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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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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ol Diving
전자잡지 보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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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OM DRYSUIT
패텀은 드라이수트에 필요한
모든 편의 사양을 갖추었습니다.
립스톱이 추가된 벡트라원단은 내구성과 부드러움 제공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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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보온 칼라 장착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PU 코팅된 팔꿈치 패드
러버 코팅된 케블라 무릎패드
확장 가능한 2개의 주머니 기본장착
주머니와 손목에는 안전을 위한 반사 테이핑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패텀 드라이수트(FATHOM)
다이빙 강사와 다이빙 전문가를 위한 특별모델
인체공학적 설계로 수중에서의 활동이 더할 나위 없이 편합니다.
최고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의 사양이 모두 기본으로 장착되어있어 어떤 용도로도 완벽합니다.
패텀 드라이수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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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 제작

대각선플라스틱
앞지퍼로방수지퍼
혼자서도
착용 가능
YKK 최신형
채택

대각선 앞지퍼로 혼자서도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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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부드러운 착용감을 유지합니

한국의 텍 다이버를 위해 특별 제작한 드라이슈트

랍니다.
다. 67년 전통의 세계 최대 드라이슈트 제조회사인 영국 타이푼사에서 한국
인을 위해 특별 제작한 크라켄과 함께 바다 속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시기 바
www.mares.co.kr
랍니다.
www.mares.co.kr

EQU AT OR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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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PRO.CO.KR

BUILT FOR ANYWHERE THE
ADVENTURE TAKE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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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MK25 EVO
FIRST STAGE

before. SCUBAPRO’s air-balanced piston MK25 EVO is like no other, and now includes the
exclusive Extended Thermal Insulating System (XTIS), which shields the inner components
for 30 percent better performance in cold water. Teamed up with an exceptional second
stage, only SCUBAPRO regulators can take you everywhere you want to go.
SCUBAPRO.CO.KR
Available in A700, S600
and G260 combinations

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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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자 사은행사
모든 정기구독자에게
방수백(15 )을
선물로 드립니다.

수중생물 탐구

Egg Bearers
난생어(卵生魚)의 번식 전략

제주도 서귀포 문섬

PFO

난원공개존증과 다이빙
겨울 다이빙의 꽃

ICE Diving

제주도 문섬 다이빙

Bohol Diving

164 피지(FIJI) 투어 정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FIJI

176 다이빙투어 정보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178 다이빙투어 상식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SCUBA MEDIA

170 다이빙투어 정보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해외 다이빙 여행지, 국가 정보 안내

전자잡지 보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정가 12,000원

Apo Reef Natural Park
표지사진 ©구자광

마레스 전문점에는 스킨스쿠바 장비의 名品 ‘마레스’의 모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레스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킨스쿠바 교육과
여행 및 A/S 등 여러분이 필요로한 스킨스쿠바 다이빙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

Tel : 02-545-3912

부산

Tel : 051-405-373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20길 15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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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수작코리아, 스쿠바프로(해성), 격월간스쿠버다이버
※ 자세한 내용은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 홈페이지(www.scubamedia.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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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연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심현경
안종달
양민수
양명호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염태환
오기택
오명석
오춘수
오현석
우대희
유기정
유상민
유재종
윤두진
윤성환
윤성환
윤승녕
윤종한
이경인
이기영
이기평
이남길
이동준
이미숙
이민구
이상욱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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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한 (Adv.EANx)
이영권 (EANx)
이장구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재윤 (EANx)
이주헌 (Adv. EANx)
이춘근 (EANx)
이충로 (Adv. EANx)
이태복 (EANx)
이필규 (Adv. EANx)
이호석 (Adv. EANx)
이홍석 (Adv. EANx)
임안 (EANx)
임동엽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임현진 (EANx)
장두기 (EANx)
장세환 (Trimix)
장재용 (Adv.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조문신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성호 (Adv. EANx)
조승원 (Adv. EANx)
조영철 (EANx)
조우선 (EANx)
주광철 (EANx)
지혜자 (Adv. EANx)
진호산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최규옥 (EANx)
최경호 (Adv. EANx)
최민석 (EANx)
최선호 (EANx)

최수영
최승천
최우빈
최재성
최태현
한길형
한덕수
허대원
허정일
현승준
황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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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강사

강경택 (EANx)
강상득 (Adv. EANx)
김경백 (EANx)
김경일 (EANx)
김동필 (EANx)
김진혁 (EANx)
노지환 (Adv. EANx)
박기용 (Adv. EANx)
박인철 (EANx)
박진영 (Adv. EANx)
서동욱 (Adv. EANx)
손종국 (EANx)
신동연 (EANx)
심현경 (EANx)
양명호 (EANx)
유재종 (EANx)
이경인 (EANx)
이기평 (EANx)
이영준 (EANx)
이재윤 (EANx)
임안 (EANx)
장두기 (EANx)
최민석 (EANx)
최우빈 (EANx)
최재성 (EANx)
허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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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정기구독자 사은행사
본 지는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은품 오션테그 방수백(15 )을 증정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이벤트 대상
2016년 2월 중으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
※ 현재(2016년 1/2월) 정기구독 중이신 분도 방수백을 보내드립니다.
사은품은 3/4월호 잡지와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16년 2월 1~29일(29일간)
사은 증정품
오션테그 방수백 15 (다목적 방수 가방, 소비자가격 : 22,000원)

다이버들의 필독서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
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
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
나게 된다.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
었던 솔직한 실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
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인의 경험
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
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야말로 기억 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414쪽·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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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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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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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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 카약
투명카약에서 즐기는 돌고래와의 교감
바로 옆에서 돌고래와 놀 수 있어요!

문의 : 055) 682-1551 / 0330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5
홈페이지 : www.geojeseaworld.com

거제씨월드

파충류 학습관

돌핀 & 벨루가와 함께 희귀 파충류까지 체험

거제도에 위치한 돌핀&벨루가 체험파크 거제씨월드
탁트인 거제바다를 보며, 애교쟁이 돌고래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영원히 기억에 남을 돌고래와의 행복한 순간을 거제씨월드에서 만드세요!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에서 활동
활동 중인
중인
한국에서
코스
디렉터
PADI
코스 디렉터
디렉터
PADI 코스
PAD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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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한민국

LIVE
THE
DREAM
LIVE
LIVE THE
THE DREAM
DREAM

// 서울
S
eoul // 서울
Seoul

E : abysmchk@nate.com
T
010-3665-2255
E : abysmchk@nate.com
T : 010-3665-2255

김철현
김철현

김수열
김수열

우인수
우인수

김용진
김용진

정상우
정상우

마린마스터
마린마스터

엔비 다이버스
엔비 다이버스

W : scubaq.net
E
W : goprokorea@gmail.com
scubaq.net
T
420 6171
E : 02
goprokorea@gmail.com
T : 010-5226-4653
02 420 6171
A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
010-5226-4653
빌딩잠실동
B126 196
A : 올림피아
서울 송파구
올림피아 빌딩 B126

W : nbdivers.com
E
W : nudiblue@hotmail.com
nbdivers.com
T
E : 02-423-6264
nudiblue@hotmail.com
T : 02-423-6264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19, 대진빌딩
A : 7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2층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정회승
정회승

노마 다이브
노마 다이브

아쿠아 마린
아쿠아 마린

루씨 다이빙
(Lucy Diving)
루씨
다이빙

W : nomadive.com
E
W : noma@nomadive.com
nomadive.com
T
E : 02-6012-5998
noma@nomadive.com
T : 070-7624-5998
02-6012-5998
A : 서울
마포구 토정로
070-7624-5998
23. 102호
A : 14길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길 23. 102호

W : scubain.co.kr
E
W : scubain@naver.com
scubain.co.kr
T
5284 0393
E : 010
scubain@naver.com
T : 010 5284 0393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 SMS 송파구
빌딩 A동
2층
A : 9길
서울특별시
백제고분로
9길 6, SMS 빌딩 A동 2층

E
T
E
T
A
A

한민주
한민주

(Lucy Diving)

박현정
박현정

: studioin@nate.com
: 010-4084-9371
studioin@nate.com
: 010-4084-9371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8 (잠실
175-12)
:동
서울
송파구올림픽타워1017호
올림픽로 88 (잠실
동 175-12) 올림픽타워1017호

에버레저
에버레저

인투 다이브
인투 다이브

스쿠버 인포
스쿠버 인포

W : everleisure.co.kr
E
W : wooinsu@hanmail.net
everleisure.co.kr
T
3704 8791
E : 010
wooinsu@hanmail.net
T : 010 3704 8791
A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대오빌딩
410호아차산로
A : 634,
서울특별시
광진구
634, 대오빌딩 410호

W : intodive.com
E
W : ky70700@hotmail.com
intodive.com
T
7419 9658
E : 010
ky70700@hotmail.com
T : 010 7419 9658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36, 102호
A : 올림픽로8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36, 102호

W : scubainfo.co.kr
E
W : 479017@gmail.com
scubainfo.co.kr
T
8731 8920
E : 010
479017@gmail.com
T : 010 8731 8920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2층
A : 백제고분로
서울특별시 288,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2층

송관영
송관영

이호빈
이호빈

다이브트리
다이브트리

파아란 바다 다이브 센터
파아란 바다 다이브 센터

다이브 아카데미
다이브 아카데미

W : divetree.com
E
W : ygoll@divetree.com
divetree.com
T
E : 02-422-6910
ygoll@divetree.com
5216 6910
T : 010
02-422-6910
A : 서울
강동구
성내로 8-20
010 5216
6910
A : 1층
서울다이브트리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다이브트리

W : paranbada.com
E
W : sgjgrimza@naver.com
paranbada.com
T
E : 02-547-8184
sgjgrimza@naver.com
9926 0140
T : 010
02-547-8184
A :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5길
010 9926
0140
신사동
556-24)
A : 24,
서울5층(강남구
강남구 논현로
155길
24, 5층(강남구 신사동 556-24)

W : diveacademy.com
E
W : 474182@gmail.com
diveacademy.com
T
9501 5928
E : 010
474182@gmail.com
T : 010 9501 5928
A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A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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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진
송규진

주호민
주호민

㈜엔비다이버스

아이눈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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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nbdivers.com
E : john@nbdivers.com
T : 010-9139-5392
02 423 6264
A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5-5
대진빌딩 2층

W : inoon-scuba.com
E : ldw1010@nate.com
T : 010-7414-2110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김영준

이달우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Gyeonggi // 경기

노명호

임용우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 기관

수원 여자 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W : afia.kr
E : afia@afia.kr
T : 02-484-2864

W : kms.re.kr
E : godiving7@hotmail.com
T : 031 290 8254
010 9053 8333
A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W : isdc.kr
E : james007@korea.com
T : 080-272-1111
010-5256-3088
A :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
종합쇼핑센터 306호(부개3동

A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8

박성수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Go Pro Dive

W : godiving.co.kr
E : godiving8@hotmail.com
T : 010 6317 5678
031 261 8878
A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31번지 (용구대로 2791)
남곡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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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goprodive.co.kr
E : mehcj@naver.com
T : 031-244-3060
010 8653 3060
A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윤재준

A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6-1번지 센터21,
5층 일산스쿠버풀장

홍찬정

Jeolla // 전라도
팬다 스쿠버

씨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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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pandascuba.com
E : panda8508@naver.com
T : 053 784 0808
010-8299-7777
A :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12길
팬다스쿠바

W : ccdivers.com
E : wipro@naver.com
T : 062-375-1886
010 3648 1886
A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1-3

A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아쿠아틱센터 105호

이현석

Busan // 부산

위영원

Gangwon // 강원도

넵튠 다이브 센터

씨월드 부산

남애 스쿠버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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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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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A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29-6, 2층

W : namaescuba.com
E : namaescuba@naver.com
T : 033 673 4567
010 6334 4475
A : 강원도 양양군 매바위길 77

Jeju Island // 제주

송태민

(고프로 다이브)

아쿠아 렉스

Chungcheong // 충청도

박금옥

강정훈

GO DIVING

Gyeongsang // 경상도

송종윤

(Incheon Scuba Diving Club)

임호섭

김정미

Phuket // 푸켓

아쿠아 스쿠버

다이브 스페이스

W : aquascuba.co.kr
E : aquascuba@naver.com
T : 010-4871-5586

W : divespace.co.kr
E : info@divespace.co.kr
T : 070-4645-3331
080-521-3343
A : 5.5/13, Moo 8, T Chalong,
Phuket, Thailand

A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변병흠

태국

황진훈

레드씨 다이브 팀

대한민국

Seoul // 서울

PADI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

무료 PADI 사전 강사 개발 코스에 참가를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와 상의 하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 원 . 지금 PADI 강사가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 하세요.
PADI IE; 2월 강사 시험;
날짜; 2월 20-21일
장소;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

1.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월 4일
2. KUSPO 쇼; 2월 25일 - 28일
3. 프리다이버 프로그램; KUSPO 쇼 중에

스페셜
제안

필리핀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Anilao // 아닐라오
Bohol // 보홀
Boracay // 보라카이

서종열

리드마린 리조트

디퍼 다이브

씨월드 다이브 센터

W : leadmarine.co.kr
E : leadmarine@naver.com
T : 010-7136-9030
+63 917-545-3445
A : 필리핀 바탕가스 아닐라오 142

W : deeper.co.kr
E : deepper645@hotmail.com
T : 070-8221-9641
+63-0921-614-2807
A : Daurong, Danao, Panglao,
Bohol

W : seaworld-boracay.co.kr
E : junghyekyoung.sophia@gmail.com
T : 070-8258-3033
+63-998-995-3700
A : Sea World Dive Center,
Station 2, Boracay Island,
Philippines

장태한

Cebu // 세부
오션플레이어

다이브랩

W : oceanplayerdive.com
E : oceanplayer@naver.com
T : +63-917-323-3483
070-8612-3172
A : Oceanplayerdive, Marigondon,
Mactan Island, Cebu,
Phillippines

W : divelab.co.kr
E : handuck9@hotmail.com
T : 070 8683 6766 / 010 8930 0441
+63 917 927 4800
A : Kawayan Marine, Pu-ot,
Punta Engano, Lapu-Lapu,
Cebu, 6015, Philippines

(Oceanplayer)

이종문

(Dive LAB)

한덕구

Puerto Galera // 푸에르토 갈레라

문운식

AURA DIVER RESORT

레드썬 다이브 리조트

W : auradiveresort.com
E : muspadi70@gmail.com
T : +63 917 823 7117

W : redsunresort.com
E : redsundiver@hotmail.com
T : 070-4809-0958
+63 917 967 1234
A : Small Lalaguna,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A : Sabang, Puerto Galera,
5203, Philippines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김광현

(SEA WORLD DIVE CENTER)

정혜경

2015 년 돌아보기
우리는 함께 변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서로를 활성화시켰고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우리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31,061명의 다이버들과
대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58개 국가의 4,109명의
다이버들은 함께 91,972
개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고 보고했습니다.
273명의 PADI 강사들은
618명의 Dive Against
Debris 학생들을 훈련하여
해양 쓰레기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10 Tips for Divers to
Protect the Ocean Planet
10 Tips for Divers
to
Protect the Ocean
with the ocean. You can make
Divers share a deep connection
you dive, travel and more.
ocean protection every time
a diﬀerence forPlanet
Be a Buoyancy Expert

The
are more fragile than they appear.
Divers share
a deep connection Underwater plants and animals
a diﬀerence
with the ocean.
your scuba
for ocean protection
a plant or harm an animal. Streamline
You can
of coral growth, damage
make
every time
your underwater photo
yougear,
your dive skills sharp, perfect
keep
dive,
and photo
travel
and more.
contact with
and photo equipment to avoid
Be a Buoyancy
be aware of your body, dive gear
Underwater plants Exper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nimals
are more fragile
than they
of coral growth,
Be a Role Model appear. The
damage a plant
day. Regardless of
and photo gear,
or harm an animal.
when interkeep your dive
Streamline
to set a good example for others
surescuba
skills sharp,
level, beyour
your experience
perfect your
underwater
– while underwater and on land.
be aware of your
acting with the environment photo
body, dive gear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hoto equipment
to avoid contact
Only
with Bubbles
Take Only Photos - Leave
used by a
underwater is alive or will be
Nearly everything natural found
the deli shell or animal, you can disturb
living creature. If you take a coral,
of dive sites for future generations.
your experience
cate balance and add to the depletion
level, be sure
day. Regardless
acting with the
to set a good
of
example for
environment
others when
– while underwater
LifeinterUnderwater
Protectand
on land.
ride anything underwater. Your
Take Only Photos
touch, feed, handle, chase or
or
- Leave Only Choose not to
feeding and mating behavior
interrupt
Nearly everything
animal,
Bubbles
actions may stress the
natural found
and respect underwater life and
living creature.
underwater
aggressive behavior. Understand
provoke
is alive
If you take a
or will be and
coral, shell or
cate balance
usedregulations.
local laws
by a
animal,
follow all
and add to the
you
can disturb the
depletion of
deli
dive sites for
future generations. Protect Underwater
Become a Debris Activist
even
Life
makes its way un derwater, reaching
Choose not to
waste
of
amount
An astonishing
touch, feed, handle,
it kills wildlife, destroys habitats
actions may
chase or the
remote ocean areas. Once there,
stress
ridemost
go to waste.
anything
underwater.
provoke aggressivethe animal, interrupt feeding threatens
economy. Don’t let your dives
our health and
Your
you dive.
behavior. Understand and and mating behavior doesn’t
belong underwater every time
follow all local
report what or
and
Remove
laws and regulations.
respectand
underwater lifeto buy green, buy local and, when possible, buy
and
Make a conscious eﬀort

Be a Role Model

Become a Debris
less.
Activist
An astonishing
amount of waste
the most remote
makes its way
ocean areas.
un derwater,
and threatens
reaching even
Once there, it
kills wildlife,
our health and
destroys habitats
economy. Don’t
Remove and
report
let your dives
Make a conscious what doesn’t belong underwater
go to waste.
eﬀort to buy
every time you
less.
green, buy local
and, when possible, dive.
buy
PROJECTAWARE.ORG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타 가오리와 데빌 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대륙
국가간의 열대 참치
위원단의 중대한 진전을
성취했습니다.
대서양에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와 청상아리
채취에의 제한, 포르비글
상어 보호를 위한
독촉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해양 쓰레기
영향을 강조하는
#BeneaththeWaves(파도
아래)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양 보호에 관해 배우고
뉴스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준 221,649명의 소셜
미디어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57명의 상어 보호
강사들은 전세계 495명의
다이브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쓰레기들이 대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협조하도록 산업계에
요구했습니다.

336개의 다이브 센터 및
강사들은 100% AWARE
파트너쉽을 통해 대양
보호를 지원했습니다.

4,011명의 다이버들은
다이버들이 대양을 보호할
수 있는 10가지 팁들을
따르기로 서약했습니다.

2020년까지 유럽의 해양에
해양 쓰레기 투하 50%
감소를 위해 Seas At Risk
Alliance가 청원했습니다.

#OurOcean2015

conference

PROJECTAWARE.

ORG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11,419의
수중 환경 보호자들이 수중
쓰레기의 형태와 규모,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이클론 팸 이후
바누아투의 긴급 쓰레기
제거 작업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18,551명의 사람들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의
추한 여행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계 대양 정상회의
(World Ocean Summit)가
수중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호주의 전세계 최대 규모
해양 보호 구역 취소에
대한 항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대서양 어업 조직 영역 안의
지느러미 채취 금지를 위한
통일적 움직임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더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2016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projectaware.org 를 방문하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 주십시오!
© Project AWARE® 2015

응급처치를 제공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세요!!

응급 상황 관리자가 되세요
EFR 응급 처치 코스는 성인, 어린이와 영아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에 관한
내용과 자동 외부 제세동기 트레이닝과 응급상황의 산소 제공에 대해 다룹니다.
이 코스는 일반인이 응급 의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신감을 키워 줍니다.

padi.co.kr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 보세요

© Emergency First Response, Corp., 2016 | All Rights Reserved.

대구·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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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706-815
TEL : 053-784-0808 / FAX : 053-784-0804, 카페주소 : cafe.naver.com/pandascuba

PADI 프로를 향해
®

PADI 오픈워터 스쿠버 강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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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co.kr 이나 PADI 다이브 샵을 방문 하세요.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더 알아보기

사무실 전화

PRO & TEK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교육 전문 트레이너들이 SDI.TDI.ERDI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김동훈

노남진

문승범

권경혁

손의식

포항 Dive11
& Cafe marine

전북 익산
남진수중잠수학교

경기 안산
테마 스쿠버

필리핀 세부
씨홀스다이브

필리핀
아닐라오
몬테칼로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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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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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진

최성기

권성훈

김진규

강재철

필리핀 아닐
라오
클럽미르

서울
아띠다이브

사이판
D.P.I.Saipan

경기 성남

필리핀아닐라오
킹콩다이브리조트

비치리조트
070-4228-0078
mrcopspaul@gmai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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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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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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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강규호

정무용

조동항

반평규

서울
골드피쉬
스쿠버 & 트레블

제주 서귀포
제주 다이브

서울
엘피노이

경북
예천스쿠버

경기 일산
반스 테크니컬
다이브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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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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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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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서울 강원
경희대학교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010-3297-1889
mychung@kiost.ac

변정태
대구 수성구
오션블루
053-291-2345
010-3154-1100
wjt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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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서울
버블홀릭
테크니컬팀
010-9127-0017
muguri72@hanmail.net
www.bubble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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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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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이상욱

이주언

오경철

권혁기

제주 추자도
골드피쉬 다이브리조트

울산
토니의수중세계

경남
고성 스쿠바

서울
캡틴 다이브

서울, 수원
액션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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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236-7747
010-6270-7330
tdisdiulsan@hanmail.net
cafe.daum.net/O2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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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236-1865
captaindi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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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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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철

이성오

김광호

김형철

김동준

경기 파주
자유로 스쿠버

대구,경북
데코스탑

경북 포항
원잠수아카데미

강원도 양양
파라다이스리조트

필리핀 세부
클럽하리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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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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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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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승

김성진

김현우

백승균

양승훈

따조
후르가다/
다합

서울 경기
공기놀이 스킨
스쿠버

울산
현대자동차

(주)테코

아쿠아텍
Aquatek

070-4809-8546
+20-10-0872-2528
후 edo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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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202-2440
dolsoig@hanmail.net

031-776-2442
010-7900-8259
yamasg@hanmail.net
www.tecko.co.kr
www.facebook.com/suunt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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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근

이문한

최지섭

변이석

박정훈

강원 강릉
인투더씨 리조트

안동
스쿠버팩토리

경북 포항
다이브 에이앤티
(Dive A&T)

인천
SM다이빙

서울 송파
BM Scuba

033-655-7548
010-8786-7548
dhgudrms@nate.com
www.intothesea.co.kr
카카오톡: gos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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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291-9313
010-4752-9313
diveant@hanmail.net
http://www.divea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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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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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

양경진

한영호

천재곤

윤철현

필리핀세부
홀릭다이브
(HOLICDIVE)

필리핀세부
써니다이버스

필리핀 세부
니모다이브

보홀 팡글라오
신천 다이버스

김해
장유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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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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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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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욱

양승환

안광모

대구
스쿠버아카데미

서울
씨런웨이

경남 창원

070-4141-7426
010-2103-7426
eone.tour@gmail.co
http://blog.naver.com/orcsoor07

010-6239-8593
imgas@naver.com
www.searunway.co.kr
카카오톡: recon944

바다여행잠수교실
055-275-6000
010-5157-3370
badatour1@hanmail.net
ww.nemodive.co.kr

070-4686-1901
+91-5487-5365
Sinchundivers.com
페이스북: jaegon chun
카카오톡: Sinchun 1

홍성진
울산
문수 스킨스쿠바
아카데미
010-3879-6060
ds5prr@naver.com
카카오톡: ds5prr

가장 가까운 지역의 SDI.TDI.ERDI 트레이너와 상의하세요.

055-326-1500
010-9325-0159
ys2011a@naver.com
www.jangyuscuba.co.kr

We Lead, Others Follow.

2016년 TDI 인트로텍 강사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행사내용: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TDI 강사 자격과 인트로텍 강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강사님들께 10명의 인트로텍 다이버 발급비용과
매뉴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지금 TDI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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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계에 재능 기부자를 모십니다!
글 구자광 (발행인)

지난해는 다이빙계가 다이빙 관련 법률안 제정으로 일 년 내

다이버들에게 의학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강영천박사의 노

내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해양안전본부가 주무부처인 ‘연안사고

고가 절대적이었다. 수중생물 분야에 김지현교수, 후새류도감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인 ‘수중레저활동

과 게오지도감을 만든 제주도의 고동범원장, 아마추어 수중사

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다이빙계는 불

진가의 동호회인 DEPC를 이끌며 수중생물도감을 만든 오이

합리한 법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투쟁을

환회장도 빼놓을 수 없다. 수중사진교육에 헌신한 장남원선생

하는 데 온갖 정열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다이빙계 내부 분열

과 황윤태선생은 수중사진의 격을 한층 높이는 데 일조를 하

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일도 벌어졌다.

였다. 또한 이름을 일일이 밝히지는 못하지만 다이빙잡지에 다
이빙과 관련된 기술, 교육, 장비, 여행, 사진 등의 글을 기고해

2016년(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새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대

많은 다이버들과 정보를 공유해 준 기고가들의 노력도 힘이

와 희망으로 가득 찬다. 지난 일들을 다 접어두고 새롭게 시작

되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열악한 다이빙계의 한 축을 발

하려는 각오와 염원이 간절하기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전시키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새해에는 다이빙계에 좋은 일만 있
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취약한 잠수의학 분야에서 다이버들에게 큰
힘과 도움을 주던 강영천박사가 이제는 힘에 겨워 지금까지 해

불모지였던 스쿠바다이빙 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계기

오던 잠수의학 상담과 관련한 일을 젊은 친구들에게 위임하고

는, 스쿠바다이빙이 취미에서 다이빙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싶다는 의향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10년 이상을 DAN

중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교육단

KOREA를 운영하였고, 24시간 긴급무료전화 서비스도 맡아

체를 만들어 다이빙 교육을 시키고, 장비를 만들거나 수입하

왔다. 웹사이트에서 잠수의학 Q&A로 상담해 주었고, 본 지에

여 공급하고, 매체를 통하여 소식을 전하고, 리조트나 샵을 운

도 잠수의학과 관련된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하였다. 강영천박

영하여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 분야에

사의 열정 덕분에 수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빙과 관련된 이상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이빙 산업의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 그

증상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에서 영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이빙계의 권익과 안전을 위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능 기부자들의 역할이 단

강영천박사가 DAN 본부에 보고한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연 앞섰다. 특히 이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내역을 살펴보면 121명의 다이버나 그 가족들에게 245통의 전
화를 받았고 165건을 되돌려 전화를 했다고 한다. 다이빙과

지금까지 노력한 재능 기부자의 몇몇 예를 들면, 지금은 활동

관련하여 몸의 이상이 생겼을 때, 다이버들은 심각한 상태인데

하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다이빙과 관련된 법률에 관하여 많

도 대부분의 병원 의사들은 다이빙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은 도움을 줬던 홍지욱변호사가 있었고, 잠수의학 분야에는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못한다. 그래서 강영천박사에게

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작은 이상에도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이렇게 조금씩 힘을 합쳐 다이빙계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공유

전화를 한다고 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다양한 주제로 문

할 수 있다면 다이빙 산업계는 이전보다 훨씬 탄탄하게 자리매

의를 하기에 항상 긴장하며,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

김을 하고, 다이버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였다. 그동안 다이버들에게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다이빙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알리는 것

잠수의학에 대한 질의응답과 관련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은 다이빙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즐기는

나 큰일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노력을 한다면 그
분야는 더욱더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이제 다이빙계도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
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려는 새로운 재능 기부자가 절실히 필

만일 재능 기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이버가 있다면 그

요한 때이다. 재능 기부는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가 가진

린다이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바다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행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이빙과 관련

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각종 교육단체가 바다

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니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할 것

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동호회

이다.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할

나 팀, 개인들도 바다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나름대로 실천

수 있는 다이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하고 있으니 그 곳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 소극적인 태도보
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의 전문지식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바람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그 분

직하지만,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이버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야의 사업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밑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어떤 방식이든

거름이 될 것이다.

자기의 재능을 나눔을 통하여 실천하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보
람도 크다. 거시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다이버들이 많이 나타

이제 다이빙계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의식이 필요하다. 2016

나 다이빙계의 열악한 부분을 끌어주고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

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지난 일들은 서로 대화를 통하여 풀

란다. 따라서 현재 다이빙 산업에 종사하는 다이버들은 다이빙

고 미래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격월간스

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

쿠바다이버」 誌도 다이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발굴하고,

록 노력하고, 취미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분야

다이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나 해당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분야가 다이빙계에 도움
이 된다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 예를 들면 기술, 법률, 의학, 세무, 경영, 환경, 생태, 기고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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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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간 다이버의 꿈의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노력하였습니다
아비스 드라이로 혹한과 깊이를 뛰어넘습니다
·Trilaminate(3중 코팅)으로 혹한에서도 보온성 극대화
·방수 금속 BDM 앞지퍼로 탈착이 매우 용이
·가슴 높이 조절 탈부착 스트랩으로 착용감 극대화
·엉덩이.무릎 패치 보강으로 내구성 강화
·어깨 반사 패치로 안정성 강화
·특수굴절 패턴으로 활동성이 뛰어남
·보온과 마모에 강하며, 스토퍼로 핀 착용에 도움
·Air Escape System이 탑재된 6mm 후드 포함

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수상자 명단
대상

김수열 상금 100만원과 상패

금상

광각부문 이민정 상금 70만원과 상패

금상

접사부문 양승철 상금 70만원과 상패

은상

광각부문 김종훈 상금 50만원과 상패

은상

접사부문 장기영 상금 50만원과 상패

동상

광각부문 허만돈 상금 30만원과 상패

동상

접사부문 김석윤 상금 30만원과 상패

입선

강창연, 김건석, 김윤회, 김재석, 김종훈, 박유란, 박인수, 양승철, 우종원
이운철, 임규동, 전용수 (가나다 순)

소정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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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김수열

Grand Prize

혹등고래의 양육
SONY NEX-5, f/9, 1/125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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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_ 접사부문

Gold Prize
양승철
씨슬러그(Cyerce sp.)
NIKON D800E, f/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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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_ 광각부문

Gold Prize
이민정
바다거북의 사랑과 질투
NIKON D700, f/10, 1/160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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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은상

_ 접사부문

Silver Prize
장기영
얼룩통구멍(Stargazer)
OLYMPUS TG-3, f/4.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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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_ 광각부문

Silver Prize
김종훈
부채산호와 다이버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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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동상

_ 접사부문

Bronz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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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윤
숫컷해마의 육아낭
OLYMPUS TG-4, f/5, 1/1255

동상

_ 광각부문

Bronze Prize
허만돈
어초 풍경
NIKON D7100, f/10, 1/30

2016 January/February

| 57

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강창연

입선 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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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김재석

입선 박유란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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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박인수

입선 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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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이운철

입선 김윤회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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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임규동

입선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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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양승철

입선 김종훈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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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66회

산호 폴립처럼 의태(擬態)하여 살아가는 피그미 해마(Pygmy Seahorse), 체장 약 2cm.
Nikon D700, 60mm Macro, Nexus, f6.3, 1/40, Z-240X2, RAW, -25m, Lembeh, Indonesia.

피그미 해마 커플(Pygmy Seahorse), 체장 약 2cm.
Nikon D700, 60mm Macro, Nexus, f16, 1/160, Z-240X2, RAW, -25m, Lembeh, Indonesia.

의태(擬態)란 동물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모양과 색깔을 주변과 유사하게 변화시키는 현
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존과 사냥 성공률은 대폭 높아진다. 수중(水中)엔 수많은 의태생물
이 있고 고르고니언 산호의 가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체장 2cm에 불과한 피그미 해마도 한 종류이다. 포식자

황윤태 Hwang Yuntae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산호와 자신의 체색(體色)을 동화시킴은 물론, 몸체의 디테일마저 유사하여 처음
접하는 경우 누가 손가락으로 꼭 찍어주어도 구분하기 어렵다.

피그미 해마를 처음 본 것은 십수 년 전 필리핀의 사방비치였다. 당시 많은 사진을 촬영하였지만 그리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들이 빛을 워낙 싫어하여 스트로브를 여러 번 발광시키면 위축되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없고, 등배촬영을 위해 근접하면 위협을 느껴 머리를 반대방향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억지로
해소하다 보면 산호 폴립이 활짝 펴있는 정면 사진을 얻을 수 없었다. 물론 일정 거리를 두고 촬영한 후 크롭하
면 되지만, 그 무슨 재미인가!

첨부한 사진은 2011년 인도네시아 렘베의 수심 25m에서 촬영했다. 하나의 산호에 여러 마리가 보이는지라 미
리 원하는 그림의 노출값과 스트로브 방향을 세팅하고, 클로즈업 렌즈를 장착한 후 초점을 최단에 맞추어 매
뉴얼로 고정하였다. 몸으로 서서히 다가가면서 눈이 선명하게 보이면 망설임 없이 셔터를 끊었고, 셔터 챤스는
1~2회에 불과하다. 첨부한 사진처럼 자연광을 살려 물색을 넣던지, 인공광만으로 배경을 검게 처리하는지는
촬영자가 결정할 일이다.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주에
거주하면서 국·내외의 바다를 무대
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수중사진가.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수중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목적
으로 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를 운
영중. www.marine4to.com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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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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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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KOREA

SSI KOREA

팀 보니또

(서울 서초)

(서울 서초)

(서울 마포)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경기 의정부)

강영천
연락처: 010-4500-9113
이메일: divelove@hanmail.net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전윤식
연락처: 010-9991-0114
이메일: susuro44@naver.com

스쿠버월드
(대구 달서)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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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하우스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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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쿠버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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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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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다이버스
(제주 서귀포)

김태훈
연락처: 010-3797-5132
이메일: tson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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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전북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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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
다이빙 풀

해양스포츠
교실

네모선장
리조트

(경기 광명)

(부산 영도)

(강원 고성)

김영중

유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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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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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
라이프

SSI
아카데미

(제주도/서울)

(충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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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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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컬리지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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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다이버의 꿈

(제주 제주시)

(서울 강남)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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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레저클럽
(경기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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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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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원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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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이브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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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포세이돈

스쿠버월드

진스다이브

(경기 성남)

(대구 달서)

(서울 송파)

이윤지

로맨틱
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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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강원 속초)

(서울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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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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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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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이브

(강원 속초)

(서울 서초)

김승준

임정택

프리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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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6760-3138
웹주소: www.mermansub.com
이메일: pibada6@naver.com
2016 January/Febr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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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서울
DCP System

이민호

010-8967-828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지상의 낙원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92-6 번지 우진빌라 402호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우성

010-3587-074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종합운동장내 제2수영장
스킨스쿠버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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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맨 프리다이브

임정택

010-6760-3138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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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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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블루

유병선

010-5214-82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길 21 203호(정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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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스쿠바

지찬식

010-5654-08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54-7번지 다이버하우스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06-2번지 43번 건물 썬스쿠버

썬 스쿠바

최창호

010-528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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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클럽

오호송

010-5416-52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397-1번지

원브레스

황영길

010-4768-114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34-8

킴스스포츠

김영호

010-9868-282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2번길 39-11

FS SCUBA

변용재

010-4707-4834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78-1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9-1 수원공고 정보네트워크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강원도

SSI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4-19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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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포리조트

김석호

010-9159-0199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9 봉포다이빙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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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프레조빌 201호

영진아쿠아존

김창문

010-9058-9933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1013-6 유영타운111호 아쿠아존다이빙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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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다이브센터

김신혜

010-9175-067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236-1 로맨틱 다이브 센터

MS스킨스쿠버

박기태

010-5369-033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34 3층

아쿠아갤러리

김태호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SCUBA NORITER

구자준

010-3293-7059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190(단계동) 2층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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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통 ■ ISO 인증 ■ 110개국 2600여 곳의 센터 ■ 50여권의 한글교재
■ 10여종의 한글판 DVD ■ 유소년 다이빙 ■ 프리 다이빙 ■ 테크니컬 다이빙

충청도
SSI 아카데미

고대훈

010-9482-0059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별관 C동 105호
SSI 아카데미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99 바다로 스쿠버

스쿠버 원

전영조

010-8447-6800

충남 아산시 방축동 온천대로 1395 스쿠버원다이빙칼리지

X-스쿠버

강광순

010-7424-9111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여덕관 404호
응급구조과

엑스포 다이빙 센터

황승현

010-5215-89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77-4 엑스포다이빙센터

천안 스쿠버 스쿨

이동호

010-240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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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에이앤디

최지섭

010-3277-03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23번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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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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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진주시 신안동 31-14 정수다이빙스쿨

장유수 잠수교실

장유수

010-3388-9834

경북 영천시 최무선로307 1층 장유수잠수교실

TEAM6

박준일(권도명)

010-9597-383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4-2번지 1층상가

라인 프리다이빙

김수민

010-7521-0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97-37번지 2층 라인프리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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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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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스쿠바

이승호

010-4631-4448

제주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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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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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arkrst.com

보홀 유일의 화이트샌드 비치 앞에 위치한
다이빙 일체형(룸, 수영장, 식당, 다이빙샵)

딥블루 다이브 리조트!!
■ 장비보유 현황
•보홀에서 가장 큰 빅 방카 1대와 그 외에 1대
•호핑투어 전용 방카보트 2대
•스쿠버다이빙 대여장비 30세트
•대여용 슈트 50벌
•켐프레셔 2대
•스쿠버 공기탱크 150개
•스노클링 대여장비 50세트
•카약 2대
•스쿠버다이빙 교육용 수영장 외에 2곳

보홀·팡글라오·발리카삭 다이빙
가장 가볼만한 곳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보홀에서 유일하게 관광상품과 레저상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5명의 스텝이 항시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방문 하시면 편안하고 저렴한 가격에 식사, 관광, 레저 등 모든 것을

Deep Blue Dive Resort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소 : Daorong Danao Panglao Bohol Philippines
한국인 직통(황득구) 인터넷 전화 : 070 4829 4586 / 핸드폰: 63 917 589 7799
홈페이지 : www.deepblue-bohol.co.kr / 이메일 : deukgooo@hanmail.net

Diver Training Centre

Premier Dive Centre

Instructor Training Centre

Centre of Excellence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난생어(卵生魚) 의 번식 전략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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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fish and invertebrate species has developed a successful reproductive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모든 종은 산호초란 경쟁이 심한 환

strategy that allows it to survive in the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of the

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번식 전략을 개발했

coral reef. The reproductive strategies of different groups of species differ

다. 다양한 종들의 번식 전략은 천차만별이나, 아주 가까

greatly, but the reproductive modes of closely related species are very similar.

운 종들의 번식 방법은 상당히 비슷하다.

Categorization of reproductive modes of marine organisms can become quite

해양생물의 번식 방법을 분류하기란 꽤 복잡할 수 있는

complex when all the subtle variations that occur in thousands of species, and

데, 수천 종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미묘한 차이를 모두 식

evolutionary relationships between species, are considered.

별하고 종들 간의 진화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In this article we review various modes of reproduction, in particular the

이번 글에서는 해양생물의 다양한 번식 방법, 특히 그들이

strategy of carrying ones eggs around with you. We will also look at the

알을 간수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각각의 번식 방법

ecological implications each has on successful fertilization and ultimately the

의 성공적인 수정 측면과, 궁극적으로는 종의 번식 성공

energy required for a species to be reproductively successful.

에 필요한 에너지 측면에서 생태학적으로 던지는 시사점
도 살펴본다.

This sea slug and snail lay their eggs on bottom substrates and leave them to fend for themselves. 사진에서 보는 바다 민달팽이와 고둥은 바닥의 기질에 알을 낳고 알이 스스로 살아가게 내버려둔다.

주1) 어류 가운데 알을 낳아 체외수정에 의해 번식하는 것을 난생어(卵生魚, egg-bearer)라고 하며, 체내수정에 의해 성어의 형태로 낳아 번식하는 것을 태생어(胎生魚, live-bearer)라고 한다. 대부분의
어류는 난생어이고 경골어류의 일부와 연골어류의 대부분은 태생어다. 태생어는 체내수정을 거쳐 어미 뱃속에서 부화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일정 기간 성장한 후 산출되나, 포유류와는 달
리 진짜 자궁, 태반, 양막 등이 없고 망상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양을 난황에서 얻으므로 포유류의 진짜 태생과 구별해 난태생(卵胎生)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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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look at the entire array of reproductive modes for both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번식 방법을 전부 살펴보면 그 다양성이 상상

fish and invertebrates, the list becomes mind boggling. Categories

을 초월할 정도다. 그러한 번식 방법을 분류하자면 알을 흩뿌리는 것,

include species that scatter eggs, that build hidden nests, that nest

눈에 띄지 않는 둥지를 짓는 것, 열린 장소에 둥지를 트는 것, 알들

in the open, that clump eggs, that guard eggs, that do not guard

을 덩어리로 만드는 것, 알을 지키는 것, 알을 지키지 않는 것, 새끼를

eggs, that nurture young, that abandon young, that pouch brood,

양육하는 것, 새끼를 포기하는 것, 알을 주머니, 피부, 아가미, 입 또

that skin brood, that gill brood, that mouth brood, that forehead

는 이마에 품는 것(정말이지 어떤 종은 알을 이마에 있는 센털에 간

brood (Yes, store their eggs on hooks on their foreheads), as well

직한다), 체내에서 새끼를 품어 진정으로 양육하는 것(태생어, live-

as for internal brooders (live-bearers) that truly nurture the young,

bearer),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것 등 끝이 없다.

and those that merely hold the eggs until they hatch.

Clams and corals, as well as many other groups of marine species scatter their eggs and sperm right into the currents. Whether or not the gametes meet and fertilization takes place is by chance alone.
조개 및 산호와 아울러 기타 많은 종의 해양생물은 알과 정자를 곧바로 해류에 흩뿌린다. 그들 상대방이 만나 수정을 이룰지 여부는 우연에 맡길 뿐이다.

Many species like sea slugs, snails and many fish species lay their eggs on the bottom and leave them to fend for themselves
after they hatch.
바다 민달팽이, 고둥과 여러 물고기 종 같은 많은 종은 바닥에 알을 낳고는 알이 부화되어 홀로 살아가게 내버려둔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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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esting example of a group that leaves their eggs behind

알을 두고 가는 종의 흥미로운 예가 오징어다. 큰 알 다발들이 들

is the squid. After depositing clumps of large egg bundles on the

어 있는 알 덩어리를 바닥에 두고 수컷과 암컷은 모두 새끼가 포식에

bottom both male and female die with the hopes their young will

도 살아남으리란 희망 속에 죽어간다. 알을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두

survive predation. One characteristic of all species that leave their

는 모든 종의 공통적인 특성은 한번에 산란하는 알의 수가 많다는 것

eggs to fend for themselves is the number of eggs in each spawn.

이다. 이 경우에 알 덩어리에는 수천 개는 아니더라도 수백 개의 알이

In these cases, egg spawns contain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들어 있다.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지는 알의 수가 많아야 하는 이

eggs. High numbers of eggs left unguarded is necessary to insure

유는 성체 한 쌍당 최소한 새끼 두 마리는 성어로 생존시켜야 한다는

that at least two offspring per adult pair survives to adulthood.

필요성 때문이다.

Adult squid are seen here dying after depositing mounds of eggs. Right photo is of developing young, left behind.
사진에서 성체 오징어들이 알 더미들을 남긴 후 죽어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내버려진 새끼들이 커가는 모습이다.

The female octopus never leaves her nest even to feed until the eggs hatch, after which she dies.
암컷 문어는 알이 부화될 때까지는 결코 먹이를 먹기 위해 자신의 둥지를 떠나지 않으며, 알이 부화된 후에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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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species that lay their eggs in a nest and guard

알을 둥지에 낳고 지키는 종들의 예로는 문어, 쥐노래밋과 어류

them include octopus and fishes like lingcod. In octopus, after

(lingcod)와 같은 물고기 등이 있다. 문어에서는 수컷이 정자 덩이

fertilization, which entails the male passing a sperm packet to the

(sperm packet)를 특수한 팔로 암컷으로 넘겨주어 수정이 일어난 후

female, with a specialized arm, the female then lays the eggs in a

암컷이 알을 틈, 동굴 또는 기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장소에 낳는다.

crevice, cave or any protective enclosure. She will remain in the

암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둥지에게 알을 지킨다. 종들에 따라 몇 주

nest guarding the eggs until they hatch. During this period, which

가 걸릴 수도 있는 이 기간 동안 암컷은 전혀 먹지 않고 둥지를 떠나

may be several weeks depending on the species, she will not feed

지 않는다. 알이 부화되면 자신이 할 일은 끝나 암컷은 죽는다.

at all, never leaving the nest. When the eggs hatch, her job is done,
and she dies.
Lingcod stand by their nests and guard them with their huge

쥐노래밋과 어류는 둥지 곁에서 크고 무시무시한 턱과 이빨로 둥지를

frightening jaws and teeth. Unlike octopus they will live after the

지킨다. 다만 문어와는 달리 알이 부화된 후에도 살아 다음 해 다시

eggs hatch to nest again next year.

둥지를 튼다.

Nature, of course, does not create categories, humans do, and

물론 자연에서는 우리가 분류하는 좁은 범주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

there are always exceptions and variations that do not fit into the

는 예외와 변이가 늘 있다. 그러나 분류를 하면 유사성 및 관계의 구

neat little cubbyholes we create. Categorization, however, builds

조가 형성되어 자연계를 이해하고 연구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이번

a structure of similarities and relationships that make it easier to

글의 대분류인 난생어(egg-bearer)는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여러 가

understand and work with the natural world. Our broad category

지 번식 방법을 보인다. 그러한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here – Egg Bearers, includes several of the modes listed above.
Let’s look more closely at examples of these.
Live-bearers are the extremists of the egg-bearers as they carry

태생어는 난생어에서 극단적인 경우인데, 암컷이 체내수정을 거쳐 알에

their eggs and then the larvae within the female’s body until the

서 부화한 새끼를 독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기 때문이

young are ready to fend on their own. These include surfperch

다. 이러한 태생어에는 망상어(surfperch), 일부 상어 및 가오리 등이

Some fish species like lingcod
guard their eggs until they hatch.
쥐노래밋과 어류(lingcod)와 같은
일부 물고기 종은 알이 부화될 때
까지 알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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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me sharks and rays. Fertilization of eggs in this group

있다. 이들 종에서 알은 교미를 통해 수정된다. 난생어에서 또 다른

is by sexual copulation. The other extreme to this is broadcast

극단적인 경우는 대량 산란(broadcast spawning)이다. 이 경우에 알

spawning where eggs and sperm are released haphazardly (albeit

과 정자는 아무렇게나(하지만 동시에) 수중으로 방출되는데, 알이 정

simultaneously) into the water column, with the hope the eggs

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리란 기대가 깔려 있다.

will come into contact with sperm and fertilization will take place.
Live-bearers have developed a number of advanced internal

태생어는 여러 가지 발전된 체내 해부학적 메커니즘을 개발해 어미의

anatomical mechanisms that allow the gills of the larvae to

유사 자궁 내에서 새끼의 아가미가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미의 뱃

develop within the mother’s pseudo-uterus. Upon release from the

속에서 나오자마자 새끼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먹이생활을 하는 성어

mother’s womb, the young swim off as breathing, feeding adults.

로 손색이 없다.

In Surfperches fertilization of the eggs takes place internally, where the larvae grow to maturity before born.
망상어에서 알의 수정은 체내에서 이루어지며, 거기서 새끼는 성어로 자란 다음 산출된다.

Mouth brooders are an interesting group of fishes who,
yes, hold developing eggs in their mouth. Mouth brooders
include jawfish and cardinal fish. You have to admit that
this would be a very safe place to protect your offspring,
but imagine the challenge this offers when it is time for
the adult to eat. Careful there, you might swallow junior.
어류 가운데 입속에 알을 품는 종은 흥미롭다. 이러한 어
류에는 후악치과 어류(jawfish), 동갈돔과의 카디날피시
(cardinal fish) 등이 있다. 입속은 새끼를 보호하기에 매우
안전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성체가 식사할 시간
이 되었을 때 닥치는 어려움을 상상해보라. 새끼를 삼킬지도
Broadcast spawners, sea stars seen arching up on its legs is an indication that spawning can be
expected. Sperm and eggs will be released out of the pore at the center top of the body, by individual
male and females, respectively.
사진에서 대량 산란 종인 불가사리들이 다리로 서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는데, 곧 산란할 태세다. 수컷
과 암컷은 각각 정자와 알을 몸 꼭대기 중앙에 있는 구멍에서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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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Pouch brooders include members of the fish
family, Sygnathidae, most notably the seahorses
and pipefish’s. These fishes are considered external
brooders, because in most cases the fertilized eggs
are transferred from the female after fertilization
to the male of the species, who carries the eggs in a
special pouch or cavity on his body.
주머니에 알을 품는 종으로는 해마과(Sygnathidae)
의 해마 및 실고기(pipefish)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체
외에서 알을 품는 종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 경우에 알이 수정된 후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넘기
는데, 수컷은 몸에 있는 특수한 주머니 또는 강 속에

Jawfish and cardinal fish carry fertilized eggs in their mouths. This makes feeding somewhat complicated.

서 알을 품기 때문이다.

후악치과 어류(jawfish)와 동갈돔과의 카디날피시(cardinal fish)는 수정란을 입속에 품는다. 이는 먹이생활을 다소
곤란하게 한다.

Male seahorses and pipefish have a pouch on their belly where they carry maturing eggs and larvae.
수컷 해마 및 실고기의 배에는 주머니가 있어 거기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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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ch brooding is a mode of egg protection that can take on

주머니에 알을 품는 것은 알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러 가

several versions. Both male skeleton shrimp, scientifically known

지 형태를 띨 수 있다. 수컷 바다대벌레(skeleton shrimp, 학명

as caprellids, and all female shrimp hold their eggs, during

caprellids)와 모든 암컷 새우는 발달 중인 알을 배에 있는 주머니

development, in a brood pouch on the abdomen. In shrimp this

에 품는다. 새우의 주머니는 배 밑에서 배다리(pleopod)가 자리하는

pouch is the region under the abdomen housing the pleopods, or

부위에 있다. 배다리는 변형된 부속지(appendage)로 유영각(游泳

swimmerets, its modified secondary legs used to swim with. The

脚, swimmeret)이라고 하며 헤엄치는 데 쓰인다. 알들은 짧은 강모

eggs are held on the pleopods with short hooks or setae.

(seta, 센털)가 나 있는 배다리에 고정되어 있다.

Female skeleton shrimp deposit their eggs on the male’s abdomen

암컷 바다대벌레는 수정 후 알들을 수컷의 배에 놓는다. 그러면 수컷

after fertilization. The male then secretes a substance that forms a

은 일시적으로 주머니를 형성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이렇게 생성된 주

temporary pouch that is held in place on the abdomen with short

머니는 부란각(負卵脚, oviger; 알 덩어리를 붙여놓는 다리)이란 짧은

appendages referred to as ovigers. The young remain clinging

부속지에 의해 배에 고정된다. 새끼는 부화 후 수개월 동안 수컷에게

to the male for months after hatching (see our article on this

매달린 채로 생활한다.(이 흥미로운 종에 관해서는 「격월간 스쿠바다

interesting group in the May/June 2013 issue of Scuba Diver).

이버」 2013년 5/6월호에 기고한 글을 참조한다.)

A male skeleton shrimp with abdominal pouch full of eggs.
배에 알들로 가득한 주머니가 있는 수컷 바다대벌레.

The females of all species of shrimp carry their eggs underneath
their abdomen attached to modified legs called swimmerets.
모든 새우 종의 암컷은 알을 배 밑에서 유영각(游泳脚,
swimmeret)이란 변형된 다리에 부착시켜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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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shrimp, female crabs hold their fertilized eggs in a big

새우처럼 암컷 게도 스펀지 같은 큰 수정란 덩어리를 배 덮개와 몸 사

spongy mass between its abdominal flap and the body. The eggs

이에 품는다. 알들은 배다리에 부착되어 있어 ‘베리 열매가 줄줄이 달

are cemented to their pleopods, creating the “berried” appearance.

린’ 모습이다. 알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암컷 게는 배다리

To keep the eggs healthy, the female crab continually “washes”

를 계속해서 놀려 알들 위로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낸다.

water over the eggs by flapping the pleopods.
When the eggs of both crabs and shrimp hatch, the larvae drift

게와 새우의 알이 부화되면 새끼는 해류를 타고 플랑크톤으로 표류

away in the ocean currents as plankton.

한다.

And I am not sure what category name to give to the nudibranch

나는 자신의 외투막 주름(cerata) 사이사이에 알을 품는 나새류의 경

that carries its eggs around interspersed in its cerata. This species

우 어떤 분류 명을 부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종은 알을 실재로 품

is not really brooding the eggs or protecting them in any way that

거나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 행동이 궁금해 연구해

is obvious, but the behavior is curious and begs an investigation.

볼 필요가 있다.

Female crabs with eggs held under their abdomen, are called “berried.” 암컷 게가 배 밑에 품은 알들은 마치‘베리 열매가 줄줄이 달린’모습이다.

The aeolid nudibranch, Tergipes with
eggs entangled with in its cerata.
사진은 이올리드 나새류인 터지페
(Tergipes)로 그 외투막 주름에 알들이
엉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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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 significance of these specialized reproduction

이상과 같은 특수한 번식 방법들의 생태학적 중요성은, 새끼를 보호

modes is that the greater the level of protection for the young, the

할 능력이 높을수록 종의 생존에 필요한 알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fewer eggs are needed for survival of the species. The number of

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알의 수를 ‘산란수(fecundity)’라고 한다.

eggs needed to carry on subsequent generations of a species is

자신의 알과 정자가 서로를 찾아 수정을 이루리란 기대 속에 그것들

called “fecundity.” In species that distribute their eggs and sperm

을 수중으로 분포시키는 종들은 산란수가 매우 많아 알이 수백만 개,

into the water column in the anticipation that they will locate each

정자가 수십억 개로 방출된다. 그렇게 방출된 정자와 알이 산호초에

other and result in fertilization, the fecundity is very high, eggs

서 더 멀리 표류할수록 수중에서 서로 만날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are released in millions, and sperm in the billions. The chance of
sperm and eggs meeting in the water column becomes less and
less as the two drift farther from the reef.
Some gastropods like the moon snail are not
egg bearers but they do construct an innovative
protective structure for their eggs. While laying
their large circular ribbon of eggs, moon snails
mix the eggs with sand from the bottom. The
resulting “hard as a rock” coil is resistant against
erosion and predation. The coils are so strong that
they remain intact long after the eggs hatch and
the larvae swim off.
구슬우렁이(moon snail)와 같은 일부 복족류는 난
생어는 아니지만 자신의 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구
조물을 짓는다. 구슬우렁이는 큰 원형 리본 형태로
알들을 낳으면서 알들을 바닥에 있는 모래와 섞는
다. 그렇게 지어진 ‘바위만큼 단단한’ 나선형 구조물
은 침식과 포식을 막는다. 이 나선형 구조물은 너무
강해 모든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떠난 후에도 온전
한 상태를 유지한다.
Each spawning cup coral releases millions of eggs and sperm in order to produce one living offspring.
산호에서 산란하는 각각의 폴립은 생존하는 하나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개의 알과 정자를 방출한다.

A moon snail and its egg coil. 구슬우렁이(moon snail)와 알이 섞여 있는 나선형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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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have seen in the examples above, as greater protection is

앞의 예에서 보았듯 알을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이 높을수록 산

provided to the maturing eggs, the fecundity goes down. Pouch

란수는 줄어든다. 주머니에 알을 품는 종들의 산란수는 산란기

brooders fecundity may only be about 100 eggs per brood. The lowest

당 알이 단지 약 100개일 수 있다. 산란수가 가장 적은 종들은

fecundity is seen in the live bearers, where in sharks and surfperch for

태생어에서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상어와 망상어에서는 소수에

example only a few, and in some cases only two young are born ready

불과하고 일부 경우에는 단 2마리의 새끼가 혼자 살아나갈 준비

to live by themselves.

가 된 채 태어난다.

Why is this ecologically important, you may ask? Good question

왜 이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할까? 독자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좋은

and the answer is “Energy.” The energy necessary to create eggs and

질문이고 그 대답은 바로 ‘에너지’다. 알과 정자를 생성하고 그것

sperm and the energy to protect them, is huge and very costly to each

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나고 각각의 생물 개체에

individual creature. This energy comprises a large portion of what a

게 큰 대가를 요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한 종이 자신의 먹이에서

species must acquire from its food, above and beyond that necessary

얻어야 하는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자신의 지속

for its own sustainability and growth. The fewer the number of eggs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이다. 종의 보존을 위해

necessary to lead to the next generation, the less energy required.

필요한 알의 수가 적을수록 요구되는 에너지도 적어진다.

The reproductive modes we have seen here are advanced strategies

이번 글에서 살펴본 번식 방법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된 고

that have evolved over millions of years, to avoid the need to use

등 전략으로, 에너지를 쓸데없이 종의 생존에 사용할 필요성을

energy unnecessarily in the survival of the species. Maybe there is a

피하기 위해 개발됐다. 아마도 우리 인간도 여기서 배울 교훈이

lesson here for us humans.

있을 것이다.

케빈 리(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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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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장식하여 위장하는

장식게, 위장게
장식게는 영어로 데코레이션 크랩(Decoration Crab)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해조류 뭉치를 등에 지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긴다.
주로 야행성으로 야간다이빙을 하면서 많이 만날 수 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우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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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Camposcia retusa
영명 : Decoration crab
한국명 : 장식게, 위장게

말미잘을 짊어지고 다니는

말미잘게
학명 : Cyclocoelma tuberculata
영명 : Anemone crab
한국명 : 말미잘게

장식게 중에는 등껍데기 위에 작은 말미잘
을 짊어지고 다니는 종도 있다. 게의 입장에
서는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철모에 나뭇잎
을 꽂아 위장하듯 말미잘 촉수로 자신을 숨
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말미잘이 지닌 자세
포로 포식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다. 말
미잘로서도 손해 볼 게 없다. 집게에 올라타
여러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니 한 군데 고착
해 생활하는 말미잘보다 먹이를 찾거나 위
험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관계
를 서로가 이득을 보는 상리공생 관계이다.

해면을 지고 다니는

해면게
학명 : Lauridromia dehaani
영명 : Sponge crab
한국명 : 해면게

해면게는 해면(Sponge)을 등에 지고 다니면
서 위장 수단으로 사용하여 문어와 같은 포
식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영어로
스폰지 크랩(Sponge crab)이라고도 한다.
해면게는 움직임을 멈추고 정지하고 있으면
한 덩어리의 해면 조각으로 보이지만, 움직
일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해면 아래로 노출
된 발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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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Dardanus megistos
영명 : Hermit crab

집을 지고 다니는

한국명 : 숨이게, 소라게, 집게

숨이게, 소라게, 집게
집을 등에 업고 다니는 게가 바로 숨이게이다. 집게 또는 소라게로 더 잘 알려져 있
다. 영어 이름인 허밋크랩(Hermit crab)은 숨어 사는 게란 뜻이다. 딱딱한 껍데기 속
에 쏙 들어가 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숨이게는 죽은 고둥이나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가 다리만 내어 놓고 사는 특이한
습성을 지녔다. 숨이게의 커다란 집게발을 제외한 나머지 다리는 단단한 고둥 껍데
기 속에 사느라 자기 역할이 줄어들어 기능이 퇴화되었다. 그래서 숨이게는 다리와
몸 앞쪽은 다른 게들처럼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는 반면 배는 물렁물렁해서 적이
공격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단단한 껍데
기 속에 몸을 숨기는 것이다. 껍데기 속으로 몸을 숨기고, 앞발로 입구 부분을 막으
면 적의 공격에도 끄떡없다. 집게발이 방어벽이 되는 대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고둥이나 소라 껍데기는 나선 모양으로 돌돌 말려 있다. 숨이게의 배 부분도 나사 모
양처럼 꼬여 있어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숨이게는 손톱 크기만 하
지만 주먹만큼 큰 것도 있다. 이렇게 숨이게의 몸은 점점 자라는데, 껍데기는 자라
지 않는다. 그러니 클 때마다 몸에 맞는 다른 껍데기를 찾아야 한다. 껍데기에 몸을
맞춰 보고 크기가 맞으면 그 껍데기를 집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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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숨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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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38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인투더씨다이브센터

오형근

010-8786-7548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씨라이프리조트

박창수

010-5288-8144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울릉다이버리조트

정봉권

010-9516-0289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제주수중산책

김창환

010-3008-4739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바람소리팬션

박찬용

010-4140-2505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거북마린잠수풀

김대진

010-5791-2353

권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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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철

1-670-989-1110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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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특별한 피사체 촬영 기법
글/사진 구자광

1. 침몰선 사진 촬영
침몰선은 마법의 장소이며, 난파선 사진의
본질은 그 마법을 캡처하는 것이다. 침몰선
사진은 사고현장 사진이다. 그러므로 주제
에 대한 ‘느낌’을 요구한다. 난파선은 꼭 배
가 될 필요는 없다. 잠수함, 비행기, 심지어
가라앉은 자동차 같은 것도 될 수 있다. 침
몰선 사진은 보편적으로 광각 사진이다. 그
리고 흐린 곳이 많다. 그래서 수중시야의
확보가 핵심이다.
침몰선은 대부분 크기가 크고, 피사체로부
터 카메라가 스트로보광이 나갈 수 있는 최
대 거리인 2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촬
영한다. 스트로보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
으로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침몰선을 촬영할 때 제일 먼저 결
정해야 할 사항이 ISO 설정이다. ISO가
1,000 이상이면 빛이 약해도 촬영할 수 있
지만, 사진이 거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반
면에 ISO가 낮으면 더 나은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나 노출 시간이 길어져 흔들리
는 사진이 된다. ISO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
며, 주변의 밝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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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CONSULTING.netADVCO

IT’S TIME TO BE SMART.
IT’S TIME TO BE SMART.
One간격의
second데이터
sampling
rate delivers
precise데이터
data at전송
all times
●•1초
샘플링으로
신속정확한
●•고용량
메모리 capacity
High memory

●•수심,
다이빙 시간,
회복,for
속도,
하이드레이션을
사용자에
맞게hydration
알람 설정
Programmable
alarms
depth,
time, recovery,
speed and

가능
•
One
second
sampling
rate
delivers
precise
data
at
all
times
●•수영
및 수중timer
훈련시에
타이머로 &
작동
Countdown
for swimming
pool가능
training
•
High
memory
capacity
●•USB
인터페이스를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interface
Download
dive data통해
and데이터
update다운로드
ﬁrmware및
with
the Dive
Link USB
• (USB
Programmable
alarms
for
depth,
time,
recovery,
speed
and
hydration
(sold 인터페이스
separately) 별도 구매 가능)
• Countdown timer for swimming & pool training
• Download dive data and update ﬁrmware with the Dive Link USB interface
(sold
separately)
www.pureinstinct.mares.com

Diving Tour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Apo Reef Natural Park
호주 GBR(Great Barrier Reefs)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인
아포 리프 자연공원(Apo Reef Natural Park)은 아름다운
수중환경과 해양생물의 놀라운 다양성을 제공한다.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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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Apo Reef Natural Park

민도로
섬

코론

팔라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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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리프의 모습

아포 리프 자연공원

A. 프린징 리프(Fringing Reef)

Apo Reef Natural Park(ARNP)

산호(Coral)

아포 리프(Apo Reef)는 필리핀 민도르섬의 남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암초
가 필리핀 자연공원(Apo Reef Natural Park, ARNP)으로 보호되고 있다. 전체 넓이는
34㎢ 정도로 암초이다. 단일 크기로 세계에서 호주의 GBR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산

화산섬(volcano Island)
해저(Ocean floor)

호초이다.

B. 베리어 리프(Barrier Reef)

아포 리프는 민도로섬의 가장 가까운 해안의 서쪽 약 28km 지점에 위치하며 정치적

라군(Lagoon)

암초 더 정확하게 Occidental Mindoro, Sablayan(사발라얀) 지방에 속한다.

산호(Coral)

아포 리프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는 26km 정도이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
지 길이는 약 20km 크기로 삼각형 모양의 산호 환초(Lagoon)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
은 두 개의 라군으로 분리되어 있다. 좁은 암초 플랫폼으로 묶여 있는 북쪽 라군과 남
쪽 라군으로 구분된다. 넓이는 34㎢ 정도이다. 두 라군은 서쪽으로 열려 있는 깊은 채

침강(Subsidence)
화산섬(volcano Island)
해저(Ocean floor)

C. 아톨(Atoll)
라군(Lagoon)

널로 구분되어 있다.
북쪽 라군은 부분적으로 썰물 동안 노출되고 밀폐된 삼각형 산호초 플랫폼이다. 그것

산호(Coral)

은 수심이 약 2~10m의 깊이가 비교적 얕은 지역이다. 남쪽 라군은 역삼각형 산호 플
랫폼으로 수심이 약 30m 정도가 된다.

침강(Subsidence)
화산섬(volcano Island)
해저(Ocean floor)

산호초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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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섬의 쉼터

아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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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인천공항

1 바탕가스항에서 리브어보드를 타는 방법

4시간 5분 소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마닐라국제공항으
로 가서 다시 자동차로 바탕가스항으로 간

마닐라국제공항

다. 바탕가스항에서 리브어보드를 탄다.
2 민도르섬 사발라얀(Sablayan)에서

3시간 소요

콤보 사파리를 타고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마닐라국제공항으

바탕가스항

로 가서 국내선으로 산호세공항(민도르)으로
간다. 그리고 산호세에서 자동차로 사발라얀
으로 간다. 사발라얀에는 아포 리프 다이빙
서비스를 하는 리조트들이 있는데 아포 리프

국내선
1시간 소요

3

2

만도로 섬

콤보 사파리를 이용한다.

1

국내선
1시간 소요

리브어보드

3 부수앙가섬 코론에서 콤보 사파리를 타고
콤보 사파리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마닐라국제공항으

아포 리포 자연공원

로 가서 국내선으로 부수앙가공항으로 간다.

콤보 사파리

그리고 자동차로 코론으로 간다. 코론에는
아포 리프 다이빙 서비스를 하는 리조트들이
있는데 아포 리프 콤보 사파리를 이용한다.

콤보 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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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라얀

부수앙가공항
코론항

산호세공항

아포 리프의 다이빙 환경

Merope Rock

Pandan Island

호주 GBR(Great Barrier Reefs)에 이어 세계에서 두
Shark Ridge

번째로 큰 산호초인 아포 리프 자연공원(Apo Reef
Natural Park)은 아름다운 수중환경과 해양생물의

Hunters Rock

Apo Reef

놀라운 다양성을 제공한다.
Apo Island

Binangaan Droppff

아포 리프의 다이빙 사이트
Apo Island

Shark Ridge

Merope Rock(Reef)

아포섬의 주변으로 Southeast Point, North Wall,

아포섬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화이트팁샤

Hunters Rock 사이트와 비슷하며, 각종 샤크, 바라

East Side 등 3개의 사이트로 나눌 수 있다. 웅장

크, 블랙팁샤크 등으로 인하여 샤크릿지 사이트로

쿠다, 잭피쉬 무리 등을 볼 수 있는 월다이빙 사이

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치가 일품인 다이빙 사이트

불린다. 만타도 자주 보이는 사이트이다.

트이다.

로 거대한 경산호 및 연산호로 가득 차 있다. 섬
을 아우르는 거대한 드롭오프 및 화려한 월다이
빙을 즐길 수 있다. 조류가 강할 때는 참치, 잭피
쉬 무리, 만타, 귀상어 등의 대형어종을 자주 볼
수 있다.

Binangaan Drop-Off

Hunter's Rock

아포섬의 남서쪽으로 월다이빙 사이트로 유명

아포섬의 서쪽으로 부터 20Km 정도 떨어진 사이

하다. 엄청나게 많은 돌산호와 연산호로 덮여 있

트로 조류가 강해서 상급자에게 알맞은 사이트이

으며, 패롯피쉬, 그루퍼, 스내퍼 등의 큰 어류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다. 6~7월에는 바다뱀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나비
고기, 스내퍼와 스윗트립스, 각종 샤크, 잭피쉬 무
리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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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리프에서 만난 수중 생물들
1 배너피쉬 무리
2 만타레이
3 갯민숭달팽이
4 크로크다일피쉬
5 잠을 자고 있는 앵무고기
6 이글레이
7 리프 샤크

2

3

6

4

5

7

1

2

3

4

5
98

|

리브어보드
Discovery Palawan호를 타고
바탕가스 컨테이너 터미널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Discovery Palawan 리브

생각보다 가파른 것이 불편했는데, 지내다보니 이것도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

어보드를 처음 보았을 때 생각보다 큰 보트에 놀랐다. 대부분의 리브어보드

로 정이 들었다.

는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배 안의 내부 인테리어가 호텔처럼 되어 있어

다이빙은 댕기보트로 이동하는데 이 보트에 사다리가 있어 너무 편리했다.

느낌이 달랐다. 전체 공간이 넓어서 여유는 있었지만 동선과 배치는 그다지

또한 올라오기 전에 보트에서 BC를 받아주어 바다 상태가 거칠어도 불편하

편리하게 되지는 않았다. 1층의 휴게실은 카메라를 준비하기도 하고, 비디오

지 않았다. 다이빙팀은 손님 2~3명당 한 명의 가이드를 배치하여 복잡하지

를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구성되었다. 객실도 40명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스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

량의 손님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 객실의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하여

아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다이빙 후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

좁은 느낌이 없었고 안락했다. 화장실은 조금 좁았지만 세면대나 샤워기를

어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이빙 장비에는 제각기 이름을 붙여 놓아

짜임새 있게 비치하였고, 깔끔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여

섞일 염려가 없어 편리했다. 다만 다이빙을 준비하는 공간과 샤워시설이 식

식사를 하면서 필리핀의 다양한 섬들을 구경하며 즐길 수 있었고, 음식은 뷔

당 옆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쉬웠고 장비를 놓는 장소가 협소해 약간 불편했

페식이었는데 손님의 취향에 맞추었는지 맛도 종류도 흡족했다. 한국음식을

다. 배 구조상 이동 시 댕기보트를 배에 실어야 하는 공간이 가운데다 보니

조금 가지고 갔는데 먹을 일이 없어 오히려 필리핀 스텝에게 건네줄 정도였

어쩔 수 없는 공간구성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함께한 팀 중에 스킨을 즐기는

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음식이 나올지 기다려지곤 했다.

팀이 있어 다이빙이 끝나고 근처 섬에서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고,

3층은 바가 준비되어 있어 여가시간에는 거의 이 공간에서 커피와 와인을 즐

필리핀의 수천 개의 섬 중에 아포리프, 코론, 뿌에리토갈리고, 어촌마을과 여

기고 독서나 게임을 하였다. 위층에는 칵테일을 마시며 썬텐을 즐길 수 있는

러 개의 무인도 등 섬을 방문한 것도 이번 여행의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공간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배가 크다보니 여유 공간이 많아 객실에는 잠을

리브어보드를 탈 때마다 주는 또 하나의 기쁨은 밤하늘의 쏟아지는 은하수와

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오르내리는 계단이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6

7

1 Discovery Palawan호 모습

5 카메라실

2 부페로 차려진 식사

6 댕기보트

3 식당

7 다이빙 장비실

4 객실

8 Discovery Palawan호 루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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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필리핀

보홀섬의 다이빙
보홀섬의 다이빙 환경은 시야가 맑고 깨끗하며, 잘 보호된 건강한 산호초를 배경으로
대형 부채산호들과 화려한 색상의 연산호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고기들과 외해성 어류인
바라쿠다와 잭피쉬 무리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보홀섬의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는 발리카삭(Balicasag)섬 지역, 까빌라오(Cabilao)섬 지역,
팡글라오(Panglao)섬 지역, 파밀라칸(Pamilacan)섬 지역 등으로 주로
보홀섬의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글/사진 구자광

세부

모알보알

두마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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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
팡글라오섬
발리카삭섬

Bohol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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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ol 보홀섬
보홀섬(Bohol Is.)은 필리핀에서 열 번째 큰 섬으로, 비사야 지역에서도

보홀섬은 필리핀의 다른 섬에 비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편

남쪽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 보홀 해협(세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세부

이다. 태풍이 올라오는 도중에 레이테섬과 사마르섬의 산악 지역에서 세

섬이 있고, 동쪽으로는 카니가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레이테섬이 있다.

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기후는 대체

보홀섬의 중심도시는 타그빌라란(Tagbilaran)이다. 보홀섬 절반은 대리

로 온화한 편하다.

석으로 덮여 있으며, 대체로 언덕이 많은 지형이다.

보홀섬과 팡글라오섬이 연결되는 다리

가는 방법
1 마닐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선 항공으로 가는 방법

발리카삭섬 풍경

인천공항
4시간 5분 소요

한국에서 보홀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에서 마닐

마닐라국제공항

라 국제공항으로 들어가서 국내선을 타고 보홀섬의 타그
빌라란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타그빌라란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팡글라오섬의 다이브리조트로 간다.
2 세부막탄공항을 통해 세부항에서 여객선으로 가는 방법

1

한국에서 보홀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에서 국

2

4시간 30분 소요

제공항이 있는 세부막탄공항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세
부항에서는 세부항에서 운항되고 있는 오션제트에 승선

국내선
1시간 20분 소요

하여 1시간 30분 정도 가면 타그빌라란항(Tagbilaran)에
도착하고, 타그빌라란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팡글라오
섬의 다이브리조트로 간다.

세부막탄공항
1시간 30분 소요

타그빌라란항구
타그빌라란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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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큰 고등어의 무리

발리카삭섬의 바다거북과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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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의 다이빙 환경
보홀섬의 다이빙 환경은 시야가 맑고 깨끗하며, 잘 보호
Light House

된 건강한 산호초를 배경으로 대형 부채산호들과 화려한

까빌라오섬
Three Coconuts

색상의 연산호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고기들과 외해성

South Point(Shark Cave)

어류인 바라쿠다와 잭피쉬 무리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보홀섬의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는 발리카삭(Balicasag)

보홀섬
(Bohol Is.)

섬 지역, 까빌라오(Cabilao)섬 지역, 팡글라오(Panglao)
섬 지역, 파밀라칸(Pamilacan)섬 지역 등으로 주로 보홀
섬의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팡글라오섬에 집중되어 있는 리조트에서 가까운 곳
은 방카로 20분, 먼 곳은 방카로 2시간가량 소요되는 거
리에 있다. 따라서 아침에 출발하여 3회 다이빙을 마치
고 오후에 늦게 돌아오는 데이트립(Day trip)으로 다이빙

Napaling
Momo
Dojo

이 실시된다.
보홀의 다이빙 사이트들은 거의 모두가 리프다이빙(Reef

팡글라오섬

diving)이나 월다이빙(Wall diving)이다. 보통 수심 3~6m

Puntud
Divers Heaven
Cathedral

발리카삭섬
Fish Sanctuory
Rico's Wall

Arco
Alona Beach Sanctuary

Kalipayan
Black Forcst
Rudy's Rock
파밀라칸섬
Cervera Shoal
(Snake Is.)

의 리프 변두리에서 경사가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급한
절벽이 시작되는데 조류에 흐름을 맡기고 절벽을 따라서

Pamilacan A
Pamilacan B

천천히 흘러가며 다이빙을 하다가 종반에는 리프 변두리
로 상승하여 작은 접사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정지를 할 수 있다.

보홀섬의 다이빙 시즌
필리핀 보홀섬은 열대몬순형의 기온으로 12~5월은 건기, 6~11월은 우기로 나누어
진다. 다이빙 시즌은 1년 내내 가능하다. 7월에서 9월까지 몬순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
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우기나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다. 1~5월이 베스트 시즌이다. 연중 평균수온은 28도로 11월부터 수온이 내려간다.
최하 3mm 슈트가 추천되고, 겨울철 다이빙 시 보온에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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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 지역의
다이빙사이트

보홀섬의 다이빙은 크게 4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보홀섬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팡글라오섬
(Panglao Is.), 팡글라오섬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발리카삭섬(Balicasag Is.), 보홀섬의 남쪽에 위
치한 파밀라칸섬(Pamilacan Is.), 보홀섬의 서쪽에 위치한 까빌라오섬(Cabilao Is.)이다.

팡글라오섬(Panglao Is.) 지역
팡글라오 섬 동남쪽에는 알로나 비치(Alona Beach)가 있는데 보홀

하우스 리이프(House Reef)

섬에 있는 대부분의 다이빙 샵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 지역에서

알로나 비치 앞의 어류보호구역으로 최대 수심이 25m의 얕은 지역이다. 절

관찰할 수 있는 해양생물은 산호정원, 테이블산호, 부채산호, 안시아

벽은 모래 채널에 의해 수직으로 많이 잘려 있으며 아네모네와 다양한 색상

스, 아네모네피쉬, 프로그피쉬, 스콜피온피쉬 등이다.

의 산호, 작은 물고기, 스콜피온피쉬, 프로그피쉬, 갯민숭달팽이 등이 있고,
모래지역에서는 바다뱀도 보인다.

네이팔링(Napaling)
월다이빙 지역으로 절벽을 따라 부채산호와 흑산호(Black coral)들이
자라고, 리프의 주변은 테이블 산호와 많은 종류의 작은 물고기, 곰
치(Moray eel) 등을 볼 수가 있다. 이곳은 나이트다이빙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모모(Momo)
리프 끝에서 비스듬한 경사로 떨어지는 절벽이 있으며 이를 따라가는
다이빙을 한다. 리프의 중간은 모래 채널로 나누어지는데, 모래지역
에서는 크랩아이고비(Crab eye goby) 등 여러 종류의 고비들이 있고,
파이프 피쉬(Pipe fish) 등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돌조(Doljo)
이곳은 급한 경사의 직벽이며, 부채산호와 화려한 색상의 연산호들
이 경사면에 많다. 리프 샤크를 볼 수 있으며, 프로그피쉬, 스콜피온
피쉬 등을 볼 수 있다.

푼토드(Punted)
부채산호와 연산호가 있는 가파른 절벽에 많이 산재해 있고, 오징어,
가끔 바다뱀 등을 볼 수 있다.

칼리파얀(Kalipayant)
최대 수심 25m의 얕은 지역이다. 월 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모래 지
역도 있다. 아름다운 산호 지역으로 라이온피쉬, 뱉피쉬, 다양한 색
상의 갯민숭달팽이 등을 볼 수 있다.

아르코(Arco)
보홀비치클럽 앞의 다이빙 사이트로 바닥은 모래지역이다. 작은 동
굴이 있으며 동굴은 벽의 아래쪽으로 통한다. 절벽 아래에서 피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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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카삭섬(Balicasag Is.) 지역
팡글라오섬 남서쪽 약 6km에 위치한 발리카삭섬은 45분 정도면 주변을

피쉬 상뚜아리(Fish Sanctuary)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이다.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물 그리고 야자수가

발리카삭섬의 동쪽 드롭오프 아래로 수심 20~25m 동굴에 거북이 숨어

어우러진 아담한 섬이다.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생물은 바다거

있다고 해서 터틀 사이트(Turtle point)라고도 한다. 라이온피쉬, 트리거피

북, 바라쿠다 무리, 잭피쉬 무리, 천사고기, 나비고기, 트리거피쉬, 유니콘

쉬 등의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얕은 수심에서는 아네모네와 동

피쉬, 트럼펫피쉬, 코넷피쉬, 스냅퍼, 퍼퍼피쉬 등이다.

갈돔을 볼 수 있다.

더월(The Wall)

더락(The Rock)

발리카삭섬에 있는 발리카삭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Balicasag Island

섬의 다른 곳들보다 조류가 좀 센 편이다.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특히 활

Dive Resort) 바로 앞에 위치한 사이트는 수심 30m 정도까지 절벽으로

발하고 색상이 화려하다. 해변에서 30~50m 바깥쪽에서 절벽이 시작되

떨어지다가 계단식으로 이어지고 다시 절벽으로 떨어진다. 절벽에 캐번

며 화려한 부채산호들과 라이온피쉬, 스콜피온피쉬 등을 포함해서 풍부

등 움푹한 곳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다. 대형 부채산호와 작은 물고기가

한 물고기들이 있다.

풍부하다. 조류가 강할 때는 절벽 쪽에 바라쿠다 무리를 볼 수 있다.

블랙 코랄 포레스트(Black Coral Forest)
다이버스 헤븐(Divers Heaven)

블랙코랄은 원래 5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데 발리카삭섬의

섬의 북동쪽 수심 10m 내외의 산호초 지역이다. 수심이 얕아서 간조 때 특

북쪽 끝에는 30m 수심에서 블랙코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의 그늘과

히 바람이 많이 불 때 다이빙하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상승류에 의한 낮은 수온 그리고 풍부한 영양염류 등이 깊은 수심과 비
슷한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일 것이다. 뱉피쉬, 라이온피쉬, 갯민숭달

커데드랄(Cathedral)

팽이 등의 다양한 수중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조류가 강하므로 보통

발리카삭섬의 남서쪽에 있으며, 리조트와 가깝다. 바위가 울퉁불퉁한 벽

드리프트 다이빙을 한다.

으로 많은 동굴과 패인 곳이 많아서 재미있다. 수중전등을 지참하는 것
이 좋다. 조류가 있을 때 바깥쪽을 보면 잭피쉬나 바라쿠다 무리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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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밀라칸섬(Pamilacan Is.) 지역
파밀라칸섬은 팡글라오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지명인 파밀라칸은 ‘쥐가오
리의 안식처’라는 뜻이다. 섬의 북서쪽에 있는 수중 봉우리인 스네이크 아일랜드
(Snake Island)에는 바다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다만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중
급 이상의 다이버들만 다이빙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한다.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생물은 만타가오리, 바다뱀, 나폴레온피쉬, 푸질
러, 바라쿠다, 잭피쉬 무리, 참치 등이다.

스네이크 아일랜드(Snake Island)
수중에 잠긴 섬으로 산호로 덮여 있으며 조류가 강한 편이다. 파도가 조금 높으면
현지 가이드들도 잘 찾지 못하는 곳이다. 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줄무늬 바다
뱀(Banded sea snake)을 많이 볼 수 있다.

파밀라칸(Pamilacan) A, B
파밀라칸섬은 조류가 상당히 강해서 중급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다이빙을 추천한
다. 이 섬의 북동쪽에는 해양생태공원이 있다. 최대 수심은 30m이며, 이곳에서는
나폴레옹피쉬 등의 수중생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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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빌라오섬(Cabilao Is.) 지역
까빌라오섬은 보홀과 세부섬 사이의 세부 해협쪽으로 돌출해 있는 섬으로 면적은 8㎢
정도 된다. 팡글라오섬 리조트에서 방카보트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으로 다소 먼
곳이다.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생물은 바라쿠다, 잭피쉬, 햄머헤드샤크, 화
이트팁리프샤크 등이다.

까빌라오 피쉬 쌍뚜아리(Cabilao Fish Sanctuary)
수심 3m에서 10m까지 꺾여 벽을 이루고 다시 계단식으로 나와서 25m까지 벽을 이
루며 다시 좀 나왔다가 절벽을 이루는 식으로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어서 다이빙을
하기에 편하다. 어업을 금지하는 어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을 볼 수 있다.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
절벽이 25m까지 내려가다가 30m까지 모래 지역이 펼쳐지고 다시 그 밑으로 절벽이
다. 운이 따르면 바라쿠다와 잭피쉬 무리를 만날 수 있다. 30m 수심의 평지에 연산호
들이 피어있는 것이 특이하며, 가든일(Garden eel)과 깃대돔(Banner Fish)의 무리를
볼 수 있다.

바라쿠다 포인트(Baracuda Point)
수심 6~8m의 리프 변두리에서 100여 m까지 떨어지는 절벽을 따라 다이빙하는 전형
적인 월다이빙이다. 대형 부채산호들이 있으며, 조류가 있을 때는 바라쿠다 무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 바라쿠다 사이트라고 해서 100% 바라쿠다를 볼 수는 없다.
사진/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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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의 육상관광
다이빙을 마치고 하루 쉬는 동안 보홀섬의 육상관광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안경원숭이(Tarsier)
보홀섬의 타르시어 컨서베이션(Tarsisers Conservation)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
숭이인 타르시어(Tarsier) 원숭이를 볼 수 있다. 몸길이가 13㎝에 불과한데다 눈이 몸의 3
분의 1을 차지해 일명 ‘안경원숭이’로 불린다. 머리를 180도로 회전할 수 있는 타르시어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죽은 듯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밤에 활동한다. 코의 모양(튀어나온
것이 수컷)으로 암수를 구별하는 타르시어 원숭이는 서식지를 강제로 옮기면 스트레스로
자살해 보홀섬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이다.
<참고> 안경원숭이(Tarsier)
안경원숭이는 눈과 귀가 크고, 꼬리는 털이 없으며 가늘고 길다. 뒷다리 특히 뒷발이 길며, 발가락 끝에는
빨판이 있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물가의 숲이나 개간지 주변의 숲에서 잠을 자고, 저녁때와 아침나절에 각
각 2시간 정도씩 활동한다. 나무에서 나무로 건너뛸 때는 손발을 오므렸다가 점프한 다음, 목적하는 나무에
다가가면 손발을 펴서 달라붙듯이 내려앉는다. 안경원숭이는 눈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돌려 주
위를 둘러본다. 쥐 정도의 크기로 자라며, 꼬리는 25㎝이다. 땅 위에서는 뒷다리를 가지런히 하여 1~1.5m
나 뛸 수 있다. 낮에는 자고 밤에 나뭇가지 사이를 돌아다니며 날도마뱀, 물고기, 도롱뇽붙이, 게,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1년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초콜릿 힐(Chocolate Hill)
보홀섬 중앙 대평원에는 우리나라 고분군 같은 언덕이 수없이 솟아나
있다. 그 수가 무려 1,268개에 달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단다.
돔 모양의 언덕은 그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Kisses Chocolate)’과 닮았
다고 해서 ‘초콜릿 힐(Chocolate Hill)’이라 부른다. 전설에는 ‘알로야’라
는 여인의 눈물 또는 ‘아로고’라는 거인의 눈물이라고 전해내려 오지만
고대 산호초 퇴적물이 융기와 부식, 풍화작용을 거쳐 생성된 것이다. 세
월의 풍화가 빚어낸 자연예술품인 것이다.

로복강의 선상투어(Lobok River Cruise)
보홀섬의 ‘로복강(Lobok River)’은 총 길이 21㎞가 되는 보홀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강이다. 로복강에서의 선상투어는 로아이대
교 선착장에서 원주민 마을까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점심을 즐기는 투어이다. 강을 거슬러 오
르는 동안 울창한 원시림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배는 원주
민 마을에서 30분 정도 정박한 뒤 다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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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루다이브 리조트
Deep Blue Dive Resort
앞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홀에서 유일하게
관광상품과 레저상품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5명의 스텝이 항시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방문하면 편안하고 저렴한 가격에 식사 ,관광, 레저 등 모든 것을
Deep Blue Dive Resort에서 해결할 수 있다.
대표 : 황득구
한국인 직통(황득구) 인터넷 전화 : 070 4829 4586
핸드폰: 63 917 589 7799

deukgo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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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현황
•보홀에서 가장 큰 빅 방카 1대와 그 외에 1대
•호핑투어 전용 방카보트 2대
•스쿠버다이빙 대여장비 30세트
•대여용 슈트 50벌
•켐프레셔 2대
•스쿠버 공기탱크 150개
•스노클링 대여 장비 50세트
•카약 2대
•스쿠버다이빙 교육용 수영장 외에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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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루다이브 리조트(Deep Blue Dive Resort)는 필리핀의 보홀 팡글라오 다나오 다오롱 비치에 위치해 있다. 스쿠버다이빙 전
문 리조트로 오픈워터 교육은 물론 체험다이빙, 펀다이빙 등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는 비치를 접하고 전면 바다조망
이 가능한 18개 룸과 수영장, 해먹 등 완벽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족과 함께 온 비다이버라도 바다 풍광을 구경하면서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숙소와 다이빙샵이 일체형이라 이동하는 불편이 전혀 없다. 딥블루다이브 리조트는 발리카삭섬
과 가까워 리조트에서 배로 2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그 외에도 필리핀에서 음식이 가장 푸짐하고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황득구 대표는 1996년 호주 시드니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PADI) 자격증을 받고, 국내로 돌아와 강사로 활
동하던 중 1999년 필리핀 보홀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2011년까지 팡글라오 모모 비치 지역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했
다. 지금의 다오롱 비치에 있는 리조트는 2012년에 신축했고 현재 성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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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제주도 서귀포 문섬
다양한 수심에서 만날 수 있는 형형색색의 연산호 군락과 자리돔의 군무를
볼 수 있는 문섬의 새끼섬과 한개창은 세계적인 사이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글/사진 구자광, 수중사진 황윤태

116

|

우도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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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섬의 새끼섬과 한개창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9만㎡ 가량의 문섬(제주도 지정문
화재 기념물 제45호)은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다. 멀리서 보면 새끼손가락
같은 모양의 새끼섬과 본섬으로 이뤄져 있고, 양쪽 모두 상륙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문섬은 서귀포항에서 보트를 타면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문섬 새끼섬은 10여m 수심의 교육 다이빙 포인트와 수심 40m 이상의 중급자
용 포인트가 섞여 있고, 수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많은 다이버가 찾는다.
특히 다양한 수심에서 만날 수 있는 형형색색의 연산호 군락과 자리돔의 군무
를 볼 수 있는 문섬의 새끼섬과 한개창은 세계적인 사이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겨울부터 5월 초까지는 수 미터까지 자라는 무성한 모자반(해조류의 일
종)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에 가면 주걱치 무리, 범돔 무리, 백송,
쏠베감펭, 달고기, 호박돔 등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문섬은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연산호가 절정을 이룬다. 제주도는 무더
운 7~8월보다 9~10월 말경이 오히려 수온이 더 따뜻하다. 그래서 다이버들
은 한여름보다 가을철에 문섬을 더 많이 찾는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보온만 잘해준다면 한겨울과 봄철에도 충분히 문섬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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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섬에서는 섬비치다이빙 모습

◆ 문섬(蚊島)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442호)

문섬은 본래 민둥섬이어서 ‘믠섬’이라 했는데, 음이

연산호(Soft Coral)란 부드러운 겉 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제주 남

변하여 ‘문섬’이라 불렸다. 한자의 훈자 표기는 ‘독도

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충류는 무척추 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수지

(禿島)’이고, 음차 표기는 ‘문도(文島)’이나 일본인들이

맨드라미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꽃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에 모기가 많다 하여 모기 문(蚊)자를 써서 ‘문도(蚊

연산호 군락은 수심 10~30m의 암반에 군락을 이루고, 여타 다양한 해양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해

島)’라 하였다고 한다.

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려한 촉수를 펼쳐 먹이를 취하면서 생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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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인회

서귀포

굿다이버
제주도 굿다이버는 김상길, 정혜영 부부강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월
드컵경기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굿다이버 리조트의 객실은 18평, 24평형이 있어 인원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펜션형 객실에는 주방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다.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객실은 쾌적해서 다이빙여행이 아닌 제주도 육상여행을 할 때도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다.
더군다나 굿다이버 리조트는 야외에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교육을 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가
지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방문을 해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굿다이버 리조트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길들이 많아 제주도만의 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
굿다이버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정말 집밥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부부의 따스함도 느낄 수
있다. 굿다이버는 공항에서 무료로 픽업을 해주며, 구성원들 모두가 손님들이 머무르는 동안
가능한 한 편안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준다. 또한 데코탱크와 나이트록스가 가능하며 자
그만 추억이라도 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여 굿다이버 티셔츠를 선물로 준다. 다이버들을
배려하여 마지막 다이빙은 나이트록스로 서비스하고 있어 다이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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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염돈로28번길 10
홈페이지 : http://www.gooddiver.com/
이메일 : gooddiver@naver.com
대표전화 : 064-762-7677
김상길 : 010-3721-7277
정혜영 : 010-8869-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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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
제주 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은 예전에 허천범 씨가 운영하던 마린하우스 리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

조트를 소아과 의사인 양승철 씨가 인수해 리모델링한 곳이다. 호텔식 룸과 깔

어 있으며, 더블탱크와 데코탱크도 대여가 가능하다. 최신형 스쿠터가 8대 완

끔한 화장실, 냉난방은 천정식으로 바뀌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항

비되어 있어 스쿠터 교육과 장비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수중사진을 하는 분들

에서 픽업도 가능하며 맛있는 식사가 전일 제공된다. 스페셜로 넓은 잔디밭

에게도 충분한 어시스트를 하며,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다이빙 마지막 날은 나

에서 바비큐파티를 열어 다이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다. 보팅 위주의

이트록스를 제공하여 비행기를 타는 다이버들을 배려하고 있다.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펀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도 가능하다. 나이트록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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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북로 80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aramsorii
공동대표
양승철 : 010-8654-3253
박찬용 : 010-926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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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TUSA

M-19SYQB

M-19SYQW GOLD

M-19SYQW WHITE

소비자가 : 250,000원
색상 : GOLD, PINK GOLD

소비자가 : 250,000원

소비자가 : 200,000원

보다 명확한 시인성과 안전성을 다한 TUSA 마스크의 최고봉

■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 파장 400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 차단 율 98.5%를 실현한 UV 보호 렌즈

빛(가시광선 /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상)은 마스크의 렌즈 표면에서 반사하는 등 10%

▶ 크리스탈 뷰 광학용 유리 렌즈에 빛의 저 반사 가공으로 투과율 95%를 실현.

정도가 손실된다. 그러나 CRYSTAL VIEW AR/UV 렌즈는 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

투명도가 나쁜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

어 빛을 높은 비율로 투과시킨다. 그리하여 밝도 뚜렷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 메인 프레임은 정교하게 가공되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며 유려한 크롬 도금으로 마감
■ 광학 클리어 렌즈
■ CRYSTAL VIEW AR/UV렌즈의 특징

일반 렌즈는 내면, 표면에서의 반사 및 유리 내부 흡수로 인해 투과하는 빛이 90% 이하

자외선 차단 기능과 빛 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CRYSTAL VIEW AR/UV 렌

로 감소하게 된다. CRYSTAL VIEW AR/UV 렌즈의 베이스가 되는 광학 클리어 렌즈는

즈다. 눈에 해로운 자외선은 대폭 줄이고 시야를 가로막는 렌즈 면에 빛의 반사를 막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투명도가 좋고 광선 투과율이 높은 것으로 일반 렌즈보다 더 선

다. 또한 베이스의 광학 클리어 렌즈는 광선 투과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통상적인 유

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리보다 더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 크롬 코팅 프레임(M-19SYQB / M-19SYQW GOLD)
■ 자외선 UV 차단 기능

기존 일반 프레임에 비해 더욱 화려해진 유광의 크롬 코팅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

일반적인 파장이 10~400nm(나노미터), 즉 가시광선보다 짧고 연질 X선보다 긴 파장의

했다.

불가시광선(전자파)을 자외선이라고 부른다. 화상의 원인이 되며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눈에 장시간 쬐면 각막염이나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CRYSTAL

■ 타사 제품과의 비교

VIEW AR/UV 렌즈는 가시광선 경계의 400nm의 파장도 98.5% 자외선을 차단하는 고

CRYSTAL VIEW AR/UV 렌즈는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 타사의 대표적인 자

성능으로서 수면 위,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로운 자외선을 확실히 차단시킨다.

외선 차단 유리를 갖춘 기종과 비교해서 광범위한 파장 영역에서 뛰어난 자외선 차단
율을 자랑한다. 또 반대로 투과율이 높은 부분의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훌륭한 광선 투
과율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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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Sportube 멀티하드케이스-시리즈 1, 2, 3
▶ 건, 샤프트, 롱핀, 낚시 장비, 스키, 스노우보드 등 다양한 장비의 안전한 보호 및 운반
▶ 손상에 대한 탄성력(회복력), 하드케이스는 부드러운 가방보다 우수한 보호기능을 제공
시리즈 1

▶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성형 플라스틱 핸들은 들기 쉽고 이동이 편리함
▶ 기동성 향상을 위한 내구성이 높은 성형화된 고무 바퀴가 장착
▶ Sportube를 당길 때, 뒷면 세이빙 이지 풀 핸들은 바퀴와 함께 어려움 없이
Sportube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 인체공학적, 고무 그립은 편안함을 향상시키고 모든 Sporubes에 빠르고 쉽게 탈착이 가능함

시리즈 2

▶ 박스 포장 없이 FedEx/UPS로 배송 가능
▶ 목적지까지 빠르고 쉬운 수송을 위해 자동차 선반 짐칸에 장착 가능
▶ 추가 보안을 위한 TSA 컴비네이션 락 잠금 장치, 추가 보호를 위한 양쪽 끝에 패딩
▶ 각 시리즈마다 크기, 중량, 보관 용량이 상이함

시리즈 3

풀페이스 스노클링 마스크
세미-드라이 익스트림

▶마
 스크와 실리콘 스커트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
며, LSR-OVERMOLD 기술을 포함하는 몰딩 내
부로 하나로 결합. 100% 방수
▶간
 단한(간편한) 구조! 396g의 가벼운 중량. 편안
한 착용. 쉬운 모래제거(사용 후)
▶ 공기의 한 방향(편도) 순환
▶ 서리 방지 디자인! 넓은 시야 확보!
▶ 서리방지 필름 또는 세정제 필요하지 않음
▶ 스노클링 시, 자연스러운 호흡
▶공
 기 주입구가 물 속에 있을 때, 공기 주입구를
통해 마스크로 물이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플
롯팅 볼이 위로 올라가서 물의 유입 차단함
▶ 재질 : PC(전면부), 액체 실리콘(실리콘 스커트)
▶ 색상 : 파랑, 분홍, 검정

HL 1000XW
▶ 리튬 재충정식 배터리, 넓은 빔 LED 헤드 라이트
▶	푸시버튼 하나로 4단계의 밝기 출력, 1단계 밝기의
붉은 조명모드, SOS
▶	빛출력 : 100Lm(레벌1), 250Lm(레벨2), 500Lm(레
벨3), 1000Lm(레벨4)
▶ 하이브리드,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
▶ 새로운 부샤만의 특별한 액체(리퀴드) 타입 씰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한 슈트
▶ 앞지퍼는 다이버가 혼자 입기 편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편안함 움직임
그리고 다이빙 동안 장비를 편하게 사용
▶ 두께/재질 : 6.5mm 네오프렌 엘라스킨X6.6
▶ ‘파이어스킨 2’로 최상의 보온성

▶	재질 : 알루미늄합금(라이트헤드), 폴리카보네이트
(몸체)
▶ 전원 : 리튬이온 재충전식 배터리 팩 18650
▶ 시야범위 : 120도 넓은 빔
▶	사용시간 : 2시간(레벨4), 4시간(레벨3), 8시간(레
벨2), 20시간(레벨1)

▶ 방수 향상 그리고 액체(리퀴드)타입 씰로 이음새 보호 강화

▶ 최대수심 : 100m(실험완료)

▶ 컴팩트하나 넓은 부피의 포켓이 부착되어 있어 마스크 또는 다른 액세서리 보관 가능

▶ 사이즈 : 36.8x84.4mm(지름x길이),

▶ ‘부샤 유니버셜 컴퓨터 홀더’로 컴퓨터를 제자리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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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mm(라이트헤드)

록시 퍼시픽

에스파동 컴퍼티션

▶ 1.5mm 소프트 네오프렌 사용으로 편안함

▶ 독점적인 부샤 특허 기술인 브라카 컨셉 장착으로 지퍼 없이 간편한 사용 및 위생적

▶	알고핏(Ergofit) : 인체공학적 커팅, 최상의 편안함을 위한 모든 디테일에 주의하여 제작

▶ 전체 울트라 플렉스 엘라스킨 X 8.6 으로 제작되어 편안함

▶	백-커팅 : 슈트 밑단에 특별한 윤곽을 주어 등과 어깨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방지

▶ 프리컷 시스템을 통해 롱존 형태의 바지를 웨이스트 컷으로 간편하게 변경 가능

▶	360도 하나로 된 얼굴 씰은 편안함, 방수 및 내구성을 향상시킴

▶ 고품질의 사전 성형 인체공학적 커팅

▶	강화 : 미끄럼 방지 3D - 그립 팔꿈치, 무릎 그리고 흉골(가슴)부분 보호

▶ 오픈셀 안감은 최상의 보온

▶	패딩형 가슴 강화 - 더 큰 안정감과 편안함, 길고 강력한 무기 운반

▶ 수프라텍스 강화 - 무릎, 팔꿈치, 정강이

▶ 저지 내부

▶ 롱존 하의는 슬림 가슴 판넬을 사용하여 훨씬 편하고 입기 쉬움

▶ 전제적으로 오픈 셀 안감의 방수형 얼굴 씰

▶ 입는 동안 더 큰 저항에 대한 굴곡진 엣지(테두리)

V-Twin

▶ 롤링 마감의 손목과 발목 씰

마스터리프트 X-에어라이트
▶ 혁신 : 따뜻한 물에 다이빙에 이상적
▶ 독점적인 부샤 트윈 1단계 디자인

▶ 새로운 마스터리프트 X-에어라이트 3은 하이브리드 컨셉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하고 더 편안함

▶ 한 개의 바디에 두 개의 1단계 시스템

▶ 가벼움과 편안한 반-강체 등판 그리고 큰 부피를 결합

▶ 2단계와 옥토퍼스 함께 제공

▶ 새로운 인체공학적 등판은 훨씬 큰 편안함을 제공

▶ 싱글 - 다이빙 사용에 이상적

▶ 재질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훨씬 가벼움, 가벼운 BC

▶ 더 가볍고 더 컴펙트한 2감압

▶ 조절 가능한 하네스

▶	1단계 전용의 메인 호흡기와 나머지는

▶ 2개의 2.5kg 고정 후면 웨이트 포켓

옥토퍼스와 액세서리 전용
▶	두 개의 분리 된 1단계의 호흡 성능을
동시에 운영 조달

▶ 2개의 5kg 고정 전면 웨이트 포켓
▶ 2개의 큰 지퍼형 포켓
▶ 보관팩 함께 제공

▶	스탠다드 피스톤의 1단계로 심플하고
매우 편안한 디자인
▶ 2단계 보상
▶ 벤츄리 조절
▶ 큰 퍼지 버튼의 유연한 케이스
▶	특수 고압 테스트 성능 실험 장치로
개별 확인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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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다이버 1편

해외에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 도전하기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생텍쥐페리

귀하디 귀한 시간을 내어 다이브트립을 하다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누

하는 과정은 극히 주관적인 느낌이기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도

릴 수 있는 호사스러운 활동인 마사지를 빼놓을 수 없다. 태국 푸켓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에서 여러 해 일한 경험이 있다보니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에서부터

스쿠바다이빙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통일된 교육프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잘 알게 되었다. 나름 고민해서 선

로그램을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육

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마사지를

하는 강사들의 성향과 노하우가 다르다보니 교육방법도 강사마다 다

받고 나서의 반응은 너무나 제각각이다. 며칠간의 다이브트립으로 인

르다. 겨울휴가 동안 해외에서 오픈워터 자격증 코스에 도전하고자 하

해 굳은 어깨를 앞뒤로 돌리며 말하길“나는 아주 좋았어”
라고 하는

는 예비 다이버들은 시간, 항공료, 체류비, 교육비 등 생각해야 할 것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선“난 너무 아프기만 해”
,“누구는 너무 약

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다이브센터를 선택할 것인

해”
,“잘하는 집 맞아?”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추천해준 사람으

지, 어떤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로서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다. 이 때 푸켓 리브

일반적으로 여행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 지역의 스쿠바다이빙을 검색

어보드 트립 오퍼레이터로 유명한 차다(이훈재) 대표가 구수한 전라

하면 PADI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은‘내가 배우고 싶은

도 사투리로 대답한다.“궁합이란 게 있는 거야. 잘하는 집이 어디 있

오픈워터 코스가 무엇인지’
를 아는 것이다. 오픈워터 코스에 대해 간

나?”백 번을 들어도 옳은 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기운을 전달

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코스는 간단하게 3가지 파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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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참가자격
만 10세 이상이며 건강진술서상에 열거된 내용에“예”
가 있으면 의사
의 참가승인 서명이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담당강사에게 문의)

의료진 진술서

2
PADI 웹사이트(www.PADI.co.kr)에 접
속 후 온라인 수강권(189$ 호주달러)
을 구매하여 컴퓨터 접속을 통해 자습
한 후 시험까지 완료한다.

1. 이론수업
이론수업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3
PADI 웹사이트(www.PADI.co.kr)에 접속 후 오프라인 다운로드 매뉴얼
(Touch-189$ 호주달러)를 구매한 후 태블릿에 다운로드하여 자습하고
시험까지 완료한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예비 다이버들이 선
택할 몫이다. 도무지 시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번이나 3번의 방법

1
담당강사로부터 책자로 된 매뉴얼과
DVD를 받아 자습 후 강사를 만나 복
습 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을 선택하여 본인 스케줄에 맞게 공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만 게을
러지기 쉽고, 강사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런 연유로 1번을 택하여 강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장
비도 직접 착용해 보면서 배우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숙지할 수 있
다. 물론 다이브센터에 따라 교육비용이 다르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16 January/February

| 131

2. 수영장 교육

챕터 3.

수영장 교육은 이론수업과 같이 5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챕

적절한 깊은물 입수, 적절한 웨이트 양 조절, 나와 짝의 쥐풀기 연습, 시각적 참

터마다 배워야 할 스킬이 정해져 있다. 먼저 쉬운 스킬부터 점차 어려

고물을 이용한 5단계 하강, 손과 발을 휘젓지 않고 30초간 호흡만으로 떠있기,

운 스킬로 진행이 되고, 잘 훈련된 PADI 강사들이 예비 다이버들의

중성부력을 유지하며 수평자세로 수영하기, 공기고갈 상황을 연출하며 1분간 짝
의 공기로 수영하며 수중으로 상승한 후 BCD에 입으로 BCD 부풀리기, 공기고

수준에 맞게 속도를 조율하며,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갈에 대응하기, 다른 다이버에게 공기 제공하기, 공기고갈을 가정하여 9미터를

줄 것이다.

수영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교육받는 예비 다이버들의 인원비율과 물에 대한 적응 속도에 따라
다르나 최소 2일에서 3일에 걸쳐 교육받는다. 교육 내용이 많아 보이

챕터 4.

지만 언제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흐를 것이다.

적절한 웨이트 양 조절, 25미터 지친다이버 끌기, 스쿠버장비 수면 탈부착 연습,
짝과 함께 5단계 하강법으로 하강하며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강 멈추기, 손과
발을 휘젓지 않고 1분간 호흡만으로 떠있기, 고장난 호흡기를 가정하여 30초간
호흡하기, 15미터를 마스크 없이 수영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민감한 바닥환경
을 가정하여 5단계 상승법으로 상승하기.

챕터 5.
깊은물의 수면에서 스쿠바 장비 탈부착과 웨이트 시스템 탈부착, 공기잔압 관리
하기, 짝과 함께 다이브 상황을 연출하여 스스로 다이빙 계획하고 실행하기.

일반적인 스킬
장비준비와 관리방법, 장비조립/해체 5회, BCD용 저압호스 분리하기, 느슨한 실
린더 밴드 조절, 웨이트벨트 탈부착, 비상 시 웨이트벨트 버리기, 수면 신호기구
부풀리기, 스킨다이빙, 200미터 수영 혹 300미터 스노클 수영, 10분간 떠있기.

강사들은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확인 후 아래와 같은 서류
를 작성한다. 물론 이 서류는 학생의 로그북 내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
챕터 1.

강사가 함께 작성해줄 것이다.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적절한 들기법을 이용하여 올바
르게 착용하기, 장비안전점검, BCD 공기 넣고 빼기, 수
중 호흡하기, 호흡기 물빼기, 호흡기 되찾기, 부분물찬
마스크 물빼기, 다른 다이버의 보조호흡기로 30초간 호
흡하기, 압력평형을 하며 수중으로 조절된 하강하기, 잔

PADI Open Water Diver Course Record and Referral Form

B. Knowledge Development

Course option:

Stud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Sec 1
______ / _______ / ______
Sec 2
______ / _______ / ______
Sec 3
______ / _______ / ______
Sec 4
______ / _______ / ______
Sec 5
______ / _______ / ______
OR eLearning
Quick Review ____ / _______ / ______

Passed
Viewed Open
Quiz/Exam Water Video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Instructor**
Initials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Day/Month/Year

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x □ M □ F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_____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Zip/Postal Code ________________
Phone Home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 PADI Instructors who initial this document must complete an identification section below.
PADI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Day/Month/Year

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머무르기, 수면수영하며 스노
클과 호흡기 사용하여 호흡하기, 수면에서 부력 확보를
위해 저압호스를 이용하고 또 입으로 BCD 부풀리기.

여 올바르게 착용하기, 적절한 깊은물 입수법 연습, 적
절한 웨이트 양 조절하기, 스노클 불어 물빼기, 스노클
호흡기 교환하며 물속에서 지속적으로 숨쉬기, 수면 스
노클 수영으로 50미터 수영하기, 짝과 5단계 하강법을
이용하여 하강하기, 중성부력 연습, 완전 물찬 마스크
물빼기, 마스크 벗고 다시 쓰기, 마스크 없이 1분간 호
흡하기, 공기고갈 연습, 공기잔압 관리하기, 5단계 상
승법으로 상승하기, 적절한 테크닉으로 출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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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 only
PADI #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Note: If all above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required)

PADI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C. Open Water Dives

Day/Month/Year

Phone Hom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en referring a PADI Scuba Diver/Open Water Diver student:
a. Fill in the diver and PADI Instructor information and note appropriate areas of training completed.
b. Attach a copy of the diver’s PADI Medical Statement to this form.
c. Advise the diver of the need for a photo for certification card processing.
d. Encourage the diver to complete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and explain that this form is only valid for one year
from the last training section completion date.

A. Confined Water Dives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CW 1* ____ / _____ / _____
CW 2 ____ / _____ / _____
CW 3 ____ / _____ / _____

Instructor**
Initials
PADI #
________ # _________
________ # _________
________ # _________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CW 4 ____ / _____ / _____
CW5 ____ / _____ / _____

Instructor**
Initials
PADI#
________ # _________
________ # _________

*DSD with all CW Dive 1 skills = Open Water Diver CW Dive 1

Waterskills Assessment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Instructor**
Initials
PADI #

200 metre/yard Swim OR 300 metre/yard Mask/Snorkel/Fin Swim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10 Minute Survival Float*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Equipment Preparation and Car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isconnect Low Pressure Inflator Hos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Loose Cylinder Band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Weight System Removal and Replacement (surfac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Emergency Weight Drop (or in OW)*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Product No. 10056 (Rev. 09/13) Version 3.08

다이빙 계획하기, 짝과 함께 적절한 들기법을 이용하

□ eRDPml

All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listed above have been completed, Quizzes/Exams passed.

Dive Flexible Skills

챕터 2.

□ RDP Table

Phone Hom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e: Attach additional sheet for other PADI Instructor information if necessary.

압계 읽고 의사교환하기, 수신호 연습, 천천히 상승, 짝

Completed
KR
□
□
□
□
□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Instructor**
Initials
PADI #

Skin Diving Skills
_______/ _______ / _______

Dry Suit Orientation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_________ # ________

(Note: If all Confined Water Dives and Waterskills Assessment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required.)

All Confined Water Dives listed above and the Waterskills Assessment have been completed.
Instructor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 __________________ Date_____ / _____ /_____
**I certify that this student has satisfactorily completed this skill/section/dive as outlined in the
PADI Instructor Manual. I am a PADI Instructor
renewed in Teaching status for the current year.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Instructor**
Initials
PADI #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Dive 1 ______/ ______ /______

_______ # ________

Dive 3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__

Dive 2 ______/ ______ /______

_______ # ________

Dive 4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__

Dive Flexible Skills

These skills may be completed during any Open Water Training Dive.

1. Cramp Removal*
2. Snorkel/Regulator Exchange*
3. Inflatable Signal Tube/DSMB Deployment*
4. Emergency Weight Drop (or in CW)*
5. Surface Swim with Compass
6. Tired Diver Tow
7. Remove/Replace Scuba (surface)
8. Remove/Replace Weights (surface)
9. CESA (Dive 2, 3 or 4)
10. UW Compass Navigation (Dive 2, 3 or 4)

Completed
on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Instructor**
Initials
PADI#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Note: If all above Dive Flexible Skills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is required)

All Dive Flexible Skills listed above have been completed.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Student Statement: I understand the training requirements for this course and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certification requirements. I am adequately prepared to dive in areas and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ose in which I was trained. I realize that additional training is recommended for participation in specialty
diving activities, in other geographical areas, and after periods of inactivity that exceed six months. I agree
to abide by PADI’s Standard Safe Diving Practices.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Al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s a PADI Scuba Diver have been met (completion of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1, 2, 3 Confined Water Dives 1, 2, 3 Open Water Dives 1, 2 and all dive flexible skills marked
with an asterisk *).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Al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s a PADI Open Water Diver have been met.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3. 바다실습
바다실습은 예비다이버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담당강사에게 알려
주면 지역에 있는 다이브 센터로 위탁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바다실
습을 최소 4회에 걸쳐 연습하고 즐기면 교육이 끝나게 된다. 아래 내
용을 보면 알겠지만 수영장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숙달한 스킬을 바다
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챕터 1.
다이빙 계획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하기, 양성부력을 확보한 채
입수, 수면에서 입으로 BCD 부풀려 부력확보하기, 5단계법으로 참고물을 사용
하고 통제하며 최대 12m 내로 하강, 공기고갈을 연출하여 짝의 공기로 호흡하
고 수면으로 상승하여 부력확보하기,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법으로 천천히 상승하기.

챕터 2.
브리핑 동안 수신호 이해하고 소통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하기,
양성부력을 확보한 채 입수, 수면에서 웨이트 조절, 5단계법으로 참고물을 사용

챕터 4.

하고 통제하며 최대 12미터 내로 하강, BCD를 입으로 부풀어 부력확보하기, 공

짝과 다이빙 계획 슬레이트로 다이빙 계획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

기고갈 상황을 연출하여 짝과 공기 나누기, 그리고 상승하여 수면에서 BCD 부

하기, 5단계법으로 시각적 참고물 없이 최대 18미터 내로 하강, 수중탐험하기,

풀리기,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법으로 천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법으로 천천히 상승하기.

천히 상승하기.

일반적인 스킬
챕터 3.

쥐풀기 연습, 수면 신호기구 부풀리기(수중 혹 수면), 50미터 수면 나침반 수

다이빙 계획하기, 장비착용과 조절, 사전안전점검하기, 5단계법으로 시각적 참

영, 스노클 호흡기 교환하며 수영하기, 수면 웨이트/스쿠바장비 탈부착, 비상

고물을 사용하여 최대 18미터 내로 하강, BCD를 입으로 부풀어 중성부력확보

시 웨이트벨트 버리기, 나침반 왕복 수영, 공기고갈을 가정하여 6~9미터를 상

하고 호버링하기, 수중탐험하기, 공기잔압 관리하기, 짝과 가까이 머물기, 5단계

승하기,

법으로 천천히 상승하기.

너무 많은 기술 같으나 반복을 통해 일반적인 다이빙 기술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
게 될 것이다. 물론 오픈워터 과정동안의 배운 것이 기억나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수개월이 지나면 리액티브 프로그램(스쿠바다이버지 2015
년 11~12월호 참고)에 참가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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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픈워터 자격증 따기 요약

참가자격 : 10세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곳 :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
교육시간 :
1. 이론수업 - 약 2~4시간(등록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수영장 실습 - 약 2~3일에 걸쳐 10~12시간
3. 바다실습 - 2일간 최소 4회

어떤 강사를 찾아야 하는가?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다이버가 되기 위해 배우게 될 과정에 대해 살

반창꼬 프로젝트 02월의 이벤트

펴보았다. PADI 강사들은 위의 교육 과정을 차근차근 잘 교육해 줄

스쿠바미디어에서는 PADI ReActive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좋은 강사의 기준은 잘하는 타이마사지 숍을

교육문의 nomadive@gmail.com 일반적인 교육문의 가능
기재사항(이름, 연락처, 거주지역)

찾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이제 시간을 투자해 직장
이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다이브센터를 검색하여 직접 전화로 통화하
며 본인과 성향이 잘 맞을 수 있는 강사를 찾기 바란다. 스쿠버다이빙
은 물에서 하는 활동이기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

교육진행 해당되는 각 반창고 프로젝트 교육센터 방문
반창꼬 팸투어에 참가하여 코스 완료가 가능
인

원 각 센터 최대 6명

지원내용

코스 등록시 고급 방수백(15리터) 증정

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와 강사 모두 교
육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며, 서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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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Dive League
EN / ISO 인증, EUF 가입, 민간자격 등록

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강사, 강사 트레이너 교육
모든 교재는 혁신적인 전자책으로 제공
모든 라이센스는 QR 코드가 있는
e-Card와 C-Card로 제공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8. 2층 208호(낙민동)
전화 051)555-5603. 010-4851-4646

ndlkorea.com

COMMERCIAL DIVING

잠수산업안전
해가 갈수록 전 세계적인 경기 한파로 인해 2015년 작년 한 해 국내 스쿠버다이빙 산업 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산업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2016년의 전망도 밝지 않아 다들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는 잠수산업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수산업안전이란 용어를 생소하게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 혹은 줄여서 산업보건이라는 용어를 필자인 제가 잠수산업이라 칭하고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산업잠수는 다들 잘 아시리라 판단되며, 스쿠버다이빙 분야의 샵이나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 산업과 장비수업업체,
잠수장비나 잠수복을 제작하는 제조산업 종사자 및 업체 대표님들 모두를 통칭하여 잠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잠수산업안전이라 하였습니다. 즉, 사업하는 강사님들이나 직원분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命題) 하에 이 글을 기고하게 된 것입니다.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지(誌)를 구독하는 독자분들께는 내용이 다소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사진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글 싣는 순서]
1. 산업안전보건의 역사
2.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3. 직업병
4. 이상기압
5. 산업재해
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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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역사

인간의 노동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노동의 결과로 인류

생활습관의 영향”을 발간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것을

문화와 사회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발전의 역사는

보고하였고, 1845년 Sir Edwin Chadwick는 “영국의 노동계급의 위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건강의 투쟁사라고도 할 수 있다.

생상태”를 발간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인간의 문화는 석기시대, 수렵시대를 거쳐 농경시대로 들어와 개화되

산업혁명 시기 잠수 분야에서 살펴보면 1839년 프랑스 토목기술자

기 시작하였고 광산에서의 채광과 제련으로 금속시대가 시작되었다.

인 M. Triger는 광산의 축대를 쌓기 위해 물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

고대문명에서 이집트는 금, 희랍은 은, 그리고 로마는 철로서 상징되

한 케이슨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였다. 그 당시

었으며, 이 시대부터 벌써 광부들의 건강장해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잠수사뿐만 아니라 터널이나 다리의 교각을 공사하는 건설 노동자들

것이다.

에게 나타난 질병을 케이슨병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통증과

산업보건의 시조라 할 수 있는 Bernardino Ramazzini는 Galileo,

근육통 현상을 1841년 B. Pol과 T. J. J. Wastelle라는 두 명의 프랑

Newton과 같이 17세기의 뛰어난 과학자이며 의사였던 그는 일생 수

스 의사는 광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특유

19세기 후반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발명

의 질병들을 조사하여 1713년에 ‘직업인들의 질병’을 발간하였다. 총

되었고, 또한 에디슨에 의한 전기 발명은 산업에 커다란 혁명을 가

14권에 걸친 이 책에는 어부, 농부, 석공, 광부, 목공, 도자기공 등을

져왔으며, 이어서 전기용접과 착암기가 발명되었다. 화학분야에서는

비롯하여 선원, 군인, 장의사에서 염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기화학, 합성화학이 발전하여 벤젠이 발명되고, 금속분야에서는

직업에서 발병하는 질병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귀

알루미늄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산업발전에 따라 새로운 건강장해도

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어났다.
하지만, 사회발전의 속도는 산업의 발전보다 언제나 뒤떨어졌다. 산

산업혁명과 19세기 시대

업혁명 후 노동자 계급이 탄생되고 노동조합이 형성됨에 따라 노사

영국의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30년 사이 석탄, 철, 철도, 대규모

분규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시기에 국민의 건강은 정부의 책

항만시설로 이루어졌고, 유럽과 미국도 이를 뒤따랐다. 산업의 발달

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영국에서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로 인해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건설되었고, 공장을 중심으로 많은 농

Act)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는 공장재해와 노동자의 상병대책으로

부들이 모여들면서 비위생적인 빈민지대가 생겨났다.

1883년에 노동자 질병보험법이 1884년에는 공장재해보험법이 각기

공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부녀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과다한 노동과 유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해요소 및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일을 시켜 각종 재해
와 직업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더군다나 현대의학의 발전되기 이

한국의 산업보건

전이어서 병원체를 알 수 없었고, 병리학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절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도 유리, 금속공방과 주

이었기에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영·유아 사망률

철공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이 시대부터

이 아주 높았다.

진폐증과 금속으로 인한 중독증이 발생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은 공장을 도살장이라 불렀고, 국민의 건강

러나 봉건사회에서 농어민은 노비와 평민에 속하였기에 이들의 질병

수준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영국의 Charles Thackrah는

과 보건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1831년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직업, 상업, 전문직, 도시상태와

20세기에 들어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된다. 19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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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작업

영도대교

재래식 헬멧

1945년까지의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산업은 군수산업에 필

에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을 제정하였고 노동청이 신설되었다. 하

요한 지하 자원개발 중점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산업은 아주 더디게 발

지만,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이 많았으며, 특히

전되었다. 국민의 건강은 경찰위생행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 노동

1970년 11월 한국 노동 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전태일이라는 젊은

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1942년에 산업재해가 많았던 광산 개

노동자가 서울 청계천 7가 평화시장에서 분신을 하였다. 분신이유

발 분야에만 광부노무부조 규칙이 있었을 뿐이다.

는 단지 법률에서 정한 노동시간 준수와 건강진단을 실시해 달라는

사업장 재해로는 1930년 광산재해, 1937년 전매공장재해의 보고가

것이었다.

있었고, 직업병으로는 1913년 철도공사의 소음성난청, 1938년 제조

1981년대에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고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업과 광산업의 진폐증, 1938년과 1941년에 철도교각 공사 노동자의

공포되었고, 87년에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었다.

잠함병 보고가 최초였다. 비록 보고된 적은 없지만 그보다 몇 년 빠른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1931년에 착공한 부산 최초의 연육교인 영도대교 공사를 빼 놓을 수

개정되었고 1996년에는 선진화 산업안전보건 3개년 계획을 수립하

가 없는데, 매우 빠른 유속으로 인해 당시에는 어려운 토목공사로 분

여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 보건관리 사업이 확대되었고, 산업의학전

류되었다.

문의 제도와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제도도 제정되어 전문 인력이 배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해저부의 수

되었다.

중교각 공사 때 공기 단축이라는 비명(非命)하에 마늘이나 양파 같은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 속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매운 것을 먹이면서 낮은 수온을 이겨내도록 했다. 이러한 인간의 존

있는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

엄성이 무시된 잠수로 인해 재래식 헬멧 잠수사들의 죽음과 희생이 많

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자 산업보건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았다고 전해져 온다.

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과거의 과제들도 산적되어 있고, 변

어찌되었든 잠수와 관련된 질병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볼 때 국

화하는 산업기술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내 잠함병 발생 최초 보고가 약 100년 정도 늦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초부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타 산업에 비해 근로자들의 제도 개선이 거북이걸음처럼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50년 비극적인 전쟁 발발로
남북한 모두 공장들은 폐허가 되어 버렸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1953
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1954년 대한석탄공사에서 광부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기술이사

들의 진폐증이 보고되었고, 이를 계기로 1956년에 갱도 작업환경과

고용노동부 직무분야 전문위원

작업능률에 대한 기초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심사위원

1960년대 들어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안전보건
에 대한 변화가 많았는데, 보건관리규칙이 제정되고 사업장마다 근
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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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관리공단 직종별 전문위원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과학잠수운영위원
PDIC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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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보관 방법
글 이원교 (리쿰스쿠버 대표)

스쿠바다이빙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이다.
다이빙을 한 후에는 장비를 잘 세척하여
제대로 보관하여야 오래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요 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관리 및 보관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 부력조절기
2. 호흡기와 보조호흡기
3. 게이지와 콤파스
4. 손목형 다이브컴퓨터
5. 스킨장비
6. 슈트, 후드, 부츠, 글러브
7. 드라이슈트
8. 공기탱크(전문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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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교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KUDA, CMAS,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리페어 전문가 과정 수료(아쿠아렁, 아펙스,
마레스, 스쿠버프로, 다이브웨이즈)
다이빙 전문 서적 공저(스킨스쿠버 플러스,
5일이면 당신도 멋진 스쿠버 다이버,
SKIN SCUBA DIVING/초보자를 위한,
스쿠버 다이빙 스페셜티 매뉴얼, 스쿠버 다이빙 A,B,C…)
현재 리쿰 스쿠버 운영
www.iantd.co.kr/leewongyo, sea-guide@nate.com
01035425288@nate.com

1. 부력조절기
Buoyancy Controller, BC
Buoyancy Control Device, BCD
Buoyancy Compensator, BC

부력조절기는 다이빙을 완전히 마치는 경우에는 민물에 세척을 하는데, 먼저 외
부부터 깨끗한 민물에 담가 이물질과 소금물을 씻어낸다.
다이빙을 하다보면 부력조절기 내부도 바닷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부
에도 민물을 넣어서 세척을 한다. 부력조절기 속에 물을 넣는 방법은 인플레이
터의 수동공기 공급구에 물 호스를 끼우고 아웃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물을 주입
한다. 이때 부력조절기에 물을 약 1/3정도 넣고 나머지는 공기로 채운 후 잘 흔
들어서 내부 구석구석 세척이 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물을 완전히 빼낸다. 물
을 빼내는 방법은 인플레이터 뭉치가 부착된 부분이 가장 아래로 향하게 부력조
절기를 거꾸로 들고 내부의 물을 인플레이터 호스 부분에 모은 뒤에 배출 버튼을
누르면 공기와 함께 물이 배출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회 정도 반복한다.
부력조절기의 내외부의 세척이 끝난 후에는 내부에 부분적으로 공기를 넣은 다
음 직사광선을 피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건조시킨다. 부력조절기

인플레이터를 이용해서
부력조절기 내부에
물을 주입

를 보관할 때에도 내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적당히 주입해서 부풀린
상태에서 먼지가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부력조절기는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플레이터로 공기를
빵빵하게 넣고 눌러보아 바람이 새는 데가 없는지 확인한다.
부력조절기는 주기적으로 오버홀(overhaul)을 제조회사 A/S 센터나 전문적인
수리점에서 해야 한다. 다이빙을 자주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가끔 하는 사람
은 2년에 한번 오버홀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부력조절기의 부착면에서 덤
프밸브는 초고주파로 용접이 되어 있다. 이 덤프밸브가 떨어지면 다시 부착이
어렵고, 다시 부착하더라고 다시 떨어지기 쉽다.
건조하고 있는
부력조절기

덤프밸브로 민물을 주입하여 부력조절기 내부를 세척할 때 주의할 점
부력조절기 속에 물을 넣는 방법은 인플레이터의 수동공기 공급구에 물

개스킷 분실 주의

호스를 끼우고 아웃버튼을 눌러 물을 주입한다. 이 방법은 물이 내부로

다음의 두 사진의 차이를 보면, 오른쪽 사진에는 왼쪽 사진에 없는 노란색 개스킷이라는 고무패킹이 장착

잘 유입이 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빠른 시간에 물을 넣을 수 있는

되어 있는데, 덤프 밸브에 개스킷이 장착되면 덤프 밸브의 기능이 상실되며, 인플레이터 호스 쪽에 개스킷

방법은 부력조절기의 덤프밸브를 열고 그 구멍으로 물을 넣는 방법이 있

이 없다면 어깨 부분에서 계속 기체가 새어 나와 부력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부분의

다. 그러나 덤프밸브를 여는 것은 부품을 분실하기 쉽고, 덤프밸브를 자

차이를 잘 알고 세척 후에 정확한 조립을 해야 한다.

주 열면 스프링 강도가 약해져 누수의 원인이 된다. 기계적인 지식이 없
는 일반 다이버들은 가급적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덤프밸브를 분리한 상태

인플레이터 호스를 분리한 상태
(노란 개스킷이 보임)

부력조절기에 덤프밸브와 인플레이터 호스를 분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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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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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뇨(El Nino)
태평양 적도 부근의 따뜻한 표층수는 보통 편동 무역풍에 의해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수 온도는 동태평양 쪽이 낮다. 그
러나 무역풍이 약해지면 따뜻한 표층수의 이동도 약해져 서태평
양의 해수온도는 평상시보다 낮게 되고 중앙태평양 또는 동태평
양의 해수 온도는 올라가는데, 이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한다. 엘
니뇨현상은 통상 3∼4년 주기로 발생한다.
이러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3℃
높아지므로 대기 흐름에 영향을 주어 이상 기상을 초래하며 세계
곳곳에 가뭄, 홍수, 한파 같은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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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냐(La Nina)
엘리뇨의 반대 현상으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
보다 0.5도 이상 낮은 경우는 라니냐(La Nina)라고 부른다. 라니
냐 역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이 된다. 라니냐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가을 가
뭄이 심하고 겨울에는 혹한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
가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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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센터 탐방

대표 : 김봉기
전화 : 010-9134-7470
이메일 : bongki76@naver.com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출로 255번길 11

제주도 다이빙의 메카 성산!
다이버들이 주목하는 ‘블루버블 리조트ʼ
스쿠버다이빙의 메카로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그 중에서도 성산 지역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다이빙계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서귀포가
연산호와 절벽으로 이뤄진 정적이고 여성적인 느낌에 섬 다이빙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성산은 화산 활동 후 생긴 물속 지형으로
다이나믹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강할 뿐만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이 가
능한 100m의 수심대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편안하게 전용선을 타고 포
인트로 이동해 1회 다이빙을 한 후 리조트로 돌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산을 찾는 다이버들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다이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리조트가 있었으니, 바로 성산일
출봉 앞 수마포구에 위치한 ‘블루버블 리조트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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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편의 시설은 기본!
산소 블랜딩 시스템, 15인승 다이빙 전용 레저선 등 보유
‘블루버블 리조트ʼ는 김봉기, 정범수 두 뚝심 있는 강사가 아름다운 제주 성산 바
다를 다이버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기투합한 곳이다. 2014년 3월 오픈한 비교적 신생
리조트인 ‘블루버블 리조트ʼ는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깔끔한 샤
워시설과 휴식공간, 야외벤치 등의 기본 편의 시설은 물론이고 펀 다이빙을 위한
풀세트 장비와 사이드 마운트, 더블탱크를 구비하였으며 산소블랜딩 시스템 등 나
이트록스,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한 장비도 구비되어 있다. 더불어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맞춤 설계된 ‘블루버블 리조트ʼ의 마스코트‘블루마린호’
는 250마력 엔진의
15인승 다이빙 전용 레저선으로 더블탱크를 매고도 편리한 입출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블루마린호의 서브 역할을 할 6~7인승 규모의 전용
선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장비 제공
과 전용선을 통한 편리한 입출수, 그리고 1회 다이빙 후 휴식, 샤워, 식사까지 다이
버를 위한 논스톱 시스템을 갖춘 리조트다.

비치 다이빙에서 딥 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서로 다른 매력의 다이빙 포인트를 즐길 수 있는 ‘블루버블 리조트ʼ
‘블루버블 리조트ʼ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가져다 주는
완벽한 다이빙 조건이다. 리조트 바로 앞에는 수심 4~5m로 비치 다이빙과 교육
등을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인 수마포구가 있으며 전용선을 타고 나가면 자리여, 섬
바리, 인공어초, 불상 포인트 등 해외 다이빙 포인트 들 과도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서로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들을 만날 수 있다. 각
종 연산호와 해송이 즐비하고 랍스타 케이브가 있는 자리여는 성산을 대표하는
다이빙 포인트로 이미 많은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중 포토그래
퍼와 교육을 마친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제주도 바다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약 10여년 전에 사람 크기만 한 부처님 불상을 투하한 불상 포인트는
신비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다금바리 등의 대형 어종이 즐비하고 수중의 독립문의
웅장함을 볼 수 있는 섬바리 포인트 역시 ‘블루버블 리조트ʼ를 찾는 다이버들이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이 외에도 테크니컬 다이빙 포인트
와 난파선 포인트 등을 꾸준히 개발 중에 있다. 성산일출봉과 광치기 해변, 섭지코
지 등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인근 식당, 숙박시설과의 제
휴로 편안한 다이빙 여행의 장점까지 갖춘 ‘블루버블 리조트!ʼ 제주 성산에서의 다
이빙을 계획하고 있다면 ‘블루버블 리조트ʼ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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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대표 : 윤재준
전화 : 031-908-8574
이메일 : pipin642@nate.com 홈페이지 : www.ilsanscuba.co.kr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197, 5층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는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 위치하고 있으
며, 경기 북부 유일의 PADI 5Star IDC center 강사 개발 센터이다.
윤재준(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대표) 코스디렉터를 중심으로 3명의
(구자운, 신태근, 류지훈) 직원 강사가 항상 근무하며 PADI의 전 과
정 교육을 진행하고 투어 및 장비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산 지역을 비롯하여 문산 등 경기 북부 지역 100만 명 이상의 인
구를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스쿠버다이빙이라는 레저에 대한 인프라가 미
비하여 개인문의 보다는 학원에서 학생들의 교육 문의 및 회사소
속 스쿠버다이빙 팀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
울에서 오랜 기간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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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 유일의 PADI IDC 강사 개발

구가 많아지고 있다.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에서는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마

센터이므로 일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있다. 풀

스터스쿠버 다이버까지의 아마추어 프로그램과 더불어 더욱 다이나믹한 모

장 대여와 라이센스 발급 안내 및 교재와 장비판매, 교육에 대한 업그레이드

험을 즐기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PADI 시스템이 자랑하는 20가지 이상의 스

상담을 제공하여 강사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라이

패셜티 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인기 있는 두 가지는 새로운 세

센스는 취득하였는데 다이빙을 한 지 오래되어 다이빙에 대한 자신감이 떨

계, 더 깊은 수심으로의 도전을 위한 TecRec 코스와 동굴, 난파선 지형에

어지거나 함께 다이빙할 동료나 팀이 없는 다이버들을 위하여 리엑티베이트

최적화 되어 있는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프로그램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강사와 함께 원포인트 형식의 집중 교육

레크레이션 다이빙과는 또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더욱 심화된 이론과 안전

후 풀장 내 9m 길이의 대형 거울을 통해 자신의 자세를 보며 훈련하기 때문

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

에 잃어버린 감을 금세 찾을 수 있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적이다.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는 PADI에 등록된 정식 TecRec 센터로서 전

얻고 있다.

문 강사들의 노하우와 정형화된 매뉴얼을 통하여 각 개인마다 적용될 수 있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는 상담, 교육, 여가생활, 투어, 상품구매 등의 모든 것

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테크니컬 다이빙과 사이드 마운트 다

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이론 교육

이빙의 인기에 부흥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체험다이빙도 실시하고 있다.

과 원하는 시간대에 제한수역 교육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코스 및 레벨업

장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센터에서 보유 중인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센터 내에 가로, 세로, 높이

장비들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장비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다양한 샘플

(10m*5m*5m) 크기의 스쿠버 전용 풀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탈의실, 샤

장비들을 비치해 두고 있다. 비치된 장비를 직접 사용해본 후 구매할 수 있

워실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다이빙 및 수영장 교육, 강

어 소비자들은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한다. 스킨장비와 스쿠버장

사 교육을 센터 내에서 모두 마칠 수 있다. 요즈음은 교육에 대한 트렌드가

비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드라이 슈트까지도 직접 사용

많이 바뀌고 있다. 아마추어 레벨뿐 아니라 프로 레벨에 대한 문의 및 신청

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장비업체의 홍보책자만 보고 구매하거나 온라인 쇼

이 잦은데, 예전에는 스쿠버다이빙을 직업으로 삼기 위하여 강사의 꿈을 키

핑몰처럼 사용해 보지 않고 장비를 구매했다가 얻게 되는 불만족을 줄이기

웠지만, 지금은 더 나은 스킬업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이브마스터

위한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만의 방안으로 회원과 동문 강사들에게 아주 좋

코스나 강사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윤재준 코스디렉터는 강사시험 트렌드를 항시 파악하여 최신의 데이터를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는 다이빙 전이나 마친 후에 ‘프로젝트 어웨어’ 수중정

축적해오고 있으며, 강사 후보생들에게 합격을 위한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

화작업을 실시하는데 많은 강사들과 다이버들이 동참하고 있다.

고 있다. 합격 이후에도 윤재준 코스디렉터의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강과 바다는 우리의 것이 아닌 후세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다. 바다가

어 강사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2015년 PADI 어워드에서

없다면 우리는 오피스를 잃게 될 것이고, 아름답고 황홀한 수중 세계를 다시

골드등급 코스디렉터에 선정된 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년 동안 6번 실시

는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적과 교육 단체를 떠나 나부터 버리지 않고 한

되는 강사 시험에서 매번 우수한 성적으로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어 강사 교

사람이 하나의 쓰레기라도 수거해 나온다면 바다는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

육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로 우리를 반겨 줄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항상 교육에 임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추구하듯 다이빙에 대한 새로운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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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 업그레이드 전략

유머감각이란 무엇인가?
글 김상근 (전 나사렛대 교수)

재미있게 생각하고 사소한 문제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유머 작가 밥 로스는 유머감각이란 재미있게 생각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머감각 하면 말을 재미있게 하여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나, 유머를 듣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을 떠올린
다. 거기다가 상냥하고, 다정하며, 원만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등 좋은 특질을 있는 대
로 갖다 붙이기도 한다. 그만큼 유머감각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유머감각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심미안이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
는 청취 능력처럼, 바람직한 특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가져야 할 성격 특성처럼 묘사
되기도 한다. 유머감각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머감각이 없는 사람을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누군가 유머감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꽉 막혀 웃을 줄도 모르고 융통성
이 없으며,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들어 유머감각은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유머감각
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다의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유머학자 칸과 칼룬(Cann & Calhoun)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유머감각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사람 그리고 평균 이하인 가상적 특징 인물에 대해 그 성격 특질을 기술해 볼 것
을 요구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유머감각이 높은 사람은 더 다정하고 명랑하며 협
조적이고 재미있으며 상상력이 우수하고 창의적이며 현명하고 덜 인색하고 수동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유머감각이 높은 사람은 보다 충동적이고 잘난 척하며, 침
착하지 못하고, 덜 성숙하다고도 평가되었다. 유머감각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성격 특
질인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머감각이 잘 웃고 웃기는 웃음의 빈도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황당했거나 불쾌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유머러스한 조망을 유지하는 경
향성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는데
너도 나도 휴가를 나서는 바람에 길이 너무 막혀 고생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다
시는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간식을 사먹어 가며 식구들과 오
순도순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즐거운 휴가의 일면
으로 묘사할 수 있는 조망 또한 유머감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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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은 좋은 성격 특질이 갖는 요소이다

다. 노먼 커즌은 몸이 떨어져 나갈 듯 고통을 동반한 ‘강직성 척추염’이

유머감각은 유머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앞에서도 언급

불치병에 가깝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자, 호텔에 혼자 들어가 코미디 영

한 대로 고대 희랍시대에서는 사람들의 결함이나 모자람을 놀리는 조

상물을 지속적으로 감상하면서 웃음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완치

롱이 유머를 대신하였다. 이런 유머에 대한 인식은 18세기까지 크게 변

를 하게 된 임상 실험서를 의학계에 발표한 것이다. 이는 곧 전통적인

하지 않고 이어져 오면서 유럽에서는 상대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서양 의학의 한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만큼 반향을 일으켰고, 유

의표를 찌르고 창피를 주는 조롱을 유머로 인식해 왔다. 당시에는 칼

머감각은 대체의학이나 보조의학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로 사람을 찌르듯 익살스럽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웃기는 사람

최근 일본에 이어서 국내에서 웃음 치료 분야가 활발한 붐을 일으키게

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찬장에 초대될 정

된 것도 이런 유머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슈

도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유머가 유쾌하고 즐거운 긍정적

바이처나 간디, 테레사 수녀 등 선각자들이 널리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

정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산되면서 유머감각 또한 안정적이고 배려

정신을 실천하는 한 영역으로 유머를 생활화함으로써 유머감각은 매

하고 적응적인 개념으로 정착하게 된다.

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권장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30년대 들어 유머감각은 정신건강과 연결되면서 자기성찰, 관용 등

유머 심리학자 마틴 교수는 유머감각을 단일 특질로 보아서는 안 된

의 의미와 연합 되어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 특질로 간주하기 시작하였

다며, 유머의 다양한 형태 속에 들어 있는 성분과 기능들이 관련된

다.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능력과 자제심

특질과 능력으로 포괄하여 개념화 하였다. 따라서 유머감각은 자주

을 의미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으

웃고 농담을 하고 자발적 재담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

로 묘사되었다.

이 만들어 낸 유머에 웃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이

20세기에 들어 유머감각은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지

며, 유머를 만들어 내고 상대방을 재미있게 해 주며 농담을 이해하고

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머감각이 관용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형

기억하는 능력이며, 습관적으로 기분이 좋고 놀이를 선호하는 기질적

적인 미국인의 미덕으로 간주되어 유머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가

특질이고, 특정한 유형의 유머 자극을 즐기는 심미적 반응이며, 삶에

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나치 통치

대한 어수룩하고 심각하지 않은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며, 역

하의 독일인이나 공산 치하의의 러시아인 가리켜 유머를 박탈당한 채

경에 처해서도 유머러스한 조망을 견지하려는 대처 전략이나 방어기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상대를 가리켜 유머감

제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인격과 품격을 폄훼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필수적
으로 갖추어야 할 성격 특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20세기 말에 들어 유머감각은 미국 유명 잡지사의 편집장 노먼

김상근
전 KBS PD

커즌(Norman cousins)이 자신의 난치병을 웃음으로 치료한 ‘병의 해

‘체험, 삶의 현장’, ‘TV는 사랑을 싣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부학’(Anatomy of illness)을 출간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전 나사렛대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11시에 만납시다’ 등 다수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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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관기

SSI KOREA
IT SEMINAR를
마치며

몽롱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본능적으로 “수업 준비 해야지!” 머릿속은
그런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실눈을 떠서 천정을 바라보니 울진해양레포츠
센터 객실이 아닌 우리 집이다. 아! 트레이너 세미나 끝났지……ㅠㅠ
14년 전 태풍 루사가 지나가고, 지인의 손에 처음으로 이끌려 따라갔던 동해바
다. 어릴 때부터 물에는 자신이 있었고, 소싯적에 강에서 작살로 물고기도 많이
잡아본지라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3미리 슈트가
있어 내 슈트 있다고 3mm를 들고 다이빙을 갔던 때이다. 그 3mm 슈트를 입고
어딘지도 모르는 바다로 끌려갔다. 보트를 타고 처음 다이빙에서 입수를 시작

글 전석철 (SSI IT)

했는데 5m 부근에서 버디의 손을 뿌리치고 수면으로 급상승했다. 이유는 귀가
너무 아파서……. 이퀄라이징을 알려주지 않은 거다. 두 번째 보트다이빙을 나
가기 전에 인솔 강사에게 이퀄라이징을 배워서 두 번째 다이빙은 무사히 입수
를 했는데 한참을 내려가도 컴컴한 바다다. 두려움은 몰려오고, 난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고 강사의 손에 이끌려 무려 39m까지 갔다. 당시에 수온이 10도가
안된 걸로 기억하는데 난 3mm 슈트만 입고 다이빙을 했지만 두려움 때문인지
춥지도 않았다. 강사의 손에 이끌려 바닥을 기며,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도 바
닷속 세상은 신기하기만 했고, 죽을까봐 걱정했던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바닷속 세상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
2015년 10월 6일 IT 세미나 사전미팅이 있었다. 교육담당관이신 강영천 박사
님께서 IT 세미나 일정 및 세미나 전 준비해야 할 과제를 주셨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왔으니까” 하며 과제를 받고 아직 남은 십여 일간 천천히 준비해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날 쯤인가 교육 담당관님께서 이
번 IT 세미나 발표과제를 보내 주셨는데……, 이건 거의 석·박사 과정 발표자
료 수준이다. 이전의 교육과정의 문제풀이와 학과 및 스킬만 하면 될 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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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IT 세미나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다가왔다. 세미

“동굴 속에서 마늘만 까먹는 거 같다. 이러다 진짜 사람 되는 거 아니

나를 2~3일 앞두고 우리 후보생들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고, 심지

야?” 그럴 정도로 우린 세미나 마지막 날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타 울타

어 선배트레이너 들에게 전화 및 조언을 구하기 시작, 그 것도 모자라 몇몇

리를 한번 넘어서 보지도 못했다.

동기들은 급기야 나의 원주샵으로 와서 밤을 새워가며 세미나 준비를 하였

사전 미팅 때부터 나는 걱정을 참 많이 했다. 천안에서 딜러를 하는 이동

다. 그렇게 2~3일 밤을 새며 세미나 준비를 마쳤다. 과제 준비를 모두 마

호 트레이너는 삼성전자 고문 강사로 활동한다. 강습이나 투어의 경험도

친 우리 동기들은 세미나 시작일인 23일 기세도 당당하게 울진해양레포츠

많고 늘 자신감에 차 있는 후보생이고, 목동에서 헬스클럽을 하는 이재욱

센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마치 이미 트레이너가 된 것처럼.

트레이너는 TV에 출현하는 스타 강사이면서 회원이 몇백 명 있는 스쿠버

울진해양레포츠센타에 도착을 했을 땐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은

다이빙 최고의 스타 강사이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팀스쿠버 아닐라오 다

시간, 먼저 도착해서 포스터 및 깃발 학습 기자재를 준비하시는 교육담당

이빙샵을 운영하는 서보상 트레이너는 1년에 1,000회 이상의 다이빙 로

관 강영천 박사님(시간 관념이 아주 철저하심)과 채효숙, 진 신 트레이너

그와 연간 수백 명의 다이버를 교육을 하는 베테랑 강사다. 또한, SSI 최

님이 계셨고,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미나 준비를 도와 설치를 마무

연소 트레이너 후보생인 김신혜 트레이너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엘리트

리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 IT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을

이자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 스쿠버다이빙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님이며,

시작했고, 첫날 교육 담당관님은 간단하게 앞으로 있을 세미나 진행에 대

SSI 딜러 중 가장 많은 강사들과 회원을 거느린 SSI의 막강 딜러 로맨틱

한 내용을 강의를 해주셨다. ‘이건 뭐지……’ IT 세미나 진행에 관한 간단

다이브의 대표이자 미모와 지식을 겸비한 초특급 엘리트 강사셨다. 마지

한 강의 샘플을 듣고 우리 동기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지금까지 며칠 밤

막으로 이번 IT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던 필리핀 아닐라오 다이브7000

을 새고 준비한 발표 자료는 잊어야 할 판.

대표이신 손병욱 강사님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이셨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던가? 첫날 저녁은 근처의 횟집에서 격려차 오신

다. 하지만 손병욱 강사님은 세미나 일주일 전 큰 태풍에 리조트가 손상

임진강 강사님이 준비한 영덕 붉은 대게와 활어회로 만찬을 즐겼다. 사실

을 입어 복구문제로 결국 불참하게 되셨다. 이렇게 막강한 트레이너 후보

이날 이후 설마했지만 여유나 즐거움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생들과 함께 IT 세미나를 함께 한다는 거 자체가 나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

다음날 아침부터 발표는 시작되었다. 첫 발표를 마치고 또다시 멘붕에 빠

었고, 이번 IT 세미나를 포기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다.

지기 시작, 누구보다도 오픈워터 강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기

동료애(愛)라는 게 그런 건가 보다. 동료 중 한 명이 걷기 힘들면 어깨를

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항상 내가 하

내어주고, 걸을 수 없으면 업어주는……. 어쩌다 최연장자가 된 나는 학

는 강습에 자부심이 있었던 나와 동기들의 가슴은 한없이 쪼그라들었다.

과에서나 풀 스킬에서 젊고 유능한 강사님들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런

당당했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이젠 모깃소리 만큼 작게만 나와 내가 말하

나였음에도 IT 동기 강사님들은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

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였다.

지 함께 해야 한다며 내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결국 한 명의 낙오자도

분명 내가 ITC(인스트럭터트레이닝코스) 할 때도 배웠을 텐데 그때완 정

없이 모두가 전 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말 달랐다. 아님 기억을 못했던지……. SSI는 타 단체와는 다른 교육철학

이번 SSI IT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 있다 즉,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는 SSI만의 큰 틀과 세부적인 틀이 그

느낀 것은 올바른 교육자, 올바른 강사의 길이 아닌가 싶다. 스쿠버다이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빙 강사는 즐길 수만은 없는 직업이다. 늘 강습생들의 안전과 회원들의

뭉퉁거렸을 뿐이었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목표와 가치를 설명해야 했

안전을 돌봐야 한다.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를 버려서라도 강습

다. 그렇게 시작된 동굴 속에서의 새벽 별 보기운동(?) IT 세미나가 시작

생과 회원을 먼저 구해야 한다. 준비된 강사라면 사전에 발생할 문제점을

되고 마지막 밤 끝나는 날까지 우리 동기들은 빠르면 새벽 1시 늦으면 새

찾아 없애고,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지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벽 4시까지 서로의 발표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완벽하게 더 완벽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강사라면 반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습

하게 준비해서 내일 발표에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다음날도 그

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날도 지적은 여지없이 나왔고 우린 더욱더 열심히 발표를 준비했다.

나는 오픈워터부터 지금까지 줄곧 SSI만 고집을 했다. 대부분 2~3개 단

드디어 세미나 2일을 남겨놓고, 교육 담당관님께서 빅 프레젠테이션이

체의 강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의 영업의

끝나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평가도 후보생들과 교육 담당관님과의 오차

특징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한 우물만 파자”였다. 지금 생각해

가 1점대로 좁혀지고, 누구 하나 실수하지 않고, SSI 교육시스템의 틀에

보면 참 잘한 듯 하고, 앞으로도 쭉 SSI와 함께 하고 싶다. 물론 SSI에서

맞추어 발표를 하게 되었을 무렵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내치지만 않는다면…….

이번 IT 세미나는 지난 10월에 바뀐 교육과정 및 풀장스킬 등 많은 것이

끝으로 이번 IT 세미나를 주관하신 SSI ITD 이자 SSI 교육 담당관이신 강

바뀌고 처음 시작하는 IT 세미나인 만큼 후보생들의 적응도 쉽지 않았고,

영천 박사님과 늘 따뜻한 미소의 옆집 형님 전윤식 본부장님과 참관 트레

그로 인해 후보생들은 매일 밤을 새고 또 새어야 했다. 세미나 5일 차쯤

이너 진신, 채효숙, IT 세미나 중 방문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런 얘기를 했다.

SSI 트레이너 및 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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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관기

겨울 다이빙의 꽃
2016년, 아이스 다이빙
글/사진 윤재준 (PADI CD, 일산스쿠버풀장 운영)

일시 : 2016년 1월 14~16일
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용소

스쿠버다이버라면 늘 수중세계에 대한 막연한 설렘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투어계획을 세우고 나면 며칠 동안 어린 시절 소풍가기 전날 밤 기분으로
들떠 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 수많은 다이빙 중에서도 특히나 겨울 다이빙
의 꽃, 아이스 다이빙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그 짜릿한 감동
과 여운은 얼음이 얼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를 얼음판 위로 이끈다.
올해 아이스 다이빙의 장소는 최근 20년 동안 국내 유일무이한 아이스 다
이빙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홍천의 ‘용소’이다. 용소는 다른 곳에 비
해 지형이 단조롭지 않아 바다의 수중계곡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 겨울
PADI 아이스 다이빙 스페셜티
사전 자격 : 나이 18세 이상이며 어드밴스트 다이버 자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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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천적이 없어 수백 마리 이상의 치어들이 모여 반짝이는 비늘을 뽐내
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해마다 준비하고 기획하는 아이스 다이빙이지만, 항상 안전에 대한 걱정은

가평 휴게소에서 간단히 식사 후 홍천다이빙스쿨에 도착하였다. 인사를 나

여전하다. 얼음판 위나 아래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작은 사고라

눈 후 현장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로웠다.

도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하게 된다.

눈을 보기 힘든 겨울이었는데 전날 적지 않은 눈이 내려 겨울만의 운치를

작년 12월 초부터 이번 행사인 아이스 다이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이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이빙을 진행할 장소를 원형으로 잘 정리한 후 요

상 기후로 인하여 12월 말이 되어서도 얼음이 5cm 정도밖에 얼지 않은 예

란한 엔진 톱 소리와 함께 두꺼운 얼음을 삼각형으로 커팅을 하였다. 이어

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어는 범위도 포인트 지역 전체가 아닌 부분적

에너지가 충만한 5명의 열혈 다이버들이 힘을 합쳐 잘라낸 얼음뚜껑을 바

으로만 진행되었다.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고 2016년 1월 14일 1차 아이스

깥으로 들어내었다. 얼음 두께를 재어보니 예상보다 두꺼운 27cm(자동차

다이빙을 계획하였다.

가 올라와도 괜찮은 두께)였다. 두꺼운 얼음뚜껑이 열리자 햇빛을 보려고

2016년에는 3번의 아이스 다이빙을 계획하고 있는데(1차 : 1월 14일, 2차

몰려드는 수많은 치어들의 모습이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호객꾼

: 1월 28일, 3차 :1월 29일), 1차는 숙련된 다이버들과 진행하기로 하였다.

들 같았다.

밋밋한 싱글탱크는 잠시 뒤로 하고 더블탱크와 사이드마운트를 이용하여
얼음 속에서 멋지게 즐겨보기 위함이었다. 참가자는 필자를 비롯하여 홍천
다이빙스쿨의 차순철 대표와 신태근 강사, 오현호 강사, 신근철 다이브마
스터. 이렇게 5명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모든 다이빙이 그렇지만 얼음 속과 밖에서 진행되는 아이스 다이빙의 준비
과정은 더욱 더 철저하고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장비에 대한 트러블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며칠 전부터 드라
이슈트 점검 및 호흡기와 부력조절기를 점검하여 찬물에 결빙되지 않도록
잘 건조시키고 준비를 하였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교육을 마치고
1월 14일(목) 오전 7시에 센터에서 출발하였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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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1조, 2조, 3조 순으로 다이빙을 진행하였으며 수온은 0~4도.
시야는 20m 이상. 가히 최고라 말할 수 있었다. 수많은 치어들과 잉어,
개구리, 바위에 서식하는 다슬기도 작년보다 많아 보였다. 바위틈에는
겨울잠을 설치는 물고기들의 모습도 예년과 그대로이다. 다이버들이
내뿜는 공기 방울이 얼음 천장에 부딪치며 퍼져 나가는 모습은 내가 아
이스 다이빙을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함께 한 멤버들의 입가에 미소와 또랑또랑한 눈빛이 조금이라도 더 이
수중세계를 담아 놓으려는 듯 진지했다. 하지만 점점 발가락과 손가락
의 감각이 무뎌지며 시간이 흘렀음을 인지하게 해주었다. 시간을 보니
벌써 58분의 시간이 총알같이 흘러 간 뒤였다. 저녁엔 아이스 나이트
다이빙을 계획하였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16일로 미루어 실
시하였다. 저녁식사로 푸짐한 감자탕을 먹으며 얼음 속에서 촬영한 멋
진 영상과 사진을 보았다. 그렇게 디브리핑 후 얼음 아래 세상의 진한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아이스 다이빙은 준비 과정에 비하여 수중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상
대적으로 짧은 다이빙이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장거리에서부터 달려와
기대감을 갖고 참가하였다가 입수하자마자 장비 이상과 컨디션 난조
로 다이빙을 하지 못하거나,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다이빙을 마쳐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팀들이 서로 도와가며 준비하고 아이스 다
이빙 진행 중에 예상되는 트러블에 대비해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아이
스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추가하자면 너무 쉽게 얼음 속 세상
을 접하려는 것보다 충분히 드라이슈트에 적응하고 PPB(고도 정밀 중
성부력) 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아이스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안전과
더불어 즐거움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조언해 본다. 중성
부력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을 휘저어 버리면 예민한 바닥 침
전물로 인하여 많은 다이버들이 기대했던 시야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함께 하신 분들
•차
 순철(홍천다이빙스쿨 대표) - 1998년에 기존 운
영하던 서울의 다이빙센터를 정리하고 고향인 홍천
으로 터전을 옮긴 차순철 강사는 그동안 아이스 다
이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포인트 개발을 위하여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
 현호(PADI 강사) - 부시 파일럿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를 출간하고 많은 곳에 강연을 다니고
있는 PADI 강사이자 파일럿인 오현호 강사는 하늘
과 바다, 육지 모든 곳에서 젊음과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열혈 청년이자 다이버이다. 이날도 KBS 아침
마당 출현 후 모든 일정을 미루고 참가하였다.
• 신태근(PADI 강사) - 일산스쿠버아카데미 강사이다.
•신
 근철(PADI DM) - 아이스다이빙을 즐기려고 경남
통영에서 전날 출발하여 합류한 열정 다이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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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닐라오
www.sharkrst.com

SHARK

DIVE
RE 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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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닐라오는 약 40여 개의
다이빙 포인트에서 펀, 마크로
테크니컬 등 다양한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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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참관기

ICE DIVING

혹한의 세상으로의 첫 발,
얼음 속 세상이 나를 유혹하다
글 현재형 (PADI 강사, NBDIVERS 소속)

다이빙을 시작한 지 벌써 1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내 나이 올해 31살 짧

스 다이빙을 진행할 정도로 물이 얼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이스 다이빙이

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많은 다이빙 환경에서 다이빙을 했다. 제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오면서 다양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

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제주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지역

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 다이빙이었다. 1년 중 몇 차례 할 수 없는

여건상 아이스 다이빙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였다. 제주도 같은 경우

아이스다이빙. 분명 이벤트 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이벤트적인 부분 때문

한창 추운 겨울 시즌에도 물속 수온이 13~14도 정도이다. 제주도는 우

에 다이빙에 대한 매력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리나라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따뜻하고 바다 수온도 높은 편이어서 아이

1월 추운 겨울 날 ‘경기도 홍천 용소계곡’이라는 곳에서 아이스 다이빙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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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획이 잡혔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이스 다이빙을 가기 위해 준비
를 했다. 이번 투어는 대만에서 오신 강사님 세 분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
다. 지금껏 살면서 눈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대만 팀은 아이스
다이빙을 처음 하는 나보다도 더 들떠 있었다.
투어 전날 저녁 저녁식사를 끝낸 후 홍천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도
내가 얼음 아래서 다이빙하는 걸 알았는지 눈을 신나게 뿌려주었다. 덕분
에 홍천까지 가는 동안 내 눈에는 눈물이 날 뻔했다.
1시간 20분 정도 운전을 하다보니 오늘 하루 숙박할 진여울펜션에 도
착하였다. 짐 정리 후 아이스 다이빙을 도와주실 홍천다이버스쿨의 차
순철 대표님께서 내일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해주셨다. 함께 온 대만 팀
강사진들과 함께 우리가 오기 하루 전날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
을 해주셨는데 얼어 버린 강물 속 광경은 내가 생각해온 것 이상으로 장
관이었다. 깨끗한 시야, 극한의 환경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수중생물들,
아름답게 얼어 버린 버블들의 영상은 다음날 있을 다이빙을 더욱 기대
하게 하였다. 브리핑 종료 후 모든 장비들을 숙소 안에다 정리를 하고
NBDIVERS 강사님들과 담소 후 취침에 들었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전날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날씨는 다이빙하기에 좋은 날씨

2015 November/December
2016 January/February

| 157

였다. 장비세팅 후 아이스 다이빙할 포인트로 이동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차순철 대표님께서 다이빙 브리핑을 해주셨다. 다이
빙할 포인트 이름은 용소계곡. 한 마리의 용이 머물다 간 곳이라 해서 붙
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들어가기 전에 얼음을 들어내는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주셨다. 중심점을 잡고 나서 전기톱을 이용해 얼음을 자르기 시작했
다. 굉음에 맞춰 얼음이 절단되기 시작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정삼각형 모
양의 얼음이 수박 꼭지 빠지듯 빠져나왔다. 두께를 재보니 40cm가 조금
넘는 두께였다. 작년에는 60cm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작년에는 얼마나
추웠던 걸까? 그 정도로 어떻게 강이 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비세팅을 하면서 공기는 마지막 물속에 들어가서 열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영하의 기온에서 공기탱크를 오픈하게 되면 고압의 공기가 올라
오면서 호흡기 안에 있는 공기가 얼어 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장비세팅이 끝난 후 첫 다이빙 입수, 일반적인 다이빙과 달리 아이
스 다이빙 경우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보통 2인 1조로 들어간다고 하셨다. 안전줄을 BCD에 걸고 한 손에 안
전줄을 잡고 입수를 했다.

※ 줄신호 : 1회 OK 2회 전진 3회는 당겨라 4회는 비상상황 등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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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 줄을 잡고 있으면서 로프를 느슨하

아이스 다이빙 스페셜티 과정

게 유지하지 말고 항상 어느 정도의 장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육
상으로 줄 신호를 주는데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로프의 장력을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 다이빙 종료 후 두 번째 다이빙은 내가 들어갔다. 기대 반 걱정 반. 10년 전 첫
개방수역 나갔을 때와 같은 느낌으로 들떠 있었다. 안전줄을 잡고 얼굴을 머리에 담는
순간 누군가 내 볼을 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다. 수중에 들

[ 커리큠럼 ]
•아이스 다이빙에 적합한 장비 준비하기
•아이스 다이빙 준비와 조직하기
•수면 텐더와 안전다이빙 역할
•아이스 다이빙에 필요한 기체사용법칙
•아이스 다이빙 비상상황 절차

어가 수면 위를 보았다. 엄청난 두께의 얼음, 또한 중간 중간 얼어붙은 버블들. 지금까
지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광경이었다. 바닥 수심은 8m 정

[ 일정 : 3DAYS ]

도 그리 깊지 않았지만 수온은 1도 다이빙을 하면서 14도 아래로 다이빙을 해보지 못

•DAY #1 코스 오리엔테이션 & 수영장 연습

한 나였는데 ‘이런 수온에서도 다이빙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음 아
래의 수중은 음산한 분위기에 수면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어우러진 광경 때문인지 뭐

•DAY #2~#3 아이스 다이빙 개방수역 실습
(총3회 아이스 다이빙 / 2일)

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풍경이 펼쳐졌다. 앞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나에게 아이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NBDIVERS PADI 아이스

이빙은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이버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문의 : 02) 423-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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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관기

오션테그

스노클링 교육
체험기
글/사진 임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매일 아침 나와 아들의 첫 대화
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일어나라, 씻어
라, 먹어라 등 잔소리는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학교 수업 즉 교육에 관해
신경을 안 쓰고 놔둘 수가 없다. 나 또한 소수의 극성맞은 엄
마는 아니지만 애들 교육에 엄청 신경 쓰는 평범한 학부모이
다. 요즘은 예전의 국어, 영어, 수학의 입시 교육과 다른 수
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세 과목의 중요함은 여전한 것 같
다. 아니 거기에 외국어까지 더 추가가 되어 버렸다.
학교 반 엄마들 모임이나 같은 또래 아이를 둔 친구들을 만
나면 언제나 시작과 끝은 아이 이야기이다.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성적이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보
다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다오”가 솔직한 부모 마음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다보니 여러 가지
학원이나 교육들을 접하게 되는데 공부도 공부지만 요즘에
는 기본적으로 예체능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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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학원이 있다고 하니 말 다한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태

신나 보였다. 물 입수 전 준비 운동, 각종 장비들에 대한 설명 등 아이들

권도, 피아노, 미술, 수영, 악기 등 노란 학원버스를 타고 일주일 동안 바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멀리서 지켜보는 나도 저게 뭘까? 궁금하

쁘게 다닌다. 그래서 엄마들까지 아이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짠다.

긴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풀 페이스마스크, 진짜 저걸 쓰면 일반 스노클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는데 너무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좋은

링 물안경과 다르게 편할까? 시야가 엄청 좋고 코로 숨쉬는 것도 가능하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우리 아이는 또래들에 비해 체력도 떨어

다는데 수업 끝나면 만져나 봐야겠다 싶었다.

지고 키도 살짝 작은 편이라 ‘운동을 꼭 시켜야지’라는 생각이 늘 들었다.

풀 페이스마스크 물 빼기 벽 잡고 옆으로 걷기 수신호 등 생각했던 것보

그래서 태권도, 어린이 축구교실 등 안 시켜 본 게 없는 듯하다. 유일하

다 알찬 수업내용이었다. 50분 수업인데 1시간을 꽉 채워 수업을 했다.

게 수영을 조금 다니다가 말았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물을 무서워하고 물

수업 끝나고 아이한테 어땠냐고 물으니 재미있었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해

에 대해 흥미가 없었다. 물 좋아하는 나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걱

본다며 씨익 웃었다.

정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를 어떻게 물과 친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보았다.

드디어 두 번째 수업 날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카페에서 ‘풀 페이스마스크’라는 물안경을 쓰고 스노

두 번째 수업, 여러 가지 입수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앞으로 입수하기,

클링 수업을 진행한다는 글을 보았다. 처음에 그 글을 보고 나는 그냥 물

뒤로 입수하기, 옆으로 입수하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영과는 다른

에 들어가 물안경 쓰고 보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사진들과 커

교육인 것 같았다. 얕은 물에서 시행했는데 뒤로 걷기, 앞으로 걷기, 위치

리큘럼을 보니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이동 등 아이들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다른 학부모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스케줄이 없는 토요일에 수업을 한다니 더 끌리기

들도 아이들이 물과 친하게 하려고 등록한 것 같았다. 어떤 아이는 수영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풀 페이

을 2년 넘게 다녔는데 물을 엄청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는데 ‘그냥 하는

스마스크라는 것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거 뭐 새로 나온 건가? 보던

수업은 질린다?’라면서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에 아이가 관심을 보이

게 아닌데…… 그래! 우리 아들 신식으로 물놀이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

던 차에 이 수업을 알게 되어 등록했다고 한다. 그렇게 두 번째 수업 또한

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문정교육문화관에 등록을 하고 첫 수업이 진행

한 시간 수업을 했다.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다음 주에는 오리발? 핀?

되었다. 다행인 건 참관 수업이어서 학부모가 유리창 너머로 지켜 볼 수

이라고 하는 것 사용법을 배운다며 즐거워했다.

가 있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재미있었다고 한껏 들떴던 아들이 들뜬 얼굴로 수영장

첫날, 우리 아들은 수영장을 가기 싫다며 집에서 10분 거리인 수영장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지켜만 보는데도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눈으

가는 동안 싫다 안 간다 졸리다 등 핑계를 쏟아냈다. 한 번만 해보고 하기

로 수업을 듣는 것 같았다. 수면에서 숨쉬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달래어 겨우 수영장으로 갔다. 도착 후 수영복으로

리아이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내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수

갈아입고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오는 아들이 보였다.

업이 끝날 때쯤엔 의젓하게 잘 하는 모습을 보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총 4번을 수업하는데 첫날 첫 수업은 강사 선생님들과 물놀이를 하며

라며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잘하다니! 애들 아빠한테 말해서 내년 여름에

물에 대해 적응을 하는 듯 보였다. 강사님들이 재미있게 놀아줘서 그런지

는 스노클링하러 동남아로 휴가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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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업 중 마지막 날이 왔다

어드벤처 수업 역시도 1분 1초 아이들의 수업 모습을 일일이 사진 동영

항상 지켜보는 터라 물속 상황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강사님들

상으로 촬영을 해주셨다. 그 사진들은 어느새 나의 스마트 폰 사진첩을

이 해양생물들의 실사 사진들을 프린트해 실제로 스노클링을 하는 것처

채워갔고 나의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럼 준비를 해두셨다.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해주시다니 준비해주

어드벤처 코스는 거의 1대 1 수업이었고 아이들 레벨이나 스타일에 따라

신 브라보 강사님, 소리 강사님들 대단한 것 같다. 이미 물에 대한 공포와

교육하는 맞춤 교육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풀 페이스마스크를 사용

싫음을 극복한 아들이 프로처럼은 아니지만 유유히 그 풀 페이스마스크

하는 데 불편해 하는 아이들은 없던 것 같다.

를 쓰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스노클링을 하는 것을 보니 나

벌써 세 번째 수업이 지나고 마지막 수업은 입수하여 장애물을 통과하는

도 따라 들어가고 싶었다. 그날 수업 후 성인 수업은 없냐고 문의했는데

수업이 추가되었다. 색색깔의 훌라후프 같은 큰 원을 입수 후 통과하는

아직 없다고 했다.

건데 재미있었는지 수업이 끝났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풀 페이스마스크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아이는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어

와 일반 스노클링마스크를 쓰고 돌고래처럼 원 안을 넘어 다녔다.

드벤처 코스를 등록했다. 그리고 슈트도 하나 구입해줬다. 일주일 학교

마지막 수업 후 우리 아들이 한달 더 수업하고 싶다고 조용히 말해서 ‘3

수업에 매달리다가 나름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다. 기분

달이 마지막이라니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한 뒤 바로 등록하고 집으로 돌

탓인지 학교 공부도 집중해서 더 잘하는 것 같다.

아왔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지금 우리 아들은 상상 이상으로 물을 좋아

아! 그리고 첫 수업부터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사진 그리고 동영상으

하게 되었고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에 큰 관심을 보이고 다이빙도 도

로 촬영하여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원하면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주기도

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하였다.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다.

앞으로 3주가 남은 지금 잠영 압력평형 수영하며 풀 일반 스노클링, 마스
크 물 빼기, 뒤로 수영하기 등 많은 커리큘럼을 앞두고 더 발전하는 모습

어드벤처 코스가 시작되었다

을 보여 엄마로써 너무 좋은 교육이었다. 또한 나도 몰랐던 많은 장비들

이번 첫 번째 수업은 지난번과 다르게 입수부터 깊은 물에서 진행되었다.

을 알게 되었고, 이 작은 스노클링 수업으로 인해 관심사가 생기고 우리

물론 항상 입수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는데 준비운동을 할 때부터 아이들

가족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생긴 것 같아 좋았다.

이 즐거워했다. 어떤 아이는 곧 가족과 휴가를 가는데 스노클링을 한다며

이번 코스가 끝나고 아이가 5학년이 될쯤 온 가족이 체험다이빙에도 도

등록했다고 한다.

전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풀 페이스마스크도 당장 구매하기로 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른 가슴 위까지 오는 깊은 물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

나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나도 모

분들의 캐어가 더 들어간 것 같았다. 가만히 보니 가르치는 강사 분들도

르게 수중취미에 대해 홍보대사가 된 듯 여기 저기 자랑과 경험담을 이

아이들처럼 신나서 수업하는 것처럼 보였다.

야기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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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막탄국제공항

모알보알

세부섬

Bluestar Resort 는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파낙사마비치에 위치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이다. 체험 다
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골프투어, 육상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스태프와
한국 스태프가 골고루 많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주요 다이빙 포인트로는 수억만 마리 떼의 정어리를 볼 수 있는 파낙사마비치 포인트,
웅장한 씨팬 군락을 자랑하는 마린 쌍뚜아리 포인트, 해골바가지 모양의 동굴과 깨끗
한 시야, 물반 고기반 화려한 포인트 페스카도르 섬, 거북이 가족이 살고있는 통고 포
인트, 아름다운 연산호가 보존되어 있는 뚜블레 쌍뚜아리 등이 있다.
현재 객실은 본관 2인 1실 9개, 3인 1실 가족룸 1개, 별관 4인 1실 3개, 2인 1실 2개,
총 15개의 룸을 보유하고 있다.

Bluestar Resort
모알보알에서 바다를 만나세요!!

TEL : 070-4065-7188, 010-997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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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DIVING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뜨는 FIJI
글/사진 박재협 (Jin Tour FIJI 대표), 노마다이브(Nomadive)
취재협조 SPTO(South Pacific Tourism organization)
, 통가관광청(Tourism Tonga), 주한국FIJI관광청

2016년 1월호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뜨는 FIJI
새해에 누구보다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곳을 소개한다.
2000년 밀리니엄을 맞아 전 세계 방송업체들이 앞
다투어 모인 곳으로 유명하다. FIJI의 타베우니는 날
짜변경선이 섬 가운데를 지나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마나 아일랜드 리조트

워윅 리조트

볼리볼리 비치 리조트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

먼저 뜨는 해와 지는 해를 타베우니에서 하루에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유명한 스쿠바다이빙 포인트인 레인보우리프가 가까
이 위치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새해를 맞아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보며 다양한 스
쿠바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FIJI의 리조트 네 곳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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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누다Mamanuca 군도, 마나 아일랜드 리조트 앤 스파Mana Island Resort & Spa
마나 리조트는 난디에 위치한 데나라우항 Port Denarau에
서 유람선으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매직(Magic)
이란 의미의 마나(Mana) 섬에 위치하고 있다. 7개의 허니
문 부레를 포함하여 6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 총 152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취향의 고객이 숙박 가
능한 리조트이다. 몇 개월 전 새로 단장을 한 수영장과 식
당이 인상적이다.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일출 및 섬 전경을
볼 수 있는 View Point와 섬과 섬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을
보며 칵테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카사이Kasai 바가 유명
하다. 배우 권상우, 원빈이 화보촬영을 위해 머물렀던 리조
트이며, 미국의 배우 톰행크스가 영화 [캐스트어웨이]를 촬
영할 때 촬영팀과 함께 머물렀던 섬이기도 하다. 덕분에 필
자가 FIJI에 살면서 원없이 가보고 또 가야 할 리조트이기
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른 느낌을 주는 섬, 그
래서 마나Man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이빙 센터 : Aqua Trek Mana
아시안이 운영하는 3개의 다이빙숍 중에 하나로, 2012년 EBS 세계 테마 기행에 모습을 보여 주었던 카야쿠노 요시미(Kayakuno Yoshimi) 씨가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FIJI에서 상어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한 지 근 27년이 넘어가는 요시미 씨는 해양 보호 및 FIJI 열대어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달
한 번 리조트측과 함께 산호를 키우는 활동도 하고 있다. FIIJ
의 바다와 아이들을 주제로 한 동화 ‘피터의 물안경’과 ‘남쪽섬
의 아침’의 저자이기도 하다. 총 44개의 마마누다군도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슈퍼마켓에서는 12~14미터
의 낮은 수심에서 매주 월/수/토요일 아침 Shark Feeding시
White & Black tip reef Shark를 비롯한 다양한 코랄 상어들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aquatrekdiving.com

코랄코스트Coral Coast, 워윅 리조트Warwick FIJI Resort
난디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5성급 리조
트로 4~5박 정도 머물며 휴식과 스쿠버다이빙을 즐
길 수 있다. 특히 차량으로 1시간 걸리는 퍼시픽하버
의 상어 다이빙 포인트를 25분만에 바다를 통해 접근
이 가능하며, 코랄 다이빙은 리조트에서 10분 이내 거
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페/일식/이태리식/해산물
총 4개의 테마 식당이 구비되어 다양한 식사의 선택
도 가능하다.
해변 오른편 끝에서 올라오는 일출을 보고 왼편으로
지는 일몰을 보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

다이빙 센터 : SPAD(South Pacific Adventure Divers)
처음 이곳의 강사로 왔다가 다이빙 샵을 인수한 아키라 타네다Akira
Taneda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 Shark Dive가 유명한 벵가 라군(Beqa
Lagoon) 지역과 코랄 코스트를 아우르는 다이빙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padfi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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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키라키Raki Raki, 볼리볼리 비치 리조트Volivoli Beach Resort FIJI
난디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을 올라가면 FIJI에서 제일 큰 섬인 Viti Levu와 두 번째 큰 섬인 Vanua Levu를 지나
가는 Vatu-i-ra Passage를 마주보고 있는 라키라키Raki Raki Town이 나온다.
이곳에서 제일 긴 해변에 위치한 볼리볼리 비치 리조트는 특이하게 SSI와 PADI 두 곳 모두 인증된 다이빙 리조트
이다. 특히 Vatu-i-ra Passage에 위치한 독특한 다이빙 포인트와 2003년 8월 23일 침몰한 페리호는 수심 20m
의 접근이 가능한 Wreck 포인트이다. 바다를 정면으로 왼쪽에서 일출을 오른쪽 끝쪽에서 일몰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volivoli.com

타베우니Taveuni,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Garden Island Resort
난디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FIJI에서
세 번째로 큰 타베우니에는 날짜 변경선이 섬을 가르고 지나간다.
경도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는 객실 30개로 타베우니에서 제일 객실수
가 많은 다이빙 리조트이자 걸어서 날짜 변경선 안내판을 보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리조트이다. 다만 서쪽 해변에 위치하여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대신 리조트 앞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은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배로 30분 거리 안에 위치한 레인보우 리프는 전 세계 다
이버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국제선을 타고 와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일정이므로 단기 숙박보다는 최소 5일
이상의 장기 숙박을 권하는 지역이다.
홈페이지 : http://www.gardenislandresort.com

2016 January/February

| 167

반창꼬 프로젝트

미얀마 리버보드 크루즈 팸투어

투어 : 3월 22일 출발 3월 28일 도착
포함 사항 : 리브어보드 내 숙식, 최대 16회 다이빙, 현지 데이투어 및 교통
불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권
신청방법 : 반창꼬 프로젝트 담당 다이브센터
비용 : 1,950$ 미화
항공권문의 : 액션스쿠바 02-3785-3535
투어문의 : 노마다이브 02-6012-5998

Black Rook

일정
Clara Lsland

3월 22일 밤 20:45분 출발
3월 23일 새벽 02:00 도착 보트 탑승 취침 이동
3월 23일 오전중 미얀마 국경 통과 후 비자수속
오후 다이빙 2회

Twin Cheeks
North Twin Plateau

Sherk Cave

MYANMAR
(BURMA)

South Plateau
High Rock

3월 24~26일 전일 다이빙 4회
3월 27일 오전중 1~2회 항공스케줄에 따라 조절
오후 국경통과 후 푸켓 데이투어

Fan Forest Pinnacle
Wwstom Rockt

THAILAND

저녁 공항이동
3월 28일 02시 푸켓 출발 10시 인천 도착

▶ 주관 : 반창꼬 프로젝트팀
▶ 후원 : 푸켓 아쿠아스꼴레 이훈재 대표, 아이켈라이트 코리아, 액션스쿠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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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교육으로 상처가 치료 된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제휴된 해외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대상

초급다이버 교육을 마친 다이버, 교육이 중단된 다이버

모집기간

매월 수시모집 (각 센터 월 최대 10명)

신청방법
일

각 다이브센터 개별 문의

정
교육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

지역별 담당강사
인천

스쿠바다이빙클럽 (010-5256-3088) www.scubamall.kr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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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훈 CD
위영원 CD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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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금옥 CD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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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섭 CD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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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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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애스쿠바리조트(010-6634-4475)www.namaescuba.com

김정미 CD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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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열 CD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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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매월 넷째 토요일

수중 무선 송수신장치 CASIO Logosease 체험

혜택 1

월 1회 이론 강습 (레벨별 맞춤수업)

혜택 2

월 1회 수영장 스킬 테크닉 강습

혜택 3

반창꼬 프로젝트 참가 수료 후 새로운 PADI 자격증으로 교체

혜택 4

「스쿠바다이버지」 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TOUR

2016년
투어문의처 :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설날 라자암팟 리버보드

푸켓 시밀란 리버보드

몰디브 리버보드

일정 2월 2~11일 / 9일 일정

일정 2월 16~23일

일정 3월 16~26일

특징 가장 좋은 시즌에 구정 연휴를 이용한 투

특징 베스트 시즌에 만나는 시밀란.

특징 Special 9일 일정, Deep South Maldives!!

AGAIN 투바타하

묻지마 투어

인도네시아 코모도 리버보드

일정 4~5월 예정

일정 5월 1~8일

일정 6월 1~8일

특징 2015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투바타하 리

특징 당신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어딘지는

특징 시즌 한정상품 베스트에 드는 코모도. 도마

어. Balck Manta 이용.

프. 망망대해에서 고래상어를 만나러 떠납

묻지마시고 그냥 함께 합니다.

뱀도 만나봅니다.

니다.

남아프리카 사딘투어

인도네시아 마나도

추석 팔라우 리버보드

일정 6월 25~7월 10일

일정 인도네시아 마나도

일정 9월 10~18일 / 9일 일정

특징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 Sardin

특징 마크로 천국 마나도와 렘베로 떠나는 사진

특징 이틀 휴가로 떠나는 팔라우 리버보드투어.

Run을 만나러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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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사진가 스페셜 투어!!

럭셔리 Solitude On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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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sdm.kr

2016
November/December
January/Febr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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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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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스쿠아섬

코론

보홀섬

엘니도

디퍼 다이브 리조트
070-7667-9641
www.deepper.co.kr
모알보알
(페스카돌섬)

M/V DISCOVERY PALAWAN

릴로안/오슬롭

액션투어
02-3785-3535
www.dive2world.com
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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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블루다이브리조트
070-4829-4586
www.deepblue-bohol.co.kr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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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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li

tud

e-o

ne

.co

m

Liveaboard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bluemjl@hotmail.com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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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6년 1월 5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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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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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도착
11:00

KE631

19:10

22:15

KE9645

12:30

17:20

KE632

23:45 04:20[+1]

세부 →인천

KE9646

도착
23:15
06:10

01:25

06:45

08:15

11:15

OZ709

인천 → 세부

20:20

23:55

19:50

23:00

OZ710

세부 →인천

01:00

06:20

12:30
00:10

17:15
04:55

PR485

인천 → 세부

07:30

11:10

08:15

11:55
06:00

08:10

11:25

PR484

세부 →인천

00:25

20:20

23:30

Z29047

인천 → 세부

22:35

02:10

01:05

06:00

Z29048

세부 →인천

16:10

21:40

14:15

19:20

7C2405

인천 → 세부

21:55 01:30[+1]

00:40

7C2406

세부 →인천

02:30

08:00

5J188

마닐라 →인천

15:00

20:10

LJ021

인천 → 세부

20:05

23:35

20:55

00:10

LJ022

세부 →인천

01:50

07:05

12:55

16:10

14:45

17:55

07:10

12:10

인천 →마닐라

19:35

22:50

마닐라 →인천

23:50 04:40[+1]

Z20084
Z20884
7C2305
7C2306

인천 →마닐라
마닐라 →인천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PR487
PR489

부산 ↔ 마닐라

PR486

운항구간

출발

도착

08:00

11:35

깔리보 →인천

11:10
01:10
01:40

14:25
06:30
07:00

인천 →깔리보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01:50

07:10

OZ705

부산 →마닐라

21:30

00:4025

Z20039

인천 →깔리보

16:55

20:20

OZ706

마닐라 → 부산

03:35

08:00

Z20038

깔리보 →인천

10:40

15:55

PR419

부산 →마닐라

21:00

23:55

PR418

마닐라 → 부산

15:05

20:00

5J185

부산 →마닐라

21:40

00:25

5J184

마닐라 → 부산

16:00

20:50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46

세부 → 부산

02:00

07:05

BX711

부산 → 세부

21:20

00:45

BX712

세부 → 부산

01:40

06:50

PR488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부산 ↔ 세부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35 00:10[+1]
04:45

21:35

Z2008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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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19:40

인천 →마닐라

Z20885

항공사

운항구간

5J189

PR468

항공사

편명

출발
07:55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83

부산 →깔리보

14:00

23:10
19:00

PR482

깔리보 → 부산

14:45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15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권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기타 편
인천 ↔ 사이판
항공사

인천 ↔ 난디(피지)
편명
OZ625
OZ627
OZ626
OZ628
7C3402
7C3404
7C3401
7C3403

운항구간
인천 → 사이판
사이판 →인천
인천 → 사이판
사이판 →인천

편명

운항구간

20:20 01:40[+1]

KE137

인천 →난디

19:25 09:25 [+1]

21:30 02:50[+1]

KE138

난디 →인천

10:55

출발

도착

02:50

06:40

03:50

07:40

10:10

15: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6:30

20:25
08:30

항공사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KE677

인천 → 코롤

20:45 01:45[+1]

KE678

코롤 →인천

02:55

OZ609

코롤 →인천

23:10 04:00[+1]

OZ610

코롤 →인천

05:00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OZ757
OZ7573

운항구간
인천 → 코타키나발루

OZ758 코타키나발루 → 인천
LJ061
LJ063

인천 → 코타키나발루

출발

항공사

10:10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30
08:30

18:00

22:30

운항구간

출발

도착

인천 → 푸켓

18:40

23:15
08:45

KE638

푸켓 →인천

01:00

OZ747

인천 → 푸켓

19:30 00:20[+1]

OZ748

푸켓 →인천

02:00

ZE531

인천 → 푸켓

20:45 01:55[+1]

ZE532

푸켓 →인천

02:55

편명

KE634

OZ764

덴파사르 →인천

02:35

7C1801

항공사

인천 ↔ 말레(몰디브)

KE474

말레 →인천

15:40 06:10[+1]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SQ451

싱가포르→말레

23:25 15:30[+1]

도착

22:10

※ 대한항공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 싱가포르항공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운항

10:35

인천 ↔ 오키나와(나하)

07:05

출발

08:25

19:05 01:25[+1]

23:30

22:40 06:40[+1]

00:30
인천 →덴파사르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00

운항구간

23:55 07:50[+1]

OZ763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30

인천 →말레

덴파사르 →인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8:00 00:10[+1]
17:20

05:40

편명

도착
22:40

09:20

23:40

KE473

인천 →덴파사르

출발
16:25
11:05

01:50

ZE501

운항구간

01:25

09:05

코타키나발루 → 인천

10:10

KE630

03:00

LJ06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45

KE5629

21:20

LJ064

항공사

편명

KE5630

21:00 01:20[+1]
01: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7:40

KE637

KE633
KE629

20:00 00:20[+1]

02:30

도착

인천 ↔ 덴파사르(발리)

08:10

인천 ↔ 코타키나발루
항공사

출발

인천 ↔ 푸켓(태국)

22:10 03:30[+1]
04:35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OZ171

오키나와 →인천

13:00

15:20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오키나와 →인천
인천 → 오키나와

16:35

18:55

LJ245

10:35

12:30

LJ246

오키나와 →인천

13:30

15:4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오키나와(나하)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10

10:0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05

13:2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152016
September/October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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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장거리 해외여행에 시차(Jet Lag) 적응 방법
장거리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시간대를 단기간에 통과해 생체리듬이

4. 서쪽으로 비행하기

깨져 시차 적응이 어려워진다. 평소 하던 행동(수면이나 식사)에 익숙해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비행하는 것보다 서쪽으로

신체가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하다 보니, 이에 적응하는

비행하는 것이 피로도가 덜하다.

과정에서 피로감·두통·불면증 등이 생긴다. 장거리 해외여행을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시차 적응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5. 기내에서 편안한 복장 착용하기
기내에서 복장은 가능한 편안하게 유지해서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1. 몸을 도착지에 맞추기
도착지의 시간에 맞춰 생체 리듬을 맞춰놓자. 몇 시간 정도 일찍, 혹은 늦

6. 기내에서 음식 섭취 조절하기

게 잠을 자고 깬다면 훨씬 도착 현지 시간대에 적응하기 쉬워진다.

기내에서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신체 수분을 빼앗아 생체리듬을 빨리 잃게 한다. 대

2. 시계를 맞춰 두기

신 물 등을 통해 수분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항공기에 타면 바로 목적지 시간에 맞춰 시계를 조정하고, 비행 중 시계를
보며 도착 시간에 맞춰 생활하도록 하자.

7. 기내에서 몸을 충분히 움직이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적어도 2시간에 전에 한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

3. 출발 전, 좋은 음식 먹기

트레칭이나 산보를 통해 몸의 움직임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

출발 4일 전부터는 달거나 짠 음식,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대신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자.

8. 선글라스 착용하기
야간 비행편이라면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비행기 내린 후 몇 시간 동
안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 연구에 따르면 선글라스는 빛에 의해 잃
기 쉬운 생체리듬을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

9. 기내에서 잠을 자지 말고 버티기
기내에서는 가급적 잠을 자지 말고 버티고 있다가 도착지에 내려서는 햇
볕을 충분히 쐬는 게 좋다. 그리고 도착지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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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세관 통과절차와 면세 범위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구매해 귀국할 수 없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총 US$1,000 이하인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

다. 일정 분량, 금액 이상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면세 범위인 US$600을 제외한 나머지

은 필히 보관하는 게 좋다. 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세 범위를 미

금액에 대해 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녹용, 향수

사 할인해 저렴하게 구입했다

리 숙지해 둬야 한다.

등은 제외).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물

우선,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여행객은 반

품별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드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세관

참고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물
론 누가 봐도 US$1,000짜리 물

신고서라고도 하는데, 대개 항공 기내에서 승무원

신고해야 하는 품목 및 범위

품인데 구입가격 US$200짜리

들이 양식을 배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세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해외 취득가격 합계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관 데스크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면세 범위를

액이 US$600을 초과하는 물품)

초과해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통로로,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량의 물품

그렇지 않으면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	US$10,000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

의심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거
짓으로 꾸몄다는 의혹을 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시 여행자수표,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등

면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

•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는 US$600 이내이다. 해

• 위조, 모조, 변조 화폐

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총합이 US$600을 넘기면 신

•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 위

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면세 통로를 이용

기의 야생동·식물 및 그 부분품·가공품(사향,

하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코뿔소뿔, 악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마약류 등 중

어가죽 등).

대 범죄가 아니면 물건을 압류 당하거나 세금 가중
납부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6 January/February
2015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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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Q&A

고막 천공

잠수풀장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고막이 천공되어 이비
인후과 진료 중입니다.
고막은 다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시
간이 걸리나요? 또한 재생 후 어느 정도 지나야 다시 다
이빙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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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압력 상해(Barotrauma)

압력 평형의 실패로 인한 고막 천공의 경우에 고막 천공
과 함께 고막 뒤쪽으로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이 흘러 들
어가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고막은 염증이 병발하지 않으면 보통 4주 정도면 치유가
됩니다. 자연치유가 된다면 다시 2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이관 기능검사를 통해 이관의 작동이 정
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

좋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Q

중이 혈종

저는 이제 50회 정도 다이빙 경험이 있는 초보 다이버
입니다.
다이빙 시 항상 코피가 나서 고막으로 흘러 들어가 귀가
멍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해외투어에서 다이빙을 하루 3회씩 4일
연속해서 했습니다. 이때도 계속 피는 났습니다. 귀국해
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귀가 막히고 울리는 현상이 지
속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고막을 뚫어 양쪽 귀
에 고여 있는 피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이빙할 때마다 고막에 피가 고이는 것이 너무 싫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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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

피가 안 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소문
에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실인지 아님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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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

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

로 게재합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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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계시

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가량 휴식 후 두 번째 다

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듯합니다.

는 곳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어떤

이빙을 하였습니다.

추운 물에서 무리한 다이빙을 하느라 몸살이 나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

두 번째 다이빙도 30분가량 잠수하였고, 안전정

신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립니다. 박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지를 하던 중 부력 조절이 서툴러 수심 2미터까
지 천천히 상승했다 다시 5m 지점으로 내려 와

A

Q

안전정지를 3분가량 실시하긴 했었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전 13도

우선 코피에 의한 혈액이 중이로 흘러들어갔다

다이빙을 마친 당일에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

드라이 2회 다이빙 감압 후 상승했습니다. 그리

는 것이 본인의 추측인지 의사의 진단인지 확인

었던 것 같았는데, 다음날부터 두통(이마 쪽, 숙

고 오후 5시경 경사가 원만한 언덕을 걸어서 올

하고 싶습니다. 코피가 날 수도 있고, 고막 뒤쪽

취로 인한 증상과 비슷)이 있은 뒤 지금까지 진

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답답함이나 가려

인 중이에 혈액이 고일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

행 중이고, 25일 아침에 일어나니 양 손의 검지

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경 집으로 와

경우가 다 있다고 해서 꼭 코피가 원인이 되어

와 중지의 마디 부위가 아프며 손가락을 굽히면

서 따뜻한 물로 샤워만 했는데 샤워 후 갑자기

중이에 혈액이 고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

더 아프고, 좌측 엄지발가락이 손가락과 비슷한

온 몸에 모기한테 물린 뒤 부어오른 자국처럼 생

입니다.

상태로 아픕니다. 하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의 고

기면서 가렵더라고요. 음식이나 특별히 알러지 있

다이빙 중 코피가 계속난다고 하면 이비인후과

통은 나아지고 있는데, 두통은 계속 남아 있는

는 몸도 아닌데……. 제가 생각되는 것은 다이빙

비출혈

다이빙 후 온수 샤워

진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비중역의 앞쪽으로부터

상태이고, 두통약을 먹어도 조금 아픈 듯합니다.

후 고지대로 오르면서 따뜻한 물로 샤워했던 것

2Cm 내외에 있는 혈관총(Kieselbach's plexus)

두통과 손가락, 발가락 이외 다른 곳은 아프지

이 문제였나 싶습니다. 몸속 남아 있던 질소가 급

에서 출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으로 코

않는데, 두통이 계속되니 잠수병이 아닐까 걱정

격히 배출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건지요?

를 세게 잡고 압력평형을 하는 행위로도 충분히

이 됩니다.

이튿날은 가려움은 사라졌지만 뭔지 모르게 찝

출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상

참고로 현재 다이빙을 한 지 1년가량 되었고, 안

찝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

생활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혈관총을 레이저나

전정지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다른 도구로 지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걱정됩니다. 명쾌

다이빙계획이 있는데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건강 문제
A	

좋아진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지지도 않을뿐더
러 계속 이 시술을 하다가 비중역에 천공을 만드

A

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고(스테로이

다이빙 프로필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당일 별 증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겪는 다이버가 꽤

드 연고)를 하루 두 번 코 입구에 꾸준히 발라주

상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잠수병은 아닐 듯합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지키는 것이 보다

면 (2주 정도) 그 혈관총이 정상 점막으로 덮여

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형편이 되신다

더 안전한 다이빙을 보장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서 출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이

면(시간, 거리 등) 쳄버 치료를 한 두번 받아두시

몸살?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일 다이빙은 쉬셨으면

비인후과에서 먼저 진찰을 받고 확인한 후 결정
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이에 혈액이 고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이의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압착이 중이의
출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
다. 물론 본인이 다이빙 중 압력평형에 아무 문제
가 없었고 귀의 통증 자체도 전혀 없었다면, 글
쎄요? 비출혈이 밀려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
겠지만 비강 구강의 해부학상 그건 쉽지 않은 상
황이라고 봅니다.

Q

두통

제가 *. 23. 11:00, 12:00경 수심 20~25m 울진
바다에서 두 번의 레저다이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은 30여분 가량 잠수하였고 5m 수
심에서 SMB를 이용하여 3분간 안전정지를 하였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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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명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작년에 다이빙을 시작한 대구에 사는 34살 다이버
입니다.
다이빙 10회 정도 하면서부터 압력평형을 하는데 왼쪽 귀가 잘 되지 않고
코로 힘껏 불어야 압력평형이 되곤 했습니다. 코로 너무 힘껏 불어서인지
귀에서 피~~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소리가 없
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이빙을 지금껏 계속하였고 작년 7월엔 비
염과 축농증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이비인후과와 한의원을 다녔
으나 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차이는 있지만 소리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찾아 가볼 병원이나 이명 없애는 좋은 방법이나 조언 좀 부
탁드립니다. 박사님 수고하십시오.

A

정원창 파열

나이를 봐서 벌써 이명이 나타날 나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 무리한 압력평
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정원창 손상에 의한 내이 증상이 의심됩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력검사/이명검사/전정기능검사 등을 받아보시고
이명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병원 가셔서 이비인후과 김성희 과장님께 제 이름 대시면 도움을 주
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답변도 복사해서 보여주십시오.

Q

이관 기능 검사

하루하루 날씨가 좋아지고 다이버들에겐 너무 좋은날이네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다이빙이 너무 힘이 드네요. 다이빙을
가기 전 일주일 정도 늘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술, 야근을 지양하고 베스트
컨디션으로 다이빙을 하기 위해 조절하고 갑니다. 하지만 혹, 갑자기 섭외된
다이빙을 가게 되면 왼쪽 귀에서 이퀄라이징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왼쪽 귀를
수면을 향해 코를 풀어보고, 후드를 살짝 들어 물이 통하게 되면 겨우겨우
하강이 됩니다. 물론 이퀄라이징이 되질 않으면 하강하지는 않습니다.
늘 첫 다이빙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어 이관기능검사를 알아보고 검사받
을 병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 **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형병
원이 많지 않은 곳이라, 청주성모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하나병원을 전화
문의 해보니. 모두 이관기능검사란 단어조차 생소해 하더라고요.
박사님 혹시 청주나, 대전 아니더라도 이관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왕성한 활동에 심심을 다해 응원드립니다.

A

ET Function Test

이관 기능 검사는 영어로 Eustachian Tube Function Test라고 하고, 임피
던스 오디오메트리(Impedence Audiometry)라는 검사를 하면서 침을 삼
키는 행위를 하며 그려지는 그래프의 변화를 통해 이관이 정상적으로 개
폐가 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글쎄요? 요즘은 그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 그분들이 할 줄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대전에 있
는 을지병원 이비인후과의 조진생 박사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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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학 전문이라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생하는 데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연락처는 DAN AP 게시판 다이빙 의사 목록에

필리핀 의사 선생님은 고막에 구멍이 났다고 했

제가 콧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자 거기에 대한 약

서 대전 쪽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습니다. 매 식사 후 먹을 항생제와 하루 3번 귀

만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치 후 다시

에 넣을 물약을 처방받았고요. 한 이틀 후 이퀄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라이징이 된다면 다시 다이빙을 해도 된다고 했

그건 저한테 달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할

박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질

습니다. 귀에 약을 넣을 때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의

문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얼마의 기간

약 포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라면서요. 저는 제 귀가 이렇게 된 원인이나

이 지나야 다이빙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출

fluocinolone(aceonide)

앞으로 다이빙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

산 후 산후조리가 끝나면 이상이 없다는 측과

polymyxin B(sulfate)

었지만 여기 선생님은 다이빙에 대해 지식이 별

출산 후 최소 1년은 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neomycin(sulfate)

로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좀 하면 빨리 보내려

데……. 지금 출산 후 100일 조금 넘은 아이의

Topical Use Only

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들리는 소

Q

출산 후 다이빙

리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니, 청력검사를 할

엄마가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

까 말까 하시더니 안해도 되겠지라고 하시고.

는 게 무리가 없을까요?

하지만 이틀 후 지상에서 발살바 시도 시 오른

박사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쪽 귀에서 저항감 없이 바람이 후 하고 불어나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증상은 우측 귀가 약간 멍

는 것을 확인했고, 모든 다이빙 및 수영 포기, 처

하고, 소리가 약간 작게 들리고 가끔 미약한 통

방해준 약을 먹고 귀에 넣고 하다가 4월 20일

증이 있다 사라집니다.

100일이 지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운동

귀국했습니다. 귀에 약을 넣을 때 몹시 아픈 것

1.	염증이 거의 없어 특별히 약을 더 쓰지는 않는

을 할 수 있다면 다이빙에 제한을 둘 이유는 없

빼고는 특이 증상은 없었습니다.

습니다.

지난 4월 21일 월요일에 바로 회사 근처 병원에

동남아 가시거든 재밌게 다이빙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했습니다.(서울 청담동입니다. 강남구청 근

A

재미있게 다이빙하시길

처)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역시 고막에 구멍이

Q

고막 치료 후 주의사항

났다고 하셨고, 염증이 약간 있어 항생제와 다른

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될까요?
2.	고막이 재생되는 데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
데 이후에 다이빙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3.	역압착일까요? 그로 인해 고막이 파열된 것이
면 고막 안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4.	병원에서 아무 검사도 안하는데 혹시 필요한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알약 처방을 주시고 고막은 재생되니까 완치가

제가 지난 4월 13일 일요일 필리핀에서 오픈워터

된다고 하셨습니다. 귀 안이 바짝 말라야 된다고

다이빙 2일차 교육을 받던 중에 오른쪽 귀 고막

하시면서 필리핀에서 받은 귀에 넣는 약은 그만

이 파열되어 구멍이 났습니다.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 선생님이 계실까요? 사실 박사님께 진료를

처음 입수할 때부터 오른쪽 귀가 압력평형이 잘

오늘 4월 23일 병원에 재방문해서 진료 시에, 더

받고 싶지만 지금 어디서 진료하고 계신지 정

안되었지만 강사의 지도하에 천천히 하강하여

이상 귀에 약을 쓰지는 않고 염증이 없다면 재

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있을까요? 이관검사 등?
5.	서울 지역에서 다이빙 환자를 잘 봐주시는 의

통증이 없는 상태로 약 수심 7m에서 중성부력
을 맞추고 천천히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우측 귀가 압력평형이 잘 안되어서 약간 깊어질
때마다 귀에 통증이 왔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약간 상승하여 통증을 줄이면서 이동했습니다.
어느 순간 상승을 하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
아 발살바를 시도하며 조금씩 상승했으나 상승
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지더니, 수심 2m쯤에서
우측 귀에서 뻥 소리가 나면서 무언가 터져버리
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결국 교육을 멈추고 나
와서 살펴보니 귀에서 피가 났구요. 계속 귀가
멍했습니다. 약간 아프기도 했고요.
강사는 역압착이 온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 느낌에도 밖에서 안으로 터진 게 아니라, 안
에서 밖으로 터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라 문
연 병원이 없어서 월요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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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에 질문이 너무 많아 송구합니다.

인후과 전문의로서 특히 귀를 전공하시는 분입

배워보고 싶은데,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

빨리 나아서 교육을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니다. 저는 현재 병원 일을 보지 않고 서울시 서

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구 서초동의 SSI Korea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나 치료는 곤란한 상태이구요.

A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팔로 4징이란 병명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있습니다. 귀를 한번 봐드릴 수는 있지만 처방이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요약하면 - 다이빙했고/고막이 천공되었고/현재
좋아지고 있는 중 정도인 듯합니다. 저 역시 장

TOF

- Tetralogy of Fallot라고 해서 Follot란 이름을

황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적어주신 질문 아래에

Q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버를 배우려고 하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발로 4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심

제가 6살 때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

장 질환입니다.

1번 답변. 진찰하신 분이 약을 더 이상 쓰지 않

천성 심장병이었고, 병명은 활로4징이었습니다.

보통 어릴 때 수술 받고 나면 나타날 수 있는 후

아도 된다고 했다면 - 그러셔도 될 것으로 믿습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해서 마르고 숨도 많이 가

유증(잔존병증?)이 서너 개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니다. 염증이 없는데 항생제를 계속 먹는 것은

빴습니다.

성가신 것이 폐(동맥) 고혈압 등이 있는데 이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 보

지금은 특별히 복용하는 약도 없고, 크게 숨이

것이 없으면 정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장 수술 후 다이빙

가진 심장학자가 붙인 병명으로 심장에 동시 다

시지요.

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수술하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심전도

2번 답변. 안됩니다. 염증이 완전히 호전되었을

정도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와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 재검사를 받

때 천공의 크기에 따라 3~4주 정도 소요되지

못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하려고

으시고 일반적인 수영, 등산, 조깅 등 운동이 가

만 치유가 된 것처럼 보이는 고막도 천공이 막히

식이요법도 하고 있고, 21살 때부터 수영을 배워

능하다거나 혹은 보다 더 많이 할 것을 권장한다

는 부분은 원래 고막에 비해 아주 얇은 막으로

서 꾸준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거나 한다면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는 데 아무런

막히기 때문에 천공의 크기에 따라 치유 후에도

심장으로 인해 무리를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장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자 혹은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고 천공이 작

그러다가 이번에 스쿠버다이빙을 배울 기회가 되

과거 병력자에게 스쿠바다이빙을 금하거나 권하

은 경우 충분한 기관(저는 고막 천공의 경우 완

어서 알아보던 중에 스쿠버는 심장질환이 있으

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치유되지 않은 심장 질환

전 치유 이후에도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면 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영도 무

의 경우 만일 수중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소

가 확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 4~6개월 입

리없이 하고 있어서 체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생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밌

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풀장 연습(5m)을 했습니다. 해보고 나니 크게 몸

는 다이빙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번 답변. 하강 시 아팠고 상승 시 터졌다면 역

에 무리가 오거나 하지 않고 해볼만 하다는 생각

다이빙도 가능합니다.

압착도 옳고 하강 시에는 압착도 있었던 것이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장비도 사고

옳습니다. 역압착으로 고막이 터졌다면 실제 하
강 시 압착에 의한 천공에 비해 결과가 더 좋은
법입니다. 상승 시 역압착으로 고막이 터지면 공
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이 중이 속으로 흘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러들어갈 가망성과 그 양이 하강 시 압착으로
인한 고막 천공보다 오히려 적을 수 있기 때문이
지만, 어차피 바닷물이 중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저런 합병증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4번 답변. 현재 상태라면 순음 청력 검사 및 고
막운동성 검사(임피던스)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
해드립니다.
5번 답변. 현재 답변을 적고 있어서 명단을 확인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DAN AP 게시판에 보시면
각 지역의 ‘다이빙을 즐기시면서 다이버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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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하시기로 약속 주신ʼ 각 해당 전문의 명단이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쪽에 없으시면 대전 을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00~3003

지병원의 조진생 교수님은 맹렬 다이버이자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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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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만 원

미래테크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48번지 세기빌딩 102호 I Tel : 02-2269-1044, 010-5274-5177 I E-Mail : jws1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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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COLUMN

PFO
태아는 자기 폐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에 있는 동안은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받는다. 탯줄을 통해 전달된
동맥혈의 절반은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절반은 좌우 심방 사이에 직접적

난원공개존증과
다이빙
PFO
(Patent Foramen Ovale)
and SCUBA Diving

인 통로가 되는 구멍, 즉 난원공(Foramen Ovale)을 통해 직접 좌심방으
로 들어가게 된다. 좌심방으로 유입된 혈액은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으로
박출되어 전신 순환을 하게 된다. 또한 우심방으로 들어간 혈액은 우심
실을 거쳐 폐동맥에서 보탈로관(Botallo’s duct)을 통해 대동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폐에는 혈액이 거의 가지 않게 되고 심장의 좌
우 모두 거의 같은 양의 혈액이 흐르게 된다.

출산 직후에 폐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좌심방의 압력이 높아지고 우심
방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저절로 난원공이 막히게 되어 그 흔적이 약간 꺼
져 있는 모양새가 되고, 이것을 원형와(Fossa Ovalis)라고 부른다. 원형와
가 되면 지금까지의 난원공 기능은 상실하며 보탈로관은 수축하여 혈액
은 정상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출생 후에도 어떠한 원인에 의해 난
원공이 난원와가 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난원공개존증
(Patent Foramen Ovale)이라고 한다. 난원공은 출생 후 대부분의 사람
들은 난원와가 되나 성인의 약 25%는 난원공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정
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선천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원공개존증(PFO)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기압
의 몇 배의 압력으로 호흡하는 다이버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다이빙은 가압과 감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
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주 미세한 것이든 간에 다이버
의 조직과 혈액에는 질소기포가 형성되는데, 혈액 속의 이 기포는 심장의
우심방으로 모여서 폐로 가게 되고 여기서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기체
의 교환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판막이 어떤 이유로 인해(우심방의 역압
형성) 개방된 상태가 되면, 질소기포가 곧바로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유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DAN Asia Pacific 한국 담당관
SSI Korea 교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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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다시 조직으로 순환되게 된다. 이 질소기포 때문에 감압병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다이빙 수칙을 지켜도 감압병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 판막(난원공)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람(인구의 70%에서 75%)들의 경우
에 차단되는 시기가 대략 12세가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12세 미만의 아동
들이 다이빙을 할 경우에는 보다 조심스런 다이빙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심전도나 X-Ray 상으로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식
도 심초음파 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 난원공이 작으면 일상생활에 별다
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난원공이 뇌졸중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구를 혈관을 통하여 삽입하여 난원공을 막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DAN Asia Pacific의 한국 담당자인 저(강영천)와 경기도 부천의
세종심장전문병원의 이현종과장이 공동으로 현재 스쿠바다이버들 중에
다이빙을 많이 하는 다이버들을 대상으로(연 50회 이상?)

1.	PFO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검사(경식도 도플러 심장초음파 검사)와
더불어 다른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제공하고,
2. 추후 감압병 증상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해서
3.	스쿠바다이버와 PFO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연
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세종병원과 여러
관련 기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진과 연구를
주관할 직원을 확보하였다.
실제 이 검사를 하는데 있어 약 30만원 이상 소요되나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소요되는 경비(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는 5만원 정도
이다. 관심이 있는 다이버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 간호사 : 032-340-1681, 1678 / sjcrc@daum.net
이현종 과장 : 010-6217-9315 / untouchables00@hanmail.net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 010-4500-9113 / divelove@hanmail.net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 호현로 487번길(소사본 2동 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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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최초의 스쿠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한 YMCA SCUBA!
2008년, YSCUBA의 역사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 !
2015년, 55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S.E.I. Diving Courses
TRAINING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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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TIES

LEAD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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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DIRECTOR
INSTRUCTOR TRAINER
INSTRUCTOR
ASSISTANT INSTRUCTOR
DIV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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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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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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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C International Courses
TRAINING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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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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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 LEVELS
COURSE DIRECTOR
INSTRUCTOR TRAINER
INSTRUCTOR
ASSISTANT INSTRUCTOR
DIVE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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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C Specialty Courses
Instructo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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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Society Diary
2016년

01월

5일 SSI Dealer Conference 개최
18일 IANTD KOREA 테크니컬 다이빙 및 트라이믹스 다이빙
29일 IANTD KOREA 아이스 다이빙
29일 SDI/TDI/ERDI 재호흡기 1단계 강사 과정

02월
4일 PADI 트레이닝 블레틴 라이브
12일 노마다이브 방수하우징 관리요령과 비상 시 대처요령에 대한 세미나
13일 PADI 베이직 프리다이버 코스
20일 BSAC KOREA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22일 PADI 강사 시험
25일 PADI KUSPO 쇼
25일 SCUBAPRO/해성 SPOEX 2016 참가
26일 PADI 텍 사이드 마운트 스페셜티 코스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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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2016년)

한국 수중모델 촬영대회 요강

국내 최대 크기의 수중 촬영장인 수작코리아의 수중촬영 세트장 오픈을
기념하여 ㈜수작코리아, 스쿠바프로(해성), [격월간스쿠버다이버]가 주관
하여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스쿠바프로 제품 1,000만 원 상당의 상품
을 걸고 국내외의 유명 수중사진작가 15인을 초청하여 실내 수중모델 촬
영대회를 개최한다.

■ 대회 개요
• 대회명 : 제1회(2016년) 한국 수중모델 촬영대회
• 기간 : 2016년 3월 10(목) ~ 11(금)일
• 장소 : ㈜수작코리아 수중촬영 세트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80-8)
• 주최 : ㈜수작코리아, 스쿠바프로(해성), 격월간스쿠바다이버
■ 대회 내용
• 국내외 유명 수중사진작가 15인 초청 실내 촬영대회
- 주제 : 수중 드레스, 스포츠, 프리 다이빙 등 다양한 주제
• 부대행사 : 수작코리아 수중촬영 세트장 오픈식
■ 참가신청 방법 및 참가자 선발

■ 시상 내역

• 참가신청 마감 : 2016년 2월 15일

대상

1명 상패와 부상(스쿠바프로 MK25 S600 티타늄 호흡기 + X-포스 BC)

• 참가비용 : 10만 원

금상

1명 상패와 부상(스쿠바프로 MK25EVO A700 블랙텍 호흡기)

• 참가신청 방법 :

은상

1명 상패와 부상(스쿠바프로 MK25 S600 블랙텍 호흡기)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웹하드(아이디:pdeung 비번:2468)

동상

1명 상패와 부상(스쿠바프로 만티스 컴퓨터)

의 [내리기전용] 폴더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장려상 2명 상패와 부상(스쿠바프로 레보핀)

후 [모델촬영대회 참가 신청] 폴더에 올리거나 메일(diver@
scubamedia.co.kr)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고화질 포트
폴리오 5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출 내용은 참가신청서(수상내역 기재) + 포트폴리오 5점(고
화질)
• 참가자 발표 : 2016년 2월 20일

■ 대회 일정

3월 10일

13:00~17:00
09:00~16:00

수중모델 촬영대회 진행

3월 11일

16:00~17:00

대회 시상식

17:00~

㈜수작코리아 수중촬영 세트장 오픈 기념식

	-	신청자가 15인 이상이면 그 동안의 여타 다른 수중사진 콘테
스트 및 촬영대회 수상 내용이나 포토폴리오를 심사하여 선
발한다.
- 참가자는 [격월간스쿠바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참가자로 지명된 작가는 2016년 2월 25일까지 참가비(10만
원)를 주최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대회 안내 및 수중촬영 세트장 사전 답사

■ 기타 본 대회 수상작의 소유권은 본 대회 주최측에 귀속된다.
■ 문의처
㈜수작 코리아 : 031-922-6725, 스쿠바프로(해성) : 02-6959-8697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02-77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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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반창꼬 프로젝트 두 번째 ‘피지’ 팸투어

반창꼬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12월 6일~14일 피지 야사와 크루즈 트
립을 통해 두 번째 팸투어를 가졌다. 이번 트립은 인천 스쿠버다이빙클
럽 강정훈 코스디렉터와 노마다이브에서 참가한 10명의 다이버가 모여
이색적인 크루즈 다이빙을 즐겼다.
야사와 크루즈는 매일 저녁 만찬과 다양한 테마의 파티와, 빌리지트립
을 통해 원주민의 환영식을 체험하는 등의 이벤트를 제공했으며, 다이빙
팀을 위한 배를 별도로 배정하여 일정 중 10회의 다이빙을 즐겼다. 또한
1980년 랜달 클라이저 감독 브룩쉴즈 주연의 영화 ‘블루라군’ 촬영지로
유명한 섬에 내려 동굴과 해변을 즐기는 시간을 덤으로 가졌다.
주한피지관광청 박지영 지사장과 피지 진투어 박재협 대표의 도움으로
야사와 크루즈의 특별 프로모션과 머큐어 호텔 숙박 등 약 600만 원을
지원 받는 기회가 되었다. 물심양면으로 전 일정 힘써주신 진투어 박재
협 대표님과 후원해주신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 항공권에 액션투어, 여
행용품을 제공해 주신 아이켈라이트 코리아에 감사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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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러

남해군으로

대전

오세요 !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순천
통영

남해 스쿠바 연합회
다이빙 전용선 운행

스쿠바 교육, 다이빙, 수중촬영 공사

남해 미조잠수 리조트

남해수중

대표 이동주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68
전화 055-867-8664
핸드폰 010-8351-3939

대표 구재회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8
전화 055-867-4667
핸드폰 010-9492-1264
홈페이지 0558674667.ktm114.kr

스킨스쿠버 교육, 투어/해양레포츠 교육, 장비 판매 www.남해레포츠.com

http://cafe.daum.net/dumido

남해해양레포츠

두미도마린리조트 스킨스쿠버

대표 최길동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07번지
전화 055-864-5160
핸드폰 010-9191-7200
이메일 cccccgd@yahoo.co.kr

대표 우동완
주소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42번길 5
전화 055-862-5357
핸드폰 010-6583-3138
이메일 dongwan3138@hanmail.net

스쿠바 교육, 다이빙 투어, 수중촬영

스쿠바 교육, 체험 다이빙, 장비대여 판매

프로잠수

해양레저종합리조트

대표 강중복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26
전화 055-867-8257
핸드폰 010-3867-0393
이메일 rkdwnd71@naver.com

대표 이용선
주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802-27
전화 055-867-8300
핸드폰 017-244-1807
홈페이지 www.hayaruby.co.kr

■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하야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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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개정 가이드라인 공개
일반인에 대해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

[ 개정 주요내용 ]
■	일반인 119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
시 지도
•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 only
CPR)만 실시
■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
cm 넘지 말 것)로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
회, 심폐소생술 중단 시 10초 이내로 최소화
■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
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성순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개
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
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한
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
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선,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
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
영하고, 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
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12월

개정된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16

4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정이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
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
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
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권
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10월 16일에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화 작업을
병행하여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119명이 과학적 근거로 작업을 진행, 심폐소생술의 국제적
최신 경향을 우리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 6개 분과 :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소생 후 치료, 교육
*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심장정지 환자 가슴 압박 깊이
(강한 압박의 강도)
• 영아(0~1세) 4cm
• 소아(2~7세) 4~5cm
• 성인(8세 이상) 약 5cm(최대 6cm)
횟수는 분당 100~120회, 중단하는 시간은
10초가 넘지 않아야 한다.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적십자사 등 9개 기관 참여

성인만 인공호습을 하지 않는다. 영아 소아의 경우는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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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스쿠바 전용선 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서귀포 바닷속 여행!
강사등록하시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서귀포

•합법적이고 럭셔리한 다이빙전용의 유선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다이빙은 (주)JSA가 함께 합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지역의 해양성 기후에 속해 1년 내내 따뜻합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여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이에스에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45-3 (강정동)
Tel 064-738-0175 Fax 064-738-0360
Web www.jsa.ne.kr E-mail jschoi@js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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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지오그래픽展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

문명과 자연의 미스터리, 미지의 탐험과 위대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경 문제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번 ‘내

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이 12일부터 2016

셔널 지오그래픽展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자

년 3월 20일까지 95일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연과 문명의 미스터리, 세계를 뒤바꾼 탐험과 오랜 역사의 순간을 확인할

2012년에 이어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인류가 걸어온

수 있는 지적이고 유익한 교육적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티

문명과 오지는 물론, 우주와 해양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

켓 및 전시관련 정보는 www.ngphoto.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목숨을 건 탐험과 탐사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사진과 영상, 특별한
전시품 등 총 200여 점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바다의
백작마님’이라는 별명을 지닌 해양생물학자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
회 전속 탐험가인 실비아 얼(Sylvia Earle) 박사가 실제 수중 탐사에 사
용한 실물 잠수정도 전시될 예정이다.
5개의 관 외에 특별관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속 탐험가이자 ‘타이타
닉’, ‘아바타’ 등 영화 제작자인 제임스 캐머런(James Cameron)이 세계에
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를 단독 잠수하며 세계 최초 신기록
을 세운 ‘딥시 챌린지 프로젝트’에 관한 심층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
존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시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며 지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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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 이브 리조트

노블레스 리조트
막탄 섬

세부
네그로스 섬

보홀

릴로안

★동시에 40명 숙박 및 다이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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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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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b6547@hanmail.net | www.noblesseresort.com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인터넷 전화만 하면 공항미팅에서
공항샌딩까지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가 됩니다.

20명의 한국인 및 필리핀 스텝들이
완벽한 서비스 제공

★고급 렌털 장비 다량 보유
고급 장비 40 세트 구비

★다이빙 교육에 최적의 환경
넓은 수영장 시설과 리조트에서
걸어서 바로 입수 가능

DIVING INSIDE

필리핀 코론지역, 산호다이브센터 리조트 신축
난파선으로 유명한 필리핀 코론 지역에서 다이빙샵만 가지고 다이빙 영업을 하던 산호다이브센터(대표 : 신인섭)는 최근에 코론항 근처에 한국인 최초
로 새로운 리조트(룸 20개)를 신축하여 본격적인 다이빙 영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7년 말까지 20개 룸을 더 건축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상호 : 산호다이브센터(코론)
대표 : 신인섭
전화 : 070-8200-6688
이메일 : s7266s@hanmail.net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sanhodivingtour, http://cafe.daum.net/sanhoresort

질병관리본부 뎅기열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가 평년

주의보 발령

감염경로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의한 감염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뎅기열 해외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주요증상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시에는 특별히 모기를 주의

감소증, 출혈 등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잠복기 : 3~14일(대개 4~7일)
예방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 소매, 긴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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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5인전

H25 Underwater Photography Exhibition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학로 혜화아트센터에서
수중사진 5인전(채상헌, 조진생, 전용현, 서찬용, 최은주)을
개최하였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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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강사

세계 수중사진 콘테스트에서 입선 수상
Underwater Photography Guide에서 주최하는 2015 Ocean Art Contest의 Compact
Behavior 부분에서 장기영 강사(보라카이)가 입선 수상하였다. 다음 작품은 본지의 SDM 수
중사진 콘테스트(2015년 5/6월호)에서 접사부분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http://www.uwphotographyguide.com/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거북 암수의 비 불균형
암컷이 수컷보다 3~4배 많아

미 국립해양대기국과 야생생물보호국 연구팀이 캘리포니아 샌디에
이고 만에서 서식하는 푸른바다거북의 암수의 비를 조사했다.
바다거북은 보통 다 자라기 전까지는 암수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
아서 혈액을 이용해 성별을 측정했다. 다 자란 성체의 경우에는 암
컷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성장기의 경우에는 전체의 78%나
암컷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암수의 비가 깨진 이유는 다름 아
닌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다거북의 암수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배아가 발달하는
단계에서 주변 환경, 특히 해안 모래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온도
가 섭씨 27.7도에서 31도 사이에선 암수의 비율이 1:1로 태어나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컷이 많이 태어나고 낮으면 낮을수록
수컷이 많이 태어난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10년 뒤, 일부 지역
에서는 아예 수컷 바다거북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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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민정

Diving Pool Paradise

암컷 대신 새끼 낳는
수컷 해마
시드니대 카밀라 휘팅턴 박사(Dr Camilla Whittington) 연구진
은 국제 학술지 '분자생물학과 진화 저널(the Journal Molecular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다. 머리가 말의 머리처럼 생겨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짝짓기 때

수중테마 중심의 조각품 투하설치
놀이중심의 기능성 잠수풀 (알까기 외 2종)
선명한 수중거울 (최초 시도)
편리한 부대시설 (반경 5m 이내)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암컷은 수컷의 배에 있는 육아낭(育兒囊)에 알을 집어넣는다. 수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Biology and Evolution)'에 "암컷 대신 새끼를 낳는 해마 수컷은
단순히 수정란을 잠시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유류의 암컷처
럼 배 속에 새끼를 키우고 낳는 데 필요한 DNA들이 똑같이 작동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마는 실고깃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몸길이가 15~30㎝ 정도이

컷은 육아낭 안에 정자를 분출해 알을 수정시키고 24일 정도 키
웠다가 알에서 나온 새끼 해마를 낳는다.
연구진은 해마의 임신 기간인 24일간 임신한 수컷 해마와 태아를
함께 관찰한 결과, 먼저 해마의 태아는 암컷 해마로부터 받은 난
황(노른자)을 가지고 수컷 해마의 체내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후
에는 수컷 해마가 다양한 영양소는 물론 면역물질까지 새끼 해마
에게 공급해주는 모습이 확인됐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
▶
▶
▶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레스 랩(A/S) 지정점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타사 제품도 취급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 (대표번호) 02-893-4943
대표: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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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
스마트 아프니아 최신 펌웨어 출시(2015년 12월, 2.0 버전 출시)

마레스의 스마트 아프니아는 프리다이빙에 최적화된 다이빙 컴퓨터로서 최신 펌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먼저 샘플링 속도를 1초, 0.5초, 0.25초로 각각 세팅할 수 있다. 샘플링 속도를 세팅하는 전용 메뉴를 통하여 샘플링
속도를 1, 1/2, 1/4 값으로 설정하여 스쿠바다이빙에 비하여 이동 속도가 빠르고 수심의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보
다 세심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 값은 수심 측정 및 로그북 기록에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실제 최저 수심에 도달하
는 순간을 기록하고 최저 수심 도달 직후 상승하는 사이에 최저 수심의 측정을 놓치지 않아 보다 정확한 최대 수심
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샘플링 속도를 1/2초 또는 1/4초로 하게 되면 로그북의 용량이 1초 간격으로 측정할 때보다
50%, 25%로 줄어들게 된다. 속도는 설정에서 초당 미터(m/s) 또는 초당 피트(ft/s)로 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 아프니
아의 표시 창에서는 속도 단위 없이 숫자만 표시된다.
스마트 아프니아는 세 가지 다른 음향 알람을 통하여 정보를 알려준다. 수심 경고는 세 번의 짧은 알람으로, 시간
경고는 두 번의 긴 알람으로, 속도 경고는 계속되는 알람으로 알려준다. 또한 스마트 아프니아 다이브 컴퓨터 화면
에는 요일이 표시되며 세션 동안의 총 다이빙 시간도 표시된다. 프리다이빙에 최적화된 다이빙 컴퓨터, 스마트 아프
니아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프리다이빙을 즐기기 바란다.

6차 팸투어 - 마레스 코리아 제6회 임직원 팸투어 진행

직원들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였다. 7시간 이동 후 새벽이 되어서야 숙
소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곤함이 묻어나기는커녕 모두가 즐거워 보였다.

마레스 코리아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중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여장을 풀고 잠시 수면을 취한 뒤 첫째날을 맞이했다. 아침부터 모두가 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 B조로 나누어 휴식 겸 다이빙 팸투어를 진

주하게 움직였다. 맛있는 아침식사와 첫 다이빙에 대한 설레임을 안고 장비

행하여 왔다. 오래전부터 하던 행사였는데 최근 3~4년 전부터는 매년 진행

를 착용한 후 가까운 포인트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그동안 다니던 곳과는

하고 있다.

또다른 세상으로, 수많은 물고기와 바다거북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렇

올해에는 필리핀 아닐라오로 목적지를 선정하였다. 4박 6일간의 여정을 떠나는

게 하루 3회의 다이빙과 달콤한 휴식을 병행하며 푸짐한 저녁식사 후 다이
버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사지를 받으며 하루를
마감하였다.
둘째날도 여러 포인트를 다니며 아름다운 수중세상을 마음껏 즐겼다. 셋째
날 새벽에는 또 다시 리조트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2개조로 나누
어 A조가 먼저 아닐라오에 왔고, 서울에서 업무를 보던 B조가 도착했기 때
문이다. 드디어 마레스코리아가 완성체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셋째날에는
즐거운 다이빙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으로 그리고 2015년을 추억으
로 간직할 수 있었다. 넷째날에 A조는 마지막 여행을 시내관광으로, B조는
다이빙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마지막 저녁만찬
을 즐겼으며, A조는 서울로 B조는 리조트에 남아 남을 일정을 즐겁게 마무
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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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DISCOVERY PALAWAN
아포리프에서 투바타하리프(슬루씨)까지
필리핀 팔라완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www.discoveryfleet.com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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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2016년 홈페이지 리뉴얼
2016년을 맞이하여 ㈜우정사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Diving catalogue와 Surface catalogue를 다운받을 수

이번 업데이트로 PC용 리뉴얼과 더불어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역시 새로

있어 어디서나 간편하게 e-catalogue을 볼 수가 있다.

이 구축되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화려함을

이 밖에도 AGENT 카테고리의 업데이트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SHOP 정보

돋보이게 하는 한편, 방문객을 위한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정보 전달을 용이

가 확인 가능해졌다.

하게 하였다.

좌측에 포토갤러리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underwater, human, product, 이

궁금한 문의사항이나 A/S 관련 문의는 HELP DESK의 고객 게시판이나 A/

벤트라는 4가지 유형의 사진이 업데이트되어 보다 다양한 사진을 확인할

S페이즈를 통해 최대한 빠른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수 있다. 중앙에는 각 브랜드 별 신상품이 업로드되어 있다. 또한 SNS의 상

향후에도 홈페이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면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유저들의 참여를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높였다.

www.woojung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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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완전 리모델링으로
새로 단장한 호텔식 룸과 화장실
•천정식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
•전 일정 식사 제공, 공항 픽업 가능
•넓은 잔디밭에서 제공되는 바베큐 파티
•보팅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펀 다이빙
•다이빙 교육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 완벽 지원
(더블탱크, 데코탱크 대여)
•스쿠터 교육 및 대여(최신형 스쿠터 8대 완비)
•수중사진 촬영 및 교육

공동대표 양승철
박찬용

010-8654-3253
010-926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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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50만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훈련

직업교육 훈련

최대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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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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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해성
2015년 발전상 수상

JK 서플라이 물품인수

스쿠바프로 해성은 2015년 스쿠바프로 아시아 태평양으로부터 2015년 최

존슨아웃도어와 스쿠버프로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딜러들의 원활한 사

고의 디스트로뷰터 상을 수상하였다, 해성은 2015년 2월 새롭게 시작하

업과 다이버들의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JK 서플라이(이전 총판,

여 2015년 한해 동안 성공적인 한국내 비지니스를 이끌어낸 공로로 상을

A-Scuba)와 협상을 통해 남아 있는 전 물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상하였다, 시상은 스쿠바프로 전세계 대표이신 조 스텔라 사장께서 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던 가격 혼동과 서비스 불편, 병행수입품으

쿠바프로 해성 대표인 이신우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스쿠바프로 해성은

로 인한 피해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적인 홍보와 다이빙 산

스쿠버프로 아시아 태평양과 해성에서는 한국 다이빙 시장의 성장과 스쿠

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린다.

버프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2016
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아시아 태평양 공식 발표문
<스쿠바프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JK 서플라이(기존 수입원) 재고 재매입 결정>
안녕하십니까, 스쿠바프로 아시아 태평양 대표 Lim, Christopher입니다. 많
은 분들이 알고계신 것처럼, 스쿠바프로의 기존 수입원이었던 JK 서플라이 가
2015년 2월 1일 스쿠바프로와의 수입계약 종료 당시, 일정량의 스쿠바프로 재
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쿠바프로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전체 재고
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0개월여 동안 JK 서플라이에서는 일부 스쿠바프로 상품을 수리나
사후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할인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지니스와 공식 딜러 네트워크,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해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 판단됩니다.
그 기간 동안 스쿠바프로의 한국 내 사업은 큰 어려움과 도전의 시기였기에 우
리는 공식 딜러 및 수입원과 고객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꾸준히 노력하였
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JK 서플라이의 최종금 대표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 스쿠바프로를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JK 서플라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스쿠바프로 상품을 재구매하기로 최
종계약되었습니다. 재구매의 사유는, 한국 내 모든 딜러 및 수입원, 고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쿠바프로 브랜드의 보
호, 강화와 더 바른 성장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경

스쿠바프로 본사의 SEA BEAR 컴퓨터 회사 인수
스쿠바프로 브랜드의 모회사인 존슨아웃도어에서는 다이브 컴퓨터 제조
사인 Seabear Diving Technology사를 DEMA 쇼 직전 인수 합병하였다.

청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공정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국 내 산업 성장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CUBAPRO 아시아 태평양 대표 Lim, Christopher

씨베어 회사는 다이빙 컴퓨터 제작 회사로 특히 업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
즈의 OLED 컴퓨터 및 텍 다이빙용 OLED 컬러 컴퓨터를 제작·판매해온

새로운 영업사원 입사 및 인사이동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동굴 다이버와 심

SCUBAPRO 해성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영업과 판매를 위하여 2016년 2월

해 잠수사들에게 2015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브랜드이다. 향후 씨

1일 새로운 신입 사원 입사 및 인사이동을 실시한다. 기존에 AS팀을 운영

베어 회사와 스쿠바프로

하던 천동혁 대리가 영업팀으로 합류하며, 프리다이빙 강사로 유명한 정은

회사의 합병을 통해 컴퓨

지 씨가 영업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천동혁 대리는 영업 및 리페어 세미나

터 계발에 한단계 진보가

교육을 전담할 예정이며 정은지 씨는 영업 및 프리다이빙 판매 쪽을 전담

있을 것을 확신한다. 2016

하기로 하였다.

년 출시될 새로운 컴퓨터

2016년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판매와 딜러 서비스를 증대할 예정이므

들을 기대바란다.

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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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미팅 안내

SCUBAPRO 공식수입원 해성 SPOEX 2016 참가

2016년 활기찬 한해를 시작함에 앞서 딜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새로운

2016년 2월 25~28일까지 진행되는 SPOEX 2016에 해성이 참가할 예정이

장비 및 유통 정책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일정은 아래와

다. 매년 개최되는 본 행사는 다이빙업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며, 다

같다.

이빙 산업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에 SCUBAPRO 해성은 2016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장비와 정책을 가지

■ 서울지역 장소 안내

고 다이버/강사/센터대표들을 아울러 만나뵙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날짜 : 2016년 1월 26일

본 행사에서는 2015년 새롭게 시작한 해성이 1년간 성장한 모습과 2016

장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다이빙 업계분들에게 동반성장의 방법과

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중식제공)

WIN-WIN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 부산지역 장소 안내

여줄 여러가지 이벤트들도 준비 예정이다. 강사님들과 다이버분들의 많은

날짜 : 2015년 1월 28일

관심을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다이버/비다이버 모두에게 SCUBAPRO와 다이빙에 대한 관심을 높

장소 : 센텀시티역 내 벡스코 제 1전시장 2층 211호
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 까지(중식제공)

딜러 메뉴얼, 딜러 스티커 배포

■ 진행순서

2016년부터 SCUBAPRO 해성에서

시간
10:00~10:10

내용

진행

는 딜러들의 편의와 판매 증진을 위
하여 소비자 카달로그와 별도로 딜

인사

러들이 참조할 수 있는 메뉴얼을 발

10:10~10:40

축사(아시아 태평양)

Christopher Lim

12:10~13:30

SCUBAPRO 해성 가격정책 및
유통정책 안내

이신우 대표

12:10~13:30

중식

전시장 내 식당

사진과 함께 자세한 사양을 포함하

John Seddon

고 있다. 이를 통해 판매를 위한 보

13:30~15:00

신 장비 소개(아시아 태평양)

15:00~16:00

질의응답 및 행운권 추첨

간하여 2월 1일부터 배포할 예정이

※ 위의 일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딜러 메뉴얼에는 모든 상품의

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되었다.

•	세미나 참석 대상은 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업체에 등록된 강사등급
에 한해 가능하다.
•	자리배정 및 식사 예약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니, 사전에 참가
신청바란다.

제1회 한국 수중모델 촬영대회 개최

• 해성(02-6959-8697)으로 연락 주시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국내 최대 크기의 수중 촬영장인 수작코리아의 수중촬영 세트장 오픈을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란다.

기념하여 ㈜수작코리아, 스쿠바프로

• 행운권 추첨에 사용될 명함을 필히 지참해 주시길 바란다.

(해성), 「격월간스쿠바다이버」가 주

•	경품은 호흡기 혹은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이 추첨될 예정이며,

관하여 스쿠바프로 제품 1,000만 원

방문업체만을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상당의 상품을 걸고 국내외의 유명
수중사진작가님들을 초청하여 실내
수중모델 촬영대회를 개최한다.
기간 : 2016년 3월 10(목)~11(금)일
장소 : ㈜수작코리아 수중촬영 세트장
주최 : ㈜수작코리아, 스쿠바프로(해성),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스쿠바프로 해성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스쿠바 다이빙 산업 성
장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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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주)해왕잠수
비즘(BISM), 부샤(BEUCHAT) 리페어 세미나

2015년 12월 19일 부샤(Beuchat) 리페어 세미나

해왕에서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해왕잠수 본사 2층에서 호

부샤 세미나에는 거제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이빙 샵, 강사님들이 참석

흡기를 중심으로하는 리페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는 세미

해주셨다. 세미나에서는 부샤 브랜드에 대한 소개, 신형 모델, 테크니컬 전

나는 입문자 레벨로 호흡기 중심으로 작동원리, 부속별 기능 등 이론과 분

용부터 다이브센터 전용 모델까지, 모델별 특징 특·장점, 부샤만의 특허

해/조립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고,

기술, 기술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호흡기 분해, 조립 등 실습을 진행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팁을 드리고 있다. 주력브랜드인 비즘(BISM)과 부

하였다.

샤(BEUCHAT)로 진행하고 있다. 짝수달은 부샤, 홀수달은 비즘으로 진행

부샤는 프랑스 브랜드로 1934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설립된 역사와 전통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마스터이상 레벨의 다이버 참석을 권장하고 있다.

이 오래된 브랜드이다. 부샤(Beuchat)는 창립자인 조지 부샤의 이름에서

전문과 과정인 현재 진행하는 입문자 세미나를 이수해야 하며, 별도로 공

시작되었다. 부샤의 ‘품질 최우선ʼ 원칙은 가족 경영 철학에서 비롯한 것이

지드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다. 따라서 품질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올해로 86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 비즘(BISM) 리페어 세미나

만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브랜드이다. 현재 총 90개국 나라에 공식 딜러를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해왕잠수 본사 2층에서 비즘 리페어

이며, 또한 국내를 비롯하여 글로벌 주요 국가의 해군, 특전사 등 관공서에

1934년 최초로 네오프렌 슈트 ‘타잔ʼ을 개발을 시작으로, 유수히 많은 부샤
통해 전세계 다이버들에게 우수한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탑 선도 브랜드

세미나가 있었다. 다이빙 샵과 마스터 이상의 다이버 분들이 참석해주셨다.

공급하면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리페어 세미나 전반적인 브랜드 소개, 피스톤과 다이아프램 방식의 호흡기

리페어 관점에서 부샤 호흡기의 가장 큰 장점은 호흡기만의 다양한 기술

의 차이, 1, 2단계 분해도를 통한 이론 교육, 1, 2단계 분해를 통한 실습으로

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부품이 매우 간단하며, 장비 공구나 부

이뤄졌다. 비즘은 타이어와 골프 장비로 유명한 브리지스톤 사에서 출발한

품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 많은 다이브샵에서 사후관리를 선호하고 있

회사이다. 브리지스톤에서 비즘으로 브랜드명칭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다. 호흡기는 디자인부터, 제작, 테스트까지 모두 100% 프랑스에서 제작

비즘 호흡기에는 브리지스톤의 호스가 적용된다. 브리지스톤 사의 호스는

하고 있다. 부샤만의 동결방지 시스템과 기술 특허 등으로 2012년 북미다

꼬이거나 밟혀도 안정적인 공기 흐름이 제공되는 호스로 안정성을 높였다.

이빙매거진인 SCUBALAB에서 가장 편안한 호흡기로 선정되면서 기술력

비즘은 국내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 폭발물처리대가 사용하

을 인정받았다.

는 등 일본 관공서에서 사용될 만큼 성능과 안정성이 인정된 브랜드다. 또

부샤는 타겟 고객에 맞는 다양한 호흡기라인을 선보였다. 특히 금년 출시

한 비즘만의 특허기술이 1, 2단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하였다. 1단

된 V First는 다이빙센터와 공동개발하여, 거품은 제외하고 실용적이고 경

계 피스톤방식인 비즘 호흡기의 특징이 다이아프램 방식의 호흡기들과의

량화된 디자인으로, 최저가로 타겟하여 개발하였다. 부력조절기 First 또한

각각 특징들과 함께 설명되었다.

다이브센터와 공동 개발하여, 다이브센터의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

2단계 비즘만의 특허 기술인 360도 스윙 헤드로 턱의 피로도를 최소화하

나의 비씨로 2가지 사이즈를 구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현재 다이브샵 센

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동양인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작고 경량화되어 있

터 전용 First 시리즈에 대해 글로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유량에 따라 조절 가능한 FCV와 깊은 수심에서도

SCUBALAB에서 인정한 동계용, 테크니컬 전용 호흡기인 VX10 아이스버

안정적인 호흡기 가능하게 하는 스파이럴 플로우 기능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유럽의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많다. VX10 아이스버그

세미나 이후에 인증서 수료와 참석자들과 함께 다같이 와인과 다과를 함께

가 적용된 사이드마운트 세트를 금년에 선보였으며, 가격 또한 경쟁사 대

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호흡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상승뿐만 아니라

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겟하고 있다.

비즘 호흡기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는 2016년 신형으로 V-twin이라는 부샤만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혁신
적인 호흡기를 선보여 방문객들과 많은 경쟁브랜드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V-twin은 하나의 호흡기로 2개의 호흡기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1단계
가 2개의 시스템으로 분리되었다. 하나의 주호흡기가 고장이 나도 보조호
흡기를 사용할 수 있어 리조트 및 해외 다이빙 시 안전성을 높였다.
리페어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인증서 수여를 하였다. 세미나를 통
해 부샤 장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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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링 이벤트 실시
해왕에서 취급하는 부샤(BEUCHAT)는 전세계적으로 본사 포함 매년 각국
에서 부샤 딜러가 장비를 테스트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부터는 부샤 코리아인 해왕잠
수에서도 프리다이빙 라인을 위한 쉐어링 이벤트와 드라이슈트 교육을 지
원하는 센터와 샵을 대상으로하는 쉐어링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프
리다이빙 라인을 위한 이벤트는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다이브센터와
샵을 위한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며, 관심 있는 센터/샵은 해왕잠
수로 문의 부탁드린다.

다이브컴퓨터로는 태양광 충전, 티타늄 소재의 BISM의 솔리스를 테스트 장
비로 제공하였다. 다이브컴퓨터는 많은 기능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많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크다는 점이 다이브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큰 고민
사항이라고 들었다. 티타늄 솔리스는 태양광 충전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컴퓨터 기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티타늄으로 내구성최소 4
배 이상 강화하였다. 또한 이 컴퓨터는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받은 만큼,
디자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장비 홍보가 아닌 참석한 회원분들의 다이빙 장비와 경험에 대해
의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쉐어링ʼ을 실현할 수 이벤트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쉐어링 이벤트에 대한 SNS 포스팅 이후, 다이브센
터/샵의 관심이 높아 해왕에 많은 문의를 주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

11월 14일 드라이슈트 교육 지원 다이브센터/샵 위한
쉐어링 이벤트 실시
11월 14일 오전 10시에 CEO 다이빙과 함께 드라이슈트 교육 지원을 위한

탁드리며 참여를 원하는 샵/센터가 있다면 해왕잠수로 문의하면 된다.

bism 서울방문

다이브센터/샵을 위한 쉐어링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드라이슈트 교육 지

지난 12월 22일부터 2일간 BISM 영업총괄매니저인 Takashi Matsuo이

원을 통해 이벤트 샵/센터의 장비 교육 지원과 매출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2015년 신장비 소개 및 영업 관련 계획 논의차 한국에 방문하였다. 주요 안

이벤트다. 샵/센터의 대표 강사가 소속 회원들에게 드라이슈트 교육 또한

건은 2016년에 출시하는 신형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배터리 걱정

체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드라이슈트를 대여해주는 이벤트다. 또한

이 없는 태양광 충전식, 내구성과 경량화된 티타늄 바디의 티타늄 솔리스

드라이슈트뿐만 아니라 호흡기, 부력조절기, 다이브컴퓨터 등 대표 장비와

의 신형모델인 4G 티타늄 솔리스가 선보였다. 테크니컬 다이빙 지원을 위

신형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해 4개 가스 사용이 가능한 모델을 출시하였다. 또한 전세계 100개 한정판

이벤트 진행을 위해 해왕잠수 직원이 간단하게 장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

인 ‘리미티드 에디션ʼ 모델을 출시하였다. 다이브 그란데도 ‘다이브그란데

였다. CEO 대표인 장철기 대표가 드라이슈트 체험을 진행하였다.

엑시드ʼ라는 모델로 4개 가스가 지원되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한 신형 다

1934년도 창업, 세계 최초 네오프렌 슈트를 만든 부샤답게 드라이슈트에

이브 컴퓨터가 선보였다.

가장 큰 장점을 받았다. 부샤의 앞지퍼형 드라이슈트인 아비스는 합리적인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 신형 MEW 핀이 출시되며, GULL의 뮤핀과의 다른

가격으로 보온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다. 아비스 드라이슈트와 함께 동

점을 설명해주었다. 고무 재질이 다르다고 한다. 오리발 블레이드의 가장

계형 장비로 네오프렌 드라이슈트인 아이스버그와 동계형 전용 호흡기인

자리는 뜨지 않는(부력이 없는) 재질이고, 블레이드 메인은 뜨는(부력이 있

VX10은 현재 북극 탐사와 북유럽 다이버들이 선호한다. 테스트 장비로는

는)재질이다. 전체적으로 부력이 있는 오리발로 특히 초보자가 핀킥 시 균

또한 SCUBA LAB에서 1위 평가를 인정받은 VR200 소프터터치 HF 호흡

형잡힌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서 다

기와 옥토퍼스 세트와 다이브센터용 퍼스트 호흡기가 있었다.

리에 피로도가 낮으며, 빠른 속도의 스노클링이 가능하다.

콤비네이션 밸브로 입수 시 손을 들어서 공기 배출이 필요없고, 공기가

전문가 과정 리페어 세미나를 위한 BISM 본사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

주입되어도 안아주는 모양으로 모형이 유지되는 H.F.S 시스템이 탑재된

다. 현재 격달로 홀수달에는 BISM 리페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샵오

BISM 부력조절기인 넬레우스 버전 D, 빈즈를 테스트하였다. BISM 부력조

너분들에게 인기가 좋다. BISM도 한국 다이버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 및

절기의 편안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신모델 개발에 힘쓰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내년에 출시될 신형 모델

경량화되어 동양인에게 가장 적합한 BISM 호흡기도 함께 테스트하였다.

및 리페어 세미나 등 BISM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BISM 장비의 섬세함과 편안함에 의견을 주었다. FINNSUB의 윙비씨를 테
스트하여 윙비씨에 대한 니즈가 있는 다이버 분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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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 다이브 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5년 다섯 번째 IDC

TRIMIX 다이빙 행사

지난 2015년 11월 17~28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에 위치한 ‘디퍼 다이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브ʼ 리조트에는 원영록, 유종호 강사 후보생과 김민혁 IDC 스탭 강사가 스

CENTRE인 ‘디퍼 다이브ʼ 리조트에서는 2015년 12월 3~6일까지 4일 동안

탭으로 참여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5년도 다섯 번째 IDC가 개최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ʼ 리조트에서 장태한 PADI 텍 트라

되었다. 이들 강사 후보생들은 모두 11월 29~30일에 보홀 팡글라오섬에서

이믹스 트레이너 주관으로 ‘트라이믹스 다이빙에 대한 고찰ʼ을 주제로 기체

열린 IE를 통과하여 PADI 강사가 되었다. 원영록, 유종호 강사 모두 보홀

정보, 장비 세팅, 기술 방식에 대한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팡글라오섬에서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 생활을 할 계획이다.

세부 막탄의 씨홀스 다이브 리조트의 권경혁 트레이너, 원피스 다이브 센

다음 정규 IDC는 2016년 1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강사 후보생들을

터의 김만길 강사, 오션플레이어의 이종문 코스디렉터, 써니 다이브 센터의

위한 사전 교육은 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양경진 트레이너, 니모 다이브 센터의 한영호 트레이너, 홀릭 다이브 센터

PADI 강사에 관심이 있으신 강사 후보생들의 문의를 바란다.
문의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 페이지 www.deepper.co.kr
인터넷 폰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아이디 : hanbuty, deepperdive

의 박무출 트레이너, 그리고 강원도 강릉의 인투 더 씨 다이브 센터의 오형
근 트레이너가 참가하였다.
CCR 탐사팀과 OC 탐사팀으로 구분하여 DPV를 이용한 수중 탐사를 실시
하였으며 조금의 안전 사고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행사였다.

2016년 IDC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ʼ 리조트의 2016년 IDC 일정이 확정되었다.
첫 번째 IDC는 1월 23일~2월 3일, 두 번째 IDC는 2월 29일~3월 9일, 세
번째 IDC는 5월 4일~14일, 네 번째 IDC는 6월 30일~7월 9일, 다섯 번째
IDC는 9월 9~18일, 여섯 번째 IDC는 11월 15~24일로 결정되었다.
IDC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1박 2일 동안 IE를 보게 되는 합리적인 일정
이다. 강사 후보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

‘디퍼 다이브ʼ의 다이브 마스터 교육
지난 2015년 12월 16일~2016년 1월 4일까지 ‘디퍼 다이브ʼ 리조트에서는
미래의 유능하고 참신한 PADI 강사를 목표로 홍은혜, 이형석, 홍석민, 김

창립 11주년 행사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익태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다이브 마스터 교육이, 2016

CENTRE인 ‘디퍼 다이브ʼ 리조트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에 창립 11주년

년 1월 13~22일까지 서동원, 음용성, 김지영 다이브 마스터 후보생을 대

기념 파티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70여 명의 축하객들과 스탭들이 모두

상으로 한 다이브 마스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PADI 다이브 마스터 매뉴얼

한자리에 모여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에도 한국 다이빙 시장을 선도

의 지식 개발, 다이브 이론, 비상 사태 지원 계획, 체력 테스트, 레스큐 평

하는 ‘디퍼 다이브ʼ가 되길 기원하였다.

가와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실질 평가에서 완
벽히 소화해 내었고, 교육 강사들과 ‘멘토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프로페
셔널리즘에 맞는 다이브 마
스터로서의 소양을 보여 주
었으며, 최종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성공적인
PADI 다이브 마스터가 되었
다고 한다. 앞으로 이들의 다
이브 프로로서의 무궁한 발전
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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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다이브
방수하우징 관리요령과 비상 시 대처요령에 대한 세미나
50여 년의 방수하우징 역사를 가진 Ikelite의 한국 에이전트인 InnovativeDuo
International에서 스쿠바다이버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수하우징 관리요령과 비상 시
대처요령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만으로
소중한 장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세미나는 김병수 대표가 직
접 진행한다. 또한 PADI CD 김수열과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코스에 대한 정보도 나
누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시 : 2016년 2월 12일, 저녁 7시
장소 : 아이켈라이트 코리아
참가인원 : 최대 6명
참가비용 : ２만 원
참가신청 : noma@nomadive.com 이메일 접수
보유장비를 지참하여 직접 정소 관리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흡수제(leak insure) 세트를 제공

군산대학교

미래테크

해양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씨몬스터 신제품

2015년 12월 11일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원에서는 해양과학대학원

이번에 미래테크에서 국산 최고의 밝기인 10,000루멘(LM) 수중랜턴을

생을 대상으로 군산 시티수영장에서 체력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체력측

개발하였다.

정에는 본 대학 김지현 교수가 측정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종목으로는 팔
굽혀펴기, 줄넘기, 수영 400m, 입영, 오리발 및 맨발 잠영 등이었다. 체력

SM-10000

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양산업계의 리더로서 체력이 있어야 해양산

•LED : 75W

•밝기 : 10000루멘. 6500K

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김지현 교수의 취지하에 이루어졌다.

•스위치 : 트위스트 방식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시간 : 1시간 30분

•사용시간 : 70분

•무게 : 1.07Kg

•소비자 가격 : 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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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동해 울진 2015년 12월 12~13일

공지사항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수원여자대학교의 두 번째 PADI 강사 시험을

웨비나 일정 안내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ʼ에서 12월 12~13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6년 1분기(Training Bulletin LIVE - 1Q16-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전지현, 하설이, 최소진, 손예니, 황은실, 김연재, 허소

Korean) - 2015년 2월 4일 오후 2시

연, 이한솔, 하슬아, 김인지, 이유미 총 11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강사 시험(IE) 안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한국 지역 매

•일시 : 2015년 2월 20~21일 •장소 : 제주 성산 피닉스 아일랜드

니저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베이직 프리다이버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일시 : 2016년 2월 13일(토) 오전 9시

국내외 다이빙 업계에서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젊고 새로운 PADI 강사님들

•장소 : 잠실 종합운동장 스쿠버 풀

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

PADI 다이버 콘테스트(Get Your PADI & Win Contest)

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박성수, 홍찬정

•PADI 코스를 받고 컨테스트 우승하기

PADI 코스 디렉터님과 스텝 강사님들, 학생들의 코스 완료를 위해 많은 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세부 사항은 www.padi.co.kr 참조

움을 주신 손경환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
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ʼ 스텝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대표 : 김원기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1, L 102
•전화 : 070-8802-3933 •홈페이지 : http://www.divingcrew.com

5스타 다이브 센터 업그레이드
•대표 : 이성복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전화 : 070-8888-5971 •홈페이지 : http://www.scubacafe.co.kr

블루 오션 다이브 & 트래블
•대표 : 황재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283 성은빌딩 503호
•전화 : 031-914-7978 / 010-6404-7978
•홈페이지 : http://www.blueocean-divers.com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5년 12월 19~20일 진행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정우진, 이명호, 김동혁, 현지열, 이동율, 최민준, 정문용, 송호균, 강성
훈, 박철, 황태현, 장태영, 이용우, 최규호, 구홍모, 이승주, 김성수, 김성준, 서인경, 이규철,
김장식, 박지상, 최영재, 정재훈, 손예니, 김인지, 이동영, 문도영, 박영훈, 엄주엽, 김한식, 김
승식 총 32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
으로는 영희 심슨,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
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김수열, 한민주, 임용우, 우
인수, 임욱선, 윤재준, 김정미, 박금옥, 황진훈, 임호섭, 김영준, 송태민, 이현석, 홍찬정, 이달
우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
신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ʼ와 ‘성산 스쿠버ʼ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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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USPO 전시회 기간 중 PADI 행사 일정 및 내용

PADI 아시아 퍼시픽 - 2016 KUSPO 전시회 참가

PADI 텍 사이드 마운트 스페셜티 코스 세미나

KUSPO(한국 수중 스포츠 전시회)는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참가하는 세

•진행 : 이달우 - PADI 코스디렉터, 아이눈 스쿠버 대표

계 주요 전시회 중 하나이며, 서울 COEX에서 2016년 2월 25(목)~28일(일)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까지 SPOEX(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된다.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 & 실제 다이빙

이번 전시회에는 50주년을 맞은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23개의 국내

•일시 : 2월 26일(금요일) : 14:00~15:00

외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가 공동으로 전시 부스를 세팅하여, 대외적

•장소 : COEX 세미나룸

으로 각 다이빙 센터와 리조트의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참가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 간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연계 및 상호 협력적인 비

PADI 디지털 제품들 소개 및 프로모션 안내

즈니스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진행 : Thomas Knedlik-Director,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

이번 전시회 기간 중, PADI 공동 부스에 방문하여 PADI 코스를 등록하시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 한국 지역 컨설턴트

는 분들께 PADI 티셔츠 또는 PADI 방수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참가 자격 : PADI 멤버

다른 많은 이벤트를 기획 및 진행할 계획이니 PADI 공동 부스에 많은 방문

•	내용 : PADI 디지털 제품 소개, 터치, e매뉴얼, e러닝 및 비즈니스로 활

을 부탁드린다.

용하는 방법과 특별 프로모션
•일시 : 2월 27일(토요일) : 13:00~14:00
•장소 : COEX 세미나룸

PADI 멤버 포럼

2016 KUSPO 전시회 참가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지역

센터 상호

센터/리조트 레벨

대표

서울

아쿠아마린

PADI CDC 센터

한민주

경기

고다이빙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임용우

경기

고프로 다이브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홍찬정

필리핀 다이브 랩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한덕구

필리핀 리드마린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서종열

•	진행 : Thomas Knedlik-Director,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 한국 지역 컨설턴트
•참가 자격 : PADI 멤버
•	내용 : 2015년 지역 보고, 마케팅 캠페인, 뉴스, 기준 업데이트, 위험 관리
& 프로젝트 어웨어
•일시 : 2월 27일(토요일) : 14:00~16:00

서울

레드씨 다이브 팀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윤병혁

•장소 : COEX 세미나룸

서울

아이눈 스쿠버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이달우

서울

아피아

PADI 5 스타 강사개발센터 노명호

•진행 : 이달우 - PADI 코스디렉터, 아이눈 스쿠버 대표

경기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윤재준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서울

잠실 스쿠버 스쿨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김진호

서울

파아란바다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송규진

대구

판다 스쿠버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이현석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PADI 5 스타 다이브 센터

김병구

서울

다이브컴퍼니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

이상호

제주

성산 스쿠버 리조트

PADI 5스타 다이브 리조트 김영언

서울

SID 에듀테인먼트

PADI 5 스타 다이브 센터

전유봉

서울

해저2만리

PADI 5 스타 다이브 센터

김강영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PADI 5 스타 다이브 센터

정혜영

PADI 카시오 로고시스 디스팅티브 스테셜티 코스 세미나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 & 실제 다이빙
•일시 : 2월 27일(토요일) : 16:00~17:00
•장소 : COEX 세미나룸

PADI 마케팅 세미나 : 2016년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마케팅 지원방안
•	진행 : Thomas Knedlik-Director,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
& 김부경 한국 지역 매니저, 김진관 한국 지역 컨설턴트
•참가 자격 : PADI 멤버
•내용 : 2016년 PADI 글로벌 & 한국 지역 마케팅 계획, My PADI, PADI
다이빙 대사(Ambassadiver), 여성 다이버의 날 & 프리 다이빙
•일시 : 2월 28일(일요일) : 13:00~14:00
•장소 : COEX 세미나룸

필리핀 W. 다이버스 코론 팔라완 PADI 다이브 리조트

강덕환

PADI 프리 다이브 코스 세미나

제주

조이 스쿠버

PADI 다이브 리조트

김동한

•	진행 : 노명호 PADI 코스 디렉터/AFIA 프리다이빙 전문 센터 대표

제주

다이브 스테이

PADI 다이브 리조트

신민국

일본

오리온

PADI 다이브 리조트

홍기준

강원

남애 스쿠버 리조트

PADI 다이브 리조트

김정미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 & 비다이버
•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 & 실제 다이빙
•	일시 : 2월 28일(일요일) : 14:00~16:00 •장소 : COEX 세미나룸

연락처 및 홈페이지
02)539-0445
www.scubain.co.kr
031)261-8878
www.godiving.co.kr
031)244-3060
www.goprodive.co.kr
070)8683-6766
www.divelab.co.kr
070)4898-4113
www.leadmarine.co.kr
02)2203-9485
www.redseadive.co.kr
02)423-2110
www.inoon-scuba.com
02)484-2864
www.afia.kr
031)908-8574
www.ilsanscuba.co.kr/
02)415-6100
www.jsscuba.co.kr
02)547-8184
www.paranbada.com
053)784-0808
www.pandascuba.co.kr
010)8989-4668
www.diveacademy.com
02)2202-8447
www.divecompany.co.kr
064)782-6117
www.sscuba.co.kr
02)549-8966
www.clubsid.com
010)5278-7808
cafe.naver.com
/divingtoday49 3795
064)731-7706
www.ppisland.co.kr
070)5035-9997
www.wdiverscoron.com
010)5135-1004
010)6390-3492
www.divestay.co.kr
+81)98-996-5280
www.oriondivers.com
033)673-4567
www.namae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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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pro classic, 50th anniversary special gold edition 당첨 후기
스쿠바다이빙을 시작한 지 반년을 갓 넘긴 9월, 조금씩 BCD와 호흡기 등의

테스트 후 울진 씨워드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진행하였고, 나는 새 BCD에

장비에 관심이 생기던 나에게 엄청나게 운 좋은 일이 생겼다. PADI 한국 사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난파선 다이빙 스페셜티 과정을 도전하였다. 차가운

진 contest를 통해, Scubapro의 BCD를, 그것도 50주년 한정판 제품을 받

바닷물에서도 BCD의 인플레이터, 덤프 밸브는 풀장과 전혀 차이가 없이 원

게 된 것이다. 들뜬 마음으로 상품을 기다리며, 파아란바다 다이브센터 강

활하게 작동하였다. 약간의 조류

사님들께 매일 전화를 드려 귀찮게 해 드린 것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

속에서도 부력조절에 전혀 문제

음에서였던 것 같다.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해성 사무실에 상

를 느끼지 않았고, 침선의 내부로

품을 받으러 갔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조금씩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진입할 때나 진입 후 침선 안에서

밝고 신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같이 있었다.

도 안정적인 자세로 사진을 찍고

처음 받아본 Scubapro classic adventure 50주년 한정판은 너무 멋있었다.

배의 구조와 생물 등을 여유롭게

상품 사진으로도 여러 차례 보았던 터였지만, 검은 조끼형 BCD에 금색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수놓아진 글씨는 마음에 쏙 들었다. 손으로 직접 접착 처리되어 튼튼하다

다이빙 후에는 새 BCD로 인해 다

는 제품의 마감처리는 자세히 보아도 깔끔했다. 입어보고 공기도 채워보니,

이빙에 대해 더 관심이 생기고, 앞

하나로 된 내부통로는 막히는 곳 없이 빠르게 반응하였고, 특히 어깨부분의

으로 더 멋있게 다이빙을 해야겠

앞뒤가 밀착이 되며 굉장히 상체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다. 탈부착이 가능

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물론

한 사이드 포켓의 크기는 생각보다 커서 필기구도 넣고 다니고 싶었다.

장비보다 실력개발이 우선이겠지

새 BCD를 입고 풀장과 바다에서 다이빙을 진행하였는데, 배가 나온 체형

만, 좋은 장비는 다이빙을 더 즐

인 내게 항상 문제였던,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BCD가 턱 위로 올라오는 현

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나에게

상이 없다는 것을 첫 풀장 다이빙에서부터 바로 느낄 수 있었다. BCD는 조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더 키워주

이는 부분도 없이, 처음 벨트로 조정해 놓은 그대로 나의 몸을 잘 잡아주었

신 해성과 스쿠바프로, PADI에게

고, 공기를 넣고 빼는 중에도 몸에서 떨어지는 느낌은 없었다. 이전에는 간

감사한다.

혹 핀킥을 할 때 몸이 돌아가는 느낌도 있었는데, BCD가 몸에 잘 붙어있어
주니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테스트 다이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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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상호 (PADI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파아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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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여러분은 PADI 강사가 됩니다

2016년 3월 강사교육 등록시 300$ 상당의 나이트록스 스페셜티 강사코스를 지원합니다.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정규교육 : 2016년 3월 12일 시작 주말반(6일) - 크로스오버 : 2016년 3월 27일 시작 주말반(6일)
IE(강사시험) 2016년 4월 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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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노마다이브

noma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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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11월 정기 강사평가(IE) 실시
SSI 본부는 11월 20~22일 강사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오정선 평가관님이

또 다른 다이빙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신규 강사님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

평가관으로서 이희석, 최진석(해양스포츠교실,유성용), 현창용(제주국제대,

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김진현) 후보생을 평가하였고, 총 3명의 신규 SSI 강사가 배출되었다.

크로스오버 프로모션

XR 트레이너 탄생

SSI KOREA는 능력 있는 강사들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크로스오버 프로

11월 18~28일 필리핀 마닐라오 DIVE7000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XR/

모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크로스오버 프로모션은 오정선 평가관님의 평가

TXR 세미나는 Andreas Kron(SSI HQ 테크니컬 교육디렉터)의 평가 하에

하에 타 교육단체의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강사들을

손완식 IC, 김원국 IT, 김영기 IT, 손병욱 DCSI가 XR/TXR 트레이너 세미나

대상으로 11월 20~22일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평가에 참가한

에 참가하여 Technical Diving에도 새로운 두 명의 트레이너 손완식 IT, 김

김경도(유성용 IT, 해양스포츠클럽) 강사는 SSI 강사로 또 다른 자격을 부

영기 IT가 탄생하였다. Technical Diving(Extended Range)에 Trainer의 배

여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SSI는 능력 있는 강사님과 함께 하게 됨을 기

출과 교재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다이버 분들도 더

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타 단체 강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넓고 깊은 바다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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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Dealer Conference
SSI KOREA 는 2016년 1월 5~6일 2일간 한경대학교에서 SSI Dealer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약 60여 명의 딜러 대표님들이 참가한 이번
Dealer Conference에서는 2016 새로운 기준에 대한 소개, 2016 업무계
획과, 2015 업무보고, 최우수 딜러, 최우수 강사 시상을 하였고, Mares
Fusion 52X instructer를 부상으로 1년간 고생하신 강사님들을 독려하였다.
Freediving과 Technical Diving(Extended Range)에 대한 Trainer의 배
출과 교재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2016년 새롭게 선보일 Freediving
과 Technical Diving(Extended Range)에 대해서 Freediving 임정택 트
레이너, Technical Diving(Extended Range) 김영기 트레이너의 소개
와 질의를 통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해마다 있을 Dealer
Conference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SSI가 되길 기대한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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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중국 쿤밍 고지대 다이빙

스쿠빌리티(Scubility) 강사 과정

지난 10월 22~27일까지 중국 쿤밍 지역 다이빙 샵들의 초청에 따라 쿤

지난 11월 2~3일까지 미국 국제본부에서 개최되는 스쿠빌리티(Scubility)

밍 호수에서 고지대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쿤밍 호수는 중국 운남성 쿤밍

강사과정에 참가하였다.

시 남쪽에 있는 거대한 호수로 해발 약 2000m에 위치해 있는 둘레 길이

스쿠빌리티 과정은 장애우들을 위한 스쿠버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이다. 물속에서는 도자기 등의 역사 유물

SDI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들을 볼 수 있고 동굴과 같은 지형도 있다. 이번 고지대 다이빙에는 정의
욱 본부장, 본부의 중국 담당 매니저 장위, 오형근트레이너(강릉 인투더씨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다이브리조트), 김성진 트레이너(공기놀이 스킨스쿠버 클럽), 홍콩의 Loise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Chan 트레이너 등이 중국의 다이버들과 함께하였다.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개발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이번 과정에는 각 지역 본
부 대표들과 트레이너들 20

국제 본부 회의(GSM) 참석

여 명이 참가하였고, 한국
에서는 2016년 6월에 소속

지난 10월 30일~11월 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국제본부에서 개최되는 국

강사들을 대상으로 SDI 스

제 본부 회의(Global Strategic Meeting)에 참석하였다.

쿠빌리티 과정을 처음 진행

전 세계 지역 본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활동사항, 마케팅, 2016

할 계획이다.

년도 사업계획 및 신규 국제 업무 사항들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DEMA Sow 참관
지난 11월 4~7일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되는 DEMA Show에 참석하
였다.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장비, 교육, 여행 등이 전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빙 종합 전시회로 올해 역시 여러 소속 트레이너/강사들과 함께 참관
하였다.
DEMA Show에 마련된 국제 본부 부스에서 SDI.TDI.ERDI KOREA는 2015

2015년 2차 멕시코 동굴 다이빙 원정

년 최우수 지역 본부로 선정되어 수상을 기념하였다.

지난 5월 1차 동굴 다이빙 원정에 이어 11월 6~17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
을 실시하였다. 이번

원정을 위해 지난 8
월부터 10월 초까지
국내에서 동굴다이빙
사전 교육이 실시되
었으며 팀 아쿠아텍
7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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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DRT(Dive & Resort Travel) 쇼 참가

응급대응다이빙(ERDI) 과정

지난 12월 11~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홍콩 DRT 쇼에 참가하였다. SDI.
TDI.ERDI에서는 중국과 홍콩의 회원들과 국내 또는 필리핀 지역의 소속 강
사 및 리조트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
련하기 위해 매년 수 차례 중국 다이빙 쇼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세부 지역의 리조트 및 국내 리조트 강사/트레이너들이 많이 참가
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사업기회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SDI.TDI.ERDI에서는 2016년 총 3회(상하이, 베이징, 홍콩)의 중국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소속 회원들의 공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본부로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 10월 경기재난본부 특수대응단에 이어 11월 26일~12월 2일까지 경기
도 연천소방 구조대에서 응급대응다이빙(ERDI) 과정을 실시했다.

공공 안전 다이버들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환경에서
사고 또는 범죄로 인한 사건 현장의 증거물, 유해 등의 탐색과 인양을 위한 다
이빙을 하게 되는데, ERDI 과정은 이러한 수난 구조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
인 공공 안전 다이빙(Public Safety Diving) 교육 프로그램이다.

SF2 재호흡기(CCR) 다이버 과정

훈련 및 강습 내용

지난 11월 16~17일 국내, 11월 26~29일 필리핀 세부, 12월 25~27일 국내

•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응급대응 다이빙의 차이점

등에서 각각 SF2 재호흡기 크로스오버 교육을 실시하였다. 재호흡기는 크

• 공공 안전 다이빙 팀 설정 및 운용

로스오버 과정은 이미 재호흡기 다이버 과정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기종의

• 공공 안전 다이빙 작전 및 훈련

재호흡기 다이버 과정에 참가하는 과정이며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 다이빙 사고 대처

SF2 재호흡기 과정 또는 강사 과정에 관심있는 분들은 본부로 문의하기

• 현장 탐색

바란다.

• 익수자 및 차량 인양

전화 : 070-8806-6273

• 범죄현장 대응
• 현장 보존 및 기록
• 위험/환경 물질 대응

자격증 발급센터(ISCP) 신규 개설

• 드라이슈트 및 풀페이스마스크 운용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

• 관계기관 협조 등

• 현장 인원 통제

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 국내에 도입되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추웠던 날씨

ISCP의 장점

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천소방 구조대 4명과 윤형준, 양승훈 트레이너, 박장혁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강사가 참가하여 이론 교육, 워터맨쉽 테스트, 풀페이스 마스크/드라이슈트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등을 기본 장비로 하는 스쿠버 기술, 한탄강에서의 탐색 및 인양 실습 등 모든

• 효율적인 회원 관리

일정을 마쳤다.

SDI.TDI.ERDI KOREA에서는 강릉 영진에 위치한 인투더씨(오형근 트레이너),
필리핀 세부 홀릭 다이브(박준호 트레이너), 필리핀 아닐라오 샤크 다이브리조
트(최태영 강사)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
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
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사
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6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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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SF2 CCR 강사 과정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공고
SDI/TDI KOREA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생 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SDITDIERDI에서는 1월 29~일까지 세부 모알보알에서 재호흡기 1단계 강

그 동안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쾌속 성장을 이룬 SDI/TDI KOREA는 2007

사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에는 한국은 물론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

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CCR 다이버 크로스오버 과정에 참가하며 CCR 강사 과정이 도시에 진행

강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장학생

된다. CCR 강사 과정은 사전에 재호흡기 100시간의 로그가 필요하며 어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타 기종의 재호흡기 강사

새롭게 개편된 2007년 1기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5년 9기 과정

의 경우 50시간의 로그가 필요하다.

까지 많은 장학생 강사들이 배출되어 각 출신대학, 취업회사, 소셜 커뮤니

SF2는 독일에서 제작되고, 하나의 재호흡기로 기존의 백마운트 방식과 사

티, 미디어, 국내/외 리조트, 교육협회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드마운트 방식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작동과 유지보수가 간단할 뿐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선배 강사와 트레이너들이 직접 교육 장소

만 아니라 호흡으로 트림을 조절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같고 있는 신

를 방문하거나 멀리서 응원의 메시지로 힘이 되어 주고, 때론 교육에 적극

개념의 재호흡기이다. SF2 재호흡기 강사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동참하여 미래 다이빙의 주역이 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SDITDIERDI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인 SDI 강사 과

중국, 홍콩 지역 다이빙 전시회 참가

이빙 프로그램인 TDI 강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DI.TDI.ERDI에서는 매년 중국, 홍콩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

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도전하자!

정과 CPR/First-Aid/산소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세계 최고의 테크니컬 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과 패기

다. SDI.TDI.ERDI에서는 다가오는 거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과 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부터 국내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과 공동

■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 리조트, 센터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전액 지원

등은 본부로 신청하기 바란다.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등록비 전액 지원

상하이 DRT : 3월 18~20일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북경 ADEX : 9월 9~11일

■ 일정

홍콩 DRT : 12월 중 예정

1. 신청자 접수 : 4월 29일(목)까지
이메일(hq@tdisdi.co.kr)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2. 참가자 발표 : 5월 6일(금)
4.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6월 30일(목)~7월 8일(금)
5. 교육 장소 : 미정

■ 지원 자격
1. 2016년 당월 현재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만 18세 이상)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자격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전까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자격 - 장학생 과
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한 환경과 수심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중국 사무실 개설
SDI.TDI.ERDI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국 회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3월 1일부터 중국 사무실을 개설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 홍콩의 모든 등록, 배송 등의 업무는 중국사무실에
서 처리하게 되어 국내와 마찬가지로 당일 등록, 당일 배송 등의 신속한 업
무처리가 가능해지며 중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SDI.TDI.ERDI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중국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
한 직원을 모집한다. SDI.TDI.ERDI의 중국 업무와 관련하여 함께하고자 하
는 분들은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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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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 교육시간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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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이버 서비스
1. 공항 픽업 서비스
2. 장비 이동 및 세척 서비스
3. 수중 가이드 시스템

◆	PADI 전과정 교육가능
(오픈워터 다이버부터
강사교육까지)
◆연 1회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개최
◆	업그레이드되는
굿다이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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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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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BSAC KOREA
1. 2015 송년의 밤 및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지난 2015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2015

제8회 BSAC Korea 수중사진 공모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년도 송년회와 제8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사전 예약한

• 대상 : 김종훈 • 금상 : 김준연 • 은상 : 박인수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에는 150여 명의 강사 및 다

• 동상 : 심상선 • 장려상 : 원하경, 신은수, 박근정

이버들이 참석하였다.

• 입선 : 이운철, 이수연, 원하경, 양승철, 서동수, 김학주, 김종훈

1부 행사는 박종섭 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전세계 6번째로 무기항 무원조
로 요트 세계일주를 성공한 김승진 선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그의 모험담

이날의 마지막 행사는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상 및 경품 협찬

을 들려주는 자리가 진행되었다. 이어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활동

에 도움을 주신 업체들로는 거천시스템, 대웅슈트, 해성, 하이파, 우정사,

사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신규 강사를 위한 인증서 수여, 홍보상

인터오션, 테코, 스쿠버 텍, 딥큐브, 스쿠버 비디어, 마린실업, 포스 엘리먼

및 최우수 강사와 센터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별히 정상근(내셔널

트, 아토 리조트, 아닐라오 스쿠버 다이빙 센터, 파라다이스 리조트, 아우

인스트럭터) 강사에게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라 리조트, 백스마린 등이다.

• 홍보상 : 김윤석, 최우집, 김한, 이정훈, 안성규, 윤상필
• 최우수 센터상 : 서울 스포츠 클럽(최우집)
• 최우수 강사상 : 한종훈(아닐라오 다이브 센터)
식사에 이어서 진행된 2부 행사는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매년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맡고 있는 정상근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공모
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심사평과 시상을 함께 진행하였다.

초청강연 : 김승진(요트 세계일주)

최우수 홍보상 : 김윤석(제주도 씨플러스)

수중사진 대상 : 김종훈

공로상: 정상근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안내

BSAC 신규센터

BSAC KOREA는 그동안 개최가 지연되었던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 송호대학교(박영남) 010-4572-6607 강원도 횡성

을 오는 2016년 2월 20~24일까지 개최한다.

● 더 크라켄 스킨 스쿠버(김현섭) 010-3026-0990 충북 제천

•참가자격 : 다이브 디렉터 이상

● 에덴 다이브(박진호) 070-4645-2016 필리핀 보홀

•장소 : 제주도
•일시 : 2016년 2월 20(수)~24(월)

BSAC 팬 패시픽 회의
BSAC 팬 패시픽 회의가 한국에서 2월 26일 개최된다. 영국의 현재 의장
유진 파렐(Eugene Farrell)과 BSAC International 연락관인 데릭 엘러비
(Deric Ellerby)를 포함해서 일본, 태국 등의 대표자들이 참가한다. 팬 패
시픽 회의 기간에 맞추어 BSAC Korea 본부에서 센터들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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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어드벤쳐 다이버’ 과정 신설
새로운 다이버 등급으로써 ‘Ocean Adventure Diver’ 과정이 신설되었다. ‘오션 어드벤쳐 다이버’
는 오션 다이버의 다음 단계 등급이다. 기존의 다이버 교육프로그램에서 오션 다이버는 인증 이
후에 스포츠 다이버 과정으로 승급하기 전에 5가지의 스페셜티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 권장 사항으로 강사의 재량껏 시행할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일괄적이지 않은 프
로그램의 적용으로 일선의 강사들에게 혼선이 있었다. 또한 오션 다이버에게 제주도나 필리핀과
같이 따뜻하고 시야가 좋은 환경에서의 다이빙은 적절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 다이빙 한계를 넘게
되는 상황을 자주 발생시킨다.
이에 BSAC Korea는 스포츠 다이버로 승급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오션 다이버의
수심한계(20m)를 넘기 위한 ‘오션 어드벤쳐 다이버’ 과정을 신설했다. ‘오션 어드벤쳐 다이버’ 과
정의 인증은 오션 다이버 이후에 5가지 이상의 스페셜티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션 다이버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거치면서 스포츠 다이버로의 승급에 자신감을
갖는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다음은 ‘오션 어드벤쳐 다이버’에게 필요한 스페셜티 목록이며, 이와
관련한 인스트럭터 가이드가 1월 중에 배포된다.
• 부력 다이빙(Buoyancy Diving)
• 수심 경험 다이빙(Depth Experience Diving)
• 디지털 수중 사진(Digital Underwater Photography)
• 내비게이션 다이빙(Navigation Diving)
• 난파선 다이빙(Wreck Diving)
• 나이트 다이빙(Night Diving)
• 해양생물 인식(Marine Life Awareness)
• 컴퓨터 다이빙(Diving with dive computer)
• 절벽 다이빙(Wall Diving)
• 드리프트 다이빙(Drift Diving)
• 나이트록스 다이빙(Nitrox Diving)
• 드라이슈트 다이빙(Drysuit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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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PDIC-SEI
국제본부 2014 DEMA SHOW 성공개최와 새해인사

PDIC-SEI 국제본부 ‘Supervisored Diver’ 코스 개발
2015년부터 새로운 자격증인 ‘슈퍼바이져드 다이버’ 코스가 새롭게 개발

우리 SEI-PDIC는 디마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디마쇼 기간 동안 많

되었다. 이 코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약 4일 만에 인증증을 획득할 수

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뻤다. Kevin kim과 김성길 아시아

있다. 특히 리조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되었다. 인증을 획득

본부장, 싱가폴 본부장 Mr, Lip, 알렉산드로 탈라모나 유럽본부장과 데이

하게 되면 이 슈퍼바이져드 다이버는 반드시 스쿠버 지도자와 함께 다이

비드가 이탈리아에서 왔다. 이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

빙을 해야 한다. 이 코스의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것이다.

역들을 대표하며 또한 다른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을 접촉해 나가고 있다. 우리 부스를 방문해주셔서 관심과 논평을 해주신

2014-2015, PDIC-SEI 지도자 업데이트 워크숍 개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
한다. 2015년의 SEI-PDIC의 모든 회원들과 지도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PDIC-SEI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4. 12/13, 2014년 사업보고 및 2015년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사업정책에 대한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30여 명의

Tom Leaird, SEI-PDIC. CEO

강사 및 트레이너가 참석하여 2014년 디마쇼 참가보고와 2015년 국제본
부의 신규코스 소개 등을 통하여 국내 PDIC-SEI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다.

PDIC-SEI 스페셜티 다이빙 지도자 과정 개최

해군 문화체육처 장병 응급처치 강습회

PDIC-SEI 한국본부에서는 2015 상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

YMCA 응급운동본부에서는 2015. 1/12~16(5일간)까지 해군 문화체육처

최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5 하계 전투수영 및 각종 해양 체육활동 시 지원

DRAM & CPR-AED 강사 과정

요원의 수상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을 위하여

• 일시 : 2015년 1월 31일(토)~2월 1일(일)

‘전문안전지도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과정을 운영하였다. 담당 교

수중촬영 강사 과정

육은 해군 SSU(해난구조대) 김명훈 교관이 지도하여 35명의 최고의 수상

• 일시 : 2015년 2월 7일(토)

및 응급처치 요원을 양성하였다.

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 일시 : 2015년 2월 28일(토)~3월 1일(일)

PDIC-SEI 지도자 맴버 2015 워크숍
PDIC-SEI 코리아에서는 지도자 멤버와 신규, 그리고 2014년까지 비활동
성 강사를 위한 2015 지도자 멤버 워크숍을 시행한다.
• 일시 : 2015년 1월 31(토)
• 문의 : PDIC-SEI 아시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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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텍 사이트마운트 리더쉽 4차 세미나 개최
PDIC 코리아에서는 지난해 1차-2013. 7/9(세부),
2차-10/19(부산), 3차-2014. 2/9(광주)에 이어 지
난 12/6(부산) 텍-사이드마운트 4차 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본부에서는 2015년 3월부터 PDIC 사
이드운트 강사과정을 개최하고 이후 다이버를 위
한 스페셜티 자격코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장소 : PDIC-SEI 본부 강의실,
한국해양대학교 수영장
• 강사 : 김성진 Tr
스텝강사 : 배봉수 Tr
• 참가지도자 : 강동원 In, 배혁록 In, 서상우 In,
박영준 In, 이우동 In, 황석빈 DM, 김세준 DM

PDIC-SEI 지도자 세계 10대 이벤트 ‘제28회 북극곰수영대회’ 안전요원 참가
SINCE1959! YSCUBA-SEI, 1969 PDICWe build
strong Leaders, strong Members, strong
Communities.SEI-PDIC 지도자 멤버들은 2015년
1월 4일, BBC 방송 선정 세계 10대 이벤트행사인
‘제28회 북극곰수영대회’에 안전요원으로 참가함
과 동시에 힘차게 2015년의 문을 열었다. 5000
여 명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상수중레저 동
호인들의 열정이 겨울의 추위를 무색하게 만든
행사였다. SEI-PDIC는 레스큐 안전교육의 새로
운 도전과 역사를 펼쳐나갈 원년의 해로 삼아 비
전 100년 도약의 터전을 다졌다. 올해 역사의 주
인공이 되어주신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 참가 : 신성규, 배봉수, 김희봉, 류지한,
박복룡, 김학로, 김성진, 이영호
김현태 지도자님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수상 - 신성규 In.Tr
대한민국 신지식인 연합회가 2014년 신지식인 130명을 선발하였다. 안전분야 신지식인으로 당당히
PDIC 강사 트레이너이며 YMCA 인명강사인 신성규님이 선정되었다. 거창지역의 수상안전 체험장
을 운영하며 누구나 쉽게 물과 친숙해지고 구명동의를 생활화하여 수상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다 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처법 홍보교육을 통하여 전국의 2만여 명
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수상안전에 대한 자신감과 체험활동 캠페인을 보급하고 있다. 2015년 상
반기에는 이미 3만여 명에게 보급할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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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15년 송년의 밤

멤버 갱신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저녁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IANTD

2015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2016년 강

KOREA 송년의 밤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IANTD KOREA의 강사

사 갱신을 실시하였다. 기간 중에 갱신하는 강

및 멤버을 포함하여 150여 명과 함께하였다. 행사 진행은 정영환 트레이

사들에게 특전으로 THE TAO OF SURVIVAL

너가 진행하였으며, 홍장화 부회장의 인사말과 건배사로 행사가 시작되었

UNDERWATER 책을 증정하였다. 멤버 갱신

다. 2015년 행사 보고를 마치고 2016년 행사 계획 및 발표를 하였고, 올

은 2016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며, 멤버 갱

해의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 황영민, 우수 강사 트레이너 정영환, 최우수

신은 갱신서류와 의료용 문진서를 작성 후

강사 배창수, 우수 강사 이상희, 공로상 김창환 트레이너, 최우수 퍼실리

E-Mail : iantd@iantd.kr 또는 팩스 : 02-

티 OK 다이브 리조트가 그 영광을 차지하였다. 신규 강사 트레이너(강덕

486-2793 발송 후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권, 김영삼) 및 신규 강사 임명장을 전달하였고, 다음으로 행사의 마지막
으로 협찬사와 강사 트레이너가 준비한 선물을 빙고와 이벤트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멤버들에게 전부 전달하였다. 행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

2016년 아이스 다이빙 공지

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월 29~30일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강원도 강
협찬사 : 마레스, 스쿠버 텍, 아쿠아 스포츠, 오션플러스, 아쿠아 텍, 우정
사, 익스트림, 인터오션, 다이브 자이어트, 테코, 해성, 핼시온 코리아, 현
스쿠버, 마린파크 다이빙 센터, 우도 스쿠버 리조트, OK 다이브 리조트
강사 트레이너 : 강덕권, 고석태, 김창제, 김창환, 서일민, 서재환, 이민호,
이원교, 정영환, 정철희, 황영민, 황영석
강사 : 문성원, 유상민, 임용한

촌 호수에서 실시하며, 기본 아이스 다이빙 강습 외에도 테크니컬 팀들을
위하여 위가 막힌 지역에서의 통과 다이빙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아이
스 다이빙은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 가능하다. 참
가를 희망하는 멤버는 IANTD KOREA로 신청 바란다.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본부 사무실 02-486-2792

2016년 전반기 테크니컬 다이빙 및 트라이믹스 다이빙 공지

오픈워터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 교재

1월 18~29일까지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파도 리조트에서 트라이믹스 다이

2016년 1월 오픈워터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

빙을 실시한다. 기간 중에는 테크니컬 다이버(50msw), 노목식 트라이믹스

한글 번역판을 한국 해양 대학교 강신영 교

다이버(60msw), 트라이믹스 다이버(90msw) 코스, 테크니컬 강사, 노목실

수님에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내용으로는

트라이믹스 강사, 트라이믹스 강사 코스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EANx

역사, 오픈워터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하

블랜딩 코스, 트라이믹스 블랜딩 코스도 같이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강

는 이유, 장비, 장비 배치, 사이드마운트 다

사 및 다이버는 IANTD KOREA 사무실로 문의 바란다.

이빙 절차, 견론, 부록, 워크북으로 되어 있

사무실 : 02-486-2792

으며 구매 및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IANTD
강사를 찾아주면 된다.
문의 전화 : 02-48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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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개해제
한해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는 개해제를 IANTD KOREA 멤버들을 모시고 개최하려고 한다.
날짜 : 2016년 3월 26일(토)~27일(일)
장소 : 강원도 양양 팀 스쿠버(대표 이기영)
주관 : IANTD KOREA
다이빙 : 싱글, 더블, 사이드 마운트,
재호흡기
문의 : 02-486-2792(본부 사무실)
숙소 및 식사 예약 관계로 참석자 인
원을 미리 본부로 연락 바란다.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어드밴스드 렉 다이빙
IANTD KOREA에서 2016년 1월 한국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이 번역한 어드밴스드 렉 다이빙 한글 번역판이
출간되었다. 책 내용은 시작하기, 테이블 컴퓨터 및 기체
선택, 다이빙 준비, 다이빙, 말하기 싫은 이야기, 난파선
연구 Michael C. Barnette, 오지에서의 다이버 비상 처치
법 대안 Joe Dituri, 적응 PeriM.Blum Psy D,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순으로 되어 있으면 어드밴스드 렉 다이빙 교
육은 본부에서 수시로 교육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면 연
락 바란다.
문의 전화 : 02-486-2792

김창제 강사트레이너 강사 교육
1월 1~9일까지 김창제 강사트레이너와 이태복 강사팀이 필리핀 아닐라오에 위치한 아토 다이브
센터(대표 김성수)에서 올해 첫 강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사 교육 과정에 박주은, 정규성 예비강
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낮에는 수영장과 해양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야간에는 학과 강의 교육
이 진행되었다. 특히 풀 레스큐 과정은 모두 해양에서 실시되어 실전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예
비 강사들은 새벽까지 공부하
고 IANTD 새로운 멤버가 되
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번 강사 교육 과정에 이태
복 강사님이 스텝으로 참여하
였으며, 회원들의 펀 다이빙
진행과 실습생 역할도 해주었
다. 스텝으로 참가해주신 이태
복 강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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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SAI KOREA
PSAI 신규 매뉴얼 출시

PSAI 수상인명구조원 과정

1. Freediving

2015년 12월 18~20일, 12월 26~27일까지 2주에 걸쳐 포항에서 PSAI 수

2. Decompression Diving in the Cave Environment

상인명구조요원 과정이 진행되었다. 40명의 후보생이 참가하여 진행된 과

3. Underwater Cave Survey & Cartography

정에서는 수상인명구조부터 응급처치, CPR, AED 사용법까지 교육되었고,

4. Advanced Re-breather Diving

엄격한 평가를 통해 수상인명구조요원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PSA International에서는 2015년 DEMA SHOW를 통해 위의 4가지 과정의
프로그램 출시와 함께 매뉴얼을 소개했다. PSAI KOREA에서는 새로운 교
재를 번역하여 한글판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PSAI KISS 재호흡기 과정
2015년 11월 12~15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바람소리 펜션 & 다이빙 리조
트(대표 : 양승철, 이종락)’에서 PSAI KISS 재호흡기 과정이 진행되었다. 재
호흡기에 관한 이론 및 개념이해, KISS CLASSIC 및 KISS SPORTS 장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AED) 교육
PSAI KOREA에서는 12월 6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 AED)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다. 40여 명이 참가하여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통과하였다.

PSAIKOREA 2016 신년회
2016년 1월 8일 PSAI KOREA 2016 신년회를 서울 ‘라무르(구 대방웨딩홀)ʼ
에서 실시하였다. PSAIKOREA 산하 각 퍼실리티와 소속 200여 명의 강사

PSAI 수상인명구조원 과정

및 다이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15년을 돌아보고,
2016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2015년을 빛낸 PSAIKOREA

2015년 11월 30일~12월 4일까지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PSAI 수상인

강사 및 퍼실리티에 상패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번 신년회는 뜻 깊은

명구조요원 과정이 진행되었다. 15명의 후보생이 참가하여 진행된 과정에

2016년을 다짐하는 만남의 시간이었다. PSAIKOREA는 2016년에 모든 다

서는 수상인명구조부터 응급처치, CPR, AED 사용법까지 교육되었고, 엄

이버들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격한 평가를 통해 수상인명구조요원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 PSAIKOREA 공고 ◆
2016년 Professional 갱신
2016년 PSAIKOREA에 속한 Professional 갱신을 공지한다.
기한 : 2016년 1월 31일
대상 : 2015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 마스터 및 퍼실리티
갱신 방법 : psaikorea.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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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Twin Set/ABC Program 세미나
2016년 Twin Set/ABC Program 세미나 및 Twin Set/ABC
Program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쿠알라트렝가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시 : 2016년 1월 23일
•장소 : Bubble Crew/잠실 다이빙 풀
•내용 : 1. PSAI Twin Set/ABC 강사 세미나
2. PSAI Twin Set/ABC 강사 과정
•대상 : 1.	세미나 : PSAI Twin Set 강사, 강사 트레이너, PSAI
ABC 강사, 강사 트레이너
2. 강사 과정 : PSAI 강사 및 강사 트레이너
•적용 : 1.	2014년 이전 PSAI Twin Set/ABC 강사 및 강사 트레이
너 등급은 세미나를 통한 업데이트 후 지속적인 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본 세미나에 불참 시 PSAI Twin Set/
ABC 활동이 불가하다.
2. PSAI Twin Set/ABC 신규 강사 과정
		1월 23일 교육 수료 후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 부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준비물 : 개인장비(Twin Set 강사 등급 및 과정 참가자 - 더블 장비)
•교육 문의 : PSAIKOREA 본부 (02-817-4190)

ICE DIVING
•일시 : 2016년 1월 30, 31일 •장소 : 경기도 양평 흑천
•내용 : PSAI Ice Diving 페스티벌
•대상 : PSAI 멤버 누구나 참가
•문의 : PSAIKOREA 본부 (02.817.4190)

PSAI Trimix 레벨 1~3 코스
http://www.redangkalong.com

PSAIKOREA에서는 Extended Range Nitrox(ERN)과 Trimix 레벨 3
과정 다이버 과정과 Trimix 레벨 2 강사 과정을 실시한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시 : 2016년 3월
•장소 : 미정

대부분 다이빙사이트가
돌산호나 연산호의 군락으로 덮여 있고,
물고기 떼들이 산호 군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사전 조건 : 다이버 과정 - PSAI ADV Nitrox 다이버 이상 또는 타
단체 동등한 자격 이상.
강사 과정 -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 이상, ERN 강사 이상,
75m 이상 로그 25회 로그자
•접수 기한 : 2016년 2월 7일까지
2월 중 접수한 분들과 상의하여 사전교육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PSAIKOREA HQ(02-817-4190)으로 문의 바란다.

PSAI-KOREA 2016년 개해제
2016년 4월 24일 2016 개해제를 실시한다. 이번 개해제 장소는

르당 섬에는 하나의 비치에 하나의 리조트가
위치하여 아주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다.
리조트의 숙식과 다이빙 비용이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
Kalong Resort의 주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수중사진가로 활동하며, 만약 수중사진가들이 방문하면
수중사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리조트는 3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영업한다.

미정으로 추후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PSAIKOREA는 2016년 한 해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
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KOREA DIVE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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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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LIDINA
40. Family Aeolidiidae 큰도롱이갯민숭이 과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는 몸은 가늘고 길며 족은 몸통보다 약간 넓다. 구강촉수가 잘 발달되어 족 앞부분의 양옆은 각을 이루고 있거나
돌기형태를 보인다. 아가미돌기는 주로 등 면에 좌우로 쌍을 이루거나 무리 지어 배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이다

244) Aeolidina sp.(1)
Jeju Is.

붉은머리큰도롱이갯민숭이
등면에는 길고 파상형으로 꼬인 유백색 아가미돌기들이 무수히 나 있고
중앙의 소화관이 비춰 보인다. 두부와 촉각은 붉은색이며 긴 구강촉수
와 긴 촉각의 끝은 희다.
일본에서도 같은 것이 보고되어 있지만 아직 학명이 없는 신종이다.

▶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25mm
▶ 촬영지 : 제주시 비양도 -28m
▶ 사진 : 이인선

245) Aeolidina sp.(2)
하늘소큰도롱이갯민숭이
체색은 연갈색 또는 오렌지색에 촉각, 구강촉수, 아가미돌기도 모두 동일 색
을 띠나 구강촉수와 촉각의 끝은 체색보다 진하다. 긴 흰색의 세로선이 구강
촉수 중앙에 위치하고 아가미돌기 끝은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으며 흰색을
띠나 안쪽의 소화관이 외부로 비춰 보인다.

▶ 분포 :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경남 고성
▶ 사진 : 이용업. 이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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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Anteaeolidiella indica Bergh, 1888
인도큰도롱이갯민숭이(신칭)
황갈색의 반투명한 체색에 등 면 정 중앙에는 흰색의 반점이 있
고 둥근형태의 아가미돌기에 검은 소화관이 비쳐 보인다.
최근에는 대서양과 지중해 뉴질랜드 북부에서도 발견되어 선박
이동에 따른 전파로 보여진다.
▶ 분포 :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해역. 한국
▶ 크기 : 체장 10mm
▶ 촬영지 : 경남 통영 -5m
▶ 사진 : 김동현

247) Baeolidia moebii (Bergh, 1888)
긴풍선큰도롱이갯민숭이(신칭)
연갈색 또는 연회색의 체색에 등 면의 긴 아가미돌기들은 부풀어
있고 휘어 있으며 상부에 연노랑의 불규칙한 무늬들이 있다. 촉각
의 상부에는 잔 돌기들이 나 있고 구강돌기 기저부엔 고리모양의
무늬가 있다. 먹이로 하는 해조류가 있는 얕은 수심에서 발견된다.
▶ 분포 : 북미. 하와이. 탄자니아. 호주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70mm
▶ 촬영지 : 경남 통영 -10m
▶ 사진 : 박정권

248) Berghia salaamica (Rudman, 1982)
= Spurilla salaamica
풍선큰도롱이갯민숭이
체색은 흰색 투명하지만 내부의 장기가 비춰 보여 분홍빛을 띤다. 등면의 아가미돌기
들은 원통형을 보이며, 두부에는 흰 반점들이 흩어져 있고 구강촉수 사이의 뒷부분
에 ‘흰색의 다이아몬드 형태의 무늬’가 특징이다. 촉각은 비교적 길고 뒷부분에 작은
돌기가 산재한다. 개체에 따라서는 흰반점이 등 면을 따라 몸통의 뒤쪽까지 있는 경
우도 있다.
▶ 분포 : 호주.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0mm
▶ 촬영지 : 서귀포시 화순항 -5m
▶ 사진 : 윤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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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Cerberilla asamusiensis Baba, 1940
깃털큰도롱이갯민숭이
유백색 체색에 두부는 연노랑이나 앞쪽에 검은 선이 둘려 있고, 등면에 난 짧은
방추형의 아가미돌기는 중간이 노랑 다음은 검정, 끝부분은 흰색이다. 촉각은 끝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구강촉수 외측 면의 중간과 끝 1/3이 검은색이다.

▶ 분포 : 일본의 태평양 연안. 한국의 남해안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경남 고성 -8m. 통영. 제주시 어영
▶ 사진 : 이선도

몸통에 비해 넓은 족을 가지는데, 이는 서식지인 모래밭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며,
흰색 코일 모양의 알집에도 긴 실 형태의 부속기가 달려 있고 이를 다른 물체에
붙여 알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250) Cerberilla longibranchus (Volodchenko, 1941)
긴촉수큰도롱이갯민숭이(신칭)
반투명한 연한 갈색을 띤 유백색 체색에 긴 구강촉수
를 가지고 촉각은 짧다. 족의 변두리는 넓은 막형태를
보이나 앞쪽 양측은 짧은 돌기로 구분된다.
▶ 분포 : 러시아.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20mm
▶ 촬영지 : 경남 남해
▶ 사진 : DEPC

251) Cerberilla sp.
회색깃털큰도롱이갯민숭이
C. asamusiensis와 형태 크기가 비슷하나, 등면에 난 짧은 방추형 아가미돌기는 진회색이고 각 돌기의 중간
에 흰색 세로줄이 있다. 두부에는 노란색의 삼각형 무늬가 있고 이 부분에서 파란빛을 발한다고 한다. 촉
각은 진 노란색에 끝부분이 희고, 구강촉수는 기저부에 검은 반달무늬가 있고 끝 2/3은 진 노란색이다.

▶ 분포 : 홍콩. 한국
▶ 크기 : 체장 35mm
▶ 촬영지 : 경북 후포 -2m
▶ 사진 : 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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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Limenandra fusiformis (Baba, 1949)
방추큰도롱이갯민숭이(신칭)
갈색 체색에 두부와 등면 중앙에는 갈색 둥근 고리 모양
이 열 지어 있고, 둥글고 휘어진 방추형의 아기미돌기들
은 등면의 변두리에만 나 있다. 촉각 뒤쪽에 잔 돌기들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분포 : 일본. 한국
▶ 크기 : 체장 60mm
▶ 촬영지 : 경남 통영
▶ 사진 : 김동현

253) Protaeolidiella atra Baba, 1955
검정큰도롱이갯민숭이
체색은 갈색 또는 검은색이며 가늘고 긴 체형에 두부에는 촉수와 촉각이 각각 한 쌍이
있고 등면 변두리를 따라 아가미돌기가 좌우로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아가미돌기
와 촉수 촉각의 끝 부위는 흰색으로 뾰족하다.
보통 수심 5~30m에 서식하며 산호붙이히드라류를 먹이로 하고 그 위에 산란한다.

▶ 분포 :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역.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15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15m. 강원 강릉. 독도
▶ 사진 : 고동범

254) Protaeolidiella juliae Baba, 1955

Jeju Is.

흰등줄큰도롱이갯민숭이
두부와 촉각은 유백색이고 P. atra보다 체형이 가늘고 연한 밤색이며 등
면 중앙을 따라 흰 선이 나 있다. 돌기들은 매우 짧지만 기거하는 히드
라붙이와는 체색이나 몸통의 굵기 등이 잘 위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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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 일본. 제주도
▶ 크기 : 체장 60mm
▶ 촬영지 : 서귀포시 문섬 -21m
▶ 사진 : 고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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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DE PHOTO

Above
water but
marine
related
Photo by 오이환 (F32 그룹 회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몬스 타운(Simon's Town),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의

펭귄 서식지
남아공 시몬스 타운(Simon's Town)에 있는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에는 펭귄
서식지가 있다. 이곳에는 쟈카스 펭귄(Jackass
Penguin) 또는 아프리칸 펭귄(African
Penguin)으로 불리는 자그마한 펭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울음소리가 마치 당나귀와 비슷해
자카스(Jackass) 펭귄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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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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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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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버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신간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
로그북(바다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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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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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
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값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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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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호흡 성능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FUSION
52X
최상의최상의
호흡 성능
Tools Tools
Inc. Inc.
호흡Flow
성능 Rate
Flow Test
RateScuba
Test Scuba
FUSION
52X
Curvature
FUSION 52X자연스러운
최상의
호흡호흡
성능Double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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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52X Bypass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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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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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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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VAD+)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Bypass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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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VAD+)
최고의
52X
1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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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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