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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마스크
X-뷰 리퀴드스킨

CENTER OF VISION.
EDGE OF PERFORMANCE.
한국인의 얼굴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한 마스크
편안함과 환상적인 스타일이 공존하는 곳. 마레스 리퀴드스킨 기술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리퀴드스킨은 다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르게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주는 제2의 피부 같습니다. 커다란 렌즈는 우리가 바라던 넓은 시야를 선사
합니다. 착용하시는 즉시 넓은 시야가 펼쳐집니다.
Be visionary.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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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RALLELED COMFORT
COMPACT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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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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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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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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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 innovation.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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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 Watching

Tonga

통가의 혹등고래 워칭

이 몰라몰라 사진은 발리 페니다섬의
크리스털베이에서 촬영하였다.

150 다이빙투어 안내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 투어 안내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해외 다이빙 여행지

162 다이빙투어 정보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164 다이빙투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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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재단된 편안하고 우수한 착용감

•프리다이빙 하는 동안 새로운 유연한 네오프렌은 유체역학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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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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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크로치 스트랩
새롭게
재단된
편안하고
우수한
착용감 설계한
•높은
보온
효과 및
압축 네오프렌
사용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높은 보온 효과 및 압축 네오프렌 사용

Be powerful.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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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연사박물관과 BBC방송 선정
‘2017 올해의 야생사진’ 후보작 13점 (수중사진 4점 포함) 발표

188

(주)우정사 주최
수중 무선통신 장비 CASIO Logosease에 대한 Specialty 교육

News
In Diving
190

장비업체 소식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192

기타단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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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 발견신고 절차

수중문화재 발견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문화재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 · 포상금
보상금이란?

포상금이란?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 평가 후 신고자와 발견지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보상금 지급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예시) 가치평가액 100만원 유물 신고시 신고자, 땅소유자에게 50만원씩 지급
* 해양 출수유물의 경우 신고자에게만 50만원 지급

예시) 가치없는 도자기 파편을 신고하더라도 신고해역 조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

수중문화재 도굴범 제보 및 체포 포상금 지급기준
등급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제보자

수중문화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체포 공로자

1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100만원

5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50만원

※ 문화재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함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등급
(평가액 17억원 이상시 최대 포상금 1억원)

2,000만원 +
(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

2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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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Deep Diver
레저
다이빙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몰선

Rebreather

)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IANTD KOREA(서울 02-486-2792)
MERMAN(서울 010-5053-6085)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경인 사업 잠수 아카데미 (경주 010-8787-4448)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린 레포츠(속초 010-3737-0109)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남애리 스쿠버 리조트 (강릉 010-8771-9300)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리쿰 스쿠버(서울 010-3542-5288)
마리오스쿠버(대구 010-7526-4255)
마린파크(서울 010-3398-8098)
백운선 다이빙 스쿨(광주 010-4111-9944)
블루 홀 다이버스(수원 010-463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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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30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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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14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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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종현 (EANx)
김강태 (Adv. EANx)
김광호 (Adv. EANx)
김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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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암근 (EANx)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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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태
김강태
김영삼
김정숙
김창제
김창환
김흥래
문성원
박진수
서일민
서재환
송한준
오현석
오현식
유근목
이민호
이우영
이원교
이춘근
이홍석
이효진
정영환
정철희
최임호
한승곤
황영민
황영석

(Adv. EANx IT)
(Technical IT)
(Technical IT)
(Adv. EANx IT)
(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Technical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Adv. EANx IT)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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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빈 (EANx)
김윤석 (Adv. EANx)
김재만 (EANx)
김정수 (EANx)
김종학 (Adv.EANx)
김진성 (Adv.EANx)
김진혁 (EANx)
김태선 (EANx)
김태한 (Adv.EANx)
김형규 (EANx)
김호영 (Adv. EANx)
김효용 (EANx)
김흥래 (EANx)
김희명 (EANx)
김현중 (EANx)
김혜훈 (EANx)
남경진(EANx)
노지환 (Adv. EANx)
류학열 (EANx)
문남이 (EANx)
문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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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명흠 (EANx)
서기봉 (EANx)

서계원
서동욱
서동욱
서원일
서윤석
성용경
손경훈
손용희
손종국
손종욱
송문희
송성환
송태민
송한준
성용경
신기호
신길용
신상규
신동연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심현경
안종달
안태규
양민수
양명호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염태환
오기택
오명석
오영돈
오춘수
오현석
우대희
유기정
유상민
유승재
유재종
윤두진
윤성환
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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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녕 (EANx)
윤주현 (EANx)
윤종한 (EANx)
윤찬범 (EANx)
윤형만 (EANx)
이경인 (EANx)
이기영 (Adv EANx)
이기평 (EANx)
이동준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명훈 (EANx)
이문용 (EANx)
이상욱 (EANx)
이상희 (Adv. EANx)
이수한 (Adv. EANx)
이우민 (Adv. EANx)
이영권 (EANx)
이웅규 (EANx)
이윤정 (EANx)
이장구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재윤 (EANx)
이주영 (EANx)
이주헌 (Adv. EANx)
이춘근 (EANx)
이대균 (Adv. EANx)
이태복 (EANx)
이필규 (Adv. EANx)
이학규 (EANx)
이호석 (Adv. EANx)
이홍석 (Adv. EANx)
임안 (Adv. EANx)
임동엽 (Adv.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임용호 (EANx)
임재환 (EANx)
임형진 (EANx)
장두기 (EANx)
장세환 (Trimix)
장용배(EANx)
장재용 (Adv. EANx)
전선균 (EANx)

전우철
전환운
정경원
정규성
정병국
정석환
정승규
정종보
정재홍
정해진
조문신
조민구
조민석
조성호
조승원
조영철
조성우
주광철
지승용
지혜자
진호산
천대근
천세민
천세은
최규옥
최경준
최경호
최민석
최선호
최수영
최승천
최우빈
최재성
최태현
추제욱
한길형
한덕수
한승용
허대원
허정일
황종규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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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x)
(EANx)
(EANx)
(EANx)
(EANx)
(EANx)
(Technical)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Technical)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Normoxic Trimi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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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MAIN OFFICE
주소 Address
(0433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5층, 스쿠바미디어)
(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Korea (04333)
전화 TEL
82-2-778-4981~3
팩스 FAX
82-2-778-4984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이메일 E-Magazine
diver@scubamedia.co.kr
홈페이지 Web Page
http://www.scubamedia.co.kr
http://www.scubadiver.kr

본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전국 서점 및 총판

전자잡지 E-Book
http://www.sdm.kr

고래문고(용산) 02-717-8346

알라딘(인터넷) 1544-2514

웹하드 Webhard

교보문고(강남) 1544-1900

영풍문고(종로) 02-399-5600

http://webhard.co.kr (ID pdeung, PW 2468)

교보문고(광화문) 1544-1900

예스24(인터넷) 1544-3800

계좌번호

교보문고(인터넷) 1544-1900

인터파크(인터넷) 1588-1555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교보문고(잠실) 1544-1900

책이있는글터(충주) 043-848-4256

등록번호

대교문고(용산) 02-2012-3422

철도문고(서울역) 02-318-7878

서울 용산 - 00706호

동남문고(홍대) 02-326-3304

학예서점(진해) 055-546-2523

등록일자

리브로(홍대) 02-326-5100

홍익문고(신촌) 02-392-2020

명문사(서울) 02-319-8663

11번가(인터넷) 1599-0110

반디앤루니스(강남) 02-6002-6002

고성도서유통(서울) 02-529-7996

반디앤루니스(센트럴) 02-530-0700

백합사총판(서울) 02-766-6950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반디앤루니스(인터넷) 1577-4030

예광북스(서울) 02-336-0267

강영천, 김수열, 김다예, 김충회, 민경호

반디앤루니스(종로) 02-2198-3000

인천교육사(인천) 032-472-8383

변형구, 이민정, 이혜미, 조정훈

불광문고(한강) 02-332-9480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주) 현문

古庄弘枝(고쇼 히로에), A.B. Lee
David Behrens, Luc Eeckhau, 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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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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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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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7 March/April

Vol.180 JULY/AUGUST

Vol.178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다이빙 기술

보트 다이빙(Boat Diving)
다이빙 법률

패키지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의 권리의무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수상작 발표
다이빙 기술

조류/표류 다이빙 스페셜티
(Drift Diving Specialty)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강영천 박사의

잠수의학 Q&A

독자투어기

겨울왕국,
홋카이도(북해도) 유빙 다이빙

다이빙 법률

다이빙 투어에 있어 타인의 명예

미얀마 안다만해역
리브어보드 투어기

독자 참관기

BSAC 대학생 ITC

(주)우정사/오션챌린져 초청

독자 투어기

제9차(2017년) TUSA 딜러 투어

하와이(Hawaii)
코모도섬(Komodo)
시파단(Sipadan)
축(Chuuk)
울진 나곡수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

Indonesia
Lembeh Strait

Indonesia East kalimantan

인도네시아 북슬라웨시 렘베해협

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Derawan Islands

전자잡지 보기

전자잡지 보기

인도네시아·데라완제도

Maldives

Northern Mariana Islands

SCUBA MEDIA

SCUBA MEDIA

Deep South
몰디브 최남부 지역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Saipan / Tinian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티니안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정가 12,000원

정가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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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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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81 SEPTEMBER /OCTOBER

수상작 발표
수중사진작가 소개
다이빙 기술

멀티레벨 스페셜티
(Multilevel Specialty)
다이빙 법률

다이빙에 있어 비판의 한계 지점

30

독자 사용기

th

엠팩다이브 휴대폰 방수팩 사용기
독자 투어기

1987~2017

말레이시아 Redang
얼음의 나라, Iceland

창간 30주년 기념

첫 다이빙 투어, Palau

스페셜 이벤트

동해의 비경, 강원도 고성

전자잡지 보기

Whale Watching
통가의 혹등고래 투어
정가 12,000원

창간호

제181호

1987년 9/10월호

2017년 9/10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스페셜 이벤트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스페셜 이벤트
2017년 10월 한달 동안
• 정기구독 2년 이상을 신청하시는 50명(선착순)
   엠팩다이브 방수팩, 소비자가격 : 80,000원
• 정기구독 1년을 신청하시는 50명(선착순)
   오션테그 방수백(15ℓ), 소비자가격 : 22,000원

오션테그 방수백(15ℓ)
(다목적 방수 가방)

이벤트 기간

엠팩다이브 방수팩
•세계 최초 요철 맞물림 특허기술 구현(PCT 국제특허 출원 및 국내 다수 특허 등록)

2017년 10월 1~31일

Bali
Tonga

Mola-Mola

인도네시아 발리섬

SCUBA MEDIA

th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Luc Eeckhaut(Belgium)

•지퍼 없이 요철 맞물림 방식 채택으로 스마트폰 수납성 편의
•2단계 벨크로 고정 방식으로 완벽 방수
•엠팩다이브는 6인치 이하의 전 기종(삼성, iPhone, LG, VEGA 등) 사용이 가능
•200m 방수테스트 통과, 40m 터치스크린기능 가능

아시아 퍼시픽의 한국인
코스 디렉터
아이눈 스쿠버

서울

마린마스터

서울

㈜ 엔비 다이버스

서울

김철현

정상우

정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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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T: 02-420-6171
    010-522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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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
올림피아 빌딩 B126

노마다이브

서울

루씨 다이빙 (Lucy Diving)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서울

에버레저

서울

김수열

박현정

우인수

W: nomadive.com
E: nomadive@gmail.com
T: 02-6012-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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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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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8
(잠실동 175-12) 올림픽타워
1017호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인투 다이브

서울

스쿠버 인포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다이브트리

서울

송관영

이호빈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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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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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divetree.com
E: ygoll@divetree.com
T: 02-422-6910
    010-5216-69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102호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288
2층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다이브트리

파아란바다 다이브 센터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서울

레드씨 다이브 팀

서울

송규진

주호민

황진훈

W: paranbada.com
E: sgjgrimza@naver.com
T: 02-547-8184
    010-992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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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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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5길24,
5층(강남구 신사동 556-24)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2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엔비 다이버스

서울

아이눈 스쿠버

서울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교육기관

서울

김영준

이달우

노명호

W: nbdivers.com
E: john@nbdivers.com
T: 010-9139-5392
    02-423-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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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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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5-5
대진빌딩 2층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38-8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디 디렉터와 PADI 인스트렉터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브 컴퍼니

서울

잠실스쿠버스쿨 (잠실스쿠버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9-2번지 3층

서울

스쿠버인포

서울

W: diveacademy.com
E: bk@diveacademy.com
T: 010-2388-7997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W: leadmarine.co.kr
E: leadmarinekorea@naver.com
T: 010-7136-9030

W: scubainfo.co.kr
E: yoonsanglee@nate.com
T: 0505-555-0038
    010-2740-8702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  1층

(센터)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0-9

경기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경기

W: isdc.kr
E: james007@korea.com
T: 080-272-1111
   010-5256-3088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77-3)

씨씨 다이버스

광주

임용우

윤재준

위영원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10-6317-5678
   031-261-8878

W: ilsanscuba.co.kr
E: pipin642@nate.com
T: 010-6351-7711
    070-8801-7711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T: 062-375-1886
010-3648-188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 프라자 404호

경기도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1-3

Go Pro Dive (고프로 다이브)

경기

해저 2 만리

경기

홍찬정

김강영

W: goprodive.co.kr
E: mehcj@naver.com
T: 031-244-3060
    010-8653-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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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 부산

부산

넵튠 다이브 센터

스쿠버칼리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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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지하 2층
한샘레져스포츠타운 co.ltd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인천

강정훈

이윤상

배경화

서울

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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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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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DIVING

다이브 아카데미

김진호

이상호

리드마린

서울

부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씨월드 다이브 센터

부산

임호섭

이성복

조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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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eaworld-busan.co.kr
E: solpi21@naver.com
T: 051-626-3666
    010-2722-811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29-6, 2층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남천마리나 2층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743-2번지

팬다스쿠바

대구

베스트 다이브

경남

이현석

김현찬

W: pandascuba.com
E: panda8508@naver.com
T: 053-784-0808
   010-829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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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12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5-4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무료 PADI 사전 인스트럭터 개발 코스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를 만나보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원
PADI 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한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하세요.
PADI 스페셜티 페스티발

PADI 인스트럭터 시험(IE)

기간 : 2017년 11월 11일(토)

울진 2017년 10월 28일(토)~29일(일)

장소 : 제주 컨벤션센터

제주 2017년 12월 16일(토)~17일(일)

남애 스쿠버 리조트

강원

아쿠아 스쿠버

제주

김정미

송태민

W: namaescuba.com
E: namaescuba@naver.com
T: 033-673-4567
   010-6334-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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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라오

SEA WORLD D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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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다이브 (DEEPPER DIVE)

보홀

W: deepper.co.kr
E: deepper645@hotmail.com
T: 070-7667-9641
   +63 921-614-2807
Daorong, Danao, Panglao,
Bohol

Prodivers Saipan

사이판

이석기
W: prosaipan.com
E: lee_seokki@hotmail.com
T: 070-4255-5525
    010 6267 7394

보라카이

W: 2divepro.com
E: divepro4@gmail.com
T: 010-6548-25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157번길 28-6
제주M리조트

SEA WORLD DIVE CENTER

보라카이

정혜경

김현준

W: seaworld-boracay.co.kr
E: junghyekyoung.sophia@
    gmail.com
T: 070-8258-3033
   +63 998-995-3700

W: seaworld-boracay.co.kr
E : boracayseaworld@gmail.
com
T: 070-8258-3033
   +63-998-545-7657

Station 2, Boracay Island,
Philippines

Station 2, Boracay Island,
Philippines

오션플레이어 (Oceanplayer)

장태한

제주

정혜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강원도 양양군 매바위길 77

리드마린 리조트

휘닉스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

세부

다이브랩 (Dive LAB)

세부

이종문

한덕구

W: oceanplayerdive.com
E: oceanplayer@naver.com
T: +63 917-323-3483
   070-8612-3172

W: divelab.co.kr
E: handuck9@hotmail.com
T: 070-8683-6766
010-8930-0441
+63 917-927-4800

Oceanplayerdive,
Marigondon, Mactan Island,
Cebu, Phillippines

Kawayan Marine, Pu-ot,
Punta Engano, Lapu-Lapu,
Cebu, 6015, Philippines

다이브 스페이스

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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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A DIVER RESORT

푸에르토갈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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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ng, Puerto Galera,
5203, Philippines

함께
동참하세요
PROTECT OUR OCEAN PLANET –
ONE DIVE AT A TIME

Photo: William Goix

SM

스쿠버 다이버들은 우리의 대양 행성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양 해양 동물들과 우리의 바다를 위한
공유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AWARE 다이버들 대열에 동참하세요.

PROJECTAWARE.ORG

한국의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Project AWARE Found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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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스 페셜티
다이빙페스티벌
2017년 11월 11일

PADI 자켓
리미티드 에디션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5시 - 10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4 (우.63547)

참가 비용은 130,000원 입니다
 입장료에 포함 되는 것은 한정판 PADI 자켓,
저녁식사, 음료, 파티, 행운 추첨권!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은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티켓은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통해 참가 예약이 가능하오며, 지금 바로
PADI 스페셜티 코스를 등록하시고 페스티벌에서 우승의 기회를 잡으세요!
© PADI 2017

대구·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PADI 강사 후보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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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엘리트가 되는길
PA D I 마 스 터 스 쿠 버 다 이 버 가 되 세 요

| |
2017 MSD
무 신청
기회를
료 놓치지 마세요!

PADI 레스큐 다이버 자격을 인증받고, 50 로그 다이브와 5개의 PADI 스페셜티 코스를 완료하면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딥 다이버 |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 응급 산소 프로바이더 | 디지털 수중 포토그래퍼 | 수중 내비게이터 | 수색과 인양 | 난파선 다이버
드라이 슈트 다이버 | 상어 보존 다이버 | 쓰레기 수거 다이빙 | 프로젝트 어웨어 다이버 | 픽 퍼포먼스 보얀시 | 산호 암초 보존 스페셜티

padi.co.kr 또는 PADI 다이브 숍을 방문 하세요.
© PADI 2017.

더 알아보기

최고만이 최고를 지향하며
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그리고 최고가 됩니다.
영원한 버디를 만날수 있는 곳

보홀 디퍼 다이브

2017년 “디퍼 다이브”의
세 번째 IDC는 11월 3일에
시작 됩니다.

모델 : 장태한, 고보민 강사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교육 전문 트레이너들이 SDI.TDI.ERDI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초급교육에서부터 강사 교육은 물론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054-262-7809
010-2504-0459
dive11@naver.com
www.dive11.co.kr

063-855-4637
010-5654-0717
nonamjin@naver.com
www.nonam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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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616-7775
+63.927.710.6993
asitakwon@naver.com

경상북도 포항

전라북도 익산

경기도 안산

필리핀 세부

김동훈/Dive11&Cafe marine

노남진/남진수중잠수학교

권경혁/씨홀스다이브

kakao: club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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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05.297.1787
070-4645-1787
010-2504-0459
kjc1793@naver.com
kingkongdiveresort.com

필리핀 아닐라오

서울

필리핀 아닐라오

070-8285-6306
+63.919.301.5555

070-4228-0078
010-2504-0459

divestone@hanmail.net

mrcopspaul@gmail.com

www.mcscuba.com
필리핀 아닐라오

손의식/몬테칼로리조트

문승범/테마스쿠버

www.seahorsedive.co.kr
kakao: seahorsedive

최용진/클럽미르비치리조트

최성기/아띠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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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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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yechon-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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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제주도 서귀포

경상북도

경기 일산

김도형/골드피쉬스쿠버&트레블

강규호/제주 다이브

010-3820-5426

강재철/킹콩다이브리조트

cho-hang1960@hanmail.net

조동항/예천 스쿠버

반평규/반스테크니컬다이브아카데미

010-3516-6034
bsresort4874@nate.com
www.bsresort.co.kr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63.917.737.4647
smric@hanmail.net
paradise-dive.net

052-236-7747
010-6270-7330

경북 영덕 축산

서울, 강원

필리핀 사방

울산광역시

전대헌/푸른바다리조트

이성호/경희대학교

국용관/파라다이스리조트

tdisdiulsan@hanmail.net
cafe.daum.net/O2DIVER

이상욱/토니의수중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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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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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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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287-0205
010-6276-0205
tdi205@gmail.com
www.divesun.co.kr

경상남도 고성

서울, 수원

경기도 파주

대구광역시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액션 스쿠버

윤병철/자유로 스쿠버

이성오/데코스탑

SDI.TDI.ERDI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문의: 070 - 8806 - 6273 / www.tdisdi.co.kr / hq@tdisdi.co.kr

054-251-5175
010-3524-5175

+63.917.321.4949
010-4900-5475
070-4388-4900
clubhari@hotmail.com
www.clubh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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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202-2440
dolsoig@hanmail.net

경상북도 포항

필리핀 세부

서울, 경기

울산광역시

김광호/원잠수아카데미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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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87-0894
010-8380-9964
yang@aquatek.co.kr
www.aquatek.co.kr
facebook: aquatekbest
카톡: diverite

서울,경기

서울

백승균/(주)테코

양승훈/아쿠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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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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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필리핀 세부

변이석/SM다이빙

박준호/홀릭다이브

김성진/공기놀이 스킨스쿠버

김현우/울산 아쿠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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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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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강릉

경상북도 포항

오형근/인투더씨 리조트
+63.917.655.1555
070-4642-1555
010-5103-3996
diverjerry@gmail.com
www.sunydivers.com
카톡: sunydivers
필리핀 세부

양경진/써니다이버스

최지섭/Dive A&T
070-4686-1901
+91.5487.5365
Sinchundivers.com
facebook: jaegon chun
카톡: Sinchun 1

보홀 팡글라오

천재곤/신천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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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5-2514
010-2103-0966
eone.tour@gmail.com
www.ie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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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879-6060
ds5prr@naver.com
카톡: ds5prr

경상남도 김해

대구광역시

서울

울산광역시

윤철현/장유 스쿠버
070-8692-1080
+63.917.621.3040
mgdiver@naver.com
www.1psdive.com
카톡:1psdive
필리핀 세부

김만길/원피스다이브

이명욱/스쿠버아카데미
070-8269-6649
010-9999-7015
+63.927.333.3674
sudivers@naver.com
www.sudivers.com
카톡 : sudivers

양승환/씨런웨이
010-3674-3501
sunuri@hyundai.com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010-2312-7615
055-275-6000
hanfuri@naver.com
divingschool.co.kr
카톡: hanfuri

031-914-7978
010-6404-7978

서울, 경기

경상남도 창원

경기도 고양시

070-4366-3139
+63.915.331.5875
mangodive.co.kr
Mangohouse24@naver.
com
카톡: mangohouse24

필리핀 세부

윤웅/망고 다이브

안제성/바다여행잠수교실
032-833-3737
010-6237-6641
divesongdo@gmail.com

인천 송도

김수은/Tech Korea

dlwjdaks35@naver.com

서울, 경기

070-5025-3262
010-2772-0109
instjoojy@gmail.com
www.utsscuba.com

주진영/언더더씨

010-9165-2209
www.JMDIVE.com

필리핀 세부

신상철/수다이버스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blueocean504@naver.com

blueocean-divers.com
카톡: wovlf23

황재필/블루오션다이브&트래블

이정만/JM다이브
070-8827-4389
010-4123-4389
www.jscuba.co.kr
kakao: jscuba
대구광역시

오석재/제이스쿠버

010-2554-8700
+63.917.103.8857
whydive@naver.com

www.whydive.co.kr
카톡: whydive
필리핀 세부

홍근혁/WHYDIVE

www.tdisdi.co.kr

I N T E R N AT I O N A L
TRAINING
w w w. t d i s d i . c o m

2017 강사 특전
신규 SDI 강사

SDI.TDI 크로스오버 강사

다이브어슈어 다이빙 상해보험
1년간 무상 제공

SDI, TDI 동시 크로스오버시
TDI 강사 등록비 면제

행사 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문의: 가까운 지역의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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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인투더씨다이브센터

오형근

010-8786-7548

㈜38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씨라이프리조트

박창수

010-5288-8144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울릉다이버리조트

정봉권

010-9516-0289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제주수중산책

김창환

010-3008-4739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바람소리팬션

박찬용

010-4140-2505

영덕대진리조트

최 억

010-3539-7800

거북마린잠수풀

김대진

010-5791-2353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두류다이빙풀장

손완식

010-8571-3331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보보스

맹동수

010-2332-9220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제주이지다이버

홍주현

010-9666-0335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더블루제주

임욱선

010-3290-4653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H2O

고성스쿠버

이주헌

055-674-6999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사
이
판

박성혁

010-4241-0060

Diver's Paradise
In Saipan DPIS

권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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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pan International
Divecente

이명철

1-670-98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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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 시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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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발자국
나무가 걸어간 자리마다 일궈지는 잎사귀들처럼
물속에 발을 묻고 순해진 이름들을 되뇌면
너르게 펼쳐지는 혓바닥
시들어가는 손을 잡을 때
무성히 자라나는 낯선 가지들이 있었지
젖은 손끝까지 차오르는 여백의 입자들처럼
물이 식물을 일으켜 다른 높이로 가게 하듯
몸 바깥으로 나아가는 조용한 보폭들이 있었지
빈 종이에 구멍을 뚫어 빛을 부르면
입체가 되어가는
마음
얼음에서 흐린 것들이 빠져나올 때
쏟아지려는 몸을 겨우 감싸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말라죽기 직전의 식물이 놓아주는 물방울은
어디에 마지막으로 머무르나
수많은 시계바늘들이 몸속을 서성일 때
숨은 태어나는 악기
곧 사라지는 악기
종이 위 증발하기 직전의 잉크가 품은 수면처럼
출렁이는 직물을 입고 멀리로 솟구치는 무른
몸들이 있었지
마중도 배웅도 아닌 인사로
바라볼수록 멀어져가는 투명한 걸음들이 있었지
글 이혜미 / 사진 구자광

시인 이혜미는 1988년 경기 안양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06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보라의 바깥」, 「뜻밖의 바닐라」 등이 있다.
그리고 다이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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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L I M I T

200LX · DCX
테크니컬 다이빙 호흡기의 새로운 기준

N O

L I M I T

SIDEMOUNT KATANA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COMPACT, RECHARGEABLE, POWERFUL, RELIABLE.

SOLATM Simply Better

THE MOST RELIABLE LIGHT IN THE INDUSTRY

CERTIFIED QUALITY

SMART

FACTORY SEALED

FL-1 STANDARD
우리의 모든 라이트는 ANSI/NEMA FL-1
Standard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밝기, 사용시간, 충격, 침수 테스트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COMPACT DESIGN

SOLA DASHBOARD
SOLA는 현재 밝기와 배터리 잔량, 충전량 등
을 표시해주는 대쉬보드가 있습니다. 이 시스
템은 매우 정확합니다. SOLA 는 스스로 자신
의 전압을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Test reliability
수심 90m 까지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
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THE PERFECT LIGHT

CHARGE STATUS

RECHARGEABLE

FOR EVERY DIVE
특허 받은 듀얼 빔 시스템과 강력하고 정확한
빔 패턴을 가진 SOLA 는 당신의 모든 다이빙
을 지켜줄 것입니다.

CERTIFIED FL-1 STANDARD

BATTERY LIFE

For the long haul
외부 충전부를 통해 Li-ion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충전부는 다이버가 충전을
위해 라이트를 열어 침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7년 9/10월호 수상작 발표

금상
광각부문 김성호

접사부문 해당작 없음

은상
광각부문 임수동

접사부문 스탠리

동상
광각부문 하동훈

접사부문 정선봉

입선

김경신, 김성호, 백성기, 스탠리, 임수동, 정선봉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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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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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

품됩니다.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시상내역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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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작품의 저작권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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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10월 시상품

금상

이번 9/10월 콘테스트는 (주)해왕, 오션테그, (주)엠팩플러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보이저
•가볍고 부드러운 핸들의 2분할 캐리어

본체
•부샤 쉘케이스 :
운송 및 이용 중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여
반강성 형상기억 EVA 처리된 뒷편 껍질이
내부 수납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님
•휄제거 가능
•용량 : 137L
•사이즈 : 750х470х390mm
XL
•중량 : 3.5kg
•가격 : 380,000원

은상

40L DryBag

ENOUGH SIAE MODERN STYLE

동상

엠팩다이브

•	40L의 대용량으로 다양한 수납이 가능
• 넉넉한 사이즈와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오션테그의 인기 아이템
•	스쿠버다이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포츠에서
편하게 사용가능
•소비자가격 : 200,000원

•세계 최초 요철 맞물림 특허기술 구현(PCT 국제특허 출원 및 국내 다수 특허 등록)
•지퍼 없이 요철 맞물림 방식 채택으로 스마트폰 수납성 편의
•2단계 벨크로 고정 방식으로 완벽 방수
•엠팩다이브는 6인치 이하의 전 기종(삼성, iPhone, LG, VEGA 등) 사용이 가능
•200미터 방수테스트 통과, 40미터 터치스크린기능 가능
•소비자가격 : 80,000원

협찬사 :

(주)해왕,

오션테그, (주)엠팩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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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금상

_ 광각부문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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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바다거북
NIKON D700, f/8, 1/100

은상

_ 광각부문

Silver Prize
임수동
스쿼럴피쉬의 무리
OLYMPUS TG-4, f/2.8, 1/60

동상

_ 광각부문

Bronze Prize
하동훈
어초속의 불볼락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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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은상

_ 접사부문

Silver Prize
스탠리
크랩류

Canon PowerShot G16
f/8, 1/2000

동상

_ 접사부문

Bronze Prize
정선봉
유령멍게속의 단각류

OLYMPUS TG-4
f/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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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

입선
❶ 임수동
❷ 김경신
❸ 정선봉

❶

❹ 김성호

❷
❸

❺ 백성기
❻ 스탠리

❹

❺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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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Luc Eeckhaut
50 |

Belgium

Luc Eeckhaut
I was born in Belgium in 1958, and had my first diving experience at

1958년 벨기에(Belgium)에서 태어났으며 14세에 처음으로 다이

the age of 14. After a few years of recreational diving, I stopped for

빙 경험을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몇 년 한 후, 나는

professional reasons. It was by becoming a member of ʻNautic Diving

전문적인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1983년경 ‘Nautic Diving Club

Club Izegemʼ that I took up diving again around 1983. In 1994, I became a

Izegem’ 회원이 되어 다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CMAS dive instructor.

CMAS 다이브 강사가 되었습니다.

My interest in photography only started around 1990, when I took my first

사진에 대한 관심은 1990년경 시작되었는데 sea&sea MM2 카

underwater pictures with a sea&sea MM2 camera. After a few years I

메라로 수중사진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는 Subal

changed for a Nikon F90S in a Subal housing. As strobes, I use Subtronic

housing과 Nikon F90S로 변경하였습니다. 스트로브로는

and Ikelite.

Subtronic과 Ikelite를 사용했습니다.

Now that we live in the ʻdigital eraʼ, I shoot with two Nikon D800 and a

현재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Nikon D800과 Hugyfot 하우

Hugyfot housing. As strobes, I am very happy with the Subtronic ʻNovaʼ

징 2대를 가지고 촬영합니다. 스트로브로는 Subtronic ‘Nova’

strobes. These strobes have the advantage that the batteries are no longer

스트로브에 매우 만족합니다. 이 스트로브는 배터리가 스트로

inside the strobe itself, but are placed in a special strobe arm who is

브 자체에 없고 스트로브에 연결된 특수한 스트로브암에 내장

connected to the strobe. This is a great help when travelling by plain, now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항공회사가 수화물 중량에

that the airline companies become more and more severe and make a lot of

관련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공 여행을 할 때

restrictions concerning the weight allowance.

큰 도움이 됩니다.

The main purpose of my photography, is producing and presenting slide

사진촬영의 주요 목적은 슬라이드 쇼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

shows, though recently, I also had some good results in national and

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사진 콘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

international photo contests. As an underwater photographer, I very

었습니다. 나는 수중사진작가로서 접사사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much like the macro photography. All kind of critters, and most of all

모든 종류의 생물과 다채로운 후새류의 대부분은 나의 특별한

the colourful nudibranchs have my special interest. Here fore, I use the

관심사입니다. 이런 사진에는 Nikon 60mm 렌즈와 105mm 렌

Nikon 60mm and the 105mm lens. For wide angle I mostly shoot with the

즈를 사용합니다. 광각촬영을 위해서는 10.5mm 어안렌즈를 사

10.5mm fisheye.

용합니다.

Because here in Belgium, underwater visibility is very poor, and

벨기에에서는 수중시야가 매우 낮고 수중사진 촬영조건이 이

conditions for underwater photography are not ideal, most of my pictures

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촬영은 열대지방에서 합니

are taken on voyages to tropical destinations. I especially love Asia, such

다. 나는 특히 아시아를 좋아하는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as the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PNG, Palau, …. Those destinations

PNG, 팔라우 등. 그 목적지는 멋진 다이빙을 제공하지만, 기후

offer great diving, but also the climate is hot (which I like very much) and

가 따뜻하고(나는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

the people are so friendly. Recently I was in Bali (Tulamben), and there I

다. 나는 최근에 발리의 뚤람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

discovered one of the best <Muck Diving> opportunities.

고의 <먹 다이빙> 기회를 가졌습니다.

Our planet is one of the most intriguing systems one can ever imagine.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시스템

Thousands of different species, all living together in this very special

중 하나입니다. 수천 종류의 서로 다른 종들이 이 특별한 세상

world. "Homo Sapiens", is at the top of the chain. The use of a very well

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체인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매

developed brain enables us to dominate and control most of the other

우 잘 발달된 두뇌의 사용으로 우리는 다른 종을 지배하고 통

species, and though human interference is sometimes necessary, very

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인간의 간섭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개입

often it only causes trouble and destruction.

은 종종 문제와 파괴를 야기합니다.

Two thirds of this planet consists of water, and this is the place, where still

이 행성의 3분의 2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직도 발견되지 않

a lot has to be discovered. For me, as a diver, I seek for a short escape out

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 다이버로서, 바쁜 일상에서 짧

of the hectic world above. As an underwater photographer, I try to catch

은 탈출을 합니다. 나는 수중사진작가로서 이 마법 세계의 아름

the beauty of this magic world, so I can share it with others.

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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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ana
This Iguana is feeding on the alges in the shallows near Isabella Island Galapagos.
이 이구아나는 갈라파고스 이자벨라섬 근처의 얕은 계곡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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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 Ilike
Half half picture taken with the 16mm fisheye lens during a liveaboard trip on KLM Ilike in Kaimana West Papoua.
Kaimana West Papoua의 KLM Ilike에서 리브어보드 여행 중에 16mm 어안렌즈로 촬영한 반수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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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ng
Close up picture of two dragoneths during the mating ritual. Picture taken at St. Eustatius.
짝짓기 의식 동안 두 dragoneths의 가까이 촬영을 했습니다. St. Eustatius에서 촬영.

Pike blennys
The male pike blennys are very active during mating season, and as soon that a second
male comes too close a huge fight decides the winner. Picture taken at St. Eustat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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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Pike Blenny는 짝짓기 계절 동안에 아주 활동적이고, 두 수컷이 가깝게 다가가
거대한 전투를 벌여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St. Eustatius에서 촬영.

Angels
The beautiful colors of the angelfish. Thos two were really curious and came close to the lens. Picture taken at Domenican Republik.
천사고기의 아름다운 색상. 그 두 물고기는 정말로 호기심이 많았고 렌즈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촬영.

Froggy
Giant frogfish on the wreck of ʻAlma Janeʼ at Sabang Beach Philippines.
필리핀 사방비치에 위치한 ‘Alma Jane’의 잔해에 앉아있는 큰 씬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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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igh
This nudibranch gave me a perfect look of the mouth and belly. Together with the
model in the sun good for a ʻWhawʼ shot. Picture taken during Hugycup shootout
contest at Dahab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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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갯민숭달팽이는 나에게 입과 배의 완전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태양을 뒤로한 모델이
있어 ‘Whaw’ 촬영에 좋습니다. 이집트 다합에서 개최된 Hugycup 촬영대회 중에 촬영.

Hammerhead
Close encounter with a scallopped hammerhead at ʻDarwin Archʼ in Galapagos
갈라파고스의 ‘다윈아치(Darwin Arch)’에서 망치상어와의 가깝게 만났습니다.

Dugong
The dugong is a rare animal, and one of the few divesites where you can find them
is in Egypt, at ʻMarsa Mubarakʼ. Unfortunately many daily snorkelers disturb them
so much that they are mostly very shy.

희귀한 해양동물인 듀공은 ‘Marsa Mubarak’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듀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몇 안 됩니다. 불행히도 매일 많은 스노클러들이 매우 수줍음이 많은 그들
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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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ard fish
Cleaning action of a big lizard fish. By opening his mouth he invites the cleaner
shrimps to clean the inside of the mouth. Picture taken at St. Eustatius.

큰 도마뱀고기의 청소 행동입니다. 입을 열면 청소새우가 입 안쪽을 청소하도록 초대
합니다. St. Eustatius에서의 촬영.

Painted
A very small anemonefish in a white anenomie. Stunning colors in a nice
composition. Picture taken at Puerto Galera Philippines.

흰색 말미잘에서 아주 작은 동갈돔입니다. 멋진 구도의 놀라운 색상. 필리핀 푸에르토
갈레라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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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ringed octopus
A blue ringed octopus is rare to see, but this one was really posing again and again.
Picture taken in Malaysia at Mabul Island on the house reef of ʻwater bungalowsʼ.

블루링 옥토퍼스를 보는 것도 드물지만, 다이버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포즈를 취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마블섬의 ‘water bungalows’ house reef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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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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Freediving)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35 대호프레조빌 201호 (서초동 1604-19)
Tel : 02) 525-0977

Fax : 02) 587-0392
www.divessi.com

E-mail : korea@divessi.com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세부 막탄섬 다이빙

NEW

GRAND BLEU RESORT
뉴그랑블루리조트

• 일상으로부터의 럭셔리한 휴식
• 다이빙 투어의 편안한 일정을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의 초대
• 53개의 프라이빗한 객실 운영
• 오션뷰 레스토랑
• 럭셔리한 인테리어

아름다운 바닷속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뉴그랑블루의 다이브 시스템과 함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의 선택에만 주어지는
최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의 다이빙은 해변, 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다이

필리핀 세부섬 주변의 막탄섬을 기준으로 보홀섬의 발리카삭, 말라

빙 포인트라도 리조트에서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오전, 오후, 야간에

파스콰, 모알보알, 수밀론, 아포 등의 주변 바다는 수온이 따뜻하고

각각 다른 포인트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투명도를 자랑하며 서로 다른 컬러를 지닌 다

뉴그랑블루리조트의 다이브 시스템은 자체 공기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

이빙 포인트로 구성되어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관상할 수 있어 전세

으며 다이브 장비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대형

계 다이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쿠버다이빙 최적의 장소입니다.

방카와 스피드 보트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그랑블루 리조트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의 경험을 떠나보세요!

뉴그랑블루리조트

대표전화 070 4845 3122 / 세부전화 0917 321 8282
홈페이지 cebutour.co.kr/xe/home / 이메일 newgrandbleu@gmail.com
주소 Punta-enganu, Lapu-lapu city, Cebu,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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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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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제세동기

최우집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실제적인 구조운영

최종인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권기훈

38 SCUBA RESORT

010-5473-30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어드밴스드 다이빙 테크닉

김찬호

양양레저

010-6370-067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수색과 인양

김창문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박영남

송호대학교

010-4572-66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66번지 스포츠레져과 송호대학교

박철웅

Pax Scuba House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이명종

유원레포츠

010-5364-0333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수중 비디오

이주일

씨드림 리조트

010-5365-1247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수중 비디오 전문가

이종도

GOGOGO RESORT

010-9304-689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455-3

수중 스쿠터

임창근

Aqua Gallery Marine Resort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장동국

FLIPPER Divng Centre

010-4703-81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최성환

모래기 스쿠바

010-4340-5528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3-5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BSAC SDC
산소처치
기본생명구조술

라이프세이버
아이스 다이빙

디지털 수중사진
스마트 비디오

싱글 텍 다이빙

김한

강원

다이빙 계획과 매지니먼트
나이트록스 블렌더
어드밴스드 가스 블렌더
트윈셋 다이빙

충청
김현섭

해외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간영훈

Sinchun Divers

070-4686-1901

Panglao Tropical Villas,Panglao, Bohol Philippines

가속감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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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혼합기체 다이빙

박진호

EDEN DIVE

070-4645-2016

Phillipine, Bohol, Panglao, clijo redpartm resort

어드밴스드 혼합기체 다이빙

장국삼

BLUE DREAM CEBU

070-4644-7005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 Engano Mactan Cebu

프리 다이빙

장국삼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P.O.BOX 1547 Koror, palau

재호흡기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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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현

GUAM OCEAN DIVERS

671-688-2725

198 PARAISO STREET TAMUNING, GUAM 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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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1899-0231 FAX : 031-711-9793 www.bsac.co.kr

bsackoreahq@naver.com

Come and dive with us!
경기
김영중

뉴서울다이빙풀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61-1 조일프라자 B3

김홍덕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010-8875-777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이기호

MP KOREA

010-5003-22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4-327

이우철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6-3 에이스타워

이정훈

Diver Factory

010-4118-61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52-3번지

유종범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센터

안재만

HANGYANG LEPORTS CLUB

010-3636-959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58-4번지 N타운 403호

조백종

The Sea Pirate

010-6361-654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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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율

남원 스쿠버 아카데미

010-3115-1289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41-3(죽항동)

차준열

HANSEO UNIV

010-3679-6593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무도경호학부

구재서

Anemone

010-2935-1355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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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운

한국해양생태연구소

010-9214-5157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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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혁

타크라 다이빙

010-9118-4620

제주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68

김윤석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216

손철수

찰스다이브

010-6798-2002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15-4

안진환

걸라스쿠버

070-4418-9891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흙담솔로 26-2

전라

경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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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년 전통

ISO 인증/EUF 인증

차별화된 교육

검증된 트레이너

다양하고 우수한 교재

MARINE LIFE -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Turn on the Lights
빛을 내는 해양생물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You and I can easily turn on and off lights, but these lights

우리는 쉽게 불을 켜고 끌 수 있으나, 그러한 불빛은 인공적인

are artificial manmade appliances. Like all mammals we are

조명이다. 모든 포유동물이 그렇듯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incapable of making our own light. This is not true however for

없다. 그러나 다른 일부 종의 생물들은 그렇지 않다. 생물학적

some other groups of organisms. Biologically manufactured light,

으로 생성된 빛은 생체발광(bioluminescence)이라고도 하며,

also referred to as bioluminescence, is produced in a variety of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다. 빛을 생성할 수 있는 생물들로

ways. Organisms capable of producing light include many fish,

는 많은 물고기, 여러 바다 민달팽이 종, 해파리, 오징어, 빗해

a number of sea slug species, jellyfish, squid, ctenophores and a

파리, 조개 등이 있다. 이들 각자가 빛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면

clam. How each produces light might surprise you.

놀랍다.

Production of light or luminescence most certainly evolved first in

빛의 생성이나 발광이 박테리아에서 진화하였다는 점은 거의

bacteria. This early light was created by a chemical reaction within

확실하다. 이러한 초기의 빛은 박테리아의 세포 내에서 루시페

the cell of the bacterium between a chemical called a luciferin and a

린(luciferin, 발광소)이란 화학물질과 촉매 효소 사이의 화학

catalyzing enzyme. As we move up the evolutionary ladder to higher

반응에 의해 생성됐다. 우리가 물고기와 연체동물처럼 고등동

species, like fish and mollusks, many have incorporated these species of

물 종들로 진화의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많은 동물이 이러한

bacteria into a variety of specialized light organs in order to house and

공생 발광 박테리아를 체내로 도입하고 배양해 유지하기 위해

maintain cultures of these symbiotic light producing bacteria.

이들 박테리아를 다양한 특수 발광 기관에 수용해왔다.

❷
❶❷

The Electric Clam i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and unique light
producers (right photo by Dave Behrens).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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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조개는 발광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독특한 종의 하나다.
(오른쪽 사진 Dave Behrens)

This amazing biological process is thought to have evolved

이렇게 놀라운 생물학적 과정은 서로 다른 동물 종들에서 수없

many times in different animal groups. Scientists estimate that in

이 진화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자들은 연체동물에서도 생

mollusks alone, bioluminescence may have evolved separately at

체발광이 최소한 7번에 걸쳐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 해

least seven different times. Looking at all light producing organisms

양의 모든 발광 생물을 놓고 보면 뚜렷한 발광 화학 기전이 무

in the ocean, they estimate that distinct light-producing chemical

려 50번에 걸쳐 진화되었으리라는 추정이다.

mechanisms may have evolved as many as 50 separate times.
Maybe the most well known example of bioluminescence is that of

가장 잘 알려진 생체발광 동물의 예는 심해어인 아귀이다. 아귀

deepwater anglerfish that are thought to live, feed, reproduce with

는 몸의 샘에서 생성하는 빛과 머리 위로 늘어뜨려 큰 입의 사정

the light they produce in glands on the body and the magical lamp

권 내로 먹이를 유인하는 마법의 램프로 살아가고 먹이를 먹으

hanging above the head to lure prey to within reach of their large

며 번식한다.

mouths.
Bioluminescent ocean light displays are commonly seen in the prop

해양에서 생체발광 빛은 흔히 보트의 프로펠러 와류와 해변을

wash of boats and in breaking waves along beaches. The flashes

따라 부서지는 파도에서 관찰된다. 미세한 생체발광 생물들이

of light blue light are produced by microscopic bioluminescent

번쩍번쩍 옅은 푸른빛을 내는데, 프로펠러의 기계적인 교란 또

organisms in the water, whose luciferin reaction is stimulated by

는 해변에 부딪치는 파도가 이들의 루시페린 반응을 자극하기

the mechanical disturbance of the propeller, or waves smashing

때문이다.

into the beach.
Most deep water fishes have light organs, thought to be used for

대부분의 심해어들에는 발광 기관이 있으며, 이는 종의 인식과

species recognition and defense. In fact 42 families of fishes have

방어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42개 과의 어류가 빛

been documented to produce light. The fish does not produce the

을 생성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류는 빛 자체를

light itself however. The light is produced by bacteria living in

생성하지 못한다. 어류의 몸에 있는 어떤 기관에 사는 박테리아

the series of organs on the fish’s body. A shallow water example

가 빛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해어가 아귀의 일종인 플레

of this is the Plainfin Midshipmen, Porichthys notatus . In the

인핀 미드십멘(Plainfin Midshipmen, Porichthys notatus )이다.

adjacent photograph you can clearly see the series of light organs

아래 사진에서 몸통과 머리의 측면에 있는 측선을 따라 발광

An example of a deepwater anglerfish. Note the lines of light producing
glands on the body and the long fishing rod with light producing lure at
its tip. Prey drawn to the light find themselves right in front of the fishes
huge mouth (photo courtesy of internet commons).
Crashing waves often stimulate bioluminescent organisms to light up (photo by Scott McGee).
몰아치는 파도는 종종 생체발광 생물들을 자극하여 빛을 내게 한다(사진 Scott McGee).

심해어인 아귀다. 몸에 발광 샘들로 이루어진 줄이 나 있고 끝에 발광 미
끼가 달린 긴 낚싯대가 있다. 빛에 이끌린 먹이는 아귀의 거대한 입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된다(사진은 인터넷 공용 정보의 허가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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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lateral lines on the side of the body and head. Each of

기관들이 뚜렷이 보인다. 구슬 모양의 기관들에는 물고기로

the bead shaped organs contains bacteria which bioluminescence upon

부터 자극을 받으면 생체발광을 하는 박테리아가 들어 있다.

triggering from the fish.
Ctenophores, or comb jellies, look like they produce light when

빗해파리는 번쩍이는 무지갯빛을 현란하게 발할 때 빛을 생성

giving off their brilliant display of glistening rainbow colors, but they

하는 것처럼 보이나, 빛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무지갯

are not producing this light. The rainbow is actually produced when

빛은 빗해파리에 닿는 빛이 섬모들로 이루어진 빗 모양의 줄

light striking the jellylike animal is refracted off the rows of cilia,

(때로 크텐[ctene]이라고 함)에 반사될 때 생성된다. 빗해파리

sometimes referred to as ctene. This is just one of many examples of

는 빛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빛을 반사

species that appear to produce light but actually are just reflecting it.

하는 많은 종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Another example of refraction of light in the ocean is the phenomenon

해양에서 빛이 반사되는 또 다른 예가 모래 바닥에 빛 패턴을

that creates light patterns on a sandy bottom, when rays of incoming

생성하는 현상이다. 이는 유입되는 태양광선이 굴절되어 바닥

sunlight are bent forming a network pattern on the bottom.

에 망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다.

Pyrosomes are free floating colonial tunicates. Most species are

불우렁쉥이(pyrosome)는 부유하는 군체 멍게다. 대부분

brightly bioluminescent producing flashing pale blue-green light

의 종들이 밝은 생체발광을 해서 번쩍이는 옅은 청록색 빛

Plainfin Midshipmen, Porichthys notatus in the eastern Pacific with the series of light
organs on their body.
동태평양에서 서식하는 플레인핀 미드십멘(Plainfin Midshipmen, Porichthys notatus )은 몸에

Light patterns formed as rays of sunlight bent by the surface waves (photo by Dave
Behrens).
태양광선이 표면파에 의해 굴절되면서 형성된 빛 패턴이다(사진 Dave Behrens).

일련의 발광 기관들을 지니고 있다.

❶
❶❷

Ctenophores refract light with their rows of cilia, much like a light beam is
refracted as it hits a prism.
빗해파리는 섬모들로 이루어진 빗 모양의 줄로 빛을 반사하는데, 이는 광선이
프리즘에 닿으면서 반사되는 경우와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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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that can be seen for quite a distance. The name Pyrosoma comes

을 생성하고 이 빛은 꽤 먼 거리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피로소마

from the Greek fire (pyro ) body (soma ). Pyrosomes are closely

(Pyrosoma )란 이름은 그리스어 불(pyro )과 몸체(soma )에서 유래한

related to salps, and are sometimes called "fire salps." Divers

다. 불우렁쉥이는 살파류(salps)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때로 ‘불

are occasionally treated to amazing light shows of specimens

사파류’라고 불린다. 다이버들은 간혹 어두운 밤에 발광하는 종이

luminescing on dark nights.

펼치는 굉장한 빛 쇼를 구경하기도 한다.

Pyrosomes often exhibit waves of light passing back and forth

불우렁쉥이는 종종 군체를 통해 이리저리 지나가는 빛의 파동을

through the colony, similar to the shimmering rainbow color the

보여주며, 이는 빗해파리의 섬모들에서 어른거리는 무지갯빛과 비

ctenophore cilia. Each zooid on the pyrosomes body is packed

슷하다. 불우렁쉥이의 군체를 이루는 각 개체는 세포내 발광 박테

with luminescent intracellular bioluminescent bacteria. The

리아로 들어차 있다. 빛의 파동은 기계적 자극에 반응해 일어나는

waves of light are thought to be caused in response to mechanical

것으로 생각된다.

stimulation.
Jellyfish bioluminescence is today the most famous of all

해파리의 생체발광은 녹색 형광 단백질(GFP)의 발견으로 오늘

bioluminations with the discovery of “GFP” or green fluorescent

날 전체 생체발광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를 발견한 일본인들은

protein, which has led to the 2008 “Nobel Prize” for its Japanese

2008년 노벨상을 받았다. 이 생체발광 화학물질은 파랑에서 자외

discoverers. This bioluminizing chemical exhibits bright green

선에 이르는 파 범위의 빛에 노출되면 밝은 녹색 빛을 낸다. 녹색

light when exposed to light in the blue to ultraviolet wave range.

형광 단백질은 ‘보고 유전자(reporter gene)’로 활용될 수도 있는

Green fluorescent protein may be used as a “reporter gene” where

데, 암 연구에서 이 단백질은 시험 동물의 장기 및 세포에서 약물

in cancer research it has been shown to bind with and follow drugs

과 결합해 그 약물 및 대사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d metabolic processes in test animal organs and cells.
Siphonophores, the most well known is the Portuguese Man of

고깔해파리(Portuguese Man of War)로 대표되는 관해파리는 해

War, are strange colonial jellylike organisms. These too produce

파리와 유사한 이상한 군체 생물이다. 관해파리도 빛을 생성하나,

light, but like several other specialized predators, they produce

기타 여러 특수한 포식자들처럼 2가지 서로 다른 색깔(빨간색과

two different colored lights (red and blue) thought to be use for

푸른색)의 빛을 생성하고 이러한 빛들은 서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

different purposes. Although more research is necessary to be

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확실해지겠지만, 관

certain, red light produced by these creatures is thought to be used

해파리가 생성하는 빨간색 빛은 먹이를 유인하는 데 활용되는 것

to lure prey.

으로 추정된다.

Colonial tunicates, like this Pyrosome , are capable of producing waves
of flashing light across the colony.

The chemical responsible for the green fluorescent light produced in these jellyfish is being used in
medical research.

사진의 불우렁쉥이처럼 군체 멍게는 군체를 가로질러 번쩍이는 빛의 파동을

사진의 해파리에서 녹색 형광 빛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은 의학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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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ic Clam, shown in our first photos, above, is one of the

첫 번째 사진에서 본 전기 조개는 빛을 사용하는 가장 멋진 동물의

most amazing light users putting on a real light show for divers

하나로, 동굴 안에서나 바위 턱 아래에서 마주칠 정도로 운 좋은 다

lucky enough to come across one in a cave or under a ledge.

이버들에게 굉장한 빛 쇼를 펼친다. 다이버들이 보는 빛은 화학적

The light seen by divers is actually reflected ambient light, not

으로 생성된 생체발광 빛이 아니라, 실은 반사된 환경광(ambient

chemically produced bioluminescence. The light is reflected

light, 간접광)이다. 빛은 조개 외투막의 조직에 있는 섬모 미세구

off of silica micro-spheres in the tissue of the clam’s mantle.

(microsphere)들에서 반사된다. 외투막이 열리고 닫히면서 이러한

Opening and closing of the mantle creates the flash phenomenon.

섬광 현상이 일어난다.

Now the question is what are the flashes for? There must be

그렇다면 섬광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a reason for this. Every process in nature has one. Animals

있어야 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다. 동물

simply do not spend energy on a process without some

은 어떤 유익한 혜택 없이 그저 어느 과정에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

benefit. Could this be a defense mechanism? There is no

는다. 이는 방어하는 기전일 수 있을까?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 없

evidence to support this.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Since

다. 당신의 추측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조개는 여과

the clam is a filter feeder it is certainly not a prey attraction

섭식동물이므로 아귀 위에 있는 발광 기관처럼 먹이를 유인하는 기

mechanism like the light organ on the anglerfish. This whole

전은 분명 아니다. 이 모든 생각에 나는 골치가 아프다.

thing gives me a headache.

❶

❷

❶❷❸

Siphonophores are actually a
community of several different
types of organisms, working
cooperatively as a single
species.
관해파리는 사실 여러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공동체를 이루
어 하나의 단일 종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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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ibranchs are the other mollusk group that produces light. While

나새류는 빛을 생성하는 나머지 연체동물이다. 작은 교란만으로

a small disturbance is enough to cause Plocamophorus, Kaloplocamus

도 플로카모포루스(Plocamophorus ), 칼로플로카무스(Kaloplocamus )

and Kalinga to give off pulses of light from their large notal

및 칼링가(Kalinga )는 등에 있는 큰 돌기들로부터 빛의 파동을 일

papillae, no one knows the mechanism producing the light.

으키지만, 그러한 빛을 생성하는 기전은 아무도 모른다.

The pelagic nudibranchs, Phylliroe and Cephalopyge feed on

표영성 나새류인 필리로에(Phylliroe )와 세팔로피게(Cephalopyge )는

siphonophores and jellies. These are crazy looking critters that look

관해파리와 해파리를 먹이로 한다. 이들은 괴상하게 생긴 생물로

like a fish with long rhinophores, and swim like a fish, but they

긴 후각돌기가 있는 물고기와 비슷하고 물고기처럼 유영하나, 실

are indeed mollusks. Juveniles of Phylliroe are found commonly

은 연체동물이다. 필리로에의 유생은 해파리인 잔클레아(Zanclea )

feeding on the bell of the jellyfish, Zanclea . Both also produce

의 반구체 부분을 먹는 모습이 흔히 관찰된다. 역시 둘 다 빛을

light. Its light is said to be exceptionally bright and beautiful,

생성한다. 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 빛은 유난히 밝고 아름답다

though few have seen it.

고들 한다.

Referred to by fellow divers as “the Alien ” this amazing dorid
nudibranch has large light producing organs on its lateral
notal papillae. Biologists are still trying to determine how they
function and what benefit do they provide?
동료 다이버들이‘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사진 속의 멋진 도리드 나
새류는 외측 등의 돌기들에 큰 발광 기관이 있다. 생물학자들은 아직
도 그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무슨 혜택을 제공하는지 모른다.

❶

❶❷

Plocamophorus (left) and Kaloplocamus (right) have light
producing glands at the ends of large papillations on
the notum.
플로카모포루스(Plocamophorus , 왼쪽)와 칼로플로카무스
(Kaloplocamus , 오른쪽)는 등의 큰 돌기들 끝에 발광 샘을
지니고 있다.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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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deepwater squid and octopus maintain light
organs in pits on the body. Like the species above
these organs contain bioluminescent symbiotic
bacteria.
많은 심해 오징어 및 문어는 몸의 오목 부위들에 발광
기관이 있다. 앞서 살펴본 종들처럼 이들 기관에는 공
생하는 생체발광 박테리아가 들어 있다.

Bobtail squid, of the genus Euprymna , spend most
of their lives hiding, buried just under the surface
❶

of sandy bottoms. When they do emerge to feed
and mate, they avoid predators by producing light
which hides their silhouettes from these wanton
hunters. Like other invertebrates the light is
produced by bioluminescent symbiotic bacteria,
maintained in a butterfly shaped light organ in the
gill cavity. A light sensing organ on the back of
the eye is used to determine just how much light
the squid should emit to maintain its disguise. The
squids ink gland is used like a cameras shutter to
regulate how much light this is.
유프림나(Euprymna ) 속에 속하는 짧은 꼬리 오징어

❷
❶❷

Phylliroe and Cephalopyge are another example of a light producing nudibranchs
(photos by Fabien Michenet).
필리로에(Phylliroe )와 세팔로피게(Cephalopyge )는 발광 나새류의 또 다른 예다(사진 Fabien Michenet).

(Bobtail squid)는 삶의 대부분을 모래 바닥의 표면 아
래에 숨어서 보낸다. 먹이를 먹고 짝을 짓기 위해 부상
할 때에는 빛을 생성해 무자비한 포식자들로부터 자신
의 윤곽을 감춤으로써 포식자들을 피한다. 기타 무척
추동물들처럼 빛은 공생하는 생체발광 박테리아가 생
성하며, 이들 박테리아는 아가미 강에 있는 나비 모양
의 발광 기관에 들어 있다. 눈의 뒤쪽에 있는 감광 기
관은 오징어가 자신의 변장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얼마
만큼의 빛을 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
한 오징어의 먹물 샘은 카메라 셔터처럼 빛의 양을 조
절하는 데 활용된다.

Several species of deepwater squid house symbiotic bioluminescent bacteria in pits on their mantle.
여러 종의 심해 오징어는 외투막의 오목 부위들에 공생하는 생체발광 박테리아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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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❶❷

Bobtail squid capture free swimming bacteria and sequester them in a special organ in their gill cavity. The bacterial supply requires constant replenishment as cells die-off.
짧은 꼬리 오징어(Bobtail squid)는 유영하는 박테리아를 포획해 아가미 강에 있는 특수 기관에 격리한다. 박테리아의 보급은 세포가 사멸하므로 끊임없이 보충해주어야 한다.

It is interesting to wonder why light production, and reflective

빛을 생성하거나 반사해 사용하는 일이 왜 해양에서만 그것도 물고

use has evolved only in the oceans and aside from fish, only

기를 제외한 하등동물에서만 진화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흥미롭다.

in lower animals. Where bioluminescence occurs among

생체발광이 생물 종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은 특정 계통발

groups of organisms, it follows no particular phylogenetic or

생학적 또는 해양학적 추론을 따르지도 않는다. 생성되는 빛의 기

oceanographic reasoning. The function of the light produced can

능은 단지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그건 먹이를 유인하거나, 자신

only be speculated about. Is it to lure prey, seek members of their

의 동료 종을 찾거나, 혹은 무자비한 포식자에게 경고하거나 그들

own species, warn and/or confuse wanton predators? Serious

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일까?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scientific experimentation would be needed to come up with

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엄밀한 과학적 실험이 필요하다.

conclusive evidence of what is actually happening here. Until

그때까지 우리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then we can only wonder.

케빈 리(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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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Indonesia

Bali

인도네시아 발리섬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A.B. LEE

발리섬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최고이다. 발리섬의 다이빙 사
이트는 섬을 중심으로 남동지역과 북서지역으로 크게 2개 권
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발리의 남동지역으로는 사누르
(Sanur), 파당바이(Padang Bai), 칸디다사(Candi Dasa), 투람벤
(Tulamben), 아메드(Amed, 또는 세메룩), 페니다섬(Penida) 등
에 다이빙 사이트가 분포되어 있다.
우선 발리섬 남동지역의 다이빙은 첫째로 꼽는 툴람벤
(Tulamben)에 있는 USAT Liberty Wreck(리버티렉, 난파선 포인
트)이다. 이곳은 발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장소중에 하나
이며, 접근이 쉽고 풍부한 해양생물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아
메드(Amed)는 연산호로 덮인 웅장한 절벽이 유명하고, 세라야
시크릿(Seraya Secrets)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누사
렘봉안(Nusa Lembongan)과 누사 페니다(Nusa Penida)섬 주
변에는 조류 다이빙과 잘 발달된 산호, 멋진 바다 해파리, 만타레
이(Manta Ray), 몰라몰라(MolaMola) 등을 볼 수 있다.
발 리의 북 서 지 역 은 멘 장 안 섬 ( M e n j a n g a n ) , 페 무 테란
(Pemuteran), 로비나(Lovina) 등에 분포되어 있다. 멘장안섬
(Menjangan)에는 장엄한 슬로프와 월다이빙이 가능하고 피그미
해마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Secret Bay, PJ와 같은 사이트에서
는 희귀하고 신비로운 해양생물을 볼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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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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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덴파사르 지역

1

신화의 섬,

발리(Bali)

신화의 섬, 발리섬(Bali)은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군도(17,508개) 중에 자바섬

인도네시아 정보

(Java)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크리스트어로 ‘제물의 섬’이란 뜻으로

시차

섬 자체가 신(神)의 선물이라고 할 만큼 이색적인 생활양식과 독특한 전통문

발리섬의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화를 간직하고 있다. 더구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지구상의

전기

마지막 낙원’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양 최대의 관광지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위한

로 호평을 받고 있다.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발리섬은 대부분 지역이 자바 섬 중부산맥의 연장 부분인 산악지대로 이루

비자

어져 있으며 최고봉은 해발 3,142m 높이의 아궁산(Gunung Agung) 또는 발

기본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입국할 때 미국비자

리봉이라고 부르는 산이다. 발리섬의 크기는 총 면적은 5,633㎢이고, 폭은

가 필요 없어도 가능한 비자 면제 지역이다.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무비자

150km로 제주도보다 3배 정도 크다. 이 섬의 총 인구는 약 3백만 명이며, 인

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로 늘어나고 H-2B 취업 비자를 무제한으

도네시아는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인데 비해 발리는 주민의 90% 이상
이 힌두교를 믿는다. 따라서 발리는 인도네시아 중에 매우 다른 문화와 성격

로 발급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또는 미국령에 입국하려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미국입국신
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비자가 면제된다.

을 지니고 있다.
발리섬은 사바나 기후에 속하며, 계절은 북서계절풍이 부는 우기(10~3월)와
남동계절풍이 부는 건기(4~9월)로 뚜렷하게 나뉜다. 우기에는 하루에 2~3
시간 스콜이 내린다. 심할 때에는 30c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도 있다. 연중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고, 연간 최저평균기온은 약 24℃, 최고평균기온은 약

발리에서의 주의사항
•	발리인은 머리는 영혼을 담는 곳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
지지 말아야 한다.
•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므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나 악수를 할 때는 오
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31℃, 또, 평균 습도는 약 78%로 덥고 습도도 높지만, 체감기온은 바다 바람

•	대화중에 허리에 손을 대지 말자. 이곳 사람들은 화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에 의해 훨씬 부드럽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거의 느껴지

•	발리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에 돼지고기를 권하지 말자. 종교적 특성상 돼지

지 않을 정도로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연중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
기 중 한낮의 최고기온이 34도 이상을 웃도는 뜨거운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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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먹지 않는다.
•	발리인들은 과한 음주를 싫어한다.

발리섬으로 가는 방법

인천공항

인천에서 발리까지 대한항공 직항편이 취항
하여 훨씬 편하고 경제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발리의 직항노선인 대한항공의

7시간 소요

자카르타

경우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수라바야

발리

덴파사르
(응우라라이 공항)

Mandara 고속도로 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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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의 다이빙 환경

발리섬의 다이빙 사이트는 섬을 중심으로 남동지역과 북서지역으로 크게 2

발리의 북서지역은 멘장안섬(Menjangan), 페무테란(Pemuteran), 로비나

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Lovina) 등에 분포되어 있다.

발리의 남동지역으로는 사누르(Sanur), 파당바이(Padang Bai), 칸디다사

멘장안섬(Menjangan)에는 장엄한 슬로프와 월다이빙이 가능하고 피그미해

(Candi Dasa), 투람벤(Tulamben), 아메드(Amed, 또는 세메룩), 페니다섬

마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Secret Bay, PJ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희귀하고

(Penida) 등에 다이빙 사이트가 분포되어 있다.

신비로운 해양생물을 볼 기회를 제공한다.

발리섬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최고이다. 우선 발리섬 다이빙은 첫째로 꼽
는 툴람벤(Tulamben)에 있는 USAT Liberty Wreck(리버티렉, 난파선 포인
트)이다. 이곳은 발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장소 중에 하나이며, 접근
이 쉽고 풍부한 해양생물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아메드(Amed)는 연산호
로 덮인 웅장한 절벽이 유명하고, 세라야 시크릿(Seraya Secrets)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누사 렘봉간(Nusa Lembongan)과 누사 페니다(Nusa Penida)섬 주변에는
조류 다이빙과 잘 발달된 산호, 멋진 바다 해파리, 만타레이(Manta Ray),
몰라몰라(MolaMola)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의 경사면은 깨끗한 산호초로
덮여 있다.
렘봉안섬의 다이빙 보트

Menjangan

Menjangan

Pemuteran
Puri Jati

Lovina
Tlanyar

Secret Bay

Tulamben

Kubu
Tulamben
Scuba Seraya

Amed

Amed

Gili Selang

Candidasa
Padangbai

Gili Blaha

Gili Tepekong
Padangbai
Gili Mimpang

Blue Corner

Denpasar

Sanur

Nusa 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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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ur

SD

Ped

Tuga

Sampalan
Karangsari
Suana
Semaya
Crystal Bay Nusa Penida
Malibu Point
Batu Abah
Manta Point

Nusa Lembongan
Nusa Ceningan

다이빙 시즌 및 기후

발리의 다이빙 센터

날씨만 보면 건기인 4~10월 사이가 발리를 여행하기 가장 좋다. 11~3월은 우기

사파리

인데 이 기간은 매우 습하며, 대부분 구름이 끼어있고, 비도 많이 내린다. 하지만

• Atlantis Bali Diving http://www.atlantis-bali-diving.com/

여행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남동지역의 다이빙샵

발리섬의 다이빙 시즌은 연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비교적 좋은 다이빙

• BINTANG DIVERS http://www.bintangdivers.com/

시즌은 6~9월인데 베스트 시즌은 8~9월이다. 또한 몰라몰라를 볼 확률이 높은

• Blue Season Bali http://www.baliocean.com/en/

시기는 8~10월이다. 발리섬에서 다이빙을 위해서 웨트슈트는 3~5mm 추천한다.

• Bali Divng http://balidiving.com/
• Bali International Diving Professionals
http://www.bidp-balidiving.com/

다이빙 방법
발리섬의 다이빙 방법은 리조트에서 숙식과 다이빙을 하는 방법과 호텔에서 묵으
면서 인근 다이빙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파당바이
• OK Divers Resort & SPA http://www.okdiversbali.com/

발리섬에는 수도격인 덴파사르(Denpasar) 국제공항 근처에 다이빙샵은 물론 호
텔과 상가들이 몰려있다. 이곳에 주로 다이버를 비롯한 일반 관광객이 머물게 된
다. 그러나 다이버들에게는 많은 샵 중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는
용이하나, 이 지역에서 주요 다이빙 사이트까지의 이동거리가 꽤 멀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도 자동차로 최소한 편도 2시간 정도 걸리고 4시간 이상 소
요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최고의 사이트가 산재돼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리조트
에서 머물며 다이빙도 즐기고 조용한 최상급 숙박시설의 서비스를 만끽하며 지내
다오는 것아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발리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는 남동 지역에
몰려있다. 이 지역의 중심인 파당바이(Padang Bai)나 칸디다사(Candi Dasa) 지역
에 머무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Tepekong
섬과 Gili Mimpang Reef 포인트는 대형 물고기와 상어 서식지로 유명하다. 우선
발리하면 첫째로 꼽는 Liberty Wreck(난파선 포인트)이 3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개복치(MolaMola) 출현 지역이자 조류다이빙으로 유명한 페니다섬(Penida)과 렘

북서지역의 다이빙샵
• Blue Season Bali http://www.menjangan-diving.com/
• Menjangan Island Diving & Snorkeling Spot
http://www.pemuteranwestbali.com/
• MIMPI RESORT MENJANGAN https://www.mimpi.com/menjangan/

봉안섬(Lembongan)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
만약 발리섬의 북서지역에 위치한 맨장안섬(Menjangan)이나 주변 지역의 다이
빙을 위해서는 숙소나 다이빙샵을 북서쪽에 있는 곳에 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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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의 다이빙 사이트

발리의
남동지역

사누르(Sanur)
사누르 앞의 산호초에는 4개의 다이빙 사이트가 있는데, 이들은 채널 포인트(Channel
Point), 사누르 베이(Sanur Bay), 펜조르 리프(Penjor Reef) 및 젤라디 빌리스(Jeladi
Wilis)가 있다. 사누르 지역의 다이빙에서 가장 큰 특징은 큰 모래로 된 해변이 있고,

Denpasar

멋진 다이빙 사이트가 해안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다. 그래서 모든 다이빙에서 볼
Jeladi Wilis

Sanur

수 있는 갯민숭달팽이, 문어, 너스샤크와 가오리 등의 큰 생물들을 볼 수 있다.

Sanur
Penjor Reef
Channel Point

젤라디 윌리스(Jeladi Wilis)·Jaya de Willis
이곳은 간단하고 조용하다. 20m까지 슬로프로 되어 있고, Sting Ray, Octopus,
scorpion fish, Nudibranches 등을 볼 수 있다.

사누르 베이(Sanur Bay), 펜조르 리프(Penjor Reef), 채널 포인트(Channel Point)
Sanur Bay는 다이빙 교육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산호초 슬로프가 넓은 모
래밭까지 이어져 있다. Penjor Reef는 건강한 산호와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접
사 피사체가 풍부하다. Channel poin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이브 사이트는 채
널에 있다. 산호초는 커다랗고 모래가 많은 해저에 이르는 채널 가장자리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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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의
남동지역

파당바이(Padang Bai)&캔디다사(Candi dasa)
파당바이(Padang bai)
파당바이는 작고 바쁜 어촌 마을이다. 그 모래사장은 다이버들에게
편리한 곳이다. Padangbai에서의 다이빙은 많은 매크로로 가득 찬
건강한 산호초가 있는 다양한 다이빙 사이트를 제공한다. 가장 인

Candidasa
Jepun

Padangbai
Bias Tugal
White Beach

기있는 다이빙 사이트는 Jepun, Drop Off, Blue Lagoon, Silayukti
Gili Blaha

Gili Mimpang
Gili Tepekong
Blue Lagoon
Padang Bai Channel

Point, Ferry Channel, Bias Tugal, Jetty 또는 Secret Jepun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은 Oriental sweetlips, Moray eels,
Napoleon wrasses, Trevalies, Jackfish, Tunas, Crocodilefish,
Frogfish, Cuttlefish, Sharks, Turtles 등이다. Ornate and Robust
ghost pipefish, Leaf scorpion-fish, Pygmy sea-horses,
Nudibranche, Rhinopias, Zebra crabs 등의 작은 생물들도 볼 수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White-tip and Black-tip reef sharks,
Nurse and Wobbegong sharks 등을 볼 기회가 있다.

떼페콩섬(Tepekong Is.)
칸디다사(Candidasa) 해변으로부터 보트로 십여 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으로 전체적으로 수심이 완만하며 최대 수심도 40m
정도이다. 섬으로 시작하여 계단식으로 절벽이 이루어져 있고 수
심 30m에서부터는 모래밭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커다란 벽, 협
곡, 작은 동굴, 멋진 해류와 멋진 경산호, 연산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곳 다이빙에서 White tip reef sharks, Eagle rays, Barracudas,
Napoleon wrasses, Trevalies, Jackfish, Tunas 등을 볼 수 있고, 그
리고 운이 좋으면 몰라몰라(MolaMola)를 볼 수도 있다.

Gili Mimpang(Batu Tiga라고도 함)
Gili Mimpang은 큰 바위 3개와 작은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Padang Bai와 Candidasa 사이의 Amuk Bay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지형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산호초와 큰 부채산호들로 덮
인 큰 바위로 가득하다. 이곳에는 Blue spotted rays, Napoleon
wrasse, Moray eels, Trevalies, Jackfish, Tunas, White tip reef
sharks, Mackerels 등을 볼 수 있고, 5월에서 11월에 MolaMola가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비하 슬로프(Biaha Slope)
길리비아(Gili Biaha)는 바위가 많은 섬으로 테펙콩섬(Tepekong)에
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파른 드롭
오프 리프이다. 울퉁불퉁하고 계단식 암초 벽의 끝은 블루홀로 이
어진다. 이곳에서는 블루홀 벽의 돌출부 아래에서 리프상어가 볼
확률이 높으며, 내부의 크랙 사이에 많은 바닷가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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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의
남동지역

페니다섬(Penida Is.)
렘봉안섬에 있는 다이빙 리조트

Jack-Point/Sakenan Mangrove
Blue Comer/
Ental Point

- http://www.world-diving.com/

Toyapakeh
SD Ped

Jungut Batu

Nusa Lembongan
Nusa Ceningan

• World Diving Lembongan

Ceningan Channel

Tuga

• MolaMola House Lembongan

Sampalan

- http://molamolalembongan.com/

Ceningan Wall
Karang Sari

Gamat Bay

Crystal Bay

Suana

Nusa Penida

Semaya

페니다섬은 발리 남부의 누사두아(Nusa Dua)나 사누르(Sanur)에
서 출발하면 34km의 거리이고, 파당바이(Padangbai)에서 출발하
면 17km의 거리에 있다. 페니다섬은 해변을 따라서 전형적인 어촌
이 자리 잡고 있는 섬으로 약 4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

Batu Talen

Malibu Point

름다운 해변이 길게 이어져 있고, 리조트 등의 관광시설이 갖추어
져 있어 일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이곳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

Batu Meling

Batu Abah

Manta Point
Lama

Batu Lumbung
(Manta Point)

거나 마을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보고 돌아간다. 페니다섬(Nusa
Penida)은 렘봉안섬(Lembongan)과 세닝안섬(Ceningan) 두 개의
부속 섬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섬들은 유인도이며 렘봉안섬과 세닝

Sekartaji

안섬은 썰물 때 수위가 낮아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으며,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두 섬 사이의 거리는 수백 m이다. 렘봉안섬의 크기
는 길이가 4Km 정도이다.
페니다섬의 다이빙은 주로 조류 다이빙의 형태이다. 페니다섬의 다
이빙은 힘들고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세차며 매우 불규
칙한데다가 상승조류까지 있어 예측을 불허한다. 또한 상승조류를
만나면 수온이 매우 차갑다. 상승조류가 없다 해도 수온약층이 수
시로 나타난다. 특히 페니다섬과 세닝안섬 사이의 해협이 더 난조
를 보인다. 그런데도 다이빙 사이트는 이 해협에 더 많이 몰려있다.
다이빙 진행 방향과 조류의 방향이 일치할 경우는 최고의 조류 다
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조류가 가장 심하고 불규칙한 곳은 페
니다섬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세닝안섬과 렘봉안섬 사이이다. 이곳

월리스 라인(Wallace Line 또는 Wallace's Line)

은 수심 50m까지는 계단식의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수심은
월리스 라인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사이를 가르는 가상의 선이다. 선의
서쪽에서는 아시아에 서식하는 동물만 발견되며, 동쪽에서는 아시아 및 오세
아니아의 동식물이 발견되는 등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

600m까지 이어진다.
페니다섬의 물속 지형은 해변 쪽에 8~12m 수심권에 평평한 산

한 대표적인 인물은 앨프리드 월리스(Alfred Wallace)이며, 명칭도 이를 기려

호밭이 있고 대형 사슴뿔(Stag horn)산호 필드가 압권이다. 그 밖

붙여진 것이다.

으로 30m 수심까지 가파르다가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600m 수심
까지 이어진다. 페니다섬의 유명한 볼거리는 회유성 어족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타레이, 참치, 잭피쉬뿐만 아니라 개복치

월리

스

라인

(Mola-Mola 또는 Sun fish)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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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포인트(Sekolah Dasal Point)

블루코너(Blue Corner)

페드 포인트(Ped Point)
삼파란 포인트(Sampalan Point)

블루코너(Blue Corner)는 수심 약 24m의 지점에 테라스가 있는 슬로프이

세 포인트는 모두 연결된 구간이며 수중의 특성도 모두 비슷하다. 해변도

Trevalies, Barracudas, MorayEel 등과 Manta Ray를 볼 수 있고, 드물게는

모두 낮은 육지로 되어 있고 전체가 거의 일직선 해변이다. 한 번의 다이빙

몰라몰라(Molamola)를 볼 수도 있다.

다. 이글레이, 스폿티드스팅레이, 튜나, 상어,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상어,

으로는 이곳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길게 늘어선 사이트로 다이빙 시작하는
곳의 지명을 붙여서 나누어 놓은 것이다. SD 포인트의 시작하는 곳에 아주

토야파케(Toyapakeh)

작은 초등학교가 있다. SD(Sekolah Dasal)도 초등학교 이름의 머리글자이

토야파케(Toyapakeh)는 세닝안 해협의 강한 물살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며 Ped와 Sampalan도 섬의 지명이다. 수중의 지형은 10m 이내는 평평한

다이빙 사이트로 페니다섬 최고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이며 Padangbai에

산호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으로는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져 있다. 이

서 보트로 20분 거리에 있다. 약 10m 수심에서 조류와 함께 드리프트 다이

슬로프는 지역에 따라 작은 직벽과 절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슬로

빙을 하면 많은 Sweetlips가 있는 보미(Bommies)가 나타나고 가끔은 나폴

프는 수심 40~50m에서 모래밭과 만난다. 슬로프를 따라 잘 발달된 연산

레옹피쉬와 바다거북을 볼 수 있고, Jackfish와 Batfish를 포함한 물고기 무

호와 경산호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부채산호와 항아리산호들이 어우러

리가 나타난다. 경사면에서 더 깊숙한 곳에서는 몰라몰라(Molamola)를 포

져 멋진 광경을 연출한다. 수심 30m 정도의 모래밭에서는 가오리와 상어

함한 더 큰 원양 어류를 볼 기회가 있다. 이곳의 조류는 종종 북동쪽으로

등이 자주 목격된다.

향하기 때문에 쉽고 쾌적한 조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얕은 물과
깊은 물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깊이를 달리할 때 다

말리브 포인트(Malibu Point)

이빙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곳에서는 리본일, 오랑우탄게 및 누디브랜

Penida섬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적으로 조금 나은 가시성을

치와 같은 작은 생물 등도 볼 수 있다.

제외하고는 물밑 상황은 북쪽 해안과 아주 비슷하다. 이곳의 조류는 북쪽
보다 훨씬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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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털 베이(Crystal Bay)

몰라몰라(Mola Mola)

크리스털 베이는 발리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 중 하나로 렘

몰라몰라(Mola Mola)는 라틴어 이름이며, 우리말로는 ‘개복치’라고 한다. 이는 ‘맷돌’이라는 뜻

봉안섬과 페니다섬 사이를 흐르는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는

으로, 둥글고 납작한 물고기의 모습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개복치는 경골어류 중에서는

지역으로 배들이 닻을 내려 머무는 곳이다. 안쪽은 모래지형
이나 조금만 돌아 나오면 깊은 수심으로 이어지는 직벽으로

몸집과 뼈대가 가장 큰 물고기이다. 기록으로는 몸무게가 2.2톤 이상, 몸길이는 3.3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 신비한 물고기로 생김

연결되며 얕은 수심의 산호와 바슬렛피쉬 무리가 아주 아름

새가 무척 특이하다. 몸은 크기가 매우 크고 납작하고 넓으며 배지느러미가 없고 눈과 아가

다운 곳이다. 크리스털 베이 앞에 있는 작은 섬 뒤로는 하늘

미가 작으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매우 크고 특이하게 생겼다. 입은 새의 부리 모양

로 열려 있는 수중 동굴이 있어서 동굴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으로 매우 단단하다.
또한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어류이기도 한데 한 번에 3억 개가 넘는 알을 낳는다. 그러나 생존

있지만 파도와 조류의 상황에 따라 동굴로 진입할 수 없는

율은 거의 없어 이 3억 개가 넘는 알들 중에 성체가 되는 개체는 1~2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경우가 많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몰라몰라 클리닝 스테이

치어는 외관상으로 작은 복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성어와는 매우 다르다.

션(Molamola Cleaning Station)이다.

그러나 큰 몸집에 비해 성격은 순하고 둔하기까지 한다. 따뜻한 바다에 사는 몰라몰라는 바다
깊이 중간쯤에서 헤엄쳐 다니다가 날씨가 맑고 파도
가 없는 날이면 바다 위로 올라와 긴 등지느러미를

몰라몰라 클리닝 스테이션(Molamola Cleaning Station)

물 위로 내놓고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이 때문에 상
어로 착각하기도 한다. 또는 옆으로 드러누워 둥둥

크리스털 베이는 거대한 몰라몰라를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떠서 햇볕을 쬐며 일광욕을 즐기거나 잠을 자기도 한

장소 중 하나인 명성 높은 다이빙 사이트이다. 6~10월 사이에 이

다. 이런 습성 때문에 ‘Sun Fish’라는 영어 이름이 붙

곳에서 몰라몰라를 볼 확률이 가장 크다. 여름이면 심해의 찬물

었다. 또 움직임이 재빠르지 못해 입으로 흘러들어

을 타고 올라오는 곳으로 몰라몰라를 볼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오는 작은 물고기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등을 먹

많이 타는 생물이라 따라가면 도망가니 유의해야 한다. 몰라몰라

고 사는데, 먹이로 해파리를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가 나오는 여름 시즌 동안은 수온이 낮을 때는 20~22℃로 최소

이들 대부분은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

5mm 웨트슈트가 필요하다.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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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 포인트(Manta Point)

만타레이(Manta Ray, 대왕쥐가오리)

만타 포인트는 페니다섬 남서쪽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로 파도가 높

영어 명칭은 ‘자이언트 만타레이(Giant manta ray)’ 또는 ‘자이언트 오세닉 만타

은 겨울 시즌에는 다이빙을 할 수 없는 날이 많다. 바닥 수심이 약 18m

레이(Giant oceanic manta ray)’이며, 여기서 ‘만타(Manta)’란 단어는 스페인어

정도이고 조류가 세고 항시 서지가 있어 모랫바닥에 물결무늬를 만들
어 놓았고, 그 골짜기마다 스팅레이 무리들이 보인다. 섬 왼쪽 코너 안
쪽으로 수심 약 5m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
이션(Manta-Ray Cleaning Station)으로 이곳에서 만타가 청소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로 모포 양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왕쥐가오리의 신체에 양탄자 같
이 넓은 가슴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붙여진 것이다.
만타레이는 가오리류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종이다. 평균 날개 너비는
3~4.5m, 평균 몸무게는 약 1톤 정도 나가며, 최대 크기의 개체는 날개 너비가
7m, 몸무게가 2톤씩 나간다. 입은 뻥 뚫려 있는 형태로, 매우 작은 이빨이 달려
있다. 입의 양쪽 끝에는 기다란 머리지느러미가 달려 있는데 대왕쥐가오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먹이를 입 주위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다란 꼬리에는 다른 가오리에는 있는 독가시가 없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열
대 지역과 온대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해 있다.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Manta-Ray Cleaning Station)
클리닝 스테이션은 클리너 피쉬(Cleaner Fish)들이 군락을 지어 살고 있는 지
역으로, 만타레이를 포함하여 많은 생물들이 기생충 및 해로운 이물질 제거
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장소이다. 피딩 스테이션과는 다르게, 매우 느린 움직
임을 보이며 입과 머리뿔은 굳게 닫혀 있다.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은 묘한 판타지 세상에 온 것 같다. 이런 모습은 만타레이를 자세히 관
찰하기 가장 좋다.
대형 어류의 기생충 제거를 하는 클리너 피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에 가짜 클리너 피쉬(False Cleaner Fish)가 있다. 목적이 다른 가짜 클리너 피
쉬의 생김새는 진짜 클리너너 피쉬와 비슷하지만, 만타레이의 살점을 뜯기 때
문에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만타레이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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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드(Amed)

아메드 A. B. C.

길리 셀랑(Gili Selang)

아메드(Amed)는 마을 이름인데 아메드 다이빙 사이트는 포구의 이름인 세

길리 셀랑(Gili Selang)은 파당바이에서 보트로 45분 거리에 있는 섬 발리

메룩(Cemelult)을 따라 세메룩 다이빙 사이트라고도 한다.

의 동쪽 대부분의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다. 본토와 길리 셀랑(Gili

이곳에서는 조류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조류 다이빙을 하려면 주쿵

Selang) 사이의 얕은 곳에 있는 보호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산호가 서식하고

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주쿵은 필리핀의 방카보트와 거의 비슷하

있다. 섬의 북쪽에 직접 위치의 가장 보호 섹션이 놓여 있다. 검은 모래 암초

게 생긴 배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 작은 보트들이 다이빙 보

슬로프를 따라 가면서 검은 산호 수풀과 고르곤 팬을 만나서 피그미 해마를

트들이자 주민들의 고기잡이 배이다. 주쿵은 한 척당 2명의 다이버를 태우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해 수로에 근접해 있어 모험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

는데 겉보기에는 배가 작고 좁아서 장비를 착용하고 입·출수하는 것이 어

인기가 있는 발리 다이빙 사이트이다. 거대한 잭피쉬 무리를 볼 수 있다.

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쉽고 편하다.
이곳의 해변은 자갈밭의 폭이 별로 넓지 않아서 다이버가 직접 장비를 지고

세라야 리프(Seraya Reef)

걸어가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인데 원주민들이 다 날라다 주므로 다이버는

Tulamben에서 남쪽으로 몇 Km 떨어진 곳에 Seraya Reef가 있다. 많

편하게 다이빙이 가능하다.

은 사진작가에게 이 다이빙 사이트는 매크로 파라다이스로 알려져 있다.

아메드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는 우측에 있는 아메드A와 아메드B이다. 아메

USAT Liberty 다이빙 사이트가 쉽고 놀라운 다이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드 A, B는 연결되어 있는 리프이다. 육지에 가깝게는 5~6m 수심의 평지형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eraya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Seraya의 다

산호 필드이며, 이것이 기울어지다가 40여m 수심 속으로 급경사를 이룬다.

이빙 사이트는 점차적으로 경사진 암석 바닥과 산호와 스폰지가 있는 검

수면은 늘 잔잔한 곳이라고 한다.

은 모래이다. 해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해양생물은 해마, Harlequin
Ghost Pipefish, Boxer Crab, Small Murene, Frogfish 및 Harlequin
Shrimps, Nudibranchs 등이다.

주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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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람벤(Tulamben)
Tlanyar

Kubu
USAT Liberty Shipwreck
Paradise House Reef
Tulamben
Tulamben
Drop Off
Batu Kelebit
The River
Emerald
Scuba Seraya

Amed

Amed

Gili Selang

Tulamben은 발리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Tulamben Bay는 발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해양생물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베이는 태평양에
서 인도양으로 이동하는 주요 해류에서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3개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Tulamben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쿠부 코너(Kubu Corner)
이곳은 이미 3~8m의 얕은 지역에서 멋진 산호정원으로 시작된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흥미롭고 경산호초가 있는 아름다운 암초를 탐험할 수 있
다. 이곳 주변의 해양생물은 풍부하고 다양하여 바라쿠다, 바다거북, 리프
상어 등을 볼 수 있다. Kubu willage는 Kubu Ship Wreck이라고 부른다. 배
는 날씨순찰선을 가라앉혀 만들었다. 난파선의 무게는 150톤이고 길이는
55m이며 깊이는 약 13~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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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람벤의 난파선 리버티렉(Liberty Wreck)
투람벤(Tulamben)은 아메드에서 10km 북쪽의 해변에 있다. 해변은 일직선형
이다가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400m 거리에 바다 쪽으로 돌출된 육지가 보
인다. 그 돌출부가 비치 다이빙에 애용되는 쿠부코너(Kubu Comer)이다. 주
차장에서 왼쪽으로 200여m 떨어진 곳에 리버티 난파선이 있다.
리버티호에 입수하려면 주차장에서 300여m의 자갈밭을 걸어가야 하는데 장
비의 이동은 동네 원주민들이 머리에 이어다 주므로 힘들 것이 별로 없다.
바닥은 검은 화산모래이며 수심이 3~4m에서 깊은 수심으로 급강하 한다.
그 모래 경사면에 기대어 있듯 쓰러져 있으므로 일단 난파선 다이빙의 시작
이 매우 수월하다. 이 얕은 수심에서 난파선의 벌어진 틈을 뚫고 들어가면 복
잡한 구조물은 29m 수심까지 펼쳐져 있다. 이 난파선의 길이가 120m 정도이
므로 한두 번의 다이빙으로 전부 보기 어렵다. 배의 선수와 선미 쪽은 비교적
원래 모습이 살아있고 중간 부분은 많이 부셔져 있다. 평소 조류가 약한 곳
이다. 만약 조류가 강하거나 급히 출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도 해변이 아
주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또한 난파선의 얕은 쪽과 되돌아가는 모래
밭에도 구경거리가 많으므로 안전 정지를 하면서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난파선에는 연산호 경산호 등을 비롯하여 부착생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물
고기의 종류와 수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개복치(MolaMola 또는 Sunfish)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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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호(USS Liberty Ship)의 역사
리버티호는 1918년에 건조된 미 육군의 무장 화물선이었다. 길이 120m, 폭
17m, 6,200t급이다. 1942년 1월 11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필리핀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중 룸복섬 남서쪽 10마일 해협에서 일본의 잠수함 공격을 받았다.
리버티호는 즉시 침몰할 정도는 아니어서 미 군함에 의해 발리로 예인되어 오
고 있었다. 그러나 침수가 심해 목적지까지 예인이 불가능해지자 투람벤 해변
에 좌초시켜 놓았다. 나중에 인양하자는 계획이었다. 리버티호는 1963년 아궁
산이 폭발할 때까지 이곳 해변에 놓여 있으면서 수면 밖으로 보이던 배였다.
그러나 아궁산 폭발의 여파로 땅이 흔들려 물속에 드러눕게 되었다. 해변에 나
란히 누워 있으며 뱃머리가 북쪽으로 놓여 있다.

USS Liberty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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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의
북서지역

멘장안섬(Menjangan Is.)

멘장안섬은 발리섬의 북서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작은 섬이다. 멘장안섬으

샌디 슬로프(Sandy Slope)

로 떠나는 선착장은 라부안 라랑(Labuan Lalang)이라는 곳에 있다. 본섬에

샌디 슬로프는 보트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평균 4m 깊이에는 거대한

서의 거리는 8km이며 보트로 30분 걸린다. 발리섬의 북서부가 국립공원으

모래 놀이터가 있다. 수많은 플란더와 장어 정원을 만나기에 이상적이다. 모

로 지정되어 있는데 멘장안섬도 국립공원에 포함된다. 그래서인지 여기에는

래 지역에서 미터 떨어져, 경사는 약 30m에 강하한다, 우리는 얕은 지역을

공원당국이 만들어 놓은 감시초소(ranger post)가 두 개 있다. 감시초소는

탐구한 후에 아름다운 산호를 탐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곳에 주로 볼 수

감시인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객의 쉼터가 된다.

있는 생물은 Flounders, Razor fish, Schools of catfish, Garden eel, Clown

멘장안섬은 작은 섬으로 슬로프와 월다이빙을 하는 곳이다. 멘장안섬은 지

fishes, Barracudas 등이다.

리적으로 본섬의 지형에 호위되어 있는 형태라 조류가 강하지 않고 바람이
조용해 수면도 늘 잔잔하다.

템플 포인트(Temple Point)/박쥐 동굴(Bat Cave)

Menjangan Island는 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이다.

수중세계를 무시한 이 2가지 다이빙 사이트는 멘장안섬 전체에서 최고의 경

약 5m 평지에서 입수하여 약 200m 연장되어 다양한 각도로 내려가기 시작

치를 자랑합니다. 템플 포인트(Temple Point)는 절벽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섬의 북동쪽은 약 40m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남서쪽은

Ganesh 동상의 발에서 시작되며, 박쥐 동굴(Bat Cave)은 수백 개의 박쥐가

훨씬 더 극적인 벽이 50m 이상으로 떨어진다.

가득한 얕은 동굴 입구 근처에 있다. 이 사이트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두 다
이빙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한 번의 다이빙 동안 아름답고 부드러운 드리프

일-가든(Eel Garden)

트 다이빙 동안 덮일 수 있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Leaf scorpion

이것은 Menjangan 섬의 가장 서쪽 지점에 있다.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일

fish, Frog fish, Reef sharks, Big gorgonian 등이다.

반적으로 북쪽 벽에서 시작하여 서쪽 해안을 따라 표류하여 발리 본토와
Menjangan 섬 사이의 통로로 이어진다. 이 다이빙 사이트에는 약간의 현재

POS Dua(II)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섬 주변의 다른 아름다운 사이트에서 약간의 경험을

포스 II는 멘장안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사이트로 발리 본토와 가장 가

가진 다이버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류로 인해 이 사이트는 물고기

깝다. 가장 극적인 벽과 부채산호들의 피그미해마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와 산호의 환상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Eagle rays, Nudibranchs,

Garden eels, Turtle, Pipefish, Reef sharks, Schools of Mackerel, Wahoo,

Ghost pipe fish, Reef sharks, Pygmy seahorse 등이다.

Giant trevallies, Even the snubnose pompano 등이다.

앵커 난파선/카팔 부당
Menjangan Island의 또 다른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는 Kapal Budak이다.
이것은 Bahasa의 Anchor Wreck를 의미한다. 그것은 대략 6m에 놓이는
큰 닻에서 그것의 이름을 얻었다. 약 33미터에 150년 전에 지어진 대형 목
조화물 보트가 있다. 아무도 이 난파선의 이름이 나이 거대한 벽의 바닥
에 왜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일부 유물은 여전히 수중에

있지만 다이
버들에 의해 많은 유물이 유실되었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실제로 난파선
자체에 대한 명성이 없지만 인상적인 벽의 다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 이 다이빙 사이트에서 그린터틀(Green turtles)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
이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Box fishes, Moray eels, Flat worm,
Nudibranchs, Bump head parrotfish 등이다. 그리고 False moorish idols
의 큰 무리도 압권이다.

코랄 가든(Coral Garden)
경산호 및 연산호의 다양한 종류와 멋진 수중 정원이 장관이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Crocodile fish, Spade fishes, Trumpet fishes, Cleaning
fish, Eagle rays, Reef sharks, Scorpion fish, Nudibranchs 등이다.

90 |

발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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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섬 지역

Pemuteran Bay
The Menjangan Resort에서 약 30분 거리에 Pemuteran Bay가 있다. 이
지역은 맹그로브(mangroves)와 경사(Slopey), 모래 바닥으로 가득하다.
이 지역을 탐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이트가 많이 있다. 매크로 생물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이빙브사이트는 일반적으로
6~25m에 이르며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
는 생물은 Nudibranch, Mimic Octopus, Electric Clams, Pipe Fish, Sea
Horse, Shrimp, Batfish 등이다.

PUTRI JATI (PJ)
어두운 화산 모래에 Mimic Octopus, Ornate Ghost Pipe Fish 및 Sea
Horses를 포함한 다양한 놀라운 매크로 생물이 가득하다. 이곳에 주
로 볼 수 있는 생물은 Frog fish, Pipe fish, Shrimp, Mimic octopus,
Coconut Octopus, Cuttlefish, Box Crabs 등이다.

SECRET BAY
길리마누 베이(Gilimanuk bay)에 위치한 이 사이트는 5m에서 시작하며
보통 10m보다 깊지 않아 매크로 생물을 촬영하는 동안 긴 다이빙을 완
료하고자 하는 수중 사진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불행히도 이 사이트에
는 꽤 많은 쓰레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게, 개구리 피쉬, 거너드
및 누디브랜치의 집이 된다.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물들은 Frog
fish, Pipe fish, Leaf scorpion fish, Mimic Octopus, Nudibranch 등이다.

Anchor Wreck

Coral Garden
Temple Point

Eel Garden

Bat Cave

Menjangan
Pos2
Cave Point

Menjangan
Pemuteran

Secret Bay

Puri Jati

Lo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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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의 육상 관광

발리섬 남부 해변지역

타나롯(Tanah Lot) 사원

우붓(Ubud) 산악지역

세미냑(Seminyak), 레기안(Legian), 짐바란(Jimbaran)에

씨푸드 음식을 즐기는 것도 이색적이다. 특히 세미냑의

서 탄중 베노아(Tanjung Benoa)에 이르는 해안에 넓은

북쪽에는 발리섬의 관광 아이콘인 암석위에 세워진 성

관광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짐바란(Jimbaran) 비치에서

지 타나롯(Tanah Lot)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짐바란 비치의 씨푸드 식당

우붓 지역은 발리의 주도 덴파사르(Denpasar)에서 북

나 발리 의상, 메이크업 등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

리, 발리 회화에서부터 해외 아티스트의 수준 높은 예술

리 예술의 중심지다. 우붓 지역에는 가장 발리다운 다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여러 미술관 등이 있다.

채로운 볼거리와 멋진 상점,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하

뜨갈랄랑(Tegalalang)은 우붓에서 뜨갈랄랑 로드(Jl.

다. 우붓왕조의 기반이 남아 있는 사렌아궁 궁전(Puri

Tegalalang)를 타고 북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

Saren Agung, 우붓 왕궁), 약 200마리의 원숭이가 서

로, 계단식 논과 수공예품 거리로 유명하다.

식하고 있는 멍키 포레스트, 발리 무용과 악기를 배우거

우붓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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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갈랄랑(Tegalalang)의 계단식 논

발리 주도 덴파사르(Denpasar)
주도인 덴파사르(Denpasar)는 현지 사회의 상업 중심지며, 현지 주민이 다니는
쇼핑몰(발리쇼핑센터, 마타하리 등), 시장(수공예품, 직물시장, 파사르 쿤바사리
와 중앙식품시장의 파사르 바둔 등 ), 레스토랑, 공원이 많이 있다. 그 외에 발리
국립박물관과 뿌뿌탄(Puputan) 광장 등의 관광지가 있다. 뿌뿌딴 광장(Puputan
Square)은 네덜란드의 침공에 항거해 집단자살을 한 왕족과 백성들을 기리는 기
념탑이 있는 공원이다.

뿌뿌탄 광장에 있는 전쟁기념관

발리섬 동부지역
발리 동부에 있는 아궁 산(Gunung Agung)은 해발
3,142m의 발리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인도네시아에서 5
번째로 높은 활화산이다. 히말라야 산맥을 ‘신들의 정원’
이라 부른다면 발리 아궁산은 발리인들이 ‘천국으로 가
는 문’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다. 마더 템플(Mother
Temple), 브사끼(Besakih) 사원이 있다.

아궁산

발리섬 북서부 지역

맨장안섬

발리 북부의 서부발리국립공원(West Bali National

Shorewa)가 있다.

Park), 멘장안섬(Menjangan Island), 싱아라자(Singaraja)

더멘장안은 유일하게 전용 해변을 가지고 있고, 밈피는

의 로비나(Lovina)비치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섬 주

고급 리조트이다. 와카쇼레와는 유일하게 국립공원안에

변 도시들에 있는 인기있는 숙소로는 더멘장안(The

위치해 있는 리조트로 멘장안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

Menjangan), 밈피(Mimpi Resort), 와케쇼레와(Waka

다는 이점이 있다.

로비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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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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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 Watching

Tonga
통가의 혹등고래 투어
글 구자광 / 사진 김수열

인도네시아

피지

통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통가는 혹등고래(Hhumpback whale)가 회유하는 곳이다. 혹등고래가 회유하는 기간의 통가 근해
는 수온은 평균 26℃ 내외이며, 시야는 30m 이상이다. 통가의 혹등고래는 남반구의 여름철에 남극
의 피딩 그라운드(Feeding grounds)에서 충분히 먹이를 먹고 살찌운 다음, 겨울철이 되면 남태평
양의 따뜻한 통가 연안으로 와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게 된다. 혹등고래는 비교적 느린
유영 속도와 연안 가까이에 출현하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서 구경하기 쉬운 해양 동물이
다. 이 시기에 통가를 방문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스노클링으로 혹등고래를 구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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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왕국(Kingdom of Tonga)

Tonga는 피지(Fiji)와 사모아(Samoa)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의 자그마한 왕국이다.

통가의 정보

정식국명은 통가왕국(Kingdom of Tonga)으로 호주 시드니 북동쪽으로 3,000km,
피지섬 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져 있다. 16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이
섬들은 남북으로 2개의 평행한 열도를 이루며 805km 뻗어 있다. 169개 섬 중 36

비자
공항에 도착하면 31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방문 비자를 무료로 발급되
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통가는 북쪽의 바바우, 중앙 하파이, 남쪽 통
가타푸 등의 3개 군도로 크게 나뉘며, 북쪽과 남쪽으로 몇몇 섬들이 고립되어 있

통화

다. 수도인 누쿠알로파는 가장 큰 제도인 통가타푸(면적 256㎢)에 있다.

팡가(Pa'anga) (통가의 화폐 단위; 기호 T$; = 100 Seniti)

통가는 크게 4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 수도인 누쿠알로파(Nuku'alofa)가 있는 통가타푸(Tongatapu) 제도,
• 낮은 산호섬과 치솟은 화산섬들이 넓게 퍼져있는 하파이(Ha'apai) 제도,
• 광대한 육지에 둘러싸인 항구가 있는 바바우(Vava'u) 제도,
•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3개의 화산섬 니우아스(Niuas) 제도.

통가 파간가(TOP $)는 100 센티(센트)와 같다.
메모 : $1, $2, $5, $10, $20, $50, $100 동전 : 1, 2, 5, 10, 20, 50.
주요 신용 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ners 및
JCB)는 대부분의 주요 호텔 및 일부 레스토랑 및 상점에서 사용 가능
하다. 여행자 수표는 주요 은행과 호텔에서 널리 인정된다.

기후
12월에서 4월까지 날씨는 덥고 습기가 많으며 비가 많이 내린다. 5월

연평균 기온이 23.5℃로 열대기후에 속한다. 삼각형의 평평한 산호섬으로 가장 높
은 곳이 해발 80m에 지나지 않는다. 연강수량은 1,500~1,800㎜이다. 산호초로 이

에서 11월까지는 날씨가 시원하고 건조하며 쾌적하며 평균 기온은 22°
C이다. 무역풍은 쾌적한 낮과 시원한 밤을 만든다.

루어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하천이 없어 민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를 모으거

시차

나 우물을 파야 한다.

통가는 한국보다 4시간 빠르다. 즉, 한국이 오후 1시라면, 통가는 오

아직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후 5시다.

아름다운 해변과 산호초, 푸른 바다로 인해 다이버들에게는 색다른 모습을 자아낸
다. 특히 통가는 혹등고래를 만날 수 있는 매력으로 인해 전 세계의 관광객들과 이

전기
240 volts AC Hz/50 cycle.

를 촬영하기 위한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통가타푸라(Tongatapu)는 이름은 ‘신성한 통가’를 뜻하는데, 영어의 ‘터부’(taboo)
는 바로 ‘신성한’을 뜻하는 통가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섬에서 생산되는 코코넛
의 과육과 코코야자(Cocos nucifera)의 배유를 말린 코프라(copra)와 바나나는 누

통가 홈페이지 : http://www.tongaholiday.com/

쿠알로파를 통해 수출된다. 학교와 병원이 있으며, 푸아모투(Fua'amotu)에 통가 유

통가관광청 홈페이지 : http://tourismtonga.gov.to/

일의 국제공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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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AS GROUP

Niuafo'ou

인도네시아

Tafahi
Mataafo 공항

Niuatoputapu

피지
통가

오스트레일리아

VAVAU GROUP

뉴질랜드

Lupepauu 국제공항
Vava'u
Neiafu

Late

Kao

Ha'ano

Tofua

Foa
Lifuka Is. 공항
Lifuka
Uoleva
Uiha

Nomuka

HAAPAI GROUP

TONGATAPU GROUP
Nuku'alofa
Tongatapu
Fuaamotu 국제공항

Eua Kaufana 공항
Ata

E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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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로 가는 방법
인천에서 통가로 가는 방법은 피지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간
단하다. Tonga로 들어가는 국제선 비행기는 피지의 Nadi나 Suva에서
Fiji Airways가 매일 운항하고 있다.
Tonga 내에서는 국내선이 있지만 통가타푸에서 Vava'u로 가는 비행
기를 제외하고는 6~8인승의 경비행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미리 예약
하는 것이 좋다. Tonga에서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은 크게 Eua',
Ha'apai, Vava'u 3군데이며, Eua'는 통가타푸에서 경비행기로 7~8분
소요되며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배편도 있다. Ha'apai는 비행기로 40분
정도 소요되고, Vava'u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통가타푸에 있는 푸아모투 국제공항(Fua'amotu Airport)

• 피지 - 통가 : https://www.fijiairways.com/
• 통가 국내선 : http://www.realtonga.to

인천공항

통가의 여러 섬과 연결되는 경비행기

10시간 소요

Niuatoputapu
Mataafo 공항

피지
난디공항
수바

Lupepauu
국제공항

Vavau
1시간 소요

3시간 소요

Lifuka
Lifuka Is. 공항

2시간 50분 소요

40분 소요

Fuaamotu 국제공항

Tongatapu

7~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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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a Kaufana 공항

E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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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의 다이빙 환경

통가는 연중 수온은 23~27℃로 연중 다이빙이이 가능한 곳이지만 고래
와칭 성수기인 7월 초~10월 초는 워낙 관광객이 많아 스쿠바다이버들은

혹등고래 투어에서 주의사항
•	대체로 혹등고래들이 다이버들이 풍덩하는 소리에 도망간다. 또한 핀킥을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보트 또한 고래와칭 승객을 위한 관광선이다 보

수면에서 하는 “철퍽”하는 소리에도 민감하니 수중에서 핀킥을 하도록 해야

니 스쿠바다이버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열악한 편이다. 공기통의 규격

한다.

도 제각각이며, 충전된 공기가 오래 되어 불편을 겪기도 하니 다이빙 투

•	혹등고래가 위협을 느끼면 빠른 속도로 멀리 달아나기 때문에 가이드의 지
시에 잘 따르고 가이드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어 전에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고 당부해 두어야 한다.

• 같은 이유로 통가에서는 대부분 잠영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다이빙 사이트를 정리해 두긴 했지만 리프 바깥쪽의 날씨에 따라 다

•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꼭 멀미약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

이빙 사이트는 보트리더의 마음대로 바뀐다. 서퍼들이 좋아할 만한 커다
란 파도가 있어 아웃 리프에서 다이빙하는 기회는 쉽지 않다. 이곳은 고
래와칭과 더불어 스쿠바다이빙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였으나 일반적인 다이빙 투어에서는 쉽게 허용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
히 조율하는 것이 좋다.
만일 스쿠바다이빙을 하고 싶다면 7인 미만인 경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스피드보트로 리프 주변까지 1시간가량 달려가며 고래를 찾는
다. 고래가 보이기 시작하면 고래와 함께 수영이 가능하고, 스쿠바다이빙
은 1회 혹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점심과 간식은 모두 현지 다이브센
터에서 준비된 햄버거나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히 맛이 좋다.
퉁가에서 연중 혹등고래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6월 말부터 혹등
고래가 찾아와서 11월까지 머물며, 최적의 시기는 7월 중순부터 10월 중
순까지이다.
투어는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진행되며 오전 9시에 부두에서 출발하여
오후 5시에 돌아온다. Eua에서는 혹등고래 포인트가 가깝기 때문에 정해
진 시간 없이 손님만 있으면 나가서 대략 3시간 정도 투어를 하고 돌아
온다. Vava'u에서는 보통 아침 7~8시쯤에 출발하며 돌아오는 시간은 그
날의 투어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3~4시경 돌아오게 된다.
보통 보트는 8명이 정원이다. 통가에서 혹등고래가 나타나면 한 번에 최
대 4명까지 입수가 가능하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보트에 8명을 태우고
나가도 4명씩 2팀으로 나눠서 입수한다. 8명이 동시에 입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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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수온과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 방풍자켓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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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의 혹등고래 워칭 투어
통가는 혹등고래(Hhumpback whale)가 회유하는 곳이다. 혹등고
래가 회유하는 기간의 통가 근해는 수온은 평균 26℃ 내외이며, 시
야는 30m 이상이다. 통가의 혹등고래는 남반구의 여름철에 남극
의 피딩 그라운드(Feeding grounds)에서 충분히 먹이를 먹고 살찌
운 다음, 겨울철이 되면 남태평양의 따뜻한 통가 연안으로 와서 짝
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게 된다. 혹등고래는 비교적 느린 유
영 속도와 연안 가까이에 출현하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서 구경하기 쉬운 해양 동물이다. 이 시기에 통가를 방문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스노클링으로 혹등고래를 구경할 수 있다.

혹등고래(Humpback Whale)
혹등고래(Humpback Whale, 학명: Megaptera novaeangliae)는 뚱뚱한 체
구에 몸길이가 대개 약 12~15m이다. 털은 검은색이며 배 쪽에 흰색이 섞여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길고 가는 가슴지느러미인데 가슴지느러미의 앞 가
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다. 또 다른 특징은 머리와 턱에 있는 혹으로, 혹에는
1~2개의 털이 있다. 등지느러미는 작고 훨씬 뒤쪽에 있으며, 목과 가슴에
는 몸의 축과 평행하게 약 20개의 홈이 있다.
혹등고래는 보통 1마리 또는 2~3마리를 이루어 활동하지만, 먹이를 구하
는 해역이나 번식 해역에서는 꽤 큰 무리를 이룬다. 대형 고래류 가운데 가

혹등고래는 매년 남극 혹은 북극에서부터 적도 부근까지 먼 여정을

장 운동성이 강하여 완전 브리칭(고래뛰기, 수면 밖으로 몸을 드러내는 행

여행하기에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혹등고래를 볼 수 있다. 주로 남극

동)을 하여 몸의 대부분이 수면 위로 점프하기도 한다. 주요 먹이는 새우 같

혹은 북극에서는 먹이활동을 하며, 짝짓기 및 새끼의 출생을 위하여

은 갑각류,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인데 수염(Baleen)을 이용하여 걸러서 섭

따뜻한 적도 부근으로 오게 된다.

취한다.

특히, Tonga는 1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

혹등고래는 모든 주요 대양의 해안을 따라 서식하며, 여름에는 극지방의 해

고, 파도나 조류의 영향이 적고, 천적들에게 몸을 숨기기도 쉬워서

양으로 가고, 겨울에는 번식지인 열대나 아열대의 바다로 이동한다. 번식기

매년 남극의 많은 혹등고래들이 출산을 위해 이곳을 찾아오게 된다.

에는 수컷들이 짝짓기를 위한 과시 행동의 하나로 고래의 노래를 부르는 것

새끼는 어미처럼 숨을 오래 참지 못하여 어미와 함께 수면 가까이 머

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에 열대나 아열대의 연안 해역에서 새끼를 낳는다.

물러야 하기에 가까운 곳에서 혹등고래 가족과 조우할 확률이 높다.

혹등고래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20세기 초·중반에 남획으로 그 수

Tonga에서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은 크게 Eua', Ha'apai,

가 격감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범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적색자

Vava'u 3군데이다. 성수기에는 많은 다이버가 찾기 때문에 미리 예

료목록 Red Data Book〉
에 멸종위기 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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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w

tail slap

물 뿜기, 머리 위에 물보라를 뿜어내서 호흡한다.

꼬리지느러미를 높이 올려 수직으로 수면을 내려친다.

그 뒤 잠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놀이 행동으로 박력이 있다.

head slap

pec slap(Pectoral fin slapping)

머리를 수면 위로 올려 수면을 치는 행동이다.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4~5m나 되는 가슴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치켜 올

위협을 줄 때 하는 행동 또는 따개비를 떼는 행동이라고도 한다.

리는 것을 말한다.

spy hop

breach

눈이 수면에 나올 정도까지 수직으로 머리를 내밀어 주위를 살피는

몸을 수면 위로 올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면서 떨어지는 행동이다.

행동이다.

구애행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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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의 다이빙 사이트

통가타푸(Tongatapu)&유아제도(Eua Islands)

이것은 우리의 향유고래와 함께 물을 공유하는 시간이며, 다이빙 중에 고래

통가타푸(Tongatapu)&유아제도(Eua Islands)는 전 지역이 다이빙 사이트

노래를 자주 들을 수도 있다.

이다. 통가에서 일 년 내내 다이빙이 가능하며 평균 수온은 섭씨 24℃이다.
Tongatapu의 더 작은 바깥쪽 섬(통가 최고의 일부)에서 빼어난 멋진 산호

China Town(Tu’ungasika Island)

초는 매우 건강하며 원시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하드하고 부드러운 산호초

크리스마스 트리 웜으로 덮여있는 파고다와 같은 산호 구조물로 이름을 올

가 특징이다. 이 황량한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초는 1,500종 이상의 물고

렸다. 좁은 통로를 쉽게 헤엄치면 약 18m의 물에서 몇 m에 걸쳐 펼쳐지는 밝

기와 700종의 산호와 말미잘을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는 최고의 동굴 다이

은 빨간색 말미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말미잘 물고기 가족의 서식지이다.

빙을 제공한다.

27m 지점에서 큰 Surgeonfish와 Butterfly Fish 종류의 무리와 함께 녹색 상
추 산호를 볼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터널과 틈새에는 잠자고 있는 Shark
류, Angelfish, Triggerfish를 볼 수 있다.

Split Rock(Tu’ungasika Island)
Split Rock은 거대한 분할로 암석을 칼로 자른 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 분
할을 통해 아름다운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보라색과 오렌지색의 Nudibranch
에서부터 White-tip Reef Shark까지 볼 수 있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Swallows Cave
다이버에게 가장 인기있는 동굴 중 하나이다. 5~6m 길이의 수영으로 동굴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동굴 안에서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에 의해 폭격을 당
한다. 약 18m의 최대 깊이에서 이 동굴의 주요 특징은 주입구를 통해 오는
물고기와 빛이다.

Sea Fan’s(Tu’ungasika Island)
2개의 다른 바다 동굴인 Sea Fan's 다이빙 사이트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
준다. 동굴의 가장 큰 부분으로 들어가서 동굴 벽과 바닥을 구경한다.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빛이 동굴 옆에 붙어있는 거대한 부채산호들에게 마술처럼
빛이 난다.

Pelagic Pinnacle

바바우 Vava'u

2개의 깊고 평평한 바위 피나클(Pinnacle)이 ‘다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통가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바바우(Vava'u)는 약 34개의 섬

Pelagic Pinnacle 사이트에서는 12~14m의 깊이에서 시작하여 50m가 넘는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21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Vava'u의 주

깊이로 떨어진다. 큰 Grey reef sharks, Eagle rays, Jack’s and Barracuda

요 섬은 115㎢의 지역에 퍼져 있으며 통가의 두 번째로 큰 항구인 Neiafu의

의 큰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본거지이다. Vava'u는 산호초가 드리워진 평화로운 섬으로, 매 순간마다 완
벽한 흰색 산호모래와 극적인 구릉 풍경이 펼쳐져 있다.
Vava'u에는 강하고 부드러운 산호초, 놀라운 부채산호, 물고기, 상어, 누디

Kitu Cut - The Gap
(키치섬과 누아파푸섬 사이에 위치)

브랜치, 갑각류 및 난파선으로 가득 찬 놀라운 암초지역이다. Vava'u의 독

원래 강한 조류에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는 사이트이다. 조류의 강도에 따

특한 풍경은 dramatic drop offs, caverns, chimneys, caves and ‘swim

라 여러 방향으로 다이빙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다이빙은 Nua Papu(Kitu 근

throughs’이다. 여름철의 수온은 30°C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물이 깨끗하

처)의 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조류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이곳에는

고 연중 40+m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많은 물

수중생물은 조건만큼 다양하다. 다양한 물고기 무리를 볼 수 있다.

고기들에게 훌륭한 번식지를 제공한다. 겨울철 수온은 평균 25°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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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등고래 워칭지역

Tongatapu

Ha'apai

스쿠바다이빙 지역

Eua

Va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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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마레스코리아에서

(주) 마레스코리아

한국인 체형에 맞춰 새롭게 2가지 종류의 드라이슈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은 물론 부츠 사이즈도 한국인에 맞췄습니다.

₩ 1,790,000

₩ 990,000

TEK BLACK (텍 블랙)

NEO BLACK (네오 블랙)

▶ 소재 : 나일론 부틸

▶ 소재 : 강화네오프랜 4mm

▶ 특징 :

▶ 특징 :

- 무릎, 엉덩이, 사타구니는 코두라 원단으로 보강처리

- 씨텍 밸브 사용

- 포켓 2개 부착

- 엉덩이, 무릎은 코두라 원단으로 보강처리

- 멜빵

- 네오프랜 씰

- 네오프랜 부츠 장착

- 포켓1개 기본 부착

- BDM 지퍼 사용

- 네오프랜 부츠

- 라텍스 씰

- BDM 지퍼 사용
▶ 옵션 : 소변지퍼 10만 원
벨로우 포켓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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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익스트림 세미 드라이
프랑스에서 디자인된 부샤의 노하우가 담긴 고품질의 현대식 독창적 패턴의 다이빙 슈트
▶ TI-ZIP을 사용한 앞지퍼 6.5mm 세미드라이 슈트
▶ 부샤 고품질, 고퀄리티 및 섬세한 디테일링과 마감을 구현한 장인솜씨의 슈트
▶ 액체형 씰의 PU 외부 코팅과 내부/외부 오버로크로 가장자리를 연결한 네오프렌 판넬
▶ ‘이지 웨이브 시스템 내부 씰’은 착용 시 소매, 팔뚝, 정강이와 같이
   구부려진 마디가 자동적으로 부드럽게 딱 맞음
▶ 마스크와 다른 액세서리를 보관에 좋은 크고, 간편한 방법의 지퍼형 포켓
▶ ‘부샤 유니버셜 컴퓨터 홀더’는 컴퓨터를 왼쪽 또는 오른쪽 손목에 고정

플라이 울트라-라이트 10
▶ 플라이 울트라-라이트10는 플라이 울트라-라이트보다
더 작고 더 가벼워진 트레블러 또는 여성을 위해
재탄생한 매우 가볍고 컴펙트한 윙 BC
▶ 여행에 매우 적합하며 여성에게도 알맞은 크기의 윙BC
▶ 재질 : 코듀라 1000 (외부), 나일론 210(내부)
▶ 부력 : 10kg
▶ 2개의 탱크 밴드
▶ 고퀄리티의 인플레이터(길이:40cm) + LP 호스
▶ 탱크 오른쪽 위치에 통합된 어댑터
▶ 알루미늄 울트라라이트 백플레이트
▶ 쉬운 조절의 어깨 스트랩
▶ 7게 스토퍼와 D링
▶ 뒤쪽 부력 포켓
▶ D링이 장착된 가랑이 스트랩
▶ 메탈 버클의 허리 스트랩
▶ 체코에서 제조되며 모든 유럽 부품 사용
▶ 구성품 : 어깨 패드, 마스크 포켓, 벨트부착 나이프
▶ 색상 : 검정, 풀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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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T3

1st stage
▶ 통 티타늄 소재
▶ 초경량, 부식 방지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특허 받은 티타늄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티타늄 소재 컴포트 스위블

₩ 3,500,000

▶ 고급 호흡기 가방 기본 제공

ST1

1st stage
▶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T3, B2와 동일한 올-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티타늄 소재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스테인레스 소재 컴포트 스위블

₩ 1,750,000

FIRST STAGES FEATURES
제트 시트 피스톤
Atomic은 중간압을 유지하고,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트 시트 피스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독특한 고압 피스톤 씰 시스템은 공기가 새는 것을 방
지하고, 스스로 윤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 경쟁사의 1단계 시트는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Atomic 제트
시트 시스템은 원뿔 모양의 시트와 끝부분이 무딘 피스톤을 사용하여 손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당사의 밸브 시트는 매우 강력한 우주 항공 사양의 시트
재료로 정밀하게 가공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조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수리 없이 2년 또는 300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탱크 압력
에서의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Features of All Atomic Aquatics First Stages Atomic

호흡기 1단계 주요 특징
•안정된 중간 압력과 높은 성능을 위한 밸런스 피스톤 방식
•독창적인 고압 피스톤 씰 시스템은 적은 마찰과 유지보수를 위해
스스로 윤활 역할을 수행
•300Bar 까지 사용 가능(DIN 커넥터 선택시)
•낮은 온도에서 동결 방지를 위한 환경 차단 키트
•나이트록스 40% 까지 사용 가능(M1은 80% 까지 사용 가능)
•CNC로 단단한 바(bar) 소재를 가공하였으며, 이 몸체는 서서히
진행되는 중간압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피스톤과 시트의 정렬을
완벽하게 유지함.
•2개의 고압포트 / 5개의 스위블 형 저압포트(T2x, B2, M1, Z2x)
•2개의 고압포트 / 7개의 고정형 저압포트(Z2)
•모든 Atomic 호흡기 1단계, 2단계는 미국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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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ll About Titanium 티타늄은 해양 환경에 완벽한 소재입니다.
티타늄은 스틸과 같이 강하지만, 무게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수중에
서 스틸이 녹이 슬고, 황동이 부식되며, 알루미늄이 파이는 동안, 티
타늄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티타늄이 최신형 소재이
고, 매우 비싸며, 가공하기 쉽지 않지만, Atomic은 비용 효율이 좋은
공법을 개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이버들은 현재 가벼우면서 고성
능의 호흡기를 적은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s Elemental Atomic 호흡기의 이름은
각 제품의 주요 금속 성분의 머리글로 만들어졌습니다.
T3 – Titanium
ST1 - Stainless Steel/Titanium
M1 – Monel
B2 – Brass
Z2 / Z2x – Zirconium

M1

1st stage
▶ 나이트록스 80% 까지 가능
▶ 크롬 도금된 황동 바디와 모넬 소재 주요 부품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찬물 다이빙에 적합한 보온 방열 디자인
▶ 더 넓어진 슈퍼-드라이 배기 밸브
▶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1,450,000

B2

1st stage
▶ 크롬 도금된 황동과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옵션)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T2x와 동일한 올-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컴포트 스위블

₩ 1,350,000

SECOND STAGES FEATURES
Pneumatically-Balanced
Poppet Second Stage
공기역학적 밸런스 포핏 2단계
밸런스 2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린
더의 공기 잔량 또는 1단계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에 관계없이 다이버가 일정하게 편
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itanium Valve Body
(T2/B2/ST1) 티타늄 밸브 몸체
모든 호흡기 2단계의 기초는 밸브 몸체입
니다. 어떤 제조사도 이 중요한 구성요소
에 대해 Atomic만큼 정확하고 엄격한 내
구성을 각지 못했습니다. Atomic의 밸브
몸체는 Ti-6 Al-4v 의 단단한 티타늄을
매우 정밀한 스위스 CNC 기계로 가공하
였습니다.

Elliptical Exhaust Valve
타원형의 배기 밸브
Atomic은 이 매우 기본적인 2단계 부분
을 높은 탄력의 특수 등급 실리콘 고무를
이용하여 큰 타원형 모양으로 재설계 하
였습니다. 이 밸브는 하이-플로우(Highflow) 지원 망으로 연결되어 수중에서의
배기 노력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Titanium Demand Lever
티타늄 디맨드 레버
Atomic의 디맨드 레버는 뛰어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
를 유발하거나 부식 및 파손으로부터 자
유롭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티타늄보
다 훨씬 저렴하지만, 티타늄의 우수한 부
식 방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Atomic Patented Seat Saving Dynamic Orifice 특허받은 시트 보호 다이나믹 오리피스
이 독점적인 특허 설계는 시트와 오리피스가 호흡기에 공기가 공급될 때에만 서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오리피스가 자동적으로 시트와 떨어져 있게 됨으로써 보관 시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5,803,703)

Patented Atomic Automatic
Flow Control (AFC)
특허받은 Atomic 자동 흐름
제어 시스템(AFC)
Atomic의 AFC는 매우 진보된 시스템
으로, 미국 특허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
우스피스 쪽 내부의 날개는 다이아프램
을 통해 수심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입
니다. 이 AFC를 통해 어떤 수심에서도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5,678,541)
Low-Friction Kevlar Pivot
Sleeve 저마찰 케블라
피봇 슬리브
Atomic 티타늄 디맨드 레버는 밸브 몸
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내마모성
을 가진 낮은 마찰 저항 소재가 요구됩
니다. Atomic의 케블라 슬리브 소재는
마모없이 수백만 번의 매끄러운 사이클
을 견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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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주) 아쿠아즈

AQUAZ women's 2mm two-piece : black
▶ 아쿠아즈 우먼즈 2미리 투피스의 색상이 추가되었다.
▶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소재의 사용으로  네오프렌폼의 견고함은 유지하되,
신축성은 더욱 좋아져서 착용 시 핏팅감과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
▶ 기존 쟈켓에 비해 길어진 기장으로 밑단 부위가 말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완하여 스쿠버활동이나
기타 수상레져 활동시 최대한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몸판 스킨지의 배색 사용으로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 해외다이빙용 베스트 인기 모델이며, 수상스키, 기타 수상레져용으로도 적합하다.

NEW : BLACK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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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 PINK

이젠, 엠팩다이브로
수중촬영을 즐기세요!

혁신브랜드
아이디어상품
스포츠/레저/여행부문 스포츠/레저/여행부문

다이빙에 최적화 된 방수팩
Ⓡ

Dive

Available touching screen of smartpone in water /

200m

Black

White

Blue

Pink

•세계 최초 요철 맞물림 특허기술 구현(PCT 국제특허 출원 및 국내 다수 특허 등록)
•지퍼 없이 요철 맞물림 방식 채택으로 스마트폰 수납성 편의
•2단계 벨크로 고정 방식으로 완벽 방수
•엠팩다이브는 6인치 이하의 전 기종(삼성, iPhone, LG, VEGA 등) 사용이 가능
•200미터 방수테스트 통과, 40미터 터치스크린 기능 가능

수중사진은 실제 엠팩다이브 | 엠팩스노클을 사용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국제공인방수 등급 IPX8 인증
세계 최초 수심 200m/2Hrs
방수테스트 통과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 스마트폰
화면터치 기술(40m/131ft)

사용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TPU 소재 방수팩

수중에서 사진촬영 및 음악감상 등
수면에서는 조난 시 긴급통화 가능

(주)엠팩플러스Ⓡ
   02-2277-6651 www.mpacplus.com
제품문의(다이브숍/강사전용) : 02-6012-5998
2017 SEPTEMBER/OCTOBER | 113
카카오톡 아이디
: scuba4u or NOMADIVE

TECHNIQUE

멀티레벨 스페셜티
Multilevel Specialty

글/사진 김수열 (PADI Course Director, 노마다이브 대표)

온고지신 [溫故知新]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가진 어떤 다이버가 난파선 다이브를 앞두고 나에게
묻는다. “40미터를 가면 10분 있다가 올라와야 하나요?”. 수없이 들어 본 질문이
지만 이번 질문은 느낌이 좀 달랐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맞는 말이지만 지
금까지 단답형으로 “네, 10분밖에 다이빙을 하지 못해요”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스쿠바다이빙을 가르치는 강사의 한 사람으로 나에게 배웠던 다
이버들에게 멀티레벨 다이빙을 소개해주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본 칼럼에 소
개해 본다. 현재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며, 본 글을 읽고 있는 다이버라면 누구나
멀티레벨 다이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 생소하다고 해도 괜찮다.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 코스를 배웠을 때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만약 절반이상 ‘No’라고 답한다면 끝까지 읽고
앞으로의 다이브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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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브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2. 다이브컴퓨터의 원리를 알고 있다?
3. 무정지 한계 시간을 볼 줄 안다?
4. 무정지 시간을 관리할 줄 안다?
5. 수면휴식시간을 알고 있다?
6. 다음 다이브를 위해 수면휴식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7. 안전정지와 감암정지를 구분할 줄 안다?

출처 : slcscuba.com

<표 1>

8. 다이브컴퓨터가 가진 기능의 50% 이상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표 1>과 같은 패턴으로 다이브한다.

멀티레벨 다이빙의 정의와 원리
멀티레벨이란 단어 자체만으로는 잘 이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정의
하겠다. ‘한 번의 다이브 동안 한 번 이상의 수심을 계획하여 제한된 공기로 오
랜 다이빙을 즐기는 방법을 말한다. 위의 질문에 바로 답이 되었을 것이다. 40미
터로 다이브 해도 10분보다 더 오래 다이브할 수 있다.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이미 배웠을 몸에 쌓이는 질소의 양과 속도의 관계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깊은 수심에서는 더욱 빠르게, 많은 양의 질소가 축척되

<사진 1>

출처 : Divelog.com

면서 다이브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때문에 우리 몸에 질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 상승을 시작해 다이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그 수심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진 1>과 같이 40미
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약 10분 미만이다. 그래서 5분 정도 머물다 25미터
로 상승하여 다이브컴퓨터가 제공한 늘어난 무정지시간을 마저 즐기고 그 시간
마저 끝나간다면 또 10미터 수심으로 상승하면 된다. 아마도 여러분의 다이브
컴퓨터는 10미터 이내에선 무정지 한계시간을 무제한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

<사진 2>

<사진 2>와 같이 매 다이브마다 멀티레벨 다이브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다이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다이브컴퓨터는 아주 정밀하게 0.1미터
단위로 수심을 보여주며 다이브 시간을 재설정해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꼭 착용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승 중 우리 몸에 쌓인 질소를 배출할 수 있는 안전정
지 시간을 제공하는데, 이는 보통 아래 사진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다이브 테
이블에서 권장하는 무정지 한계에 도달했거나, 30미터보다 깊은 다이빙을 했을
때보다 더 보수적으로 매 다이브마다 안전정지시간을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던 테이블은 많이 보았겠지만 <사
진 3>의 테이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의 다이브 동안 바닥으로 하강하여

<사진 3>

즐기다 천천히 수면까지 상승하는 형태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렇게 다이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진 3>의 구형 테이블의 문제는
또 있다. 40미터에서 10분의 시간에는 하강하는 데 걸린 시간이나 상승하는 시
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테이블이 잘 못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실험에 걸쳐 선구자들이 보수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므로 테이블
에 보여지는 한계를 넘었다고 해서 당장에 다이버가 잠수병에 걸려 상해를 입는
다거나 컴퓨터가 제공하는 무정지 한계를 1분 넘었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심해야 한다. 근래에 들어 <사진 3-1>과 같은 전자식 멀티
레벨 다이브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멀티레벨 다이빙 플랜이 가능하니 담당 강사
를 찾아 질문하기 바란다.
<사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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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레벨 다이빙의 장점

안전을 위해 버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지역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는

주어진 공기를 최대한 활용해 다이빙을 오래 즐길 수 있다. 가끔씩 다이브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리조트 다이브마스터나 가이드가 지시하는 것을 보

리조트를 방문하면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말이 있다. “찍고 바로 올라왔어”

고, 가자는 곳으로 따르기만 하는 다이브는 이제 그만하자. 계속 공부하고

이런 짧은 단어들이 난 궁금하다. 다녀온 곳이 몇 미터의 수심이고, 어떤 목

연습하여 지식과 스킬을 업데이트한다면 어느 바다에서나 여러분이 원하는

적으로 다녀왔는지?, 바닥 수심으로부터 수면까지 구경꺼리가 없는 다이

방향으로 진행하고, 원하는 수심에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다. 근래 휴대

브사이트라면 바닥 수심에서라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나이트록스 기체를

폰으로 다이브 플랜을 짜고, 다이브컴퓨터를 대신해 사용하고, 수중사진을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도 아니라면 다이브 사이트를 바꿨으면 어땠을

찍어 로그북을 작성하는 멋진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이를 위해 앰팩 플러

까? 과연 그 사람은 멀티레벨 다이빙을 알고 있을까? <사진 4>와 <사진 5>

스의 다이브팩을 사용하면 길어진 다이브 시간 동안 아까운 순간들을 기록

는 같은 다이브 사이트는 멀티레벨 다이빙을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이다.

하고 더 스마트한 다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바닥 수심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상단부까지 올라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멀티레벨 다이빙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
1. 해당 지역의 유명 다이브 사이트 정보를 미리 공부한다.

멀티레벨 다이빙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다이브컴퓨터를 지참하자. 만일 다이브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이버들
은 아날로그 다이브 테이블과 방수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다이브컴퓨터를 버디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3. 다이브 중간 수면휴식시간에 스킨다이빙과 같은 수영을 피한다.
4. 다이브 모드(게이지/프리다이빙) 설정을 다이브 전 신중하게 선택한다.
5.	다이브 중 빠른 상승이 포함되어(Slow 알람)있다면 반드시 컴퓨터가 제
공하는 시간만큼의 안정정지를 모두 마친 후 상승한다.
6.	다이브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체온 손실을 보완하도록 적절한 슈트를 선
택한다.

<사진 4> Fiji 의 트윈시스터스

<사진 5> Guam 의 코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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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머무는 일정이 며칠 정도이며, 몇 회의 다이브를 계획하는지 미리
리조트에 일러두자.
3. 현재 내 다이브 레벨과 횟수를 솔직하게 말해두자.
4.	다이브 사이트의 수심이 깊다면 깊은 수심에서 무정지 시간을 전부 사용
하지 말고 다음 수심으로 상승을 시작하자.
5.	다음 다이브의 수심이 여전히 깊다면 다이브간의 수면 휴식시간을 충분
히 달라고 요구하자.
6.	다이브사이트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면 나이트록스 기체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하자.

<사진 6>

멀티레벨 스페셜티는 별도의 PADI 스페셜티 자격증 코스이다. 혼자서 인터넷으
로 공부하기엔 광범위한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멜티레
벨다이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한 시간을 내서 떠난 여행 동안 횟수

반창꼬 프로젝트 9/10월의 이벤트
스쿠바미디어에서는 멀티레벨 스페셜티를 지원합니다.
교육신청 nomadive@gmail.com 이메일 신청

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좋은 다이브 사이트에서 충분히 머물고 즐기려면, 빨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다이버레벨, 보유장비)

리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를 찾아 질문하고 모험을 떠나도록 하자. 또, 전문

모집대상 교육을 신청한 정기구독자 선착순 10명
지원내용 200미터 방수 수중터치 가능한 휴대폰 방수백
앰팩 다이브 제공(8만 원 상당)

가와 함께 다이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더욱 효율적일 수 있는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진행 및 앰팩다이브 공급처

“40미터를 가면 10분 있다가 올라와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
해 주고 싶다.
다이브 횟수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깊이 가는 것은 또 뭐가 그리 중요한가?
우리는 아주 특이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관람객도 없고 기록을 내
는 경기 참가자도 아닌 스스로 바닷 속을 누비며 이방인을 경계하는 물고기들
과 교감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 <온고지신> 초보 때 배웠던 다이브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이브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잘 알게 되
었으리라 생각한다. <사진 6>과 같이 다이브 플랜에 실패하여 혼자 안전정지를
먼저 하며 일행을 기다리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학생과정
참가자격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이론수업 약 1~2시간, 해양실습 2회
(각 다이브센터에서의 펀 다이브와 함께)
코스는 본 잡지에 소개된 가까운 지역의 PADI 코스디렉터들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마린마스터
서울 정상우CD 010-5526-4653
고다이빙
수원 임용우CD 010-6317-5678
씨씨다이버스
광주 위영원CD 010-3648-1886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박금옥CD 010-5408-4837
팬더스쿠바
대구 이현석CD 010-8299-7777
아쿠아스쿠바
제주 송태민CD 010-8618-3923
리드마린
서울 - 배경화CD 010-6737-9973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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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법률

다이빙에 있어

비판의 한계 지점

핸드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SNS가 주된 소통창구가 된 것은 벌써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오래된 일입니다. 생활의 기반이 실물경제에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로 옮겨지는 과도기
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은 자유로운 소통과 비
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보공유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제한된

글 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PADI IDC Staff Inst
법무법인 안민

시간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주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이
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통한 개선, 정보공유를 통한 시행착오
의 최소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즐거운 다이빙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과 정보공유의 한계는 어느 지점인지에 대하여 알 필
요가 있고, 이는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규율대상이 어떠한지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
1. 사람의 업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사람이란 타인으로서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이빙 강
사, 단체, 센터 내지 리조트는 대상으로서 ‘사람’에 포함됩니다. 업무는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의미합니
다.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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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대법원 2004도8701 판결 참조). 따라

타죄와의 관계

서 전업강사와 리조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강사의 지위에서 교육과 투

업무방해행위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공갈

어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실체적 경합(결과적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을 때 등이 이에 해

2. 업무의 보호가치

당합니다.

이 때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

업무방해행위가 동시에 명예훼손에도 해당(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며 소

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란을 피우는 등)하였을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

으로서, 이 때 어떤 형태의 명예훼손인지 여부(진실한 사실, 허위의 사

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

실, 출판물에 의한)에 따라서 어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인지가

니다(대법원 2006도36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다이빙 업계 종사자의 업

정하여집니다. 사례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무는 거의 대부분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
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해의 의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이 때

1.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보다 중한 범죄인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있다고 판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전부 허위·

하였습니다(대법원 92도3035 판결 참조).

일부 허위, 스스로 조작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든 불문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

마치며

지 않습니다(대법원 82조2486 판결 참조). 따라서 자신의 호불호를 표

소통과 비판, 정보공유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사회의 근간

명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될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업무를 불법하게 침해할 성질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는

의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이빙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유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난 글

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의 범위 내에서 소통 등이 이루어질 때, 보다 생

에서 살펴본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특정 또

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 일은 선택할

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에도 유포가 됩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일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

오·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는 우리들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좋아하는 일이 감사하게도 다가온 것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위계의 상대방이 곧 업무방해의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소중한 이 다이빙을, 건전하고 허용된 소통으

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 다 같이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의 행위들은 모두 고의이어야 하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
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
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
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도41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부분
의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고의가 부정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2. 정당한 경우
형법상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즉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지난 글에서 알아보았는데, 업무방해의 경우 단순히 사실을 적시
하였을 경우에는 애초에 이를 업무방해행위 자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허
위사실의 적시이어야만 업무방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문제될 경우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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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오염으로부터 우리 몸 지키기 ⑤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다
글 고쇼 히로에 (古庄弘枝) / 편역 편집부

화학물질은 입과 코와 피부를 통해

피흡수의 경우 화학물질은 피부의 방호벽을 뚫고 체내로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하고 합성한 화학물질은 2013년 현

직접 들어간다. 그 때문에 경구흡수처럼 간에서 대사·분

재 8000만 종류에 달한다. 그 화학물질을 몇 종류 혹은

해되지 않고 체내에서 순환한다. 따라서 10여 일이 지나

수백 종류 조합해 만든 것이 합성세제, 유연제, 표백제, 화

도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은 불과 10%에 불과하다. 경피

장품, 향수, 살충제, 방충제, 방향제, 항균제, 곰팡이 제거

흡수 되는 화학물질 즉 경피독의 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제, 세정제 등의 제품이다.

다르지만,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은 생식기다. 그 양은 팔

이와 같은 제품 하나하나의 안전성은 비록 확인되었다 해

안쪽 부분을 1로 보면 42배에 이른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도 그 제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

때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다. 그 경우 우리 몸 내부에서 또는 자연환경 속에서 어떤

고쇼 히로에(古庄弘枝)
오이타 현 구니사키 반도 출생. 논픽션
작가 겸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식품 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 등의
논픽션과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집필하
고 있다.
주요 저서
『휴대전화 망국론―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자파
건강오염』
『아라카이 건강 캠프촌―일본 최초 화학물질·
전자파 과민증 피난시설 탄생』
『보이지 않는 오염 전자파로부터 몸을 지키자』
『사와다 아파트 이야기―둘이서 만든 꿈의 성』
『모 혁명－산지 낙농으로 청정 우유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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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화학물

경피독의 으뜸 합성 계면활성제

질로 인한 오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일상용품으로 사용되는 위험한 경피독으로는 합성 계면

에서 화학물질을 줄이거나 과감히 없애는 수밖에 없다.

활성제, 용해제, 방부제, 산화 방지제, 착색제, 염색약 등이

화학물질이 인간의 체내로 유입되는 경로는 세 군데이다.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합성 계면활성제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경구흡수’와 공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합성 계면활성제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계면활성제를 말

‘경비흡입’,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경피흡수’이다. 경구흡

한다.

수의 경우 간에서 대사 작용을 통해 90% 이상 제거된다.

계면이란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물질(예를 들어 물과

경비흡입에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합성세제와

기름)의 경계선에 생기는 서로 반발하고 서로 섞이지 않는

유연제에 포함된 향료 독성이다. 향료에는 알레르겐 물질

면을 말한다. 계면활성제란 서로 반발하는 힘을 약하게 해

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천식과 피부염, 편두통 등을 유발

서로 융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한다. 특히 후신경에 흡착된 화학물질은 뇌로 직행하기 때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천연 계면활성제는 지방산 나트륨

문에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경비흡입은

과 지방산 칼륨 2종류뿐으로, 두 가지 다 소위 비누로 불

반드시 피해야 한다.

리는 것이다. 약 5,000년 전, 수메르인이 발견(동물의 고

여기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그다지

기를 구울 때 뚝뚝 떨어지는 기름과 뜨거운 재가 섞여 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피흡수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경

들어진다)한 이래 계속 사용되었다.

한편, 합성 계면활성제를 처음 만든 나라는 제1차

유연화제로 사용된다. 생체 내에서 니트로소아

세계대전 중의 독일이었다. 동식물 기름이 부족하

민(강력한 발암성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자 석탄과 석유 등을 원료로 개발되었다. 이 합성

발암성이 문제시된다. 피부나 점막(구강·소화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합성세제이다.

기)에 자극성이 있어 만성 중독으로 간 장애, 신

일상의 생활을 단순화한다. 이것이야 말로 질

비누는 씻어 거품이 사라지면 계면활성력도 사라진

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 설사 체내에 들어가도 기름과 소금으로 변하기

화학물질을 멀리하는 단순한 생활과 함께 화
학물질을 체내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병을 막고 또한 경제적이기도 하다.
화학물질로 환경을 오염하는 것 = 자신을 오
염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때문에 해는 없다. 환경 속으로 방출되더라도 생분

‘방부제·산화방지제’는 상품의 변질을 피하고자 대

해성이 빨라 하루면 완전히 분해된다. 그리고 강과

부분의 일상용품에 사용된다. 피부장애를 일으킬

바닷속에서는 수중 미생물의 안전한 먹이가 된다.

위험이 있거나 환경 호르몬이 아닌지 의심받는 물

그런데, 합성세제의 경우 합성 계면활성제의 계면

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활성력은 영원히 지속되고 성분의 생분해성도 낮

•	에틸렌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EDTA) : 금속 이

다(3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 그리고 분화되더

온 봉쇄제(산화 변색 등을 방지)로서 샴푸·화장

•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먹어도 안전한 성분

라도 강이나 바닷속에서는 물고기의 아가미나 미

품 등 많은 상품에 이용된다. 체내에 들어가면

으로. 자신이 만든 화장수(유자 씨+소주,

생물의 세포를 파괴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

칼슘 결핍증을 초래해 혈압 강하·신장 기능장

다. 합성 계면활성제의 극단적인 독성은 세포막을

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기형을 일으킨다

파괴해 세포를 죽게 하는 것이다.

는 실험 결과도 있다.

비누와 합성세제는 전혀 성질이 다르며 천양지차
가 있다.

•	안식향산 : 방부제로서 샴푸, 린스, 치약, 화장품
등에 사용한다. 피부, 점막, 눈, 인후를 자극할

합성 계면활성제는 합성세제 이외에도 샴푸, 린스

수 있다. 변이원성, 염색체 이상에 관계가 있다

(컨디셔너), 치약, 발포제, 살균제, 유연마무리제 등

는 보고도 있다.

의 성분으로 일상용품에 많이 사용된다. 세포막을

•	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 산화 방지제로 널리

파괴하는 합성 계면활성제는 경피흡수 되는 비율

이용되지만, 발암성 의심이 짙은 물질이다. 폴리

이 높아 주로 피부장애,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또

프로필렌(플라스틱 제조 원료)에도 함유되어 있

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 녹아내리면 발암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요 합성 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 나트륨(LAS) : 석유에서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간암이 발병됐다.
•	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 산화 방지제로서 아

•	신체와 관련된 제품은 기본적으로 입속에
넣어도 안전한 것을 선택한다.
•	유아·어린이용품은 특히 먹어도 안전한 것
을 사용한다.
•	아기들의 뒤처리는 물과 헌 천을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삼백초 꽃+소주) 등을 사용한다.
•	치약 대신 소금으로, 비누 대신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샴푸 대신 비누 제품을 사용한다.
•	린스(컨디셔너)류는 필요하다면 동백기름
등 천연 제품을 사용한다.
• 염색약은 사용하지 말자.
•	화학합성 입욕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뭔가
를 넣고 싶을 때는 무농약 밀감류의 껍질이
나 과육, 건강에 좋은 식물(비파 잎·찻잎)
을 사용한다.
•	의류 세탁은 합성세제가 아닌 비누 혹은 소
다를 사용한다.
•	유연제는 넣지 않는다. 사용할 때에는 식초
를 사용한다.
•	부엌 설거지는 비누를 사용한다. 아크릴 털

합성되는 대표적인 합성 계면활성제. 세탁용 세

이섀도, 향수, 입술연지, 크림, 파운데이션 등에

실로 짠 수세미 등을 사용하면 비누도 필

제 등에 많이 사용된다. 독성이 강해 피부장애의

널리 이용된다. 발암성 의혹이 있는 환경 호르몬

요없다. 개수대나 부엌 주변 청소는 중탄산

위험성이 있다.

의 일종이다.

•	로릴 황산나트륨(SLS) : 치약, 샴푸, 세안 폼, 화
장품 등 많은 일상용품에 사용된다. 피부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착색제’는 샴푸나 린스(컨디셔너), 화장품, 입술연
지 등에 사용된다. 착색제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
한 타르계 색소(적색 O호, 청색 O호로 표시)다. 이

용해제, 방부제·산화방지제, 착색제, 염색약에 이

소다로 때를 제거한다.
•	화장실에 방향제를 두지 않는다. 자신의 건

색소는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또 알레르기

강을 배설물의 냄새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하다. 뭔가를 두고 싶다면 싱싱한 식물을
두자.
•	용변 후 내리는 물에 변기 세정액·소독약
을 넣지 않는다.
•	분무식 살충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방충

용되는 경피독 ‘용해제’는 보습제나 유화제로서 샴

도 일으키기 쉽다. 타르계 색소가 입술연지에 사용

푸, 화장품, 유아용품 등 온갖 일상용품에 이용된

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 입술에는 각질층이 거

다. 용해제는 얇은 세포막 지질의 필름을 녹여 침

의 없어 피하조직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이다.

투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유해 물질이 피부에 흡

조심해야 할 것은 염색약이다. 염색약은 머리카락

• 제균·살충·훈연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

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기 때문

•	바닥 등은 화학물질을 먹인 종이 제품으로

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에 경피흡수에 의한 유해성이 강하다. 대표적인 것

•	프로필렌글리콜(PG) : 보습제, 유화제로 널리 이

으로는 파라페닐디아민(PPD)이 있다. 이것은 머리

용되며 화학물질 운반책으로 불릴 정도로 다른

카락을 흑색 계통으로 염색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

물질의 침투를 돕는다. 유아의 ‘아기분’ 제품에도

이다.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외에 접촉성

이는 것 =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용된다.

피부염, 점막 부종,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	방충제는 기본적으로 깨끗이 세탁해 두면

•	다이에탄올아민(DEA)·트리에탄올아민(TEA) :
화장품·의약품·농약의 유화·현탁화제, 보습·

일으킬 수 있다. 발암성 물질이며 환경 호르몬이기
도 하다.

망으로 해충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	벌레 퇴치 스프레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
류(긴소매·긴 바지)로 대처한다.

닦지 않는다. 걸레로 닦는다.
•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공존 작물 등을
잘 조합해 재배한다.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지·풀을 죽

필요 없다. 사용할 거라면 천연 제품을 사
용한다. 무취 방충제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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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Ocean Dive
대표 : 현우석
강사 : 이동원(02-2054-3626/010-2375-5010)
이메일 : mintocean1@mintoceandive.com
카톡/플러스친구 : mintoceandive/민트오션다이브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 테라타워1 B동 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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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오션다이브는 현우석 / 이동원 강사의 공동 운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정동에서 유일한 PADI 교육 센터입니다 .
현재 체험다이빙부터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레스큐, 다이브마스터 교육, 그 외 스페
셜티 다이버 과정까지 매주 평일과 주말에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 코스를 위한 국내
외 교육센터 그리고 리조트들과 연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을 다니다가 스쿠버에 입문을 하여 스쿠버의 미래와 가치에 관하여 매력을
느껴 전업을 할 정도로 다이빙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운영진이 교육생과 펀
다이버들을 위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것도 하나의 매력입니다.

다이버를 위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장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연간 최
소 17회 이상의 국내외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9월/ 11월 : 제주도
• 10월 : 동해/일본 오키나와, 12월 : 필리핀 사방
여성다이버를 위한 여성강사님도 소속되어 있어 스쿠버다이빙을 접할 때 가질 수 있
는 불편함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이버를 원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큰 선물 중의 하나인 물속 탐험!! 그 시작은 스쿠버다이빙입니다.
시작을 망설이지 말고 그 시작을 민트오션다이브와 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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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구샘과 다이버들 해외 다이빙 투어!

말레이시아 르당(Redang)
글 조정훈(PADI Rescue Diver)

빠듯했던 하루하루 팍팍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연을 벚 삼아 삶의 활력소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비전은 큽니다.

를 충전하고, 가까이 있기에 몰랐던 소중한 우정을 다시 찾고, 익숙한 이들

동남아에서 가장 현대화된 대도시를 꿈꾸는 쿠알라룸푸르, 현재보다 미래가

과 낯선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도심이라도 야외라는 분위기만으로 서로에게

더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우리들의 친목과 우의 증진 및 체력 증
강을 위하며 자긍심을 고취하여 응집력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며, 우리들

말레이어 몇마디
안녕하세요(아침)

Selamat pagi

슬라맛 빠기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샘과 다이버들 6명이 말레이

안녕하세요(점심)

Selamat tengah hari

슬라맛 뜽아 하리

시아 르당섬으로 다이빙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오후)

Selamat petang

슬라맛 쁘땅

안녕하세요(저녁)

Selamat malam

슬라맛 말람

안녕히 계세요

Selamat tinggal

슬라맛 띵갈

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흙탕물의 합류’라는 의미로,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고맙습니다.

Terima Kasih

뜨리마 까시

지리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1850년대 이곳에서 주석 채굴을 목적으로 중국

천만에요

Sama-sama

사마 사마

길

Jalan

잘란

미안합니다

Minta maaf

민따 마아프

얼마입니까?

Berapa harga

브라빠 하르가?

비싸요

Mahalnya

마할냐

계산해 주세요

Tolong kira

똘롱 끼라

레이시아의 수도 역할을 한 쿠알라룸푸르는 1957년 독립 이후, 말레이 연방

영수증 주세요

Tolong bawa bil

똘롱 바와 빌

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1999년 푸트라자야가 행정 수도로 정해지

맛있어요

Sedap sekali

스답 스깔리

푸드 코트

Hawker Center

호커 센터

우선, 우리의 다이빙 목적지 말레이시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

인 및 상인이 유입되며 도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
계, 인도계 등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이 도시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오랜 시간 말

며 정부 청사는 이전하였지만 왕국과 같은 상징적인 기관은 여전히 쿠알라
룸푸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의 화폐 단위는 링깃(Ringgit)이며, 표기는 RM으로 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개발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정신없고 시끄러운

1, 5, 10, 20, 50, 100의 6종류가 있으며, RM1은 100se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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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타펠의 빙하 ; 이곳에서 영화 인터스텔라를 촬영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트렝가누에 위치하고 있는 르당섬은 인천공항에서 국
제선을 타고 쿠알라룸푸르까지 가서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쿠알라트렝가
누까지 가야 합니다. 쿠알라트렝가누에서 항구까지 45분 정도 차를 이용
해서 이동하고, 항구에서 르당섬까지 배를 타고 50분 정도를 들어가야 도
착합니니다.
우리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캡슐컨테이너 호텔에서 몇 시간 쉬었다가
아침 일찍 쿠알라트렝가누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을 이용했습니다. 캡슐
컨테이너 호텔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였고, 쿠알라룸푸르 공항
Level1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 Booking Voucher를 제시
하면 몇 가지 인적사항과 정보를 기입하고, 보증금 US$20을 지급하면 부
직포 가방과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직포 가
방 속에는 하루 묵으면서 필요한 타올, 치약과 칫솔, 생수가 들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방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
다.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과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정도의 물건을 놓을
수 있습니다. 콘센트가 있어서 쉬는 동안 충전을 할 수 있으며, 간이 화장
대까지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어서 씻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쿠알라트렝가누 공항에 도착하여
빠져나오니 Sharon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각자의 짐을 차에
싣고 이동을 하면서 르당에 고래상어가 나타났다면서 직접 찍은 영상을 보
여주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45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보
트를 타는 곳에 도착하여 티켓팅하고 보트를 타고 르당섬까지 들어가는데
‘바다가 장관이구나! 여기서 다이빙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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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당섬 선착장에 도착하여 해변과 리조트를 보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특
히, 바다색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바다를 보
았지만 스페인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 매력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Coral Radang Island Resort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고, Diving을 위한 몇 가지
인적 정보를 기입하고 각자 배정받은 방에서 짐을 풀어놓고, 르당섬에서 첫 식사
를 했습니다. 식사는 뷔페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유럽과 말레이시아인들이 많아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밑반
찬을 한두 가지 가져 간다면 더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네요.
르당섬에서 첫 다이빙은 체크다이빙으로 시작했고, 15미터 수심에서 40분가량 장
비와 컨디션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르당섬에서 5일 동안 14회 다이빙을 하면서 사
흘 아침 첫 다이빙은 거북이를 만나기 위해서 Turtle Bay 인근 포인트를 찾았습니
다. 많은 거북이와 함께 단체사진 및 개인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와
다양한 사진을 찍으면서 영화 ‘친구’에서 바다거북이랑 수영하는 대사가 생각이 나
더군요. 우리들은 바다거북과 같이 수영도 했었네요.
르당섬에서 다이빙은 경산호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포인
트를 가더라도 다이버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었
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고래상어와 거북이, 대형가오리, 나폴레옹 피쉬 등 수
많은 물고기 떼들과 유영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으며, ‘수중탐험의 신비로움이 어
디까지 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아름다움이 유
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다이버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
니다. 앞으로 르당섬에 많은 다이버들이 찾게 되겠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경산호 포인트에서 중성부력을 유지하여 산호가 깨지는 일이 없
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레이시아 르당섬에서 다이빙은 저에게 9월의 소풍이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
니 소풍은 ‘바람 속을 거닌다’는 뜻이더군요. 참 멋진 말입니다. ‘바람’은 자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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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Bay

Tanjung Tokong
Tunnel Point

의미하며, ‘거닌다’는 소요한다는 말입니다. 구애받을 것도 없고 잠시 다
녀오는 것이니 대단한 계획도,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겠죠.

Tanjung Lebah

Tanjung Gua Kawah

Pulau
Redang

P.Paku Besar
P.Paku Kecil
Mak Cantik

P.Kerenga Besar
Marine Park
Wrwck

Pulau Pinang
Terumbu Kili

Big Mount
Black Coral
Garden

Southern Tip
Mini Mount

Stingray City
Sharon Stone
Pulau Ekor Tebu

Batu Chipor

Pulau Lime

프랑스의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인간은 먹고, 놀고, 일하고, 산책하
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더군요. 인생에 대해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면, 우
리는 이 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 ‘먹고, 놀고, 산책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 소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먹고, 놀고, 산책하며 햇살, 바다, 꽃, 나무, 풀벌레
소리, 새소리,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
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이빙센터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사진작가 A.B.Lee가 5일
동안 다이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재생될 때 우리
들은 영상물을 보면서 많은 환희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르당
섬의 다이빙은 우리에게 추억이 되었고, 우리들은 그 추억을 영원히 기억
할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가끔씩 영상물을 꺼내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 두었던 추억을 되새겨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5일간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많은 다이빙 경험과 재미를 주
었던 A.B. Lee, Sharon, Tim Lee에게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샘과 다이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멋진 다
이빙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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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k 다이빙과 Critter 다이빙의 메카

인도네시아 렘베해협

YOS Dive Lembeh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는 인도
네시아 열도에서 해양 사업 분야에서 26년 이상
의 경험을 가진 공인된 다이빙 회사이다. 다이빙
패키지, 다이빙 사파리 및 PADI 또는 SSI 다이빙
코스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다이빙 센터는 컴프
레서, 나이트록스, 4대의 다이빙 보트가 잘 관리
되고 있으며, 다이빙은 1명의 가이드에 2명의 손
님 비율로 진행하고, 손님이 렘베해협에서 최상
의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129 |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Ds. Makawidey, Kec Aertembaga - Bitung,
North Sulawesi - Indonesia
International Reservation office
What's app : +60122612155
Email : ddenmsia@gmail.com

독자 투어기

블루오션다이브&트래블과 함께하는

첫 다이빙 투어, 팔라우(Palau)
글, 사진 김다예 (SDITDI 레스큐 다이버, 블루오션다이브&트래블 소속)

다소 급하게 결정된 저의 첫 팔라우 다이빙 후기입니다.

센터에 맡겨주시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은 귀국해서 찾는 걸로…… 어차피 팔

최근에 해외 다이빙을 자주 다녀온 지라, 금방 또 해외 다이빙 나가기가 부

라우는 와이파이도 약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들었기에 이번 팔라우 투어

담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이빙 포인트 및 저렴한 투어비용

는 속세와 단절한 채 자연을 온전히 즐기기로 합니다. 팔라우까지는 약 5시

등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 과감하게 지르고 다녀왔습니다. 다이버로서 신들의

간 정도 소요되는데 영화 두 편 정도 보면 금방 도착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팔라우를 한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일정

6월 23일 새벽 2시경에 코로르 공항에 도착! 나이트록스 페스티벌에서 전세

나이트록스인데도 보통 다이빙 투어보다 저렴한 가격에 언제 또 이런 기회

기를 냈나 봅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수화물이 다 롤백입니다. 모두가

가 있을까 싶어서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다이버입니다. 명찰을 보아하니 나이트록스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다이버

6월 22일 목요일 칼퇴를 시전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님들이 확실합니다. 뭔가 대규모 다이빙 전사들의 일원이 된 듯한 뿌듯한 느

퇴근하고 가야 했기에, 8시 50분 비행기를 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으나,

낌은 뭐죠? 소중한 롤백을 챙겨 밖으로 나오니까 후덥지근한 공기가 절 맞아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핸드폰은 같이 탑승을 하지

줍니다. 그런데 비가 같이 저희를 반기네요. 내 첫 팔라우 입성기인데!! 비가

못하였지요. 비행기 탑승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화장실 세면대에 살포

온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비가 와도 다이빙은 할 수 있으니까요.

시 올려두고 나왔습니다.ㅋㅋ 그러나 이미 게이트가 닫혀서 나갈 수도 없는

공항 앞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달려 숙소에 도착합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공항 직원분이 핸드폰을 발견해서 분실물

다.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 일찍 다이빙을 나가야 하는 관계로, 숙소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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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마자 다이빙 장비를 먼저 정리합니다. 투어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각 13
명씩 총 3팀으로 나뉘어졌는데요. 각 팀마다 담당하는 강사트레이너님과
아이러브팔라우 스텝분들이 장비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3팀은 해리
(황재필) 강사트레이너님께서 망가방을 다 챙겨와 주셔서 편하게 다음날 사
용할 다이빙 장비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망가방에 저희 이름까지 다 미리
적어서 준비해오시는 센스~)
새벽이라 다들 피곤하실 텐데 강사트레이너님들과 아이러브팔라우 스텝분
들이 넘치는 에너지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후다다닥 정리를 마치
고 첫 다이빙을 위해 잠깐 눈을 붙이러 갑니다.
알람 소리에 찌뿌둥한 몸을 겨우 일으키고 커튼을 촤악~!!! 펼쳤는데 맑은
하늘을 기대했으나 흐린 하늘에 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뭐 다이빙 못하는 건
아니니까 설렘설렘을 안고 선착장으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선착장까지는
버스로 15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날씨가 좀 흐리지만 인증샷 하나 남겨주고
보트를 탑니다. 보트는 이번 페스티벌에 총 3팀이 있기에 팀별로 보트가 1대
씩 총 3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트에는 어제 챙겨놓은 망가방들과 나이
트록스 실린더들이 한가득 실려있었습니다. 출발 전 빠진 장비가 없는지 체
크하고, 나이트록스 공기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번 투어에서 제가 제일 좋아
라했던 부분입니다. 나이트록스 스페셜티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공
기 분석기가 없는 곳이 많아 제가 직접 공기 분석할 기회가 그동안 많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어 때는 매번 다이빙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나이
트록스기체 분석을 직접 하고 산소 농도를 실린더 부착된 기체분석 스티커
에 적어놓고 다이빙 컴퓨터 세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나이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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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의 취지를 제일 잘 살린 부분 같습니다. 전 일정 나이트록스를 사용

핑 때 들었던 양배추 산호 군락지도 보았습니다. 엄청 큰 꽃들이 모여 피어

하다 보니 이번 투어에만 8번 사용했네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지요. 게다

있는 정원 같았습니다. 너무 너무 재미진 조류 다이빙~ 출수지점에 가까워

가 황재필(해리) 강사트레이너님이 산소농도에 따라 내려갈 수 있는 수심도

오니 조류가 약해집니다. 슬픕니다.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계속 체크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이번 투어를 통해 진정한 나이트록스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다이빙 3회를 하고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

다이버로 거듭난 것 같았습니다.

다. 근데 비도 오고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보트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첫날 다이빙 포인트는 Grass land, Sias Tunnel, Ulong channel입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팔라우에서는 방풍자켓이 필수입니다! 옷가지 또한 날라

Grass land는 체크다이빙이라 쉬엄쉬엄 구경했습니다. 바라쿠다는 아니고

가지 않도록 조심도 하시구요! 다이빙이 끝나고 장비는 정성껏 세척(내 장비

갈치도 아닌 긴 물고기들이 주변에서 계속 스쿨링(School)을 하고 있어서 같

는 소중하니까요~ㅋ)하고 후딱 몸을 씻으러 갑니다. 왱? 배고프니까요~

이 어울려 놀고 스콜피온피쉬도 만났습니다.

38명이라는 대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다이버분들 모두가 시간을 잘

두 번째 Sias Tunnel은 큰 동굴 입구로 들어가서 작은 입구로 나오는 루트인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버스에 탑승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첫

데 동굴 입구가 40미터 정도에 있고 바닥은 50미터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녁 만찬은 각종 갑각류와 다양한 중화요리! 비싼 크랩과 랍스터가 막 나

는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내려가면 안되겠죠. 저도 31미

오네요. 투어 가격을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음식이 푸짐하게 나

터까지만 내려가고 동굴 천장에 붙어서 다녔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밖

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알코올 섭취도 하시고 다들 흥이 오를데로 오른 것

을 보니 빛이 들어와 맑고 파란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습니다. 저녁 자리가 다 정리된 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 들러 각자

세 번째 다이빙은 Ulong channel로 저는 이번에 간 팔라우 다이빙 포인트

먹을거리를 샀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제가 너무나 좋아라 하는 마트쇼핑!

중에 제일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기가 물고기들 산란기

왠지 현지인 놀이하는 기분이 납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은 관계로, 조식을

라서 트리거들뿐만 아니라 그루퍼들도 굉장히 예민해 보였습니다. 모래바닥

먹으러 나갈 생각이 없었기에 다음날 먹을 과일들과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트리거가 산란을 위해 만들어놓은 곳이라고

다같이 숙소로 고고!! 잠도 부족해서 피곤했지만 잠시 우리 3팀 팀원들과 이

합니다. 물리기 싫으니까 트리거 집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팔

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찍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저질체력이니까요~ 내

라우 트리거는 필리핀에서 본 아이들보다 크기도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이빨이 엄청나게 돌출되어 있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건치가 너무

6월 24일 아침 7시, 팔라우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멀

나 인상적이고 무섭습니다.

쩡하신 거 같은데 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조식 먹으러 나가기 귀찮아서

Ulong channel은 조류를 타고 가는 포인트라 내 몸이 내 맘처럼 컨트롤이

어제 사놓은 과일과 빵을 꺼내놓습니다. 침대에 앉아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안됩니다. 혹시나 다른 다이버분들과 엉킬까봐 저는 좀 뒤에서 따라갔는데

팔라우 하늘을 보며 과일을 먹으니 진짜로 힐링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요. 롤러코스터 타는거처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 안좋은 트리

게다가 두 번째 날은 날씨도 좋아서 아름다운 팔라우 하늘을 보며 아침을

거랑 그루퍼들이 아래에서 엄청 정신 사납게 돌아다녀서 혹시나 물릴까 더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스릴있게 느껴진 것도 같았습니다. 조류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다가 브리

그러면 다시 팔라우 바다를 즐기러 나가볼까요? 오늘 다녀온 포인트는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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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 Blue Hole, German Channel입니다. 팔라우 블루코너와 블루홀은

왜 항상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걸까요? 나오자마자 SMB가 올라갑니다.ㅋ

다이버 초보인 저도 들어본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블루코너는 조류가 세기

오늘 점심은 아름다운 해변가에 잠시 정박해서 도시락을 먹고 수면휴식도

때문에 조류걸이를 걸어놓고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 떼를 구경하는

하고 단체사진도 찍어보았습니다. 팔라우 바다가 정말 맑고 아름답다는 걸

수중 영화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큰 기대를 안고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해변가에서 사진찍고 수영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후딱

여기가 블루코너가 맞나요? 조류 어디 있죠? 스쿨링(School)하는 아가들 어

지나갑니다. 보트가 3대라 다이빙할 때는 다같이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날

디 있나요? 역시나 자연은 항상 저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닌가

점심은 다같이 모여서 먹고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봅니다. 조류가 없어서 조류걸이는 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핀킥만 하다가

세 번째 다이빙은 만타가 나온다는 German Channel로 갑니다. 팔라우에 왔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어는 원 없이 보고 왔습니다. 입수부터 출수까지 고개

으니 만타님을 영접해야겠지요? 그런데 만타가 다니는 길목은 조류가 있기

만 돌리면 작은 크기의 상어들이 제 옆을 지나가고, 정말 가까이에서 상어와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만타가 지나는 길목에 자리를 잡기 위해 열심

아이 컨택까지 하며 너무 많은 상어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출수 지

히 핀킥을 재촉합니다.ㅋㅋ 근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왠지 만타를 못

점에서는 위로라도 해주는 건지 상어 7~8마리가 근처에서 빙글빙글 헤엄치

만날 것 같은 느낌에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2팀 다이버분

며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들이 만타 수신호를 보내, 고개를 돌려보니 만타 두 마리가 유유히 지나가고

두 번째 다이빙은 블루홀! 이름만 들어도 멋진 그 블루홀을 가보았습니다.

계십니다. 따라가면 도망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 하고 지켜보는데 돌아

입수 지점은 수심이 정말 얕았는데요. 조금만 들어가니 바닥이 보이지 않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쳐지나간 만타 두 분(?) 그래도 잠깐이지만 인사

검푸른 바다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블루홀이구나) 카메라 있으신 분들이 먼

는 했습니다.

저 입수하고 촬영장비가 없는 저는 뒤이어 들어갔는데요. 그 깊은 블루홀로

이렇게 두 번째 날도 다이빙을 무사히 마치고 저녁만찬을 즐기기 위해 서

하강하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블루홀에 빨려들어가는 느낌. 우주

둘러 몸을 씻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팔라우에서 제일 좋은 로

탐험을 온 것 같기도 하고…… 블루홀은 이걸로 끝인가 했는데, 바닥에 내려

얄호텔에 있는 뷔페를 간다고 하네요. 밥만 먹으러 온거지만 고급 리조트에

가보니 여기저기 구경할 곳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가끔 다이빙하다가

오니 여행 온 기분이 납니다. 다들 취향대로 양껏 접시를 채웁니다. 팔라우

수면으로 몸을 틀고 위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블루홀 바다 아래에서 햇빛이

에서 제일 비싼 리조트 뷔페라고 하는데, 저렴한 투어비용을 생각하면 어떻

쏟아지는 천장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블루홀 안에서는 셔터만

게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덕분에 리조트 구경도 하고 마음껏 배를

누르면 인생샷이 나올 것 같았는데, 카메라가 없는 초보 다이버인 저는 열심

채웠습니다.

히 눈에만 담고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사진을 배워서 카메라를 들고 다시

6월 25일 아침 7시, 팔라우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도 마트에서 사온

방문해야겠습니다. 출수는 동굴 벽면에 나있는 구멍으로 나오는데 다이빙은

과일로 아침을 먹느라, 아이러브팔라우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한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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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었네요. 다음에 오면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다이빙

삼겹살, 소세지, 옥수수까지 맛있는 바베큐를 먹고 나니 나른나른합니다. 배

2회를 하고 밀키웨이에서 놀다가 점심으로 바베큐를 먹는 일정입니다. 첫 다

부른 점심 후 숙소로 이동해 장비를 세척하고 조별 게임과 경품추첨 행사에

이빙은 황재필(해리) 강사트레이너님이 저희에게 포인트 선택권을 주셨는데

참석하기 위해 리조트 수영장으로 내려갑니다. 대호무역, 텍라인코리아, 스

요. 비행기와 난파선 중 저희는 난파선을 택해서 Iro Maru Wreck으로 갔습

쿠바조이, OK다이브리조트에서 협찬해주신 SMB, 세척망, 망가방 등 장비들

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시야가 안 좋네요. 마지막 날이라 안그래도 아쉬운

과 각 조 강사트레이너님들이 협찬해주신 스페셜티 무료 교육 쿠폰 등 경품

데 그래도 난파선에 도착해서 요리조리 구경하다 보니 안 좋은 시야는 별로

이 굉장히 푸짐합니다. 협찬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투어가 굉장히 럭셔리하네

신경도 안 쓰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난파선이었습니다. 길이가 무

요. 수중에서 줄다리기, 탁구공 나르기, OX퀴즈 등 다양한 게임을 했는데 투

려 143미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들어가보고 싶은 챔버도 많고 재미있는 구

어 인원이 많아서 팀별로 대항전을 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

조물들이 많아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만, 실력이 부족해 더 열심히

다. 그리고 정말 경품을 푸짐하게 준비해주셔서 다들 경품 하나씩 챙겨들고

탐방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언젠가는 실력을 키워서 난파선 안에도 들어가

저녁을 먹으러 갔네요. 마지막 저녁은 우미레스토랑입니다.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목숨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좋았

두 번째 다이빙 포인트이자 팔라우에서의 마지막 포인트 Chandelier Cave

던 점은 이렇게 다음 일정이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되어 중간에 버리는 시

는 프리다이버가 우연히 찾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되

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정해진 일정들을

어 있는데 방마다 호흡기를 빼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

시간 맞춰 진행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의 저녁만찬

심을 7~8미터로 유지해서 이동해야 Deco가 안 뜹니다.

중 마지막 우미레스토랑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가 일품입니

수심이 깊어지지 않게 유의하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호흡기와 마스

다. 역시 한국음식이 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저녁식사를 마치

크까지 벗고 동굴 천장을 보니 샹들리에처럼 생긴 종유석이 보입니다. 그래

고 숙소로 이동해 잠시 눈을 붙입니다. 새벽 3시 비행기라 새벽 1시에 공항

서 샹들리에 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겠죠? 두 번째 방은 오로라처럼 생

으로 출발합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브팔라우 스텝분들도 다

긴 커튼 모양의 종유석이 있어 오로라 방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제단

같이 공항으로 이동하여 마지막까지 챙겨주고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항공

의 방, 네 번째는 홍백의 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

일정이 다 새벽 도착, 출발이라 스텝분들 힘드셨을텐데 올 때랑 갈 때까지

니다.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가보지 못했을 이런 신비로운 동굴 속에서 아

넘치는 에너지로 밝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름다운 종유석을 보고 있으니 탐험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색다른 방식의

아직 못 가본 포인트도 많고, 블루 코너의 조류와 저먼 채널에서 많은 만타

다이빙이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보는 동굴 벽면과 마스크를 벗

님을 다시 영접하고 싶기에 꼭 다시 한번 와야겠습니다. 카메라도 장만해서

고 보는 종유석 모두 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몇 번이고 다시 오고

인생샷 남기러 블루홀에도 다시 가야하구요. 아직 못 본 난파선도 봐야 하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고, 팔라우는 한 번으로는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이트록

이렇게 신기한 동굴 탐험을 끝내고 나왔으나, 이게 다가 아니지요. 동굴 밖

스 페스티벌을 통해 나이트록스 기체사용법도 확실히 알았고, 푸짐한 경품

앞쪽에 만다린 피쉬 서식지가 있어 눈을 부릅 뜨고 잘 찾아보면 만다린피쉬

도 타고 많은 다이버님들 만나서 다양한 정보도 듣고 갑니다. 무엇보다 저렴

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라파스쿠아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만다린이

한 비용에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숨어있을 만한 곳을 요리조리 찾아보았는데요. 4마리 정도 만났습니다. 근데

어딜 가도 이 가격에 이 퀄리티의 다이빙과 숙소, 음식을 제공받을 수는 없

역시나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지 찾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도 4마리나 찾

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블루오션다이브&트래블 황재필(해

았으니 혼자서 뿌듯해하며 나왔습니다.) 아쉬운 마지막 다이빙이었지만 동굴

리) 강사트레이너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도 보고 만다린피쉬까지 보고 알찬 마지막 다이빙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밀키웨이 투어를 위해 잠시 선착장에 들러 나이트록스 실린더와
다이빙 장비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밀키웨이에 가면 배 위에서 머드팩을 하
기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다이빙장비와 짐들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필
수품 몇 개만 챙기고 밀키웨이로 향했습니다. 하얀 바다 위에 보이는 섬들
과 꼬리가 긴 이름 모를 하얀 새가 날아다니는데 정말 판타지영화에서나 나
올 법한 그림이었습니다. 머드팩을 위해서는 바다에 들어가 바닥에 있는 머
드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저희 매튜 강사님이 바다에 들어가셔서 머드를 올
려주셨습니다. 밀키웨이에 있는 머드는 산호가루라고 하는데요, 촉감이 엄청
부들부들합니다. 얼굴과 몸에 문질문질하고, 바다에 들어가 씻어내면 되니까
추억에 남을 사진도 많이 찍구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첫째날, 둘째날 점심은 배 위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마지막 점심은 해변
에서 호화로운 바베큐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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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요쿨살론의 빙하호수

스카프타펠의 빙하
이곳에서 영화 인터스텔라를 촬영했다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Iceland)
글, 사진 김충회(SK플래닛 근무/사내 SCUBA 동호회 ‘그랑블루’ 운영
nomadive 강사/PADI Inst. #2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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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다이빙 정보
여행기간 : 2017년 7월 15~22일까지 7일
다이빙 : 총 5회
다이빙샵 : Dive.is (Padi 5 Star Dive Center)
다이빙 포인트 : 아이슬란드 바다 및 민물
다이버 : 대부분 유럽인
7월 평균날씨 : 한국의 늦가을~초겨울 날씨
7월 평균수온 : 바다 10도/민물 4도 (드라이슈트 필수)
다이빙 특징 : Shore 다이빙, Silfra의 투명한 수중환경

SCUBA at ICELAND
(차갑지만 뜨거운 아이슬란드에서의 다이빙)

물과 불, 얼음. 아이슬란드의 여름
#1. 해가 지지 않는 도시, Reykjavik

그 옛날 바이킹들이 얼음밖에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한 수도 레이캬비크(Reykjavik)의 여름

‘Iceland’

시즌은 한밤중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白夜)’가 절정을 이룬다.

아이슬란드는 국토의 10%가 빙하로 덮인 차가운 얼음의 땅이지만, 최근까지

호텔 방에 설치된 두툼한 암막 커튼 없이는 자정을 넘어선 한밤중에도 눈

도 화산이 분출하고 곳곳에 간헐천이 쉼 없이 솟아 오르는 뜨거운 열기를 품

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까지 오는 내내 기내에서 자서인지, 아직 시차 적응이 안되어서

눈부시게 하얀 순백색의 만년설이 쌓여있는 거대한 산과 골짜기에 긴 혀처

인지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창 밖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

럼 내려 온 빙하, 반짝이는 빙산들이 일년 내내 떠다니는 빙하호수, 파도에

하고 왠지 첫날부터 호텔에서 바로 자면 서운할 것 같아 호텔 밖을 나섰

부서져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얼음덩어리가 가득한 해변, 이처럼 스쳐

다. 한참 동안 시내구경을 하며 아이슬란드의 백야를 감상하다 새벽 1시가

지나가는 모든 곳이 눈이 번쩍 뜨이도록 이국적인 풍경들을 지닌 나라가

넘어서야 호텔로 다시 돌아와 잠을 잘 수 있었다.

바로 아이슬란드다.

이번에 아이슬란드를 다녀오고 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로라를 봤냐”

지난해 세계일주 다이빙을 하며 결심하게 된 ‘극지방 다이빙’의 꿈을 이루

고 물어봤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아이슬란드의 여름 시즌에는 ‘백야’로 오로

기 위해 나는 이 매력적인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를 선택했고, 나의 달콤

라를 볼 수가 없다. 오로라를 보려면 겨울 시즌에 방문해야 한다.

한 꿀과 같은 이번 여름휴가를 아이슬란드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

#2. 한여름에도 떠다니는 빙하를 볼 수 있는 빙하호수, Jökulsárlón
피요르드 해안과 만년설, 엄청난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폭포수, 눈앞에서

Iceland에 가다

빙하가 녹아 내리는 그림 같은 풍광은 아이슬란드에서라면 지나가다 흔하

인천을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좌석 앞 모니터에 Iceland라는 단어가 보였

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빙하호수로 유명한 요쿨살론(Jökulsárlón)은 수

고, 비행기 창문 밖으로 수북이 쌓여있는 만년설을 보니 장시간 비행으로

도 레이캬비크(Reykjavik)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으로 차로 5시간 이

쌓인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동해야 한다.

이내 비행기는 고도를 낮춰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미끄러지

한국에서 아이슬란드까지 15시간을 날아왔는데, 5시간 정도 운전을 못하

듯 내렸고, 가방에서 두꺼운 겨울 옷을 꺼내 입으며 7박 8일간의 아이슬란

겠냐며 이른 아침 호기롭게 호텔을 나섰지만 생각해보니 왕복으로 운전만

드 여행이 시작되었다.

10시간을 넘게 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거리다. 그러나 요쿨살론까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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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캬비크의 늦은 저녁 풍경

400km는 마치 서둘러 목적지까지 운전하지 말라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른

Geysir. Golden waterfall 황금폭포라는 이름의 Gullfoss, 유네스코 세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절대로 지루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유산의 Þingvellir National Park까지 수도 레이캬비크(Reykjavik)에서 약

처음 차를 타보는 어린 아이마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그저 신기할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 세 곳을 일컬어 골든 서클이라고 하며, 아이슬란

따름이다.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정신 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덧 영화

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이다. 전세계인들과 섞여 함께 경이로

<인터스텔라>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스카프타펠(Skaftafell)의 빙하가 눈앞에

운 풍경을 감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펼쳐졌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쿠퍼처럼 스카프타펠의 빙하 위를 걸

아이슬란드는 국토 전역에 빙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

어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빙하호수

만 지구의 ‘열점’ 위에 자리 잡은 나라답게 지열 활동도 활발해 전국에 온

이기에 다시 산을 내려와 요쿨살론으로 향했다.

천과 간헐천이 수두룩하다.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온천인 ‘블루라군(Blue

30분쯤 더 달렸을까 한적하기만 한 아이슬란드의 도로에는 차들과 사람들

Lagoon)’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 만큼 북적이는 곳이라

로 북적이었고, 서둘러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열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

난 보다 한적한 시골 온천 Gamla Laugin(Secret Lagoon ; 시크릿 라군)을

이 펼쳐졌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투명하고 파란 빙하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찾았다.

떠다니고 있다. 드디어 바트나요쿨(Vatnajokul)이 녹아내려 생긴 빙하호수

시크릿 라군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찾는 이가 적어 여유있게 즐길 수 있을

요쿨살론에 도착한 것이다.

뿐 아니라 바로 옆에서 치솟는 간헐천과 펄펄 끓는 물을 바라보며 자연과

빙하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보고 싶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서 빙하

함께 즐길 수 있다.(수영복과 타올도 유료로 빌려준다) 부슬부슬 내리는 차

보트투어가 가능할까 싶었지만 다행히 오후 5시 마지막 시간에 투어 조인

가운 비가 머리를 시원하게 해준 것인지 한밤중에도 지지 않는 해를 바라

이 가능하다고 해 보트에 탑승할 수 있었다.

보며 유황냄새를 맡고 있자니 마치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다.

동해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 타던 익숙한 조디악 보트에 탑승하고 호
수의 중앙으로 나갔다. 얼마나 나갔을까 내 눈앞에서 3층 높이의 커다란 빙
산이 ‘우르릉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나를 포함해 보트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연신 환호성을
질러댔고, 빙산은 뒤뚱거리다 이내 육중한 물속 얼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
다. 부서져 내린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보트 앞으로 밀려왔고 내 손에 닿
을 때쯤 여기저기서 ‘바스락 바스락’거리며 녹아 내리는 얼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여름에도 빙하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요
쿨살론의 빙하호수이다.

#4. 스나이펠스네스 반도(Snæfellsnes)
아이슬란드 서쪽을 길게 뻗어 나온 ‘미니 아이슬란드’라고 불리는 스나이펠
스네스 반도. 나는 스나이펠스의 높은 산 스나이펠스요쿨(Snæfellsjökull)
을 끼고 길게 뻗은 반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구름이 발
아래에 짙게 깔려있는 한적한 비포장 산길을 운전하자니 하늘을 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산과 폭포의 풍경이 익숙해질 무렵 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떼들이 한가롭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
얼마나 운전했을까 허허벌판에 어울리지 않게 우뚝 솟은 봉우리가 특이해
주차를 하고 산을 올라가 보았다. 정상에서도 이곳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3. Golden Circle(골든 서클)과 온천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커다란 분화구 옆으로는 용암이 흘러내려 굳은

몇 분에 한 번씩 물을 수십 미터 이상 하늘 위로 쏘아 올리는 간헐천,

흔적들과 수없이 많은 화산석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가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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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시르

않았지만 달표면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불과 몇년 전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
발로 유럽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기억해보면 아
직도 아이슬란드의 땅 속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외에도 아이슬란드를 돌아봐야 할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다시 아이슬란드
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긴 시간을 투자해 아이슬란드를 크게 한 바
퀴 도는 1번 국도(ring load ; 링로드)를 MTB 자전거로 다 돌아보고 싶다. 그리
고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형형색색의 오로라는 꼭 봐야겠다.
게이시르, 간헐천. 일년 내내 엄청난 물을 쏟아내는 아이슬란드의 대표 폭포, 굴포스

아이슬란드의 다이빙
작년에 방영된 ‘꽃보다 청춘’의 영향인지 아이슬란드를 찾는 한국인은 점점 늘
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아이슬란드에 대한 여행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구글에 있는 일부 사진(그나마 대부
분이 Silfra 사진)이 전부다. 난 작년 세계일주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 scubatravel.co.uk에서 아이슬란드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1. dive.is
PADI 5 STAR DIVE CENTER로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다이빙센터다. 싱벨리
어공원(Þingvellir National Park)의 Silfra 스노클링 투어부터 1Day 다이빙투어,

영화 <인터스텔라>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스카프타펠(Skaftafell)의 빙하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3~10일 이상 다이빙을 진행하는 Multiple Diving Tour까
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나는 바다와 민물, Silfra에서 5회 다이빙을 하는 3-day Reykjavík tour를 선택
했다. 투어비용은 ISK 124,990로 5회 다이빙에 140만 원이라니 절대로 저렴한
금액이 아니다.(2017년 7월 기준 1ISK는 한화로 1,100원)
왕복 교통 및 다이빙 가이드를 제외하면(투어 중간에 싱벨리어 국립공원 투어
도 아주 조금 하긴 했다) 식사도 제공이 안되고 따듯한 음료는 물론 마실 물에
간식까지 직접 준비해 가야 하는 수고도 감수해야 한다.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서는 당연히 드라이슈트 다이빙 경험(최소 10회 이상)도 있어야 한다.

수천 년의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싱벨리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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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한다고 언제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이빙 출발 스케줄은 정해
져 있고, 최소 인원은 2인에 최대 인원도 정해져 있어 원하는 날짜에 다이빙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예약이나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것보다 다이빙
일정 확인이 우선이다. 다행히 나는 독일인 3명이 예약한 투어 스케줄에 조인해 투어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diving iceland, 익숙한 풍경, 아이슬란드의 바다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남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프나르피 외르뒤르
(Hafnarfjörður)의 조용한 해안가. 파도도 없고 조류도 없는 정말 잔잔한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장비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에서 사용하는 공기탱크는 대부분 밸브가 DIN Type으로 되어 있어 한국에
서 챙겨온 내 호흡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YOKE Adapter가 필요했다. 사이트 브리핑
이 끝나고 들어간 바닷속은 마치 강원도 고성의 어느 비치 포인트에 들어온 것처럼 너
무나 익숙했다.

한적한 시골 온천 Gamla Laugin (Secret Lagoon : 시크릿 라군)

Saxhóll : 삭스홀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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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수온은 10도 내외로 적당히(?) 차갑고, 감태와 미역밭 사이의 작은 치

이지만 거대한 협곡을 사이를 비행하듯 떠다니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한 순

어들과 모래밭에는 너무나 친숙한 광어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15시간 비

간이었다.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

행기를 타고 날아온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듯 삐뚤어진 두 눈을 크게 뜨고

왔다. 찬물에 입술은 파랗게 핏기를 잃었지만,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두근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며 뛰고 있다. 내일 가게 될 실프라는 이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니

한국에서 기대했던 차디찬 북극해의 바다는 아니었지만 내일과 모레 있을

과연 얼마나 더 좋을까…… 심장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잠이 오질 않는다.

Þingvellir National Park의 다이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Silfra

#3. 시리도록 투명한 싱벨리어 국립공원의 호수

단언컨대 Silfra는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중시야를 자랑한다고 해도 전혀

David Crack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

오랜만에 민물에서 그것도 산속에서의 다이빙이다.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시리도록 투명하다’는 표현이 떠올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실프라는 싱벨

50km 떨어진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 싱벨리어 국립공원(Þingvellir National

리어 국립공원의 빙하수가 수십 년이 넘도록 암반 틈에서 정화를 거치면서

Park) 호수 한 켠에 차를 세웠다. 길가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서인지 찾는 이

그토록 푸르고 투명한 물이 된 것이다. 실프라의 수온은 연중 2~4도이며

도 없고 한적하기만 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물안개와 구름이 호수 주

다이빙 도중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해 나도 한 모금 마셔봤다. 가슴속까지 얼

변을 감싸고 있지만 오히려 분위기 있는 풍경에 물속은 어떨지 기대감이 더

얼한 얼음물 한 모금을 마신 기분이다. 먼지 하나 없는 투명한 물속 시야 이

커졌다. 차에서 장비를 꺼내 준비를 하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받았다. 수중

외에도 실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인 이유는 바로 거대

사이트는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한 두 대륙의 판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포인트에 가기까지 두꺼운 드라이슈트에 스쿠버장비, 웨이트, 카메라 등 수십

사이트에 입수를 해서 보면 오른쪽이 북미대륙판(American continent)이고

kg의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차가운 호수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왼쪽이 유라시아판 (Eurasian continent)이다. 두 대륙의 판은 지금도 조금씩

어려운 일이었다. 차에서 장비를 꺼내 준비를 하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받았

움직이고 있으며, 매년 2cm씩 가까워진다고 한다. 오롯이 이 풍경을 감상하

다. 수중 사이트는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포인트에 가기까지 두

기 위해 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출발해야 했다.

꺼운 드라이슈트에 스쿠버장비, 웨이트, 카메라 등 수십 kg의 무거운 장비를

밤사이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아무도 없는 깨끗한 실프라의 물속에서 오

짊어지고 차가운 호수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직 두근거리는 내 심장소리와 거친 숨소리 외에는 그 어느 소리도 들리지

‘우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크랙의 아래는 얕은 수심과는

않았다. 마치 차가운 우주에 떠있는 느낌이다. 실프라 포인트의 다이빙 입수

전혀 다른 파란색의 투명한 물로 가득했고, 수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

와 출수는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철 사다리를 이용해 안전

가운 얼음물이었다. 무너져 내린 바위들로 가득한 황량하기만 한 수중환경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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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투명한 물속에는 ‘troll hair’(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나오는 장난
꾸러기 난쟁이 요정)라고 불리는 초록색 물이끼들만 무성하게 자라 있다.
따듯한 열대 바다의 형형색색 물고기들이 없어도, 거북이나 만타레이, 고래
상어를 볼 수 없어도 이런 수중풍경이라면 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시작한 다이빙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두 탱
크를 마치고 나갈 시간이다. 실프라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스노
클링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로 주변은 분주했다.
3일간 함께 다이빙을 한 독일인들과 아이슬란드의 현지 강사들과 함께 기
념사진을 찍고 못내 아쉬워 실프라 한 바퀴를 더 돌아보고 나서도 한참 동
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수다를 떨다 돌아왔다.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의 다
이빙을 모두 마쳤다.
아이슬란드의 ‘실프라’는 죽기 전에 꼭 와봐야 할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이
고 어쩌면 진정한 실프라를 보고 싶다면 겨울에 와야 할 것이다.

다음 번 다이빙 사이트는, 또 극지방
난 찬물 다이빙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차디찬 물에 뭐가 볼 것이 있어 들어가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동안 딱히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아이슬란드를 다녀온 후 생각이 바꿨다.
손가락이 얼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힘든 추위 속에도 표현할 수 없는 분
명한 매력이 있다. 이번 겨울에는 일본 최북단으로 가 오호츠크해에서 떠내
려오는 유빙들 속에서 다이빙을 해볼 계획이다. 또 아직 구체적인 일정 계획
은 없지만 벌써 내년도 남극 다이빙 투어 일정과 비용을 이메일로 받아 놨다.
가볼 수만 있다면 남극 세종기지에도 가보고 싶다.

다이빙 출수 지점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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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가자

아이슬란드 여행준비

날씨(여름)

숙소

아이슬란드의 한여름 낮 최고 기온이 13도 정도이다. 한 여름이라도 바

수도 레이캬비크에는 게스트 하우스부터 고급 호텔까지 다양한 가격

람이 심한 해안가에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방수와 방풍이 잘 되

대의 숙소가 있지만 너무 저렴한 숙소만 찾다가는 백야로 뜬눈으로 밤

는 점퍼와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온천욕이 유명한 나라이니

을 샐 수 있다.(호텔에 암막 커튼이 없다면 꼭 안대는 챙겨가자)

수영복도 꼭 준비해가자!!)

장비만 있다면 캠핑도 좋을 것 같다. 도로 곳곳에 안전한 무료/유료 캠
핑장이 많이 있다. 자전거에 캠핑장비를 얹고 아이슬란드 곳곳을 다니

항공

는 라이더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아이슬란드까지는 직항편이 없어 핀란드나 독일, 영국
등 주변국을 경유해야만 하고, 핀란드 항공사인 핀에어(FINAIR)를 이용

렌트카

해 헬싱키를 경유 아이슬란드로 들어가는 항공 스케줄이 가장 빠르고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다. 데이트립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이슬

효율적이다. 오전 10시에 인천을 출발하면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

란드의 숨겨진 곳곳을 보려면 렌트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도착한다.(총 15시간이 소요되며, 아이슬란드는 한

그리고 차량 렌트에 필요한 보험은 다 들자. 많은 비포장길을 만나게

국보다 9시간이 느리다)

될 것이다. 특히 한여름이 아니라면 4륜구동 자동차에 SCDW(강력자
차보험) 이외에도 자갈길보험이나 모래화산재보험 등 난생 처음 들어

환전

보는 내용이겠지만 모든 보장이 포함된 풀커버 보험을 추천한다.

아이슬란드는 현지 화폐인 크로나(ISK)를 사용하며, 유로(EUR) 또는
달러(USD)를 현지에서 환전하면 된다. (1ISK=1,100원) 일부 상점에서

물가

는 유로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아이슬란드 현지 화폐인 크로나를 한

내가 느꼈던 아이슬란드의 물가는 한국의 2~3배 정도다. 휴게소에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모든 상점이(심지어 소시지를 파는 가게에서

쉬면서 간단하게 먹은 점심은 5만 원, 저녁에 그럴듯한 식당에서 양고

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에 환전을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기 스테이크에 칼이라도 대려면 인당 10만 원은 잡아야 한다.

지낼 수 있다.

믿기지 않지만 사진에 보이는 점심 식사값이 5만 원이다.
(치킨버거, 피쉬엔칩스, 양송이수프, 콜라500ml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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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어기

동해의 비경,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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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을 찾아서
이번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원래 시간
은 유난스레 흐르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세상을 유난스럽게 보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9월의 첫 주말, 갑자기 바뀐 바람에 가을을 실감하며
동해로 향했다. 새로 난 길(서울-양양 고속도로) 덕에 아침 일찍 도착했
다. 편하고 빠르지만 산맥을 타넘는 기분이 덜 나서 아쉽기도 하다.
산맥의 긴 터널을 지나자 햇살의 고장이다. 새벽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이렇게 부서지는 풍경에 환영받기 위해 주말의 아침잠을 과감히 포기하
게 된다. 들어가 보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바다인 동해의 매력도
이미 가슴 속에 바늘로 박힌 지 한참이다. 오랜만에 소규모(8명) 투어가
꾸려졌다. 목적지는 고성 문암1리에 위치한 백도수중. 비경 중에 비경이
라는 풍문을 계속하여 들어왔기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부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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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1 백도수중 리조트 내부
2 문암1리의 풍경
3 백도수중 리조트 전경
4 백도수중 간판과 김제연 강사
5 백도해변 헬로씨 카페

백도수중의 초가을 다이빙
문암1리에 진입하여 백도수중 리조트를 바라보았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다.

몸에 깊이 스민다. 나는 이런 이질감, 이런 해방감을 손으로 만지러 동해에

빛바랜 나무 간판과 공기통 몇 개가 조용히 다이버의 공간임을 보여주고

온다.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벽을 왼쪽에 두고 조금 속도를 냈다. 봉우리 마

있었다. 바로 앞은 잔잔한 내항, 고즈넉할 만큼 조용한 공기, 잠시 기대어

다 산호가 피었고, 중간 중간 볼락이 등장한다. 다른 세계로의 진입, 용궁

앉아있는 듯 아담한 어선 몇 척. SNS의 강풍에는 한참 비켜있는 아날로그

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

감성으로 채워진 느낌의 작은 항구였다. 시간여행을 온 기분이었다.

점심으로 도보 3분 거리의 하얀섬 횟집에서 슈트를 입고 물회와 가리비를

아주 천천히 다이빙 준비를 했다. 막역한 일행들과 함께 의미있는 펀다이빙

먹었다. 평온한 어촌에서 슈트를 입고 물회 국물을 매콤하게 들이키는 이

을 하러 온 것이었고, 무중력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

아리송한 조합이 새삼 즐거웠다. 문암1리의 골목길은 제주도 올레길을 연

부터 아무 긴장 없는 편안한 이완이 필요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상시키기도 한다. 시간이 한결 가볍게 흐르는 느낌이다.

간 한결같이 백도수중 리조트를 운영하였다는 강민원 대표(SSI 강사, 033631-4233)의 능숙한 보트운항 덕에 ‘용궁’으로 가는 10분 남짓 동안 호젓
하게 물 건너 산 구경을 했다. 16인승 다이빙 전용 보트가 물을 매끄럽게
가르고 나간다.
첫 다이빙은 용궁 포인트이다. 표층수온(10m까지, 22도)과 저층수온(25m
이하, 10도)의 편차가 극심하여 20m 수심까지는 시야가 거의 나오지 않았
다. 자유낙하에 가까운 하강을 하는 내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
아 짜릿했다. 나는 이런 하강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바닥에 도착하니 볼락
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수온이 낮아 정지화면처럼 그 자리를 지켜준다.
빛이 매우 적은 환경이지만 저층부에는 부유물도 적어서 어두울지언정 멀
리까지 눈이 닿는다. 동해 딥다이빙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찬물과 함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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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다이빙은 울산바위 포인트에서 했다. 시야는 이전 다이빙과 마찬가지
로 20m까지는 탁했고, 그 밑으로는 아주 맑았다. 용궁 포인트보다 바위 하나
하나가 시원스레 크고 둥근 인상이다. 북서쪽으로 진행을 시작하여 벽을 오
른쪽에 두었다. 볼락 군집이 더 빼곡했다. 조류가 살짝 불어오고 볼락이 휘날
렸다. 곧 다가올 늦가을의 오후나절을 잠시 생각했다. 30m 수심대가 특히 예
뻤다. 상승을 시작하며 봉우리 부근에 왔더니 크게 베어낸 듯한 크랙 사이로
굵은 우럭들이 가득했다. 돌아가는 우리를 마중 겸 구경하러 나왔나 보다.
숙박을 하지 않고 복귀하는 일정이라, 출수 후에 대관령을 지나기 위하여 고
도제한을 핑계 삼아 잠시 휴식을 달게 취했다. 도보 5분 거리의 백도 막국수
에서 보쌈과 막국수를 먹었다. 동치미 국물이 딥다이빙에서의 차가운 흡입공
기처럼 가슴을 시원하게 쓸었다. 산 너머 지는 해를 등으로 받으며 백도해변
에 새로 생긴 헬로씨 카페(도보 10분)에서 커피를 마셨다. 백도해변의 백파가
우리를 일상으로 슬며시 밀어주었다.

다이빙포인트 간략 소개
백도해변 맞은편으로 포인트들이 멀지 않게 있다. 주요 포인트들의 수심이 상
당한 편이고 바위지형이 대부분이어서 시야가 대체로 양호하다. 직벽, 계곡,
봉우리 등 지형이 특히 다채롭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버 내지 중급 이상의 다
이버들을 위한 깊은 수심의 포인트 및 조류 포인트가 있다. 다이빙 전용보트
는 16인승과 12인승 2대가 있고 아주 쾌적하다.
용궁 : 보트 10분 거리, 최저수심 23m, 여름철 평균수온 14~16도. 시야
15~20m. 큰 바위와 직벽이 많은 곳으로 백도수중의 대표적인 포인트. 계절

1

에 따라 볼락, 멸치 떼 등을 볼 수 있으며, 직벽과 협곡에 산호가 가득하여 수

1 울산바위_거대한 바위마스터

중사진가들에게 호평이다. 특히 멍게와 말미잘 군락이 인상적이다. 상당히 양

2 울산바위_말미잘군집
3 용궁_해파리와 권예지 마스터

호한 시야와 거대한 수중 산을 조우할 수 있다.
울산바위 : 보트 10분 거리, 최저수심 20m. 여름철 평균수온 13~15도. 시야
10~20m. 매우 큰 바위들이 불규칙하게 늘어서 있고, 노래미와 우럭이 특히
많다. 동쪽에서 포인트를 관망하였을 때 마치 미시령에 있는 울산바위와 유사
하게 보인다고 하여 명명된 곳이다.
백도 : 보트 5분 거리, 최대수심이 15m이나 주로 유영하는 수심은 8~9m이
므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수면에 노출된 암초로서 항에서
가깝고 조류가 약하며 참고물이 있는 하강이 가능하기에 백도수중에서 교육
다이빙 및 체크다이빙 포인트로 주로 이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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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사용기

통가에서의

엠팩다이브 방수팩
사용기
글/사진 변형구 (프로그래머, PADI 강사후보생)

통가에서의 swim with whale을 마치고 돌아가는 배 위에서 고프로를 체크
하던 중, 젠장!! 고프로 하우징이 고장났다. 더이상 동영상을 찍을 수 없는 건
가. 아직 일정은 사흘이나 더 남아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의심이 가득
했던 엠팩이라는 휴대폰용 방수팩은 고프로에 비해 뒷전이었으나 선택의 여
지가 없어 LG G5를 이용해 도전한다. 엠팩의 자세한 설명 및 제원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생략한다. http://mpacplus.com/ 설명과 재
원은 공식홈의 자료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 물건을 보았을 때는 이게 200m ‘방수가 되나?’ 할 정도로 구조는 간
단하다. 어차피 나는 35m보다 깊이까지 갈 생각도 없지만 말이다. 전면 휴대
폰 화면을 보고 터치하는 부분 후면에 카메라 렌즈와 버튼이 있는 스마트폰
을 위한 1/3 정도의 투명한 부분 그리고 레드필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면 아랫부분에 포켓식으로 끼워져 있다.
가장 중요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부분은 일반 방수가방처럼 입구를 돌
돌 마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 잠금이 벨크로로 되어 입구를 막아 물
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는 듯 보였다. 장착 방법은 제공되는 장착용 내부
푸레임에 휴대폰을 맞춰 올리고 프레임째 넣으면 된다. 휴대폰의 위치는 프레
임에 맞추어 올리면 되고 프레임에는 접착 패드가 있어 한 번만 위치를 제대
로 잡으면 된다. 장착 후 호텔의 세면대에 담가 보니 일단 새는 곳은 찾을 수
없었으나 실제 수압이 가해자는 환경에서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입수 후 5m. 휴대폰 잠금을 풀고 들어갔기 때문
에 바로 휴대폰을 확인한다. 침수의 흔적은 보이
지 않는다. 사람의 손을 확실히 타지 않은 산호
밭이 펼쳐져 있고 푸질리어 등 사이즈가 크지 않
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이제 사진
을 찍어볼 차례, 엠팩을 붙잡고 여기저기 연방 셔
터를 눌러본다. 헛방 없이 잘 눌린다. 두 개의 손
가락을 이용해 Zoom in 해 본다. 불편하지 않게
조절이 가능하다. 전면부가 쿠션이 느껴질 정도
로 두께감이 있어 수중터치가 걱정되었으나 육상
에서 사용할 때보다 더 나은 터치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수중에서의 터치는 육상보다 조금 지긋한
힘으로 눌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촬영 결과물의 품질은 상상 외로 좋았다. 다만 휴
대폰의 성능이 품질을 좌우할 듯싶다. 수중의 특
성상 화각이 좁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LG G5의
광각모드가 한 몫 해주었다. 휴대폰의 수중모드
혹은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수동으로 조절하거나

필터에 1/4정도 가리게 되었는데 손톱 끝을 이용

생각된다. 휴대폰의 촬영품질은 점점 좋아지고

렌턴을 이용한 수중촬영 스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 버튼을 누를 수는 있었으나 필터 길이를 조금

있으니 말이다. 저렴한 가격, 괜찮은 방수능력, 레

더욱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줄여서 후면버튼이 좀 더 아래에 있는 기종도

드필터 제공, 나쁘지 않은 터치감 제공을 보았을

엠팩 후면에는 수중촬영을 위한 레드필터가 포

버튼을 가리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

때 충분히 구매할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 본다.

켓에 장착되어 있어 손가락으로 필터를 위로 밀

고, 하나 더 전면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해

몇 가지 단점은 8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이 보상

어 렌즈부를 덮어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2m까

서 시도해 보았더니 액정에는 앞면 창은 터치를

해주니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만

지 진행된 다이빙에서 깊은 수심과 얕은 수심에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인지 뿌연 이미지만 보여

다양한 휴대폰 기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서 사용해 보았는데 레드필터가 조금 과하게 레

셀카가 불가능한 것이 아쉽다.

개선이 필요하며 내부가 이물질로 인해 오염되

드를 제공하는지라 카메라에서의 색보정 조절

엠팩은 거창한 장비 없이 내가 가진 휴대폰을 수

어 물티슈를 칫솔 뒷부분에 감아 닦아낸 후 말

을 이용하면 레드필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중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사진

린 다음 물기로 생긴 얼룩을 안경 닦기를 칫솔

것이다. 그리고 플래쉬를 사용해야 하는 사진보

은 찍고 싶고, 장비에 들일 돈은 없고, 여행가방

뒷부분에 감아 닦아내었는데 좀 더 심플한 크리

다는 동영상이 훨씬 재미있고 뛰어난 결과물을

무게 늘어나는 것도 싫다면 엠팩은 수중촬영을

닝 솔루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

만들어낸다.

간단하게나마 하고 싶은 다이버와 물놀이를 즐기

공되는 목걸이만은 다이브하는 중 분실할 가능

단점은 휴대폰이 G5이다보니 후면의 버튼이 레드

는 사람들에겐 아주 좋은 수중카메라의 대안이라

성이 있어 손목형 그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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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즐기자!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 투어 안내

몰디브

필리핀
리브어보드

Philippines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리조트

슈퍼마크로의 천국

마크로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까미귄섬

롬브론섬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 연중가능/12~1월 고래상어시즌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 한가운데에 있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지형으로 갯민숭달팽이가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과 만타레이,

마크로 천국과 나판타오에서 만나는 화려한 물고기

많고, 광각 풍광도 좋은 편이다.

별한 가이드의 세심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퍼레이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0년 0/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9/10월

유네스코 바다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투바타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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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

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키나와제도

오가사와라제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연중 가능/ 베스트 4~10월

시즌 : 연중 가능

시즌 : 연중 가능

특징 : 이즈반도의 끝에 위치한 미코모토지마는 외양에 위치하기 때문

특징 :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오키나와제도는 오키

특징 :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시오가 들어오면 바

나와본섬, 케라마열도(자마미섬, 아카지마, 토카시키섬), 미야코지마, 야

Spinner)와 병코돌고래(Bottlenose Dolphin)는 이곳에서 일 년 내내 볼

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며 때에 따라 조류

에야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혹등고래(Humpback Whale)는 1월부터 4월 중

가 강하게 흐르고, 이때 해머헤드샤크(귀상어)의 무리가 출몰한다. 특히

빙사이트가 개발되어 있다.

순 사이에, 향유고래(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제

쿠로시오 난류가 정점인 매년 4~10월이 가장 적기이다.

참조 : 2016년 5/6월호

도 연안에 찾아온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개복치까지도 볼 수 있다.

참조 : 2015년 11/12월호

참조 : 2015년 5/6월호

미코모토지마

요나구니

태국

오가사와라

Thailand

미얀마

맛난 음식과 다양한 수중생물

자연 그대로 보존된

시밀란제도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1~5월/1~3월 베스트

시즌 : 12~4월

특징 : 집채만 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

별한 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그리고

이, 고래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
시밀란제도

Myanmar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북안다만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Malaysia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말레이시아 수중사진 전문가가 운영하는 다이브센터

시파단

라양라양

르당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3~6월 성수기

시즌 : 3~8월만 운영/4~5월 베스트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거북이,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 더

특징 : 인공섬에 만들어진 리조트 라양라양. 수많은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천국. 아름다운 수

해양생물과 산호. 만타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떼의 장관을 만난다.

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리조트

치상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다. 시파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라양라양

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다이빙이
진행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뛰어
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랑카얀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4~11월
특징 : 랑카얀 섬은 얕은 대륙붕위에 형성된 산호섬
으로 따듯한 수온과 풍부한 플랑크톤 그리고 잘 발
달된 산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하
는 산란장 역할을 한다. 특히, 4~6월 고래상어
시파단

(Whale shark)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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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만 마크

특징 : 부나켄국립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경과

로가 다양

최고의 마크로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 1일 투어

특징 : 최고의 마크로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

최소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도의

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조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2년 1/2월

으로 하는 지역이라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3~10월/6~9월 성수기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렘베해협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리브어보드 리조트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라자암팟

반다씨

데라완제도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4,500,000원~

최소일정 : 10박 11일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연중 가능, 9~11월 망치상어 시즌

시즌 : 4~11월

특징 : 반다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많이 만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Coral Triangle로 알려진 해양 생태계의 보고.

날 수 있다. 봄, 가을로 라자암팟을 도는 리브어보드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에 모아둔 그곳, 라자암팟!

들이 암본-반다씨 루트를 진행한다. 특히 11월에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따뜻한 바다에서 망치상어 떼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다. 망치상어 떼 하나로도 반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코모도

시즌 : 11~3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라자암팟

투어 문의처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이메일 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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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라완

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팔라우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일정 : 4박 6일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8월 12월 태
풍발생 가능
특징 : 상어를 동네 강아지처럼 흔하게 만날 수 있
는 곳 팔라우. 블루홀, 블루코너, 저먼채널… 더 이상
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다이빙 지역.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샹들리에 케이브와 1시간 여
스피드 보트를 이용해 이동하며 즐기는 특별한 팔라
우 락아일랜드 그리고 해파리호수와 산호머드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팔라우

괌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축

맑은 물에서 만나는 수중 절경

만타의 고향

맑은 물에서 만나는 수중 절경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괌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12~4월 건기로 가장 좋은 시야

시즌 : 연중/8월, 12월 태풍발생 가능

시즌 : 연중/1~2월 만타시즌

시즌 : 연중/8월, 12월 태풍발생 가능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그로토의

특징 : 만타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대한 상어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

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시즌이 되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니안에서 만나는 또 다른

면 수많은 만타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몰한 도카이 마루가 한 자리에 있는 특별한 곳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사이판을 즐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6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11/2월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Australia

대보초

통가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넙은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

피지

통가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문의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문의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

시즌 : 7~10월

시즌 :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 연중

장 좋은 시야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특징 : 상어피딩. 2m가 넘는 7~8여 종의 상어에게

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

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도가 높으나 28도의 따뜻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로 빽빽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

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화려한 산호 군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쾌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

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겸비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산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

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

래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특히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코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씨에서는 아직도 건강한 호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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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홍해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정어리떼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3~4월 Deep south/10~11 North

시즌 : 6~7월

Route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샤크 다이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천수만의 돌고레떼,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정어리떼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Bait Ball. 다큐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상어 다이

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월에 최남 쪽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
이트 스노클이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남홍해 (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취소되거나 조정

은 시야

특징 : 홍해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고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봄에는 만타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진다.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남쪽 루트는 시나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이반도 쪽의 샴엘세이크보다는 수온이 높긴 하나 겨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2~4일씩 운항하는

울 시즌에는 여전히 21도 이상 내려가기도 한다.

리브어보드 추천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

몰디브

중남미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바하캘리포니아
(라파즈/코테즈해/소코로섬)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비한 동굴의 빛을 찾아

유카탄반도(칸쿤/툴룸/코즈멜섬)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연중 가능

시즌 : 11~6월

특징 : 동굴의 두려움을 찬란한 빛으로 극복한다.

특징 : 다이버들과 놀아주는 돌고래, 2인 1만타와 헤

초보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케번다이빙부터 전문

엄치기, 숨죽이고 만나는 헤머헤드샤크 떼는 물론 단

동굴다이빙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동굴이

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교감을 나누는 다이빙은 그 감

있는 툴룸. 교육을 받아야 즐길 수 있는 코스이지만

동이 배가 된다. 승선 후 꼬박 하루를 항해해 만나는

그 가치는 충분하다.

소코로 섬은 유네스코 해양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갈라파고스

리브어보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갈라파고스라는 이름 앞에

갈라파고스제도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춤을…

남미의 파라다이스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하와이

카리브해

코코스섬

(벨리즈/바하마/쿠바/케이만제도)

최소경비 : 9,0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10박 11일~

최소일정 : 8박 9일(리브어보드)~

최소경비 : 문의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베스트 시즌

시즌 : 연중 가능

최소일정 : 문의

시즌 : 3~10월/6~9월 성수기

특징 :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는 당신이 생각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

시즌 : 연중 가능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하는 물고기는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6~11월의

이 압권인.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고래상어 시즌과 연중 볼 수 있는 망치상어는 수온

있다.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이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최소경비 : 3,200,000원~

진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을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수도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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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전문여행사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Web : www.dive2world.com
Email : bluemjl@hotmail.com
Mobile : 010-8521-4707
Talk : AngelaMinjung

다이빙투어는

액션투어와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데 번거롭다고 느끼는 개인 및 단체
5/60대 다이버들이 다이빙샵의 젊은 강사들과
다이빙투어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주)액션투어로

연락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지 언어가 불편한 분은 적은 비용으로
가이드 동행도 가능합니다.
개인/동호회/다이빙샵 불문하고 연락주세요.
다이빙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17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2017년 추석 스페셜

2017년 10월 마나도

일정 2017년 9월 29일~10월 9일
특징	따뜻한 바다에서 만나는 망치상어의 환상 군무와 암본의
마크로 천국

일정 2017년 10월 17~26일
특징	마크로 천국 인도네시아 마나도의 렘베로 떠납니다.

필리핀 두마게티

2017년 마무리와 2018년의 시작을 팔라우 리브어보드에서

일정 2017년 11월
특징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아포의 환경과 다우인의 마크로세계

일정 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8일
특징	RED SNAPPER 짝짓기 장관을 만날 수 있는 팔라우를
리브어보드로 편하게 다이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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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미크로네시아 얍!

몰디브 남쪽 스페셜 투어

일정 2018년 2월
특징 만타 짝짓기 시즌에 떠나는 얍 만타여행!

일정 2018년 3월 18~31일
특징	2~4월에만 스페셜하게 진행하는 몰디브 남쪽으로 떠나는
Deep South Special!! 몰디브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납니다.

피지 리브어보드

멕시코 소코로 + 코르테즈 콤보 스페셜

일정 2018년 6월 10~22일
특징	상어피딩을 비롯한 피지의 스페셜한 다이빙을 최고의
리브어보드 Siren Fleet과 함께 합니다.

일정 2018년 6월 12~24일
특징	우리에게 낯선 곳 Socorro, 대양 어종을 친구처럼 만날 수 있
는 곳. 여기에 물개와 BBC 다큐에서 만난 모불라떼를 만나는
스페셜 콤보 투어!!

2018년 묻지마 투어!!

사이판

일정 2018년 7월
특징	믿고 떠나는 액션투어의 묻지마 여행!! 2018년에는 어디일지
기대해 봅니다!

일정 2019년 8월
특징	핀홀, 그로토(보트다이빙) 등 여름에만 열리는 특별한 사이판
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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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Divng Sites

제주
오키나와제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 이시가키/요나구니)

북홍해
(다합/샴엘셰익)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남홍해
(후루가다/마르사알람)

몰디브

라양라양
시파단
데라완제도

시밀란제도
피피섬

코모도섬

세이셜

사이판/티니안/로타/괌
얍
축
팔라우

필리핀

발리섬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
라자암팟
반다씨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모리셔스

파퓨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남아공
(캐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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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몰디브

유카탄반도
하와이

바하캘리포니아

(칸쿤/툴룸/코즈멜섬)

쿠바

(라파즈/코테즈해/
소코르섬/과달루페)

바하마제도

케이만군도

벨리즈

보네어
코코스섬

0°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퉁가

코코스섬

사이판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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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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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다이빙을 위한
01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11

다이빙 중에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02

하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바닥

12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03

다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무감압 한계 시간을

04

다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상승속도는

05

다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06

공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07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지대에 올라가거나비행기
탑승을 한다.

13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14

다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15

다이빙 중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16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17

독이 있는 생물을 습득하여 독이 있는 생물을 조심한다.

08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18

다이빙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09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착용한다.

19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10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20

평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지킨다.

분당 9m 이내로 최대한 천천히 한다.

주의한다.

상승을 시작해서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보트나 장애물이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오보홀을 한다.

잘 따른다.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않도록 몸에바짝 붙인다.

길러주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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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항공권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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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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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08:00

10:50

20:05

23:00

00:30

05:20

12:20

17: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5781
KE632

● ● ● ● ● ● ●

KE5782

인천 → 세부
세부 → 인천

출발

도착

19:20

22:40

07:30

11:05

00:05

05:30

12:35

18:05

11:05

● ● ● ● ● ● ●

OZ709

인천 → 세부

21:30

01:00[+1]

19:50

22:50

● ● ● ● ● ● ●

OZ710

세부 → 인천

02:00

07:30

12:15

17:05

● ● ● ● ● ● ●

PR485

인천 → 세부

08:30

12:00

00:05

05:10

● ● ● ● ● ● ●

PR484

세부 → 인천

00:50

06:25

08:10

11:20

Z29047

인천 → 세부

20:55

00:25

20:35

23:55

Z29048

세부 → 인천

14:25

19:55

20:50

00:00[+1]

10:45

14:10

01:20

06:50

15:05

20:35

01:00

06:00

14:30

19:35

5J189

인천 → 마닐라

21:35

00:40

5J188

마닐라 → 인천

15:00

20:10

Z20885

인천 → 마닐라

12:55

16:15

Z20884

마닐라 → 인천

07:10

12:10

7C2305

인천 → 마닐라

19:35

22:40

7C2306

마닐라 → 인천

23:55

04:50[+1]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705

부산 → 마닐라

21:30

00:10[+1]

OZ706

마닐라 → 부산

03:30

08:00

● ● ● ● ● ● ●

7C2405
7C2461
7C2406

● ● ● ● ● ● ●

7C2462
LJ021

● ● ● ● ● ● ●

LJ025
LJ022

● ● ● ● ● ● ●

LJ026

인천 → 세부
세부 → 인천
인천 → 세부
세부 → 인천

항공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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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30

11:05

● ● ● ● ● ● ●

19:45

23:20

● ●

12:35

18:05

● ● ● ● ● ● ●

00:35

06:05

● ●

●

●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BX711

부산 → 세부

21:05

00:30

BX712

세부 → 부산

01:25

06:30

항공사

편명
PR487
PR489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93

인천 → 클락

23:15

02:35

PR492

클락 → 인천

16:55

22:15

PR486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PR488
Z20039

● ●

Z20037
Z20038
Z20036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2P2483

인천 → 보홀

02:45

06:15

2P2482

보홀 → 인천

17:05

23: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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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6:55

10:10

10:40

15:55

00:40

05:55

●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83

부산 → 깔리보

19:35

22:35

PR482

깔리보 → 부산

13: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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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20059

부산 → 깔리보

20:00

23:00

- 다이빙 후 비행시간 최소화를 위한 직항 스케줄만 표시하였습니다.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

● ● ● ● ● ● ●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인천↔ 보홀 (딱빌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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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세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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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운항구간

08:05

인천↔ 클락
항공사

편명
KE631

● ● ● ● ● ● ●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기타 편
인천 ↔ 말레(몰디브)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편명
KE629
KE5629
KE630
KE5630

운항구간
인천 → 덴파사르
덴파사르 → 인천

출발
18:05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공사

00:10[+1] ● ● ● ● ● ● ●

운항구간

출발

인천 → 말레

23:30

07:00[+1] ●

도착

KE474

말레 → 인천

15:40

07:00[+1]

12:00

18:10

● ●

01:20

09:25

● ● ● ● ● ● ●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14:20

01:45

09:45

● ●

SQ452

싱가포르→ 말레

20:45

22:10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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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OZ625

인천 → 사이판

OZ626

사이판 → 인천

7C3402
7C3404
7C3401
7C3403

인천 → 사이판
사이판 → 인천

출발

도착

19:40

01:10[+1]

20:15

01:45[+1] ● ● ● ● ● ●

02:20

06:00

02:50

06:30

09:30

15:00

22:10

03:40[+1]

16:00

19:45

04:45

08: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인천 ↔ 오키나와(나하)
항공사

●

편명
KE735

● ● ● ● ● ●

KE5217

● ● ● ● ● ● ●

KE5218

KE736

인천 ↔ 코롤(팔라우)

운항구간
인천 → 오키나와
오키나와 → 인천

출발

도착

15:40

17:55

10:35

12:50

19:05

21:35

13:50

16:05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OZ171

오키나와 → 인천

13:00

15:20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7C1801

오키나와 → 인천

16:35

18:55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35

12:50

KE677

인천 → 코롤

20:50

01:45[+1]

●

LJ246

오키나와 → 인천

13:50

16:05

KE678

코롤 → 인천

02:55

08:05

22:10

03:00[+1]

23:10

04:00[+1]

●

●

04:00

09:10

●

●

05:00

10:10

●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9:05

23:15

항공사

OZ609

인천 → 코롤

OZ610

코롤 → 인천

●

●

항공사

편명
LJ061
LJ063
LJ062
LJ06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 오키나와(나하)

●

항공사

●

인천 ↔ 코타키나발루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30

10:2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25

13:25

편명

운항구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인천 ↔ 호놀룰루
운항구간
인천 →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 인천

17:15

21:35

00:30

06:40

22:35

04:55

19:30

23:35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ZE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45[+1] 07:10[+1]

● ● ● ● ● ●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37

인천 → 푸켓

19:00

23:10

항공사

KE053
KE001

● ● ● ● ● ● ●

KE054
KE002

● ● ● ● ● ● ●

인천 ↔ 푸켓(태국)
항공사

편명
KE47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천 → 호놀룰루
호놀룰루 → 인천

출발

도착

21:20

10:50

17:40

09:45

13:10

17:35[+1]

11:55

19:25[+1]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10:30

OZ231

호놀룰루 → 인천

12:10

17:10[+1]

HA460

인천 → 호놀룰루

22:00

12:00

HA459

호놀룰루 → 인천

15:00

20: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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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KE638

푸켓 → 인천

00:40

08:50

OZ747

인천 → 푸켓

19:50

00:10[+1] ● ● ● ●

OZ748

푸켓 → 인천

01:30

09:3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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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 중에
열대과일 반입금지
외국에서 망고 등 열대과일을 사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탐지견이 공항에서 여행객 가방에서 식물탐지를 하고 있다. 지난
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망고, 여지, 망
고스틴 등 열대과일 등의 수입 금지품 123톤에 대해 압수해 폐기하고,
1,343명에 대해 과태료 1억 2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
대과일이 수입 금지돼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해
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
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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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기내반입 금지물품 버리지 말고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다음 달부터 액체류 화장품이나 칼 등 기내 반입 금지 물
품이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공항에 보
관하거나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
제공항공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
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7월 31일 밝혔다. 반입 금지물품 보관 서비스는 하루에
3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택배는 크기와 부피에 따
라 요금이 7000원부터 부과된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
용접수대(오전 6시~오후 8시)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하
고 보관이나 택배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금
까지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하면
물건을 압수한 뒤 폐기하거나 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했다.
택배를 보내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도 가능했지만 가
격이 비싸고, 절차가 번거로워 대다수 승객들은 자신의 물
건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기내 반입 금지물품 중 값비싼
칼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소지한 승객
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고가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과
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에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국토부
에 따르면 기내 반입 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2014년 209만
2937건에서 지난해 307만 1821건에 달했다. 지난해 고가의
기내 반인 금지물품을 포기한 승객만 일 평균 120명을 기
록했다. 김용원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

자료 : 국토교통부

상된다”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와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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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OCTOR

잠수의학

Q&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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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
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
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글 강영천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이비인후과 전문의, SSI ITD/IC(평가관)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Q 기흉

않고, 흉막 한 부분이 약해져 그 틈으로 공기가

폐와 관련된 문제로 상대적인 위험성과 절대적인

몇 년간 펀다이버로 즐기다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기흉이 재발률

위험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기흉이라는 병에

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생활하고 있습

걸려서 입원했다가 며칠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니다. 담당의사 이야기로는 한 2달 정도 쉬고 나서

상대적인 위험 상태

증상 및 치료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키 크고 마

는 조금씩 물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냐고 하는

• 천식이나 반응성 기도 질환(RAD)*의 병력

른 체형은 아닙니다. 평소에 수영 등을 심하게 즐

데, 명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주변에 다

• 유발송 기관지 경련(EIB)*의 병력

겼으며 최근 들어 운동량을 늘려 운동을 했습니

른 자료를 찾아봐도 원인이나 예방법이 밝혀지지

• 폐의 경성, 낭종성, 공도성 질환 병력*

다. 올해 들어 다이빙은 실내(5m) 4회밖에 하지 않

않은 병이라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속

• 다음 원인에 의한 기흉 :

았습니다.

상합니다. 기포가 있는 사람은 재발이 잘 되고, 기

- 흉부 수술

<3월 29일, 좌측 흉부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근

포 없이 흉막만 손상된 경우는 사례가 잘 없는 거

- T외상 혹은 늑막 천공*

육통으로 간주. 3월 31일,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같더라고요.

- 이전 과도흡입 상해*

병원 내원하여 기흉 판정(X레이 검사상 30~40%

그래도 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

• 비만

가량 수준 공기가 찬 상태) 즉시 흉관삽입술 시술

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익수 폐부종

후 입원. 4월 8일, 흉관 제거 후 공기가 미량 남아
있었으나 1주일 휴식 후 자연치유. 4월 15일, 촬영

A 심사 숙고

호흡 저항 질환 병력*

상 특이사항 없음.>

레크리에이션 스쿠바다이버의 다이빙 적성 신체

폐 실질 질환 : 기흉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연기흉이며, CT 촬영상 기포, 기낭은 확인되지

검사에 대한 지침에는 원칙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운동 전과 후에 폐활량이 정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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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험 상태 :

보았지만 왜 한쪽 귀만 이퀄이 잘 안되는지 정확

첫째, 출수 후 이마 부분 두통(정확히 말하자면 미

•	자발성 기흉의 병력 : 자발적 기흉을 앓은 병력

한 대답을 못 해주시더군요. CT를 찍고 여러 가지

간 바로 위인 듯하네요.) 이 두통이 다음날까지는

이 있는 사람은 늑막 유착술과 같이 재발을 막

검사를 했으나 고막이나 다른 것도 이상은 없다

아니지만 통상 3~5시간은 가는 듯해요. 그리고

기 위한 수술을 받더라도 다이빙을 해서는 안

고 하며 정상이라고 하구요. 어디서 들었는데 유

가끔 속이 좋지 못할 경우가 동반될 때도 있어요.

됩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숨어있는 기저

스타키오관이 선천적으로 좁은 사람이 있다고 하

이러한 경우가 3번 중 1~2번꼴로 나타납니다.

질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낭포 등

던데요, 조금만 수심을 타서 이퀄을 하면 잘 붓는

둘째, 이건 지난주 처음 느낀 건데 입수 중 1번과

을 완전하게 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퀄은 세게 하면 어떻게든

흡사한 위치에 압착이 발생하여 입수를 포기하였

입니다.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 귀가 상승 시에 항상 역압

습니다. 3m 이상 못 내려갔어요. 당일 보트다이빙

•	호흡계 질환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저하된 경

착이 됩니다. 후드도 벗어보고 상승 시 멈춰서 이

1회와 비치다이빙 1회를 마친 상태였으며 이상 없

우에는 즉 자발적 기흉은 외상이나 질병 등 확

퀄을 반대로 해보기도 했지만 나아지질 않습니다.

었고요. 이퀄라이징은 항상 잘됩니다. 그리고 상

인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생겨서 치료를

수면 위로 올라와서도 한참 동안 푸쉬쉬하는 소

승 중에 미간 위쪽에서 삐~익 하는 압 빠지는 소

받은 상태로, 이 병을 앓은 경우 다이빙에서는

리와 함께 10여 분 정도 공기가 오른쪽 귀에서 빠

리도 나더라고요.

져나가는 건지 빨려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면 보트다이빙 50로그 이

한참 지나야 제대로 대기압과 맞춰지고요. 그리고

상이구요. 다이빙이 너무 좋아 마스터 과정 중이

다이빙 중에 생기거나 재발하는 기흉은 그야말로

나선 귀가 먹먹해집니다. 난청이 올 때처럼. 공기

며 강사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 일이 발생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다이버가 상

중에선 아무 문제없이 이퀄은 잘 됩니다.

하고 다음날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일 때 오트리빈

승할 때 공간 속에 갇힌 공기가 팽창하면서 긴장

유스타키오관이 오른쪽만 좁아서 그런 걸까요?

이라는 비강약을 추천해서 사용하니 압착은 없었

성 기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

만약 그렇다면 치료방법이나 수술 같은 건 없는

고요. 흡연과 커피는 꽤 하는 편입니다. 다이빙 즐
겁고 편하게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까지 제가 만나고 질의를 받은 상당수의 다이버

건지. 다이빙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한쪽 귀 때문에

가 자발성 기흉을 앓았던 병력이 있었고 최근 10여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어디서

년 이상 아무런 재발성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수

봤는데 내이가 좁은 사람들이 튜브 삽입술? 그런

A 비충혈 제거제

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심을 조금씩 증가시켜가

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그리고 비중격만

부비동은 좌우 4개씩이 있는데 그중 상악동과 접

면서 연습하고 또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별 문제

곡증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

형동은 하나씩이지만 사골동과 전두동의 경우 몇

없이 다이빙 활동을 하는 분이 여럿 있습니다.

는지요? 박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개의 챔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부위는 전두동과 사골동 윗쪽 챔버에 생기는 압

수중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적어도

A 프리다이빙은 무리

착으로 인한 증상인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금기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귀의 원인을 확인하는

코에 염증(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면

긴 힘들다는 것이 제 의견이자 소견입니다.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유추만 할 수 있는 게지

이들 부비동의 자연개구부가 막히면서 부비동 압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프리다이빙을 할 때는 스쿠바다이빙에

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비염/비중

비해 빨리 하강하기 때문에 압력평형의 문제는 더

격만곡증(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의 치료가

Q 이관 협착?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트리빈이라는 약물은 순식

다름이 아니라 프리다이버들은 수심을 좀 타다보

현재 상태로 무리한 프리다이빙과 압력평형을 계

간에 코 점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면 발살바가 아닌 프렌젤로 이퀄을 하게 되는데

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명이 생겼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콧속 점막의 기

요. 왼쪽 귀는 괜찮지만 5m 이상만 가게 되면 오

것은 중이의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아 중이강에

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

른쪽 귀는 압력평형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리가 가면서 그 여파가 내이까지 미쳤다는 것을

피해야 할 약물입니다.

몸 상태는 좋았고 감기나 다른 이상은 전혀 없었

의미합니다. 난청도 다시 나타나고 지속되고 추후

꼭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난청의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2달 전쯤 30m쯤 내려갈 때 수심을 더 찍고 싶어

재 상태라면 프리다이빙을 - 수심을 추구하는 것

Q 비중격 만곡증

서 정말 세게 이퀄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고막이

보다는 오래 숨참기(무호흡) 다이빙으로 고려해보

오픈워터라이선스를 취득하였는데요. 10m 정도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며칠 뒤 난청과 이명이

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위해 중이삽

하강하니 좌측 귀 이퀄라이징이 안 되어 그냥 올

생기더군요. 병원에서는 달팽이관 쪽에 체액이 있

관술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시술입니다 - 생각도

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서 심한 멀미가 왔

어야 하는데 공기방울 같은 게 보인다고 소견을

하지 마십시오.

는데 강사님은 물멀미라고 하더군요.

말씀하셨습니다. 10일쯤 지나니 난청은 사라졌지

이비인후과 2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왈,

만 이명은 여전하구요.

Q 이마의 통증

코뼈가 휘고 비염이 있어서 이퀄이 잘 안 되는 거

카톨릭대학병원에서 검사받고 다른 병원에도 가

저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며 뼈 교정 및 콧살 비대해진 부위를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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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100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더군요. 다이빙 말고 일
상생활에는 큰 불편은 없는데 다이빙이 너무 좋아서요. 만일 그 수술을 하면
이퀄라이징이 잘 될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어 수술
을 할지 말지 갈등입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일단 약과 스프레이로 며칠 해
본 뒤 비대해진 콧살이 줄어들면 이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네요. 제가 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박사님. 제가 7월 초에 이미 발권을
해 놓은 상태라서 수술을 한다면 그때 다이빙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
비중격만곡증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만성(비후성) 비염
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부비동 압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부비동은 전두동과 사골동 쪽으로 보이고 두 부비동
모두 콧속 어느 지점으로 자연개구부가 있는데 이 개구부가 어떤 이유로 막
히면 압착/역압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비염/비중격만곡증의 치
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트리빈이라는 약물은 순식간에 코 점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콧속 점막의 기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
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할 약물입니다.

Q 울렁증
작년 9월 속초에서 오픈워터 자격을 따고 1주 전 몰디브 다이빙을 하고 온,
이제 겨우 로그 10회 미만의 초짜 다이버입니다. 다름 아니라 다이빙 후 계속
배를 탄 것 같은 울렁거림이 지속되고 있는데, 처음엔 그냥 배멀미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마지막 다이빙을 한 후(5/1) 6일째 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증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몰디브에서 총 6회 다이빙을 했고, 4/28 체크다이빙 - 50분/10m 정도까지
내려갔고 안전정지 등 크게 무리되는 다이빙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울렁거림은 시작되었고 땅이 좀 흔들리고 침대에 누우면 배를 탄 듯 울
렁거리는 거 말곤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다이빙은 계속 했습니다.
4월 30일, 보트다이빙(2회) - 각각 50분 정도/최대 수심은 18~20m 정도였
고 거의 15m에서 머물렀습니다. 이퀄라이징이나 중성부력유지 등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정지도 확실히 지켰고요.
5월 1일, 보트다이빙(3회) - 오전에 2회 50분/18m 다이빙을 하고 나서 만타
레이를 보겠다는 욕심에 오후에 1회 더 다이빙을 했는데 이때부터 몸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가슴 답답함을 느꼈고 50분 정도
물에 들어가 있는데 답답함과 숨쉬기가 좀 힘들었으나 참고 있었던 것이 마
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올라온 직후 만타가 배 근처로 와서 다들 바다로 뛰어
들어 만타를 쫓아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격렬한 수영을 하여 보트로 올라오
고 나서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지쳤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다이빙 자체는 안전정지 등 강사와 함께 철저히 잘 지켜서 했는데, 계속 붙
어서 같이 다이빙한 버디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감압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어지럼증세가 없어지질 않아 걱정이 됩니다.
증상은 땅이 흔들리는 울렁거림이 있고 좀 심했다가 나았다가 하구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토는 없었고요.) 그 외의
증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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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이 감압병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쳄버치료 받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마스크 압착이 온다고 해

다른 비슷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한 사람이 괜찮

PFO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서 실제 렌즈가 들어있는 부분보다는 흰자 위쪽

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Q 시력 교정술

니다만 어떤 이유로건 마스크 압착이 올 수 있는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서 다이빙 프로필에는 큰

저는 어릴 적부터 시력이 많이 나빴는데 다양한

상황은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내이 감

레저 활동을 하고자 2012년 말 시력교정술을 받

다이빙과 안압 상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병’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늦었지만 쳄버시설

았습니다. 정확히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며 그 중

에 출혈을 초래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합

다고 해서 저도 괜찮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감압병

로 가셔서 2~3회 쳄버치료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에서도 전방 렌즈삽입술 알티플렉스로 시술했습

Q 스킨 다이빙 후 두통?

호전되고 나면 PFO 검사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니다. 타 교정술과 달리 물리적 충격 및 안압상승

코감기와 기침감기를 앓던 중 전날 과음 후 간단

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게 수영이나 하자 하고 가까운 수영장을 찾아

Q 체험 다이빙 후 감압병?

다이빙 활동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볍게 몸 풀고(50분 정도) 마지막으로 무슨 생

저는 5월 4일에 사이판에서 체험다이빙을 했었는

첫째, 스쿠버다이빙 시 원활한 이퀄라이징이 가능

각으로 그랬는지 25m 잠영을 했습니다.

데요(33세 남자입니다).

하다면 수심에 관계없이 안전할까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이 진행되다가 거의 끝에 다

아침 10시경에 수심 약 5m에서 30분 정도 했던

둘째, 프리다이빙의 경우 스쿠버에 비해 마스크

왔을 쯤 왼쪽 머리가 찡~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겁먹고 조금

압착이나 수심에 따른 부비동 압력 문제를 해소

한 통증이 왔고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잠깐 지속

과호흡을 하긴 했지만 무리없이 잘 마쳤고요. 오

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이퀄라이징과 마스

되었습니다. 현재 3일이 지났는데 메스꺼움과 어지

후에 얕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2시간 정도 했고

크 압착만 주의한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러움을 없지만 왼쪽 머리 통증은 지속적으로 있습

그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1

셋째, 다이빙 활동이 안압 상승에 관계가 있나요?

니다. 어떤 뇌손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시경부터 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오늘(5월 8일)

이상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주신다면 시력교

까지 계속 어지러운 증세가 있습니다.

정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에 안전 다이빙을 위

A 차차 호전될 것

비행기 타기 전부터 어지러웠는데 한국 와서도 계

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피 근육에 산소 공급이 막히면서 생긴 두통이

속 증상이 이어지네요. 어지러운 양상은 땅이 팽

지속되는 듯합니다. 두통약 드시면서 조금씩 기다

글팽글 돌 정도는 아니고 약간 술 취한 것처럼 핑

A 걱정하지 않아도

리면 차차 호전될 듯합니다.

핑 도는 증세입니다.

수술한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무리하지 마세요.

머릿속이 약간 텅 빈 것처럼 핑 도는데 못 걸을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앉아있거나 걸을 때나 비슷한 느낌이구요. 팔다리
에 힘이 없으면서 손이 약간 저리고 약간 울렁거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리면서 두통도 약간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청력
이상은 없습니다. 귀 때문인가 싶어 동네 이비인
후과에 가서 진찰받았는데 별다른 소견은 못 들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었습니다.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Q&A에서 글들 쭉 읽어봤는데 체험다이빙으로 큰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조치
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 PFO?
내이 감압병이 의심됩니다.
물론 가망성은 멀미 등으로 인한 증상이 오래 가
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PFO 같은 문제를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동2길 58번지 통영세계로병원 고압의학센터
Tel. 055-648-8275(내선 230, 710)
010-8556-7529(고압산소치료실장)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 (오투치료)
■ 제주시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00~3003
■ 대구광역시 광개토병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53-565-1190~1

가진 경우 이 정도 프로필로도 감압병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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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
소리로“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
라
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다(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
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
가 아니다.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
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전원켜기
자동제세동기(AED)
전원을 켠다.

✚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
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
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
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하나’
‘둘’
,
‘셋’
,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패드 부착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 패드를 부착한다.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
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
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
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
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

분석하기 및
제세동 시행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시행 멘트가 나올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
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
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
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
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
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
대한다.

✚ 회복

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
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심폐소생술 실시
제세동 버튼을 누른 후
30:2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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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
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
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Palau의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SOLITUDE ONE

www.

s o li

tud

e-o

ne

.co

m

Liveaboard

예약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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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JANUARY/FEBRUARY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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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PDIC-SEI 경남교원센터 (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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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860-0567
yjs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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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한국구조인협회 (피성철)

거창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 (신성규)

청주 청주마린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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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292-4578, 010-4578-1188
cafe.daum.net/marinscuba
wlsdud7723@nav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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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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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수중세계 (조현수)
010-3500-2686, 061-721-8006
cafe.daum.net/scuba8006
scuba3985@hanmail.net

■ 강사 여러분이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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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i-pdic.com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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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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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i-pdic.com

DIV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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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2017
MONDAY

TUESDAY

10 월 OCTOBER

WEDNESDAY

IANTD KOREA
10월 1일~12월 31일까지
2018년 강사 갱신 실시

3

4

9

10

11

추석

THURSDAY

FRIDAY

SATURDAY

5

6

7

12

13

14

SUNDAY

8

BSAC

15

강사훈련 주말반 과정

16

23

17 PDIC-SEI

18 PDIC-SEI

19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회

First Aid & CPR 강사과정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7년
4분기

24

25 SDI/TDI/ERDI
멕시코 유카탄 동굴 다이빙

26

PADI

21

20

BSAC

22

컨퍼런스 참관인 모집

28

27

PADI

29

강사 시험(IE)

31 PADI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30

2017
MONDAY

TUESDAY

11월 NOVEMBER

WEDNESDAY

1 SDI/TDI/ERDI

IANTD KOREA

THURSDAY

FRIDAY

2

3

9

10

SATURDAY

SUNDAY

5

4

DEMA Show 참관 예정

6

7

8

BSAC

11

PADI

수중사진 공모전 마감

PADI 스페셜 다이빙 페스티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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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중레저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
지난 2017년 9월 7일 발기인 16명 중 11명이 모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명철 (주)우정사 대표가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수중레저협회
Korean Association of Underwater Leisure
설립취지문

주요사업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

1. 각 사업 항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문 직업인들이며, 우

2. 수중레저산업에 관련한 정보센터 등 연구 및

리나라의 해양 수중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전유물

자문기관 설치를 통한 자료수집과 조사통계

신명철 의장

이 아닌 국민 모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전문가

3. 선진 수중레저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국제 학술회개최

의 사명으로 수중레저를 즐기는 국민 모두에게 영속적이

4. 수중레저 행사 및 각종 국내외 포럼 개최

며, 안전과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회원은 국가 산업의

5. 다양한 수중레저 산업 군의 지원 및 관리

현재와 미래 산업의 주요 산업의 한 축인 수중레저 산업을

6. 수중레저 대회에 관한 국제 대회 참가 및 유지

더욱 발전시키는 임무를 다하며 국가 해양레저 정책에 일

7. 수중레저와 관련한 홍보 및 인프라 시설 구축을 포함한 각종 기념사업

조합시다.

8. 수중레저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봉사활동

이에 저희 창립 발기인들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9. 해양 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과의 유대강화

도모하며, 국가 해양레저 발전에 이바지하여 대한민국이

10. 기타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전개

수중레저의 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힘을 모으고자 사

11. 기타 수중레저 스포츠 활성화 및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부대사업

단법인 한국수중레저협회를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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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딱2’ You Can Compact 수중 사진전
9월 2일(토) 서울시립대학교 빨간벽돌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최
콤팩트 카메라로 도전하는 수중 사진전,
‘똑딱2 You Can Compact!’
30여 명의 스쿠버다이버들이 모여 2년간 준비한 작품 전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색 사진전이 열렸다. ‘똑딱2 You Can Compact!’는
흔히 ‘똑딱이’로 불리는 콤팩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중세계의 비경과 어류들의
생태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였다.
똑딱 사진전은 지난 9월 2~11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빨간벽돌 갤러리에서 열렸
다.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취미로 수중사진을 찍
는 일반 스쿠버다이버들과 서울시립대학교 스쿠버다이빙 동아리 ‘플라잉피시’의
연합으로 개최되었다. 수중세계의 비경과 수중생물의 생태·환경에 대한 사진을
메인 테마로 전시하고, 화려한 색감과 자태를 가진 갯민숭달팽이(누디브랜치)를
주제로 한 별도 전시실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수중사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학교 정상근 교수는 “콤팩트 카메라는 휴대성과 보편성을 장점으로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제 DSLR에 못지않은 사진 품질을 낼 만큼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콤팩트 카메라의 장점을 수중세계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
이기 위해 특유의 멋을 최대한 살린 사진 위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똑딱’ 모임의 조영철 회장은 “‘똑딱’ 전시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수중사진의 아름
다움을 전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었
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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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거북이 날다

김희상-유영

홍해솔-Mystery Circle

박춘엽-스위트립스

임수동-Fly

김윤회-꿈

임준형-투우

조상희-돌격

지원-첫만남

홍선기-관찰

백성덕-Blue

정상근-Sunstar

김태엽-Under The Jetty

김경신-풍등

홍혜선-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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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 수중/수상 촬영시설까지 갖춘 국내 최대 촬영장

‘스튜디오 큐브’가 대전 엑스포공원 내에 들어선다
예비 가동 거쳐 오는 9월 25일 정식 개관

인접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아쿠아 수중 촬영시설까지 합치면 9개 스

국내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인 아쿠아 수중/수상 촬영시설까지 갖춘 영

튜디오가 한자리에 모아져 규모는 물론 기능성 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

화 상설 촬영장이 대전에 들어선다. 9월 6일 대전시와 한국콘텐츠진흥

을 자랑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달 영상산업 관계자 80명을 초청해

원에 따르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2015년 착공한 ‘스튜디오 큐브(조감

팸투어를 하면서 스튜디오 큐브가 국내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며 “현

도)’가 예비 가동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정식 개관한다. 엑스포과학공원

재 방송국 등이 자체 보유한 스튜디오로는 30% 정도만 소화할 수 있어

부지 6만 6115㎡에 국비 등 797억 원을 투입해 만든 스튜디오 큐브에는

내년도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인 작품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면적 3만 2040㎡(지하 1층, 지상 2층)에 달하는 촬영 세트장이 설치됐
다. 5065㎡에 달하는 대형 스튜디오를 비롯한 다목적 전천후 스튜디오 4
개(3410㎡형 1실, 2230㎡형 2실)가 들어서 사계절 다양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대형 스튜디오는 2400㎡ 남짓한 파주 스튜디오보다 두 배 이상
큰 국내 최대 촬영장이다. 또 특수시설(병원, 법정, 교도소, 공항 등) 스튜
디오 1실(3447㎡형), 특수 효과스튜디오 1실(1850㎡형)도 국내에서는 처음
으로 일반 스튜디오와 한자리에 설치됐다. 대형 블루 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야외 오픈스튜디오(7800㎡), 미술센터(2020㎡), 시사실, 분장실, 대기
실, 70여 명이 숙식 가능한 숙소, 의상실, 소품실, 연습실 등을 고루 갖췄
다. 지금까지 전문 스쿠버의 수중조작에 의존하던 수중촬영을 리모컨으
로 육상에서 모두 조작할 수 있는 수중하우징, 슈퍼테크노크레인, 2축 와
이어캠 등 최신 장비도 구비돼 다양한 촬영작업을 지원한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안에 건립돼 오는 9월 25일 문을 여는 스튜디오 큐브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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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BE SMART.
IT’S TIME TO BE SMART.
•1초,
One0.5초,
second0.25초
sampling
rate데이터
delivers
precise data
at all times
간격의
샘플링으로
신속정확한
데이터 전송
●•고용량
High memory
메모리 capacity
●•수심,
다이빙 시간,alarms
회복, for
속도,
하이드레이션을
사용자에
알람 설정 가능
Programmable
depth,
time, recovery,
speed맞게
and hydration
• One second sampling rate delivers precise data at all times
● 수영 및 수중 훈련시에 타이머로 작동 가능
• Countdown timer for swimming & pool training
High인터페이스를
memory capacity
●•USB
통해
펌웨어
• Download
dive data
and데이터
update다운로드
ﬁrmware및with
the 업데이트
Dive Link가능
USB interface
•(USB
Programmable
alarms
for
depth,
time,
recovery,
speed
and
hydration
인터페이스
별도
구매
가능)
(sold separately)
Countdown
timer for출시
swimming & pool training
●•최신
펌웨어 2.0버전
• Download dive data and update ﬁrmware with the Dive Link USB interface
(sold
separately)
www.pureinstinct.mares.com
●

‘재세동기 → 심장충격기’로 명칭 변경
안전 분야 용어 42개 순화-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제세동기(除細動器)’,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지만 명칭만 듣

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

고 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국

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이처럼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대거 쉬운 용어로 바뀐다.

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
로 순화한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
어 등이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

행정안전부 발굴 안전 분야 순화대상 용어
연번 발굴용어
1

내측

발굴용어

22

도교

다리

순화용어
다리

2

도괴

무너짐

23

교량

3

소손

(타서) 손상됨

24

등화

불빛, 등불

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

4

적치

쌓아 놈(둠), 보관

25

전면

앞면

5

외함

바깥상자, 겉상자

26

후면

뒷면, 뒤쪽

6

외측

바깥쪽

27

관거

관·도랑, 관과 도랑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

7

공지

빈터, 공터

28

구거

도랑

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8

저류조

(물) 저장시설

29

시건

(자물쇠로) 잠금, 채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9

황천

거친 날씨, 거친 바다

30

직하

바로 아래

10

동등

동등한 수준, 같은 수준

31

구배

기울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11

차음

소리 차단

32

소분

작게 나눔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12

시비

거름주기, 비료사용

33

정온

평온함
쥐, 설치류(쥐 등)

13

세륜

바퀴 닦기

34

서족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

14

오수

더러운 물

35

제세동기

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

15

탁도

혼탁도

36

18

외기

외부 공기

37

냉암소

17

파랑

파도

38

매몰

(파)묻음

격기’로 순화된다.

심장충격기

네뷸라이저 (의료용) 분무기
차고 어두운 곳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용

18

고박

묶기, 고정

39

수검

검사 받음

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

19

계선

배묶기

40

사멸

(죽어) 없어짐, 사멸(멸균)

20

양묘

닻올림

41

교반

(휘)저어 섞음

21

차륜

(차)바퀴

42

검체

검사 대상물

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실천을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계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시간에 걸쳐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

수심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

나는 일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

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

험을 만나게 된다.

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

께 수중동물을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

직한 실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

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

되어 있어서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도 손쉽게 나의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의 관찰기를 적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을 잘 이해

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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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

하고 순화하였다.

414쪽·값 15,000원

순화용어
안쪽

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값 10,000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PALAU

I♥PALAU Dive Resort
전화
현지

070-7436-3308
+ 680-775-2257

⇢ 대표 곽윤석(Romeo)
⇢ 메일 jywang81@hotmail.com
⇢ 카톡 palauromeo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해변에 위치한 불루오션뷰호텔내에 위치
호텔내에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 교육이 용이
대형 스피드보트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부산에서의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스포츠교실 로 오셔요!
오픈워터에서 강사까지 교육가능
부산 최고의 포인트 나무섬, 형제섬, 외섬 투어(사전예약)
해양실습하기에 최적의 장소
체험다이빙, 스킨다이빙
강의실 구비
마레스 A/S 지정점

해양스포츠교실
Tel. 051. 405. 4111 / Fax. 051. 405. 8335 / Mobile. 010. 7704. 3338(유성용), 010. 4573. 2212(조미진)
카페. club.cyworld.com/해양스포츠교실, club.daum.net/해양스포츠교실
E-mail. ssi3338@hanmail.net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김지현 교수 출판기념회 ‘아! 독도아리랑’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의 김지현 교수가 추진하는 독도
프로젝트로 독도의 관한 사진집 4권(아! 독도아리랑)이 출판되어 출판기념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판기념회 및 개전식 : 2017년 10월 10일(화) 오후 6시
장소 : 갤러리 류가헌(서울 종로구 청운동 113-3 Tel 02-720-2010
전시기간 : 2017년 10월 10일(화)~15일(일) 6일간

올해 추석 황금연휴, 최장 10일
9월 30일~10월 9일(10일간)
올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장 열흘
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9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올해 10월 3일(화요
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
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
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임시공휴일 10월 2일) 지정에 따른 추석 황금 연휴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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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4

25

26

27

28

29

30

1

2

임시
공휴일

3

4

5

6

8

9

한글날

10

12

13

개헌절

11

추석

대체
공휴일

7
14

제주

바람소리 스쿠바&펜션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완전 리모델링으로
새로 단장한 호텔식 룸과 화장실
•천정식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
•전 일정 식사 제공, 공항 픽업 가능
•넓은 잔디밭에서 제공되는 바베큐 파티
•보팅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펀 다이빙
•다이빙 교육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 완벽 지원
(더블탱크, 데코탱크 대여)
•스쿠터 교육 및 대여(최신형 스쿠터 8대 완비)
•수중사진 촬영 및 교육

연락처 010-742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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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자연사박물관과 BBC방송 선정

‘2017 올해의 야생사진’ 후보작 13점

(수중사진 4점 포함)

발표

영국 자연사박물관(the Natural History
Museum)과 BBC방송이 해마다 주최
하 는 ‘올 해의 야 생 사 진가 상’( W ildli f e
Photographer of the Year) 최종 후보작
들이 9월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올해
는 전세계 92개국에서 총 5만여 장의 사진
이 응모됐으며 이번에 공개된 최종 후보작
들은 수중사진 4점을 포함하여 총 13점이
다. 올해로 53회째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올해의 야생사진’은 전세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포착된 동물 등을 생생하게 포착한
작품들이 수상 대상이다. 자연사 박물관
측은 선정된 작품들 가운데 창의성, 독창
성, 사진기술을 기준으로 최고작으로 꼽힌
한 장의 작품을 ‘올해의 야생사진’으로 선
정한다. 최종 발표는 오는 10월 17일이다.

The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http://www.nhm.ac.uk

쓰레기 서퍼 (Sewage surfer) Justin Hofman(미국)/2017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수영장 (Swim gym) Laurent Ballesta(프랑스)/2017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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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민달팽이의 로맨스 (Romance among the angels) Andrey Narchuk(러시아)/2017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내부자들 (The insiders) Qing Lin(중국)/2017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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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주최

수중 무선통신 장비 CASIO Logosease에 대한 Specialty 교육

㈜우정사는 수중무선통신 장비 CASIO Logosease Specialty 교육을

참가자 명단

자사 임직원과 SDI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름

• 목적 : Logosease 운용 및 업그레이드 기능 활용 교육

CASIO

비고
해외영업

Katsumi Suzuki

CASIO

기술영업

신명철

Shin Myeong Cheol

WOOJUNGSA

대표이사

정영윤

Jung Young Yoon

WOOJUNGSA

상무

• 기간 : 9월 14일(목)~15일(금)
• 내용 : 수중 무선통신 장비 CASIO Logosease Specialty 교육

소속

Chika Kohara

이종석

Lee Jong Seok

WOOJUNGSA

과장

차영문

Cha Young Moon

WOOJUNGSA

주임

한필규

Han Pil Kyu

WOOJUNGSA

주임

정의욱

JUNG EUIOOK

SDI.TDI.ERDI KOREA 본부

본부장

성재원

SUNG JAEWON

SDI.TDI.ERDI KOREA 본부

사무국장

- 14일(목) 15:00 이론 및 수영장 교육 19:00 석식

박장혁

PARK JANGHYUK

SDI.TDI.ERDI KOREA 본부

트레이너

- 15일(금) 08:00 조식 10:00 오픈 워터 교육 1차 12:00 중식 14:00

양승훈

YANG SEUNGHOON

서울 아쿠아텍

트레이너

• 장 소 : 강릉 인투더씨 다이브 리조트
•	참석인원 : ㈜우정사 임직원 3명, CASIO 영업담당자 및 기술교육담
당자 2명, TDI/SDI 트레이너 10명
• 세부일정

오픈 워터 교육 2차 17:00 강릉 출발

CASIO Logosease Specialty 교육
다이빙 중에 대화가 가능함으로써 물속에서의 즐거운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주의나 경고, 안전 환기, 다이빙 중에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코스의 트레이닝을 받음으로써 프로 다이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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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석

BYEON ISEOK

인천 SM 다이빙센터

트레이너

최지섭

CHOI JISOB

포항 다이브 R&D

트레이너

양승환

YANG SEUNGHWAN

서울 씨런웨이

트레이너

김민정

KIM MINJUNG

서울 프리랜서

강사

전대현

JEON DAE HEON

영덕 축산 푸른바다리조트

트레이너

김신호

KIM SHINHO

남양주 파란공기방울

강사

김진규

KIM JINKYU

성남 해마

트레이너

성재일

SEONG JAEIL

서울 아쿠아텍

트레이너

이성호

LEE SEONGHO

고성 청간정리조트

트레이너

1


1 1일차 이론수업
2 수영장 실습
3 1일차 저녁 바비큐 파티
4 2일차 해양실습
5 자격증 수여

3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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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우정사 카카오플러스 서비스 런칭
㈜우정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카카오플러스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을 통해 ‘㈜우정사’를
검색하면 쉽고 간편하게 친구 등록을 할 수 있다. 친
구 등록을 하면 빠르고 친절한 1:1 상담은 물론, 다양
한 소식과 이벤트를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다.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친구 등록 방법
① 아이폰에서 검색창, 안드로이드에서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② 검색창에서 ‘㈜우정사’ 플러스친구를 검색하세요.
③ 친구 추가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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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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력 12년의
12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한국과
한국과 푸켓에서
푸켓에서 활동하는
활동하는 두명의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합동으로 진행하는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교육일정(매일반) : 9월 30,31~10월 5~9,14,15,21,22
- IE(강사시험) : 10월 28~29일(울진)
IDC(강사개발교육-푸켓 연합과정)
- 교육일정(매일반) : 12월 4~14일
- IE(강사시험) : 12월 16~17일

김수열

변병흠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총판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I 010.711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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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어린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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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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괌정부관광청 개요

괌 국토안보부 고문 ‘괌은 여전히 안전하다’

1952년 미 정부에 의해 출범한 관광 홍보 기관으로서 괌을 효과적으

북한의 계속된 허언장담에 대한 성명 발표

로 홍보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는 비

괌 국토 안보 및 민방위 사무국(GHS/OCD, The Offices of Guam Homeland

영리 기구이다. 괌정부관광청은 괌의 다양한 관광업계의 파트너와 괌

Security and Civil Defense)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성명을 발

여행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했다. GHS/OCD는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MRFC, Mariana Regional Fusion

괌 여행관련 정보 : www.welcometoguam.co.kr

Center)와 함께 일본 서동지역 상공을 날아간 탄도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을 꾸준

문의 : 괌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전화 : 02-6325-4162)

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차포로스(George Charfauros) 괌 국토안보부 고문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

괌 박물관, ‘물’을 주제로 한 합작 전시회 열어

하고 괌의 테러 위험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미국
과 동맹국들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계속해서 보인 반응들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8월 31일~10월 29일까지 휴머니티 구아한과 스미소니언의
합작 전시회 진행

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국방부의 능력이 그저 유능한

괌 박물관(Guam Museum)에서 괌 주민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휴

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즉각적인 위험 경고 시스

머니티즈 구아한(Humanities Guåhan)과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템(All Hazards Alert Warning Systems)을 통한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된다. GHS/

(Smithsonian Institution Traveling Exhibition Service)의 합작으로 스

OCD는 사이렌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하고 TV, 라디오

미소니언 국립 미술관의 Water/Ways전과 괌 컴패니언 미술관(Guam

뿐만 아니라 SMS 긴급 경보, 이메일 등 괌이 가진 모든 비상 알람 시스템을 통해

것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panion)의 Hita I hanom, We Are Water전이 8월 31일 공개된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괌은 만반의 준비가 되

Water/Ways전은 스미소니언 메인스트리트 박물관(MoMS, Museum

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on Main Street)에서 진행되었던 전시로, 미국의 다양한 문화, 환경에

만일 괌 방문 시 알람을 듣게 된다면 즉각 콘크리트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창문과

필수적이고 중요한 물질인 물에 대해 탐구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후 공식적인 비상 상황 해지 발표 전

휴머니티즈 구아한 Hita I Hanom, ‘We Are Water’ 전에서는 복잡하

까지 TV, 라디오의 지방

면서도 고립된 우리 사회속에서 물의 다면적이고 독특한 위치를 발전

방송을 꾸준히 체크해야

시키며, 고립되어 있는 직업 군들과 커뮤니티 조직자와 멤버들을 한데

한다. 비상 상황 해지까지

모아 우리 일상에서 물(hanom)의 중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는 약 한 시간 정도 소요

이 합작 전시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괌’과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트

될 수 있다.

Kintsui I Hanom, Speaking To Water’ 전이다. 관람객들은 디지털 키
오스크에서 태평양 섬 거주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
할 수 있다.
한편, 휴머니티즈 구아
한 오프닝 리셉션은 8
월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괌 박물관에
서 진행되며 입장은 무
료다. 정기 입장권 구
매 시, △성인 $3, △학
생 $1, △6세 이하 및
괌 박물관 멤버십 회원
과 노인은 무료이다.

192 |

NEWS IN DIVING

삼성증권 스킨스쿠바 동호회
수중 정화활동
지난 9월 2일 삼성증권 스킨스쿠바 동호회 ‘블로오션’은 삼척 장호항의 캡틴

이상의 불가사리와 기타 쓰레기들을 주워 정화에 힘썼다. 블루오션의 최재

하록다이브의 김성현 대표와 함께 수중 정화활동을 하였다. 장호항 주변 불

규 회장은 5년째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장소에서의 정화를

가사리로 인한 홍합과 전복의 피해가 큰 어초 주변의 다이브를 통해 50KG

약속했다.

The Diver’s Den
5 Star PADI Dive Center – Pulau Redang
대부분 다이빙사이트가
돌산호나 연산호의 군락으로 덮여 있고,
물고기 떼들이 산호 군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르당 섬에는 하나의 비치에 하나의 리조트가
위치하여 아주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다.
리조트의 숙식과 다이빙 비용이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
Coral Redang Island Resort의 주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수중사진가로 활동하며, 만약 수중사진가들이
방문하면 수중사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리조트는 3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영업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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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울진 2017년 8월 26(토)~27일(일)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경상북도 울진군, 오산항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

에 위치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지난 8월 26~27일 양일에 걸쳐 성

스가 2017년 8월 29일(화) 서울 아이눈 스쿠버(대표 이달우)에서 영희 심슨

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George Wegmann(Instructor

(Regional Training Consultant)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 강사트레이너

Development Consultant), 김부경(Manager of Korean Market), 영희 심슨

코스에는 김남혁, 국봉기, 이상원, 박재영, 권순일, 총 5명의 강사 트레이너

(Regional Training Consultant), 그리고 김진관(Regional Manager) 씨가 IE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 트레이너 코스

를 진행하였다.

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동현, 박양규, 원종성, 정대희, 최휘준, 강민지, 신중섭,

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준교, 김동현, 황명하, 이윤호, 이상우, 서재범, 이석순, 이슬기, 정영완, 정
인우, 김대현, 권성권, 홍지수, 유상은, 박세원, 김성근, 함형주, 김제상, 김제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 원성희, 김태은, 정제우, 조영원, 손성혁, 최명오, 이남용, 박성연, 박민제,

•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김석환, 김형석, 이상현, 정현수, 심수행, 김연선, 배철호, 채진경, 이용민, 이

•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하나 총 45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는 2017년 10월 31일(화) 코스가 예정되어 있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으로

생들을 배출한 김철현, 송규진, 임호섭, 홍찬정, 윤재준, 송관영, 이호빈, 정상

하면 된다.

우, 이달우, 강정훈, 이현석, 이윤상, 정대위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
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해양레포츠
센터’의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공지사항(Notice)
웨비나 일정 안내

강사 시험(IE) 안내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2017년 4분기(Training Bulletin LIVE - 4Q17-

일시 : 2017년 10월 28일(토)~29일(일)

Korean) -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추후 공지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 일시 : 2017년 11월 11일(토)

•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장소 : 추후 공지

• 대상 : PADI 다이버라면 누구나

• 문의 :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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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ADI 오키나와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
2017년 9월 7일(목) 오후 3~5시까지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 세미나실에서 Akihisa Kawai(PADI
Asia Pacific - Japan 오키나와 지역 매니저), 김부경(PADI 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PADI 한국 지역
매니저)에 의해 오키나와 다이빙 비즈니스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비즈니스 세미나에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다이빙 비즈니스 트렌트를 파악하고 새롭고 가능
성 높은 다이빙 비즈니스의 개척을 위하여 PADI 아시아 퍼시픽 – Japan의 오키나와 지역 매니저인
Akihisa Kawai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증대를 위한 오키나와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현재 다이빙 산업이 활발한 일본에서 약 10년에 걸쳐 이뤄왔던 컨텐츠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미
나의 주요 토픽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다뤄졌다.
1. 일본의 마켓 트렌드 소개
2. 오키나와 관광청 제작 한국어 자료 소개
3. 다이빙 포인트 & 다이빙 스타일
4. 오키나와 음식 & 육상 투어
5. 오키니와 관광청과의 특별 프로모션
6. 오키나와, 한국인 마켓 사이즈 및 개발 가능성
활동적인 24개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서 PADI 코스디렉터 및 강사들을 포함하여 35명의
PADI 멤버들이 참가하였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이며 세미나
를 통해 한국 다이빙계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기를 바란다. 2017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
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신규 다이브 리조트

▶ 다이빙 플러스(S-26269)

▶ 섭지 다이브 리조트(S-26234)

대표 : 최영민

대표 : 권태완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2번길 2층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52

전화 : 010-5466-3309

전화 : 010-9117-8342

▶ 제주 블루홀(S-26248)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대표 : 홍길동

▶ 프로다이버스-BK DIVE(S-25124)

주소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17

대표 : 김병구

전화 : 010-4182-652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7 4층
전화 : 010-2388-7997

2017 SEPTEMBER/OCTOBER | 195

NEWS IN DIVING

SSI KOREA
리액트 라이트 강사 세미나

9월 강사 정기평가(IE)

SSI 김영욱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2017년 7월 15일 SSI KOREA 본부에서 리액트 라

SSI KOREA 본부는 2017년 9월 9~10일 2일간 제주 다이브 자이언

이트 강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리액트 라이트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트 교육센터에서 9월 강사 정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김태훈 IC가 주 평

있는 응급상황 시 정확하고 올바른 대응과 인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FA/

가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오세정(포프라자, 이기훈), 서용재, 박

CPR/AED/O2 과정으로 나누어

태율(SSI 아카데미, 고대훈), 홍조(진스다이브) 4명의 후보생이 참가

져 있으며 다이브 프로, 의료인,

하였고, 2일간의 평가 후 총 4명의 명예로운 SSI 신규 강사가 배출되었

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마친 신규 강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

전문가 과정과 누구가 참여할

하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SSI 프로패셔널로서 지속적인 성장

수 있는 일반과정으로 나뉜다.

을 기대한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

이번 세미나 과정은 리액트 라

을 준 다이브 자이언트 교육센터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트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
는 강사 세미나로 이광욱, 이춘
무, 김선혜, 홍조, 진다영, 이상
수 총 6명의 다이브 프로패셔널
이 참석하였으며, 모두 훌륭한
성적으로 세미나를 이수하였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 세미나 #소셜을 만나다
SSI 김태훈 정책기획관의 진행으로 2017년 8월 6일 SSI KOREA 본부에서 소셜 미

소셜 미디어 마케팅 세미나 #소셜을 만나다 IN JEJU

디어 마케팅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SSI 김태훈 정책기획관의 진행으로 2017년 9월 11일 제주 바람소리 스

개인계정, 페이지 그룹 마케팅을 통한 기업 블랜딩, 콘텐츠 개발, 타겟 마케팅 설정

쿠바&펜션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월요일 이른

등 소셜미디어 기본 마케팅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주말임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SSI 강사들이 세미나를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많은 SSI 강사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

주었다. 개인계정, 페이지 그룹 마케팅을 통한 기업 블랜딩, 콘텐츠 개발,

간이 되었다. 나아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세미나를 바탕으로 SSI와 SSI 가족들이

타겟 마케팅 설정 등 소셜 미디어 기본 마케팅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김태훈 정책기

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열띤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

획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나아가 SSI와 SSI
가족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김태훈 정책기 획관을 비롯한 바람소리 스쿠바&
펜션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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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의 꿈(Dream of Diver)’ 양평 신망원 재능기부
다이버의 꿈 이용주 IT를 중심으로 소속 다이버들은 2017년 9월 2일 성남스포츠센터 아쿠아라인에서

Enjoy Pure Ease

사회복지법인 양평 신망원 복지원생들에게 스킨스쿠버 이론 및 풀장 강습을 진행하였다. 이는 제 5회
건전한 사회 적응과 행복한 자립을 위한 재능기부로 매년 복지원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워터 교육 및 해
양실습을 진행 후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1박 2일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응과 행복한 자립을 위한 멘토
역활 또한 수행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을 레저활동 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접목시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버의 꿈 소속 다이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SSI 신제품 안내
▶ SSI 다이브 프로 코듀라 바인더

▶ SSI 비치타월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각종 휴대품을

SSI 비치타월이 수입되어 출시되었다. 고품질 극

편리하게 보관

세사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최소 사이즈로 말거

할 수 있는 다

나 접을 수 있어 휴대

용도 바인더가

가 간편하다.

수입되어 출시

흡수성과 건조성이 뛰

되었다.

어나고 보온의 효과도
있어 다이빙 시 유용하
게 사용된다.
상세 사이즈 : 160CM X 80CM (엑스트라 라지)

▶ SSI 방수백 10L

꽈뜨로 +

▶ SSI BUFF

(AVANTI QUATTRO +)

SSI 방수백이 출시 예정

SSI BUFF가 출시 예정이다. 신축성이 좋고 자외

이다. 가벼운 무게로 휴

선 차단이 뛰어나며

대가 간편하며 전면 방

흡수성과 통기성이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오리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코팅으로 내구성이 뛰

우수하어 다이빙을

전통적인 추진력에 더욱 좋아진 반응력이

어난 원단을 사용하였

비롯한 스포츠 활동

최상의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으며, 편리하고 안전하

과 야외 활동에 착

게 소지품을 보관할 수

용하기 적합하다.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있다.
번지스트랩 장착에 매력적인 외관
새로운 재질인 하이플렉스로 블레이드의
효율성을최적화
4개의 물골로 4배의 추진력을 발휘
안정된 트림 탭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신규 크로스오버 강사 안내

▶ 교암다이브리조트 (베짱이다이브리조트)

강동훈 #79790 -진신 IC

대표 : 최부균

김성배 #79809 -진신 IC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천학정길 12

김광근 #79311 -강영천 IC

연락처 : 010-5475-1894

남정민 #79198 -이용주 IT

▶ 더블케이 프리다이빙 대표 : 강성준

박문진 #79261 -천현수 IT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47 화신상가 5층

박수현 #79650 -유성용 IT

연락처 : 010-2915-8312

엄대섭 #79844 -강성준 IT

▶ 온딘 프리다이브 대표 : 김철한

유인수 #79648 -유성용 IT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117번길 30

정진영 #79512 -진신 IC

연락처 : 010-6750-7745

최부균 #79523 -진신 IC

스테빌라이저로 안정성을 높이고
발목 뒤틀림 현상을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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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11기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북경 DRT Show

SDI/TDI/ERDI에서는 한국 다이빙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

SDI/TDI/ERDI에서는 7월 6~8일까지 3일간 북경에서 개최되는 DRT

기 위한 장학생 강사 과정을 6월 29일(목)~7월 7일(금)까지 7박 8일간 울

Show(Dive Resort and Travel)에 참가하였다.

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모인 22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본부의 성재
원 사무국장이 주관하여 최성기 트레이너(Atty Dive), 권성훈 트레이너(사이판
DPIS), 함민재 트레이너(인천 해성수중), 양승훈 트레이너(아쿠아텍)와 본부의
박장혁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11년째를 맞는 장학생 강사 과정을 통해 SDI는 100명이 넘는 장학생 강
사를 배출하였으며 그들은 현재 다이빙 산업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으로 학내 다이빙 동아리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자격증 발급센터(ISCP) 신규 개설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SCP 서비스센터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장애인 스쿠버다이빙(Scubility) 강사 과정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물류비 절감

SDI/TDI/ERDI KOREA에서는 8월 18~19일까지 울산 문수수영장에서 장애
인 스쿠버다이빙(Scubility) 강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장애인 스쿠버다이빙

(Scubility) 강사 과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에 관한 배경 정보와 치료, 다이
빙 시 고려사항, 마케팅 등에 관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새로 ISCP 서비스센터가 된 곳은 다음과 같다.
국내
• 인천 드림씨 스쿠버(김용현 강사)

이번 과정은 본부의 성재원 사무국장이 진행하였고 김병렬, 박진영, 배정열,

• 성남 딥블루(한은영 강사)

정은아, 정주석, 현성미 강사가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한 분은 다이빙과 장애

•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 리조트(조윤성 강사)

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 대구 강 스쿠버(강종진 강사)

많은 강사님들과 다이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외
• 필리핀 두마게티 알다이브 리조트(김광오 트레이너)
• 필리핀 모알보알 MB OCEAN BLUE(김용식 강사)
• 이집트 다합 씨드래곤 다이브(조덕희 강사)
• 필리핀 세부 망고 다이브(윤웅 강사)
• 괌 오션드래곤(최세미 강사)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
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서비스센
터(ISCP)를 증설함으로써 소속 강사가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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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북경 ADEX Show
SDI/TDI/ERDI에서는 2017년 8월 31일(목)~9월 3일(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ADEX Show에
참가할 예정이다. ADEX는 Asia Diving Expo의 약자로 매년 북경 및 싱가폴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의 다이빙 전시회이다. SDI/TDI/ERDI는 작년 3월 중국 신진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이후 꾸준히 중국 시
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며 성장하고 있다.
SDI/TDI/ERDI는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중국 지역의 다이빙 전시
회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다이빙
사업 및 다이빙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참
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본부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

로고시스(Logosease) 다이버 과정
SDI에서는 최근 CASIO에서 출시된 수중 통신장비인 로고시스(Logosease)를 사용하여 다양한 다이빙 활
동을 즐길 수 있는 로고시스(Logosease) 스페셜티 과정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활용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1박 2일의 일정으로 로고시스(Logosease) 스페셜티 다이버 과정을 개최한다.
SDI/TDI 활동성 트레이너라면 참가하실 수 있으며 9월 14일 세미나와 9월 15일 1회 다이빙으로 진행된
다. 이번 행사는 우정사, 인투더씨, SDI/TDI 본부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신청시 예약금 3만 원을 납부해
야 한다. 불참시 이 비용은 돌려주지 않고,
과정 완료시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 순서에 따라 10명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부로 문의하시
기 바란다.

멕시코 동굴 다이빙 교육
SDI/TDI/ERDI에서는 10월 25일(수)~30일(월)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
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꽃으로 평가되는 동굴 다이빙 과정은 천정이 막힌 대표적 환경인 수중 동굴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와 보존, 사고 분석, 동굴 다이빙 기술, 인식과 팀 역학, 장비, 준비, 계획 등 다양한 이론 교육
과 의사 소통, 안내줄, 길찾기, 문제 해결 절차 등에 관한 기술 실습, 개방수역(동굴)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는 전 세계 동굴 다이빙 매니아들이 꿈꾸며 모이는 곳으로 이번 원정은 교육팀– 남기
인 트레이너(119 특수구조단), 양승훈 트레이너(서울 아쿠아텍), 최세미 강사(괌 오션드래곤)와 펀 다이빙
팀- 민병승 강사(현대 모비스), 하기형 강사(좋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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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사와라 재호흡기(CCR) 축제
SDI/TDI/ERDI에서는 9월 20~25일까지 동양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일본 小笠
原(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재호흡기 다이빙의 활성화와 정보교환을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적인 행사로 참
가대상은 단체와 관계없이 재호흡기 자격증을 보유한 다이버들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오가사와라제도는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여 km 정도 떨어진 아열대

군도이다. 이즈 제도의 남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모든 섬이 도쿄도
(東京都) 오가사와라 지청(小笠原支庁)에 속한다. 그러나 오가사와라
제도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에 아시아가 아니라 오세아니아에 속한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운송수단은 아직 항공편은 없으며, 오가사와라 제
도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를 위한 운송수단인 오가사와라마루(小笠
原丸) 정기선뿐이고, 도쿄만의 다케시바(竹芝) 항에서 출발하여 날씨
가 좋을 때는 약 25시간 30분 후에 오가사와라의 지치지마의 후타미
(二見) 항에 도착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홍콩, 일본 지역의
재호흡기 다이버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선착순 15명으로 제한한다. 금
액은 항공료 제외하고 약 25만 엔 소요될 예정이다.
9월 20일 11:00 도쿄항 출발
9월 21일 11:00 오가사와라 도착(가능하면 체크다이빙)
9월 22~23일 Diving
9월 24일 15:30 오가사와라 출항
9월 25일 15:30 도쿄항 도착
자세한 사항은 본부로 문의하기 바란다.

국제 본부 회의(GSM) 참석
SDI/TDI/ERDI는 10월 28~3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국제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 본부 회의(Global Sales Meeting)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 본부 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지역 본부 대표들이 참석하여
2017년 활동 사항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신규 국제 업무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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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 Show 참관
SDI/TDI/ERDI는 11월 1~4일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되는 DEMA
Show에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Marketing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
행 등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나이
다. 매년 DEMA Show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다이
빙 산업의 추세와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
임과 교육에 관련된 교류
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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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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 •TDI/SDI 강사교육
•무선 인터넷 사용 •모든 객실이 비치뷰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NEWS IN DIVING

BSAC KOREA
2017 BSAC 컨퍼런스 참관인 모집

BSAC 신규 센터

오는 10월 21~22일에 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BSAC 컨퍼런스에 참가할

괌 오션 다이버스(대표 오종현) +671 688 2725 미국 괌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다. 총회와 전시회를 겸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
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이빙 의
학 전문가인 Dr. Peter Wilmshurst 등이 초대되어 ‘immersion pulmonary

10월 주말반 강사과정 개최 안내

oedema(IPO, 페부종)’에 대한 주제로 다이빙 관련 의학 연구를 발표한다.

오는 10월 14일(토)부터 강사훈련을 위한 주말반 과정을 개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대되어 다이빙의 최신 이론과

본 과정은 주말을 이용한 3주간의 IFC(강사기본과정)을 서울 스포츠센터(최

다이빙 트렌드를 알려줄 예정이다. 컴퍼런스를 마친 이후에는 영국 본부 방

우집 트레이너)에서 진행하며, OWIC(해양과정) 및 IE(평가) 과정은 10월 31일

문을 예정하고 있다.

부터 5일간 필리핀에서 진행한다.
10월 강사훈련 주말반 과정
• 개최일 - 2017년 10월 14일(토)부터 주말반(5일간)
• 참가자격 - BSAC 다이브 리더(또는 SALT 규정에 의거한 타단체
마스터급 자격 소지자)
• 장 소 - BSAC Korea 본부
• 문 의 - 최우집 트레이너 010-7296-7522

제 10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BSAC Korea는 매년 다이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
다. 올해로 10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
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홍보물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 마감 : 2017년 11월 10일까지
• 대상 : BSAC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 접수 : 파일 온라인 접수
웹하드 업로드(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수 : 접사 : 2작품, 광각 : 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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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교환과정 완료
지난 9월 2~3일과 9~10일까지 양양의 플리퍼 다이브 센터에서 강사교환
과정이 진행되었다. 총 2명의 강사 교육과 평가가 마무리되었다.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The Dept. of Marine Commercial Diving
해양산업기술개발인력 1%, ‘바다에서 미래를, 바닷속 해결사’
- 산업잠수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잠수 및 스쿠버잠수 기술,
해난 구조 및 응급처치, 일반 해양 산업 및 수중토목 기술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이론 및 실기를 통해 익혀 산업잠수 및
해양레저 전문 기술인을 양성
- 수영장, 잠수 풀장, 태종대 감지 해변, 기타 잠수 현장 등
교외수업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수중 구조물 및 선박하부 상태 촬영 및 조사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 및 교체 인력 양성
- 수중측량, 해양기술개발, 수산 광물자원 개발 등의 해양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 해양 레저 산업, 잠수장비 제조 및 필드 테스터,
스쿠버 리조트 관련 기술 인력 양성
- 수상안전, 아쿠아리스트, 응급처치,
인명구조 관련 수상안전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
- 해난구조, 수중토목, 수중 구조물 설치,
선박 접안 시설, 항만 준설 및 암파쇄 등의
수중 시설 시공 분야 전문가 양성

•학과장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학과 사무실
051-540-3869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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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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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멤버&지도자 ‘대한민국 수중사랑 탐사단 연합투어’

광주 Y-SCUBA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스킨스쿠버’ 개최

PDIC-SEI ASIA 본부에서는 멤버 및 지도자 모두가 함께 주관하여 ‘대한민

SEI 광주교육센터에 와이스쿠바에서는 2017년 4~12월까지 광주 지역내

국 수중사랑 탐사단 연합투어’를 9월 9~10일까지 1박 2일간 경남 거제 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광주광역시남구체육회에서

물도에서 32명의 다이버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하였다.

주관하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프로그램’의 스킨스쿠버 활동을 전반

이번 연합투어는 국내 본부가 주최하고 청주에 박봉순 강사(청주스쿠버-

기에 광주시 동구, 남구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오는

스쿨)팀과 부산에 이승호 강사(경남조은친구들)팀, 대전에 하택수 강사팀이

하반기에는 광주시 동구 체육회 주관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스킨쿠버 프로

주관하여 전국의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연합팀을 구성하여 거제도 대포항에

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여 연합투어를 시작하였다. 놀랍게도 매물도로 향하는 길목에는 돌고래

교육지도자 : 박철용IN, 스탭지도자 : 김선미, 최경례, 최수정

무리가 반겨주었고 아름다운 매물도의 수중세계는 해외다이빙이 부럽지 않
을 만큼 깨끗한 시야 속에서 바다거북이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멤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선사하였다. 일과 후에는 본부와 많은 지도자들이 후원해주
신 다이빙 기념품과 음식으로 풍족한 저녁식사와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잊지 못할 PDIC-SEI 연합투어는 분기별로 1년에 4회
를 시행하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보존하고 아끼는 모든 이들
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합투어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연합투어를 진행 책임을 담당하는 박봉순 강사님(청주스쿠버스쿨)께 감
사를 드린다.

PDIC-SEI 서울인천안전교육센터 안전지도자 강사 워크숍 개최
PDIC/SEI 서울인천안전교육센터에서는 8월 26~27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
촌 골든몽키수상레저에서 YMCA 안전지도자 자격갱신 대상자로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응급처치 안전교육 티칭 교육 진행하였다.
내용 : 2017년 YMCA 안전지도자(First aid&CPR) 강사 갱신교육 및 워크숍 진행
일시 : 2017년 8월 26~27일

PDIC-SEI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7년 9~10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및
PDIC 텍다이빙 레벨1 과정을 시행한다.
PDIC-텍 레벨1(텍잠수강사과정)
• 일정 : 10월, 11월 중 • 장소 : 강원도 고성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9/27(수)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부산 사직동)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10/17(화)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부산 사직동)
First Aid & CPR 강사과정
• 일정 : 10/18(수)~19(목) 09:30~18:30 •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수영장
• 참가신청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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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강촌 골든몽키수상레져
주최 : PDIC-SEI 서울인천안전교육센터
교육지도자 : 배민훈In.Tr. 전정원In.Tr

PDIC-TEK Level.2 과정 PDIC 텍팀 강습회 개최

서울 YMCA-엘리시안 강촌(주) 업무협약 체결

PDIC 텍팀 코리아에서는 8월 26~27일까지 경남 진해 교육장과 창원 바다여행

서울 YMCA에서는 9월 5일 엘리시안 강촌 클럽하우스 난초룸에서 동계 스

잠수풀에서 PDIC TEK Level.2 과정 1단계가 개최되었다. 이론은 호흡기체,운영

포츠 발전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엘리시안 강촌(주) 스키장과 교류협

기술, 감압, 잠수계획과 기체관리로 진행되었으며 실습은 Deco bottle 구성과

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상호간

세팅, 수중드릴, 탐색라인 설치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명훈 트레이너가 교육을

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및 동반성장과 우호증진을 위해 업무협약

진행하였고 배혁록, 서상우 강사가 참여하였다.

(MOU)을 체결하였다. 서울 YMCA 이석하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간부 및 담
당간사 참여하여 YMCA 회원들의 프로그램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YMCA 시민안전본부
연세대학교 노인체육지도자연수과정 재난안전교육 강습회
YMCA 시민안전본부(서울중앙본부)에서는 7월 30일~8월 20일까지 4회
에 걸쳐 연세대 노인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중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 심

YMCA-해군 해난구조대(SSU)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 평가

화교육을 시행하였다.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 과정은 주중반과 주말특

YMCA 인명사무국에서는 지난 8월 동안 2017년 해군 SSU-63차 세계최

별과정반 강습회로 진행되었으며 3년째 최우수 교육강사로 초빙된 서울

강, 대한민국 최정예 해난구조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구조 프로그

YMCA 류지한 강사트레이너와 안준용 스텝강사,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램 80시간 이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인명구조요원 자격과정을 시행하였다.

학교 YMCA 안전지도강사 6명이 참여하여 재난 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

2018년부터 YMCA는 해난구조대의 맞춤형 수상인명구조 프로그램을 개발

술-AED 현장사용의 심화과정으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하여 실전구조 활동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YMCA 인명구
조요원자격을 취득한 대원의 합격을 축하드린다.
교육강사 : 정영재, 김신 / 정세홍 평가관님이 수고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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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여름 캠프

강사 갱신

7월 29일(토요일)~8월 6일(일요일) 2주간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위치한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를 대상으로 2018년 강사 갱신을 실시한다.

수중산책에서 여름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더블 실린더, 사이드 마

강사 갱신 대상은 IANTD 인증증을 취득한 모든 강사이고 2017년에 강사로

운트,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지만 캠프 기간 중에 태풍이

서 2명 이상의 다이버를 배출하여야 하며, 본부의 미수가 정리되어야 한다.

지나가면서 참가하기로 하였던 강사 및 회원들이 일정들을 많이 취소하였다.

강사 갱신 서류는 홈페이지 및 팩스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새로운 인공어초 탐사로 기존 25m 강제 어초(피라미

• 갱신 기간 : 2017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드) 옆에 새로운 강제 어초를 발견하였으며,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로 개발하

• 접수 방법 : IANTD KOREA 사무실 방문, 이메일(iantd@iantd.kr)

였다. 작년 35m의 침몰선 수색 중에 분실한 20kg 납추를 회수하려고 수색을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내년에 범위를 넓혀서 수색을 계획하고 있다.
기간 중에 테크니컬 강사와 산소공급자 강사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고석태

팩스 02-486-2793
• 갱신 비용 : 강사 트레이너 : 200,000원, 강사 : 150,000원
다이브 마스터 : 100,000원

트레이너(속초), 김강태 트레이너(서울)가 교육 과정에 참석하였고 테크니컬

• 계좌 번호 : 농협 100048-56-109556 예금주 : 홍장화

강사 교육을 마쳤다.

• 문의 전화 : 02-486-2792, 홈페이지(www.iantd.kr)

매년 참석해 주는 울산 노틸러스 팀, 임용한 강사님 외에 해마다 캠프에 많

•	증정품 : 레귤레이터 세척망, 신형 딥 다이버 매뉴얼, 신규 다이버 메디칼 기

은 도움을 주시는 수중산책 김창환 강사 트레이너, 고학준 강사, 양민수 강

술 매뉴얼, 신규 텍 라이트 매뉴얼, IANTD 시험 및 답안지(바인더 및 시험지)

사, 신상규 강사, 김현중 강사들 외 스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데마쇼(DEMA Show) 참가
2017년 11월 1~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데마(DEMA)쇼가 실시된
다. 이번 참가단은 10월 31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데마쇼에 참가할 예정이며,
5일 멕시코로 이동하여 6~10일까지 멕시코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
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본부 사무실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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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송년의 밤
2017년 12월 8일, 최경호 강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 양재역 부근 외교센
터에 12층의 더모스트 웨딩홀에서 송년의 밤을 실시한다. IANTD 강사 트레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이너, 강사, 다이버 모두 참석 가능하며,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2017년
IANTD KOREA의 경과보고 및 2018년 활동계획을 발표하며, 또한 신규 강
사 트레이너와 신규 강사 소개, 올해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 강사, 퍼실리티
시상을 실시하며 매년 실시하는 빙고게임 및 경품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다이버 여러분들
모두 필히 참석하여 송년의 밤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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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년 12월 8일(금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12층(더 모스트 웨딩홀)
• 참가비 : 1인 50,000원 (식사, 음료, 주류, 사은품 증정)
• 예약 : 2017년 12월 1일까지
(참가비 현장 접수가능하며 수용인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전예약 필수)
• 문의 : IANTD KOREA 02-486-2792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신규 교재
9월 20일부터 딥 다이버, 다이빙 메디칼 기술, 텍라이트 매뉴얼 판매가 된다.
모두 컬러판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 강신범 교수
님이 번역을 하여 주셨고, 딥 다이버 과정은 2016년 IANTD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EANx 강사가 딥 다이버로 인증을 받으면 교육이 가능하며, 다이빙
메디칼 기술은 CPR, 응급처치 및 AED를 위한 매뉴얼로 다이브마스터 과정

Mares의 신뢰와 명성

에 필수이다. 텍라이트는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가 40msw 이내에서 트라
이믹스를 이용하여 다이빙하는 과정을 위한 매뉴얼로 어드밴스드 EANx 강
사가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을 인증 받고 레저 트라이믹스 강사로 등록 후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에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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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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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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다이브센터 개별 문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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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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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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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 이라는 굴곡된 시
선, 부정적 에너지를 바꾸자.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에 던지는
제안서!

새벽까지 게임만 하는 아이, 게임을 하느
라 가족과의 대화가 없어진 아이, 과연 게

게임의 본질 파악, 예술·문화로서 게임을

임 때문일까?

대하는 자세, 게이미피케이션 세대의 바람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직한 정치 방향, 이 세 테마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통해,게임 뒤에 감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게임,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 아닌지
걱정이 돼요.”

방승호 저
_ISBN 979-11-87510-02-4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문제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선결과제를 제
김정태 저
_ISBN 979-11-87510-05-5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 치다!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시한다.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

생활화학물질!

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

람들의 정신세계와 무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문화·예술 및 역사를

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헤친다.

재조명한다.

배움의 주체,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학습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전 가이드북!

프로젝트학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4 라길 3 내하빌딩 4층 Tel 02-775-3241 Fax. 02-77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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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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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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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
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
어졌다.

Marine Odyssey Ⅱ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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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dyssey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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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
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
록되어 있다. 전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
을 추가하였다.
글/사진 장한·320쪽·값 5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이
다. 저자가 오랜 기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
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글/사진 장한·392쪽·값 100,000원

해몽

The sea within

The sea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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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호흡 성능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FUSION
52X
최상의최상의
호흡 성능
Tools Tools
Inc. Inc.
호흡Flow
성능 Rate
Flow Test
RateScuba
Test Scuba
FUSION
52X52X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최상의
호흡 호흡
성능 Double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자연스러운
Curvature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FUSION 52X Bypass
TWO IN ONE (VAD~VAD+)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Bypass
TWO
IN
ONE
(VAD~VAD+)
Bypass
TWO
IN
ONE
(VAD~VAD+)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Bypass내구성
TWO IN
ONE
(VAD~VAD+)
최고의
52X
1단계의
진화 진화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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