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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주)우정사/오션챌린져

CASIO 로고시스(수중무선통신장치)의
업데이트 워크숍 개최
독자 투어기

TDI 멕시코 풀케이브 교육과 케이브 다이빙
지중해의 작은 보물섬, Malta
남해 욕지도, 좌사리도 투어
국내리조트 소개

38마린리조트

Puerto Galera
+ Verde Island

전자잡지 보기

리브어보드를 타고 필리핀 비사야지역을 돌아보다

말라파스쿠아섬에서 리마사와섬까지
정가 12,000원

꽈뜨로 +
꽈뜨로 +

CENTER OF POWER.
EDGE OF PERFORMANCE.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오리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더욱 좋아진 반응력이 최상의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Be powerful.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

XR KELVAR
WITH
꽈뜨로
+ SILICONE SEALS XR 케브라

실리콘 목씰

실리콘 손목씰

CENTER OF POWER.
EDGE OF PERFORMANCE.

■
■
■
■
■
■
■

실리콘 코닉 그레이 SI-TEC 퀵 커넥트 손목, 목씰, 손목과 목 부분의 SLT 드라이 씰
새로운 퍼지 및 인플레이션 밸브 전용
초경량(2.8KG 이하)의 새로운 통기성 트라이라미네이트(3겹) 재질
어깨, 엉덩이, 무릎, 정강이 쪽 케브라 타입의 보호창지
새로운 YKK 아쿠아씰 드라이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지퍼로 변경한 앞쪽 2YKK
드로스트링(졸라 매는 끈) 형식의 조절 가능한 허리, 크로치 끈
미리 장착된, 크고 편안하며 조절 가능한 서스펜더

단독 4mm 네오프렌 재질의 단단한 부츠를 포함
큰 끈으로 잠금(스몰 더블 스냅 지퍼를 포함), 내부의 다용도 번지
■전세계에서
플랩 아래
쪽 많은
끝에사랑을
위치한
튜브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가장
받았던
■더욱
목 좋아진
후드의반응력이
드라이(얼굴
같은 아래쪽 어떠한
오픈 셀
롱거컨디션에서도
씰)
최상의주변과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다이빙
다른 오리발보다
■앞서
매우
강하고특성화된
내구성이
있음.
프로그 킥과 빠르고
밸브 드릴과
움직임에서도
다양하고 용이하게 쓰임
나갑니다.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편안하게같은
신고모든
벗을 수
있습니다.
Be powerful.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

위하여
특별히
오리발
■다이빙
2개의전문가를
4분할 포켓,
셀프
배수 설계한
기능, 강한
힘의

www.mares.co.kr
www.mares.co.kr

SMART
SMART
꽈뜨로 +

CENTER OF INTELLIGENCE.
CENTER
OF
POWER.
EDGE OF PERFORMANCE.
EDGE OF PERFORMANCE.
•스크래치에 강하며, 맑고 투명한 강화 유리
• Crystal-clear
mineral glass display
•4개의
다이브scratch-resistant
모드 가능 : 에어-나이트록스-바텀타이머-프리다이빙
•
glass
display
• Crystal-clear
4 dive modes:scratch-resistant
air/nitrox/bottommineral
timer and
freedive
•감압
다이빙을
위한
멀티
가스
•
4
dive
modes:
air/nitrox/bottom
timer
and
freedive
• Multi-gas for decompression diving
•
Multi-gas
for demand
decompression
•필요에
따른
백라이트
•다이빙
Backlight
on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diving
설계한 오리발
•
Backlight
on battery
demand
•
Replaceable
•교체식
배터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
Replaceable
•더욱
Available
in
6battery
attractive
colours
좋아진
반응력이
최상의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6가지의
매력적인
색상으로
구성
• Available in 6 attractive colours
앞서intelligent.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Be
Take the
edge번지스트랩으로
of performance.
Be
Takethe
theedge
edgeofofperformance.
performance.
Be intelligent.
powerful. Take

mares.com
ma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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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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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스
CENTER
아비스 22
22 네이비
네이비 IIII OF POWER.
아비스 22 네이비 II
EDGE OF PERFORMANCE.
( ABYSS 22 NAVY II)
( ABYSS 22 NAVY II)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전 세계 해군 (
부대의
수요에 22
의해 NAVY
어려운 상황에
ABYSS
II)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전 세계 해군 부대의 수요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위해 신중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종 의해
제품은 찬물용상황에
스페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전 세계
해군
부대의 수요에
처했을 때를
위해 신중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종 제품은어려운
찬물용 스페
셜 키트,때를
불소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
그리고 마레스
바이패스
처했을
신중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종전매특허인
제품은 찬물용
스페
셜 키트, 불소위해
중합체로
코팅한
2단계
그리고 마레스
전매특허인
바이패스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셜
키트, 불소
중합체로아비스
코팅한22
2단계
그리고
바이패스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네이비
Ⅱ는마레스
자연의전매특허인
혹독한 환경에서도
흠
잡을
데
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찬물용
호흡기
디자인
중 예술
시스템을
22 네이비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흠 잡을 데포함합니다.
없는 성능을아비스
보장합니다.
또한,Ⅱ는
찬물용
호흡기
디자인
중 예술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오리발
의 경지에
오른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
호흡기입니다.
어떠한중
극한의
흠
잡을
데
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찬물용
호흡기
디자인
예술
의 경지에 오른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 호흡기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모험에도
아비스
22
네이비
Ⅱ는
탁월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의
경지에
오른
기술적이고
강인한
고성능의보여줄
호흡기입니다.
극한의다른 오리발보다
모험에도
22 최상의
네이비성능을
Ⅱ는 탁월함을
것입니다.
더욱
좋아진아비스
반응력이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어떠한
컨디션에서도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Ⅱ는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것입니다.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모험에도
아비스
22 네이비
탁월함을 보여줄
Be
powerful.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Proud
to be Navy.
Proud to be Navy.

Proud
to be Navy.
www.mares.co.kr
www.ma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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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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어보드를 타고 필리핀 비사야지역을 돌아보다

Malapascua 섬에서
Limasawa 섬까지

Puerto Galera + Verde Island

124

국내 리조트 소개
38마린리조트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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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188

다이빙투어 상식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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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20길 15 (방배동)

부산

Tel : 051-405-3737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49-43

http://www.paransum.co.kr

http://www.ezdiving.co.kr
Tel : 051-751-9496

Tel : 031-262-1829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8-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타 213호

http://www.diveok.com

http://www.mnmscuba.co.kr

대전

스쿠버아카데미

Tel : 042-863-0120

Tel : 051-503-8896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1-37

http://www.scubaschool.co.kr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77-4

http://www.expodive.com

대구

저스틴즈스쿠버

Tel : 053-621-0609

미소

장유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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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naver.com/jangyudiving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389-31 1층

http://www.marespro.modoo.at

울산

김해

전북

Tel : 063-855-4637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로 26번길3 101호

Tel : 052-256-8833

http://www.nonamjin.com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00-19

광주

다이브존

Tel : 062-623-0528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46-7
http://www.div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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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8marine.com

MARINE
RESORT

연면적 600평 규모의 다이빙 전문 리조트로써 1일 200명 수용가능한 숙소와 3.8m 교육용 풀, 단체식당, 세미나실,
50인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샤워시설로 다이버들이 보다 편안하게 다이빙과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이빙 외에도 단체세미나, MT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에서 38마린리조트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다양한 수심대(7~40m) 포인트가 있어서 교육과 펀다이빙 모두 가능(40여곳의 다양한 포인트)
■ 갑압절차, ERD, 트라이믹스 교육 / 오픈워터에서 강사까지 전 과정 교육
■ 해양스포츠 활동 지원(체험 다이빙, 서핑, 윈드서핑,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낚시)
■ 특실, 단체실(20~30인 수용가능), 가족실, 일반실 등 바다 전망의 청결한 객실을 운영
■ 카페, 식당, 썬텐 베드가 있는 넓은 휴게공간 보유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전화 : 033-671-0380 팩스 : 033-671-2253

큐알코드를 찍어보세요

www.38marine.com E-mail : leh5874@naver.com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광고하면 효과가 다릅니다!
종이잡지, 전자잡지 동시발행으로

광고 효과가 2배

광고 문의처 :

02-778-4981

R

소속된 모든 센터가 정기구독하는 교육단체

BSAC KOREA

PADI AP

R

R

SDI/TDI/ERDI KOREA

S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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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코리아
		

표4, 4, 5, 6, 7
15, 201, 209, 223, 225

㈜아쿠아스포츠

12, 13
표2, 1, 2, 3

㈜우정사/오션챌린져
		

42, 43, 44, 45

㈜해왕잠수

10, 11, 46, 47

동진종합기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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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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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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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L KOREA

딥블루다이브리조트(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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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리브어보드(팔라우)

185

PADI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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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다이빙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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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채널

235

BSAC 멤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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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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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긴급전화

193

오션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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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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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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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다이빙센터(대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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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의스쿠버다이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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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1

SSI 멤버 연합

투바타하리브어보드(팔라완)

227

Mission Deep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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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센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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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Deep Diver
레저
다이빙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몰선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Rebreather

)

(재호흡기)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IANTD KOREA(서울 02-486-2792)
MERMAN(서울 010-5053-6085)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경인 사업 잠수 아카데미 (경주 010-8787-4448)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린 레포츠(속초 010-3737-0109)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강릉 010-8771-9300)
노도 스쿠버(대구 010-8581-8811)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마린파크(서울 010-3398-8098)
백운선 다이빙 스쿨(광주 010-4111-9944)
블루 홀 다이버스(경기 010-8633-0752)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수중세계 잠수산업(순천 010-3500-2686)
씨 텍(부산 010-2860-8091)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1-306-0189)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캡틱하록 리조트(삼척 010-6375-3572)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낙산 010-5144-1155)

김광휘(Adv. ITT)
홍장화 (Trimix ITT)

강경택
강상득
강성인
강영철
고승우
고종연
고학준
곽동훈
곽상훈
구자민
권경호
권병환
권정웅
김강태
김광호
김기종
김기봉
김기영
김경백
김대철
김동원
김동배
김동필
김명옥
김민중
김봉관
김상길
김상윤
김석중
김수연
김성목
김성진
김성현
김영목
김영중
김영진
김우승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 (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팀스쿠버 아릴라오(아닐라오 63+292-974-3736)
다이빙 팍(사방 070-8625-4870)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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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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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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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진
김용선
김용식
김용환
김우승
김우진
김윤석
김재만
김정수
김종학
김진성
김진혁
김태한
김형규
김호영
김희명
남경진
노지환
류학열
문석래
문성원
문홍주
박기태
박기용
박상우
박상욱
박상용
박우진
박인균
박인성
박인철
박주은
박준오
박진우
박진영
박진영
박진만
박재형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K(침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WR
EC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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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추열
방제웅
배창수
서기봉
서계원
서동욱
서동욱
서원일
서윤석
성용경
손경훈
손종국
손종욱
송문희
송성환
송의균
송태민
송한준
성용경
신길용
신동연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심현경
안종달
양민수
양명호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염태환
오기택
오명석
오영돈
오춘수
오현석
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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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정 (Adv. EANx)
유상민 (Adv. EANx)
유승재 (Adv. EANx)
유재종 (EANx)
윤두진 (Adv. EANx)
윤성환 (EANx)
윤성환 (EANX)
윤승녕 (EANx)
윤종한 (EANx)
이경인 (EANx)
이기영 (Adv EANx)
이기평 (EANx)
이동준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상욱 (EANx)
이상희 (Adv. EANx)
이수한 (Adv. EANx)
이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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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호 (EANx)
임현진 (EANx)
장두기 (EANx)
장세환 (Trimix)

장용배
장재용
전우철
전환운
정경원
정규성
정석환
정승규
정해진
조문신
조민구
조성호
조승원
조영철
조우선
주광철
지승용
지혜자
진호산
천세민
천세은
최규옥
최경호
최민석
최선호
최수영
최승천
최우빈
최재성
최태현
추제욱
한길형
한덕수
허대원
허정일
현승준
황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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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안내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TEL. 02 - 778 - 4981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www.scubamedia.co.kr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격월간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
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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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O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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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입금 안내
- 구매신청은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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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5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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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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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제173호 5/6월호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본지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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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다이빙의 메카! 낙산대기 포인트가 있는곳!

문암 다이브 리조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리조트!
비치 파라솔, 인공잔디, 샤워시설, 휴게실 등 리조트 시설은 전국 제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문의 : 033-637-6716 / 010-5163-0920
대표 : 박주명

주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cubaez.com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6
January/February
May/June26

바다와 산이 배경이 되는 캠핑장

Tee Pee 캠핑장
문암 다이브 리조트에서 운영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위치, 캠핑장(30개) 및 편의시설

캠핑을 같이 즐기세요~!!
~ 다이빙과

티피 캠핑장 http://teepee.modoo.at

문의 : 010-2712-377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괘진길 54

아시아 퍼시픽의 한국인
PADI 코스 디렉터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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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우

김철현

노마 다이브

마린마스터

㈜ 엔비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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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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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승

아쿠아 마린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루씨 다이빙
(Lucy Diving)

김수열

우인수

김용진

황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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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scubain.co.kr
E : scubain@naver.com
T : 010-5474-2225

한민주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 6, SMS 빌딩 A동 2층

E : studioin@nate.com
T : 010-4084-9371

박현정

A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8 (잠실
동 175-12) 올림픽타워 1017호

에버레저

인투 다이브

스쿠버 인포

W : everleisure.co.kr
E : wooinsu@hanmail.net
T : 010-3704-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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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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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송관영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102호

이호빈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2층

다이브트리

파아란바다 다이브 센터

다이브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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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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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diveacademy.com
E : 474182@gmail.com
T : 010-9501-5928

송규진

주호민

A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길 29

레드씨 다이브 팀

㈜ 엔비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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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김영준

이달우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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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명호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 기관

다이브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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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divecompany.co.kr
E : ceo@divecompany.co.kr
T : 010-2822-4451

A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8

A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9-2번지 3층

잠실스쿠버스쿨
(잠실스쿠버풀)

이상호

김진호

W : jsscuba.co.kr
E : jamsilscuba@naver.com
T : 02-2202-1333
010-8978-7123
A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스쿠버풀장

Gyeonggi // 경기
다이브 아카데미
W : diveacademy.com
E : bk@diveacademy.com
T : 010-2388-7997

김병구

A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박성수

수원 여자 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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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heon Scuba Diving Club)

강정훈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GO DIVING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77-3)

Go Pro Dive
(고프로 다이브)

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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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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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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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ongsang // 경상도
(주)한국해양스포츠개발원

해저 2 만리

아쿠아 렉스

W : divingedu.kr
E : peterpan@cyworld.com
T : 02-32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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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지하2층 한샘
레져스포츠타운 co.ltd

A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아쿠아틱센터 105호

(K-DIVE)

이석기

W : kdive.co.kr
E : lee_seokki@hotmail.com
T : 070-4224-1717
010-6267-7394
A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7, 4층

김강영

송종윤

Jeolla // 전라도

이현석

팬다스쿠바

베스트 다이브

씨씨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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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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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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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gcheong // 충청도

박금옥

김현찬

A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5-4

위영원

Busan // 부산

넵튠 다이브 센터

씨월드 부산

스쿠버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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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scubacafe.co.kr
E : lsbz3@naver.com
T : 010-4543-0724

A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A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29-6, 2층

A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남천마리나 2층

임호섭

이성복

대한민국

Seoul // 서울

PADI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

무료 PADI 사전 인스트럭터 개발 코스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를 만나보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 원
PADI 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한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하세요.
PADI 위험 관리 세미나 - 서울

PADI 인스트럭터 시험 (IE) 안내

일시 : 2016년 10월 8일 (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기간 : 2016년 10월 29일 (토) - 30일 (일)
장소 : 울진 해양 센터

PADI 위험 관리 세미나 - 제주

PADI EFR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IT) 코스

일시 : 2016년 10월 10일 (월) 오후 4시
장소 : 제주 서귀포 흑한우 명품관 세미나실

날짜 : 2016년 11월 1일 (화)
지역 : 서울

스페셜
제안

PADI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4분기
일시 : 2016년 10월 26일 (수) 오후 2시
2016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날짜 :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시간 : 오후 5시 - 10시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김정미

Jeju Island // 제주

남애 스쿠버 리조트

아쿠아 스쿠버

휘닉스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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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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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2divepro.com
E : divepro4@gmail.com
T : 010-6548-2505

Anilao // 아닐라오

송태민

Bohol // 보홀

리드마린 리조트

서종열

A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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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한

씨월드 다이브 센터
(SEA WORLD DIVE CENTER)

W : deepper.co.kr
E : deepper645@hotmail.com
T : 070-8221-9641
+63 921-614-2807
A : Daurong, Danao, Panglao,
B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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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랩

(Oceanplayer)

(Div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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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활동중인
한국인 코스
디렉터들을
보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
하세요.

Phuket // 푸켓

Puerto Galera // 푸에르토 갈레라

문운식

Boracay // 보라카이

(DEEPPER DIVE)

오션플레이어

한덕구

A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157번길 28-6
제주M리조트

디퍼다이브

Cebu // 세부

이종문

정혜영

AURA DIVER RESORT

레드썬 다이브 리조트

다이브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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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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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bang, Puerto Galera,
5203, Philippines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김광현

변병흠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

Gangwon // 강원도

당신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대양 행성을

보호하는 10가지 팁들
서약에 동참합시다
projectaware.org/10Tips
한국의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Project AWARE Foundation 2016

새로운 PADI 스페셜티 코스들
®

더 많은 PADI 스페셜티 코스들과 함께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MSD)가 되는 것이 더 쉬워 졌습니다.

딥 다이버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응급 산소 프로바이더
디지털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언더워터 내비게이터
수색과 인양
난파선 다이버
드라이 슈트 다이버
상어 보존 다이버
쓰레기 수거 다이빙
프로젝트 어웨어 다이버
픽 퍼포먼스 보얀시
산호 암초 보존 스페셜티

오늘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가 되세요!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다이빙 모험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 방법을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5개의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인정증을 취득하고 최소 50회의 다이빙
로그가 있으면 마스터 스쿠버 등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특별 행사: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신청 비용이 무료입니다!
padi.co.kr 이나 PADI 다이브 숍을 방문 하세요.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더 알아보기

대구·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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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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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PADI 스페셜티 코스에 등록하고, 평생 잊지 못할 휴가와 함께 스페셜한 선물을
받으세요. 모든 다이버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환상적인 제주 섬에서 멋진 다이빙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PADI

스 페셜티
다이빙페스티벌
2016년 11월 26일

PADI
Windbreaker
Limited edition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5시 - 10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4 (697-120)

참가 비용은 115,000원 입니다
 입장료에 포함 되는 것은 한정판 PADI 방풍자켓, 저녁식사,
음료, 파티, 행운 추첨권!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티켓은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제품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진행되는 PADI 스페셜 이벤트
•PADI 프리다이버 컴피티션
•Dive Against Debris – 프로젝트 어웨어
•스페셜티 다이버 크리에이티브 컨테스트 (사진/동영상)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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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진

최성기

필리핀 아닐
라오
클럽미르

서울
아띠다이브

비치리조트
070-4228-0078
mrcopspa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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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85-3600
010-8222-5355
msbnr@naver.com
www.tmscuba.co.kr

권성훈
사이판
D.P.I.Saipan
070-8243-1910
사이판 +1-670-989-5800
roy460283@hotmail.com
cafe.daum.net/gosaipan1

070-8616-7775
070-8271-7772
+63-927-710-6993
asitakwon@naver.com
www.seahorsedive.co.kr
카카오톡: seahorse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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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강재철

경기 성남
해마스쿠바

필리핀아닐라오
킹콩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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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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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국용관

서울

필리핀 사방
파라다이스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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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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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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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후르가다/다합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울산
현대자동차

(주)테코

아쿠아텍
Aquatek

070-4809-8546
+20-10-0872-2528
후 edo95@naver.com
다 dpffl777@gmail.com
후 cafe.naver.com/ddajohurghada
다cafe.naver.com/divers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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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ㅣ www.tdisdi.co.kr

hq@tdisdi.co.kr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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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스핀요리(Shark's Fin Soup)는 이제 그만,
다이버들이여 바다생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자!
글 구자광 (본지 발행인)

지난 8월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환영 오찬을 즐

하면서 더 많은 상어들이 무자비하게 포획되고 있다. 중화권과

겼다. 그런데 송로버섯, 캐비아, 샥스핀요리 등 화려한 오찬 메뉴

한국, 일본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우리

로 구설수에 올랐고, 그 중 샥스핀요리(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논

나라의 소비량도 폭풍 증가하고 있다.

란을 더욱 부추겼다.
오로지 샥스핀을 얻기 위해 1년에 7,000만 마리 이상의 상어가
전 세계적으로 무자비한 상어포획의 잔인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포획된다. 상어포획국은 스페인,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포르투

만찬에 샥스핀요리를 금지시키고 있다. 2012년 2월에 오바마 대

갈,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다. 게다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통령이 샥스핀요리를 파는 중국음식점에 들렀다가 격렬하게 비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상어의 불법 포획이

난 화살을 맞은 적이 있다. 그해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어 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샥스핀이 비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이다. 이

느러미 어업을 금지하는 상호보호법에 서명을 하였었기에 논란

렇게 무차별적으로 상어를 포획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상

이 커진 것이다. 심지어 샥스핀요리의 진원지인 중국에서도 야오

어를 산 채로 잡아서 지느러미만 자른 다음 몸통을 그대로 바다

밍이라는 스타가 세계 야생동물보호단체인 와일드에이드의 샥스

에 버리는 샤크피닝(Shark Finning)이다. 상어를 잡은 후 5%의

핀요리 반대 공익광고에 출연한 후 유명스타와 기업들이 상어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95%에 달하는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잔인

호운동에 동참하면서 샥스핀요리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현재 중

한 채취방식인 것이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 못

국에서도 공식적인 만찬에는 샥스핀요리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해 고통과 출혈, 질식으로 처참하게 죽어 간다. 이러한 영상은 여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가의 수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오

러 차례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으며, 유튜브에서 Shark

찬 메뉴로 샥스핀 요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국제적 비난 여론을

Finning로 검색을 하면 많은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여 보다 신중해야 했다는 생각을 지
울 수가 없다.

또한 어업에 관련된 물고기 위치 추적 기술과 탐지 기술이 급속하
게 발전하면서 해양생물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지고, 저인망어

현재 수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 일부 상어의

업과 같은 어업기술도 해양생물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

개체 수는 지난 15년 간 80% 이상 줄었고, 귀상어는 89%, 백상

보니 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 어망에 걸리게 되면

아리는 79%, 전자리상어는 88%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잔인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1년에 1억 마리의

상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샥스핀요리 때문이다.

상어가 전 세계의 어업으로 사라진다. 초당 3마리의 상어가 샥스

샥스핀요리는 3대 진미로 알려져 있고 건강자양식품으로도 인식

핀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되어 중국에서 고급음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부와 지위의
표상으로 결혼식과 공식적인 만찬에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상어의 무분별한 포획은 상어를 멸종시킬 뿐만 아니라 최상위

소비가 줄지 않았다. 하지만 고급음식으로 취급되었던 샥스핀요

포식자가 사라지면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상

리가 대중화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

어의 개체수가 감소되면서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져 연쇄적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가오리류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조개

실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샥스핀이 만들어지는지를 소비자들에게

류가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상위포식자인 상어는 수은
을 제일 많이 머금고 있는 생물이라는 점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무분별한 포획과 잔인성에 세계의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상어보호

다. 또한 유통업자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샥스핀에 화학적 처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샥스핀요

리를 하여 무게를 늘리다가 단속되기도 하였다. 샥스핀 탕은 맛이 없

리 추방에 동참하고 있으며,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고, 수은과 카드뮴 같은 유독성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어 임산부와 어

에서는 뉴욕외 8개주에서 샥스핀요리 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캐나다

린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중금속은 신경계를 손상시킬

는 샤크피닝이 주별로 금지되었다. EU에서도 2003년 샥스핀 채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해를 끼친다. 이러한 점을 샥스핀을 취급

금지했고, 호주에서는 2004년부터 샤크피닝과 수출입 금지법이 제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되었고, 대만에서도 샤크피닝이 금지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식
석상의 샥스핀요리가 금지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죽은 상어의 지느

샥스핀 채취 어업으로 매년 수천만 마리의 상어가 죽어간다. 상어는

러미만 채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에서도 샥스

번식력이 약하다. 암컷 상어의 수명은 매우 긴데 나이가 들어서야 번

핀요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급호텔에서도 동참을

식을 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서너 개의 알을 낳지만 상어의 임신 기

하는 곳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샥스핀 식재료의 운송을

간이 길고, 상어가 성숙해지는 데 25년이 걸린다. 따라서 상어의 개체

거부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더 강력한

수가 줄어들면 다시 같은 개체수로 회복하기 위해선 수십 년이 걸린

조치가 필요하다.

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하여 멸종되는 상어를 보호하고 바다생태계
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 다이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샥스핀요리

일부에서 이렇게 샥스핀요리를 강력히 금지시키는 흐름에 동참을 하

를 거부하는 캠페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

고 있지만 아직도 샥스핀요리는 우리 주변의 중식당을 가면 메뉴에

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이버들은 샥스핀을

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이다. 작은 중식당에도 공급되고 있는 재

소비하지 말자. 아직 샥스핀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인터넷에서

료라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소비되고 있을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동영상을 찾아보라. 처참한 광경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올 것이다.

않다. 샥스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뉴스나 영상으로 접해본 사람 중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샥스핀요리를 파는 중식당에는 가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상어들을 보호하자. 샥

않고, 샥스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스핀을 대체할 식품은 넘쳐난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동물문제연구교
육협회나 해양생물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 환경단체에 후원하거나

물론 이 메뉴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이 식재료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쉽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샥스핀요리를 찾는 수요자들도 의식

샥스핀요리를 먹지 않는 것이다.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무조건 이들을 질타할 수는 없다. 그렇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벗인

기에 샥스핀요리가 명성에 비해 그다지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

해양생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자.

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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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SCUBA LAB에서
선정한 가장 편안한 호흡기 1위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2016년 9/10월호 수상자 명단
광각부문
금상

이민정 은상 양승철 동상 손동수

접사부문
금상

박인수 은상 장기영 동상 스탠리

입선

박인수, 스탠리, 양승철, 이현희, 장기영, 최윤정
(가나다 순)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

응모 방법

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

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

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

출품됩니다.

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작품의 저작권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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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10월 시상품

이번 9/10월 콘테스트는 (주) 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금상

EOS 5

이오에쓰 5
•고출력의 7W LED 램프
•양극에 산화처리 된 알루미늄 하우징
•회전식 헤드 스위치
•3 TYPE C 알카라인 건전지 (불포함)
•튜브 형식으로 된 핸들
•조절 가능한 손목 스트랩
가격 : 16만 원

은상

X-VISION

X-비전 리퀴드스킨

•실리콘 스커트
•압력을 완화하는 코 주위의 작은 뼈대
•얼굴에 밀착되어 일체화
•이전 버전보다 20% 넓어진 시야 필드
•시력 보정용 렌즈 부착 가능

동상

EOS 2C
이오에쓰 2C

•3W 모노 LED
•양극에 산화처리 된 알루미늄 하우징
•회전식 헤드 스위치
•3 TYPE AAA 알카라인 건전지 (불포함)
•튜브 형식으로 된 핸들
•조절 가능한 손목 스트랩
가격 : 9만 9천 원

가격 : 14만 원

협찬사 : (주)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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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_ 광각부문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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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광각부문

이민정
모불라 무리
NIKON D700, f/9, 1/100

은상

_ 광각부문

Silver Prize
양승철
백송과 다이버

NIKON D800E, f/9, 1/100

동상

_ 광각부문

Bronze Prize
손동수
바다거북

Canon EOS 550D, f/11, 1/200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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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금상

_ 접사부문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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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접사부문

박인수
원더푸스
Canon EOS 5DS R, f/14, 1/100

은상

_ 접사부문

Silver Prize
장기영
유령멍게속의 새우

OLYMPUS CORPORATION TG-4
f/6.3, 1/200

동상

_ 접사부문

Bronze Prize
스탠리
갯민숭달팽이

Canon PowerShot G16
f/8, 1/500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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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

입선 박인수

입선 스탠리

입선 양승철

입선 이현희

입선 장기영

입선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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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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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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 : bluestar09•E-mail : lks498526@naver.com•Blog : http://blog.naver.com/bluestar7188

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70회

블랙&화이트 레이 고비

화이트 레이 쉬림프 고비(White-ray shrimp goby). 체장 6cm.
Nikon D200, 105mm Macro, Nexus, f11, 1/250, Z-240X2, RAW, -25m, Bali, Indonesia.

장님새우와 공생하는, 독특한 디테일과 컬러를 가진 블랙&화이트 레이 쉬림프 고비는
워낙 경계심이 많은지라 좀처럼 촬영거리를 주지 않는다. 3미터 정도 근접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장님새우에게 대피신호를 주고, 더 가까이 거리가 좁혀지면 바닥의 먼지가
날릴 정도로 후다닥 잽싸게 구멍으로 몸을 숨긴다. 한 장 찍을 욕심으로 구멍 앞에 무릎 끓고
10분을 기다려도, 호흡기의 버블 소리가 들리는지 나올 생각을 않는 예민한 놈이다.
하여 애초에 1cm 단위로 아주 천천히 숨을 죽이고 다가가던지, 아니면 200mm 마크로렌즈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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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레이 쉬림프 고비(Black-ray shrimp Goby). 체장 6cm.
Nikon D200, 105mm Macro, Nexus, f11, 1/250, Z-240X2, RAW, -20m, Bali, Indonesia.

마크로의 세계는 단순히 작은 것을 찍는 것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현혹되면,
사진의 재미는 반감된다. 바싹 다가가 자세히, 오래 바라보라!
예쁘고 독특한 디테일이 보일 때 까지…….
연후 그것을 어찌 표현할까 고민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염원의 한 장을 건지게 된다.

황윤태 Hwang Yuntae
64년生, 대구출신으로 현재 제
주에 거주하면서 국·내외의 바
다를 무대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수중사진가. 수중사진 교육과 투
어, 수중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를 운영중.
www.marine4to.com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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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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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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ITD

로맨틱
다이브 센터
(강원 고성)
IT/IC

강영천

전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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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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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KOREA

스쿠버월드

(서울 서초)
IT/IC, 대표

(대구 달서)

우대혁
연락처: 010-5202-2828
이메일: mareswoo@naver.com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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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스포츠
교실

바다의 꿈
포프라자 풀
(경기 의정부)
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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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훈

다이버의 꿈
(서울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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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아카데미

이용주

한국
다이브칼리지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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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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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레저클럽
(경기 성남)

(경기 광명)

(강원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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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쿠버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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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포세이돈
(경기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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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스쿠바

진스다이브
(서울 용산)
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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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레낭개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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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시)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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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원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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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T
잠수풀장
(부산 진구)

오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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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선장
리조트

(충남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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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
IT/IC

뉴서울
다이빙 풀

(부산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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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잠수학교
다이빙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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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스타일
(강원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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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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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강원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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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원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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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센터
(강원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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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앤조이
(서울 양천구)

(강원도 고성)

김신혜
연락처: 010-9175-0671
웹주소: cafe.naver.com/romanticdivecenter
이메일: ksh06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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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철
연락처: 010-3123-5145
웹주소: www.divessi.co.kr
이메일: fstylekr@naver.com

이동호
연락처: 010-2408-2212
이메일: motordh@hanmail.net

이재욱
연락처: 010-6280-0952
웹주소: www.seanjoykorea.com
이메일: zoacnr@nate.com

UNI스쿠버
(서울강동)

권혁준
연락처: 010-8921-5817
웹주소: http://cafe.naver.com/unissi
이메일: uniscuba.ssi@gmail.com

XR다이빙 트레이너
스쿠버 월드
두류 수영장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스쿠바
라이프

(대구 달서)
IT/IC/XRIT

(제주도/서울)
IT/XRIT

손완식

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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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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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이브
칼리지

머맨
프리다이브

(대구동구)
IT/XRIT

(서울 서초)
FDIT

손병욱
연락처: 010-2912-5655
이메일: son990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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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월드
(대구달서)
FDIT

이재성
연락처: 010-7741-3777
웹주소: cafe.naver.com/freedivingabyss
이메일:
lejs19@naver.co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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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SSI!
서울
SSI EA BLUE DOLPHIN

안성환

010-8776-6754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수영장
2청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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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553-350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57호(문정동 644)

머맨 프리다이브

임정택

010-6760-3138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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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95-1 2층

오션블루

유병선

010-5214-822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3길 21 203호(정방빌딩)

팀레오

이경

010-9938-440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2 이안빌딩 3층

DIVE NORITER

구자준

010-3293-7059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5 밀리아나2차 1013호

UNI 스쿠버

권혁준

010-8921-5817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3길81(성내동)

뉴서울 다이빙 풀

김영중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레포츠 지하3층

바다의 꿈

이기훈

010-3350-097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9-31 바다의 꿈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 블루홀 다이버스

경기도

썬 스쿠바

최창호

010-5289-3733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06-2번지 43번 건물 썬스쿠버

아쿠아밸리

김명신

010-4333-284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43-2 50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6-1 센터21 빌딩 5층

일산풀

구자운

010-8833-9459

팀 포세이돈

이우빈(오태석)

010-6387-90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906호

준 스쿠바

김기용

010-531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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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 SCUBA

변용재

010-4707-4834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78-1

수원공고

장홍찬

010-3282-26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9-1 수원공고 정보네트워크과

레포츠카스

박장근

010-3710-3300

인천 부평구 부평동 341-17 세한빌딩 지하1층 L카스

XR 코리아 센터

김영기

010-2698-9948

인천광역시 서구 신곡동 100번길 8-13, 소방안전학교 현장훈련팀

준스킨스쿠버

홍준기

010-6347-2655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9-1번지

인천 CDL

서준섭

010-3386-9432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6-8

킴스 스포츠 아카데미

김영호

010-9868-282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0-2 도드람파크 401호

팀에스에스아이

손주은

010-7430-4872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133번길 12 (내동) 3층

SNF 스쿠버

배상남

010-7918-49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982번길 18, 1층(고등동)

강릉해양소년단

이상진

010-8793-45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순환로 254

네모선장리조트

고영식

010-6370-027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19 네모선장리조트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강원도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씨플랜

에프스타일㈜

전석철

010-3123-514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4-19

로맨틱다이브센터

김신혜

010-9175-067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236-1 로맨틱 다이브 센터

대호프레조빌 201호

MS스킨스쿠버

박기태

010-5369-033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34 3층

아쿠아갤러리

김태호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오산다이브리조트

박한규

010-9444-712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길 40, 1층

블루 프리다이빙센터

최봉식

010-6496-2376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01-88 엠타워 신한은행 801호

S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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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 40년 전통 ■ ISO 인증 ■ 110개 국 2600여 곳의 센터 ■ 50여 권의 한글교재
■ 10여 종의 한글판 DVD ■ 유소년 다이빙 ■ 프리 다이빙 ■ 테크니컬 다이빙

전라도
데블스 다이버스 코리아

이래상

010-9221-94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93-2 태평양 약국

전북잠수전문학교

오정선

010-4650-7553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90번지 전북잠수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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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다이버스

정구범(김성훈)

010-8456-2591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14 (중촌동) 지하

음성스쿠바아카데미

김호중

010-5466-1269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화3길 13-14 음성군근로자복지관

경상도
JMJ DIVING SCHOOL

유성용

010-7704-333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1035-8 해양스포츠교실

SSI 울산다이빙센터

최동영

010-9744-225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86-15번지 202호

고성 스쿠바

이주언(노승환)

010-3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5-18 고성스쿠바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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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23번길 24

동서대학교

소훈

011-834-1982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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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황흥섭

010-7567-0119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

위덕대학교

엄대영

010-4557-2575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 위덕대학교 정진관
사회체육학부 207호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윤상(김기현)

010-6727-2900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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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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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부곡로 156번길 24 만복빌 1층

DIT 잠수풀장

윤대건

010-7471-31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동의과학대학교 DIT스포츠센터 내

숨프리다이빙

김상은

010-4860-3900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42, 101동 804호

오션프리다이빙

김혜민

010-4262-888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363 3층

바다곰

천현수

010-4769-078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36번길 9, 1층 왼쪽

프리다이빙 거제

안대석

010-9647-1973

경남 거제시 장목면 흥남길 52 바다의향기 펜션

해우스쿠버 클럽

김달균

010-9337-6545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3-93번지 동양냉장물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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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대학교

홍근혁(윤상택)

010-2554-8700

제주대학교

김진현

010-2699-7278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92-39 스쿠버스토리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번지 제주산업정보대학
스포츠산업계열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해양 스포츠실

올블루

김민석

010-9331-0817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449(서귀동)

우도스쿠바

이승호

010-4631-4448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1113

볼레낭개

고대호

010-9660-9434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포로 115

팀노블레스코리아

박찬용

010-9265-4505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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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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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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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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FOLIO

필리핀 수중사진작가 소개

Bo Mancao

Bo Mancao

Philippines

Combining the deepest appreciation for scuba, imagery and Eco
tourism, Bo is iconic in the South East asian dive industry. By taking
a glimpse at his work,experience, genuine hospitality and island
charm,it’s clear he is one of the one of the top level dive travel and u/
w photography influencers.
Born into a family of divers in Cebu, an island in the Philippines
archipelago,it came naturally that he learned to swim, spearfish and
scuba dive at an early age. His first memories were of the beach and
the ocean, the spell of the sea was cast. Diving and travel has since
been hard wired into his DNA.
After his university days, He pursued a career in Information
Technology that led him to work across three continents ,mostly

Bo는 동남아시아 다이빙 업계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스쿠버와 수중 촬영 및

land locked, over several years. Realising the that he could no

생태 관광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섬의 매력 및 진심어린 환대를

longer forsake the call of the islands, he gave up his profession in

담은 그의 작품, 경험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가 최고 수준의 다이빙

technology. In 2012, he worked towards to his second coming to the

여행 및 수중 사진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diving world with a renewed commitment to ocean conservation and

필리핀 군도에 있는 섬인 세부에서 다이버의 가족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부

an underwater camera.

터 스쿠버 다이빙과 수영을 자연스레 배우게 되었다. 그의 첫 기억은 해변과

He has since extensively revisited the dive sites from his youth and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바다에서 노닐었다. 다이빙과 여행은 자신에게

is continuing to explore new and more remote destinations. With

강하게 각인되었다.

over 10,000 hours of underwater time, his dive and photography

대학 생활이 끝난 후, 그는 수년에 걸쳐 3개 대륙을 들리며 정보기술에 대한

knowledge now spans from the all over Philippine waters to other

이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이상 고향의 부름을 져버리지 않고, 2012

Asian countries and Micronesia.

년에 기술 관련의 직업을 포기하고 돌아와 해양 보호와 수중 촬영에 헌신하

Bo’s award winning underwater photography and articles have

기 시작하였다.

been printed on international publications and books on marine

그는 젊었을 때부터 기존의 다이빙 명소를 재방문하고 새롭고 더 먼 곳의

conservation.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 has been using

탐험을 계속하고 있다. 수중 시간으로 10,000시간 이상에 걸친, 그의 다이

his images in various international advertising campaigns and dive

빙과 사진 지식은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와 미크로네시아에 온통 필리핀 바

expos around the world. He hopes that his images will inspire more

다를 포함한다.

people to take up scuba, appreciate what lies beneath the ocean and

Bo가 수상한 수중 사진과 기사는 해양 보존에 대한 국제 간행물과 책에 출

in turn help safeguard the planet’s marine treasures.

판되었다. 필리핀 관광처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제 광고 캠페인과 다이빙

He founded The Dive Local Network, a scuba and adventure tours

박람회에서 그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더 많은

organisation that showcases the Philippines’ best dive destinations

사람들이 바다 아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양 보호가 이루어

and strives to empower the island born dive guides and promote

지길 기대한다.

marine awareness. Bo also sits on the board of Project Sharklink,

그는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명소를 제공하고 섬에서 자란 이들에게 다이

a non profit organisation geared towards elevating sustainability

빙 가이드 권한을 부여하며 바다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쿠버 투

between the rare thresher sharks and the island community of

어 조직인 The Dive Local Network를 설립했다. Bo도 희귀종인 thresher

Malapascua. Since its inception, Project Sharklink has garnered

shark와 Malapascua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인 프로젝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was awarded best conservation effort

트 Sharklink의 이사회에 속해 있다. 프로젝트 Sharklink는 설립한 당시부

by the Asian tourism forum.

터 아시아 관광 포럼에 의해 best conservation effort를 수상하며 국제적

Bo is currently cruising Philippine waters on board Solitude one, a

인 인정을 얻고 있다.

true ocean luxury live aboard designed with the scuba diver and u/

Bo는 현재 스쿠버 다이버와 수중 사진가를 위한 고급 여객선인 Solitude

w photographer in mind. The Solitude One traverses from the island

one에 탑승하여, 필리핀 바다를 유람중이다. Solitude one호는 6개월에 한

nation of Palau to the Philippines every 6 months and is constantly

번씩 팔라우의 섬에서 필리핀까지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다이브 장소

doing expeditions and exploring new and exciting dive sights.

를 탐사하고 있다.

Connect with Bo Mancao on Facebook and Instagram for updates on

Facebook과 Instagram의 Bo Mancao에 접속하면 그의 최신 소식을 확인

his latest adventures and endeavours.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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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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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remember the last time you got stung by a bee or bitten

여러분이 벌에 쏘이거나 모기에 물려“앗!”
하며 아파하던 때가

by a mosquito? Ouch! On land critters that can sting you are few

언제인가? 지상에서 사람을 쏠 수 있는 생물들은 아주 적으며,

and far between, and limited to just three groups – bees and wasps

벌, 말벌, 전갈 등 3가지 생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and scorpions, but in the ocean stinging organisms are plentiful.

침을 쏘는 생물들이 무척 많다. 침을 쏘는 것과 무는 것은 다르

Stings are different from bites. We are referring to a stinger as

다. 여기서 침은 특정 생물학적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

single or multiple needle-like stylets purposely used for a specific

는 하나 혹은 여럿의 바늘 같은 것을 말한다.

biological function.

Capable of causing a severe sting, Pufferfish upright their spines by swelling up, swallowing water.
심한 자통(刺痛)을 유발할 수 있는 복어는 몸을 부풀리고 물을 삼켜 가시들을 곧추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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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gers come in all sizes and shapes. They are used defensively

침의 크기와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침은 보호를 위해 방어적으

for protection, offensively for capturing prey and even for

로 사용되거나, 혹은 먹이의 포획을 위해 공격적으로 사용되거나,

reproduction.

심지어 번식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How effective they are in various situations depends on

침이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침에 쏘이는 개체의

numerous factors including the size and armament of the

크기와 무기 등 수많은 요인들에 달려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individual being stung. In one case a small sting can take down a

침이라도 커다란 적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때로는 큰 침이라도 효

large opponent, while sometimes large stings prove ineffective.

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So which reef critters quality to be called stingers? We look at

그렇다면 침을 쏘는 산호초 생물에는 어떤 종이 있을까? 이번 호

a few here. Let’s start with fishes capable of stinging. Stingrays

에서 몇몇 종을 소개해 본다. 우선 침을 쏠 수 있는 물고기를 살펴

and scorpionfish are the first to come to mind. Stingrays have

보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팅레이(stingray)와 스콜피온피

a long barbed spine at the base of their tail. The only time

쉬(scorpionfish)다. 노랑가오리의 꼬리 밑에는 갈고리가 있는 긴

the spine is used is when the ray is disturbed, stepped on or

가시가 있다. 이러한 가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오리가 교란을 받

otherwise offended. The spines, which normally lays flat against

거나, 밟히거나, 혹은 공격을 받을 때이다. 이때 가오리가 몸을 휘

the tail, becomes exposed as the ray arches its body into and “S”

어지게 해서 ‘S’자 형태로 만들면서 평상시에는 꼬리에 납작하게

shape.

붙어 있던 가시가 드러나게 된다.

The Blue-spotted Ribbontail Ray has two
spines midway down its very long tail (photo
by TM Gosliner)
푸른점 리본꼬리 가오리(Blue-spotted
Ribbontail Ray)는 아주 긴 꼬리의 중간 지점에
2개의 가시가 있다(TM Gosliner 촬영).

Here we can see the spine of a Round Ray
exposed as the ray bends its tail.
사진에서 라운드 가오리(Round Ray)가 꼬리를
구부리면서 가시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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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species producing deadly venom that is delivered

치명적인 독을 생성해 등의 속 빈 가시를 통해 전달하는 물고기 종들로

through hollow dorsal spines, include scorpionfishes,

는 스콜피온피쉬, 라이언피쉬와 스톤피쉬가 있다. 다이버들은 이 녀석

lionfishes and stonefishes. Divers beware of these guys.

들에게 쏘이지 않게 조심한다. 라이언피쉬와 같은 일부 종들은 가시가

While some species like lionfish display the spines erect,

곧추 서 있어 포식자가 나타나면 바로 침을 쏘아 자신을 방어할 채비를

just waiting to defend itself by stinging a predator, other

하지만, 쏨뱅이의 많은 종과 같은 일부 종들은 공격을 받거나 교란 받

like many species of scorpionfish hold their spines close to

을 때까지 가시를 몸 가까이 붙이고 있다.

their bodies until attacked or disturbed.
Probably the most dramatic example of an invertebrate

아마도 침을 쏘는 무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는 치명적인 청

stinger is that of the deadly cone snail. A cone snail can

자고둥(cone snail)일 것이다. 청자고둥은 갈고리가 있는 구강 독침을

effortlessly take down a fish by harpooning it with its

작살처럼 쏨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물고기를 쓰러뜨릴 수 있다. 육식성

venomous barbed buccal spine. Being carnivorous and

포식자인 청자고둥은 독침 작살을 사용하여 더 빠르게 움직이는 먹이

predatory, cone snails use their venomous harpoon to

를 포획한다. 일부 종들의 경우에 독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다.

capture faster moving prey. In some species, the venom is
powerful enough to kill a human.

Lionfish (lower left) swim with their dorsal spines erect ready to defend themselves.
The spines of scorpionfish lie flat on the body and erect when disturbed.
라이언피쉬(아래 왼쪽)는 등의 가시를 곧추 세워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갖춘 채 유영한다.
반면 스콜피온피쉬의 가시는 몸에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교란을 받을 때 곧추 선다.

This cone snail uses its modified tongue to sting prey.
이 청자고둥은 변형된 혀를 사용하여 먹이에게 독침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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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atopods, aka Mantis Shrimp,
employ a number of defensive and
offensive strategies. A number of
species are stingers using a sharp
thoracic appendage to stab its prey.
The appendage has a barbed tip
used to snag its prey. This group of
stomatopods feed mainly on softer
animals such as fish. Individuals
hide in their burrow and wait for
prey to pass over.
갯가재(Mantis Shrimp)라고도 하는 구
각류(口脚類, Stomatopods)는 여러 가
지 방어 및 공격 전략을 활용한다. 많은
종이 날카로운 가슴 부속기관을 사용하
여 먹이를 찔러 침을 쏜다. 이 부속기관
의 끝에는 갈고리가 있어 먹이를 재빨리
붙잡는다. 이러한 종의 구각류는 주로
물고기와 같은 보다 부드러운 동물들을
먹이로 한다. 개체들은 굴속에 숨어 먹이
가 지나가길 기다린다.

All of these stomatopods lie in their burrow waiting for prey to swim closely by.
사진의 구각류는 모두 굴속에 있으면서 먹이가 가까이 유영해 지나가길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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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and Flower sea urchins are among a few
species of sea urchins capable of inflicting a
painful sting. Urchins feed on algae and use the
spines covering the test (or body) for protection.
Fire urchins are slow moving. The body is covered
with tube feet for crawling, spines for defense and
grasping feet called pedicellaria to remove debris.
Fire urchin spines look like a series of spheres
decreasing in size towards the tip of each. These
spheres contain its nasty venom.
불꽃성게(Fire urchin)와 나팔분홍성게(Flower urchin)
는 고통스런 자통(刺痛,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가할 수
있는 성게에 속한다. 성게는 조류를 먹이로 하고 외각
(外殼, 또는 몸)을 덮고 있는 가시들을 사용하여 방어
한다. 불꽃성게는 천천히 움직인다. 몸은 기는 데 사
용하는 관족, 방어에 쓰는 가시, 그리고 차극(叉棘,
Fire urchin spines are made up of a series of white spheres containing venom.
불꽃성게의 가시는 독을 함유하는 공 모양의 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pedicellaria)이라 하여 잔해를 붙잡아 제거하는 발로
덮여 있다. 불꽃성게의 가시는 머리 부분이 공처럼 생겼
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이러한 공 모양 부
분에 맹독이 담겨 있다.

Fire urchins have several commensal species
living among their spines taking advantage of the
protection they provide. These species include
two species of shrimp (Periclimens colemani and
Allopontonia brooki), the urchin crabs, Zebrida and
Echinoecus and three cardinalfish, of the genus
Siphamia.
불꽃성게에는 가시들 사이에서 살면서 가시들을 방어
에 활용하는 공생 종이 있다. 이러한 종으로는 2종의 새
우(Periclimens colemani와 Allopontonia brooki), 성게 게들
(Zebrida와 Echinoecus), 그리고 시파미아(Siphamia) 속 3종
의 카디날피쉬(cardinalfish)가 있다.

Commensal shrimp and cardinalfish seek
protection within the spines of the Fire Urchin.
공생을 하는 새우와 카디날피쉬가 불꽃성게의 가시들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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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 urchins have two different types of pedicellaria (the

꽃성게에는 2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차극(자루 모양의 붙잡는 부속

stalked grasping appendages) of which, those with the central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차극은 끝에

purple spot, has a sharp fang like tip which delivers its very

날카로운 송곳니 같은 것이 있어, 전체 성게 종들 중에서 가장 강한

strong venom, the strongest of all the urchin species.

독을 전달한다.

The Branching anemone, Actinodendron, affectionately also

나무말미잘(Branching anemone, Actinodendron)은‘지옥의 불 말미

known as the “Hell’s Fire Anemone” packs a walloping,

잘’
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만지면 심하게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stinging burn when touched. Ironically this species does not

작열감을 일으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은 전혀 말미잘처럼 생기지

look like an anemone at all, but instead a bunch of algae,

않았고 대신 조류의 무리 같아 사람들이 무심코 만지게 된다. 하지

begging you to touch it. Don’t.

만 절대로 만지면 안된다.

Do not touch this urchin – its sting is one of the strongest in the ocean.
이 성게는 만지면 안된다. 그 독침은 바다에서 가장 강한 것 중 하나다.

The stinging cells, containing the nasty
venom can be seen as small spheres on the
anemones tentacles.
맹독을 함유하는 쐐기세포는 말미잘의 촉수에서
미세한 공처럼 보일 수 있다.

The Branching Anemone, aka Hell’s Fire Anemone doesn’t even
resemble an anemone (photo by David Mullins).
지옥의 불 말미잘이라고도 하는 나무말미잘(Branching Anemone)은
전혀 말미잘을 닮지 않았다(David Mullins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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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worms have from 60 to 150 identical body segments each with

불꽃벌레(Fire worm)는 몸체가 60에서 150개의 동일한 분절들로 되

a cluster of stinging bristles. A voracious predator that feeds on olive

어 있고 각각의 분절에는 침이 있는 강모의 다발이 있다. 이 벌레는

snails among other species, the bristles release a powerful neurotoxin

무엇보다도 대추고둥(olive snail)을 먹이로 하는 게걸스러운 포식자

when they penetrate a predator or a diver. If stung, a diver should

로, 강모가 포식자나 다이버에 침투하면 강력한 신경독소를 분비한

remove the spines and cleanse with isopropyl alcohol to help reduce

다. 강모에 찔린 다이버는 가시를 제거하고 이소프로필알코올로 세

pain. Stings from this worm can cause nausea and dizziness.

척하여 통증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 벌레에 찔리면 메스꺼움과 어지
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Although not a true coral, Fire corals of the genus Millepora,

진정한 산호는 아니지만 밀레포라(Millepora, 수천 개의 구멍이란 의

meaning thousand pores, are well known by divers who have

미) 속의 불산호(Fire coral)는 우연히 그 군체를 만져본 적이 있

accidentally touched a colony. The spicule-like stinging spines on the

는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군체에서 침상체(針狀體)와 비

colony break off easily and can cause painful stings. These spines

슷한 침이 있는 가시는 쉽게 부러져 고통스러운 자통을 유발할 수

actually contain small nematocysts that protrude from the surface

있다. 이러한 가시는 사실 표면 구멍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자포

pores. These cells are similar to those found on jellyfish tentacles

(nematocyst)를 함유한다. 이 자포는 해파리 촉수와 말미잘에 있는

and in sea anemones.

것과 비슷하다.

One of the prettiest worms in the ocean, their spines can give a nasty sting.
바다에서 가장 예쁜 벌레의 하나이지만 그 가시는 극심한 자통을 일으킬 수 있다.

I ha t e F i r e Co r a l. Be n ig n
looking, touch them, they sting.
나는 불산호(Fire Coral)를 싫어한
다. 유순해 보이지만 만지면 침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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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lyfish on the other hand have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반면 해파리는 긴 촉수들에 수백만 개는 아니더라도 수천 개의 미세

tiny stinging cells on their long tentacles. These cells, also called

한 쐐기세포를 가지고 있다. 자포라고도 하는 이들 세포는 산호와

nematocysts, are similar to those found in corals and sea anemones,

말미잘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데, 이들 종은 모두 동일한 자포동물문

as all of these species are members of the same phylum - Cnidaria.

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들이 일으키는 자통은 강하고 고통

Most species stings are strong and painful, but a few like the upside-

스러우나, 업사이드다운 해파리(upside-down jellyfish)와 같은 몇

down jellyfish are harmless.

몇 종들은 무해하다.

A fantastic example of stinging is seen when Flatworms mate.

침을 쏘는 환상적인 사례가 편형동물이 짝을 지을 때 관찰된다. 이

Also referred to as penis fencing, this is a form of hermaphroditic

는 음경 펜싱(penis fencing)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자웅동체 수정

fertilization where two flatworms fence using extensible dagger-

으로 두 마리의 편형동물이 확장 가능한 단도 비슷한 침들로 펜싱을

like stylets. When the winning fencer pierces the body of the partner

한다. 이기는 쪽이 펜싱으로 상대의 몸을 찌르면 정자가 전달되어 짝

sperm is transferred and makes its way internally to the mates egg

의 체내로 이동해 난자를 생성하는 난소에 이른다.

producing ovaries.

These Jellies can offer a painful sting if touched.
사진의 해파리들은 만지면 고통스러운 자통을 일으킬 수 있다.

Penis fencing may be the most outrageous example of stinging.
음경 펜싱은 침을 쏘는 가장 별난 사례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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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some nudibranchs employ the art of stinging for various

일부 나새류조차도 다양한 목적으로 침을 쏘는 기술을 활용한다.

purposes. As discussed in our Nov-Dec 2012 「Scuba Diver」 article

스쿠바 다이버 2012년 11/12월호 ‘껍데기 없이 살아가는 바다 민달

titled “Department of Defense – How Sea Slugs Survive Without

팽이의 생존전략 - 국방부도 배워야’라는 제하의 글에서 소개하였

Shells,” some species of aeolid nudibranchs acquire stinging cells,

듯이, 이올리드 나새류의 일부 종들은 그들이 먹이로 하는 자포동

called nematocysts, from the cnidarians prey they feed on. While

물로부터 자포라는 쐐기세포를 얻는다. 성숙 자포는 나새류가 물

mature nematocysts fire upon the bite of the nudibranchs and

자마자 발사되어 자포동물의 살점과 함께 소화되지만, 미발육(미성

are consumed with the cnidarians flesh, undeveloped (immature)

숙) 자포는 소화계를 통과해 나새류에서 외투막 주름의 끝에 있는

nematocysts pass through the digestive system and are sequestered

샘(gland)에 격리된다. 여기서 그들은 성숙해 나새류의 방어를 위해

in a gland at the tip of the nudibranchs cerata. Here they mature and

발사될 수 있다.

can fire in defense of the nudibranchs.

Aeolid nudibranchs feed on cnidarians, firing their nematocysts. Mature nematocysts
are digested, while immature nematocysts pass through the gut and matures into fully
functional stinging organelles in glands at the tip of the nudibranchs cerata.
이올리드 나새류는 자포동물을 먹이로 해서 그들의 자포를 발사한다. 성숙 자포는 소화되지만,
미성숙 자포는 장을 통과해 나새류에서 외투막 주름의 끝에 있는 샘에서 기능이 완전한 쐐기세
포로 성숙한다.

Species of the sacoglossid nudibranch, Elysia, are known to sting
one another with the penis in order to perform hypodermic sperm
transfer. Being hermaphrodites, individuals have both male and
female sex organs. Sperm transfer occurs when repeated injections
are made on the dorsal surface of each individual, as they crawl in
a circle around one another.

사코글로시드 나새류인 엘리시아(Elysia)의 종들은 피하로 정자를
전달하기 위해 음경으로 서로를 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웅동
체이므로 개체들은 수컷 및 암컷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다. 정자
전달은 개체들이 서로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기어 다니면서 각 개
The nudibranch, Elysia, may employ the kinkiest example of mollusk sex, as it uses its
hypodermic penis to inject sperm directly into the body of its mate. The sperm then
migrate to the female portion of the reproductive system, where the eggs are fertilized.
나새류인 엘리시아(Elysia)는 연체동물의 생식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데, 음경을 피
하로 침투시켜 짝의 몸속으로 직접 정자를 주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자는 생식계의 암컷
부분으로 이동해 거기서 난자가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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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등 표면에서 반복적인 주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The thought of getting stung is
certainly unpleasant, but as discussed
here stings can provide various
forms of benefits to many species
that employ them. These include the
benefit of defense, the use of a spine
to feed, to reproduce and even to nonstinging animals that hide among
the spines of others for their own
protection. Who would have guessed
the stings play so many roles.

침에 쏘인다고 생각하면 분명 유쾌하
지는 않으나,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침 쏘는 전략을 활용하는 많은 종에
게 다양한 유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어, 먹이 포획, 번식
등과 같은 혜택이 있고 심지어 침을
쏘지 못하는 동물들도 다른 동물의
침 사이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는 혜
택을 누린다. 침을 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Too beautiful to expect spines, but they are there. Careful not to touch. This defensive strategy is painful.

했겠는가.

너무도 아름다워 가시가 있을 리 없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방어 전략은 통증을 일으킨다.

케빈 리(Kevin Lee)

데이비드 베렌스 (David Behrens)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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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 이야기 100 가지
글/사진 구자광 감수 김지현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겸임교수)

학명 : Bispira sp.
영명 : Feather Duster Worm
한국명 : 깃털먼지털이벌레

관을 만들어 그 속에 살고 있는

관갯지렁이(Tube Worm)
관갯지렁이류는 모래 바닥이나 암초의 구석진 곳 또는 산호초 틈 사이에 자

가미들은 나선 모양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다. 보통 이 깃털 왕관 모양의 아가

신이 분비한 점액으로 해저 바닥에 있는 진흙 알갱이나 모래를 결합시켜 서

미를 물속의 플랑크톤을 걸러 먹기 위해 펼쳐 놓고 있지만, 위험을 느끼면 즉

관을 짓고 그 속에서 산다. 몸통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유연한 서관 속에 감

각 서관 속으로 감춰 버린다. 물결의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움직임에도 민감

춰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깃털 모양 아가미들뿐이다. 이 아

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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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에 독이 있는

불갯지렁이(Fire Worm)
학명 : Chloeia fusca
영명 : Fire Worm
한국명 : 불갯지렁이

각 체절에는 길고 날카로운 털 즉 섬모가 자
라 있다. 이 털이 사람의 피부를 찌를 경우 격
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섬모는 사
람의 피부에 쉽게 박혀 상당히 자극적인 물질
을 낸다. 이들은 섬모를 이용해 물속에서 이
동한다.
대부분의 불갯지렁이가 속한 다모류는 자웅
이체이다. 보통 정자와 난자를 물속으로 방출
해 체외 수정을 한다.

명주실과 같이 생긴

명주실타래갯지렁이(Spaghetti worm)
학명 : Loimia medusa
영명 : Spaghetti Worm
한국명 : 명주실타래갯지렁이

전체적으로 다소 짙은 황갈색을 나타내는 몸
통은 촉수를 제외한 길이가 5cm 정도가 되
며, 앞뒤가 다소 뾰족한 둥근 막대모양의 몸
통 양 옆에 많은 촉수와 아가미들이 붙어 있
는 모습이다. 촉수는 긴 명주실처럼 여러 갈
레로 뻗어 있다. 이 촉수를 건드리면 서서히
걷어 들인다. 이 촉수가 스파게티처럼 생겼다
해서 영어 이름으로는 스파게티웜(Spaghetti
Worm)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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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Lineus sp.
영명 : Dark Green Ribbon Worm
한국명 : 연두끈벌레

긴 끈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끈벌레(Ribbon Worm)
끈벌레류는 무척추동물로 긴 끈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끈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몸길이는 20~30cm
정도로 종에 따라 몇 미터 길이가 되는 종도 있다.
연두끈벌레는 끈벌레 중 몸이 큰 종으로 따뜻한 바다에 살며, 주로 바닷가 돌 밑에서 생활한다. 몸의 길이가
80cm나 되며, 몸의 너비는 1cm 정도이다. 몸 전체가 납작하며, 머리 주변은 흰색이고, 등 면은 녹색이다. 입이
뇌보다 뒤쪽에 있고, 주둥이에는 침이 없다. 몸이 납작하기 때문에 내장과 몸의 내용물이 비친다.
끈벌레는 대개 암수가 따로 있어 알을 낳아 번식하며 알이 부화해 나온 유생이 변태를 거쳐 성체가 된다. 일
부 종은 자웅동체이며 무성 생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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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서의 명품

동진종합기계 한국총판
우수한 성능 • 합리적인 가격 • 철저한 사후관리 (2년 무상보수, 국내는 년

3회 이상 방문)

콜트리 콤프 400~600L 사용하는 업체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태식

02-41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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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5배율 매크로렌즈로 촬영하는

초접사 사진
글 구자광 / 사진 박인수

Canon MP-E 65mm 렌즈로 촬영한 피그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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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사진 촬영

매크로렌즈의 경우에도 초점거리와 최단촬영거리에 따라 표준계 매크

접사는 예술성을 고려한 느낌이 담겨져 있는 접사 사진과 선예도와 크게

로렌즈(50mm-캐논/미놀타/펜탁스/시그마, 55mm-니콘, 60mm-니콘/

담아내고자 하는 초접사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접사사진 촬영 시, 무조건

콘탁스), 중망원계 매크로렌즈(100mm-캐논, 미놀타/펜탁스/콘탁스/시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촬영 환경, 피사체 특성

그마/토키나, 105mm-니콘), 망원계 매크로렌즈(180mm-캐논/시그마,

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촬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유용한 것

200mm-니콘/미놀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피사체로부터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도 근접 촬영할 수 있는 망원 접사

하지만, 망원 접사 렌즈는 무게가 무거워 촬영 시 흔들림이 발생할 확률

렌즈이다.

이 높고, AF 포착 시간도 길다. 흔들림과 AF 포착 시간은 접사 촬영 시

Canon MP-E 65mm 렌즈로 촬영한 레이디버그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래서 많은 망원 접사 촬영 렌즈들은 휴대성, 흔들림을 고려해 보통
50~100mm 남짓의 초점 거리의 촬영을 지원한다.
매크로렌즈를 선택함에 있어 가급적 1:1까지 등배촬영이 가능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유
리하며, 사용편의성에는 초점거리와 최단촬영거리가 긴 180~200mm급이, 해상력면에서는
50~60mm급이 유리하겠다.

Canon MP-E 65mm f/2.8 1-5x Macro Photo

보통 도감사진은 심도가 얕은 50~60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아
웃포커싱이 많이 필요한 작품사진은 100~200mm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많이 사용한다.

초접사 사진 촬영
일반적으로 초접사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1의 배율(등배) 렌즈에 접사링, 익스텐더, 클로즈
업렌즈 등과 같은 장치를 부가해서 사용하는데 화질이 다소 떨어지고 확대율도 10~20%
정도이다.
일반 접사렌즈가 최대 1:1의 배율(등배)로 촬영되는데 비해서 캐논 MP-E 렌즈는 최소 1:1 배율
에서 최대 1:5 배율까지 촬영이 가능한 괴물과 같은 렌즈이다. 1:5 배율은 1:1 접사렌즈에 비해
서는 면적으로는 25배의 크기로 촬영할 수 있다. 최대개방 1:2.8에서 1:16까지의 조리개가 가
능하다. 하우징에는 이 렌즈에 맞는 포트가 필요하고, 포트 끝 지점으로부터 피사체가 거의
붙다시피하니까 특별한 스트로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고로 육상에서는 모든 캐논 링 라이
트와 매크로 트윈라이트 MT-24EX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

Canon MP-E 65mm 렌즈로 세팅한 하우징 시스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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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SOLITUDE ONE 호
리브어보드를 타고 필리핀 비사야지역을 돌아보다
팔라우(Palau)와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에서 솔리투드원 리브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싱가폴)가 이번에 싱가폴,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필리핀의 세부 말라파스쿠아섬(Malapascua)에서 서던레이테 리마사와섬(Limasawa)까지
유명 다이빙 사이트를 두루 체험하는 특별 다이빙 일정을 만들어 투어를 진행하였다.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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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pascua 섬
Limasawa 섬
Cebu

에서

Southern Leyte

까지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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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섬

2

3 Gato Is.

Chocolate Is.

4 Monad Shoal
5 Kalanggaman Is.

세부

서던 레이테

1 막탄항에서

소고드만

Napantao Sanctuary

승/하선

8

7

Padre Bulgos Pier

보홀

Limasawa Is.

9 Anda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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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글라오섬

6

1
2
3

SOLITUDE ONE 호 내부시설
객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특히 화장실의 청결함과 시설은
1. 객실
2. 샤워실
3. 식당
4. 브리핑하는 모습
5. 카메라 세팅실
6. 다이빙 장비 세팅실
7. 스피드 보트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여 팔라우의 에머랄드 빛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게 꾸며졌으며, 뷔페식이라 원하는 음
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카메라 장비 세팅실, 샤워실, 휴게실도 모두 여
느 호텔 부럽지 않을만큼 이용하기 깨끗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다.

4

5

6

7

CEBU

Chocolate Is.

초콜릿섬은 말라파스쿠아섬과 마야 사이에 있는 섬으로 아름답고 수심이
얕은 다이빙 사이트로 접사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이다. 잘 보존된
연산호와 더불어 스콜피온피쉬, 바다뱀, 스네이크일, 곰치, 갑오징어(프램
보이얀트 포함), 씨모스(페가수스), 큰 게 및 뱃피쉬 유어 등 생물이 다양
한 곳이다. 접사 피사체로 갯민숭달팽이, 납작벌레, 새우, 조개 및 게오지
등이 살고 있다.

프로그피쉬

교미하는 갯민숭달팽이

스콜피온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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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

Gato Is.

말라파스쿠아섬에서 북서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9m 수심 아래에 섬을 관통하는 수중동굴이 있다.
수중환경은 연산호 군락지가 있고, 바다뱀, 갑오징어 무리,
화이트팁샤크 등 많은 종류에 수중생물이 서식한다.

갓토섬 수중동굴

갓토섬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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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

Malapascua (Monad Shoal)

말라파스쿠아섬으로 부터 동남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수심 22m에 산봉우리가 있다.
이곳이 환도상어(Thresher shark)를 만날 수 있는 모나드숄(Monad Shoal)이다.
이곳 모나드숄 포인트는 망망대해 한 가운데에 수심 20~25m 정도 수중 분지로 이루어진 곳이다.
분지도 그리 넓지는 않은데 새벽에 이곳으로 환도상어가 올라온다고 하여 미리 바닥에 바짝 엎드려
상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곳에서는 라이트를 비추어서도 안 되며, 환도상어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

환도상어와 만타가오리 관찰을
100%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Monad Shoal 포인트에서는 환도상어 외에도 만타가오리를

모나드숄에서 하강라인을 타고 하강하는 다이버

볼 수 있다. 특히, 일 년 중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두 종류를
동시에 모두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이른다. 물
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암초 꼭대기를 자신의
몸을 청소고기들에게 맡기는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근접해 장
시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	가능한 일찍 서둘러 맨 처음 입수하는 것이 좋다. 다른 팀이
들어간 후나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이들과 만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정숙하게 유지한다. 수중 얼럿 사용 등
소음을 내지 않는다.
-	수중 플래시와 카메라 스트로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심해어류로서 밝은 빛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심해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막지 말라. 대부분의 상어가 그
렇듯이 눈으로의 물체 인식을 먼저 명암 대비로 한다. 이런

환도상어를 기다리는 다이버

이유로 암초 어깨부분을 유영하지 말고 정상의 평편한 부
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히 유영하면 된다.
-	일단 멀리서나마 상어나 만타가오리가 눈에 띄면 절대로 쫓
아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자세를 숙이고 인내심을 시험
할 겸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점점 가까이 다
가온다.

환도상어를 구경하는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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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anggaman섬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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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TE

Kalanggaman Is.

Kalanggaman섬은 실제로 옌스 피터(Jens Peters)의 필리핀 여행 가이드 7,000여 개의 섬이라는
책자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할 만큼 그림엽서에서 보는 사막 섬이다.
섬 자체가 바로 야자수와 맑은 물과 푸른 해양에서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하얀 모래 언덕이다.
Kalanggaman섬은 다이빙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모래 해변에서 호핑투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또한 스노클링을 하기에 최적이다.
수중 시야가 대체로 좋으며, 수중생물이 풍부하다.
절벽을 따라 내려가면 경산호와 부채산호로 덮여 있고,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어류가 살고 있다.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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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TE

Limasawa Is.

섬 이름의 리마(LIMA)는 다섯이라는 뜻을 가진 필리핀 언어이고,
아사와(ASAWA)는 부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다섯
명의 부인을 거느린 추장이 마젤란을 맞이하면서 리마사와란 이름
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서던 레이테 지역의 다이빙 사이트
Sogod

서던 레이테

Bato

Sogod Bay
1. Joseph wall
2. Buenavista
3. Ampo Reef

Maasin City

4. Turtle Rock
5. Coral Garden
6. Heaven's Gate
7. Tangkaan
8. Santa Sofia
9. Burgos Pier

1

17
18
16
15
14
13
12
11 20
2
10
3
Padre Burgos
21
4
9
8
5
6
7

10. Max Climax 2

13. Baluarte
14. Peter's 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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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unga Bend
16. Cantamuac Reef
17. Malitbog Wreck
18. Lilioan Channel
19. Liloan Shoal
20. Napantao
21. Lar's Hole

22

11. Max Climax 1
12. Whaleshark Wreck

19

Limasawa Is.

23
24
25
26

22. Sunok
23. Adrian;s Cove
24. Zack's Cove
25. Sea Snake Shoal
26. Voltaire's Rock

LEYTE

Sogod Bay (Padre Bulgos Pier)

이곳은 소고드베이 중심지인 파드레불고
스(Padre Bulgos)의 항구로 낮에는 배들이
들락거려 다이빙이 불가능하다. 밤에도 낙
시객과 교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다이빙은 월, 수, 금요일만 가능하다. 이곳
은 항구의 Jetty 난간에는 프로그피쉬(Frog
Fish), 게오지, 게, 새우류 등이 붙어살고
있고, 바닥은 모래지역으로 갯민숭달팽이,
얼룩통구미(Stargazer), 해마(Sea Horse)
등의 접사피사체들이 무궁무진하다. 이곳
은 접사사진가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수심
은 3-8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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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TE

Sogod Bay (Napantao Sanctuary)

이곳은 있는 월다이빙 지역이다. 절벽과 강한 조류가 어우러지면 많은 고기(Anthias) 무리들이
절벽 사이에서 곡예를 하며 멋진 장관을 이루는 지역이고, 많은 해송들과 부채산호들이 있다.
수심은 30m 정도의 중급자 다이버들의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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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antao Sanctuary는 슬로프로 되어있는데 슬로프
전체가 안시아스(Anthias) 무리로 덮혀 장관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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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OL

Anda

보홀섬의 동쪽 지역에 있는 Anda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월다
이빙(Wall Diving)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월에는 연산호가 산재해 있고 혹스빌 바다
거북(Hawksbill Sea Turtle)과 씨팬에는 피그미해마를 볼 수 있다. 또한 수심 20m 정
도의 바닥은 산호모래지역으로 Garden Eel과 온갖 종류의 Goby들이 살고 있다.

안다 지역 다이빙 사이트
1. Pogaling

15. Birhen Point

2. Basdio Sanctuary

16. Pygmy House

3. Panorama Reef

17. Bacong West

4. Wonderwall

18. Bacong East

5. Coco North

19. Magno Cave

6. Coco South

20. Neptune House

7. Lumayag Point

21. J.Edens Place

8. Snappers Cave

22. Suba Sanctuary

9. Coral Garden

23. Parola 1

10. Turtle Point

24. Parola 2

11. Magic Point(house reef)

25. Larry's Corner

12. Mandarin Garden

26. Lamanok Sanctuary

13. Dapdap

27. Lamanok Island

27
26

보홀섬

Linawan
25

Talisay
24

14. Seahorse Point

Suba
Pogaling

1
2
3

Anda
Anda

7

Candabon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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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en

13
11

12

14

20

Bacong
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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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dio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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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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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 필리핀

Puerto Galera
푸에르토 갈레라

+ Verde Island
베르데섬

민도루섬(Mindoro Island)의 푸에르토 갈레라(Puerto Galera) 지역의 다이빙은
사방비치(Sabang Beach) 지역, 멘디오섬(Mendio Island) 지역,
베르데섬(Verde Island) 지역으로 크게 3군데로 나뉜다.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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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ON

아닐라오
바탕카스
푸에로로갈레라

마닐라
아닐라오
푸에로로갈레라

바탕카스

MINDORO
SAMAR

보라카이

PANAY

CEBU

AMEGROS

BOHOL

PALAWAN

MINDAN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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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로섬과 푸에르토갈레라
민도로섬은 필리핀 루손섬과 팔라완섬 사이에 있는 섬으로

바우만

크기가 제주도의 약 2.5배로 필리핀에서 7번째로 큰 섬이
다. 민도로(Mindoro)라는 섬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Mina De

바탕가스

아닐라오

Oro에서 유래된 것으로 금광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비니

금광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민도로섬의 관문으로 푸에르토갈레라(Puerto Galera)가 있

칼룸판반도

다. 푸에르토갈레라는 민도로섬 동북단에 위치하며, 아름다
운 항구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며 크
리스털처럼 맑은 물과 넓은 모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여러 항구와 사방비치(Sabang Beach), 스몰라
라구나비치(Small LA LAGUNA Beach), 화이트비치(White

마리카반섬

Bbeach), 빅라라구나비치(BIG LA LAGUNA Beach), 코코

보니토섬

비치(Coco Beach) 등과 같은 비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베르데섬 해협

에서 화이트 비치는 민도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
고 있어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반면에 사방비
치는 다이빙사이트가 많이 산재해 있어 다이버들이 많이 찾

베르데섬

는 곳이다.

사방비치

이곳은 밤과 낮이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낮에는 다
이빙을 하거나 비치 주변에서 마사지를 받거나 산미구엘을

푸에프토갈레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의 비치이다.
하지만 밤에는 화려한 쇼와 요란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유흥

민도로섬

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한다.

베르데섬
1570년 필리핀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던 스페인 군대는
바탕가스 근처에서 강력한 원주민 부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후퇴를 하였는데 그 중 후앙 베
르데(Juan Verde) 대위가 이끄는 그룹은 근처의 어떤 섬으
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6개월 간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를 전파하였으며 섬의 바위산 꼭대기에 베르데 대위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후에 이 섬을 지나던 선원들이 대위의
이름을 기려 베르데 아일랜드(Verde Island)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굳어져 이 섬의 이름이 되었다.

베르데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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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로 가는 방법
푸에르토갈레라(Puerto Galera)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보통

인천공항

4시간 소요

사방비치(Sabang beach)로 간다.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
이빙 리조트가 사방비치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로 가는 방법은 인천공항에서 국제
선을 타고 마닐라 공항으로 가서, 마닐라 공항에서 다시 자동차

마닐라

로 바탕가스 항구의 선착장까지 약 2~3시간 정도 이동한 후 바
탕가스 선착장에서 방카보트를 타고 1시간가량 가면 사방비치에
도착한다.
바탕가스와 사방비치 사이에 파도가 높아 방카보트가 운행을 못
하면 푸에르토갈레라에서 동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40분 걸리
는 곳인 칼라판(Calapan)을 통해 왕래를 하기도 한다. 칼라판과

2~3시간 소요

바탕가스 사이에 큰 여객선이 웬만한 파도에도 운행하는데 1시
간 정도 소요된다.

1 인천 - 마닐라 - 바탕가스 - 사방비치
2 인천 - 마닐라 - 바탕가스 - 칼라판 - 사방비치

1

바탕가스

1시간 소요

베르데섬

사방비치

푸에르토갈레라

2

1시간 소요

칼라판

1시간 40분소요

민도로섬

바탕가스와 사방비치 사이에 운영되고 있는 방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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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갈레라 지역의 다이빙 환경
민도루섬(Mindoro Island) 푸에르토갈레라(Puerto Galera) 지역의 다이빙은 사
방비치(Sabang Beach) 지역, 멘디오섬(Mendio Island) 지역, 베르데섬(Verde
Island) 지역으로 크게 3군데로 나뉜다.
푸에르토갈레라(Puerto Galera) 지역의 다이빙은 다이빙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주로 사방비치에서 이루어진다. 사방비치 앞바다는 해변에서 조금만 나가도 금방
수심 20m 이상이 되는 다이빙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각 사이트는 각기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다. 이곳에는 고의로 만든 난파선이 많다. 사방비치 지역은 직벽의
월다이빙(Wall Diving)은 아니고 완만한 슬로프(Slope) 형태의 지형이다. 이곳에
다양한 열대 수중생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사방비치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방카보트를 타고 약 10분 정도 떨어진

베르데섬 휴식터

곳에 멘디오섬(Mendio)이 있는데 이곳에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마르쿠스 캐
이브(Marcus Cave)와 스위트립스 코너(Sweet-lips Corner)와 같이 수심이 깊은
곳은 테크니컬 다이빙을 많이 한다.
또한 방카보트를 타고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베르데섬(Verde)이 있는데, 베
르데섬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다이빙사이트가 형성되어 있다. 베르데섬 주변의 가
장 뛰어난 다이빙사이트로 산아가피토(San Agapito)와 피나클(Pinacle)을 꼽을
수 있다. 사방비치에서는 보통 스피드보트 외에 별도로 방카보트를 렌탈하여 사
용한다. 베르데섬은 데이트립(Day Trip)으로 방카보트를 이용하여 2~3회 다이빙
을 하게 된다. 점심 식사는 베르데섬에 상륙하여 바비큐를 즐기기도 한다. 베르데
섬 다이빙은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
푸에르토갈레라 지역은 봄에서 여름까지는 대체로 파도가 낮고 시야가 좋다. 그
러나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비교적 파도가 높고 시야가 흐린 편이다.

사방비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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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데섬 점심식사

사방비치 다이빙 사이트

베르데섬

Marco's Reef
Sweet Lips Comer
Monkey Wreck
Coral Garden

Dry Dock
La Laguna Point

멘디오섬

Fish Bowl

Dugon Wall

St. Christopher
Sabang Wrecks

Batangas Channel

Hole in The Wall

Ernie's Cave

Sabang Point
Manila Channel

West Escarceo

Monkey Beach

Alma Jane

Canyons
Shark Cave

Wreck Point

The Atoll
Pink Wall
Kilima Drift

라 라구나
신안디안

사방

Sinandigan Wall

The Hill

Turtle Rock
Coral Cove

Giant Clams

Boulders
Japanese Wreck

팔랑간

푸에르토 갈레라

베르데섬 다이빙 사이트
Pinnacle

Norni's Blue

washing machine

베르데섬

Boulders

Jetty
Rook Point

San Agap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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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비치(Sabang Beach) 지역
다이빙사이트
West Escarceo
초보자를 포함한 모든 다이버가 즐길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다이버의 자격
요건에 따라 수심이 변경되는 곳이다. 때때로 약간의 파도와 조류를 동반하
며 수심은 30m이다. 거대한 산호들과 다양한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La laguna Point
초보자를 포함한 모든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사이트로 수심은 3~18m
이며, 사방비치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물고기 무리와
산호들이 분포하고 있다.

Alma Jane Wreck
스몰라라구나 사이트 앞에 위치한 난파선으로 바닥 수심은 만조 때 30m, 간
조 때 28m 정도가 된다. 2003년 다이빙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길이
30m, 높이 10m의 화물선을 침몰시켜 다이빙사이트로 만든 곳이다. 이곳에
는 하강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이가 설치되어 있다. 조류가 셀 때에는
이 하강라인을 이용하여 하강 또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알마제인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부착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와 함께 다양한 물고기
들도 볼 수 있어서 다이버들에게 각광받는 사이트가 되었다.

Alma Jane Wreck

Dry Duck
1998년에 수장시킨 인공 구조물로 원래 작은 보트를 진수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빅 라라구나 비치 앞의 수심 25m 지점에 위치하며 이제는 부착생
물들이 많이 자라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최근에 태풍으로 렉
의 형체가 많이 파손되었다.

The Atoll
샤크 사이트를 중심으로 캐넌 반대쪽에 있다. 샤크 사이트에서 출발해 다이
빙을 시작하기도 하고, 켈리마 쪽에서 다이빙을 시작하기도 한다. 수심 33m
에서 20m까지 솟아 있는 큰 바위로 약간 기운 모양이라 옆의 지형과 함께
계곡을 만들고 있고, 바깥 쪽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는 크레바스가 있어 가끔
화이트팁샤크가 쉬기도 한다. 계곡에는 연산호와 부채산호들이 풍성하게 자
라고 있고, 바위 위쪽으로도 연산호들이 붙어 있다.

Dry Rocks
수심이 24~30m이며,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적당한 사이트이다. 사
방비치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면은 항상 잔잔하며 부드러운 조
류가 있다. 드라이락은 프레임으로 된 틀로 만들어져 있는 인공 구조물이다.
이곳은 나비고기 무리 등 다양하고 많은 어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레임
사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게, 새우 등 다양한 갑각류를 볼 수 있다.

114

|

Alma Jane Wreck의 Bat Fish 무리

Christopher Wreck
수심은 24m이며,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적당한 사이트로 다중 수심 다이빙이 가능한 곳이
다. 사방비치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보통 잔잔하며 부드러운 조류가 있으며, 1995년에 침
몰된 이 난파선 주변에는 스내퍼, 곰치, 라이온피쉬 등이 있다. 난파선 주변에 많은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물고기 무리들을 자주 볼 수 있다.

Sabang Wreck
사방비치 바로 앞에서 입수하면 수심 18~20m의 모래지역에 위치한 목재 난파선이 한 대 있다.
1993년에 사방비치 지역의 다이빙리조트들이 침몰시킨 나무로 만들어진 어선이다. 수면은 항상
잔잔하고, 조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곳은 야간다이빙을 하기에도 좋다. 침몰선은 다양한 산호들
과 물고기들의 집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나비고기, 곰치, 라이온피쉬 등과 같은 다양한 어종
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모래지역에는 온갖 종류의 고비, 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Monkey Beach
사방비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통 수면은 잔잔하지만 강한 조류를 동반하고 있다. 다양한
산호와 작은 물고기 떼가 많아 다이버들에게 아름다운 바다의 생생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Monkey Wreck 파손
수심은 42m이며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적당한 코스이다. 사방비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
으며 보통 수면은 잔잔하지만 강한 조류를 동반하고 있다. 44m 수심에 20m 길이의 목선이 침몰
되어 있으며, 나비고기 떼와 복어 등 다양하고 큰 어종으로 이루어진 다이빙사이트이다. 다양한 산
호와 작은 물고기 떼가 많아 다이버들에게 아름다운 바다의 생생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장
소이다.

Sabang Wreck의 스네이크일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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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ie's Cave

Canyons

수심은 27m 정도이며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적당한 사이트로 수면

사방비치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수심은

은 비교적 잔잔하며, 23m 지점에 작은 굴이 하나 있는데 이 동굴이 Ernie’

25~30m이며 항상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맞

s Cave이다. 다양한 수중환경으로 천사고기, 나비고기, 구루퍼, 복어, 스콜

는 곳이다. 에스카르시오 곶(Escarceo cape) 끝의 홀인더월(Hole in the

피온피쉬 등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는 곳이다.

wall) 사이트에서 입수하여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 Canyons이 나타나는데
3개의 계곡이 있다. 항상 조류가 강한 곳이라 Canyons 속에는 조류를 피

Wreck Point

하기 위해 많은 대형 어류들이 모여 있어 쉽게 구경할 수 있다. Canyons

수심은 27m이며 수면은 비교적 잔잔하다.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의 벽에는 부채산호들이 산재해 있고, 많은 연산호들과 작은 물고기 무리

적당한 코스로 다중수심 다이빙이 가능한 사이트이다. 난파선 사이트와

들도 만날 수 있다.

함께 Dungon Wall 사이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994년에 이 철
로 된 난파선이 침몰되었으며, 다양한 수중환경으로 천사고기, 나비고기,

Horse Head Reef

구르퍼, 복어, 스콜피온피쉬 등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다. 또 다양하고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이 즐기는 코스로 대체로 조류가 강한 사이트이

많은 산호들과 연산호가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좋은 볼거리를 제

다. 때에 따라서는 강한 조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석표를 확인하는 것이

공하고 있다.

필수이다. 최대수심은 35m이다. 딥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로 수심
33m에서 보면 말머리 형상으로 보이는 거대한 산호로 있어 ‘Horse Head
Reef’라고 불려진다. 큰 스위트립스 피쉬와 상어 등 다양한 어종과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Sabang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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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oll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이 즐기는 사이트로 가끔 조류가 세계 흐
르는 지역이다. 최대수심은 30m 정도이다. 거대한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수심 15~33m이다. 다양한 어종과 산호들로 이루
어져 있어 산호섬이라 불리며, 웅장한 느낌과 함께 환상적인 산호
들의 아름다움을 구경할 수 있다.

Pink Wall
수심은 12m이며 초보 다이버를 포함한 모든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이빙사이트이다. 다양하고 많은 산호들과 특히 연산호들이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Kilima Drift
수심은 12~30m이며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적당한 사이트
이다, 이곳은 시기에 따라서는 강한 조류를 발생하기도 한다. 적당
한 조류가 있으면 조류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경험이 많
은 가이드나 강사와 함께 다이빙을 해야 하며 팀에서 흩어지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Penate Batfish의 유어

Horse Head Reef

Hole in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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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디오섬(Mendio) 지역
다이빙사이트
Secret Reef

Marcus Cave = Marco's Reef
멘디오섬 북쪽 끝에 위치한 테크니컬 다이빙사이트이다. 리프의 상단은

수심이 40~65m로 딥다이빙에 해당되며,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들에게 적

40m, 리프의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동굴이 있는데 동굴 바닥 깊은 곳의

당한 사이트이다. 스위트립스 동굴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월(Wall)이

수심은 48m까지 나오며 그 아래로 리프가 55m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모

나타나게 된다. 이 수심은 65m이고 바라쿠다 및 스내퍼 등 다양하고 독특

래지역이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다. 수심이 깊어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암초와 조화를 이룬 다양한 해양생물들

버들은 갈 수 없고,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적합한 곳이다.

과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동굴 안에는 ‘MARCUS’라고 이름이 새겨진 비석과 오리발이 있다. 마르쿠
스란 다이버가 평소 즐겨 찾던 곳으로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기리는 친구들
이 비석을 세우고, 사이트 이름을 마르쿠스 케이브라고 붙였다고 한다.

Coral Garden
초보자를 포함한 모든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사이트로 최대 수심은
15m이며, 약 5m 수심에는 아름다운 산호 정원이 형성되어 있다.

Sweetlips Corner
멘디오섬 북쪽 끝에 위치한 테크니컬 다이빙사이트이다. 수심 45m에서

Manila Channel

수심 60m까지 형성된 월에는 다이버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ㄱ’ 자

코코비치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보자를 포함한 모든 다이버가 즐길

로 꺾인 동굴이 있고, 리프의 코너와 동굴 입구 근처에서 항상 스위트립스

수 있는 사이트이다. 수심은 5~18m 정도까지 이어지며 작고 예쁜 다양한

무리가 상주하고 있다. 다만 항상 조류가 있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딥다

산호들과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빙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가진 가이드를 대동한 테크니컬 다이

The Hill

버들만 가능한 곳이다.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인근의 마르쿠스 케이브에서 리프를 따라 드

15~20m 수심으로 모래바닥으로 먹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곳

리프트 하면서 스위트립스 코너로 다이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위트

은 온갖 종류의 고비류와 갯민숭달팽이, 해마, 대왕조개(Giant Clams) 등을

립스 코너에서 마르쿠스 케이브 쪽으로 드리프트 하면서 다이빙을 할 수

볼 수 있다. 이곳은 탐침봉을 소지하고 다이빙을 할 수가 없다.

도 있다.

대왕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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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힐의 해마

마르쿠스 케이브의 비석(사진 성재원)

베르데섬(Verde) 지역
다이빙사이트
San Agapito
베르데섬 동쪽 끝에 있는 사이트로 간조 때에는 물 밖으로 봉우리가 조
금 보이는 곳이다. 사이트 인근 마을 이름이 산아가피토(San Agapito)이
며, 베르데섬 이스트 포인트(Verde East Point) 또는 베르데섬 드롭오프
(Verde Drop-off)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바슬렛 무리들이 어우러져 장관
을 이룬다.
이곳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해서 상급자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곳이지
만 사이트의 북서쪽에 위치한 코랄가든 등 얕은 곳은 초보자 다이버들이
다이빙하기에도 좋다. 사이트의 남쪽은 수심 70m까지 수직으로 된 절벽
이며, 다시 급경사로 100m보다 더 깊이 심연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이곳
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딥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Pinacle
베르데섬 서쪽 끝에 위치한 사이트로 베르데섬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 블랙피쉬 피나클(Black Fish Pinnacle) 또는 베르데섬 피나클
(Pinacle)이라고도 불린다.

Black Fish Corner
이곳은 수중의 작은 봉우리로 노련한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면 사이트
를 찾기가 어려우며,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해서 상급자 다이버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수심 70m까지 심연으로 이어지는 슬로프가 수심 30m
정도에서 외해로 툭 튀어나가 수심 20m까지 솟아오른 작은 봉우리를 만
나는데 이것이 블랙피쉬코너이다. 이곳에는 대형 부채산호와 대형 어류
들을 볼 수 있다.

Washing Machine
베르데섬 서쪽 지역에 위치하며, 이곳은 조류가 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5~30m 전후의 수심으로 조류가 세지 않은 시간에는 초보자도 가능하
다. 아름다운 지형과 여러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Boulders
베르데섬 서쪽 지역에 위치하며, 수심 10~15m 정도로 아주 완만한 경
사의 넓은 평지로 되어 있다.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야간다이빙이나 오
후 마지막 다이빙을 이곳에서 많이 한다.

Jetty
이곳은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예전에 운영하던 베르데리조트의 선착장에
위치하며, 야간다이빙에 적합하며, 작은 랍스터부터 해마까지 다양한 접
사 피사체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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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Agapito의 Anthias 무리

San Agapito의 봉우리

나비고기 무리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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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와 베르데섬은 우리 한인들의 해외 리조트 사업 진출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그래
서 한국에서 접근성이 좋고 다이빙 환경이 좋다는 의미이다. 드리프트 다이빙, 난파선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 등
여러 형태의 다이빙이 가능한 곳이다.
2011년에 오픈한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푸에르토갈레라의 도심에서 겨우 2Km 거리에 있는 사방비치의 도
심에 위치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사방비치의 최고급 리조트이며, 모든 객실이 비치를 바라보고 있
어 경관이 아름답다. 그리고 리조트 내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능하다.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탱크
를 충전하며,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 구비되어 있다. 모든 스텝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국용관 트레이너와 이호승 강사가 친절하게 가이드 하는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천국처럼 환상적인 다이빙을
안내하며,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을 진행한다.

1. 전화만하면 공항 픽업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공항 샌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2. 모든 스텝이 친절하게 서비스
3.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4. 체계적인 다이빙교육, SDI/TDI 강사교육
5. 38개의 객실을 가진 최고급 리조트, 모든 객실이 비치뷰, WIFI 가능
6.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 구비
7. 사방비치의 모든 다이빙 사이트가 10분 이내에 위치
8. 두 대의 스피드보트로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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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대표 : 임희수(Ricky)
카톡 : PDResortRicky
http : //www.paradise-dive.net/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전화 : 070-7563-1730, +63-928-719-1730

국내 리조트 소개

38마린리조트

전화 : 033-671-0380, 010-3126-5874(이은하 실장)
홈페이지 : http://www.38marine.com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글/사진 민경호(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PADI IDC Staff Inst.)

리조트 시설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다이빙
준비 공간과 다수의 탱크, 슈트를 입은 채 편하게 휴식
과 다과를 즐길 수 있도록 목재 테이블과 의자가 여유
있게 구비되어 있으며, 50명 이상은 실내 공간에서 다
이빙 준비를 할 수 있고, 샤워실과 탈의실이 양호하다.
누구나 바비큐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시원
한 생맥주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문할 수 있으므로
그룹투어에 특화되어 있다.
38스쿠버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실장은 작년
부터 38스쿠버 1층 내부에 카페 ‘코코망고’를 개업하였
다. 필리핀 투어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망고 주스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이버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기사
문 비치를 바라보며 즐기는 망고 주스는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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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단체실(복층, 30명 이상 수용 가능) 2개, 중형 단체실(15명 이상
수용 가능) 1개, 가족룸(더블침대 2개, 4~5명 수용 가능) 다수, 커플룸
(더블침대 1개, 2~3명 수용 가능) 다수 등, 동해안 스쿠버 리조트 중에
객실 컨디션과 수용인원에 있어 단연 두각을 보인다. 객실관리가 연중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고 냉방과 난방, 온수공급 등이 매우 쾌적하다.
리조트 1층에 ‘38 뚝배기’라는 국밥 위주의 한식집이 작년에 개업하였
다. 한 번에 4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고, 따뜻한 국밥을 합
리적인 가격으로 매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동해 다이빙
에 있어 점심 메뉴로 특히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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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시설
다이브 전용 보트 2대가 준비되어 있다. 승선 정원이 각 26명, 16명이라서 한 번에 많
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포인트까지의 거리도 대부분 보트로 5~10분이라서 승선의
피로도도 적다. 다이빙 전용보트이므로 입수와 출수, 그리고 이동이 편하고 안전하다.
다이브샵 운영을 맡고 있는 권기훈, 김현석 두 BSAC 강사가 직접 보트 운행을 맡기에
다이빙 진행에 있어 안전과 편의가 도모된다.
보트 선착장까지의 거리는 리조트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선착장까지 트럭으
로 장비와 탱크를 운반하여 주므로 불필요한 체력 손실이 없고, 오히려 수면휴식 공간
의 쾌적성이 도모된다.
최근 렌탈장비를 대거 새로 구비하였다. 스쿠바프로 등 양질의 렌탈장비 구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특히 낮은 수온에 대비하여 보온성 높은 슈트의 비율을 높였다. 따라서
장비 렌탈의 주 수요계층인 입문 단계의 다이버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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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포인트
기사문항 맞은편에 위치한 조도 주변으로 포인트가 산재하여 있다. 조도라는 작은
섬의 존재 덕분에 슬로프, 월 등 지형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너울이 심할 날씨에도 조
도가 어느 정도 방파제 역할을 하여 상황에 맞게 다이빙이 가능한 포인트들이 존재
한다. 수중에는 주로 크고 둥근 바위들이 가득하여 매우 개성있는 분위기를 자아낸
다. 테크니컬 다이버 내지 중급 이상의 다이버들을 위한 깊은 수심의 포인트 및 조류
포인트가 있다. 또한 조도 주변의 해역은 수중 숲 조성단지에 해당하여 인공어초들이
상당히 많고, 각 포인트마다 하강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조도가 거대한 참고물로도
기능하여
문암항
풍경 수중항법에도 유용하다. 기사문항의 대표적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아치
조도 북서쪽에 소재. 최대수심 15m. 여름철 평균수온 16~19도. 시야 5~15m. 큰 바
위와 직벽이 많은 곳으로 38 스쿠버의 대표적인 지형다이빙 포인트이다. 계절에 따라
볼락, 꽁치, 줄돔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태백산맥
조도 북동쪽에 소재. 최대수심 15m. 여름철 평균수온 15~17도. 시야 10~20m. 큰
바위들이 마치 산맥을 형성하듯 뻗어 있음. 너울이 강할 때가 종종 있으나 바다 환경
이 양호할 때는 열대바다 못지않게 시야가 확보가 되는 포인트이다. 줄돔, 멸치떼 등
을 만날 수 있다.

모자반
조도 남쪽에 소재. 최대 수심 8~10m. 여름철 평균수온 18~21도. 시야 5~10m. 작
은 바위들이 촘촘하게 있고, 숭어, 멸치, 볼락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초여름까지
는 포인트 이름 그대로 모자반이 무성함. 수심이 얕고 연중 환경이 양호하여 교육다
이빙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샌드블럭
조도에서 남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 중급 이상의 다이버를 위한 포
인트. 최대 수심 30m. 여름철 평균수온 11~12도(25m 기준). 시야 5~15m. 사각형
인공어초가 30m 수심에 층층이 쌓여있고, 바닥은 평평한 모래지형으로 되어 있음.
하강라인이 25m까지(인공어초 상층부) 뻗어 있다. 조류가 있고 수온이 낮은 편이라
서 중급 이상의 다이버를 위한 곳이다.

판도라 고(Pandora Go) 이벤트
이번 여름에 속초와 양양 등 북부 영동지역을 강타한 열풍인 포켓몬고 게임을 다
이빙에 접목시킨 판도라고 이벤트가 2016년 8월 한 달간 38마린리조트에서 성황
리에 진행되었다. 각 포인트에 포켓볼 모양의 미니 부이를 투하한 후 다이버가 이
를 습득하여 가져오면 판도라툴을 지급하는 형식이었다. 다이빙 진행에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더한 것인 바, 38마린리조트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기에, 리조트 측은 가을에는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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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특가상품안내
해왕잠수 2016-2017년 카다로그에 있습니다. 다이브센터 전용 특가 장비 세트와 제품별 특가 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샵 특별 공급가는 해왕잠수로 별도 문의부탁드리며,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다이버 특가 1 - 드라이 슈트 세트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다이버 특가 2 - 프리미엄 - 웻슈트(7mm)

아비스드라이

489-60*

\ 3,180,000

세트 구성

스마트스킨(사계절내피)

457-60*

\ 310,000

포세아 프리미엄 7mm(맨) 500-60* \ 998,000

모델넘버

가격

히트스킨(하계용내피)

457-62*

\ 190,000

아이스버그 세미부츠

Total

\ 3,680,000

Total

\ 1,096,000

특별가

\ 2,984,000

특별가

\ 877,000

400-65* \ 98,000

※ 드라이슈트 세트 구매 시, 추가할인 및 19만 원 상당의
히트스킨(하계용 내피) 무료 증정

다이버 특가 3 - 프리미엄 - 웻슈트(5mm)
세트 구성

모델넘버

마스터리프트 엑스에어 라이트 2

가격

포세아 프리미엄 5mm(맨) 501-60* \ 790,000
아이스버그 세미부츠

400-65* \ 98,000

Model No. 345-63*

1,140,000

Total

\ 888,000

시즌한정 특별가

912,000

특별가

\ 711,000

마스터리프트 에이치디
Model No. 345-68*

1,100,000

특징 및 피팅
▶ 50mm 스트랩
▶ 옥토퍼스, 압력게이지,
    칼의 특정 보관 홀
▶ 장비 보호를 위한 각 포켓에
    클립의 엘라스틱 코드
▶ 표준 다이렉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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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즘 호흡기 세트 1

비즘 호흡기 세트 2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골드 넬레우스

RK3200G

\ 1,750,000

알 넬레우스

RX3440K

\ 1,450,000

옥토퍼스 케이

SX2330K

\ 480,000

옥토퍼스 케이

SX2330K

\ 480,000

Total

\ 2,230,000

Total

\ 1,930,000

특별가

\ 1,784,000

특별가

\ 1,544,000

비즘 호흡기 세트 3

부샤 호흡기 세트 1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블랙/화이트 빈즈 스펙1

RB340*CS

\ 1,200,000

VR200 에볼루션

316-900

\ 1,070,000

빈즈

SB2600

\ 410,000

V-퍼스트

316-918

\ 250,000

빈즈 게이지 F3

GB2130

\ 600,000

Total

\ 1,320,000

Total

\ 2,210,000

특별가

\ 1,056,000

특별가

\ 1,768,000

※재고 소진 시, 원하는 색상 선택 불가

부샤 호흡기 세트 2

부샤 호흡기 세트 3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VR200 아이버그

316-90*

\ 1,030,000

VR200 아이버그

316-90*

\ 1,030,000

V-퍼스트

316-918

\ 250,000

V-퍼스트

316-918

\ 250,000

Total

\ 1,280,000

아날로그 콘솔

2 340-342

\ 280,000

특별가

\ 1,024,000

Total

\ 1,560,000

특별가

\ 1,2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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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숨

쉬 는

역 사 와

다 이 빙 하 는

것 은

다 이 버 가

가 진

특 권 이 다 .

난파선 다이빙 (Wreck Diving)
글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사진제공 이민정, 구태훈

고요한 관람객

채 아직 병 속에는 사케가 박스 그대로 놓여 있다. 워낙 규모가 거대한

2013년 수중 자연사 박물관으로 부르고 싶은 축 제도(Chuuk Island)에

난파선인지라 좁은 통로들은 많지 않았다. 전문 가이드는 나를 끌고 이

서 만난 난파선들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되묻듯 아픈 역사를 끌어

곳저곳을 다니며 보여주다 어느 한 곳에서 입구를 가르키며 들어가보라

안고 다이버들의 손길도 싫은듯 깊은 수심에 고요히 잠들어 있다. 육지

자리를 양보했다. 그곳은 서양식 뽀얀 세면대가 있었으며 손으로 부유

에 내렸어야 할 작은 탱크들, 미국 전함을 폭파시키고자 준비한 10미터

물을 거둬내자 사자모양의 제조사 로고가 보였다. 어쩜 이리 그대로인

쯤 될 법한 어뢰들, 긴박한 상황을 주고받았을 대형무전기, 산호로 뒤덮

가? 하며 생각할 새도 없이 흠칫 놀랐다. 누군가가 집어다 곱게 놓아둔

였지만 누가 봐도 알아볼 만한 선수에 곧게 선 기관총들, 먼지를 뒤덮은

유골이었다.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 되어 죽어간 6천 명이 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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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깐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 분노도 잠시, 나만을 위한
수중 박물관 같은 마음에 자리를 양보하고 기다려준 가이드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다른 곳을 보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스쿠바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활동인지 새
삼 감사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역사를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고, 몰려드는 관
광객들에게 떠밀려 출구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 나는 얼마나 고요
하고 사치스러운가? 넓고 넓은 바다에 아무렇지 않게 잠든 난파선들을 누비는 것은 우
리 다이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 ! 예술이다.”

출처 :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The Art of Diving Shipwreck
오픈워터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한 다이버들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코스에 대해 질문하
며 즐길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이 바로 난파선 다이빙코스이다. 어
느 박물관에 가도 이렇게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역사
를 관람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관심사일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브는 자연상의 서식지
를 이루고 있지만 난파선은 인간이 만든 물건이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자연에 귀속되
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산호들이 뒤덮어 변화되고,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니 자
연적인 환경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대부분의 난파선들은 깊
은 곳에 가라앉아 있기에 지난 7/8월 호 본지에서 다룬 딥다이브에 이어 난파선 다이브
를 공부한다면 훨씬 이해가 쉽고 흥미가 두 배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PADI 어드

난파선 다이브 준비하기

밴스 오픈워터 과정 중 배울 수 있으며 특화된 스페셜티 코스이기도 한 난파선 다이브

1. 난파선(Wreck)이란?

(Wreck dive)에 대한 유용한 팁과,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난파선은 보통 배가 가라앉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심하게 부서진, 파
괴된 잔해’이다. 미국 내륙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Wreck
다이빙을 간다며 차로 한 시간이면 호수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여 의문을 가졌다.시멘트공장이었던 곳을 물
로 채워 경비행기, 부식된 자동차, 바이크, 트럭 등 중
장비를 넣어둔 곳에서 다이브하고 옆에서 바비큐를 즐
긴다고 한다. 그러니 난파선을 바다에 가라앉힌 배는
Shipwreck이라고 부르는 것이 명확하겠다. 편의상 이하
난파선이라고 하겠다.

2. 난파선 다이브의 목적
호기심과 모험 - 역사적 가치
위에서 말한 Chuuk lagoon의 hailstone 작전의 경우 어
마어마한 산호초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2차대전 기간 중
일본의 주요 해군기지로 전함 Yamato와 같은 항공모함
외 주요 전쟁물자가 정박해 있었고, 1944년 2월 16일 하
루 동안 엔터프라이즈 하나가 퍼부은 폭탄만 900톤이 넘
을 정도였다. 이를 피해 lgoon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는 수
면엔 항공모함과 수중 잠수함이 배치되어 사실상 큰 학살
극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역사적 스토리와 함께라면 다
이브가 훨씬 가치 있고 재미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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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과 사진촬영
자연 상태의 산호초는 군락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공
구조물이 생기고 나면 물고기들이 숨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멋진 다이빙포인트로 자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멋진
구조물을 바탕으로 사진촬영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서
인생샷을 하나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다.

3. 난파선 다이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유물인양과 법규
인기있는 난파선의 경우 많은 다이버들이 찾는다. 때문에 다음 다이
버들이 방문해 즐기게 하려면 난파선에 있는 물건들에 손대지 않고
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난파
선이라면 학자들의 연구목적을 위해 물건을 인양, 위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난파선은 오랜 시간 동안 국제법에 따라 버려진 난파선의 경우 인양
한 유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수장된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난파선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수중가
이드에게 안내받아야 할 것이니 사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
철선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식되고 나무 또한 부서지면서 날카롭
고, 깨진 물건들과 산호들은 온통 다이버들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때문에 다이빙 중 부력조절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 혹시 모를 상
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슈트를 착용하고, 장갑, 후드도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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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힘과 쏘임

유영법

난파선은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좋은 어장이다 보니 흔하지 않으나 낚싯

계속되는 부식물은 곳곳에 존재한다. 머리 위쪽도 마찬가지다. 내뿜는 버

줄, 밧줄 등이 얽혀 있을 수 있다. 또한 물고기들이 숨기 좋은 환경이다

블로 인한 부유물이 생기며, 바르지 않은 핀킥으로 인해 뒤따르는 다이버

보니 스콜피온피쉬와 같은 위장한 생물들로부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들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난파선 다이빙 전에 수

난파선과의 접촉을 주의하도록 한다.

영장에서 효율적인 핀킥을 연습하도록 한다.

불안정한 구조물

방향감각 상실과 수면상승 불가

난파선은 오랜 세월 동안 부식이 되어 허물어지고 부서질 수 있다. 그것

난파선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보이지만 내부로 진입 시 기울어진 선체와

이 내가 다이빙하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난파선 내부를 통과

상하좌우로 뚫어진 입·출구들은 다이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

하게 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쓰러질 듯한 구조물 아래도

한 철선의 경우 나침반의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어렵다. 때

통과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은 렌턴을 통해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문에 다이빙 계획은 단순해야 하며, 진입 시 릴을

얕은 수심의 난파선의 경우는 강한 파도나 태풍으로부터 계속 파손되고

이용해 가이드라인을 따라 유영하는 것이 좋고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킹(애로우)을 통해 출구방향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짧은 다이브 시간과 질소마취
보통의 난파선의 경우 깊은 수심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트록스

의사소통 수단

공기를 이용해 다이브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강하게 추천되며, 깊은 수

난파선의 경우 빛이 충분치

심 때문에 질소마취가 올 수 있으니 짝과 함께 다이빙하는 것에 더욱 신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야

중해야 하고, 다이브 시간의 한계로 인해 안전정지 수심에 보조공기를

에 짝과 거리가 멀어질 경우

설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잘 보이지 않거나, 방향 구분
이 어렵다. 때문에 반드시 렌

4. 난파선 내부 진입

턴을 지참하길 바란다. 만일 여러 명의

써지 포켓과 에어 포켓

다이버와 함께 다이브하거나 수신호로

난파선이 가라앉은 곳에 조류가 있거나 물이 움직이는 지역일 경우 좁은
해치가 있는 곳에 물이 빨려드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지역 전문가로부
터 정보를 습득하고 가이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난파선을 통과하는
동안 다이버들이 내뱉은 공기가 상단부에 에어포켓을 만들기도 한다. 이
는 금속과 만나 공기가 부패하여 오염된 공기가 될 수 있으니 머리를 내
밀어 호흡기를 벗고 호흡하는 등의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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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힘든 다이브 계획이 있다면 대화가 가능한 소형
무선 송수신장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5. 난파선 다이빙 스페셜티 코스와 텍다이빙
PADI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이라면 난파선 다이
빙 스페셜티에 도전해볼 만하다. PADI 스페셜티 강사와
함께 4회의 실습을 통해 코스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기
회가 된다면 Micronesia의 Chuuk은 일생에 꼭 한 번 가
보길 권장한다. 나이트록스 다이버임에도 다이브 시간의
한계에 맞닥뜨린다면 간단한 TEC 40코스를 등록하기 바
란다. 일반 레크리에이션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활동으로
이 글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겠다. 가까운 전문 텍다이
빙 강사에게 문의 바란다.
텍다이버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실린더 외 추가
로 헬륨을 혼합한 기체를 이용하여 보통 3~6개의 실린
더를 사용하여 무정지 다이빙의 한계를 넘어 아주 체계적
인 계획을 통해 감압 다이빙을 실행하는 전문다이버들이
다. 이들의 지식과 기술, 체력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은 레
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TEC 40 코스만으로도 일반공기와 혼합기체를 가지고 무
정지시간을 10분 정도는 초과하여 다이브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나는 난파선 다이빙을 The Art of Diving Shipwreck이
라고 말하고 싶다.
수많은 관광객이 넘쳐나는 자연사 박물관과 비교되는 고
요한 바다에서 역사와 함께 숨 쉬는 것은 나에게 아주 특
별한 경험이다. 이는 꼭 내 아이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다이브 활동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계
속 모험을 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PADI 난파선 스페셜티
강사를 찾아 주변의 난파선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반창꼬 프로젝트 10월의 이벤트
반창꼬 프로젝트팀과 스쿠바미디어에서 코스와 장비구매지원을 드립니다
교육문의 반창꼬 프로젝트팀에 직접 신청
기재사항(이름, 연락처, 신청 장비 내역)
지원내용
딥 다이버 스페셜티 코스 신청 시
‘해왕’의 빅블루 CF1100P 렌턴 5만 원 지원, ‘수중 애로우’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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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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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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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DIVING

잠수산업안전
전 세계적인 경기 한파로 2015년 작년 한 해 국내 스쿠버 산업 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많이 힘들었다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결 같이 토로하였습니다.
아마 2016년 올해는 더 힘들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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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샵이나 리조트 등의 서비스 산업과 장비 수입업체, 잠수장비나
잠수복을 제작하는 제조 산업 종사자 및 업체 대표님들 모두를 통칭하여 잠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잠수산업안전이라 하였습니다. 즉, 사업하는 강사님들이나, 직원분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命題) 하에 이 글을 기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쿠버다이버(誌)를 구독하는 독자분들은 다소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고 내용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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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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5년 잠수분야도 일반잠수와 산업잠수 2개의 직무

디까지나 구휼(救恤)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열악한 식

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민지 노동조건 아래에서 산업재해의 발생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

Standards)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었다. 작년 NCS 개발이 6

단되나 공장 근로자의 산재에 관한 조사통계 자료는 거의 찾아 볼

개월간에 걸쳐 완료되었을 때는 무거움이 날아가 버리고, 잠수분야

수 없다. 다만 재해 위험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을

도 직무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뿌듯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스쿠

받고 있던 광산이나 항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뿐이다.

바다이버(誌) 편집장님도 수중촬영 부분을 맡아 도와주셔서 마무리

조선총독부 광무과 조사에 의하면, 광산의 재해 횟수는 1925년

가 더 잘 된 것 같다. 지난 호에서 올해는 유독 잠수와 관련된 과제

1,428건, 1930년 2,812건, 1935년 7,070건, 1938년 8,571건으

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다. NCS 개발로 해당 직무 영역에서는 파

로 매년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재해에 대한 부조의 내용으로

생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학습

는 1938년에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 개정에 따른 「조선광산광

모듈인데 학습모듈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교육기관 등에서

부부조규칙(朝鮮鑛山鑛夫扶助規則)」이 있다. 이에 따르면 상시 50

사용될 실무 교재라 보면 되겠다. 현재 약 20여 명의 잠수분야 전

명 이상을 사용하며 1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광부

문가분들로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집필한 결과가 최종

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비용과 그 기간 중 임금

개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의 100분의 40의 휴업 부조료를 지급하고, 신체 장해의 정도에 따

산업재해란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발생하였다.

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동하면서 신분의 구속에서 해
방된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도 변화되었

① 종신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자 : 임금의 400일분

다. 이러한 관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용

②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임금의 300일분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산업재해가 법적

③	종전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대형 공장 중심의
대량 생산체제는 그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산업
재해의 위험 요인을 발생시켰고, 이윤 추구가 근로자의 산업 안전

자： 임금의 150일분
④	신체 장해를 회복할 수 없어도 계속 종래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임금의 30일분을 장해 부조료로 지급

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와 시민

⑤ 광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부조료로 임금의 300일분

사회, 근로자 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산재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

⑥ 장제를 행하는 유족에게는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함

력이 이루어졌고, 산업재해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산업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
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합리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
나 통근 재해(通勤災害)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재보상제도
(産災補償制度)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
다. 즉 ILO는 1944년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 1964년
의 「업무재해와 직업병의 급여에 관한 조약과 동 권고」(제121호 조
약과 동 권고) 등에서 산업재해를 1) 업무상 재해, 2) 업무상 질병,
3) 직업병, 4) 통근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일제식민지 시기 자본제 부문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이용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자행한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
악한 근로조건, 노동 착취 및 근로자의 무권리 상태에서 특징을 찾
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산업재해는 자주 일어나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근로자의 재해보상 제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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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쟁 정책의 강화로 노동조건
이 나빠져 산업재해 발생이 더욱 증가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노동력의 공급 과잉으로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었고 노동조건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1948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
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1 953년 5월 10일에

⑤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장(章)과 더불어 사후

⑥	안전보건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등 안전문화

보상인 ‘재해보상’에 관한 장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되

추진

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수단이 공장 기계화·화
학화·대형화로 바뀌어감에 따라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였다. 또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안전·보건과 관

한 그 규모도 커지면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액수에 달하게 되어

련된 시설을 개선하고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체의 시공 능력 평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른 공사

시행하고 있다.

실적액의 감액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0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산업현장 근로자 중 하루에 6명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중 최하위권의 산업재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 후 직업에

에 따른 가감점이 부여된다. 정부 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대한 복귀율은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뉴질랜드 88%인

발생률이 같은 종류의 업종에 비해 높은 업체에 대한 포상은 제한

데, 한국은 61%이며, 원직 복귀율은 호주 83%, 뉴질랜드 81%인데

되기도 한다.

한국은 35.4%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과 산업재

더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 제도인데, 산재 예방을 위해

해 후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건강

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업주의 명예·신

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관련법 제4조 산업재

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재 예방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도

해 예방 활동을 위해 정부의 책무가 있으며, 그 책무의 범위로는 다

입된 제도이다.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음과 같다.

경우 그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단이다. 즉,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

② 재해 다발 산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
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는데, 연
간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의 평균 재
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
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 만인율이 규모
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
장은 공표 대상 사업장이며, 일간신문 또는 인
터넷에 공표가 된다. 참고로 2015년 기준 고용
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면 건설분야 중 수중전문
건설업종에서는 1건의 산업재해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잠수 분야의 업무상 질병으로는 ‘이상기압
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
병’의 범위에 속한다.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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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산재보험이 적용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요

된다. 예외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무원연금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
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
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
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
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가 시공하는 일부의 공사(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참조하시기 바란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다),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

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

해의 인정기준은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 등이 있으며,

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보험관계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독자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신고, 허위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대 300만

들어가 보면 될 된다.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작년 NCS 개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파생될 줄은 사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몰랐다. 그런데 NCS를 필두로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 이렇다보니 본의 아니게 스쿠바다이버(誌)

39조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

편집장님께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 그

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업무상 질

핑계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늦추니 말이다.

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기
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
 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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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SKIN SCUBA DIVING등 공저
현 리쿰스쿠버 운영
http://www.iantd.co.kr/leewongyo
E-mail : 010354252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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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드라이슈트

지구 온난화로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서 문제라고 하지만, 국내 특히 동해에서 다이빙을 하
는 다이버들이 느끼는 것은 수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인
지 요즘은 여름철에도 동해안에서는 많은 드라이슈트 다이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드
라이슈트의 보급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된다.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하면서, 또는 하고 난 후, 드라이슈트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네오플렌 씰

이번에는 드라이슈트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는 땀과 결로 현상으로 습기가 많이 발생하게 된
다. 이것을 다시 입고 다이빙을 한다면 괜히 찜찜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해 장비 제조업체에서는‘행에어’
란 제품을 출시했다. 이것은 어깨 폭이 넓은 옷걸이 중앙에
선풍기 효과를 내는 팬을 장착시켜 내부를 건조시키는 것이다. 필자도 이것을 구입해서 드
라이슈트 다이빙 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다이빙에서 뽀송뽀송한 느낌의 드라이슈트를

라텍스 씰

입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또 다이빙을 마치고 헹에어를 사용하면 드라이슈트 내부
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다.
현재 드라이슈트에 장착되는 목 및 손목씰의 재질은 네오플렌 슈퍼 스트래치 원단, 라텍스
재질, 그리고 실리콘 재질로 구분된다.
네오플렌 슈퍼 스트래치 원단은 신축성이 좋은 네오플렌 원단을 사용하는데, 목과 손목에
접하는 부분은 코팅을 해서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통상 사용자의 목과
손목에 적절히 맞게 제작되어 장착된다. 라텍스 재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실리콘 씰

본인의 목과 손목에 적절하게 맞도록 절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요즘은 실리콘 씰도 많
이 사용하는데, 세 가지 재질 중 가장 신축성이 좋으며, 주로 자가 교체용으로 사용된다. 신
축성이 좋은 만큼 재질이 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목씰과 손목씰은 재질에 상관없이 사용 후에는 다이버의 땀과 기름 등이 묻어있게 되는데,
이것을 잘 처리해 주어야 보다 오랫동안 씰을 사용할 수 있다. 목씰과 손목씰 내부를 깨끗한
물을 묻힌 수건으로 잘 닦아내고 건조시킨 다음, 향료가 첨가되지 않은 파우더를 잘 발라주
면 된다. 여기에 향료가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은 향료로 인해 씰의 부식을 더 빨리 진행
시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가 교체용 실리콘 손목씰

행에어

파우더

파우더를 바른 라텍스 목씰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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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는 예전에는 메탈 지퍼가 주였는데, 요즘은 플라스틱 지퍼를 많이 사
용한다. 메탈 지퍼는 관리가 좀 더 까다로운데, 건조 후에 지퍼 왁스나
지퍼 케어 등을 발라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 지퍼는 메탈 지퍼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지나, 부드럽고 유연하
기 때문에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플라스틱 지퍼는 건
조시켜서 보관을 하고, 사용할 때에는 지퍼의 끝부분에 실리콘 그리스를
얇게 발라서 지퍼를 닫게 되면 방수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인 밸브와 아웃 밸브도 잘 세척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 버튼이
불량일 경우, 드라이슈트 내에 기체가 계속 공급될 수도 있고, 아웃 밸브

메탈 지퍼

가 불량일 경우에는 기체 배출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퍼 왁스
지퍼 케어
플라스틱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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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그리스

LAW

다이빙 법률

스쿠버다이빙 중에 어패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본고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째서 다이빙 중에 어

패류를 잡으면 처벌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글을

글 노용준 (판사, 사법연수원 42기, PADI DM #365632
온더코너 www.onthecornerdive.com 동호회 회원)
이메일 : okavangoinsummer@gmail.com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관련 규정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분석하여 쉬운 표
현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되는 지에 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련규정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현이 맞을지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법은 둘 다

스쿠버다이빙 중에 어패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위 조항은 ‘수산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

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설명하기 위해 우선 관련 규정부터 소개 하겠습니다.

니다. (조항을 끊어서 읽으면 그 해석이 쉽습니다.) 수산자원이

4) ①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도대체

① 수산자원관리법

란 ①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이고, ② 국민경제 및 국민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른 법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에 유용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복이 국민경제에

③ 수산업법

도움이 안 된다거나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

이렇게 3개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의 질문에 대한

수산업법

로 ‘수산자원’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보겠지만

제2조(정의)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전복을 따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 규정은 시시때때로 개정되거

입니다. 얼핏 드는 생각으로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이 되기 어

2010.1.25, 2015.1.20, 2015.6.22>

나 폐기되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떠한 법 규정이

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사리를 채취해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적용되는지는 그때그때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가

야 한다거나 채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장 가까운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구체적인 내용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설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

1) 흔히들 ‘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

막상 찾아보게 되면 법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라. 수산업법 제2조 제12, 13, 14호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는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업인이란 ① 어업자, ② 어업종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위 법 이름을 검색하
게 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www.law.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그런데 우리는 어업자가 누구인지, 어업종사자가 누구인지 쉽

go.kr/main.html)를 통해서 법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

1) 이번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바로

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13호, 제14호에 연달아

니다.

우리의 행동을 금지조항입니다.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벌칙조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① 어업자란

2) 이번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조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

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업을 경영하는 자, ②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

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65조 제2호입니다. (참고로 법을

2) 분석을 해보면 ①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

보게 되면 ‘제O조’가 있고, 그 아래에 동그라미 숫자 가령 ①,

업인’이 아닌 자는,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

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

②, ③ 이런 것이 있으면 ‘제O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는,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참

아래에 1. 2. 3. 이런 것이 있으면 ‘제O호’라고 읽습니다.) 관련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① ‘수산업법 제2조

고로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각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② ‘해양수산

부분의 취미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스쿠버다이버들은 ‘어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편, ③

업자’나 ‘어업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규정(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④ 포획, 채취는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2013.8.13, 2015.6.22>

3) 포획은 사냥하는 것이고, 채취는 따는 것으로, 아마도 포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획은 수산동물을 염두에 둔 표현 같고, 채취는 수산식물을 염

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복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은 동물인데 과연 포획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님 채취라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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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1. 투망

대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스쿠버다이

2. 쪽대, 반두, 4수망

빙 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웨이트(납)’이 과연 ‘잠수용 스쿠

전복을 건네받아 소지·유통·가공·보관한 사람은 최대 2년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버장비’일까요.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만약 전복을 채취한 사람으로부터

4. 가리, 외통발

7) 우리 법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만약 여자친구가 스

5.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잠수용 스쿠버장비’입니다. 이번 주제에 관한 글을 쓰면서 관

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따온 전복을 받아 남자친구가 전복죽을

6. 집게, 갈고리, 호미

련 법 규정을 찾아보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라는 표현이 등

끓인 경우, 전복죽이 전복을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가

7. 손

장하여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적인 생각입니다, 전복죽을 끓이는 것이 ‘가공’을 하는 것이

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수산자원관리법

구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남자친구는

1)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①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도대체 누구인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입법자의 의사는 직접 스

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2015.3.27.>

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을 채취한 사람보다, 그 사람으로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부터 채취한 전복을 넘겨받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

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해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매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
하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냐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

양수산부령’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나온 ‘해양수산부령’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3.27.>

2) 대한민국의 법령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의 구조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한자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3) 결국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린 다이버(Green Diver)로서 직접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가 포획하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건네받아 소지하거나, 유

이, 시행규칙(부령)은 각각의 관련부처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65조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1) 드디어 마지막 조항입니다.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처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이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일 수

벌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 소위 ‘처벌의 정도’가 바

것입니다.

통, 가공,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직접 수산자원을 채취한

산업법의 어떤 조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뀌게 됩니다. 우선 제65조부터 해석해보겠습니다. ① 수산자

그 때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수산자원

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② 수산자원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 ‘법 제18조에 따라~’라고

포획·채취한 자는 ③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비어업인이 ‘잠수용 장비’를 사용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수산자원관리법

되어 있습니다. ①, ②는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고, 결국 우리

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결론

제18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바다 속에서 전복을 채취한 경우

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만일 위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6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에 위반하여 포획하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3)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은 해석이 상당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의 최하한은 5만 원입니다. 형법

보관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규형식이 어긋나 있는 것

제45조)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스쿠버다이버가 수중의 여러 생물을 포획하거나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

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써 그 형이 정해집니다.

2조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2)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7조 (누구든지

채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

에는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으로 되어 있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고, 최근 들어 많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산자원을 채취하였다

습니다.(참고로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는 ‘입어자’를 정의하고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있습니다.) 아마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소한 「격

한 부분 같습니다.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

4) 이제 위 시행규칙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① 수산업법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

월간 스쿠바다이버」 구독자분들만큼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글을 써 보았습니다.

에 의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구

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

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잠수용 스쿠

획·채취하지 못한다, ③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

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을 채취한 사람은 최대 1천만 원 이

※ 이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소속 기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①의 해석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③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 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하 ‘투망 등’
이라고 합니다)을 의미하므로, 투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
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투망 등에 해당
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서만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
다면 스쿠버다이빙 중 손으로 전복을 따면 되는 것 아닌가 하
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아래의 ③에서 해결됩니다.
6) ③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이상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
은 (손으로 채취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
다. 한편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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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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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그로브(Mangrove) 숲의 특징
소금기 가득한 바닷가 갯벌에 사는 나무

뿌리는 굵은 주된 뿌리들이 여러 갈래로 사방으로 퍼져 나는 모습이

바닷가 갯벌에 가면 식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금기가 가득한데다 수

다. 곧은뿌리와 수염뿌리의 절충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뿌리의 윗

시로 바닷물 속에 잠기고 토양의 점도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이 땅 위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보기에 튼튼한 삼발이 위에 줄기

맹그로브는 이런 땅에서 살고 있으며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해안가에

가 얹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뿌리 형태 덕분에 맹그로브는 강한 조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갯벌은 물론 심지어 거의 바닷물 속에 늘 잠

와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겨 있는 땅에도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 이유는 뿌리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뿌리는 삼투압을 통해 소금기를 걸러내는 기

새끼를 낳는 나무

능도 갖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생명력이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씨를 뿌려 번식을 한다. 형태와 뿌리는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지만 씨를 만드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맹그로브는

삼발이 형태의 뿌리

놀랍게도 새끼를 낳는다. 맹그로브는 가지 끝에 스스로 싹을 틔운 뒤

70종이 넘는 맹그로브는 제각각 다른 생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

번식체(Propagule)라고 불리는 작은 형태의 묘목을 일정 크기까지 길

다. 하지만 공통점은 뿌리가 모두 삼발이 형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일

러 이를 땅에 떨어뜨려 번식한다. 떨어지면서 곧바로 땅에 묻히면 그

반적인 식물의 뿌리는 곧은뿌리와 수염뿌리 두 가지 종류이다. 곧은뿌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기도 하고 물 위에 떨어지면 길게는 한 달

리는 굵은 주된 뿌리가 땅속을 파고들면서 주변에 잔뿌리가 방사형으

가까이 떠다니다 적당한 땅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기도 한다. 어느 정도

로 나는 형태이다. 반면 수염뿌리는 마치 수염이 나듯이 줄기에서 비슷

자란 묘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

한 굵기의 뿌리들이 사방으로 퍼져나는 형태이다. 그런데 맹그로브의

러한 모습은 새끼를 낳는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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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숲의 역활
생태계의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맹그로브 숲의 파괴를 그 이유로 꼽는다. 과거에는

맹그로브의 뿌리는 바닷물 속에 빽빽하게 자리를 잡은 육상의 숲과 같

해일이 발생하면 잘 조성된 맹그로브 숲이 천연 방파제로 해일의 힘

다. 아울러 진흙 속속들이 공기와 양분을 공급하면서 맹그로브 숲이

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안가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반면 맹그로브

있는 토양 1㎥에는 무려 2만에서 4만 종의 유기체가 있다고 한다. 물

숲이 파괴된 지금은 해일의 힘이 그대로 해안으로 전달되어 막대한

고기와 게, 가재, 조개 등 각종 수중생물에게는 안전한 보호처와 풍부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한 먹이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천혜의 서식처이다. 당연히 이들과 먹이
그물 관계에 있는 각종 해변동물들이 삶을 영위하는 장소가 된다. 그

해안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

래서 맹그로브 숲은 생태계의 보고이다.

맹그로브의 목재는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맹그로브는 잘 썩지 않는
고부가가치 목재로서 땔감으로도 아주 우수하여 120년 이상 동안 몇

막대한 탄소저장소

몇 나라들에서는 지속적 임업 프로그램에서 수확되어 왔다. 또한 맹그

맹그로브의 탄소 흡수량은 육상에서 자라는 소나무의 4.4배, 백합나무

로브는 새우를 비롯한 각종 수중생물의 천혜의 서식지여서 여기에 기

의 2.2배에 달한다. 1㏊의 맹그로브 숲이 매년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대어 사는 어민들은 세계 곳곳에 수백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맹그로

34톤이나 된다. 5백 ㏊의 크기라면 최소 1만 5천 톤에 달하는 탄소를

브 숲의 파괴는 이런 공동체, 촌락의 파괴와 다름이 없다. 자연과 함께

흡수한다. 이는 우리 인간이 약 1천 4백 명이 1년 동안 내놓는 탄소량

공존하는 인간들의 삶을 파괴하고 쫓아내는 행위이다.

과 맞먹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한 막대한 탄소저장소인 것이다.

해양생물들의 사료공장
맹그로브는 체내에 퇴적한 탄소를 용해된 유기탄소 형태로 만들어 밀
물과 썰물을 통해서 배출한다. 해양 생태계 전반에 꼭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맹그로브 숲이 지구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지만 맹그로브 숲이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옮겨주는 유
기탄소의 10%나 제공한다. 이것은 해양생물들을 위한 사료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연 방파제
해일이 일어나면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 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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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 업그레이드 전략

“까꿍 놀이”로부터 시작되는

아동의 유머
글 김상근 (전 나사렛대 교수)

유

아는 태어나서 첫 달부터 혼자 웃기 시작하다가, 생후 4개월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웃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엄마는 눈을 크게 떠보거나 우스꽝스럽게 찡그린 얼굴

모습을 연출하여 아기를 웃기기 시작한다. 아기는 엄마의 이런 여러 형태의 모습을 보며 따라 웃는다.
엄마는 아기를 더 웃기기 위하여 머리를 뒤로 젖혀 잠시 얼굴을 숨겼다가 “까꿍~”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보여주기를 시도한다.
이른바 ‘까꿍 놀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기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얼굴과 숨었다가 갑자
기 보이는 엄마 얼굴을 비교하며 순간적으로 혼란을 겪다가 이내 둘 다 엄마의 모습임을 지각하여 웃
음을 터트린다. 불일치를 동시에 지각하여 해소함으로써 웃음을 터트리는 유머의 핵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후 엄마는 아기의 웃음을 계속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얼굴 모습을 연출하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펭귄처럼 걷거나 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아이에게 보여 준다.
이런 사건들은 유아의 입장에서 유아가 기대하는 친숙한 상황을 조금씩 일탈시키는 것들로 유아의
지속적인 웃음 생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때 엄마가 보여주는 다양한 형상이나 사건에 대해 유아의
해석이 부정적이거나 무섭다던가 하여 위협을 가하는 상황일 경우에, 유아는 회피하거나 불안하여 울
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아이를 키워 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된 유아의 유머는 3세에서 5세가 되면서 급격한 발달을 보이게 된다. 보통 가족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중립적 반응으로 일어나지만, 나이를 먹어 갈수록 커뮤니
케이션의 상대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떼밀기, 놀리기, 조롱하기, 지분거리기 등을 통해 공격적이거
나 방어 수단으로서의 유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아동들은 이 시기에 유머를 지각하는 능력이 급
격히 향상되면서 유머를 통해 정서적 각성을 일으켜 지속적인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습득해 간다. 동
시에 불안과 위협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농담을 하고 웃음으로 회피하거나 위협을 덜 느끼는 방법
을 유머로 터득해 간다.

3세부터 시작하는 아동의 지분거리기
유머학자들에 따르면 3세 아동기에서 지분거리기가 시작되는 것은 지분거리기가 유머의 공격적 용도라
는 점을 자각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개 아동기에는 모호한 놀이적 언어를 취사선택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긍정적 지분거리기보다는 공격 성분이 더 많은 지분거리기를 행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래서 아동기의 지분거리기는 표적 인물에 대해 상처를 주고 모욕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는 것

김상근

이다. 체격이 작거나 뚱뚱한 아동을 놀리거나 지적 수행 능력이 낮은 아이들 또는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

전 KBS PD

지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때에 따라서는 우월한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열등한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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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집단 규범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분거리기는 아동 후

‘11시에 만납시다’ 등 다수 연출

기에서부터 청소년기로 넘어감에 따라 덜 공격적이고 놀이적인 미묘함이 포함된 유머러스한 것으로 발

전 나사렛대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전해 간다. 원만하고 친 사회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분거리기 형태의 유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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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장해 가면서 어른과 마찬가지로 유머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배워
가는 동시에, 엄숙 모드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유머 모드로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것도 배운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유머 속에 있는 불합치의 모호성과 다의성의 특성을 이용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유연하기 때문이다. 아동발달 학자 샤피로(Shapiro)는 지분거
림의 유머러스하고 다의적 본질은 발설자가 엄숙모드로 말한다면 체면을 위협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지적한다. 만일 표
적 인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농담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의 예에서 아동들이 행하는 유머에 나타난 심리적 사회적 기제를 살펴보자.
과묵한 여덟 살짜리 아들에 비해, 다섯 살짜리 딸아이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즐겨
한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엄마 품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잉잉…, 엄마. 쟤가 자꾸 말대꾸해.”
아들은 분하다는 듯 제 여동생을 가리켰다.

이와는 반대로 스트레스와 대처 가설에서는 유머 감각이 살갑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아들! 너 쟤랑 몇 살 차이야? 세 살이야. 세 살. 세 살 많은 놈이 그렇게 쩔쩔매?”

고통과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발달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가정에서 성

늘 여동생에게 밀리는 아들이 답답해서 엄마는 가슴을 탕탕 쳤다.

장하는 아동에게 있어서 유머는 적개심을 방출하거나 거부적이고 돌보지 않는 부모

그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아이는 어디서 꺼냈는지 때 아닌 파리채를 흔

의 주의를 끌고 인정받는 방법일 수 있다.

들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공학과 한정선 교수는 언제나 표정이 밝고 유머가 넘친다.

“사내애가 울긴 왜 울어? 사내애가?” 하며 빈정거렸다.

그와 함께 여행하면 너무 즐겁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너무 재미있게 한다. 자기소

순간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개를 해도, 평범하지가 않다.“이화여대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치는 한정선입니다. 교

“딸! 너 저기 가서 손들어!”

육공학 하니까 공부하는 책상이나 걸상 만드는 학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식이

딸은 쭈삣거리며 엄마가 가리킨 구석으로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하지만 벌 설 생각은

다. 특히 그가 하는 지분거리기는 친밀감이 담뿍 담겨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재

하지 않고 까만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잽싸게 두 손을 뒤로 감추는 것이었다.

미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렸을 적 할머니 영향이 컸다고 한다. 추운 겨울

“어쭈? 너 엄마가 손 들으라고 한 말, 못 들었어?”

에 문을 제대로 닫고 나가지 않으면, 할머니가 불러 말씀하시기를“얘, 정선아, 니 꼬

하지만, 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랑지 문에 걸렸나 보다.”
라고 하셨단다.

“난 손 없어.”
너무나도 태연한 대답에 엄마는 약이 바짝 올랐다.

곤란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슬기

“그럼, 뒤로 감춘 건 뭔데?”

발달 심리학자 스크램블러(Douglas Scrambler) 박사는 아동들에게 한 아동이 다른

그러자 딸은 감춘 손을 천천히 빼내며 말했다.

아동을 귀찮게 했을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좋은지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이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첫째 그냥 무시하는 아이의 행동, 둘

“그래, 바로 그거!”

째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아이의 행동, 셋째 유머반응으로 대하는 아이의 행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볍게 양 팔로 날개짓을 하면서 대답한다.

동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실험결과 유머로 반응한 아이의 행동이 가장 효과

“이건…, 날개야~”

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다음이 무시하기, 다음으로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기로

허걱, 엄마는 딸아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앙증맞은 동작에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

나타났다. 또한 지분거림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머가 담긴 지분거림의 가해자에게

리고 말았다.

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외부의 공격에

이때,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들이 한 마디 던졌다.

대해서 유머로 반응하는 것이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친 사회적 상호작용을 변화시

“엄만 쟤랑 몇 살 차이야?

킬 수 있으므로 공격적으로 대항하거나 무시하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십 년 차이지? 맞지? 삼십 년? 그치?”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불편한 상황을 유머로 대처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모델만큼 자녀의 바람직한 유머 모드화에 기여하는 것도 없다.

부모가 유머감각이 뛰어나면 아이도 유머감각이 좋은가? 부모가 유머 감각이 뛰어

황희 정승의 아들이 너무 놀기를 좋아하기에, 그만 자제하고 일찍 들어와 글공부를

나면 아이들도 유머감각이 뛰어날까? 부모와 다른 가족관계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게을리하지 말라고 타일렀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은 주막에서 늦

아동은 어떻게 유머를 표현하고 즐기는 것을 학습하게 될까?

도록 술을 마시고 유희를 즐기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큰절을 했다.

아동 발달 심리학자 맥기(McGhee)는 두 가지 경쟁적인 가설을 제안하여 증명하고

황망스러워 말에서 내린 아들이 대감을 일으켜 세우며“어찌 아버님께서 소자에게

있다. 결과는 극단적인 양태로 나타났다. 먼저 모델링 강화 가설에서는 스스로 유머

절을 하시나이까?”
고 여쭈니“우리 집 안에서 손님이 아니고서야 아비의 말을 거역

를 즐기며 많이 웃고 농담을 하는 부모가 유머러스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며 아동의

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자가 하나 있으니 손님으로 대접할 수밖에요. 손님

유머와 웃음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유머러스한 역할 모델이

안으로 드시지요!”이에 아들은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하고서 글공부에 정진하게 되

아동의 유머 시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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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CASIO 로고시스(수중무선통신장치)의
업데이트 워크숍 개최
LGS-RG004

(주)우정사는 지난 8월 30~31일 양일에 걸쳐 본사와 폴
리텍대학에서 CASIO 로고시스(수중무선통신장치)의 업데
이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CASIO 본사에서 기
술개발담당 Katsumi SuzukiTL와 영업담당 Chika Kohara
를 초빙하였으며, 필드 참가자로 이달우(PADI CD), 손장
원(NAUI 강사), 김민기(SDI 강사), 그리고 폴리텍대학의 민
병국 정의진 교수의 협조로 10여 명의 산업잠수과 학생들
이 업데이트된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본 행사는 (주)우정사 신명철 대표가 직접 진행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장비로 이미 한국 내 군/소방서 등
에 활발한 납품이 이루어고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스킨스
쿠바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로고시스에 대한 체험/구입문의는 (주)우정사의 이종석 과
장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 : 02-43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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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LOGOSEASE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버전 201033)
추가된 기능
1) 보이스 가이드
목소리로 작동 기능을 설명. 숙련도에 따라 상·중·
하로 설정 가능
2) 새로운 트레이닝 모드
스코어로 현재 수준 확인 가능
3) 작동 중 음량 조절
PC에 연결하지 않고 작동 중 터치로 음량 조절 가능
4) 작동 중 채널 변경
PC에 연결하지 않고 작동 중 터치로 채널 변경 가능

향상된 기능
1) 휘슬 모드 중 수신 기능 작동
휘슬 모드 중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2) 간편한 모드 전환
트레이닝 모드 또는 휘슬 모드 중 수신 모드로 변환
이 간편해짐
3) 채널 B와 C의 주파수 성능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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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니모만세(Nemo Viva)
대 표 : 서경원
전 화 : 02-387-5538
팩 스 : 02-357-5538
이메일 : nemoviva@naver.com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니모만세(Nemo Viva) 다이빙센터는 서울 중부권인 은평구 연서로에 위치
고 있는 PADI 스쿠버다이빙 교육센터이다. 니모만세(NemoViva)가 위치한
지리적 메리트는 교육생들의 교육센터로의 접근성과 잠실, 광명, 인천, 일
산 등지의 다이빙풀로의 이동성이 뛰어나 스쿠버다이빙 입문자 및 기존의
다이버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높여준다.
니모만세(NemoViva) 다이빙센터 내에는 대형 멀티비젼을 갖춘 2개의 교
육장, 장비상담실, 휴게시설 등이 있으며, 스쿠버다이빙 교육 및 업그레이
드 상담과 장비 구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이브센터이다. 니모
만세(NemoViva)는 다이빙 인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체험다이빙 및
오픈워터코스부터 다이버마스터 프로레벨까지의 전 과정을 어우르는 교
육을 진행한다.
이 센터의 철학은 ‘절대 양질의 교육을 추구하자’인데 이는 다이버 개개인
의 맞춤형 원포인트 레슨 및 레벨업을 통해 다이버 스스로 안전한 다이빙
이 가능하고 절대만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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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투어 시에도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론 및 제한수역에서의 다이빙 교
육을 개방수역까지 연계해 주어 보다 높은 양질의 교육을 완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교육질 저하가 우려되는
다수의 다이버를 교육시키지 않고 소수 다이버를 교육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니모만세
(NemoViva)는 최신의 다이빙이론 및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 메뉴얼 업데이트를 지향하
고 있으며 개개인의 원포인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생을 팀원으로 구성해주는 오픈워터 교육부터 토론수업이 가능하여 다이버들의 연대감
을 높여주게 되어, 건강한 다이버로써의 안착을 보장하게 되다. 특히 매주 진행되는 국내 및
해외투어 시 추가비용 지불 없이 교육과 연계시켜 교육 완성도를 높여준다. 한 번의 다이빙
으로 끝나는 체험다이빙이 아니라 체계화된 메뉴얼 축적과 최신예 교육시스템을 적용한 다
이빙 교육은 높은 지식과 스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이빙이 평생 취미와 즐거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유수한 다이빙 장비 업체, 정비업체와 네트워크를 체결하여 최신예 장비
를 교육생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신 기술 및 디자인이 반영
된 트렌드의 장비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 대부분 다이버장비 특성상 본인에게 맞는 모델의
선정도 어렵지만 착용 후 반품 교환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장비들의 착용 후 구매가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은 다이버들의 불만족을 줄여주고 니즈를 충족시켜주어 즐거운 다이
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준다.

니모만세(NemoViva)는 국내유일 PADI 스페셜티 24종의 모든 교육 및 자격발급이 가능
한 다이빙센터이다. PADI 스페셜티 교육이전에 각각의 입문단계를 소개하여 다이버 스
스로 선택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오픈워터와 어드벤스오픈워터 다이빙을 벗
어난 스페셜티는 좀더 전문적인 수준의 다이빙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데 최근 각광받는
딥다이빙, 드라이슈트, 사이드마운트, 아이스다이빙, 난파선다이빙, 동굴다이빙(cavern)
등 스페셜티에 대한 교육과 투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것은 니모만의 자랑이며 그 반
증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동굴다이빙 자격발급이 전무한 상태지만 다이버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이 센
터만의 교육과 기술, 캐번다이빙 포인트 개발은 이러한 스페셜티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
며 입문단계의 다이빙부터 스페셜티 딥다이빙 -> 멀티레벨 -> 사이드마운트 -> 드라이
슈트 -> 난파선다이빙 -> 아이스다이빙 -> 캐번다이빙을 모두 연계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모든 교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다이버에게는 비용절감 기회를 얻게 되며
한 번의 다이빙 스페셜티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스페셜티 교육이 서로
연계한 수업으로 진행되어 각각의 교육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PADI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육이다.
니모만세(Nemo Viva)는 BCD는 기본으로 주호흡기, 보조호흡기 등 모든 다이빙 장비의
오버홀이 가능한 지식과 정비툴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단지, 다이버의 장비구매로
만 끝나는 다이빙센터가 아니라 구매 후에도 다이버의 다이빙 횟수, 로그분석과 장비분해
조립을 통해 정비가 필요함을 일러주어 개개인의 안전한 다이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스쿠버다이빙 장비의 아키텍처와 원리는 배우는 것은 또다른 다이빙의 매력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장비의 분해조립을 통해 장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비가 가능한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스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니모만세는 소
수의 교육생을 구성하여 장비의 분해와 조립,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진행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높은 만족을 가져다준다.
니모만세(NemoViva) 서경원 대표는 “다이버는 자신의 스쿠버 장비를 최신장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요구된다면 부차적인 비용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예방차원의 정비는 보다 안전한 다이빙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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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남해 투어

욕지도, 좌사리도
난류의 따스함이 가득한 바다는 생명력이 넘실거린다.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으로 인해 출수 후의 풍경도 압권이다.
특히 욕지도의 해안절벽들은 장엄한 풍경으로 그 어느 곳보다 이국적인 인상을 준다. 뜻밖의 낯섦과 설렘이 가득하다.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 대표, PADI IDC Staff Instructor(#2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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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영

거제도

욕지도
좌사리도

욕지도 가는 방법
통영 삼덕항에서 출발하는 페리(편도 1시간, 차량 적재 가
능)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10인 이상의 그룹은 리조트(욕
지도해양리조트, 대표 이종술)에서 직접 배를 몰고 픽업을
온다. 페리는 하루 4~5회 운행하며 영동해운(055-6438973)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욕지도 풍경

소개
고성, 속초, 양양으로 이어지는 동해 다이빙에 비하여 여수, 통영, 거제로
연결되는 남해 다이빙은 인지도가 덜한 인상이 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상대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과 보트를 타고 멀리 나가야 시야가 확보되
는 점 등이 그 이유일 터이지만, 근래에는 도로 사정이 무척이나 좋아지고
다이빙 전용 선박 등이 다수 확보됨에 따라 남해의 다이빙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말 기준으로 한 리조트에 100명 이상의 다이버가 밀집하는 동
해안 리조트들과 달리 남해의 리조트는 한산하고 여유로운 매력이 있다.
해외 다이빙처럼 보트 위에서 탱크를 교체한 후 연속하여 다이빙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연중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초여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수온이 항시 20도 이상으로 확보되고, 수심이

욕지도 항구

얕은 곳이 많아 초심자들에게도 부담이 없다.
수중은 무척이나 풍성하다. 남도의 그것이다. 감태와 미역 등 수초는 열대
우림을 연상시킬 만큼 빼곡하고 그 위로 고기들의 가득한 날림이 스콜의

(3시간 30분 소요)을 타고 통영에 도착하여 먼저 온 일행이 준비해둔 숙

쏟아짐과 같다. 난류의 따스함이 가득한 바다는 생명력이 넘실거린다. 리

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삼덕항(통영 시내에서 차로

아스식 해안의 특징으로 인해 출수 후의 풍경도 압권이다. 특히 욕지도의

15분, 욕지도행 직항 페리의 기항지)에 갔다. 삼덕항에서 통영 여행자들이

해안절벽들은 장엄한 풍경으로 그 어느 곳보다 이국적인 인상을 준다. 뜻

라면 으레 먹는 충무김밥으로 요기를 한 후 8시 30분에 배에 올랐다. 온

밖의 낯섦과 설렘이 가득하다.

돌방에 누워서 부족한 잠을 채우며 갔다.
욕지도 항구에서 리조트까지는 다시 차로 15분 정도를 가야 했다. 리조

일정

트가 있는 노적마을(통영시 욕지면 노적길 89-12)은 별도 정박시설과 작

창원에서 근무할 때, 남해에서만 30년 가까이 다이빙을 한 SDI/TDI 이종술

은 해변, 그리고 속세와 단절되어야 비로소 피어나는 아늑함을 품고 있었

트레이너(‘남해수중’ 대표, 이하 이종술 대표)와 연을 맺었다. 이종술 대표

다. 욕지도해양리조트는 이곳에서 2개의 보트(15인승, 10인승), 컴프레서,

는 최근 욕지도에 숙식 일체형 다이브리조트인 ‘욕지도해양리조트(http://

10~15명 정도를 수용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을 구비한 채 다이버들을 받

cafe.naver.com/yokjidoresort, 010-3816-6055)’를 오픈하였고, 자연히

고 있었다. 리조트 바로 앞 해변은 ‘만(bay)’의 형태라서 물결이 잔잔하고,

이곳을 통하여 금번 남해 투어를 기획하게 되었다.

바위와 자갈 위주의 바닥이라 시야 확보가 용이했다. 체험다이빙, 오픈워

7월 15일 금요일 밤에 경부고속버스(강남) 터미널에서 통영행 심야우등

터 등 입문단계의 교육장으로 적절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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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배를 타고 편도 1시간을 달려 좌사리도에 도착했다. 추자도 등
제주도권에 속하는 지역이 아닌 이상, 남해에서는 가장 먼 바다 포인트
라고 한다. 통영에서 욕지도까지 1시간, 욕지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1시
간을 오는 곳이니, 육지에서 무척이나 먼 곳이다. 그 거리만큼 때 묻지
않은 야생의 느낌이 수중에도 가득하여 무척이나 충만했다. 좌사리도
에서 2번의 다이빙을 하고 다시 욕지도로 돌아와 이어서 1번의 다이빙
을 했다. 다만 너울과 조류가 약간 있어서 체력소모가 상당하였고, 덕
분에 리조트에서 먹는 식사가 일미였다. 식사는 돼지불고기 백반으로
제공된다.
식사 후 리조트 차량을 운전하여 욕지도 관광을 하였다. 욕지도는 일
반 관광객들도 무척이나 많이 찾는 곳이다. 항구에 있는 마트에 들러
수박 등 먹을거리를 사고, 관광명소(view point) 중 하나인 ‘흔들다리’에
올라 한동안 풍경을 바라보았다. 절벽은 높은 데서 급하게 떨어지고 그
위로 구름은 두텁다. 바다 멀리 해가 넘어가면서 일렁이던 물결이 금빛
비단처럼 따스하여 웅장한 절벽도 평화롭게 쌓인다. 포근한 경외가 지
천인 섬을 망연히 보았다.
리조트에 돌아와 숯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웠다. 생맥주 시설도 있
어서 맥주 맛이 일품이다. 리조트 뒷산에는 이종술 대표가 오골계 등을
50여 마리 방사하여 키우고 있다. 다음에는 닭백숙을 내어주겠다는 약
속을 받아두고 파도소리와 풀벌레소리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 어느

욕지도 수상(잿고닥홈통)

덧 남해바다 한가운데서 맞는 아침이다.
17일 일요일은 너울도 잠잠해지고 날씨도 무척이나 화창하다. 오전에
욕지도에서 2번의 보트다이빙을 하였다. 좌사리도보다는 수중생물이
적었지만, 작은 규모의 케이번 등 지형이 독특했다. 볼락, 놀래미, 멸치
등이 시야를 가득 가릴 정도로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욕지도의 바다
는 특유의 생명력이 넘실거린다.
리조트는 샤워, 장비세척, 건조의 각 시설이 소박한 편리함을 느끼도록
구비되어 있다. 리조트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3시 30분에
통영 삼덕항으로 가는 페리에 올랐다. 1시간 후 도달한 육지는 묘하게
도 이질감이 있다. 여행의 실감은 돌아왔을 때 강하다.

포인트 브리핑 _

욕지도

욕지도 수중

리조트에서 배로 10~15분 정도 거리에 포인트들이 있다. 주로 유영하
는 곳의 수심은 5~15미터 정도로 깊지 않고 완만한 슬로프 지형이지
만 바닥은 주로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섬 쪽에 붙을수록 모자반, 감태,
미역 등의 수초가 빼곡하고 그 위로 볼락, 멸치, 돌돔 및 온갖 치어들이
가득하다. 부유물이 있어서 시야는 5~10미터 정도였다.
이번 투어 때 간 곳 중 ‘잿고닥홈통’ 포인트는 절벽에 콧구멍 모양으로
2개의 굴(케이번)이 파여 있고 수중에서 그 안으로 잠시 들어가 볼 수
있는 지형이라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시야가 좀 더 확보되는 날에는
수중사진이 근사하게 나올 장소이다.

욕지도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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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사리도 수상

포인트 브리핑 _

좌사리도

주변에 다른 섬들이 가까이 있지 않은 완연한 망망대해에 외로이 있는 곳이기
에, 생명들이 가득히 소용돌이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온갖 개체의 밀집도
가 상당하다. 진행하는 매 순간마다 볼락, 멸치 등이 쏟아진다. 큰 바위들이 많
이 있으며 직벽을 끼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월다이빙도 할 수 있
다. 수심은 욕지도와 비슷하게 주로 유영하는 곳은 5~15미터 정도로 깊지 않
으며, 마찬가지로 너울과 수온의 영향 때문인지 부유물이 상당하여 시야는
5~10미터 정도였다. 간혹 돌돔, 우럭 등도 조우할 수 있었다. 지형이 무척이나
다양하여 작은 규모나마 우물 모양의 움푹 파진 곳(bowl)에서는 동행 커플이
좌사리도 수중 프로포즈 이벤트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마치며
여행의 목적은 관념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다만 여행의 공통점은 낯
섬, 설렘, 이질감 등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오래되
고 익숙한 베개에 기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
닫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여행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온더코너 www.onthecornerdive.com

좌사리도 수중

좌사리도 수중

욕지도 투어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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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미국

멕시코

칸쿤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꿈속 세계

TDI 멕시코 풀케이브 교육과
케이브 다이빙
NOHOCHI NAH CHICH 이곳은 처음으로 더블을 안 메고 계단을 내려갔으며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진 종유석들을 본 곳이라 기억에 남고, 펀다이빙 2일 차 물속에 흐르는 강이라 불리는 ANGELITA는 정말 물속이 아니라
마치 제가 구름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잊을 수 없는 포인트였다.
글, 사진 문선화 (SDI/TDI 강사, 공기놀이 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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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기놀이 스킨스쿠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TDI/SDI 문선화 강사입니다.
2011년에 처음 다이빙을 시작하여 아직 많은 곳에 다이빙을 다녀보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막연히 동굴 다이빙,
난파선 다이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모험심이 컸던 것 같
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큰 용기를 내어 테크니컬 다이빙에 입문하여 인트로텍부터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을 올해 1월에 수료하였습니다. 그 감동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2월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기놀이
스킨스쿠버에 ‘2016년 7월 20일~8월 9일/멕시코 세노테 동굴 다이빙 투어’라는 제목으로 공지가 딱~!
공지되어 있는 멕시코 세노테 사진들을 본 순간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긴 반드시! 무슨 일이 있
어도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기간도 방학 기간과 맞아 떨어져 아무 고민 없이 신청 댓글을 남기
고 항공 예약을 하였습니다.(저의 본업은 중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부끄럽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때만 해도 세노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미 멕시코의 유카단 반도와 과테말라의 페텐 등 마야문명 지역에는 석회암 암반이 함
몰되어 지하수가 드러난 천연 샘이 있는데 이것을 세노테라고 합니다. 깊이 5~40m에 달하는 이 샘은 건조기
때 유일한 수원으로 세노테 주변에 도시나 촌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토기,
인골, 향로, 장식품 등 숱한 공물이 나왔으며 세노테에서 발견된 유물은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많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동굴 사진들을 감상하며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5개월간의 긴 기다
림 끝에 이번 투어를 함께 한 일행은 공기놀이 스킨스쿠버의 대표 김성진 트레이너, 풀케이브 교육을 신청한
필자를 비롯하여 케번+인트로케이브 교육을 신청한 조명의 강사님, 권진국 강사님, 박태원 다이버, 신경화 다
이버 이렇게 우리 공기놀이팀 6명과 니모다이브 한영호 트레이너, 김교성 강사님, 이정현 강사님 3명 총 9명이
멕시코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행이 멕시코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지연, 수하물 하루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애교였으며, 비행기 시간을 놓쳐 결국 당일에 항공권을 끊고 온 조명의 강사님을 보면서 다들 멕시코를 얼마
나 오고 싶었는지 그 열정은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케이브는 가이드 1명에 최대 4명 합해서 최대 5명이서 다이빙이 가능하며, TDI의 케이브교육과정은 케번 교육
2일, 인트로케이브 교육 2일, 풀케이브 교육 4일로 풀케이브 과정을 모두 수료하려면 총 8일이 소요됩니다.
케번 다이버는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만 케번 라인을 따라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인트로 케이브 다이버는 케이
브에 진입하여 골드라인을 따라가며 공기소모량 1/6의 법칙에 따라 다이빙을 합니다. 풀케이브는 이쪽 골드라
인에서 저쪽 골드라인으로 점프하며 이동이 가능하고 공기소모량 1/3의 법칙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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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케줄을 총 14박 15일 일정으로 8일의 풀케이브교육과 4일의 펀
케이브 다이빙으로 꿈속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긴 비행시간과 시차적
응도 안되어 피곤한 몸이지만 긴장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
이곳에서의 다이빙은 다이빙센터에서 장비를 싣고, 탱크 숍에서 탱크
를 싣고 세노테로 이동, 다이빙 후 탱크 숍에 탱크 반납, 다이빙 센터에
장비보관 후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저의 풀케이브 교육과정을 지도해 주신 분은 이탈리아 출신인 TDI 알
레(Alessandra Figari) 강사님이셨습니다. 소녀처럼 순수한 면도 있고,
정도 많은 분이며 교육도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육상교육과 수중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육상교육은 수중에서
해야 할 기술을 육상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
다. 수중 교육의 시작은 장비조립 후 항상 육상장비체크, 수면 버블체
크, 수면 장비체크, 수면 브리핑 후 하강하여 또 다시 수중 안전 점검
및 기술 점검 후에 항상 안전에 안전을 가장 우선 생각하며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케이브 교육에서 배운 기술들을 정리해보면
프라이머리 릴 설치, 쿠키설치, 라인 따라가기, s-drill, valve-drill, 쿠키
제거, 프라이머리 릴 제거, 마스크 없이 유영, 마스크 안대하고 유영, 공
기공급, lost diver, lost line, 공기공급 후 마스크 안대하고 라인잡고 이
동, 주라이트 꺼졌을 경우 대처방법, 점프하는 방법, 라인에 걸렸을 때

160 |

라인 끊는 기술 등 수많은 동굴 다이빙 기술들과 케이브 다이빙 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 규칙들과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
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
들을 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며 익숙해지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
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 유영하기에 정밀한 중성
부력과 트림, 다양한 핀 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제 다이빙 실력이 부족한 탓에 교육 3~4일 차에 내 맘대로
기술들이 되지 않아 교육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으나 알
레 강사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먼저 풀케이브 교육 과정을 끝내고
저의 교육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현지에서 월드 베스트 트림
이라는 칭찬까지 받은 김성진 트레이너님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 덕
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고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8일간의 교육 장소는 1일차 CHAC MOOL, 2~4일차 EDEN에서 인
트로케이브 과정을 마치고 풀케이브 과정 1일차 CAR WASH, 2일차
EDEN, 3일차 CHIKIN HA 4일차 NOHOCHI NAH CHICH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 후 4일간의 펀다이빙 장소는 1일차 CHAC MOOL, 2일차
ANGELITA, CALAVERA Temple of Doom, 3일차 NOHOCHI NAH
CHICH, 4일차 TAJIMA HA가 있습니다.
8일간의 교육과 4일간의 펀다이빙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
는 몇몇 다이빙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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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 1일차 CHAC MOOL에서 첫 다이빙

렸어요. 다이버라면 아니 지금 다이버가 아니라도 정말 죽기 전에 꼭!

꿈에 그리던 세노테에 드디어 몸을 담그는구나 설레고 감동스럽고 벅

반드시! 멕시코 세노테 다이빙은 해봐야 한다고 적극 추천합니다.

찬 순간이었죠. 그러나 벅찬 순간은 잠시였고 그 후 끊임없이 많은 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오직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손

킬들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ㅎㅎ

수 하나하나 빚은 동굴! 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동굴의 풍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무엇보다도, 아니 살아가며 앞으로 보게 될 그 무엇보

둘째, 교육 7일차 CHIKIN HA에서의 두 번째 다이빙

다도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첫 번째 다이빙에서 케이브 진입하여 돌아 나오는 길에 알레 강사님이

받으면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동굴의 힘과 기와 무서움도 느꼈기에,

평소보다 훨씬 더 정신 없도록 스킬들을 마구마구 시키더니 두 번째

동굴 안에서는 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다이빙은 김성진 트레이너님과 둘이서만 다이빙을 다녀오게 하셨죠.

풀케이브 교육과 인트로케이브 교육이 모두 끝난 날 우리 공기놀이팀

점프해서 다른 골드라인을 따라 나가니 사람도 없고 작은 비밀스런 세

6명이서 코코봉고에서 열정적으로 즐겼던 순간, 플라야 델 카르멘의

노테가 등장! 교육 내내 스킬 수행의 연속인 다이빙이었는데 처음으로

야경들, 타코, 데킬라, 모히또, 무엇보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항상 서로

홀가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다이빙 롤모델인 김성진 트레이너님

배려하고 챙겨주었던 항상 끈끈한 우리 공기놀이 1차 케이브 팀원들.

과 다이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점프해서 다른 세노테

정말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로 나가면 마치 영화 점프처럼 꼭 순간이동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우리의 맛집을 책임지며 이번 투어에서 100회 로그

그 외에도 교육 4일차 NOHOCHI NAH CHICH 이곳은 처음으로 더블

를 쌓은 신경화 다이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웃음과 아재

을 안 메고 계단을 내려갔으며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도 믿을 수

개그를 책임져 주셨던 조명의 강사님! 동굴도 기억에 많이 남겠지만

없을 만큼 너무 멋진 종유석들을 본 곳이라 기억에 남고, 펀다이빙 2일

코코봉고도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을 항상 듬직한 동갑내기 박태원

차 물속에 흐르는 강이라 불리는 ANGELITA는 정말 물속이 아니라 마

다이버! 조용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항상 옆에서 세세하게 챙겨

치 제가 구름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잊을 수 없는 포인트였습

주셨던 우리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권진국 강사님! 그리고, 공기놀이

니다. CALAVERA Temple of Doom에서의 다이빙은 출수할 때 더블탱

의 수장! 공기놀이의 원동력! 모든 투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팀

크를 메고 수직으로 된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너무 너

원들만을 챙기며, 정작 본인은 항상 희생하며, 팀원들의 안전과 편안

무 힘들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함만을 끝까지 생각해주는 공기놀이의 김성진 트레이너님! 이렇게 멋
진 투어를 만들어 주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다시 한 번

공기놀이의 14박 15일간의 멕시코 투어!

감사드려요. 이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기억,

여자로서 더블탱크를 메고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솔직히 체력적

잊지 못할 기억을 안고 글을 쓸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너무 감사히 생

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도 잊게 하는 평생 기억 속에

각하고 있습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멋지고 환상적인 세노테의 풍경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꿈만 같았던 환상의 추억을 안겨준 멕시코!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

8일간의 풀케이브 교육 과정과 4일간의 펀다이빙까지 총 12일간의 다

할 기억을 나에게 안겨준 멕시코! 다음 번에 또 다시 멕시코에 가게 된

이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투어 덕분에 이젠 더

다면 좀 더 많은 세노테 다이빙과 카리브해 바다 다이빙도 함께 해보

블도 싱글처럼 메고 다닐 수 있게 체력도 길러졌고, 바다 다이빙과는

고 싶습니다. 공기놀이의 멕시코 2차 투어를 기약하며…….

전혀 다른 동굴 다이빙의 매력도 느껴서 다이빙에 더 빠져들게 되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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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직장인들의 꿈

세계 여행

다이버들의 꿈

세계 물속 여행
회사 책상 앞에 걸려있는 작은 세계 지도를 보며 순간순간 설렘이 차오르던 필자에게
10년 근속 refresh 휴가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4년 전 다이빙 강사가 된 이후로 대부분의 휴가를 물속에서 보냈지만
47일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한없이 짧은 시간을 오롯이 다이빙을 위해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필자는 그동안 필리핀, 태국, 몰디브 등 비교적 가까운 포인트로 다이빙하러 다녔기에
이번 기회에 욕심을 버리고(?) 지중해, 홍해, 카리브 해, 태평양을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Sky Team’의 ‘Round the World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국가의 항공편을 예약하고, 인근 국가로의 이동은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 경로를 짜면서 여행은 시작되었다.
글, 사진 김충회(SK플래닛 근무 / 사내 SCUBA 동호회 ‘그랑블루’ 운영
nomadive 강사 / PADI Inst. #293391)

2016.03.08
2016.04.16

2016.03.30

California

Mexico

Malta

2016.03.05

Start

2016.04.02

Cuba
2016.04.14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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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Egypt

2016년 3월 5일(토)~4월 20일(수) 47일간의 세계(물속)여행 루트

MALTA
47일간의 세계(물속)여행 첫 번째 다이빙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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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47일간의 세계(물속)여행 첫 번째 다이빙 여행지

MALTA
지중해의 작은 보물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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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2

필자의 회사 책상 앞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에서는 보
이지도 않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Malta).
우리나라 강화도보다 조금 더 큰 지중해의 이 작은 섬
나라에 최근 신혼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한국인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몰타로 가는 직항 편이 없어 이탈리아나 터
키를 통해 들어가고 이탈리아 로마(피우미치노) 국제공
항에서 몰타의 수도 발레타까지 비행 시간은 한 시간
반으로 왕복 10만 원 선의 저가 항공권이 많이 있다.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서 출발해 1시간 반 만에 루카몰
타국제공항(MLA)에 도착했다. 3월의 몰타는 지중해 특
유의 파랗고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에 너무나도 상
쾌했다. 공항을 나와서 미리 예약한 차를 확인하는 순
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핸들에 수동 기어

3

차량이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차가 수동 기
어이며 일부 고가의 차량이 오토매틱 기어라고 한다.
필자는 8일간 몰타에 머무를 계획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우핸들 스틱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 덕분에 몰타를 나올 때쯤 왼팔과 왼 다리에 근육이
조금 붙었다.
몰타는 워낙 작은 섬나라로 다이빙샵(다이브시스템즈몰타 ; Divesystem-

1 몰타에서 가장 먼 장거리 다이빙 포인트 ‘아주르윈도우’에
왔는데, 파도가 높아 다른 포인트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2 아주르윈도우를 배경으로(필자)
3 Sliema에 위치한 Dive Systems Malta
4 사이트 브리핑 중인 Dive Systems의 러시아 출신 강사
Sergey Markov(왼쪽)

smalta)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거의 대부분의 다이빙 포인트가 포진되
어 있다.(다이빙 센터는 PADI 홈페이지 [Dive Shop] 메뉴를 통해 가고자
하는 지역의 센터를 찾아 예약했다. http://apps.padi.com/scuba-diving/
dive-shop-locator/)
PADI 강사인 필자도 처음으로 이곳을 통해 다이빙 센터를 예약했는데,
거의 전 세계에(쿠바를 제외한, 그래서 쿠바는 유럽 지역의 다이빙 정보
를 통해 샵을 찾게되었다) PADI 센터가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원하는 센터에 이메일로 내 여행 스케줄을 보내면 예약이 끝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곳은 보트 다이빙보다는 해안가에서 걸어 들어가는
Shore 다이빙 형태가 대부분이다. 필자도 몰타에서 총 8회의 다이빙을 했
지만 보트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포인트를 찾아가기 위해
힘들게 배를 타고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몰타

4

를 찾는 대부분의 다이버는 주로 영국, 러시아 등의 유럽인들이다. 필자
가 간 다이빙 센터에서도 한국인은 아마도 필자가 처음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라 일 년 내내 따뜻할 것

Malta Diving Info

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3월의 몰타는 한국의 3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낮에는 바람이 좀 차갑긴 했지만 아우터 없이 긴 팔로 다니기 좋은 기온
이었으나, 밤이 되면 패딩점퍼를 꺼내 입어야만 했다.
당연히 다이빙 슈트도 세미 드라이나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한다. 필자가

여행기간 : 2016년 3월 7~15일까지 총 9일
다이빙 : 총 8회
다이빙샵 : 다이브시브템즈몰타(Divesystemsmalta)

준비해온 3mm 웻슈트와 후드 조끼는 다음번 이집트나 쿠바에서 입기로

다이빙 포인트 : Malta섬 전역 및 Gozo섬

하고 센터에서 7mm 슈트를 빌려 다이빙을 해야만 했다.

3월 평균날씨 : 한국의 초봄 날씨

* 4월 중순부터 해수욕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온이 올라가니 여름 시즌에
는 얇은 웻슈트로도 다이빙이 가능하다.

다이버 : 대부분 유럽인 (러시아, 영국)
3월 평균수온 : 16도 (세미드라/드라이수트)
다이빙 특징 : Shore 다이빙,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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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Grotto, UM EL EAROUD
몰타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Blue Grotto 앞에 있는 UM EL EAROUD
라는 Wreck 포인트이다.
수심 25~30m대에 위치한 길이 100m의 두동강이 난 커다란 배를 둘러
보고 오는 포인트로 달고기, 오징어, 바라쿠다를 확인할 수 있다.

X127 W HTER
높은 파도를 피해 몰타의 수도 발레타의 항구에서 다이빙을 했다.
몰타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지중해의 패권을 잡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 수
백년간 외세의 침략이 빈번하였고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많아
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난파선이 산재해 있다. 그런 역사적 아픔이 지금은
훌륭한 다이빙 포인트가 되었다.
X127 WATER LIGHTER Wreck 역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난파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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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tt L'Ahmar (MV KARWELA) Weck
몰타섬과 고조섬, 코미노섬을 오가던 두 대의 커다란 페리는 2006년 수명을
다하고 바닷속으로 가라 앉으면서 훌륭한 난파선 포인트가 되었다.
인공적으로 가라앉힌 배라 모든 창문, 문, 해치가 개방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
하게 배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다. 다이빙 플랜은 수심 30m 지점의 3층 선실
내부로 진입해 계단을 통해 한 층 내려가 2층을 돌아본 후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루트다.

난파선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된 탄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Xatt L'Ahmar (MV KARWELA)
몰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아주르 윈도우(Azure Window)를 가려면
페리를 타고 고조(Gozo)섬에 들어가야 한다.
Xatt L'Ahmar (MV KARWELA) Weck의 모습

고조(Gozo)섬에 들어가기 위해 페리에 탑승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내려가는 다이버
2016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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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선실 내부의 모습

3층 외부에서 선실 내부로 들어가는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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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tt L'Ahmar (MV COMINOLAND)의 모습

몰타의 즐길거리

영어 따윈 못해도 상관없어!

하자르임(Hagar Qim)에서 기원전의 인류 모습을 보거나 st.

학창 시절부터 영어 울렁증이 심했던 필자도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이빙 센

Julian's의 환상적인 노을, 이국적인 지중해 음식 이외에도

터를 예약하고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많았다.

몰타인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마샬슬록

그러나 그런 고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함께 다이빙하며 버디가 되어준 외국인

(Marsaxlokk) 어시장을 추천한다.

들은 서로의 SNS를 공유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친구들이 되었다.

특히, 주말에 운이 좋다면 그들만의 정치도 함께 느껴 볼 수

영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잘할 필요도 없다.

있다.

몰타에서 8일 동안 나는 버디에게 다이빙을 알려주었고 버디는 나에게 영어를 알려주
었다. 그렇게 자신감이 붙은 나는 나중에 쿠바에서 스페인어까지 배우게 되었다.

마샬슬록 어시장의 풍경

매일 아침 영어를 알려주던 디이브시스템즈몰타 스탭 강사인 Neville과 스페인 출신 마스터 David와 함께

마샬슬록의 ‘Partit Laburista’ 노동당 연설도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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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관기

2016 BSAC

대학생 강사과정
ITC 참관 후기
글, 사진 유한결(BSAC 강사, 건국대)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
다고 하던데 불행하게도 나는 전형적인 20대
였다. 2016년이 되어 무려 대학교 4학년이 되
었는데도 부모님이 원하는 취직 고민은 못할
망정 이 바다 저 바다로 다이빙 떠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BSAC에서 주최하는 대학
생 강사과정으로 ITC(강사 교육 과정)의 소식
이 들려왔다. 물론 아빠의 허락은 힘들 것 같
았지만 누가 뭐래도 스쿠버다이빙은 내 대학생
활 중 가장 큰 부분이었고, 평생 다이빙할 것
이 틀림없었다. 그런 나에게 ITC는 몹시 매력
적인 도전 상대였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하여 7월 1일,
내가 정말 강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ITC의 대장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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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맨쉽 테스트, 그 시작은 실로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하였으니

강사의 자질이란 무엇인가

막 만난 동기들과 나는 트레이너님들의 차를 타고 한서대학교 해양스포

버 강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토론

츠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을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다지 어색하

을 통해서 자질 10개를 꼽아보라고 하셨다. 그 후엔 다수결을 통해 더 중

지 않았고 과정의 시작은 신이 났다. 워터맨쉽은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

요한 자질은 뭐일까 다 함께 꼽아보았다. 안전 의식, 리더십, 많은 경험,

힌 시험이었다. 우리는 수영, 잠영, 입영 등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했다. 수

체력, 소통 능력 등이 있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왜 그런 요소들이 강

영 400m 경주는 힘차게 시작되었다. 다들 마치 국가대표가 된 듯 전속력

사에게 정말로 중요한지, 실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셨다.

으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특히 동기인 필훈이는 대한민국 해군 출신

우리가 말한 것 중 어떤 것도 틀리다고 지적받은 일이 없었고, 빼먹었다

의 위상(?)을 보여주며 가장 먼저 치고 나가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나

고 꾸지람 듣지 않았다. 누구는 경험을 통한 지혜를 첫째로 꼽았고, 누구

는 박태환 씨가 이곳에 왔나 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격렬했던 데에 반해

는 끊임없는 노력을, 또 다른 누구는 강사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답

5바퀴, 6바퀴, 7바퀴를 넘어가며 다들 눈에 띄게 지친 속도를 보였다. 테

은 모두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는 더 훌륭한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떠해야

스트의 시작은 그야말로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미했다. 만약 동기들이

하는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역시나

우리가 맨 처음 부여받은 주제였다. 정상근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쿠

포기해버렸다면 나도 따라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미미

너무 부족한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도 이 고민을 계속하고, 노력해서, 발

해지지 않았으니, 자꾸 가라앉는 돌 같은 친구이던 인간 물개이던 간에

전해나갈 수 있는 강사가 되리라 결심했다. 말로 쓰자니 너무 뻔한 말 같

우리는 끝까지 힘을 냈다. 나는 잠영이 포함된 400m 경주가 가장 힘들었

지만 어쨌든 결심했다!

는데 물 안에서 ‘음~~!!!~!~!~~!’ 하고 소리를 질러가며 발버둥 쳐 앞
으로 나아갔다. 끝내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지만 역시 더 잘하지 못한 아

수영장 교육

쉬움이 있었다.

수영장 교육은 4명씩 팀을 나누어 이루어졌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강사
혹은 교육생의 역할을 맡아 교육을 진행했고 정상근 교수님과 장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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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님이 우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정말 처음 물에 들어가는 교육생이 된 것처럼 돌발 상

이런 대화를 주고 받으며 과제로 두 번째 밤을 지새우

황을 일으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와 팀을 여러 번 같이했던 동기 승원이는 돌발 상황 능력자

고 있었다. 졸려 죽겠다는 서로를 깨워가며. 그러다 문

로, 항상 예외 없이 의도적인 실수로 날 당황시켰다. 덕분에 대처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상황

득 이것이 고작 둘째 날 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

통제를 위한 위치 선정에도 신경 쓰게 되었다. 브리핑부터 버디체크, 입수, 하강, 상승, 출수 그리

치 못했다. 세상에!

고 디프리핑까지 초보자들을 이끄는 강사가 집중을 멈추고 한눈 팔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서
투르고 요령 없던 우리는 정교수님과 장트레이너님의 꼼꼼한 지적을 받았고, 그를 통해 오늘의

오픈 워터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어제의 교훈을 반영하며 다이빙 교수법, 실기 교육법을 익혀갔다.

5일째 되던 날, 우리는 해양 훈련을 위해 강원도 양양

자정이 넘은 시간, 그 날의 이론 수업이 끝난 우리는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

으로 이동했다. 개방 수역에서의 교육은 좀 더 심화된

다. 왜일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수면 교육, 수중 교육 계획표 작성, 내일의 학과 발표 준비가

과정이었다. 우리는 다이빙 계획을 수영장에서 가장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수영장 교육과 이론 교육, 학과 발표는 매일 있었다.

기본적인 기술을 강습했다면 바다에서는 CBL(조절된

“난 학교 시험 때도 이렇게 안했어.”

부력인양), SMB(다이빙 소시지), 나침반 사용법, 레스

“맞아 맞아 나도.”

큐 기술 등으로 어려워졌다. 또한 환경이 바다로 바뀌

“지금 잘 수 있게 해주면 영혼을 팔겠어.”

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졌다. 특히 보트 다이

“나도 팔래.”

빙은 상황 통제가 더 어렵게 느껴졌다. 시야가 나쁘고
물이 차가워 교육생을 이끄는 것이 약간 겁났다. 하지
만 다이빙이 끝나고 나니 경험이 감사했다. 강사 입장
이 되어 하는 다이빙은 나에게 주위를 더 둘러보게 하
였다.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었고 더 많은 경험이 절실
해졌다.
한편 우리는 하루씩 돌아가며 마샬이 되어보았다. 마
샬은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책임자인데,
우리는 마샬이 되어봄으로써 물 밖에서도 계속되는 리
더의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내가 마샬이었던 날
에 나는 마샬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와
아주 혼이 났다. 반면 마샬이 체질에 딱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정다운(방년 23세)이었다. 다운이
는 나보다 동생이었지만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이세
요!!”, “자, 뭐합니까!! 이동 안하고”라며 우리를 이끌었
다. 이 얼마나 박력 넘치는 리더십인가! 우리는 단체 생
활을 하며 동기들에게서도 서로서로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보게, 자네 오늘 정말 초췌해 보이네
과정이 후반부로 넘어가며 동기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분명 과정을 시작할 땐 예쁘고 귀엽고 앙증
맞은 친구 동생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흘러감
에 따라 앙증 대신 다크서클 드리운 좀비들이 늘어났
고, 거울 안에도 한 명 있었다. 그게 놀라울 것도 아닌
것이 우리는 하루에 2~3시간 자며 스케줄을 견뎌내고
있었다. 평소의 나(-> 유한결(24세, 낮잠, 늦잠의 대명
사)라면 불가능할 일이지만, BSAC의 ITC는 나에게 다
이빙 지식과 강사로서의 기술뿐 아니라 근원 모를 슈퍼
파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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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여기 다크서클 늘어나는 중인 오빠들이 또 계셨으니 우리의 트레이너
님들이셨다. 장동국 트레이너님은 대학생도 아닌데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
우는 1인으로써 안 그래도 까만 얼굴에 눈 밑이 더 까매지고 있었다.
ITC 대학 장학생 과정에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단 한
번도 과시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계셨다. 박종섭 본부장님, 정상근 교수님,
윤상필, 최우집, 장동국 트레이너님!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마땅히 힘을 내
야만 했다.

죽음의 토잉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CPR과 토잉이었다. 그 때도 우리는 조난자, 구조자,
강사(상황을 총괄)의 역할로 나누어 훈련을 진행했다. 토잉(towing)은 배나
육지로의 랜딩을 위해 수면에서 조난자를 끌어 이동하는 것이다. 토잉은 생
각보다 훨씬 힘들고 체력 소모가 컸다. 하다가 토할 것 같아서 이름이 토잉
인 것인가 잠시 생각했었다. 토잉 중 인공호흡을 할 때는 조난자를 누르거
나 올라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조자의 정확한 자세가 중요했고 파도를 항
상 신경 써야 했다. 계속되는 훈련으로 힘이 빠지고 나면 정확한 자세를 취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이 때 최우집 트레이너님은 우리가 서서히
처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조자, 힘들지? 당연히 힘든 거야. 하지만 조난자가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힘내서 해보자.”
나는 최트레이너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고 감사했다. 갑자기 우리가 하
는 일의 책임감이 느껴지며 힘이 났다! (사실 이 때 나는 조난자 역할이라 힘
이 나봐야 별 의미 없긴 했지만) 덕분에 나는 교육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D-day
우리는 강사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워터맨십 점검, 수영장 교육 평가, 이론
시험, 학과 발표 평가, 개방수역에서의 교육 평가까지 쉴 새 없이 달렸다. 처
음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더니 어느새 훌쩍 마지막 날이 와버렸다. 우리
는 날씨가 나빠 미뤄두었던 비치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계속 흐렸던 ITC 과정 중 무려 9일 만에 푸르고 높은, 쨍쨍한
하늘이었다. 오픈 워터 강습을 마치고 렁 스윔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하지만 장비정리를 끝내고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동기들과 모두들 떨어지기가 너무 아쉬웠다. 하루 더 남아 맥주

다이버여야 했고, 또한 즐거운 스쿠버 세계로의 인솔자여야 했고, 때론 위험

한 잔 하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한 바다에서의 믿음직한 보호자여야 했다.
ITC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를 가르쳐주신 트레이너님과 본부

ITC 과정을 마치며…

장님 같은 강사가 되는 것은 솔직히 아직도 까마득하다. 강사 자격증을 받

정말 강사란 다이버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느꼈다. BSAC의 레벨 조직도

자 보물이 하나 는 느낌이었다. 강사가 된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지만, 우리

를 보면 다이버로써의 레벨과 강사로써의 레벨이 구분되어 각각 나누어져

의 진짜 레벨은 앞으로 하기에 달린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말했듯이 풍부

있다. 어떤 경험 많은 다이버가 강사보다 다이빙 실력이 좋을 수 있고, 혹은

한 경험, 강한 체력, 다이버로서의 지혜는 스쿠버 강사의 꼭 필요한 자질이

높은 등급의 다이버라고 무조건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므로, 거대하고 힘센 바다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로써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강사가 되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신 본부장님과 트레이너

위하여 명쾌하고 분명한 발표자이자 선생님이어야 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님들, 동기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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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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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루
SK 플래닛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SK 플래닛 ‘그랑블루’는 업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다이빙을 통해 해소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해보자는
취지로 2012년 8월에 결성된 사내 동호회입니다.

단 2명의 멤버로 시작했지만 활발한 활동과 유쾌한 멤버 성향에 힘입어 2015년 말
정회원만 80명으로 늘어났고, 회원들의 가족, 친구, SK그룹 계열사 직원들까지 준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회원수 200명 이상의 대형 동호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동호
회가 이처럼 성장한 것은 회원들의 열정이 남다른데다, SK 플래닛 직원이자 노마
다이브 소속 강사인 김충회 강사가 직접 교육과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고, 모든 비
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동호회 지원금 등 회사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
기 때문입니다. SK 플래닛은 사내 동호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편인데, 다양한 동
호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랑블루가 단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수중 사진/동영상 강의 및 다이빙 사이
트 공유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의 해외 정기 투어, 연 1회 대규모 교육 다이빙
을 동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추석 연휴에는 일본 이시가키 투어가 진행되며, 12월에는 작년에 이어 태
국 사우스안다만 리브어보드 단독 차터 투어를 진행합니다. 특히, 리브어보드 투
어는 지난 달 이미 신청이 마감되어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투어가 되
었습니다. 내년에는 단순 해외 다이빙 투어뿐만 아니라 수중 쓰레기 청소 등의 해
양 환경 보호 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랑블루’는 SK 플래닛을
넘어서 모든 직장인 다이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다이빙이라는 취미를
통해 끈끈한 동료애로 뭉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켜 한 번 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
보고자 합니다.
SCUBA DIVER 독자분들도 조만간 바다에서 한 번 뵙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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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7년
투어문의처 :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M/V DISCOVERY PALAWAN 호

필리핀 보홀

인도네시아 반다해

팔라우

일정 10월 7~12일

일정 11월 4~18일

일정 2016년 11월 24일~12월 2일

특징 보홀의 발리카삭으로 바라쿠다와

특징 아름다운 범선 TAMBORA와 함께하는

특징 설명이 필요 없는 블루홀, 블루코너 그리고

잭피쉬 떼를 만나러 갑니다.

반다해 남쪽(Kei Island, Banda Sea,

저먼채널의 팔라우투어

Southwest Mollucas) 여행

멕시코 소코로

2017년 몰디브 리브어보드

2017년 묻지마 투어!

일정 12월 12~24일

일정 2017년 4월 29일~5월 7일

일정 2017년 6월 7~14일

특징 집채만한 오션만타 그리고 돌고래와 교감을

특징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를 이용해 떠나는

특징 믿고 떠나는 액션투어의 묻지마투어.

나누는 그곳, Soccoro Island!!

몰디브 리버보드

이번엔 리버보드!!

2017년 코모도 투어

2017년 추석 스페셜 I

2017년 추석 스페셜 II

일정 2017년 8월 12~19일

일정 2017년 9월 30일~10월 9일

일정 2017년 9월 29일~10월 9일

특징 수중사진가를 위한 ‘SEACAM PHOTO-

특징 단 하루의 휴가로 떠나는 인도네시아 라자암팟

특징 따뜻한 바다에서 만나는 망치상어의 환상

SHOOT’ 스페셜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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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6인승 범선 TAMBORA로 떠납니다.

군무와 암본의 마크로 천국

다이빙 여행을 갈 때 스마트폰·태블릿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매거진을 담아가자!

w w w.s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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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Divng Sites

제주
오키나와제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 이시가키/요나구니)

홍해
(다합/샴엘셰익/후루가다)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몰디브

필리핀

팔라우
얍/축
마나도/렘베해협/방카섬

라양라양
시파단

시밀란제도
피피섬

코모도섬

세이셜

사이판/티니안/로타

발리섬

라자암팟
반다씨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모리셔스

대보초/용갈라렉

남아공
(캐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코모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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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사와라제도

팔라우

유카탄반도
하와이

바하캘리포니아

(칸쿤/툴룸/코즈멜섬)

바하마제도

(라파즈/코테즈해/
소코르섬/과달루페)

케이만군도

벨리즈

보네어
코코스섬

0°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퉁가

피지

갈라파고스제도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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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s Divng Sites

라유니온

수빅만

아닐라오/보니또
베르데섬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마린두케
돈솔
아포리프

롬블론섬
보라카이섬
말라파스쿠아섬

코론
엘니도

모알보알
(페스카돌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막탄섬

레이테(소고드만)

보홀섬(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까빌라오섬)
까미귄섬

두마게테(다우인)
아포섬

투바타하리프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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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ng Season Chart
다이빙 성수기

국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호주
인도양
남태평양
미국
갈라파고스
코코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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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다이빙 가능시기

11

12

※ 이 자료는 현지 기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이빙 시 주의사항
1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하고 현지 가이드나

8

다이빙은 허용한계수심을 지키고, 무감압 다이빙을 한다.

강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9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2

다이빙 중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3

다이빙 중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상승속도는 분당 9m 이내로

10

다이빙후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휴식 후 비행기 탑승을 한다.

최대한 천천히 한다.

11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4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12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5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상승을 시작해서

13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된 채로 일반공기로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7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보트나

14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한다.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상승한다.

15

다이빙 장비는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오버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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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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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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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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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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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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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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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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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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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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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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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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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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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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
평균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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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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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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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6년 9월 7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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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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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08:00

10: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도착
23:55

23:00

KE632

세부 →인천

01:35

07:00

05:20

OZ709

인천 → 세부

20:20

23:50

12:20

17:15

OZ710

세부 →인천

00:50

06:20

08:15

11:05

인천 → 세부

08:30

12:00

19:50

22:45

PR485
PR484

세부 →인천

00:50

06:25

Z29047

인천 → 세부

20:55

00:20
19:55

12:15
00:10

17:15
05:10

Z29048

세부 →인천

14:25

08:10

11:20

7C2405

인천 → 세부

22:00 01:30[+1]

20:35

23:55

7C2406

세부 →인천

02:30

08:00

01:00

06:00

19:25

23:00

14:30

19:35

21:05

00:35

00:15

05:40

5J189

인천 →마닐라

21:35

00:40

5J188

마닐라 →인천

15:00

20:10

Z20885

인천 →마닐라

12:55

16:10

Z20884

마닐라 →인천

07:10

12:10

7C2305

인천 →마닐라

19:35

22:40

7C2306

마닐라 →인천

23:55 04:50[+1]

LJ021

인천 → 세부

LJ022

세부 →인천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87

인천 →깔리보

08:25

11:45

PR486

깔리보 →인천

01:10

06:30

Z20039
Z20037
편명

운항구간

OZ705

부산 →마닐라

21:30 00:10[+1]

OZ706

마닐라 → 부산

03:30

PR419

부산 →마닐라

21:00

23:45

PR418

마닐라 → 부산

15:00

20:00

5J185

부산 →마닐라

21:40

00:25

5J184

마닐라 → 부산

16:00

20:50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BX711

부산 → 세부

21:20

00:45

BX712

세부 → 부산

01:40

06: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인천 →깔리보

16:55

20:15

06:55

10:15

Z20038

깔리보 →인천

10:40

15:55

Z20036

깔리보 →인천

00:40

05:5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83

부산 →깔리보

20:00

23:05
18:30

PR482

깔리보 → 부산

13:30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10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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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편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항공권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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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35

20:05

부산 ↔ 세부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세부

00:30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편명
KE631

편명
KE633
KE629
KE630
KE634

운항구간
인천 →덴파사르
덴파사르 →인천

출발

도착

16:20

22:20

18:10

00:10[+1]

01:25

09:25

23:30 07:30[+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 ↔ 사이판
항공사

인천 ↔ 푸켓(태국)
편명
OZ625
OZ626
7C3402
7C3404
7C3401
7C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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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발

도착

19:00

23:10

KE638

푸켓 →인천

00:40

08:50

OZ747

인천 → 푸켓

19:50 00:10[+1]

OZ748

푸켓 →인천

01:30

ZE531

인천 → 푸켓

21:25 02:20[+1]

22:10 03:40[+1]

ZE532

푸켓 →인천

03:20

16:00

19:45

04:45

08:30

항공사

편명
KE725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항구간

KE677

인천 → 코롤

20:50 01:45[+1]

KE722

KE678

코롤 →인천

02:55

08:05

KE724

OZ609

인천 → 코롤
코롤 →인천

출발

KE721

22:10 03:00[+1]

OZ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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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5

05:00

09:55

인천 ↔ 코타키나발루
편명

운항구간

출발

OZ757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50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35
10:45

인천 ↔ 오키나와(나하)

편명

OZ610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푸켓

15:0 0

09:30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편명
KE637

항공사

01:10[+1]
20:15 01:45[+1]
02:20 06:00
02:50 06:30
19:4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항구간
인천 → 오키나와
오키나와 →인천
인천 → 오키나와

출발

도착

09:35

11:20

19:15

20:55

09:30
12:25

11:20
14:15

09:40

11:55

09:55

12:15

13:00

15:20

OZ171

오키나와 →인천

13:20

15:40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7C1801

오키나와 →인천

16:35

18:55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35

12:50

LJ246

오키나와 →인천

13:50

16:0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3:55

부산 ↔ 오키나와(나하)

OZ758 코타키나발루 → 인천 01:10

07:15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7:55

22:10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10

05:20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30

10:25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0

23:3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25

13:25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45

07:10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호놀룰루
인천 ↔ 말레(몰디브)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053

인천 → 호놀룰루

21:00

10:30

23:30 07:00[+1]

KE054

호놀룰루 →인천

12:50

17:15[+1]

15:40 07:00[+1]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10:30

14:20

OZ231

호놀룰루 →인천

12:10

17:10[+1]

22:10

HA460

인천 → 호놀룰루

2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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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459

호놀룰루 →인천

14:40 20:00[+1]

항공사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KE473

인천 →말레

KE474

말레 →인천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SQ452

싱가포르→말레

20:45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15
2016September/October
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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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
 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
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

필
 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
입 시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
우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

일
 부 허용하는 물품(술 2병, 담배 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된다.  

2. 인
 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 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
록 한다.
•

한
 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
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일
 부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의 행태를 알고 한국
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유념하여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3. 필
 리핀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 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됨을 유의
해야 한다.
•

필
 리핀 공항 입출국 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
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반출·입된 돈은 압수되고 현장체
포 등 형사조치될 수 있다.

•

필
 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될 뿐
만 아니라 현장에 체포되어 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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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휴대품

통관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2병(1리터 이하)

담배

궐련 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통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향수

개인사용 용도 일정 양의 향수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 시 관세부과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반입불허품목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국할 때 반출 시 관세면제 가능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
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외국환신고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의약품

동·식물류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원칙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반입제한 물품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및 기타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유의사항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청(BFAD)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 양과 총 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 함  

Posted by Liv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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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Q&A

뇌수술 후 다이빙

저는 6월 말경 뇌동정맥기형으로 감마나이프 시술을 했습
니다. 처치로는 뇌혈관조영술 2회와 감마나이프 시술을 했
습니다. 결과는 3개월 후에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여행하게 되면서 스킨스쿠버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증상은 가벼운 두통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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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뇌수술은 간질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두개골을 절개하고 뇌를 손대는 수술을 한 경우 간질의 위
험성 때문에 다이빙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감마 나이프
로 수술했다면 그런 위험성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
뇌 속에 생기는 상처나 흔적이 남아있으면 항상 간질의 위
험성 역시 상존합니다. 수중에서 간질을 일으키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다이빙뿐만 아니라 모든 활

?

동에서 주치의와 긴밀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급성 외이도염?

제가 다이빙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왼쪽 귀에서 통증이 있구요,
귀에 통증 때문인지 왼쪽 머리 뒤편에서도 통증이 옵니다.
물에 들어가면 통증은 있지만 이퀄라이징은 아주 잘 됩니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A

급성 외이도염? 급성 중이염

이퀄라이징이 잘 되면서 귀가 아프다면
1) 급성 외이도염

글 강영천

2) 급성 중이염 정도가 의심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SSI Korea 교육담당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를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할 듯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

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

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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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세)늑골 골절

늑골 골절은 잘 치료하면 4~6주 이내 치유는 됩

두 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이퀄라이징을 실시해 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공보

니다. 그러나 골절이 완전히 치유되기에는 조금 더

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

의입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긴

다만, 교육생 교육을 실시할 때는 마스크 없이 잠

8월 1일에 공보의 체육대회에서 늑골 다쳐서, 살짝

다이버의 삶을 생각해보면 더 바람직합니다.

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입수 전에 코를 미리 쥐고
콧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한 뒤 물

늑골골절이나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내
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말에 제

Q

주도 다이빙 예약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바쁘신 중에도 의학적으로 다

기침하거나 크게 힘들 때만 간헐적으로 손상부위

이버들에게 속 시원한 도움 말씀을 주시는 박사님

에 통증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불편하지 않은 상태

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A

입니다. 혹시 수압이나 감압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스쿠버 베일아웃이나 스킨 베일아웃을 실시할 때,

실제 요령부득의 경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봐 걱정이 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잠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코 속에 물이 있는데 발살바를 한다면 당연히 공

요! 특히, 스킨 베일아웃 시에는 헤드퍼스트 동작으

기와 함께 물이 중이강으로 유입될 수 있겠지요.

로 잠영을 실시하면서, 콧속으로 매캐하게 물이 유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중이염이 오는 것은

A

푹 쉬었다가 ~~

압력평형 요령

속에서 이퀄라이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요주의

실제 이 질문에 대한 의사 후배의 답변을 적지 못

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콧속으로 물이 유입된 상태

아니지만 이관의 표면활성물질이 씻겨 나가면 이

했던 것이 늘 미안했는데 - 해외 다이빙 투어를 다

에서 발살바 수기로 이퀄라이징을 실시하게 되면

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

녀와서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코 인두 쪽의 이관입구를 통하여 콧속의 물이 중이

합니다.

늑골골절이 확정되었다면 약 4~6개월 다이빙 활

로 유입되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늑골은 척추

있는데요,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Q

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앞

또한, 발살바 수기가 아닌 빈공기를 삼켜서 이퀄라

안녕하세요? 저번에 아***에서 뵈었던 이@@입니

쪽의 골격이기 때문에 무거운 하중이 걸리는 스쿠

이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관의 입구가 열

다. 이번에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보라카이로

버라면 부러진 쪽에 더 심하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이로 물의 유입

다이빙을 하러 가는 관계로 같이 다이빙을 못하게

다이빙을 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되었습니다.

마우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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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보라카이에서 와이프랑 다이빙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지
만) 와이프가 초보다 보니 마우스피스를 과하게 꽉 깨물었던 것 같습니다. 다
녀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턱 관절(자세히 말하면 좌측 귀 밑 부분)이
아프다고 하네요.
항상 아픈 것은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 좀 많이 입을 벌리게 되면 아프다고
합니다. 움직이다보면 딱딱(뼈 부딪치는 소리 같은) 소리도 나고 있고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맞춤형 마우스피스

@@씨 반갑습니다.
하악골은 귀뼈(측두골)와 관절을 이루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도
와줍니다. 마우스피스를 과하게 물면은 이곳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TMJTemporo Mandubular Joint)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마우스피스가 입에서 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
에 심하게 물고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대부분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벼운 진통제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
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면 쉽게 재발하기도 하는 질환이기도 합
니다. 시중에 치아 형태에 꼭 맞출 수 있는 마우스피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이빙할 때 이놈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

고막 천공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막손상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에 이렇게 몇 자 남겨
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중순쯤 동해바다로 다이빙을 갔습니다.
그 날 첫 번째 다이빙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m 정도에서 수압 때문에
압력평형을 유지하고자 이퀄라이징을 실시했는데요. 왼쪽 귀는 시원하게 뚫
려서 압력평형이 가능했지만 오른쪽 귀가 말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
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오기
가 생긴 저는 결국 코를 틀어막고 최대한 세게 이퀄라이징을 했는데 귀에서
삐~ 소리와 함께 상당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픈 통증을 참고 겨우 압
력평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30분간 물속에 있다가 올라왔지요. 배 위에 안착
한 후 후드를 벗는 순간 귀에서 피가 주르륵~
그 일이 있고 바로 이튿날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약도 3일치 처방을 받
아 열심히 먹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가서 귀안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안심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이
빙을 다시 해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오른쪽 귀가 이퀄라이징이 안 된
다는 거죠.
다시 잠수하러 갈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귀가 먹먹하거나
아픈 것도 없는데 이퀄라이징이 가능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박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완전히 치료부터 하시고

처음으로 글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 이번에 남기고 다시는 남길 일 없이 안전
하게 다이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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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압력평형으로 인해 고막이 손상을 받은 듯

Q

Q

합니다만 - 이것이 고막 손상으로 왔으니 망정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57세 남성다이버입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해서 척추

지 정원창 파열로 나타났으면 청력을 완전하게 잃

다이빙 경력은 20년차입니다. 올해 종합 검진에서

유압술을 받았습니다.

녹내장

척추 수술 후 다이빙

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압력평형이

백내장 소견이 나와 안과전문병원(실로암안과)을

수술 4개월 후부터 다이빙을 다시 하고 다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코감기나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백내장 소

다리에 통증이 계속 있어 병원에서 다시 검진했으

비염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유라면 그 시기가 지

견은 아직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녹내장소견이 발

나 수술은 잘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의 선천성

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이빙하는 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건

협착이나 다른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담당 선생님 권장 사항이 녹내장에는 다이빙 관악

가 해서 글을 남깁니다. 병원에서는 다이빙 사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

기 연주가 금물이라는데 바다를 사랑하는 저로써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 좋겠습니다.

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직업적인 다이버는

일단 대학병원 급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으시고

아니지만 가족 다음으로 바다를 소중히 여깁니다.

A

1) 코 비인강 부비동 입구 등의 내시경 검사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레져 스포츠 중에서 척추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2) 이관 기능 검사

조심하시길…

운동 중의 하나가 스쿠버다이빙입니다.

3) 청력 검사 등을 받아보고

A

4) 코 쪽의 방사선 촬영도 한 번 해보시고

이미 드린 고견을 또 부탁하시면 제 고견을 번복하

운트로 바꾸십시오. 반드시 입수한 후 실린더를 받

혹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연락주시고 방사선 촬

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녹내장도 쉽지는 않지

아서 부착하고 출수하기 전에 벗어서 보트로 올린

영이나 검사 결과를 파일로 구해서 함께 올려주거

만 조절 혹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후 승선하셔야 합니다.

나 전화로 부내주면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듯

현재 활동성 녹내장이 진행 중이라면 다이빙은 금

병원에 숨긴다면서 저한테 이실직고하시는 점 감

합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드립니다.

현재 활동성 녹내장은 No !

꼭 하셔야 한다면 백마운팅은 피하시고 사이드마

나발을 부는 것이나 압력 평형을 하는 행위 또한

Q

안압

안녕하세요? 다이빙을 사랑하는 마니아 중 한 명

마스크 속의 압착 등은 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에 녹내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 아들이 지금 12살 6학
년입니다. 다이빙을 같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들
놈이 예전에 안압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치되었구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요. 안압과 다이빙과의 관계, 교육받고 같이 해외
로 가고 싶은데 다이빙이 가능할는지요? 상승 및
하강시 안압이 혹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무척
궁금하고 만약 상관이 없다면 아들놈과 보홀로 다
이빙 여행을 가고 싶네요.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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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A

완치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현재 안압 문제가 없다면 다이빙하는 데 아무런 문

경남 통영시 정동2길 58번지 통영세계로병원 고압의학센터

제가 없습니다.

Tel. 055-648-8275(내선 230, 710)

현재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만일 문제가 있
다면 안과 의사와 상담하셔야 할 듯합니다. 마스크
속에는 특히 초보 때 마스크 압착을 경험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안질 속에 피가 날 정도의 압
착이 가해집니다. 물론 압력평형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안압이 높은 경우 이것과 겹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듯합니다.

010-8556-7529(고압산소치료실장)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 (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00~3003

2016 September/October

| 193

PDIC-SEI(YSCUBA) Intl.

Former

영덕 제이다이버스 (전길봉)

부산 씨킹스쿠버 (배봉수)

부산 아쿠아리우스 (백인탁)

서울 서울YMCA (류지한)

동해 DR-PDIC (김성문)

054-732-8884, 010-5466-7375
jdivers@naver.com

051-405-1339, 010-3853-5085
cafe.daum.net/DIVERZU
www.seakingscuba.com

051-744-2194,
010-6420-7535busan100@gmail.
comblog.naver.com/skinscuba100

02-738-7799, 010-5312-7851
ymcacpr@daum.net
www.ymcalesuire.kr

010-5364-4747
pegym@hanmail.net

대전 K-다이버스 (김영기)

광주 와이스쿠바 (박찬)

대전 대전잠수교실 (이인환)

광주 와이스쿠바 (최영일)

부산 부산스쿠버아카데미 (박복룡)

070-7627-5900, 010-5420-8844
tel5177@hanmail.net

010-3689-4100
scubajjang@gmail.com

042-625-6533, 010-8259-6091
pdicins@daum.net
www.escuba.kr

062-269-8484, 011-601-2394
minos993@naver.com
www.yscuba.co.kr

051-503-8896, 010-8384-8837
just3477@naver.com
www.scubaschool.co.kr

전북 전주스쿠버 (서규열)

대전 탑-다이버스 (정구범)

부산 동부산대학교 (심경보)

필리핀 Cebu BLUE DREAM (김성훈)

063-226-4313, 010-3600-8805
skr1114@naver.com
www.jeonjcuba.com

042-585-0528, 010-8456-2591  
optpro@naver.com

051-540-3775, 010-9313-9029
rokmc688@hanmail.net
www.dpc.ac.kr

070-4644-7005, 010-8009-4454
jigo7777@naver.com
www.divingtopia.com

서울 한국민간해상보안협회
PMC훈련센터 (배민훈)
02-338-3517, 010-5208-3517
http://blog.naver.com

인천 (사)한국구조인협회 (피성철)

거창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 (신성규)

청주 청주스쿠버 (정진영)

부산 고신대학교 (김성진)

부산 킴스마린 (김학로)

010-5419-1436, www.dhuc.co.kr/
pi9511@hanmail.net
cafe.daum.net/korea.lifesaver

055-943-8526, 010-5711-9448
cafe.daum.net/tgtg119
www.거창수상인명구조.kr

051-405-1339, 010-3853-5085
cafe.daum.net/DIVERZU
www.seakingscuba.com

051-990-2263, 010-3583-2363
sjkim@kosin.ac.kr

010-3804-3862
kimsmarine@naver.com
www.kimsmarine.co.kr

■

우리는 다른 어떤 교육단체보다 완성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즐거움, 안전,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교육자료와 교육과정 그리고 실제로 직접 해보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

우리의 교육과정은 다이버와 짝이 물 안이나 밖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교육하게 고안되었습니다.

■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다이빙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버가 됩니다.

■

강사 여러분이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이 유연함을 제공하기에 독립강사 여러분에게도 적합합니다.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과 미국 35개 주에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50년 이상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장애가 있는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헌신적인 스텝과 함께 다이버와 강사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sei-pdic.com

1959년, 최초의 스쿠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한 YMCA SCUBA!
1969년, 최초의 전문 스쿠버 강사 양성 대학, 최초의 스쿠버 구조 프로그램 개발 PDIC!
2008년, YSCUBA의 역사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 !
2011년, 세계 최고의 다이빙 교육지도자 연합회 S.E.I-PDIC International 창설! WRTSC의 멤버!
2016년, 57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RAINING PROGRESSION
MASTER DIVER LEVEL 4
ADVANCED DIVER LEVEL 3
ADVANCED DIVER LEVEL 2
ADVANCED DIVER LEVEL 1

SPECIALTIES

LEADER LEVELS

COURSE DIRECTOR
U/W Navigation
U/W Archaeology
Search & Recovery/Public Safety
INSTRUCTOR TRAINER
Reef Ecology
Nitrox Diver
INSTRUCTOR
Night Diver
Ice Diver
Full Face Mask Diver
ASSISTANT INSTRUCTOR
Equipment Service
Dry Suit Diver
DRAM Rescue Diver
DIVEMASTER/DIVE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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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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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i-pdic.com

DIVER LEVELS

Diving Society Diary
10월
6일 SSI KOREA : XR 나이트록스 강사 세미나(1차)
6일 SDI/TDI/ERDI KOREA :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실시
7일 PDIC/SEI/YMCA : DRAM 구조다이버 & CPR-AED 강사 과정
8일 PADI : 위험관리 세미나(서울)
8일 SSI KOREA : XR 나이트록스 강사 세미나(2차)
9일 PDIC/SEI/YMCA :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10일 PADI : 위험관리 세미나(제주)
12일 SSI KOREA : FRDB 강사 세미나(1차)
14일 PDIC/SEI/YMCA : 수중촬영&비디오 강사 과정
21일 PDIC/SEI/YMCA : AD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22일 SSI KOREA : FRDB 강사 세미나(2차)
26일 PADI :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6년 4분기
29일 PADI : 강사 시험(IE)
31일 SCUBA DIVER :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마감

11월
1일 PADI :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6일 SDI/TDI/ERDI KOREA : 멕시코 동굴 다이빙 교육
10일 BSAC KOREA : 제 9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26일 PADI :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2016년 11 월 16~19일
DEMA SHOW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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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EACAM SHOOTOUT
수중카메라 하우징 전문업체인 씨캠 주관으로
2017년 수중사진촬영대회가 열립니다.

Seacam Shootout
2017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ILIKE 에 지정 날짜에 승선, 촬영한 내용으로 심사하게 되는 이번 사진촬영대회에는
씨캠 하우징,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몰디브 리브어보드 등 푸짐한 부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리브어보드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해 봅니다.
Komodo  7월 22~31일, 8월 2~11일, 8월 13~18일
Komodo - East Flores 9월 7~19일
East Flores - Alor - Forgotten Islands  9월 21~10월 3일

Raja Ampat  11월 12~24일, 11월 26~12월 6일
부상  씨캠 하우징, 인도네시아, 몰디브 리브어보드 여행 등
modo	
  	
  
신청  액션스쿠바 02-3785-3535
Win Big Prizes
31 Juli (9 nights) 참고  www.seacamshootout.com
Live
aboard
trips in Indonesia
11 Aug (9 nights)
www.dive-away-liveaboards.com/en/ilike
& Maldives,
www.dive2world.com
18 Aug (5 nights)

Seacam housings, and a lot more ….

※ 자세한 심사 기준과 부상 등은 다음 호에 상세 안내합니다.

modo & Banda Sea	
  

19 Sept : Komodo – East Flores (12 nights)
– 3 Oct : East Flores – Alor - Forgotten Islands (13 nights)

a Ampat	
  	
  

24 Nov (12 nights)
Nov – 6 Dec (10 nights)

more information and bookings www.seacamshootout.com

DIVING INSIDE

제2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 스킨스쿠버대회 성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주최하고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
터가 주관한 제2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 스킨스쿠버대회가 지난 8월 7~8일 경북 울진군
오산항 및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일원에서 동호인 및 선수,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해양레포츠센터 홍보와
건전한 스포츠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중탐색 및 리프,
수중사진 촬영대회, 스쿠버인의 밤 행사, 스노클링 체험, 스쿠버 체험 등 해양축제의 장
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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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마린피아경기 수상자명단
순번
1
2
3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상종목
촬영대회 1위
촬영대회 2위
촬영대회 3위
수상종목
수중탐색 1위
수중탐색 1위
수중탐색 1위
수중탐색 1위
수중탐색 2위
수중탐색 2위
수중탐색 2위
수중탐색 2위
수중탐색 3위
수중탐색 3위
수중탐색 3위
수중탐색 3위



성명
조상혁
이수연
구명희
성명
안홍직
김명철
김창빈
노동진
이재호
한대희
김동진
정일수
서강보
최은영
이건형
김광정

성명
전태호
김승집
김용환
성명
신종호
한성준
하승호
이상명
변영준
신진영
정미정
김덕구
배성예
황영모
박병현
윤진균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9월 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 열려
전세계 100개 50만 명 참가, 국내는 100개 해안에서 1만 명 참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인의 환경보전 축제인 ‘국
제 연안정화의 날’ 주간이 돌
아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
일을 전후로 국내 100여 개 지
역에서 ‘제16회 국제 연안정화
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
혔다. 참석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
최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
음 시작하였다. 현재는 50개
국, 100여만 명이 참여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
가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9일 전남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중앙행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
롯하여 전라남도, 완도군, 시민단체 및 어업인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이 날에는 한국수
산경인연합회,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등 어업인 대표의 해양쓰레기 줄이기 자율실천 결
의, 시민 서포터즈(‘가꾸는 바다사항’) 발대식,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해양쓰레기 슬로건’
선포식 등이 진행된다.
각 지역별로는 해양쓰레기 워크숍, 어린이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해양환경사진 및 해양쓰
레기 재활용작품 전시회, 지역 특산 수산물 소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에 이른다. 이중 12만 톤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며, 나머지 6만 톤은 조업활동이나 선박운항 과
정에서 발생한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 경관을 훼손하며,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비는 육상 쓰레기의 약 6배로
연간 6백억 원에 달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가꾸는 것과 같
다.”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바다를 물려주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레
기를 줄이고,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지
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2016 September/October

| 201

DIVING INSIDE

필리핀 입출국 시 페소화 소지한도 상향
1.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8.23(화) 관보 922(Amendment of the

3. 그간 대사관에서는 Tetangco 중앙은행 총재 및 Dominguez 재무

Rules on Cross-Border Transfer of Local Currency)를 통해 중

장관 면담하여 페소화 소지한도의 조속한 상향을 지속 요청하였으며,

앙은행 외환규정(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에서도 7개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Transactions)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관보 게시 후 15일 이후부터 개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정된 외환규정이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2. 이러한 규정 개정으로 필리핀 입출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필리핀 페
소화 한도가 기존 10,000페소에서 50,000(약 1,090불) 페소로 상향
되었으며, 이로써 그간 우리 관광객, 기업인들의 필리핀 입국 시 겪어
왔던 불편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다.
*	연간 130여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고 있으며, 그간 지
나치게 낮은 페소화 소지한도로 인해 다수 관광객들이 입국시 1만
페소 이상 소지 페소화를 압수당하거나, 세관원들이 우리 관광객
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정보제공 : 주필리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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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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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서울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러

남해군으로

대전

오세요 !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순천
통영

남해 스쿠바 연합회
다이빙 전용선 운행

스쿠바 교육, 장비판매, 수중 공사

남해 미조잠수 리조트

남해수중

대표 이동주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68
전화 055-867-8664
핸드폰 010-8351-3939
홈페이지 미조잠수.com

대표 김정수
주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7-5
전화 055-867-4667
핸드폰 010-3556-2034
이메일 kimjs2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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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송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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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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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에 전 세계 해양생물 절반 사라졌다
Living Blue Planet Report of WWF

남획과 환경오염 등으로 지난 40여 년간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다

고 세계자연보호기금은 경고했다. 어류 중 3분의 1은 산호초를 필요로

는 충격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하며, 전세계 8,500만 명은 어류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지난해 9

보고서는 해양생물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오

월 16일 ‘살아있는 지구(Living Blue Planet Report)’ 보고서를 통해

염, 남획 등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주범은 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42년간 포유류와 어류, 해조, 파충류 등 바닷

름 아닌 인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 생태계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속 동물 1,234종 5,829개 개체군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절반가량 줄

인간에게 심각한 경제적, 신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어들었으며 일부 종의 경우에는 멸종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WWF의 해양정책 책임자인 루이스힙스(Lewis Hips) 박사도 “더 늦기

어류 중에 참치와 고등어 등은 40년간 74% 급감했다. 또 상어와 가오

전에 세계 각 정부가 해양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생태

리, 홍어류의 경우 4종 중 1종은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수질을 정화하

계를 보존하고 키우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

는 역할을 하는 해삼은 98%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호초

올 것”이라고 말했다.

는 이미 절반가량 사라졌고, 현재 추세라면 2050년쯤 멸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40년간 약 10cm 상승
올해 평균 해수면 상승률 2.48mm/yr. 남·동·서해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누적
된 해수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근 40년간 약
10cm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매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해수면
변동률에 따르면, 올해 산정한 해수면 상승률은 평균 2.48mm/yr이다. 해역별로
남·동·서해 각각 2.89, 2.69, 1.31mm/yr로 나타났다.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2.48 mm/yr)은 IPCC*(2013년)가 발표
한 전 세계 평균값(2.0 mm/yr)보다 약간 높으며, 지역별 상승률도 다소 차이
를 보였다. 최대 상승률은 포항에서 5.82mm/yr, 최소 상승률은 대흑산도에서
0.15mm/yr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률의 지역적 차이는 지반 침하, 연
안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 등 국지적인 요인과 해역별 수온 상승 차이에 따른
열팽창 효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질의 해수면 관측자료 생산 및 제공과 더불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지적 해수면 상승 원인 규명과 함께 미래 상승
에 대한 예측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IPCC(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 기후변화 관련 전 지구적 위험 평가 및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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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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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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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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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섬에

요한다이브샵 오픈

환도상어로 유명한 세부섬 최북단의 말라파스쿠아섬에 오철환 강사가

J0HAN DIVE

한국인 다이빙샵 요한다이브(Johan Dive)를 오픈하여 영업중이다.

홈페이지 : 오철환
홈페이지 : www.johandive.com
이메일 : chelhwanoh@naver.com
카카오톡 아이디 : johandive
인터넷폰 : 070-7759-8602
필리핀현지번호 : (+63) 0905 550 0145

필리핀항공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 확대

필리핀항공(www.philippineair.co.kr)은 인천/부산 -마닐라/세부/보라카이 구간에 9월 15일부
터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수화물 허용한도 확대방침에 따라 이
코노미 클래스는 기존 수하물 한도 20kg에서 30kg로 늘어나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40kg으
로 기존 허용 한도에서 10kg 증가된다.
위탁 수화물이 많은 한국의 스쿠바다이버 여행객들은 이번 조치로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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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필리핀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시설 지원

여수프로젝트, 필리핀 등 개도국 해양 문제 해결사로 활약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현재 여수프로젝트로 ‘자카르타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쓰리랑카 해양쓰

신평식)은 필리핀 기마라스주 동부 연안 샌로렌조와 시부낙 지

레기 관리능력 개발’, ‘사모아 연안재해 저감’, ‘베트남 연안생태계 및 수질조

역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17일 필리핀 현지에

사·분석’, ‘방글라데시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등 총 24억 원 규모의 6개 사

서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업이 추진 중이다. 개도국 인적 능력 배양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여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5억 원

‘여수국제아카데미’ 등 교육훈련 사업도 하고 있다.

을 들여 ‘필리핀 기마라스주 연안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행’ 사
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해양
보호구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감시소, 감시선과 경계부표 등
관리시설을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박람회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과 사무엘 구마린 기마라스 주지사
등 필리핀 정부 관계자, 필리핀 대학 교수진 등 100여 명이 참
석하였다. 구마린 주지사는 준공식 기조연설에서 “동 시설 건
립으로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수산업·관광업도 발전시키는 계
기가 마련되어 기쁘며, 해양보호관리 시설을 지원해 준 한국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을 총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윤호 박사

해양보호구역 감시소

는 “한국의 해양 기술력으로 기마라스주의 아름다운 해양 자
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현지에 적합한 해양보호관
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 필리핀 정부가 기마라스주에서 수
산자원 남획 등으로 해양 서식지가 파괴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아져 우리나라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지
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기마라스주는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Visayas)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맹그로브숲과 해조류, 산호초 등이 발달하여 해양생물
자원이 풍부하나 자원남획 등으로 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해양보호구역 감시선

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여수프로젝트는 필리핀
등을 비롯한 개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가나 기대도 높은 편으로, 선진 해양과학기술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여수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여수프로젝트 : 2012여수세계박람회 폐막 당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개
도국 해양정책 마련과 해양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여 추진 중인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경계와 한국의 지원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시설이 세워졌음을
알리는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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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레스 코리아
마레스 XR 장비 테크니컬 세미나 안내
마레스 코리아는 XR 테크니컬 2017년 신장비와 더불어 재호흡기 rEVO 출시에 따른
이태리 마레스 본사 제품 개발 기술자인 플로렁 미쉘 로컬텔리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한다. 새로운 XR 라인 장비, XR 케브라 드라이수트, rEVO 재호흡기, 쿼드 다이
브 컴퓨터 등 다양한 장비들을 선보이고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서울과 부산 2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하기와 같다.
- 2016년 9월 28일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K호텔 본관 3층 거문고 A홀(참석인원
100명)
- 2016년 9월 29일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Studio G홀(참석인원 80명)
마레스 XR 장비 테크니컬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다이빙숍 대표님들께서는 마레
스 코리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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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BE SMART.
IT’S TIME TO BE SMART.
•1초,
One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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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rate del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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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ll times데이터 전송
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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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Hig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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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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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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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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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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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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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t
all
times
● 수영 및 수중 훈련시에 타이머로 작동 가능
• Countdown timer for swimming & pool training
High인터페이스를
memory capacity
●•USB
및 펌웨어
업데이트
• Download
dive data통해
and 데이터
update ﬁ다운로드
rmware with
the Dive
Link USB가능
interface
•(USB
Program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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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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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인터페이스
separately)
Countdown
for 출시
swimming & pool training
●•최신
펌웨어 timer
2.0버전
• Download dive data and update ﬁrmware with the Dive Link USB interface
(sold
separately)
www.pureinstinct.mar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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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TABATA 2017년도 신상품 미팅
2017년도 신상품 미팅이 ㈜우정사/오션챌린져-TABATA JAPAN 임직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 TABATA JAPAN 본사에서 9월 1~2일까지 이
틀간 진행되었다. Mr. Tataba Shinichiro TABATA JAPAN 신임 사장 취임
후, 일본 본사에서 처음 갖는 본 미팅에서는 Shinichiro 사장 체제에서의 새
로운 비전을 확인하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케팅 부
서를 신설하여 마케팅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기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2017년도 신상품 생산 계획과 금년도 DIVING 및 SURFACE
상품 판매 현황 등을 공유하였고, 국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차년도
생산 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 사항들을 건의하였다.

TABATA JAPAN 본사 방문 환영 행사 후 기념 촬영

미팅 후 저녁 만찬 자리에서. ㈜우정사/오션챌린져-TABATA
JAPAN 임직원들이 양사의 발전과 우정을 위해 건배하고 있다.

CASIO LOGOSEASE 트레이닝 세미나 개최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8월 30~31일 양일간 CASIO LOGOSEASE
트레이닝 세미나를 서울본사 및 올림픽수영장, 강릉 폴리텍대학 산업잠
수 풀장에서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특별히 일본 YAMAGATA CASIO

본사에서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직접 트레이닝을 진행하였다. 본사 세미나는
YAMAGATA CASIO 소개와 LOGOSEASE 이론 교육, 그리고 최근 이뤄진 대
규모 업그레이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론 교육을 마친 후, 올림픽수영장으로 이동하여 기본 작동 설명과 수중 트
레이닝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배우
고, 업그레이드 된 기능들을 체험해 보았다.
새롭게 추가된 ‘보이스 가이드’는 초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LOGOSEASE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강릉에서는 해양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폴리텍대학으로 이동해 민병국
교수의 도움으로 산업잠수풀장에서 2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2차 교육 후, 산업잠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LOGOSEASE 사용 교
육을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기능들을 완전히 습득하고,
LOGOSEASE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많을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추
후 국내 다이버들을 대상으로도 LOGOSEASE 트레이닝을 진행할 예정이니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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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1차 미팅. 본 미팅에서는 2016년도
신상품 출시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금년도 판
매 상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사항 등을 논
의하였다

9월 2일, 2차 미팅. 본 미팅에서는 TABATA
일본 국내 영업사원도 함께 참여하여 한일
양국의 영업 현황과 시장 상황 및 트렌드들
을 공유하며, 새로운 마케팅 방안에 대해 논
의하였다.

㈜우정사 신명철 대표와
TABATA JAPAN Mr. Tabata Shinichiro 신임 사장

NEWS IN DIVING

SCUBAPRO/해성
SCUBAPRO 리페어 세미나
지난 9월 12일 SCUBAPRO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쿠아마린(대표 한민

조립의 체험을 포함하여 올바른 관리 및 응급처치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주)에서 소속 강사님들을 위한 리페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늦은시간까지 진행된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참여 모습을 보여준 참

이번 과정에는 아쿠아마린 소속 김미숙, 강동희, 이상주, 김지현, 이미라, 전

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한민주

재철강사님이 참여하였으며, MK25Evo와 S600의 기본 작동원리 및 분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2016 September/October

| 211

NEWS IN DIVING

(주)해왕잠수
7월 20일 대구 두류수영장 부샤 쉐어링 이벤트
부샤 쉐어링 다이빙샵/센터의 주도하에 이벤트 참여자가 다양한 신장비를 자

해왕에서 출시한 맞춤슈트도 선보였다. 맞춤을 원하는 프리다이버를 위해 1년

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이빙 샵과 이벤트 참여자인 소

동안 패턴과 원단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프라다이버의 활동성 극대화를 위

속 강사님, 회원 분들에게 반응이 좋다. 특히 쉐어링 이벤트는 렌탈 장비가 아

해 울트라 플렉스 원단을 사용하고 패턴을 통해 신축성과 유럽스타일의 세련

닌 새 장비로 진행하여 회원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새 장비로 테스트한 만큼

된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현재 검정, 실버, 차콜색상이 맞춤이 가능하며 3mm,

현장에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번 드라이슈트 쉐어링 이

5mm가 가능하다.

벤트는 고가의 드라이슈트를 구매하기 전에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핀은 부샤의 가성비가 뛰어난 플라스틱핀인 문디알 원, 유리섬유인 문디알 피

고, 이를 통해 간단한 드라이슈트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샵과

브라를 테스트하였다. 2016년 새롭게 선보인 프랑스에서 제작하는 브리에의

구매하는 회원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카본 모노핀, 카본 바이핀, 유리섬유 바이핀을 테스트하였다.

7월 20일 대구 두류다이빙풀장에서 부샤 프리다이빙 쉐어링 이벤트를 진행

문디알 원 핀은 부샤의 스테디셀러 핀으로 소비자가 13.5만 원으로 뛰어난 가

하였다. 이번에는 프리다이빙 어비스 센터의 SSI 이재성 트레이너의 주도하여

성비로 가장 인기가 좋다.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핀이다. 이번에 소개된 브

약 30명의 강사님, 회원분들이 참석하여 쉐어링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장비에

리에 핀은 프랑스 핀으로 세계적인 국가대표 수중 하키팀의 장비를 생산하는

대한 간단한 소개는 해왕잠수에서 진행하고, 전체적인 리드는 센터 대표이신

브랜드이다. 정교한 블레이드와 20년 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맞춤형

이재성 트레이너님께서 진행하였다.

풋포켓으로 유럽의 프리다이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테스트했던 슈트로는 2016년 신형 젠토. 남성 부샤 3mm 에스파동 이큅트, 에

금번 테스트에서도 유리섬유, 카본핀, 모노핀 카본 등을 테스트하였다. 테스

스파동 컴퍼티션 5mm, 여성 5mm 아테나 슈트를 테스트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터들은 가볍고 효율성이 높은 핀의 장점을 언급해 주었다.

부샤 슈트에 대해서는 가성비, 보온성, 뛰어난 착용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 부샤 프리다이빙 장비로 히트 아이템인 마스크 문디알 원, 문디알 마

젠토는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이 사용한 2016년 신형슈트로 풀장 트레이닝

스크를 테스트하였다. 또한 시력 교정이 가능한 마이크로 맥스와 동양인과

시 특히 유용하다. 기존에 프리다이빙 슈트는 내부가 오픈셀이라 탈착용이 다

프리다이빙에 적합하게 용적률을 최소화한 맥럭스S도 함께 테스트하였다.

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젠토는 후드가 없고 외부가 스무스, 내부가

중간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회원분들의 단합과 신제품을 다양하게 테

네오프렌으로 탈착용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수영장에서 풀 세션, 연습할

스트하고 제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많은 호응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 또한 젠토는 프리다이빙뿐만 아니라 바다수영, 철인3종

얻었다. 참여를 하는 센터/샵은 해왕잠수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를 위한 슈트가 가능하며 팔의 스트록 등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부샤(Beuchat) 리페어 세미나
부샤는 프랑스 브랜드로 1934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롯하여 글로벌 주요 국가의 해군, 특전사 등 관공서에 공급하면서 품질을 인

오래된 브랜드이다. 부샤(Beuchat)는 창립자인 조지 부샤의 이름에서 시작되

정받았다.

었다. 부샤의 ‘품질 최우선’ 원칙은 가족 경영 철학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부샤는 86년간의 최첨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 제공하고

품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로 86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934년 최초로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최첨단 고기술, 실용성’ 다이버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네오프렌 슈트 ‘타잔’을 개발을 시작으로, 유수히 많은 부샤만의 특허 기술을

브랜드이다. 세계 최초 슈트 개발로 시작한 부샤는 슈트에도 수많은 특허 기술

보유한 브랜드이다. 현재 총 90개국 나라에 공식 딜러를 통해 전세계 다이버

이 접목되었다. 최소 물유입 워터댐 시스템, 보온성 극대화를 위한 파이어 스킨

들에게 우수한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탑 선도 브랜드이다. 또한 국내를 비

적용, 탈착용이 용이하고 물유입 최소화한 목, 손목에 엘리스킨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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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었으며, 3D 입체패턴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착용감으로 잠수

강원도 삼척해수욕장 ‘이사부장군배 바다수영대회’

복의 혁명을 일으켰다.
금년에는 기모 안감이 들어간 스마트 스킨 모델을 출시하면서, 보온성 극대화, 편리

8월 20일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정신을 기리는 ‘제5회 삼척이사부

성 극대화를 위한 드라이슈트 내피와 웻슈트 겸용의 슈트, 래쉬가드 등을 선보였다.

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가 삼척해변에서 전국의 수영선수와 동호

또한 부샤는 프리다이빙/스피어피싱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챔피언 3관왕이

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국 수영선수와 동호인 등 1500

사용한 페드로 카르보넬이 사용한 최고의 장비이다. 현재도 글로벌 프리다이빙/스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km 경쟁, 비경쟁과 비경쟁오리발 등으로 참

피어피싱 대회를 위한 팀을 운영하면서, 동시 팀과 공동으로 장비 개발을 하고 있다.

사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

스노클링 라인은 프랑스 수영선수권대회, 철인 3종경기 공식 후원사로 마스크, 오리

다. 저희 해왕잠수는 ‘부샤(Beuchat)인 탄천’으로 60여 명의 동호인

발, 핀 등은 디자인과 기술력을 겸비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 함께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부샤 호흡기는 디자인부터, 제작, 테스트까지 모두 100% 프랑스에서 제작하고 있

저희 해왕잠수-부샤 코리아(Beuchat Korea)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

다. 부샤만의 동결방지 시스템과 기술 특허 등으로 2012년 북미다이빙매거진인

는 선수들의 좋은 기록 달성과 완주 기원 응원과 격려차 방문하였

SCUBALAB에서 가장 편안한 호흡기로 선정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다. 부샤(Beuchat) 단체 티셔츠 및 타투 스티커를 나누어 선수단과

부샤는 타겟 고객에 맞는 다양한 호흡기라인을 선보였다. 특히 금년 출시된 V First

함께 대회를 즐겼다.

는 다이빙센터와 공동 개발하여, 거품은 제외하고 실용적이고 경량화된 디자인으

2016년 부샤(Beuchat)의 새로운 라인의 바다수영, 철인 3종 슈트를

로, 최저가로 타겟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부력조절기 First, 다이브센터와 공동 개발

수영선수와 동호인들에게 선보였다.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하여, 다이브센터의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비씨로 2가지 사이즈를 구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프로패셔널 스위머와 철인3종 선수를 위

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현재 다이브샵 센터 전용 First 시리즈에 대해 글로벌에서

한 바다수영, 철인3종 슈트 라인인 ‘Crawl, 크롤’을 출시하였다. 부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는 1934년에 설립하여, 1953년 최초로 수중 네오프렌 웻슈트를 개발

SCUBALAB에서 인정한 동계용, 테크니컬 전용 호흡기인 VX10 아이스버그는 현재

하였다. 이런 오랜 역사에 따른 기술 축적으로 많은 특허 기술들을

북유럽의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많다. VX10 아이스버그가 적용된 사이드

보유하였다. 프로패셔널 스위머와 철인3종 선수를 위한 슈트인 ‘젠

마운트 세트를 금년에 선보였으며, 가격 또한 경쟁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겟

토, C200, C500, C800’는 선수들의 경기 결과 향상을 위한 최상의

하고 있다.

유연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적절한 부력과 균형유지를 위

금번 세미나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이빙 샵, 강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세미나에서

한 다양한 기술혁신이 적용되었다. 각 개인의 성량에 맞춰 입을 수

는 브랜드에 대한 소개, 신형 모델, 테크니컬 전용부터 다이브센터 전용 모델까지,

있도록 입문자부터 프로페셔널 수영선수들까지 다양한 레벨의 슈트

모델별 특징, 특장점, 부샤만의 특허 기술, 기술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호흡기

를 선보였다. 특히, 입문자가 사용하기에 좋고, 프리다이빙 슈트로도

분해, 조립 등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샤 호흡기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용할 수 있는 ‘젠토(Zento)’는 성능대비 가격이 저렴하여 바다수영
및 철인3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부품이 간단하며, 장비 공
구나 부품의 호환성이 굉장
히 높아 많은 다이브샵에서
사후관리를 선호하고 있다.
리페어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인증서를 수
여를 하였다. 세미나를 통
해 부샤 장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반에 대해 유익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리페
어 세미나는 일반과정 매달
셋째주에 진행되고 있으며,
짝수달 부샤, 홀수달엔 비
즘 리페어가 진행된다. 전
문가 과정은 비즘, 부샤 일
반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한
하여 진행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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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다이브
Ikelite korea 셀프 리페어 세미나
스쿠바다이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50여 년의 방수하우징 역사를 가진
Ikelite는 기존의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재
질의 하우징에서 커다란 변신을 시도했
다. 새롭게 출시된 ABS-PC 혼합재질은
최소한의 관리로 오랫 동안 견고하게 부
식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면은 특
별히 계산된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태양
광을 굴절시켜 카메라 본체의 온도 상승
을 방지하여 김서림을 최소화 하게 만들
어 준다. 검정이나 투명한 하우징에 비교했을 때, 옅은 회색의 색상은 카메라 조작이나 LCD 화면, 그
리고 하우징의 오링을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상의 색상인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 어느 브랜드에서도 시도되지 못했던 DRY LOCK 시스템이 적용된 니콘 D500 DSLR의 하우징
은 Vaccum Systemdmf 갖춰 진공 밸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니콘 D5 카메라와 동일한
153-포인트 오토포커스 시스템과 EXPEED 5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4K/U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은 깜짝 놀랄 기능이다. 20.9MP APS-C CMOS 센서에, ISO 100~51,200까지의 탁월한 저
도 촬영, 니콘 D810과 같은 웨더실링(Weather Sealing) 기능이 추가되었다.
한국 에이전트인 InnovativeDuo International의 김병수 대표는 스쿠바미디어 구
독자를 대상으로 방수하우징 관리요령과 비상 시 대처요령에 대한 세미나를 개
최한다. 사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 만으로 소중한 장비를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PADI CD 김수열과 포토
그래퍼 스페셜티 코스에 대한 정보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시 : 10월 22일 11~13시
참가인원 : 최대 6명
참가신청 : nomadive@gmail.com 이메일 접수
보유장비를 지참하여 직접 청소 관리할 수 있다.

다이브스페이스
태국 푸켓에 위치한 다이브스페이스는 지난 9월 1일 찰롱에 위치한 약 100평 규모의
다이브센터로 확장 이전하였다. 2006년 다이브센터를 오픈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하
고 있는 다이브스페이스는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주요 브랜드의 총
판을 가지고 있으며, 시밀란, 미얀마 리브어보드 트립을 예약·진행을 하고 있는 곳으
로 소문이 나있다. 뿐만 아니라 연중 강사교육이 가능한 PADI 5STAR 강사개발 리조
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강사 후보생들이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
의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다이브스페이스는 2017년 1월
10~20일까지 강사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니 많은 참가 바란다.
강사교육과 리브어보드에 대한 문의는 변병흠 대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www.divespace.com 070-402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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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샤크다이빙 팸투어
•투어 : 11월 27일 출발, 12월 5일 도착(8박 9일)
•포함 사항 : 	벵가라군 리조트 5박 난디 2박, 무제한 Shore Day/Night 다이
빙/8회 보트다이빙(상어다이빙 2회 포함), 현지 데이투어(클라우
드 9) 및 교통, 전일정 식사
•불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권, 현지가이드 팁, 주류
•신청방법 : 10월 20일까지 반창꼬 프로젝트 담당 다이브센터
•비용 : 1690$ 미화(신청과 동시 50% 예약금, 출발 30일 전 잔액)
•항공권문의 : 액션스쿠바 02-3785-3535
•투어문의 : 노마다이브 02-6012-5998
•일정
11월 27일 - 19:25분 대한항공편 출발
11월 28일 - 피지도착 후 리조트 체크인 후 체크 다이빙(shore or night diving)
11월 29~12월 2일 - 2 Tank 상어다이빙/1일 2회 보트다이빙 총 8회 다이빙
12월 3일 - 벵가 체크아웃, 난디이동 오후 자유시간
12월 4일 - 클라우드 9 피크닉
12월 5일 - 09:55 난디출발, 17:35 한국 도착
•주관 : 반창꼬 프로젝트 팀
•후원 :	피지 진투어, 피지관광청, 아이켈라이트 코리아, 액션스쿠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신의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스템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 7563 1730
www.paradise-dive.net / diver_ricky@hotmail.net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 •TDI/SDI 강사교육
•무선 인터넷 사용 •모든 객실이 비치뷰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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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울진 2016년 8월 27~28일

공지사항(Notice)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경상북도 울진군, 오산항에 위

위험관리 세미나 일정 안내

치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지난 8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

•서울

행 하였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Manager of Korean Market), 영희 심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오후 4시

슨(Regional Training Consultant), 그리고 김진관(Regional Manager) 씨가 IE를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진행하였다.

•제주

이번 강사 시험에는 하치호, 안승환, 김동군, 초병찬, 나홍식, 심영아, 서한욱, 차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오후 4시

건민, 최덕규, 문경찬, 정경철, 서정치, 이동훈, 김경수, 김현주, 백재원, 김준성,

장소: 제주 서귀포 흑한우 명품관 세미나실

김태관, MATTHEW A LAVIER, DANIEL H EVILSIZER, 임재원, 하준형, 조기남,
김민경, 문동훈, 신민섭, 오정민, 박준용, 이용주, 최희정, 홍승진, 이창열, 배광

웨비나 일정 안내

현, 김행중, 정태고, 김광호, 양재영, 강재홍총 3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6년 4분기(Training Bulletin LIVE - 4Q16-

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Korean) -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
을 배출하신 송관영, 김진호, 김영준, 김병구, 이호빈, 이상호, 노명호, 송태민, 김
철현, 이현석, 송규진, 임호섭, 강정훈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그리고
‘울진 잠수’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6년 10월 29(토)~30일(일)
장소 :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지역 : 서울
2016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안내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상 : PADI 다이버라면 누구나
내용 : 저녁 만찬, 다이버 콘테스트, 장기자랑, 2016년 최다 스페셜티
라이센스 취득 다이버상, 최다 스페셜티 라이센스 발급 강사&다이브
센터 리조트 상
예약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로 문의(padi.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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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이벤트

제주바다하늘 (Sea Sky Jeju) http://www.seaskyjeju.com/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319
•연락처 : 064.702.2664

(Events in Women's Dive Day 2016)
One World, One PADI

아쿠아스쿠바 (Aqua Scuba) http://aquascuba.co.kr/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13-7
•연락처 : 010.8618.3923

올해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는 전세계 77개 나라에서 700개가 넘는 이
벤트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우먼스 다

제주도

이브 데이 이벤트 사진과 영상들을 #PADIWomen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우먼스 다이브 데이에 대해 공감할

다이브 스테이 (Dive Stay) http://divestay.co.kr/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35
•연락처 : 010.6390.3452

수 있고, 여성 다이버들에게 다이빙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
다. 또한, 내년 2017년 7월 15일 토요일에는 2017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조이 다이브 (Joy Dive Resort) www.facebook.com/jejujoydive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연락처 : 010.5135.1004

가 열립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PADI에서는 여성 다이버들의 참여와 여성 다이버 커뮤니티의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2016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이벤트 기록들을 padi.co.kr 사이트

강원도

에서 멋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2016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이벤트 참가 센터
지역(Area)
경기도
안산

경기도
수원

충청남도

다이브 숍/리조트 (Dive Shop/Resort)
해저 2만리 (Haejeo 2 Manli) http://www.divingedu.kr/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지하2층 한샘 레져스포츠타운
•연락처 : 010.5278.7808 / 070.4696.7808
•이벤트 : 해저2만리 여성 다이버의 날~

굿 다이버 (Good Diver) http://www.gooddiver.com/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염돈로28번길 10
•연락처 : 064.762.7677
•이벤트 : 비치클린업, 물고기빙고, 바비큐파티

대구

남애스쿠버리조트 (Namae Scuba Resort)
http://www.namaescuba.com/
•주소 : 강원도 양양군 매바위길 77
•연락처 : 033. 673.4567
다이브 아카데미 (Dive Academy) http://www.diveacademy.com/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동 3-16
•연락처 : 010.2388.7997
•이벤트 : 양양에서 진행되는 다이브 아카데미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팬다스쿠바 (Panda Scuba) http://www.pandascuba.co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 (범물동)
•연락처 : 053.784.0808
•이벤트 : 포항 청진 다이빙 - 여성 다이버 우대 및 환영합니다!!

리드마린 코리아 (Lead Marine Korea)
http://www.leadmarinekorea.com/
•주소 : 경기도 수원 인계로 19번길 12-91 1F
•연락처 : 010.7136.9030
고프로 다이브 (Go Pro Dive) http://www.goprodive.co.kr/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 402호
•연락처 : 031.244.3060

필리핀

리드마린 리조트 (Lead Marine Resort)
http://www.leadmarine.co.kr/marine/
•주소 : 142 San Jose, Anilao Mabini Batangas
•연락처 : (63) 917.545.3445
(주) 엔비 다이버스 (NB Divers) http://nbdivers.com/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6-19, 대진빌딩 2층
•연락처 : 02.423.6264
파아란바다 (Paranbada) http://www.paranbada.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6, 우리빌딩 4층
•연락처 : 02.547.8184 / 070.4128.8184
•이벤트 : 캠핑&바베큐와 함께하는 파아란바다
제 2회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서울

굿다이버

리드마린 코리아

다이브 트리 (Dive Tree) http://www.divetree.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연락처 : 02.422.6910
아이눈 스쿠버 (Inoon Scuba) http://www.inoon-scuba.com/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연락처 : 010.7414.2110
•이벤트 : Pool part & Skill review

제주바다하늘

아쿠아마린 (Aqua Marine) http://www.scubain.co.kr/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A동 2층
•연락처 : 02.539.0445
•이벤트 : 울진 난파선 다이빙 - 숙영정
엔비 다이버스
파아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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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리조트
▶ 동해 해양 레포츠 센터(S-25594) 대표 : 김삼규
주소 : 강원도 동해시 갯목길 144

5스타 강사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 스쿠버 칼리지(S-24825) 대표 : 이성복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7 2층
전화 : 070-7579-8098
홈페이지 : www.mpscuba.com

전화 : 033-521-9839
▶ 니모 만세(S-25599) 대표 : 서경원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종혜빌딩 3층
전화 : 010-3100-4983

PADI 프리 다이버 센터 안내

홈페이지 : www.nemoviva.com

신규 프리 다이버 센터

▶ 씨혼 다이브(S-25636) 대표 : 박재우

▶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S-6305) 대표 : 강정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30, 3층(성내동, 호원 아트센터)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전화 : 02-477-4723

전화 : 080-272-1111

▶ 밸류 다이브(S-25692) 대표 : 이영진

홈페이지 : www.scubamall.kr

주소 :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코오롱 디지털 센터 1차 B1F

▶ 아이눈 스쿠버(S-23039) 대표 : 이달우

전화 : 010-4008-2337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58, 2층
전화 : 02-423-2110

5스타 다이브 센터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 www.inoon-scuba.com

▶ 고프로 다이브 부산(S-25562) 대표 : 최성재

▶ 아쿠아 스쿠버 강남(S-25571) 대표 : 송태민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번길 4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6길 16, 6층

전화 : 051-904-0479

전화 : 010-8618-3923

홈페이지 : www.goprodive.busan.kr

홈페이지 : www.aquascu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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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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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의 코스디렉터가 호주, 태국,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합니다”

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한국)
- 교육일정(평일반) : 12월 7~16일
- IE(강사시험) 12월 17~18일(제주)
IDC(강사개발교육-한국 3일 + 푸켓 7일 연합과정)
- 교육일정(매일반) : 2017년 1월 3, 4, 5, 6일 저녁반(한국 일부과정)
2017년 1월 16~20일 푸켓
- IE(강사시험) 2017년 1월 21~22일

김수열

변병흠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딜러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I 070.7624.5998
www.nomadive.com I nomadive@gmail.com

노마다이브

nomadive

◆ NOMADIVE 소속강사
서울지역

이동영 강사

대전지역

오윤선 강사

프리다이빙

경기 수원

황욱 박사

경기 광명

박재훈 강사

남윤형 강사

영어교육

이상연 강사

분당지역

김일석 강사

인천지역/일어교육

박주형 강사

어린이교육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박준희 강사

피지

변순재 강사

기업담당

김충회 강사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이태영 강사

안준우 강사

강인석 강사

남성우 박사

김주석 강사

NEWS IN DIVING

SSI KOREA
SSI 8월 정기 강사평가(IE) 실시
SSI 본부는 8월 26~27일 2일간 영덕에서 8월 정기 강사평가를 실시하였다. 강
영천 ITD를 주평가관으로, 손완식 IC를 부평가관으로 강사 정기 평가를 진행하
였다. 정상호, 박승환, 진다환, 성민규(진신 IC. 진스다이브), 나지원, 이경현, 윤
정호(이기훈 IC. 바다의 꿈), 박경민(권혁준 IT, 유앤아이 스쿠바), 장민정, 최성욱
(소훈 IT. 동서대학교) 후보생을 평가하였고, 총 10명의 신규 SSI 강사가 배출되
었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영덕 해양
레포츠 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또 다른 다이빙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신규 강사님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DIVESSI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로그북 업데이트
최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SSI의 어플리케이션이 디지털 로그북을 업데
이트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구글 지도를 연동한 다이브 사이트 지정과
QR 코드를 이용한 버디 등록, 다이브 센터와 다이브 프로의 로그 컨펌이
가능하다. 또한 다이브 타입, 수역, 입수 방법, 조류 상태, 날씨 등을 상세
히 기록할 수 있다.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마레스 다이빙 컴퓨터와 연
동하여 로그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이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홈페이지(www.divessi.com)를 통해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SSI의 인
증된 다이버의 경우 신청 시
기재했던 이메일 주소가 아
이디로 등록되어 있다. 비밀
번호는 등록된 이메일로 자
동 전송되며, 분실 시 SSI 본
부로 문의 바란다. 디지털 다
이브 로그를 이용하여 체계
적이고 안전한 다이빙이 되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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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KOREA 신규 행정관리이사 취임
SSIKOREA가 신규 행정관리이사가 취임하였다. 주요 담당 업무는 SSI KOREA의
행정 총괄을 포함하여, 앞으로 SSI와 다이빙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 조정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뉴·서울 다이빙 풀

관리 업무이다. 아래는 진신 관리이사 인사말이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부터 SSI KOREA에서 관리이사로 근무를 시작한 진신입니다. 매우 무더
운 여름에 전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SSI의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SSI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미약하나마 정열을 다해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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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이사 진신 드림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여러분과 함께 SSI가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전문 교육단체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명예로운 SSI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SSI와 함께 하
신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글로써 대신함을
양해바랍니다. 조만간 찾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SSI 가족들의 행복과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UNI 스쿠버 대표 : 권혁준
주소 : 서울 강동구 성안로 3길 81(성내동)
연락처 : 010-8921-5817, 웹주소 : http://cafe.naver.com/unissi
■ SNF 스쿠버 대표 : 배상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82번길 18, 1층(고등동)

Mares의 신뢰와 명성

연락처 : 010-7918-4900, 이메일 : snf54@naver.com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공지사항(Notice)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 마레스 랩(A/S) 지정점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타사 제품도 취급
▶

2016 FRDB 강사 세미나 안내
일시 및 장소
1차 : 2016년 10월 12일(수) 09:00–18:00 : 수원 월드컵수영장
2차 : 2016년 10월 22일(토) 09:00–18:00 : 대전 용운수영장
2016 XR 나이트록스 강사 세미나 안내
일시 및 장소
1차 : XR 경력이 없는 강사 10월 6(목)~9일(일), 4일간,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2차 : XR 경력이 있는 강사 10월 8(토)~9일(일), 2일간,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010-3735-4942
대표 :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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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스쿠빌리티(Scubility) 강사 과정

중국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16~17일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스쿠빌리

SDI/TDI/ERDI에서는 2015년 6월 29(수)~7월 4일(월)까지 중국 하이난

티(Scubility) 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Hainan) 하이커우(Haikou) 시에서 중국과 홍콩 강사들을 대상으로 응급구

스쿠빌리티 과정은 장애인들을 위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SDI

난 다이빙(ERDI) 과정을 실시하였다.

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구조자들을 위한 안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자 세계 유일의 국제적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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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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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며 최근에는 경기재난본부 특수대응단에서 4명의 ERDI 강사가 배출되었다.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개발 프로그램

이번 과정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ERDI 과정으로 중국과 홍콩의 SDI/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TDI 트레이너 및 강사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이들이 중국 및 홍콩의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공공안전 다이빙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번 과정에는 김선혁(SH Diving Club), 노남진(전북 익산 남진수중), 송지
호, 이주언(경남 고성 스쿠버), 양승훈(아쿠아텍), 주진영(서울 언더더씨), 홍
성진(울산 문수풀), 변태형, 안우영 강사, HSA 강사이기도 한 강용수(응급
구조사협회)가 참여했으며 KUDA의 홍성훈 사무국장이 객원으로 참여해
단체를 떠나 장애인 다이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했다.
SDI는 장애인 스쿠버다이빙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도 SDI/TDI/ERDI는 다양하고 선진적인 다이빙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SDI/TDI 장학생 강사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30~7월 8일까지 8박 9일간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SDI/TDI/ERDI 장
학생 강사 10기 과정을 무사히 잘 마쳤다.
장학생 강사과정은 SDI/TDI/ERDI KOREA에서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짊
어질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생(Divemaster)을 대상으로 1년
에 한 번 실시하는 과정으로 SDI/TDI 강사 과정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형
식으로 새롭게 개편된 이래 2007년부터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과정에는 경북대, 광운대, 군산대, 단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이화여
대, 중앙대, 충남대, 한성대, 한양대, 호원대 등 학생 16명과 성재원, 송지호,
양승훈, 윤형준, 최성기 트레이너, 박장혁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한 가운데,
SDI 강사 교육/평가, CPR/First Aid/산소응급처치 과정, TDI 나이트록스 강
사 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전액 지원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등록비 전액 지원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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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이후 늦은 자습까지 힘들었을 텐데도 모두가 집중하여 열심히 해준 결과
수료하는 날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장학생 강사 과정에 관심을 갖고 바쁜 와중에도 먼 걸음 다녀가며(또는 멀리서나마) 힘찬 응원에 간
식까지 전해주신 분들, 최성기, 홍성진, 변정태, 최신욱, 양승훈 외 17 트레이너 일동, 송지호 외 14 트
레이너 일동, 곽세상, 노현욱, 장선화, 최하늘 외 장학생 9기 강사와 SDI/TDI/ERDI Korea와 함께 이
과정을 선뜻 이해하고 도와주신 유엠아이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김진헌 소장님 외 스탭 분들께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한 시간도 열외 없는 힘든 일정 동안
그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바람 없이 교육해
주고 함께 진행해준 스탭들, 그리고 주인공들,
부러울 만큼 젊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참
가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군 항공 구조대 CCR 교육
SDI/TDI/ERDI KOREA에서는 7월 12~15일까지 공군 항공구조대(Special AirForce Rescue Team)를
대상으로 강릉 전투비행단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볼루션 공기희석 다이버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지난 5월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이론과 제한수역 기술 실습에 이어 교육과 기존 자격자에
관한 업데이트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한 개방수역 실습 다이빙으로 성재원 트레이너가 교육을
주관한 가운데 홍성진, 정문진, 송지호 트레이너가 함께 참가하였다.
공군 항공구조대는 2010년부터 공공안전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인 ERDI 과정을 도입하여 수난구조 종
사자들을 위한 기본 군사교육으로
채택, 해마다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
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는 최
신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오랜 기
간 동안의 연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며 SDI/TDI/ERDI KOREA는 지난
17년간의 재호흡기에 대한 경험과
인력 등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과정을 함께한 모든 분들과 도움을
주신 멋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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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자 세계 유일의 국제적

예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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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ADEX 쇼 참가

Guard 등에서, 국내는 공군 항공 구조대(Special Airforce Rescue Team)에
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경기재난본부 특수대응단에서 4명의

SDI/TDI/ERDI는 2016년 9월 2(금)~4일(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ADEX 쇼에 참가할 예정이다. ADEX는 Asia Diving Expo의 약자로 매년 북
경 및 싱가폴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의 다이빙 전시회이다.

ERDI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홍콩의 SDI/TDI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한 강사 교육을 겸하고 있
으며 앞으로 홍콩에 ERDI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자리 잡히기를 기대한다.

중국 지역에 SDI/TDI/ERDI
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소
개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가
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
를 통해서 북경 지역의 많
은 다이빙 강사들과의 만남
을 기획하고 있다.
북경 ADEX 쇼에 공동 개최
형식으로 참가하실 회원,
센터, 리조트 관계자 분들
께서는 본부로 문의해주기

ERDI 과정 훈련 및 강습 내용
•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응급대응 다이빙의 차이점
• 공공 안전 다이빙팀 설정 및 운용
• 드라이슈트 및 풀페이스마스크 운용
• 공공 안전 다이빙 작전
• 공공 안전 다이빙 훈련
• 다이빙 사고 대처
• 현장 보존 및 기록
• 위험/환경 물질 대응

• 현장 인원 통제

• 관계기관 협조 등

• 현장 탐색

• 익수자 인양

• 범죄현장 대응

바란다.
ERDI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SDI/TDI/ERDI 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홍콩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SDI/TDI/ERDI에서는 2016년 10월 6(목)~11일(화)까지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
강사들을 대상으로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을 실시한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구조자들을 위한

란다.

DEMA 쇼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6(수)~19일(토)까지 미국 라스베이
거스에서 개최되는 DEMA Show를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
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
시회 중 하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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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동굴 다이빙 교육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6(일)~13일(일)까지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
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멕시코의 동굴 다이빙은 수만년에 걸쳐 이루어진 자연의 위
대한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다이버로
서 천정이 막힌 좁은 공간의 다이빙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동굴 다이빙은 대만 및 홍콩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며 동굴 다이버 및 강사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홍콩 DRT 쇼 참가
SDI/TDI/ERDI에서는 12월 9(금)~11일(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홍콩 DRT(Dive Travel & Resort) 쇼에 참
가한다. SDI/TDI/ERDI는 중국, 홍콩의 회원들과 국내 회원들의 교류 활성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
년 수 차례 DRT 쇼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홍콩 지역의 강사들은 영어와 중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
여 중국 시장 진출의 창구로써 관심이 높은 지역이며, 최근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홍
콩의 테크니컬 다이빙 시장의 증가세도 기대할 만하다.
홍콩 및 중국 지역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이번 홍콩 DRT 쇼를 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사업기회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홍콩 DRT 쇼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 및 리조트는 본부로 문의
하시기 바란다. 회원 및 리조트의 많은 참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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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2016 BSAC 컨퍼런스 참관인 모집

팔라우 합동 투어

오는 10월 22~23일에 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BSAC 컨퍼런스에 참가할 참

BSAC Korea는 신규 센터로 등록된 팔라우 블루드림(대표 장국삼)에서

관인을 모집하고 있다. 총회와 전시회를 겸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정

합동투어를 진행한다.

책이나 프로그램의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이빙 의학 전문가인

11월 20~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참가 접수 마감은 10월 15일까

Dr. Pollock이 초대되어 ‘thoughtful management of decompression stress(감

지이다.

압 스트레스의 세심한 관리)’라는 주제로 그의 연구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세

기간 2016년 11월 20~24일(목)

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다이버 중의 한 명이며 수중 탐험가, 영화 제작자, 프

장소 팔라우 블루드림 센터

리랜서, 동굴 탐험가 등으로 알려져 있는 Ms. Jill Heinerth도 연사로 초대되어
‘Expedition Files(탐험 파일)’이라는 주제로 그녀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5년 BSAC 컨퍼런스

제 9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올해로 9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홍
보물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마감 2016년 11월 10일까지
대상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
중사진
접수 웹하드 업로드(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출품수 접사 : 2작품, 광각 : 2작품

BSAC 신규 센터
• Blue Shark Dive Centre(윤상선) +63 927 129 3852 필리핀 세부
• 영금정스쿠버(최성환) 010-4202-5528 속초

2015년 대상 수상작(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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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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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2016년 DEMA SHOW 참가 멤버 모집

해군 해난구조대(SSU) YMCA 인명구조요원자격취득과정 평가

2016년 11 월 16~19일까지

YMCA 인명사무국에서는 지난 8월 동안 2016년 해군 SSU-62차 세계최강,

DEMA SHOW가 미국 라스

대한민국 최정예 해난구조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구조 프로그램 80

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

시간 이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인명구조 요원 자격과정을 시행하였다. 2017

최된다. 스쿠버 다이빙 업계

년부터 YMCA는 해난구조대의 맞춤형 수상인명구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서 유일한 트레이드쇼인 디마쇼에 참가하실 멤버들을 모집한다.

실전 구조 활동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YMCA 인명구조 요

마감 : 2016년 10월 7일까지

원 자격을 취득한 대원님의 합격을 축하드린다.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교육강사 : 강상우, 정영재, 김신/정세홍 평가관님이 수고해 주었다.

문의 : 010-4440-1339

2016 PDIC-SEI 리더십 개발 코스 개최
PDIC-SEI에서는 9월 26일~10월 7일까지 2주간 국제 PDIC-SEI 강사 트레
이너 및 강사 양성 개발 코스를 개최한다. 국제 PDIC-SEI 강사 트레이너는
모든 리더십 코스를 개최하고 ITC 평가의 권한이 주어지며 지도자 양성과정
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강사는 스페셜티 코스와 다이브슈퍼바이저와
보조 강사 등급까지 강습회를 개최 및 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문의 : 010-4440-1339

호주 서프라이프세이빙 자격과정 참가
YMCA 인명구조 사무국에서는 지난 8월 18~2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호주 국가대표 강사를 초빙하여 ‘Surf Lifeguard-AUS’ 자격과정을 참가하였
다. 제주도 해상에서 4일간 진행된 이 과정은 해상에서의 표류 및 실종자 수
색, 해양사고 시 레스큐보드를 활용한 구조 및 해변 인명구조 요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사무국의 실무담당 류지한
국장, 성기현 간사(서울YMCA 송파지회), 김성길 팀장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변 인명구조 요원의 기량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PDIC-SEI 스페셜티다이빙 지도자 과정 개최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6년 하반기 스페셜티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 시에는 응급처치&심폐소
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
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 발급이 간소화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
해 나아갈 것이다.
DRAM구조다이버&CPR-AED 강사 과정/공공안전다이버 강좌 소개
일정 - 2016년 10월 7일(금)~10월 8일(토)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 일시 - 2016년 10월 9일(일)
수중촬영&비디오 강사 과정 : 일시 – 2016년 10월 14(금)~15일(토)
AD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 일시 - 2016년 10월 21(금)∼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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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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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불문 PADI 재교육으로 새로운 자격증으로 교체가능
친절하고 활동적인 PADI 강사를 새로 만나세요.
전통있는 PADI 다이브센터와 다이빙 전문여행사 액션투어가 함께합니다.
PADI 자격증이면 언제든 조회가능,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2016년 자격증 재발급(학생 AUD$55, 강사 32AUD$) 또는 새롭게 취득할 경우
50주년 한정판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교육으로 상처가 치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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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7PM~9PM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

딥다이빙 스페셜티 이론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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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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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미 CD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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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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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IANTD KOREA
여름캠프

대구 마리오 스쿠버 오픈

7월 30일~8월 7일 9일간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수중 산책에서

이상욱 강사가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에 마리오 스쿠버를 오픈하였다. 마리

여름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재호홉기, 더블 실린더, 사이드 마운

오 스킨스쿠버에서는 교육, 장비 판매, 국내 외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

트, 스테이지 실린더 준비하여 다이빙을 실시하였으며, 비양도 앞바다의 새

내 투어는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편안히 이동할 수 있는 리무진 버스을 운영

로운 다이빙 포인트들을 사이드 마운트와 재호흡기를 사용하여 탐험하였다.

도 하고 있으며 주 다이빙 지역은 남해이다. 마리오 스쿠버에 무궁한 발전을

매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원한다.

해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수중산책 김창환 강사 트레이너, 고학준 강사,

이상욱 강사는 오픈기념 인사말을 전하였다.

양민수 강사, 최승천 강사, 손종욱 강사외 스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바다를 동경하며, 늘 꿈꾸어 왔고, 바다를 좋아며, 대구에서 다이빙을 즐
기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장기동 부근에 스쿠버 샵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 사랑 보내주세요.
▶ 대표 : 이상욱 강사
▶ 주소 :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17-1 2층
▶ 웹 사이트 : cafe.daum.net/lso8585

서계원 강사 동해 100 msw 다이빙
서계원 트라이믹스 강사와 김만성 트라이믹스 다이버가 8월 19~20일 2일
간 고성 용 다이브 리조트에서 100msw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19일 섭바위
포인트 50msw 1회 다이빙 실시하였으며, 20일 대천봉 포인트에서 100msw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사용 기체는 TX 12/46, 공기, EAN32, 산소를 사용하
였고, 바닥 수온은 1.6도, 보텀 시간은 10분 계획, 총 다이빙 시간은 86분이
었다고 한다. 블랜딩과 다이빙 계획은 서계원 강사와 교육생 김만성 다이버
가 실시하였고, 육상 스텝으로 안승철 트레이너, 정용진 강사가 도움을 주었

대마쇼 참가 및 플로리다 동굴 다이빙

다고 한다. IANTD 다이버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2016년 11월 16~1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데마(DEMA)쇼가 실시된
다. 이번 참가단은 11월 14일 한국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데마쇼 관람 후 11
월 24일까지 플로리다 레이크 시티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
다. 참가를 희망하는 IANTD 멤버는 본부로 신청바란다.

신규 강사
곽동훈(EANx)

권정웅(EANx)

남경진(EANx)

박진영(Adv EANx)

송성환(EANx)

임용호(EANx)

장용배(EANx)

정해진(EANx)

지승용(EANx)

이현배(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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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파크 다이브 리조트 오픈

2016년 8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OK 다이브 리조트(오현석 대표)에서 김창
제 강사 트레이너와 박상우 강사 팀이 1박 2일 교육 및 펀 다이빙을 진행하

IANTD 박진만 강사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36-1 오호항에 위치
해 있는 송지 아이파크 다이브 리조트가 마린파크 다이브 센터를 만나 마린
파크 다이브 리조트로 새롭게 오픈하였다.
마린파크 다이빙 리조트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다이버들이 다
이빙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당 및 세척장, 깨끗하고 넓은 샤워
실 및 콤프레셔실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교육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이루어
져 있다. 마린파크 다이브 리조트는 신창훈 강사, 박정기 강사가 여러분이 언

였다. 이날 박상우 강사 팀에 박찬근 님과 채희준 님은 안전하게 해양실습을
마무리하여 IANTD에 새로운 다이버 멤버가 되었다. 1박 2일 동안 리조트 대
표인 오현석(IANTD) 강사 트레이너가 도와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펀 다이
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1개월에 한 번씩 연합 펀 다이빙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에는 락 다이빙 클럽 강사들의 연합 해외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락 다이빙 클럽 다이버들의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제든 방문하여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상주하고 있으며 11인승과 12인승의
보트로 다이빙을 진행하며 수심과 포인트가 다양해 교육부터 펀 다이빙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다.
또한 동해에서 유일하게 섬에 착륙하여 섬 다이빙 진행이 가능하여 섬에서의
점심식사도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그리고 마린파크 다이빙 리조
트에서는 넓고 깨끗하며 좋은 숙소로 썬 밸리 골프 리조트를 이용하여 여러
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 마린파크 다이브 리조트는 여러분의 소
리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하고 모든 다이버들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다이버
들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의 : 마린파크 070-7579-8098 박진만(010-3398-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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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레이드되는
굿다이버 서비스

4. 투어사진 서비스
5. 장
 비렌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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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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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I KOREA
SNSI 백준기 강사 경북소방 테크니컬다이빙팀
자체수난사고 대비훈련 실시

SNSI 트레이너 방이 본부장 취임식
지난 8월 16일 방이동에서 방이트레이너 SNSI 본부장 취임식과 이용재 트

지난 8월 16~17일 백준기 강사 경북소방 테크니컬다이빙팀이 자체수난사

레이너 SNSI 교육담당관의 취임식이 있었다. 앞으로 SNSI KOREA의 많은

고 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흐린물 수중수색능력 배양과팀 단위 수중수색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며 더운 여름 모두 수고하셨음을 전한다.

방법 숙달, 깊은수심 적응능력 배양, 사고 및 예방사례 연구 및 연찬 등 동
해안 지역 및 내수면 각종 수난사고 대비한 팀단위 훈련을 실시하였다. 모

윗줄 왼쪽부터 SNSI 소속 트레이너 유승재, 트레이너 정 찬, 스쿠바프로 대

두 안전한 다이빙을 하였다.

표 이신우, SNSI KOREA 대표 유재철, 아라다이브 대표 이훈선, 아라다이

장소 : 강원도 아야진, 아야진 다이브 리조트 대표 이성행

브 박우배
밑줄 왼쪽부터 SNSI 교육담당관 트레이너 이용재, SNSI 본부장 트레이너
방이, SNSI 박상규 사무국장

SNSI KOREA 제주 팸투어
9월 23~26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SNSI KOREA 제주 팸투어가 열린다.
참가대상자는 SNSI 소속 강사님과 다이버들이며 섬다이빙과 보트다이빙
으로 진행된다. 행사진행은 SNSI KOREA와 서귀포 아라 다이브(대표 이훈
선)와 바람소리&스쿠
버리조트(대표 박찬용)
가 함께 한다. 24일 토
요일 저녁에는 SNSI
FAMILY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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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I KOREA 다이버 모자 출시
SNSI KOREA에서 다이버 모자를 출시하였다. 벨크로를 사용하여 많은 종
류의 패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패치 또한 SNSI 로고와
각 센터별 로고를 사용하여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 SNSI 정찬 트레이너)

NEWS IN DIVING

PSAI KOREA
해군 헌병대 수사과(NCSI) ‘PSD 강사과정’ 교육

Trimix Lv.3 100m 과정

PSAI Korea에서는 7월 11~31일까지 3주간 해군 헌병대 수사과(NCSI)에

PSAI-KOREA는 8월 12~13일까지

‘PSD(Public Safety Diving: 공공 안전 잠수) 강사 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원도 속초에서 Trimix Lv.3 100m,

이번 과정은 과학수사요원의 수중사건 현장감식 시 수중 과학 수사 기법을

Advanced Gas blending 과정을 실

통해 수중 현장보존, 사진촬영, 증거물 채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진해

시하였다. PSAI Trimix 레벨 3 다이버
과정에 김영준, 최득수, 윤태용, 안인

해군 3함대와 포항 구룡포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정 님이 참가하였다.
이번 교육에 Trimix 레벨 3 및 Advan-

PSAI PSD(PSD(Public Safety Diving) 소개
: Professional Scuba Associntion International(PSAI)의 교육시스템은 스포츠, 테

ced Gas Blending Techni-cian 다이

크니컬, 기술자, 공공 안전 다이빙으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템으로 모든 교육 과

버 과정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평가에

정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 - 9001 NO. GB2004465와 IAB(국제 인증 위원회) -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NO. 0044/1에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PSAI Public Safety Diving 교육 프로그
램은 NIMS(국립 사고 지휘 시스템-ICS - 100 ~800), NFPA(국립 화제 방지 협회),
OSHA(직업 안전 및 보건 이사회), FEMA(연방 응급 관리청) 기준하에 제정되었고 현
재 미국 내의 아리조나, 알레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등 12개 주의 경찰, 해양경찰, 소

모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
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 없이 무
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방등에서 공식 채택, 실행 중인 교육이다.

◆ 퍼실리티 소식 ◆
차량사고 세미나

PSAI Extream Team

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가 주관하고 PSAI, 부산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PSAI Extreme Team(PSAIKOREA 실버 퍼실리티 : 회장 이병규)에서는 71주

해군헌병단, 경북소방이 참여하여 차량 사고 관련 세미나가 경북 포항에서

년 광복절을 맞아 제8회 ‘통일 염원 81.5m 다이빙’ 행사를 실시하였다.

진행되었다. 사고 또는 사건에 의해 수중에 가라앉은 사고 차량 발견 시 피

8월 14일부터 기체 브랜딩, 팀원의 상호 작용, 다이빙 계획 및 안전요원의 활

해자의 수습 및 증거물 확

용 등 각 팀웍을 이루어 속초 ‘용 다이버스’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진행하였으

보, 차량의 인양 등을 위

며 8월 15일 81.5m 다이빙에 모두 이상 없이 안전하게 다이빙이 진행되었다.

한 전문 기법을 다룬 이번

참가자는 이주현, 김동윤, 안은영, 이신학, 조창용, 이승현, 조충휘, 박형근,

세미나에는 관련 부서의

이상희, 김성주, 김대영, 김필석, 김재경, 백광현, 강현수, 지창민, 정연석 수

담당자들이 참가하여 서

중 탐사팀, 성낙훈, 고성웅, 양세환, 이병규, 한생호 회원님들이 육상 지원팀

로 정보 및 기술을 나누는

으로 수고하셨다. 제9회 ‘통일 염원 81.5m’ 행사도 기대해 본다.

자리가 되었다.

PSAIKOREA 공고
PSAI 2017 강사&트레이너 갱신
2017년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을 공지한다.
1차 갱신 기간 :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갱신 대상 : 2016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 방법 : 홈페이지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PSAIKOREA 본부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신규 강사

기 바란다.

김근원 I-1820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문의 : PSAIKOREA 02-817-4190

정희석 I-1821 (Open Water Instructor) IQC - 성낙훈 ITE

www.psaikorea.co.kr psaikoreahq@gmail.com

김건하 I-1824 (Open Water Instructor) Crossover - 성낙훈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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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E KOREA
중산 고등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7월

포스코 클린오션 봉사단
네이스 코리아 지수영, 김성필 강사가 활동 중인 포스코 클린오션 봉사단

23~24일까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이 지난 8월 옥계 금진항, 광양 배알도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천 다이브리조트로 오픈워터, 어드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더 좋은 봉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8월

밴스 해양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27일 수원 월드컵 다이빙 풀에서 클린오션 봉사단 대상으로 드라이 스페셜

실습을 통해 10명의 오픈워터, 5명의

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드밴스 다이버로 인증을 받았다.

산학맞춤 스쿠버다이빙 수중촬영 교육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8월 12~15일까지 김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과 학

교직원 직무연수(서울교총)

생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수중촬영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김포
대학교 임홍갑 교수와 네이스코리아 한강희 강사가 고생해 주었다. 이번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7월 25~2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아름다운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기대

원 휴 스포 다이빙 풀에서 서울지역 초·중·고 교직원 대상 오픈워터 연수

해보겠다.

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총 20명의 교직원분들이 참여하였으며
4일간 총 16시간의 이론/실기 과정으로 제한 수역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하였다.

교직원 직무연수(레저스포츠연구회)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7월 25~8월 1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삼원 휴 스포 다이빙 풀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직원 대상 오픈워터/어드
밴스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총 49명의 교직원분들이 참여
하였으며 4일간 총 16시간의 이론/실기 과정으로 제한 수역 과정을 성공적
으로 이수하였다.

이방일 트레이너
전라남도 광주에서 활동 중인 네이스 이방일 트레이너는 지난 7월 28일 네

교직원 직무연수 해양실습

이스 오픈워터 강사 6명을 우수한 성적으로 배출하였다. 앞으로 활발한 활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7월 29일, 8월 6일, 13일까지 강원도 양양에 위

(Instructor : 이승엽, 김종기, 김영삼, 김민수, 유동완, 김용국)

동을 기대해본다.

치한 3.8 다이브 리조트에서 교직원 대상 오픈워터, 어드밴스 해양실습을
다녀왔다. 이번 실습을 통해 40명의 오픈워터, 10명의 어드밴스 다이버로

NASE KOREA 신규 다이브센터 및 신규 강사

인증을 받았다. 해양실습 중 NASE KOREA의 3.8다이브 리조트 김현석, 권
기훈 사장님들과 이행식 트레이너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봉 스쿠버 다이브센터 대표 : 김봉규
부산광역시 진구 새싹로 274, HP : 010-4578-0002
신규 강사
김용 30938ks, 이창훈 19327ks, 임미희 31207ks, 이승엽 31361ks
김중기 31362ks, 김영삼 31363ks, 김민수 31364ks, 류동완 31365ks
김용국 31366ks, 박병한 31712ks, 이동국 31713ks, 석기 31714ks
재성 31715ks, 김홍수 31716ks, 김봉규 31946ks
레벨업 강사
김정일 28901ks, 강우 28900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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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DE PHOTO

Above water but marine related
Photo by 오이환 (F32 그룹 회장)

미국 몬태나주(Montana State)
글래이셔 국립공원(Glacier National Park)

세인트 메리 호수
(Saint Mary Lake)
미국 몬태나주(Montana State)에 위치하고
북서쪽 캐나다와의 국경에 가로 놓인 글래이셔
국립공원(Glacier National Park)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의 하나로 100만 에이커가 넘는
광대한 지역에 산과 호수와 폭포가 어우러진
절경이 펼쳐져 있다.
그중에서 웅장한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인 세인트 메리
호수(Saint Mary Lake)는 로키 산맥에서 뻗어나간
루이스 산맥(Lewis Range)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호수의 수온은 아주 차갑지만 찬물을 좋아하는
송어들이 서식하기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호수의 남서쪽 끝에는 트레일 코스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코스들을 따라가면 여러 개의
폭포들을 구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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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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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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
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
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르
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
졌다.

Marine Odysse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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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다이빙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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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
들을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
개한 책.
최윤 지음·224쪽·값 15,000원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
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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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1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2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
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
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
록되어 있다. 전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
을 추가하였다.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
이다. 저자가 오랜 기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
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해몽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The sea within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The sea within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2016 September/October

| 239

Innovative technology.
Unparalleled reliability.
Undeniable style. Only
one name delivers the
elite performance you
can count on to turn
great moments into
extraordinary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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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호흡 성능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FUSION
52X
최상의최상의
호흡 성능
Tools Tools
Inc. Inc.
호흡Flow
성능 Rate
Flow Test
RateScuba
Test Scuba
FUSION
52X52X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최상의
호흡 호흡
성능 Double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자연스러운
Curvature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52X Bypass
TWO IN ONE (VAD~VAD+)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Bypass
TWO
IN
ONE
(VAD~VAD+)
Bypass
TWO
IN
ONE
(VAD~VAD+)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Bypass내구성
TWO IN
ONE
(VAD~VAD+)
최고의
52X
1단계의
진화 진화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www.mares.co.kr
www.mares.co.kr
www.mar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