음경이 뚝 부러져 분리된다. 이런 종의 음경은 예
상보다 훨씬 더 긴 듯하며, 놀랍게도 분리된 후 재생될
수 있다.

After mating the end of the penis of Goniobranchus reticulata breaks
off expelling the previous donor’s sperm from its mate.
교미 후 고니오브랜쿠스 레티큘라타(Goniobranchus reticulata)의 음경 끝부분은 분리
되어 이전 동물이 공여한 정자를 그 짝으로부터 몰아낸다.

When researchers examined the detached penises under a microscope,

연구자들이 분리된 음경들을 현미경 하에서 검사한 결과, 음경이 뒤쪽

they found that the penis is covered by many backward-pointing spines,

으로 향하는 많은 가시로 덮여 있고 그들 가시가 암컷의 질에서 정자

which had captured many sperm from the female sperm holding portion

를 간직하는 부분으로부터 많은 정자를 거두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of the vagina. Although highly speculative, the only answer for this

아직은 거의 추정에 근거하긴 하지만, 이 기이한 관찰 결과를 설명하

bizarre observation is that the spine covered penis is being used to clean

는 유일한 방법은 가시로 덮인 음경이 질에서 이전 짝의 정자를 가능

the vagina of as many of the previous mate’s sperm as it can. This would

한 한 많이 청소해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바다 민

improve the slug’s chances that its sperm would fertilize the eggs, passing

달팽이의 정자가 난자를 수정시켜 종전 짝들보다는 자신의 유전 정보

only its genetic information onto the progeny, rather than the former

만을 자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mates.
Surprisingly, many species of dorid nudibranchs have armored penial

많은 종의 도리드 나새류가 무장한 음경 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놀랍

organs, but this is the first observation of a species detaching the used end

게도 사용한 끝부분을 분리시키는 종을 관찰하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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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are the benefits of hermaphroditism that make it such

그러면 자웅동체가 대단히 좋은 유형의 생식 방법으로 채택된 이점

a great form of reproduction? Firstly, if you are hermaphroditic,

은 무엇인가? 첫째, 당신이 자웅동체라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짝이

everyone is a possible mate. Individuals do not need to have eyes to

된다. 개체들은 짝이 이성(異性)인지를 판단하는 관찰력이 필요하

determine if the partner is of the other sex.

지 않다.

Being a hermaphrodite therefore reduces the time used to find

그러므로 자웅동체가 되면 짝을 찾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

a mate, and each encounter has the potential of producing two

며, 각각의 만남에서 모체 둘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fertilized parents.
The disadvantages are few including only the higher energy cost

단점은 거의 없지만 개체가 2개의 완벽한 생식계를 유지하기 위해

an individual must expend to maintain two complete reproductive

더 높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생식계를 1개만

systems. Having just one would be more energy efficient and the

보유하는 편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일 것이고 그러한 결합에서 결과

resultant offspring from such a union will have higher genetic

적으로 탄생하는 자손은 유전적 변동성이 더 높을 것인데, 자웅동

variability, as the hermaphroditic cross will produce young identical

체 교차 생식에서는 서로 동일한 새끼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to one another.
Sea slug egg masses come in every size, shape and color imaginable.

바다 민달팽이들의 알 덩이는 크기, 형태와 색상이 천차만별이다. 그

Their dramatic shapes and colors are favorite subjects for

극적인 형태와 색상은 수중 사진가들에게 아주 좋은 피사체다. 알은

underwater photographers. The eggs are extruded from the same

몸의 오른쪽에서 교미가 일어나는 구멍과 동일한 생식공에서 방출된

genital aperture on the right side of the body that copulation takes

다. 불행히도 성체가 알을 낳고 있을 때 바로 관찰하지 않으면 모체

place in. Unfortunately if you are not present when an adult is

종의 식별이 꽤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에 알 덩이는 성체가 선호하는

laying the eggs, identification of the parent species is quite difficult.

먹이 바로 위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먹이는 도리드 나새류인 경우에

In most instances the egg mass is laid right on the adults food

해면동물이고 이올리드 나새류인 경우에 자포동물 종이다.

preference, for dorids a sponge, and for aeolids a cnidarian species.

Eggs produced by sea slugs are as diverse as their parents. They come in every color and shape.
바다 민달팽이들이 낳는 알은 그 모체들만큼이나 다양하다. 알 덩이들은 색상과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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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eggs laid can vary from as few as one or two in

낳는 알의 수는 원시 종의 경우 고작 한두 개부터 일부 군소들에

primitive species to as many as 25 million reported in some sea

서 보고된 무려 2,500만 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알의

hares. The number and size of the eggs is related to the type of larval

수와 크기는 유생 발생의 유형(곧 논의함), 알을 낳는 개체의 크

development which will be discussed later; the size of the individual

기, 몇번째 산란인지 여부, 그리고 개체의 영양 상태와 관련이

laying the eggs; whether it is the first, second or third spawn laid and

있다.

the nutritional state of the individual.
The shape or morphology of the egg mass can vary dramatically.
The most common shapes are coils or spirals of ribbons. These
masses can either be attached to the substrate on edge or flat
against the substrate. This feature is of taxonomic importance in
the Chromodorids where recent genetic analysis on this group
shows a wide phylogenetic separation between those species
attaching their egg ribbon on edge(these now fall into the genus
Goniobranchus), and species where the egg ribbon is laid flat(these
remain in the genus Chromodoris).
알의 모양이나 형태는 현저히 다양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코일형 또는 나선형의 띠 모양이다. 이 알 덩이는 기질의 가장자
리에 부착되거나 기질에 납작하게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은 크로모도리드 나새류에서 분류학적 중요성을 띨 수 있다. 이
종에 대한 최근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알 띠를 가장자리에 부
착시키는 종들(이들은 이제 Goniobranchus 속으로 분류됨)과 알
The bubble snail Bulla like Sea Hares lay long chains housing millions of eggs.
버블 스네일 불라(Bulla)는 군소처럼 수백만 개의 알이 들어 있는 긴 사슬 형태로 알을 낳는다.

띠를 납작하게 낳는 종들(이들은 Chromodoris 속으로 남음) 사이
에 계통발생학적 분리가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Goniobranchus kuniei lays a circular egg ribbon attached to the substrate on edge, while Chromodoris annae’s(photo Constantinos Petrinos) egg ribbon lies flat.
고니오브랜쿠스 쿠니에이(Goniobranchus kuniei)는 기질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원형의 알 띠로 낳는 반면 크로모도리스 애니(Chromodoris annae, 사진은 Constantinos Petrinos)의 알 띠는
납작하게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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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roups lay an egg mass resembling a tangle mass of strings,

기타 종들은 줄들이 뒤엉킨 덩어리, 구슬로 이루어진 사슬, 또는 원

chains of beads or cylinders. Depending on the group, anchorage

통과 비슷한 알 덩이를 낳는다. 종에 따라, 강한 해류 속에서 알 덩이

of the mass in strong currents is achieved by creating an anchor of

를 고정하기 위해 바닥의 기질 밑에 가닥들로 이루어진 닻을 만들기

threads under the bottom substrate.

도 한다.

Some species lay brightly colored eggs, warning potential predators

일부 종들은 밝은 색상의 알을 낳아 잠재적인 포식자들에게 알이 독

that they are toxic or contain poisonous chemicals used in their

성을 띠거나 모체의 방어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다는 점

parents defense. This “aposematic” coloration is the same used by

을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색’은 밝은 색상을 한 성체가 포식자들에게

their bright colored adults to warn predators of their arsenal of

자신에게는 화학 및 포격 무기가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

chemical and artillery weapons.

략과 동일하다.

Sea slugs eggs come in a myriad of shapes, sizes and colors. 바다 민달팽이들의 알은 형태, 크기와 색상이 무수히 다양하다.

82 |

Like most marine organisms the eggs of sea slugs hatch into larvae

대부분의 해양생물들처럼 바다 민달팽이의 알도 유생으로 부화하고

that when conditions are right metamorphose into juveniles. Most

이들 유생은 조건이 맞으면 새끼로 변태한다. 대부분이 해류에 실려

spend some time drifting the ocean currents waiting for just the

표류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착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

right moment to settle out. Sea slugs have three types of larval

다린다. 바다 민달팽이는 3가지 유형의 유생 발생을 보이는데, 어느

development that to a significant degree dictates how long the

유형이냐에 따라 유생이 얼마나 오래 플랑크톤 상태로 머물지가 크게

larvae will stay in the plankton.

좌우된다.

The first and most common development type is the “Type 1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발생 유형은 ‘제1형 플랑크톤 영양 유생(Type

Planktotrophic Larvae.” Type 1 Planktotropic larvae are small in

1 Planktotrophic Larvae)’이다. 제1형 플랑크톤 영양 유생은 크기가

size but are produced in very large numbers to survive long periods

작지만 플랑크톤 상태로 표류하면서 오랜 기간 생존하기 위해 대단히

drifting in the plankton. This form of larvae continues to grow

많은 수로 태어난다. 이 유형의 유생은 유생 생활 전체에 걸쳐 계속

throughout its larval existence.

해서 성장한다.

The next larval form is that called “Type 2 Planktotrophic Larvae.”

두 번째 유생 유형은 ‘제2형 플랑크톤 영양 유생(Type 2 Planktot-

These larvae are larger and the numbers of eggs are fewer than type

rophic Larvae)’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유생은 제1형보다

1 and are fully grown at hatching, staying in the plankton just long

더 크고 알의 수가 더 적으며, 부화 시 완전히 성장한 상태이고 적절

enough to locate suitable substrate.

한 기질을 찾을 정도의 기간만큼만 플랑크톤 상태로 머문다.

The third type of larvae is “Direct Development” larvae. This form
of larvae lack a pelagic, planktonic stage altogether. They hatch
directly onto their food source as miniature crawling slugs. These
larvae have a much higher survival rates than the other two having
planktonic dispersal. Accordingly, species with direct development
lay fewer, but larger eggs.
세 번째 유형은 ‘직접 발생(Direct Development)’ 유생이다. 이 유
형의 유생에서는 표영성 부유기가 전부 결여되어 있다. 이들 유생은
기어다니는 바다 민달팽이의 축소판으로써 부화되어 그들의 먹이 공
급원이 된다. 이 유형의 유생은 플랑크톤 분산을 거치는 나머지 두
The bright color of Hexabranchus eggs serves to warn predators of the poisonous
taste.
헥사브랜쿠스(Hexabranchus) 알의 밝은 색상은 포식자들에게 독성을 띤다는 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유형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 그에 따라 직접 발생을 하는 종들
이 낳는 알은 더 적지만 알의 크기는 더 크다.

The yellow and pink color of these species egg masses are aposematic warning colors. 이들 종의 알 덩이가 띠는 노란색과 핑크색은 경고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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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ggs of all kinds of animals are so nutritious, they have many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낳는 알은 영양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알을

predators. As mentioned above, aposomatic warning coloration can

노리는 포식자가 많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고색은 이러한 문제에

help with this problem. The good thing is that sea slug eggs hatch

도움이 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바다 민달팽이의 알이 지나친 포식

shortly after being laid to avoid too much predation. One exception

을 피하기 위해 산란 후 곧 부화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외는 바다

comes from within the sea slugs ranks itself as the most aggressive sea

민달팽이 자체에 있는 내부의 적으로, 이들 종은 바다 민달팽이 알

slug egg predator is a group of sea slugs themselves. Members of the

의 가장 공격적인 포식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올리드 속인 파보리누

aeolid genus Favorinus, feed exclusively on sea slug eggs. Amazingly,

스(Favorinus)의 종들은 오로지 바다 민달팽이 알만 먹고 산다. 놀랍

when drifting larvae of Favorinus detect the chemical markers(smells)

게도 표류하는 파보리누스 유생은 갓 낳은 알의 화학적 표지자(냄새)

of newly laid eggs, they settle out immediately on them. Because of

를 감지하면 그 알들 위에 즉시 정착한다. 이러한 먹이는 본질적으로

the highly nutritious nature of this food, the aeolids grow remarkably

영양분이 고도로 풍부하기 때문에, 이올리드 나새류는 놀라울 정도로

fast and may achieve adulthood, mate and lay its own eggs on the prey

빨리 성장해 성체가 되어 교미를 하고, 먹이가 되는 알 덩이가 부화

egg mass before they even hatch.

하기도 전에 거기에 자신의 알을 낳을 수도 있다.

Species of Favorinus feed on the eggs of other sea slugs. Some even crawl inside the mass to make consumption easier.
파보리누스(Favorinus)에 속하는 종들은 기타 바다 민달팽이들의 알을 먹이로 한다. 일부 종들은 섭취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알 덩이 내부로 기어들어가기도 한다.

Gymnodoris citrina is known to eat its
mate during or soon after copulation.
짐노도리스 시트리나(Gymnodoris citrina)는
교미 중 또는 직후 그 짝을 먹어치우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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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last interesting reproductive behavior seen in sea slugs is that of

바다 민달팽이에서 관찰되는 마지막 하나의 흥미로운 생식 활동은

“cannibalism.” What does cannibalism have to do with reproduction

‘동종포식(cannibalism)’이다. 당신은 동종포식이 생식과 무슨 관

you might ask? Well it is very complicated and debated by scientists.

련이 있는가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Several species of the dorid nudibranch genus Gymnodoris have been

과학자들이 논의를 벌이고 있다. 도리드 나새류 속인 짐노도리스

observed to eat their hermaphroditic mate during or just following

(Gymnodoris)의 여러 종들은 교미 중 또는 직후에 자웅동체인 짝을

copulation. The larger animal always wins this macabre battle. Now

먹어치우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물론 덩치가 큰 쪽이 항상 이

why would this benefit the survival of the sea slug? Good question.

러한 섬뜩한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면 왜 큰 덩치가 바다 민달팽이

It has been hypothesized that the larger animal benefits by being

의 생존에 유익한가? 좋은 질문이다. 가설로 보자면 비교적 많은

well fed from this large meal and is therefore now capable of laying

영양가가 있는 작은 동족을 잡아먹음으로써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

larger egg masses. Whether or not the combined number of eggs from

고, 더 큰 알덩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식력이 있는 두 모

two fertile parents would be greater than that of a single, well fed

체가 낳는 알 수의 합이 모체가 하나인 경우보다 더 많을지 여부는

individual has not been shown, for obvious reasons – the smaller guy

잘 먹은 개체로는 입증되지 않는데, 물론 덩치가 작은 쪽이 죽었기

is gone.

때문이다.

The evolution of this array of reproductive strategies serves for

이상으로 소개한 해양생물들의 생식 전략들의 진화 목적은 단 하

one and only one purpose – survival of the species. A species must

나, 바로 종의 생존이다. 하나의 종은 각각의 개체가 성체까지 생

produce the number of eggs necessary for each adult to produce one

존하는 하나의 자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의 알을 낳아야 한다.

offspring surviving to its adulthood. Most species produce millions

대부분의 종들이 자신의 생애에 수백만 개의 알을 낳지만 단지 한

of eggs during their lives, with only one or two surviving to lay the

두 개만 생존해 그 다음으로 수백만 개를 낳는다. 일부 종들은 기

next million. Some employ bizarre reproductive behaviors to ensure

이한 생식 범위를 통해 이와 동일한 목적을 성취한다. 바다 민달팽

the achievement of the same. Every facet of sea slug biology boasts

이는 동물 자체의 형태와 색상에서 자기 방어 방법, 먹이 대상과

diversity, from the shape and colors of the animals themselves to how

생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물학적인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을 자랑

they defend themselves, what they feed on and how they reproduce. I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바다 민달팽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hope you join us in finding this topic just amazing.

데, 당신도 공감하길 바란다.

케빈 리(Kevin Lee)

데이비드 베렌스 (David Behrens)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LA 수중사진협회 회원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저
 서 : 『나새류의 행태』, 『태평양 연안 나새류』
공저 :	『인도-태평양의 산호초 동물들』, 『동태평양의 나새류』, 『온두라스 베이 아일랜드에
서의 다이빙과 스노클링』, 『다이빙 가이드 - 코수멜, 칸쿤과 리비에라 마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캘리포니아과학원의 연구원 재직
데이비드와 아내 다이애나는 워싱턴주에 있는 해양생물 및 자연사 서적출판 및 유통업
체인 “Sea Challengers Natural History Book, Etc.”을 운영

본지의 기고가인 데이비드 베렌스의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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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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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를 지어 다니는

빅아이 트레발리(Big-eye Trevally)
또는 잭피시(Jack Fish)
빅아이 트레발리(Big-eye Trevally) 또는 잭피시(Jack Fish)는 우리말로 줄전갱이류에 속하며, 그
이름처럼 눈이 크고 은색 빛이 나는 물고기이다. 일반 다이버들은 이와 비슷한 것을 그냥 잭피시
(Jack Fish)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수리 부분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각이 약간 특징적이고, 등과 꼬리지느러미 끝이 하얗
다. 다 자라면 거의 1m 까지 크고, 보통 떼(school)를 이루어 천천히 헤엄쳐 다닌다.

학명 : Caranx sexfasciatus
영명 : Bigeye Trevally, Jack Fish
한국명 : 줄전갱이류

말레이시아 시파단 섬, 필리핀 발리카삭 섬, 아포 섬 등의 주요 다이브 포인트에서 큰 무리를 볼
수 있으며, 거대한 무리(huge school)를 이루어 회전하면 그 모습이 웅장하다. 작은 무리일 때는
다이버가 가까이 가면 흩어지지만 큰 무리일 때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도 좀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빅아이 트레발리는 무리지어 다닐 때 은빛이다. 그러나 짝짓기 철이 되면 수컷이 검정색으로 변하
며 암수가 쌍을 이루어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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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물고기 무리
육지의 새 떼들은 우두머리가 있지만 물속의 고
기 떼들은 우두머리가 없고 어느 한 개체가 외
부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면 다른 개체들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질이 난폭한

바라쿠다(Barracuda)
바라쿠다(Barracuda)는 무자비한 약탈자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포악한 바닷물고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꼬치고기로 불린다.
빠르고 힘이 센 바라쿠다는 모양이 가늘며 비늘이 작다. 등지느러미가 둘로 분리되어 있으
학명 : Sphyraena genie
영명 : Barracuda
한국명 : 꼬치고기

며, 아래턱은 튀어나와 있다. 커다란 입에는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많이 있다. 바라쿠다는 도
미, 참치, 멸치, 오징어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 물고기이다. 주로 온대해역
과 열대해역에서 발견된다.
크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대서양, 카리브 해, 서부 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스파라이나
(Sphyraena) 바라쿠다처럼 몸길이가 1.2~1.8m 쯤 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바라쿠다는 성장 속도뿐 아니라 물속에서 아래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헤엄치는 속
도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빠르다.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부레 속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어리거나 작은 바라쿠다는 떼를 지어 다닌다.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다닐 때도 있다. 그 모
습이 정말 장관이다. 어떤 바라쿠다는 떼 지어 다니다 어른이 되면 무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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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정어리(Sardine)
학명 : Sardinops melanostictus
영명 : Sardine
한국명 : 정어리

정어리(Sardine)는 몸길이는 25cm 가량 되고, 몸 색깔은 등이 암청색이고,

정어리들은 5월이나 6월 사이에 남아프리카의 차가운 남쪽 해안에서 알을

배와 옆구리는 은백색이다. 옆구리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다. 때로는 그

낳은 뒤 아프리카 동해안을 통하여 북상한다. 매년 6~7월 남아프리카공

위쪽에도 몇 개의 점이 있고 등지느러미의 기저에도 세 개의 점이 있다. 배

화국의 동쪽 바다에 은빛 정어리 떼가 소용돌이친다. 정어리 떼는 수 ㎢가

에는 모비늘이 있다.

될 정도로 엄청나다. 정어리는 해양 육식동물인 바다새와 돌고래, 상어 및

정어리는 12~7월경에 알을 낳으며, 온대부터 열대지방까지 분포한다. 은빛

기타 대형어류의 먹이가 된다.

정어리 떼는 때때로 어마어마한 군집을 이룬다. 수백만 마리의 은빛 정어리

가까이는 세부 섬의 막탄이나 모알보알에 가면 규모는 좀 작지만 상시로

떼들이 지구에서 가장 매혹적인 진풍경을 연출한다.

이와 유사한 정어리 떼를 볼 수 있다.

주걱을 닮은

주걱치(Blackfin Sweeper)
학명 : Pempheris japonica
영명 : Blackfin Sweeper
한국명 : 주걱치

주걱치(Blackfin Sweeper)는 몸 전체가 짙은
갈색을 띠고 있다. 몸은 타원형으로 매우 얇고
폭이 넓으며, 꼬리자루는 갑자기 가늘어져 있
어 주걱을 닮았다 하여 주걱치라 한다.
주걱치는 눈이 크고 주둥이는 짧고 크며, 아래
턱이 위턱보다 약간 길고 양턱에는 융털 모양
의 이빨이 나 있다. 등지느러미는 1개이며, 뒷
지느러미는 바닥 길이가 매우 길다. 비늘이 작
은 빗비늘이며, 잘 떨어지지 않는다. 꼬리지느
러미 뒤끝 가장자리는 오목하다.
주걱치는 온대성 어류로 연안의 암초 사이에
서식하며,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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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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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삼팔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인투더씨다이브센터

오형근

010-8786-7548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씨라이프리조트

박창수

010-5288-8144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울릉다이버리조트

정봉권

010-9516-0289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제주수중산책

김창환

010-3008-4739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권상훈

1-670-989-5800
070-8243-1910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이명철

1-670-989-1110

Diver's Paradise
사
이
판

In Saipan DPIS
Saipan International
Dive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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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

수중사진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글/사진 구자광

4. 흔들림이 있는 사진
Blurred Subjects
수중사진에 있어서 수중 피사체가 움직이는 물체 같은 궤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트로브 없이 촬영하는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1/80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스트로브의 짧은 발광은 실제로 느린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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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K

DIVE
RESORT

KAKAO sharkchoi l EMAIL crom59@naver.com l MOBILE 010-2743-0138
대표자 : 최태영 l Add : Sharkdive resort, BRGY. Ligaya, Anilao, Batangas,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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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일상, 물속 가릴 것 없이
매력적인 방수 카메라 파워샷 D30
★ 여름 휴가의 즐거운 순간을 담는 수심 25m까지 사용 가능한 방수 카메라 파워샷 D30
★ 탄탄한 기본 성능에‘수중촬영모드’
와‘수중 매크로’등 수중촬영에 최적화된 성능과 기능 갖춰
★ 충격 방지 성능, 영하 10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강력한 내구성으로 아웃도어용으로도 적합해

수심 25m까지
사용 가능한

파워샷 D30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팩트 카메라다. 휴가지에서 손목이나 목에 카메라를 걸고 스노클링 중이나

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함께 성수기의 번잡함을 피해 휴가 계획을 세

수영, 물놀이 중인 모습을 찍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강한 내구성으로

우는 이들이 많다. 한여름 휴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름 휴가는 일

파도가 거센 바닷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무더운 여

년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다. 청량한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이나 시

름 휴가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카메라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방수 카

원한 바닷가는 늘 휴가지 우선순위에 꼽힌다.

메라 파워샷 D30을 추천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피하는 여름 휴가는 놓
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종종 연출한다.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촬영해 SNS

파워샷 D30 이벤트

에 업로드 하거나, 카메라로 즐거운 순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캐논은 여름 시즌을 맞아 ‘파워샷 D30 미리 여름 휴가 이벤트’를 진행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물놀이 시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빠질 수 없

한다. 파워샷 D30을 구매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품 소진 시까지 여

는 즐거운 요소이지만 디지털 제품이나 스마트폰은 물과는 상극이다. 이런

행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물 위에 뜨는 ‘플로팅 스트랩’과 파워샷 D30

걱정을 덜 수 있는 게 바로 방수카메라다.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

전용 ‘정품 배터리’ 2종을 모두 증정한다. 파워샷 D30은 캐논 이스토어,

수 카메라는 소중한 여름 휴가의 순간을 기록하는 필수 아이템 중 하나다.

16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관련 보다 자세한 사

캐논에서 출시한 파워샷 D30은 수심 25m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수 콤

항은 캐논 공식 홈페이지(www.canon-c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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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25m의 방수기능
캐논 파워샷 D30은 캐논 유일의 방수 카메라로 수심 25m까지 방수가 가
능하다. 가벼운 물놀이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오픈 워터 라이선스를 가진 다이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빈틈없는 내구성으로 방수 케이스가 필요 없
어 오픈 워터의 한계 수심까지 여유롭고 간편하게 최대 약 60분간 수중 촬
영을 즐길 수 있다.
약 1,210만 화소의 CMOS센서를 장착하고, 최대 광각 28mm부터 최대 망원
140mm를 지원(35mm 필름환산)하는 광학 5배 줌렌즈를 탑재해 일상생활
에서의 촬영은 물론 수중 촬영에도 편리한 화각을 제공한다. Full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영상을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구글맵을 연동해 지도상
에 GPS 로그와 사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GPS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수중촬영에 최적화된 성능, 물속에서 더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물속은 바깥보다 어두우며 물 그 자체의 성질로 빛을 산란시키
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 값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또 물속에서는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붉은색이 흡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이 푸르게 보이
는 경우가 많다.
파워샷 D30에는 이러한 수중환경의 촬영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촬영모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수중촬영모드를 활용하면 물속에서 최적화된 컬러
설정 값과 노출 값으로 자연색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으며, 수중 접
사 촬영 시 수중에서도 크고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수중 매크로’
기능도 지원한다.
또, 작지만 수중 촬영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췄다. 일상뿐 아니라 수심에서도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렌즈의 측면에는 내장 플래시를 탑
재하고 있으며, 배터리와 메모리 커버를 두 번 잠그도록 설정돼 있어 커버가
열릴 염려가 없다. 카메라의 그립 부분에는 엠보싱이 있는 고무로 미끄럼 방
지 처리가 되어있어 수중에서도 안정적인 파지를 돕는다. 작은 사이즈 덕에
수중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촬영에 임할 수 있다.

아웃도어에서도 강한 성능, 파워샷 D30
파워샷 D30은 방수카메라이면서 동시에 캠핑, 스노보드·스키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활동 시에도 최적의 성능을 자랑한다. 카메라 본연
의 방수 기능 외에 아웃도어에 특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바캉스나 피크닉
부터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과 같은 아웃도어 레포츠까지 즐기면서 사
용할 수 있는 전천후 카메라다.
영하 10도에서도 견디는 방한 및 방진 기능, 2중 글래스 구조를 채용해 렌즈
의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카메라 렌즈 부분에 김이 서리지 않는다.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충격을 견디는 충격 방지 성능을 갖췄으며,
‘강한 햇빛 LCD모드’를 탑재해 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피사체를 확인하
고 구도를 잡아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장갑을 끼고 있거나 복잡한
조작을 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수
중·설경·오토 모드로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문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홈페이지
www.canon-ci.co.kr
고객센터 1588-8133

파워샷 D30의 컬러는 블루 1종이며 가격은 362,000원(케이스
포함)이다.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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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다이버들의 꿈의 여행지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제도는 다윈의 ‘진화론’의 기반이 된 곳으로,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침식된 화산의 수중에는 믿을 수 없이 많은 산호와 물고기들이 번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다이버들에게 꿈의 여행지로 거대한 바다거북, 이글레이, 만타레이, 마블레이, 카우레이,
몰라몰라, 고래상어, 망치상어, 바다이구아나, 물개, 바다사자, 해마, 레드립뱃피시, 불헤드샤크 등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수중생물들을 한곳에서 대부분 구경할 수 있다.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Richard, Nelson

GALAPAGOS

멕시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ISLANDS

남미 에콰도르와 갈라파고스 제도
Ecuador & Galapagos Islands
에콰도르 공화국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있는 나라이다. 북으로는 콜롬비아, 남으로는 페루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이다. 수도는 퀴토(Quito)이고, 최대 도시는 과야킬(Guayaquil)이다.
에콰도르 수도 퀴토는 해발 2,800m 지대에 있으며 협곡을 지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전체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원주민의 대부분은 케추아어(Quechuan)와 히바로어(Jivaroan)를
사용한다. 일부 백인들 사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남아메리카에서 칠레와 함께 브라질과 국경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갈라파고스 제도를 제외한 에콰도르 전역은
미국 동부와 같은 시간대를 쓰지만, 미국처럼 서머타임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차는 한국보다 14시간 늦다.
관광 비자는 방문자의 의사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준다.
에콰도르의 기후는 고도에 따라 다양하다. 태평양 연안 지역은 열대 기후이고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린다.
안데스 고지대는 온대 기후로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안데스 산맥 동쪽에 있는 아마존 분지는 열대 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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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2,800m 지대에 위치한 퀴토의 모습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제도(스페인어: Islas Galápagos, 공

전체 면적은 7,880km²이며, 가장 큰 이사벨라 섬

식 이름은 ‘콜론 제도’(Archipiélago de Colón))

은 4,588km²이다. 가장 높은 산은 이번에 폭발한

는 남미 에콰도르(Ecuador)의 서해안에서 약

<볼칸 울프>로 해발 1,707m이다.

1,0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군도로, 지금으로

갈라파고스는 토착민이 존재하지 않는 몇 안 되

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에

부터 약 3~4백만 년 전 바다로부터 솟아오른 화

는 지구상의 섬이다. 가장 큰 민족 집단은 에콰도

상륙했는데, 섬마다 핀치새의 모

산섬이다. ‘갈라파고’는 옛 스페인어로 ‘안장’을

르 메스티소로 스페인 정복자들과 미대륙 토착민

습이 조금씩 다른 점을 보고 ‘진

뜻하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

의 자손들이며, 19세기 말 에콰도르 대륙에서 건

스 땅거북의 등딱지 모양에서 유래했다.

너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인들이 있는데 대

이 제도는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

부분 스페인계 후손들이다. 이 섬의 초기 유럽,

섬에서는 그를 기념하여 ‘찰스

들이다. 이 군도의 전체 육지 면적을 합치면 제

미대륙 이주민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람이 살고

다윈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

주도의 약 4.3배로, 섬들은 북에서 남으로 약

있는 유인도는 5개의 섬으로 발트라 섬, 플로레아

도 야생동물 보호와 조사에 관

224km의 거리에 12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

나 섬, 이사벨라 섬, 산 크리스토발 섬, 산타크루

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되어 있다. 가장 큰 섬은 이사벨라 섬으로써 적도

즈 섬이다.

가 지나가며, 가장 남쪽의 에스파뇰라 섬과 가장

다이빙 관광지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기

북쪽의 다윈 섬 사이의 220km에 걸쳐 퍼져 있다.

위해서는 퀴토나 과야킬을 거쳐야 한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갈라파고스 제도
1835년 찰스 다윈이 측량선 비

화론’의 영감을 얻게 된 것으로
유명하다. 1964년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타크루즈(Santa Cruz)

콜롬비아
퀴토
(Quito)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과야킬
(Guayaquil)

페루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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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는 방법
인천국제공항에서 에콰도르 퀴토까지 가는 데에는 여러 경유지가 있다. 애틀
랜타, 보스턴 등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자의 스케줄과 항공편 등을 감
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에콰도르 퀴토 공항에서 갈라파고스 발트라 공항이나 산 그리스토발 공항까
지 가려면 퀴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과야킬 공항에서 한번 착륙했다가
다시 이곳 갈라파고스 발트라 공항이나 산 그리스토발 공항까지 약 3시간 30
분 정도 소요된다.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입도비 100 US$와 20 US$의 서류 구입비
퀴토의 국내선 공항

용이 들어가며, 항공화물로 들어가는 짐과는 별도로 내가 가지고 간 가방에는
전수 봉인조치를 한다. 음식물이나 기타 식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입도할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도 있다. 에콰도르에
서 국내선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같다.
산 그리스토발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면 가이드를 만나서 무
료 셔틀버스를 타고 작은 항구로 간다. 갈라파고스 리브어보드의 작은 보트를
타는 항구(Muelle)이다.
시차는 한국보다 15시간 느리고, 에콰도르 본토보다 1시간 느리다.

갈라파고스의 발트라 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애틀랜타→퀴토→과야킬
→갈라파고스 제도

약 14시간 50분

인천공항 →휴스턴→퀴토→과야킬
→갈라파고스 제도

애틀랜타

약 13시간 30분

휴스턴

약 5시간 20분

멕시코

갈파파고스 공항
외부에서 갈라파고스로 들
어가려면 해양보호 때문
에 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

약 5시간 20분

다. 공항은 이슬라 발트라
(Isla Baltra)와 산 크리스토발
(San Cristobal) 두 곳에 있
다. 항공사는 3곳(LAN/Tame/
AeroGal)이다. 갈라파고스행
비행기는 오로지 왕복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항공표의 도
착지가 그냥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이슬라
발트라(GPS)ʼ 이고, 산 크리스
토발은 ‘산 크리스토발(SCY)’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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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제도
약 3시간 40분

퀴토
과야킬

바다이구아나

갈라파고스 제도의 다이빙 환경
갈라파고스 제도는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부터 흘러들어
오는 훔볼트(Humboldt) 해류와 파나마 해류로 인해 대체로 온화한 편이며, 늦은 6월부터
12월까지는 건기 및 가루와(Garua) 시즌이다. 이때는 날씨가 시원하고 건조하며 비교적 맑
게 갠 날이 많다. 때때로 이슬비와 안개가 동반되는 가루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건기
에는 바다 수온이 내려가고 파도가 거칠며 플랑크톤의 개화로 인해 시야가 흐려진다. 하지
만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고 바다이구아나, 바다사자 등이 새끼를 낳는 진귀한 자연생태
현장을 관찰할 수 있다. 우기는 12월 말부터 6월까지이며, 수온이 올라가고 구름이 낀 날들
이 많고 오후에 비가 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수온이 따뜻하고 시야가 좋아 다
이빙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갈라파고스의 다이빙 최적 시기는 12~1월과 6~8
월이다. 통계적으로 고래상어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는 5~6월이다.
슈트는 지역에 따라 수온 차가 심해 5mm가 기본이며 최대 17도까지 수온이 내려가므로
그에 따르는 준비가 필요하다.

6월(June) - 11월(November)
대체로 물이 차다, 16-24℃;
이 시기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고래상어(Whale Shark), 망치상어(Hammerhead Shark), 만타 가오리(Manta Ray), 몰라

높다.

몰라(Mola Mola), 바다사자(Sea Lion), 바다이구아나(Marine Iguana) 등 진귀한 바다 생

세미드라이나 7mm 웨트슈트가 적당하다.

물들을 피곤할 정도로 만날 수 있을 만큼 갈라파고스는 다이빙의 천국, 다이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북쪽 다윈(Darwin) 섬, 울프(Wolf) 섬, 산타크루즈(Santa
Cruz) 섬의 노스 시무어(North Seymour) 사이트가 유명하며, Cousin's Rock은 접사 사이

12월(December) - 5월(May)
대체로 물이 따뜻하고 맑다, 21-30℃;
이 시기는 큰 무리의 귀상어, 만타레이, 이

트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글레이 등을 볼 수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일부 리조트가 있지만, 리조트에서는 다윈 섬과 울프 섬에서 다이빙

5mm 웨트슈트와 후드조끼가 필요하다.

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브어보드 다이빙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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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다이빙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수중생물
Santa Cruz Island, Punta Carrion

Cabo Douglas, Fernandina Island

White Tipped Sharks, Sting Rays, Eagle Rays, Marbled Rays,

Galapagos Penguins, Marine Iguanas, Flightless Cormorants, Sea

Scorpion Fish, Sea Turtles, Sea Lions.

Lions, Seahorses, Sea Turtles, Horn Sharks, Red Lipped Batfish,
Groupers, Snappers, Creole Fish.

Bartolome Punta
Groupers, Creole Fish, White Tipped Sharks, Barracudas, Scorpion

Punta Vicente Roca, Isabela Island

Fish, Sea Turtles, Guinea Puffer Fish, Red Lipped Batfish, Reef

Galapagos Horn Sharks, Red Lipped Batfish, Sting Rays, Marbled

Corals, Hammerheads, Bottlenose Dolphins.

Rays, Mola Mola or Pacific Ocean Fish, Seahorses, Galapagos
Penguins, Flightless Cormorants, Shrimps, Big Schools of Salemas,

Wolf Island

King Angel Fish, Slipper Lobsters, Blue Footed Boobies, Frigate

Schooling Scalloped Hammerhead Sharks, Eagle Rays, Marble

Birds, Brown Pelicans.

Rays, Galapagos Sharks, Silky Sharks, Eagle Rays, Green Turtles,
Octopuses, School of Bonitos Tunas, Yellow Fin Tunas, Snappers,

Cousin's Rock

Groupers, Wahoo, Barracudas, Almaco Jack, Moray Eels, Parrot Fish,

Eagle Rays, Jacks, Sea Lions, Green Turtles, Barracudas, Fur Seals,

Dolphins, Galapagos Reef Corals, Sea Lions and Fur Seals, Whale

King Angel Fish, Snappers, Puffer Fish, Groupers, Marble Rays, Sting

Sharks, Orcas.

Rays, Creole Fish, Black Corals.

Darwin Island

Cabo Marshall, Isabela Island (January to May Itinerary)

Schooling Scalloped Hammerhead Sharks, Galapagos Sharks,

Giant Manta Rays, Creole Fish, Barracudas, White Tipped Reef

Silky Sharks, Eagle Rays, Green Turtles, Almaco Jack, Snappers,

Sharks, Sea Lions, Fur Sea Lions, Yellow Fin Tunas, Groupers,

Groupers, Wahoo, Hawksbill Turtles and Whale Sharks. Manta Rays,

Snappers, Salemas.

Orcas.

MAP OF GALAPAGOS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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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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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s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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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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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무리

1 살리마 무리
2 이글레이 무리
3 망치 상어
4 레드립 뱃피시
5 불헤드 샤크
6 해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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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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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만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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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레이

바다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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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몰라

에콰도르의
퀴토(Quito)

퀴토는 거의 3,000m 높이에 있는 에콰도르의 수도이며, 스페인의 식민지 문화가 에콰도르
인들의 현대적인 면과 뒤섞인 격렬한 도시이다. 잉카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랜 도시로
1534년에 에스파냐의 식민도시가 되었다. 퀴토는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다. 가톨릭
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옛 교회 등 특이한 종교예술을 간직하고 있고 식민지 시대의 옛 모
습도 많이 남아 있다.
퀴토는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 협곡이 길게 늘어서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도시이다. 도
시의 길이가 약 35km, 폭 3~5km정도 된다. 그래서 화산을 따라 높은 곳까지 건물들이 빼
곡히 들어차 있고 외곽을 잇는 도로는 탈출할 수 없는 외통수 길이 대부분이다. 도시는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볼거리는 구시가지에 모여 있다.

남미의 육상관광
갈라파고스 제도는 한국에서 가
기에는 먼 곳이다. 그래서 보통은
한 곳 정도 육상관광 일정을 잡는
다. 그래서 육상관광을 하기 적당

1

라마(Llama)
라마는 고대 야생 구아나코를 가축화 한 것이란 설이 유력

하다. 라마는 덩치가 가장 커서 몸의 길이가 약 1.6m, 키가 약 1.5m,

한 루트로 미국 LA를 경유하여 페

몸무게가 약 110~150kg이다. 특히 볼리비아나 페루의 산악지방에 서

루 리마까지 가서 마추픽추 관광

식하고 있으며 속눈썹이 길고 눈망울이 크다. 라마는 아시아의 낙타와

을 한 후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갈

같이 반추 동물인데 등에 혹이 없는 것이 다르다. 대단히 온순한 동물이

라파고스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

어서 사람을 잘 따른다.

니면 미국 휴스턴이나 애틀랜타
를 경유하여 에콰도르의 수도 퀴
토 관광을 하고 갈라파고스 제도
로 가는 방법도 있다.

안데스 산맥의 험악한 고원지대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하역용으로 유명하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는데 40~50kg의 짐을 등에 지고 하루에
25km 정도를 갈 수 있다. 산소가 희박한 이런 고지에서 하역을 할 수 있는 유
일한 동물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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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시가지는 하얀 외벽과 스페인 풍의 낮고 붉은 기와집이 강

4

피친차 화산(Vulcan Pichincha) 케이블카
퀴토의 피친차 화산

렬한 인상을 준다. 1534년부터 18세기까지 약 300년 이상 에스파냐

꼭대기로 곤돌라를 타고 올라

식민지였던 퀴토 구시가지엔 식민시대 광장, 교회, 왕궁, 박물관 등

가면서 퀴토시를 구경하는 여

스페인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다. 퀴토 구시가지가 역사

정이다. 곤돌라의 마지막 종착

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면, 노르떼(Norte)라고 불리는 신

지인 4,050m 지점에서는 산

시가지는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난다.

소가 희박하지만, 내려다보는
퀴토시의 광경은 압도적이다.

3

적도 박물관(Mitad del Mundo)
퀴토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역시 ‘위도 0도’

5

오타발로(Otavalo)의 인디오 마을
퀴토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만나는 오타발로에선 남미 최

의 적도가 있는 ‘산안토니오(San Antonio) 마을’이다. 구시가지에서

대의 인디오 전통 시장이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타발로 재래시장

북쪽으로 22km 정도 떨어진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안토니오 마을

이 서는데, 전통 의상을 입은 인디오들이 시장에 나와 목공품, 장식품,

엔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는 0도0분0초 선이 있다. 선 위에 높이

전통 옷 등 공예품들을 판매해

30m의 적도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탑 맨 위에는 직경 4.5m나 되는

볼거리가 풍성하다. 가격도 저

지구본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적도기념비는 18세기 프랑스인들

렴한 편이고 인디오 문화도 엿

의 잘못된 측정으로 인해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실제 적도선은 인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디오들이 발견한 것으로 적도기념비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

찾는 곳이다.

있다. 그곳에는 진짜 적도를 밟을 수 있는 적도박물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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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의 육상 여행 시 주의 사항
•	모든 에콰도르의 대도시에는 도둑과 소매
치기가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복잡
한 시장을 배회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도
둑들은 너무 재빨라 값비싼 카메라와 전자
제품들 그리고 다발의 현금이 없어지는 것
을 눈치채기 어렵다. 이러한 물건들은 타깃
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중하게 보관하
는 게 좋다.
•어두워진 이후에 퀴토나 과야킬과 같은 주요
도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밤에 종종
인적이 끊긴 거리에서는 택시를 타는 게 가
장 좋은 방법이다.
•	스페인어는 에콰도르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
이며 큰 여행 지역 외에서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에콰도
르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 고유의 언어
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	전기는 20볼트 AC, 60헤르츠이고, 플러그는
미국 스타일로 두 개의 평평한 날이 있다.
•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건강상의 위협은 물
과 음식에 의한 것이다. 항상 병에 든 물을
마시고 정수가 되어 있지 않은 물로 얼린 얼
음은 피하는 게 좋다. 식당의 음식은 손상이
되었거나 질에 따라서 피해야 하며 모든 노
점 음식은 주의를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육
류와 해산물은 전체적으로 요리가 된 상태
에서만 먹기에 안전하다.
•	태양과 높은 고도 또한 몇 여행객들에게 문
제를 야기시킨다. 고산병은 안데스 산맥에서
는 일반적이며, 익숙하도록 순응하는데 충분
한 시간이 부족하다. 심지어 수도인 퀴토에
서도 고도가 아주 높아서, 모든 일은 천천히
그리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병에 든 물을 마셔야 한다. 태양은 아주 강
렬하여 충분히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끼고 안데스 산맥으로 야외활동을 갈 때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	2000년도에 에콰도르는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를 통화 단위로 채택하였다. 미국 달러
는 100센트로 나뉜다. 지폐는 100, 50, 20,
10, 5 그리고 1달러 단위로 나뉘어 쓰인다.
동전은 50, 25, 10, 5 그리고 1센트 단위로
나뉘어 쓰인다. 오래된 에콰도르의 동전은
아직도 통용되며 미국 동전과 함께 쓰인다.
•	에콰도르를 여행할 때 작은 단위의 지폐를
많이 가져오는 게 좋다. 5달러 이상의 지폐
는 택시나 작은 가게에서, 놀랍게도 잔돈으
로 받기 어려워 그냥 줘야할 수 있다.
•	신용카드는 에콰도르 여기저기 많은 장소에

페루의 마추픽추

•	에콰도르의 토착주민을 사진촬영을 할 때

Machu Picchu

먼저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페루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곳에 있다.

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아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의 인디오들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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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이환

2개의 뾰족한 봉우리 사이 말안장 모양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

마추픽추에는 약 1만여 명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

문에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며 1911년에 와서야 예일

정상과 가파르고 좁은 경사면에 들어서 있어 스페인 정복자들의 파

대의 히람 빙엄(Hiram Bingham)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서양 학자에

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일한 잉카 유적이다. 이곳에 태양의 신전,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수풀에 묻힌 채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기에 마

산비탈의 계단식 밭, 지붕이 없는 집, 농사를 짓는데 이용된 태양시

추픽추는 ‘잃어버린 도시’ 또는 ‘공중도시’라고 불리는데, 공중도시라

계, 콘돌 모양의 바위, 피라미드 등의 유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곳

불리는 이유는 산과 절벽, 밀림에 가려 밑에선 전혀 볼 수 없고 오직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되었으며, 남미에서 관광객이 가장

공중에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이다.

많이 찾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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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섬
여행하기

산타크루즈 섬의 육상관광
산타크루즈 섬의 유일한 거대 마을인 푸에르토 아요리(Puerto
Ayora)를 갔다. 용암동굴과 거북이 농장을 방문하여 자이언트 땅
거북을 둘러보았다. 이 마을은 생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고 있
는 곳이다. 생선가게 앞에서는 펠리컨들이 불쌍한 척 다리를 떨
며 먹이를 달라고 보채고 있고, 거기에 물개도 더불어 나태한 몸
짓으로 바닷가를 서성인다. 배를 타러가는 통로에 바다사자가 새

갈라파고스 울프 화산 폭발

끼에게 젖을 주고 있다. 이곳은 인간과 생물은 똑같이 중요한 생
명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국제협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의 울프 화산이 33년 만에 폭발하여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1.7km 높이의 울프 화산은 지난달 5월
25일 폭발한 뒤 일주일째 용암과 연기를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
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115km나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인 분홍 이구아나도 용암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
쪽에 있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 측은 화산이 분출하더라도
갈라파고스 공원 관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가 탄 리브어
보드도 항해 중에 화산이 분출하는 장면을 구경하였다.

울프 산
Volcan Wolf
산티아고 섬
Isla Santiago

페르난디나 섬
Isla Fernandina

산타크루즈 섬
Isla Santa Cruz
이사벨라 섬
Isla Lsabela

산크리스토발 섬
Isla de San Cristobal

리브어보드에서 본 화산 폭발 모습

110 |

력기구인 KOICA가 이곳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었다.

기념품 상가

어시장의 펠리컨 무리

용암동굴

푸에르토 아요리 선착장

자연 땅거북

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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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보이는 바다 모습

정상에 있는 등대
갈라파고스 펭귄

산티아고(Santiago) 섬 인근의
바르똘로메 섬(Bartolome Punta)
리브어보드를 타면 승선 두 번째 날에 산티아고(Santiago) 섬 인근의
바르똘로메 섬(Bartolome Punta)에 상륙하여 갈라파고스의 고유한
생물종을 구경하면서 화산섬을 트레킹한다.
이곳은 적도에 사는 펭귄인 갈라파고스펭귄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며, 영화 ‘Master and commender’의 배경이 된 곳이다. 최대한 지
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섬에서는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 편안한 트레킹 코스이다. 독특한 화
산 지형과 해안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근사한 광경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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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으로 가는 트레킹 길

4
1

1 어그레셔 Ⅲ 리브어보드
2 손님들

5

3 인사하는 스태프들

2

4 브리핑
5 브리핑
6 리브어보드 객실
7 보트 다이빙

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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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바이오닉 래쉬가드
▶ 체온 조절을 위해 겨드랑이 안쪽에 에어-플렉스 통기성 소재 채택
▶ 목 부분 깃에 지퍼가 있어 탈착용 용이
▶ 바이오닉 래쉬가드는 훨씬 편리하며 통기성이 뛰어남
▶ 98% UV 자외선 차단 (UPF 50+)
▶ 기본적인 소재보다 15% 더 큰 탄력
▶ 실 처리 되지 않은 깃은 편리함을 증가
▶ 독창적인 부샤 남/녀 디자인
▶ 다이빙 슈트 안에 입을 수 있음
Model No. 450-86*(남), 88*(여) \ 50,000

래쉬가드 파랑(남), 하늘(여)
▶ 높은 UV 보호지수(UPF 50+), 98% 자외선 차단력
▶ 감싸 안은듯한 해부학적 커팅
▶ 기존 일반 소재보다 15% 이상 향상된 탄성력
▶ 솔기 없이 매끄러운 목의 깃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동시 만족
▶ 최적의 상의 보호를 위한 라이크라 긴 소매 및 허리 밑 기장 연장
▶ 탄성 있는 손가락 밴드
▶ 최적의 상의 보호를 위한 라이크라 긴 소매
▶ 남녀 특성에 맞춘 가슴 라인 및 허리 선 디자인
▶ 다이빙 슈트 안에 착용 가능
▶ 톤 온 톤 그래픽 디자인
▶ 색상 : 파랑, 검정(남) / 하늘(여)
Model No. 450-81*,82* \ 75,000

스마트스킨
▶ 단독 또는 내피로 착용 할 수 2가지 기능을 가진 슈트이다.
▶ 내층, 스마트스킨 막 그리고 외피, 총 3겹이 압축되어 있다.
▶ 내부에서 외부로 수분 배출을 활성화시켜 통기성이 좋으며, 스마트스킨은 폴라폴리스 안감을
사용하여 우수한 열 보호 및 최적의 체온 조절을 제공한다.
▶ 스마트스킨 막은 100% 바람을 차단함으로써, 추위로부터 최고의 보호(방어)를 제공한다.
다이버들의 다이빙 전/후 모든 차가운 바람을 막아줌으로써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부샤 스마트스킨 슈트는 자체 중성부력을 갖추어 추가적 밸러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비압축성이며, 운송 및 보관 시, 접혀진 슈트의 사용수명 및 장기 저항성을 제공한다.
또한, 편리하며 신축성 및 쾌적한 착용감을 준다.
▶ 스마트스킨 슈트의 외부 층은 태양보호의 최대 레벨을 제공한다.
▶ 높은 UV 자외선 차단지수(UPF 50+)를 자랑한다.
▶ 소재 : 310g/야드 (내부-폴라안감), 283g/야드(외부)
▶ 타입 : 원피스, 긴팔 상의, 반팔 상의
Model No. 457-60*(원피스) \ 310,000
Model No. 413-59*(긴팔상의) \ 178,000
Model No. 413-54*(반팔상의) \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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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서브 윙비씨 20D DIR
▶ FLY 20D DIR은 레크레이셔널한 다이버들이 추구하는 편안함과
테크니컬 하네스의 모든 특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유럽 CE 인증 규격을 통과한 고성능의 윙 BC

윙

하네스 DIR

▶ 더블 탱크용 : 2개 x 12L

▶ 백플레이트 : 알루미늄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

▶ 두 개의 레이어 윙 : 20L / 197N(55Lb)

▶ PA 코팅 된 고정형 띠

▶ 재질 : 2000 코듀라 (외부),

▶ 7개 스토퍼, 5개 D-링

TPU 코팅 된 500코듀라(내부)
▶ 급속배출밸브가 장착된
50cm 인플레이터

▶ 부력 백 포켓
▶ D링이 장착된 조정 가능한 가랑이 스트랩
▶ 허리 스트랩 + 메탈 벨트 버클

▶ 탱크 위치에 적합한 통합 어댑터

▶ 폴리아미드 어깨 스트랩

▶ 버클이 장착된 2개 탱크밴드

▶ 2mm 스테인레스 스틸 스토퍼,

▶ 2개 배출 밸브

5mm 스테인레스 스틸 D-링

▶ 56cm LP 호스 및 YKK 지퍼

Model No. F20DDS07 \ 895,000

오세오 주니어 래쉬가드
▶ 98% 자외선 차단 및 피부보호(UPF 50+)
▶ 목, 손목 씰 처리로 탈착용이 편리함
▶ 체온유지 기능 및 밝은 주황색으로 멀리서도
눈에 띄어 안정성을 높임
▶ 사이즈 : 4/6세, 6/8세, 8/10세
Model No. 450-83* \ 45,000

오세오 스노클링 팩 3종

트리오 500 스노클링 3종

(주니어용)

▶ 구성 : 오리발, 1안식 주니어 마스크, 주니어 스노클

(성인용)

▶ 어깨 끈이 부착되어 있어 백팩처럼 착용가능

▶ 오리발, 실리콘스커트의 마스크, 스노클의 3종 세트

▶ 실내/야외 수영장, 강, 바다, 계곡, 해수용장 및

▶ 보관 할 수 있는 가방과 함께 제공
▶ 색상 : 검정, 파랑

▶ 캔버스천 및 메시형 가방에 담겨 함께 제공됨
해외 리조트에서 사용 할 수 있음
▶ 색상 : 주황

▶ 사이즈 : 36/37, 38/39, 40/41, 42/43, 44/45

▶ 사이즈 : 오리발 사이즈 기준(24/26, 27/31, 32/37)

Model No. 301-23*,24* \ 84,000

Model No. 100-22* \ 98,000

기어 리플립
▶ 세계 최초 수륙 양용 신발, 아웃도어에 탁월함
▶ 비브람(Vibram) 탑재되어, 하이킹, 워킹, 조깅 극대화

듀오 500 스노클링 2종(성인용)
▶ 성인용 실리콘-스커트 마스크 및 스노클 2종 세트
▶ 색상 : 검정, 파랑, 빨강
Model No. 301-363 \ 49,000

▶ 자체 부력으로 가라앉지 않음
▶ 미국 해양 안전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음
▶ 색상 : 검정, 위장 회색, 빨강
▶ 사이즈 : 230-300 (10단위)
Model No. Color/Size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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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소중한 내 장비

여리박빙(如履薄氷) -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지경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1884년. 김

태권V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TV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면 정신이라도

청기 감독의 영화가 히트하며 오직 TV에서만 볼 수 있던 84 태권V가

차리듯 잘 나왔던 기억이 난다.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는

문방구에 진열되었고, 너도나도 갖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3천원이나

어떠한가? 직접 열어 문제를 파악하고 수리할 수 있는가? 아마도 꺼

하던 것을 쉽사리 손에 넣기는 힘들었다. 다행히도 힘없고 착하기만

져버린 휴대전화를 들고는 한걸음에 서비스 센터로 달려갈 것이다.

했던 내 친구의 84 태권V를 곧 내 것처럼 갖고 놀 수 있었지만, 그 기

그렇다면 고민을 거듭하고 거금을 들여 장만한 여러분의 스쿠바 장비

쁨도 잠시... 나보다 힘 센 덩치 큰 한 녀석은 신상 84 태권V의 머리

가 입수 5분 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흔치는 않지만

와 트레이드마크였던 V 뒷날개를 따로 들고 나에게 가져왔다. 어머니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께서는 장난감 값 3천 원을 고스란히 물어주고, 나에겐 본드로 범벅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집에 있는 드라이버와 같은 공

이 된 볼품없는 녀석만이 남았다. 당시 우리 어머니는 A/S라는 좋은

구로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 장비 의존도가 높은 스쿠바다이빙에서

제도를 왜 모르셨을까? 1985년 여름, 난 힘없는 내 친구와 힘센 녀석

장비는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의 강사에게 아래

의 중간에 끼어 최대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면 위험을 피하고, 고장에 손쉽게 대처하

여러분이 매일 보는 대형 TV가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84

며 아까운 다이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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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흔한 문제
1. 마스크 실리콘, 스트랩의 파손
2. 마스크 프레임의 파손
3. 마스크 강화유리와 프레임 사이의 묵은 때

실리콘의 파손은 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므로 여분의 마스크를 하나 정도 준비하는 것
이 가장 간단할 것이다. 만일 여의치 않다면
스트랩<사진 2>을 소지하도록 하자. 스쿠바다

<사진 6>
<사진 2>

이빙 전용 마스크는 실리콘으로 덮인 프레임
리스 마스크<사진 3>가 아니라면, <사진 4, 5>
와 같이 최소한의 도구만으로도 모두 분해가
가능하다. 만일 다급하게 수선을 해야 한다면,
<사진 6>과 같이 클립을 이용한 수선방법도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진 5>
<사진 3>

<사진 4>

<사진 출처 wiki how>

슈트파손 대처법
웨트슈트의 경우 보통 날카로운 바위나 보트에서 장비를 착용하면서 손톱만큼 뜯
기는 경우가 많다.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점점 파손부위가 커질
수 있으니, 이때는 슈트 전용 본드<오른쪽 사진>를 이용하여 파손부위를 채워두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박음질 부분이 벌어진 경우에도 더 풀어지지 않도록
본드를 발라둘 수 있겠지만, 이는 응급처치일 뿐 다이빙 여행이 끝난 뒤 수선을
받는 것이 좋겠다.

스쿠바 탱크 크기와 재질에 따른 차이 알기
보통 “공기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가?”라는 질문에 대개 100bar가
남았다고들 하는데, 이때 스쿠바 탱크의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이다. 다이브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탱크를 받아들고
<사진 8>

는 “어! 이거 좀 작은데? 왜 뚱뚱하지?”라고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잘 읽어두기를 바란다. 탱크는 <사진 8>과 같이 저마다의
정보가 새겨져 있다. 재질, 사이즈, 작동압력, 고유번호, 제조일 등
이다. 이를 확인해야만 관리가 되고 있는 탱크인지, 정기검사는 하
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탱크의 크기는 <사진 9>와 같이 다양
하며, <사진 10>과 같이 재질에 따른 탱크 벽의 두께와 내부의 용
적이 다르므로 <사진 11>의 표를 참고하여 다이버가 사용하는 탱
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80큐빅 알루미늄 탱크는 내부용적이 11.15ℓ이며, 203bar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2,263ℓ의 공기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International Cylinder Capacity Conversions Made Easy
you can easily calculate cylinder capacity and
the volume of useable gas at the surface at any time,
even when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cylinder markings
and nomenclature appear to complicate it.
to determine the cylinder maximum capacity
and the amount of air it has at a given pressure, first
you need to know the internal volume (a.k.a. “water
capacity,” since this is how much water the cylinder
would hold). multiplying the internal volume by the
actual cylinder pressure gives you how much gas the
cylinder has at that pressure. multiplying the internal
Capacity
Full
Empty
Cu. ft. Liters Cu. Ft. Liters

Material

Working
Pressure
p.s.i Bar

volume by the maximum working pressure gives the
volume the cylinder holds when full (sometimes called
“free gas”).
Countries using the metric system usually refer to a
cylinder by its internal capacity in litres, and its working
pressure in bar. you find this information stamped on
to the cylinder neck. For example, a cylinder may be
described as “12 litre, 232 bar” or “10 litre, 200 bar.”
Countries using the imperial system traditionally
refer to cylinders by how much gas volume you would
have, in cubic feet, if you released all the gas from

Length
In. Cm

Diameter
In. Cm

Weight
Lbs. Kg

Buoyancy
Full
Lbs. Kg

Empty
Lbs. Kg

13.3 377

0.065 1.85

Aluminum

3000 203

12.75 32.69

4.37 11.21

4.20 1.91

-1.60 -0.73

50.0 1,416

0.246 6.97

Aluminum

3000 203

19.00 48.72

6.90 17.69

21.50 9.77

-2.70 -1.23

+1.00 +0.45

60.6 1,716

0.271 7.68

Steel

3300 223

22.00 56.41

6.00 15.38

22.70 10.32

-7.10 -3.23

-0.25 -0.11

-0.60 -0.27

65.0 1.841

0.320 9.06

Aluminum

3000 203

18.75 48.08

7.25 18.59

25.10 11.41

-1.80 -0.82

+4.10 +1.86

65.0 1.841

0.243 6.83

H.P. Steel

3442 237

16.75 42.50

7.25 18.59

23.20 10.50

-6.40 -2.90

-1.50 -0.68

67.0 1.897
71.2 2.016

0.330 9.34

+4.00 +1.82
+3.50 +1.59
-2.30 -1.05

29.40 13.36

-11.10 -5.05

31.00 14.09

-5.50 -2.50

-0.13 -0.06

80.0 2.265

0.394 11.15

Aluminum

3000 203

26.00 66.67

7.25 18.59

31.70 14.41

-1.80 -0.82

+4.00 +1.82

6.00 15.38

30.00 13.64

-1.90 -0.86
-4.15 -1.89
-7.60 -3.45

6.84 17.54
6.76 17.33

25.39 65.10

6.90 17.69

26.00 11.82

26.00 11.82

20.47 52.49
26.18 67.13

3300 223

25.00 64.10

8.00 20.51

3300 223
2640 179

Steel

2475 168

19.70 50.51

Steel
Steel

0.320 9.05

Steel

3000 203

0.320 9.05
0.424 12.01

71.4 2.022

0.425 12.03

Aluminum

71.4 2.022
75.8 2.147

-5.70 -2.59

여성다이버라고 하여 작은 탱크를 받았다면 67큐빅짜리 알루미늄

80.0 2.265

탱크일 확률이 높다. 67큐빅 알루미늄 탱크의 내부용적은 9.34ℓ

37.50 17.05

-3.70 -1.68

94.6 2.679

0.466 13.19

Steel

3000 203

25.00 64.10

7.00 17.95

39.00 17.73

-14.00 -6.36

-6.00 -2.73

100.0 2.831

0.350 10.0

H.P. Steel

3442 237

24.12 62.00

7.25 18.59

33.00 15.00

-8.50 -3.86

-1.00 -0.45

103.5 2.931

0.637 18.04

Steel

2400 162

26.50 67.95

7.80 20.00

44.00 20.00

-7.76 -3.53

+3.50 +1.59

80.0 2.265
92.0 2.605

119.0 3.370

로써 203bar 충전 시 1,896ℓ의 공기를 받는 것과 같으니, 다른 다
이버와 똑같이 100bar가 남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0.394 11.15
0.290 8.22
0.453 12.83

0.384 10.97

Aluminum
H.P. Steel
Aluminum

H.P. Steel

3000 203
3442 237
3000 203

3442 237

22.75 58.33
20.00 51.28
24.75 63.46

24.00 61.54

8.00 20.51
7.25 18.59
8.00 20.51

8.00 20.51

35.20 16.00
28.00 12.71

41.00 18.64

-3.30 -1.50
-8.50 -3.86

-10.50 -4.77

+2.70 +1.23
-2.50 -1.13
+3.10 +1.4

-2.00 -0.91

120.0 3.397

0.424 12.11

H.P. Steel

3442 237

28.25 72.43

7.25 18.59

38.00 17.27

-10.50 -4.77

0.00 0.00

130.0 3.680

0.418 11.95

H.P. Steel

3442 237

26.12 66.97

8.00 20.51

43.00 19.54

-10.50 -4.77

-1.00 -0.45

Encyclopedia of Recreational Diving

a full cylinder. Examples include 50ft3, 71.2ft3
or 80ft3. newer cylinders have this stamped on
them, though older cylinders often didn’t. With
some cylinders, it’s not always obvious. the “71.2”
cylinder, for example, only holds this volume if
overfilled by 10 percent, an acceptable practice
if there is a “+” sign stamped next to the working
pressure or hydrostatic test date. imperial system
cylinders don’t have their internal capacity marked
on them, but you determine this by dividing the
maximum capacity in cubic feet by the working
pressure (stamped on the cylinder neck or
shoulder) in atmospheres.

<사진 10>

to compare cylinder capacity, use the following
equivalent:
1 ft3 = 28.3 litres

Sample Calculations:
Metric: A 12 lt cylinder, filled to 232 bar,
contains 12 x 232 = 2784 lt of free gas.
To convert to imperial:
given 28.3 litres = 1 ft3,
2784 ÷ 28.3 = 98.4 ft3
therefore, a 12 lt, 232 bar cylinder (a
common size in Europe) holds 2784 lt or
98.4 ft3 of gas when at its maximum working
pressure.
Imperial: An 80 ft3 cylinder has a working
pressure of 3000 psi (from cylinder neck).
3000 psi ÷ 14.7 = 204.1 atm
80 ft3 ÷ 204.1 atm = .4 ft3 internal capacity
To convert to metric:
given 28.3 lt = 1 ft3
.4 ft3 x 28.3 = 11.3 litres internal capacity

Dive Equipment

<사진 9>

<사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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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밸브 구조의 이해와 비상시 대처법
사실 탱크 밸브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있는 탱크라면
리조트 측에 교체를 요구하면 간단하기 때문이다. 밸브는 탱크 끝에 달
려 그저 여닫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는 <사진 12>와 같이 무척이나
복잡하다. 하지만 일반 다이버들이 사용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19번 오
링에 균열이나 파손이 없는지, 15번(탱크 내 공기가 호흡기로 가기 전 이
물질을 걸러주는) 밸브의 스노클이 빠져 탱크를 옮길 때 탱크 내부에서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밖에 12번(파열판)은
과도한 압력으로 탱크 충전 시 큰 폭발을 막기 위해 미리 파손되며 탱크
내 공기를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 간혹 아주 뜨거운 날 육상에 보관하는
탱크 중에 낡은 파열판이 파손되며 춤추는 탱크를 보게 된다면 주변은
몹시 위험하니 주의하도록 한다.
<사진 12>

BCD 고장 시 대처법
가끔 BCD에 생긴 문제로, 아무리 공기를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 수면에서

스를 분리해야 할 것이며, 계속 빠지기만 한다면 짝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인플레이터 내부의 찌든 염분으로 인해 버튼을 눌

상승해야 할 것이다. 보통 인플레이터 부분의 가장 흔한 문제는 호스와 연

렀을 때 복구되지 않는 경우는 물속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다이빙 후 조

결된 부분의 오링에서 지속해서 버블이 새어나오는 것이다. 이때는 BC 드

금만 시간을 들여 세척했다면 값비싸고 소중한 장비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라이버<사진 15>를 이용하여 BC 호스<사진 16> 안쪽의 핀을 분리하면 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인플레이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

다.<사진 17> 이 부품은 1만 원 정도이며,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수리

적으로 <사진 13>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사진 14>

를 위한 도구들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인터오션이나 해

와 같이 내부는 여러 가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스프링 하나라도 소

왕에서 판매하는 약 3만 원 정도의 툴 키트<사진 18>를 갖춘다면 대부분

금에 찌들어있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다이빙 중 BCD에 계속 공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교육받은 대로 호

<사진 14>

<사진 16>

<사진 17>

<사진 15>
<사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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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의 흔한 문제와 분해·세척 방법
게이지는 보통 호스와 게이지 본체<사진 19> 연결부위 핀의 오링<사진
20>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는 간단하게 3~4만 원 정도의 툴 키트
<사진 21>를 이용하여 호스와 분리 후 그리스를 발라 교체해주면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호흡기의 문제와 대처방법
호흡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이며,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분해/조

인구와 시장 규모에 비해 고품질이며, 이를 관리하는 수입업체들의 서비스

립 과정 외에도 압력을 테스트하고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

는 아주 우수하므로 2년에 한 번 혹은 100~200회에 한 번은 꼭 점검하

대지 말 것을 권장한다.

기 바란다.

각 브랜드의 수입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리페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과정을 통해 수리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
다. 특히 인상적인 업체는 Apex와 Aqualung의 장비를 주요 품목으로 하
는 ‘다이브자이언트’이다. 거의 매달 일반 다이버를 대상으로 무료 이론교
육과 직접 분해/조립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
른 브랜드의 장비와는 달리 모델은 다양하지만 부품은 <사진 22>와 같이
모두 통일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 비해 간단하고 편리하다.
호흡기는 1단계, 2단계가 따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장비로 보아야 한다. 호흡기에서 프리플로우가 생기는 것을 단순히 2단계
라고 확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장비는 다이버
<사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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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스페셜티 코스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훌륭한 장비들이 많다. 좋은 장
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다이빙이나 여행
중에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아까운 다이빙을 포기하
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
은 본인의 장비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음을 올바
로 인식하는 것이다. 장비 스페셜티 코스는 나와 내
짝의 장비 컨디션을 판단하고 간단한 수리 공구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테크닉을 통해,
다이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꿀 같은 팁을
제공한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 장비 수리전문
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육
교육내용

9월의 이벤트
스쿠바미디어에서는 PADI 장비 스페셜티 코스를 지원합니다.

1. 마스크 분해·세척
2. 슈트 파손 대처법

일

시 2015년 9월 9일(수) 저녁 7:00~9:30

장

소 각 반창꼬 프로젝트 교육센터 (해당 페이지 참조)

3. 스쿠바 탱크의 구조와 재질에 따른 차이 알기

인

원 회당 최대 6명

4. 탱크 밸브 구조의 이해와 비상시 대처법

교육비용 15만 원 (장비 스페셜티 자격증 발급비용 포함)

5. BCD 고장 시 대처법

신청방법 노마다이브 (noma@nomadive.com) 이메일 신청

6. 호흡기 구조와 분해·세척 방법
7. 기타 장비관련 질의응답

		
기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다이버 레벨, 보유기종)

타 신청인원 초과 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과정
참가자격 :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 이론/실습 약 4~6시간 (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강사과정
참가자격 : PADI 강사 이상
교육시간 : 이론 5시간 이상 (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코스는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 혹은 PADI 강사/트레이너를 찾아 미리 배
워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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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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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팔라완 다이빙의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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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아까운 다이빙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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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의 장비 컨디션을 판단하고 간단한 수리 공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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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CD 고장 시 대처법

신청방법 노마다이브 (noma@nomadive.com) 이메일 신청

6. 호흡기 구조와 분해·세척 방법
7. 기타 장비관련 질의응답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다이버 레벨, 보유기종)
기

타 신청인원 초과 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과정
참가자격 :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 이론/실습 약 4~6시간 (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강사과정
참가자격 : PADI 강사 이상
교육시간 : 이론 5시간 이상 (인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코스는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 혹은 PADI 강사/트레이너를 찾아 미리 배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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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http://www.discoveryfl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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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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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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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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동굴 및 침몰선 다이빙

TECHNICAL DIVING

천장이 있는 다이빙

동굴 다이빙이란 무엇인가?

최근 테크니컬 다이빙이 대중화되면서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통과

수중 동굴은 지하, 해저, 산호초 등에 형성된 동굴로 다이버가 육

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이버 중 극소

상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수중 통로를 말한다. 동굴을 처음 진

수만이 이런 천장이 있는 환경에서의 다이빙을 경험하였지만, 근래

입할 때 빛이 비치는 공간을 캐번(Cavem)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

에는 동굴 다이빙뿐만 아니라 동굴 다이빙 스페셜티 격인 동굴 사

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빛이 약해지고 주위에 빛이 더 이상 유입되

이드마운트, 동굴 재호흡기, 동굴 스테이지, 동굴 스쿠터(DPV), 동

지 않는 곳부터 캐번에서 동굴로 바뀐다. 따라서 햇빛이 없는 야간

굴 측량 등의 과정도 소개되면서 이런 모험적인 다이빙을 즐기는

에는 캐번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쿠바 장비를 사용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이런 독특한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동굴 다이버가 되는 것

동굴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의 효시라고 알려질 만큼 다양

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 기술과 장비가 활용된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을 배우면 단지 동

동굴 다이빙에 대한 오해는 한 번도 동굴 다이빙을 해 본 적이 없

굴 다이빙 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은 물론, 스포

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동굴 다이빙은 물이 채워

츠 다이빙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요소들을 터득할 수 있다.

져 있고 시야가 나쁜 좁은 통로를 작은 라이트를 들고 기어 다니는

TDI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동굴 다이빙 및 침몰선 다이빙 탐사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동굴 다이빙 모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통과 다이빙을 국내에

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동굴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깨끗한 시

체계적으로 소개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통

야는 물론, 자동차 여러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통

과 다이빙 전반에 관한 소개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

로를 갖고 있다.

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스포츠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스
포츠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위험한 짓
을 한다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스
포츠 다이빙과 같이 동굴 다이빙 역시 적절한 교육과 절차를 따른
다면 안전하며,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얻을 수
있다.

탐험
동굴은 다이버들에게 탐험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마법과도 같은
장소이다. 이미 탐사된 동굴조차도 무한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
다. 사람들에게 왜 다이빙을 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탐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세계에는 아직도 탐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수천 개의 동굴이 존재한다. 동굴은 상상만 해도 흥분되
는 대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동굴들은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
시간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원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동굴 다이버들은 많은 장비를 효과적으로 옮기
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굴 다이빙 장비들을 동굴까지 옮기는 일
이 동굴 다이빙 자체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런 과정 자체
역시 흥미로운 탐험의 일부분이다.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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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다이빙 방법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다이버들이 지하로 더 깊이

동굴 다이빙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들어갈수록 복잡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안

일반적으로 동굴 다이빙의 기원은 초기 영국에서 썸프(sump) 다이빙

전하게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즐긴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은 모든

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상 동굴 탐험가들은 동굴 통로에

다이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고 천장이 있는 환경에서 다이빙할

물이 채워져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을 여러 가지 특수 기술을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활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육상 동굴 구간을 더 탐험할 수 있도록 하곤
했다. 초기의 이런 웅덩이에서 실시했던 다이빙은 현재의 동굴 다이빙

과학적인 탐사

과는 크게 달랐다.

동굴은 지구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약된 창문이다. 동굴 다이

스쿠바다이빙 장비가 보급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동굴 다이빙 형태가

버들은 지질학적인 역사와 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통로에 흥미를 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스포츠 동굴

낀다. 동굴 안에서는 많은 화석과 인위적인 가공물들이 발견되며 대부

다이빙은 급속히 대중화 되었고 쉑 엑슬리(Sheck Exley)와 같은 사람

분 외부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들은 체계적인 동굴 다이빙 절차와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근래에 과학 다이버들은 수중 동굴 내에서 해당 동굴 환경에서만 존재

쉑 엑슬리가 저술한‘기초 동굴 다이빙: 생존의 청사진(Basic Cave

하는 고유 생물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와 동

Diving: A Blueprint for Survival)’
에서는 사고 분석을 토대로 도출

물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분류되었다. 이런 발견들은 과학의 발전을 촉

해낸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당시에는 동굴 다이빙을

진시켜 가혹한 기후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대하여 새롭게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들이 없었으며 대신 탐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이버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라이트, 릴, 부력조절기 등과 같이 사용

과학 다이버들은 식수의 품질을 보존하는 것, 질산염의 수준을 낮추는

가능한 장비들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것, 지하수 지역을 보존하는 것들과 같은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최근에는 동굴 다이빙 장비와 절차들은 급속히 발전하여 지하 세계

에 관해서도 연구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

로 상당히 먼 거리를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트는 더 작고, 더 밝

제점들은 대부분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발생한 결과이다. 과학자들은

으며 고장 날 확률도 더 낮아졌다. 신뢰도가 높아진 다이버 추진장치

실제로 지하수 층에 들어가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DPV)와 재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멀리

해결방법을 찾거나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다이버의 동굴 진입 한계는 다이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점들은 교육과 환경 관련 법령 제정 등으로 예방

버의 의지와 지원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굴 다이빙은 그만한 노력과 숙달에 대한 보상이다. 단지 다
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지 않고 무

간략한 역사

모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동굴 다이버는 자신의 명확한 동기를 갖

동굴 다이빙의 역사는 매우 방대하다. 실제로 짤막한 소개 기사로

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함께 동굴에 들어갈 동료들 중에서 이런 잘못
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동굴의 종류
실제로 동굴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동굴의 종류는 용해 동굴
(Solution Caves), 썸프(Sumps), 갱도(Mines), 얼음 동굴(Ice Caves),
블루홀(Blue Holes), 바다 동굴(Sea Caves), 용암 동굴(Lava Tubes),
산호 동굴(Coral Caves) 등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용해 동굴은 그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여 동굴 다이
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유카탄 지역은 세계에
서 가장 광범위하고 아름다운 용해 동굴 지역으로 그 규모가 수백 킬
로미터에 이르며, 매년 수많은 다이버들이 동굴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드는 지역이다.

교육 단계
TDI의 동굴 다이빙 기본 교육 단계는 캐번(Cavern), 인트로 케이브,
풀 케이브 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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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번 다이버 과정 (Cavern Diver Course)
이 과정은 TDI 동굴 다이빙 교육의 첫 번째 과정으로 빛이 비치는 범
위까지의 캐번과 위가 막힌 환경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동굴 내부로의 진입은 싱글 실린더 기준으로 충전된 기체 압력의
1/3 또는 더블 실린더 기준으로 기체 압력의 1/6 까지 허용되며, 수
면에서 라인 길이로 60m까지, 최대 수심 40m의 무감압 다이빙으로
제한된다. 또한 2명의 다이버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은 통과
할 수 없으며, 대개 사전에 설치된 캐번 라인을 따라 이동한다.
캐번 다이빙은 오픈워터 다이버라도 2일간의 과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접근이 쉬운 다이빙이다. 따라서 동굴 다이빙
을 즐기는 마니아들도 가족이나 일행 등을 동반하여 캐번 다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가족 단위나 다양한 계층의 그룹으로도 동굴 다이빙
을 즐길 수 있다.

인트로 케이브 다이버 과정
(Introductory Cave Diver Course)
동굴에는 대개 사전에 설치해 놓은 동굴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과정
은 오직 하나의 주 가이드라인만을 따라 이동하는 케이브 다이빙의
중급 교육 과정이다. TDI 인트로 케이브 과정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다이빙에 필요한 안전 기술을 습득하는 TDI 동굴 다이빙 교육의
두 번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연속된 가이드라
인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줄과 연결(점프 또는 갭)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주 가이드라인만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동굴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기체 관리, 릴과 줄 사용
기술, 부력과 추진, 장비, 의사소통, 줄을 잃어버렸을 경우와 짝을 잃
어버렸을 경우의 훈련 등의 다양한 기술과 이론을 배우게 된다. 캐번
다이버라면 2일 일정으로 이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풀 케이브 다이버 과정 (Full Cave Diver Course)
이 과정은 TDI 동굴 다이버 교육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이다. 이 과정이
인트로 케이브(Introductory Cave Diver) 과정과 다른 점은 기존에 설
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자신이 준비한 릴을 사용하여 다른 가
이드라인으로 연결(점프 또는 갭)하며 동굴 내부를 계획에 따라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다이빙은 가이드라인을 따
라 진행되며, 연결 부분에서는 항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 릴과 표식을
설치하여 귀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동굴 다이빙 즉, 서킷(Circuit), 트래버스
(Traverse) 다이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술, 그리고 다이
버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동굴 시스템과 가상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 기술적인 대처 방법, 사고분석 등을 4일 과정으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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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스페셜티 과정 (Cave Specialty Course)

미 동부 해안, 미크로네시아의 축(Chuuk), 필리핀의 수빅과 코론 등 세계 도

TDI 동굴 다이버 과정을 마치고 나면 동굴 사이드마운트, 동굴 DPV, 동굴

처에 시대, 형태, 크기가 다양한 수많은 침몰선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2차

측량, 광산 다이빙 등 다양한 형태의 동굴 스페셜티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세계 대전 중에 침몰한 수송선, 전투함 등이 가장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트럭 라군(Truk Lagoon)이라고 알려진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 축
의 침몰선들은, 자연적인 환초에 의해 수백 척의 선박과 항공기들이 고스

침몰선 다이빙 (Wreck Diving)

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스포츠 다이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침몰선의
천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간이 처음으로 침몰선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마도 상업적인 인

오늘날에는 자연적인 침몰선 이외에도 퇴역한 해군 전함들이나 폐선 등을

양을 위해서였거나 보물과 같이 가라앉은 화물을 인양하기 위해서였을 것

인공 암초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이빙 장소로 활용되는 침몰선

이다. 침몰선의 크기나 보존 상태에 상관 없이, 침몰선 다이빙은 수중 세계

의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폐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공적인 침

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주고 모든 다이버의 마음 속에 특별한 기억을 남

몰선 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겨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저에 가라앉아서 찢어진 돛을 펄럭이며 갈라진 선체
내부에 노획물이 가득한 보물선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실제는 이런 상상과 매우 다르다. 물론 16~17세기의 선박들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신세계로 항해를 하곤 했지만 목조로 건조되었기
때문에 파도와 해저생물들에 의해 빠르게 파괴되었다.
이런 선박들을 찾아내고 인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수년 동안 기록들과 항
해일지를 연구하여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몰선들은 오랫동
안 모랫바닥이나 산호초에 묻혀있기 때문에 눈으로만은 볼 수 없다. 또한
내부의 화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잔
해를 걷어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오래된 선박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일
은 착수금이 넉넉한 사람에게나 가능할 것이며, 복권에 당첨되기보다도 어
려울 것이다.
근래의 목조 침몰선 중에는 강이나 호수 등에 가라앉아서 잘 보존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이빙을 할 만한 장소는 철제 침몰선이다. 철선은 세월의
풍화에도 백 년이 넘도록 잘 보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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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 침몰선 다이버 과정
(Advanced Wreck Diver Course)

비 공기를 준비해야 한다. 반면에 침몰선 다이버는 대개 수십 미터만 진행

이 과정은 스포츠 다이빙의 침몰선 다이빙보다 복잡한 침몰선 통과 다이

하면 개방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침몰선 다이버들은 다이빙 장소에 도착

빙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험하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배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감압을 하는 동

침몰선 통과 방법과 기술이 포함된다. 이 과정의 목표는 다이버가 침몰선

안 강한 수류나 거친 바다 조건을 이겨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동굴 다이버는 공기 고갈에 대비하여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예

잠수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필요한 장비, 그리고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

다이빙이 더 어려운 다이빙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다이

하는 것이다.

빙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적정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이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의

난이도가 높은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것이다.

등급으로 50회 이상의 다이빙 로그와 스포츠 다이빙(SDI)의 기초 침몰선
(Basic Wreck) 또는 캐번 다이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침몰선 통과 다이빙과 동굴 다이빙의 기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지
만 두 가지 모두 각자 고유의 기술들이 있다. 동굴 다이버들은 수백 미터
에 이르는 통로를 진입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비교하
면 침몰선의 경우에는 통과하는 경로가 훨씬 짧다. 그러나 침몰선의 환경
은 인위적인 구조물이며 동굴보다 좁고 구조가 불안정하다. 동굴과 침몰
선은 모두 내부에서 방향을 잃기 쉽고, 기체 고갈이나 빛의 부족이 치명적
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굴 다이버는 경로를 표시하는 줄에 엉키는 위
험을 예방하려고 하는 반면, 침몰선 다이버는 경로를 표시하는 줄 이외에
도 늘어진 전선, 줄, 로프, 갑판의 액세서리 등에 엉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와 기술을 활용

도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곧 또는 언젠가 방문할 신비의 세계를

하는 가장 흥미있는 다이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두 분야가 서

꿈꾸며 다이빙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방송국과 함께

로 다른 고유의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호기심을 자

제작했던 동굴 다이빙 다큐멘터리 ‘시노테’의 클로징 멘트가 생각난

극하고, 신비함과 긴장감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

다.“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평생 꿈처

력적인 분야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럼 그리워할 것만 같다. 차라리 몰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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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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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의 성분은 무엇일까?
염화나트륨 27g

바닷물에는 모든 천연 원소가 다 들

염화마그네슘 3.8g

어있다. 바닷물은 약 96.5%의 순수

황산마그네슘 1.7g

한 물, 3.5%의 광물질, 기체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이다. 특히
염화나트륨(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

황산칼슘 1.3g

있어 짠맛을 내며, 염화마그네슘, 황
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이 쓴 맛을

염분 35g

낸다. 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

물 965g

황산칼륨 0.9g
기타 0.1g

의 기체와 식물 플랑크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등의 영양 염류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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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1,000g당 성분]

해양어류들은 짠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해양어류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체액을 몸

즉, 해양어류는 몸속의 염류가 바닷물의 염류농도보다 낮기 때

밖으로 빼앗긴다. 따라서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짠물을 마

문에 몸속의 염분농도를 바닷물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아

시게 되고, 이때 몸속으로 들어오는 과다한 염분은 아가미에

가미에 있는 염세포를 통해 염류를 배출하고, 민물어류는 콩팥

있는 염분 배출 세포를 통해 밖으로 버린다. 이렇듯 많은 해양

에서 소량의 짙은 오줌을 배출함으로써 항상 일정하게 몸속의

어류들은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 아

염분 농도를 조절한다.

가미는 뼈나 물렁뼈로 된 가는 아가미 판에 의해 튼튼하게 받

이렇듯 해양어류는 바닷물에, 민물어류는 민물에 적응하도록

쳐져 있으며, 수많은 염분 배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해양어류가 민물에 가거나 민물어류가 바닷

반대로 민물어류는 체액의 농도가 더 높아 밖에서 체내로 물이

물에 가면 살지 못하고 죽어 버린다. 그러나 연어나 뱀장어처

들어오므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자주 배설한다. 이때 신장에

럼 바닷물과 민물을 오가며 양쪽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어

서는 염분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재흡수하는 기능

류도 있다. 이들은 조직 내의 염분과 물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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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 엠 (SCUBA-M)
대표 : 김종국(PADI Instructor)
전화 : 064-738-1254, 010-8567-0254
홈페이지 : http://www.scubam.co.kr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35

김종국 대표의 스쿠버 이야기
바다의 고장인 부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관
광지인 해운대에서 김종국 대표와 스쿠버의 운명적
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1991년 해운대 해수욕장 인
명구조원으로 스쿠버를 체험하게 된 뒤 이끌리듯
오픈워터를 취득했다. 그 뒤로도 꾸준히 레저 활동
을 해오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잠수 이두호
대표의 권유로 2003년 PADI 강사로 입문하게 되었
다고 한다. 그리고 10여 년, 그의 눈빛은 바다를 마
주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 바다와 떨어질 수
없어 홀로 제주에서 시작한 김 대표의 스쿠버 삶은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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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푸른 바다가 감싸고 있는 그 곳, 제주에서 2015년 4월 새롭게 시작한 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굳이 그렇게까지 회원들의 편의를 신경 쓰는 이유가

쿠바 엠(SCUBA-M). 스쿠바 엠 리조트는 서귀포 항과 인접해 있어 준비만 되

무엇인지 궁금했다. 아무래도 바닷물에 흠뻑 젖은 슈트를 입고 왔다 갔다 하

면 언제든지 바다와 마주할 수 있는 데다, 바닷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3대

는 것이 불편할 것 같더란다. 아무리 신나는 다이빙도 바닷속에서 눈으로 직접

포인트인 문섬, 범섬, 섶섬이 바로 앞이라는 지리적 강점이 있는 곳이다.

보고 즐길 때가 좋지, 작은 불편이라도 최소화하면 더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지
않겠냐고.

스쿠바 엠

그의 핸드폰에는 메시지가 가득 들어와 있다.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수고하셨

정면에 펼쳐진 절경에 감탄하며 스쿠바 엠 다이브 리조트에 들어서면 또 한 번

고 감사드린다 등의 수많은 인사들. 모든 스태프 및 강사들의 동지애, 그리고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푸른 바닷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사무실

따뜻한 마음과 노하우가 모여 체험부터 자격증코스까지 함께 가는, 오늘도 어

내부가 시선을 끈다. 하나하나 김 대표의 손을 거쳐 완성된 리조트는 바다에 대

김없이 바쁜 스쿠바 엠 리조트.

한 그의 애정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된 슈트와 핀들이 호

제주의 바다에 둘러싸여 그 안에 살아가는 그들이 무척 부럽다.

기심을 자극한다.
몇 년 전 수원에서 제주로 내려와 수많은 체험 다이빙을 이끌었고 그 수만
4,000회 이상. 가볍게 체험 다이빙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강사자격증 취득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한번 맺은 인연이 오랜 시간 이어지는 것은 어
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체험 다이빙 한번에도 자격증 취득에 버금
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며 엄격하게 고집하
는 김 대표의 철학 때문이라 생각한다. 뛰어다니는 아이와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그의
교육철학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습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다이빙과 인연
첫 다이빙이 순조롭고 흥미 있어 두 번째,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체험
다이빙에서 자격증 취득까지도 이어진다. 이는 스쿠바 엠 리조트의 가장 큰 장
점으로, 비단 한 번뿐인 다이빙이 아닌 진정한 레저로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스쿠버 레저의 발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려주었다. 6월 초에 다녀간 체험 다이빙 회
원들이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로 방문했다가 무척 친밀해져 자격증 코스
까지 함께 가는 그룹으로 발전해 7월 자격증 취득 다이빙 예약까지 하고 돌아
갔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회원들이 다이빙에 재미
도 느끼고, 또 그들끼리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며 웃는 김 대표가
새삼 멋있어 보인다.
곧 매우 바빠지는 시기이다. 인터뷰 도중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가 말해주
고 있다. 문의 및 예약, 그리고 다녀간 회원의 안부전화로 정신이 없다. 여러 명
의 스태프와 함께 바쁜 시기일수록 방문한 모든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
력하는 노련함도 김 대표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아닐까 한다. 강사
도 지치고 회원들도 지칠 때는 순조로운 교육이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흥미
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김 대표의 노하우가 회
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야말로 그의 가장 뛰어난 사업수완이 아닐까 한
다. 많은 회원이 다녀가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물론이고, 스태프와 강사진 역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잦은 회의를 통해 작은 것 하나도 수렴하고 보완하는 과정
역시 김 대표이기에 더욱 믿음이 가는 부분이다.
인터뷰 도중 손님이 찾아왔다. 슈트나 핀 등을 보관하는 장비실과 회원 개인장
비 보관실 및 세척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잡은
미팅이었다. 8월 초 오픈 예정으로 또 바쁜 일정이 추가되었지만 김 대표는 연
신 밝은 얼굴로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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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이브 (JOY DIVE & GUESTHOUSE)
대표 : 원혜선(PADI Instructor)
전화 : 070-4548-2345, 010-7399-3344 / 팩스 : 070-4548-6789
블로그 : http://blog.naver.com/jejujoydive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728번지

2015년 5월 새롭게 문을 연 제주도 서귀포 PADI DIVE CENTER
조이다이브(JOY DIVE & GUESTHOUSE)는 전직 간호사 출신인 젊
은 여성 PADI 강사가 운영하는 다이브 리조트이다. 숙박과 함께 다
이빙 교육, 투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조이다이브 대표 원혜선 강사는 처음 제주도에서 오픈워터 다이
버 해양실습을 통해 제주도 다이빙의 매력에 빠졌고, 그 후 제주도
로 이사하여 서귀포의료원 내과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제주도
에서의 간호사 생활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지만 스쿠버다이빙
의 매력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6년 간 매년 시즌마다 다이빙 센
터에서 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필리핀 보홀에서 열
린 PADI IDC/IE에 합격해 PADI 강사가 되었다. 간호사 생활을 그만
두면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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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PADI DIVE RESORT를 열기로 다짐했다. 강사가 되고 계획했던

국회를 통과하고 합법화되어, 제주도에서 다이버들이 낚시 어선을 이용하

대로 숙박이 가능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제주도 스

여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제주도 서귀포의 3대 섬인 섶섬, 문

킨스쿠버 다이빙의 메카인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위치에 조이다이브 리조

섬, 범섬에서의 자유로운 다이빙이 가능해졌으며, 올 여름 스킨스쿠버를 하

트를 열었다.

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를 찾는 다이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이다이브 PADI DIVE RESORT는 2층 건물로써, 1층에는 다이빙 업무를

축적된 서귀포 섬 다이빙 노하우로 제주도를 찾는 다이버들이 아름다운 제

볼 수 있는 사무실과 다이빙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교육 공

주 바다를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조이다이브 원혜선 강사가 함께할

간, 다이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야외정원에는 바비큐 파

것이다. 언제나 끊임없이 배우길 원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티를 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원혜선 강사가 운영하는 PADI DIVE RESORT인 조이다이브 & 게스트하우

제주도는 매해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 조이다이브가 위치하고 있는 서귀

스. 세계 10대 포인트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다이

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온이 높아 많은 어류들을 볼 수 있고, 국내

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유일의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체험 다이빙을 해보려는 관광객들

조이다이브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과 제주도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이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쿠버다이

예전에 제주도 다이빙은 낚시 어선을 이용한 다이빙을 해왔었다. 하지만

빙만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다이버들이 숙박과 함께 다이빙

지난 2012년부터 낚시 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활동이 불법으로

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정되고 제주도 다이빙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현

제주 서귀포의 조이다이브 & 게스트하우스 원혜선 강사는 올 여름 스킨스

제주도연합회 스쿠버다이빙 업계 대표님들의 노력으로, 올해 7월 6일부로

쿠버 다이빙 교육과 섬 다이빙 투어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다이

낚시 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다이버의 승선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이

버들이 찾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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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장이 긴 적
외선은 안구 조직 깊이 침투해 백내장을 일으킨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
은 자외선은 조직 투과성이 낮아 대부분 피부나 안구 표층에서 질환을 일
으킨다. 따라서 적외선과 자외선의 성질을 잘 알고, 외출할 때는 적외선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적외선(Infrared)이란?
적외선(Infrared)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자!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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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장이 긴 쪽에 나타나는 파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육안으로는 보이
지 않지만 물체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 어둠 속에서
열을 내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피부로 온도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
로 적외선이다.

선글라스(Sunglasses) 선택하기
햇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

도와 적외선이나 자외선 차단의 정도는 상관이 없다. 색

는데 파장이 긴 적외선은 안구 조직 깊이 침투해 백내

상이 진하면 강한 햇빛을 막아 눈부심을 막는 효과는

장을 일으킨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조직

있으나, 적외선이나 자외선 차단은 렌즈 표면의 차단 코

투과성이 낮아 대부분 피부나 안구 표층에서 질환을

팅으로 차단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너무 짙은 색은 통

일으킨다. 특히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A, B, C로 구분

과하는 광선 양을 줄여 동공을 커지게 하기 때문에 오

되며,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는 사람에게 가장 해

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따라서

를 주지만 지구로 오는 도중에 대기 중의 오존층에 흡

좋은 선글라스란 적외선이나 자외선의 98% 이상을 차

수되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거의 도착하지 못한다. 자

단할 수 있도록 렌즈에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선 B는 피부를 불그스름하게 태워 선탠 효과를 주지

단지 색만 진하게 들어간 불량 선글라스는 오히려 눈에

만, 백내장, 익상편 등의 안구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로울 수도 있다.

알려져 있다.

렌즈는 75∼80% 농도의 색상이 좋으며 이는 선글라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를 통해 착용한 사람의 눈이 들여다보이는 정도이다.

를 바르듯 눈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글라

색상은 용도에 맞춰 골라야 한다.

스 착용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
⊙	황색은 자외선 흡수효과는 뛰어나지만 적외선을 흡

글라스 착용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일종

⊙	회색은 빛의 파장을 균일하게 흡수하고 차단하기 때

의 패션 상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문에 자연색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수하지는 않으므로 흐린 날이나 야간에 착용하는 것

눈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외선의

든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다.

이 좋다.

성질을 잘 알고 외출할 때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

⊙	갈색은 눈병을 앓고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한 뒤 눈

호하기 위해 적당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모자를 써

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며, 청색 빛을 잘 여과시켜 시

이 밖에 렌즈의 색 도포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잘게 생

야 한다.

야를 넓고 선명하게 해주므로 운전자들이 사용하기

긴 흠집 또는 거품이 많은 렌즈는 상을 왜곡시키므로,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색

에 적당하다.

하얀 종이 위에 렌즈를 대거나 햇빛에 비추어 고르게

을 넣어 직접적인 햇빛의 양을 줄여 눈부심을 줄이는

⊙	녹색은 눈의 피로를 적게 하며 망막을 보호하는데

투과되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선글라

것이다. 대부분 진한 선글라스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적합하며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스를 5분 정도 착용해 보고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

많이 차단한다고 믿고 있지만, 선글라스 색상의 진한 정

사용하는 색상이다.

는지, 착용감은 편안한지 점검해 봐야 한다.

모자 선택하기
야외활동이 많을 것 같다 싶으면 꼭 모자를 챙기자.

햇(hat)형 모자

보닛(Bonnet)형 모자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이 모발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

뒤에서부터 머리를 전체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모자라고 다

으로 싸듯이 가려

좋은 건 아니다. 야구모자와 같은 캡(Cap)형 모자인

줘 얼굴과 이마

경우에는 땀이 잘 배출되지 않아 두피의 모공을 막을

만 드러나는 스

우려가 있으므로 장시간 쓰는 것은 피해야 하고 중간

타일의 모 자로 ,

중간 모자를 벗어 땀을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드러운 천 스타일
의 형태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인 모자이다. 앞 챙이 비

캡(Cap)형 모자

사파리 모자로 많이 알려진 햇(Hat)형은 둥근 챙이 모

교적 넓은 편이라 햇빛이 잘 가려지고, 부드럽고 가벼

자를 둘러싼 형태의 모자로, 캡형 모자와 비교해 얼

운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굴이나 목덜미 등을 커버해 사방으로 햇빛을 막아주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라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

어 자외선 차단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할

이다. 턱밑에 끈이 달려 있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수 있다.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다.

않도록 만든 둥근 형태의 모자로써 햇형의 발전된 형

요즘은 이러한 스타일에 메시(Mesh)를 덧대어 통풍

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햇형과 마찬가지로 얼굴

까지 잘 되게 만들어진 스타일도 많으니, 선택의 폭이

전체는 물론 목 부분까지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앞에만 챙이 있는 스타일의 캡은 모자하면 떠오르는

넓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캡형 모자에 비해 부

이며, 부피가 조금 큰 것이 단점이다.

대표적인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야구

피가 커 휴대성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이다. 이 때문에

모자 형태로 앞쪽에 챙이 달려 있어 햇살을 차단할

햇형 모자는 햇살이 강한 여름철 장시간 능선을 걷거

수 있다. 가볍고 쓰고 벗기 편한 것이 장점이지만, 목

햇빛 가리개

나 1박 이상의 백패킹 시 사용하기 좋다. 그러나 캡형

시원하게 둘레를 내린 차

덜미 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

에 비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 장치가 없어 강

광막을 부착하여 사용하

에 캡형 모자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목가리개

한 바람이 불 경우 모자가 벗겨질 수도 있다. 이에 둥

면 목이나 얼굴에 내리쬐

가 달린 제품이 등장했다.

근 테두리 안에 끈을 넣어 모자를 조일 수 있도록 한

는 햇빛을 좀 더 차단할

제품도 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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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ssay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여자의 마음을 얻
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사랑을 구걸했다. 여인은 청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

인간의
마음
이기심과 이타심 모두 내 안의 소중한 보물이다.
이기심은 자신을 살리는 생명력이며 이타심은
남을 살리는 신통력이다.
글 김용혁 (가천대학교 교수)

렇게 말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낀다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져오세요.”
사랑에 눈 먼 청년은 망설임도 없이 늙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리고 갔다. 밤이
되어 잠든 어머니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빼낸 아들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급히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그때 문이 반쯤 열리면서 어머니의 애달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이 은비녀도 필요하면 가져가거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은 대부분 이와 같은 이기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모든 마음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마
음은 사람 수 만큼이나 많고, 그 마음은 수없이 많은 색깔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가리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이다.
소년을 사랑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는 자신의 그늘이 소년의 놀이터가 된 것이 매우 기뻤다. 어른이 된 소년이
자신의 열매와 나뭇가지, 나무줄기를 원하자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내 주
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나
무 밑동마저 내어주며 행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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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줌으로써 한없는 행복을 느
꼈던 것이다. 나무가 소년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년에 의해서 나무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행복했던 것은 소년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소년이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
로부터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랑에 눈이 먼 청년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 중 어느 마음이 진정한 인간의 마음인가?
‘청년’의 이야기는 움켜쥐어서 오직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로
인해 불안과 흥분에 휩싸인 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는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보다는 남에게
주는 마음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다. 짐승들은 자신의 배가

간의 갈등인 것이다. 즉, 채우려는 마음과 내주려는 마음이 서로

채워지면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짐승들을

싸움을 하기 때문에 심적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둘 중의 하나

위해서 남겨놓는데 반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를 다 채웠음에

를 선택함으로 해서 갈등은 막을 내린다.

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렇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사회적으

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짐승이 흉내조차 낼 수

로 매우 훌륭한 덕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없는 마음이 있다. 자신이 어렵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는 인간애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항상 ‘청

다. 물론 이타심이 인간관계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필

년’처럼 자기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과 ‘나무’처럼 내주려는 마음

요는 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타심을 억지로 만

이 함께 공존한다.

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건 끄집어내듯이 필요하면 언제

그렇다면 내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받으려는
마음이 왜 생겨나는가?

에 이타심을 내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집어넣고

든지 꺼내어 쓰면 좋겠지만, 마음이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기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청년’처럼 내 것만을 챙기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 때문이다. 이 개체의식으로 인해 항상 내가 먼저이고,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상대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 이

이기심이든 이타심이든 간에 모두 자신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

기심(利己心)이다.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

에 좋고 나쁨을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있는 마음이 자연계의 본래 성품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보호하고 오랫동안 보존하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

기심이라 해서 나쁘다고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한 자연적

것을 먼저 채우고 나를 먼저 돌보려는 마음인 이기심은 생명을

속성 위에 사회적 관습과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무장된 모습이

지닌 존재의 매우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이기심이 자신의 이익

우리들의 현주소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물론 이타심이 많으면

에 집착하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위상이 선 다음에야 남

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이기심이 많다고 해서 하찮

을 돌볼 수 있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생각이 가장 먼저 자신

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목이 자신의 모양이나 재

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질 그대로 세상에 쓰이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타고난 성품 그

그리고 ‘나무’처럼 자신보다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이

대로 세상에 발현되기 때문에 이기심은 이기심대로 이타심은 이

이타심(利他心)이다. 이타심은 이기심과 달리 상대를 나보다 우

타심대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쓰일 뿐이다.

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타심은 측은지심이 발현되기 때

이와 같이 본래 사람의 이기심이 자연적 성품임을 알게 되면, 사

문에 자신보다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가 원하

람들의 관계가 매우 자유스러워진다. ‘저 사람은 왜 마음이 저런

는 것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이

가’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타심을 갖도록 아무리

보이면 갈등을 겪게 된다.

강조한다고 해도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듯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바로 이기심과 이타심

현실적 존재의 본래 성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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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독자 투어기

멕시코
동굴 다이빙 원정
지난 2015년 5월 16일부터 24일간 SDI/TDI 소속 성재원, 권혁기 트레이너, 백주경, 임선희, 임경택
강사, 오상준, 안병모 마스터와 일반 다이버인 필자까지 총 8명이 멕시코 퀸타나루(Quintana Roo) 주
툴룸(Tulum)에 위치한 Aquatech Villas Derosa Dive Center를 이용한
풀 케이브 다이빙(Full Cave Diving) 원정을 다녀왔다.
글 윤태원 / 수중사진 성재원

멕시코

칸쿤(Cancun)
툴룸(Tulum)

필자는 스노보드를 같이 즐기던 권혁기 트레이너의 소개로 다이빙을 시작하였으
며, 그때부터 동굴 다이빙과 침몰선 다이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찍
부터 자연스럽게 텍 다이빙(Tech Diving)을 시작하였다. 처음 목표는 침몰선 다이
빙이었으나, 작년에 권혁기 트레이너가 멕시코 동굴 원정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원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진행한 멕시코 퀸타나루 주 툴룸의 용해 동굴(물에 잘 녹는 암석인 석회
암 지역에서 산성물이 지하에 흡수되어 흐르는 공간의 무기질을 용해시킴으로써
형성된 동굴)은 드넓은 유카탄 반도 아래 빙하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지
하 수중동굴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동굴 시스
템의 총 길이를 더하면 약 500km나 된다니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원 월드컵 경기장 다이빙 풀에서 진행한 장비 점검 및 돌발 상황 대
처 교육 - 왼쪽부터 성재원 트레이너, 임경택 강사, 필자, 백주경 강
사, 임선희 강사, 안병모 마스터, 윤형준 트레이너

큰 규모인 것이다. 이번 원정은 총 6개의 시노테(Cenote; 마야어로 ‘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있은 우물’이란 뜻으로, 수중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진행하였으

원정 참가 인원 중에 필자만 일반 다이버였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동굴 다이빙을 준비하였으며, TDI 교육 프로그램인 Intro to tech,
Nitrox, Advanced Nitrox, Decompression Procedure를 이수하고
참가하였다.

며, 각각의 시노테는 저마다의 특색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에 또
한 번 감탄하였다.
이번 원정은 두 명의 현지 가이드(Daniel Ortega Moran, Olivier Prats; 이하 다니
엘, 올리비에)가 함께 하였으며, 특히 다니엘은 지난번 원정에도 함께해서 그런지

1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이 있어서 다이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대하던 첫날 다이빙은 긴 비행시간과 시차 문제로 체크 다이빙 형식으로 Car
Wash Cenote에서 진행하였다. 난생 처음 접한 시노테는 한국에서 본 사진과 달
리 물 위에서 바라본 풍경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는 못하였다. 마치 고향집 앞 낙
동강의 여름철 녹조 때와 비슷한 물이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다.

1 시노테 입구 모습
2 Car Wash Cenote 입구 표지
2

2015 July/August

| 139

1

첫인상을 뒤로 하고 장비 조립, 슈트 착용을 하고 수중 위에서 장비 점검 및 리턴 압력(Return
Pressure) 확인 후 입수하였다. 입수 후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으나,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면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나의 눈을 놀라게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어떻게 이런 풍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캐번(Cavern) 전경의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교육생 본연의 자세로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첫
날인 만큼 수중에서 기술 훈련을 진행한 후 캐번에서 골드 라인(Gold Line; Permanent
Guidelines)까지 프라이머리 라인(Primary Line) 설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였다.
골드 라인은 다이버가 엄청난 양의 줄을 매번 설치하지 않고도 수중 동굴 안으로 먼 곳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안내줄(Guide Line)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
되는데, 그 이유는 동굴 다이버 교육을 받지 않은 다이버들이 줄에 걸리거나 동굴 안으로 들어
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라이머리 라인은 개방 수역에서 영구 안내줄
(Gold Line)까지 연결하기 위한 임시 안내줄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한다.
첫날 다이빙이 끝나고 놀라움과 피곤함을 함께 느끼며 다이브 센터로 돌아와, 복귀하자마자
하나둘씩 피곤에 지쳐 쓰러졌다. 시차 때문인지 다들 새벽녘에 일어나 야식으로 준비한 라면
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야간에 먹는 야식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 내 눈에는 라면과 각
종 부식이 적어보였다.
원정 이틀째,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다이빙 일정이 시작되었다. 먼저 각자의 장비를 준
비하여 차에 옮겨 놓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트의 충전이었다. 만약 동굴 진입
시에 라이트가 꺼지기라도 하면 같이 진행한 모든 팀원들은 다이빙을 멈추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오면 꼭 잊지 말고 충전을 해야 한다.
이틀째 다이빙 포인트는 Nohoch Na Chich Cenote였다. 전날과는 달리 맑은 물과 깨끗한 시
설이 좋았다. 캐번 입구가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어, 스노클링을 하는 여행객들도 랜턴을 들
고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특이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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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Car Wash Cavern 전경
마치 녹색 빛을 머금은 하늘의 구름처럼 아름답다.

2 위쪽 캐번에서부터 릴을 전개하여 Gold Line으로 진입
(가이드 다니엘)

3 Nohoch Na Chich Cenote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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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 해당 시노테는 입구가 멀어 우선 탱크를 밧줄로 묶어 시노테 입구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새롭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계
단 덕분에 장비 운반은 용이하였지만, 더블 장비를 메고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
고 내리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전 첫 번째 다이빙은 전날과 동일하게 프라이머리 라인 설치 연습을 돌아가면

1

서 진행하였는데, 캐번에서 골드 라인 초입까지 반복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풀 케이브(Full Cave) 교육을 진행하면서 동굴 내부의 아름다움을 느
낄 수가 있었다. 수많은 종유석들이 마치 떨어질 것처럼 천장을 수놓은 광경을
보고 나니, 실수로 종유석에 부딪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은
점점 바닥으로 붙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동굴 원
정 5일차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니, 자연 앞에 내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
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삼일 째, 아침과 함께 어김없이 장비와 탱크 정리에 들어갔다. 매일 아침 사용
할 탱크를 준비하는 일과 다이빙 후 사용한 탱크 및 장비의 정리는 모두 개인의
몫이었다.
2

1 다이빙 전 브리핑을 듣고 있다.
2 하루 동안 사용할 탱크와 개인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3 금방이라도 위에서 떨어질 듯
한 종유석이 아름답게 펼쳐진
동굴 풍경
4 Cenote 전경과 항상 부담으로
느껴지는 계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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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다이빙은 사이드 4명과 더블 4명으로 하루 사용 탱크 수는 싱글 탱크
24개와 더블 탱크 8개, 예비 탱크 각각 1세트로, 그 수량이 만만치 않았다.
3일째 다이빙 포인트는 Dos Palmas Cenote였다. 전날과 비슷하게 다리의
힘을 측정해주는 계단이 눈앞에 보였다. 역시 다이빙 전에 땀을 흘리고 물

검은 빛을 머금고 있는 수중 동굴의 전경

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시원함이 일품 아니겠는가?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수중동굴이 우리를 맞이할까?”하는 기대와 함
께 오전부터 풀 케이브 교육에 들어갔다. 검은 빛의 종유석들이 전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맞이하였다. 같은 지역의 동굴인데 어떻게 각각
의 동굴마다 다른 빛깔을 머금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풀 케이브 다이빙으로 점프 릴(Jump Reel)을 설치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원정은 개인별 세이프티 릴(Safety Reel)과 점프 릴을 각각 두 개씩 가
지고 진행하였다. 점프 릴은 동굴 안에서 두 개의 영구 안내줄을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서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의 핀킥과 부력 조절을 하는 즐거움은 이후 다
이빙에서도 계속되었다. 기존에 동굴 다이빙을 몇 차례 다녀온 사이드 팀에
서 왜 좁은 공간으로 가이드를 해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좁은 공간을 핀킥과 부력 조절만으로 이동하는 모습. 중요한 점은 부유물을 일으키
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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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아침, 계획했던 시노테에서 얼마 전 가이드와 다이버의 사고로 인해 더 이
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
했다. 다이빙은 항시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급하게 새로 정해 향한 포인트는 Xunan-Ha Cenote였다. 큰 도
로에서 빠져 나온 차는 산속을 한참을 들어갔고, 도착한 곳은 나무가 우거진 산
속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기 떼의 습격을 받았다. 정신없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기 때문에 모두들 슈트를 먼저 입고 장비 결합에 들어갔다.
더위와 모기로 인해 모두들 준비가 됨과 함께 바로 물에 입수했다. 그런데 물에서
바다의 짠맛이 조금 느껴지는 것이었다. 가이드 다니엘은 이 포인트에는 할로클
라인(Halocline)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말로만 들었던 현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
다니 다이빙 전부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게 되었다. 할로클라인 현상이란 염수
와 담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밀도 차이 때문에 층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번 시노테의 특징은 캐번 부근의 녹색 아름다움과 다르게 동굴 안은 하얀 석회
암 지대라는 것이었다. 좁은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보는 재미보다도 다이빙
자체의 즐거움이 크기도 했다.
첫 번째 다이빙은 골드 라인을 따라 Turn Pressure까지 진입한 후 돌아오는 계획
으로 진행했으며, 4/5 지점 중간에 챔버(Chamber)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챔
버는 수중 동굴 안에 있는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비록 공기가 있지만 호흡
기를 빼고 챔버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기 중에 유독성 가스가 섞
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Cenote 주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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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대하던 두 번째 다이빙은 할로클라인 지역을 돌고 오전에 진행했던 방향으
로 이동 후, 중간 지역에서 점프를 한 차례 진행하는 계획이었다. 다이빙 전부터 나
의 마음은 할로클라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5분 정도 진입 했을 때 시선에 흐릿한 물결이 들어왔고, 앞 사람의 핀 킥에 순간 회
오리가 치더니 눈앞에 있던 사물들이 회오리와 함께 사라졌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
해 아래로 하강하자 앞에 있던 가이드의 모습은 사라지고 검은 실루엣만 시선에 잡
혔다.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니 그제야 가이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런 현상을 동영상으로 찍어보았지만, 물속 부유물이 많아 두 눈으로 확인한 모
습과 영상이 달라 아쉬움이 컸다.
할로클라인 지역을 뒤로 하고 계획했던 지역에서 점프 후 진입한 지역은, 탱크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좁은 지역을 보며 지나가는 재미가 있었던 포인트였다.
다이빙의 즐거움으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게 5일째로 접어들었다. 포인

1

트는 Chan Hole Cenote로, 가정집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 하였지만
막상 도착 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노테의 크기
가 우물 정도의 크기였다.
입구의 크기는 사람 5명이 들어가면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 이 좁은 입구를 통해 들
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1 Cenote 모습 앞쪽 바위 밑에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동굴 입구
2 우측부터 임선희 강사, 안병모 마스터, 오상준 마스터, 임경택 강사

2

2015 July/August

| 145

1

2

1 숙소 앞 카리브 해안의 전경
2 수중 동굴 내부의 다양한 종유석의 향연
3 가이드 다니엘, 올리비에와 함께한 마지막 다이빙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팀을 3개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다.
한 팀씩 들어갈 때마다 입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안
내줄을 잡고 좁은 통로를 지나니 상당히 넓은 공간이 눈에 들
어왔다. 동굴은 연회색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내부 입
구가 T자로 나누어져 있어, 오전은 왼쪽으로 오후에는 오른쪽
으로 계획을 잡고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오전과 오후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동굴들이었다. 왼쪽으로
진행하였을 때는 상당히 넓은 공간과 오랜 세월을 흔적들은
담고 있는 종유석들로 채워져 주변을 감상하며 다이빙을 즐
겼다면, 오른쪽으로 진입 시에는 좁은 공간과 바닥의 석회암
진흙 때문에 조금만 잘못 휘저어도 내부가 이물질로 시야가
가려져 조심스레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동굴의 매력을 느낄 때쯤 어느덧 이번 원정의 마지막 아침, 카
리브 해안의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대미를 장식할 곳은 그 유명한 Grand Cenote, 이전 원정 때
는 체크 다이빙을 주로 했다고 하여 그저 크기가 크다고만 들
었지만, 풀 케이브로 진행을 해보니 왜 Grand Cenote가 좋다
고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웅장한 크기뿐만 아니라 점프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
닌 동굴로, 다이빙 자체의 즐거움과 시선이 가는 곳마다 펼쳐
지는 풍경들이 나의 가슴 속에 와 닿았다.
이번 멕시코 수중 동굴 원정을 함께 하면서 동굴 다이빙의 묘
미에 빠진 분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냥 수중동굴이 아니라
동굴 하나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소유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자 또한 이번 원정을 통해 다이빙에 대해
서 보다 많은 것은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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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독자 투어기

세부 릴로안
다이빙투어를
다녀와서
릴로안 원정대(2015.06.24~29)
글 권우현 (CMAS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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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안 원정대(2015.06.24~29)는 이태훈, 권우현

공과대 교수 1명, 학생 9명이 참여하였다. 4박 6일

강사가 기획한 신구대와 두원공과대 항공서비스학

간 다이빙 강습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의 배우고자

과 학생 및 교수로 이루어진 원정대이다. 오픈워터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바다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

교육생 8명을 포함하여, 자격증 소지자 10명, 강사

음을 볼 수 있었다. 비치, 고래상어 포인트, 수밀론

를 포함한 스태프 6명으로 이루어져 총 24명이 릴

섬, 아포 섬 등 총 9회의 다이빙 동안 단 한 건의 안

로안을 다녀왔다. 릴로안 원정대는 한양대학교 스

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이빙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

킨스쿠버 동아리의 가족/지인 강습회의 결과였다.

한 시간이었고,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교육생

한양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는 1969년 창단하

들을 보면서 다음 다이빙에 또다시 함께할 수 있을

여, 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 다이빙 팀이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다. 수많은 산호들과 형형

다. 졸업생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

색색의 물고기들, 코앞에서 볼 수 있었던 고래상어.

며 동아리의 힘이 되고 있고, 재학생들도 46년간

모두 바다에 대한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한 다이빙을 이어나가

었고, 특히나 수밀론 섬에서 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고 있다. 릴로안의 시작은 2012년 7월 실시한 가

잭피시와 바라쿠다 무리는 이번 원정 최고의 백미

족강습회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많

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은 사람들에게 스쿠버다이빙을 알리자’라는 뜻에서

또한 이번 원정은 두 대학교 모두에게 의미가 있

동아리 사람들의 친인척 및 지인을 강습하여 바다

는 시간이었다. 신구대의 경우 이태훈 교수의 제

를 경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들이 학교에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결성하여 향

그 가족/지인 강습회는 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

후 지속적으로 젊은 다이버가 탄생할 수 있는 토

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재는 가족 강습회 회원

대를 마련하였고, 두원공과대의 경우도 젊은 지도

이 70여 명을 훌쩍 넘었다. 릴로안 원정대 참여인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원 중 2명의 스태프는 가족/지인 강습회의 강사와

다이빙 외 학업 및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

교육생으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기도 하였다.

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이번 릴로안 원정은 한양대학교 가족/지인 강습회

한 이번 원정이 두 대학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

의 첫 해외원정이었고, 스태프를 제외한 18명 모두

어 앞으로 두 대학교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이태훈 교수의 지인으로, 신구대 학생 8명과 두원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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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관기

Get PADI & Win Contest
Winner in May
글 최명신 (PADI Openwater Diver)

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후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나의 버킷 리스트 중에 있던 몇몇 가지 중 우연찮게 스쿠버다이빙을 떠
올리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백 번 생각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 막연했던 시작이 나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그렇듯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 검
색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스쿠버다이빙
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과 스쿠버다이빙을 교육하는 단체도 많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너무나도 넓었지만, 그 중에도 눈에 띄었던 곳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PADI 센터 두리스쿠버다이빙’이었다.
부산에서는 드물게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왔었고 국내외 할 것 없이 종횡무진 다
이빙 투어를 다니는 사진들과 그 속에서 즐거워하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 마음에 들었다. 나도 저기에서 그들과 같이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이다. 그렇게 나는 두리스쿠버다이빙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첫 방문상담을 했을 때 대표강사이신 한미란 강사님께서 무척 편하게 대해주셨
다.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오픈워터 코
스를 등록하게 되었다. 코스 등록 후 이론교육과 수영장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여성 강사님 특유의 섬세한 지도아래 교육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던
가? 마스크 너머로 활짝 웃어주시는 모습에 더 열심히 잘 하고 싶었다.
그렇게 수영장 교육까지 끝나고 처음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간 날은 지금도 생
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오롯한 나의 숨소리와 경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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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다양한 수중 생물들의 향연…. TV나 잡지에서
늘 봐오던 수중사진들과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전혀 새로운 감동이었다. 나는 왜 이 좋
은걸 여태껏 못하고 살아왔던 걸까 하는 후회마저 드는 순간이었다. 비록 짧게만 느껴
진 그 날의 다이빙은 끝났지만, 나는 지금도 매주 두리스쿠버다이빙과 함께 투어를 나
간다. 소풍 가기 전 들뜬 아이의 마음으로, 늘 새로운 기대를 안고 다음 다이빙을 기다
리면서 말이다.
다이버가 되고 나니 더욱 안타깝게 들려오는 사고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나 또한 처
음 시작할 때 생각했었던 부분이 바로 안전이었다. 걱정하던 것도 잠시, 내가 두리스쿠
버다이빙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바로 안정감과 신뢰였다. 철저하게 숙지
시키는 안전에 대한 문제, 버디 시스템 등 그 어떤 즐거움도 안전이 우선시되었을 때 비
로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초보 다이버에 불과하지만 늘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생각할 수 있게 일깨워주시고 바른 교육을 해주시는 강사님께 감사드린다.
두리스쿠버다이빙에서는 항상 수중 생물들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의무, 다이버들이 가
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는 PADI의 교육이념과도 일치하는데 이 부분이
두리스쿠버다이빙센터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이다. PADI 센터인 두리스쿠버다
이빙에서 처음 다이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 어
쩌면 내가 부끄러운 다이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고 있지는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처음 물속에서 숨을 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도 아
름다운 다이버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PADI 다이브 센터에서 진행된 다이버 콘테스트 이벤트에 내가 당첨 된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지극히도 평범한 나를 ‘자신감 있는 다이버’로 만들어준 두리스쿠버다이
빙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무수히 많은 오픈워터 다이버들 중
에서도 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해준 PADI에 대단히 감사한다. 또 무엇보다 물속에
서 처음 느꼈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고가의 아펙스 40주년 블랙사파이어 호흡기를
선뜻 선물해 주신 다이브 자이언트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PADI
멤버로서 부끄럽지 않은 다이버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다이버들과 예비 다이버
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KEEP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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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젊음을 누린다
예순여섯의 나이에 다이빙 강사가 되다
글 정재열 (SSI 강사)

안녕하세요, 저는 SSI 강사 정재열입니다. 1950년생 예순여섯의 늙은 강사이지요.
2015년 6월 14일 전북 익산의 전북잠수전문학교에서 2박 3일간 치러진 강사 평가를 마친 후 전
윤식 평가관과 오정선 평가관께서 “합격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하며 내
미는 손은, 지금껏 맞잡은 수많은 악수의 손 중 가장 벅찬 감정이 드는 손이었습니다. 주위의 강사
후보생들의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표정관리도 안 되고 울컥도 했습니다.
비로소 예순여섯의 이 늙은이가 SSI Open Water Instructor가 된 거네요.
처음 스킨스쿠버를 생각해 낸 것은 예순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문득 내가 태어나 가족들을 돌본
다고 내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다는 생각이 스치며, 바람이 나를 데려가는 날 돌아볼 수 있는 무언
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영화에서 물고기마냥 물속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본적이
있어서 바닷속의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은 늘 가지고 있었고, 동해안 여행 중 스킨스쿠
버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스킨스쿠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바
다로 스쿠바’의 이상국 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예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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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시작한 스쿠버 다이빙이, 이렇게 나의 취미이자 여

국내에서의 다이빙과 필리핀 민도르나 베르데 섬에서의 다이빙 시, 그 수

가활동이 되어 내 인생의 한 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세계의 아름다움이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국 강사는 내게는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분입

이 나이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찾아보다가 결국 SSI 강사에 도전

니다. 아마 이상국 강사는 자격증이나 따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나

키로 하고 상의를 하였으며 이상국 강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

또한 물속이 뭐 얼마나 좋겠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진을 하고 있었

다. 그리하여 2014년 6월 15일, 울진 후포에서 100회째 다이빙을 마치고

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SSI Open water diver Instructor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정년퇴임 후 매년

처음 학과 강습 후 얕거나 깊은 물에서의 교육 시에 들려오는 호흡소리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가 묘한 여운을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2010년 6월 5일 개방수역 실

사실 준비를 잘 하지는 못한 상태로 2015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시

습을 위해 처음 들어간 바닷속은 신비스럽고 묘한 감흥을 느끼게 했습니

행한 SSI Instructor Evaluation에 참여하였습니다.

다.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방수역 실습을 마친 후 Open Water Diver

첫 날 오리엔테이션과 학과 평가시험, 둘째 날 제한수역에서의 강사 스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환갑인 나에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시범과 통솔 시범 발표 그리고 학과발표 셋째 날의 개방수역 발표와 레스

였습니다.

큐까지….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나서야 강사평가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이왕 자격증을 가졌으니 열 번만 해보자 하여 2010년 6월 20일 투어에

되었습니다. 아마도 함께 해준 다섯 명의 동료, 그리고 이상국 강사 트레

참여하였고 7월 25일 포항의 영일만 방파제 외항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

이너가 없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었는데, 아마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

앞으로 나의 계획은(잘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Specialty Instructor

다. 곧바로 장비를 구입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이빙 투어에 참가했

Course에 참여하고 계속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강사로서의 자질을 높이

으며, 갈 때마다 설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40여 년 전 수유리 4.19 공원

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정년도 못 채우고 직장에

에서 데이트할 때 무지하게 쏟아지던 함박눈보다도 더 멋지게 쏟아지는

서 밀려 나오게 되고,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면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 헌

해파리 떼의 아름다운 광경에 압력평형이고 무엇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

신하느라 별 취미도 없이 그저 노래방이나 가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고, 그 덕에 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며칠 다녔었습니다.

에 고스톱 정도 만질 줄 아는 50~60대에게 또 다른 생활의 활력을 불어

아마 이때부터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강사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는지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Classified Instructor 자

도 모릅니다. 투어에 참여하려는 나를, “으이그 저 늙은이, 사고 나면 어

격을 취득하여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

떡하지….” 하며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고 해도 아마

입니다.

그랬을 터인데, 특유의 배려로 다이빙을 함께해준 이상국 강사에게 항상

돌이켜보면 어려선 피난민 수용소 시설에서 자랐고, 어른이 되어선 가족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성격이

을 위해 일뿐이었던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 스쿠바다이빙에게 감사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이빙 시 상승을 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SSI 강사 윤리를 잘 지키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손

가도 좋은 것을 보면 다시 쑥 내려가고, 이 강사는 날 잡아끌어 올리기를

가락질 받지 않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스쿠바’ 소속 강

반복하고….

사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험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011년 4월에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딥 다이빙 스페셜티 교육 시 해양실습을 하면서 무리하
게 하강을 하다가 고막에 천공이 생겼는데, 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
다. 함께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귀에서 침·출수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하
였으나, 두 번째 다이빙도 잘 마쳤습니다. 다음날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별
탈이 없다는 진단도 받았는데, 나중에서야 **대 충주 병원에서 고막의 천
공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대 충주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패치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나서 언제쯤 다이빙을 할 수 있냐
는 나의 질문에 주치의는 다시는 다이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헐….
나는 다이빙을 해야 한다고 우겼고, 결국 주치의는 고막 성형 수술을 하면
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고 하여 6월경에 고막 성형수술을 하였습니다.
1년을 기다려 2012년 6월 문암 LF리조트의 금강산 포인트에서 이상국
강사의 조절된 하강과 특유의 배려로 수술 후 첫 다이빙을 무사히 마쳤습
니다. 이곳 문암 리조트는 나에게 있어 두려움과 기쁨으로 범벅이 된 곳이
기도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간 낙산대기에서 나는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합
니다. 너무 아름다운 수중세계에 넋을 잃어갑니다. 다음날 마이산 포인트
에서 또다시 미쳐갑니다.

나의 스승 이상국 강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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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강사 훈련관(IT)
세미나를 수료하며
글 김승준, 윤대건, 이우빈, 황영국

스쿠버 다이빙을 업으로 삼고 있거나, 오랜 기간 강사 활동을 해온 이들

심을 갖게 하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

을 아주 설레게 하는 꿈 같은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강사 훈련

다. 총 9일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우리 4명의 후보생들은 그 과정에서

관(인스트럭터 트레이너 : Instructor Trainer)’. 강사들의 선생님이자 각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SSI 트레이너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다이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 유능한

해 최선을 다하고자 결의하였다.

강사들이 만들어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

세미나의 첫 날은 오리엔테이션과 앞으로의 일정 소개, 그리고 워터맨십

에도 강사 트레이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강사들이 국내와 해외

평가로 시작되었다. 평소 꾸준히 운동과 건강관리를 해온 우리들에게 수

각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고

영, 입영 및 잠영 등의 기본 체력평가는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였다. 2일차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진정한 다이빙 마니아들이다.

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과강습과 수중강습 및 평가연습이 시작되었다. 강사

2015년 1월 31일, 총 4명의 트레이너 후보생들은 부푼 꿈을 안고 울진

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들이 다이빙에 익숙

해양레포츠 센터로 집결했다. 바로 이곳이 2015년 SSI 인스트럭터 트레

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반면에, 트

이너 세미나 과정이 개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다년간의 다이

레이너는 강사의 교육이 적절한 순서와 필요 요소를 갖추어 올바르게 이

빙 교육과 실전 경험을 인정받아 SSI 본부에서의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

루어지는지를 평가하고 교정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

여 SSI 트레이너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았다.

로 우리는 역할을 바꿔가며 한 후보생의 강습과 나머지 후보생의 평가연

SSI는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너 양성 과정을 위하여 전 세계에

습을 이어갔다.

총 13명의 ITD(Internatioanl Training Director)에게만 트레이너 양성의

SSI는 학과강습의 길이에 따라 이를 ‘마이크로 티칭’과 ‘빅 프레젠테이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번 우리의 교육 과정은 SSI ITD 중 한 사람이자

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오픈워터 및 레스큐 과정에서의 다양

현 SSI Korea의 강영천 교육 담당관님이 주관하셨다. 그 외에도 전윤식

한 소주제를 다루어 10~12분 내로 강습을 진행하는 ‘마이크로 티칭’을

본부장님과 여러 평가관님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여, 보다 본격적인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으며, 한 후보생의 강습이 끝나면 나머지 후보생들이

교육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후보생들에게는 자부

이를 평가하는 법을 집중 연습하였다. 처음에는 교육 담당관님과 여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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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님들 앞에서 강습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긴장하여 많은 실수를 연

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팀워

발하였지만, 이미 수년간의 강습 경험을 갖고 있는 업계의 프로인 우리에

크 또한 굳건해지고 있었다.

게 이러한 마이크로 티칭은 하나의 즐거운 놀이였다. 하지만 자만은 금

수중 강습은 항상 브리핑으로 시작해 디브리핑으로 마무리한다. 자칫하

물, 아무리 완벽한 강습을 했다고 자신을 하더라도 우리의 평가관님들은

면 너무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디브리핑이라는 절차는, 다이버들의 학

매의 눈으로 우리의 강습을 냉철하게 평가하셨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

습 기억과 기술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적 사항을 수정해가며 점점 더 개선되어 갔으며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인

는 보다 전문적이고 섬세한 디브리핑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였

무결점의 만점 강습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다.

다. 또한 SSI는 수중강습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 디브리핑을 실

우리에게 있어 강습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바로 평가라는 과정이었다. 한

시하는데, 이러한 비디오 디브리핑을 통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강사도

후보생의 강습에 대해 무엇인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소 어

본인의 자세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렵고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평가라는 과정은 보다 철저한 집중력과 빠른

세미나의 정규 수업시간은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에 종료되었지

상황판단이 필요했다. 우리는 기존 평가관님들의 깊은 내공이 담겨 있는

만, 우리들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은 새벽 1~2시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었

평가 지도를 받으며 서서히 감을 잡아갔고, 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

다. 다음 날 보다 준비되고 완성된 강습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을 잘했는지, 또한 못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를 분

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매일 밤 충실히 준비하였다. 이러

석할 수 있는 요령과 능력을 배양해 갈 수 있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한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동기애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끝

명확한 문제점 지적과 따듯한 조언을 조화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평

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가 능력이었기에 이를 위해 수없이 반복 연습했다.

5일차에 접어든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티칭과 더불어 ‘빅 프레젠

우리는 매일 오전 학과강습과 평가를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 후 수영장

테이션’을 시작했으며, 이는 한 주제를 다루어 1시간 이상 강습을 진행

으로 집합하여 수중강습 및 평가 연습을 진행했다. 교실에서의 강습에 비

하는 과정이었다. 이제는 오픈워터 다이버와 같은 입문 과정이 아닌 프

해 물에서의 강습은 우리에게 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했는데, 역시 우리

로 레벨을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강습을 만들어야 했으

들은 물에서의 활동이 체질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이버는 풀

며, 평가도 더욱 철저히 실수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장 강습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야말로 다이버를 양성하는 과정

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쉴틈없이 긴 일정의 세미나와 압박감으로 인해 지

중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이끌어가는 것은 모든 강

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강영천 교육담당관님은 힘이 되는 조언과 위트 있

사들의 숙제일 것이다. 이미 필드에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우

는 농담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밖의 평가관님들은 따듯한 격

리의 수중강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강습을 진행할

려과 응원으로 우리들의 등을 밀어 주셨다. 이 분들이 아니었으면 무사히

수 있었고, 교실에서 연습한 평가기술은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

세미나를 수료할 수 있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고 있었다. 교실에서의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보다 자유스러

7일차부터 우리들은 그동안 연습해왔던 마이크로 티칭, 빅 프레젠테이

운 분위기로 강습을 진행하면서, 우리 후보생들은 물속에서 서로의 눈빛

션, 수중강습 그리고 평가법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5 July/August

| 155

최종 평가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란, 우수한 강습 능력 정도가 아

트레이너

김승준

닌 트레이너 수준의 결점 없는 만점 강습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평가라

이번 IT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다이버이자 강사로서 SSI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더욱

는 것은 기존 평가관님들의 평가점수와 오차범위가 거의 없는 수준을

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된 일정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신

요구하는 것이었다.

강영천 교육관님과 전윤식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강사 트레이너분들께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최대치
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던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지도 모르지만 우

감사드리며, 부끄럽지 않은 강사 트레이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레이너

리에게 최종 평가라는 단계는 반드시 넘어야만 할 산이었고 최선 그 이
상을 다해야만 했다. 성적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무척이나 긴장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며칠 밤을 새워

윤대건

이번 IT세미나를 마치면서 SSI 토털 교육 시스템의 강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강사훈련관으로서 '그 회원은 그 강사의 얼굴
이다'라는 생각으로 수준 높은 강사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며 준비했던 우리에게 최종 평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트레이너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있었기

트레이너

이우빈

에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최종단계였다. 다행히 우리 모두는 최종 평가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직하고 기본을

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고, SSI 트레이너로서의 첫 발걸

지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음을 뗄 수 있는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목표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파이팅!!

합격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우리는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에 기쁜 마음
을 감출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
으로 업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더 유능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늘 준비된 트레이너가 되어야 한다. 이번 트레이
너 세미나를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주시고 선두에서 이끌어 주신 강영천

트레이너

황영국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노력 끝에 SSI의 트레이너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IT 세미나를 성공
적으로 마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
와주신 SSI 트레이너, 본부장, 교육 담당관, 이하 동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

교육 담당관님, 전윤식 본부장님 그리고 평가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SSI의 트레이너로서 우수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에

린다. 앞으로 SSI 라는 훌륭한 교육단체의 이름에 걸맞은 멋진 트레이너

전념하고 SSI의 일원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가 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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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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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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여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이에스에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45-3 (강정동)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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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피지의 타베우니(Taveuni)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다양한 조류와 꽃들이 어우러져 피지의 정원이라 불리는 피지의 작은 축소판,
피지(FIJI)의 타베우니(Taveuni)를 일컫는 말이다. 피지 안의 또 다른 피지를 만끽할 수 있는 타베우니의 매력에 빠져 보자.
글/사진 박재협(Jin Tour FIJI 대표), 이신아 과장(주한FIJI관광청)

타베우니 Taveuni

라베나 빌리지 Lavena Village

인구 약 9,000명, 피지에서 3번째로 큰 섬인 타베우니는 날짜 변경선이 섬 중심으로 지나가

북서쪽의 길이 끝나는 길에 위치한 마을이다. 여기서부터 약 20km 정도는 길이 없다. 따라서

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

매일 5회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항상 이 마을에서 출발을 한다. 약 2.5km의 해변은 타베우니

지하는 바우마 국립공원(Bauma National Heritage Park) 덕에 ‘피지의 정원(Garden Island

에서 가장 긴 산책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변의 끝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를 비롯한 천연

of FIJI)’이라 불린다. 다만 여기에 더해 필자는 피지의 제일 큰 섬인 비티레부(Viti Levu)

의 풍경들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카약과 보트 투어, 그리고 가이드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 물

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항에서 나와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

론 숙박 시설도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방 3개의 숙박 시설은 전화와 전기

(Nadi)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코랄 코스트(Coral Coast)와 같은 바다 풍경이 보이고, 좀

가 없어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웃는 얼굴의 꾸밈없는 현지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

더 내려가면 수도인 수바(Suva)의 바다 풍경, 그리고 30분가량 더 가면 라키라키(Rakiraki)

다는 매력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바로 이곳이 19금 영화로 알려진 브룩 쉴즈

와 같은 선 코스트(Sun Coast)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항에서 반대로 돌아가면 난디와 같

(Brooke C. Shields) 주연의 ‘블루 라군(The Blue Lagoon)’의 후속작인 ‘블루 라군2(Return to

은 풍경이, 북서쪽 끝으로 가면 타베우니를 상징하는 수십 개의 폭포들이 이루어내는 장관

the Blue Lagoon)’의 촬영지였다는 점이다. 1991년 촬영 당시 차량이 없어, 타베우니의 모든

이 펼쳐진다.

택시를 동원하는 바람에 타베우니 주민들은 모두가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타베우니는 피지에서 몇 안 되는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차로 약 1시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었다.

거리 내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출과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을 볼 수 있다. 단 날씨가 허

라베나 빌리지에서 공항으로 오는 길은 아직 포장이 되어있지 않다. 약 1시간 거리의 비포장

락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피지의 정원이라는 명성답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특히

도로이며, 아직 개발 계획도 없다고 한다. 이 비포장도로에 약 5개의 일출을 볼 수 있는 포인

일출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 2000년 새해를 위해 세계 유수의 방송사에서 모여 일출을 찍

트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뜨는 일출을 찍기 위해 사진가들

었으나, 원하던 일출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필자도 마음에 드는 일몰은 많이 보았으나, 일

과 방송사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이 도로의 중간에 겔레니 빌리지(Qeleni Village)가 있는데

출은 항상 구름의 방해를 받았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끝에서부터 타베우니를 한번 돌아

타베우니를 담아간 분들이 항상 멈춰서는 곳이다. 마을 옆을 가로 질러 가는 강을 중심으로

보기로 하자.

형성된 마을은 우리가 잊어가는 풍경을 보여준다. 곳곳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 멱을 감는
사람들, 그리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어우러져, 잊혀 가는 우리의 옛 풍경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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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이 타운

Matei Town

와이리키 미션 타베우니

마테이 공항을 지나 10분 정도 가면 타베우니에서 제일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TV도 없다. 전기가 없으니 여기

Wairiki Mission Taveun

큰 마을인 소모소모 빌리지(Somosomo Village)가 나오

까지 TV 전파를 보내주지 않는다. TV 시청을 하고 싶은

타운을 지나 타베우니와 본섬을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교

고, 그 다음이 마테이 타운(Matei Town)이다. 정말 작다.

사람은 위성안테나를 달고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는 사실.

통 수단인 페리(Ferry)가 정박하는 선착장을 지나면 매우

길 양쪽에 위치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눈에 익은 건물이 하나 보인다. 1907년에 지어진 와이리

이다. 여기에 있는 3층 건물이 타베우니에서 제일 높은 건

키(Wairiki) 성당으로, 석재로 지어진 로만(Roman) 스타일

물이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이곳에 은행

건축물이다. 남태평양 국가 중 왕정을 유지하며 어느 누구

이 딱 하나 있는데, ATM에서 돈을 찾으려면 기도를 한다

의 침략도 받지 않던 통가(Tonga)와의 대전투 시, 전쟁에

고 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

서 이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프랑스 주교를 위해 지어

다. 타베우니에는 발전소가 없다. 현재 중국의 도움으로

진 성당이다. 타베우니에서 유일하게 자체 수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타베우니에 공급이

가지고 있으며, 이에 모든 교인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자가 동력이다. 리

다. 이를 통틀어 ‘와이리키 미션 타베우니(Wairiki Mission

조트들도 자가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한다. 1년 전부터 정

Taveuni)’라 부르며,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부를

부에서 각 마을에 염가로 태양열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배출하기도 했다.
성당 지역을 벗어나 5분 정도 달리면 타베우니에서 유일
한 9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가 보인다. 주위에는 널찍한
토지 위에 지어진 유럽식 집들이 곳곳에 보인다. 여기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도 많은
땅들이 매물로 나와 있다. 골프장을 비롯하여 자체 선착장
(Marina)도 가지고 있다. 은퇴한 사람들과 도심이 싫어 이
주한 사람들이 약 50여 가구를 이루고 있다.
이곳을 지나면 절벽을 끼고 비포장도로가 계속된다. 그리
고 펼쳐지는 것은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코코넛나무들이
다. 호텔 체인인 샹그릴라(Shangri-la)가 소유한 코코넛
농장을 비롯해 총 3개의 대형 코코넛 농장이 있으며, 여기
서 생산되는 코코넛은 코프라(Copra)라 불리는 코코넛 오
일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타베우니는 가장 최근에 형성
된 화산섬으로 매우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피지인들
의 주식이며 또한 중요한 수출작물인 카사바(Kasava)와
타로(Taro), 피지인들이 매일 마시는 전통음료의 원료인
카바(Kava)의 주 생산지이다.
근 한 시간을 달리면 큰 마을이 보이고 길이 끝이 난다.
여기에서 블로우홀(Blowhole)이라는 진기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웃나라 통가의 ‘마푸아 바카 블로우홀(Mapu’a

진주 양식장

Pearl Farm

와이타발라 워터슬라이드

Vaca Blowholes)’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절벽 사이에
파도가 치면서 생성된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

마테이 공항을 가기 전 5분 거리에서 멀리 조그마한 섬이

Waitavala Waterslide

두 개 보인다. 여기가 진주 양식장이다. 원한다면 한 사람

공항에서 30분 정도, 가드 아일랜드 리조트를 가기 바로

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당 25 피지 달러를 내고 구경할 수 있다. 두 명도 상관없

전 왼쪽 언덕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타베우니 아이들의

타베우니는 1800년대 목화, 사탕수수, 바닐라, 커피를 비

이 출발한다. 양식장에서 스노클링도 할 수 있으며, 진주

놀이터인 와이타발라 워터슬라이드가 나온다. 자연이 만

롯한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고, 현재는 코코넛, 카사바,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진주를 열어

들어 준 약 15m 길이의 워터 슬라이드다. 처음 가시는 분

타로, 카바의 주 생산지이다. 이것이 피지의 정원이라 불리

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필자도 진주조개에 함께 공생하는

들은 아이들이 있는 오후나 주말에 방문하시기를 권한다.

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10분 거리 내에서 일

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조류와 식물들의 보고이기

붉은 새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양식장 을 보고 나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도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종류

면 집에 잠시 들르라 권하는데, 여기서 진열된 진주를 볼

의 새들을 카메라에 가득 담아오곤 한다.

수 있다. 물론 진주도 가공해서 팔고 있다. 다만 타이티 진
주를 경험해 본 필자로서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다.
20만 원 정도였으면 우리를 가이드 하느라 고생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마나님께 선물을 했겠지만….

날짜 변경선 Date Line
타베우니 섬 중앙으로 날짜 변경선이 지나간다. 시간상
어제와 오늘을 경험하고 싶다면 꼭 방문 해보시길 바란
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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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아일랜드 리조트

Garden Island Resort

30여 개의 아파트형 객실을 가진 리조트로, 필자가 타베
우니에 가면 자주 묵는 곳이다. 객실은 다소 작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되어있으며, 최대 3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도보로 5분에서 15분 거리에 날짜 변경선과 와이타발라
워터슬라이드, 그리고 와이리키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홍
콩의 아파트 체인과 같은 계열로 스쿠버 다이빙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리조트이다. 3척의 다이빙 전용
보트가 있어 그룹 다이빙도 가능한 리조트이다. 타베우니
에서 유일한 9홀 골프장도 있다. 매일 아침 물총새가 수영
장으로 목욕을 하러 오는 재미있는 광경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gardenislandresort.com/

타베우니 아일랜드 리조트

Taveuni Island Resort

공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이 투숙

홈페이지 : http://www.taveuniislandresort.com/

가능한 5성급 사설 리조트이다. 해변은 작지만, 리조트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타베우니 최고의 풍경을 자랑한다.
모든 객실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특히 두 명만을 위
한 로맨틱 디너는 별이 총총 떠 있는 바다를 보며 둘만의
추억을 남기게 해준다. 뉴질랜드계 가족들이 운영하는 리
조트로써, 결혼식 후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한 부인
을 위해 긴 여행을 왔다가 이곳이 마음에 들어 토지를 사
들여 리조트를 지었다고 한다. 스쿠버 다이빙 1세대로 불
리는 자크 쿠스토(Jacques Cousteau)의 친구이기도 하
며,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레인보우 리프(Rainbow reef)
의 포인트를 직접 찾아냈다고 한다.

레인보우 리프

Rainbow Reef

피지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다이빙 포인트로 타베우니 섬
에서 바누아레부(Vanua Levu) 섬을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는 산호군을 말한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에 항상
들어가는 곳으로써 다양한 연산호와 하드산호가 어우러
진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 3대 산호초군락

파라다이스 타베우니 Paradise Taveuni
공항에서 사륜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다소

으로 꼽히는 수심 15~60m에 있는 그레이트 화이트 월
(Great White Wall)은 흰 산호로 이루어진 절벽으로, 전 세
계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오고 있는 포인트이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방장인 남편과 판매를 담당하
는 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피지식으로 지어져 있다.
해변은 전혀 없다. 절벽으로 이루어진 앞바다에는 빵을 던
지면 중형물고기들이 몰려든다. 다양한 스쿠버 다이빙 포
인트가 있으나 제일 가까운 포인트는 절벽 앞 20m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
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수심 20m의 첫 번째 다이빙 포인
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리가 다소 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일 이상 머무는 일정을 권한다.
홈페이지 : http://www.paradiseinfi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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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독자 투어기

거제도의 돌고래 체험시설

Geoje Sea World
글/사진 이현희

거제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돌고래 체험시설이 오픈하였다고 하여

운면 지세포 해안로에 연면적 7,324m2의 거제씨월드 돌고래 체험센터

여행계획을 세워 방문을 하게 되었다. 도착하여 돌고래를 보고만 있어도

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설립된 이후 경남지역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고, 힐링이 되는 것을 느꼈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여름철 휴가계

익숙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

획을 짜기 위해 인터넷이나 SNS로 검색하는 수가 많아지면서 여름철에

고, 더불어 거제도의 아름다운 풍광도 볼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거제씨월

는 방문객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거제도를 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에 거제시와의 BTO사업에 의하여 경남 거제시 일

가 동대구에서 서부산 방향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갔다. 모처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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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마음이 설레었고 특히 부산방향에서 거제도를 잇는 아름다운 거

궁금하여 이곳에서 돌고래를 관리방법을 물어보니 「유럽해양포유동물협

가대교를 건널 때는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

회 큰돌고래 사육에 대한 표준지침」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계하고, 돌고래

다. 섬끼리 연결된 수중 42m의 해저터널을 지나갈 때는 약간의 긴장감

를 훈련하고 관리하는 것도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해 국내 다른 수족관들

도 느껴졌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는 데 1만 원의 통행료는 살짝 비싸게

에 비해 차별화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느껴졌다. 통영을 거쳐 신거제대교를 건너올 때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거제씨월드는 체험할 수 있는 수조, 전시하고 있는 수조, 검역을 하는

출발한지 5시간 만에 거제씨월드에 도착하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체험

수조 등 총 6개의 수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먹이 준비실은 깔끔하였고,

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이곳의 주된 방문객은 가족단위나

1층에는 총 11,400톤에 이르는 바닷물을 저장하거나 여과하는 첨단 수처

연인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돌고래를 보고 신기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리 설비 여과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많은 장치들이 설치된 것을 보니 마

눈에 띄었고, 연인들은 추억을 만들기에 웃음이 넘쳤다. 돌고래는 성인

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최근에는 돌고래 사육에 대해 문제점이 알려

남녀 누구나 호감이 가는 바다생물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미소를

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인지, 이곳에는 나름대로 해양동물 복지

짓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휴가철인 여름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드

와 보전을 위해 철저한 영양관리와 수질관리를 하면서 건강관리 시스템

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거제씨월드에는 주로 북극해 주변에 서식하는 애교쟁이 흰고래(벨루가)

1층에는 2개의 유리관을 통해 돌고래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

가 4마리 있고, 온대와 열대에 분포되어 있는 큰돌고래 14마리가 있었

고, 다이버가 수조에 들어가 돌고래와 교감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도 있

다. 돌고래를 가까이서 보니 사람과의 친밀감이 아주 강하며 건강하고

다. 이곳은 신세계로 온 것 같은 아련함을 준다. 유리관을 통해 보여지

활기가 넘쳐 보였다. 이곳은 돌고래를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돌고래의 생

는 돌고래의 모습은 바닷속에 있는 신비한 생물과 마음을 교감하는 것

태에 관련된 교육도 하며 휴양 겸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인간과 돌

같은 설렘을 준다. 그래서인지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고래간의 상호작용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돌고래와 교감하기,

다. 물속에 있는 돌고래를 배경으로 그와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

돌고래와 악수하기, 돌고래에게 먹이주기,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등으

으로 교감을 하기도 한다. 사실 일반사람들이 해양동물들을 직접 눈으로

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더구나 돌고래의 그 천진한 미소와 귀여운

2015 July/August

| 163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포근함을 선사하기도 한다. 비록 유리관이 사이에

사실 처음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오직 벨루가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

있지만 내가 마치 물속에 돌고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었다. 하지만 돌고래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만족감

일으켜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진다.

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우리 다이버들도 실제로 바다로 나가도 돌고래

2층에는 부대시설과 돌고래 관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돌고래 관람석

나 특히 흰고래(벨루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 먼 바다를 나

은 지붕을 씌워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돌고래의 재롱을 마음껏 감

가다 배 위에서 돌고래가 지나가는 장면을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상할 수 있다. 돌고래 프레젠테이션은 하루에 3~5회 정도 진행하는데,

자세히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은 내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돌고래

묘기를 부린다기보다는 트레이너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

의 생태를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록 교육에 의해

이 든다. 하늘을 나는 점프 실력은 수준급이고 익살스러운 몸짓은 보는

서지만 돌고래들이 이렇게 똑똑한지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오히려 바다생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이곳의 좋은 점은 관람시간이 끝나도 자

물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더욱 바다환경과 생태계에 더 많은

유롭게 돌고래의 점핑과 재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석이 오픈되어 있

관심을 가지리라 마음먹었다.

는 것이다. 또한 체험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이번 여행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이란 먼 길을 달려왔지만 지루하

(www.geojeseaworld.com)를 보면 각 프로그램의 특징과 진행시간, 장

지 않은 여행길이었다. 거제도라는 큰 섬을 한 바퀴 둘러보기도 했고, 대

소가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싶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연

우조선소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크기를 가늠하게 만들었

스럽게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림책에서나 보던 생물

다. 서부산에서 거제도로 들어오는 길에서 멋진 다리를 통과하고 해저터

을 직접 눈으로 보는 아이들이 눈빛과 표정은 정말 초롱초롱하고 호기심

널을 통과한 후 다시 섬마다 이어진 다리를 통과하는 재미도 있었다. 나

과 신기함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바다생물에 대

올 때는 통영 쪽으로 나오니 거제도 전체를 둘러보게 되었고, 고속도로가

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바다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통영까지 연결되어 있어 통영IC로 들어서면 서울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다.

을 절약할 수도 있었다.

2층에는 포토월드라는 기념사진을 찾는 곳이 설치되어 있다. 관람 시나

주변에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많이 있다. 바로 옆에는 거제어촌민족전시

체험 시에 돌고래나 벨루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테블릿 PC로 확인한 후

관과 조선해양문화관이 있고, 거제요트학교에서는 요트에 관한 모든 것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바로 인쇄해 주는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다.

을 교육한다고 한다.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도 가까이 있어 주변 섬

체험 전에 먼저 들러서 원하는 포즈를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추억을 담

을 관광할 수도 있다. 거제도에는 유명한 몽돌해수욕장도 있고, 다른 해

아갈 수 있다. 물론 사진은 비용을 내야 한다. 포토월드 옆에는 기념품을

수욕장도 많이 있다. 섬이다 보니 해산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미각을 자

파는 상점이 있다. 해양생물과 고래와 관련된 기념품과 인형들이 다양하

극하기도 한다. 섬의 큰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생각보다 아

게 전시되어 있으며, 특이한 상품도 많이 전시되어 있다. 바로 앞에는 커

주 만족도가 높은 여행이었다. 1박 2일의 여정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다

피와 아이스크림 파는 카페가 있어 공연이 끝난 후 돌고래가 헤엄치는

음에는 휴가를 이용하거나 긴 여정을 잡아 돌고래의 미소를 다시 한 번

모습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다. 3층에는 야외 스낵바가 마련되어 있어

보고 싶다.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있게 시간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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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거제씨월드의 카페

Blanc Sea

거제 앞바다를 배경으로 돌고래
와 교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급 원두로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향과 수제 젤라또의 풍부한 맛, 그
리고 돌고래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

3층 거제씨월드의 스낵바 Bubble

Box

거제 씨월드 3층에 마련된 야외 카페테리아에서는 따뜻한 햇살
과 함께 돌고래들이 헤엄치는 환상적인 모습을 즐길 수 있다.

기념사진 Photo

world

돌고래 & 벨루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태블릿 PC로 확인하
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체험
전에 들러서 어떤 포즈가 사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체
험 후엔 액자로 만들어 추억을 담아가자.

기프트샵 Regalo

Shop

돌고래는 희망, 건강,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해양 동물 피규어와 아기자기한 기념품
으로 가득 찬 Regalo Shop에서 행복을 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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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프로그램

돌핀 스윔 (Dolphin Swim)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돌고래와 함께 물속여행!!

돌핀N벨루가 키스 & 허그 (Dolphin N Beluga Kiss & Hug)

로얄 스윔 (Loyal Swim)

옷이 젖지 않고도 돌고래와 만남! 특별한 장비 없이도, 물에 들어가지

8월 1일 로얄 스윔 론칭! 두 마리의 돌고래와 함께하는 로얄 스윔!

않고도, 돌고래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물속에서 두마리의 돌고래와 수영!

아이들이 돌고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돌핀N벨루가 인카운터 (Dolphin N Beluga Encounter)

주니어 트레이너 (Junior Trainer)

영원히 기억에 남을 돌고래와의 행복한 순간! 큰돌고래와 흰고래를

오늘은 내가 돌고래 조련사!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생생한 생태학습!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돌핀N벨루가 인카운터! 허리 정도로 오는

돌고래 조련사가 되어 먹이도 직접 주고, 함께 훈련하면서 조련사들의

물속에서 하는 체험이다.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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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트렉 (Sea Trek)
물속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씨 트렉! 수중 헬멧을 쓰고 당당
하게 런웨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걷고 돌고래들과 직접 터치하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거제씨월드에서만 즐길 수 있
는 국내 유일 프로그램이다.

돌핀 프레젠테이션 (Dolphin Presentation)
Geoje Sea World

공연
프로그램

탁 트인 거제바다를 보며, 흰둥이 흰고래(벨루가)와 귀염둥이 큰돌고래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고도로 훈련된 트레이너들이 직접 돌고래의 특징과 행동습성을 설명하는
고품격 생태설명회이다.

벨루가 수중 공연 (Beluga Underwater Presentation)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너와 벨루가와의 교감!
벨루가의 특징과 행동습성을 설명하는 수중 생태설명회이다.

찾아가는 길
거제씨월드, Geoje Sea World
주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5
전화 : 055-682-0330
홈페이지 www.geojeseaworld.com
개장 : 상시(월~일) 09:00~18:00

2015 July/August

| 167

“교육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를 지도한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이빙 교육, 투어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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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all.kr

광주

CC다이버스 (010-3648-1886) www.ccdivers.com

위영원 CD

신청방법 : 각 다이브센터 개별 문의

대전

넵튠다이브 (010-5408-4837) www.alldive.co.kr

박금옥 CD

일정

부산

씨월드 (010-4846-5470) www.seaworld-busan.co.kr

임호섭 CD

수원

고프로다이브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홍찬정 CD

모집기간 : 매월 수시모집 (각 센터 월 최대 10명)

교육일
9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

강정훈 CD

용인

고다이브 (010-6317-5678) www.godiving.co.kr

임용우 CD

경남

아쿠아렉스 (010-5230-6770) www.aquarex.kr

송종윤 CD

제주

아쿠아스쿠버 (010-8618-3923) www.aquascuba.co.kr

송태민 CD

서울

노마다이브 (010-7114-9292) www.nomadive.com

김수열 CD

9월 둘째 넷째 토요일
2PM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습/리뷰
*수영장/장비 이용료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

혜택 1. 월 1회 이론 강습 (레벨별 맞춤수업)

9월 넷째 토요일

수중 무선 송수신장치 CASIO Logosease 체험

혜택 2. 월 1회 수영장 스킬 테크닉 강습
혜택 3. 반창꼬 프로젝트 참가 수료 후 새로운 PADI 자격증으로 교체
혜택 4. [스쿠바다이버] 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반창꼬 프로젝트

세부 릴로안 팸투어
반창꼬 스페셜 1
팸투어를 통해 교육받은 다이버는 PADI 자격증으로 교체/재발급합니다.
반창꼬 스페셜 2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이 가득
(포토제닉, 해양정화, 눈물의 다이빙 스토리 부문)
반창꼬 스페셜 3
초청 세미나 (건강과 다이빙, 수중사진)
모집기간 : 반창꼬 프로젝트팀의 해당 센터를 통한 다이버(교육생 우대)
모집기간 : 2015년 9월 15일까지(각 센터 최대 6명)
일

정 : 2015년 10월 7~11일(4박 5일)

장

소 : 필리핀 세부 릴로안 노블레스리조트

비

용 : 55만원(항공별도)

포함사항 ： 전 일정 숙박(2인 1실), 9회 다이빙, 식사(특별만찬 포함), 공항픽업/센딩, 특별경품
신청방법 : 각 다이브센터 참가 문의

▶ 주관 : 반창꼬 프로젝트팀
▶ 후원 : 스쿠바프로(해성), 아이켈라이트코리아, 액션스쿠바,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장비 사용 후기

사용기

BASIC
₩ 950,000 (2P)
•최대 사용 수심: 42M
•통신
Ⓐ초음파 주파수: 32KHz USB Ⓑ대역 주파수: 4KHz SSB-AM basis
Ⓒ1 채널 Ⓓ안테나: 압전 세라믹 판 Ⓔ최대 송신 범위: 100M
•오디오
Ⓐ마이크: 골전도 마이크 Ⓑ스피커: 자성체 골전도 스피커
•작동
Ⓐ전원: 자동 ON/OFF (물접촉시) Ⓑ송수신 모드 전환: 두드림 또는 자동
Ⓒ응급 신호: 송신모드에서 5번 두드림
•상태표시(LED): 현재모드 / 배터리 잔량 / 배터리 충전량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560mAh Ⓑ충전시간: 2시간 Ⓒ사용시간: 3시간
•크기(높이X가로X세로): 89.0mm X 41.0mm X 44.8mm
•무게: 107g

글 김수열(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TUSA를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는 우정사가 지난 다이브 엑스
포에서 소형 무선 송수신 장치를 소개하였다. 기존의 풀페이스
마스크 방식의 송수신 장비는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인데
다 부피가 커서 레저용으로 환영받지 못한데 비해, 이번 CASIO
‘Logosease’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하다. 나는 몇 달 전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TV방송에 소개된 본 제품에 흥미를 느꼈다. 명확하게

최대 3시간 연속 사용 가능

방수기능

완충 시, 최대 약 3시간동안 사용이 가능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Logosease RG004 모델의 경우 최대 수심 55m,
RG005BA는 42m까지 방수가 됩니다. 레져 다이빙의
최대 수심인 40m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리포터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방영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했지만 “과연 이것이?” 라는 의문에
당장에 손이 가지 못했던 ‘Logosease’를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
판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정리해 본다.
이 작은 장비가 가진 흥미로운 기능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최대 통신 거리 100 ~ 150m

초음파 통신

Logosease는 50m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송/수
신이 가능. 또한 2인 이상의 다이버들과 함께 동시에 사
용이 가능.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림.

통신은 초음파로 이루어짐. 골 전도 마이크(내장)를 통해
뼈로 소리의 진동을 전달. 그것을 초음파로 송신. 수신측
이 그것을 캐치하여 골전도 스피커(내장)로부터 뼈를 통
해 전달.

1. 두드림 방식으로 조작이 용이하다.
2.	초음파를 통한 골 전도 마이크를 통해 뼈로 소리의 진동을 전
달하는 형태이다.

심플한 조작성

3.	모델마다 다르지만 40~55m까지 방수가 되어 레크리에이션

편리한 기능(ADVANCE 모델)

탭핑으로 송신 / 수신의 전환
핸즈프리(VOX)로 자동 전환을 선택 가능

다이버가 머무는 수심 내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4.	일반적으로 다이빙 활동 범위 100m 정도에서 충분히 짝과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5. 2시간 충전 3시간 사용으로 1일 다이브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

pi pi pi,,,,,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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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1203의 경고 메시지
1 질소 축적 알람
2 무감압 한계 종료 3분
3 감압(감압 요망)
4 안전 정지

✽Logosease와 연동

다이빙 컴퓨터
디스플레이

경고음 지속 시간
(초)

M-OV

3

Buzzer "piii"

NDL sec. blinks

3

Voice "Decompression"

DECO

6

Voice "Decompression"

Logosease의 경고음

STOP

1

5 감압 정지 경고

↓DOWN

6

Voice "STOP"

6 상승 속도 경고

SLOW

6

Voice "SLOW"

Voice "STOP"

Logosease의 기능별 장단점
두드림(탭) 방식
일단 장비는 다이브컴퓨터와 같이 물에 젖으면 ON상태로 준비가 된다.
한 번의 터치로 말할 준비가 되면 말을 하는 동안은 OFF되지 않고 대기한다.
멀리 있거나 어두운 곳에서의 다이빙 시 상단부에 들어오는 표시등으로 위치
를 파악할 수 있으며, LED가 초록색(수신)/보라색(송신)으로 변하며 말하는 사
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자동으로 말을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나, 내뿜는 버블에도 켜져 불필요한 소음이 다른 다이버들에게 전달되
는 것은 꽤 불편하다. PC접속 후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니 참 다행이다.
Matt Black

Matt Yellow

골 전도 마이크를 통해 뼈로 소리의 진동을 전달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생각보다 신기하리만큼 소리가 잘 들린다. 송
수신 장치는 마스크 스트랩에 고정시키며 <사진 2-1>과 같이 관자놀이와 광대
뼈 부분에 정확히 밀착되어야 한다. 호흡기를 물고 <사진 3>과 같이 대화를 시
도한다면 웅얼거림만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용 마스크<사진 4>를 사용해야 공
기공간이 있어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10만 원이나 하는 가격은 많이 부담스
럽다. 뿐만 아니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아 계속 손으로 쥐고 있
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찬물에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면
<사진 5>와 같이 귀가 열린 전용후드(10만 원)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진 2-1>

깔끔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 대화내용의 50% 정도만 듣고 나머지는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중간비교
또 하나의 장비로 물 밖과 송수신이 가능한 ‘Surface station’은 고가의 장비답
게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다. 압전 안테나를 수중 2m 정도 내려두고 대화를 시
도한 결과, 수면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아주 깨끗하게 30m 거리의 나에게 전달
되었다.

<사진 3>

‘Surface station’은 방진·방수이며, 빨간 버튼을 눌러 배 위에서 경고 시그널
을 보내 다이빙을 모두 마치게끔 통솔이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든다. 물론 물
속 상황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장비는 노란색 모델이 120만 원, 최상급으로
150m 송신이 가능하며 100m까지 송신이 가능한 검정 모델 85만 원과 함께
대화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하늘색 모델 60만 원은
듣기 기능만 있어 스쿠바 강습 때 교육생들이 듣는 용도로 적합하겠다. 하지만
역시 스쿠바다이빙은 수신호를 배워야 함은 변함없다. 장비 선택의 가장 합리
적인 방법은 역시 흰색모델로 2개 1세트 95만 원으로 가격대 비용 만족이 큰
제품이다.

<사진 4>

40~55m 방수가능
장비의 크기와 무게가 귀 옆에 고정시키기에 부담이 없다. 뿐만 디자인은 생각
보다 깔끔하고 모서리 부분이나 피부접촉 부분이 아프지 않아 좋다. 그리고 마
음에 드는 것은 내구성으로, 마스크의 특성상 쉽게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재질과 조립의 마감이 깔끔하여 튼튼한 것이 구매욕을 자극한다. 제품별 최대
수심은 노랑, 검정, 하늘색(55m), 흰색(42m)로 모든 제품이 레크리에이션 다이
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사진 5>

2015 July/August

| 171

송신 범위 100m

1명의 강사와 2명의 학생 다이버가 의사를 주고 받는 것은 보다 명확하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마주보고 있는 상

고, 웅얼거림 또한 브리핑에서 소화했던 내용인지라 모두 만족스러운 결

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지만, 다이버가 앞, 뒤로 위치하면 범위가 줄

과를 보였다. 정리해 보면 딸랑이라 불리우는 쉐이커나 탱크를 두들겨 소

어들며 양 옆으로 나란히 다이빙을 하는 동안에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들리

리내는 시끄러운 일이 없어져도 될듯하다. 일반적인 다이빙 환경에서 짝

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다이빙 환경에서 5명의 다이버가 함

과 공기체크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 부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방해되

께 사용을 하다 보니 절반은 불만족스러움을 표했다. 하지만 교육을 위해

지 않게 둘만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주 훌륭하다. 특히 사진가와
모델이 의사를 주고 받을 때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겠다.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나는 조용한 곳에서 공기방울 소리를 듣는것을
더 좋아한다. 목적에 따라 구매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배터리 용량
2시간 충전 3시간 사용으로 1일 다이브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하단에 있는 센서는 <사진 6>과 같이 충전을 할 수도 있으며 물에
젖으면 작동을 위해 대기모드로 들어간다.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
이판 트립에서 사용하는 동안 2일 4번의 다이빙 동안 배터리는 충분히 남
아 있었다. LED 표시등은 녹색(완전충전), 파랑(1회 다이빙 가능), 빨강(충
전요망)으로 표시되어 잔량 확인이 가능하다. 매일 다이빙 후 저녁에 충
전해두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꿀 Tip
나에게 있어 다이빙은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활동이
다. 때문에 ‘Logosease’는 필수장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디지털 카메라
가 주어졌던 것처럼 다이빙 활동이 재미있도록 이슈를 만들기에 적합한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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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장비라 생각한다. 작동시 ‘삐리릭’ 하는 신호음이나 ‘삐익’하는 고주
파 소리는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에게도 거슬릴 수 있으니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작고 값비싼 장비로 분실 우려가 크다. 다이빙 후
다이브컴퓨터와 같이 숙소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아! 마지막으로
배에서 물 밖으로 떨어진 마스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되
므로 마스크 스트랩 커버<사진 7>를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하며, 가
라앉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하니 구매하길 강하게 권장한다.
‘Logosease’를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충분
하고, 수영장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다. 스쿠바미디어와 우정
사는 ‘반창꼬 프로젝트(해당 페이지 참조)’를 진행하는 다이브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정은 각 다이브센터와 조율하여 신세계를 맛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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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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사이판 다이빙

일정 7월 8~21일

일정 8월 20~15일

특징 때묻지도 손타지도 않은 천연

특징 Spot Light 포인트가 열리는

의 자연 그대로를 만납니다.

여름, 사이판으로 떠납니다.

2016년 명절 투어 준비 시작!!
설날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일정 2016년 2월 2~11일 / 9일 일정
특징 가장 좋은 시즌에 구정 연휴를 이용한 투어. Balck Manta 이용

AGAIN 투바타하
피지 상어다이빙 및 통가 혹등고래

일정 2016년 4월 28일~5월 5일

일정 8월 27일~9월 7일

특징 2015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투바타하 리프. 망망대해에서 고

특징 피지 상어다이빙과 화려한 산호 그리고 7~9월에 만나는 혹등고

래상어를 만나러 떠납니다.

래 스노클링을 함께 합니다. 혹등고래 최고 시즌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만 진행합니다.

추석 팔라우 리브어보드
일정 2016년 9월 10~18일 / 9일 일정
특징 이틀 휴가로 떠나는 팔라우 리브어보드 투어. 럭셔리 Solitude
On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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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을 갈 때 스마트폰(태블릿)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매거진을 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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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지역

제도
사이판/로타

버마뱅크

제도
(GBR)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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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bluestar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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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홀섬
디퍼 다이브 리조트
070-7667-9641
www.deep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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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여행지 국가 정보안내
일본 (JAPAN)

필리핀 (PHILIPPINES)

팔라우 (PALAU)

말레이시아 (MALAYSIA)

면적 : 37만 7,915㎢
인구 : 약 1억 2,710만 명
수도 : 동경(Tokyo)
언어 : 일본어
비자 : 무비자(90일)
통화 : 엔(JPY)
전압 : 100V, 50~60Hz AC
평균비행시간 :
동경(Tokyo) 약 1시간 50분
오키나와(Okinawa) 약 2시간 15분

면적 : 30만㎢
인구 : 약 1억 767만 명
수도 : 마닐라(Manila)
언어 : 필리핀어, 영어
비자 : 무비자(30일)
통화 : 필리핀 페소(Peso: PHP)
* 1페소 = 100센타보(Centavo: Cs)
전압 : 22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마닐라(Manila) 약 3시간 10분
세부(Cebu) 약 4시간 20분

면적 : 489㎢
인구 : 약 2만 명
수도 : 멜레케오크(Melekeok)
언어 : 영어, 미크로네시아어
비자 : 무비자(30일)
통화 : 미국 달러(USD)
전압 : 11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코롤(Koror) 약 5시간

면적 : 32만 9,847㎢
인구 : 약 3,007만 명
수도 : 콸라룸푸르(Kuala Lumpur)
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통용어)
비자 : 무비자(90일)
통화 : 링기트(Ringgit: MYR)
전압 : 24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콸라룸푸르(Kuala Lumpur) 약 6시간 30분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약 5시간 30분

인도네시아 (INDONESIA)

태국 (THAILAND)

몰디브 (MALDIVES)

사이판 (SAIPAN)

면적 : 190만 4,569㎢
인구 : 약 2억 5,361만 명
수도 : 자카르타(Jakarta)
언어 :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
비자 : 무비자(30일)
* 자카르타, 발리 등 9개 출입국항에 한정
통화 :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전압 : 24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발리(Bali) 약 7시간 10분
자카르타(Jakarta) 약 6시간 40분

면적 : 51만 3,120㎢
인구 : 약 6,774만 명
수도 : 방콕(Bangkok)
언어 : 태국어
비자 : 무비자(90일)
통화 : 바트(Baht: THB)
전압 : 200V, 60Hz AC
평균비행시간 :
방콕(Bangkok) 약 5시간 30분
푸켓(Phuket) 약 6시간 20분

면적 : 298㎢
인구 : 약 40만 명
수도 : 말레(Male)
언어 : 몰디비안 디베히어
비자 : 무비자(30일)
통화 : 몰디브 루피아(MVR)
전압 : 110~22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말레(Male) 약 11시간 10분

면적 : 115㎢
인구 : 약 6만 명
언어 : 영어, 차모로어
비자 : 무비자(45일)
통화 : 미국 달러(USD)
전압 : 115/230V, 60Hz
평균 비행시간 :
사이판(Saipan) 약 4시간 30분

괌 (GUAM)

호주 (AUSTRALIA)

뉴질랜드 (NEW ZEALAND)

피지 (FIJI)

면적 : 546㎢
인구 : 약 17만 명
수도 : 아가냐(Hagatna)
언어 : 영어, 차모로어
비자 : 무비자(45일)
통화 : 미국 달러(USD)
전압 : 110V, 60Hz AC
평균비행시간 :
아가냐(Hagatna) 약 4시간30분

면적 : 774만 1,220㎢
인구 : 약 2,350만 명
수도 : 캔버라(Canberra)
언어 : 영어
비자 : 필요(ETA 비자, 3개월 단위 여행 가능)
통화 : 호주 달러(AUD)
전압 : 24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브리즈번(Brisbane) 약 9시간 45분
시드니(Sydney) 약 10시간
케언즈(Cairns) 약 10시간

면적 : 26만 7,710㎢
인구 : 약 450만 명
수도 : 웰링턴(Welington)
언어 : 영어, 마오리어
비자 : 무비자(3개월)
통화 : 뉴질랜드 달러(NZD)
전압 : 24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오클랜드(Auckland) 약 10시간 50분

면적 : 18,274㎢
인구 : 90만 명
수도 : 수바(Suva)
언어 : 영어, 피지어, 힌두어
비자 : 무비자(4개월, 왕복 항공권 소지 필수)
통화 : 피지 달러(FJD)
전압 : 240V, 50Hz AC
평균비행시간 :
난디(Nadi) 약 10시간 20분

이집트 (EGYPT)

멕시코 (MEXICO)

미국 (UNITED STATES)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면적 : 100만 1,450㎢
인구 : 약 8,690만 명
수도 : 카이로(Cairo)
언어 : 아랍어
비자 : 필요(사전/도착 비자)
통화 : 이집트 파운드(EGP)
전압 : 220V, 50Hz
평균 비행시간 :
카이로(Cairo) 약 13~14시간

면적 : 196만 4,375㎢
인구 : 약 1억 2,029만 명
수도 : 멕시코시티(Mexico City)
언어 : 스페인어
비자 : 무비자(90일)
통화 : 멕시코 페소(PESO : MXN)
전압 : 110V, 60Hz
평균 비행시간 :
멕시코시티(Mexico City) 약 20시간

면적 : 982만 6,675㎢
인구 : 약 3억 1,890만 명
수도 : 워싱턴(Washignton, D.C)
언어 : 영어
비자 : 필요(ESTA 비자)
통화 : 달러(USD), 1달러 = 100센트(Cent)
평균비행시간 :
하와이(Hawaii) 약 9시간 10분
로스앤젤레스(LA) 약 10시간 40분

면적 : 18,576㎢
인구 : 약 25만 명
수도 : 누메아(Noumea)
언어 : 프랑스어
비자 : 무비자(30일)
통화 : 퍼시픽 프랑(CFP, XPF)
전압 : 220V
평균 비행시간 :
누메아(Noumea) 약 9시간 30분

코스타리카 (COSTARICA)

에콰도르(ECUADOR)

통가 (TONGA)

타히티 (TAHITI)

면적 : 51,100㎢
인구 : 약 480만 명
수도 : 산호세(San José)
언어 : 스페인어
비자 : 무비자(90일)
통화 : 콜론(CRC(￠))
전압 : 120V, 60Hz
평균 비행시간 :
산호세(San José) 약 18시간

면적 : 28만 3,561㎢
인구 : 약 1,566만 명
수도 : 퀴토(Quito)
언어 : 스페인어, 케추아어
비자 : 필요(ESTA 비자)
통화 : 미국 달러(USD)
전압 : 110V, 60Hz
평균 비행시간 :
퀴토(Quito) 약 19시간

면적 : 748㎢
인구 : 약 12만 명
수도 : 누쿠알로파(Nukualofa)
언어 : 영어, 통가어
비자 : 무비자(30일)
통화 : 팡가(Pa'anga: TOP)
전압 : 240V, 220V도 사용가능
평균비행시간 :
누쿠알로파(Nukualofa) 약 12시간

면적 : 1,041㎢
인구 : 약 25만 명
수도 : 파페에테(Papeete)
언어 : 프랑스어, 타이티어
비자 : 무비자(90일)
통화 : 퍼시픽 프랑(CFP, XPF)
전압 : 110V와 220V, 60Hz
평균 비행시간 :
파페에테(Papeete) 약 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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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의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SOLITUDE ONE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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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aboard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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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인천 ↔ 세부
편명
KE621
KE623
KE622
KE624

운항구간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OZ701
OZ703
OZ702
OZ704
PR467
PR469
PR466
PR468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편명

운항구간

KE631

인천 → 세부

23:00

KE632

세부 →인천

17:15

OZ709

도착

08:00

10:50

20:05
12:20
00:30

05:20

08:15

11:05

19:50
20:30

22:45
23:25

OZ710
OZ7103

12:15
00:10
08:10

17:15
05:10
11:10

Z20047

20:45

23:45

Z20048

01:00

06:00

14:40

19:45

5J189

인천 →마닐라

21:35 00:25[+1]

5J188

마닐라 →인천

15:20

20:05

12:55

16:10

Z20885
Z20085
Z20884
Z20084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10

12:10

14:55

19:55
22:40

7C2305

인천 →마닐라

19:35

7C2306

마닐라 →인천

23:55 04:50[+1]

23:50

19:35

23:05

19:50

23:20

세부 →인천

00:50
01:30

06:20
07:00

PR485

인천 → 세부

08:30

12:00

PR484

세부 →인천

00:50

06:25

인천 → 세부

01:15

04:55

세부 →인천

18:45 00:15[+1]

7C2405

인천 → 세부

22:00 01:30[+1]

7C2406

세부 →인천

02:30

인천 → 세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21:05 00:35[+1]
인천 → 세부

19:30

23:00

22:35 02:00[+1]

LJ027

01:35

LJ022
세부 →인천

LJ026
LJ028

07:05

00:05

05:35

03:00

08:30

※ 진에어 LJ025~028 편은 07.29~08.30 한시적 증편 운항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OZ705

부산 →마닐라

OZ706

마닐라 → 부산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21:30 00:10[+1]

PR489
PR491

03:00
03:30

07:30
08:00

PR488

PR419

부산 →마닐라

12:05

14:50

PR418

마닐라 → 부산

21:00

23:45

5J185

부산 →마닐라

21:40 00: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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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구간

PR487

22:30 01:00[+1]

인천 →깔리보

출발

도착

08:25

11:55

07:30

11: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50 00:20[+1]

PR486
깔리보 →인천

PR490

01:15

06:30

01:15

06:30

14:25

19:40

Z20039

인천 →깔리보

16:55

20:10

Z20038

깔리보 →인천

10:40

15:55

※ Philippine Air PR489, PR488 편은 07.29~08.14 한시적 운항
※ Philippine Air PR491, PR490 편은 07.23~08.19 한시적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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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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LJ025

부산 ↔ 세부
항공사

도착
23:55

01:35

LJ021

20:55 00:10[+1]

출발
20:35
20:20

OZ7093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항공사

출발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83

부산 →깔리보

20:00

23:10

13:45

18:35

PR482

깔리보 → 부산

12:50

17:30

13:10

18:00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05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 Philippine Air PR483 편은 08.21~10.24 기간 동안 목/일 운항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 ↔ 사이판
항공사

인천 ↔ 난디(피지)
편명
OZ625

인천 → 사이판

사이판 →인천

OZ6063
7C3402

도착

편명

운항구간

19:40

01:10[+1]

KE137

인천 →난디

19:25 08:35 [+1]

20:20 01:50[+1]

KE138

난디 →인천

09:5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9:55 01:25[+1]
02:20 06:00

OZ6253
OZ626

출발

운항구간

인천 → 사이판

03:20

07:00

02:25

06:00

09:30

15:20

08:45

14:15

7C3401
사이판 →인천
7C3403

16:20

20:05

15:15
04:35
05:25

19:35
08:20
09:10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7:35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37

인천 → 푸켓

19:00

23:15

KE638

푸켓 →인천

00:45

08:50

OZ747

인천 → 푸켓

19:50 00:20[+1]

OZ748

푸켓 →인천

01:50

09:55

ZE531

인천 → 푸켓

21:15

01:10[+1]

ZE532

푸켓 →인천

02:05

09:3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덴파사르(발리)
편명

운항구간

OZ607

부산 → 사이판

21:05 01:55[+1]

OZ608

사이판 → 부산

03:10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06:20

도착

KE677

인천 → 코롤

20:50 01:45[+1]

KE678

코롤 →인천

02:55

OZ609
OZ610

인천 → 코롤
코롤 →인천

08:05

23:10 04:00[+1]

OZ757

22:20

11:05

17:05

KE630

01:25

09:25

덴파사르 →인천

23:30 07:30[+1]

OZ763

인천 →덴파사르

19:35 01:35[+1]

OZ764

덴파사르 →인천

02:40

00:15

08:25
10:40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오키나와 →인천

13:00

15:20

13:30

15:45

23:20

7C1801

오키나와 →인천

16:35

18:55

23:55

LJ245

21:30 01:35[+1]

LJ247

06:30

LJ249

11:55

14:10

01:05

07:10

LJ246

13:50

16:05

02:20

08:25

LJ248
LJ250

19:20

00:20

OZ7583

16:20

인천 → 오키나와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50

코타키나발루 → 인천

인천 →덴파사르

OZ171
도착

02:35

08:40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05

22:20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30 05:40[+1]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5

23:35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45

07: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오키나와(나하)

18:05
09:55

출발

OZ758

도착

7C1802

운항구간

OZ7573

출발

18:05 00:10[+1]

KE5630

인천 ↔ 코타키나발루
편명

운항구간

KE5629
KE63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2:10 03:00[+1]
04:00
05:00

편명
KE629
KE633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도착

※ EASTAR JET ZE531·532 편은 07.20~08.31 한시적 증편 운항

부산 ↔ 사이판

항공사

출발

인천 ↔ 푸켓(태국)

22:10 03:40[+1]

7C3404

항공사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오키나와

오키나와 →인천

10:35

12:50

07:40

09:50

10:55

13:10

15:10

17: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진에어 LJ247~250 편은 07.23~08.30 한시적 증편 운항

부산 ↔ 오키나와(나하)
항공사

※ EASTAR JET ZE501·502 편은 07.24~08.24 한시적 증편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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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몰디브)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KE473

인천 →말레

23:45 07:00[+1]

KE474

말레 →인천

15:40 07:00[+1]

출발

※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15
2015 July/August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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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한국 사람들은 다이빙 투어를
왜 필리핀으로 많이 가는가?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필리핀으로 다이빙 투어를 많이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필리핀은 한국 사람에게는 대체로 친숙하고 편안한 나라이다. 영어가 필리핀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조금만 해도 가장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2. 필리핀은 한국 사람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연장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3.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다이빙 사이트가 많이 있다.
4. 한국의 국제공항과 필리핀의 주요 도시 간에 편리한 항공편이 마련되어 있다. 수도 마닐라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세부와 보라카이에 각기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5 필리핀은 한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므로 다른 다이빙 사이트보다 비교적 비행시간이 짧고,
항공료가 적게 든다.
6. 다른 나라에 비해 필리핀이 물가가 대체로 저렴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다이빙 투어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여행 경비가 적게 드는 것도 한몫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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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입국 상식
무비자 입국

필리핀 공휴일

한국사람은 필리핀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여권 및 항공권을 제시하

필리핀 국경일을 알아 두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국경일에 개최되

면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30일 초과 체류 시에는 필리핀 이민

는 필리핀의 이벤트를 즐길 수도 있다. 또한 국경일을 전후하여

국에서 임시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아야 한

국내선 항공편이나 배편을 구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 이점 참조

다. 이때 1차로 29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비용은 3,330

하여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필리핀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페소이다. 이후는 심사를 받아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1월 1일 : 설날(New Year's Day)
3월~5월 중 : 성(聖)목요일(예수 승천일),

통화

성(聖)금요일(예수 수난일)
4월 9일 : 바탄 기념일(Bataan Day 또는 Araw ng Kagitingan)

필리핀의 통화 단위는 대문자 P로 표시되는 페소(Peso)이다. 1페

5월 1일 : 노동절

소는 100센타보(Centavos)이며, 시중에서 거스름돈으로 사용되고

6월 12일 : 독립기념일

있다. 지폐는 1,000, 500, 100, 50, 20 페소가 주로 사용되고 있

8월 21일 : 아키노 기념일(Ninoy Aquino Day)

으며, 동전은 10, 5, 2, 1페소, 50, 25센타보가 있다.

8월 마지막 일요일 : 국가영웅 기념일(National Heroes' Day)
11월 1일 : 만성절(All Saint's Day)
11월 30일 : 보니파시오 기념일(Bonifacio Day)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12월 30일 : 리잘 기념일(Rizal Day)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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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Q&A

증상에 대한 질문

작년 10월에 다이빙을 처음 접하고 오픈워터 자격증을
딴 초보입니다. 이후 12월에는 보홀을 다녀왔고, 올 2월
에는 릴로안을 다녀왔습니다. 3박 5일의 다이빙 여행 일
정에서 4일째 오전에 다이빙을 한 후 13시간 정도 지나
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심장이 빨리 뛰
는 듯한 불편함이 있었고, 집에 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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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동부족이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파트 주변을 이틀간
가벼운 조깅을 하니 증상이 없어지더군요.
그런데 일요일에 수원 수영장(5m 풀)에서 스킨과 다이빙
을 한 후, 월요일 저녁부터 동일한 증상이 생기면서 더
숨이 차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마른기침이 나와 잠을
설쳤습니다. 팔에 약간 저림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증상이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릴로안 갈 때 잠도 못자고 피곤했

?

고, 2일째에는 어깨 통증이 있어 마사지를 받았던 기억
도 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이 감압병의 증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감압병이라면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
는지요? 물어볼 곳도 없고, 서울에는 병원도 없다고 하
니, 누구에게 물어보고 병원을 가야 하는지요?

A

애매한 증상

릴로안 다이빙 이후 항공기 탑승 시간이 권장시간보다
조금 빨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계항진(심장이 빨리 뛰
는 듯한 불편함)은 산소가 조금 부족한 항공기 기내에서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특이적 감압병 증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수영장 다이빙 이후 월요일 저녁에 나타
글 강영천

난 증상 역시 감압병으로 보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아 보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이기도 하지만, 증상 그 자체만 두고 보면 감압병과 닮아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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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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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내과 쪽에서 심장과 폐에 대한 검사(운동 부하

수면 휴식시간은 20~30분 정도이고, 이것을

의 횟수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는 전화를 받고

심전도, PFO 검사 등)를 받아보시기 권유 드립

2번씩 들어가는데 매일 반복되는 다이빙이어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

위험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회사의 그런 주인을 그 수

지 못하신 상태로 개방 수역 다이빙 이후 유사

왜 3번을 못 들어가느냐며 타당성 있는 답변을

심에서 다이빙을 며칠간 대신 시켜서 감압병에

증상이 재발한다면 그 때는 챔버 치료를 고려해

요구합니다.

걸리게 하고 싶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사례, 무엇 때문에 위험한가, 의학적으로

대략 수심 20~24m라면 수면 휴식 시간만 잘

증명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대략 배운

지킬 수 있다면 하루 3~4회 다이빙도 무감압

이론을 펼쳐 말해 보았으나 사고사례 등등 말

한계 내에서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이메일로 문의를

씀하셔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

열대지방 리조트(예를 들면 시파단이나 필리핀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잠수함에서 다이빙을 하

다. 저희는 직업 다이버라서 2번 이상은 안전을

아닐라오 등 손님이 많고 다이빙이 멋진 곳)에

고 있는데 매일 반복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사고사례

서 근무하는 다이브 마스터들의 경우 하루 3

현재는 컴퓨터 상으로는 무감압 다이빙에 해당

의학적 연구 등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박사님

회 다이빙을 연중 거의 휴식 없이(물론 주 1회

하지만 대략 수심은 20~24m 정도이고 총 다

께서 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의 휴가는 받고 있겠습니다만) 다이빙 가

Q

반복 잠수에 대해서

이빙 타임은 15~20분 정도입니다. 안전정지를

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5m에서 1분만 실시하는 다이버도, 3분 다 하는

A

다이버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그나마 무감압 한계를 지킬 수

내지 말고 더 하시라고 부추기고 싶은 것은 아

바다 상황에 따라서 감압 시간을 조절하고 있

있는 프로필의 반복 잠수를 회사가 요구하고

닙니다. 꼭 해야 한다면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될

으나 시간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됩니

있기는 하지만 **도 원해 심해 양식장에서 근

정도의 프로필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

다. 상승 시에는 수직 상승이 아닌 대각으로 이

무하시는 분은 수심 40m까지 내려가서 해야

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동하면서 상승속도를 맞추고 올라옵니다.

하는 작업을 하루에 2~3회, 심지어는 그 이상

여기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온

직업 다이버

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 다이빙을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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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열대지방의 27~29℃의 수온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수면 휴식을

과 현재 제주바다의 14~15℃는 차이

취한 후 재 잠수에 종사할 수도 있겠

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차지면 감압병

지만, 모든 다이빙 후에는 최소 1시간

의 위험성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충분

이상의 수면 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하세요.

한 가지 추가적인 안전 방편으로 나이
트록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치를 마

Q

련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에는 감압 챔버가 없습니까?

답변을 통해 사고사례 등을 말씀 드리

회원분들 치료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

기는 힘들겠습니다. 차라리 제게 오너

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네요. 다 지방

양반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서울에는 정말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

감압 챔버가 있는 병원이 없나요?

서울에는 챔버가 없나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Q

아 직은
A	
짧은 수면 휴식 시간

만약에 수면 휴식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버의 감압질
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고압
산소 챔버가 없습니다

챔버가 있다고 여기 저기 소문을 내고,
광고를 내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이

A

186 |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 아

모든 다이빙 후, 특히 대심도 다이빙

니 모두(?) 피부 미용 등에 사용하는

(20m 이상) 이후에는 최소한 1시간의

최고 압력 1.4기압 정도까지 가능한

수면 휴식을 권장합니다. 단지 안전을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로 만든 고압(?)

위해 그렇습니다. 테이블이나 컴퓨터에

산소 치료 텐트 같은 것입니다.

서 잔류 질소를 추적할 수 있고 비록

간혹 아주대학교병원(수원)에 감압

수심이 깊지 않고 잠수 시간이 짧았기

병 치료를 하는 챔버가 있다는 말을

들는데, 적어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연

A

탄가스 중독환자 치료용으로 들여 놓은 챔버가

부정맥은 마치 감압병처럼 그 증상의 심각성이

에서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나는 상황을 계산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감압병 환자를 치료하는

나 증상 발현의 시기나 발생원인 등이 매우 현격

보면 이건 상당한 위험성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형적인 실제의 감

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정맥의 정확한

고 봐야 하고, 그래서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된다

압병/감압 질환이라면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습

상태(적어주신 우각완전차단 등과 같은)를 파악

고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니다.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부정맥을 다스리는 약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 및 아주대 병원에 제가 직접 전

우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발작성 부정맥은

약발이 잘 받는 분들은 약으로 부정맥이 조절됩

화로 확인한 내용도 정확하게 위에 적은 것과

주로 심장의 위쪽인 심방 쪽과 폐에서 신선한 피

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경우 요즘은 혈관조영술을

같기 때문에, 적어도 Hotline에 등록되어 있는

를 심방으로(좌측) 가져오는 폐정맥으로 이어지

통해 우심방과 좌심방을 뚫고 들어가 윗글 적으

정통적인 잠수병 치료용 고압 산소 챔버는 서울

는 지점에서 심장의 이상 수축을 야기하는 전파

신 분이 언급한 전극도자술을 실시합니다. 이 시

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를 만들어내서 발생합니다.

술은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심방결손을 만들어야

시작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나다가 연

하기 때문에 PFO(원형와개존증)를 가진 것과 같

식(?)이 쌓여가면서 그 빈도와 증상이 점차 자

은 상태가 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전혀

친한 친구가 다이빙에 입문하고 싶어 하는데, 재

주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없지만 다이빙 후 어지럼증, 두통 등 감

작년 기침이 나와서 폐 CT를 찍은 결과 약간의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이빙

압병 증상을 일으킬 공산이 커집니다.

폐혈증 증상이 보여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그 증상의 빈도와

그래서 이 시술을 받을 때는 시술하시는 분에서

하고, 다이빙도 하고 싶어 하는데 다이빙이 가능

경중에 달려있습니다만, 초기 자주 나타나지 않

그 천공부위를 막아주는 시술도 함께 해달라고

할까요?

는 상황에서는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 싶습니다. 그러나 증상 발현의 빈도가 잦아지

그리고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와 수술(전극도자

Q

A

패혈증(?)과 다이빙

폐혈증???

꼭 약 드십시오

드시 해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중

면서 언제 어디서 발현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술)로 조절되는 경우의 비율이 수술의 경우가 약

본인이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 편이 좋을 듯합

의 심각한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치료부터 받으

간 높기는 하나 이 역시 전체 시술자의 80% 정

니다. 폐혈증이라는 병은 폐 CT로 진단 붙이는

시고 호전시킨 다음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는 것

도에서 부정맥이 치료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

병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폐렴이나 기관지염 계

이 좋겠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아직은 수술을 하지

통이 아니었나 싶고 - 다 나았다면(의사의 진단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경우 수중에서 이상을

않고 약물치료로 부정맥을 다스리며 열심히 다

결과) 그래서 폐에 특별한 문제가 현재 없다면

느끼면 바로 출수할 수 있고, 버디나 팀원의 도

이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답변을

다이빙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움을 받아서 쉬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긴 감압을

마칩니다.

패혈증은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핏속을 박테리

요하는 테크니컬(감압) 다이빙을 하는 경우 - 몸

부정맥은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상당히

아가 차지한 상태인데, 이 경우도 치료해서 좋

에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고 있어 그

흔한 질병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안전하게

아졌다면 다이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빙

발생 가망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 감압을 반

다이빙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을 시작하기 전에 폐질환을 치료한 병원/의사
에게 가서 방사선 촬영이나 진찰 등을 다시 한
번 받으셔서 폐에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
았다는 것을 먼저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제가 건강검진 결과 최근 부정맥이 있다는 것을

■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Tel. 010-4500-9113 (강영천 박사)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각완전차단도 있다고 하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Q

심장 부정맥과 다이빙

고요. 이 상태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 바다에
서 다이빙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7살인데 지금까지는 별 이상 없이 살았고, 심장
이 아프거나 그런 것은 못 느꼈었거든요.
175cm, 67kg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며 담배는
안 피우고 술만 약간 합니다. 과음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동2길 58번지 통영세계로병원 고압의학센터
Tel. 055-648-8275(내선 230, 710) / 010-8556-7529 (고압산소치료실장)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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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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페셔널 다이버는 일반 다이버에 비해

프로페셔널
다이버처럼
다이빙을
하려면

따뜻하게 입는다.
저체온증은 다이버의 반사 능력을 감소시키고 사고 활동을 저하시키
며 감압병의 위험성을 확연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해외
열대지방으로 다이빙을 다닐 때만해도 거의 수영복만 입고 다이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여행에서 5mm 슈트를 입고도 약간 오들거렸
다. 충분한 보온을 위해 후드 장갑, 후두 조끼, 심지어는 열선 조끼까
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버디에 대해 일찍 점검한다.
잘 모르는 다이버와 버디 다이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찍 상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다이빙 준비를 할 때 조심스럽게 관찰해보면
장비 준비나 슈트 착용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 같은 부분에서 대충 수
준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파악이 조기에 진행되면 다이빙 계
획에 대한 토의도 보다 쉬워질 것이다.

절대 자기 장비 혹은 렌털 장비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경험이 많은 다이버일수록 다이빙 장비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
한 장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게
을리 하지 않는 법이다. 리조트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배터리가 작동
을 하지 않는다거나, 화면이 켜지지 않는다거나, 레귤레이터가 갑자기
프리플로우를 일으킨다거나, BC 인플레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프로페셔널 다이버는 없을 것이다.

생소한 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 현지 다이브 가이드가 진행하는 브리

존 프랜시스란 분이 한 말 중에
“1g의 예방이 1Kg의 치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명언이 있다. 다이버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하고 보니,

핑에 귀를 기울이고 현지 다이빙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
고 입수하려고 한다.
소위 자신을 ‘다이빙의 신’이라고 내세우는 분이 꽤 있는데 - 아무리
경험이 많은 다이버라도 생소한 지역에서는 생소한 다이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이브 프로페셔널은 일반
다이버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 하는

입수하기 전에 꼭 조류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의문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아무리 젊고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라도 강한 조류를 만나면 아주 미

정리해 보았다.

약한 존재가 되는 법이다. 사실 조류는 그다지 강하지 않더라도 다이
버에게는 다이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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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을 시작할 때 조류가 있으면 조류를 거슬러서 진행하고 너무 멀
리 가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출수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각도를 나침반으로 미리 확인해둔다.
대부분 보트 다이빙을 할 때는 나침반 자체를 소지하지 않거나 소지
해도 전혀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류에 밀리는 경우, 보트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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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경우, 다이버가 수면에 올라왔을 때 픽업해줄 보트가

다이빙 전, 수면 휴식 중, 다이빙 후 흡연과 음주를 하지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육지 쪽의 방향

않는다.

각을 확인해두는 것을 프로페셔널 다이버라면 절대 빼먹는

흡연은 거창하게 폐나 폐포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아도 우

일이 없다.

선 일산화탄소가 제일 문제가 된다. 술은 다들 알고 있는 이
야기겠지만 질소마취와 혼돈을 시키거나 악화시키고 감압병

압력 평형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프로페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셔널 다이버는 반드시 수면에서 미리 발살바 방법으로 중
이강 속으로 공기를 미리 밀어 넣고 하강을 시작한다.

다이빙 후 최소 24시간 후 비행기를 탄다.

하강해서 1~2m 내려가면 많은 경우 압력 평형 자체가 되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모르는 다이버가 너무

않는다. 무리한 압력평형은 황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많다. 무증상 기포(Silent Bubbles)가 커지면서 감압병 증상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절대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윗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감기에 걸리면 코

로그 기록을 한다.

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 이관이 막히고 이관이 막히면 물속

로그북에 적는 내용이 많을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에서 기가 막히는 법이다. 게다가 어떻게 약을 먹고 압력평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 많은 프로페셔널 다이버는

형이 되는 듯해서 하강했다가 약발이 떨어지면서 혹은 약발

자신의 장비 목록을 소지하고 언제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언

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빠져나와야 하는 중

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심지어는 어떤 슈트를 입었을

이 내 팽창하는 공기가 빠져나올 통로가 없어지면서 역압

때 웨이트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가 등, 꼼꼼하게 자신의 다

착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정말이지

이빙 관련 정보를 기록해서 가지고 다닌다.

눈이 빠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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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Society Diary
8월
1일 BSAC 강사 등록 갱신(~31일)
5일 ‘아! 독도 112’ 사진전시회(~11일)
13일 PSAI 통일염원 다이빙 행사(~15일)
28일 SDI/TDI/ERDI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ERD 과정(~9월 2일)
29일 PADI 강사시험(~30일)
30일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9월
1일 PADI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3일 SDI/TDI/ERDI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필리핀 세부, ~5일)
5일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6일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13일)
28일 PDIC-SEI-YMCA 팸투어(필리핀 아닐라오,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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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황윤태의 마린에세이’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에 본사가 출간할 단행본, ‘황윤태의 마린에세이’가 선정되어 제작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미발간된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콘텐
츠를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출판사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비를 지
원하여 출판 생산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윤태의 마린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2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본 단행본은 2015년 12월 말에 출간할 예
정이며, 판형과 면수, 가격은 미정이다.

아열대성 맹독문어 물림 사고 처음으로 발생
- 제주에서 맹독성 파란고리문어류에 물린 관광객 신고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열대성 맹독문어인 ‘파란고리문어류’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아열
대수산연구센터(제주도 소재)는 지난 6월 10일 제주 북서부의 협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고둥, 게류 등을 채집하던 관광객이 맹
독문어에 물려 신고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을 나선 김모 씨(38세, 경기도 평택)는 가족들과 함께 갯
바위 체험행사에서 크기 5cm 정도의 작은 문어를 손바닥에 올려
아이들과 함께 구경 하던 중 손가락(중지)을 물렸다. 신고자 김 씨
에 따르면 “문어에 물린 후 피가 조금 났으며 벌에 쏘인 듯 욱신거
리고 손가락 마비 증상을 느껴, 119에 연락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계속해서 손뼈가 시릴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동
반됐다.”고 말했다.
‘파란고리문어류’는 10cm 내외의 작은 크기지만, 복어류에 있는 ‘테
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을 지닌 맹독문어이다. 이 문어의 맹
독 1mg은 사람을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이며, 적은 양의 독에 노출되
더라도 신체마비·구토·호흡곤란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다이버들
도 다이빙 중에 이 문어를 발견하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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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똑딱’ 콤팩트 카메라 수중사진전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수중사진가들이 그동안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을 모아 소박한 마음으로 여는 수중사진전이다.
‘똑딱’ 콤팩트 카메라 수중사진전은 서울시립대학교 빨간벽돌갤러리에서 6월 20일(토) 오후 5시에 성
황리에 오프닝 행사를 가지고, 2015년 6월 20일(토)부터 27일(토)까지 일주일간 많은 분의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아마추어 수중사진가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한 수중사진의 가능성을 보
여주며,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수중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해보고자 하였다. 이런 전시를 통
하여 수중사진을 보다 활성화시켜 수중사진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이빙계의 새로운 가
능성을 밝혀보고 싶었다.
우선 수중사진 세미나를 통하여 수중사진을 익힌 다이버 중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진가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하는 모든 다이버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대
한다. 이번 전시의 결과에 따라 1~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콤팩트 카메라로 촬영하는 해외의 유명 작가를 초대하여 해외의 사진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콤팩트 카메라 수중사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인 올해는 27명이 1인당 3점 내외의 작품을 출품하여 총 97점을 전시하였다. 해외 초청작가
부분에서도 8명의 해외 작가가 참여하여 17점을 전시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빨간벽돌갤러리의 3개
전시장을 활용하여 수중사진과 동영상을 다채롭게 전시하였다.

국내 참가자(27명)
강현주, 권수영, 김승집, 김 원, 김윤회
김재범, 김종훈, 김준연, 김환희, 라미정숙
박성배, 박세환, 박승희, 박진엽, 신은수
신희란, 유도윤, 이수연, 이재희, 이은정
이종순, 장기영, 정상근, 조상혁, 조영철
홍선기, 홍혜선
해외 초청작가(8명)
James Mamoto(Indonesia)
Ben Sarinda(Indonesia)
Bo Mancao(Philippines)
Stanny Manopo(Indonesia)
Lawrence Alex Wu(Tailand)
Dennis Corpuz(Philippines)
Alexis Principe(Philippines)
Tim Ho(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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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동남쪽 우리 바다는 신비의 세계

김지현 박사의 해양생물생태 사진집

‘아! 독도 112’ 발간

독도의 인문환경과 수중세계를 포함한 자연경관을 소개한 사진집이 나왔다. 프로 다이버이자
사진작가이기도 한 김지현 박사(군산대학교 독도 해양생물생태연구실)가 독도 해양생물생태사
진집을 두 번째로 발간했다. 총 204면, 양장본으로 제작된 ‘아! 독도 112’(도서출판 PRaide 발
간)는 2014년 6월에 발간된 ‘아! 독도 119’에 이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저자의 두 번째 사진집이
다. 이번 사진집은 저자가 수십 차례 독도를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육상과 수중세계를 포함한
사진에 학문적인 설명을 곁들이며 독도 수중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아! 독도 112’는 책 제목에서 보듯 독도의 지킴이를 의미한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단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태고적부터 그곳을 무대로 살아왔던 생태 자연들을 포함한다. 저자는 직접 공기탱
크를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독도의 해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파악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설명까지 곁들여 대한민국이 독도의 상속자임을 말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도 해양생물생태사진집을 낼 생각이다. 지금까지 발간한 두 편을 포

‘아! 독도 112’ 표지

함하여 총 5편을 기획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독도 자료들이 나왔지만 해양 생태계를 중심으
로 한 독도 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점이 기획으로 나아가는 동력이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모티브는 독도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저자는 “독도를 지키는 방법을 각 분야의 국민들
의 총력을 모아 이룩된다.”
고 말한다. 실효적 지배에 더해 문화적 지배를 덧입어야 완벽한 지배
가 완성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지질학자, 식물학자, 조류학자, 해양학자, 기상학자, 영화감독,
시인, 화가, 소설가, 음악인 등 각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 주인이기 때문이지
요. 주인이 소유물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풀 한 포기, 바위와 갈매기들 그리
고 바닷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권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지현 박사가 독도를 촬영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여 년 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드러나

김지현 박사

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그가 소장한 슬라이드 필름이 약 3,500여 장. 독도의 알려지지 않는
생태계 사진들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김 박사가 독도 촬영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영구히 지키기 위해서 독
도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잘 알아야 한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도의 주인인
전 국민들에게 섬의 생태와 지리, 인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전공인 해
양생물에 관심을 갖다보니 전문적인 다
이빙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수중세계
촬영은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생태사진집까지 발간하게 된 것이다.
‘아! 독도 112’는 독도의 해저뿐 아니라
독도의 바위 등을 생태학자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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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물개야, 반갑다!
- 독도 인근 해역에서 수산자원조사 중 물개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

차형기 독도수산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물개의 출현은 독도 인근 해역

지 실시한 독도 및 심해 생태계 수산자원 조사 중 독도 인근 해역에서 물

이 물개와 같은 기각류의 서식에 서식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는

개(Northern Fur Seal, Callorhinus ursinus)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5월 30일 오전 11시 20분경 독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27km 떨어진 인근
해역(37°09'950"N, 132°10'075"E)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조사전용선
인 탐구20호의 수산자원조사 중 물개들이 선박으로 접근하여 발견되었다.
물개는 동해, 오호츠크해, 쿠릴 열도, 알래스카 등 북태평양에 서식하며,
수명은 25년 내외이다. 일반적으로 물개는 수온이 차가운 해역에 주로 서
식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나라 연안으로 남하하고, 봄철이 되면 다시

독도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월 말에 독도 인근해역에서 발견된 것

물개발견 장소

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물개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연간 약
20~30마리가 정치망 등에 섞여 함께 잡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혼획된
물개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촌계를 중심으로 신고 포스터를 배포하고
구조된 물개는 치료하여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물개 서식장
을 조성하는 등 보호대상종인 물개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물개 유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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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발견 위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통과
- 낚시 어선에 대해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이 허용되어 다이빙 업계 숙원이 해소될 예정 -

지난 7월 6일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
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이때 국회에서 61개 민생법안이 오후
9시 50분께 통과되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

낚시 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특례

률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낚시 어선에 대해 스킨스쿠버 다이버의 승선을
허용하는 법률이 포함되어 다이빙 업계의 숙원이 해소될 예정이다.

[ 현행 ]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 다이버 등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 어선
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다이버 운송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저촉됨

[ 개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불구하고 낚시 어
선에 해양레저가 목적인 스킨스쿠버 다이버
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과
「낚시어선법」전면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인용 조항 정비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29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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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할러웨이 수중사진전 ‘the Fantasy’
ZENA HOLLOWAY - the Fantasy
세계 최초의 여성 수중사진작가,
제나 할러웨이(Zena Holloway)
“나는 수중촬영을 사랑한다. 수면 아래에는 당신이 평소 볼 수
없는 몽환적이며 신비로운 광경들이 숨어있다. 또한 물속에서
는 항상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연
출돼 매력적이다.”
“수중에서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은 규제 받지 않은 영역을
탐색하는 것과 같다. 나는 수중작업이 가져다주는 황홀한 경
험을 좋아한다.” -제나 할러웨이(Zena Holloway)
세계 최초의 여성 수중사진작가 제나 할러웨이는 자신만의 독
특한 작품세계와 뛰어난 연출력으로 물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 순간을 담아낸다. 고도의 수중 사진
기법과 황홀한 이미지를 결합해 틈새시장을 개척해온 그녀는
전 세계 최초로 단독 전시회를 갖게 됐다.
제나 할러웨이는 1973년 바레인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랐다.
18세에 2주간 이집트 스쿠버 다이빙 과정에 참가했다가 수중
세계의 황홀함에 매료돼 2년 정도 머물렀다. 그녀는 스쿠버 다
이빙 강사로 활동하며 수중 사진에 대한 관심이 싹터 수중사
진작가가 되고자 했다. 수중 사진을 실험하며 필수적인 사진
기법들을 독학으로 하나하나 터득했다. 이후 1995년 영국으로
돌아가 수중사진작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나 할러웨이는 수달, 오리, 말, 개, 등 다양한 동물들과 어린
이, 여성 등 다양한 피사체를 촬영해왔으며 항상 색다른 피사
체를 찾고 있다. 물리적, 기법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수중의 모
• 전시기간 : 2015년 7월 3일(금) ~ 9월 7일(월)
•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 관람시간 : 오전 11시~오후 8시 (오후 7시 입장마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 주최 : 한겨레신문
• 문의 : 02-710-0767
• 홈페이지 : www.zenaholloway-korea.com

든 다양한 생명체를 촬영하고자 한다.
제나 할러웨이는 현재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예술,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
답고 몽환적인 사진 이미지들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
다. 나이키(Nike), 소니(Sony)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활발한
콜라보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큐(GQ),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등 전 세계 매거진 커버와 페이지를 장
식할 정도로 예술적,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거두고 있다.
광고와 잡지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고 있으며, 다채롭고 몽환
적인 사진들은 고객들로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2014년
에는 영국의 젊은 예술그룹 YBA를 발굴한 세계 최고의 갤러
리스트 찰스 사치(Charles Saatchi, 1943~)의 컬렉션에 선정
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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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할러웨이 전시 경력 ]
2014 ‘Swan Song’ –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4 Solo show at Calken Gallery, London, UK
2013 ‘Scattered’ selected for Elle Décor’s show house in Miami
2012 ‘Swan song’ - London Art Fair, UK
2012 ‘Swan song’ - Affordable Art Fair, London, UK
2012 ‘Swan song’ - solo show at Bo.Lee Gallery, UK
2011

‘Swan song’ - Tatar Gallery, Canada

2011

‘Swan song’ - Schouwburg, Netherlands

2010 ‘Swan Song’ - The Hospital, London, UK
2009 ‘Swan Song’ - Cosa Gallery, London, UK
[ 제나 할러웨이 수상내역 ]
2013 11th International Festival of Fashion Photography, Cannes
2012 Finalist for Screenings Award, Berlin.
2012 (US)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 Advertising/fashion category
2012 Communication Arts - Frozen, Cent Magazine, editorial series category
2012 Communication Arts - Speedo, Advertising category
2012 Judge AOP Open Awards 2012
2010 Communication Arts - ‘Lyza GQ’ editorial single category
2010 Campaign Photo - Radox campaign shortlisted
2010 Applied Arts Photography Awards - ‘Lyza GQ’ fashion and beauty category
2009 AoP awards - commissioned fashion single category
2009 Applied Arts Photography Awards - ‘observer magazine’ Fashion & Beauty category
2009 Applied Arts Photography Awards - ‘blue tights’ Fashion & Beauty category
2008 (US)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 Fine Art category
2008 Applied Arts Photography Awards - ‘Deco’ Advertising category
2008 Applied Arts Photography Awards - How to Spend It, Covers category
2008 AoP awards - short listed for Fashion & Beauty series category
2006 (US)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 Advertising Beauty category 2nd place /
Fine Art Nude category - 2nd place
2006 AoP awards - ‘Angel’ series shortlisted for Fashion & Beauty category
2006 Applied Arts Photography Awards - ‘Angels’ Fashion & Beauty category
2005 IV Moscow International Festival Gold Dolphin for photography section
2004 Communication Arts - Advertising single category
2003 Nikon International Photo Contest - Honorable Mention / 30th Festival Mondial de' L'image
Sous Marine publicity - Gold
2002 AoP awards - Merit. ‘Walking’ Fashion & Beauty category
1999 AoP awards - 2 images short listed for Life category
1998 The Royal Photographic Society’s International annual print exhibition. Silver m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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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다이버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다이버들이 지난 6월 17일 인천 송도

의도 않고 진행된 터라 졸속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

아닌 게 아니라 본래 취지였던 청소년 연안체험활동과 관련된 안전 규

활동 규제 조항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물놀이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에서 각
각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스쿠버다이빙

연안사고 예방법의 제정 동기 및 과정

레저에 대한 규제는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시행시기를

지난 2013년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숨진 사고

몇 차례 연기해왔다.

를 계기로 제정된 연안사고예방법과 관련 시행령을 두고, 충분한 검토

결국,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연안사고 예

도 없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작 청소년 체험캠

방법‘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국민

프 등은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스쿠버다이빙 레저만 규제를

안전처는 이르면 7월 중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9월까지 시정명령과

하고 있는 데다, 다이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며

계도를 병행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선착장, 무인도 등에서의 추락, 고립되는 사고와 연
안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

연안사고 예방법의 문제점

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지난해 세월호 참

이 법령은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스쿠버다이빙이 속한

사 직후 안전 관련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져 온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자

수중형 법령에서는 다이빙 14일 전 안전관리계획 신고, 참가자 5명당 1명

그해 5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도 마련됐다. 별다른 심

의 안전요원 배치, 참가인원수 이상이 승선할 수 있는 비상구조선 배치,

202 |

의무적인 보험 가입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보인

해양레저스포츠의 특성상 참가 인원을 파악해 미리 신고하기란 쉽지 않

다. 수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상 구조선을 비치해야 한다고

다. 날씨 예측이 어려울 뿐더러 당일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

생각하는 발상도 우습지만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사고율을 생각한다면

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업자가 참가자를 예측해 신고하

너무 과도한 조건을 걸어 놓은 것이다.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는 체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험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이라면 인원수만큼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 요원을

물에 들어가야 하는 다이버들을 위해 그만큼의 구조선을 배치하라는 것

배치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6시간 과정의 교육을

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구조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골든타임을 지

수료해야 한다. 초보 다이버인 경우에도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킬 수 있는 빠른 배 1척만 인근에 머물고 있어도 된다. 이해하기 힘든 규

받은 다이버들에게 겨우 6시간 교육받은 안전요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

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 무동력 고무보트라도 가져다 놓아야

느냐는 비판에 해경은 현재 수중형 활동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

한다면 그 요식행위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요원의 자격과 배치 수가 변경 가능하다고 말

체험활동 운영자는 사고자 배상 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

한다. 스쿠버다이빙 활동의 다양한 수준과 범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국내에는 개인상해보험만

며,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들이 안전을 위해 준수하고 있는 자체 규정

있고, 사업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없는 상태이다. 해경에서 보험개

집을 인정하여야 한다. 체험 다이빙의 경우 1:1 또는 2:1의 훨씬 높은 비

발원에 보험상품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언제 현실화될지 알

율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교육 다이빙의 경우도 매우 좋은 조

수 없다. 즉 현재 운영자들이 따를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건일 때에만 1:8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1:5 이하로

하는 것이다.

훨씬 엄격하다. 그 외에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은 자신의 수준 범
위 내에서 짝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
로 높은 기준을 만들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을 법에서 규제할

다이버들의 요구사항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이고, 예산 낭비일 뿐이다.

1. 모 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 체험활동조항을 삭제하라.
2. 법 효력의 당사자를 학생형 체험활동에 국한하라.

운영자는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수와 동일한 승선인원의 비상구조
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하루에 100명이 비치 다이빙을 한다면 승선인원
100명에 해당하는 비상구조선을 대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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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해군 -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 7월부터 각 함대 잠수반에 인력·장비 보강해 ‘구조작전대’ 신설
- 표면공급잠수·스쿠버 잠수 모두 가능한 잠수팀 상시 대기,

군 ‘구조작전대’ 신설

* 해양 조난사고 현장의 수중환경에 따라 표면공급잠수와 스쿠버
기법을 선택 또는 혼용

해역별 구조능력 강화
- 해군-국민안전처간 협업으로 해난사고 대비태세 지속 강화,
세월호 후속조치 시행

각 함대에 해양 재난사고 상황이 접수되면 함대 지휘통제실은 인근 해양
경비안전서 등 상급부대·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함대
구조작전대는 함대 재난대응 당직 함정(유도탄고속함)으로 사고현장으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별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 보강

로 출동해 구조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해군 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을 위해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 등 해역함대에 ‘구조작전대’

헬기로 이동한다.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사

를 신설했다.

고현장에 최단시간 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유지하

7월 1일부로 창설된 각 함대의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

고 있다.

부 기능을 해역함대에 추가 배치한 것이다. 구조작전대 창설 이전에는

한편, 구조작전대는 해양 재난사고 구조임무 외에 해군함정의 선저(船

각 함대에서 8~10명으로 이루어진 ‘잠수반’을 운영했었다.

底)검사, 도서·전진기지의 수중검사 등 잠수작업 지원, 전·평시 손상된

세월호 침몰사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창설된 함대 구조작전대는 관

함정과 항만의 복구지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폐그물 인양 등 민간 해

할해역 내 해양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를 기본임무

양정화 활동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로 수행한다. 대위가 지휘하는 구조작전대는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보유

해군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상 재난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할 수

한 심해 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되며,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 및

있도록 「해군 구조능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능력을 지속적으

스쿠버(SCUBA) 장비 등 잠수장비, 사이드 스캔 소나 및 수중영상 탐색

로 개선·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4월부터 육군 항공작전사

기 등 탐색장비와 이동형 감압챔버(1인용), 15인승 고속단정 등의 장비

령부의 CH-47 헬기 1대를 진해에 상시 배치하여 구조인력과 장비를 신

를 운용한다.

속하게 사고해역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 SSDS : Surface Supported Diving System

또한 해난구조대(SSU) 외에 특수전요원(UDT/SEAL)의 표면공급잠수교

* SCUBA :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육을 통해 대형 해난사고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한
편 진해 해난구조대에 심해잠수대를 신편하여 전문성을 보강했다. 2016

기존에 운영했던 함대 잠수반은 스쿠버 장비만을 보유해 비교적 단순한

년까지는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과 헬기에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휴대용

수준의 해상·수중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등에

팽창형 구명정(9인승) 비치 및 고속정 탑재용 고무보트를 확보하여 현장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안전을 고려해 통상 30m 이내 수심에서

구조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하며, 수중 체류시간이 짧고 수상의 구조전력과 통신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 해난구조 교육을 받은 영관급 연락장교를 파견 중

는 제한점이 있다.

이며 해양경비안전본부 특수요원의 표면공급잠수 및 선박검색훈련 지원,

표면공급잠수기법은 수상함·고속단정 등에 탑재한 표면공급잠수시스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방본부 헬기조종사 대상 해상생환훈련 지원, 정

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스쿠버 잠수기법에 비해

례적인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등,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재난

수중 체류시간이 길고, 수중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을 통해

시 대응태세를 강화 중이다.

수상 구조전력과 통신이 가능하다. 그만큼 수중 구조작전의 효율성과
잠수사의 안전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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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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2015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제3회 한국다이빙엑스포 개최
국내외 해양레저·해양안전산업을 한자리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2015
경기국제보트쇼(KIBS)’와 한국다이빙엑스포(KDEX)가 더불어 5월 28일
부터 3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스쿠바다이빙뿐만 아니라 카누, 카약, 캠핑, 낚시 등으
로 구성되어 해양레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전문 전시
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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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주)대웅슈트 / 마레스
마레스의 인터넷 유통 정책

인터넷을 통한 마레스 제품 유통 원칙

이번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에서는 개별 미팅에서 마레스 본사와 디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점점 더 전통적인 매장 유통 외에 추가적인 유

트리뷰터 간의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중요하

통 방식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유통은 유통사와 대리점에 마레스 제품

게 진행된 한 절차가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재서명

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절차였다. 마레스에서는 모든 디스트리뷰터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마레스는 매장에서의 스포츠 제품 판매가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와 조언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마레스 제품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유통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나, 또한 생산자와

유통 원칙’이라는 부속 계약서를 통해, 마레스 제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

유통사를 위하여 그리고 시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유통의 한 방법이자 추

통될 때 우려되는 점과 지켜야 할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가적인 판매의 기회로써 인터넷 사용의 증가를 환영한다.

마레스에서도 인터넷이 매장 판매가 아닌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서 소비자

하지만, 마레스는 생산자로서 유통사와 함께 인터넷 유통의 특성들이 최종

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을 인정하면서도, 마레스 제품을 유통하기 위

소비자들이 제품을 확인하거나 실제 사용에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회

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제품에 대

를 없앤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판매된 제품의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레스 홈페이지의 해당 제품의

사용 시 만약의 위험들을 고려하여, 마레스와 유통사는 인터넷을 통한 유

링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화 상담이 가능하여야 하고 타사 제

통이 최종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불충분

품과의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언

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품 특성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급을 하고 있다.

족을 방지해야 한다.

마레스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

이러한 이유로, 마레스는 인터넷을 통한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마레스 제품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의 유통에 대하여 다음의 지침을 제정하였다.

서 이를 위해서는 유통사가 자신이 유통하기로 한 지역과, 소비자의 언어
로 제품을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만 제품을 유통하
도록 하는 것이다.

1.	이 지침의 목적상, 마레스 제품은 마레스가 유통하는 모든 제품이다. 유통사는
마레스 제품을 합의된 유통 지역 밖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인터넷 상점은 제품에

2.	판매되는 제품이 인터넷상에 표현되는 방식은 모든 필수적인 성격과 특성, 제품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명기하여야 하며, 디스트리뷰터는 인

의 부품들이 정확하게 보여야 하고, 최종 소비자가 예상되는 사용과 관련된 어떤

증 받은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레스에서 제공하는 제품은 정확한 정보와 기술지원에 근거하여 사용하
여야 소비자의 위험이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다. 소
비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판매처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혹시라
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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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나 위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숙련도에 비추어 상품의 적절성을 알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통사는 제품을 전시하는데 적절한 기술적, 디자인적
인 방안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소비자들이 각각의 마레스 제품에 대한 더 많
은 정보와 기술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보이는 곳에 각 제품들의 각
각에 대한 www.mares.com의 해당 링크를 표기해야 한다.
3.	소비자의 안전, 보증과 제품의 책임 사유를 분명히 하고 만약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유통사는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미사용·미개봉의 마레스 제품을 원래의

마레스 2015년 디스트리뷰터 미팅

포장 그대로 광고하고 판매해야만 한다.
4.	제품의 기술적인 본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유통사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 시에 최

마레스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마레스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

종 소비자에게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아 북서부 해안 도시 라팔로에서 2015-16 시즌 디스트리뷰터 미팅을 가졌

의해 일반적인 업무 시간에 충분한 규모로 지역 전화번호와 해당 유통 국가의 언

다. 마레스 코리아 – ㈜대웅슈트에서는 우대혁 사장, 박우철 부사장, 한국

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전화 지원은 최종 사용자가 제품의 특성을 인지할

SSI에서는 강영천 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본사와 마레스 코리아, 한국 SSI

기회를 잃었을 경우를 보충하고 마레스 제품의 사용이 불충분한 조언으로 인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재 해외의 상황과 한국의 위치를 상호 점검하

최종 사용자의 피해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유통사는 제품,
기술 혁신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제공
하여야 한다.
5.	최종 소비자를 잘못 이끄는 어떠한 위험, 특히 다른 생산자들의 제품과 마레스 제
품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마레스 제품은 일반 판매점에서 전용의 공간을 갖는

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예년과 같이 각국의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이 참석한 미팅에서는 기존 제품
들의 성능을 더욱 가다듬고 개선된 부품을 확장 적용하는 등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었으며 특히 XR과 프리다이빙 생산라인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의

것처럼 웹사이트의 특별한 영역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보여져야 한다.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 가을 DEMA Show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기

유통사는 웹사이트에 검색 기능이 있으면 마레스 제품이 타사 제품과 혼동되지

위하여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과 함께 BCD 신제품을 소개하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마레스 제품만 목표 검색 결과로 하며 다른 제품이 표시

고, 1년여의 개발과 최적화, 개선을 거쳐 양산에 들어간 핀, 새로이 개발한

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마레스 제품과 다른 제품의 부

프리다이빙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슈트와 핀도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였다.

적절한 조합의 결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을 감소기

제품의 개발뿐 아니라 그동안 충실한 내용과 활용도로 큰 가치를 발휘해

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온 마레스 랩을 보다 실질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A.D.D.I.E. 모델을 활

6.	유통사는 제품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전자

용하여 개선함으로써, 마레스 랩 이수자들이 직접 배운 바를 그대로 실전

상거래 법률과 자료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필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레

에서 요구되는 원격 판매와 관련된 공급에 따른 정보와 지침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는 유통사에 의한 상업적 행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유통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법에서 요구되는 상업적 행위에 관한 모든 이점과 권리를 보장
한다.(특히 품질 보증과 철회 권리에 대해) 웹사이트는 전자 상거래 공급에 따라
책임이 있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나아가 유통사는 사업자번호를 웹
사이트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스 랩 시스템이 더욱 안정되어 감에 따라 한국 다이버들의 안전하고 쾌적
한 다이빙에 마레스는 다시 한 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틀 간의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마레스의 좋은 제품들을 보다 좋
은 조건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담당 및 본사의 담당자들과 장시
간의 미팅을 가지며 작년과 올해, 한국 다이빙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

7.	앞서 서술한 요구 사항들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마레스 제품들은 유통사가

시키고 마레스가 한국의 다이빙 산업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소유한, 본 규정을 따르는 웹사이트에서만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된다. 소위 인터

는 공감대 속에 많은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질적인 진행 방향

넷 상점과 제3자의 다른 유통처를 통한 유통은 언급된 표시 기준에 부합하는 경

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에만 허용된다. 이것은 또한 언급된 웹사이트의 내용이 유통사의 웹사이트와

또한 마레스와 SSI가 상호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성 방식에서 통합될 때에 적용된다. 마레스 제품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본사와 한국 각각의 입장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는 점차

하고 유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8.	신제품 출시에 있어 보안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를 제품의 공급 가능
성과 관련하여 오해를 살 위험을 피하고 생산에서의 부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통사는 이러한 제품을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며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마레스
가 확인할 때까지 마레스 제품을 발표, 전시 또는 판촉해서는 안 된다.
9.	유통사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마레스 유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관련된
문서의 사본 제공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에 일치한다는 각각의 상황을 마레스

이번 미팅에서는 전통적인 팀 빌딩 행사로 각종 양념의 이름을 맞추는 행
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이버의 취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이를 바로
인식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마레스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더욱 확고히 한국 다이버들에게 최적화
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알리고 보고하여야 한다.
10.	인터넷 또는 매장 유통을 하는 국가에서, 유통사는 마레스에 의해 승인된 서비
스 센터와 이에 따른 부품 창고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서비스 센터 및
창고와 각각의 협정을 맺도록 한다. 이 협정은 마레스 제품에 대한 적절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서비스로 인한 제품 손상이나 최종 소비자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판과 서비스 센터는 자유롭게 협정의 조건에
합의한다. 총판은 웹사이트상에 서비스 센터의 주소를 명기한다. 인터넷 유통사
는 마레스 유통사에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사업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고
지하여야 하며, 마레스 유통사의 인정된 서비스 센터를 고지하고 공인된 서비스
센터 없이는 마레스 제품을 나타내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유통사는 필요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를 기록하고 있음을 마레스 측에 알려야 한다. 유통사는
제품 리콜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일련 번호와 최종 소비자의 주
소와 같은 자세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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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2015 카탈로그 출시

www.woojungsa.co.kr / www.oceanickr.co.kr

(주)우정사/오션챌린져에서는 2015년 시즌을 앞

Motion과 올해 최초로 국내 카탈로그에 등재된
CASIO의 수중 통신기 Logosease 및 커머셜 장

/ATOMIC/CASIO/Light & Motion 등의 상품을

비 KMDIS의 순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담은 언더워터 카탈로그와 물안경, 스노클링, 스

수영과 물놀이 여가에 관한 아이덴티티를 베이

킨 핀 등의 상품이 소개된 서페이스 아웃도어 카

스로 하고 있는 서페이스 아웃도어 카탈로그에

탈로그를 출시하였다.

는, 프로페셔널 고글 브랜드 VIEW를 필두로 워터

각각의 카탈로그는 독립된 사업 영역을 특화하여

레저스포츠로 대중화되고 있는 스노클링 브랜드

등재 상품과 분위기를 시장성에 맞게 디자인되었

REEF TOURER와 고급 사양의 TUSA SPORT,

다.

TUSA의 수영 전용 핀 등의 상품이 등재되어 있

먼저 언더워더 카탈로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다. 또한 각종 액세서리와 래시가드, 방수 가방

과 서정적인 느낌을 살린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

등의 패션 아이템까지, 언더워터 상품과는 분명
차별화된 성질의 색깔을 띠고 있다.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의 카탈로그는 다이빙 센

는 OCEANIC의 하드장비, 하이퀄리티 호흡기

터와 리조트 및 교육단체, 수영 전문점 등에서 확

ATOMIC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테크

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 볼

니컬 브랜드 HOLLIS, 심플한 디자인의 Light &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6길 17 삼일빌딩 2층
TEL: 02-478-7273 FAX: 02-478-6174
www.oceanickr.com

서 울 본 사: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4가길 32
하남사업소: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 207번길 66-3
TEL: 02-430-0678 FAX: 02-6499-1838
www.woojungsa.co.kr

서 울 본 사: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4가길 32
하남사업소: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 207번길 66-3
TEL: 02-430-0678 FAX: 02-6499-1838
www.woojungsa.co.kr

designad by design egg

한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전반부는 다채로운 컬
러를 자랑하는 TUSA의 스킨장비와 무게감 있

DIVING GEAR COLLECTION 2015

두고 언더워터 브랜드 TUSA/OCEANIC/ HO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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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ADI 강사되기 프로젝트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정규교육 : 9월 5일 시작 주말반 (11일)
- 크로스오버 : 9월 19일 시작 주말반 (7일)
IE(강사시험 - 한국) 10월 24~25일

IDC(강사개발교육 - 필리핀)
- 정규교육 : 9월 24일~10월 2일 (9일)
- 크로스오버 : 9월 28일~10월 2일 (5일)
IE(강사시험 - 필리핀) 10월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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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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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 / 해성
SCUBAPRO 전국 지정점 안내

SCUBAPRO 인스트럭터 장비 세미나

해성에서는 SCUBAPRO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다이버들의 원활한 수리서비

지난 6월 27일(토) 충남 아산 스쿠버원(대표: 전영조)에서 6명의 소

스와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정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정

속강사들의 인스트럭터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는 오전/오

점은 많은 경험과 수리공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다이빙 산업의 선

후로 나뉘어 호흡기의 작동원리 설명과 분해&조립 체험으로 이루어

두에 있는 인증받은 전문가들이 운영한다. 본 지정점들은 SCUBAPRO의 정

졌으며, SCUBAPRO 호흡기를 사용하고 계신 강사님들의 장비 점검

식 수리부속을 제공받는 업체들이며, 정확한 규정과 절차로 수리를 진행하

까지 할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다.

고 있다. SCUBAPRO 제품의 수리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각 지역 지정

각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김도현, 정영길,

점에 문의 부탁드린다. 또한 본사 A/S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천섭, 김만철, 송재영, 박태진 총 6명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SCUBAPRO 제품을 사용하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서

본 세미나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준 SSI 전영조 트레이너에게

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이브트리
다이브포
리쿰
스쿠버엔지니어링
씨혼다이브
익스트림레저
씨넥스솔루텍

김용진(02-422-6910, 010-5216-6910)

비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많은 센터 대

정주환(070-8878-2617, 010-7107-2617)

표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일정 및 문의사항은 02-6959-86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14-23 2층 201호, 00760156@naver.com
이원교(070-7776-5288, 010-3542-528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5 지하1층, 01035425288@nate.com
이동준(02-6010-0007, 010-5488-5347)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7, 202, leo@scubaeng.com
박재우(070-4880-1781, 010-8764-47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6 예원빌딩 2층 202호, rajas11@hanmail.net
양용석(02-488-1391, 010-3891-193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5-13 건창빌딩 지하1층, ysj0327@yahoo.com
임응순(02-572-4522, 010-8997-7056)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4길 22 1층, seanex2012@gmail.com
장철기(070-4113-1345, 010-3691-1345)

CEO DIVING

스쿠버인포
아쿠아마린
아이눈
가람블루홀
GNS레포츠
TK레포츠
부산스쿠버
아카데미
스쿠버맥스
씨멘스클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2-6 가동 2층 203호
black-jck@hanmail.net
이호빈(070-7528-7408, 011-236-892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0-9 2층, hobin7@nate.com
한민주(02-425-1501, 010-5474-2225)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 6 2층, scubain@naver.com
이달우(02-423-2110, 010-7414-21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58, ldw1010@nate.com
박우진(031-246-4934, 010-4631-49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9번길 3, ebluehole@gmail.com
강종진(070-4025-2984, 010-8442-9292)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4 1층, k8512@naver.com
도현욱(053-762-0528, 010-3802-64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61 2층, doscuba@hanmail.net
박복룡(051-503-8896, 010-8384-8837)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73, just3477@naver.com
우영현(051-625-5100, 010-8781-922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0-4 2층, scubamax@naver.com
이강호(051-403-6306, 010-3578-3987)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46-8, mi40636@yahoo.co.kr

[신규 지정점 등록업체]
GULL스포츠
팍스스쿠바하우스
전남 오션수중개발
경남수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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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해성에서는 단체와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강사들의 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3-3 1층, ygoll@divetree.com

장인환(02-478-8001, 011-277-885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61-12 3층, gull@gullsports.com
박철웅(033-673-6887,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gostsky@naver.com
김명신(061-642-0607, 010-6387-5090)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1길 2 1층, oceanuw@naver.com
안광모(055-275-6000, 010-9287-038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31-7 38/2, badatour1@daum.net

로 연락 부탁드린다.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The Dept. of Marine Commercial Diving
해양산업기술개발인력 1%, “바다에서 미래를, 바닷속 해결사”
- 산업잠수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잠수 및 스쿠버잠수 기술,
해난 구조 및 응급처치, 일반 해양 산업 및 수중토목 기술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이론 및 실기를 통해 익혀 산업잠수 및
해양레저 전문 기술인을 양성
- 수영장, 잠수 풀장, 태종대 감지 해변, 기타 잠수 현장 등
교외수업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수중 구조물 및 선박하부 상태 촬영 및 조사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 및 교체 인력 양성
- 수중측량, 해양기술개발, 수산 광물자원 개발 등의 해양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 해양 레저 산업, 잠수장비 제조 및 필드 테스터,
스쿠버 리조트 관련 기술 인력 양성
- 수상안전, 아쿠아리스트, 응급처치,
인명구조 관련 수상안전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
- 해난구조, 수중토목, 수중 구조물 설치,
선박 접안 시설, 항만 준설 및 암파쇄 등의
수중 시설 시공 분야 전문가 양성

•학과장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 사무실
051-540-3869

스쿠바다이빙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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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굿다이버 서비스

◆	PADI 전과정 교육가능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강사교육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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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렌털 시스템(세미드라이슈트, 다이브컴퓨터,
도수마스크, 사이드마운트 포함)
6. 굿다이버 T-셔츠 제공(해양실습 시)
7.	다이빙 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8. 로그북용 스티커 제공
9. 방풍점퍼 무료렌털
10.물고기 빙고판을 완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 화 064-762-7677
www.gooddiver.com
http://cafe.naver.com/gooddiver 휴대폰 010-3721-7277

Q. 교육시간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

●

스쿠버다이빙 트레이너
스쿠버다이빙 강사
스페셜티 강사 트레이너
EFR(응급처치) 자격보유(심폐소생술, 인명구조)
산업잠수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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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잠수
부샤(Beuchat) 리페어 세미나
부샤 아시아 담당자 Emmanuel Lucien Anguille이 서울에 방문하여 해왕잠수 본사에서 리페어 세
미나를 진행하였다. 금번 세미나에는 전국적으로 다이빙 샵, 강사님들께서 참석해주었다. 세미나
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소개, 신형 모델, 테크니컬 전용부터 다이브센터 전용 모델까지, 모델별 특
징, 장점, 부샤만의 특허 기술, 기술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호흡기 분해, 조립 등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샤 호흡기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부품이 간
단하며 장비 공구나 부품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 많은 다이브샵에서 사후관리를 선호하는 이유
를 알 수 있었다. 리페어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부
샤 장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
로도 부샤 리페어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부샤는 프랑스 브랜드로 1934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브랜드이다.
부샤(Beuchat)는 창립자인 조지 부샤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부샤의 ‘품질 최우선’ 원칙은 가족
경영 철학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품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로 86주년을 맞이하였으
며 1934년 최초로 네오프렌 슈트 ‘타잔’의 개발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부샤만의 특허 기술을 보
유한 브랜드이다. 현재 공식 달러를 통해 전 세계 총 90개국의 다이버들에게 우수한 장비를 공급
하는 글로벌 선도 브랜드이며, 국내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해군, 특전사 등 관공서에 공급하면
서 국제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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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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IDC
최송이, 변성호, 성종운, 한재득 강사 후보생과 이재한 IDC 스태프 강사가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Diver Acquisition & Retention’ 수상

스태프로 참여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5년도 세 번째 IDC가 있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 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자 PADI TEC

었다.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2013년 대비 2014년에도 엔트리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GO 강사’ 교육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레스큐,

레벨의 교육생 배출 수, 그리고 그 이상의 연속 교육 교육생 배출 수가 고

다이브 마스터 코스를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IDC를 시작한 강사 후보생

도의 성장률을 보여 PADI ASIA PACIFIC으로부터 ‘Diver Acquisition &

들과, 멀리 호주에서 ‘디퍼 다이브’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자 온

Retention’을 수상하였다.

강사 후보생으로 구성된 이번 IDC는 매우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교육 시설의 최적화, 최상화, 한국인에 맞는 식사 서비스, 등급과 레벨에

이들 강사 후보생들은 7월 17~18일에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열린 IE를 통

맞는 맞춤식 다이빙 오퍼레이션, 중부 필리핀 최대 규모의 수영장, 경험 많

과하여 모두 PADI 강사가 되었다. 최송이, 변성호 강사는 계속해서 ‘디퍼

은 유능한 강사진과 다양한 교육 시스템, 필리핀 직원들의 성실함, 친절함,

다이브’의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트레이너 프로그램과 텍 다이빙 코스를

전문성 등의 차별화된 전략들이야말로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의 다이버

이수하고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강사 생활을 할 계획이다.

를 교육시키고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성장 요인이라 하겠다. 앞으로

다음 정규 IDC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강사 후보생들을

더욱 더 성장하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건승을 기원한다.

위한 사전 교육은 9월 21일부터 가능하다. PADI 강사에 관심이 있는 강사
후보생들의 많은 문의를 바란다.
문의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페이지 www.deepper.co.kr
인터넷 전화 :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ID : hanbuty

2015년 10월 1~11일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 일정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2015년 10월 12~13일 이틀간 보홀 팡글라오
섬에서 열릴 PADI 강사 시험 대비 IDC를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른 단체로부터의 크로스 오버를 하는 강사들이나 미리 사전 교육을 통
해 기초를 확실히 다질 강사 후보생들을 위한 IDC 사전 교육은 9월 21일부
터 열릴 계획이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서 11년 동안의 성공적인 비즈니
스의 노하우와, 강사가 된 후의 진로와 취업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가
장 큰 장점이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 많은 강사 후보생들의 지원을
바란다.

216 |

‘디퍼 다이브’의 건물 증축

Diving Pool Paradise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리조트 내 수영장 옆
공터에 교육생과 펀 다이버들을 위한 신축 건물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3층 건물로써 1층 객실 2개에는 어린 자녀들과 같이 온 부부들을 위해 퀸 사이
즈 더블 침대가 2개씩 세팅되었고, 2층 객실 2개에는 성인 3~4명이 함께 지
낼 수 있도록 퀸 사이즈 더블 침대가 1개, 싱글 침대가 2개씩 세팅되었다. 3층은
IDC 교육생들을 위한 공간
으로서, 10여 명을 함께 교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다이버들과 교육생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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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

수면 / 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육할 수 있는 대형 교육실
하나, 장비와 기자재 보관실
하나와 직원 강사 숙소 1실
이 만들어졌다.
항시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고 즐겁게 다이빙과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노
력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신축 건물의 훌륭한 완공을
기대해 본다.

DPV를 이용한 TRIMIX 탐사 다이빙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장태한 대표와 대표 강사인 이재한 강사는 지난 5월 29
일~6월 1일, 6월 6~7일간 두 번에 걸쳐 팡글라오 섬과 발리카삭 섬 일대에서
수중 스쿠터(DPV)와 트라이믹스 가스를 이용한 대심도 다이빙 탐사를 실시하였
다. 팡글라오 섬과 발리카삭 섬 일대의 숨겨진 텍 포인트의 발견과 탐사, 그리고
심해에 빠뜨린 물건에 대한 수색과 인양이 주 목적이었다.
65m에서 25분, 70m에서 22분, 80m에서 40분씩 2번, 100m 20분씩을 바닥 수
심에 있으면서 정밀한 탐사 및 탐색을 실시하여,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볼
수 없는 상어 서식지를 발견하고 트라이믹스 가스를 이용한 대심도 다이빙의
노하우와 경험을 증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다음 프로젝트는 80~90m의 수심으로 발리카삭 섬을 트라이믹스 가스와 DPV
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아보는 계획이라고 한다. 항상 도전하는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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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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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다이브
Ikelite korea 셀프 리페어 세미나
50여 년의 방수하우징 역사를 가진 Ikelite의 한국 에이전트인 InnovativeDuo
International에서 스쿠바미디어 구독자 6명과 함께 지난 6월 17일 방수하우징 관
리요령과 비상시 대처요령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 만으로 소중한 장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3
시간의 세미나에 수고해주신 김병수 대표에게 감사말씀을 전한다. 이후 9월 9일
저녁 7시부터 2차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김수열 강사(02-60125998)에게 전화로 가능하다.

기타 소식
정상근 교수외 27인의 똑딱이 수중사진가들 기부금 전달
정상근 교수외 27분의 똑딱이 수중사진가들이 똑딱수중사진전시회를 통해 발
생한 수익금 전액을 수중레저연합회에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철폐를 위한
활동기금으로 기부하였다.
기부금은 김준연, 이재희, 홍선기님이 우대혁 위원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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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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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2015 PADI 비즈니스 세미나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2015년 6월 9일(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 세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실

미나실에서 Shuichi Kobayashi(PADI 일본 지역 매니저), 김부경(PADI 한국

및 잠실 수영장에서 Colin Melrose(Manager, Instructor Development,

지역 매니저), 김진관(PADI 한국 지역 컨설턴트)에 의해 2015년 PADI 비즈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의 주관으로 PADI 강사개발 업데이

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영희 하니스(Young Hee Haniss,

이번 비즈니스 세미나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Member Liaison, Korea, Training & Quality Management at PADI Asia

나가기 위해 PADI 아시아 퍼시픽 일본 지역 매니저인 Shuichi Kobayashi

Pacific)와 김부경 지역 매니저(BooKyung Kim, Regional Manager, Sales

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and Field Services) 및 김진관 한국지역 컨설턴트(Jimmy Kim, Regional

현재 다이빙 산업이 활발한 일본에서 약 10년에 걸쳐 이뤄왔던 콘텐츠를 기

Consultant, Sales and Field Services)가 함께하였다.

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명의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26명의 IDC 스태프 강사들까지 총

1. 일본의 마켓 트렌드 소개

47명의 PADI 강사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였다. 2015년에 새롭게 출

2. 도심형 센터의 성공적인 프로모션 사례 소개

시 된 PADI 디지털 제품들과 오픈워터 개정판(한글)의 스킬 소개 및 강사

3. 일본의 새로운 다이브 패키지 투어 상품 개발

개발과정의 평가와 마케팅에 대해 설명하고, 수영장에서 실질적인 스킬 연

4. 실버 세대 마케팅

습 및 강사개발 평가 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5. 일본인 다이버 유치(체험 다이빙, 펀 다이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영장에서의 연습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업데

6. 디지털 제품들 & 온라인 프로세싱 센터

이트가 진행되었으며, 개정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의 새로운 스킬 시범으

다이빙 산업에서 활동적인 18개의 PADI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에서 PADI 코
스디렉터 및 강사들을 포함하여 29명의 PADI 멤버들이 참가하였고, 지속적
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세미나를 통해 한국
다이빙계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란다. 2015년에도 PADI 아시아 퍼
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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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ADI강사 시험을 위한 강사 개발과정에서의 평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업데이트에 참가한 모든 PADI 강사님들과 원활한 업데이트 진행에 도움을
주신 잠실 수영장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5년 6월 27~28일

이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015년 6월 PADI 강사시험을 ‘울진 해양 레포

이머저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츠 센터’와 ‘울진 잠수’에서 지난 6월 27~2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코스가 7월 1일(수) 올림픽 파크텔에서 영희 하니스(Young Hee Haniss,

이번 강사 시험에는 심윤길, 박문진, 김한진, 나서여, 류성문, 이국재, 전

Member Liaison, Korea, Training & Quality Management at PADI Asia

진, 신동문, 김종호, 신지훈, 민경호, 유지현, 주의영, 강동희, 박선욱, 신태

Pacific)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에는 신명

근, 김영호, 문수정, 탁세홍, 빈수홍, 정아형, 신성일, 박종서, 김승식, 송봉

수, 신동헌, 배기병, 박균채, 조인호, 이현수, 이재민, 고재란, 민병민, 권성돈

재, 곽희찬, 노승현, 황형식, 조창기, 김경수, 이연재 총 31명의 강사 후보생

총 10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들이 참가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성적으로 EFR 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

Colin Melrose, 영희 하니스 씨가 수고해 주었다.

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일 것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강사

-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을 것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을 것)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와 ‘울진 잠수’

-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을 것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하니스(youngHee.
haniss@padi.com.au) 측으로 하면 된다.

공지사항(Notice)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5년 8월 29~30일
장소 :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EFR 강사 트레이너(EFR Instructor Trainer) 코스
일시 : 2015년 9월 1일(화) 오전 8시
웨비나 일정 안내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2015년 7월 9일(수) 오후 2시
동등 자격 레벨 웨비나 – 7월 14일(화) 오후 2시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5년 3분기(Training Bulletin LIVE - 3Q15 Korean) - 2015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안내
일시 : 2015년 9월 5일(토)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상 : PADI 다이버라면 누구나
내용 : 	저녁 만찬, 다이버 콘테스트, 장기자랑, 2014년 최다 스페셜티 라이
선스 취득 다이버상, 최다 스페셜티 라이선스 발급 강사 & 다이브
센터 리조트상
예약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로 문의(www.padi.co.kr 참조)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다이브 리조트

다이브 센터

다이브 스테이(S-24874)
대표 : 신민국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35
전화 : 010-6390-3492

스쿠버 칼리지(S-24825)
대표 : 이성복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전화 : 070-8888-5971

에코 다이버스(S-24875)
대표 : 임영훈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1
전화 : 010-9537-3373

GNS 레포츠(S-24839)
대표 : 강종진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4
전화 : 070-4025-2984

블루버블(S-24876)
대표 : 김봉기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출로 255번길 11
전화 : 010-9134-7470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S-24873)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
전화 : 054-781-5115

스쿠바 M(S-24884)
대표 : 김종국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35
지하 1층
전화 : 010-8567-0254
브라더 다이버스(S-24885)
대표 : 박승호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서길 76
전화 : 070-4643-5282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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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SCUBA NORITER 건국대 체육교육과 OWD 과정 개최

SSI 메카트로(대표 이용주 IT) 재능기부

SSI의 딜러 스쿠바 놀이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건국대학교 체

스킨스쿠버 다이빙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는 SSI 딜러가 있

육교육과 전공수업으로 SSI 오픈워터 과정을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 SSI 소속 딜러 메카트로(대표: SSI 트레이너 이용주)는 2012년부터 사

SSI 구자준 강사(SSI DCIS 강사, 한체대 교육대학원 석사)와 김승기 강사

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다이빙을 통한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5

(SSI OWI,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체육교육과 전

월과 6월에는 복지법인 ‘신망원’과 ‘우리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용인 아르

공수업의 일환으로 스킨 스쿠버 교육을 새로 도입된 SSI의 디지털 EMS

피아 풀장에서 이론교육과 제한수역 교육을 진행하였다. 센터 대표 이용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교재를 통한 이론교육 이후 올림픽수영장에

주 SSI 트레이너는 스쿠버다이빙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응과 행복한 자립’

서의 제한수역교육, 강릉 사천 바하마다이브리조트에서 개방수역 해양실

이라는 모토로 재능기부를 진행해 왔으며, 센터소속 강사들은 물론 많은

습을 완료하였고, 이번 교육을 통해 체육교육과 학생 15명이 SSI의 OWD

타 단체 다이빙 강사들에게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다.

자격을 취득하였다.

SSI KOREA 국내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추가 확보
SSI 프리다이빙 딜러 머맨의 임정택 대표는 지난 2월 꼬따오에서 열린 트
레이너 세미나(ITS)에 참가하였고, 이번 6월 이집트 다합에서 실시된 ITC
과정에 어시스턴트로 참가하면서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였
다. 이로써 SSI KOREA에서는 국내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를 추가 확보하
게 되었으며, 임정택 트레이너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SSI 프리다이빙 트레
이너 1호로서 국내에서도 자체 프리다이빙 강사양성 과정(ITC)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정택 트레이너의 자격 업그레이드를 축하하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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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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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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2015년 1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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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경기도가 주

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동굴 다이빙을

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열린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

실시하였다.

였다.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SDI/TDI/ERD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이번 원정은 권혁기 트레이너가 1년 전부터 전체 일정을 계획하여 준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글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안 등을 선

하고 본부의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백주경, 임경

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

택, 임선희 강사와 오상준, 안병모, 윤태원 회원이 참가하여 교육 커리큘

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럼과 다이빙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시노테에서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회 역시 국내/외 센터 및 리조트와 공동개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참가업체(가나다순)
강재철(아닐라오 킹콩 다이브리조트)

권경혁(세부 씨홀스 다이브리조트)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30일(토)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참가

김도형(서울 텍포유)

김민석(두마게티 킴스 다이브리조트)

중에 소속 강사와 트레이너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김종환(추자도 다이브리조트)

백승균(서울 골드피쉬)

세미나 주제로는 2014-2015년도 활동 현황, 연안사고 예방법, 변경된 규정

성재일(서울 아쿠아텍)

양경진(세부 써니 다이버스)

및 정책 방향, 새롭게 출시된 매뉴얼, 교육자료와 상품 등의 내용들이 다루

오경철(서울 오머코리아)

오혁진(인천 골드피쉬)

오형근(강릉 인투더씨)

이명욱(텍라인 코리아)

어졌다.

이충환(포항 블루오션 다이브리조트)

정용선(세부 뉴그랑블루 리조트)

정준연(팔라우 제임스 다이브)

최태영(아닐라오 샤크 다이브리조트)

한영호(세부 니모 다이브리조트)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과정 - 공군 항공구조대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 항공구
조대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SDI/TDI/ERDI 부스를 방문하는 모든 강사들에게 SDI

본 일정에는 이론교육과 제한수역 교육이

신상 티셔츠를, 업데이트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강사들에게 TDI 신상 티셔츠

실시되었으며 개방수역 과정은 7월 20일

와 로고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부터 24일까지 강릉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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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 장학생 강사 9기 과정

SF2 재호흡기 과정 실시

장학생 강사과정은 SDI/TDI/ERDI KOREA에서

SDI/TDI/ERDI KOREA에서는 7월 1일부터 3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 양성

일까지 필리핀 아닐라오 킹콩리조트에서 SF2

을 위해 국내/외 대학생(Divemaster)을 대상으

CCR 과정을 개최하였다.

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과정으로써, SDI/TDI

이번 과정은 새로 출시된 SF2 재호흡기 과정으

강사 과정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새

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강재철, 정

롭게 개편된 이래 2007년부터 매년 성공적으로

민수, Louise Chau 등 3명이 참가하였다.

개최되어 왔다.

SF2 재호흡기는 독일에서 제작되고 백마운트와
사이드마운트 방식을 혼용할 수 있는 등 다양
한 장점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재호흡기이다.
SDI/TDI/ERDI에서는 기존의 재호흡기 강사들
에게 SF2 강사 크로스오버 교육을 적극 실시하
고 있다. 또한 7월 4~8일까지는 필리핀 아닐라
오 킹콩리조트에서 이볼루션 재호흡기 강사 과
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홍콩의 Louise
Chau 트레이너가 참가하여 여성으로는 드물게

이번 과정에는 경기대, 군산대, 대구카톨릭대,
명지대, 선문대, 연세대, 충남대, 한서대, 한양
대, 홍익대 학생 15명과 윤형준, 양승훈 트레이
너, 박장혁, 정민수 강사가 스태프로 참가한 가
운데, 일정 동안 SDI 강사 교육/평가, CPR/First
Aid/산소응급처치 과정, TDI 나이트록스 강사
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재호흡기 강사가 되었다.
Louise Chau는 어드밴스드 혼합기체 CCR 다
이버로서 작년에 이미 이볼루션 재호흡기를 사
용하여 100m까지 다이빙한 경험이 있다.
재호흡기 강사과정은 최소 100시간 이상의 재
호흡기 경험과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강사가
사전조건이다.

#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
비 전액 지원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등록비 전액
지원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예정 사항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ERD 과정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8월 28일(금)부터

SDI/TDI/ERDI에서는 2015년 9월 6일부터 13일

9월 2일(수)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어드밴스드

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실

나이트록스, 감압절차,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

시할 예정이다.

빙(ERD)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TDI/ERDI 에서는 2015년 9월 3일(목)부터 5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일(토)까지 필리핀 세부(장소 미정)에서 재호흡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의 자격 제한에 맞추어 다이

최상위 등급이다.

빙하게 되므로, 재호흡기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은 본부로 문의/접수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부 :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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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BSAC 신규 센터

제151차 강사과정 완료

원데이 투탱크(최연진, 울산 동구) 010-9073-8537

지난 5월 22~25일까지 양양의 플리퍼 다이빙 센터(BSAC 강사교육센터,

ATO RESORT(김성수, 필리핀 아닐라오) +63-906-447-7277

장동국)와 Pax Scuba(BSAC 다이버교육센터, 박철웅)에서 오픈워터 인스
트럭터 훈련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5명의 강사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스태프로는 박종섭(NI), 김한(IT), 최우집(IT), 장
동국(IT), 이민수(AI) 등이 도움을 주었다.

한국다이빙엑스포(KDEX)
BSAC Korea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3
회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했다.

BSAC Korea 울릉도 해양 훈련장 개설
경북 울릉도 현포에 사단법인 한국해양영토협회와의 업무협정으로 BSAC
Korea에서 상설로 직영 운영하는 울릉도 다이빙 훈련장을 개설했다.

2015-2016 센터 및 강사 등록 갱신 안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센터 및 강사들
을 대상으로 등록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강사들은 본부나 강사 활동 인근

새로운 강사용 C-card 디자인 변경

지역의 등록 센터를 통하여 강사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각 센터의 연
락처는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추후 개별 안내될 수 있다.

강사 갱신 기간과 맞추어 새로운 디자인의 카드 제작 및 발급이 시작된
다. 이번에 새로이 제작되거나 다시 제작되는 C-card는 전체 강사 등급
의 카드이다.

스포츠 다이버 키트의 변경
8월 1일부터 새로 출간된 안전과
구조 매뉴얼이 기존의 스포츠 다이
버용 교재 키트에 기본으로 추가된
다. 이번에 추가되는 안전과 구조
매뉴얼은 기본적인 스포츠 다이버
를 위한 과정의 지침서로 사용되는
학습서 외에 참고서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포츠 다이버에 부합
하는 각종 SDC의 과정에 대한 안
내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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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대학생 강사과정 완료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양양의 플리퍼 다이빙 센터(BSAC 강

있다. 올해로 8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

사교육센터, 장동국)와 아쿠아 갤러리(BSAC 프리미어 교육센터, 임창근),

영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Pax Scuba(BSAC 다이버교육센터, 박철웅)에서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훈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홍보물

련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사전에 IFC를 마친 대학생 강사후보생 5명이 함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께 참가하여 강사해양훈련과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스태프

[마감] 2015년 10월 15일까지

로는 박종섭(NI), 임창근(AI), 장동국(IT), 이민수(AI), 김한(IT), 최우집(AI),

[대상]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윤상필(OWI) 강사 등이 참가하여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접수] 파일 온라인접수 : 웹하드 업로드
(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출품 수] 접사 : 두 작품, 광각 : 두 작품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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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15년 경기 국제 보트쇼 참가

IANTD KOREA 여름 캠프 안내

IANTD KOREA는 지난 5월 28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국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도 금능리 위치한 수중산책에서 여름 캠

보트쇼와 함께 열린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였다. 전시회에는

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는 어드밴스드 렉 다이빙 교육 및 사이

많은 다이버,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방문하였다. 총 6개 부스 규모로, 황영

드 마운트 강사 트레이너, DPV 강사 과정이 열린다. 관심 있는 다이버들

민 강사 트레이너가 같이 부스를 운영하였다. IANTD의 교육 프로그램 소

은 IANTD KOREA 본부로 문의 바란다.

개와 배관 파이프로 제작한 마네킹을 이용, 재호흡기와 사이드 마운트 장
비 사용법에 대하여 전시하였다.

IANTD 로고 강사 폴로T와 라운드 티셔츠 출시
IANTD 로고 트레이너/강사 폴로 및 라운드 티셔츠를 제작·출시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업데이트 및 산소공급자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색상은 파란색이다. 라운드 티셔츠는
일반 쿨맥스 원단보다 조금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검정 라운드 티

지난 한국다이빙엑스포 기간 중(5월 29일)에 강사 트레이너 업데이트와

셔츠와 같은 형식으로 파랑 색상에 흰색 글씨를 채택하였다.

산소 공급자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홍장화 부회장이 진행
하였으며 고석태, 김창제, 김창환, 서재환, 오현식, 유근목, 정영환, 황영
민, 황영석 강사 트레이너가 참여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파워포인트
와 각종 로그북(레저, 테크니컬, 재호흡기)을 소개하였고, 업데이트 내용
은 지속적인 한글화 작업을 통해서 멤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해부터 IANTD 산소공급자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산
소공급자 강사 과정 및 다이버 과정은 강사와 강사 트레이너들에 의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IANTD 강사 트레이너/강사 티셔츠

IANTD 로고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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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스쿠버 욕지도 투어
마리오 스쿠버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욱 강사는 지난 6월 28일(일) 다이빙 투어 전용 버스를 이용
해서 14명의 회원과 통영 욕지도 해양 대국 리조트로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날 동해바다의 파도
가 높아 다이빙은 하지 못하였으나 욕지도는 날씨도 좋고 수중 시야 또한 매우 좋았다고 한다.
해양 대국 리조트는 욕지도의
단 하나뿐인 리조트로서 다이
빙, 숙박, 식사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통합 리조트이다. 마
리오 스쿠버와 해양대국 리조
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IANTD 멤버 여러분의 많은 관
심 부탁드린다.

강사 트레이너 강습
지난 7월 6~11일까지 제주 금능 마린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사 트레이너 강습을 진행하였다. 강
덕권(그린스쿠버), 김영삼(IANTD KOREA)이 참석하였다. 홍장화 부회장과 강신영 박사(한국해양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을 맡았으며, 김창환 강사 트레이너가 스태프로 참가하였다. 2015년 6
월에 변경된 영문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많은 실질적인 내용이 수정 혹은 추가되었다. 검수한
영문 기준과 절차는 400쪽 이상으로 인쇄한 후 멤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5 July/August

| 229

NEWS IN DIVING

PDIC / SEI / YMCA
SEI-PDIC 국제본부 ADEX 참여
미래 PDIC-SEI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할 우수한 지도 강사가 탄생하였다.

부산, 경남지역 대학교 YMCA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 강습회

김상민, 이동식, 정현민 강사가 그 주인공이다. 세 사람은 레스큐, 장비서비

부산, 경남 지역의 한국해양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마산대학교, 동원과학

스, 드라이슈트, 응급처치 스페셜티 강사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100여 시간

기술대학교, 동의과학기술대학교 등 관련학과 및 일반 대학생 84명이 참여

의 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도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 YMCA 제49회 인명구조요원 자격과정 강습회가 지난 6월 20일부터 7
월 5일까지 창원실내수영장과 한국해양대학교 수영장에서 개최되었다. 수
상인명구조 전문요원으로 거듭난 대학생들은 여름철 해수욕장과 수영장,
수상레저스포츠, 워터파크 등지에서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수상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PDIC-SEI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다이버 궐기대회
대한민국의 올바른 수중레저의 활성화를 위해 PDIC-SEI ASIA는 지난 6
월 17일, 수중레저산업을 붕괴시키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악법 철폐를
위해 전국 3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
YMCA 응급처치 CPR & AED 전문 강사 과정 개최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졸업예정 3학년 48명을 대상으로 YMCA 주관의
전문안전지도자과정 서울 YMCA 응급처치 CPR & AED 강사 양성과정을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일과정으로 진행하였다. 48명의 참가자가
전원 자격취득 조건을 만족시키고 수료하였다. 수료자들은 졸업과 함께 응
급처치 CPR & AED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PDIC-SEI-YMCA 멤버 팸투어 모집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PDIC-SEI-YMCA 한국 본부에서는 필
리핀 아닐라오에서 멤버를 위한 하반기 팸투어를 시행한다. 바탕가스 아닐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 강습회

라오는 마닐라 공항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저한

서울 YMCA에서는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 73명을 대상으로 7월 13

해양관리로 많은 산호와 어종이 잘 보존되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중

일부터 17일까지 남해 송정솔바람 해수욕장에서 YMCA 구조수영 수료과정

에서도 마크로 다이빙으로 유명한 포인트들이 많아 365일 다이버의 발길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 강습회를 진행하였다. 일상에서의 수상안

이 끊이질 않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몬테칼로 리조트(대표: 손의식 트

전과 개인생존수영, 구조수영, 인명구조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양

레이너)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강사 및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맞춤형 강습회를 운영하였다. 류지한, 김영

참가문의 : 정세홍 TR (010-3860-0567)

훈, 조동찬, 임승근, 정찬영, 김홍종, 이영호, 박제민 강사가 수고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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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C
서울 송파경찰서와 국제공인 ACUC 스킨스쿠버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 송파경찰서와 국제공인 ACUC 스킨스쿠

ACUC 황석준 트레이너의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교육 진행

버협회는 ‘진정한 협력치안의 파트너’로서 상

지난 5월 전남 순천에서 활동중인 ACUC 황

호협력을 바탕으로 ‘현장경찰관의 전문성 강

석준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오픈워터 인스트

화’ 및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2015

럭터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최

년 5월 1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환, 조용오, 임기명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경찰관의 응급처치 능

황성준 트레이너의 엄격한 교육을 이수하고

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상호 협력

3명 모두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과정을 취득

및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였다. ACUC에서는 향후 신규 강사들의

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역할을 할

안전하고 멋진 스킨스쿠버 교육 활동을 기대

수 있게 관련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기회제공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CUC는 서울 송

한다.

파경찰서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정한 협력치안의 파트너’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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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TV콘텐츠를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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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E KOREA
네이스 월드와이드(NASE WorldWide)는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산업잠

트레이너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네이스 코리아 정대식 강사와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인증하는 교육기관으로, 미국 플로리다 올

김현철 강사가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랜도 잭슨빌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교육 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바다 훈련

네이스 코리아 정문진 트레이너와 김태건 트레이너의 주관 하에 ITC가 개

장과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네이스 월드와이드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테

최되었다. 이번 ITC에는 김계영 강사, 이오름 강사, 정지희 강사 참석하여

크니컬 다이빙 부문의 Scott Evans(Executive Director)가 한국을 방문하

수원월드컵다이빙 풀과 화성 문화재단 강의실에서 8일 동안 합숙하며 진

여 네이스 코리아 소속 강사들의 크로스오버를 진행하였으며, 네이스 코

행되었으며,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정식 네이스 코리아 소속 스쿠

리아 본부의 발전을 위해 ‘Dive training for a new generation’의 우수

버다이빙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계영 강사는 삼성전자 반도

한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프로그램, 콘텐츠,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

체 근무 당시 다이빙에 입문하여 필리핀에서 약 1년 정도의 실무 경험을

하기로 하였다. 교육 단체 중 가장 먼저 전 과정을 ‘E-learning’화 한 네

쌓고 이번 ITC 과정에 참가 하였으며, 정지희 강사 역시 회사원 출신으로

이스 월드와이드는 네이스 코리아에 온라인 교육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스쿠버다이빙이 좋아 가게 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의 리조트 근무 경험을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존중하여 네이스 코리아의 자체 교

바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육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네이스 월드와이드 CDA에서
는 미국 산업잠수 훈련기관으로 IMCA(International Marine Contractors
Association), ADCI(Association of Diving Contractor International)로부
터 인증을 받아 미국 산업잠수 교육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네이스

연안 안전법 철폐 집회에 참석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6월 17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앞에서 열린 한

코리아에서 산업잠수기술 도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국수중레저연합회 대책위원회 주관의 연안 안전법 철폐 집회에 참석하여

http://www.naseworldwide.org/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앞으로도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연안 안전법의 부
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철폐 서명운동에 앞장서는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트레이너 워크숍
네이스 월드와이드 한국본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트레
이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견 탤런트이자 영화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경철 트레이너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샤크 동호회 회장인 허긍욱 트레이너가 참석하여 전 과정
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또한 ITC 과정에 참여 중인 포스코 크린
오션 봉사단 지수영 강사와 김성필 강사가 최종 인증을 받고 네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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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문화대학교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해양실습과정 진행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백석문화대학교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해양실습과정을 진행하였다. 백석문화대학교 스킨스쿠버 강의는 5주간의 이론교육과 10주간의 스
쿠버다이빙 풀 실습을 거쳐 1박 2일 해양실습을 마지막으로 1학기를 마친다. 이번 실습은 강원도
양양의 38마린리조트에서 진행하였으며, 해양실습 진행은 네이스 코리아 정문진 트레이너, 김태건
트레이너, 한용덕 강사, 조만기 강사, 심재오 강사, 김현중 강사, 김태균 강사, 고호 강사가 수고해
주었으며, 필리핀 세부 PSI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인 백석문화대학교 출신 선배인 김동민 강사가 참
여하여 후배들의 실습을 지도하였다.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스쿠버다이빙 전공수업과 교양수업 진행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6월 4~5일까지 1박 2일 동안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스쿠버다이빙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을 진행하였다.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그동안 이론교육이 중심이었던 수업에
서 관심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기술향상 도모를 위해
학과 이론수업을 5주에 걸쳐 실
시하고 10주간의 수영장 교육
과 1박 2일 해양실습을 진행하
였다. 참가한 학생들 전원이 네
이스 월드와이드의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신규 강사
네이스 코리아 본부에 근무 중인 한강희 강사, 정재박 강사, 오누리 강사가 약 2개월간의 ITC 과정
을 무사히 끝내고 6월 19일 네이스 월드와이드의 정식 강사 인증을 받았다. 한강희 강사, 정재박
강사는 2년 전 정부지원 해외 인턴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에서 네이스 월드와이드 다이버마
스터 과정과 레스큐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에서
약 1년간 인턴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여 ITC 과정에 참여하였다. 오누리 강사는 스포츠레저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4학기의 스쿠버다이빙 강의을 이수하고 수원월드컵다이빙 풀에서 1년여의 해
양실습과 근무경력을 쌓아 이번 강사과정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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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SAI KOREA
폴리텍3대학 산업잠수학과 PSAI 강사 과정

한국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PSAI KOREA는 지난 5월 1~10일까지 강릉 폴리텍3대학 및 양양 남애

PSAI KOREA는 지난 5월 28일(목)부터 5월 31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

스쿠버리조트에서 폴리텍3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학과의 PSAI Open

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5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했다. 4일간

Water Instructor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7명이 지원하여 4명의 PSAI 신규

열린 이번 행사에서 PSAI KOREA는 각종 교육 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사가 배출되었다.

전시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PSAI KOREA 부스에 방문하였다. 이번 행사는
PSAI KOREA 소속 회원님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관람객
들에게 PSAI KOREA에 대해 더욱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소방학교 인명구조사반 PSD
(Public Safety Diver) 교육
PSAI KOREA에서는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1주간 경기도소방학교 인명
구조사반 PSD(Public Safety Diving: 공공 안전 잠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인명구조사 과정 중 수중 구조 및 탐색, 인양 분야로써 소방
구조대원들의 구조 활동 시 대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과정으로, 총 33명이 참가하여 수원 및 용인 일원의 저수지에서 성공적
으로 과정을 수료하였다.

해군 헌병대 수사과(NCSI) ‘수중과학수사기법 PSD
(Public Safety Diver)’ 교육
PSAI KOREA에서는 지난 5월 18~22일까지 1주간 해군 헌병대 수사과
(NCSI)에 ‘수중과학수사기법 PSD(Public Safety Diving: 공공 안전 잠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은 과학수사요원의 수중 사건 현장 감식 시
수중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수중 현장보존,
사진촬영, 증거물 채
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릉
폴리텍3대학과 강원도
양양 남애리 일원에서
시행되었다.

동아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스쿠버 다이빙 수업
6월 22~25일까지 3박 4일간 부산 광안리에서 동아대학교 태권도경호학
과의 스쿠버 다이빙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PSAI Open Water Diver 과

PSAI PSD(Public Safety Diving) 소개
PSAI(Professional Scuba Association International)의 스포츠, 테크니컬,
기술자, 공공 안전 다이빙으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템으로, 모든 교육 과
정은 ISO(국제 표준화기구) - 9001 NO. GB2004465와 IAB(국제 인증 위
원회) - NO. 0044/1에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PSAI PSD 교육 프로그
램은 NIMS(국립 사고 지휘 시스템-ICS - 100~800), NFPA(국립 화재방
지협회), OSHA(직업안전 및 보건 이사회), FEMA(연방 응급 관리청) 기준
하에 제정되었고, 현재 미국 내의 애리조나,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등
12개 주의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에서 공식 채택되어 실행 중인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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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38명의 모든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
로 수료하였다. 참가
자 전원은 새로운 세
계로의 첫발을 내딛으
며, 스킨스쿠버 다이
빙의 매력과 즐거움을
안겨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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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de Photo

Above
water but
marine
related
Photo by 오이환 (F32 그룹 회장)

남쵸 호수
티베트(Tibet)의 남쵸(Namtso) 호숫가에서
등에 태워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는 흰색
야크(yak)와 주민의 모습이다.

남쵸 호수는 호수의 수면이 해발 4,718m 높이에
있는 길이 약70km, 너비 약30km의 염호로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에 자리한
호수이다. 티베트어로 하늘의 호수라는 뜻이며
티베트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 중 한곳이다.

야크는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소이며 고원지대의 주민에게 중요한
가축으로 젖과 고기, 털가죽을 얻고 짐을 나르는
데 이용한다. 또한 나무가 없는 고원지대에서
야크의 똥은 말려서 주된 연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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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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Family Tethydidae 잎갯민숭이 과
크기는 소형부터 대형까지며 촉각은 작고 몸통 내부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 내부에 소화관이 없는 돌기들이 등 면 양옆에 나있고 돌기의
기저부는 둥그나 위로 갈수록 납작하고 넓어지는 잎 형태를 보인다. 몸통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해 유영을 한다.
섬모가 달린 큰 구강으로 작은 갑각류를 먹이로 한다.

201) Melibe japonica Eliot,1913
일본잎갯민숭이 (신칭)
체장은 500mm 정도에 이를 정도로 초대형이며, 연분홍 체색에 흰점들이 산재해 있고 덮개
처럼 생긴 큰 두막에 작은 촉각과 길게 뻗은 족을 지닌다. 몸통 양옆으로 주홍색 테두리가
둘리고 진한 분홍반점이 산재하는 5쌍 정도의 돌기가 나 있고 등 면의
정중앙 아가미돌기 사이에는 말갈기 같은 잔털이 몸통 뒤까지 길게 나 있다.

Jeju Is.

▶ 분포 : 호주의 동부.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300 mm 이상
▶ 촬영지 : 서귀포시 성산포. 섶섬 -15m
▶ 사진 : 우종원. 이운철

202) Melibe papillosa (Philippi,1867)
잎갯민숭이
황갈색 바탕에 진갈색 반점들이 있는 체색이며 몸통의 등 면과
옆면에 작은 돌기들이 나있고 큰 돌기는 측면이 납작한 삼각형태
를 보이며 입은 매우 크고 입 주변에는 잔털이 나 있다. 몸을 파
상으로 움직여 유영한다.

Jeju Is.

▶ 분포 : 인도 태평양 해역. 제주도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제주시 사수항 -4m. 비양도 -13m
▶ 사진 : 김진수. 윤병로. 강주홍. 김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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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Melibe viridis (Kelaart,1858)
초록잎갯민숭이
체장 200mm 이상까지 성장하며 인도 태평양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큰 종이다. 체색변이가 다양하나 대개 반투명 갈색이어
서 해조류처럼 보인다. 측면에 넓은 9개의 돌기가 나 있고, 그물 같은 역할을 하는 큰 구강막이 발달되어 있어, 기어 다니며
끊임없이 오므리고 펴고를 반복하다가 예민한 구강돌기에 작은 갑각류가 인지되면 바로 오므려서 잡아먹는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한국 ▶ 크기 : 체장 80mm ▶ 촬영지 : 경남 남해안

▶ 사진 : PD. 박정권

33. Family Tritoniidae 예쁜이갯민숭이 과
잘 발달된 두막 변두리에는 돌기가 있다. 등 면에는 쌍을 이룬 아가미돌기들이 분지되어 있고, 촉각은 막으로 둘려있고 끝은 분지되어 왕관
모양을 보인다. 찬 바다에 서식한다.

204) Tritonia festiva (Stearns,1873)
예쁜이갯민숭이
체색은 자주, 분홍 또는 유백색이며 등 면 변두리에는 좌우로 8~9개
의 나뭇가지 모양의 아가미돌기들이 있고 중앙부에는 촉각에서부터 각
아가미를 거쳐 뒤까지 백색의 원 모양의 무늬가 있다. 머리에 민감한
두막이 있어 이를 사용해 연산호, 골고니안산호, 팔방산호의 살아있는
폴립을 먹는다. 특이하게 흰 장미꽃 모양의 알집 형태로 산란한다.
▶ 분포 : 알래스카에서 북부 캘리포니아. 일본 중북부. 한국
▶ 크기 : 체장 40mm
▶ 촬영지 : 경북 울릉도. 강원도 강릉. 경남 사천. 전북 군산
▶ 사진 : 김유웅. 이용업. 김홍수. 최성순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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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Tritonia sp.
제주예쁜이갯민숭이 (신칭)
유백색 바탕에 진하고 연한 갈색의 불규칙 무늬가 몸통에 산재하고 등
면의 양측으로 10여 쌍의 돌기가 나있고 끝은 잔가지 형태로 분지되어
있다. 잘 발달된 두막 역시 잔 돌기들이 나 있다.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 사진 : 김병일

Jeju Is.

206) Tritoniopsis elegans (Audouin,1826)
신부예쁜이갯민숭이
체색은 흰색 또는 연노랑 등으로 변이가 있고 등 면은 미세한 돌기들로
덮여 있다.
양측으로 무수한 가지를 친 형태의 돌기들이 각각 12개 정도 나 있다.
일본서 발견된 흰색 개체를 Tritoniopsilla alba Baba,1949 명명했으나
이는 서식지나 먹이에 따른 체색변이가 아니라 종 자체 체색의 다양함
에서 기인되었기에 현재의 학명으로 확정됨.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25mm
▶ 촬영지 : 강원도 동해
▶ 사진 : 강동원

207) Marionia olivacea Baba,1937
올리브예쁜이갯민숭이 (신칭)
불투명한 유백색 체색에 등 면의 중앙부는 오렌지 색, 변두리는 진갈색
의 농포형태의 낮은 돌기들이 산재해 있고 가지 친 아가미돌기들이 6쌍
정도 나 있다.
체장 80mm까지 성장한다.
Jeju Is.
▶ 분포 :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 사진 : 하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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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Family Dotidae 솔방울갯민숭이 과
소형 종으로 가늘고 길다. 촉각은 단순하며 기저부는 막으로 쌓여있고 끝은 둥근 형태이다.
아가미돌기는 엽처럼 생긴 돌기형태를 보이며 등 면의 양측 면에 나있다.

208) Doto sp.
잔솔방울갯민숭이
가늘고 긴 몸 나뭇잎 형태로 쉽게 탈락되는 아가미돌기들이 등 면의
양쪽으로 각기 한열씩 배열되어 있다. 촉각은 손가락처럼 생겼고 기
저부는 막으로 둘려 있다. 먹이로 하는 깃 히드라 류에 서식한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 사진 : 고동범

Jeju Is.

Suborder AEOLIDINA
35. Family Flabellinidae 꼭지도롱이갯민숭이 과
체색은 대체로 밝고 몸은 가늘고 길며 등 면의 돌기는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채색되어 있고 구강촉수는 길게 가늘어져 끝나며 기저부는
넓은 삼각형태를 보인다.

209) Flabellina amabilis Hirano & Kuzirian,1991
흰선꼭지도롱이갯민숭이 (신칭)
반투명 유백색 체색에 촉각과 구강돌기는 길며 체색과 동일한 색을
띤다. 등 면 중앙부를 제외한 변두리에 주홍색에 끝이 흰색을 띤 아
가미돌기들이 돋아있고 꼬리의 정중앙을 따라 흰 선이 있다. 체장
26mm까지 성장한다.
▶ 분포 :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강원도 동해
▶ 사진 : 문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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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Flabellina athadona (Bergh,1875)
점꼭지도롱이갯민숭이 (신칭)
유백색 체색에 촉각의 중간부위는 오렌지색을 띠며, 구강촉수 중
앙은 기저부에서 끝까지 긴 흰 선이 있다. 등 면의 변두리에는 하부
2/3가 오렌지, 끝은 유백색이며 중앙에 선명한 흰색을 띤 긴 아가미
돌기들이 성글게 나있는 것이 종의 큰 특징이다.
▶ 분포 : 일본. 한국
▶ 촬영지 : 경북 경주. 충남 태안

▶ 크기 : 체장 15mm
▶ 사진 : 최지섭. 문흥기. 정준연
Yellow Sea

211) Flabellina bicolor (Kelaart,1858)
빨강꼭지도롱이갯민숭이
몸통은 유백색이며 길고, 아가미돌기는 개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돌기 끝의 바로
아래 부분에 주황색 고리무늬가 있다. 촉각은 층 판 형태를 보이고 끝은 붉은색을 띤다.
히드라를 먹이로 하며 먹이위에 라면 발 같은 알집을 산란한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4m
▶ 사진 : 고동범

Jeju Is.

212) Flabellina exoptata Gosliner & Willan,1991
붓끝꼭지도롱이갯민숭이
화려한 체색을 보이는 종으로, 반투명한 주홍색에 붓끝처럼 생긴 아
가미돌기들이 등 면에 성글게 나 있다. 돌기의 색상은 기저부는 보라
색 띠로 둘려있고, 중간은 유백색에 끝은 주황색이다. 긴 구강촉수는

Jeju Is.

아가미돌기와 비슷한 체색을 보이며 촉각도 체색과 같은 붉은색에
붓끝처럼 가늘어져 끝난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 일본. 제주도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 크기 : 체장 15mm
▶ 사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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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Flabellina macassarana Bergh,1905
휜꼭지도롱이갯민숭이 (신칭)
F. bicolor와 체색과 외형이 유사하나 체장이 좀 더 길며, 양쪽 아가미돌기들은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중앙을 넘어선다.
▶ 분포 : 서인도양. 필리핀.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3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 사진 : 강주홍

214) Flabellina rubrolineata (O'Donoghue,1929)
보라선꼭지도롱이갯민숭이
체색은 반투명 유백색에 등 면 중앙에 머리부터 꼬리 쪽으
로 붉은 선이 있고, 굵은 점선의 자주색 띠가 몸통의 양 측
면에 있다. 아가미돌기엔 붉은 자주색 고리가 끝 바로 아래
둘려있고 안쪽엔 적갈색의 소화관이 있다. 구강촉수와 촉각
의 끝부분은 연한 적갈색을 띤다.
▶ 분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 한국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경북 포항 -15m
▶ 사진 : 김억수

215) Flabellina verrucosa (M.Sars,1829)
사마귀꼭지도롱이갯민숭이
몸통과 아가미돌기들은 원래 반투명한 유백색이나 중앙의
소화관 때문에 붉은색, 황갈색, 적갈색 등으로 다양한 체색
을 보일 수 있다지만 돌기의 끝은 흰색이다. 족의 뒷부분은
중앙에 흰 선으로 양분 되어있고, 촉각과 구강촉수의 기저
부는 반투명하나 끝은 흰색을 띤다.
▶ 분포 : 미국 서부의 대서양에서 영국해역.
북태평양의 한국 동해해역
▶ 크기 : 체장 30mm
▶ 촬영지 : 강원 동해
▶ 사진 : 정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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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Flabellina sp. (1)
불꽃꼭지도롱이갯민숭이 (신칭)
몸통과 아가미돌기들은 반투명한 유백색이나 아가미돌기들은 아치 형태로 나 있고 양 촉각 사이에서
후면까지 한 줄의 종선이 있다.
아가미돌기는 소화관의 오렌지색이 비춰 보이고 끝은 연보라색을 띤다.
▶ 크기 : 체장 10mm
▶ 촬영지 : 경북 포항 구룡포 -3m
▶ 사진 : 최지섭

217) Flabellina sp. (2)
동해꼭지도롱이갯민숭이 (신칭)
유백색 몸통에 등 면 중앙을 제외하고 양옆으로 진한 주홍
색 아가미돌기들이 나있고 끝은 흰색이다. 먹이인 히드라
위에서 촬영 되었다.
▶ 크기 : 체장 5mm
▶ 촬영지 : 강원도 동해
▶ 사진 : 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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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근간>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로그북(바다일기)

오픈워터 다이빙 매뉴얼

다이버의 수화법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
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
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교육 단체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
는 스쿠바다이빙 입문서.
글 이원교·값 미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Marine Odyssey Ⅱ

Marine Odyssey

13인의 BLUE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
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품집 3
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
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
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
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토갈
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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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다이빙 이론과 실제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
들을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
개한 책.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이
책을 통하여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5,000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
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
찰 안내서.
글, 사진/손민호, 홍성윤·143쪽·값 18,000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
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1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2

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
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
어 있다. 전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추가
하였다.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이
다. 저자가 오랜 기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
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The sea within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The sea within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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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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co.kr
www.mar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