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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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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레스코리아

XR 테크니컬 장비 세미나
다이빙 법률

다이빙투어에서
계약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이빙 기술

수중항법(Navigation)
독자 투어기

한없이 푸른 바다,
홍해(Red Sea)
INTERVIEW

Alexey Molchanov

전자잡지 보기

동해 다이빙

Australia Diving

정가 12,000원

울진 왕돌초

Great Barrier Reef•Coral Sea•Yongala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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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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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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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diving
설계한 오리발
•
Multi-gas
for demand
decompression
•필요에
따른
백라이트
•
Backlight
on
• Backlight on demand

전세계에서
가장battery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
Replaceable
•교체식
배터리
•
Replaceable
더욱
좋아진 in
반응력이
최상의colours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
Available
6battery
attractive
•6가지의
매력적인
색상으로
구성
•
Available
in 특성화된
6 attractive
colours
앞서
나갑니다.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Be intelligent.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powerful. Take
Be intelligent.
Takethe
theedge
edgeofofperformanc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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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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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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 AT OR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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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PRO.CO.KR

BUILT FOR ANYWHERE THE
ADVENTURE TAKE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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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MK25 EVO
FIR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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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 Australia

Great Barrier Reef•
Coral Sea•Yongala Wreck
126

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동해 다이빙
울진 왕돌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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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다이빙투어 상식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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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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New to Science - How often are New Species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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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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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Column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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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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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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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 업그레이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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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한없이 푸른 바다, 홍해(Red Sea)

166

독자 체험기
부천세종병원 난원공개존증(PFO) 검사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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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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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수중사진동호회 F32

Photo&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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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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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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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ie Luykx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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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 몰차노브(Alexey Molchanov)

Medicine&Law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장초점 마크로 렌즈의 접사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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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남해안 수온 최대 1.3도 상승

장비업체 소식

205

제주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고압의학 심포지엄 개최

(주)마레스 코리아, (주)우정사/오션챌린져

206

국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한다

(주)해왕잠수

207

서울시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 개소

기타단체 소식

207

불량 인공어초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디퍼다이브리조트

208

변덕스러운 필리핀 항공

교육단체 소식

208

필리핀항공, 인천-클락(Clark) 신규 취항 발표

PADI, SSI, SDI/TDI/ERDI, BSAC, PDIC/SEI/YMCA

210

해양보호구역에는 누가 살까?

IANTD, SNSI, PSAI, NASE

212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돌고래, 상괭이!

단행본 안내

214

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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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Index
㈜마레스코리아
		

표4, 4, 5, 6, 7
15, 205, 212, 217, 231

㈜아쿠아스포츠

12, 13
표2, 1, 2, 3

㈜우정사/오션챌린져

디스커버리리브어보드(팔라완)

219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티피 캠핑장

27

35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221

Mission Deep Blue
NASDS KOREA

64
199

65

팬다스쿠바(대구)

리쿰스쿠버

235

해성/SCUBAPRO

213

황스마린포토서비스

211

PDIC/SEI 멤버 연합

196

26

2017 KUSPO전시회

215

PDIC/SEI

197

딥블루다이브리조트(보홀)

		

42, 43, 44, 45

미래테크

㈜해왕잠수

10, 11, 46, 47

문암리조트

33
표3, 8, 9, 248

PADI Asia Pacific
PADI 멤버 연합

32, 34
28, 29, 30

굿다이버리조트(제주)

239

바람소리 스쿠바&팬션(제주)

213

2017 SEACAM SHOOTOUT

89

Project AWARE Foundation

31

남해스쿠바연합회(남해)

209

반창꼬 프로젝트

229

38마린리조트(동해)

19

SDI/TDI/ERDI KOREA

38

노마다이브

233

블루스타다이브리조트(모알보알)

뉴서울다이빙풀(광명)

227

상상채널

다이버 긴급전화

195

솔리티드원리브어보드(팔라우)

187

DAN Asia Pacific

오션테그

139

DIVE-AWAY-LIVEABOARDS

이창호의스쿠버다이빙교실

239

IANTD KOREA

대전엑스포다이빙센터(대전)

39

동부산대학교해양산업잠수과(부산) 211
동진종합기계

87

75

237, 243

ANDI International
BSAC 멤버 연합

198
66, 67

SDI/TDI/ERDI 멤버 연합

36, 37

SNSI KOREA

17

194

SSI KOREA

60

173

SSI 멤버 연합

61

21

SSI 센터 연합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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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reather

)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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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Nx)
강상득 (Adv. EANx)
강성인 (EANx)
강영철 (Adv. EANx)
고승우 (Adv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곽동훈 (EANx)
곽상훈 (Adv EANx)
구자민 (Adv. EANx)
권경호 (EANx)
권병환 (EANx)
권정웅(EANx)
김강태 (Adv. EANx)
김광호 (Adv. EANx)
김기종 (Adv EANx)
김기봉 (EANx)
김기영 (EANx)
김경백 (EANx)
김대철 (EANx)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동필 (EANx)
김명옥 (EANx)
김민중 (EANx)
김봉관 (EANx)
김상길 (Adv. EANx)
김상윤 (EANx)
김석중 (Adv. EANx)
김수연 (EANx)
김성목 (EANx)
김성진 (Adv. EANx)
김성현 (EANx)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김영진 (EANx)
김우승 (EANx)
김우진 (EANx)
김용선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우승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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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K(침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WR
EC

-21m

김우진 (EANx)
김윤석 (Adv. EANx)
김재만 (EANx)
김정수 (EANx)
김종학 (Adv.EANx)
김진성 (Adv.EANx)
김진혁 (EANx)
김태한 (Adv.EANx)
김형규 (EANx)
김호영 (Adv EANx)
김희명 (EANx)
김현중 (EANx)
남경진(EANx)
노지환 (Adv. EANx)
류학열 (EANx)
문나이 (EANx)
문석래 (EANx)
문성원 (EANx)
문홍주 (Adv EANx)
박기태 (Adv. EANx)
박기용 (Adv. EANx)
박상우 (Adv. EANx)
박상욱 (Adv. EANx)
박상용 (Adv. EANx)
박우진 (Adv. EANx)
박인균 (EANx)
박인성 (Adv. EANx)
박인철 (EANx)
박주은 (EANx)
박준오 (Adv. EANx)
박진우 (Adv. EANx)
박진영 (Adv. EANx)
박진영 (Adv. EANx)
박진만 (Adv. EANx)
박재형 (Adv. EANx)
박추열 (EANx)
방제웅 (Adv. EANx)
배창수 (EANx)
서기봉 (EANx)
서계원 (Trimix)
서동욱 (Adv. EANx)
서동욱 (EANx)
서원일 (EANx)

서윤석 (Adv. EANx)
성용경 (Adv. EANx)
손경훈 (Adv. EANx)
손종국 (EANx)
손종욱 (Adv. EANx)
송문희 (EANx)
송성환(EANx)
송의균 (Adv. EANx)
송태민 (EANx)
송한준 (Adv. EANx)
성용경 (Adv. EANx)
신길용 (EANx)
신상규 (EANx)
신동연 (EANx)
신명철 (EANx)
신민철 (Adv EANx)
신연수 (Adv EANx)
심현경 (EANx)
안종달 (EANx)
양민수 (Adv EANx)
양명호 (EANx)
양성호 (EANx)
양용석 (EANx)
양인모 (Adv. EANx)
염태환 (Adv. EANx)
오기택 (EANx)
오명석 (Trimix)
오영돈 (EANx)
오춘수 (Adv. EANx)
오현석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유기정 (Adv. EANx)
유상민 (Adv. EANx)
유승재 (Adv. EANx)
유재종 (EANx)
윤두진 (Adv. EANx)
윤성환 (EANx)
윤성환 (EANX)
윤승녕 (EANx)
윤종한 (EANx)
윤형만 (EANx)
이경인 (EANx)
이기영 (Adv EANx)

이기평 (EANx)
이동준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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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EANx)
임동엽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임용호 (EANx)
임재환 (EANx)
임형진 (EANx)
장두기 (EANx)
장세환 (Trimix)
장용배(EANx)
장재용 (Adv.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규성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정종보 (EANx)
정재홍 (EANx)
정해진 (EANx)
조문신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민석 (EANx)

조성호 (Adv. EANx)
조승원 (Adv. EANx)
조영철 (EANx)
조우선 (EANx)
주광철 (EANx)
지승용(EANx)
지혜자 (Adv. EANx)
진호산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최규옥 (EANx)
최경준 (EANx)
최경호 (Adv. EANx)
최민석 (EANx)
최선호 (EANx)
최수영 (EANx)
최승천 (Adv. EANx)
최우빈 (EANx)
최재성 (EANx)
최태현 (Adv. EANx)
추제욱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덕수 (EANx)
허대원 (EANx)
허정일 (EANx)
현승준 (EANx)
황종규 (Adv. EANx)

신규 강사
김현중
문남이
신상규
윤형만
이문용
임재환
정재홍
정종보
조민석
최경준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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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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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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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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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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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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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102호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2층

송관영

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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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 제주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이벤트 02.

날짜 : 11월 26일 (토) / 시간: 오후5시- 10시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Dive Against Debris™ -프로젝트 어웨어
스페셜티 코스 및 참여 이벤트
참여 기간 : 2016년10월 10일 ~ 11월 14일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이벤트 01.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이벤트 03.

AFIA 주최 PADI 프리다이버
스테틱 앱니아 & 다이나믹 앱니아 시합

PADI 스페셜티 다이버 크리에이티브
사진/동영상 컨테스트

날짜: 11월 26일(토) / 장소: 제주도
참가 대상: PADI 베이직 프리다이버 이상
참가 신청: 전국 PADI 프리다이브 센터

김정미

날짜 : 2016년 12월 20일 (화)
장소 : 추후 공고

* 2016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di.co.kr을 참조하세요.

Jeju Island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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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태민

A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Bohol // 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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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한

A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157번길 28-6
제주M리조트

Boracay // 보라카이
씨월드 다이브 센터

(DEEPPER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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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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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구

정혜영

디퍼다이브

Cebu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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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EFR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IT) 코스

참여 기간 : 2016년10월 10일 ~ 11월 14일

리드마린 리조트

이종문

기간 : 2016년 12월 17일 (토) - 18일 (일)
장소 : 추후 공고

남애 스쿠버 리조트

Anilao // 아닐라오

서종열

PADI 인스트럭터 시험 (I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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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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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와 가오리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응원이 전해졌습니다.
참여 목적 : 상어와 가오리를 위한 더 큰 보호를 갈구하는
Project AWARE의 노력을 지지
projectaware.org | bit.ly/ProjectAWAREKorea

한국의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Project AWARE Found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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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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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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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1998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에
대구 수성구에 P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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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 리더가 되다
PADI 다이브마스터가 되세요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
전세계 어디서든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전파하세요.
다이빙 액티비티를 감독하고 트레이닝을 도와주며 다른
다이버를 리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를 시작하세요.
PADI
BLOG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더 자세한 정보는 padi.co.kr 이나 PADI 다이브 숍을 방문하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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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103-0966
1855-2514
eone.tour@gmail.com
facebook.com/eone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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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집회 소회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았습니다.
100만개의 촛불이
들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엄마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양복 입은 회사원들,
휠체어를 탄 노인들,
……
저마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재천명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권력자라도 사유화(私有化)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 세계로부터 조롱받게 된 우리의 국격(國格)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외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국민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지 못한 지난 일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 O

L I M I T

SIDEMOUNT KATANA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2016년 11/12월호 수상자 명단
광각부문
금상

이현희 은상 박동균 동상 박찬영

접사부문
금상

박인수 은상 양승철 동상 Sharon Khoo

입선

김수열, 김지홍, 박동균, 박인수, 박주형, 박찬영
양승철, 이민정, 이상훈, 장기영, 최윤정, Sharon K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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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 시상품

이번 11/12월 콘테스트는 스쿠바프로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금상

MANTIS 1(M1)

만티스 1

•레크리에이셔널과 텍 다이버들 뿐만 아니라 CCR다이버 그리고 프리다이버까지 대상으로하고 있다.
•예언적 다중 기체 ZHL8 ADT MB 알고리즘은 3가지 기체 사용이 가능하다(21~100% O2)
•PDIS(Profile Dependent Interme-diate Stops) 프로파일에 따라 결정되는 중간 수심에서의 정지는 안전을 위해
현재와 이전 다이빙의 호흡믹스를 질소량을 기반으로 중간 정지를 계산한다.

•마이크로버블 레벨은 당신의 경험레벨과, 나이 그리고 신체상태와 일치하도록 알고리즘안에서 보수도를 조절해 준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심장 박동 모니터 기록은 심장박동과 피부 온도(SCUBAPRO HRM 벨트만 가능)로
노동량에 따라 감압계산을 할 수 있다.

•케이스는 높은 해양 등급 316L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으며, 보호와 멋스러움을 동시에 가진
두가지 톤의 브러쉬 마감이 되어있다.

•마그네틱 조절 버튼은 구멍의 필요성을 없애고, 케이스의 수밀성을 유지하였으며, 기계의 안정성을 최적화 하였다.
•프리다이빙에도 적합하다.
가격 : 1,020,000원

은상

DIVE’N ROLL TACTICAL
다이브 엔 롤 텍티컬

단단한 케이스를 메인 수납공간으로 하고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백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투 인원 이동장비 시스템은 다이빙 장비와 함께 여행을 다닐 때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이다.
빠른 수화물 보관을 위해 분리되는 부분은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당신이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지퍼와 함께 준비되어 있다.
•HD 폴리 카보네이트 케이스에 추가된 하나의 분리형 부드러운 가방은 다이빙 장비 이동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
•하드셀 부분을 제외한 외부는 HD 840D 타풀린, 450D/PVC 원단 그리고 150D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제작
•큰 메인 수납공간은 옆면과 바닥이 단단히 보호되고 있으며, 사실상 손상되지 않는 장비 캐리어를 만듦
•코일 이중지퍼는 내구성과 큰 메인 부분에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만듦
•메인 수납공간에 있는 추가적인 가방공간의 부드러운 부분은 옷을 챙기거나 다른 부드러운 물품들을 보관
•분리형 백팩은 당신의 여행중 당신의 가장 가치있는 장비를 보호해 줄것이며 방수 재질로 제작되어 생활방수가 가능
•두 개의 고무커버 핸들에 추가로 포개어 지며 끌 수 있는 핸들을 가지고 있으며, 해수에 강한 휠이 보강되었으며,
들고 끌고 굴리는 옵션들을 제공

•크기 : 몸체72x46x44, 배낭 : 30.5x18x42cm 무게 : 6.2kg. 용량 : 146L
가격 : 380,000원

동상

SPECTRA

스펙트라
•색 혼합을 포함한 고유한 도장 공정을 거친 프레임
•이안식 랜즈
•크리스탈 클리어 또는 블랙 이중 씰 실리콘
스커트, 스위벨 버클

•EZ 압력평형 노우즈 포켓
•울트라 클리어 렌즈
•컬러 : 실버블랙/블랙/밀러렌즈
실버블랙/블랙, 실버레드/클리어
실버옐로우/클리어, 실버블루/클리어

가격 : 140,000원

협찬사 : 스쿠바프로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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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_ 광각부문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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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샌드타이거샤크
NIKON D700, f/9, 1/80

은상

_ 광각부문

Silver Prize

박동균
혹등고래 양육

E-PL3(OLYMPUS), f/4, 1/250

동상

_ 광각부문

Bronze Prize

박찬영
바다사자

Canon EOS 5D Mark III, f/4, 1/200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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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_ 접사부문

Gold Prize

52 |

박인수
갯민숭달팽이
Canon EOS 5DS R, f/18, 1/100

은상

_ 접사부문

Silver Prize
양승철
할리퀸쉬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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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_ 접사부문

Bronze Prize
Sharon Khoo
Puffer Fish

Canon EOS 5DS R
f/18, 1/100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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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Sharon Khoo

입선 김수열

입선 김지홍

입선 박동균

입선 박동균

입선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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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박인수

입선 박주형

입선 박찬영

입선 이상훈

입선 양승철

입선 장기영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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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박찬영

입선 이민정

입선 양승철

입선 최윤정

입선 장기영

입선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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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
공
말
연

제 26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이번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16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
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16년 11월과 12월 중
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
로써 명실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

(연말 공모전)

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부분

응모조건

• 광각부문
• 접사부문(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마감일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작품 제출처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응모란
• 웹하드 (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 작품의 잡티 제거, 색상 보정, 크롭핑, 기울기 조정 등의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은 허용합니다.
•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 당선작은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기
간 내 고화질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당선작은 수상이 취소됩니다.

참고
• 올해는 시상식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 내년에는 시상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상자 발표

• 다이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장비를 바닥에 끌거나 핀킥으로 모래를 일으킬 때)

• 입상작은 본지 2017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수중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몸을 부풀리는 복어, 먹물을 쏘는 문어나 오징어 등)

시상내역

• 수중생물을 변칙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대상

1

상금 100만원과 상패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 수중생물에게 인공적인 음식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금상

2

상금 70만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1명

• 수중생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의 꼬리, 산호의 폴립 등)

은상

2

상금 50만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1명

동상

2

상금 30만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1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
용권을 가집니다.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달된다
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HOTO

황윤태의 Marine Essay 제71회

염원 3

고르고니안 산호 가지에서 살아가는 고르고니안 혼드 쉬림(Gorgonian horned shrimp). 체장 1.5cm.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6, 1/250, Z-240X2, RAW, -20m, Anilao, Philippines.

다이빙을 하다보면…… 운 좋게도 독특한 피사체와 마주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그날이 그러했다. 약 15년
전 서귀포 문섬의 새끼섬 남쪽 40미터 수심의 회초리 산호에 공생하는 고르고니언 혼드 쉬림을 처음으로 목격
했건만, 마침 필름이 다된지라(36컷 슬라이드 필름카메라 시절) 얼마나 안타까웠던가! 그 후 1컷 찍을 욕심으로
감압용 공기통까지 준비하여 수차례 찾아보았지만, 모두 허탕이었다. 별수 없이 염원의 피사체로 머릿속에 담아
둔 지 10여 년이 흐른 4년 전…… 필리핀 아닐라오 투어 당시 현지 가이드 왈, 이런 피사체가 있는데 원하냐고
물었고, 당연히 OK! 10여 년 만에 염원의 피사체 중 하나를 지웠다.

첨부한 사진의 갯민숭달팽이 몸체는 투명하고, 디테일의 끝부분은 핑크 색상이라 상당히 화려하다. 문제는 하
얀 모래밭의 높은 반사율에 반해, 투명한 몸체와 핑크색의 디테일은 빛을 흡수하므로 피사체 고유의 화려한 색
상을 TTL로는 단시간에 표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쉽게 말하자면 카메라는 배경인 모래밭은 상당히 밝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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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체색(體色)과 디테일을 가진 갯민숭달팽이(Nudibranch). 체장 3~4cm.
Nikon D700, 105mm Macro, Nexus, f16, 1/125, Z-240X2, RAW, -20m, Anilao, Philippines.

판단하여 빛을 적게 발광시키므로 주피사체인 갯민숭달팽이는 어둡게 표현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TTL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조리개치와 거
리를 기준하여 매뉴얼 싱크로를 시행하는 편이 간단하다. 단, 배경의 반사
율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황윤태 Hwang Yuntae
고르고니언 혼드 쉬림의 독특한 디테일을 돋보이게 하려면 배경을 단순하
게 처리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갯민숭달팽이를 불문하고 배경과 반대의 반
사율을 가진 투명한 피사체의 경우에는 매뉴얼 싱크로가 편리한 경우도 있
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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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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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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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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 센터
(강원 고성)
IT/IC

전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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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756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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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스쿠버월드
(대구달서)
FDIT

이재성
연락처: 010-7741-3777
웹주소: cafe.naver.com/freedivingabyss
이메일: lejs19@naver.com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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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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브이인사이드

박상훈

010-8512-228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20 1F

다이버의 꿈

이용주

070-756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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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7 이안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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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홀 다이버스

박우진

010-8633-07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

경기도

썬 스쿠바

최창호

010-5289-3733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06-2번지 43번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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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구 마지로 144 1층 102호(하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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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스쿠버센터

김경혁(권정순)

010-6646-1650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영랑동)

강원도

씨 플랜

김태효

010-5335-261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1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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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프레조빌 201호

MS스킨스쿠버

박기태

010-5369-033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34 3층

아쿠아갤러리

김태호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SS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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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ives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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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진스쿠버

김기원

010-8256-0391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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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 아카데미

고대훈

010-9482-0059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별관 C동 105호

바다로 스쿠바

이상국

010-5277-007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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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다이버스

정구범(김성훈)

010-8456-2591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14 (중촌동) 지하

음성스쿠바아카데미

김호중

더크라켄스킨스쿠버

김현섭

010-3026-0990

충북 제천시 내토로1121, A동 2층

JMJ DIVING SCHOOL

유성용

010-7704-333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1035-8 해양스포츠교실

SSI 울산다이빙센터

최동영

010-4880-7955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62 1층

고성 스쿠바

이주언(노승환)

010-3569-5522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5-18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10-9018-6555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50-1번지

노틸러스다이브클럽

최성학

010-7449-4525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2, 128 (신천동, 동양상가아파트 1층)

다이브에이앤디

최지섭

010-3277-0321

동서대학교

소훈

011-834-1982

문희수잠수교실

문희수

010-9299-4246

부산대학교

황영성

010-3878-8241

스쿠버 월드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위덕대학교

손완식

010-8571-333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23번길 24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민석체육관 4층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9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경암 체육관 교수동
515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3 두류다이빙풀장

황흥섭

010-7567-0119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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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이브칼리지

강영천

010-4500-9113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360

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진주시 유곡동 83-2번지

장유수 잠수교실

장유수

010-3388-9834

경북 영천시 최무선로30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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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프리다이빙

정재영

010-6377-006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88

엑스 알 테크니컬 팀

손병욱

010-2912-5655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14

워터월드

고장식

010-5135-0528

경북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 463

블루버블

정범수

010-2646-4392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5-6

스쿠바 라이프

김원국

010-9120-111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137-5

스쿠버스토리

고승일

010-9889-1874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92-39

제주국제대학교

홍근혁(윤상택)

010-2554-8700

제주대학교

김진현

010-2699-7278

올블루

김민석

010-9331-0817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번지 제주산업정보대학 스포츠산업계열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해양 스포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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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프리다이브

김봉재

010-6700-5674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80-3 3층

충청도

010-5466-1269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화3길 13-14 음성군근로자복지관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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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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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to Scuba Dive with.....
BSAC Korea

서울
김갑수

BSAC SDC
산소처치
기본생명구조술
자동제세동기
실제적인 구조운영
라이프세이버
아이스 다이빙

김한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010-4109-6831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 302동 705호

HEALING SCUBA CENTER

010-3591-013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512호

박동두

TourScrap

010-5184-45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3 여행박사 4층 투어스크랩

윤상필

BLUE SCUBA

010-3757-6333

서초구 양재동 285-2 소암빌딩 302

정상근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오금동 2층)

최우집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최종인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경기
김영중

뉴서울다이빙풀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61-1 조일프라자 B3

어드밴스드 다이빙 테크닉

김홍덕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010-8875-777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수색과 인양

이기호

MP KOREA

010-5003-22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4-327

디지털 수중사진

이정훈

TOP DIVING TEAM

010-4118-61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52-3번지

유종범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터

조백종

The Sea Pirates

010-6361-654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권기훈

38 SCUBA RESORT

010-5473-30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김찬호

양양레저

010-6370-067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스마트 비디오
수중 비디오
수중 비디오 전문가
수중 스쿠터
싱글 텍 다이빙

강원

김창문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다이빙 계획과 매지니먼트

박영남

송호대학교

010-4572-66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66번지 스포츠레져과 송호대학교

나이트록스 블렌더

박철웅

Pax Scuba House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이명종

유원레포츠

010-5364-0333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이주일

씨드림 리조트

010-5365-1247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이종도

GOGOGO RESORT

010-9304-689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455-3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임창근

Aqua Gallery Marine Resort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가속감압절차

장동국

FLIPPER Divng Centre

010-4703-81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최성환

영금정 스쿠바

010-4340-5528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3-5

어드밴스드 가스 블렌더
트윈셋 다이빙

스포츠 혼합기체 다이빙
어드밴스드 혼합기체 다이빙

제주

프리 다이빙

강상혁

타크라 다이빙

010-9118-4620

제주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68

재호흡기 다이빙

김윤석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216

손철수

찰스다이브

010-6798-2002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15-4

정윤현

BLUE MARINE DIVE CENTER

010-5141-9797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31 월드컵 경기장 내

황철상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국제대학교1호관 1108-1호

Come and dive with us!
충청
김기운

AQUANAUT DIVE CENTER

010-9418-2854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61 우진빌딩 2층

김현섭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김옥주

MARINE BOY

010-7227-5375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 체육대학

민성용

GSAC

010-2286-332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박종현

DIVING WORLD

010-4691-6663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6-16 다이빙월드

차준열

HANSEO UNIV

010-3679-6593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무도경호학부

구재서

Aanemone

010-2935-1355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48-1

권천중

울릉다이버리조트

010-5201-5353

경북 울릉근 서면 남양리 153-2

김성식

다사 스쿠버

010-3798-939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58

박재경

WOW SCUBA CLUB

010-2560-2383

부산 영도구 동삼2동 1035-8

서동수

부산잠수센타

010-2957-509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66-24

신창민

블루드림호&스킨스쿠버

010-7761-584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로 80 1층

이상호

BUBBLE STORY

010-2504-8184

울산 남구 삼산동 1479-1, 굿모닝클리닉 9층

이유식

수중날개 스킨스쿠버

053-582-1078

경북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310번지

이영훈

한국해양산업 주식회사

010-9192-3029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111번길 31 신성빌딩 4층

최경식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14

최연진

1Day 2 Tank

010-9073-8537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 5길 12-15

간영훈

Sinchun Divers

070-4686-1901

Panglao Tropical Villas,Panglao, Bohol Philippines

김성수

ATO Resort & Dive Center

070-8638-4547

4202, solo, Mabini, Batangas, Philippines

김용식

M.B. OCEAN BLUE

070-7518-0180

Panagsama Beach 6032, Moalboal, Cebu, Philippines

박진호

EDEN DIVE

070-4645-2016

Phillipine, Bohol, Panglao, clijo redpartm resort

장국삼

BLUE DREAM CEBU

070-4644-7005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 Engano Mactan Cebu

장국삼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P.O.BOX 1547 Koror, palau

정재욱

CSAC

070-4028-4563

47151 Morse Tessace Fremont, CA 94539

윤상선

Blueshark Diving Center

63-927129852

Blueshark Dive Center,Buyong Maribago Lapu Lapu City, Cebu Phillipine

한종훈

ANILAO SCUBA DIVE CENTER

070-7563-5352

4202 Sanjose. Mabini, Batangas, Anilao dive center

최원철

Club CEDA

070-4366-2400

Club CEDA, Hadsan Beach Complex, Brgy.Agus, Lapulapu City, CEBU

전라

경상

해외

63년 전통

ISO 인증/EUF 인증

차별화된 교육

검증된 트레이너

다양하고 우수한 교재

PHOTOFOLIO

네덜란드 수중사진작가 소개

Rinie Luykx

Bullrout on a bed of anemones in Port Hardy Canada
아네모네속의 Bullrout, 캐나다 하디항구

Rinie Luykx

Netherlands
Rinie Luykx born in 1968 in a small village in the Netherlands. Rinie is a passionate diver since 1990 when he had his
first experience in Curacoa with the underwater world. He and his wife Brigitta love to travel around the world a lot.
Together they work freelance for the Dutch diving magazine Duiken Rinie as a photographer and Brigitta as a writer.
Rinie won a lot of competitions especially with his pictures from the Dutch waters. This is the place where he dives the
whole year round. The Dutch waters are not the easiest place to dive but for Rinie this makes it an extra big challenge.
From the smallest things to the biggest things he likes it all. His biggest challenge is to make a special picture by playing
with light. He is very persistent to get the perfect picture. Since a couple of years Rinie became the face of Seacam in the
Benelux. Rinie is working with a Canon 5D M III and a Canon 7D M II with Seacam housings and 2 Seacam flashes.

Baby bullrout of 2mm coming out of his egg by a watertemp. of 1 degree Netherlands.
수온 1도의 물에서 부화하고 있는 2mm 크기의 bullrout 유어, 네덜란드

Facebook https://www.facebook.com/rinie.luykx

Rinie Luykx는 1968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1990년, Curacoa의 바다에서 첫 다이빙을 한 이후로, 그는
열정적인 다이버가 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 Brigitta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Rinie는 사진작가로, Brigitta
는 작가로, 네덜란드의 다이빙 매거진 Duiken의 프리랜서로 일한다. Rinie는 특히 네덜란드의 바다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많은 대회에서 수상했다. 이곳은 그가 일 년 내내 다이빙할 수 있는 장소다. 네덜란드의 바다는 다이빙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는 이곳에서 매우 큰 도전을 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매우 큰 것까지, 그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의 가
장 큰 도전은 빛을 활용하여 특별한 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완벽한 사진을 얻기 위해, 매우 끈질기게 도전한다. 몇 년
후 Rinie는 베네룩스에 있는 Seacam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Rinie는 Seacam 하우징과 2개의 Seacam 플래시를 장착
한 캐논 5D M III 및 캐논 7D M II로 촬영을 하고 있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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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l yelly on the surface in the Netherlands
수면에 있는 Barrel yelly, 네덜란드

Basking shark feeding in the waters in Scotland.
햇빛이 드는 곳에서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상어, 스코틀랜드

Gorgonian fan in overhang Missool Raja Ampat.
오버행의 부채산호, 라자암팟 Missool 섬

2016 November/December

| 71

1

2
72 |

3

4

1 Sepia’s that come to mate in the Dutch waters
every year in May/June
매년 5/6월에 네덜란드의 바다에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
오는 갑오징어들

2 Pike Perch protecting his eggs in the fresh waters
of the Netherlands
민물에서 자신의 알을 보호하는 Pike Perch, 네덜란드

3 Playfull grey seal named Happy in the Netherlands
행복해 하는 회색 물개, 네덜란드

4 Skeleton shrimp with eggs in her belly Netherlands
배에 알을 붙이고 있는 해골새우, 네덜란드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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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on his way to take a breath of air, Tiran islands Sharm el Sheikh Egypt
공기 호흡을 하러 가는 바다거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의 티란섬

Swimming crab on the surface playing with my bubble’s Netherlands
수면에서 거품과 함께 수영하는 게, 네덜란드

세부막탄국제공항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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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http://www.bluestardive.co.kr

MARINE LIFE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New to Science
How often are New Species Discovered?
신종 해양생물 - 신종은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가?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The diversity of marine organisms varies from ocean to ocean,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바다나, 해안마다 다르다. 좀 더 차고 온화

coast to coast. While diversity is higher in tropical waters than

한 해역보다 열대 해역에서 다양성이 더 높지만, 열대 해역에서도

in colder, temperate waters, some tropical areas are more diverse

다양성에 차이가 있다. 어느 해역이 가장 다양한지를 정확히 안

than others. Knowing exactly which areas are the most diverse is

다는 것은 다소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 해역들마다 연구가 이루

a topic of some debate, as some regions have been studied more

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인도

than others. The coral triangle, which includes Malaysia, Papua

네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하는 코랄트라이앵글은 누가 뭐래도 지

New Guine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s indisputably the

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환경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 해역에

most diverse marine environment on earth and we will focus on

서 발견되는 신종 해양생물에 대해 소개한다.

new discoveries from this area in this article.

The peaceful waters of the Verde Passage, Batangas, Philippines may support the most diverse fauna of marine animals of any area on earth.
필리핀 바탕가스에 있는 베르데 패시지 해협의 평화로운 바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동물군을 지탱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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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studying sea slugs may be the most intense in the region of

필리핀의 베르데 패시지 해역은 바다 민달팽이의 연구에 가장 심

the Verde Passage of the Philippines. Years of study by scientists

혈을 기울이는 곳일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과학원의 과학자들은

of the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have tallied up over 1000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해역에서만 총 1,000종 이상의 후새류를

species of opisthobranchs in this area alone. The leader of this

찾아냈다. 이 놀라운 연구를 이끈 테렌스 고슬리너 박사는 이곳에

incredible effort, Dr. Terrence Gosliner, reports that one new

서는 다이빙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하나의 미기술(未記述) 신종이

undescribed species is discovered on nearly every dive there. Let’s

발견된다고 보고한다. 새로 발견된 종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

look at a few of these newly discovered species, found during

이러한 신종들은 아닐라오에 있는 크리스털블루리조트(http://

two ten day workshops sponsored by Crystal Blue Resort (http://

divecbr.com)가 후원하고 케빈 리, 마이클 밀러(Webmaster of

divecbr.com) in Anilao and led by Kevin Lee, Michael Miller

the Slug Site - http://slugsite.us/)와 필자가 주최해 10일 일정

(Webmaster of the Slug Site - http://slugsite.us/ ) and myself.

으로 2차례에 걸쳐 열린 워크숍 중에 발견됐다.

Mike Bartick, Dave Behrens and Kevin Lee led the 2016 workshops, shown here with one of Crystal Blue’s bancas.
마이클 바틱, 데이비드 베렌스와 케빈 리가 2016 워크숍을 주최했으며, 오른쪽 사진에서 크리스털 블루의 배가 보인다.

Our efforts began by assembling a team of 28 sea slug
enthusiasts (14 per workshop) and the hawk-eyed dive
guides of Crystal Blue, led by internationally recognized
underwater photographer/author, Mike Bartick. Three
dives a day for 20 days netted almost 600 distinct species,
about four dozen or more of them undescribed. Eight were
totally new discoveries, never having been documented
before. Let’s see a few examples of what we found.
우리 작업은 바다 민달팽이 마니아 28명(워크숍 당 14명)과 크
리스털 블루의 노련한 다이빙 가이드들로 팀을 꾸려 국제적으
로 인정받는 수중 사진작가이자 저자인 마이클 바틱의 주도하
에 시작됐다. 하루에 3번, 20일 간의 작업을 통해 거의 600종의
독특한 해양 동물을 찾아냈으며, 그 중 50종에 달하는 동물은

Trapania sp. was one of eight newly discovered species. Photo by David Mullins.
트라파니아(Trapania) 종은 새로 발견된 8종 가운데 하나였다. (사진 데이비드 멀린스)

미기술 종이었다. 8종은 완전히 새로운 발견으로, 이전에 기록
된 적이 없었다. 발견한 종들 중 일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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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genus Trapania, fall under the nudibranch

트라파니아(Trapania) 속의 종들은 폴리세리디(Polyceridae) 과

family Polyceridae. Interestingly, this family is more closely

나새류로 분류된다. 흥미롭게도 이 과는 기타 파네로브랜치

related to cryptobranch dorid nudibranchs (those that can

(phanerobranch,‘아가미가 보이는’
이란 뜻으로 아가미가 노출되어

retract their dorsal gill in a pore) than other phanerobranch

있음) 도리드 나새류보다는 크립토브랜치(cryptobranch,‘아가미가

dorid nudibranchs, those whose gill stays exposed. Members

감춰진’
이란 뜻으로 등의 아가미를 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음) 도리드

have extrarhinophoral and extrabranchial appendages

나새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종은 후각돌기와 아가미를 보

protecting these two organs.

호하는 후각돌기외 및 아가미외 부속기관을 갖고 있다.

This tiny, never seen before dorid has a slender white body, with

아주 작고 이전에 관찰된 적이 없는 사진 속 도리드는 몸이 가늘고

no markings. The rhinophores are quite large in relationship to

희며 무늬가 없다. 후각돌기는 몸집에 비해 꽤 크며, 후각돌기외 부

the body, and are encircled by the extrarhinophoral appendage.

속기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타 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가미

As with other species, the gill too has a protective appendage.

에도 아가미를 보호하는 부속기관이 있다. 트라파니아는 해면동물

Trapania feed on a minute colonial organism called an

의 표면에서 사는 내항동물(內肛動物, entoproct)이란 극히 작은 군

entoproct that lives on the surface of sponges.

체생물을 먹이로 한다.

Another first time discovery was this tiny new Phyllidia.

또 하나 처음으로 발견된 종은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작고 신기한 필

Phyllidids are porostome nudibranchs lacking a radula or

리디아(Phyllidia)였다. 필리디아는 먹이로 하는 해면동물을 덩어리로

rasping tongue used to tear chunks of the sponges they feed

찢는 데 사용하는 치설(齒舌, 입 속에 있는 줄 모양의 기관)이 없는

on. Instead they spit digestive juices onto the sponge, wait a

포로스톰(porostome) 나새류다. 대신 이들 종은 해면동물에 소화액

moment and then slurp up the resulting soup. They also secrete

을 뱉고 잠시 기다린 다음 녹은 국물을 마신다. 또한 교란을 받을 때

strong acids when disturbed to fend off predators. Unlike other

에는 강한 산을 분비하여 포식자를 물리치기도 한다. 기타 도리드 나

members of this genus of dorid nudibranchs, the gill is hidden

새류의 종들과는 달리 아가미가 외투막 아래에 감춰져 있다.

under the mantle.
Species of Okenia are often misidentified as aeolid nudibranchs

오케니아(Okenia) 종은 등의 아가미를 감추는 긴 유두(乳頭)가 있기

because of the long dorsal papillations that hide the dorsal gill.

때문에 흔히 이올리드 나새류로 오인된다. 이들 종에는 몸에서 삐죽

They have perfoliate rhinophores. This new species is yellow

이 나온 후각돌기가 있다. 사진의 신종은 몸이 노란색이고 유두, 아

with white papillae, gill and rhinophores. Okenia feed on

가미와 후각돌기가 흰색이다. 오케니아는 껍질이 있는 이끼벌레를 먹

encrusting bryozoans.

고 산다.

Phyllidia sp, a species new to science. Photo by David Mullins.

A gorgeous new Okenia sp. discovered in Anilao, Philippines in May 2016.

과학계에 새로 알려진 종인 필리디아(Phyllidia). (사진 데이비드 멀린스)

2016년 5월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발견된 멋진 신종 오케니아(Ok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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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new Trapania resides in Anilao. Photo by David Mullins.
또 다른 신종 트라파니아가 아닐라오에 서식한다. (사진 데이비드 멀린스)

This new Doriprismatica, known only fro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feeds on
sponges. Photo by Dave Behrens.
오직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만 발견된 사진의 신종 도리프리스마티카(Doriprismatica)는 해면
동물을 먹고 산다. (사진 데이비드 베렌스)

Another new Trapania like the new species of Trapania above it

앞서 소개한 신종 트라파니아처럼 다른 신종 트라타니아의 종도 곡

has a pair of curved, elongate extrarhinophoral and extrabranchial

선의 길쭉한 후각돌기외 및 아가미외 부속기관을 한 쌍씩 갖고 있다.

appendages. It too feeds on entoprocts (a small colonial critte r)

이 종도 해면동물과 공생하는 내항동물(작은 군체 생물)을 먹이로 한

that is commensal on the sponge. This new species is one of the

다. 이 신종은 몸이 흰 종들 중 하나다. 이 종은 유두가 몸 전체에 불

white bodied species.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lookalikes

규칙하게 덮여 있어 다른 비슷한 종들과 구별된다.

by having irregular papillae all over the body.
Closely related to members of the genus Glossodoris, a new

글로소도리스(Glossodoris) 속의 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리프리

species of Doriprismatica has more rigid undulations of the

스마티카(Doriprismatica) 속의 신종은 외투막의 가장자리가 보다 뻣

mantle edge and are more slender. This newly discovered

뻣한 물결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몸이 보다 가늘다. 새로 발견된 이 종

species has white speckling along the edge of the mantle. Like

은 외투막의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반점이 있다. 이 속의 기타 종들

other species in this group the gill vibrates increasing the flow

처럼 아가미가 진동해 몸의 표면 위로 바닷물의 흐름을 증가시킨다.

of seawater over its surface.
This Sclerodoris adds to the number of newly
discovered species in this sponge eating cryptobranch
dorid genus. Pits on the dorsal surface of this species
resemble the sponge oscula, or siphons which
circulate water through the sponge’s body. When on
their host sponge they are almost invisible.
사진의 스클레로도리스(Sclerodoris)로 인해 해면동물을 먹
이로 하는 크립토브랜치 도리드 속에서 새로 발견된 종들
의 수가 증가한다. 이 종의 등 표면에 있는 구멍은 해면
동물의 배수공, 즉 물을 해면동물의 몸으로 순환시키는
수관(水管)과 비슷하다. 이들은 숙주인 해면동물 위에 있
Sclerodoris sp. is a sponge lookalike. Photo by Dave Behrens.

으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스클레로도리스(Sclerodoris) 종은 해면동물과 비슷하다. (사진 데이비드 베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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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ymnodoris was first discovered in the Lembeh Straits

사진의 짐노도리스(Gymnodoris)는 인도네시아의 렘베 해협에서 처음

of Indonesia and is now common in Anilao. Gymnodorids

발견되었지만 이제는 아닐라오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짐노도리드는

are voracious carnivores feeding on sea slugs. Because of

탐욕스런 육식동물로 바다 민달팽이를 먹이로 한다. 이들 종은 해부

their difficult anatomy and widely varying coloration only

구조가 이해하기 어렵고 색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

30 of the 90 species we are aware of have been described.

져 있는 90종 중 30종만이 기술되어 있는 상태다. 희망컨대 크고 흰

Hopefully this distinctive species with huge white tubercles

돌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종에 곧 이름이 붙여지길 바란다.

will have a name soon.
As seen here, this specimen has attacked a Glossodoris cincta of

사진에서 보듯이 이 개체는 덩치가 거의 같은 글로소도리스

almost its same size. Not having eyes, Gymnodorids often bite

(Glossodoris cincta)를 공격했다. 눈이 없는 짐노도리드는 흔히 자신이

off more than they can swallow. Having been attacked from

삼킬 수 있는 크기보다 더 크게 물어뜯는다. 후방에서 무방비로 공격

behind there is little this defenseless Glossodoris can do but hope

을 당했으니 이 글로소도리스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거의 없고 그저

the Gymnodoris will let go.

짐노도리스가 놓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This little fuzzy, sponge-like tuft is actually a nudibranch of the

사진에서 털이 나 있고 스펀지 비슷하게 생긴 털 다발은 사실 디스코

family Discodorididae. We will have to wait for an examination

도리디디(Discodorididae) 과의 나새류다. 이 종이 어느 속에 속하는

of the internal anatomy to determine what genus it belongs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해부구조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to. The body is uniform in color and the forest of compound

몸은 색상이 동일하며,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침 모양의 돌기들은

A new Gymnodoris sp. has attacked a Glossodoris cincta of almost its same size. Photo by
Dave Behrens.

This new Discodorid species climbs through algae in search of the sponge it feeds on.

신종 짐노도리스(Gymnodoris)가 덩치가 거의 같은 글로소도리스(Glossodoris cincta)를 공격했

어간다.

다. (사진 데이비드 베렌스)

Two undescribed sponge eating dorid nudibranch of the genus Paradoris.
사진은 해면동물을 먹이로 하는 파라도리스(Paradoris) 속 미기술 도리드 나새류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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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신종 디스코도리드(Discodorid)는 자신이 먹이로 하는 해면동물을 찾아 조류 사이를 기

clusters of caryophyllidia (those specialized spiculated tubercles)

무리를 이루어 복합체를 형성해 숲처럼 등을 덮고 있어 전혀 나새류

that cover the dorsum doesn’t really suggest it’s a nudibranch at

같지가 않다. 이들 침 모양 돌기는 이 나새류가 해면동물 먹이를 자신

all. The caryophyllidia act as protection while the nudibranch

의 강한 치설로 먹어치우는 사이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munches away on its sponge prey with its strong radula.
Several undescribed species of Paradoris were also documented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파라도리스(Paradoris) 속의 몇몇 미기술 종들

during the workshops. These members of the family

도 기록되었다. 디스코도리디디 과의 이들 종은 몸의 형태와 색상 패턴

Discodorididae come in a wide variety of body shapes and color

이 아주 다양하다. 우리는 최소한 11종의 미기술 종들을 알고 있다.

patterns. We are aware of at least eleven undescribed species.
This newly discovered species of Thecacera is absolutely
amazing. The coloration is unequalled. The purple
rhinophores and orange lines make its appearance striking at
the very least. What an exciting new discovery.
새로 발견된 이 테카세라(Thecacera) 종은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
다. 색상이 견줄 데가 없다. 자주색 후각돌기와 오렌지색 줄을 한
외관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단히 흥미로운 신종의 발견이
아닌가.
This glorious new Thecacera was one of the many undescribed species found in 2016.
Photo by Mike Bartick.
이 화려한 신종 테카세라(Thecacera)는 2016년에 발견된 많은 미기술 종들 중 하나다.
(사진 마이클 바틱)

The genus Caloria falls in the family Facelinidae. There is a
gland storing stinging cells from the hydroids they feed on in
the tip of each cerata. When disturbed this species points the
cerata at the source of the attack.
칼로리아(Caloria) 속은 파세리니디(Facelinidae) 과로 분류된다. 이
들 종에는 자신이 먹이로 하는 히드라로부터 얻은 쐐기세포(자포)를
각각의 외투막 주름의 끝부분에 저장하는 샘(gland)이 있다. 교란을
받으면 이 종은 공격한 목표를 향해 외투막 주름을 곧추 세운다.

Members of the genus Kaloplocamus have highly variable body
An undescribed aeolid nudibranch, Caloria sp. Photo by Mike Bartick.
미기술 이올리드 나새류인 칼로리아(Caloria) 종. (사진 마이클 바틱)

shapes characterized by velar tentacles on their frontal margin
and a series of lateral appendages with interesting orange
globular structures. These may function as light producing
organs.
칼로플로카무스(Kaloplocamus) 속의 종들은 몸의 형태가 아주 다양
하며, 앞쪽 경계 가장자리에 촉수들이 있고 오렌지색 공 모양의 흥미
로운 구조물을 가진 일련의 측면 부속기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들 구조물은 빛을 발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Two new members of the dorid genus Kaloplocamus. Photos by Dave Behrens.
도리드 속 칼로플로카무스(Kaloplocamus)의 두 신종. (사진 데이비드 베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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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n there are all the new species of the aeolid genus Cuthona.

다음으로는 이올리드 속 쿠토나(Cuthona)의 온갖 신종들이 있다. 우

We found several new ones at the workshop. Being aeolid

리는 워크숍 중에 여러 신종들을 발견했다. 이올리드 나새류이므로

nudibranchs, these tiny aeolids feed on hydroids. In doing this

아주 작은 이들 이올리드는 히드로를 먹고 산다. 이러한 먹이 생활

they ingest the stinging cells, or nematocysts, the hydroid uses for

에서 이들 종은 히드로가 방어에 사용하는 쐐기세포, 즉 자포를 섭

protection. Some of the undeveloped nematocysts pass through the

취한다. 그러면 미성숙 자포의 일부가 소화계를 무사히 통과해 결국

digestive system untouched and end up sequestered in the tips of the

나새류의 외투막 주름 끝부분에 격리된다. 여기서 자포는 완전한 쐐

nudibranchs cerata, called cnidoblasts. Here they mature to provide

기세포로 성숙하여 나새류를 보호하게 된다.

stinging protection to the nudibranch.
Well the list goes on and on. It is encouraging to know that in this

신종의 예는 끝도 없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day and age there are still scientific discoveries to be made. The

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베르데 패시지 해협은 신종 해양생물의 발견

Verde Passage is a treasure trove of new species waiting to be

이 기대되는 보고다.

discovered.

We found so many new species of Cuthona. Left photo by Dave Behrens. Right photo by David Mullins.
우리는 쿠토나(Cuthona) 속의 수많은 신종을 발견했다. (왼쪽 사진 데이비드 베렌스, 오른쪽 사진 데이비드 멀린스)

Graph showing species accumulation curves from the two workshops,
ultimately totally 591 species. Prepared by Jim Anderson.
A new sacoglossid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Hermaea,
when will the discoveries end?
허미아(Hermaea) 속에 속하는 신종 사코글로시드(sacoglossid)인데,
신종의 발견은 언제 끝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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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찾아낸 종들의 누적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최종 누계는 591종이다. (짐 앤더슨 제공)

In May 2017 we are going to repeat the experience. We hope to
see all of these new creatures again, but also hope to discover
even more. If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e-mail me at –
davidwbehrens@gmail.com. Come and discover with us.

2017년 5월 우리는 위와 같은 경험을 다시 해볼 예정이다. 우리
는 이들 신종 생물을 모두 다시 보길 바라지만, 한층 더 많은 종들
을 발견하기도 기대한다. 독자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davidwbehrens@gmail.com으로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우리와 함께 발견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Crystal Blue Resort will once again be the site of next year’s Nudibranch Festival.
크리스털 블루 리조트는 다음해에도 나새류 축제의 장소가 될 것이다.

케빈 리(Kevin Lee)

데이비드 베렌스 (David Behrens)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LA 수중사진협회 회원

저
 서 :『나새류의 행태』
,『태평양 연안 나새류』
공저 『인도-태평양의
:	
산호초 동물들』
,『동태평양의 나새류』
,『온두라스 베이 아일랜드
에서의 다이빙과 스노클링』
,『다이빙 가이드 - 코수멜, 칸쿤과 리비에라 마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캘리포니아과학원의 연구원 재직
데이비드와 아내 다이애나는 워싱턴주에 있는 해양생물 및 자연사 서적출판 및 유통업
체인‘Sea Challengers Natural History Book, Etc.’
을 운영

NUDIBRANCH Behavior

Nudi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 Indo-Pacific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New World Publications Inc. Jacksonville,

Terrence M Gosliner, Angel Valdes and

Florida.

David W. Behrens 저, 408쪽, $60.00

ISBN 1-878348-41-8, 2005.10.01

New World Publications, Jacksonville,

(www.fishid.com)

FL 32207 USA

-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www.fishid.com/nudiindo.html
-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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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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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벌같이 생긴

호박벌 새우(Bumblebee Shrimp)
학명 : Gnathophyllum americanum
영명 : Striped Bumblebee Shrimp
한국명 : 줄무늬 호박벌 새우

학명 : Gnathophyllides mineri
영명 : Urchin Bumblebee Shrimp
한국명 : 성게 호박벌 새우

몸통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노란 무늬도 간간히 있어 벌처럼 생긴 줄
무늬 호박벌 새우(Striped Bumblebee Shrimp)는 가장 보기 힘든 새우
중 하나이다. 체장은 1.5cm 정도로 아주 작은 새우류이다. 전체적인 모
양은 땅딸막해 보이며, 두흉갑상에 6~7줄, 복부에 12줄의 적갈색 가로
무늬가 있다. 이마의 뿔은 현저히 짧으며,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돌출하
고 윗 부위에 5~6개의 이빨이 있다. 호박벌새우는 작기도 작지만 움직
임도 거의 없고, 학술적으로 알려진 것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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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무늬를 가진

호랑이새우(Tiger Shrimp)
몸에 가시가 난 호랑이새우라는 뜻의 가시 호랑이새우
(Spiny Tiger Shrimp)는 체장이 1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무척 화려한 모습을 가진 새우다. 몸 전체에 가시가 돋아
있고, 하얀 반점과 푸른 반점이 촘촘하고 노란색이나 주황
색 무늬가 잘 어우러져 호랑이 무늬를 하고 있다. 몸 골격
이나 다리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머
리에 번갯불 형태의 촉각을 가지고 있고, 앞발 집게도 몸
집에 비해 큼직해서 강인함이 느껴진다. 움직임도 강렬해
서 헤엄치지도 않고 메뚜기같이 톡톡 튀어 다닌다.

학명 : Phyllognathia ceratophthalmus
영명 : Spiny Tiger Shrimp
한국명 : 가시 호랑이새우

학명 : Penaeus monodon
영명 : Black Tiger Shrimp
한국명 : 검은 호랑이새우

머리가 톱날같이 생긴

톱날새우(Saw blade Shrimp)

학명 : Tozeuma armatum
영명 : Banded Tozeuma Shrimp, Saw Blade Shrimp

학명 : Tozeuma lanceolatum
영명 : Ocellated Tozeuma Shrimp, Saw Blade Shrimp

한국명 : 톱날새우

한국명 : 톱날새우

톱날새우(Saw Blade Shrimp)는 몸이 가늘고 길며 특히 머리 부분이 톱날

Shrimp)는 Black Coral에 붙어 살고, 둥그런 무늬가 두 개 있는 종류

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머리가 바늘같이 길다고 해서 다

(Ocellated Tozeuma Shrimp)는 모래지역의 작은 해초에 몸을 거꾸로 세

른 말로 바늘새우(Needle Shrimp)라고도 한다.

운 체 은신하여 살고 있다.

몸에 밴드 모양의 줄무늬가 있는 종류(Banded Tozeuma Shrimp)와 배아

바다생물 중에는 눈알같이 생긴 무늬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래 쪽에 눈알 모양의 둥그런 무늬가 두 개 있는 종류(Ocellated Tozeuma

포식자로 하여금 어디가 머리인지 혼동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Shrimp)가 있다. 몸에 밴드 모양의 줄무늬가 있는 종류(Banded Tozeuma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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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권투선수처럼 큰 집게발을 벌리고 있는

복서새우(Boxer Shrimp)

학명 : Stenopus hispidus
영명 : Banded boxer shrimp
한국명 : 줄무늬 복서새우

학명 : Stenopus tenuirostris
영명 : Blue Boxer Shrimp

학명 : Stenopus pyrsonotus
영명 : Ghost Boxer Shrimp

한국명 : 푸른 복서새우

한국명 : 유령 복서새우

마치 권투선수처럼 큰 집게발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복서새우(Boxer

복서새우는 산호초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으며 물고기 표면의 기생충을

Shrimp)라고 부르는 새우가 있다. 줄무늬 복서새우(Banded Boxer

잡아먹거나 물고기의 손상된 피부 등을 먹이로 하는 공생새우이다. 유난

Shrimp)는 투명한 몸에 흰색과 붉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어 Coral

히 긴 하얀 더듬이를 갖고 있다. 복서새우는 어린 시기에 짝을 맺고, 평생

Banded Shrimp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함께 하며 금슬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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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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장초점 마크로 렌즈의 접사촬영
글 구자광 / 사진 황윤태

Black Sailfin Goby
(사진 황윤태)

접사촬영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마크로 렌즈이며, 마크로 렌즈들 중에서도 장초점

장초점 마크로 렌즈의 종류

(180~200mm) 마크로 렌즈들은 1:1 등배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30cm 정도의 여유 있는 촬영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가까이 다가서기 힘든 물고기 촬영에 유용하다.
장초점 렌즈인 만큼 등배 촬영 시의 여유로움 외에도, 일반 접사 촬영 시에도 보다 먼 위치에 놓인 피사
체를 좀 더 크게 촬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 관용도가 낮은 고비를 촬영할 때 장초점 망원의 효과
로 보다 확대된 피사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더불어 깨끗하고 부드럽게 표현된 아웃포커싱의 효

SIGMA/APO MACRO 180mm F3.5 EX DG HSM

과를 경험할 수 있다.
등배에 가까운 물고기를 촬영할 때 유의 사항으로는 물고기의 눈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고
기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히 조리개를 조절하여 원하는 피사계 심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콘/AF 200mm Macro F4D

심도 표현
① 조
 리개를 개방할수록(조리개수치를 낮게 할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조일수록(조리개수치를 높게 할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② 카
 메라에서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멀어질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③ 장
 초점(망원) 렌즈일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단초점(광각) 렌즈일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④ 초
 점을 맞추는 기준점에서 앞보다 뒤쪽의 심도 범위가 더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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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EF 180mm f/3.5L Macro USM

2017 SEACAM SHOOTOUT
2017년 씨캠 수중사진 촬영대회

부상내역

촬영대회 리브어보드 일정

• 씨캠 하우징과 기타 카메라 장비
• 몰디브지역 리브어보드 탑승권

• Komodo 2017년 7월 22~31일, 8월 2~11일, 8월 13~18일

• 인도네시아지역 리브어보드 탑승권

• East Flores - Alor - Forgotten Islands 2017년 9월 21일~10월 3일

• 현금 1,500 | 1,000 | 500 $US

• Raja Ampat 2017년 11월 12~24일, 11월 26일~12월 6일

Seacam Shootout
2017

• Komodo - East Flores 2017년 9월 7~19일

계속해서 상품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Komodo	
  	
  
씨캠 주관으로
수중카메라 하우징 전문업체인
Win Big Prizes
22 – 31 Juli (9 nights)
Live aboard trips in Indonesia
02 – 11 Aug (9 nights)
가 열립니다. & Maldives,
2017년 수중사진 촬영대회
13 – 18 Aug (5 nights)

Seacam housings, and a lot more ….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ILIKE 에 지정 날짜에
승선, 촬영한
내용으로
Komodo
& Banda
Sea	
   심사하게 되는 이번 사진촬영대회에는
7 –리브어보드
19 Sept : Komodo
– East부상이
Flores 준비되어
(12 nights)있습니다.
씨캠 하우징,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몰디브
등 푸짐한

21/9 – 3 Oct : East Flores – Alor - Forgotten Islands (13 nights)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리브어보드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해 봅니다.
Raja Ampat	
  
	
  
액션스쿠바에서는 8월 12~17일 코모도 일정을
챠터,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사진촬영대회에 참가합니다.
12 – 24 Nov (12 nights)

많은 수중사진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6 Nov – 6 Dec (10 nights)
www.seacamshootout.com

for more information and bookings www.seacamshootout.com

www.dive-away-liveaboards.com/en/ilike
www.dive2world.com

액션투어 풀챠터 일정

Komodo

2017년 8월 13~18일

수중사진가 작가님들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Australia Diving

Great Barrier Reef
Coral Sea
Yongala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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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한 산호초 지대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 GBR)
대보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산호초 지대로서,
2,900개의 독립된 산호초와 600개의 섬 그리고 300개의 산호 암초로 이뤄져 있다.
• 호주 대보초는 세계 모든 산호초의 약 10%를 차지한다.
• 대보초는 퀸즐랜드 해안선의 번다버그(Bundaberg)로부터 호주의 북단인
케이프요크(Cape York)까지 호주 동북 해안선의 3분의 2에 걸쳐 있다.
• 남북 길이는 약 2,300km, 면적은 약 35만 ㎢이다.
• 지구상 최대의 자연 특성물이고 거대한 크기 때문에
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물 구조물이기도 하다.
글/사진 구자광

인도네시아
파퓨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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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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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와 코랄씨
Great Barrier Reef(GBR) & Coral Sea
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

>>

wealth of Australia)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25,760㎞, 면적은 768만
2300㎢, 인구는 약 2,275만 명(2015년 기준)이다. 주민의 89.2％가 유

호주 여행 팁
전력 전압 220 / 230 / 240V

럽계 백인이며, 아시아계가 4.1%, 원주민이 1.6%이다. 수도는 캔버라
(Canberra)이고, 영어가 공용어이다.

콘센트 3구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

시차 케언즈나 타운즈빌은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

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퀸즐랜드(Queensland)주 해안을 따라

환전 호주는 호주 달러(AUD)를 사용한다.
출국 전에 호주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발달해 있다. 전체 면적은 207,000㎢, 길이는 약 2,600㎞, 너비는 약
500~2,000m이다. 북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남안
의 플라이(Fly) 강어귀까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퀸즐랜드주의 레이
디 엘리엇(Lady Elliot)까지 이어져 있다. 산호초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고, 일부가 바다 위로 나와 방파제와 같은 외관을 형성한다. 초호는 수
심 60m 이하의 대륙붕이며, 해저는 평탄하고 동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

팁 문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봉사료 명목으로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
서에 부가하지 않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서비스에 특별
히 만족한 경우에 대체로 요금의 최고 10%를 웨이터에게 팁으로 주
고 있다. 다이버들이 많이 이용하는 리브어보드는 탑승비의 5% 정도
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다. 바깥쪽은 경사가 급하여 갑자기 깊어진다. 이 산호초 지역은 3,000

부가가치세(GST) 환급

여 개의 암초와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이 대보초 해

호주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10%의 부가가치세(Goods and

양공원(The Great Barrier Reef National Park)으로 지정되어 있다.

Services Tax: GST)가 부가된다. 호주 출국 전 30일 이내에 한 상점에

대보초 바깥쪽 바다는 코랄씨(Coral Sea)이다. 무수히 많은 산호층으로

서 AUD $300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GST 환급을 받을 수 있

인해 코랄씨라고 명명되었다.

다. 여행자 세금환급제도(Tourist Refund Scheme: TRS) 사무소는 국

호주 대보초의 중심 도시는 케언즈(Cairns)와 타운즈빌(Townsville)이다.

제선 터미널의 출국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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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rt

하늘에서 내려다본 케언즈 일대의 대보초

>>

호주 VISA 확인하기
일반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항공권 구입과 동시
에 여권상의 개인 정보가 호주 이민성으로 전송
되어 비자를 받는 전산 처리 입국 심사제가 시
행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
자, 취업비자 등은 해당 기간에 별도 확인을 해
야 한다.
간혹 성수기 때 항공권 판매 담당자의 부주의로
전산 비자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항공
권 발권 전에 반드시 여권 사본을 여행사나 항
공사에 보내고 전산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호주 정보
호주 관광청
http://www.australia.com/ko-kr
퀸즐랜드 관광청
https://www.queensland.com/?sc_lang=koKR&redirect=www.queensland.or.kr
https://www.queensland.com/

6

대보초의 다이빙 환경
다이빙 특징

다이빙 시즌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 중 2위로 선정될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

호주 대보초는 4~11월이 건기, 12~3월이 우기로 나누

는 호주의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산

어진다. 건기는 최고 온도가 25~29℃ 정도이고, 수온

호초 지역이다. 대보초는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으나 군데군데에 무수히 많은 조그

은 항상 24~29℃를 유지한다. 시야는 9~11월이 가장

마한 산호초가 바다 위에 나와 있어 대륙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륙과 바다

좋다. 대보초는 년중 다이빙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베스

사이의 초호는 수심 60m 이하의 대륙붕이며, 해저는 평탄하여 동쪽으로 약간 경사져

트 시즌은 8월 말~12월 초이다. 리브어보드 베스트 시즌

있을 뿐이다.

은 7~11월이다. 일반적으로 10~3월까지는 3~5m 슈트,

호주 대보초 지역의 기온은 온화하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된다. 이곳에는 산

4~9월까지는 5mm 슈트와 후드베스트가 추천된다.

호 400여 종, 어류 1,500여 종, 연체동물 4,000여 종, 극피동물 600여 종, 해초 500

혹등고래는 일반적으로 6~11월에 볼 수 있고, 밍크고

여 종 등 매우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Green Turtle,

래를 볼 수 있는 계절은 6~7월이다. 산호 산란(Coral

Dugong 등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어 과학적·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Spawning)은 10~11월에 이루어진다. 10월 또는 11월 음

또한 125종이나 되는 상어가 서식하는 지대로서 한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상어를 한꺼

력 보름 3일후 1주일 정도 야간다이빙을 하면 산호 산란

번에 볼 수 있기도 하며, 엄청난 크기의 Giant Potato Cod를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장면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대보초의 대표적인 수중생물

>>

산호의 산란 (Coral Spawning)
산호는 일종의 말미잘에 속하며, 움직이지 않지만 암수가 한 몸인 동물이다. 산호는 폴
립 (Polyp, 말미잘과 같은 착생 생활을 하는 개체)이라고 불리는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이다. 산호는 폴립에서 서식시킨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으로 먹
이가 되도록 한 뒤 흡수한다. 대보초에 서식하는 산호는 71속 400종 정도이다.
산호의 산란은 봄, 여름의 수온 상승 및 달과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정자와
난자를 방출하면서 산란을 하는 방식이며, 케언즈 지역의 대보초에서는 대부분 10월과
11월의 음력 보름날 후에 행해지며, 대체로 밤 9시 전후가 산란의 가장 왕성한 시간이
라고 한다. 케언즈에 있는 James Cook University의 학자들이 매년 산란 날짜를 예측
하며, 몇몇 다이빙 회사에서 그 예측 날짜에 맞춰 다이빙 산란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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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ea ,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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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형태
호주의 동북부 앞 바다를 둘러싼 거대한 산호초 군단, 대보초
(The Great Barrier Reef, GBR)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산호초는
세계의 다이버들이 가장 동경하는 곳이다.
호주의 대보초는 다이빙사이트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다
이빙 방법은 리브어보드를 추천한다. 호주 대보초 다이빙의 중
심은 케언즈(Cairns)와 타운즈빌(Townsville)이다.
케언즈에는 여러 형태의 보트 다이빙이 준비되어 데이트립
(Day Trip)으로 2~3회의 다이빙을 즐기는 것으로부터, 7박8일
에 걸쳐 케언즈에서 북쪽의 오스프레이 리프(Osprey Reef)까
지 대보초의 산호를 한 번에 즐기는 리브어보드(Liveaboard)까
지 선택의 폭이 넓다.
케언즈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포트 더글라스(Port
Douglas)에서 출발하여 아진코트 리프(Agincourt Reefs)까지

타운즈빌은 도시는 크지만 거기서 용갈라렉 다이빙을 위해서 3시간이 넘는 시

다녀오는 데이트립도 가능하다.

간을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타운즈빌에서는 용갈라렉 다이빙을 위해서 리브어

케언즈에서 남쪽으로 348Km 지역에 위치한 타운즈빌은 퀸즐

보드로만 가능하다. 타운즈빌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에이어(Ayl)에서는 배를 타

랜드주의 열대 중심지로서, 전방에는 코랄 해가 펼쳐져 있고

고 3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데이트립으로도 가능하다.

후방에는 광대한 오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이다.

참고로 용갈라렉 다이빙은 7박 8일 동안 케언즈에서 리브어보드를 타고 타운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라 불리는 용갈라렉(S.S. Yongala

즈빌까지 가면서(역으로 타운즈빌에서 시작해서 케언즈까지 가면서) Holmes

Wreck) 다이빙을 타운즈빌에서 즐길 수 있다.

Reef, Flinders Reef, 용갈라(SS Yongala)렉 등에서 다이빙을 하는 투어가 있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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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Coral Reef)

보초(Barrier Reef)와 환초(Atoll)

호주 대보초의 산호초는 2천 5백만 년부터 발달해 오고 있다. 그렇지

몰디브는 환초 형태의 구조를 보이지만 호주 퀸즈랜드주의 산호초는 보

만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산호초는 6,000~8,000년 전부터 형

초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성한 산호이다.
산호초는 산호충(Coral Polyp)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동물들이 바다에
서 미네랄을 추출하고 그것을 단단한 골격으로 변환시킬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 산호충이 죽으면 석회질 외골격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산호
지대의 구성요소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산호초는 산호초 골격, 조류, 여러 다른 생물, 모래, 부셔진 돌 등이 해
류, 바람, 그리고 파도에 의해 치이면서 형성하기 시작한다. 긴 시간에
걸쳐 환경에 안정되면서 산호초가 만들어지게 된다.
산호는 편모조류의 일종인 주산텔라(zooxanthellae)의 도움을 받으며
공생한다. 주산텔라는 산호 안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산호에게 음식과
함께 산호의 선명하고 풍부한 색깔을 공급한다.

산호초의 구조

산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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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 다이빙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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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언즈 중심의 대보초와
코랄씨 다이빙

케언즈 항구의 바닷가 풍경

케언즈(Cairns)
케언즈는 퀸즈랜드주 브리즈번(Brisbane)의 북쪽 약 1,700㎞ 떨어진 곳에

>>

케언즈(Cairns)로 가는 방법

위치해 있으며 작고 매력적인 항구 도시이다.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조
용해 보이는 작은 도시지만 한해에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열대성 관광 도시이다.
1870년대에 호주 정부에서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건설한 케언즈는
1875~1877년 퀸즐랜드 주지사를 지낸 윌리엄 웰링턴 케언즈(SWilliam

한국에서 케언즈로 가는 방법은 일본의 도
쿄나 오사카를 경유하여 가는 방법, 중국
상하이나 홍콩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 싱
가폴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저가항공사인 진에어(Jin Air)

Wellington Cairns)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말에 금, 주석 등의 광

에서 2016년 12월 14일부터 인천공

물이 발견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사탕수수 재배의 중심

항을 출발하는 대보초의 중심지

지이다.
케언즈는 세계 8대 명물 중의 하나인 대보초(Great Barrier Reef)와 서쪽
의 열대 우림지역인 쿠란다 국립공원(Kuranda National Park)으로 통하
는 길목이며,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유람선을 타고 악어를 볼 수
있는 다인트리 강(Daintree River)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보
이는 모스만 계곡(Mossman Gorge)이 있다.
호주의 케언즈 앞 바다를 둘러싼 거대한 산호초 군단, 대보초(The Great
Barrier Reef, GBR)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산호초는 세계의 다이버들이 가
장 동경하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케언즈는 게스트하우스, 호텔, 고급 리
조트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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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호주 케언즈(Cairns) 직항 노
선을 주 2회,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출발 일정으로 약 2
개월간 2017년 2월 14일
까지 운항할 예정이다.

케언즈 항구의 요트

케언즈의 유명한 리브어보드
• Mike Ball Dive Expeditions의 MV Spoil Sport호
http://www.mikeball.com/

• MV Spirit of Freedom호
http://www.spiritoffreedom.com.au/

대보초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특징
체크다이빙을 할 때 다이브마스터가
동행해서 개별적으로 다이빙 실력을
체크한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팀별
가이드는 따로 없이 각자 알아서 다이
빙하는 시스템이다. 개별 가이드 요청
시에는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브리핑할 때 지형. 수온, 볼거리, 주의사
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이빙은 개
별적으로 진행한다. 다이빙에 앞서 다
이빙 포인트 브리핑을 유의해서 들어야

• 딥씨 다이브즈 덴 (Deep Sea Divers Den)
https://www.diversden.com.au/

• 프로 다이브 케언즈 (Pro Dive Cairns)
https://www.prodivecairns.com.au/

한다. 다이빙 중간 중간에 스텝들이 개
인 업무에 따라 다이빙에 조인한다.
픽업보트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
므로 다이빙 후 모선으로 돌아와야 하
므로 공기소모량을 잘 체크해야 한다.
혹시 강한 조류 등으로 쓸려나가는 경
우에만 보트로 픽업해 주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사이트
에 1~2회 다이빙을 하며 하루에 4~5
회 다이빙을 한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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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언즈에서 리브어보드를 타고 대보초를 전부 돌아보는 방법들
1. 대보초, 코랄씨 다이빙
리브어보드를 타고 7박 8일 동안 케언즈를 출발하여 북쪽의
오스프레이 리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이빙하는 루
트가 있다. 이때 기상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나누어 다른 루
트를 이용한다.
•the Outer Barrier Reef
•Cod Hole and the Ribbon Reefs
•Lizard Island
•Osprey Reefs
•Bougainville Reefs (기상 상태가 좋을 때 가능)
•Holmes Reefs (기상 상태가 좋을 때 가능)

2. 용갈라렉 다이빙
케언즈에서 남쪽의 타운즈빌까지 리브어보드를 타고 7박 8일
동안 다이빙하는 루트가 있다. 참고로 용갈라렉 다이빙은 7박
8일 동안 케언즈에서 리브어보드를 타고 타운즈빌까지 가면
서 Holmes Reef, Flinders Reef, 용갈라(SS Yongala)렉 등에
서 다이빙을 하는 투어가 있다. 반대로 타운즈빌에서 시작해
서 케언즈에서 끝나는 투어도 있다.
•Holmes Reef
•Flinders Reef
•SS Yongala Wreck(용갈라렉)

3. 대보초 북부 지역 다이빙
•Cod Hole
•Osprey Reef
•Tijou Reef
•Ribbon Reefs
•North Broken Passage

4. 밍크고래 워칭 투어
•Ribbon Reef

5. 연구 목적의 노틸러스 다이빙
•Holmes Reefs
•Osprey Reefs
•Bougainville Reefs
•Cod Hole and the Ribbon Re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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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의 리브어보드 다이빙 루트

Osprey Reef

대보초

호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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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Lizard Is.

a
Se

Cod Hold
Ribbon Reefs

Cooktown

ㅊ

Bougainville Reefs

Holmes Reefs

Port Douglas
Cairns

Outer Barrier
Reefs

d
Ian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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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

Flinders Reefs

7박 8일 (기상상태가 나쁠 때)
7박 8일 (기상상태가 좋을 때)
7박 8일 (용갈라 렉 다이빙)

SS Yongala

Townsville
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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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언즈 중심의 대보초 다이빙사이트
Great Barrier Reef

the Outer Barrier Reefs
이곳은 케언즈에서 데이트립으로가 접근이 가능한 얕은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짧은 일정과 적은 예산으로도 투어가 가능하며, 초보 다이버도
가능한 곳이다. 이 리프에는 사슴뿔산호, 테이블산호, 연산호 등이 서식하고
있다. 모래 협곡과 산호 보미(Bommies, 주변 리프보다 높은 봉우리)는 대보
초의 전형적인 풍경으로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 바다거북, 화이트팁리프샤
크, 구루퍼, 큰 놀래기 등의 물고기가 상주하고,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 돌고
래, 가오리 등의 외양어류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Milln, Flynn, Thetford, Hastings, Briggs, Norman and Saxon
Reef, Pellowe Reef 등의 사이트가 유명하다.

Snapper
Island
Low Isles

Barracuda Pass
Turtle Bay
Norman Reef-Trappo Lounge
Saxon Reef

Breking Patches

Hastings Reef-Fish Bow
Michaelmas Reef

Upolu Cay

Flynn Reef-Coral Gardens

Green Island
Fitzroy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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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n Reef-Three Sisters
Moore Reef
Briggs 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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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arrier Reef

Cod Hole and the Ribbon Reefs
리본 리프(Ribbon Reefs)는 대보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
버보드 여행 지역의 하나로 캐언즈의 북쪽 지역의 산호초가
긴 울타리의 형태를 이룬다. 바깥쪽 모서리를 따라 몇몇의
굉장한 월다이빙도 가능하지만 리프의 외해 지역은 거의 다
이빙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리브어보드는 리프 안쪽 지역
에서 다이빙을 한다. 리본 리프의 안쪽 지역은 풍부한 산호
정원과 스릴 만점의 봉우리들은 고기떼들로 가득 차 있다.
리본 리프의 Cod Hole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od로 유
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Cod는 우리말로 대구이며, 정확
한 명칭은 Giant Potato Cod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에
게 먹이를 가져다 준 다이브마스터들 때문에 Giant Potato
Cod는 다이버들에게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해준다. Giant
Potato Cod는 60kg 정도의 물고기로 최대 14마리가 관찰
되었으나 6마리가 일반적이다. 다이버가 물에 입수하자마자
먹을 것을 기대하며 Cod가 몰려들기 시작한다.
Temple of Doom와 Steve's Bommie 등의 지역에서는 밍크
고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어 ‘bommie’는 원주
민 언어인 ‘bombor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bombora의
의미는 산호 암초로 파도가 높은 위험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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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 Pit

Lizard Island
Lighthouse Bommle
Pixie Wall
Pixie Pinnacle

Dypamite Pase

The Cod Hole
Vertical Gardens
Kate's Cathedral
Goggle Gardens
West End
Table 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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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arrier Reef

Lizard Island 상륙
케언즈를 출발하고 4박이 지난 후의 아침에 리자드섬에 도착한다. 이곳은 7박 투어
의 중간 지점이다. 3박 또는 4박 투어를 하는 손님이 리브어보드에서 내리거나 타
는 지점이다. 7박 손님은 Watson’s Bay를 따라 걷거나 Chinaman’s Ridge 언덕을
올라 리자드섬의 육상관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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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ea

Osprey Reefs
코랄해 산호초의 가장 북쪽에 있는 Osprey Reef는 케언즈에서 약 350km 거리에 위치한다. Osprey Reef의 모양은 대략 타원형이고,
석호로 구성되어 있다. 석호내는 수심이 대략 30m이지만, 리프의 1km 내에 수심이 최고 1000m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 종류의 상어와 그린터틀(green Turtle), 만타레이, 이글레이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원양 어류를 만날 수 있다.
운 좋으면 고래상어(whale shark), beaked whales, sperm whales, bottlenose dolphins, sailfish and marlin,
the huge schools of barracuda and tuna 등을 만날 수 있다.
Osprey Reef의 North Horn은 최고의 다이빙 지역이고, 샤크피딩은 최고의 볼거리이다.

North Horn

Osprey Reef

Fairy Grotto
Admiralty
Nautiius
Fast Eddies
False Entrance
Rapid Horn

Trout Forest

Shark Reef

Osprey Reef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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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yss
Big Blue

North Horn에서 샤크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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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바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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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head Parrot Fish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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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ea

Bougainville Reefs
부건빌 리프는 오스프레이 리프의 남쪽 150km 지점에 위치
하며, 날씨가 아주 좋을 때에만 리브어보드로 방문할 수 있다.
이곳은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지다가 약 15~40m에에서 직벽
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부건빌 리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The
Zoo이다. 이곳에는 화이트팁리프샤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바
닥 근처에는 소꼬리가오리, 중층에는 그레이리프샤크, 그린터
틀, 혹스빌터틀, 수많은 나비고기 무리 및 유니콘피쉬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범프헤드 앵무고기의 무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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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Bay
Western Front

Bougainville Reef

Dungeons&Dragons
Deep Six

SS Atlas
Antonio Tarabocchia

Coral Sea

Holmes Reefs

Holmes Reef
Nonki Bommie

Amazing

이곳에는 화려한 연산호로 덮인 대형 동굴과 수십 마리의 그레이 리프샤크 및 Silver-Tips 샤크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에는 화려한 Nonki Bommie가 수심 35m에서 위로 솟아있다.

Abyss

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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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와
용갈라렉 다이빙

1

타운즈빌(Townsville)
타운즈빌(Townsville)은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 해안 북부의 브리즈번과 케언

>>

즈 사이에 위치한 한적한 항구도시로 로스 강(Ross Creek)이 코랄해의 클리블랜드만

타운즈빌까지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타운즈빌까지 가는 방법은

(Cleveland Bay)으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다. 타운즈빌은 퀸즐랜드주에서 3번째로 큰

호주의 브리즈번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도시로 1864년에 세워졌고 로버트 타운즈(Robert Towns)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있다. 만약 케언즈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타운즈빌은 푸른 숲이 울창할 뿐 아니라 화창하고, 건조하며 따뜻한 날씨를 보인다.

케언즈에서 타운즈빌까지 약 40분 걸리는

일 년 중 계속되는 햇살이 300일 이상 계속되고, 뚜렷한 우기가 있는 건조한 열대

국내선을 타거나 6시간 걸리는 그레이하

기후를 가지고 있다. 11/12월부터 3/4월까지 우기이다. 일일 평균기온은 20℃에서

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30℃ 사이이고 가장 더운 12월의 평균기온은 28℃, 높게는 30℃ 이상이다. 가장 서
늘한 7월조차도 밤에 평균 13℃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햇빛을 볼 수 있다.
타운즈빌은 코알라들이 거주하는 마그네틱 섬(Magnetic Island)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케언즈와 함께 대보초로 떠나는 출발지이다. 대보초의 스노클링과 다이빙, 마그네틱
섬의 야생 코알라, 이 도시의 평온한 매력이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타운즈빌은 호텔과 리조트부터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아파트 등의 광범위한
숙식장소를 포함한 관광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대부분의 호텔은 도시의 관광명소
나 쇼핑몰 등지에 가까운 곳에 있으며, 크리스마스나 새해 시즌 등의 성수기를 제외하
고는 숙박비가 그리 비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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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reyhound.com.au/

2

3

1. 타운즈빌의 캐슬릴(Castle Hill, 286m)
2. 타운즈빌의 스트랜드 공원(Strand Park) 해변
3. 기념품 상점
4. 타운즈빌의 스트랜드 공원(Strand Park) 분수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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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 다이빙 환경
다이빙환경
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를 방문하는 다이버에게 얕은 수심의 코랄 리프, 피나클, 깊은 직
벽 다이빙 그리고 몇몇 난파선 등 다양한 다이빙 환경을 제공한다. 타운즈빌 해안을 벗
어나면 바로 얕은 수심에 많은 리프가 펼쳐져 있고, 이 리프는 훌륭한 수중생태를 간직
하고 있다. 리프 안쪽은 광대한 산호 정원, 해양생물이 풍부하지만 회초리산호와 커다란
부채산호로 덮인 리프 바깥쪽에서는 종종 원양 어류의 무리를 만난다. 풍부한 산호와 물
고기들이 있는 리프 안쪽 지역은 바다가 잔잔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다이빙할 수 있다.
타운즈빌 지역의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는 1911년 폭풍우에 침몰된 SS 용갈라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난파선은 세계 최고의 침몰선으로 알려져 왔으나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최고의 해양생태로 치장된 다이빙사이트가 되어 있다. 연중 시야가 거의 12m밖에 되지
않음에도 너무나 환상적인 물고기 생태로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이에 별로 상관없이 방
문하고 있다.
많은 임대보트들이 타운즈빌 외곽으로 운항하므로 다이버들은 하루, 주말, 4일 혹은 일
주일 이상 일정 등 다양한 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최소 4일 이상 체류가 가능
하다면 용갈라렉과 몇 개의 리프를 둘러볼 수 있다.
11월에는 만월 3일 후에 1주일 정도 야간 다이빙하면 산호 산란장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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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지역의 다이빙 서비스업체

>> Yongala Dive - http://www.yongaladive.com.au/

타운즈빌에는 많은 다이빙 서비스업체가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다
이버에게 얕은 수심의 코랄리프, 피나클, 깊은 월 다이빙 그리고 난파
선 다이빙 등 다양한 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운즈빌에서 운영하는 Adrenaline Snorkel Dive 업체의 경우에는
매주 두 차례 데이트립으로 용갈라렉 다이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트립의 경우에는 용갈라렉까지 편도 약 3시간 30분의 이동이 필요하
다. 반면 3박 3일의 리브어보드 상품도 있는데 용갈라렉 다이빙은 2
회 정도를 한다.
이 지역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인 용갈라렉은 타운즈빌은 동네는 크
지만 거기서 3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나가야 도착하지
만 타운즈빌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한 에이어
(Ayr)는 배를 타고 30분이면 도착한다. 에이어(Ayr)의 알바(Alba) 비치
에서 출발하는 Yongala Dive 샵을 이용하면 다이빙 안내뿐만 아니라
Yongala Divers Lodge라고 하는 숙소도 함께 운영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이다.

>>

Yongala Dive는 Yongala Divers Lodge(숙박)와 같이 운영한다.
데이트립으로 하루 2회 다이빙으로 진행한다. 보트는 에이어(Ayr)의 알
바비치(Alva Beach)에서 출발하며 용갈라렉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Adrenaline Snorkel & Dive - http://adrenalindive.com.au/  

용갈라렉으로 가기전에 브리핑하는 모습

매주 두 차례의 용갈라렉 데이트립이 진행된다. 이 데이트립의 경우
에는 용갈라렉까지 편도 약 3시간 30분 정도의 이동이 필요하다.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상품은 타운즈빌(Townsville)에서 출발하며,
다음 사이트를 들러 다이빙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용갈라렉 다이빙
은 2회 정도를 한다.
• Keeper Reef
• Lodestone Reef
• Wheeler Reef
• Davies Reef
• Little Broadhurst Reef
• SS Yongala Wreck

알바비치에서 용갈라렉으로 출발하기 위해 다이빙 보트를 준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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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 다이빙사이트
타운즈빌 근처의 산호초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의 중심부로서,

Lodestone Reef
Keeper
Reef

이곳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다이빙사이트가 많다. 그중에서 최고의
다이빙사이트는 자연적인 마그네틱섬(Magnetic Island)의 리프이다. 이

Wheeler
Reef

Davies Reef

곳은 화려한 산호가 붙어있는 절벽뿐만 아니라 흰색의 산호모래로 된
Broadhurst
Reef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른 큰 산호 보미(bommies)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
은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데, 대왕조개, 앵무고기, 마오리피쉬(나
폴레옹피쉬), 크라운피쉬, 천사고기, 바다거북, 가오리, 화이트팁 및 블

Yongala
Wreck

Magnetic
Island

랙팁 리프샤크 등을 볼 수 있다. 가끔은 물고기의 큰 무리도 볼 수 있다.
타운즈빌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용갈라렉이 있다. 이곳은 세계 10대

Townsville

다이빙 포인트 혹은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라 불린다. 한 번의 용
갈라렉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숫자는 대보초의 다른 지역에
서 10곳 이상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보다 더 많다고 한다.
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의 유명한 다이빙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Lodestone Reef

• Keeper Reef

• Wheeler Reef

• Davies Reef

• Little Broadhurst Reef

• SS Yongala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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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 Beach

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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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갈라렉(S.S. Yongala Wreck) 다이빙
용갈라렉 다이빙 환경

한 번의 용갈라렉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숫자는 다른 대보초

용갈라렉의 정식 위치는 타운즈빌에서 남동쪽으로 89Km, Cape Bowling

지역에서의 10회 이상의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보다 더 많다고 표

Green 동쪽 22Km 지점에 위치한다. 난파선의 방향은 북북서 방향 위치

현할 뿐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거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며, 수심은 최대 약 30m, 난파선의 상부 지역은 수면에서 16m 정도로

용갈라렉은 조류가 강한 편이므로 큰 물고기들이 많다. 이 지역에서 볼 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수심이다.

있는 주요 수중생물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Historic Shipwreck Act 1976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용갈라렉은 승객과

• Whale Shark, Bull Shark, Wobbegong Shark, Guitar Shark,

선원을 위한 기념비로 남아있다. 난파선 내부로의 다이빙은 물론이고 난

Reef Shark

파선 사이트 부근에서 어 떠한 것이라도 건져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

• Green Turtle, Hawksbill Turtle, Loggerhead Turtle

되어 있다.

• Eagle Ray, Manta Ray, Marble Ray, Bull Ray, Whip-tail Ray,

용갈라호는 상갑판의 붕괴로 선체만 남아있으며 용갈라렉 다이빙은 세
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다이빙 포인트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길이 약
110m의 옛날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매년 만 명 정도의 다이버
들이 방문하고 있는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이다. 용갈라렉은 시야가 거의
12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타운즈빌 다이빙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이빙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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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Tail Ray
• Humpback Whales(6~9월), Jack Fish, Barracuda,
Queensland Grouper
• Maori Napoleon Wrasse, Olive Sea Snake, Giant Moray Eel,
Coral Cod
• Dolphin, Baitball Fish School, Bat Fish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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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갈라(SS Yongala)렉의 역사

증기 여객선 용갈라(SS Yongala)는 1903년에 영국에서 건조되어 호주에서 운항을
시작한 선박이며, 최대 약 3,663톤, 선박 길이 110.6m, 선폭 13.8m이며 시속 15.8노
트(29.3킬로)로 운항 가능한 당시로써는 최신식 선박이다. 처음의 운항 목적은 호
주 서부의 금광 지역에서 동부 지역의 애들레이드, 멜버른, 시드니 등으로 승객들
을 수송하는 역할이었으며, 1906년에는 호주 동부의 브리즈번(Brisbane)과 호주
서부의 프리맨틀(Fremantle)의 약 5,000Km 구간을 운행하였으나, 점점 수요가 감
소하면서 멜버른과 케언즈 구간의 운행으로 변경되었다.
용갈라호는 1911년 3월 14일, Captain William Knight의 주도하에 호주에서의 99번
째 항해를 멜버른에서 72명의 승객을 태우고 브리즈번으로 향하여 3월 20일에 브
리즈번에 무사히 도착한 후, 새로이 승객과 화물을 싣고는 매카이(Mackay) 항으로
향하여 3월 23일에 무사히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 뒤 5시간 후에 122명(49명의 승객 및 73명의 승무원)과 617톤의 화물을 싣고 타
운즈빌(Townsville)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이날 열대 태풍인 사이클론(Tropical
Cyclone)이 발생하였다. 이날 오후, 태풍주의보가 매케이항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전
달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아무런 전신장비가 없이 이미 출항해 버린 용갈라호에게
는 전달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용갈라호는 1911년 3월 23/24일에 태풍으로 난파
되면서 122/121명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침몰된 직후에는 이 난파선을 찾지 못했으나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호
주 해군의 어뢰제거 함정이 발견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색 작업은 시행되지 않았
다. 그러다가 1958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다이빙이 이루어졌다.

Name in
Bronze Letters
on Hull Side

George & Mildred
(Clown Fish)
on Hull Side

16m

Soft Corals
on Hull Side

30m

Hydroids(Beware)
First Class
Toilets

Bath Tub

Electric Fan
Anchor

Aft Mast
Rudder

Holds(Do Not)

Holds(Do Not)
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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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어기
다이빙 지역 소개
독자

동해 다이빙

울진 왕돌초
글 신동헌 강사 (온더코너 부대표, PADI Master Instructor,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신동헌, 민경호

왕돌초 소개
경북의 울진군 해역에서 영덕군 해역까지 해안선과 평행하게 동해 해저에 후포퇴라
는 높은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남북 길이 54㎞, 동서 길이 21㎞ 정도
의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8.5㎢)의 2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천연 어장이다.
후포퇴 중심부에는 왕돌초라는 거대한 수중암반이 존재하며 울진군 후포항에서 동
쪽으로 약 23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왕돌초는 셋잠(북쪽), 중간잠(중간), 맞잠
(남쪽)이라는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봉우리 중 가장 수심이 낮은
지역은 중간잠으로 약 6m의 가장 얕은 수심을 보이고, 북쪽의 셋잠은 약 8m, 남쪽
의 맞잠은 약 9m의 수심에서 가장 얕은 지역이 나타난다. 왕돌초의 세 봉우리 주변
으로는 얕은 해저지형을 보이며 복잡한 지형 기복과 많은 암반들이 산재한다.
이곳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의 대한해협을 통하여 유입되는 쿠로시
오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동해안의 깊은 수중에서 융기된 지역으로 용승과 와
류가 활발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양 생산력이 매우 크다. 이것이 바로 왕
돌초가 다양한 물고기의 서식처와 해양생물의 보고가 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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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km

왕돌초 다이빙 환경
혹자는 제주도, 울릉도, 왕돌초를 우리나
라 3대 다이빙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한
다. 그중에 왕돌초는 여의도의 2배 크기
인 바닷속의 섬이며, 대표적인 포인트는
세 봉우리인 셋잠, 중간잠, 맞잠으로 주
로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지만, 왕돌초 전
지역에서 다이빙이 가능한 바, 두세 번의
투어로는 모든 포인트를 오롯이 즐기기
는 어렵다.
왕돌초는 연중 조류가 강해 부표를 설
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이빙할 지점
을 정하면 조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입수를 시작
해 조류를 타면서 하강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정확한 포인트의 입수를 위해 빠
른 하강이 필요하며, 조류가 약한 바닥에
붙어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왕돌초의 다이빙 포인트

더욱이, 강한 조류에도 불구 조류걸이를

중간잠 포인트

걸만한 후킹 포인트가 없기에(후킹에 부

왕돌초의 세 봉우리중 중간에 위치한 봉우리로, 이곳의 상징인 등대가 세워져 있다. 등대가 세워져 있는 부분은

적합한 매끄러운 바위들이 대부분이다.),

수심 11m이고, 중간 봉우리는 6m로 왕돌초에서 가장 얕은 부분이며, 그 근방에 암반과 그 사이의 계곡들이 웅

손으로 돌을 잡고 버티거나 조류를 타고

장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주변부는 수심 18m 정도로, 평탄한 지형에 암반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 암반들 사

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다이빙 보트는 이

이에 자리돔, 우럭, 돌돔, 볼락, 쥐치, 문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조금 더 진행하다보면 조개 부스러기와 자갈질

를 고려해 출수지점을 예측하지만, 파도

모래 퇴적물이 쌓여있는 평원이 나오기도 하고, 산봉우리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능선처럼 이어져 있

가 높고 조류의 세기와 방향이 예측불가

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능선위에 자리돔 무리와 능선 사이에 숨어있는 치어 떼들을 보는 것도 묘미이다. 또

이기 때문에 모든 다이버들은 안전을 위

한 부시리, 방어 등의 대물 어종들도 볼 수 있다.

해 SMB를 소지해야 한다.
시야는 연중 10~40m이나 기상과 햇빛
유무 등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높은 편이며, 금
년 10월 말경 방문했을 당시는 21도였다.
먼 바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파도의 영
향을 많이 받는데, 1m 이상의 파고를 보
이는 경우가 많아 시기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0.5m 이하의 파고일 때 다이빙을
하기에 최적이며, 접안이 가능한 육지가
없기 때문에 파고가 1m 이상일 경우에는
왕돌초 투어는 불가능하다. 또한,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진
행이 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기에
다이빙 전후에 보온을 위해 방풍자켓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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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잠 포인트
왕돌초의 세 봉우리중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로
중간잠과의 거리는 1.7km이다. 봉우리 남쪽에서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진행했는데, 중간잠보다
조류가 약하고 평균 수심이 15m 정도로 낮다. 기
암괴석 같은 바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
를 타고 넘다보면 수심의 변화가 크다. 마치 동해
안의 산 하나를 옮겨다 물에 빠뜨려 놓은 듯하다.
산봉우리를 타고 넘으며 북쪽으로 진행을 하다보
면 점점 더 얕아져 12m 정도의 고원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천천히 구경을 하다가 출수한다. 이 지
역에는 감태군락, 소라, 성게, 멍게, 용치놀래기,
자리돔, 강담돔, 범돔, 줄돔, 문어뿐만 아니라 혹
돔, 그루퍼 등 대물 어종도 종종 볼 수 있다.

왕돌초의 해양생물 분포 정보
무척추 동물로는 10m 이하의 수심에서 홍합과
소라, 납작소라, 둥근성게 등이 많이 보이며 10m
이상의 수심에서는 우렁쉥이, 바다나리, 부채뿔
산호, 산호붙이 히드라 등이 흔하게 관찰된다. 그
러나 최근 전복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무차별
한 남획으로 자원이 많이 고갈된 것으로 생각된
다. 어류구성에서 보면 가시망둑 등 연중 머무는
광온성 어종이 56%, 참치와 방어 등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난류성 어종이 22%, 파랑돔줄도화돔,
거북복 등 아열대성 어종이 22%를 차지하고 있
다. 제주도의 34%에 비해서는 아열대성 어종의
비율이 적지만 독도의 17%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
이다. 이와 같은 왕돌초의 생물학적 특성은 왕돌
초의 해양생태계가 후포, 울진 지역의 동해 연안
보다는 독도나 제주도의 수중과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에 있다.

왕돌초에서 대게를 볼 수 있는가?
울진은 대게의 산지로 유명하고, 왕돌초는 대게의
서식처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200m 밑의 심해
에 살고, 가끔 100m 수역에서도 관찰된다고는 하
여도,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중에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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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돌초 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문희수잠수교실은 경북 울진군 구산길 94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3대 포인트 중 하나

문희수잠수교실

인 왕돌초에서의 다이빙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리조트다. 리조트는 20인 이상 숙박시
설을 가지고 있으며, 본관 마당에서는 쉬거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남녀 분리된
샤워시설과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다. 터미널에서 픽업 가능한 20인승 미니버스도 있
어 편의가 있다.
리조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항구의 내항 남서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접안시
설이 있으며, 이 시설 위에서 장비를 결합하고 착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의자도 마련되어 있으며, 웨이트는 이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착용하면 된다.
보트 1대당 300마력 엔진 2개를 장착한 고무보트를 총 2대 보유하고 있으며, 각 보트
당 승선인원은 20명이다. 일반 보트로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 왕돌초 포인트에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수월하게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가히 왕돌
초 전문 다이빙리조트라고 할 수 있다.
문희수잠수교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문희수 대표는 SSI 트레이너로 교육 및 투어
를 진행하고 있으며, 4년 전 울진에 정착해 왕돌초 투어를 선도하고 있다.

문희수잠수교실
대표 : 문희수(SSI 트레이너)
연락처 : 010-9299-4246
주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94
메일 : heesoo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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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TX1-Trimix Computer

₩1,680,000

▶ 헬륨, 산소, 질소, 공기 기체 설정

HOLLIS DG 01 WITH COMPASS AND NAV BOARD

▶ 트랜스미터 6개까지 설정 가능
▶ 오디오 알람
▶ 진보된 3축 디지털 나침반 내장

▶ DG 01의 기능을 갖춤

▶ PO2 설정 : 1.0-1.6

▶ 큰 사이즈의 나침반은 와이드 앵글로 식별이 용이

▶ 사용수심 : 120M

▶ 어둠 속에서도 나침반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주는

▶ FO2 설정 : 7%-100%

발광성의 floating 카드와 인덱스 포인트

▶ 헬륨 설정 : 0%-93%

▶ 손쉬운 탈 부착을 위한 Lanyard
▶ 가볍고 내구성을 지닌
폴리에스틸렌 나침반 보드
▶ 캐미칼 라이트 탑재
(개별 사용 가능)

TX1 STRAP(SHOCK CORD)
기본 포함

ENVIRO-PRO

₩2,200,000

R.E.D.S.

₩780,000

▶	재질 : 폴리우레탄으로 이중 코팅된 400 데니어 나일론

▶	재질 : 외부 -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내부 - 15mm 폴리우레탄 블레이더

▶	미군 파우치 결속 표준 MOLLE(몰리) 스트랩 시스템

▶ 사용자의 배면이 뜨도록 설계되어 공기를 채우면 수면에서 구조자가 피구조자에게

▶	몰리 스트랩 시스템으로 다양한 포켓 탈부착이 가능

치료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항공유, 가솔린, 디젤, MEK(메틸에틸케톤) 저항 테스트 완료

▶ 모든 공기 호스들이 내부에 위치하게끔 설계되어 끌리거나 서로 엉키는 문제를 줄여줌

▶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처) 승인 획득

▶ 장비 착탈이 매우 간단하여 보트 선상에서도 쉽게 착용 가능

▶	검정색 코팅으로 강화된 D-링(큰것 7개, 작은것 8개)

▶ 미군 파우치 결속 표준 MOLLE(몰리) 스트랩 시스템

▶	내구성을 위해 폴리우레탄 코팅된 웨빙

▶ 몰리 스트랩 시스템으로 다양한 포켓 탈부착이 가능

▶	부력 : 40lbs

▶ 하드 코팅된 스테인레스 D-링

▶	사이즈 : MD, LG

▶ 쉽게 조절이 가능한 허리끈과 가랑이끈
▶ 왼쪽 어깨의 인플레이트 시스템과 오른쪽 어깨의 덤프 밸브
▶ 무게 : 2.4kg
▶ 사이즈 :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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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SE/DC7

₩1,280,000

150LX/DC7 DECO

₩880,000

▶ 150LX DECO용 2단계 호흡기
▶ 산소 처리된 DC7 1단계 호흡기

500SE 2nd
▶ 공기 압축식 밸런스 서보 밸브 시스템
▶ 공구없이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필요 시 수중에서도 가능)
▶ 위 아래 구분이 없어 왼쪽 또는 오른쪽 위치 모두 사용 가능
▶ 30" Maxflex 호스 제공

150LX/HO2

₩780,000

▶ 150LX DECO용 2단계 호흡기
▶ 산소전용 HO2 1단계 호흡기
▶ 할로카본(Halocarbon) 소재의 윤활제 사용

DC7 1st
▶ 고성능 오버-밸런스드 1단계 DC7은 극한의 상황에서 우수한 기체 공급을
위해 수심과 기체 밀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중간압을 제공
▶ 백마운트와 사이트마운트 다이빙 시 최적의 호스 위치를 제공
▶ 환경 씰은 1단계의 부식, 오염, 동결을 방지
▶ 찬물 다이빙에서 CE의 엄격한 기준을 견디도록 디자인
▶ 나이트록스 40% 가능
▶ 2 고압 포트 / 4 저압 포트
▶ 요크, 딘 타입 가능(300Bar)

DX300X

BIODRY FX100

₩3,800,000

₩3,600,000

▶ 500gm/sqm 3겹의 라미네이트 원단

▶ 간편한 착용을 위한 Front Entry

▶ 특허받은 BIAS 컷으로 재단된
상의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

(앞 지퍼) 디자인
▶ Bioflex는 WearForce 소재로 개선 :

▶ 플라스틱 TZIP은 특별한 유연성을 제공

뜨개질이 없는 나일론 소재에 신축성이

▶ 실리콘 재질의 SiTech Neck

뛰어난 폴레에스틸렌 소재의

Tite System 목씰
▶ 실리콘 재질의 자가교환이 가능한
SiTech Quick Change Solution
Oval wrist system 손목 씰
▶ D-링이 포함된 지퍼 포켓 1개
▶ D-링이 포함된 밸크로 포켓 1개
▶ 5mm 네오프렌 Socks
▶ XS, SM, MD, ML, LG. XL, XXL

라미네이팅을 입힘
▶ 가벼움, 간편한 유지 보수
▶ WearForce 소재는 low profile이며
물속에서 drag를 줄임
▶ 바느질 솔기와 이중 테이프는 누수를
극도로 보호해줌
▶ Low-Profile Si-Tech 인플레이터와
덤프 밸브
▶ 벨크로 소재로 부피를 줄인 2개의
대용량 포켓(포켓속 각 D링 1개)
▶ 사이즈 : SM, MD, ML, LG, XL, 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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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다이버 특가 2 - 프리미엄 - 웻슈트(7mm)
세트 구성

특가상품안내
해왕잠수 2016-2017년 카다로그에 있습니다. 다이브센터 전용 특가 장비 세트와
제품별 특가 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샵 특별 공급가는 해왕잠수로

모델넘버

가격

포세아 프리미엄 7mm(맨) 500-60* \ 998,000
아이스버그 세미부츠

별도 문의 부탁드리며,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400-65* \ 98,000
Total

\ 1,096,000

특별가

\ 877,000

다이버 특가 1 - 드라이 슈트 세트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아비스드라이

489-60*

\ 3,180,000

스마트스킨(사계절내피)

457-60*

\ 310,000

히트스킨(하계용내피)

457-62*

\ 190,000

Total

\ 3,680,000

특별가

\ 2,9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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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리프트 엑스에어 라이트 2

다이버 특가 3 - 프리미엄 - 웻슈트(5mm)
세트 구성

모델넘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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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65* \ 98,000
Total

\ 8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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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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345-63*

1,140,000

시즌한정 특별가

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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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항법 (Navigation)
글 김수열 (PADI Course Director, 노마다이브 대표)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 공자

얼마 전에 겁이 많은 내 아이는 보조바퀴를 뗀 두발 자전거에 올라 놓지 말라
고 당부하더니 두어 번 비틀거리곤 용감하게 앞으로 달리며 연신 소리를 내
질렀다.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며 어찌 이렇게 바로 달릴 수 있을까?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번갈아 하던 중 찾은 답은 바로 보조바퀴에 있었
다.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 오래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탔기에 충분히 내
공이쌓인 이유일 것이다.
다이버들이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들인 시간을 생각해 보
자. 과연 자격증을 따고난 직후에 바로 보조바퀴를 뗄 수 있을 만큼의 충분
한 시간인가? 여러분의 강사나 현지 가이드의 뒤를 졸졸 따르는 정도가 아닐
까?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고 함께 달려주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
다. 아마 40~50회 정도 다이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슬슬 아찔한 경험
을 해야 할 차례이다. 배에서 뛰어 수면에서 분명 입수하자고 수신호를 주고
받았는데 웨이트가 부족해 입수절차가 늦어졌고, 버디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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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룹과 떨어져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두려워하는 경험 말이

내비게이션 다이빙 준비와 연습하기

다. ‘바다’라는 곳을 다녀보면 참으로 다양하고 매력 넘치지만 섬 주
변은 슬로프 지형이거나 절벽을 이루고 있고, 일부가 침하되어 동굴

네비게이션 다이빙의 목적과 장점

이 만들어져 있지만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다. 때문에

불안감을 줄이고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다이브 브리핑만 듣고 나면 그 바다가 그 바다인 듯하고, 다이브 가

보통 보트 브리핑에서 가이드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강라인을 따라 내려가

이드의 뒤를 따르는 단순한 다이빙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

면 수심 20m부터 큰 부채산호가 붙은 피나클이 나옵니다. 270도 방향으로

비게이션의 중요성을 느껴 볼 시간조차 없는 것이다.

가다보면 작은 경비행기가 한 대 가라앉아 있습니다. 약 30분간 보고 어느

오픈워터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한 다이버들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라도 공기가 100Bar가 남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 상승준비하면

코스를 시작할 때 꼭 배우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다이빙이다. 하지

됩니다.”

만 실습을 마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다이버의 스트레스는 보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조언은 하나도 기억

질문을 남기고, 다들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한다. 해서 이번 칼럼에서

나지 않는다. 입수를 하기 전 새로 산 슈트는 웨이트를 얼마나 차야 하는지

는 PADI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과정 중에 배울 수 있으며 특화된 스

몰라 넉넉히 허리에 둘러찬 덕에 입수는 아주 쉬웠지만, 빠른 하강에 압력평

페셜티코스이기도 한 수중항법(Underwater Navigation)에 대한 유

형이 되지 않아 다시 조금 상승하기를 반복하다 결국 팀과 떨어진다. 머릿속

용한 팁과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겠다. 글로 표현하는 것

에 남아 있는 정보로 과연 짝이 있는 곳으로 따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나

이다 보니 나침반 사용법을 다루지는 않겠다. 여러분은 반드시 강사

침반이 있는가? 요즘 유행하는 다이브컴퓨터를 구매한 덕에 내장된 나침반

를 찾아 바다에서 실습하며 사용법을 익히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 있다고? 그럼 사용 전에 초기세팅을 해 두었는가? 볼 줄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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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수면수영을 피할 수 있다

다이브 전 파도 조류, 조수간만의 차이 관찰

보통의 경우 입수 후 다이브를 즐기고 출수는 공기가 떨어질 무렵 준비

태양각도

하여 SMB(Surface Marker Buoy)를 쏘아 올려 배가 다가오게끔 신호

태양은 다이빙하는 시간 약 1시간 사이에 크게 움직이지 않아 참고물로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일본, 호주, 괌, 사이판 등 일부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오 때는 머리 위에 위치한 태양

역은 입수지역으로 다시 출수해야 하는 약속을 하고 있다. 때문에 SMB

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란다.

를 사용한 다이브에 비해 활동반경이 좁고, 되돌아 와야 하는 이유로 꼭
내비게이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만약 의도치 않게 수면에 올라온 경

수중 물체와 바닥의 형태

우 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수면 수영하는 것은 더운 날씨에 다이버에게

다이빙 중에는 컴퍼스 외에도 주변의 특이한 지형과 해양생물들을 참고하

힘든 추억을 남겨 줄 것이다.

며 진행한다면 큰 레이아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북쪽으
로 이동하던 중 오른편에 커다란 부채산호를 봤다면 돌아오는 길에는 왼

효율적인 다이브 플랜

쪽에 부채산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돌아오는 길에도 오른쪽에 부채

광범위한 지형이나, 커다란 난파선의 경우, 여러 번의 다이브로 나누어

산호가 있다면 조류로 인해 내 몸이 이동한 것일 수 있음을 참고하자.

하지 않으려면 다이브 전에 효율적인 플랜을 짜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
를 들면 난파선 다이브의 경우(본지 2016년 9/10월호 참조) 깊은 수심

소나와 GPS 도구들

의 바닥부터 갑판까지 서서히 상승하며 관광하되, 선수와 선미의 방향

현대적 수심측정도구(소나)를 갖춘 보트에서는 대략의 지형을 미리 볼 수

을 나누어 모두 보고자 한다면 짝과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대

있다. 또한 일부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브맵을 다운로드하여 다이브컴퓨터

부분의 난파선은 비교적 시야가 흐리고 침전물과 좁은 통로로 인해 진

에 넣어 내비게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내부로 진입 후에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기가
쉽다. 뿐만 아니라 철선의 경우 나침반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획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거리측정 방법

이 더욱 중요하다.

킥사이클
한 번의 킥이란 양쪽 다리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션을 말한다. 미리

짝과의 접촉을 유지

정해진 거리를 수영할 때 킥 사이클 숫자를 미터로 나누면 당신 개인적인

내비게이션은 다이브활동 전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시

킥 사이클의 속도가 미터로 나온다. 킥사이클은 비교적 정확하며, 커다란

야가 좋지 않거나, 난파선 혹은 야간다이빙 때에 더욱 그러하다. 야간다

물체나 지형의 대략적인 길이를 재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조류가 있거나

이빙의 경우 어둠이라는 제한된 시야로 인해 자연지형물을 익히지 못하

서지가 있으면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고 전반적인 레이아웃만 두고 다이브 하기에,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짝과의 진행방향 혹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수 후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헤어지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약속하고 비상 시 재소
집을 위한 절차까지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짝은 안전, 재미, 효율 모두
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자.

안전한 공기관리
일부 다이브사이트의 경우 산호군락을 옮겨 다니며 다이브하게 되는데,
포인트 A에서 B로 이동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활용한다면 가장 짧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중자연항법
나침반은 내비게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우리
는 수중관광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라 나침반만 보며 다닐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분이 관찰해야 할 4가
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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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내비게이션 스페셜티 코스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들

전자식 시계를 사용하여 미리 정해진 거리의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나누면

●	

바다에서 연습하기 전에 육상에서 숙달하기를 강하게 권장한다. 나

시간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30m를 수영하는 데 20초가 소요되었다는

침반의 기능과 사용법, 수평을 유지하는 방법 등은 수중에서 통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난파선 끝에서 끝을 수영하는 데 1분의 시간이 소요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육상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다.
30m 거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 핀 킥과 소요시간 모두를 기록한다.

된 경우 90m의 난파선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잔잔한 물에

●

서 어느 정도 정확하다.

●	

30m 거리를 직선 왕복하여 출발지지점 반경 156m 이내로 돌아오
기(180도)

실린더 압력

총 120m 거리의 사각패턴 연습(90도). 출발지 지점 반경 8m 이내

●	

로 돌아오기(180도)

최근의 호흡기는 무선송수신장치를 가지고 있어 분당 공기소모율을 별도
로 컴퓨터에 보여주는 모델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없다면 다음과 같

●

정삼각형 연습(120도)

이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수심 10m에서 30m 거리를 유영하는 데 10Bar

●

자연참고물을 이용하여 출발지 지점 반경 15m 이내로 돌아오기

의 공기를 사용했다면, 수면에서는 대략 5Bar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

5회 이상의 회전을 이용하여 출발지 지점 반경 15m 이내로 돌아오기

럼 20m 수심의 난파선 끝에서 끝을 수영하는 데는 30m당 15Bar를 사용해

●	

육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가정하여 약 60도 각도 내의 두 곳의 랜드

마크나 나침반 방위를 설정하기.

90m의 난파선은 45Bar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조류가 없는
곳에서 지속적이고 편안한 핀 킥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

수중지도 그리기

릴(Reel)
제일 좋은 방법으로 릴을 이용한다면 정확한 거리를 잴 수 있을 것이다.
보통 30~100m까지 보급되는 릴은 5m마다 별도의 표시를 해둔다면 거리나
크기를 정확히 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릴의 경우 장애물이 있거나
아주 큰 물체나 지역의 경우 릴을 설치하고, 다시 회수하는 데 불편함이 따르
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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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다이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나는 수없이 수영장에서 다이버들을 훈련시키고 있지만 나침반 사용법을

1. 가급적 낮은 수심의 모래지형에서 연습하기

연습하는 다이버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2. 파도나 서지 등의 방해요인이 없는 곳에서 연습하기

연습하고 바다로 간다면 훨씬 쉬울 텐데 말이다. 제목에서 언급했듯 “아

3. 미션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

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4. 자기만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라는 공자의 말처럼 배움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아

5. 지속적이고 편안한 유영법 유지하기

마 여러분의 버디와 단둘이 연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글로 설

6. 나침반의 형태와 유영방법에 따른 착용방법과 사용법

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PADI 내비게이션 스페셜티 강사를 찾아 여러분
의 다이브 활동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 모험을 하기 바란다.

반창꼬 프로젝트 12월의 이벤트
반창꼬 프로젝트팀과 스쿠바미디어에서 코스와 장비구매지원을 드립니다
교육문의 반창꼬 프로젝트팀에 직접 신청
기재사항(이름, 연락처, 신청 장비 내역)
지원내용 수중항법 스페셜티 코스 신청 시
혜택 1 : ‘해왕’의 미니 나침반

참가자격 만 10세 이상
PADI 혹은 타단체 오픈워터다이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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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COMMERCIAL DIVING

잠수산업안전
전 세계적인 경기 한파로 2015년 작년 한 해 국내 스쿠버 산업 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많이 힘들었다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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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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물질관리
총 6회에 걸친 기고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니 1년이라는 시

의무자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고용

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짧게만 느껴지는 거 같다. 이번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글이 마무리 될 즈음, 올 초부터 함께 시작된 각종 연구 과제도 마

에 처해진다.

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라 그런지 무겁던 마음도 한결 가볍게 느껴

자율 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진다. 태풍 차바의 높은 파도로 인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잠겼

기계·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고 국내 언론에서는 난리도 아니었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방파
제를 최초 설계기준보다 낮게 한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 그 날 같은
시각 부산의 또 다른 장소인 태종대 자갈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여

①	자율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를 변경하려는 자
② 자율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수입하는 자

러 개의 스쿠버 전문점들도 피해가 막심했다. 대부분이 조립식 건
물이라 피해 규모도 엄청났었고, 2003년 태풍 매미 이후로 가장 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자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

해가 심했다고 하며, 복구를 하려면 최소 1달 이상 소요된다고 하

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을 표시

니, 태종대에서 스쿠버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의 강

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것은 이와 유사

사분들께서 망연자실하지나 않을까 걱정되면서 복구에 힘내시라는

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표시는

말씀드리고 싶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다른 통합인증 마크를 표시해야 되며, 표시를 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

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

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차 500만 원이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대상이 있는데, 연구·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와

기계·기구 등),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시행규칙 제47조(성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와 타 법령에서

능유지), 시행규칙 제48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시 제 2008-119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등이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방호조치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

경우,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방,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최근 들어 필자가 나름대로 국내 산업잠수 챔버 인증과 관련하여 파

것이라고 한다.

악을 해보았는데, 1대 이외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챔버가 없다는

산업잠수 장비는 의무안전인증과는 다른 자율안전확인에 포함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다. 산안법 제35조 취지에 따르면,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챔버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들이나 챔

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해

버 교육을 받는 분들께서는 만약을 대비해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① 고정형 연삭기 또는 연마기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도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①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②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② 보안경9안전인증대상 제외)

③ 혼합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③ 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④ 연삭기덮개

④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⑤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 혼합·제면기만 해당)

⑤ 몬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에방 장치

⑥ 컨베이어

⑥ 동력식 수동대패칼 날접촉방지 장치

⑦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⑦ 산업용 로봇 안전 매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

⑨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설 기자재(의무안전인증 대상품 제외)로서 고용노동부 장

모떼기 기계만 해당)

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절실(Chamber)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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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험성(16개 항목), 건강 유해성(10개 항목) 및 환경유해성(1개 항

법 제39조에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적 물질 및

목)으로 분류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모든 화학물질의 MSDS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산업잠수

경고표시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

는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에서 게이지 압력이 1kg 초과 또는 미

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인 이상기압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

미국의 경우 미국 운송국(DOT) 분류표, 미 소방안전협회의 화재위

용되고 있으며, 산업잠수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장비와 부재료들이

험물질 정의(NFPA 704), 국제해운 위험 상품코드(IMDG) 등의 시

포함되기도 한다.

스템을 들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든지 위험물을 지정하는 번호와

동법 제41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

심볼, 각 카테고리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IMDG의

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

분류표는 UN 분류 기준과 거의 동일하며 NFPA 704는 화재 위험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취

물질을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지이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명칭 및 함유량, 응급

일부 화학물질들, 예를 들어 산(부식성 물질의 일종)은 즉각적으로

조치 요령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손상을 신체에 입힌다. 그러나 일부 독성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천가지 화학물질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질의 경우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영구적인 내상, 마비 또

103가지 원소에서 유래하였다. 이 원소를 이루는 원자는 정상적인

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들도 있다. 가연성 액체에는 탄화수소,

상황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며 염소와 같이 원소 자체가 위험성을 가

할로겐화 탄화수소, 알코올, 에테르, 케톤 물질, 알데히드물질, 아

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험물은 다른 원소와 섞여 화합물을

민물질, 에스테르 화합물 등이 있다. 가연성 액체는 단기 신체 손상

이루고 있다.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1992년 전·후로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위험물에 대한 라벨 또

탄화수소는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 라이터 기름, 나프타 등의 화

는 표지의 기호가 통일된 기준이 없었으나, UN이 세계조화시스

학물질이며, 이 중 가솔린은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광범위하게 노출

템(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될 경우 잠수장비의 성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labelling of chemicals)을 2008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는

공기 중 고농도의 벤젠이 존재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경련, 혼수

데, 그 배경을 되짚어 본다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 기호가 나

상태에 이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

라마다 서로 상이하여 국제 무역 종사 기업은 동일제품에 대해 나

우 빈혈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벤젠은 물위에 떠서 얇

라마다 다른 물질 분류 및 표지 부착으로 인해 국가별 용어, 위험

은 막을 형성하므로 잠수사가 입수 및 출수할 때 직면하게 된다. 이

성, 대규모 전문가 집단 및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여 산업계는 오래

때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이 화합물의 막을 흩어 잠수사가 안전하게

전부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 등 관리의 통일을 요구하였고, 화

입·출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에테르 화합물은 마취약을

학물질의 분류나 표지 관련 자국 내 법규도 서로 달라 통일된 분류

알려져 있으며, 물에 대한 용해도는 다양하고 가연성 물질이다. 케

및 표지 부착 등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톤은 기름을 녹이는 용매로 널리 쓰이며 다른 세정 활동에 쓰이기도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내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

한다. 잘 알려진 케톤 화합물로는 아세톤과 메틸 에틸 케톤(MKE)

학물질 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을 들 수 있다. MKE는 물에 약간 녹으며 존재할 경우 잠수지역 수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든 유해·위험성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물리적

면에 유막을 형성한다. 고농도의 MKE는 어지러움, 눈의 염증, 메
스꺼움, 구토, 의식 상실의 증상을 동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GHS 도입 전
분류
항목
분류
기준

15개 항목
물리적 위험성(7), 건강·친환경유해성(8)
•비교적 단순
•혼합물질 분류기준 별도로 없음
① 형태와 색깔 변경

GHS 도입 후
27개 항목
물리적 위험성(16), 건강·친환경유해성(11)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
•혼합물질 분류기준 별도로 규정

있다. 단기간 노출되어도 시력에 영구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
른 화합물과 조건만 맞으면 화학반응으로 폭발하기도 한다.
에스테르 화합물은 동물이나 식물의 기름에 포함된 물질로 독성은
없으나 불에 타기 쉽다. 그 외 많은 가연성 액체들이 잠수사에게 심
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일례로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녹아 포르

그림
문자

말린 혼합액이 되는데 이는 가연성이기도 하지만 발암물질로 의심

② 그림문자 변경

되기도 한다. 0.1~5PPM의 포름알데히드를 흡입 또는 흡수하면 안
③ 새로운 그림문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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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화상, 상부 호흡기염증을 일으키며 50~100PPM의 고농도의
경우 폐가 타들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압축 가스는 많은 위험이 상존하며, 가스의 종류에 따라 극히 위험

는데, 이러한 계열의 화학물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 혈액, 간장,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압축 공기통도 위험할 수 있는데, 이는 단

심장, 피부에도 독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더욱 경종을 울리는 것은

순히 압력의 차이 때문이다. 다른 압축 가스의 경우 그 기체가 가연

미량의 TBT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된 잠수사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성, 불안정, 독성, 부식성 또는 산화물(산소나 할로겐 원소를 포함

수 있다고 한다.

하여 연소를 돕는 물질)일 수 있다. 액화 가스는 해당 기체의 끓는

다음은 ‘낙동강 하구 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생태환경조사결과의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스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블레비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

(BLEVE)는 액체가 끓어올라 증기가 팽창하고 폭발한다. 액화 가스

른 환경호르몬의 생물 내 축적이다.

가 누출되면 상온에서 기체가 되고 점화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선박에 선적된 암모니아 가스의 경우 물과
친화력이 아주 큰 물질로 물과 접하면 물에 녹아 부식성 물
질의 일종인 수산화암모늄의 형태로 존재한다. 미국환경보
호청(EPA)에서는 수중에서 12% 농도의 암모니아를 위험물
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10% 미만에서도 민감한 사람은 자
극을 느낄 수 있다. 고농도의 수산화암모늄은 화상과 물집
의 원인이 될 수 있고, 5,000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치명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는 어패류 등 생물의 체내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이 하구일대
물과 토양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의 수백 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호르몬의 생
물 내 축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기염소계 합성물질의 하나인 DDT의 낙동
강 하구 평균 검출량은 0.259ppb(10억분의 1)로 나타났으며, 하구의 물과 토양에서 검출
된 DDT는 이처럼 미미하지만 이 곳에서 서식하는 숭어의 체내에 축적된 DDT는 이보다
253배 많은 65.54ppb, 바지락(16.23ppb)의 경우 하구 물과 토양에서의 평균 검출량의
약 63배, 재첩(15ppb)은 약 5배이며 가장 적게 축적된 문절망둑(1ppb)이 약 4배였다.

적이다. 산성 가스 또는 할로겐화 산성 가스에는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염산), 불화수소, 브롬화수소, 요오드화 수소
등이 있다. 이들 가스는 불연성이지만 물과 만나면 용해되어 강한 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 오염

성 용액이 되어 인체나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

물질 무단 방출, 무분별한 해상에서의 작업 등으로 해양 생물들에

모든 항구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 물질은

게 가감 없이 축척되고, 축척된 생물들을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의

선박의 도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선박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

선박의 선저면에 붙어있는 고착생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

든 생물들 중 최상위 먹이사슬에 있는 인간이지만, 결국엔 각자의

들어졌다. 선박의 크기를 막론하고 두루 사용되어 왔는데, 이런 고

편리함을 이유로 최후의 보루인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고, 이것이

착생물의 서식을 막아주는 화학물질은 인간들에게도 유해하다. 고

바다의 자정 능력이 사라질 때 쯤 인간들도 인간이 아닌 돌연변이

착생물 부착 방지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사용되는 주 원료 중 하나

(Mutants)로 변할지도 모르겠다.

로 유기주석화학물(TBT)이라고 알려져 있다. TBT는 지방에 녹는
물질로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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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보관 방법
글 이원교 (리쿰스쿠버 대표)

글 싣는 순서
1. 부력조절기
2. 호흡기와 보조호흡기
3. 게이지와 콤파스
4. 손목형 다이브 컴퓨터
5. 스킨 장비
6. 슈트, 후드, 부츠, 글러브
7. 드라이슈트
8. 공기탱크

8. 공기탱크/실린더
실린더의 종류
실린더의 재질은 스틸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재질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스틸의 장점은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열과 충격에 강하고, 부력이 크지 않아 웨이트의 양을 줄
일 수 있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녹이 발생하면,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료비와 생산단가가 알루미늄보다 높다.
알루미늄의 장점은 스틸과 마찬가지로 녹이 발생하지만,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형성되어 더 이상
녹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스틸 보다는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
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스틸보다는

실린더는 공기통, 렁(Lung), 탱크

실린더의 단면을 넓게 해야 하기 때문에

(Tank), 깡 등으로 불리운다. 실린

부피가 크고 무겁고, 양성부력을 가지게

더는 다이버가 숨을 쉬기 위해 필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요한 기체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용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럭스퍼, 카타리

기를 뜻하며,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나, 그리고 국내산도 유통이 되고 있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장비이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용량은 80ft³(큐빅피트),

이것을 ‘깡’으로 부른다는 것은 좀

실용량 약 11리터, 무게는 약 14kg을 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지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알루미늄 실린더의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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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럭스퍼사의 실린더의 표

된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

식이다. 위는 TC-3ALM207, 아래는 DOT-

이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3AL3000으로 표식되어 있다. 1987년부터는

K형 밸브는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주로 사용

TC(캐나다 운송위원회)와 DOT(미국 운송국)

하는 레귤레이터 1단계가 요오크 타입이며, 더

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2개의 표식이 되어 있

높은 압력을 주로 사용하는 텍 다이버들은 DIN

는 것이다. TC-3ALM207에서 M에 관한 것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용보다는 어댑터

으로 강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를 사용하여, 요오크와 딘 타입을 함께 사용할

DOT-3AL3000은 알루미늄 재질에 상용압력

수 있는 겸용 밸브 인기가 높은 추세이다.

은 3,000PSI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TC에 사

밸브 아래쪽에 장착하는 밸브 스노클이 있는데,

용된 M은 미터법을 나타내는 METRIC의 약자

이것은 실린더 내의 불순물이 레귤레이터 1단계

이다? 아니다?는 논란이었다. 근데 미터법으로

조절장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밸브 손잡

3,000PSI를 바꾸면 211kg/㎠이어야 하는데,

이의 내부에는 시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손잡이

왜 207이란 숫자냐? 207은 3,000PSI를 BAR

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실린더 내의 기체를 공

로 변환시킨 값이지 않냐? 등. 나중에 알고 보

급 또는 차단하게 된다. 손잡이의 반대쪽에는

니, 미국은 알루미늄의 약자를 AL로 표기 하는

파열판이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실린더 충전

데, 캐나다는 알루미늄을 ALM으로 표기한다

압력의 140% 이상이 되면, 파열하여 실린더를

는 것이었다. 알고 나니 약간 웃음이 나는 상황

보호하고, 추가적인 사고도 예방하게 한다.

이었던 것 같다.

실린더 밸브만 보게 되면 밸브가 열린 상태인지,

럭스퍼의 80큐빅피트 실린더가 비게 되면 약

잠긴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어렵기 때문에 다이

2kg의 양성부력이 형성된다. 즉 실린더가 비

빙 입수전에 일일이 밸브를 돌려서 확인하고 다

게 되면 물에 뜬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부력의

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이젠 그

변화에 미치는 공기의 무게에 대해 알아보자.

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빈디게이터란 명칭을

다음의 내용은 백과사전을 인용한 것이다.

가지고 나온 실린더 밸브 손잡이가 있다.

요오크 타입의 실린더 밸브

딘 타입의 실린더 밸브

겸용 실린더 밸브

빈디게이터는 실린더가 열린 상태가 되면 녹색
백과사전 인용 대기의 하층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체.

띠가 보이게 되고, 닫힌 상태가 되면 빨강색띠

지상으로부터 35㎞까지는 그 조성(組成)이 같으며. 질

가 보이게 된다. 이젠 일일이 손으로 실린더 밸

소 78%, 산소 21%, 기타 1%(아르곤 0.94%, 이산화탄소
0.03% 등)로 되어 있다. 때와 곳에 따라서 다르나, 일
반 공기 중에는 먼지, 염분입자(鹽分粒子), 우주낙진(宇
宙落塵), 화산 분출물, 매연, 배기 가스, 암모니아, 수

실린더 밸브가
열린 상태

브를 돌려서 확인을 하지 않고도, 실린더 밸브
가 열렸는지를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편하
고 안전한 다이빙 시대가 온 것 같다.

증기 등이 섞여있다. 0℃, 1기압에서의 건조공기 1리터

실린더 검사는 국내를 기준으로 최초 2회까지는

의 무게는 약 1.293g이고, 열전도율은 작아서 0℃에서

5년에 1번, 그 후에는 3년에 1번씩 수압검사를

5.33*10-5㎈/㎝•sec•deg이며 0℃, 1기압에서의 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린더 밸브가
잠긴 상태

대한 용해도는 29.18㎤/ℓ이다.

통상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실린더
80 큐빅피트(ft³)에 완충을 한다면, 3,000PSI,
207bar, 211kg/cm²이다. 여기에는 2,266ℓ의
기체가 압축이 된다. 2,266ℓⅹ1.293g(ℓ당 공
기 무게)=2.92kg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빈 알
루미늄 실린더의 부력에 가감을 하게 되면 부
력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참조하

이원교
IANTD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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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법률

다이빙투어에서 계약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안녕하세요. 온더코너(On The Corner, http://onthecornerdive.com) 소속 다이
브마스터 노용준입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이빙 투

글 노용준 (PADI Divemaster, 온더코너 회원,
사법연수원 42기, 판사)

어에서 계약금을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관해서 간략하게(하지만 상세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의 개
인적인 생각과 의견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계약금을 낸다.’는 것의 의미

에게 다이빙에 필요한 숙박, 음식을 제공하고, 탱크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거

1-1. 서설

를 포함한 각종 다이빙장비들을 대여해 주며, 다이빙

의 무조건적으로 그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제가 속한 ‘온 더코너’는 2016년 한 해에도 많은 다

가이드를 통하거나 다이빙가이드 없이 안전하고 즐

존재합니다. 가령, 다이버와 다이빙샵 사이에 다이버

이빙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로 다이빙투어를

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 원래 가기로 한 날짜보다 불과 하루 전에 다이빙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은 다이빙투어를

계약(이하에서는 ‘다이빙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을

투어를 취소하더라도 다이빙샵이 이미 지급한 계약

갔는데, 이 경우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예약

체결하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제674조의 2에서 ‘여

금을 전부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

금’ 혹은 ‘계약금’(이하에서는 ‘계약금’으로 통칭하겠

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

어 있는 경우, 다이빙샵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습니다)이라는 것을 미리 지불합니다. 이후 예약한

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

계약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내용에 합의

날짜에 해당 다이빙샵에 가서 다이빙을 무사히 마치

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한 이상 다이빙샵은 다이버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전부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다이빙투어를 갈 때 체결하는 계약을

하지만 다이버와 다이빙샵 사이에 계약금과 관련된

하지만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겨서 다이빙투어를

‘여행계약’으로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

우리는 보통 다이빙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얼마

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이빙샵에서 다이버

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다이빙샵에서 우리에게 제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이

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여 비용을 달라고

공해줄 숙박, 음식 및 다이빙장비는 어떠할지, 우리

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가 가게 될 다이빙포인트는 어떤 곳이며, 하루에 몇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의 다이빙을 하게 되는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

2) 민법의 내용

다. 하지만 다이빙투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

제565조(해약금)

1-2. 우선 관련 규정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 우리가 다이빙샵에 이미 지불한 다이빙비용(보통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

① 계약의 내용(이는 엄밀하게는 규정이라고 할 수

의 경우 ‘계약금’이 될 것입니다.)은 어떻게 되는 것인

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

는 없습니다),

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것인

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② 민법이 위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지 등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

입니다.

이러한 경우 뒤에서 설명할 민법에 따른 내용에 앞

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

서는 것이 바로 당사자들 사이의 다이빙계약의 내

제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

용입니다. Pacta Sunt Servanda라고 ‘약속은 지켜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우리가 다이빙투어를 가게 되면 다이빙샵과 일종의

져야 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법언이 있는데 위 법언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다이빙투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즉, 다이버들은 다

처럼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금에 관하여 특정한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빙샵에 얼마를 지불할 테니, 다이빙샵은 다이버들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그것이 민법상의 무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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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약금

한편, 민법은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를 금전으로

민법은 제565조 제1항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밝힐 필요 없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의미를 ‘해

니다. 여기서 ‘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약금

곧바로 위약금 5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

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

다. 그러한 편의가 있는 대신에, ‘레촌’을 준비하는데

것은 한번 체결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

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가령 다이빙계

만일 100만 원이 들어서 위약금으로 정한 50만 원

제를 할 수 없는데, 만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계약을 위반하면 20만 원을

이상의 손해가 다이빙샵에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

을 준 경우에는(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배상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으면 그 때의 20만 원이

더라도, 다이빙샵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하여 50

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

바로 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얘기하면서

만 원 이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2배를 준 사람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에게 반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

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종종 계약금이 위약

2. 결론

다.(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

금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1) 지금까지 다이빙 투어에서 계약금을 낸다는 것이

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인정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

미합니다) 가령, 다이버가 다이빙샵과 다이빙계약을

되는 경우, 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위

한 내용은 다이빙 투어에서 뿐만 아니라 돈이 오고

체결한 상황에서, 다이버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것으로

가는 대부분의 계약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

다이빙투어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다이버는 자신이

추정되게 됩니다. 즉,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체결된

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는 당사자들

이미 다이빙샵에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다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의 의미

이빙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다이빙샵에

않게 되는 경우(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다

가 결정될 것이고, 계약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문제가 생겨서 다이빙투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른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적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에 다이빙샵은 다이버들에게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실제

서 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함으로써 다이

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경우 얼마만큼의 손해

2) 이번 글을 계기로, 다이빙 투어를 가면서 우리가

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 발생하였는지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

보통 지불하는 계약금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

어디까지나 계약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

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에 손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

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손해

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다이빙투어를 간 경우 다이빙샵에 공항에서

가 발생하였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주

부터 다이빙샵까지의 픽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장 및 입증할 필요 없이 곧바로 위약금(손해배상액

픽업차량이 다이버를 데리러 가기 위해 오고 있는

의 예정이므로)에 해당하는 액수를 채무불이행을

상황이라면(다이빙샵은 다이빙계약의 이행에 이미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이버는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다이빙계약을 해제할 수는

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약금

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액수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

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버와 다이빙샵 간

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에 다이빙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으로 50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다이빙계약의 내용 중에는 다이빙 이

나) 위약금

후 저녁식사 시간에 스페인식 바베큐인 ‘레촌’을 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이빙샵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다. 또한 다이버 10명 분의 장비를 빌려주는 내용도

할 수 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빙샵은 규모가 영세하여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

다른 다이빙샵에서 5명 분의 장비를 추가로 대여해

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왔고, 현지 식당에 연락하여 ‘레촌’도 준비를 다 해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이버가 일정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경되어 다이빙샵에 갈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니다. 이러한 경우 다이빙샵에서는 이미 돈을 지불

한다.

해서 다른 다이빙샵으로부터 장비도 빌려놓았고, 바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베큐도 준비해 두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허탕이 되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

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이버를 상대로 손해

한다.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다이빙샵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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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알자
바다(해양)에 대한 지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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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이용

바다 이용의 유의점

해양의 에너지 이용

해양광물 자원의 이용

조력 발전 : 조
 석의 상하 운동과 조류의 창, 낙조일 때

바다에는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의 방향 변화를 이용
파력 발전 : 파
 도의 진행하는 힘이나 파도에 의한 해수
면의 상하 운동을 이용
온도차 발전 : 적
 도 근해의 태양열로 더워진 표층해수와
750m 이하 수심의 차가운 해수간의 온도

래하고 이것으로 말미암

          자철광, 사철주석, 사금, 중석

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대륙붕 : 석탄, 사철, 자철, 티탄철, 금, 주석, 인광,
            석회석, 석유, 천연가스
심해저 : 인광, 망간단괴
해양환경 자원의 이용

수중생물의 식품자원 이용

공간 자원 :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설

해양의 각종 생물자원들은 예로부터 인류의 중요한 식

공간이 부족해진다면 인공도서 섬이나 해양도시의 건

품 중의 하나로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오늘날 각종 해

설을 할 수 있다.

양 생물자원들은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레크리에이션 공간 : 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풀

있는데, 세계 각국은 인간의 힘으로 해양의 생산능력을

어주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더욱 높임으로써 자원의 생산 잠재력을 향상시키려고

서의 효용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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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시설물들은 해양
환경에 커다란 변동을 유

조간대 및 해빈 : 다이아몬드, 금, 백금, 티탄철,

차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일으키는 기술

노력하고 있다.

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대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
으므로 신중하고 잘 계
획된 개발 계획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모든 해양환경정보를 한눈에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http://www.meis.go.kr)

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http://portal.nfrdi.re.kr/oceanlife)

• 국내외 모든 해양환경정보를 한눈에!

• 국내외 모든 해양환경정보를 한눈에!

• 해양환경관리공단(www.koem.or.kr)

• 해양환경관리공단(www.koem.or.kr)

• 한국해양과학기술원(www.kiost.a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www.kiost.ac)

•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http://seaworld.busan.go.kr)

실감나는 바다세상(www.oceanlife.or.kr)

• 자원의 보고, 해양으로 가는 길!

• 서/남해안 중심의 해양생물 700종의 DB가 구축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http://sea.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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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 업그레이드 전략

긍정적 유머와
부정적 유머 구사하기
글 김상근 (전 나사렛대 교수)

즐

거움이라는 정서를 공유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고, 지분거리기를 통해 상대를
비난하는 듯하면서 애정을 표시하고,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말을 건넬 수 있는 등 다양

한 유머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유머를 구사하여 커뮤니케이
션을 악화시키고 불쾌감과 고통을 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부정적 유머는 직장 내에서 빈번
하게 일어나는 문제로 원치 않는 성적 농담이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짓궂은 농담을 수반하여 구성원
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조직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 유머가 긍정적 목적뿐 아니라, 부정적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간주될 수 있으나 조직과 개인은 적지 않은 피해와 고
통을 떠안아야 한다.
유머학자 데커(Wayne Decker)는 리더십 연구 수행을 위하여 남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유머와
부정적 유머 사용에 관해 평가해 보도록 요구했다. 긍정적 유머란 관리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
해 유머를 사용하는 것, 재미있는 농담,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은 유머의 사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정적 유머는 원치 않는 성적 유머와 모욕적 유머의 사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 유머 스타일
마틴(R. A Martin) 교수는 사람들이 대인 관계를 할 때나 스트레스 대처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유머를
구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이로운 유머 스타일과 해로운 스타일을 구분하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 설문
지가 긍정적 유머와 부정적 유머를 구분하는 기준과 척도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거나 적응적이
어서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유머 스타일 두 개, 건강하지 않고 해로울 것 같은 부정적 유머 스타일 두
개 등 모두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유친성 유머(affiliative humor)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즐긴다”하는 식으로 스스로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농담을 해서 자발적으로 재치있는 표현을 한다. 또 상대를 즐겁게 하고 관계를 촉진해
서 대인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자신과 상대를 인정하는 스타일로서 적대
적이지 않으며 관용적이어서 상대방과의 응집성을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
어 온 독자들을 포함하여 유머를 통하여 즐거움, 유쾌함, 기쁨, 친밀감, 환희 등 행복의 하위 개념들

김상근

을 나타내는 정서를 나누어 궁극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에 해당하는 유머

전 KBS PD

스타일이다.

‘체험, 삶의 현장’, ‘TV는 사랑을 싣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1시에 만납시다’ 등 다수 연출

둘째는 자기 고양성 유머(self-enhancing humor) 스타일이다.

전 나사렛대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조차도 삶에 대한 유머러스한 조망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다. 삶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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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를 지각하여 자주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나 역경에 직면하여서도 유머

시도한다.”라고 말한다. 이런 스타일은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유머를 수반한다. 또

러스한 조망을 유지하며, 삶에 대처하는 데 유머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지칭한다.

숨어있는 부정적 감정을 숨기거나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회피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한 나의 유머러스한 조망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

하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머 스타일은

하거나 우울해지는 것을 막아 준다”고 말한다.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며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2007년 81세로 타계한 미국의 저명한 풍자 칼럼니스트인 버크 왈드라는 사람이

흔히 진실을 말한다는 방송 프로그램의 꼬임에 빠져 자기비하적 유머로 시청자에

있었다. 그는 지병인 신장병이 위중해지자, 신장투석을 하는 집중투석을 거부하며

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비하 유머로 효과를 거두려면 남들이 알아

담담하게 죽음을 맞겠다며 호스피스 병동을 택했다고 한다. 그는 넉넉한 유머로,

도 상관없는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 명사가 출연하여 배우자에게 매 맞은 이야기

다가오는 죽음과 악수하는 마음의 풍경을 담은 마지막 칼럼을 썼다. “이곳에서 나

를 리얼하게 들려주는 자기비하 유머는 듣기에 퍽 거북하다.

는 아름다운 거실에 앉아 병자로서 안쓰러운 절제를 해야 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 필요 없어요! 존경 안 해두 돼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맥도날드 햄버거와

제대로 해요!!” 맘에도 없는 자기비하를 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했지만 역공을

밀크셰이크까지 사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집중치료를 택했다면 할 수 없는 꽃 선물

받아 더 비하되어 실소를 자아내는 유머 유형의 한 토막이다. “존경하는 ○○○의

도 받을 수 있고, 수시로 찾아오는 친구들과 정다운 옛날이야기도 나눈다”며 죽음

원님”, 이 말은 국회의원들이 쓰는 ‘집단 선량의식’ 용어이다.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을 관조하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쾌하게 그리면서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그의 아

서로 으르렁 거리며 싸우는 사이에 무슨 ‘존경하는 의원님’이냐고? ‘하도 국회의원

들 조엘은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했

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존경하자’는 의미에서 쓴다고 했단다. 그러니

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즈는 그를 당대의 진정한 유머리스트라며 애도했다.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는 높은 분들은 안 했으면 하는 자기비하 발언이다. 국민

150세 된 노인에게 기자들이 잔뜩 몰려와 장수의 비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게

들이 함께 비하되는 것 같아 뒷 맛이 씁쓸하다. 존경스럽지 못한 의원들이 자기들

되었다.

끼리라도 존경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란다.

“간단해요. 난 논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머의 유형을 크게 대별하여 나누어 보았지만, 사람의 유머 스타일이 꼭 이런 식

노인의 이 말에, 한 기자가 파고 든다.

으로 구획되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유친성 유머 스타일을 가지면서도 공격성

“그건 비결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엄격한 식사습관이라든가, 명상이나 뭐 그

유머 스타일의 성향도 함께 가질 수 있고, 자기 고양성 유머 스타일에서 묻어나는

런 비결이 있었겠지요. 논쟁을 하지 않은 걸로 150세까지 살지는 않았을 거 같

지나친 배려심이나 박애정신이 자기 파괴성 유머 스타일과 부분적으로 연합될 수

은데요.”

있다. 또 부정적 성향을 띄는 유머 스타일이라도 표현의 정도와 표현 기술에 따라

노인이 그 기자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연다.

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공격성 유머 스타일도 유머의 원초적 특성인 공격적 특성의 수위를 잘 조절하면

셋째 공격성 유머(aggressive humor) 스타일이다.

잘 조절하면 자기비하가 아니라 상대에게 겸손한 느낌을 주어 잔잔한 미소를 줄

큰 웃음으로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자기파괴성 유머 스타일 또한 그 수위를
야유나 지분거리기, 조롱이나 조소 또는 멸시성 유머를 주로 하는 스타일이다. 인

수 있다.

종차별이나 성차별, 지역차별 등 공격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유머를 구사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이 웃기 때문이

하여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종하려는 목적을 갖는 경향을 띤다. 이런 스타일은 “만

란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바바라’라고 하는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가 살

약 누군가 실수를 범하면 나는 그 실수를 가지고 지분거린다!”라고 할 정도로 공

고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 너머로 번갯불이 반짝했

격적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적합할 때조차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표

다. 어린 바바라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유형의 유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자신

“할머니, 웃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초보 운전자들은 거의 누구나 「초보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달고 다닌다. 방어 본
능이자, ‘미안 심리’의 표현이다. 다양한 표현들이 유머스러워 짜증스럽기보다는
즐거움을 준다. 「아주 초보, 진짜 초보」, 「저기여, 지가 초보걸랑여」, 「형님, 좀 봐
주슈!」, 「미치겄지유, 지는 환장허겄시유」, 「아저씨, 살 살」 그런데 공격적 유머 스
타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쓴다. 「당신도 초보였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속을 긁는
스타일이다. “나는 초보 때 너같지 않았어!”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진다. 유원지
에 붙어있는 「당신이 오기 전에 이 산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도 상대에게 공연한 적의를 불러 일으켜 시비를 거는 유형이다.
넷째는 자기파괴성 유머(self-defeating humor) 스타일이다.
지나치게 자기비하적인 유머를 사용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웃기는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고, 조롱이나 멸시를 당할 때 상대방과 함께 웃음으로써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시도를 하려는 스타일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나는 흔히 나 자신의 약점이나 터무니없는 실수, 결함에 대
해서 무엇인가 재미있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받아들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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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레스코리아

테크니컬 장비 세미나
플로롱 마이클 로카텔리
(Florent M. Locatelli)

㈜마레스코리아는 2016년 9월 28~29일까지 서울 및 부산에서 XR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각각 서울 양재동 K 호텔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전문가이자 마레스 이탈리아
본사의 XR 라인 상품 개발 총책임자인 플로롱 마이클 로카텔리(Florent M. Locatelli)가 발
제자가 되어 XR 라인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번 세미나는 마레스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및 내년에 출시될 신장비 소개에 중점을 두었
다. 오전에는 DR 25X, CR 25X와 같은 XR 라인 호흡기뿐만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 시 장
착하게 될 하네스, 백플레이트, 도넛 블래더, 쿼드 컴퓨터 등 구체적인 장비 소개가 이루어
졌다. 또한, 한층 더 심화된 다이빙을 원하는 다이버들을 위해 rEvo 재호흡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XR라인 상품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여 참가자들의 텍 장
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국내 다이버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본 세미나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00여 명의 다이빙샵 대표들과 소속 강사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레스 XR 라인 런칭에 따라 마레스코리아에서 개최한 XR 테크니컬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
도 테크니컬 다이빙에 도전하는 다이버들이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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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보니또 다이브센터
㈜티비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 김태훈
홈페이지 : www.bonitoresort.com, www.tourbonito.com
전화 : 02-325-5132 / 070-4656-5132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42-2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팀보니또 다이브센터는 필리핀 바탕가스
에 위치한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의 김태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다
이브센터로 아웃도어 전문여행사인 TB Tour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초구 양재동에서 Tour Bonito 여행사의 설립으로 시작된
이곳은 2013년 현재의 동교동으로 이전하여 다이브센터를 오픈하고 20
여 년간 필리핀의 썬뷰리조트와 보니또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배출된 다
이버들을 중심으로 ‘Team Bonito’ 다이빙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팀보니또의 김태훈 대표는 1989년 성균관대학교 재학 당시 스쿠버다이
빙을 시작하여 1996년 SSI 인스트럭터가 된 후 98년 필리핀 아닐라오
에서 썬뷰리조트를 시작한 이후에 20여 년간 SSI의 강사로 활동하며
평가관에 올라 지금의 보니또아일랜드 리조트까지 성공적인 비즈니스
를 이끌어 왔다.
그런 김태훈 대표가 지난 5월에는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적극적 마
켓팅을 위해 PADI 강사로 크로스오버를 단행하는 모험을 펼쳐 적극적인

154 |

다이빙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리다이빙에도 가능성을 보이는데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친 PADI 베이직 프리다이버 코스에서 50명의 베이직 프리다이버를 배출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팀보니또는 국내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한국의 센터와 과 필리핀의 보니또 아일랜드 리조트
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버 코스를 진행하고 있으
며 국내외 해외투어를 매달 1~2회 기획하여 진행 중이다. 장비판매의 경우 40여 명의 팀보
니또 소속강사를 대상으로 한 도매판매를 위주로 하며 대부분의 다이빙장비 브랜드를 모
두 취급하고 있다.
팀보니또 다이브센터에는 이지연 강사가 상주하여 투어예약, 항공권 발권 등 여행사업무와
보니또아일랜드 리조트의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 40여 명의 소속 강사
가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정우 강사, 이알미 강사, 서병주 강사, 윤태혁 강사 등이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팀보니또에서 많은 연예인 다이버와 연예인 강사들이 배출
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배우 송경철 씨와 장동직 씨 그리고 모델 채보미 씨 등
이 팀보니또 김태훈 강사를 통하여 다이빙 강사가 된 후 팀보니또 강사로 활동 중이며 수많
은 배우와 아이돌 가수 등이 김태훈 대표에게 다이빙 교육을 받고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팀보니또 김태훈 씨에게서 교육을 받은 유명인으로는 박상민, 오연서, 강예원, 김유정 등
의 배우와 티아라 효민, 인피니트의 엘, 씨클라운의 레이 등의 아이돌 가수, 슈퍼모델 최
은경, 댄서 J-Black 등 유명 연예인도 팀보니또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다이빙을 즐
기고 있다. 팀보니또는 곧 연예인 스쿠버다이빙 홍보팀을 구성할 계획인데 PADI Asia
Pacific과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팀보니또 다이브센터는 김태훈 대표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고 있어 일반적인 샵의
기능 보다는 여행사와 보니또 리조트의 부킹 오피스로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조만간 센터를 확장 또는 이전의 계획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내 다이빙 시장에 뛰어들어
다시 한 번 비즈니스 성공의 신화를 써 가려하고 있다.
1997년 필리핀 아닐라오에 맨몸으로 들어가 최초의 한국인 다이빙 리조트 ‘썬뷰리조트’
를 운영하여 성공하였던 김태훈 대표가 2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는 PADI
의 브랜드 파워와 PADI의 선진화된 마케팅 지원을 받아 PADI 다이브센터로의 새로운
다이빙 활동 모습을 모두 지켜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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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조이 스쿠버
대표 : 이재욱 SSI트레이너
전화 : 010-6280-0952
홈페이지 : www.seanjoykorea.com
클럽카페 : http://cafe.naver.com/seanjoy
이메일 : zoacnr@nate.com
카톡아이디 : seandive
주소 : 서울 양천구 신목로2길 7 지하

씨엔조이 스쿠버는 오픈워터다이버교육부터 강사교육, 테크니컬교육
까지 올인원 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씨엔조이란? 바다와 즐거움이라
는 의미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자는 의미에서
씨엔조이 스쿠버라는 클럽이 만들어졌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힐링이다. 씨엔조이 스쿠버에서 즐
기는 다이빙은 단순 스쿠버뿐만이 아닌 친목, 교류, 인맥, 만남, 새로운
경험과 함께 재미를 추구하는 여행이다.
새로운 사람들, 이색적인 경험, 캠핑문화야말로 각박한 현실 세계에서
다시 한 번 재충전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힐링일 것이다. 주5일 근
무와 긴 휴일을 이용하여 서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쿠버다이빙의 문
화! 많은 사람이 처음 스쿠버에 입문을 할 때 서울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가 최우선의 항목이다. 씨엔조이 스쿠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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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위치한 소속강사들의 체계적인 네트워

하여 씨엔조이 교육장은 항상 열려 있다. 세 번째는 장비판매상과의 접촉!! 다이버

크망을 활용하고 언제 어떤 시간이든 교육장을 개방해 놓는다.

시절과 강사의 활동은 엄연히 다르고 강사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 국내 해외 리

씨엔조이 스쿠버는 가장 먼저 철저한 교육과 안전이다. 어느 다이빙 강사라 할지

조트도 마찬가지 씨엔조이 소속 강사라면 잘 짜인 네트웍망을 통하여 편안하게

라도 당연히 최우선시되어야 할 항목이다. 하지만 안전과 철저한 교육 못지않게

투어를 진행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재미이다. 아무리 신기한 수중세계 환상적인 탐험이라 해도 재미가

강사활동 첫 입문에서 많이 애를 먹는 부분이지만 씨엔조이는 이런 고충을 좀 더

없다면 고생과 공포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때문에 씨엔조이에서 진행되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강사연합 투어와 세미나를 토의형식으로 진행하

는 교육은 safety fun! 위주로 모든 교육이 진행된다.

며 책임지고 매월 최소 1명의 교육생의 최대한 교육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

오픈워터다이버 교육생들에게는 빠른 일사천리의 교육 진행이 아닌 여가시간에

라인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매주 있는 투어에 함께 참여하여 투어

맞추어 평일이나 주말이나 언제든지 시간이 되는 대로 교육에 참여를 시켜 많은

의 기획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씨엔조이 클럽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다.

교육생! 또는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끔 진

기존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까지 기획한 회원관리 매뉴얼과 교육프로그

정한 다이빙문화에 입문하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주기적인 스킬업데이트 교육을

램 비용 산출방식은 현재 소속 강사들이 최적의 운영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통하여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한다.

씨엔조이 소속 강사라면 언제든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자신만의 방식과

매년 다이버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스쿠버에 입문하는 많은 사

함께 접목할 수 있다.

람이 어느 정도의 문화를 알고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끊기지 않는 교육에 교육, 때로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이나 다른 지역 해외에서의 체험다이빙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센터를 선택하는

하지만 씨엔조이는 늘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는 공간이다.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스쿠버 클럽의 선택이란 클럽을 운영하는 대표

과 함께 매월 세미나를 주최하고 테크니컬 다이빙 입문이 가능한 곳! 자기 계발은

강사로서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항상 교육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호기심에서 탄생하는 것! 바다를 좀 더 느끼고 싶다면 매월 진행하는 테크니컬 다

덩치가 큰 규모의 3인칭 운영보다는 작지만 재미있는 클럽 1인칭 시점에서 생각

이빙모임에 참석하여 기술의 개발과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

하는 클럽 씨엔조이! 바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클럽으로 거듭나기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과정은 씨엔조이에서 테크니컬 강사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위해 항상 투어, 교육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 오랫동안 바다에서 같이 놀 수 있

손병욱 트레이너를 통해서 난파선, 놀목식, 하이폭식 등 탐험분야에도 도전할 수

는 친구 같은 곳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회원들 성향에 맞추어 팀을 정하고 투어

있다. 끊이지 않는 교육이야 말로 강사들의 최고의 무기이다. 더 많은 분야에 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해서 생각을 하며 교육생들에게 즐거움을 함께 선물할 수 있는 씨엔조이 클럽의

씨엔조이 스쿠버는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교육은 가장 현대문화에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다.

헬스클럽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다이버라면 체력관리는 필수이다. 평일 교육과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우주여행! 스킨스쿠버 다이빙이야말로 이 시대에 누구나

주말 교육이 항상 가능하며 입문단계에서부터 강사교육, 테크니컬 교육까지 진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1순위이며 대중 앞에 꿈을 현실화시키는 강사활동이야말

행이 된다. 내년 4월이면 등촌 방면에 2호점 휘트니스클럽에 위치한 곳에 씨엔조

로 꿈의 직업이라고 자부한다.

이 샵이 오픈될 예정이며 씨엔조이에서 교육받은 소속 강사들에게 24시간 교육

현대인들에게 즐거움은 이 시대의 자화상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의 소통하는 공간,

장 오픈을 할 예정이다. 또한 씨엔조이를 통해 배출된 강사님들에게는 헬스클럽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는 과정 바로 이것은 씨엔조이가 추구하는 씨엔조이 스

을 365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쿠버 교육이다. 씨엔조이 스쿠버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다에서 전해주는 초대장과

씨엔조이에서의 강사교육은 단순 강사교육이 아닌 강사가 된 후를 더 많이 생각

함께 행복한 사람들과 대자연 앞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한다. 대부분 강사들이 처음 강사가 되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중들에게 다

확고한 신념 때문인지 씨엔조이 클럽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로 매주, 매월 붐비며

가서는 다이빙 교육시스템! 두 번째는 교육장! 세 번째 장비판매상들과의 접촉!

많은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씨엔조이를 통하여 스쿠버에 입문한다.

거래 리조트와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계 부분이다.

매주 진행되는 투어는 다이빙투어 외에 맛집 투어, 캠핑 등을 함께 진행되며 다

강사가 된 후 교육을 진행할 때 대부분 지인 위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보면

이빙 레벨을 철저하게 분류하여 최고의 안전 최고의 재미 지향하며 100% 만족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인 측면이나 교육 중에 편안한 관계에서 오는 말하지 못할

200% 재미 300% 기대감으로 즐거운 교육,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씨엔

불만 등으로 주변의 지인들과 서먹해지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조이는 바다에서 즐기는 레포츠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각도에

보게 된다. 그다음은 교육장!! 교육장을 섭외하지 못해 애먹는 경우가 있는가 하

서 스쿠버 산업에 기여할 것이다.

면 소수의 인원이라 하여 서러운 경우가 생기는 난처한 경우도 있다. 이점을 보강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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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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
47일간의 세계(물속)여행 두 번째 다이빙 여행지

한없이 푸른 바다

홍해(Red Sea)

후르가다 항구의 풍경

지중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몰타를 나와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이집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하니 전

Egypt Hurgada Dive Info

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들과 붉은색 모래바람이 ‘이곳이 이집트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된다. 전 여

여행기간 : 2016년 3월 15~23일까지 9일

행지인 몰타에서 찬 바람에 어찌나 떨었던지 이집트의 뜨거운 햇살이 오히려 따듯하기까지 했다. 이

다이빙 : 총 8회

집트 홍해 바다의 대표적인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로는 북부지역의 샤름엘셰이크(Sharm Ash Sheikh)
와 다합, 중부지역의 후르가다 (Hurghada), 남부지역의 마르사알람, 하마타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이번에 중부지역에 위치한 후르가다 ‘레드씨다이브팀(Red Sea Dive Team)’을 찾아갔다. 레

다이빙샵 : 레드씨다이브팀(RedSeaDiveTeam)
다이빙 포인트 : 홍해, Hurgada 지역
다이버 : 유럽인
3월 평균날씨 : 한국의 여름 날씨(저녁엔 선선함)

드씨다이브팀은 이집트 유일의 한인 다이빙 센터로 3명의 미녀(?) 강사님들이 게스트 하우스인 ‘우

3월 평균수온 : 24도(3mm 웻슈트에 후드조끼)

리 집’에서 상주하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이빙은 남부지방에서 출발하는 리브어보드를 선택할

다이빙 특징 : 보트 다이빙, 돌고래, 투명한 바다

까 하다가, 긴 여행인 만큼 조금은 여유롭게 이집트 사막도 구경할 겸 후르가다 지역을 돌아보는 데
이트립 보트를 이용하기로 했다.

160 |

다이빙 후 그 자리에서 공기 충전이 가능한 컴프레셔가 있는 2층짜리 대형 보트를
이용해 포인트를 이동하며 점심에는 부페식 식사 등 후르가다 다이빙 시스템은 필
자가 주로 다니는 태국 푸켓의 데이트립 다이빙 시스템과 흡사하다.
배에서 먹는 점심은 35파운드(이집트 파운드, 한화로 약 5천 원) 푸켓 데이트립 배
에서 먹던 음식보다 좀 더 맛있게 잘 나오는 것 같다. 콜라나 커피 같은 음료도 5파
운드로 사 먹어야 하지만 다이빙 종료 후 별도의 크루 팁은 없었다.

이집트의 3월은 겨울 시즌이라 물속은 필자가 가져간 3mm 웻슈트에 후드조끼로
도 충분했지만, 출수해서 배에 올라오면 찬바람에 떨어야 했다. 다들 몸을 말리려
뱃머리에 모여 따듯한 햇볕을 찾아 눕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그렇게 다들 뱃머리에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영국에서 40년간 도시설계
를 하고 은퇴 후 자주 이집트에서 다이빙한다는 할아버지의 인생 스토리와 독일인
부부의 이집트 러브스토리도 한참을 웃으며 들을 수 있었다.

3월 17일, 이집트 홍해에서의 첫 다이빙

Small Giftun/South ABU Ramada
이집트 홍해의 첫 다이빙은 후르가다 항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정
도 떨어져 있는 Smal Giftun과 South ABU Ramada 포인트에서 진
행했다. 배에는 유럽인들 10여 명이 탔고 동양인은 필자와 레드씨
다이브팀 조연주 강사 둘뿐이다. 필자는 스쿠버 강사가 된 이후로
매번 다이빙을 할 때마다 학생과 회원들을 챙기던 고민에서 해방
될 수 있는 진정한 펀다이빙을 즐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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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깨끗한 Small Giftun 포인트 풍경

두 포인트 모두 평균 10m 정도로 깊지 않은 수심에 조
류도 거의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바다로 오픈워터 다이
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이다.

1
2
3
4
5
6

1

2

4

162 |

3

나비 한 마리를 그대로 꿀꺽하는 그루퍼
커다란 바위에 산호가 붙은 모습이 꼭 스핑크스를 닮은 것 같다.
나폴레옹 피시와 레드씨다이브팀 조연주 강사
South Abu Ramada 포인트 풍경
FANOUS WEST의 풍경
FANOUS EAST에서 만난 돌고래

5

3월 18일, 정말 좋은날

FANOUS WEST/FANOUS EAST
어제 만났던 영국인 할아버지를 또 만났다. 어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필자의
이야기를 했다. 못하는 영어로 한참을 떠듬떠듬 이야기했더니 근속 10주년 리프레쉬 휴가 정말
멋지다. 축하하고 멋진 이집트 여행이 되라며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 이야기해 주었다.
필자는 다이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돌고래와 함께 다이빙을 해보았다. 그러고 보니 영국인

6

할아버지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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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FT EL SHAHED(BEREL GABEL POINT)
SHAAB SABINA

2

1

3

1 TURFT EL SHAHED (BEREL GABEL POINT)
입수 지점 풍경

2 레드씨다이브팀 미녀강사 3인방
3 레드씨 다이브팀의 조연주 강사가 찍어준 필자의 모습
4 SHAAB SABINA 포인트에서 블루스팟 스팅레이를
촬영중인 레드씨다이브팀 조연주 강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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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HWAT ABU GALAWA

1

2
1
2
3
4
5

이집트의 즐길거리 ‘사막 투어’
다이빙이 없는 날 사막 투어용 차량을 타고 이집트의 사막으로 향했다.

SAKHWAT ABU GALAWA의 풍경
사람 얼굴만 한 크기의 엔젤
베두인 마을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화성에 온 듯한 느낌의 후르가다 사막지역
필자와 함께 사막 투어를 나간 일행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을 기대했는데, 도착한 사막은 그런 상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막이었다.
필자가 여행 가기 전에 한동안 전세계적으로 뜨거웠던 ‘메르스’ 사태로 과연 낙타를 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 낙타를 타고 메르스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다고 한다.
베두인 마을에서 저녁 식사를 한 필자 일행은 해가 떨어지자 사막 위로 쏟아지는 별을 보며 한동안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별똥별을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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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체험기

검사들을 6만 원가량에 받아볼 수 있다. 심지어 차비 명목으로 오만 원이
지급되기에 결과적으로 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검사도 받아보고 다이빙
이론에 보탬이 될 연구에 참여하는 뿌듯함까지 일거양득이다.
난원공개존증과 감압병의 상관관계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데, 일단 난원공개존증(PFO)은 일반 의사분들도 PFO가 감압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잘 모를 만큼 아직 가려져 있는 스토리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심장의 우심방 좌심방 사이에 작은 구멍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것이 존재한다면 벤즈(감압병)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이빙하는 다이버라면 기초적으로 배우는 지식 중 하나인 질소가 쌓이는
수심에서의 다이빙 후에는 무조건 질소가 혈액에 용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급상승하거나 무감압 한계 시간을 지키지 않
거나 다이빙 후 적절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뒤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고산
지대를 가거나 사우나를 가는 일 등을 하지 않으면 용해되어 있던 질소는
아무 이상 없이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다 .
그런데 용해된 마이크로 버블이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넘어가지 않고 폐
로 가서 호흡을 통해 질소 배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심방 좌심방 사이

부천세종병원

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좌심방으로 그 버블

난원공개존증(PFO)
검사 체험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버블이 들어있다면 감압증이 올 확률이 늘어나진

글 이알미 (SSI 강사, 씨혼다이브 대리)

들이 넘어갈 수 있다. 좌심방에서는 대동맥으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다.(실제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약 25%
정도가 선천적인 이유로 태아 때 있던 구멍이 막히지 않고 태어나 자라난
다고 한다.) 즉 안따 즐따에서 안따를 담당하는 안전다이빙을 한다고 해
도, 감압병에 노출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실하지 않은 가정을 추
적하고 검사하는 연구이다.
아참, 혹시 난원공개존증이 있다고 해서 다이빙을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
다. 연구 원칙상 다른 검사 결과는 다 알려주지만 난원공개존증에 대해서
는 존재 유무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극한?? 예외의 상
황엔 공개해 주기도 한다.(인간적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 강사님들이나 펀 다이버 분들 그리고 다이빙을 배우려고 하
는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검사를 받는다고 실력이

웬 연구 검사 체험기?! 일단 이유부터! 나는 연간 100회 이상 다이빙을 하

없는 다이버나 강사로 인증?

는 프리랜서 다이빙 강사이기도 하고 다이빙 시 생길 수 있는 생리학적인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

문제에 관한 이론교육에 따로 도움이 될 것도 같았다. 심지어 혈액검사, 심

사님들은 강사로서 먼저 길

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경흉부 심장초음파, 경식도 심장초음파검사 등

닦는다 생각하면 뿌듯하고

총 70~100만 원이 드는 검사 비용을 1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

공부도 되고 거기에 거저 심

다는 것이 동기와 이유가 되었다.

장관련 검사도 받는 것이니 나

그렇다면 왜 그런 좋은 조건이 잔뜩 펼쳐져 있느냐 궁금해지는데 바로, 연

쁠 것이 하나도 없다.

간 50회 이상의 다이빙을 하는 강사 또는 연간 50회 이상의 다이빙을 꾸준

혹시 검사가 아프진 않냐?

하게 하는 산업 및 레크레이션 다이버를 대상으로 난원공개존증과 감압병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

(벤즈)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는 연구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

부천세종병원의 이현종 과장님과 DAN 코리아 긴급전화를 운영하시던 강

는 게 당연하니 설명하자

영천 박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작된 연구라 각종 비싼

면…… 아프지 않았다.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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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검사 때 한 번 그리고 PFO 검사 때 필요해서 한번 도합 총 두 번 바늘을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쉬워 이렇게 체험기를 적어 다이버들이 참여하길 바

찌르는데 주사바늘을 보거나 피를 보면 소리 지르면서 뒤로 쓰러지는 분들

라는 마음인 것이다. 이 글을 먼저 본인의 페이스북에 두서 없이 적으면서

은 패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여기저기서 뵙는 분들마다 글을 보았다

아참, 대신 경식도 초음파 검사는 위내시경 정신 차리고 하는 거랑 얼추 비

고 이것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 가지는 것을 보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조금

슷한데 위내시경처럼 관을 집어넣고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장 뒤쪽

정리해서 더 많은 다이버 분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에서 딱 멈춰서 초음파를 봐야 하기에 처음 넣을 때만 꿀렁꿀렁 하는 기분

때문에 홍보? 아닌 홍보 중이다.

이 들고 그 뒤로는 잠잠해진다. 시작 전에 식도 입구에 마취 스프레이를 뿌

우리 모두 ‘내가 다이빙하기 좋은 튼튼한 심장’을 가진 것인지 확인도 해서

려놓아 그런지 더욱 별 느낌 없던 기억. 나는 키 159cm의 46kg 정도 나가

편안하고 즐겁게 다이빙하고 3년 뒤 연구가 끝나고 내 심장에 PFO가 존재

는 작은 여자인데 무난하게 받았고 다른 여자 강사님과 다이버 분들도 꽤

하는지 확인도 하며 다이빙 이론에 이바지하는 뿌듯함을 느껴보자.

다녀가셨다고 하니 겁내지 말기를 바란다.
심지어 나는 관 넣어놓고 침 질질 흘리면서(이게 가장 민망하고 불편한 부

※ 위에 언급된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으러 가면 다 알려주시는 것이니
검사를 받으러 가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분 하하) 내 심장초음파를 보면서 “흐인기하어(신기해요)”를 연발해서 칭찬
과 얌전히 좀 있으라는 칭찬과 핀잔을 동시에 들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연구에 참여하고 검사를 받는지 알아보자. 일단 연구 간
호사님께 연락드려 일정을 잡아야 한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하고 싶다고
막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 목요일(특히 목요일)에 예약 진행
이 된다. 한 번에 두 분 이상은 시간상 불가능하고 맥시멈 2인이라고 하는
데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진다면 요일도 인원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예약은 032-340-1681 혹은 032-340-1687 로 연락해보면 된다.
그리고 비싼 검사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향후 3년간 6개월에 한 번씩 연구
소에서 보내는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하고 본인이 감압증 증상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는 조건이다. 연락은 연구소로 해도 되고 긴급전화

이알미 강사

운영하시던 강영천 박사님께 해도 된다. (강영천 박사님 010-4500-9113)
결국 나는 국내서 심장 관련해 유명한 세종병원에서 결과적으로 7천 원을
내고 검사를 받게 된 것인데, 마지막 상담 때 검사결과를 보고 심장에 문
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진을 해주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심장이 좋지 않으
셔서 이래저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다고 한다. 혈액
검사도 깨끗하고 심장의 모양과 기능도 좋아 다이빙하기에 아주~ 적합한
튼튼한 심장을 가졌다고 해서 기분이 엄청 좋았다. 게다가 벤즈, 심장 그리
고 그 둘의 상관관계까지 공부도 됐고 너무 유익하고 즐겁고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나중에 이 연구결과가 다이빙 학술지와 단체들
에 뿌려진다 생각하면 엄청 뿌듯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PFO와 감압병의 상
관관계가 없다면 없는 대로 그 사실을 내가 밝혀
내는데 일조한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이버
안전에 대해 한 획을 그으며 기여한 것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느
냐 하면 처음 사실 많은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에 비해 참여율이 너
무 저조하다고 한다. 총 3년간 진행되는 연구인
데 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연구가 힘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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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소개

자유를 위해 ‘그랑블루’에
모인 프리다이버들
글 조양희 (SSI프리다이빙 강사, AIDA프리다이빙 강사 및 국제심판, 프리다이빙 그랑블루의 대표)

나이를 먹는다고 철이 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십
대 때 생각했던 나의 사십 대는 무언가 모든 것
이 이루어져 있을 것만 같았다. 화목한 가정, 안
정된 직장 그리고 좋은 집, 자동차 등이 그런 것
이다. 그러나 나의 젊었을 적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40살의 새해를 이집트 다합 홍해에 떠오르
는 태양으로 맞이하였다.
누군가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
가?’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것
이다. 자유! 그리고 그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것 프리다이빙.
4개월간 날마다 블루홀이 있는 홍해 바다에 뛰어
들다가 한국에 돌아왔다. 40살에 나는 백수에 가
까웠다. 무언가에 홀리듯 무책임하게 떠났던 나
에 대한 결과로 의류 사업을 같이하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떠나갔고, 나는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라 미친놈아.”라는 주변
인들의 마음 깊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프리다이빙 강사 일만 하고 바다로만 가고 있었
다. 인기 없는 중년의 빈털터리 초보 강사였던 나
는 그냥 바보였다. 사무실 얻을 돈을 아끼느라
올림픽 수영경기장 주변의 익스트림레져 사장 형
님(양용석 님)의 매장을 빌려 강의를 하였다.
처음 합류한 팀원은 나와 같이 이집트에서 수
학한 전현균 강사(23세, SSI프리다이빙 강사,
AIDA프리다이빙 강사)였다. 대전을 기반으로 프
리다이빙 교육에 임하였고, 이 프리다이빙을 사
랑하는 젊고 잘 생긴 친구는 귀국하자마자 연애
전선에 뛰어들어 행복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러나 그는 곧 군대에 간다.
벌이가 줄어도 마냥 행복하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미친 이동훈 강사(35세, PADI 스쿠버
및 프리다이빙 강사, AIDA 프리다이빙 강사)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마시는 소주병의 숫자가
조양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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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갈수록 나누어 주고 받는 미친 소리에 공

감하고 즐거워했다. 상업성을 주장하지만 그닥 나보다 나을

대를 받지만, 그녀의 일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의

것 없어 보이는 이 미친 인간을 만나서 행복했다. 누군가와

빈자리를 넘치게 메워 주기 때문에 우린 군소리 없이 그녀의

함께 취미를 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

말에 따르고 있다.

이 아닌가!

이렇게 ‘그랑블루’ 팀이 생기고 우린 프리다이빙으로 놀고 있

그리고 또 한 명의 광인을 남해에서 만났다. 전주에서 사는

다. 홍보하자면, 우린 진심으로 교육한다. 우린 아무것도 어렵

설영석 강사(34세 아이다 프리다이빙 강사)가 그다. 가정도

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해볼까?’로 시작하고 놀면서 일을

있고,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이 양반은 집안은 등한시하고 바

진행한다.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하는 프리다이빙, 절벽에서

다라면 30분 잠수를 위해 4시간을 달려온다. 술을 마시지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에서 이어지는 프리다이빙, 그리고 얼

않는 것이 흠이지만, 술 마시지 않는 사람과 함께 팀을 짜고

마 전에 초청한 세계 프리다이빙 챔피언 알렉세이 몰차노브

놀아보니 일단 술값이 덜 들어 좋았고, 운전할 일이 있으면

와 함께한 프리다이빙 워크숍도 그다지 진지하지 않다. 우리

금상첨화였다.

가 가고 싶어서 가고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며, 우리가 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은 땀내 가득한 남자들의 소굴에

고 싶어서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

엄마 같은 존재가 들어왔다. 꼼꼼하게 안살림을 담당하고 있

다음은 뭐냐고? 다음은 AIDA 프리다이빙 오픈워터 대회를 동

는 조현주(32세, 아마도 강사지망생) 님이다. 위아래 좌우를

해에서 개최할 생각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유롭게…….

막론하고 반말과 욕설을 일삼는 그녀에게 당할 사람은 많지

우리는 최고다! 실력으로가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인

않았다. 살면서 아랫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하

최고로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설영석 강사

이동훈 강사

2016 November/December

| 169

동호회 소개

2016년 10월 말
제주 정기투어 작품 소개

F32(회장 : 오이환)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
한 사진가들의 모임으로 2004년에 발기되었다. 회원 수는 현재 15명이며 전국
에 분포되어 있고, 매년, 1월의 신년회를 비롯하여 4월의 해외 정기투어와 8월과
10월에는 각 1번씩 제주 정기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수중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말 제주 정기투어에 F32 회원들
이 촬영된 서귀포 수중사진들이다.
F32 회원들

제주 정기투어에 참석한 F32 회원들(앞줄 한영원, 뒷줄 좌측부터 이경주, 문용칠, 노남진, 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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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作

오이환 作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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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묘순 作

이경주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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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원 作

DIVE-AWAY-LIVEABOARDS
Discover Indonesia Aboard Of The

“ILIKE INDONESIA”

Komodo
Alor
Maluku
Banda Sea
Triton Bay
Raja Ampat
Forgotten Islands

ILIKE INDONESIA는 여러분의 리브어보드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전통적인 선박인 Phinisi(피니시)를 기본으로 다이빙의 편리함을
결합한 특별한 리브어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물론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요리사와 풍부한 경험과 친절을 더한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생물과 건강한 산호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은
MSY ILIKE 리브어보드와 함께 여러분의 추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Discover Maldives Aboard Of The

“MALDIVES EXPLORER”

연중 따듯한 물과 대형어종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다이빙 여행지 중 하나인

MALDIVES 몰디브!
자연 상태의 고래상어와 곳곳에 위치한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만날 수 있는 3~4종의 상어, 예쁜 색상의 물고기들과 커다란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 등 편안한 다이빙 환경에서 만나는 멋진 수중세계는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몰디브로 초대합니다.
특히 몰디브만의 특별한 다이빙시스템으로 다이빙과 럭셔리 크루징을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됩니다. “Maldive Explorer”의
모든 스텝들은 여러분의 다이빙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COLUMN | INTERVIEW

Alexey Molchanov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
알렉세이 몰차노브 내한
프리다이빙 CWT* 세계 기록(128m)을 보유한 알렉세이 몰차노브
(Alexey Molchanov, 러시아, 29세)가 10월 1~3일까지 경북 울진에
서 열리는 ‘I’m a FREEDIVER! 2016 Special Workshop’에 참석차 최
초로 내한했다.

*CWT : Constant Weight, 프리다이빙 대표 종목으로 핀을 차고 하강과 상승을 하며 깊이를 측정하는 종목

이번 행사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 프리다이빙의 경이롭고 즐거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프
리다이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프리다이빙 동아리 그랑블루와 어른들
을 위한 놀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는인간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I’m a FREEDIVER!’ 워크숍에서 알렉세이 몰차노브는 프리
다이빙에 관한 멘탈 트레이닝과 테크닉 시범을 보였다. 프리다이빙은 호흡 및 부
력 장비 없이 최소한의 장비(마스크, 스노클, 핀)만 착용한 채 무호흡으로 바닷속
을 누비는 레포츠다.
이번 워크숍에서 몰차노브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멘탈 테크닉
을 훈련하는 방법을 강의하였다. 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잠수풀(5m)에서 열리는
풀장 세션에서는 호흡법, 이퀄라이제이션, 모노핀 등 테크닉과 바디 포지션을 지
도하며, 해양에서 이어지는 오픈워터 세션에서 CWT 시범 다이빙을 선보였다.
이번 ‘I’m a FREEDIVER!’ 워크숍은 UNI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전폭적인 지원 아
래 진행이 되었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계자는 “향후 울진군 후포면의 국제마리
나항과 울진군요트학교와 더불어 해양레포츠산업발전의 구심점으로써 더욱 더 입
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행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프리다이
버들에게 울진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다이빙 경기종목
No Limit (NLT)

Constant Weight Without Fins (CNF)

Static Apnea (STA)

무개추 썰매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하강한 후에 상

다이버는 하강이나 상승을 할 때 동일한 웨이트를

얼굴을 물(수영장, 바다 등)에 담그고 숨을 얼마나

승할 때는 부력기구를 사용해서 빠르게 올라온다.

착용해야 하며, 다른 장비(핀, 줄 등)를 사용할 수

오래 참는지 시간을 재는 종목이다. 일반적으로 수

깊이 내려갔다 빨리 올라오는 종목으로 프리다이빙

없다. 핀이나 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강과

영장에서 많이 한다.

종목 중에 가장 깊은 수심기록을 가지고 있다.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어
려운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Variable Weight (VWT)
하강할 때 무거운 무게추 썰매의 힘으로 내려간 후

Free Immersion (FIM)

상승을 할 때에는 핀 또는 줄을 잡고 올라온다. 과

오리발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줄을 이용해 줄을 당

거에는 하강할 때 머리를 아래로 하고 내려가는 방

기면서 하강과 상승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 다이버

식을 사용했으나, 현재에는 발을 아래로 서서 내려

에 선택에 따라서 머리를 아래로 한 후 거꾸로 하

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 또는 다리를 아래로 한 후 서서 하강할 수 있다.

Constant Weight (CWT)

Dynamic With Fins (DYN)

하강이나 상승을 할 때 줄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최소 25m 길이에 수영장에서 잠영으로 이동거리

핀과 손만 이용한다. 다이버는 일정한 무게의 웨이

를 측정하는 종목으로 손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트를 착용해야 하며 줄은 하강 후 올라오기 위해

핀킥만 이용해야 한다.

회전할 때 한 번만 잡을 수 있다. 또한 다이빙 도중
본인의 웨이트를 풀거나 다른 어떤 부력기구를 사

Dynamic Without Fins (DNF)

용할 수 없으며 오직 본인의 힘으로만 다이빙하고

최소 25m 수영장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종목으로

돌아오는 경기이다. 프리다이빙 종목 중 가장 인기

핀을 착용하지 않고 팔과 다리만을 사용해서 기록

있는 종목이다.

을 내야 한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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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프리다이버 알렉세이 몰차노브

아낌없이 주고 간 세계 챔피언의 클래스

세계 챔피언의 클래스는 달랐다. 알렉세이 몰차노브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노는인간과 프리다이브 그랑블루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인 수준

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한 ‘I’m a FREEDIVER!’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쳤다.

의 프리다이빙을 접할 수 있는 계기인 동시에 앞으로 이와 같은 기회가 더욱

CWT 128m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알렉세이 몰차노브는 “한국 프리다이버들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의미를 남겼다. 또한 이번 행사를 적

의 열정에 놀라웠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

극적으로 후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내 교육에서

국 방문 소감을 전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서 자신이 훈련했던 방법들

풀장, 해양 세션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최적의 시설로, 향후 프리다이빙

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호흡법, 마인드 컨트롤, 멍 때리기 훈련, 근육 강화 트

저변 확산에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러시아로

레이닝, 바디포지션 등 좀처럼 접해보기 어려운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풀어놓

돌아간 알렉세이 몰차노브는 이달 24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Big Blue World

았다. 또한 풀장과 해양 세션에서는 교육생 전원 1:1 코칭을 하며 초보자에서

Cup>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그는 한국을 떠나

인스트럭터까지 수준에 맞춰 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울진 오산항 인근 바

며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더 많은 걸 함께 하고 싶다”

다에서 진행된 해양 세션에서 그는 가볍게 수심 55m를 내려갔다 올라오는

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CWT 시범을 선보였다. 처음 동해에 입수한 알렉세이는 “러시아의 흑해와 비

2016년 10월 1~3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열린 ‘I’m a FREEDIVER!’

슷하고 따뜻해서 좋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울진 앞바

2016 Special Workshop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프

다는 수면 온도 23도, 수심 30m 온도가 18도. 보통 10m 지점에 나타나는 수

리다이빙 CWT 세계 기록(128m)을 보유한 알렉세이 몰차노브(Alexey

온약층이 30m 지점에 있어 교육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었다고 한다.

Molchanov, 러시아/29)를 초청해 국내 프리다이버들과 함께 드라이 세션,

이번 워크숍에는 프리다이빙에 갓 입문한 초보자부터 인스트럭터까지 다양

풀장 세션, 해양 세션으로 진행했다. 총 27명의 프리다이버(인스트럭터 포

한 수준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첫 바다 다이빙에 나선 박은강 교육생은

함)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세계 챔피언의 트레이닝 방법을 배우고 수준

“프리다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고, 인스트럭터를

높은 프리다이빙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프리다이

준비하고 있는 한창 교육생은 “세계적인 선수가 알려준 노하우가 자신에게

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I’m a FREEDIVER!’ 워크

도 적용되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숍, 그 뒷얘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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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 몰차노브 먼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알렉세이 몰차노브에게 물었다.
한국의 프리다이버들과 함께한 소감이 궁금하다.
알렉세이 : 우선 한국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에 이렇게 관심 많다는 걸 직접 접해보니 놀라웠다. 무엇보다 자
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따라와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들이 나를 신기
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한국의 프리다이버들을 만난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처음 조양희 마스터가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실현될 거라 생각했나?
알렉세이 : 그 동안 SNS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조양희 마스터가 한국에도 나를 기다리는 프리다이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반갑고 설레였다. 나도 한국에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가면 좋겠다
는 바람 정도였다. 그의 조직력과 추진력에 탄복했다. 워크숍을 하고 나니 프리다이빙에 대한 그의 열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고, 나에게도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해양 세션을 하면서 한국 바다에 입수했다.
단번에 55m 수심을 찍고 왔다고 하던데 동해는 어떤 느낌이었나?
알렉세이 : 동해는 러시아의 흑해와 비슷하다. 시야가 아주 좋다거나 지형지물이나 해양 동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교육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해양 세션을 진행하던 당일 바다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예상보다 수온이 따뜻했다. 보통 바다는 10m 정도에 수온약층이 있어 갑자기 차가워지는데, 그
날은 수온약층이 30m 지점에 있었다. 수면 온도가 23도였고 수심 30m 지점이 18도였으니 바다 컨디션은
최고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이집트 등 전 세계를 다니며 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고 있다.
시간과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연 중인 알렉세이 몰차노브

알렉세이 : 프리다이빙을 정말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프리
다이빙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
큼 안전해야 하고, 훈련한 만큼 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면 언제든 환
영이다. 또한 그런 시간들이 프리다이빙에 대해 나 스스로도 더 공부하고 체계를 만들
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프리다이빙 교육 중에 ‘멍 때리기 훈련법’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수중에서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알렉세이 : 깊이나 시간 등 기록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한다. 훈련을 할 때는 세세한 것
들에 신경써야 하겠지만, 정말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순간이라면 물속에서 스스로가 편
해야 한다. 멍 때리기 훈련은 장시간 이동할 때 종종 하는 것인데, 눈앞에 두 손을 모으
고 몸에 힘을 뺀 상태로 서서히 어깨 넓이 이상 손을 벌린다. 손에 집중했던 시야가 넓
어지면서 주변에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이다. 온몸의 근육을 이완해 산소 소모를

울진 앞바다에서 해양 세션 진행 중

줄이기 위한 훈련이다. 그런 다음에는 몸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물의 흐름에 집중해 보
자. 머리에서 어깨, 허리, 골반을 거쳐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면,
내가 불필요한 동작을 하는지, 자세가 비틀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감각들을 익
혀 가면 프리다이빙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함께한 한국 프리다이버들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
알렉세이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정
하게 대해줘서 정이 들었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열정 그대로 열심히 프리다이빙을
계속한다면 다들 실력이 좋아질 테니,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들까지 함께
나누고 싶다.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알렉세이 : 10월 22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AIDA Big Blue World Cup>에 출전한
다. 바이핀을 차고 수심을 측정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세계 신기록 갱신에 도전하려

풀장 세션 중인 알렉세이 몰차노브

고 한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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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브 그랑블루 조양희 마스터 이번 워크숍의 숨은 공로자, 알렉세이
몰차노브를 직접 초대하고 더 많은 프리다이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팎으로 뛰
어다닌 프리다이브 그랑블루 조양희 마스터에게 물었다.
국내에서 세계 챔피언을 초빙해 프리다이빙 워크숍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이 워크숍을 하게 된 건가?
조양희 : 세계 챔피언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프리다이버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다. 아직 한국에는 세계 대회에 나가는
프리다이빙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세계적인 수준의 프리다이빙을 접할 기회가 많
지 않아 아쉽다.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
고, 세계 챔피언과 함께 프리다이빙을 한 경험도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거
라 생각했다.
알렉세이 몰차노브를 직접 초빙했는데, 그와는 어떤 인연인가?
조양희 : 이집트 다합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았던 핌 버뮬런을 통해 알렉세이에 대
해 알게 되었다. SNS로 종종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직접 만난 적은 이번
이 처음이다. 그 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한국에도 그를 기다리
는 프리다이버들이 있다고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흔쾌히 오겠다고 했다. 그 말이
진짜 실현된 것이다.
직접 알렉세이 몰차노브를 만나보니 어떤가?
조양희 : 한 마디로 그를 정의하라면 “정말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는 단
지 세계 기록을 가진 프리다이빙 선수가 아니다. 알렉세이와 어머니 나탈리아는
프리다이빙의 역사나 다름없다. 영화 <그랑블루>에 나오는 자크와 엔조가 프리
다이빙 역사의 과거였다면 알렉세이는 지금 이 순간 그 역사와 문화를 만들고 있
다. 진짜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드문 일이지 않나. 그는 나를 비롯
한 수많은 프리다이버들이 존경하는 프리다이빙의 대통령과 같은 존재이다. 그와

조양희 마스터와 알렉세이 몰차노브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가 떠오른다. 프리다이빙으로 내려가다 어느 지점
에서 턴을 하는 순간 내 앞에 알렉세이가 보였다. 손짓을 하니 그가 웃으면서 다
가오는데 꿈만 같더라. 세계 챔피언이어서가 아니라 프리다이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어’라는 기쁨과 고마움
등 만감이 교차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다.
두 달 동안 준비한 워크숍이 유종의 미를 거두며 잘 마무리되었다. 소감은 어떤가?
조양희 :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실제로 겪어보니 쉽지 않은 일이더라. 그
런데 막상 워크숍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자연스러워
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다. 특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
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알렉세이의 열정과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참 잘했구나 싶고 진심으로 기뻤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워크숍이 처음 열리다 보니 비싼 돈 내고 유명인을 만
나는 자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라이선스를 따려고 이틀을 투
자할 수 있어도 3일을 워크숍에 투자하는 건 도전이나 다름없다. 선례가 없기 때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 워크숍 내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우리가 어떻

알렉세이는 열정적이었다. 직접 스무 명의 교육생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종

게 했는지 보여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횡무진 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스무 명 정도가 최적의 인원이 아닐까 하는

생겼다.

생각도 든다.

처음하는 워크숍이다 보니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다.

또 이런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 있나?

조양희 : 솔직히 말해 아쉬움은 전혀 없다. 새하얗게 불태웠다고 얘기할 만큼 할

조양희 : 당연히 할 거다. 물론 지금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지만. 다음에

수 있는 건 다했다.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우리도 많은 것을

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다. 사실 이런 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얻었다. 굳이 아쉬움을 꼽아보라면 알렉세이가 한 말이 생각난다. 영어로 강의하

우리가 아니더라도 알렉세이와 같이 세계 정상급 프리다이빙 선수가 한국

는데 그도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전달하지

을 방문해 국내 프리다이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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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인간 김효진&박근정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노는인간 김효진 대표와 워크
숍 영상을 기록한 박근정 감독에도 소감을 물었다.
㈜노는인간이 주관(프리다이브 그랑블루와 공동 주관)한 첫 번째 공식 행사였다. 무사
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교차할 것 같다.
김효진 : 행사 준비 전반에 많은 공을 들였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클래스의 프리
다이버를 초대하는 워크숍이 처음이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
다. 두 달간 준비한 것 이상으로 잘 마치고 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는
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회, 3회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면 계속하고

김효진 대표와 조양희 마스터

싶다. 어른들이 좀 더 잘 놀면서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노는인간의 모토대로 프리다이
빙 뿐만아니라 다양한 놀이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커졌다.

지원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프리다이버를 위

박근정 : 워크숍을 통해 프리다이빙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과 프리다이빙을 생업으로

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하니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

활동하는 마스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제대로 놀고 싶은 사람들과 놀이로 먹고

로 프리다이브 그랑블루 조양희, 이동훈, 설영석, 전현균, 김봉재 마스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노는인간이 그런

터와 통역을 해주신 백영민, 요가 수업을 진행한 김가혜 강사님, 자리

사람들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되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는 과정도

를 빛내준 김혜민 강사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참가자들이 즐

즐겁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계신 조양희 마스터를

워크숍을 진행할 때 함께 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보면서 그가 얼마나 프리다이빙을 좋아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김효진 : 먼저 알렉세이 몰차노브, 그는 정말 월드 클래스의 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들과 함께 또 무언가를 저질러 보고 싶어졌다.

빠듯한 일정에도 항상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진심으로 프리다이빙을

박근정 :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와 한 번만 이야기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내용도 정

이 많다. 먼저 배럴, 부샤, 더블케이에서 보내준 선물 덕분에 참가자들

말 새로운 것들이었다. 테크닉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최고

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사전 준비과정에서 행사 기획과

의 매너와 겸손함을 갖춘 그에게 모두가 팬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울진해양레포츠센

디자인을 담당했던 노는인간 최지은, 이소라 스태프에게도 고마움을 전

터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첫 행사다 보니 진행에 미숙함이 있었는데, 그런

이곳은 실내 교육에서 풀장, 해양 세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

불만 요소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알렉세이 몰

은 거의 유일한 곳이다. 기상 악화 등 악재가 있었지만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적극적인

차노브에게 감사하다. 정말 그는 매력덩어리다.

교육생 박은강&한창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초보 프리다이버 박은강 교육생과 인스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귀엽고 에너제틱하다. 특히 피닝이나 다이

트럭터를 준비하고 있는 한창 교육생에게 워크숍 만족도에 대해 물었다.

빙 자세에 대해 1:1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진짜 잊지 못할 추억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워크숍에 참가했다. 그만큼 만족스러웠나?

을 가져가게 되어 감사하고 200퍼센트 만족했다고 말하고 싶다.

박은강 : 프리다이빙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된 초보자다. 어느 정도 수준 있
는 프리다이버를 위한 프로그램일까 싶어 많이 망설이다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경
험할 수 있겠다 싶어 도전하듯 신청했다. 다행히 기본적인 테크닉부터 초보자들이 알
아야 할 주의사항도 배울 수 있었다. 바다가 처음이라 두려움이 많았는데 워크숍을
통해 바다를 경험하고 보니 빨리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바다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
번 워크숍을 통해 프리다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고 계속 프리
다이빙을 하게 될 것 같다. 세계적인 선수와 함께 프리다이빙을 했다는 것도 나에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한창 : SSI Freediving Lv3까지 마쳤고 곧 필리핀 보홀에서 인스트럭터 코스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알렉세이가 선수로서 민감할 수 있는 훈련법까지 친절하
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교육 내용도 충격적인 게 많았다. 알렉
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것들을 바다에서 적용해보니 확실히 프리다
이빙이 편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알렉세이는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 까칠할

워크숍 시작 후 단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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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7년
투어문의처 :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2016년

2017년

멕시코 소코로

몰디브 리브어보드

몰디브 리브어보드

일정 12월 12~24일

일정 2017년 3월 18일~26일

일정 2017년 4월 29일~5월 7일

특징 집채만 한 오션만타 그리고 돌고래와

특징 바다에 떠 다니는 특급 리조트, 몰디브 리

특징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를 이용해 떠나

교감을 나누는 그곳, Soccoro Island!!

브어보드를 만납니다.

묻지마 투어!

코모도 투어

일정 2017년 6월 7~14일

일정 2017년 8월 12~19일

특징 집믿고 떠나는 액션투어의 묻지마 투어.

특징 수중사진가를 위한

이번엔 리브어보드!!

‘SEACAM PHOTOSHOOT’ 스페셜 투어

추석 스페셜 I

추석 스페셜 II

일정 2017년 9월 30일~10월 9일

일정 2017년 9월 29일~10월 9일

특징 하루의 휴가로 떠나는 인도네시아 라자암팟

특징 따뜻한 바다에서 만나는 망치상어의 환상

여행! 16인승 범선 TAMBORA로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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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디브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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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퓨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남아공
(캐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렘베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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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시밀란

유카탄반도
하와이

바하캘리포니아

(칸쿤/툴룸/코즈멜섬)

바하마제도

(라파즈/코테즈해/
소코르섬/과달루페)

케이만군도

벨리즈

보네어
코코스섬

0°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퉁가

요나구니

이시가키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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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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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a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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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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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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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08:00

10:50

20:05

23:00

12:30

17:20
10:50

19:50

23:00

12:30
00:10

17:15
04:55

출발

도착

19:40

23:15

KE632

세부 →인천

00:45

06:10

OZ709

인천 → 세부

21:10 00:45[+1]

OZ710

세부 →인천

01:50

07:10

PR485
PR484

인천 → 세부

08:30

12:00

세부 →인천

00:50

06:25

Z29047

인천 → 세부

22:35

02:10

Z29048

세부 →인천

16:10

21:40

11:20

7C2405

인천 → 세부

21:55 01:30[+1]

23:55

7C2406

세부 →인천

02:30

08:00

01:00

06:00

LJ021

인천 → 세부

20:05

23:35

LJ022

세부 →인천

14:30

19:35

인천 →마닐라

21:35

00:40

5J188

마닐라 →인천

15:00

20:10

Z20885

인천 →마닐라

12:55

16:20

Z20884

마닐라 →인천

07:10

12:10

7C2305

인천 →마닐라

19:35

22:50

7C2306

마닐라 →인천

23:50 04:40[+1]

편명

운항구간

OZ705

부산 →마닐라

21:30 00:25[+1]

OZ706

마닐라 → 부산

03:3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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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5

07:15

02:25

07:4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세부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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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PR489
PR486
PR488
Z20039
Z20037
Z20038
Z20036

편명

운항구간

출발

PR493

인천 → 클락

22:50

01:55

PR492

클락 →인천

16:45

21:45

도착

운항구간

편명
PR487

인천 →깔리보
깔리보 →인천
인천 →깔리보
깔리보 →인천

출발

도착

08:25

11:45

06:50

10:10

01:10

06:30

00:15

05:35

16:55

20:25

06:45

10:15

10:40

15:55

00:10

05: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필리핀항공이 2017년 1월 1일부로 인천에서 필리핀 클락으로 매일 1회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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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

인천↔ 클락
항공사

편명
KE631

20:35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항공사

23:45 04:20[+1]
08:05

5J189

PR468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83

부산 →깔리보

20:00

23:15
18:30

PR482

깔리보 → 부산

13:30

Z20059

부산 →깔리보

20:00

23:15

Z20058

깔리보 → 부산

14:00

18:5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타 편
인천 ↔ 푸켓(태국)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편명
KE629
KE5629
KE630
KE5630

운항구간
인천 →덴파사르
덴파사르 →인천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626
7C3402
7C3404
7C3401
7C3403

08:45

18:00

KE638

푸켓 →인천

01:00

09:45

OZ747

인천 → 푸켓

19:30 00:20[+1]

01:45

09:45

OZ748

푸켓 →인천

02:00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45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15:30

17:55

10:15

12:30

오키나와 →인천

19:05
13:30

21:35
15:45

인천 → 사이판

20:20 01:40[+1]
21:30 02:50[+1]

사이판 →인천

02:20
02:50

06:00
06:30

KE5218

10:10

15:30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OZ171

오키나와 →인천

13:00

15:20

인천 → 사이판
사이판 →인천

KE735
KE5217
KE736

22:10 03:30[+1]

인천 → 오키나와

16:30

20:25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04:45

08:30

7C1801

오키나와 →인천

16:35

18:55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15

12:30

LJ246

오키나와 →인천

13:30

15:45

편명

운항구간

KE677

인천 → 코롤

20:40 01:45[+1]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678

코롤 →인천

02:55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인천 → 코롤

23:10 04:00[+1]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10

10:05

OZ610

코롤 →인천

05:00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05

13:20

항공사

08:10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오키나와(나하)

OZ609

10: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호놀룰루

인천 ↔ 코타키나발루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편명
KE053

운항구간

출발

도착

21:00

10:05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8:00

22:30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23:40

05:45

KE001

18:55

23:30

KE054

19:00

23:30

KE002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30[+1] 07:00[+1]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09:40

OZ231

호놀룰루 →인천

11:10

17:30[+1]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인천 ↔ 말레(몰디브)
항공사

도착
23:15

01:45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출발
18:40

인천 ↔ 오키나와(나하)
편명
OZ625
OZ627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푸켓

12:00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KE637

항공사

17:50 00:10[+1]

편명

운항구간

KE473

인천 →말레

22:40 06:30[+1]

출발

도착

15:40 06:55[+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호놀룰루
호놀룰루 →인천

17:20

09:00

12:10

17:40[+1]

11:10

19:50[+1]

HA460

인천 → 호놀룰루

22:20

11:30

HA459

호놀룰루 →인천

13:45

20: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대한항공 KE001, KE002 노선은 도쿄(NRT)를 경유하여 운항합니다.

KE474

말레 →인천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14:50

SQ452

싱가포르→말레

20:35

22:10

- 항공 스케줄 및 편명은 각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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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빙 후 비행시간 최소화를 위한 직항 스케줄만 표시하였습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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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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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에 출국도장 찍지 않는다
심사 3초가량 단축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들의 여권에 출국심사 날인 절
차를 밟지 않게 된다. 출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법무
부는 내달 1일부터 출국 심사할 때 날인을 생략한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다. 이로써 승객 1인당 출국심사 시간이 3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5년 11
월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했고, 2006
년 8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했
으며, 2011년 2월에는 국민입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
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지문과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절
차를 폐지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는 재
등록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출입국자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 심
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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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천공항 환승출국 빠르고 편하게
환승 내항기 이용승객 추가 보안검색 면제되면 환승시간 평균 15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개정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국내

(CIQ)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그 동안 김해와 인천

공항에서 동일 수준의 보안검색을 거쳐 보안이 확보된 환승객에 대해

공항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이 이뤄지면서 추가 보안검색과 대기시간

서는 이중의 보안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출

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객들

한편,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 증가에 따라 환승 내항기의 증편이 추

은 이중의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환승을 위

진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하루 3∼4회 운영 중인 환승

한 평균 소요시간도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내항기 노선에 오는 10월 말 시작되는 동계 스케줄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난 2012년 4월 도입한 김해∼인천 환승 전용 내항기는 실제 국내선

도 취항할 예정이다. 2개 항공사 간 경쟁을 통해 요금과 운항 스케줄

항공편이지만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승객들만 이용하는

이 다양해지면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사실상의 국제선 항공편이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에서 입·출국 절차

추가 보안검색 면제전(출발 시)
발권 및
보안검색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

출입국·
세관·검역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추가 보안검색 면제후(출발 시)
▶

환승
내항기

보안검색
(2차)
인천공항

▶

국제선
환승
인천공항

▶ 외국

중대형기

발권 및
보안검색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

출입국·
세관·검역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

환승
내항기

국제선
환승
인천공항

▶ 외국

중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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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잠수의학

Q

Q&A

인공와우각 수술 후 다이빙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사는 ○○○라고 합니다.
2006년에 백내장 수술 후에 다이빙 가능한 시기에 대해
문의드리고 두 번째로 여쭤봅니다. 제 친구가 저의 권유로
올 봄에 오픈워터다이버 교육을 받고 부부가 함께 다이빙
에 입문하였습니다. 수중의 세계가 넘 아름답고 좋아서 아
이들에게도 권해서 같이 가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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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의 21세 된 아들이 선천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
어 좌측은 10년 전, 우측은 3년 전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
여 보청기를 끼고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하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수영을 무척 좋아하며 제법 자맥질
도 잘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를 필리핀 한국인 다이빙샵에
데려가 오픈워터 교육을 시키려 하거든요.
박사님 답변 내용 중 인공와우에 대해 검색해서 읽어 보았
지만 잘 이해가 안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반 다이빙샵의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
하여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

박사님의 고언 기다리겠습니다.

A

곤란한 질문

인공와우는 피부 아래 측두골 속에(내이 속에) 보청기를
삽입하는 것으로 다이빙은 고도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이빙 시
압력과 압착 혹은 무리한 압력평형으로 인해 인공와우 혹
은 내이가 추가적인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조언을 해야 할 때가 가장 불행합니다.

Q

고막 손상?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강습하고 있는 회원 중 한 분이 다이빙을 할 때는 전

글 강영천

혀 이상이 없는데 다이빙을 한 후 다음날 한쪽 귀가 먹먹

이비인후과 전문의
SSI Korea 교육담당관

해서 병원에 가니 고막 쪽에 피가 고였다고 하여 치료를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

받았다고 합니다.

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

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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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괜찮아져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이빙 2회를

몇 가지 약을 먹었는데, 약을 복용 후에 가래에서

3) 그로인한 급성 부비동염의 지속

했습니다. 압력평형에 불편함 없이요. 하지만 다음

피가 응고된 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등이 의심됩니다만 방사선 촬영과 코 속의 내시경

날 또 귀가 먹먹해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한쪽 귀

약은 약 3주 정도 복용하였고, 그 후 안면의 저림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 피가 고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현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사를 받고 다이빙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요?

위의 내용은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겪은 사항입

Q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 처음 동네 이비인후

다이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다이버입니다.

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상악동에

다이빙을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 눈썹 위가 뭐가

A

개방성 이관?

부비동

염증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듣고 약을 처방받

찌르듯이 아픈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

다이빙 중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고막 안쪽에

아 약 10일 정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

입니다.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떨 때는 아프

물이 차 있다면 다이빙 중 이관을 통해 물이 들어

아 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내시경으로 코 안쪽을

고 코랑 가래에서 피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워낙 항상 열려 있는 이

봤지만 크게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와 다시 약을 1

보면 전날 잠을 좀 못 잔다거나 술을 좀 마시면 아

관이 있는데(Patent Eustachiam Tube) 만일 이 병

주일치 정도를 처방받았습니다. 현재도 아직 광대

픈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진단된다면 다이빙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

밑쪽에 통증을 자주 느끼며, 치아에 통증(?) 같은

비염이라고 하고 공기가 통하는 부분이 좀 작아서

활에서도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먹먹한 느낌이 반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아픈 건 아니고 아플

복된다든지 하는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

치아는 윗쪽 앞니부터 왼쪽 어금니까지 총 7개의

때도 있고 전혀 아프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니다.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치아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통증이 심

여러 병원에 갔는데 대부분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보기 바랍니다.

하여 생활에 지장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병원

하네요. 너무 재미있어서 강사까지 하려고 생각하

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을 때 특별히 스쿠버에 관련

고 있는데 너무 심란하네요.

Q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악동 통증

반갑습니다. 약 2개월 전 다이빙을 처음 접해서 오

와 통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도 약만

픈워터다이버 교육을 마치고 펀다이빙을 하는데

복용 중입니다.

A

교육 후 첫 다이빙에서 전두동에 통증을 느꼈습니

이야기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적어주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봐서 부비동 압착으

다.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40분 다이빙 후 너무 아

같습니다.

로 인한 불편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비동

파 누워 있다가 2~3시간 잠을 자고나니 통증이

약 2개월 전 부비동과 치아에 통증을 약 3회 정도

은 코 속 어딘가로 자연 개구부가 열려있는데 비

사라졌습니다.

느끼고, 치과치료 2회 받고, 현재 이비인후과 약처

후성 비염/알레르기성 비염/위축성 비염 등 코 속

다음날 휴식을 취하고 2일 뒤에 다시 다이빙을 했

방 2주간, 대학병원 약처방 1주간 복용 중이고, 2

상태가 안좋아지면 그 자연개구부에 이상이 생겨

는데 입수 후에 천천히 하강 중 왼쪽 위 어금니에

개월째 통증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련한 것

서 부비동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방해

통증을 느껴 바로 상승하였습니다. 통증은 2일 정

압니다.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만일 부비동염이 합

도 지속되었고, 3일째 치과치료를 받았습니다. 처

필리핀에 있을 때는 처음 통증이 오고 치과치료를

병되어 있지 않다면 비염 수술도 한번쯤 고려해볼

음에는 치아압착이라 생각하고 치과치료를 받았는

받은 후 약 1개월 정도는 왼쪽으로 음식물을 씹는

만 합니다. 다이빙 강사? 그거 가능합니다.

데, 조금은 통증이 사라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 치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생활하는데

료 후 3일째 되던 날 다시 다이빙에 도전했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냥 약만 복용하면 괜찮아지

Q

입수 후 약간 잇몸 쪽에 압을 느꼈지만 통증은 없

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연히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즐겨하고 있는 사

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다이빙 후 상승하는 도

런 게시판을 발견하여 박사님께 문의합니다.

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렸을 때 만성중이염을

중 다시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앓았는데 세월이 지나 이상이 없어서 다이빙을 시

치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치과치료를 1회 더 받

치료만 잘 받으면~~

만성 중이염

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5미터 다이빙풀

았고 그 후로 약 1개월 이상 다이빙을 하지 않았습

A

부비동 역압착/급성 부비동염

에서 연습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오더니 약간 어지

니다. 하지만 압착에 관한 자료를 찾다보니 상악동

대학 병원 급으로 가셔서 부비동 CT를 찍어서 CD

럽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쉬니깐 또 괜찮아지길래

에 압착 또는 역압착이 심하게 오게 되는 경우 치

에 담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코속의 내시경 사

또 연습했습니다. 연습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귀가

아까지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악동

진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먹먹하더니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의 문제인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빙빙 도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서 병원 갔더니 중

2번째 치아 통증 후에는 안면부에 마비? 감각이

이염이 재발한 거 같다고, 다이빙은 위험하다 그러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점차 심해서

적어주신 모든 증상은

더라고요. 고막천공도 좀 있는 거 같다시고. 정말

왼쪽 전체가 마비? 저리는 현상이 왔습니다.

1) 부비동의 역압착

만성중이염이 있으면 다이빙은 평생 못하는 건가

아는 분의 소개로 전문의와 통화 후에 충혈제거와

2) 역압착으로 인한 부비동의 혈액 저류

요. 그리 깊이 들어갈 생각도 없고 15m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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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다이빙하
면 안되는 건가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A

현기증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질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경
우에라도 다이빙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현기증은 프리다이빙과 연관 짓지 말고 중이염 자체와 연관
짓거나 아님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이비인후과 혹은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Q

삼출성 중이염?

제목 그대로 병원에서 고막 색깔이 좀 안 좋고 물이 찬 것 같다고 했는데 자세
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게 삼출성 중이염인가요?
이통도 별로 없고, 약간 멍멍한 느낌이 있지만 이퀄라이징은 잘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하강할 때보다 오히려 상승할 때 공기가 잘 안 빠져서 문제가 됩니다.
삼출성 중이염이라면 다이빙을 계속 해도 되나요? 물에는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A

다이빙을 해서는 안돼

삼출성 중이염이란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이관이 막히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 중이강 내에 삼출물이 들어차는 것입니다.
즉, 이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이빙 중 하강 혹은 상승 혹은 그 둘
다의 경우에 압력 평형에 문제를 초래할 가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이강 속에 물이 완전히 들어차서(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압력
평형 자체를 할 이유가 없으니 귀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건 그저 이론적인 상황일 뿐 중이강 내에 물이 완전히 들어차고 그
상태로 계속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약간의 공기는 물과 함께 존재
하고 그 공기는 역시 압착과 역압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
상태로는 절대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병원에 가면 중이염 치료를 위해 고막 절개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만
다이빙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고막절개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
리더라도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고막절개의 합병증인 고막 천공이나 또 그
것의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 중이염 상태로 인해 절대로 다시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약물로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어차피 다이빙 여부를 떠나 고
막절개뿐 아니라 다른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삼출성 중이염 상태를 치료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오래 삼출성 중이염을 방치하게 되면 고막이 얇아지고 중이강 자체가 쪼
그라드는 위축성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치유를 빕니다.

Q

압력평형 후 현기증

안녕하세요. 그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박사님의 Q&A를 즐겨 찾던 강사입니
다. 이렇게 질문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최근 교육생 중 한 학생의
유달리 복잡한 이유 때문에 게시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4 |

현재 학생은 28세의 여학생입니다. 과거 중학교 시

속도 조절과 치료를 겸해서 다이빙에 적합한 체력

OTL 팁에는 사과식초의 경우 1:3이라고 되어 있었

절부터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항히스타민제 치료

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으나 박사님은 1:10으로 희석해서 쓰신다고 하셔서

를 받았으나 내성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더 이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약은 모두가 알레르기와

비율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건가 싶어서 두 배

상의 치료보다 햇빛을 피하는 방법으로 야외활동

어지럼증에 대한 증상 치료약이지 질병을 근본적

식초니까 대충 병의 1/6보다 살짝 모자라는 정도

을 차단하며 살던 중이었습니다. 1년에 한번 상당

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약도 없

로 식초를 넣어서 희석해서 사용했습니다. 귀에 넣

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처음에는 햇빛 노출에 의한

습니다만 꾸준한 운동은 거의 유일한 약이 아닐까

고 어지러울까 걱정했는데 실온 보관을 했고, 여행

알레르기에서 형광 불빛에 의한 알레르기까지 발

합니다.

지가 덥다보니 어지러움은 없었어요.
여행 목적이 ‘물놀이’
이다보니 귀에 물이 들어가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햇빛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미세하여 야외 활동을 점차 늘려

Q

가는 중에 다이빙까지 도전하게 된 학생입니다. 평

안녕하세요? 도움이 될까 하여 박사님이 추천하셨

나서 슬쩍 고개를 바로 하면 빼내기 좋더군요.

상시 빈혈 증상이 심하였다고 말하더군요. 한쪽 방

던 식초 세척 방법 후기를 올려봅니다.ㅎㅎ

아, 다이빙하고 출수한 뒤에 어떤 분이 얼굴에 뭔

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빈혈 증상에 멍한 상태가 되

이전 다이빙 여행에서 염증으로 좀 고생하기도 했

가 쏘인 거 같다고 따끔거려 했습니다. EFR에서 배

는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귀에

운 내용이 생각나서, 가지고 있던 식초 희석액으로

외이도염 식초 치료 후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희석액을 귀에 채우고

이 학생이 육상에서는 이퀄라이징(압력평형)에도

어떻게 흘리지 않고 혼합물을 들이 붓나 생각을 하

세척해 드렸더니 한결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수신호와 눈동자(제 주관적인 경험)

던 중에 애기들이 병원에서 받는 물약병을 발견했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염증 없이 잘 돌아왔네요.

를 보냈습니다. 제한수역을 실행하기에 앞서 얕은

고 거기에 사과식초만 300ml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심에서는 한 번 정도의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

집에 있던 조그만 물약병은 공병으로, 물(식수)+식

나 압력평형에 성공했다는 수신호를 보냈고 조금

초를 섞어서 다이빙 가방에 챙겨갔습니다. 다 쓰고

A

깊은 수심에서는 좌측의 압력평형이 전혀 안 되며

나면 큰 통에서 덜어서 희석해서 사용하고 그랬어

식초는 외이도염에도 사용하셔도 좋고 해파리에

어지러움증(구토 증세)를 호소하였고 학생에게 바

요. 집에 있던 식초는 사과식초였는데 비율을 살짝

도 좋습니다. ㅎㅎ

로 출수를 지시하고 교육은 중단한 뒤 가까운 병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이, 겉에 두 배 식초라고 쓰여

원을 찾아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있더군요.

식초의 용도

이에 학생은 저에게 첨부와 같은 처방전(다이빙 불
가)을 보내왔으며, 진단은 중이에 충혈과 이관의 막
힘 증상을 이야기 해주고는 약제와 저염식을 처방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만약 추후 처방된 약을 복
용 후 진전이 없을 경우 이뇨제 투여 등을 고려하
고 계셨다고 합니다.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이 학생의 어지러움 증세를 해소할 수 있을지 나아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가 다이빙이 가능할지 여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학생의 도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항상 다이버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
드리며, 건강하세요.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A

Water Fitness First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만 지금 학생의 상태는 잠수
의학 전문의가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압력평형에서의 힘듬 등이 입수나 다
이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빈혈도 당
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어지럼증을 야기할 수 있습
니다. 천천히 유산소 운동 등을 계속해서 몸 상태
를 호전시키고 입수도 얕은 수심에서의 스노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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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반복 훈련하고 빈혈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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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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일 IANTD KOREA : 2016년 송년의 밤 행사
2일 PDIC/SEI : DRAM구조다이버&CPR-AED 강사 과정
3일 BSAC : 2016년 송년의 밤
9일 PDIC/SEI :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10일 BSAC :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과정
10일 PDIC/SEI/YMCA : 강사 & 강사트레이너 워크숍 개최
16일 PDIC/SEI : AD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17일 PADI : 강사 시험(IE)
20일 PADI :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29일 PDIC : 중부지역 맴버 팸투어 진행

2017년

01월

4일 SDI/TDI/ERDI KOREA :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5일 BSAC : 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14일 SDI/TDI/ERDI KOREA :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17일 BSAC :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26일
200PADI
| :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한 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희망차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격월간스쿠바다이버」 임직원 일동

DIVING INSIDE

대구광역시 광개토병원

고압산소치료실 오픈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380 (내당동) 광개토병원
전화 : 0
 53-565-1190~1, 1577-7597

저가항공사인 진에어(Jin Air)

인천-호주 케언즈(Cairns) 한시적 직항편 취항
2016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약 2개월간)
주2회(수/토 출발) 운항예정
저가항공사인 진에어(Jin Air)에서 2016년 12월 14일부터 대보초의 중
심지인 호주 케언즈(Cairns) 직항 노선을 주 2회, 매주 수요일과 토요
일 출발 일정으로 약 2개월간 2017년 2월 14일까지 운항예정이다.
호주 여행을 위한 인천 출발은 저녁 09시 50분이며 케언즈는 다음날
아침 오전 07시에 도착하는 스케쥴이다. 수요일 출발 노선은 5일 여정
의 리턴 일정이며, 토요일 출발 노선은 6일 여정의 리턴 일정이다.
진에어 특가 호주 케언즈 직항 왕복 항공권은 97만 원에 구매가능하
다. 진에어 특가 노선은 케언즈 직항의 편리함과 브리즈번(Brisbane)
직항노선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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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해산물 채취 금지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비 어업인 수산물 채취 - 여가활동 아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산물 등을
잡는 것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인이 아니면 투망·낚
시·손 등 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어업인이 아닌 K씨는 지난 2013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복어 3
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
다. 이에 K씨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여
가의 하나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
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K씨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단기적으로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
는 데 목적이 있다”며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
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잠수하는 경우 단속을 쉽
게 피할 수 있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잠수용 스
쿠버 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 포획을 못해 입는 불이익에 비
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또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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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남해안 수온 최대 1.3도 상승
제주해협 부근 표층수온 상승세 뚜렷, 대마난류 영향으로 분석

우리나라 제주도 북쪽과 서쪽 해역의 표층수온이 지

남해안 수온 관측 라인 및 수온 상승 추세 그림

난 16년 0.9℃ 상승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연
안해류조사를 통해 2000년 3월~2015년 3월까지 매
년 4~6회 관측한 남해안 수온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해협 부근 해역(모슬포, 제주북부, 여수)을
따라 표층 수온 상승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수심 50m 저층에서도 약한 수온 상승 현상이 보이
고 있다. 모슬포는 수온상승 폭이 0.8℃로 최대치를
보였다. 그밖에 부산은 0.6℃, 여수는 0.4℃, 제주북
부는 0.1℃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월
부터 2009년 3월까지 10년 간의 남해안 전체 표층의
수온 평균 상승폭은 약 0.8℃다. 2015년 3월까지 16
년 간의 상승폭은 약 1.0℃로 조사되어 남해안 수온

한국 남해안 및 제주도 해역 해류 관측 라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모슬포 해역의 경우 지
난 10년간(2000년 3월~2009년 3월) 표층 수온은
0.6℃ 상승하고, 저층은 오히려 0.4℃ 하락했으나, 16
년간(2009월 3일~2015월 3일) 조사 결과로 보면 표
층은 1.3℃, 저층은 0.8℃ 상승하여 저층의 수온상승
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면, 부산해역의 경우 저
층 수온 상승은 모두 약 0.5℃로 변화가 없었으나 표
층 수온이 0.2℃에서 0.9℃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해안 평균 수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

16년간 부산 해역 표층(○), 저층 50m(●)의 수
온 변화 추세

16년간 여수 해역 표층(○), 저층 50m(●)의 수
온 변화 추세

16년간 제주북부 해역 표층(○), 저층 50m(●)의
수온 변화 추세

16년간 모슬포 해역 표층(○), 저층 50m(●)의
수온 변화 추세

은 쿠로시오 해류(Kuroshio Current)에서 분기되
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고온ㆍ고염의 대마난류
(Tsushima Warm Current) 자체의 수온 상승과 함께
수송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의
수온 상승은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염분과 더불어 해류 및 해수면 변동
과 해양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전 지
구적 해양재해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비하
기 위해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해류 관측
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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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고압의학 심포지엄 개최
잠수병뿐만 아니라, 당뇨합병증, 뇌종양 등 치료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왕옥보)과 제주대학교병원(원장 주승재)은 지난 10월 7일
(금) 제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고압산소치료 사례공유와 치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
압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왕옥보 원장, 허탁 회장(대한고압의학회), 김현 교수(연세원주의대 응급
의학과), 오세현 교수(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기운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정상구 교수(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강영준 교수(제주의대 응급
의학과) 등 고압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압챔버의 국내외 현황, 인증과 교육 ▲멀티챔버를 통한 치료경험 ▲모
노챔버를 통한 치료경험과 보험적용 ▲고압챔버의 실제 운용 및 최근 적용 ▲고압의학 활성
화를 위한 자유토론 ▲제주의료원 고
압산소치료센터 견학 순으로 진행되
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
을 통해 상처 치유나, 잠수병 치료뿐
만 아니라, 당뇨합병증, 화상, 뇌종양,
청력소실, 이명, 뇌손상 등 다양한 치
료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고압산
소치료를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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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국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한다
공정위, 7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

취소 수수료 변경 내용

90일 이내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면제, 빨리 할수록 취소 수수료 덜 내
대한항공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예약한 뒤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 취소하

취소 수수료(천 원)
운임별

면 최대 30만 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

~91일

비즈니스
(할인, 특가)

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
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

일반석(할인)

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
으며, 9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올

일반석(특가)

라간다. 대상 항공사는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대한항공, 아시

90일~

60일~

14일~

3일~

61일

15일

4일

출발일

단거리

0

30

100

120

150

중거기

0

30

100

120

150
450

장거리

0

30

300

360

단거리

0

30

50

60

80

중거리

0

30

70

90

110
230

장거리

0

30

150

180

단거리

0

30

70

90

110

중거리

0

30

100

120

150

장거리

0

30

200

240

300

※ 단거리 : 일본/중국, 중거리 : 동·서남아, 장거리 : 구주/미주/대양주/중동

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공정위는 길게는 1년 전에 항공권을 팔면서 동일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

취소 수수료(천 원)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당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

운임별

효라고 판단했다. 이미 해외여행이나 예식장, 숙박업소 등은 취소시기에
비즈니스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해 받아왔지만 유독 항공권만 취소 시점과 관

특별할인

계없이 똑같은 취소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일반석

따라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최대 30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받았던 대한

특별할인(1)

항공은 출발일로부터 출발일~3일 전, 4~14일 전, 15~60일 전, 61~90

일반석
특별할인(2)

일전 등 시점별로 3~45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평균 수수
료율은 10.6%에서 8.2%로 내려간다. 아시아나항공은 90일 이전을 기준

90일~ 60일~ 50일~ 40일~

~91일

30일~

20일~

10일~

61일

51일

41일

31일

21일

11일

출발일
220

단거리

0

30

40

70

100

130

170

중거기

0

30

40

70

100

130

170

220

장거리

0

180

220

260

300

340

390

440

단거리

0

30

30

30

50

60

70

90

중거리

0

30

30

50

70

90

120

150
310

장거리

0

30

70

110

150

190

250

단거리

0

40

50

60

70

80

90

110

중거리

0

60

80

100

120

140

170

200

장거리

0

80

120

160

200

240

300

360

진에어

으로 7단계로 나눠 3만~44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받으며 평균 수수료

취소 수수료(천 원)
운임별

율은 9.7%에서 9.2%로 소폭 낮아진다. 취소 수수료가 무조건 4만 원이
던 이스타항공은 90일 이전 취소하면 시점별로 1~6만 원으로 차등화
해 평균 수수료율이 24.3%에서 8.4%로 떨어진다.
다만 논란이 됐던 국내선 저가 항공권의 경우 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출발일

일반

0

30

40

50

60

0

50

100

150

200

동남아

일반

0

20

30

30

40

대양주(괌)

할인

0

40

60

80

100

일반

0

10

10

20

30

할인

0

20

30

50

60

티웨이항공
취소 수수료(천 원)
운임별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 수수료 약관과 여행사
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90일

90일~

70일~

50일~

35일~

20일

이전

70일 이전

50일 이전

35일 이전

20일 이전

이내
20

일반

일본/중국

0

5

8

10

15

운임

동남아

0

5

10

15

20

25

일본/중국

0

10

15

25

30

35

동남아

0

10

20

25

35

40

스마트
운임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취소 수수료(천 원)

취소 수수료(천 원)

90일~

60일~

31일~

51일

31일

출발일

운임별

~91일

취소 수수료(천 원)

90일~

70일~

50일~

30일~

71일

51일

31일

출발일

운임별

정상운임

0%

3.0%

6.0%

10.0%

정상운임

0%

2%

6%

8%

10%

일본/중국

할인운임

0%

6.0%

13.0%

22.0%

할인운임

0%

2%

8%

10%

20%

홍콩/대만
동남아

206 |

15일~

15일

할인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에

~91일

45일~

45일

(호놀룰루)

해 부과하고 있고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하는 특가운임은

운임별

60일~

61일

미주

일본/중국

다. 공정위는 국내선은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시점별로 차등화

제주항공

~91일

90일~

90일~

61일~

45일~

30일~

14일~

61일

46일

31일

15일

출발 3시간

0

10

20

30

40

50

0

20

30

40

50

60

~91일

서울시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 개소
서울시가 금천청소년 수련관에 해양안전체험센터를 지난 9월 30일 개소했다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해양안전 사고 대처능력을 강

프로그램, 스킨스쿠버 동아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해양안전에 관한 이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 홈페이지 www.yose.

교육에서부터 현장 해양안전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

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70-7858-9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선박비상탈출, 구명
환 던지기, 구명보트 이용 조난자 끌어
올리기 등 해양 안전체험과 해양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탐색프로그
램, 토요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심폐소
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가족단위

불량 인공어초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해수부, 10월 10일부터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10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바다 속에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면서 불량한 시설물을 발

상태가 불량한 인공어초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견한 경우, 신고방법

를 운영한다. 수산자원조성시설이란 바다 속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설치한 인공

•	수 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http://www.fira.or.kr/fira/

어초를 말한다. 지자체는 지난 1971년부터 인공어초 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수부
는 2006년부터 연안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해 왔다.
바닷속에 설치되어 있는 수산자원조성시설은 풍랑이나 해수의 흐름 등으로 인하

fira_050403_1.jsp)로 접수
•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firasos@fira.or.kr)
으로 신고

여 파손되거나 전복, 매몰될 수 있다. 이에 정부, 지자체는 인공어초 관리를 수산
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도별 각 해역을 구획화하여 2~4년 주기로 관리하
고 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태가 미흡한 사

※ 세부 사항은 수산자원관리공단(☏051-740-2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는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면서 바닷속으
로 들어가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이나 폐
어구 제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불량 시설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
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모여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바닷속에서 불량 시설물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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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러운 필리핀 항공
필리핀항공(www.philippineair.co.kr)

9월 15일 이전

9월 15~22일

현재

은 인천/부산 - 마닐라/세부/보라카

이코노미 클래스

20kg

30kg

20kg

이 구간에 9월 15일부터 무료 위탁

비즈니스 클래스

30kg

40kg

30kg

수하물 허용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고 했다가 불과 1주일 만에 이를 취
소하였다.

재변경전

필리핀항공,

인천-클락(Clark) 신규 취항 발표

필리핀항공이 2017년 1월 1일부로 인천에서 필리핀 클락으
로 매일 1회 운항한다. 인천-클락 노선은 필리핀 국적항공
사 중 최초 운항이며, 현재 필리핀항공은 한국에서 필리핀
으로 가장 많은 6개 노선을 운항하는 대표 항공사이다.
운항스케줄은 인천에서 저녁 22시 50분 출발하여 클락 현
지 시간으로 새벽 01시 55분에 도착하고, 클락에서 16시 45
분에 출발하여 인천에 21시 4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며,
클락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가장 편안한 스케줄이 장
점이다. 또한 운항기종은 A321이며 12석의 비즈니스석과
187석의 이코노미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과 클락간에 직항 노선이 편성되면 한국 다이버들은
난파선다이빙의 메카인 수빅만(Subic Bay)이나 루손섬 북
부지역에 있는 라유니온(La Union) 다이빙 지역도 접근이
훨씬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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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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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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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는 누가 살까?
해수부, 해양보호구역별 생태계 대표종 선정,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나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해양생물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해양보호구역별 대표 생태자원 (수중생물만 발췌)
해양보호구역명

사진자료

선정 생태자원(안)

특징

대하여 지정,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
양생태계보호구역 11개소,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물

문섬 등 주변해역

해송

보호대상 해양생물

오륙도 및 주변해역

게바다말

보호대상 해양생물

대이작도 주변해역

거머리말

보호대상 해양생물

가거도 주변해역

빨강해면맨드라미

해당 종 최북단서식지

소화도 주변해역

침해면맨드라미

군락지

남형제섬 주변해역

밤수지맨드라미

보호대상 해양생물

나무섬 주변해역

나팔고둥

보호대상 해양생물

청산도 주변해역

세로줄조개사돈

지표종

울릉도 주변해역

유착나무돌산호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자도 주변해역

포기거머리말

보호대상 해양생물

가로림만 해역

점박이물범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에서 더 나아가 보호구역
내 생태자원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해양생
태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별 생태계 대
표종을 선정하였다.
대표종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서식하거나 관찰되는 법정보호
종, 지역생태 특성을 반영한 우점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또한, 선정 시 지역 간 중복을 피하고 전문가 검토, 지
자체 의견조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별 대표 생태자원을 해양보호
구역센터 누리집**에 게재하고, 해양보호구역별 방문자 센
터를 중심으로 전시하여 일반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
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교
육·홍보·생태관광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대표종 선정을
계기로 향후 해양보호구역별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
로 보전·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양보호구역
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점종 : 군집(community)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고,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류
**해양보호구역센터 누리집 : 바다생태정보나라 www.ecos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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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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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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돌고래,

상괭이!

해수부, 11월 해양생물로 보호대상 해양생물 ‘상괭이’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최근 보호대상해양
생물로 지정한 ‘웃는 돌고래’
상괭이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웃는 돌고래’, ‘한
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상괭이
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전
의 저서인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상괭이는 회백색
에 몸길이는 약 2m로 소형 돌
고래에 속한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
미가 없는 대신 2㎝ 가량의 융
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5~6㎞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ㆍ남
해 연안의 개체수가 2004년 3만 6천여 마리에서 2016년 현재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 보호를 위하여 지난 9월 28일 보호대상해양생
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업ㆍ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
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될 경우 관할관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혼획* 예방을 위한 어구개발, 서식현황 조사 시행
등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즉시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번으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
고 밝혔다.
한편,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
키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에서는 매월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
을 통해 ‘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혼획(混獲) : 특정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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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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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9월 28일 보호대상 해양생물 25종과 유해 해

보호대상 해양생물 신규 지정종별(25종)

양생물 2종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 27종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보호대상 해양생물

1. 해양포유류(1종)

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총 25종으로, ‘웃는 고래’ 상괭이 등 해양 포유류 1
종,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
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 조류(shore bird), 해양성 조류(sea bird) 등 바닷
새 14종이 포함된다. 신규 지정된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2종이다. 해
수부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종을 선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 수가 크
게 감소 중이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
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해양생물’,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상괭이

2. 어류(3종)

유입된 외래종이 개체수가 급증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 경우 ‘유해 해양생물’로 각
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현재 1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는 등 보호가 시급하여 이번에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
정하였다.

상괭이 보호관리 현황

① 고래상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생물 목록(Red List)에 등재
- 취약종(VU)으로 분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국가간 거래가 금지)에 등재

이동성 야생 동·식물 보전협약(CMS)

부속서 II(바람직하지 않은 보호상태 하에 있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생물종)에 등재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관할관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점해마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 위반행위별 벌칙
위반 행위

벌칙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훼손 또는 이를 위해 폭발물·
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홍살귀상어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무척추동물(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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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조류(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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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레스 코리아
2016. 11. 2. / 2016. 11. 9. 마레스 랩 프로그램 업데이트 실시
마레스코리아에서는 마레스 랩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에 마레스 랩을 수료하신 다이빙 숍을 대상으로 매년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새로 출시된 제품을 소개하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
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1월 2일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다이브트리 김용진 사장님, 다이브포 정
주환 사장님, 아이눈 이달우 사장님, 잠실스킨스쿠버 김진호 팀장님, 파
란섬 김동주 사장님, 고다이빙 임용우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업데이
트 교육을 이수하셨다.
11월 9일에 진행된 세미나에는 뉴서울다이빙 김영중 사장님, 마린마스터
정상우 사장님, 강릉 씨플랜 김태효 사장님, 삼척 스쿠바해양캠프 서일
민 사장님, 동해 딥블루 성기영 사장님 5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업데이트
교육을 이수하셨다.
기존에 마레스 랩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은 2017년 3월까지 업데이
트 랩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만 기존의 자격이 유지되심을 양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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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CONSULTING.netADVCO

IT’S TIME TO BE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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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2016 제주지역 마케팅 세미나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10월 18일 제주지역
딜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는 30여 개 딜러 샵에서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주 스위트 호텔 스위트 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동안 제주지역 시장에 대한 마케팅
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본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
로 현지 딜러들과 직접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면
서 앞으로 제주지역에서의 마케팅 플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사 상품들을 직접 경험하
지 못했던 제주지역 딜러들에게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정
사/오션챌린져는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딜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 제주지역 마케팅 세미나 단체 사진

세미나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전 상품들을 자유롭게 살펴보고 있다.

1부 기업소개와 다이빙 사업부 마케팅 세미나를 진행한
㈜우정사 영업부 이종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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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 시작을 위해 ㈜우정사 신명철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부 서페이스-아웃도어 사업부 마케팅 세미나를 진행한
㈜우정사 영업부 고강 부장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 추첨 행사. 경품 추첨의 하
이라이트인 ATOMIC M1 호흡기를 받은 제주블루샤크의 이
태훈 대표와 ㈜우정사 신명철 대표의 기념촬영.

M/V DISCOVERY PALAWAN
아포리프에서 투바타하리프(슬루씨)까지
필리핀 팔라완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www.discoveryfleet.com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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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잠수
부샤(Beuchat) 리페어 세미나
부샤는 프랑스 브랜드로 1934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부샤만의 동결방지 시스템과 기술 특허 등으로 2012년 북미다이빙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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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진인 SCUBALAB에서 가장 편안한 호흡기로 선정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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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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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샤는 타겟 고객에 맞는 다양한 호흡기라인을 선보였다. 특히 금년 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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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First 는 다이빙센터와 공동 개발하여, 거품은 제외하고 실용적이고 경량화

보유한 브랜드이다. 현재 총 90개 나라에 공식 딜러를 통해 전 세계 다이버들

된 디자인으로, 최저가로 타겟하여 개발하였다. 부력조절기 First 또한 다이브

에게 우수한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탑 선도 브랜드이다. 또한, 국내를 비롯

센터와 공동 개발하여, 다이브센터의 재고 관리의 효울성을 위해 하나의 비씨

하여 글로벌 주요 국가의 해군, 특전사 등 관공서에 공급하면서 품질을 인정

로 2가지 사이즈를 구현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현재 다이브샵 센터 전용

받았다.

First 시리즈에 대해 글로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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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LAB에서 인정한 동계용, 테크니컬 전용 호흡기인 VX10아이스버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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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유럽의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많다. VX10 아이스버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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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사이드마운트 세트를 금년에 선보였으며, 가격 또한 경쟁사 대비 합리적인

기술이 접목되었다. 최소 물유입 워터댐 시스템, 보온성 극대화를 위한 파이

가격으로 타겟하고 있다.

어 스킨 적용, 탈착용이 용이하고 물유입 최소화한 목, 손목에 엘리스킨지 적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이빙 샵, 강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세미

용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었으며, 3D 입체패턴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착용

나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소개, 신형 모델, 테크니컬 전용부터 다이브센터 전

감으로 잠수복의 혁명을 일으켰다.

용 모델까지, 모델별 특징, 특장점, 부샤만의 특허 기술, 기술 원리에 관해 설

금년에는 기모 안감이 들어간 스마트 스킨 모델을 출시하면서, 보온성 극대

명을 들었습니다. 호흡기 분해, 조립 등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샤

화, 편리성 극대화를 위한 드라이슈트 내피와 웻슈트 겸용의 슈트, 래쉬가드

호흡기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부품이 간단하며, 장

등을 선보였다.

비 공구나 부품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 많은 다이브샵에서 사후관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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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관왕이 사용한 페드로 카르보넬이 사용한 최고의 장비이다. 현재도 글로벌 프

리페어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리다이빙/스피어피싱 대회를 위한 팀을 운영하면서, 동시 팀과 공동으로 장비

부샤 장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

개발을 하고 있다. 스노클링 라인은 프랑스 수영선수권대회, 철인 3종경기 공

은 기회가 되었다. 리페어 세미나는 일반과정 매달 셋째 주에 진행되고 있으

식 후원사로 마스크, 오리발, 핀 등은 디자인과 기술력을 겸비한 제품으로 인

며, 짝수달 부샤, 홀수달엔 비즘 리페어가 진행됩니다. 전문가 과정은 비즘, 부

정받고 있다.

샤 일반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부샤 호흡기는 디자인부터, 제작, 테스트까지 모두 100% 프랑스에서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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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수영대회 - 멘즈헬스어반러닝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프로
패셔널 스위머와 철인 3종 선수를 위한 바다 수영, 철인 3종
슈트 라인인 ‘Crawl, 크롤’을 출시하였다 부샤는 1934년에 설
립하여, 1953년 최초로 수중 네오프렌 웻슈트를 개발하였다.
이런 오랜 역사에 따른 기술 축적으로 슈트에 많은 특허 기술
들을 접목하였다. 프로패셔널 스위머와 철인 3종 선수를 위한
슈트인 ‘젠토, C200, C500, C800’는 선수들의 경기 결과 향
상을 위한 최상의 유연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적절한
부력과 균형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혁신이 적용되었다.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수영라인인 모델 C800를 국
내에서 가장 경기 성적이 우수한 서울트라이팀의 오영환 프
로가 착용하고 국내, 해외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한강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인 은총이
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은총이 대회는 경기를 통해 어린이 병
원 건립을 위해 기부를 한 의미 있는 경기이다. 또한 삼척 그
레이트맨인 철인 3종 경기 및 멘즈헬스 어반러닝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부샤의 수영 슈트, 철인 3종 슈트 라인의 성
능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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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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다이브리조트
장태한 PADI CD의 2016년 여섯 번째 IDC
지난 2016년 11월 15~24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위치한 ‘디퍼 다

직장인들을 위한 PADI ‘GO 다이브 마스터’,
PADI ‘GO 강사’ 교육 프로그램

이브’ 리조트에서는 고보민, 박지원, 안건우 강사 후보생들과 이형석 IDC 스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미래의 유능

탭 강사가 스탭으로 참여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6년도 여섯 번

하고 열정적인 PADI 다이브 마스터와 강사를 목표로 하는 바쁜 직장인들을

째 IDC가 개최되었다. 이들 강사 후보생들은 모두 11월 25~26일에 보홀 팡

위한 ‘GO 다이브 마스터’와 ‘GO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글라오섬에서 열린 IE를 통과하여 모두 PADI 강사가 되었다. 안건우 강사는

있다. 장기간 휴가를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PADI 다이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인턴 생활을 통하여 강사 생활을 할 계획이며, 박

브 마스터 코스의 총 9박 10일의 프로그램을 4박 5일씩 반으로 나누어서 진

지원 강사는 필리핀 수빅에서, 그리고 고보민 강사는 한국에서 강사 생활을

행하는 방법과 3박 4일씩 3번에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강사 개발

할 계획이다.

코스는 총 10박 11일의 프로그램을 4박 5일과 5박 6일씩 나누어 진행한다.

다음 정규 IDC는 2017년 2월 2~13일까지 시행될 예정이고 강사 후보생들

한국에서 미리 교재를 수령하여 자율 학습을 하거나 PADI 온라인 교육 프

을 위한 사전 교육은 2017년 1월 29일부터 가능하다.

로그램을 이용하면 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도 있다.

PADI 강사에 관심 있으신 강사 후보생들의 문의 바란다.

‘GO 다이브 마스터’와 ‘GO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라이센스를

문의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 페이지 www.deepper.co.kr

취득하면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인턴쉽 과정 및 취업에 우선순위를 부여

인터넷 폰 : 070-7667-9641, 070-8221-9713

받는다. 진정한 다이브 프로를 꿈꾸지만,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의 많은 지

카카오톡 아이디 : hanbuty/deepperdive

원을 바란다.

‘디퍼 다이브’의 열정 강사 써포트 프로젝트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는 미래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열정 강사 써포트 프
로젝트’를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사
이트의 해안가 부지를 매입 또는 장기 임대하여 대형 수영장 및 교육생과 펀 다
이버들을 위한 신축 리조트를 건설 할 계획이다.
다이빙에 대한 무한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다이빙 강사들
을 위해 지어지며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 IDC를 받은 강사들에게 우선권이 주
어진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경험과 자본 부족으로
다이빙 센터를 쉽게 창업하지 못하는 열정 있는 강사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다.
“디퍼 다이브”의 야심찬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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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TEC DIVING 교육

모전
연말공

지난 7월 12~18일까지 7일 동안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최송이, 홍석민 강사의 PADI TEC TRIMIX 65 코스가 진행되었다.
7월 22~28일까지 7일에는 동안 싱가포르에서 온 하두영 강사와 지승문 강사의 PADI
TEC 40, 45코스가 진행되었다. 이 코스에는 PADI TEC 강사 후보생인 홍석민 강사와 최
송이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8월 29일~9월 6일까지 9일 동안에는 필리핀 수빅에서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
종열 강사가 TEC 40, 45, 50 코스에 참가하였으며 TEC 강사 코스에 보홀 블루워터 다

제 26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연말 공모전)

이빙 센터의 책임강사인 김민혁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9월 30일~10월 4일
까지 5일 동안에는 홍흥락, 박정태, 한상현, 민준성 강사의 TEC 40 코스가 진행되었고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최송이 강사가 TEC 강사 후보생으로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텍 다이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기초 교육 분야, 본격적인 드릴 연습을
실시하는 숙달 분야, 부족한 드릴을 다시금 리뷰 받는 MAKE UP 코스, 가상의 감압 다이
빙을 통한 돌발 위급 상황의 대처법을 배우는 시나리오 다이빙 분야, 그리고 실질 탐사
다이빙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텍 다이빙 교육 훈련을 통해 자신의 다이빙 기술을 발

이번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16년 1년

전 시키고 이론적으로도 보다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

PADI TEC 다이빙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디퍼 다이브’ 리조트로 문의 바란다.

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16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
으로써 명실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
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
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응모부분
• 광각부문
• 접사부문(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마감일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작품 제출처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 응모란
• 웹하드 (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2017년 상반기 IDC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2017년 상반기 IDC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입상자 발표
• 입상작은 본지 2017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017년 첫 번째 IDC는 2월 2~13일, 두
번째 IDC는 3월 23일~4월 3일, 세 번
째 IDC는 5월 28일~6월 8일에 실시
될 예정이다.
IDC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1박 2일
동안 IE를 보게 되는 합리적인 일정이
다. 강사 후보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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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울진 2016년 10월 29~30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경상북도 울진군, 오산항에 위치

2016 PADI 위험 관리 세미나
(PADI Risk Management Seminar 2016)

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지난 10월 29~30일 양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

•서울

행 하였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Manager of Korean Market), 김진관

2016년 10월 8일(토) 오후 4시부터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6 PADI

(Regional Manager)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위험관리 세미나가 Richard Evans(Quality and Risk Management) 씨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문성, 심성보, 채산성, 김주한, 오진세, 황용기, 최원일,

의 주관으로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씨와

박철웅, 조구, 윤희종, 김인섭, 최판광, 홍창기, 김종찬, 정연길, 오성재, 김지홍,

함께 진행 되었다. 11명의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19

장은혜, 하재철, 정승조, 김동현, HYEERYANG HEATHER DO, 이일환, 김동균,

개 PADI 다이브 센터로부터 총 42명의 PADI 멤버들이 이번 업데이트

이성준, 김태정, 방혜선, 최재호, 박태영, 이용주, 이창열, 배광현, 김남용, 곽오

에 참가 하였으며, 위험 관리 통계 및 실질적인 위험 관리 상황의 팁과

복, 정경철, 김경수, 김태관 총 37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사고 사례를 다루었다.

프로그램을 마쳤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채수준(국민안전처 해상 안전 계장)의 연안 사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발표로 PADI 멤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코스디렉터
선생님들과 멤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배출 하신 송관영, 이호빈, 윤재준, 박금옥, 임호섭, 이달우, 이석기, 정혜영, 이성
복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그리고 ‘울진 잠수’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제주
2016년 10월 10일(월) 오후 4시부터 제주 서귀포 흑한우 명품관 세미
나실에서 2016 PADI 위험관리 세미나가 Richard Evans(Quality and
Risk Management) 씨의 주관으로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
(한국 지역 매니저) 씨와 함께 진행되었다.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
하여 제주 지역의 9개 PADI 다이브 센터로부터 총 27명의 PADI 멤버
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였으며, 위험 관리 통계 및 실질적인 위험
관리 상황의 팁과 사고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마켓에 대한 소개로 새로운 마켓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토의하
는 자리가 되었다.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코스디렉터 선생님들과 멤버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24 |

공지사항(Notice)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6년 12월 17일(토)~18일(일)
장소 : 추후 공고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2016년 11월 1일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스가 2016년 11월 1일(화) 서울 아이눈 스쿠버(대표 이달우)에서 김부경
(Manager of Korean Market)에 의해 진행 되었다. 이번 EFR 강사 트레이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너 코스에는 노신규, 강지현, 김현주, 이영우, 허철무 총 5명의 강사 트레이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장소 : 추후 공고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 트레이너 코

2016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안내

스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

일시 :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

대상 : PADI 다이버라면 누구나

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

내용 :	저녁 만찬, 다이버 콘테스트, 장기자랑, 2016년 최다 스페셜티 라이

하게 될 것이다.

센스 취득 다이버상, 최다 스페셜티 라이센스 발급 강사&다이브 센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터 리조트 상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예약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로 문의(padi.co.kr 참조)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는 2016년 12월 20일(화) 코스가 예정되어 있
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하니스(Younghee.simpson@padi.com.au)로
하면 된다.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리조트
▶ MDI 스쿠버(S-25746) 대표 : 박형철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88-4
전화 : 02-400-5035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이벤트 01.

5스타 강사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AFIA 주최 PADI 프리다이버

▶ 리드마린 코리아(S-25301) 대표 : 배경화

스테틱 앱니아 & 다이나믹 앱니아 시합

주소 : 경기도 수원 인계로 19번길 12-91 1F

날짜 : 11월 26일(토) / 장소 : 제주도

전화 : 010-7136-9030

참가 대상 : PADI 베이직 프리다이버 이상

홈페이지 : leadmarinekorea.com

참가 신청 : 전국 PADI 프리다이브 센터

▶ 휘닉스아일랜드다이브리조트(S-21509) 대표 : 정혜영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이벤트 0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Dive Against Debris™ - 프로젝트 어웨어

전화 : 064 731 7706

스페셜티 코스 및 참여 이벤트

홈페이지 : ppisland.co.kr

참여 기간 : 2016년 10월 10일~11월 14일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이벤트 03.
PADI 스페셜티 다이버 크리에이티브

PADI 프리 다이버 센터 안내

사진/동영상 컨테스트

신규 프리 다이버 센터

참여 기간 : 2016년 10월 10일~11월 14일

▶ 아쿠아마린(S-17289) 대표 : 한민주

* 2016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벌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 02-539-0445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padi.co.kr을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 scub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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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SSI KOREA
9월 강사평가(IE) 실시
SSI 본부는 9월 23~24일 2일간 포항에서 9월 강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진신
IC가 주평가관으로 강사 정기 평가를 진행하였다. 김민중, 오은식, 정환진, 한
지우(손완식 IC, 스쿠버월드) 후보생을 평가하였고, 총 4명의 신규 SSI 강사
가 배출되었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월포 C 레저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또 다른
다이빙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신규 강사님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며, 왕성
한 활동을 기대한다.

프리다이빙 베이직 강사 세미나

XR 나이트록스 강사 세미나

SSIKOREA 다이브센터인 머맨 프리다이브의 대표 임정택(SSI 프리다이빙

SSIKOREA 다이브센터인 스쿠바 라이프의 대표 김원국(SSI XRIT)과 한국다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SSI 프리다이빙 베이직 강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브칼리지의 소속 강사인 손병욱(SSI XRIT)의 도움으로 ‘SSI XR나이트록스

SSI 오픈워터강사 대상으로 교육되었으며, 10월 12일 수원 월드컵수영장, 10

강사 세미나’가 열렸다. 레크리에이션 수심 한계를 넘어 더욱 높은 단계로

월 22일 대전 용운 수영장에서 진행되었다. 국내 프리다이빙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는 유익한 세미나가 10월 6~9일 4일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진

나가는 SSI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프리다이빙을 알리는 행사를 지

행되었으며, SSI 오픈워터 강사 대상으로 교육되었다.

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세로운 XR의 세계로 들어온 강사님들 모두에게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왕성

SSI의 프리다이빙 강사 코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머맨 프리다이브

한 활동을 기대한다.

로 문의하면 된다.

• 스쿠바라이프 김원국XRIT : 010-9120-1114

• 머맨 프리다이브 임정택FDIT : 010-6760-3138

• 한국다이브칼리지 손병욱TRIT : 010-2912-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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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SSI 위험 인지 비디오 업데이트
최고의 즐거움과 안전을 지향하는 SSI 교육 프로그램에서 위험 인지 비디오를 업데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이트하였다. 입문 단계 스쿠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수중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SSI 위험 인지 비디오 1부를 시청하고, 개방 수역 참가하기 전에 2부를 시청하
라. 15세 미만 소아는 수중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보호자와 함께 SSI소아용
위험 인지 비디오(파트4)를 시청하고 다이빙 교육을 시작하면 된다. 위험 인지 비디
오를 시청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다이빙이 되길 기대한다.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수중테마 중심의 조각품 투하설치
놀이중심의 기능성 잠수풀(알까기 외 2종)
선명한 수중거울(최초 시도)
편리한 부대시설(반경 5m 이내)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원프리다이빙 대표 : 정재영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1길 88
연락처 : 010-6377-0063, 070-4911-9116
• 주문진스쿠버 대표 : 김기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80-84
연락처 : 010-8256-0391
• 엑스 알 테크니컬 팀 대표 : 손병욱
주소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14
연락처 : 010-2912-5655
• 워터월드 대표 : 고장식
주소 : 경북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 463

Mares의 신뢰와 명성

연락처 : 010-5135-0528, 054-782-0528
• 더크라켄스킨스쿠버 대표 : 김현섭
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1121, A동 2층
연락처 : 010-3026-0990, 043-642-7885
• 디퍼프리다이브 대표 : 김봉재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80-3 3층
연락처 : 010-6700-5674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 마레스 랩(A/S) 지정점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타사 제품도 취급
▶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010-3735-4942
대표 :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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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한국본부

International Membership Program 도입하다 - 1차 보고
SSI 한국본부는 지난 10월 7일부로 SSI H.Q.의 IMP를 국내 적용에 성공,

적으로 역설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8월 30일에 AIG Korea 등이 당사

AIG Korea를 통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SSI H.Q.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

를 내방하여 AIG Korea가 AIG International의 보험에 한국을 추가하기 위

해온 IMP(International Membership Program)는 AIG International을 통하여

한 실무 회담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AIG 내부의 절차에 1개월 가까이가 소

유럽 전 지역 및 몰디브,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다이빙 산업이 활발한 국가

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0월 1일에 한국에도 IMP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적용

들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번에 지역 추가를 통하여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SSI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이브 센터와 다이
브 프로페셔널께서는 관련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미팅, 이메일과 자료 교환 등 끊
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겨우 도입된 SSI IMP는 마지막 단계도 순탄치는 못

2014년에 새로이 운영을 맡게 된 SSI 한국본부는 첫 번째 디스트리뷰터 미

하였습니다. 독일 프랑트프루트에 위치한 AIG International의 많은 관계자

팅에서 IMP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이빙 업계를 보다

들은 8월부터 9월까지도 일부 휴가 중이었으며 이들 간의 최종 결정을 얻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SSI 한국본부에서는 IMP가 합리

고 여기에 한국의 상황에 맞게 AIG Korea에서 보험을 개발하는데 다시 1

적인 비용의 보험을 제공함을 확인하고 그동안 IMP의 한국 도입을 위하여

주일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최종적으로 10월 7일자의 보험 가입 증서를 받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게 된 것입니다.

SSI H.Q.와는 매년 2~3차례 이상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IMP의 도입 과정을 SSI 한국본부가 저희 다이브 센

이나 사례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국내에 IMP의 도입을 위하여

터나 다이브 프로페셔널께도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이번에

SSI H.Q.의 국제적인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AIG International과 관련 회사를

지면을 빌어 설명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SSI 한국 본

통하여 한국의 AIG Korea에서 SSI – AIG International Master Plan을 한국

부에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업무에 투자된 비용이나 노

에 도입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 업계의 스쿠버 다이빙

력 뿐 아니라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불된 보험료까지를 포함하여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존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하여, AIG Korea 뿐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료를 납

아니라 다른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도 AIG International 보험의 도입을 시도

부하여 모든 다이브 센터와 다이브 프로페셔널들께서 법을 충족하는 활동

하였으나 오랫동안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유감
스럽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다이브 센터

이러한 과정 중 국내에서 다이빙 활동에 보험을 강제하는 법이 발효됨에 따

나 다이브 프로페셔널 이름과 SSI 내의 고유 번호만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

라 SSI 한국 본부에서는 AIG Korea의 협조를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

니다.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SSI 한국본부의 우대혁대표는 한국에서 출발하고,
SSI에서 IMP를 담당하는 스토스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크

내년부터 정상적인 IMP에 모든 다이브 센터와 다이브 프로페셔널께서 가입

푸르트에서 만나 AIG 측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수

하시기 위해서는 IMP 회원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SI 한국 본부에서는 이

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에 IMP 도입의 당위성과 시기적인

제 SSI H.Q.에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이제는 한국의 다이브 센터

적합성, 법적인 배경 등을 재차 설명하고 AIG Korea를 움직이기 위한 각자

와 다이브 프로페셔널을 대변하기 위하여 협상에 나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의 역할과 이후 추진 절차까지 협의하고 상호 최선을 다하여 10월 1일에는

않은 기간 동안 SSI H.Q.와도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어내, 여러분들께 더욱

보험이 도입되도록 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를 위한 미팅을 가질 예
정이며 최종적인 한국 내에서의 IMP 적용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2차 보고로

해외에서는 SSI H.Q.의 스토스씨가 AIG International의 내부 인사 등을 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 방법으로 회유, 설득, 압박하는 한편, 국내에서 역시 AIG Korea 측에 법
적인 요청, 보험 도입의 필요성 및 AIG Korea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보험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빕니다.

아니고 본사인 AIG International의 보험 상품에 한국 지역을 추가하는 것
뿐이므로, AIG Korea에서 부담이 되거나 문제를 삼을 상황이 없음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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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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다이버」 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 KOREA
북경 ADEX 쇼 참가

홍콩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SDI/TDI/ERDI는 2016년 9월 2(금)~4일(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

SDI/TDI/ERDI에서는 2016년 10월 6(목)~11일(화)까지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 강

되는 ADEX 쇼에 참가하였다.

사들을 대상으로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을 실시하였다.

ADEX는 Asia Diving Expo의 약자로 매년 북경 및 싱가폴에서 열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구조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리는 아시아 지역의 다이빙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의

체계적인 공공안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욱 본부장 이하 중국 본부 식구들과 Brian Carney 국제본부 회장

이번 과정은 정의욱 본부장이 주관하여 중국사무실의 장위가 참가하였고 중국의

과 Paul Montgomery 국제업무 부회장이 함께 하였으며, Louise

Mingwei Hong, Xipeng Hu와 홍콩의 Louise Chau, Raymond Chan이 ERDI 강

Chau(Sunfish Diving Center), Hongyu Zhu(Ying Dong Diving

사가 되었으며 마카오의 Chivai Chang이 슈퍼바이저가 되었다. ERDI 과정에 관

Center), 허영도(모비딕), 김동준(클럽 하리) 트레이너가 참가하였고,

심 있으신 분들은 SDI.TDI.ERDI 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TDI 테크니컬 다이빙과 ERDI의 공공안전다이빙을 소개하는 좋은 기
회가 되었다.
SDI/TDI/ERDI는 올 3월 중국 신진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이후 꾸준히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며 성장하고 있다.
SDI/TDI/ERDI는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중국 지
역의 다이빙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다이빙 사업 및 다
이빙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부로 연
락을 주기 바란다.

자격증 발급센터(ISCP) 신규 개설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
는 시스템(ISCP)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ISCP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ISCP - In Store Card Printing System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SDI/TDI/ERDI KOREA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블루인 스쿠버(이동주
강사)와 ISCP 계약을 체결하여 자격증 발급 및 교재/상품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
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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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멕시코 동굴 다이빙 교육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6(일)~13일(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멕시코의 동굴 다이빙은 수만년에 걸쳐 이루어진 자연의 위대한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
회이며 다이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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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며 동굴 다이버 및 강사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DEMA 쇼 참관
SDI/TDI/ERDI KOREA에서는 11월 16(수)~19일(토)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DEMA
Show를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 & 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
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
나이다.
SDI/TDI/ERDI KOREA는 매년 DEMA Show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다이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를 하고 있다.

홍콩 DRT 쇼 참가
SDI/TDI/ERDI에서는 12월 9일(금)~11일(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홍콩 DRT(Dive Travel & Resort) 쇼
에 참가한다. SDITDIERDI는 중국, 홍콩의 회원들과 국내 회원들의 교류 활성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하
여 매년 수 차례 DRT 쇼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홍콩 지역의 강사들은 영어와 중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여 중국 시장 진출의 창구로써 관심이 높은 지역이며, 최근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수요가 높
아져 홍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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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며, 홍콩 DRT 쇼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 및 리조트는 본부로 문
의하시기 바란다. 회원 및 리조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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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2017년 강사 갱신

SDI/TDI/ERDI에서는 2017년 1월 4~11일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ERDI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강사 갱신 신청

(ITW)을 실시할 예정이다.

을 받고 있으니 홈페이지(www.tdisdi.c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가 되면

인한 후 본부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016년 마일리지 상품 공지

3) ERDI 공공 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SDI 및 TDI 강사 평가관

SDI/TDI/ERDI에서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강사님들에게 보답

등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하고자 강사 갱신과 함께 연간 자격증 발급 개수에 따라 아래 상품들

ITW는 강사 트레이너로서의 규정, 운영, 행정절차 그리고 SDI 강사 교육과 평가

을 매년 무상 지급 또는 할인 판매하였다.

등의 내용을 다루는데, 7박 8일간의 기본 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06년 :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플러스)

• 1일차 :	오리엔테이션, SDI 규정과 절차, SDI 강사 과정 일정 및 구성

• 2007년 : OMS 테크니컬 BC 세트

• 2일차 : 워
 터맨쉽 및 기술(육상/수면/수중), 레스큐(수중/수면)

• 2008년 : OMS 테크니컬 BC 세트

• 3일차 : 학과 강의 교육 및 평가

• 2009년 :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트리오)

• 4일차 : 제한수역 강의 교육 및 평가

• 2010년 : 테크니컬 다이브컴퓨터(나이텍 트리오)

• 5일차 : 개방수역 강의 교육 및 평가

• 2011년 : 사이드마운트 호흡기와 스테이지 세트

• 6일차 : 테
 크니컬 다이빙 세미나, TDI 규정과 절차, CPROX1st

• 2012년 : 워터샷 라이트(콤보형)

• 7일차 : E
 RDI 규정과 절차, 학과/제한수역/개방수역 강의 평가

• 2013년 : 백마운트 BCD 보이저팩

• 8일차 : 이론 시험 및 평가, 인터뷰

• 2014년 : 워터샷 라이트(콤보형) 및 이볼루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 2015년 : 스쿠바포스 블랙데빌 BCD
SDI/TDI/ERDI에서는 한
국 본부가 주관하여 후

올해의 마일리지 진행 상품은 다이브라이트 사의 사이드마운트 호흡

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기 셋트이다. 일부 구성품은 사전 고지없이 바뀔수 있으므로 자세한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

내용은 홈페이지(www.tdisdi.c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
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
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
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의 참가 신청은 본부로 문의/접수해 주시기 바란다.
본부 : 070-8806-6273, hq@tdisdi.co.kr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SDI/TDI/ERDI에서는 2017년 1월 14일

전략미팅의 주제

(토)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을 실시한다.

1. 2016년 사업 리뷰

2016년 한 해를 평가하고 2017년의 계획

2. 우수 강사 및 공로패 시상

을 발표하고 우수 강사에 대한 공로패 시

3. 트레이너 업데이트

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 SDI 트레이너분들

4. 2017년 계획 및 사업

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5. 제안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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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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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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2016 BSAC 컨퍼런스 참관 및 영국 본부 방문

BSAC 송년회 개최 공지

BSAC Korea는 지난 10월 22~23일에 영국에서 개최된 BSAC 컨퍼런스에

오는 2016년 12월 3일(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3번지 캠코

참가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총회와 전시회를 겸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

양재타워 지하 1층 강남 플래너에서 BSAC 송년회 및 수중사진공모전 시

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의 안내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함께 다

상식을 진행한다.

이빙 의학 전문가인 Dr. Pollock이 초대되어 'thoughtful management of

참가를 희망하는 다이버 및 강사는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decompression stress(감압 스트레스의 세심한 관리)'라는 주제로 그의 연

• 일시 : 2016년 12월 3일(토) 오후 6시

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다이버 중의 한명이며 수

• 장소 : 강남 플래너 지하 1층(강남구 도곡동 949-3번지, 캠코양재타워)

중 탐험가, 영화 제작자, 프리랜서, 동굴 탐험가 등으로 알려져 있는 Ms. Jill
Heinerth도 연사로 초대되어 ‘Expedition Files(탐험 파일)’이라는 주제로 그녀
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동 기간 동안 BSAC Korea가 소속된 아시아지역
연맹인 BSAC Pan-Pacific의 회의가 있었으며 아시아 지역 확장에 대한 새로
운 방안에 합의하였다.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날에는 BSAC 영국 본부 사무실
을 방문하였다.
참관단은 다음과 같다. 최종인(서울 제이마린 다이브 센터), 장동국(양양 플리
퍼 다이브센터), 박종섭(BSAC Korea HQ)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과정 안내
BSAC KOREA는 어드밴스트 인스트럭터 과정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주
말반 과정으로 개최한다. 클럽단위의 다이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다이브 디렉터 등급을 훈련시킬 수 있는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는 트레이너 자격을 위한 사전 자격을 위한 등급이기도 하다.
• 참가자격 :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이상
• 장소 : 본부 및 동해안
• 첫째주 : 12월 10~11일(본부), 둘째주 : 12월 17~18일(동해안)

제159차 강사평가과정 완료
지난 11월 13일 필리핀 보홀의 에덴 다이브 리조트(대표 박진호)에서 오픈워터

트레이너 워크워크숍 개최 안내

인스트럭 최종 평가가 마무리되었다. 총 3명의 강사후보생을 위한 평가과정이

BSAC KOREA는 2017년 1월 5~10일까지 BSAC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

진행되었으며, 스탭으로는 박종섭, 이민수, 이상호 등이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을 개최한다. 트레이너 워크숍 프로그램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
께 이루어진다. BSAC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는 사전 자격조건을 충족시
키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세미나 형식의 워크샵 과정에 참
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종 승인과정(Approval course)을 거쳐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BSAC 강사 트레이
너는 강사기본과정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SDC 과정의 강사
트레이너로써도 활동할 수가 있다.
• 참가자격 :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이상
• 장소 : 필리핀
• 일시 : 2017년 1월 5일(목)~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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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안내

내셔날 인스트럭터 과정 안내

BSAC KOREA는 올해 2월에 진행되었던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을 오

BSAC Korea의 내셔날 인스트럭터 과정이 오는 2017년 2월 24~28일까지

는 2017년 1월 17~23일까지 개최한다.

개최된다. 이번 과정은 BSAC 다이버 등급 중 최고 상위 등급인 퍼스트 클

다이버로서 최상위 등급인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는 탐험팀의 최고 책임자

라스 다이버를 인증할 수 있는 최상위 강사등급이면서 사전에 트레이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또한 BSAC는

자격을 갖췄다면, 강사교육 등에서 평가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등급이기

최상위 강사 등급인 내셔날 인스트럭터의 사전 조건에 퍼스트 클라스 다이

도 하다. 이에 앞서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내셔날 인스트럭터의 사전 자격

버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을 위한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격 : 다이브 디렉터 혹은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이상

• 참가자격 : 퍼스트클라스 다이버 및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이상

• 장소 : 태국 시밀란

• 장소 : 일본 오키나와

•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23일(월)

• 일시 : 2017년 2월 24일(금) ~ 28일(화)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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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PDIC-SEI ASIA 2016년 DEMA SHOW 참가

PDIC KOREA 2016년 리더십 멥버 ‘홈커밍 리뉴얼’ 행사 시행

2016년 11월 16~19일까지 DEMA SHOW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PDIC KOREA에서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한 PDIC 강사 및 강사트

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아시아 담당교육관 김성길 CD, 행정관 Kevin kim,

레이너님들을(2012년이후 미등록) 위하여 ‘PDIC리더십 홈커밍 리뉴얼’ 행사

싱가폴 본부장 Mr, Lip, 알렉산드로 탈라모나 유럽본부장과 데이비드가 이

를 시행한다.

탈리아에서 참가하여 국제 디렉터 워크숍과 2017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참고 www.sei-pdic.com 010-4440-1339

개최하였다.
국제본부 회장 Tom,Leaird 회장은 2017년에는 더욱 더 다양한 국제적 행사
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발표하며 국제 SEI-PDIC 멤
버들과 지도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16~2017 강사&강사트레이너 워크숍 개최
PDIC-SEI 코리아에서는 2016~2017년 강사 &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개
최한다. 2016년 지도운영 정책과 구조다이버과정 강사가이드, 수색인양&공

2017년 PDIC-SEI 인터내셔널 리더쉽 멤버 리뉴얼 등록 시행
PDIC-SEI 아시아에서는 2017년 인
터내셔널 리더십 멤버 리뉴얼 등록
을 11월 1일~12월 30일까지 시행합

공안전 강사가이드, 어드밴스드&마스터다이버 강사가이드 등 새롭게 선보
이는 과정에 대한 지도법 워크숍을 시행한다.
•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일정 : 2016년 12월 10일(토) 14시~18시
• 강사&리더십 워크숍

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간별

일정 : 2016년 12월 17일(토) 14시~18시

갱신 등록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 됩

*장소 : SEI-PDIC 본부

니다.
※ 2 015~2016년 리더십 비활동 강
사 및 미등록 강사님께서는 12월
중으로 시행하는 리더십 워크숍
에 꼭 참가하여 주십시오.

PDIC 중부지역 맴버 팸투어 진행
PDIC 청주스쿠버스쿨(대표 : 박봉순 강사)는 중부권 지역 회원들과 필리핀
보홀에서 2회에 걸쳐 해외 교육다이빙 및 팸투어를 진행한다.
• 장소 : 필리핀 보홀
• 기간 : 1차-11월 8일~13일, 2차-12월 29일~2017년 1월 3일까지
• 내용 : 스페셜티 다이빙 축제
• 참가인원 : 25명

PDIC-SEI 스페셜티다이빙 지도자 과정 개최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6년 하반기 스페셜티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심폐소
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
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
해 나아갈 것이다.
1. DRAM 구조다이버&CPR-AED 강사 과정/공공안전다이버 강좌 소개
• 일정 : 2016년 12월 2일(금)~3일(토)
2.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 일시 - 2016년 12월 9일(금)
4. AD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1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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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시민안전본부-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해상안전&
인명구조요원 과정 개최

원주 상지대학교 YMCA 인명구조요원&
안전지도자 강사 과정 개최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월 10~15일까지 수산계열 특성화 고

원주 상지대학교에서는 YMCA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인명구조요원 과정

등학교로서 재학생 중 수영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 YMCA 해상안전 및 인

과 안전지도자 응급처치 강사 과정 강습회를 지난 10월 30일까지 개최하였

명구조요원 자격과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다. 상지대학교 체육관 강의실 및 실습실, 그리고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

48시간의 응급처치, 구조영법, 종합인명구조술의 이론과 실기 수업을 통하

서 진행된 강습회는 재학생 및 일반인 34명의 전문지도력 육성을 위하여 7

여 해경고시 수료과정을 이수하였으며 6명의 인명구조요원과 2명의 해변안

일간, 56시간의 집중식 인명구조과정과 10일간, 42시간의 응급처치강사 과

전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매

정의 운영은 모든 참가자들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전지도자 과

년 실무관련 생존수영과정 프로그램을 1학년에서 적용하고 2, 3학년에는 인

정은 PPT를 활용한 교재중심의 이론, 실습 및 발표를 하였으며 실습교육은

명구조요원 자격과정으로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응급처치-안전지도자강사

CPR(성인,소아, 영아), 기도폐쇄, AED, 삼각건, 부목, 운반법 등으로 진행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YMCA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였다. 1명당 5회씩 주제별 발표를 최종 평가 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담당 트레이너 김우기 교수, 교육강사 김두현, 이규진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오염의 습격
최근에 가습기 피해로 어린생명들의 귀한 목숨이 희생된 후 각종 생활화학 물질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는 특집으로 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이 일면서 전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
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생명
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
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출판사 : 상상채널
고쇼 히로에 지음 | 황명섭 옮김
정가 : 17,000원 | 430쪽 | 2016.10.10
ISBN : 979-11-87510-01-7 (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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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17년 강사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 마스터 멤버 갱신 안내

문성원 트레이너 강사 개발 프로그램 개최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IANTD 강사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마스터

문성원 강사 트레이너 주최로 9월 2~25일 까지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를 대상으로 멤버 갱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Rally Sports 본사에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 갱신 기간 :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강사 후보로 이문용(Rally Sports 대표) 강사, 정종보 강사, 윤형만 강사, 임

• 접수 방법 : IANTD KOREA 본부 방문, 이메일(iantd@iantd.kr), 팩스

재환 강사, 최경준 강사, 정재홍 강사가 참여하였으며, 개방 수역은 강원도

• 갱신 비용 : 강사 트레이너 200,000원, 강사 150,000원
다이브마스터 100,000원

고성에 위치한 OK 다이브 리조트(오현석 강사트레이너)에서 실시하였다. 10
월 6일 홍장화 본부장님 주관으로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고 모두 우수한 성

• 계좌 번호 : 농협 100048-56-109556 예금주 : 홍장화

적으로 강사 인증을 받았다.

• 문의 : 전화(02)486-2792, 팩스(02)486-2793 홈페이지(www.iantd.kr)

강사 인증을 받은 모든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IANTD

• 증정품 : 개정된 기준과 절차, 신형 오픈워터 매뉴얼

강사로 많은 활동과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매뉴얼

2016 송년의 밤 행사
2016년 송년의 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
사, 멤버 모두 참석 가능하며,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2016년의 IANTD
KOREA의 활동 보고 및 2017년 활동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신규 강사 트레
이너와 신규 강사 인증식, 올해의 우수 강사 트레이너 발표 및 우수 강사 외
에 많은 시상과 부상이 준비되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모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IANTD 멤버들에 많은 참석을 바람다.
• 날짜 : 2016년 12월 2일(금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섬유센터 17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 참 가 비 : 1인 50,000원 (식사, 음료, 주류 및 사은품 증정)
• 문의 : IANTD KOREA 02-486-2792 (사전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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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패밀리, 위드 스쿠버 연합 투어

신규 강사

9월 24~25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위치한 칸 스쿠버 리

김창제 강사 트레이너

김정숙 강사 트레이너

문성원 강사 트레이너

조트에서 스쿠버 패밀리(이홍석 강사), 위드 스쿠버(강영철 강사)가 모여

• 조민석 EANx 강사

• 김암근 EANx 강사

• 윤형만 EANx 강사

연합 투어 실시하였다. 이번 연합 투어는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 드라이

• 김유빈 EANx 강사

• 이문용 EANx 강사

슈트 스페셜티 교육,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 및 테크니컬(50msw)교육

김창환 강사 트레이너

• 윤찬범 EANx 강사

• 임재환 EANx 강사

을 진행 하였다. 모든 교육을 1박 2일 동안 무사히 마치었다.

• 김현중 EANx 강사

• 전성균 EANx 강사

• 정재홍 EANx 강사

이번 연합 투어를 통하여 강사들간의 교육 정보와 투어 정보를 교류하는

• 문남이 EANx 강사

• 한승용 EANx 강사

• 정종보 EANx 강사

자리이자 다이버들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신상규 EANx 강사

• 최경준 EANx 강사

많은 도움을 준 칸
리조트 대표 김광호
강사님과 스텝분께
감사드린다.

업그레이드 강사
• 김광호 어드밴스드 EANx 강사
• 박상우 어드밴스드 EANx 강사, 산소 공급자 강사, CPR/응급처치/AED 강사)
• 송한준 산소 공급자 강사
• 이주헌 스페셜티 강사
• 임안 스페셜티 강사, 산소 공급자 강사, CPR/응급처치/AED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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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JEJU FAM TOUR
(국제잠수안전협회 제주 팸 투어)

SNSI KOREA IT SEMINAR
(국제잠수안전협회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세미나

9월 23~26일까지 제주에서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총 60여 명의 강사와 회

10월 17~23일까지 박성준, 백준기, 심재훈, 한확 강사를 대상으로 인스트

원이 참석하였고 기간 동안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행사에

럭터 트레이너 세미나를 SNSI KOREA 본부에서 개최하였다. 참가자들 모

많은 도움을 주신 아라다이브 이훈선 대표와 스텝분, 바람소리 스쿠버리조

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였고 그 결과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트 박찬용 대표와 스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있게 되었다. 앞으로 왕성한 교육 및 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SNSI KOREA IPC(국제잠수안전협회 강사준비과정)

왼쪽부터 박상규 사무국장, 박성준 IT, 한확 IT, 심재훈 IT, 이용재 교육담당관, 백준기 IT,
유재철 대표

10월 22일과 29일 서영우, 정병원 트레이너는 강수현, 강성일, 이인성 강사,
최승규, 이성재 강사 후보생과 IPC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에 통화하여 SNSI 강사로서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
드린다.

SNSI KOREA(국제잠수안전협회)
대전소방본부 테크니컬다이빙 기본교육
10월 6~8일, 19~21일 2회에 걸쳐 SNSI KOREA에서 2주간에 걸쳐서 대전
소방본부 주최로 테크니컬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SNSI 유
재철대표가 주관하여 박상규, 유승재, 서영우, 박찬원 트레이너가 강습을
하였으며, (이천호, 이호석, 한관종, 이현호, 김종수, 김효성, 주수환, 강석완,
오성용, 문성진)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다. SNSI KOREA는 앞
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왼쪽부터 이인성 강사, 강성일 강사
강수현 강사, 박상규 사무국장

왼쪽부터 박상규 사무국장, 최승규 강사
이성재 강사, 유재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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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I KOREA
‘심해잠수 역량강화를 위한’ 실전훈련 및 공공안전잠수
세미나 개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테크니컬 잠수(Trimix) 전문과정 교육’
10월 24~28일까지 5일간 포항 ‘펀다이브리조트(대표 : 김동윤)’에서 중앙해

PSAI Korea와 (사)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는 9월 24일 민·관·군 합동 대

양특수구조단의 테크니컬 잠수(Trimix) 전문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총 10

심도 다이빙 실전 훈련 및 공공안전잠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원도 속

명의 대원이 참여하여 트라이믹스 Lv.1 (60m) 다이빙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

초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Trimix 기체를 이용한 대심도 다이빙(수심

하였다.

100m)에 공공안전잠수 실전 훈련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울산 특전재난구조대 PSAI 강사 과정
2016년 8~10월까지 울산특전재난구조대의 PSAI 강사과정을 진행하였다. 3
명의 강사 후보생이 참가하여 지난 10월 PSAI 강사 최종 평과에 합격하여
PSAI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다.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신규 트레이너
지창민 IT-577 IT Upgrade - 성낙훈 ITE
안찬호 IT-900 IT Upgrade - 성낙훈 ITE
정순돈 IT-1812 IT Upgrade - 성낙훈 ITE
신규 강사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공공안전잠수 과정’ 교육

김혜진 I-1833 IQC - 이병규 IT

김승관 I-1837 IQC - 방경호 IT

심재철 I-1838 IQC - 방경호 IT

유명재 I-1839 IQC - 방경호 IT

김성훈 I-1851 IQC - 성낙훈 ITE

김성일 I-1852 Crossover - 차정택 IT

이무근 I-1853 IQC - 성낙훈 ITE

라영록 I-1854 IQC - 성낙훈 ITE

우종혁 I-1855 IQC - 성낙훈 ITE

유충열 I-1856 IQC - 차정택 IT

신규 Dive Master
김경은 DM-1834 - 정연석 IT

원서현 DM-1835 - 정연석 IT

10월 4~14일까지 9일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경 구조대 신임요원의
공공안전잠수 과정을 진행하였다. PSAI의 공공안전잠수 과정을 여수의 해
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PSAI의
공공안전잠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PSAI 2017 강사&트레이너 갱신
2017년 강사 및 트레이너 갱신을 공지한다.
• 1차 갱신 기간 : 2016년 11월 1일 ~ 12월 31일
• 갱신 대상 : 2016년 10월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으신 모든 다이브 마스터,
강사 및 트레이너
• 갱신 방법 :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PSAIKOREA 02-817-4190 www.psaikorea.co.kr
psaikoreah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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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E KOREA
백석문화대학 오픈워터 해양실습

교직원 직무 연수 어드밴스 과정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10월 6일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3.8 스쿠버 리조

네이스 코리아 삼원 휴 스포 다이빙풀에서 지난 10월 29일 서울/경기 지역 초·

트에서 백석문화대학 레저스포츠학부 60명의 오픈워터 해양실습을 무사히

중·고등 교직원 대상으로 어드밴스 자율 직무 연수 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진행하였다.

과정은 4일의 이론/실기 교육과정으로 총 30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해양실습에는 38 스쿠버의 김현석, 권기훈 강사와 NASE KOREA 강
사진, 13명의 K-Move 강사 후보생들이 함께하여 더욱 더 안전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백석문화대학 K-Move 해외 인턴십

안산 스쿠버

네이스 코리아에서는 지난 10월 11일 강원도 사천에 위치한 사천 다이브 리

경기도 안산에서 활동중인 네이스 트레이너는 지난 10월에 네이스 오픈워

조트에서 백석문화대학 13명의 K-Move 해외 인턴십 다이브 마스터 후보

터 강사 6명을 우수한 성적으로 배출하였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생들의 해양평가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다이브 마

본다.(Instructor : 이승엽, 김종기, 김영삼, 김민수, 유동완, 김용국)

스터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에는 한강희, 김현중 강사가 수고하였다.

NASE KOREA 신규 다이브센터
양만수 트레이너

이태영 강사

봉 스쿠버 다이브센터

봉 스쿠버 다이브센터

대표 : 김봉규

대표 : 김봉규

부산광역시 진구 새싹로 274

부산광역시 진구 새싹로 274

HP : 010-4578-0002

HP : 010-4578-0002

NASE KOREA 신규 다이브센터 및 신규 강사
신규 강사
김 용 30938ks, 이창훈 19327ks, 임미희 31207ks, 이승엽 31361ks
김중기 31362ks, 김영삼 31363ks, 김민수 31364ks, 류동완 31365ks
박근창 트레이너 재능기부

고장식 트레이너

김용국 31366ks, 박병한 31712ks, 이동국 31713ks, 박석기 31714ks
황재성 31715ks, 김홍수 31716ks, 김봉규 31946ks
레벨업 강사
김정일 28901ks, 이강우 28900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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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론,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프로젝트학습 입문!!
-PBL 달인되기 1

실전에 바로 적용하는 PBL 워크북
Teacher Tips 실전지침 수록!
●INTRO -> 문제의 출발점 -> PBL MAP -> 퀘스트 -> 보충설명 ->
나만의 교과서 -> 스스로 평가 -> Teacher Tips까지 직접 진행 가능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학습 스티커 제공

오염의 습격
전자방사선, 방향제, 흡착제,
GMO, 농약, 원자력 등
복합오염에 노출된 생활공간은
태아와 영유아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식하지 못하는 생활속 오염을 속속들이 밝히고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설레는 수업, 프로젝트학습

오염의 습격

정준환 지음
19,800원 | 360쪽 | 2016.08 발행 | 978-89-969526-9-5 14000

고쇼 히로에 저, 황명섭 옮김
17,000원 | 430쪽 | 2016.10 발행 | 978-11-87510-01-7 03400

게임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마법과 같은
수업이야기

초등 서술형·논술형 평가대비 / 기초 심화 문제 수록
채점기준 안내 / 고득점팁·예시답안 제공

초등 3·4·5·6학년 서술형·논술형 문제집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통합사고력을 통한
시험 대비 평가 문제집이 방향을 알려준다.

320쪽, 12,800원
ISBN 978-89-9695-261-9

304쪽, 12,800원
ISBN 978-89-9695-262-6

●1, 2학기 단원별로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하였다.
●기본에서 심화까지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제시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문제마다 풀이에 도움이 되는 고득점을 위한 팁을 제시하였다.

배움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학습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수업에
도전할 용기를 주는
‘프로젝트학습’
의 진정한 힘!
4400쪽, 17,800원
ISBN 978-89-969526-6-4

304쪽, 12,800원
ISBN 978-89-9695-263-3

320쪽, 12,800원
ISBN 978-89-9695-264-0

320쪽, 13,800원
ISBN 978-89-9695-265-7

TOPSIDE PHOTO

Above water but marine related
Photo by 오이환 (F32 그룹 회장)

미국 아리조나주 나바호 부족 공원

앤탈로프 캐넌
(Antelope Canyon)
미국 애리조나주(Arizona state) 북부와 유타주 남부
경계에 위치한 ‘페이지(City of Page)’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나바호 부족 공원(Navajo Tribal Park) 안에 있는 앤탈로프
캐넌(Antelope Canyon)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곳이다.
앤탈로프 캐넌은 미국의 최대 인디언 종족 중 하나인
나바호족(navajo nation 현재 18만명 정도)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진작가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추억을 안겨주는 곳이다.
앤탈로프 캐넌은 어퍼 레벌(upper label)과 로워 레벌(lower
label)이 있다. 어퍼 레벌(upper label)은 물이 뚫고 나온
터널을 하부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고, 로워 레벌(lower
label)은 물살이 흐르다가 바위 속을 뚫고 흘러간 상부로서
입구가 매우 가파르고 좁은 통로이다.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보려면 로워 레벌(lower label)로 들어가야 한다.
앤털로프 캐넌 투어는 일반인 코스와 사진작가 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진작가 코스는 관광시간이 더 길고
입장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이곳은 사진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비좁은 곳이다 보니 사진작가들에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특히 정오 무렵에 태양의 빛이 캐넌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투어비가 좀 더 비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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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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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dy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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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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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technology.
Unparalleled reliability.
Undeniable style. Only
one name delivers the
elite performance you
can count on to turn
great moments into
extraordinary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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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호흡 성능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FUSION
52X
최상의최상의
호흡 성능
Tools Tools
In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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