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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촬영을 즐기세요!

혁신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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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에 최적화 된 방수팩

대한민국 다이버를 지원합니다.
해외다이브트립 여행자께서

Ⓡ

Dive

Available touching screen of smartpone in water /

200m

SNS에 엠팩플러스를 태그하여 주시면
엠팩다이브를 최대 10일까지 대여해드려요.
사용후기를 매월 추첨하여 신품으로 증정합니다.
대여문의 카톡 : NOMA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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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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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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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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나지 않는다.

갱신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
교육해 달라고 한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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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고 싶다.

나를 지도한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2의 전성기를 찾고 싶다.

다이빙 교육, 투어 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수영장만이라도 폼나게
가고 싶다.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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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제휴된 해외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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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섭 CD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각 다이브센터 개별 문의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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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찬정 CD
임용우 CD

일정
교육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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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굿다이버 (010-8869-2370) www.gooddiver.com

정혜영 CD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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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열 CD

내용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다이버)
업데이트된 코스 자료 소개(강사)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습(다이버)
업데이트된 코스 스킬 개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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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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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TEL. 02 - 778 - 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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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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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요금

해외 정기구독 신청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 우편물
-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과월호 요금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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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지역 :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 4지역 :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테트라 팩 5년

과일 껍질

1~5주

담배 1~5년
통조림캔
종이컵
가죽

비닐봉지

10~20년

50년

그물망

30~40년

부이 80년
의류

30~4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건전지 100년

기저귀 500년

유리병 1,000,000년

낚시바늘 600년

티백 500~1,000년

PVC카드 1,000년

www.scubamedia.co.kr

EDITOR’S COLUMN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바다로 간다
글 구자광 (발행인)

전 세계의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매년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생물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재질이라 인간에게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다. 플라스틱 산업은 신의 축복인 듯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급증했다. 그런 플라스틱이 이제 거대한 오염덩어리가 되어 바다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로 배출되는 비율이 거의 50%를 차지하며 그 중 10% 정도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고, 나머지는 계속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수백 년 동안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육지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이 여러 경로로 바다로 유입되고 수면 위를 떠다니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심지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생길 정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다가 오염되면서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을 침투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동물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먹이로 오인해 삼키면서 포만감을 느껴 식욕이
감소되고 결국 영양실조로 굶어죽는 일이 발생한다. 바다 새들은 더 심각하다 해면에 떠다니는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끊임없이 먹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이빙 중에 해양생물이 그물이나 비닐, 플라스틱
용기, 낚싯줄 등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한다.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에서 죽어있는 바다거북이 발견되었는데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해부해보니 뱃속에는 비닐, 노끈,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올해 6월 초 태국서 구조된
돌고래가 죽어서 해부해보니 뱃속에서 80여 장의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제 이런 뉴스는
놀랄 일도 아닌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다.

전 세계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가장 오염이 심한 곳 중 하나라고 하니 우리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해양환경의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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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순환의 원리이다. 결국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작은 조각이 되어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고 우리가
먹는 어패류에 축적되어 돌고 돌아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증할 만한 과학적 증명이 발표된 적은 없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인 나모 플라스틱 단위로 쪼개진다면 인간의 인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심각한 바다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육지에서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여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회용 용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로 대체하는 것이다. 몇몇 공학자들은 자연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결국 물건을 100% 재사용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우리 다이버들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가능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빨대의 사용을 줄이고, 시장을 갈 때에도 장바구니를 준비하여 비닐이나 포장된 용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이버들은 바다 속에서 작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눈에 띄면 가지고 나오고 해변으로
떠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자. 여러 사람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는 다이버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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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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E
GUID
E
C
I
O
V
지원

이제 수중에서
버디와 대화로 소통 합시다!

With tease new gears,
you can convey your feeling!

다이빙 시 Logosease를 사용하면...

보다 안전한 다이빙이 됩니다.
100m 거리에서도 버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해집니다!
수화 대신 대화로 버디와 소통 할 수 있습니다.

더 즐거워집니다.
소중한 수중 장면을 버디에게 알려 기쁨이 배가 됩니다.
BASIC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8년 7/8월호 수상작 발표
금상
광각부문 양승철

접사부문 김성호

은상
광각부문 이현석

접사부문 이상훈

동상
광각부문 민경호

접사부문 임수동

입선

김경신, 김성호, 김지홍
박부건, 이상훈, 임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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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8월 시상품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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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격 : 380,000원

은상

40L DryBag
ENOUGH SIAE MODERN STYLE
•	40L의 대용량으로 다양한 수납이 가능
• 넉넉한 사이즈와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오션테그의 인기 아이템
•	스쿠버다이빙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포츠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
•소비자가격 : 120,000원

동상

Enjoy Your Life with

Oceantag Dry Bag 25L
• 타포린 소재의 우수한 방수성능
• 야간 안전을 위한 고휘도 반사 프린팅 적용
• 다양한 물품을 수납 가능한 25L의 넉넉한 용량
• 어깨끈 패드 보강&탈부착 기능 추가
•소비자가격 : 59,000원

협찬사 :

(주)해왕잠수,

오션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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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양승철
스넬창을 통해 본 만타레이
NIKON D5, f/6.3,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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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현석
병코돌고래 무리
Canon EOS 5D Mark IV

f/9, 1/10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난파선과 다이버
SONY ILCE-7RM3, f/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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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성호
할리퀸 고스트파이프피쉬
NIKON D800E, f/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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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상훈
무희나선꼬리 해파리
OLYMPUS TG-4

f/3.2, 1/50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임수동
헤리쉬림프
OLYMPUS TG-4

f/4.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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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

입선 김성호

입선 이상훈

입선 박부건

입선 김경신

입선 임수동

입선 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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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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Noel Guevara
Philippines

Noel Guevara is a conservation and wildlife photographer
based in Manila, Philippines. After an 8-year career as
a TV commercial director, Noel has shifted his focus on
photographing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efforts in his country. He works with NGOs such as
WWF, Greenpeace, and Coral Triangle Initiative, covering
topics ranging from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to shark and ray conservation and ecotourism. His work
has been recognized by National Geographic and has won
international awards.
Instagram : @noelguevaraphoto
Facebook : Noel Guevara Photography
Website : www.noelguevara.com
노엘 게바라(Noel Guevara)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야생
생물 보호 사진작가이다. 그는 TV 광고 감독으로서 8년간 일
을 했으며, 자신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연 보존 및 환경 문
제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촬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WWF,
Greenpeace, Coral Triangle Initiative와 같은 NGO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서부터 상어 및 가오리의 보
호 및 생태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작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서도 인정했
으며 국제적인 상도 받았다.

Giant Frogfish and Diver, Pescador Island, Moalboal

Wolf Snappers feeding on Plankton, German Channel, Palau

Seaweed Farmers, Taytay, Pal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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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ner Dolphins on the Surface, Tubbataha

Whale Shark and Giant Trevallies, Tubbat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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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Bigeye Jacks and Diver, Tubbat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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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ble Ray, Tubbat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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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phead Parrotfish, Tubbataha

School of Blackfin Barracudas, Tubbat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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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의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SOLITUDE ONE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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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aboard

예약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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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LIFE -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Animal, Mineral, Vegetable?
동물, 광물, 식물?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The theme for this month’s article is based on a TV show I watched

이번 글의 주제는 내가 젊은 시절에 시청했던 TV 프로에서 가져왔다.

as a youngster. Animal, Mineral , Vegetable ? was a popular television

‘동물, 광물, 식물 ?’이란 제목의 이 프로는 대부분의 독자가 태어나기

game show which ran from 1952 to 1959, before most of you were

도 전인 1952년에서 1959년까지 방영된 인기 TV 퀴즈 프로였다. 이

even born. In the show, a panel of archeologists, art historians, and

프로에서는 고고학자, 미술사가와 생물학자들로 이루어진 패널이 박

biologists were asked to identify interesting objects or artifacts from

물관 및 대학이 소장한 흥미로운 물건 또는 유물을 감정하라는 요청

museums and university collections. Many were from the ocean.

을 받았다. 대부분은 바다에서 수집한 것이었다. 생물을 동물, 광물,

It was Carolus Linnaeus in 1735 who published the first system of

식물 등 3대 세계로 나누는 최초의 생물 분류 체계를 발표한 것은

biological classification naming three supreme kingdoms: Animal,

1735년 칼 린네(Carolus Linnaeus)1)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자

Photo by Kim Hae-Ma

Both coral reef and temperate reefs contain all three - Animals, Minerals and Vegetables.
산호초와 온대 해역 암초에는 모두 동물, 광물, 식물 등 3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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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Vegetable. Today’s scientists however leave the “mineral”

들은 ‘광물’계는 지리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

kingdom to geologists. When you think about it, the ocean is just one

에 대해 생각해보면 바다는 그저 동물, 광물과 식물로 이루어진 하

big collection of Animals, Minerals and Vegetables.

나의 대규모 집합체다.

Let’s start with the least obvious – Mineral. Not only is seawater full of

우선 가장 뚜렷하지 않은 광물부터 시작해보자. 바닷물은 염분, 이

dissolved minerals, like salts, ions and metals, but the sides and bottom

온과 금속처럼 용해된 광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가장자리

of oceans are “mineral”, whether you are talking about hard coral

와 바닥도 ‘광물’이다. 그것이 경산호 구조물, 수중 바위 암초, 백사

reef structures, underwater rocky reefs, sandy beaches, muck bottoms,

장, 먹 다이빙(muck diving)2) 바닥, 개펄, 조간대 바위 암초, 아니

mudflats, intertidal rock reefs or eroding cliffs. They are all mineral.

면 침식성 절벽이든, 이들은 모두 광물이다.

And, they are all changing. Coastlines in particular are temporary

그리고 이들 광물은 모두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안선은 일시적인

structures, often subject to rapid change. The shape of a coast is the

구조물이며, 흔히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해안의 모양은 융기와 침

product of many processes: uplift and subsidence, wearing down

강, 침식에 의한 육지의 마모, 침전물의 운반과 퇴적에 의한 물질의

of land by eros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material by sediment

재분배 등 많은 과정들의 산물이다.

transport and deposition.

1)	칼 린네(Carolus Linnaeus, 1707∼1778)는 스웨덴의 식물학자로, 생
물을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그 형태에 기초해 근연 생물들을 계층적으
로 분류하였고 광물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 광물 분류 체계도
제시했다. 현대 생물학에서 쓰이는 계문강목과속종의 생물 분류 단계
를 제안하였고 속명-종명을 이어 쓰는 이명법도 개발했다.
2)	먹 다이빙(muck diving)은 바닥에 진흙, 어류 사체, 폐 어구, 타이어와
기타 쓰레기가 깔려 있는 포인트에서 하는 다이빙을 말한다.

Sandy beaches change shape constantly.
백사장은 모양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➊

➋

➊➋ Erosion of these headlands constantly changes the shape of the coast. 사진과 같은 곶의 침식으로 해안의 모양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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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sion breaks down coastline often carving amazing sculptures as

침식은 해안선을 허물고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흔히 놀라운 조각

the process progresses. Erosion leaves our coastlines with magnificent

물을 빚어낸다. 침식에 의해 해안선에는 웅장한 바위 첨탑이 생기는

rock spires – this coastal art is referred to as Geomorphology. Erosion

데, 이러한 해안 예술은 지형학의 연구 분야다. 또한 침식으로 블로우

is also responsible for blow holes and sea caves.

홀(blow hole)3)과 해식동굴(海蝕洞窟, sea cave)4)이 생기기도 한다.

Material created by erosion is transported by nearshore currents

침식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연안류(nearshore current)에 의해 운반

and deposited elsewhere forming beaches. Beaches are in a state

되고 다른 곳에 퇴적되어 해변이 형성된다. 해변은 파랑 에너지와 조

of constant change due to wave energy and tides. Their shape,

수로 인해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다. 해변의 모양, 조성과 경사는 계절

composition and slope changes both seasonally and daily.

마다 그리고 매일 변화한다.

3)	블로우 홀(blow hole)은 해안가의 바
위에서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솟아오
르는 바위 구멍을 말한다.
4)	해식동굴(海蝕洞窟, sea cave)은 해안
선 근처에서 파도, 조류, 연안수 등의
침식 작용에 의해 암석이 파이면서 생
긴 굴을 말하며, 해식동이라고도 한다.
5)	석호(潟湖, lagoon)는 사주(沙柱, 모래
톱)에 의해 바다와 격리된 호수를 말
한다
6)	표면 유출량(surface runoff)이란 강우
중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양으로, 표면 유거량(表
面 流去量)이라고도 한다.

➊

➌

➊➋➌
These cliffs show the effects of wave erosion, know as Geomorphology.
사진의 절벽은 파랑 침식(wave erosion)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지형학의 연구 분야다.

➍
Strong wave action is required to erode rock cliff like this one.
강한 파랑 활동(wave action)에 의해 사진과 같은 바위 절벽의 침식이 일어난다.

➎
Sediment from eroding sea cliffs is deposited in protected areas like this cove.
➋

침식성 바다 절벽에서 생긴 침전물은 사진에서 보는 작은 만처럼 안정된 지역에 퇴적된다.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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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Mudflats, estuaries and lagoons are almost always at the mouth of

개펄, 하구퇴적지와 석호(潟湖, lagoon)5)는 거의 항상 강우량 중 침

rivers where sediment laden surface runoff continuously feeds them.

전물이 실린 표면 유출량(surface runoff)6)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This sediment will eventually be washed out and deposited down

강어귀에 있다. 이러한 침전물은 결국 씻겨나가 아래로 해안을 따

shore.

라 퇴적된다.

Many other mechanisms change our “mineral” based shorelines.

기타 많은 메커니즘이 ‘광물’에 기반을 둔 해안선을 변화시킨다. 빙

Glaciers cut deep fiords, volcanoes deposit lava expanding island

하는 깊은 피오르드를 빚어내고, 화산은 용암을 침전시켜 섬의 해

shorelines, eventually to collapse forming a new coastline and rising sea

안선을 확장하고 이는 결국 붕괴해 새 해안선이 형성되며, 해수면의

level drowns river valleys creating hundreds of miles of new coastline.

상승은 강의 계곡들을 물로 채워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새 해안

The mineral foundation of our oceans is constantly changing.

선이 생긴다. 우리 바다의 광물 기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So how about the next least obvious of out three categories? – Vegetable.

그렇다면 생물의 3가지 분류 중 다음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 즉 식

Everywhere we go in our oceans we find a turf of vegetables in the

물은 어떤가? 바다에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해조류, 조류,

form of seaweeds, algae and corals bearing vegetable zooxanthellae.

그리고 식물성 황록공생조류를 지닌 산호와 같은 형태로 식물 군락

This is where the definition of life really begins – Life depends on

이 발견된다. 여기가 바로 생명의 정의가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이다.

energy relationships – the ability to capture, store and transmit

생명은 에너지 관계, 즉 에너지를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달하는 능

energy. Like vegetable matters on land(grasses, shrubs and trees),

력에 의존한다. 육상 식물들(풀, 관목과 나무)처럼, 엽록소가 있는

➊

➊➋ Seaweeds and kelp are the foundation of the food and energy chain.
➋

해조류와 켈프는 먹이 사슬과 에너지 연쇄의 기초를 이룬다.

➌

➍

➌➍ Corals housing zooxanthellae capture energy from the sun and store it for use in photosynthesis.
황록공생조류를 갖춘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해 광합성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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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eeds, algae, bearing chloroplasts and corals bearing vegetable

해조류 및 조류와 식물성 황록공생조류를 지닌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zooxanthellae capture energy from the sun and store it for use in

에너지를 획득해 광합성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다. 우리는 <스쿠바

photosynthesis. Our March 2017 article in Scuba Diver explores

다이버지> 2017년 3/4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이러한 중요한 과정과

this most important process, and how we cannot live without it.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The marine “vegetables” dominating cold temperate oceans are

온대 해역의 차가운 지역을 지배하는 해양 ‘식물’은 해조류와 켈프이

seaweeds and kelp, which cover every available inch of substrate

며, 이러한 식물은 기질의 구석구석을 덮어 대규모 켈프 군락을 형성

and form large kelp beds. As we move towards the equator, these

한다. 우리가 적도를 향해 이동하면 이런 식물은 산소를 생성하는 황

vegetables are replaced by coral reefs, teaming with oxygen

록공생조류를 구비한 산호초로 대체된다. 켈프 군락과 산호초는 일

producing zooxanthellae. Kelp beds and coral reefs are equals when

차 생산력(primary productivity)7) 면에서 동등하며, 육상 농경지의

it comes to primary productivity, and exceed the productivity of

생산력을 능가한다.

agricultural croplands on land.
The kingdom we all know the most about is the “Animal” kingdom.

생물의 3가지 분류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동물’계를 살펴보

Represented by marine mammals like whales and dolphins, sea

자. 고래와 돌고래, 바다사자와 해달 같은 포유동물, 물고기, 그리

lions and sea otter, fishes and all invertebrates, this kingdom relies

고 모든 무척추동물로 대표되는 이 범주는 생존을 위해 앞서 논의

on the two kingdoms discussed above for their survival. Whether

한 2가지 범주에 의존한다. 초식동물(채식동물)이든 육식동물(‘동물’

plant eaters (vegetarians) or carnivores (feeding on other members

계의 기타 종들을 먹고 사는 동물)이든 이 범주에는 종속영양생물

of the “Animal” kingdom) this group contains species referred to as

(heterotroph)8)이라고 하는 종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에너지를 얻

heterotrophs – organisms that must consume other organisms (plant

기 위해 기타 생물(식물과 동물)을 섭취해야 하는 생물이다. 이들 종

and animal) for energy. They are incapable of producing energy

은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할 수 없다.

themselves.

7)	일차 생산력(primary productivity)이란 측정 기간 동안 광합성 또는 화학합성에 의
해 태양 에너지나 무기화학 에너지가 유기화합물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종속영양생물(heterotroph)은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하는 능력이 없어 영양소를
다른 생물(독립영양생물, autotroph)이 만든 유기화합물에 의존하는 생물로, 모든
동물과 엽록소가 없는 식물이나 세균 등이 이에 해당된다.

Kelp beds and coral reefs are equals when it comes to primary productivity.
켈프 군락과 산호초는 일차 생산력(primary productivity) 면에서 동등하며, 육상 농경지의 생산력을 능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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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ly many “animals” mimic members of the other two

흥미롭게도 많은 ‘동물들’은 나머지 두 범주, 즉 광물과 식물을 흉내

kingdoms – Mineral and Vegetable. Take the stone fish for example.

낸다. 스톤피쉬(stone fish)를 예로 들어보자. 이 물고기는 바닥에 있

This fish so closely mimics stones and boulders on the bottom that

는 돌멩이와 둥근 돌을 아주 흡사하게 흉내 내어 주의해서 지켜보지

is easy to sit right on one, if you are not watching carefully.

않는다면 밟기 십상이다.

Frogfish too, are extremely cryptic resembling bottom substrates

씬벵이(frogfish) 역시 바닥 기질뿐만 아니라 해면 및 멍게와도 비슷

but also sponges and tunicates. A particularly cool example of fish

해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식물’, 여기서는 나뭇잎을 흉내 내는

mimicking a “vegetable” in this case a tree leaf, is the leaf fish. Not

물고기로서 특히 멋진 예를 들면 리프피쉬(leaf fish)가 있다. 이 물고

only does the fish look like a leaf lying on the bottom, it behaves

기는 바닥에 놓여 있는 잎사귀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파도에 앞뒤

like one, swaying back and forth with the surge.

로 흔들려 잎사귀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Stone fish so closely resemble stones on the bottom that divers are often stung by their poisonous dorsal spine.
스톤피쉬(stone fish)는 바닥에 있는 돌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어 다이버들은 종종 이들의 등 쪽에 있는 독가시에 쏘인다.

Other bottom fishes are masters of disguise blending into the background substrate. 바닥에 사는 기타 물고기들은 배경의 기질과 일치시키는 변장의 명수다.

➊➋
The frogfish (left) resembles
a sponge, while the leaf fish
(right) swaying back and
forth in the surge.

➊

➋

신벵이(frogfish, 왼쪽)는 해면
동물과 비슷한 반면, 리프 피시
(leaf fish, 오른쪽)는 파도에 앞
뒤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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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lder temperate waters of North America several genera of

북미의 온대 해역 중 보다 차가운 지역에서는 여러 속의 물고기들이

fishes attempt to resemble kelp and seaweeds. Aptly called Kelp

켈프 및 해조류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모습에 걸맞게 명명된 켈

Fishes, some species more than others resemble the kelps they live

프 피시(kelp fish) 가운데 일부 종들은 다른 일부보다 더 자신이 살

and forage in.

고 있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곳인 켈프와 비슷하다.

A favorite example of a group of fishes that resemble other

기타 ‘동물들’과 비슷한 일단의 물고기들 중 아주 좋은 예가 피그미

“animals” are the pygmy seahorses. Each resembles the soft coral

해마(pygmy seahorse)다. 이들 각각은 자기 나름의 서로 다른 방식

they hide in, in their own different way. These tiny hunters are so

으로 자신이 숨는 곳인 연산호를 닮아 있다. 아주 작은 이들 사냥꾼

good at mimicking these soft coral substrates that they are almost

은 연산호 기질을 흉내 내는 데 아주 능숙해 다이버들이 발견하기가

impossible for divers to find. It takes a sharp eyed dive guide to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을 짚어내려면 눈이 예리한 다이브 가이드가

point them out to you.

필요하다.

Then there is another category of “animals” that look like other

다음으로, 기타 ‘동물들’과 비슷한 모습을 한 또 다른 부류의 ‘동물들’

“animals.” This includes the many species of decorator crabs,

이 있다. 여기에는 많은 종의 치장 게, 자신이 거처하는 종과 닮아 있

and the commensal shrimp that resemble the species they live on.

는 공생 새우 등이 있다. 치장 게는 바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Decorator crabs do exactly what their name implies – they decorate

자신을 기타 종들로 치장하여 해면 또는 멍게 덩어리로 보이는 모습

themselves with other species to give the appearance they are a

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예는 많다.

clump of sponge or tunicate.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e
makeup artists.
Commensal shrimp are among my favorites resembling crinoids,

공생 새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의 하나로 자신이 거처하는

sea stars, sea cumbers and many other substrates they live on.

바다나리, 해삼 및 기타 많은 기질들을 닮아 있다.

➊

➋

➌

➍

➊➋➌➍
Kelp fish have evolved to look strikingly similar to the kelp they live in.
켈프피쉬(kelp fish)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인 켈프와 현저히 비슷하게 보이도록 진화했다.

➎
This pygmy seahorse species is nearly invisible, resembling the soft coral it hides in.
사진의 피그미 해마(pygmy seahorse) 종은 자신이 숨는 곳인 연산호와 비슷해 거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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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So - Animal, Mineral, Vegetable?
Which is it? In the ocean it has to
be one of the three. There is nothing
else. Check it out on your next dive.

그렇다면 동물, 광물, 식물? 그건 어
➊

➋

느 것에 해당하는가? 바다에서는 이
들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밖에
는 아무것도 없다. 다음번 다이빙을
할 때 한번 확인해보라.

➌

➍

➊➋➌➍➎➏
Some species decorate themselves
to look like other animals, while
others resemble the species
they live on for protection. The
nudibranchs, Ceratosoma alleni and
Phylodesmium rudmani resemble
soft coral for protection.
일부 종들은 다른 동물들의 모습
과 비슷하도록 자신을 치장하는 반
면, 다른 일부는 보호를 위해 자신
이 거처하는 곳의 종들을 닮아 있
다. 나새류인 세라토소마 알레니
(Ceratosoma allen i)와 파일로데스뮴
루드마니(Phylodesmium rudmani )는
보호를 위해 연산호를 닮아 있다.

➎

➏

케빈 리(Kevin Lee)

데이비드 베렌스 (David Behrens)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LA 수중사진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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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DIBRANCH Behavior

Nudi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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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ence M Gosliner, Angel Valdes and

Florida.

David W. Behrens 저, 408쪽, $60.00

ISBN 1-878348-41-8, 2005.10.01

New World Publications, Jacksonville,

(www.fishid.com)

FL 32207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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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ishid.com/nudiindo.html
-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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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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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Bohol

Cabilao Island
필리핀
보홀

카빌라오섬
글, 사진 구자광

필리핀

세부

카빌라오섬
보홀

네크로스
팡글라오섬

필리핀 보홀섬(Bohol) 주변에는 많은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카빌라오섬(Cabilao)이다. 보
홀섬의 서쪽 해안에서 약 1km, 세부섬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카빌라오섬
산호초는 수중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어 현재까지도 최
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카빌라오섬의 다이빙 지역은 대부분 수심 10~15m까지는 아주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지다가 그 다
음은 직벽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완만한 슬로프에서는 경산호, 연산호 또는 수초(Sea Grass)들이
펼쳐져 있고, 리프피쉬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산호초마다 다양한 종류의 접사생물(마크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직벽에서는 월다이빙을 하면서 대형 생물이나 작은 물고기 무리들의 움직임이 흥미
롭고, 대형 산호들이 산재해 있어 수중사진가들에게도 많은 즐거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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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bilao Island / 카빌라오섬
필리핀 보홀섬(Bohol) 주변에는 많은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필리핀 여행 정보

카빌라오섬(Cabilao)이다. 보홀섬의 서쪽 해안에서 약 1km, 세부섬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카빌라오섬의 면적은 약 8㎢ 정도로 작은 섬이다. 카빌라오섬에는
Looc, Pantudlan, Cabacongan, Talisay 및 Cambaquiz의 5개 바랑가이
(Barangay, 마을)가 있다. 약 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주로 어
업과 농업으로 살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톨릭 신자이다. 섬의 중
심에는 학교와 성당이 있으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이나 대중식당은
없고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 몇 군데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다.
카빌라오섬은 자동차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도보나 모터바이크
로 이동해야 한다. 야자나무, 바나나, 망고나무 등의 열대 식물과 맹그
로브를 볼 수 있다. 카빌라오섬의 중심에 있는 카빌라오섬 호수(Cabilao
Island Lake)에는 희귀한 조류와 박쥐 및 도마뱀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새를 사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수많은 새들의 은
신처가 되고 있다. 도보로 호수까지 이동하다보면 섬 주민의 일상생활
도 엿볼 수 있다.

시차 : 1시간차(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통화 : 페소(Peso)
언어 : 영어
비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필리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이 입국(체류
기간 30일)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후 :	필리핀 건기는 12월에서 4월까지이다.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필리핀 여행의 최적기이다. 우기는 대략 5월부터 11
월까지 긴 편이지만, 동남아 지역 특성상 필리핀의 우기는 한국의
장마 기간과는 많이 다르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기본이며, 짧게
1~2시간 소나기가 오는 수준이라 여행하기에 별 부담이 없다.

전기 : 100/110/120V
콘센트 2구
전기/전압 110V

하늘에서 본 카빌라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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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빌라오섬으로 가는 방법

인천공항

인천공항에서 보홀공항 또는 세부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보홀공항
Bohol공항 - (택시 45분) - Sandingan섬의 Mocpoc항 - (방카보트) - 카빌라오섬
① 인천공항에서 보홀공항(Tagbilaran공항)으로 가면 예약된 리조트 스텝이 마중나온다.
4시간 20분

② Tagbilaran공항에서 자동차로 45분 정도 소요하여 Sandingan섬의 Mocpoc항으로
가서 리조트 보트를 이용하여 카빌라오섬 리조트로 이동한다.

세부공항
4시간 30분

Cebu공항 - (자동차 30분) - 세부항 - (Ocean Jet 2시간) - 타그빌라란항 - 카빌라오섬
① 인천공항에서 세부공항(막탄공항)으로 간다.
② 공항에서 세부항으로 이동하여 오션제트(Ocean Jet)로 보홀(Bohol)의

세부

Tagbilaran항으로 간다. 하루에 여러 차례 운항하며 이동시간은 2시간 미만이다.

막탄섬

3시간

③ Tagbilaran항에서 자동차로 45분 정도 소요하여 Sandingan섬의
2시간

Mocpoc항으로 가서 리조트 보트를 이용하여 카빌라오섬 리조트로 이동한다.

알가오

세부공항
Cebu공항 - (택시 2시간 ) - Argao 로옥(Looc) - (방카보트 1.5시간) - 카빌라오섬
① 인천공항에서 세부공항(막탄공항)으로 간다.

카빌라오섬
45분

보홀

1시간

타그빌라란

② 세부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소요하여 100km 남쪽에 있는

팡글라오섬
발리카삭섬

알가오(Argao) 로옥(Looc)까지 이동한다.
③ 알가오 로옥(Looc)에서 리조트에서 보내온 방카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소요하여 카빌라오섬 리조트로 이동한다.

Sandingan섬의 Mocpoc항

알가오(Argao) 로옥(Looc)

Tagbilaran항

보홀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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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빌라오섬의 다이빙 환경
카빌라오섬(Cabilao)은 보홀섬과 세부섬 사이의 보홀의 북서쪽 해변 즉 세부

다이빙 시즌

해협쪽으로 돌출해 있는 섬으로 유명한 다이빙 지역이다. 이 섬의 주변에는

카빌라오섬은 연평균 기온 32℃, 다이빙 지역의 수온은 26~30℃ 사이이다.

초보자와 상급자 다이버 모두를 위한 다이빙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5mm의 웻슈트로 충분하다. 수중시야는 20~40m까

카빌라오섬의 다이빙사이트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산호(Coral)가 섬

지 좋은 편이다. 카빌라오섬의 스쿠버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며 12월부터 5월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아름답다. 수온도 따뜻하고, 수중 시야도 맑고, 물고

까지가 성수기이다. 이때는 손님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라 사전에 예약을

기들도 다양하다. 다양한 산호초들이 수중 슬로프(Slope)와 월(Wall)에 형성

해야만 가능하다.

되어 있고, 넓은 평지에는 수초와 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풍광이 연출된다. 카빌라오섬 산호초는 이러한 수중자연환경을

다이빙 방법

보존하기 위해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어 현재까지도 최상의

모든 다이빙사이트가 보트로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빙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방카보트나 스피드보트로 매회 왕복하며 다이

카빌라오섬의 다이빙 지역은 대부분 수심 10~15m까지는 아주 완만한 슬로

빙을 한다. 손님이 원하면 대형 방카보트를 이용하여 발리카삭섬까지도 다

프로 이어지다가 그다음은 직벽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완만한 슬로프에서

이빙이 가능하다.

는 경산호, 연산호 또는 수초(Sea Grass)들이 펼쳐져 있고, 리프피쉬들이 어

이 섬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리조트나 센터는 없고 유럽인이 운영

우러져 있으며 산호초마다 다양한 종류의 접사생물(마크로 생물)들이 서식하

하는 4개의 리조트가 있다. 이곳 리조트는 다른 필리핀 지역의 한국인 리조

고 있다. 직벽에서는 월다이빙을 하면서 대형 생물이나 작은 물고기 무리들

트보다 비용이 약 30% 정도 비싼 편이다.

의 움직임이 흥미롭고, 대형 산호들이 산재해 있어 수중사진가들에게도 많은
즐거움을 준다.

하늘에서 본 리조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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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lao Dive Resort
Polaris Beach and Dive Resort
https://www.polaris-dive.com/

방카보트

Cabilao Sanctuary Beach & Dive Resort
http://cabilao-sanctuary.com/

스피드보트

Sea Explorer Resort
https://www.sea-explor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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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빌라오섬의 다이빙사이트
Lighthouse 1

Lighthouse 2
Shark View Point
(Current View Point)
▲ Lighthouse

Fallen Tree
(Talisay Wall)

Gorgonian Wall

Looc

3-Coco
Coconuts)

Cambaquiz Wall
Reef)

(Bamboo

Looc

Pantudan

Cambaquiz Slope 2

Cambaquiz
Cambaquiz Slope 1

Lake

(Three

Looc Pier

Talisay Tree

CABILAO Is.

Cabacongon

Talisay

Talisay Pier

Chapel Point

※ 이곳 다이빙사이트 이름은
리조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

Talisay
(Paradise)
South Point(Shark Cave)

Lighthouse 1, 2

Gorgonian Wall

이곳은 섬의 북서쪽, 등대 가까이에 있는 사이트로 슬로프로 이어지다가 수

이곳은 월다이빙 지역으로 월에는 아름다운 경산호와 부채산호로 덮여

심 20m 지점부터 드롭오프(Drop-off)로 떨어지는 곳이다. 슬로프 지역에는

있다. 참치(Tunas), 잭피쉬, 바라쿠다, 스콜피온피쉬, 프로그피쉬, 피그미

고스트파이프피쉬, 스톤피쉬, 스콜피온피쉬, 데빌피쉬, 프로그피쉬 등의 작

해마 등과 여러 종류의 누디브랜치를 볼 수 있다.

은 생물들이 많다. 드롭오프에서 월다이빙을 하면서 조류가 있으면 참치,
바다거북, 나폴레옹피쉬, 이글레이, 바라쿠다 무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이곳

Fallen Tree (=Talisay Wall)

은 희귀한 종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많은 다이버와 수중사진가가 좋아하

이곳은 월(Wall)다이빙 지역으로 월에는 다양한 경산호 및 연산호와 어우

는 사이트이다. 운이 좋으면 화이트팁샤크, 고래상어 등을 볼 수 있다.

러져 있고. 수많은 물고기 무리와 함께 새우, 갯민숭달팽이와 같은 수많
은 작은 생물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강한 조류가 있으면 잭피쉬

Shark View Point (=Current View Point)

와 바라쿠다 무리가 있다.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평원에 브로콜리(Broccoli)와 부채산호로 덮여
있어 해양생물을 관찰하기에 좋은 곳이다. 수심 25m 정도의 모래밭에는 가

Looc

든일(Garden Eel) 무리가 있다. 피그미해마(Pygmy Seahorse)와 돌기해마

완만한 슬로프에는 많은 종류의 산호가 산재해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Thorny seahorse), 프로그피쉬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때때로 바라쿠다 무

리프피쉬들이 어우러져 있다. 또한 작은 게와 새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리, 고등어 무리와 나폴레옹피쉬, 바다거북과 같은 큰 물고기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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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c Pier

거나드(helmut gurnard), 고스트 파이프피쉬, 페가수스 씨모스(Pegasus

이곳은 경산호 및 연산호로 덮인 완만한 슬로프와 월다이빙 지역이다.

Sea moth), 쉬림프, 누디브랜치 등을 볼 수 있다.

슬로프 지역에는 누디브랜치, 고스트파이프피쉬 등이 많다. 30m 월에 있
는 부채산호에는 데니스 피그미해마가 살고 있고 작은 틈새에는 전기조

South Point (=Shark Cave)

개도 있다.

이곳은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지다가 드롭오프(Drop off)로 되어 있다.
30m의 깊이에서 발견되는 많은 작은 동굴과 오버행이 인상적이다. 작

Cambaquiz Wall (=Bamboo Reef)

은 동굴 속에는 쉬고 있는 어린 상어들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가끔 스

이곳은 월다이빙 지역으로 큰 오버행과 많은 동굴이 있고 작은 상어들

팅레이와 이글레이도 볼 수 있다.

이 낮 동안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Chapel Point
Cambaquiz Slope II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경산호, 동굴, 오버행(Overhangs) 등으

작은 월다이빙으로 끝나는 경산호 및 연산호로 덮여 있고, 모래로 된 슬

로 되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리프피쉬(Reef Fish) 등이 많이 살고 있다.

로프 지역이다. 가끔 바다거북을 만날 수 있다.

3-Coco (Three Coconuts)
Cambaquiz Slope I

이곳의 주요 볼거리는 대형 테이블산호이다. 3-Coco의 깊이는 5~50m

섬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큰 모래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헬무트

이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해양생물들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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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n
동굴쪽에서 본 제일
큰 Maru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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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상관광
카빌라오섬 호수(Cabilao Island Lake)
카빌라오섬에서는 조류(새) 사냥을 금지하고 있어 보홀섬 전체보다도
더 많은 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연 호수인 카빌라오섬 호수(Cabilao
Island Lake)가 Barangay Pantudlan 근처에 있으며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리조트 인근에서 이 호수까지 30분 정도 걸으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인 산책로가 이어지고, 니파(Nipa, 야자잎)가 덮인 늪지대
를 따라 작은 길을 따라 가면 새를 관찰할 수 있는 2개의 전망 오두막
이 있다. 현재는 숲이 너무 우거져서 호수를 보기가 힘들다.

라이트 하우스

하늘에서 본 카빌라오섬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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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의 육상관광
다이빙을 마치고 하루 쉬는 동안 보홀섬의 육상관광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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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힐(Chocolate Hill)
보홀섬 중앙 대평원에는 우리나라 고분군 같은 언덕이 수없이 솟아나 있
다. 그 수가 무려 1,268개에 달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돔 모양
의 언덕은 그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Kisses Chocolate)’과 닮았다고 해서
‘초콜릿 힐(Chocolate Hill)’이라 부른다. 전설에는 ‘알로야’라는 여인의 눈
물 또는 ‘아로고’라는 거인의 눈물이라고 전해내려 오지만 고대 산호초 퇴
적물이 융기와 부식, 풍화작용을 거쳐 생성된 것이다. 세월의 풍화가 빚어
낸 자연예술품인 것이다.

로복강의 선상투어(Lobok River Cruise)
보홀섬의 ‘로복강(Lobok River)’은 총 길이 21㎞가 되는 보홀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강이다. 로복강에서의 선상투어는 로아이대
교 선착장에서 원주민 마을까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점심을 즐기는 투어이다. 강을 거슬러 오
르는 동안 울창한 원시림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배는 원주
민 마을에서 30분 정도 정박한 뒤 다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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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Mexico

Socorro Island
Revillagigedo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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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파즈

멕시코

카보산루카스

소코로섬

멕시코

소코로섬

레비야히헤도 제도
글/사진 구자광, 드론사진 리브어보드에서 제공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반도 끝에 있는 카보 산 루카스의 남서쪽
400km 지점에 있는 4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Revillagigedos 제도가 있다. 4개의 섬
은 Socorro, Roca Partida, San Benedicto 및 Clarion이다. ‘소코로(Socorro)’라는 용어는
4개의 섬을 대변하여 일컫기도 한다.
소코로섬은 10종류 이상의 상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Scalloped hammerhead Sharks
무리, Giant Hammerhead Sharks, Galápagos Sharks, White-tip Sharks, Silver-tip
Sharks, Silky Sharks, Tiger Sharks, Oceanic White-tips Sharks 등은 거의 볼 수 있고,
드물게는 Whale Sharks, Dusky Sharks, Thresher Sharks 등도 볼 수 있다.
기타 동물로는 Giant Manta Ray, Bottle-nose Dolphins, Tunas, Jacks 등은 쉽게 볼 수
있고, 시기를 잘 맞추면 Hump-back Whales, 베이트볼(Bait Ball) 등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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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코로섬 (Socorro Island)과

레비야히헤도 제도 (Revillagigedo Islands)

멕시코(Mexico)

레비야히헤도 제도(Revillagigedo Islands)

멕시코(Mexico)는 남미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진보된 문명을 가졌었

레비야히헤도 제도(Revillagigedo Islands)는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Baja

고 6C 경에 마야(MAYA) 문명의 발상지로 15C 말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California Peninsula) 끝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500㎞, 멕시코 본토 케이프

스페인에 침략당해 거의 300여 년간을 식민지로 비운의 세월을 보냈다.

코리엔테스 서남서쪽으로 595㎞ 떨어져 있다. 행정구역상 멕시코의 콜리마

스페인으로부터 1821년 독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1845년 미국과 전쟁

(Colima) 주에 속한다. 수많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지의 총면적은

을 벌여 캘리포니아(California), 애리조나(Arizona) 그리고 뉴멕시코(New

830㎢이다.

Mexico) 등을 빼앗기게 된다. 그 후 혼란과 분열 등의 갈등을 겪으며 현
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코로 섬(Isla Socorro)

그래도 멕시코는 남미국가 중에서는 가장 발전한 나라로 꼽힌다. 인구는

소코로 섬(Isla Socorro)은 멕시코 레비야히헤도 제도의 4개의 섬 중에서

약 1억 500만 명으로 세계 11위이며 언어로는 에스파냐, 즉 스페인어를 사

가장 넓은 화산섬이다. 소코로섬은 남북 길이 39㎞, 동서 길이 14㎞이며 최

용하고 국민의 약 88%가 유럽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로 알려져 있다.

고봉은 해발 1,130m이다. 섬에는 에버맨 화산(Volcanic Mount Evermann)
이 있다.

바하캘리포니아 반도(Baja California Peninsula)

소코로섬 북쪽 64㎞ 지점에 있는 산베네딕토섬과 소코로섬 서쪽 402㎞ 지

멕시코 바하캘리포르니아 반도(Baja California Peninsula)는 멕시코

점에 있는 클라리온 섬은 그 다음으로 큰 섬들이다. 그밖에 소코로섬 서쪽

의 서쪽, 태평양 쪽에 있는 반도이다.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Malay

97㎞ 지점에 있는 로카파르티다, 소코로섬 북서해안 바로 옆에 있는 로카

Peninsula)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반도이다.

오네알 등은 작은 섬들에 속한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소코로섬에

캘리포니아는 미국 쪽의 알타캘리포르니아(Alta California)와 멕시코에 있

1957년 전초기지가 건설되고 목재와 과수용 산림이 조성되었다. 탐사대는

는 캘리포니아 반도를 칭하는 바하캘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가 있다.

이 섬에서 약 8,000마리의 양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1800년대 중반 오스트

바하칼리포니아 반도는 남북으로 1,250km 길이이며 동쪽이 코르테즈해

레일리아인들이 임시 거주하던 취락의 유산이라고 한다.

와 접하고 서쪽이 태평양을 접한다.

참고로 레비야히헤도 제도(Revillagigedo Islands) 전체를 소코로섬(Isla

미국과의 국경 마을이고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최대 도시인 티화나

Socorro)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Tijuana)와 바하캘리포르니아 반도의 땅끝 마을인 로스 카보스(Los
Cabos)가 가볼 만한 곳이다.

카보산루카스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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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행 정보


소코로 가는 방법
1. 인천 - LA - Los Cabos

시차	멕시코시티 : -14시간 차

한국 인천에서 미국 LA로 가서 다시 멕시코의 산호세 델 카보(San Jose

(예, 멕시코시티가 오후 11시이면 서울은 오전 9시이다.)
소코로섬 : -15시간 차

Del Cabo)의 로스카보스 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후,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Cabo San Lucas로 간다(1시간).

통화	멕시코 페소
(MXN, 1 멕시코페소 = 약 60원,

2. 인천 - Mexico City - Los Cabos

1US$ = 약 18멕시코페소)

한국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로 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산호세 델 카보

팁문화 식당에서 계산서 금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비자 관광객은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이 가능하다.

(San Jose Del Cabo)의 로스카보스 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후,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Cabo San Lucas로 간다(1시간).

기후	멕시코는 고지대의 날씨로 건조성기후, 열대성기후, 온대성기
후를 나타낸다.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우기는 5월부터

인천공항

9월까지로 비가 많이 내린다.
12시간

전기 220/230/240V, 콘센트 3구
100/110/120V, 콘센트 2구

Los Angeles

USA

2시간

14시간

MEXICO

Los Cabos
24~28시간

2시간

Mexico City

Socorro
로스 카보스 국제공항

멕시코 안전여행
1. 여행주의 지역

•	호텔에서 상담 또는 관광에 나설 경우 귀중

시코에서는 총기 및 칼 소지가 가능한 나라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에 유의

품은 프런트나 금고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

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	멕시코시티, 바하칼리포니아 주, 소노라 주,

금만 소지하고 약간의 비상금을 별도 소지하

있다.

코아울리아 주, 시날로아 주, 미초아칸 주,
두랑고 주, 게레로 주, 베라크루즈 주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 여
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 치와와 주, 누에보 레온 주, 타마울리파스 주

고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야간 중에 시내를 배회하는 것은 절대 금지
해야 한다.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을 내보이지 말아야
한다.
•	치안이 불안한 장소 중에 멕시코시티 내의 테

멕시코에서는 수돗물을 함부로 마시지 않는다.
호텔 내에서도 꼭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
일반 시내 택시는 될 수 있는 대로 타지 않는
것이 좋다.
•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택시 티켓
을 구입, 공항택시를 이용한다.

2. 일반적인 안전 수칙

피토(Tepito)라는 재래시장이 있다. 강도를 당

•	호텔에서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

호텔은 안전지대에 투숙하는 것이 좋다. 시내

하기 쉬운 곳이라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소에는 콜택시(Sitio/씨띠오)를 요청한다. 각

골목길 근처의 호텔 투숙은 자제하고, 안전지

가서 강도를 당하게 되면 다른 행동은 하지

지역마다 콜택시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대 대로변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좋다.

말고 현금만 주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멕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는 5660-11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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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코로섬(Socorro)의 다이빙 환경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반도 끝에 있는 카보 산 루카

소코로섬에서 볼 수 있는 수중생물들

스의 남서쪽 400km 지점에 있는 4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소코로섬은 10종류 이상의 상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Revillagigedos 제도가 있다. 4개의 섬은 Socorro, Roca Partida,

Scalloped hammerhead Sharks 무리, Giant Hammerhead Sharks, Galápagos

San Benedicto 및 Clarion이다. ‘소코로(Socorro)’라는 용어는 4

Sharks, White-tip Sharks, Silver-tip Sharks, Silky Sharks, Tiger Sharks, Oceanic

개의 섬을 대변하여 일컫기도 한다.

White-tips Sharks 등은 거의 볼 수 있고, 드물게는 Whale Sharks, Dusky Sharks,

소코로섬(Socorro Island)은 제일 가까운 육지인 로스 카보스

Thresher Sharks 등도 볼 수 있다.

(Los Cabos)에서 12노트(knot)의 속도로 무려 26시간이나 걸리

기타 동물로는 Giant Manta Ray, Bottle-nose Dolphins, Tunas, Jacks 등은 쉽게 볼 수

는 섬으로 리브어보드(Liveaboard)가 아니면 다이빙을 할 수가

있고, 시기를 잘 맞추면 Hump-back Whales, 베이트볼(Bait Ball) 등을 볼 수도 있다.

없는 곳이다. 그런 외딴 곳에 위치해서인지 다양한 수중생물군을
만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한

다이빙 시즌

다. 그래서 소코로섬을 멕시코의 갈라파고스(Galapagos)라 칭하

소코로(Socorro)는 11월부터 7월까지 수면상태가 양호할 때 다이빙이 가능하다. 수온은

기도 한다.

11월의 28°C에서 5월의 25°C, 2월의 23°C까지 떨어진다. 수중시야는 바람, 비, 조류 및

소코로섬은 화이트팁샤크(White-tip Shark)를 비롯해 망치상어

조수에 따라 다르다.

(Hammer-head Shark), 갈라파고스상어(Galapagos Shark), 실

고래상어는 11월과 12월, 4월과 5월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혹등고래는 1월에서 4

키샤크(Silky Shark), 자이언트 만타레이(Giant Manta Ray) 등 대

월까지 볼 수 있다. 베이트볼(Bait Ball)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볼 확률이 높다.

형 어종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며, 그 곳을 터전으로 살아가
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사진가들에게는 광각,
마크로 모두 훌륭한 곳이라 할 수 있다.
Socorro섬 다이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클라리언 엔젤피쉬
(Clarion Angelfish)가 청소하는 Giant Pacific Mantas를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다.
시기를 잘 맞추고 정말로 운이 좋으면 베이트볼(Bait Ball)을 보는
행운도 기대해볼 만한 곳이다.

소코로섬의 수중생물 캘린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Giant Mantas
Bottlenose Dolphins
Whale Shaks
Scalloped hammerhead Sharks
접근불가

Humpback Whales
Bait Ball Season
Up to 10 Species of Sh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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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31

28

26

25

25

26

27

28

32

수온(℃)

28

26

24

23

24

24

25

26

26

시야(m)

30

30

18~27

18~27

18~27

18~27

30

30

30

10월

다이빙 방법

리브어보드 회사

소코로섬의 다이빙은 리브어보드로만 가능하다. 멕시코의 카보 산루카스에서 리
브어보드에 승하선을 한다. 카보 산루카스에서 소코로섬까지는 500Km 정도 떨어
져 있어 편도 24~28시간 정도 소요되며, 파도가 거칠 수 있으므로 뱃멀미를 미리

Nautilus UnderSea
http://nautilusliveaboards.com

대비하는 것이 좋다. 섬에는 보트에서 내려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도 없다.

USA
EZ
ORT
of C
SEA

MEXICO
Cabo San Lucas

Nautilus explorer
http://www.nautilusexplorer.com

Socorro

SOLMAR V
http://www.solmarv.com

다이빙 전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

FUN AZUL FLEET
http://www.fun-azulfleet.net/index.html

다이빙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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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코로섬의 다이빙사이트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반도 끝에 있는
카보 산 루카스의 남서쪽 400km 지점에 있는
Revillagigedos 제도에는 4개의 작은 섬(산베네딕토섬,
클라리온섬, 소코로섬, 로카파르티다섬)들이 모여 있다.
4개의 섬이 모여 있다고는 하지만 섬과 섬 사이는
짧게는 약 60㎞, 길게는 약 400㎞이다.
소코로섬 다이빙 일정이 길면 4개의 섬 전부를
방문하지만 만약 일정이 짧으면 그중
가장 베스트사이트가 있는 2개의 섬
(산베네딕토섬, 로카파르티다섬)만
방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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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quarium

소코로섬에서 혹등고래는 1월에서 4월 사이에 볼 확률이 높다

소코로섬에서 고래상어는 11월과 12월, 4월과 5월에 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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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Benedicto Island/산베네딕토섬
모습이 물을 끓이는 것 같이 보여 이 곳을 El Boiler라 한다.
피나클은 한 번의 다이빙으로 다 돌아보기에 충분히 작고 모
든 각도에서 매우 위엄이 있는 모습이다. 바닥은 약 50m 정
도이므로 웨이트를 적당히 하여 중성부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은 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로 세계적으로 유
명한 Giant Pacific Manta Ray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Giant
Pacific Manta Ray가 Clarion Angelfish로부터 청소받기 위
해 이곳에 모이는 유명한 클리닝스테이션이다. Giant Pacific
San Benedicto섬은 Revillagigedo 제도에서 약 4km 길이로

Manta Ray는 6m까지 자랄 수 있지만 온순한 동물이다.

이 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이 섬에는 2개의 큰 봉우리

그밖에 Big Eye Jack, Greater Amberjack, Black Jack,

가 있는데, 하나는 매우 뚜렷한 화산 분화구이다. 화산의 벽

Bottlenose Dolphins 등을 볼 수 있다. 시기를 잘 맞추면

은 침식되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릿지(Ridge)가 보인

Hump-back Whales, Whale Sharks 및 Hammer-heads

다. 분화구는 직경이 거의 800m 정도이다. 이 화산에는 바다

Shark 무리를 만날 수도 있다. El Canyon은 섬의 남쪽 끝

에 닿는 용암 델타(Lava delta, 삼각주)가 보인다. 섬의 북쪽

에 있다. Giant Manta Ray와 Hammer-heads Shark 클리닝

절반은 초록빛 초목으로 되어 있다.

스테이션이 있다. Giant Manta Ray, Hammer-head Shark

El Boiler는 커다란 피나클이 수면에서 약 20피트 아래에 있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시기를 잘 맞추면 Whale Sharks와

다. 그래서 상단에서 볼 수가 없다. 서지와 파도가 일렁이는

Hump-back Whales를 수중에서 만날 수도 있다.

Bottlenose Dolp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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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heads Shark

Giant Manta Ray

Giant Manta Ray(Black M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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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를80보육하고
있는 Bottlenose Dolphins
|

베이트볼(Bait Ball)

베이트볼 다이빙(Bait Ball Diving)

정어리와 같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작은 물고기들을 상

베이트볼 다이빙(Bait Ball Diving)은 큰 공기탱크보다 작은 공기탱크가 더 유리하

어나 고래 같은 포식자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한데 뭉쳐

다. 베이트볼을 추적하면서 보트를 계속해서 여러 번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큰

거대한 공 모양(Fish Ball)을 만든다. 이처럼 작은 물고기들

실린더는 불편하다. 베이트볼이 형성되는 지역의 수온은 약 15~21°C 정도가 일반

이 수심 10여m 아래서 만드는 거대한 공 모양을 베이트볼

적이다. 장갑과 후드가 있는 5mm 웻슈트면 충분하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Bait ball)이라고 한다.

7mm 세미드라이 슈트를 입어도 좋다. 부피가 큰 BC와 BC에 주렁주렁 매다는 것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작은 물고기들은 살기 위해 본능

을 피하라. 좋은 핀과 좋은 핀킥은 베이트볼을 따라가는 데 유리하다. 긴 핀을 착

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거대한 베이트볼(Bait Ball)을 만

용하면 유리하다.

들지만, 그 때문에 주변 포식자들 눈에 더 잘 띄어 오히려

베이트볼 다이빙은 부력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 베이트볼 주위를 안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다이빙 가이드가 없다. 동작은 빠르며 많이 움직인다. 일부 다이브센터는 어

작은 물고기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데 모여 거대한

드벤스드 다이버 이상의 인증을 요구하며 인증 카드와 로그북을 적격성의 증거로

공 모양을 만들고, 큰 물고기들과 새들 역시 살기 위해 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이빙에 대한 의학적 건강 검사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적으로 그 거대한 공 모양 속으로 뛰어들어 먹이사냥을

베이트볼 다이빙 지역의 시야는 대체로 2~20m 사이이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일인지를

시야가 5m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일부 다이빙센터는 다이빙을 허용하지 않기도 한

보여주는 자연의 대드라마이다.

다. 보트 여행의 경우 모자, 선글라스, 또는 쌍안경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수중 카

베이트볼 다이빙으로 유명한 지역은 남아공의 포트 세인트

메라는 자연광으로 촬영 가능한 광각촬영 모두로 세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스(Port St. Johns),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 멕시코의 소
코로섬, 인도네시아의 라자암팟 등이다.

남아공 사딘-런(SARDINE RUN)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트볼 다이빙은 매년 6~7월이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야생 해안인 포트 세인트 존
스(Port St Johns) 해안을 따라 수백만 마리의 사딘-런
(Sardine Run)이 일어나는 대서사시이다. 이 사딘-런을 따
라 거대한 고래, 상어 무리, 돌고래 무리, 다이빙하는 조류
무리 등이 이 물고기 강(River of fish)에서 축제를 즐긴다.

코코스섬(COCOS Is.)
우기의 코코스섬에서는 수심 약 10m 내외에서 그린잭
(Green Jack)과 같은 작은 물고기 수천 마리가 상어와 같
은 큰 물고기들에게 위협을 주고 또 혼동시키기 위해 커다
란 볼모양의 원을 그리는 베이트볼(Bait Ball)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부비(Booby), 군함새(Frigate
Bird)들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며 사냥하고, 물속에서는
돌고래, 각종 상어, 덩치가 큰 참치들이 공격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소코로섬(SOCORRO Is.)
소코로섬 인근에는 돛새치(sailfish)가 베이트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Bait Ball(Photo : Erick Higu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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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nose Dolphins 무리

Spiny Lobster 무리

Jacks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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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White-tip Sharks의 무리

Roca Partida Island/로카파르티다섬

로카파르티다섬(Roca Partida)은 카보산루카스(Cabo San Lucas)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진 소코로섬(Socorro)과 산베네딕토섬(San Benedicto)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이다. 산베네딕토섬에서 배로 약 6시간 정도 걸린다.
높이는 35m이고, 섬의 끝에서 끝까지는 90m 정도이다. 이섬은 Revillagigedo
제도에서 가장 작은 섬이다.
이곳은 대양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바다가 거칠 수 있
다. 이곳은 사방이 월(Wall)로 되어 있고 수심이 70~80m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곳은 월다이빙(Wall Diving)이나 블루워터 다이빙(Blue Water Diving)을 한다.
이 섬에서는 거대한 피너클 주위를 대형 어류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월의 작은 구멍 속에는 Spiny Lobster 무리들이 숨어있고, 여기저기의 작은 테
라스에는 어린 White-tip Sharks의 무리가 낮 시간 동안 쉬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루워터 다이빙으로 볼 수 있는 수중생물은 White-tip Sharks, Galapagos
Sharks, Silky Sharks, Giant Manta Rays, Bottlenose Dolphins 등이다. 또한
Jacks나 Tunas의 큰 무리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Hammer-head Sharks
무리도 만난다. 방문 시기를 잘 맞추면 Whale Sharks뿐만 아니라 알라스카에서
찾아온 Hump-back Whales 등도 볼 수 있다.

Galapagos Sh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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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파르티다섬(Roca
Partida)에서 월다이빙하고 있는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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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레이(Manta Ray, 쥐가오리)
만타레이(Manta Ray)는 현존하는 가오리류 중에서 체구가 제일 큰 종이

리프 만타레이(Reef Manta Ray)는 크기가 약 5m 정도까지 크고, 자이언

다. 최대 몸무게가 2톤이 넘으며 날개 너비는 6m가 넘는다. 생김새로는

트 오셔닉 만타레이(Giant Oceanic Manta Ray)의 경우 양쪽 날개의 넓이

옆구리에 눈이 달려 있고 배 밑에 아가미가 있다. 뼈대의 부드러운 연골

를 합친 길이가 7m 그리고 무게가 무려 1.3톤까지 나가는 대형 어종이다.

로 되어 있다.
만타레이는 일반적으로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며, 온대 해양에서
도 발견된다. 최대 9m의 가로 길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중량은 1,350kg
에 도달할 수 있다. 만타레이는 작은 등지느러미가 있고, 데빌레이(Devil
Ray)와는 달리 꼬리에 독이 있는 꼬리침이 없다. 만
 타레이의 수명은 약
50년이고, 주요 먹이는 플랑크톤(Plankton)이다.
만타레이의 Manta는 스페인어로 담요(모포, 양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
다. 이는 만타레이에 양탄자 같이 넓은 가슴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붙
여졌다. 머리지느러미가 달려있는데 만타레이는 이 머리지느러미를 이용
해서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입 주위로 손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만타레이는 Reef Manta Ray(Manta alfredi)와 Giant Oceanic Manta
Ray(Manta birostris)로 나눌 수 있다.
Reef Manta Ray(Manta alfredi)

Giant Oceanic Manta Ray(Manta biros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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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a Partida 섬에서 만난
Yellowfin Tuna의 대형무리

Yellowfin Tuna, 황다랑어
학명은 Thunnus albacares이다. 전 세계적으로 열대 및
아열대 바다의 원양에서 발견되는 참치 종이다. 몸은
방추형이며, 주둥이는 짧고 뾰족하다. 등은 암청색, 배
는 은백색을 띠며,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노란색
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녀석은 외양의 표층성 어류
로 부화하고 2년이 지나면 전장 1m까지 자라서 어미가
된다. 최대 전장 약 2m까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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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orro Island/소코로섬

있다. 이 산의 이름은 20세기 초에 과학 탐사를 추진한 샌프란시스코에 있
는 캘리포니아 과학아카데미(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의 바튼 워
렌 에버만(Barton Warren Evermann)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가장 최근의 분출은 1993년이었다. 섬은 낮은 초목 지대와 일부 풀밭, 용암
지대 주변에서 자라는 선인장이 조밀하게 자라고 있다.
Cabo Pearce는 소코로섬의 한 다이빙사이트이다. 이곳에서 넓은 바
다 쪽으로 뻗어있는 해산 주위에서 다이빙을 한다. 이것은 Bottle-nose
Dolphins, Hammer-head Sharks, Mantas와 같은 거대한 생물과의 만남
이 많은 지점이다. Galapagos Sharks나 Silver-tip Sharks와 같은 다른
큰 생물들과 계속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은 숨이 막힐 것이다. 운이 좋으
면 만타레이의 포식 장면도 볼 수 있다. 혹등고래도 여기에서 호흡하는 것
을 자주 볼 수 있다.
Punta Tosca는 소코로섬의 또 다른 사이트이다. 여기 종종 장난스럽고

Revillagigedo 제도의 소코로섬(Socorro)은 리브어보드 일정에서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고래를 만날 수가 있으며 가끔 Silky Sharks

방문지이다. 이 섬은 San Benedicto섬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져 있

도 볼 수 있다.

다. 크기는 약 9~10마일이며 1957년 이후부터 멕시코 해군기지가 있다.

Roca O’Neil는 북쪽에 위치한 사이트이다. Tiger Shark, Hammer-head

이 섬은 1533년 스페인 탐험가인 헤르난도 데 그리야발(Hernando de

Shark, Silky Shark, Galapagos Shark, Silver-tip Shark, Manta Rays

Grijalva) 일행에 의해 발견됐으며, 1542년에 다시 발견됐으며 1608년에는

등을 볼 구 있다.

‘Help’을 의미하는 ‘Socorro’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the Aquarium은 Cabo Pearce의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유일한 스노클링

섬 중앙에 해발 1130m 위에 있는 에버만(Evermann) 화산이 솟아오르고

사이트이다. 이곳에도 많은 종류의 어류들을 볼 수 있다.

가리발디(Garibaldis, damselfish)

Mexican hogfish

가리발디 유어

Giant hawk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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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on Island/클라리온섬
클라리온섬(Isla Clarión)은 Revillagigedo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
장 서쪽에 위치하고 가장 먼 곳에 위치한다. 또 소코로섬에서 서쪽으로
3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멕시코 본토에서 700Km 이상 떨어져 있
다. 이전에 산타로사(Santa Rosa)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으며, 1800년대
초에 Clarion Island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 섬은 1,980㎢의 면적으로 3개의 우뚝한 봉우리를 가지고 있다. 서쪽
봉우리인 Monte Gallegos는 높이가 335m이다. 이 봉우리가 가장 높다.
중앙 봉우리인 Monte de la Marina는 280m이고, 동쪽 봉우리는 Pico
de la Tienda는 292m이다.
작은 수비대가 있는 Bahia Azufre(Sulphur Bay) 인근의 남부 해안의 중
간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해변은 24~183m 높이의 수직 절벽으
로 되어 있다. 이곳의 다이빙사이트는 Navy Base, Castle, Mini Roca
Partida, North East Point 등이 있다.

클라리온 엔젤피쉬(Clarion Angelfish)
동부 태평양 열대지역(멕시코에서 페루 북쪽까지)에는 4종의 아름다운

른 중요한 기능인 물고기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청소하는 클리너 피쉬이

엔젤피쉬가 서식하고 있는데 Clarion Angel Fish, Limbaughi endemic,

기도 하다. 주로 만타레이, 돌고래 및 기타 원양 어류의 청소를 담당한다.

Passer(King Angel Fish), Zonipectus(Cortez Angel Fish)이다.

하지만 이 엔젤피쉬가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 가격이 치솟아 마리

그 중에서 클라리온 엔젤피쉬(Clarion Angel Fish)는 색상이 아주 아름다

당 어부들은 미화 1,000달러를 정도를 받고, 유통은 미화 3,500달러에서

워 수족관을 비롯하여 관상어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

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한 남획으로 엔젤피쉬의

이 물고기는 Revillagigedo 제도(Islas Socorro, Clarión, San Benedicto,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이 종

Roca Partida)와 Baja California 반도(La Paz, Magdalena Bay까지)와

은 취약한 종으로 분류되어 국제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Alijos Rocks(Magdalena Bay의 서쪽 약 300km 지점, Guadalupe 섬,

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연간 2,000마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허용

푸에르토 발라타 및 Clipperton 환초에서 서식하고 있다. 주로 수심 최

하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많은 개체수를 포획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

대 50m 깊이의 바위와 산호초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alges,

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생긴 가리발디(Garibaldis, damselfish)는 10,000

sponges 및 ascidians를 먹고 산다. 수명은 약 6년 정도이고 1.5~2년이

마리 이상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가리발디는 모든 바하 캘

지나면 성어가 된다. 최대 28cm까지 성장한다.

리포니아 반도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물고기 중 하나

이 물고기는 산호를 에워싸서 질식시키는 algaes를 먹고 살기 때문에 생

이다. 그러다보니 어부들은 수입이 좋은 클라리온 엔젤피쉬를 포획해 가

태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또 다

리발디라고 속이며 2,000마리보다 훨씬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리온 엔젤피쉬(Clarion Angel Fish)

클라리온 엔젤피쉬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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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세계적인 맨드라미 연산호 군락지

제주도 서귀포 문섬
글 구자광
사진 구자광,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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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 문섬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을 따라 위치한 형제섬·문섬·범섬·숲섬·새섬·지
귀도 주변 해역에 분포하는 연산호 군락지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풍광 또한 설악산 가을단풍 못지않게 아름답고 황홀함을 느끼게 한다. 이
중 문섬의 맨드라미 연산호 군락지는 세계적인 곳이다.
문섬의 정확한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남쪽 1.3
㎞ 해상)에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삼매봉 아래의 외돌개에서 보면 손에 잡
힐 듯 가까이에 떠 있는 작은 섬이 문섬이다. 해발 73m, 면적 96.833㎡의

제주도 서귀포 문섬의 모습

무인도이다. 섬 안에는 담팔수나무 거목 등의 난대상록수가 울창하여, 제
주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 45호로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쪽 바로 옆
에는 작은 바위로 된 새끼섬인 의탈섬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문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연도 어느 섬 못지않게 흥미롭다. 전설에 따
르면 옛날 어느 사냥꾼이 한라산에서 사냥하다가 그만 활집으로 옥황상제
의 배를 건드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크게 노한 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졌는데 그 조각이 흩어져서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과 범섬
이 되었고 뽑힌 자리는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형형색색의 대규모 연산호가 일렁이는 문섬의 연
산호 군락지를 소개한다.

새끼섬(의탈섬)

서귀포항
강정항
범섬

문섬

섶섬

지귀도

가파도

천연기념물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42호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역
지 정 일 2004년 12월 13일
지정면적 90,105,503㎡
두 개의 연산호 군락 지역이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었는데, 이 중 송악산 해역은 남
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1661번지부터 안덕
면 창천리 781-1번지의 지선 구간 앞바다
까지로 지정면적은 21,987,414㎡이다. 나머
지 서귀포 해역은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
지 2499-1로부터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789 세천포구 구간 앞바다까지로 지정면
적은 68,118,089㎡이다. 해안선으로부터 바
다 쪽으로 400m 이격하여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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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섬의 다이빙 환경
서귀포 문섬 수중에는 열대해역에서 북상승하는 쿠로시오해류의 지류
인 쓰시마 난류가 흐르고 있어 63종의 각종 희귀한 산호들이 자라고
있고, 산호들 사이에는 사시사철 아열대성 어류들이 살고 있어 국내 최
고의 수중생태계의 보고이다. 그래서 스쿠버다이버들에게 국내 제일의
다이빙 스폿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문섬 수중의 특징은 단연 대단위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연산호
이다. 한국과 제주 특산종인 연산호는 육상의 맨드라미꽃과 비슷하다
고 해서 ‘맨드라미 산호ʼ로 불린다. 형형색색의 색깔과 화려한 자태로
‘바다의 꽃ʼ이라고도 한다. 연산호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분홍바다맨
드라미, 붉은 색을 띤 큰수지맨드라미, 가지수지맨드라미, 현란한 색깔
의 밤수지맨드라미, 큰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뻗은 수지맨드라미 등을
문섬의 주변 바다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문섬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9~10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보통 문섬 다이빙은 보트 다이빙을 하
보트 다이빙

거나 새끼섬에 상륙해 섬비치 다이빙으로 이뤄진다.
문섬 동북쪽 바로 옆에는 바위로 된 새끼섬인 의탈섬이 자리를 잡고
있다. 새끼섬의 수면과 맞닿아 평평하게 다듬어 놓은 듯한 파식대는 보
트 등 선박접안이 용이하고 다이버들의 활동도 용이하게 해준다. 새끼
섬 파식대에서 바다 바닥까지, 그리고 바닥에도 로프로 된 가이드라인
이 설치돼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섬비치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항에서 배를 타고 새끼섬에 내
려 비치다이빙을 한다. 서귀포항 주변에 많은 다이빙샵들이 운영 중이
기 때문에 이곳에 문의하면 섬비치 다이빙을 안내한다. 또한 보트 다이
빙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소리 스쿠바&펜션’에 문의하면 된다.
문섬 다이빙 시에는 주의가 필요한다. 새끼섬과 문섬 사이가 좁아 대체
적으로 조류가 세고,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
든다. 초보자들의 경우 강한 조류에 밀려 잠수함 바지선 근처에서 떠오
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다이버가 상승할 때 보트의

다이버들이 섬비치를 하기위해 문섬/새끼섬에 상륙하는 모습

스쿠류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새끼섬에 설치된 가이드라인
을 벗어나지 말고 부력을 조절하며 천천히 상승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파식대(wave-cut platform)
암석으로 된 해안이 침식작용을 받으면서 해식애 아래에 형성되는 평평한 침식면이다.

해식애(sea cliff)

▶

해식동굴
(sea cave)

해수면
▶

파식대
(wave-cut platform)
문섬/새끼섬에서 섬비치 다이빙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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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섬의 다이빙사이트
제주 연안 해역은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 영향으로 열대성, 아열대성과 일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문섬의 맨드라미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온대성 해양 무척추동물이 혼재하여 서식하고 있다.

닮았으며, 부드러운 동물체로 수축 이완상태에 따라 크기에 변화가 심하며,

열대해역에는 일반적으로 경산호가 산호초(Coral Reef)를 이루며 광범위

주로 수심 10~30m의 암반에 대형군락을 이루고 있다. 연산호 군락은 경산

하게 분포하는데 반해 연산호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아열성 해역에

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상과 형태 및 특유의 유연성으로 해류의 흐름에

국한되며, 특히 제주도의 남쪽 해안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특유의 연산호

따라 흔들거릴 때는 수중의 환상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난파선
새끼섬

한개창

문섬

문섬
▶

남동지역

▶●
●
▶●

입수지점

새끼섬
연산호 군락

난파선(사진 : 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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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섬/새끼섬

문섬/한개창

문섬/새끼섬은 피라미드 구조라서 새끼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로 할 수

문섬/한개창은 문섬 새끼섬과 함께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문섬

가 있는데 새끼섬 뒤쪽 완만한 슬로프에는 연산호가 넓은 지역에 자라고 있

의 서북쪽에 움푹 들어간 지형에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어 다이버들이 상륙

는 모습이 장관이다. 문섬 북동쪽의 관광잠수함까지 갔다 오는 코스와 남동

하기에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계창의 절벽을 따라 수심 32m 지점에서 부

쪽의 문섬 언저리에 연산호 필드까지 왕복하는 코스가 있다.

터 가시수지맨드라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40m 수심대에는 1m
이상 되는 대형 가시수지맨드라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문섬/난파선
문섬/난파선은 서귀포 섬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귀포 잠수함 운항구역

문섬/남동 지역

내에 있다. 난파선의 크기는 길이 30m이며 60톤의 철재어선이다. 선체는 바

문섬/남동 지역는 직벽에 가까운 가파른 슬로프로 되어 있다. 가파른 슬로

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 그대로 모래 바닥에 앉아 있으며 선수는 동쪽으

프에는 작게는 50~150cm 크기의 대형수지 맨드라미 산호들이 군락을 이

로 선미는 서쪽으로 놓여 있다. 난파선의 상단 수심은 32m이며 바닥의 수심

루고 있다. 수중사진가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은 45m이다. 난파선에는 대형어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청대치, 방
어, 라이온피쉬, 줄도화돔 무리 등 대형 어종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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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바람소리 스쿠바&펜션
제주 바람소리 스쿠바&펜션은 마린하우스 리조트를 소아과 의
사인 양승철 원장이 인수해 리모델링한 곳이다. 호텔식 룸과 깔
끔한 화장실, 냉난방은 천정식으로 바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 공항에서 픽업도 가능하며 맛있는 식사가 전일 제공된
다. 스페셜로 넓은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어 다이버들에
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다. 보트다이빙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
이빙 및 펀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도 가능하다. 나이트록스 및 트
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
템도 구축되어 있으며, 더블탱크와 데코탱크도 대여가 가능하
다. 최신형 스쿠터가 8대 완비되어 있어 스쿠터 교육과 장비대
여도 가능하다. 또한 수중사진가들에게도 충분한 어시스트를 하
며,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다이빙 마지막 날은 나이트록스를 제
공하여 비행기를 타는 다이버들을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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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트 다이빙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연락처 : 010-7425-9088

2018 July/August | 101

GEAR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오션챌린져

T3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타원형의 배출 밸브

급속 조절 놉

깊은 수심에서 배기노력이 상당히 감소하였

쇄파 지역에 입수하거나 옥토퍼스를 사용할

다. 특대형의 배기 밸브와 에어포일(airfoil) 모

때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양의 밸브는 매번 호흡할 때마다 부드럽게 내

공기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가볍게 쥐고

쉴 수 있도록 해준다.

한 번 돌리면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자동 흐름 제어
ATOMIC 호흡기에는 돌리거나 눌러야 할 세부
장치가 없으며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된다.
유일한 수심 감지 벤투리 제어가 자동적으로 성

시트 보호기능의 티타늄 오리피스

티타늄 레버

능과 안정성에 균형을 맞추어 준다. 마우스피스

새로운 오리피스 디자인은 저압시트의 수명을

절대적인 안전도와 신뢰도를 위한 가장

내부에 들어있는 에어포일(airfoil)이 수심에 반

큰 폭으로 연장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귤레

중요한 부품은 공기 공급장치와의 기계

응하여 위치가 바뀌면서 어떤 수심에서도 일정

이터가 새고 성능이 저하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적인 연결부이다. 항공 우주산업에 사용

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편안한 호흡을 가능하

시트가 닳기 때문이다. 유일한 시트 보호 다이

되는 독보적인 티타늄 합금으로 제조했기

게 해준다.

나믹 오리피스(#5,803,073)는 압력감지에 의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금속의 약화나

작동되며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만 저압시트

부식에 강하다.

에 접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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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찰 케블라 피봇 슬리브

티타늄 밸브 몸체

밸런스 포핏

Atomic 티타늄 디맨드 레버는 밸브 몸체를 중

내부 표면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일어나지 않으

공기역학적인 밸런스드 포핏이 탱크의 압

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를 유발할

므로 성능은 항상 최고를 유지한다. 2단계의

력에 관계없이 높은 공기 흐름을 제공하기

수 있는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엔진 블록(engine block)-밸브’의 몸체는 타사

때문에 쉽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다.

특별한 내마모성을 가진 낮은 마찰 저항 소재가

티타늄 레귤레이터와 달리 통 티타늄을 컴퓨터

요구된다. Atomic의 케블라 슬리브 소재는 마모

를 이용해 깎아 만든 것이다. 강도는 황동의 2

없이 수백만 번의 사이클을 견딘 후에도 매끄러

배이며, 무게는 2분의 1이다.

운 호흡이 가능하다.

왜 티타늄인가?
티타늄은 해양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한 마법같은 금속이다.
티타늄은 강철처럼 강하면서 무게는 반밖에 나가지 않는다.
녹이스는 스텐레스 스틸 또는 황동이나, 파이거나 부식되는 알루미늄과 달리 티타늄은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해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바닷속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티타늄 부품은 처음 생산된 모습처럼 새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속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티타늄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 다른 모든 레귤레이터를 티타늄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티타늄은 구하기 어려우며, 값이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십 가지의 티타늄 합금을 연구한 결과
효과적인 비용으로 티타늄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아토믹은 모든 금속부품을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면서도 ‘황동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른 프리미엄급 호흡기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호흡기이다.
티타늄 호흡기의 출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첫째, 여러분은 손에 있는 호흡기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가벼워지는지 알 수 있다.
둘째, 티타늄은 내구성과 신뢰도에서 대적할 만한 것이 없다.
아토믹의 티타늄 부품은 닳거나, 녹슬거나, 부식에 의해 고장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셋째, 관리가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매년 분해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티타늄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해수에서 6개월 경과 후 티타늄과 황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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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아쿠아즈(바다강)

아쿠아즈
(바다강)

2018 신형

케블러 사계절용 장갑
▶ 손등-고신축성 슈퍼스트레치 소재, 손바닥-케블러 소재
▶ 사이즈 : S/M/L/XL
▶ 고신축성 소재에 3D 입체 패턴 적용으로 신축성 및 그립감과
착용감이 한층 업그레이드
▶ 내구성이 우수한 케블러 원단을 손바닥 전체를 지나 손가락까지
이어지게 설계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사계절 국내다이빙, 해외용 모두에 추천
▶ 소비자정가 : 50,000원

2018 신형

동계용 티타늄 장갑
▶ 손등-슈퍼스트레치, 손바닥-케블러 소재, 안쪽면-SCS 티타늄 처리
▶ 사이즈 : XS/S/M/L
▶ 안쪽면은 SCS 단면지에 티타늄 가공을 추가하여 보온성을 극대화
▶ 벨크로식 신축성 밴드 장착으로 물의 유입을 막아주고 손목 사이즈 조절 가능
▶ 동계용 국내다이빙 추천
▶ 소비자정가 : 55,000원

104 |

2018 신형

하이퍼스트레치 부츠
▶ 겉면-고신축성 슈퍼스트레치, 안쪽면-지코늄기모
▶ 사이즈 : XS/S/M/L/XL
▶ 기모안감 처리로 보온성, 내구성이 탁월
▶ 속건성, 경량,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
▶ 내구성과 마찰에 강한 소프트 러버 사용
▶ 지퍼 열림 방지용 탭(TAB) 부착
▶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 장착
▶ 소비자정가 : 70,000원

3MM 아쿠아즈 슈퍼스트레치 후드
▶ 원단 : 고축성 아쿠아플렉스 소재
▶ 최상급 신축성 네오프렌 사용으로 착용감이 우수함
▶ 공기배출이 용이한 마이크로 에어벤트 홀 처리
▶ 소비자정가 : 숏후드-70,000원, 롱후드- 80,000원
※ 기모안감 별도 문의

아쿠아즈 테크니컬 후드 3/3MM ADH03
▶ 원단 : 겉-아쿠아플렉스, 안면부 안쪽-스무스킨 단면지, 헤드 안쪽-스무스킨 단면지
▶ 후드 전체를 스무스킨 단면지로 사용하여 얼굴 전체와 목 부분의 밀착감을 높이고 보온성을 높임
▶ 사이즈 : S/M/L/XL/XXL
▶ 소비자정가 : 숏후드-90,000원, 롱후드-100,000원
(아쿠아즈 테크니컬 후드 3/5MM ADH05)
▶ 원단 : 겉)아쿠아플렉스, 안면부 안쪽)스무스킨 단면지, 헤드 안쪽)아쿠아플렉스
▶ 안면부 주위는 스무스킨 단면지를 사용하여 얼굴에 밀착감을 높이고 헤드 쪽은
아쿠아플렉스 져지 사용으로 착용감과 탈착이 편함
▶ 사이즈 : S/M/L/XL/XXL
▶ 소비자정가 : 숏후드-90,000원, 롱후드-100,000원

아쿠아즈 테크니컬 후드 3/5MM 슈페리얼 후드
▶ 원단 : 겉-아쿠아플렉스, 안면부 안쪽-스무스킨 단면지, 헤드 안쪽-아쿠아플렉스
▶ 정수리 부위가 이중으로 처리되어 보온성을 극대화
▶ 공기배출이 용이하도록 안팎으로 에어벤트 홀 처리
▶ 사이즈 : S/M/L/XL/XXL
▶ 소비자정가 : 숏후드-100,000원, 롱후드-110,000원

아쿠아즈
(바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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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이빙 장비의 상식
스쿠버다이빙은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장비의존형 레크리에이션이다.
다이빙에 사용되는 각각의 장비는 정확한 사용 목적과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레귤레이터, 부력조절기, 게이지, 컴퓨터, 마스크, 핀, 웻
슈트 등 모든 것이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다이버는 다이빙 장비에 대해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에 익숙해질수록
안전도와 수중에서 즐거움을 증가시켜준다.
본 칼럼은 다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다이빙 장비의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부 내 장비가 필요한 이유 - 나도 장비를 갖고 싶다
2부 다이빙 장비의 구입 - 국내구매와 해외직구
3부 호흡기의 상식 - Regulator

4부 부력조절기의 상식 - BCD
5부 게이지와 컴퓨터의 상식 - Gauge and Computer
6부 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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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부력조절기의 상식

BCD

글/사진 김수열

초보다이버들이 흔히 “비씨”, “BC”라고 부르는 스쿠버 조끼의 올바른 명칭은 “부력조절기”
(BCD: Buoyancy Control Device, Buoyancy Compensation Device)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공기를 주입하거나 빼는 것을 조절하여 수면에서 떠있게 하거나 하강하여 원하는 수심
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은 BCD 특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아마도 스쿠버 장비 중 가장 나중에 구매하
는 장비일 것이다. 따라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전문가와 의논하여 본인의 다이브 스타일(국내/
열대/레크리에이션 다이브/테크니컬다이브)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간과하면 BCD를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생겨 다시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사진제공 : 우정사, 해왕, 마린마스터

BCD의 형태
크게 구분하면 자켓타입, 윙(날개)타입 백마운트, 사이드 마운트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자켓타입(Jacket Type)
가장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스타일로 초보다이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BCD이다. 자켓처럼 착용하는 타입이며, 어깨 뒤부터
등 전체, 그리고 앞면의 배와 갈비뼈 부분까지 공기가 주입된다. 장점
은 적어도 두 곳 이상의 수납공간(주머니)을 확보하여 SMB와 기타 소
지품을 보관하기 용이하고, 수면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수중에서 유선형의 트림자세가
어렵고, 기성 사이즈로 열대용으로 사용할 때와 드라이수트용으로 사
용할 때 겸하기 쉽지 않다.
텐레이스 혹은 알루미늄, 카본과 같은 다양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

윙타입 백마운트형(Back-Mount)

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웨이트를 대신할 수도 있다. 카본의 경우는 BCD 전

테크니컬다이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신체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체 무게가 3kg 정도로 가벼워서 여행용 장비로 적합하다. 용도에 따라 인플

웨빙(웨이트벨트로 사용되는 얇고 넓적한)으로 사이즈를 미세하게 조

레이터와 윙 내부의 튜브를 2개로 확장하여 비상 시 백업용으로 사용도 가

절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다이빙 형태(실린더 개수)에 따라 윙사이

능하다. 근래에는 윙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변형하고, 튜브는 1개만 사용하면

즈를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2개 이상의 실린더를 사용하는

서 다양한 색상이 있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 활용하는 다이버들이 많다. 아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무거운 실린더를 착용하고도 충분한 부력을 얻

래 표에서 설명했지만 초보다이버들은 별도의 장비 사용법을 강사에게 제대

기 위해 윙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등에 닿는 백플레이트는 스

로 배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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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마운트(Side-Mount)
본래 백마운트 듀얼실린더를 사용하던 동굴 다이버들로부터 변

장점

형된 다이빙 장비 스타일이다.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사용하여
좁은 동굴이나 난파선을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실린더를 분리

자켓타입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스페셜티 다이빙 장비로 최근에
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BCD 사이즈는 아주 컴팩트하고 가
벼워 기존 BCD에 비교하면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실린더는 약간의 액세서리를 활용해 BCD에 탈착이 가능하기에

윙타입
백마운트

무거운 실린더를 가지고 입출수하기 힘든 보트 다이빙 때에도

을 짧게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 두 개의 실린더를 사
용하는 법을 교육받는다면 아주 만족한 다이빙이 될 수 있다.

1. 과도한 공기주입 시 갈비뼈 압박

2. 넉넉한 수납공간

2. 고정형 사이즈(XS,S,M,L,XL)

3. 웨이트 수납이 용이

3. 레크레이션 다이빙에만 사용

4. 저렴한 가격대

4. 큰 부피와 5kg 이상의 무게

1. 웨빙 활용으로 미세한 사이즈 조절 가능

1. 수면에서 부력 확보 시 불안정(초보)

2. 수중에서 유선형자세 확보 용이

2. 수납공간 부족, 액세서리 추가 요망

3.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전환 용이

3. 초기 세팅이 어려움

4. 비교적 가벼움(카본옵션 등)

4. 고가이며 많은 옵션이 요구됨

1. 웨빙 활용으로 미세한 사이즈 조절 가능

아주 유용하다. 또 공기소모가 많은 다이버들이 그룹 다이빙 시
다이빙시간이 달라 먼저 상승하거나 그룹 전체의 다이빙 시간

단점

1. 수면 부력확보 시 안정된 자세

2. 소형, 경량으로 여행에 적합
사이드

3. 수중에서의 완벽한 유선형 자세 확보 가능

마운트

4. 레크리에이션, 테크니컬 전환 용이

윙타입 백마운트와 같음

5. 공기를 많이 소모하는 다이버는 2개의
실린더를 사용할 수 있음

부력조절기의 구조와 사용방법
등판(지지대)

공기주머니

아래 <사진 1>과 같이 자켓타입 BCD는 강하고 넓은 면적의 플라스틱으

자켓타입은 방수재질로 외피(겉면)가 고주파 접합되어 공기를 가두게 된다. <사

로 되어 있고, 등에 바로 닿아 불편할 수 있어 쿠션과 내구성이 좋은 재

진 3>과 같이 등 뒤 전체와 전면의 복부, 갈비뼈까지 이어지는 공기주머니가 있

질로 덮여있다. 윙타입 백플레이트 BCD의 경우는 <사진 2>와 같이 웨

고, 어깨와 가슴 쪽은 버클이 있어 일반적으로 공기가 지나는 길이 차단되어 있

빙을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다. 따라서 공기가 몰려 몸이 기울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외피에 손상이 생기

며 스테인레스/알루미늄/카본 재

면 공기가 바로 샐 수 있고, 고주파접합부위가 떨어지면 수리하는 것이 어렵다.

질로 되어 있다. 재질에 따라 가격

반면 윙타입 백마운트의 공기주머니는 아래 <사진 3-1>과 같이 말굽 형태이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므로 자신의

나, 사진 <3-2>와 같이 도너츠 형태로 공기가 지나는 길이 순환이 잘 되는 편

다이브스타일에 맞는 것을 강사에

이라, 공기를 빠르게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고, 다이브 중 공기가 한쪽에 몰

게 추천받도록 하자.

리는 경우는 드물다. 또 윙 자체는 아주 가볍고 단순하다. 겉면과 분리된 내부
의 튜브가 공기를 가두게 되므로 외피가 손상되더라도 당장 공기가 새는 일이
적다. 만일 튜브가 손상되더라도 튜브만 교체하면 되니 수선도 어렵지 않다. 두

<사진1>

타입 모두 다이빙 후 민물로 내부를 세척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사진 3-1>

<사진 2>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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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인플레이터/디플레이터 그리고 호스

통합형 웨이트와 웨이트 벨트

부력조절기에 공기를 넣고 빼는데 사용하는 장치로, 위쪽은 부력조절기에 연

웨이트는 하강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언제라도 쉽게 풀 수 있어야 한

결되어 있으며, 아래쪽에 조작부와 공기탱크로 연결되는 호스를 결합하는 부

다.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되겠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버릴

분이 있다. 인플레이터 조작부에는 두 개의 버튼과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배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일부 모델은 통합 웨이트 시스템이라고 해

출버튼을 누르면 부력조절기에 들어있는 공기가 배출구를 통해 나가고, 주입

서 웨이트를 쉽게 탈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별도의 소형 주머니에 웨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의 공기가 부력조절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배출구의

이트를 넣고 BCB에 결합을

또 하나의 기능은 실린더에 공기가 없거나 연결호스가 고장(또는 결합 불가

하는 형식인데 응급상황 시

능)난 경우 입으로 불어서 부력조절기에 공기를 주입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

약간의 힘으로도 고리를 당

할 점은 풍선을 불듯 배출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불고, 주입이 끝난 뒤에는 버

겨 분리할 수도 있다. 또 추

튼에서 손을 떼야 배출구가 차단된다. 간혹 유연한 호스는 사용횟수에 따라

가로 뒤쪽(실린더쪽) 포켓에

다르겠으나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기도 하니 사전 점검 때 공기를 가득 채워

웨이트를 넣을 수도 있다.

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비치다이빙을 한 경우 다이브 후에 버

가끔 웨이트를 BCD에 모두

튼 내부에 모래가 들어가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이빙 후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켓이 실수로 빠지거나 문제
가 있을 시 과도한 급상승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벨트와 분배해서 사용
하는 것이 안전하다.

BCD의 부력과 수중유영자세
공기 배출을 위한 방법과 덤프밸브(Dump Valve)

자켓타입은 사이즈(S/M/L/XL)에 따라, 윙타입은 30lb/45lb와 같이 튜브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사진처럼 호스를 위로 들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호스

사이즈에 따라 부력이 다르며, 다이브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자

가 아래로 향해 있으면 공기는 위쪽을 향해 있어 버튼을 눌러도 공기가 잘 빠

켓타입은 상체를 감싸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를 넣으면 <사진 4>와 같

지지 않는다. 이때 덤프 밸브를 사용하는데, 덤프에 연결된 끈을 당기면 쉽게

이 상체가 위로 뜨고 웨이트벨트는 허리에 있어 보통 해마처럼 선 자세가

공기가 빠진다. 보통 어깨와 허리 부분에 각각 1개 이상 있으며, 상체가 위로

되기 쉽다. 윙타입도 웨이트를 착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등쪽에 양성부력

향한 상태면 어깨 쪽 덤프밸브를 당기고, 유영하는 엎드린 자세라면 머리부

이 작용하고, 같은 위치에 백플레이트 무게로 인한 음성부력이 존재한다.

분의 덤프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플레이터 호스 안쪽으로 끈

때문에 트림(Trim) 자세로 불리우는, 물속에서 엎드려진 자세가 쉬워진다.

이 있어 호스 자체를 당기면 왼쪽 어깨 위에서 공기가 빠지기도 한다. 하지

이렇게 움직이면 물로 인한 전진저항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어

만 너무 강하게 당기는 경우 호스나 결합부위가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

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약간 해마 자세보다는 전방 시야가 작아지고 목

요하다. 근래 초보다이버들이 사용하기 좋게 디자인 되어진 인플레이터로 아

과 허리에 부담이 오기 쉽다.

래 사진과 같이 호스 위치와 관계없
이 버튼 하나로 강제 배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TUSA의 APA(Active Purge
Assist) 인플레이터가 장착된 BCD를
사용하면 된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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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조절기 구매 시 고려할 사항
형태와 경험(교육)에 따른 고려사항

부력조절기가 단순히 공기만 넣고, 빼는 튜브 같

예산에 따른 고려사항

수면안정성 우수
자켓타입

초보다이버에 추천
수납활용성 우수

지만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
50~100만 원의 비용으로 선택의
폭이 넓음

이다. 사람이 물고기처럼 장비에 의존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

사이즈 조절에 한계가 있어, 열대/동계 다이빙 활용에 한계가 있음

으로 안전해야 하고, 착용이 편리해야 하며, 장비

남녀 구분 없음
중상급 다이버 추천
윙타입

개별 사이즈 조절 가능

백마운트 수중 유영자세를 유지하기 쉬움

100~200만 원 의 예산이 필요
다이브 형태에 따라 악세사리를 결합,
추가예산이 필요

마운트

적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만들

수면 부력 확보를 위해 경험과 추가 교육이 필요함

어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여

다양한 다이브 스타일에 활용하기 위해 테크니컬 다이브 교육을 추천

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최적인 것을 선

남녀 구분 없음

택해야 한다.

초중급 다이버에 추천
사이드

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보다 실용

체구가 작은 여성다이버에 추천
수면 부력 확보를 위해 경험과 추가교육이 필요
공기소모가 많은 다이버에 2개의 실린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교육을 추천

100~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
다이브 형태에 따라 액세서리를 결합,
추가예산이 필요

다이빙 장비는 전통있는 브랜드와 국내 수입원이
있는 장비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문
제가 발생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병행수입된 장비를 사용하면 A/S 문제로 많

동굴다이빙/텍다이빙으로 활용 가능

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갈수록 장비의 기술이
발달하고 가격은 내려가 저렴한 장비도 믿을 수
있다. 다만 내구성과 디테일, 경량화에 따른 가격
이 광범위 하므로 본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다이
브 스타일을 떠올려보고 예산을 세워 담당강사에
컨설팅을 받아 구매하기 바란다.

교육진행
마린마스터 (서울) 정상우 CD 010-5526-4653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 (인천) 강정훈 CD 010-5256-3088
고다이빙 (수원) 임용우 CD 010-6317-5678
고프로다이브 (용인) 홍찬정 CD 010-8653-3060
씨씨다이버스 (광주) 위영원 CD 010-3648-1886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박금옥 CD 010-5408-4837
팬더스쿠바 (대구) 이현석 CD 010-8299-7777
굿다이버 (제주) 정혜영 CD 010-8869-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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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사이드마운트 스페셜티 코스
학생과정
•참가자격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이론수업 약 1~2시간, 수영장교육(옵션), 해양실습 3회
코스는 본 잡지에 소개된 가까운 지역의 PADI 코스디렉터들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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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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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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다이빙 법률

다이빙 사고와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과정 중 딥다이빙 해양실습을
진행하다가 교육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담당
강사를 고용한 리조트 운영자(이하 ‘사업주’라고 합니다)에게 무
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8노122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의 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882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기소된 죄
명은 업무상과실치사였고,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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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었으며, 대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차례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1. 사실관계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
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체는 “일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2. 업무상 과실의 의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
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
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
도1273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
리상 의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사실관계
사업주는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고 강사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
였고, 어대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
생에게 담당강사를 배정하고 딥다이빙 실습을 진행하도록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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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담당강사와 교육생은 비치에서 걸어서 입수하여 32m 수

조치 등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에 도달하였으나, 강사가 교육생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인 과실로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에

인하여 교육생은 급상승하고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으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점은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

곧 해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하였으

였고,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습니다.

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3. 위 확정판결의 의의
2. 사업주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위 확정판결은 스쿠버다이빙에 관한 안전사고에 있어 1차적인 책임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사업주는 스쿠버다이빙 강사를 고용하여 스

은 담당강사에게 있으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주에

쿠버다이빙 교육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다이빙 강사에게

게는 민사의 사용자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는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나 사업주에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사

물론 이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중 딥다이빙 등 강사가

업주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

자신의 교육생에게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하고, 교육생은 자신의

의무가 있을 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

안전을 전적으로 강사에게 맡기는 상황에 대한 판결인 것이고, 전혀

한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가 하여야 하는 역할로 보

다른 경우에까지 확장 가능한 법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
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다이빙 교육이 진행된 곳에 구조장

마치며

비가 비치되지 않았다거나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 사건 판결은 스쿠버다이빙 교육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한

장소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발생 후 사고 장소

판결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사의 책임을 가중한 것

에 구급차가 늦게 도착한 것을 사업주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며, 사

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업주는 다이빙장소 인근에 지상감독자를 배치하였고 현지인 직원들

의 범위를 판단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스쿠버다이빙에 있어 관련법

도 대기하도록 하였고, 구조장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리가 축적되어 법적 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한편 긍정적이지만, 되도

추가적인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감독이나 구호 및 응급

록 이러한 판결이 나올 일 자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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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유의 역사 ④

부다페스트 ,

잎마다 새겨진 이름
글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 옮긴이 황명섭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즌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정신세
계와 무너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문
화·예술 및 역사를 재조명한다.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저
•황명섭 역
•246페이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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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에서 내가 머물던 호텔은 페스트 중심

극이 빚어낸 기억이다. 번화가에는 화장품과 의류

가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걸리는 산 중턱에 있었

상점 등이 늘어서 있고 패스트푸드점도 있어 관광

다. 좌우로 크게 굽은 고갯길을 구형 버스가 빠른

객이 몰려든다. 거리에서 아이가 딸린 여성이 관광

속도로 구불구불 돌며 올라간다. 흔들리는 버스에

객에게 동전을 구걸하며 손을 내밀고 있다.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승객 틈에 섞여 나는 차창

곡선이 아름다운 공공시설물의 정면, 푸른색과 녹

밖의 우거진 숲을 멍하니 바라다본다. 가끔 숲이

색 타일을 바른 산뜻한 지붕과 벽면에 아로새긴

끊어질 때면 저 멀리 페스트 시가지가 보였다가 다

세라믹 도안, 어딘지 동양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페

시 숲에 가려졌다.

스트 거리를 나는 한가롭게 배회했다.

도중에 작은 기차역이 보인다. 두 량 정도의 성냥

중앙시장을 지나 자유교를 건너자 눈앞에 암반 지

갑 같은 전철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그 역전

대가 나타나며 겔레르트 언덕이 위엄을 자랑한다.

의 양진달래 꽃이 활짝 핀 베란다 아래는 둥근 테

그 언덕 아래에 암벽을 깨트려 동굴을 만든 동굴

이블이 놓인 카페가 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손님

교회가 있다. 차량 왕래가 잦은 교차로를 지나 돌

이 신문을 펴 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내가 묵고

계단을 오르면 뻥 뚫린 동혈이 보이고 입구에는 격

있는 호텔도 숲속에 있어서 야외에서 식사할 때면

자무늬의 철문이 있다. 동굴 안쪽에서 주황색 불빛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웅성거린다. 가끔은 모

이 어른거린다.

감주나무 열매가 “따닥따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작은 굴들을 예배당으로 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예배당을 마리아상이 내려

오늘은 자유교를 건너 바오로 회원이며 동굴 교

다보고 있다. 가장 안쪽 제단에는 예수의 십자가

회에 있는 콜베 신부의 초상을 보기로 했다. 콜베

상이 있고, 콜베 신부의 초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부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동굴 교회의 신비적인 분위기와 웅장하고 아름다

대신해 죽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페스트 지구까

운 대성당에 위압당한 나는 동굴 교회를 통해 종

지 내려와 어수선한 거리를 마냥 걸었다. 보행자

교의 근본이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들이 난폭하게 스쳐

작은 의자 앞에 잠시 멈춰선 나는 바위 표면이 그

지나간다.

대로 드러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장미 무늬가 그

금이 간 아스팔트와 국회의사당 근처의 농업성 건

려진 스테인드글라스와는 다른 평온함을 느꼈다.

물 벽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애초에 겔레르트 언덕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1956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 국민들의 참

사는 이곳에서 기독교를 포교하던 겔레르트 선교

사를 포도주 통에 가두어 언덕 위에서 도나우 강으

수많은 묘비였다.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유대

로 떨어뜨려 살해한 장소였다. 민족의 차이를 극복

인은 시너고그 내에 묘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기

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수많은 묘석이 있지 않은

아우슈비츠에서 호소했던 콜베 신부가 이 겔레르트

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서로 겹쳐진 묘

언덕 아래의 동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비에는 이름과 사망 일시가 보였다.

것이다.

거기에는 1943, 1944, 1945라는 숫자만이 표기되어

그리고 콜베 신부와 함께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의

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의 살육 행위로 이곳

교회당 시너고그가 이곳에 남아 있다. 부다페스트는

에 엄청난 시체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때 헝

하는 수 없이 이 시너고그 내에 동포의 유해를 계속

가리에 거주하던 74만여 명의 유대인 중 약 60만 명

매장했을 것이다. 이곳 시너고그의 진실은 바로 이

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후에 생존이 확인된

유대인 묘지였다.

사람은 단 7만 명에 불과했다.

그 자리에 서서 못 박힌 나에게 정원을 청소하던 여

나는 그 시너고그에 가보기로 했다. 지하철을 갈아

성이 다가와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은색 금속으로

탄 후 2개의 탑 위에 둥근 물체가 놓여 있고 가로 줄

만들어진 분수 모양의 기념물이 보인다. ‘저쪽으로

무늬가 아름다운 유대교회당 시너고그에 도착했다.

가보세요.’ 그녀의 눈에 담긴 강렬한 메시지를 느낀

아직 관람이 가능한 시간대로 아치형 입구로 들어가

나는 자갈길을 따라 은색 버드나무 모양의 기념물

입장권을 손에 넣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

로 다가갔다. 그 순간 앗!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너고그의 내부는 다양한 색상으로 휘황찬란하게 장

터져나왔다. 엄청난 수의 버드나무 잎 하나하나에

식되어 마치 별세계와 같았다.

는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의 이름과 사망 연

천장에는 별자리 모양의 전구가 가득한 샹들리에가

도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도 1942, 1943,

매달려 있다. 이국적인 배색, 기하학 문양, 황금 제단,

1944, 1945라는 숫자가 이어졌다. 이 사망자의 이름

여성 전용의 2, 3층 발코니 등 모든 것이 동굴 교회

이 새겨진 버드나무를 사람들은 ‘통곡의 버드나무’

와는 대조적인 모습에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정원으

로 부른다.

로 뛰쳐나왔다.

눈부신 햇살에 통곡의 버드나무가 은색으로 반짝인

따듯한 햇살 아래 무성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다.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을 눈앞에 두고 나는 꽤 오

정원 뒤편에서 나는 돌로 만든 네모난 조형물을 발

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견했다. 궁금한 생각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1963년 출생. 게이오대학 약학부를 졸
업하고 동 대학원 약학연구과 석사과정
을 수료했다. 후생노동성 국립전염병연
구소 바이러스 제3부 연구원과 일본경
제단체연합회 21세기정책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는 하쿠오 대학 교육학부 교
수를 맡고 있다. 전공은 감염면역학, 백
신학이다.
저서
인류vs감염증
왜 감염증이 인류 최대의 병인가
감염증과 싸운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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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sh Dive Center

대표: 김진명 강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793(강정동)
전화: 010-6819-2511, 064-738-0829

국내 다이빙의 대부분은 동해나 남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남단 청정바다 제주에는 수많은 다이빙센터들이 있다. 제주는 연산호
가 아름다운 곳으로 해외 다이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국내다이버
들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청정바다인 제주바다는 정말
아름답다. 국내의 다이빙사이트와는 다른 분위기의 물고기나 산호들이
서식하고 있고, 제주도의 특징인 현무암과 조화를 이룬 곳은 꼭 추천하
고 싶은 곳이다.
아름다운 서귀포에 위치한 다이빙 샵은 Splash Dive Center이다. Splash
는 물의 파동, 파장이라는 의미이다. 물방울의 파동이 원을 그리며 전파
되는 것처럼 김진명 대표강사는 다이빙 교육을 받는 다이버들이 확산되
고, 보다 나은 다이빙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
다. Splash Dive Center의 김진명 대표는 물에 대한 공포심으로 30년 동
안 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에게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생 중에 한라일보 시
민기자는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다이빙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된 일을
한라일보에 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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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는 많은 다이빙포인트가 있는데 문섬, 섶섬,

이는 갯민숭달팽이와 꺼덕새우, 그리고 주걱치들이

범섬이 대표적이다. 이 세 개 섬의 공통점은 해저면

서식하고 있다. 바다에 물감을 풀어 놓은 듯한 화려

화산폭발로 생겨난 화산섬이라는 것이다. 네이버 두

한 색상의 연산호들이 군집된 곳은 제주도가 유일

산백과에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

하다고 한다. 열대바다에서는 화려한 물고기와 무채

으로 긴 기둥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절리를 말한다.

색의 경산호들을 볼 수 있다면 이곳 제주바다에서

화산암 암맥이나 용암, 용결응회암 등에서 생긴다.

는 화려한 연산호와 무채색의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절벽을

Splash Dive Center에서의 교육코스에서는 대표의

이루고 있으며,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가 이런 지형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대표가 워낙에

에 형성된 폭포라고 설명되어 있다. 제주도가 더욱

부지런하여 보통 새벽 4~5시에 출근하고 가능하

더 특별한 이유도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아

면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접 지도하고 관

이슬란드, 미국의 하와이, 우리나라의 독도, 울릉도

리한다. 오픈워터 개방수역은 기상상황이 허락하는

와 마찬가지다.

한 범섬, 문섬, 섶섬에서 진행한다. 기상상황이 맞지

세계 7대 다이빙포인트로 불린다는 문섬은 가장 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펀다이빙 2회 무료 쿠

표적인 주상절리 포인트이다. 문섬에는 다양한 연산

폰을 지급한다. 제주도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이 누

호와 물고기들이 서식한다. 다금바리(표준명 : 자바

릴 수 있는 특권이다. 가끔은 제주도 투어 중 남방

리), 돌돔, 강담돔, 방어 등의 어종들과 화려한 색상

큰돌고래 무리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Splash Dive

의 수지맨드라미들이 펼쳐져 있다. 주상절리 사이사

Center만의 돌고래투어도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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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LEO DIVE Center
대표 : 이경 - LEO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4 재진빌딩 2층 팀레오다이브센터
연락처 : 010-9938-4403 / wonder_k@naver.com
KAKAO : no1klee
네이버카페 : 검색창에 ‘팀레오다이브센터’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young.lee.14
인스타그램 : _team.leo_

TAKE 1. 평생 취미…… 다이빙을 떠올리다
팀레오(이하 팀레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희망차게 달려온 지 4년!!
2015년 LEO 강사와 한 명의 다이버로 시작한 팀레오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
계를 우선으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팀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들의 추억을 담을 공간과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2016년 팀
레오다이브센터(이하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 센터의 역할은 좋은 사람들과 평생 취미활동인 다이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TAKE 2. 어린시절 희망사항인 아지트가 완성되다.
센터는 언제든 갈 수 있는 아지트다. 그 곳에 항상 편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은 삶의 중요한 활력소다. 항상 맛있는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 상시
대기 술 냉장고가 따로 있으며 영화와 음악이 흐르고 4인 수용 게스트 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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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까지 완비되어 있다. 위치도 올림픽공원 수영장 근처인 강동구청역 3
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매우 넓다.

TAKE 3. 팀레오라 쓰고 ‘사람’ ‘안전’ ‘열정’ 이라 읽는다.
센터는 사람사이의 관계에 있어 예의와 배려를 중시한다. 다이빙도 결국 사
람이 하는 수중활동이다. 수중활동은 수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여기에 서로의 좋은 기운인 열정을 나누게 되면 팍팍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박카스 같은 존재가 된다.
센터장인 LEO 강사는 항상 “저는 여러분의 행복 설계자입니다.”라고 말한
다. 센터에서는 다이빙 교육 후 동호회인 팀레오 활동을 권장하여 다이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모와 번개, 다이빙 투어를 기획하고 센터

TAKE 5.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에서는 프로레벨인 다이브마스터와 강사배출이 활발하여 투어시에 함께 참

센터에서는 다이빙 시즌인 6월~12월에는 주로 매주 우리나라의 동, 서, 남

여하여 안전한 다이빙 활동을 이끈다.

해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즐기며, 동장군이 깨어날 즈음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아이스다이빙을 즐기기도 하며, 꽁꽁 얼어붙

TAKE 4. SCUBA&FREEDING 일타쌍피!!
팀레오 다이버는 대부분 스쿠버 다이버와 프리다이버다. 센터에서는 스쿠

은 몸을 녹이기 위해 해외(발리, 사이판, 필리핀, 태국, 호주, 일본, 괌 등) 다
이빙도 다녀온다.

버다이빙의 모든 과정인 체험다이빙부터 강사과정까지 모든 과정과 더불어
프리다이빙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어도 함께 진행이 되어 상

TAKE 6. 평생 버디이자 친구를 꿈꾸다

황이나 장소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다이빙을 할 수 있다. 한 분야의 다이버

우리 센터와 팀레오의 꿈은 앞으로도 늘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내 인생

들은 언제든 양쪽 모두 교육 참관이나 체험이 가능하고, 팀레오의 팀원이라

의 소중한 친구 그리고 평생 버디가 되어주는 것이다. 팀레오 내에서는 벌

면 센터의 모든 교육을 참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참관비용은

써 평생 버디 3커플이 결혼을 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모두의 희망을

열정이면 충분하다.

담아 함께 전진한다. 평생 함께 뛰자 팀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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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스킨스쿠버 클럽인 “동국수중탐험
연구회”의 50주년 창립기념식이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진행되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 수중탐험연구회의 이날 행사에는 1기 이영
진, 김천회를 비롯하여 현재 대학생인 52기까지의 70명의 동문들이 참석
을 하였으며, 학교 관계자, 다이빙계의 원로분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행사
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 수중탐험연구회의 50년 역사에 대한 추

동국대 수중탐험연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글/사진 김민기(동국대 스쿠버팀 총무)

억과 발기인이신 故 차광 선배님에 대한 추억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다이빙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도 더불어 가졌다.
이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동국대학교를 대표하여 동국대 대외부총장
이관재 교수, 탐험연구가 동국대 사학과 윤명철 교수, 수영선수 조오련을
트레이닝하신 지봉규 님, 중앙대학교 스킨스쿠버 원로이신 조길도 님, 연
세대 스킨스쿠버 원로이신 추완식 님, 고려대 잠우회 원로이자 전 수중협
회회장 이병두 회장님, 전 하나프라자 안정훈 고문님, 고려대 잠우회 OB
회장님 등이 참석하셨다.
동국대학교 스킨스쿠버 클럽 “동국수중탐험 연구회”는 1968년 6월 12일
에 창단되었으며 올해로 50년째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 동안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제주도, 울릉도 및 도서지방 탐사를 완료하였으며 해외에
도 발을 돌려 필리핀 대만 등지에 원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 스쿠버
클럽 최초로 아이스 다이빙과 동굴다이빙을 실시하였으며 백두산 천지다
이빙을 통한 고고도 다이빙에도 도전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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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하는 등 국내 다이빙 저변 확대
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교에 속해 있는 팀인 만큼 학기 중에도 매주 집회를
가지면서 팀의 운영에 대한 토의를 하고 다이빙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며 집회 후에는 친분을 다지는 시간을 갖
는다. 특히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집회 후의 이론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매주 집회에 참여한 신입회원이라면
별도의 이론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이론시험은
모두 통과할 정도이다.

1

하계 탐사를 가기 전 일주일간의 하계 훈련을 진행하며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스쿠버는 물론 스킨 훈련과 체력
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드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많은 수의 신입 회원들이 팀에서 탈퇴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된 훈련을 함께 견뎌낸 팀원들 간의 관
계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매년 4회의 정기 탐사를 진행하며 방학 동안에는 울릉도
나 제주도 등과 같은 도서 지역에 2주간 탐사를 떠난다.
대학 다이빙 팀의 탐사는 취미로 활동하는 사회인들과는

2

분명 다르기 때문에 2주 동안 좋을 수만은 없다. 아침 일
찍 일어나 구보를 하고 식사는 반 강제적으로 직접 만들
어 먹어야 하기도 한다. 매일 2-3회의 다이빙에 지치기도
하여 팀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힘든 훈련을
거치고 나면 팀원들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진다.
동국대학교 수중탐험연구회는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 회
장님으로 계시던 김상겸 씨와 UDT를 예편하신 김춘광
씨와 차광 선배님의 지도하에 68년 1차로 종로 YMCA에

4

3

1 1973년 5월 포항지구 춘계교육 다이빙
(박진오,정훈 UDT 교관과)

2 1974년 추계 청평 불란서 별장
SCUBA Diving(김천회, 김송수)

3 1975년 5월 포항 UDT 위탁교육 시
(김두경, 정필수, 김송수, 선우태식)

4 발족 당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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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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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년 우리팀 최초의 드라이슈트 착용 다이빙
1978년 6월 창립10주년 행사(지도교수 공태훈, 발기인 차광, 유홍렬, 김송수
광용-79년 동국인대상 Skin SCUBA 강습 오국근 교수
광용-79년 독도 대학팀 최초 14명
천재-87년 란여도(蘭嶼島)-란위다오

서 수영장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동국대학교 수중탐험부 1기
들이 스쿠버를 배웠으며 68년 6월 12일 동국대학교 수중 탐험부를 창설
하게 된다. 그 해 7월 광나루에서 첫 탐사를 시작으로 수중탐험부의 첫
다이빙이 시작된다.

3

또 국내 최초로 독도에서 연세대와 한양대 다이빙 팀과 함께 1978년 독
도 다이빙에 시도했다. 철저한 준비로 언론사와 공동으로 독도 탐험대
를 결성하여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울릉도에 도착하
여 ‘외로운 섬 물 밑에 한국의 젊은 다이버들이 그들의 땅임을 재확인하
노라’라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 동판을 독도 수중에 설치하기로 하였
으나 외교적 마찰 요인으로 곤란하다는 정부 당국자의 저지로 무산되
었다. 하지만 동판 설치가 무산될 것에 대비해 독도 수중에서 태극기라
도 휘날릴 수 있게 대형 태극기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서도 15미터 수심
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장면을 연출하여 독도의 비경과 함께 수중촬영
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이후 1981년 중앙대 연세대
합동팀이 성공적으로 태극기 동판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동국대학교 수중탐험 연구회는 대학 스쿠버 클럽 최초로 아이스 다이빙

4

과 동굴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1969년 1월 광나루에서 별도의 아이스 다
이빙 장비 없이 아이스 다이빙에 성공하였다. 창립 30주년 행사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부제로 OB YB 합동 아이스 다이빙을 실시하기
도 하였다. 수중탐험 연구회는 초당 수중동굴과 환선굴 등 다양한 동굴
을 동국대학교 동굴 탐험부와 한국탐험협회와 같이 초탐하였다. 그 결
과 국내 수중동굴의 탐사 자료와 측량도 등 유용한 자료를 남겼다.
50년의 역사 동안 동국수중탐험연구회는 수많은 활동을 수행하여 왔
고, 현재에도 재학생과 OB가 한 힘을 모아 수중탐험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다이빙업계의 상황이 예전의 탐험활동과는 그 행동의 차이
가 있을 수 있겠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앞으로의 50년 동안에도 그 명
맥을 유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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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2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함께 하는

멕시코 유카탄반도 스페셜 트립
툴룸-플라야델카르멘 시노테 동굴다이빙, 그리고 고쥬멜섬

3

샘 플 일 정 : 2월 1일(금) - 18:35 인천 출발 22:36 칸쿤 도착
2월 10일(일) - 16:25 인천 도착
비

용 : 340만 원

포 함 사 항 : 멕시코 Cenote 다이빙 8회, 코쥬멜 다이브 4회,
Grand Cenote 관광, 숙박, 교통
불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코스비용(Cavern Diver 850$,
Intro Cave 650$), 석식비용
사 전 조 건 : 어드밴스드오픈워터 자격 + 나이트록스다이버
문

의 : 02-6012-5998 (노마다이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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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강릉
동해/삼척

서울
인천

울릉도
울진

격렬비열도

왕돌초

영덕
대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대구

창원

광주
통영

부산
거제

목포

홍도

통영
남해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경남연합회
제주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서귀포/문섬

제주바람소리 스쿠바&펜션
010-742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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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경남 지역 다이빙 센터&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박출이

산등리조트 정의준

010-3552-7212 경남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988-105

010-6212-405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E-mail : ssyscuba72@hanmail.net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허정수

두미도마린리조트 황문성

010-4847-9713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010-9163-0777 경남 사천시 목섬길 75

Blog : 거제덕포스쿠버

Web : 두미도.kr / E-mail : Marin5909@hanmail.net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욕지도해양대국 이수한

010-5327-6969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128번지

010-7358-792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옥동로383

E-mail : haenou@hanmail.com

E-mail : han2world@hanmail.net

남해미조잠수 이현철

남해다이브리조트 이천종

010-5385-1241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9-85

010-4524-0300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91-6번지(항도마을)

Web : 미조잠수.com / E-mail : milrano04@naver.com

E-mail : yicji@hanmail.net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이용선

남해수중 구재회

017-244-1807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802-27 대지포(해변)

010-9492-1264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8

Web : hayaruby.co.kr, 네이버 남해하야루비

E-mail : 0558674667ktm114.kr

프로잠수 강효중

Frog Diving 조종철

010-6511-3866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26

010-6642-044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E-mail : kanghj2326@naver.com

Web : progdiving.co.kr / E-mail : cpocho880407@hanmail.net

바다여행잠수풀장 안광모

진주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5157-337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04-2

055-747-9713 경남 진주시 유곡죽전길 11
Blog : 거제덕포스쿠버

E-mail : badatour1@daum.net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이종술
010-3816-6055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적길 89-12번지
네이버에서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카페검색 / 카톡 ID : cwcjs

경남연합회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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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Diving Spots

SOLITUDE ONE 리브어브드
02-3785-3535(액션투어)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070-7436-3308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diversden.com.my

제주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남이집트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르당

몰디브
시밀란제도
피피섬

팔라우

필리핀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세이셜
모리셔스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알로르
대보초/코랄씨

파퓨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용갈라렉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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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과달루페

유카탄반도
(시노테/코즈멜섬)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카보/라파즈/코테즈해)

벨리즈
코코스섬

바하마제도

쿠바
케이만군도
보네어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퉁가
이스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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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s Diving Spots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070-7563-1730
블루스타리조트
070-4065-7188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레가스피

돈솔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뉴그랑블루리조트
070-4845-3122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키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타그빌라란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
아포섬

까마귄

디퍼다이브리조트
070-7667-9641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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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The Indonesia Diving Spots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
www.yosdivembeh.com

DIVE-AWAY-LIVEABOARDS
www.dive2world.com
02-3785-3535 (액션스쿠바)

국해
남중

Maluku Divers Resort
www.divingmaluku.com
+62 (0) 8239-861-0476

상히에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할마헤라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해
헤라
마
할

라자암팟

소롱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라브안바조

동티모르

사움라키

머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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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즐기자!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

필리핀
리브어보드

Philippines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슈퍼마크로의 천국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까미귄섬

롬브론섬

레이테/소고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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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1월 고래상어 시즌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을 만날 수 있고,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수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과

여러 종류의 갯민숭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수

무수히 많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물고기 퍼레이드. 매년 12~2월에는 고래상어를 만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팔라완/투바타하리프
최소경비 : 3,500,000원~

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9/10월

투바타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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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소고도베이

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오키나와제도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일본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오키나와제도는 오키나와
본섬, 케라마열도(자마미섬, 아카지마, 토카시키섬), 미야코지마, 야에야
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
미코모토지마

이트가 개발되어 있다. 단 여름 태풍시즌을 피해야 한다.

오가사와라

참조 : 2016년 5/6월호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 연중/혹등고래 1~4월 중순, 향유고래 7~10월

특징 : 이즈반도(伊豆半島)의 끝에 위치한 미코모토지마(神子元島)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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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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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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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며 때에 따라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이때 해머헤드샤크(망치상어)의

순 사이에, 향유고래(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제

무리가 출몰한다. 또한 이즈반도는 이곳의 특별한 접사 생물들을 만나는
요나구니

것도 특별한 재미다.

도 연안에 찾아온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개복치까지도 볼 수 있다.
참조 : 2015년 5/6월호

참조 : 2015년 11/12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 집채만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이

특징 :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 힌

한 수중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그리고

무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가 경이롭다.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힌댕/힌무앙

고, 특히 리브어보드의 경우 이 기간에만 운행을 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5/6월

미얀마

Myanmar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 3~8월/성수기 4~5월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특징 : 인공섬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영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고,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천국. 아

업하는데 3~8월만 영업한다.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만난

름다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

호,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 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곳이다.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2018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최소경비 : 3,000,000원~

랑카얀섬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최소경비 : 2,990,000원~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

최소일정 : 6박 7일~

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시즌 : 4~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특징 : 랑카얀섬은 얕은 대륙붕위에 형성된 산호섬
으로 따듯한 수온과 풍부한 플랑크톤 그리고 잘 발
달된 산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하
시파단섬

는 산란장 역할을 한다. 특히, 4~6월 고래상어
(Whale Shark)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르당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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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리조트

최소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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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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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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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치

아직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과 특히 듀공을 볼 수 있
어 한번 꼭 가보아야 할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여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
에 모아둔 그곳, 라자암팟!

코모도

상히에섬은 리브어보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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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Indonesia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 풍광과 접사 생물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데라완제도

알로르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1월

시즌 :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 피사체를 모두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연장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OOOO년 O/O월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
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암본섬
리조트

접사 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암본섬

리브어보드

엄청난 크기의 망치상어 무리를 만나는 곳

반다씨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3~10월

시즌 :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

특징 :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Muck Diving)의 메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망치상

접사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어 엄청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다.

다. 망치상어 무리 하나로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가 있다.

데라완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

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이집트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가능/3~4월 Deep south/10~11월

시즌 : 6~7월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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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월에 최남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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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집트(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

은 시야

거나 조정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특징 : 이집트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곳은 리브어보드를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추천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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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팔라우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일정 : 4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상어를 동네 강아지처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팔라우. 블루홀, 블루코너, 저먼채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다이빙 지역. 숨을 쉴 수 있
는 공간이 있는 샹들리에 케이브와 난파선. 그리고
해파리호수와 산호머드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음력 그믐 전날에만 볼 수 있는 버팔로 무리의 스퍼
닝 쇼(Spawning Show)와 음력 보름 전날에만 볼 수
있는 레드스내퍼 무리의 스퍼닝 쇼가 압권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2018년 1/2월
괌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만타의 고향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최소경비 : 2,400,000원~

괌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12~4월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시즌 : 연중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이글레이

특징 :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클리닝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

대한 상어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레이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몰한 도카이마루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수 있다.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11/12월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넙은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 연중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

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도

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

가 높으나 28도의 따뜻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쾌

로 빽빽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

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산

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

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래

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

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코랄씨(Coral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Sea)에서는 아직도 건강한 호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통가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피지

통가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

시즌 : 7~10월

장 좋은 시야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

특징 :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으로 2m가 넘는

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7~8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겸비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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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바다사자 춤을…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바하캘리포니아

과달루페섬

(라파즈/코테즈해/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6~11월

시즌 : 11~6월

특징 : 과달루페섬(Guadalupe)은 멕시코의 바하캘

특징 :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승선 후 꼬박 하

리포니아반도 서쪽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태평양

루를 항해해야 만나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해양

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위대한 백상아리와 만남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들과 놀아주는

을 가능하게 한다. 남아공이나 호주의 백상아리 케

돌고래, 2인 1만타와 헤엄치기, 숨죽이고 만나는 헤

이지 다이빙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

머헤드샤크 무리는 물론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교감을 나누는 다이빙은 그 감동이 배가 된다. 라파
하와이

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는 바다사자
와 어르러져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면 엄청난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크기의 모블라(Mobula) 무리를 만날 수도 있다.

리브어보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갈라파고스라는 이름 앞에

하와이/코나

갈라파고스제도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경비 : 9,0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베스트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시즌

압권이고,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특징 :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는

있다.

다이버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다. 6~11월의 고래상어 시즌과 망치상어는 수온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

소코로섬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진
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수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도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과달루페섬
리브어보드

신비한 동굴의 빛을 찾아

남미의 파라다이스

유카탄반도(세노테/코즈멜섬)

카리브해
(벨리즈/바하마/쿠바/케이만제도)

코코스섬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6,500,000원~

시즌 : 연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11박 12일~

특징 : 멕시코 유카탄반도(Yu c at an)는 세노테

시즌 : 연중

시즌 : 년중

(Sinote)가 유명하다. 동굴의 두려움을 찬란한 빛으

특징 : 카리브해(Caribbean Sea)는 대서양과 멕시

특징 :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Cocos)은 야생 해양

로 극복한다. 초보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케번 다

코만에 접한 바다이다. 카리브해는 어족과 산호초가

생물의 보고이고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

이빙부터 전문 케이브 다이빙까지 모두 즐길 수 있

풍부하며, 벨리즈의 블루홀, 케이만군도, 바하마제

빙마다 수십 마리의 망치상어(H a m m e r H e a d

는 다양한 동굴이 있는 툴룸, 교육을 받아야 즐길 수

도, 쿠바 등 다양한 다이빙사이트가 있다. 카리브해

Shark)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코스섬은 건

있는 다이빙이지만 그 가치는 충분하다.

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고도에 따라 다소 다르며 따

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며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듯하고 습하며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거의 1년

우기는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코코스 섬에서의 다

갈라파고스제도

내내 햇볕이 좋으며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으로 건기

이빙은 건기보다 우기가 다이빙 적기이다.

와 습기를 가지고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코코스섬

멕시코 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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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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인도네시아 코모도 리브어보드

추석 이시가키

일정 8월 9~16일
특징	광복절 연휴에 떠나는 코모도 리브어보드. 범선의 정취와 함
께 인도네시아 최고의 포인트를 만나봅니다.

일정 9월 22~27일
특징	짧은 추석 연휴에 맞춘 딱! 맞는 일정.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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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렘베

필리핀 모알보알

일정 11월 중
특징	마크로 천국 렘베로 떠나는 사진여행. 함께 사진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일정 11월 20~26일
특징 다이빙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을 다이
빙의 세계로 안내하는 오픈워터교육 + 펀다이빙 일정입니다.

솔로몬 아일랜드 리브어보드

2019년 투바타하

일정 12월 예정
특징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아직 때묻지 않은 바다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태고의 바다 솔로몬으로 떠납니다.

일정 2019년 4월
특징 필리핀 최고의 사이트, 투바타하 리프로 떠나는 리브어보드
	
여행! 꼭 가보아야 하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2019년 시파단

2019년 6월 인도네시아 상가라키 리브어보드

일정 2019년 4월 13~20일
특징	설명이 필요한가요? 시파단은 시파단!!
본섬 다이빙 2일 진행

일정 2019년 6월 5~13일
특징	다이빙은 물론 해파리호수와 아기 거북의 방생도 볼 수 있는 알려
지지 않은 보석

2019년 여름휴가 갈라파고스
일정 2019년 8월 10~ 20일
특징	여름 휴가와 현충일 연휴를 묶어 특별한 갈라파고스를 만나러 떠납
니다. 평생에 한번 간다는 갈라파고스, 하루라도 빨리 다녀옵시다! 마
지막 1자리 남았습니다!

2019년 추석 갈라파고스
일정 2019년 9월 7~17일
특징 추석 연휴를 이용한 갈라파고스 평생여행! 마지막 1자리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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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항공권 문의처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8년 7월 2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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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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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10:55

● ● ● ● ● ● ●

18:45

21:55

● ● ● ● ● ●

12:20

17:20

23:10 04:15[+1]
07:45

11:05

18:55

22:30

12:25

16:50

23:20 04:40[+1]
08:10

11:10

20:35

23:40

00:20

05:20

항공사

● ● ● ● ● ● ●
● ● ● ● ● ● ●
● ● ● ● ● ●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31

인천 → 세부

20:05

23:30

● ● ● ● ● ●

06:25

● ● ● ● ● ● ●

KE632

세부 → 인천

01:00

OZ709

인천 → 세부

21:30 01:00[+1]

OZ710

세부 → 인천

02:00

PR485

인천 → 세부

08:30

12:00

PR484

세부 → 인천

00:50

06:25

Z29047

인천 → 세부

20:55

00:25

Z29048

세부 → 인천

14:25

19:55

7C2405
7C2465

● ● ● ● ● ● ●

14:10

19:35

7C2406

5J187

인천 → 마닐라

03:05

06:05

7C2466

5J188

마닐라 → 인천

17:10

22:40

Z20885

인천 → 마닐라

12:55

16:00

Z20884

마닐라 → 인천

07:10

12:10
22:20

7C2305

인천 → 마닐라

19:10

7C2306

마닐라 → 인천

23:10 04:05[+1]

● ● ● ● ● ● ●

LJ025
LJ022

● ● ● ● ● ● ●

08:05

LJ026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20:50 00:20[+1] ● ● ● ● ● ● ●
인천 → 세부

22:40 02:10[+1] ●
22:55 02:10[+1]

세부 → 인천
인천 → 세부
세부 → 인천

●
●

●
●

●

01:20

06:50

● ● ● ● ● ● ●

04:40

10:00

● ● ● ● ●

●

20:25 00:05[+1] ● ● ● ● ● ● ●
01:20

06:50

02:10

07:25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부산 ↔ 세부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19

부산 → 마닐라

20:35

23:25

PR418

마닐라 → 부산

14:35

19:3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인천↔ 클락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707

인천 → 클락

21:55 00:50[+1]

OZ708

클락 → 인천

02:00

06:50

PR493

인천 → 클락

23:15

02:35

● ●

● ●

PR492

클락 → 인천

16:55

21:15

● ●

● ●

● ● ● ● ● ● ●

인천↔ 보홀 (딱빌라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인천 → 보홀

02:45

06:15

2P2482

보홀 → 인천

17:05

23:00

- 항공 스케줄 및 편명은 각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이빙 후 비행시간 최소화를 위한 직항 스케줄만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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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운항구간

출발

도착

부산 → 세부

21:05

00:30

BX712

세부 → 부산

01:25

06:35

KE5773

부산/진해 → 세부

18:30

21:45

KE5774

세부 → 부산/진해

LJ037

부산 → 세부

22:05 01:20[+1]

LJ038

세부 → 부산

01:15

● ● ● ● ● ● ●
● ●

22:05 01:20[+1] ● ● ● ● ●
01:00

06:10

01:15

06:25
06:25

●
● ● ● ●

● ●

● ● ● ●

※ KE5773, KE5774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됩니다.

인천↔ 프에르토프린세사(팔라완)
항공사

2P2483

편명
BX711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75

인천 → 팔라완

08:00

11:35

PR474

팔라완 → 인천

00:50

06:30

PR477

부산 → 팔라완

19:35

23:15

PR476

팔라완 → 부산

13:20

18:3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기타 편
인천 ↔ 사이판
항공사

인천 ↔ 말레(몰디브)
편명

운항구간

OZ625

인천 → 사이판

OZ626

사이판 → 인천

7C3402
7C3404
7C3401
7C3403

인천 → 사이판
사이판 → 인천

출발

도착

19:40

01:10[+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KE473

인천 → 말레

23:50 07:00[+1] ●

20:15 01:45[+1] ● ● ● ● ● ●

KE474

말레 → 인천

15:40 07:00[+1]

02:20

06:00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14:20

02:50

06:30

SQ451

싱가포르→ 말레

23:25

15:35

09:30

15:10

22:10 03:40[+1]
16:10

19:45

04:45

08:30

항공사

●
●
● ● ● ● ● ●

KE677

인천 → 코롤

20:35 01:45[+1]

KE678

코롤 → 인천

02:55

OZ609

인천 → 코롤

OZ610

코롤 → 인천

출발

도착
08:10

KE5745

●

KE736

●

08:55
09:55

KE5746

●
●

23:10 04:00[+1]
05:00

●

●
●
●

편명

운항구간

KE629
KE630

출발

도착

18:05 00:10[+1]
덴파사르 → 인천

01:20

09:25

운항구간

출발

도착

LJ06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05

23:15

LJ062

코타키나발루 → 인천

00:30

06:40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0

23:35

ZE502

13:30

15:45

오키나와 → 인천

16:35

18:55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35

12:50

LJ246

오키나와 → 인천

13:50

16: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5747

부산 → 오키나와

08:05

10:05

KE5748

오키나와 → 부산

11:05

13:05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30

10:2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25

13: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대한항공 KE5747, KE574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됩니다.

● ● ● ● ● ● ●

● ● ● ● ● ● ●

인천 ↔ 호놀룰루(하와이)
항공사

편명
KE001

인천 ↔ 푸켓(태국)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KE638

푸켓 → 인천

23:15 07:40[+1] ●

OZ747

인천 → 푸켓

19:50 00:10[+1]

OZ748

푸켓 → 인천

01:30

09:30

● ●

부산 ↔ 나하(오키나와)

● ● ● ● ● ● ●

06:25

22:00

●

※ KE5745, KE5746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0:20

17:55

● ●

인천 → 오키나와

7C2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인천 → 푸켓

16:15

7C1801

● ● ● ● ● ● ●

KE637

● ● ● ● ● ● ●

14:00

7C1802

07:10

도착

● ● ● ● ● ● ●

21:35

●

23:20

20:15

12:50

15:05

19:10

출발

10:35

12:40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9:05

오키나와 → 인천

00:45

16:20

오키나와 → 인천

● ● ● ● ● ●

OZ171

코타키나발루 → 인천

운항구간

인천 → 오키나와

도착

●

7C2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편명

● ● ● ● ● ● ●

17:55

11:35

KE053

항공사

●

출발

09:15

인천 ↔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편명

●
●

15:40

인천 → 오키나와

항공사

항공사

운항구간

OZ172

●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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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 ↔ 나하(오키나와)
KE735

운항구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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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편명

도착

● ● ● ● ● ● ●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출발

●
●

●

● ●

●

● ● ● ● ● ● ●

KE054
KE002

운항구간
인천 → 호놀룰루
호놀룰루 → 인천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1:20

11:10

● ● ● ● ● ● ●

17:40

10:00

● ● ● ● ● ●

13:25 17:50[+1] ● ● ● ● ● ● ●
11:55

19:55[+1] ● ● ● ● ● ●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10:30

OZ231

호놀룰루 → 인천

12:10

17:10[+1]

HA460

인천 → 호놀룰루

22:00

1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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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459

호놀룰루 → 인천

13:00 20:10[+1]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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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필리핀 여행금지구역
불법 유통 총기, 이슬람반군 및 NPA 반군의 무장 게릴라 활동, 무장 게릴라

(0917-817-5703), 세부분관의 긴급번호(0917-808-3907) 또는 영사콜센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약 제조와 전국적인 판매 등으로 일부 지역의 치안이

(82-2-3210-0404)로 연락하면 된다.

불안한 바, 여행지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필리핀 수리가오(Surigao)
를 포함한 민다나오섬과 잠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는 여행

필리핀 체류 시 안전행동 수칙

금지지역으로 일반 여행객의 여행이 금지된 지역이다.

• 가급적 다중밀집시설(대형 쇼핑몰, 주요 관광지 등)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여권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

• 불필요한 야간외출(술집 등의 심야 방문) 자제해야 한다.

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 또

•	현지 체류 중 외출 시에는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신분증을 소지해

는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다. 필리핀 여행객들은 아래의 안전행동수칙을 참고하여 동기간 동안 본인의

야 한다.
•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안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주필리핀대사관의 긴급번호

필리핀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주의사항
•	필리핀 공항에서 출국 시, 1만 페소 및 1만 불 이상을 소지하거나, 총알 등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	필리핀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가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할 경
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뿐만 아니라 입국거부 사실이 있으면 차후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다.

<주필리핀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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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전여행을 위한 유의사항
동남아 여타국과 비교할 때 필리핀이 특별히 여행이 위험한 곳은 아니나, 아래의 필리핀 정치·사회·자연
환경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치안이 불안한 상태로 판단된다.
필리핀 국민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경
향이 있으며, Hiya(히야 : 체면, 부끄러움)를 매우 중시하며, 늘 웃으면서 싫어도 ‘yes’하는 친근함으로 타
인을 대한다. 그러나 타인의 공개적인 비판에 직면하면 쉽게 원한을 품게 되며, 이는 총기 살인 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외국인이 현지인을 유순하고 쉬운 상대로 착각하고,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여행 시 현지인의 감정을 자극하
는 언동이나 행동은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
필리핀은 날씨가 하루 동안에도 몇 차례 변하는 경우가 흔한데, 갑작스런 비, 바람으로 인해 관광객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필리핀에는 주요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어, 도박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치, 협박, 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당지 카지노 출입은 자제해야 한다. 세부시의 경우 주변
에 사제 총기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있어, 우범 지역에서는 노상 권총 강도 사건 등 주의가 필요하다.
동남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극심한 빈부 격차, 국민 절대 다수의 빈곤층(총 인구의 약 80%)
으로 인해 외국인은 돈을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주재국 사법여건상 범죄 발생 시 경찰에 신고
해도 범인이 검거되거나 귀중품이 회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필리핀의 위험지역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을 중심으로 이슬람 반군단체가, 북부 루손섬 산
악지역을 중심으로 공산반군이 활동하면서 정부군과 충돌하거나 각종 테
러ㆍ납치를 자행하고 있어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관광객 등은 홈
페이지의 여행경보를 참고하여 여행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여행 시에
시장 등 현지인이 많은 지역의 출입 혹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가급적 자제
할 필요가 있다.

여행금지지역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군도
특별여행경보지역 - 민다나오섬의 여행금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철수권고지역 -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긴급연락처 대사관 (63-2)85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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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의학

Q& A

Q 귀에서 소리가 ~~
다이빙을 배우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초반에 이퀄라이징이 안 되어서 밑으로 잘 내려가
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최근 수월하게 되어 풀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로워졌고, 이퀄
라이징도 잘되고 안 될 때는 무리하지 않으며 교육 첫날 이후로는 귀에 무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연습을 하고 왔는데요. 이퀄라이징 타이밍을 놓쳐서 약간 압박을 받아
다시 약간 상승한 뒤 이퀄라이징을 해주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집에서 이퀄라이징을 연습했는데 소리가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이퀄라이징
을 할 때 ‘부욱~’ 이런 소리가 났는데, 왼쪽 귀는 평소처럼 ‘부욱~’ 거리는데 오른쪽 귀
에서 ‘삐융’(흡사 풍선을 분 뒤 입구를 손으로 쥐어 막고 있다가 아주 살짝 열었을 때 나
는 ‘삐융’ 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이어폰을 꽂고 듣는 것처럼 그랬고요.)
이라는 소리가 난 다음 다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평소처럼 ‘부욱~’ 거리다가 또 한참

글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

뒤에 해주니깐 또 ‘삐융’ 이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이빙 시 귀에 통증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어지러움이나 난청? 이명? 소리가 작게
들린다거나 크게 들린다거나 하는 것도 없는데요. 다이빙을 하고 온 날은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나요? 아니면 고막이 역압착된 상태일 수도 있나요?

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
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
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
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
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
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

A 조심하세요
다이빙은 물속에서 하니까 귀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귀지와 혼합되어 고막에 붙
어있으면 뭔지 버걱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하
강을 계속하면 중이강 내 출혈 혹은 삼출액이 생기고 이들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는
여전히 귀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별 걱정을 안해도 되지만 후자의 경
우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30년 다이버의 기구한 사연

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

저는 물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다이버입니다. 기구한 이야기를 한 마

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

디 드리자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다이빙을 해 오면서 한 번도 이퀄라이징이 쉽게 돼 본

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콧바람만 불어도 이퀄라이징이 되고, 침을 삼키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나 턱만 조금 비틀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이라 해도 발살바 이퀄라이징만 원칙대로 실
시하면 대부분의 다이버가 쉽게 이퀄라이징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코피 터져 가며 다른 다이버 눈치 봐가며 그래도 좋아하는 물이
라고 참 억지로 다이빙을 해 왔습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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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도대체 내 귀가 뭐가 문제인가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비중격
만곡증 교정 수술까지 했습니다. 기대를 했지만 역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퀄라이징
기술도 발살바로부터 토인비 프렌젤 BTV까지 다 시도해 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그

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다이버들에 비하면 정말

답변에 대한 답글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제 몸의 특

안타깝지만 제가 박사님 말씀하신 안할 말에 해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딱

성을 받아들입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느낌입니다. 불면 오히려 잠겨버리는 그 느낌. 저는 물 밖에서도 발살바

제 주위 다이버들을 보면 한 10% 정도가 저처럼 이퀄라이징에 애를 먹는

로 이퀄라이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인 듯한데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
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뭐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

Q 챔버 사용 기준

퀄라이징 테크닉을 살펴봐라 정도의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저는 동해안에서 취미로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경력 5년차인 48세 남자입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모르는 의학적인 특별한 경우들이 뭐가

니다. 로그 수는 200회 조금 넘습니다. 처음에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으로

또 있나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 봅니다. 보통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박

무감압 다이빙만 즐겼는데 속초 앞바다의 30~40m의 절경을 접하고 홀딱

사님만큼 다이빙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아서 말입니다.

반하여 최근에는 감압다이빙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춘
하추동의 설악산이 거꾸로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40m 이내에서 드라이슈

A 다이버의 영원한 숙제인 압력평형

트로 더블탱크(일반 공기)와 50% 산소 데코 탱크를 사용하며 나름 보수적

압력평형은 코와 인두 뒷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관(유스타키오 관)의 입

으로 감압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한다고 해도 여의치 않을

구로 공기를 중이강 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관의 입구에

때가 있어서 의도한 것보다 빨리 상승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경

는 Torus Tubarius라고 부르는 연골덩어리가 위치하고 있다가 우리가 침

미한 관절통 등 감압병 의심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박사님 기존 글들을

을 삼킬 때 이관을 살짝 열어주었다가 다시 닫아 줍니다. 즉 평소에는 이

보니 감압병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관이 닫힌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병적으로 열린 질환도 있습니다(Patent

두 가지입니다.

ET). 압력평형을 할 때는 이 이관의 입구에 있는 Torus Tubaius를 밀어서

하나는 감압병 증상이 현재 없는 경우나 사일런트 버블의 배출을 위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는 챔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비록 현

대부분(90%) 잘 열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10% 정도에서는 힘을

재 감압병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내에 미세버블이 잔류하는 상태라

가해서 불면 입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구를 닫아버리는 결과

면 챔버 시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게 이후 지속적인 다이빙을 위

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잘 되던 압력평형이 감기가 걸렸을 때 안

해서라도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최근 강릉 아산병원에 챔버 시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로 인해 이관의 입구가 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도입되어 몇몇이 같이 가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트록스를

이런 상태로 30년을 기구하게(?) 다이빙을 하셨다니 의지가 대단하다는

사용하면서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산소 라디칼에 대한 걱정입니다. 박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적었지만 압력평형의 요령은 왕도가 없습니다. 안

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체조직의 노화와 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

할 말은 절대 안될 사람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되다 안되다 하는 분

미 증명된 산소라디칼이 고농도 산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훨씬

이라면 압력평형의 요령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큽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반 공기만 사용한다고 해도 수심에 따라 산소

•	귀에 압력이 걸리기 전에 수면에서 미리 중이강 속에 공기를 조금 불어

부분압이 높아지니 이러한 위험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여

넣고 수면 아래로 약간 내려갑니다.

기에 대한 박사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	1~2m 내려가서 귀에 통증을 느끼기 전에 다
시 불어줍니다. 즉 이런 경우 압력평형이 아
니고 압력을 양압으로 만들어 주면서 하강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	발살바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
나 발살바를 하면서 턱을 좌우로 흔들어주면
torus가 움직이면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픈워터 다이버 교재 중에는 발살바가 뇌압
을 높여서 내이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Roung Window Rupture - 정원창
파열) 발살바는 가급적 하지 말고 프렌젤 토
인비 등 방법을 먼저해 보고 발살바를 하라
고 적혀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
금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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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sing Out / 고압 산소
질문 아래에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감압병 증상이 현재 없는 경우나 사일런트 버블의 배출을 위해서는
챔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비록 현재 감압
병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내에 미세버블이 잔류하는 상태라면 챔버 시
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게 이후 지속적인 다이빙을 위해서라도 필요
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최근 강릉 아산병원에 챔버 시술이 도입되어 몇몇이
서 같이 가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고 제 의견이 매우 고집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14년 6월에 제가 페이스북에 넋두리로 올려둔 글을 복
사해서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주기적인 질소 빼주기(Routine Gassing-Out)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다이버 중에서 아주 자주 다이빙을 하는 분들이나, 다이빙 강사 분들의 경우
질소가 장시간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가끔 고압 산소 챔버로 가서 소위
‘질소를 빼주기’ 해주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건 전혀 근거 없고, 필요 없고, 쓸데없는, 어
떻게 보면 오히려 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전혀 고려해볼 행위가 아
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소는 깊은 수심에서 공기(혼합물)를 호흡
할 때 보일의 법칙이나 달톤의 법칙이나 뭐 그런 물리적인 용어를 동원하지 않
아도 대부분 몸속으로 녹아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대부분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특히 무감압한계 내에서의 레크리에이
션 다이빙의 경우 한계를 지킨 경우 1분에 60피트(18m) 정도의 속도로 상승하
면 절대 대부분의 경우 감압병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질소는 서서히 몸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상승 속도에 보다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한
4~6m의 수심에서 3~5분의 안전 정지라거나 1분에 20피트(9m) 혹은 DAN에
서는 1분의 10m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한다거나 어떤 교육단체의 경우 1분에 3
미터라고 하는 매우 보수적인 상승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감압병이 상승병이라
는 것을 강조하는 많은 안전 절차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별 문제 없이 상승해서 충분하게 수면 휴식을 취했다면 짧게는 12시
간 길게는 24시간이 경과하면 몸 속에 고압의 질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좀 머쓱한 예를 들자면 우리 창자 속에 똥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
병 상태가 아닌 것처럼 조직 속에 미세한 양의 질소가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그건 절대 질병 상태가 아니고 실제 다이빙을 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면 창자의 경우처럼(우리는 계속 밥을 먹어야 하므로) 뭔가 남아 있는 것이 아
니라 완전하게 배출되어 버리고 육상의 기압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주기적
인 질소 빼주기 같은 행위는 전혀 무의미 한 행동이라는 것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짝이나 교육하는 학생이 감압병 증상이 있으면 챔버 시설로 가서
함께 챔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1주일 전에 났던 열 때문에 오늘 아스
피린을 먹지도 않고 어쩌면 다음 주에 걸릴 것 같은 편도선염 때문에 오늘 항
생제를 먹지 않는 것처럼 현재 걸려있지 않은 감압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건데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전혀 근거도
없는 이상한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서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산소 라디
칼에 대한 걱정입니다.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체조직의 노화와 암발생
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미 증명된 산소라디칼이 고농도 산소에 반복적으로

144 |

노출되었을 때 훨씬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귀 사진이 준비되면 긴급 전화로 전화를 한번 주고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

일반공기만 사용한다고 해도 수심에 따라 산소 부분압이 높아지니 이러

을 전송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 위험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산소는 몸속으로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혈류를 타고 조직으로 옮겨져서 인체 조직 세포의

Q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된 산

5일간 오픈워터 라이선스를 한 번에 따느라 4일째 되는 날 3회 다이빙, 5

소는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다시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다시 폐로 가서

일째 되는 날 오전 2회 딥다이빙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30m에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는 산소가 아닌 산소의 덩어리가 어떤 경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4시간

로로 체내에 존재하면서 내용은 산소이지만 전혀 인체 대사작용에 쓰이지

정도 휴식 후 새벽 2시 비행기로 4시간 비행하여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않는 산소 입자가 산소 라디컬(혹은 프리 레디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국 도착한 첫날 잠시 등이 따끔거렸던 기억이 있고 2일 정도 계속 울렁

체내의 어떤 이물질(Foreign Body)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거림이 남아있었고, 조금 괜찮아지는 듯하다가, 3일째 오전에 좀 괜찮고

수 있고 실제 최근 의학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수영을 좀 과하게 하고 왔더니 또 어지럽네요.

과연 다이빙을 하고 나면 체내에 산소 프리 레디컬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감압병인가요? 생활이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닌데, 챔버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산소 프리 레디컬은 고농

걸까요? 딱히 관절이나 피부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살짝

도의 산소를 흡입한다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소

어지럽고 울렁거리네요. 걱정이 됩니다.

배출에 도움이 크기 때문에 CNS 산소 중독의 위험성만 배제된다면 고농
도의 산소 흡입은 분명 다이빙 관련 질병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제 의

A 감압병

견입니다.

감압병이 맞습니다. 혹 그동안 챔버 치료를 받았다면 다행이고 아직 치료
를 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챔버 치료 받기를 권합니다.

답변에 대한 답글

항공기 탐승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가급적 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후에 필리핀(외국 어디가 되었든)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선택하고 그

그럼 비록 사이런트 버블이 있더라도 수면 후 휴식 시간이 충분하면 일반

전날은 오전 중에만 가급적 얕은 수심에서 나이트록스 다이빙하기를 권합

대기압하에서도 서서히 배출되어 나중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

니다.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다이빙을 하신 후에는 최소 18~24시간 혹

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일단 사

은 그보다 더 길게 수면휴식 후 항공기 탐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런트 버블이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배출이 안되고 축적된다는 생각때문
인 듯합니다.

Q 다이빙 후 이상 증상
현재 필리핀 코론에 있습니다. 렉다이빙이고요. 32세 건강한 남자이구요

Q 고막 수술 후 다이빙 여부

비흡연자입니다. 어드밴스 다이버이고요 슈트는 3mm를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고막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다이빙은 12회 정도 하였고요. 또

1일차 : 1차 최대수심 32m 37분(총 다이빙 시간) / 난파선

한 코비염이 있습니다. 비염수술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다이

2차 최대수심 26m 35분(총 다이빙 시간) / 난파선

빙 하고 나서 귀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 고막 봉합수술한 곳이 막이 얇아서

3차 최대수심 22m 24분(총 다이빙 시간) / 일반리프

다이빙을 권하지 않는데 계속해도 되는지요? 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2일차 :	1차 최대수심 32m / 31분(총 다이빙 시간) / 난파선 / 다이빙 도중
물속에서 코피(부비동압착으로 추정 / 하강 시 이퀄라이징이 잘 안

A 사진 준비되면 다시 연락주세요

되고 코피가 막 흐른 게 아니라 물속에서 한번 흐르고 출수 후 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를 풀었는데 응어리로 나오고 이후 안 나옴.)

고막 수술을 한 것과 비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막수술(봉합수술?)의

	2차 최대수심 25m / 29분(총 다이빙 시간) /난파선 / 수심 20m 지

경우 정확한 천공 부위와 천공 사이즈가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수술한 병

점 난파선 안에서 급작스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빠른 심장 펌핑),

원에 가서 수술 전 상태를 찍어둔 사진을 요구하고 현재 상태를 찍고 가능

레귤에이터 호흡은 문제가 없으나 숨을 쉬면서도 호흡곤란증세 느

하다면 수술기록지를 달라고 하십시오. 착한 의사는 줍니다. 실력이 없고

낌,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 몸이 차가워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면서 마비증세 느껴서 즉시 가이드에게 신호를 한 후 중도 출수(안

비염 - 모든 비염을 수술한다면 이비인후과가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습

전정지 및 상승시간 준수- 정말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차

니다. 다이빙 때문에 비염을 수술한다고 하면 압력평형이 안되는 경우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력평형에 문제

3차 : 이후 이상증세로 다이빙 스톱

가 없으면 수술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압력평형이 안된다

다이빙 1년 동안 딥다이빙도 많이 하고 90회 로그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

고 해서 비염수술을 했을 때 압력평형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

구요, 난파선은 인사이드 렉다이빙이었고 모두 천장형 통로였으며 긴장과

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면 단지 코 상태를 호전(코막힘 지나친

호흡이 엉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글 올리기 전에 여기저기 인터넷 찾

콧물, 악취 등)에 대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보고 지인에게 문의결과 감압병 증상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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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루가 지났으며 현재 증세는 급작스런 피곤함, 무기력, 경미한 근육

니다. 마비까지는 아니고, 피가 안통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

경련 및 평소호흡이 전보다 가파른 느낌이구 기침을 동반합니다. 모든 다

까요?(첫 번째 다이빙 때 손님 한명이 안전정지하다가 떠버려서 안전정지 1

이빙 일정은 현시간부로 취소했습니다. 1일차 다이빙부터 피곤함과 멍함과

분여를 남기고 같이 상승했습니다.) 수면 휴식시간 1시간 정도 후 3번째 다

무기력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빙을 진행하였고, 이상 증상 없이 다이빙을 진행하였습니다. 막판에 살

2일차 마지막 다이빙 때 왜 그런 증세가 왔는지 가장 궁금하고요. 정말 무

짝 두근거림이 오긴 했으나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서웠습니다. 한국으로 11월 4일이 귀국인데 감압병은 초기경증이라도 빨리

지난 마지막 며칠은(3일 정도?) 손발이 살짝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

치료받아야 한다는데요. 이런 프로필과 증상으로 보아 박사님의 소견과 치

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살짝 헐

료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1월 4일까지 다이빙은 하지 않을 겁

렁하게 맞는데 그때는 꽉 껴서 손가락을 바꿔 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니다만, 치료의 빠름과 나중의 중요성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빙 후, 샤워를 하고 나오니 양쪽 다리에 저림 현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통 혹은 혈액순환이 잘 안돼 생기는 증상일까요? 아니면 감압

A 챔버 치료

증 증상인가요? 여기서 다이빙은 멈추어야 할까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챔버 치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뚜렷한
감압병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중에서 겪었던 심장박동 문제는 비록 본인

A 감압병

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난파선 혹은 동굴 내부 침투 다이빙 시 다이버가

지금 계시는 리조트 혹은 함께 다이빙하는 다이브센터에서 나오셨으면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감압병이라는 것이

합니다. 다이버가 감압병 증상을 보이는데 -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

아니고 현재 느끼는 무기력, 근육 경련, 호흡 문제가 감압병 증상으로 판단

속 다이빙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용서도 안되

됩니다. 늦어졌지만 가능하다면 챔버 치료 받기를 권합니다.

는 일입니다. 지금 완전한 감압병 상태입니다. 다이빙 중단하고 챔버 치료

Q 다이빙 후 저림

이 안전합니다.

를 받도록 하십시오. 돈이 조금 든다고 해도 지금은 치료를 받아두는 것
현재 어드밴스 다이버이며 장기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2주 전, 다이빙 후 몸살같이 근육통 증상이 있어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현기증이 나는 증상이 있었
으나, 다음 날 괜찮아져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이완제 복용이 처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팔다리 저림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다리 저림 현상이 있었고, 다이빙 후에는 왼쪽 팔 저림현상
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양쪽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어 마사지를 받았고,
괜찮아졌습니다.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10월 1~3일까지 오전에 첫 다이빙은 늘 하강하다가 갑자기 두근거림, 심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박수 증가 및 공포감이 밀려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진정하고 다시 입수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하곤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온 수심이 8~9m 정도였습니다.(재입수가 위
험한건 알지만 배로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4~8일까지 다이빙 쉬다가 9일 날 다이빙을 나갔고 9일은 아무 문제없이,
저림 현상이나 두근거리는 증상 없이 다이빙을 마쳤으나 10일 날 첫 딥다
이빙 때 23m 지점에서 두근거림, 갑작스런 심박수 증가와 극심한 공포감
이 밀려와 가이드에게 수신호했는데 가이드가 제 눈을 보고는 부력조끼를
잡고는 안놔주더라고요. BCD에 공기를 넣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패닉
이 왔던 것 같은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이빙 진행 잘 했고, 갑작스
런 다이빙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빙 입
수할 때 두근거림 및 공포감(첫 번째만큼은 아니었지만) 때문에 하강하다
가 수면 위로 올라와 진정 후 재입수를 하였습니다.
같은 수심에서 라인 잡고 쉬면서 진정 후 합류하려 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라인이 눈에 안보이더라고요(14m에서 두근거림 및 공포감 증상 발생). 그
리고 10~13일 다이빙 쉬다가 14일, 오늘 다이빙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두 번째 다이빙 중 다이빙
시작 25분 정도부터 오른쪽 다리에 저림 현상이 나타났고 다이빙 후 배에
올라와 슈트를 벗는데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의 감각이 이상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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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아산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33-610-3114, http://www.gnah.co.kr/
■ 홍성의료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41-630-0114, http://www.hsmc.or.kr/
■ 통영 세계로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55-648-8275
http://www.francishosp.co.kr/web/
■ 사천 삼천포서울병 /고압산소치료실
Tel : 055-835-9900, http://www.3004sh.com/
■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033-741-1640
http://www.ywmc.or.kr/web/www/home
■ 대구 광개토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53-565-1190, http://www.burn119.com/
■ 제주의료원/고압산소 치료실
Tel : 064-720-2222, http://www.jejumed.com/
■ 서귀포의료원/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30-2222, http://www.jjsmc.or.kr/

Redang (Malaysia)
Redang Island(Malay : Pulau Redang) is an island in Terengganu, Malaysia.
It is one of the largest islands off the east coast of Peninsular Malaysia. It is famous for
its crystal clear waters and white sandy beaches. It is one of nine islands, which form a
marine sanctuary park offering snorkeling and diving opportunities for tourists.

Redang
Kuala Terengganu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coralredang.com.my

Malaysia

Kuala Lumpur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Singapore

The Diver’s Den
5 Star PADI Dive Center – Pulau Redang
르당섬의 대부분 다이빙사이트가
돌산호나 연산호의 군락으로 덮여 있고,
주변에는 물고기의 무리들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바다거북의 산란지로 바다거북의 천국이다.
르당섬은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그림같은 비치에
리조트가 위치해 있다.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에 비해
리조트나 다이빙 비용이 저렴하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수중사진가가
다이빙샵을 운영하고 있어 수중사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이빙샵은 3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영업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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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충격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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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심장충격기를 함께
요청한다.

전원켜기
심장충격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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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충격기 시행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심장충격 시행 멘트가 나올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심장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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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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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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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바닷속 해양생물 이야기를 그려주세요
해수부, 해양생물 콘텐츠(그림·웹툰)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과 함께 ‘2018년 해
양생물 콘텐츠(그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전은 해양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바다와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해양생
물’을 주제로 진행되며,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작품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
부장관상 5점,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119점 등 총 12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수상작품을 주요 기차역 등에 전시하고,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에도 게시하여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기
회로 삼을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을 계기로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70-4352-0375) 또는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
팀(☎02-3498-8697)으로 연락하면 된다.

필리핀항공,

인천-팔라완(푸에르토프린세사)
김해-팔라완(푸에르토프린세사) 직항 신규 취항
필리핀항공이 팔라완 직항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팔라완의 푸에르토프린세
사 공항은 스쿠버다이버들이 투바타하리프의 다이빙 여행 시 경유해야 하는
공항이다.
오는 6월 23일부터 인천발 팔라완(푸에르토 프린세사) 노선 매일 운항, 오는
7월 26일부터는 김해발 팔라완 노선 주4회(수·목·토·일) 운항예정이다.
운항 스케줄은 인천에서 8시에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11시 35분에 도착하며,
부산 김해공항에서는 오후 7시 35분 출발해 현지시간 10시 5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인천에서 팔라완까지는 4시간 35분, 김해에서는 4시간 20분이 소
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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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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지난 6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괌, 사이판,

행 수속개시로 항공과 철도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명역 도심공

하와이, 본토) 항공편 탑승수속이 개시되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출

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발하는 7개 국적사(대한, 아시아나, 제주,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진

밝혔다.

에어)의 모든 노선에 대하여 수속이 가능해졌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항공보안과 044-201-4189/4238

지난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 노선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하였으나, 5월 중 전 입점 항공사
별로 美교통보안청(TSA)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과 체크인 인력
의 보안질의 교육을 완료함에 따라 미국 교통보안청과 6월 초 수속 개
시에 합의하였다.
광명역 도심공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
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서울역 경유시보다 이동 및 수속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되고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트랙(T1: 2·3·4·5번 출국
장 승무원 통로/T2: 2개 전용통로)을 통한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수속을 하려면 미국 교통보
안청이 실시하는 까다로운 항공보안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광명역
도심공항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모두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이번 미국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국제선 탑승수속을 받고 있는 이용객들의 모습
<코레일 제공>

미국 하와이에서 선크림(자외선 차단제) 못 바른다
산호초 보호를 위한 선크림 판매금지법 의회 통과
미국 하와이(Hawaii)주가 산호초 보호를 위해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크림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고 바르지도 못한다.

선크림(자외선 차단제) 판매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하와이에선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휴양객들이 선크림을 바르고 수영할 때 이 성분

선크림을 함부로 바를 수 없게 된다.

이 바다에 녹아들면서 산호가 하얗게 변해 황폐화하는 ‘백화현상’이 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하와이주 의회가 미국 50개 주

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 역시 유전자가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중 최초로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들어 있는 선크림의 판매 및 유

생겨 하와이 정부는 골머리를 앓아 왔다.

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옥시벤존은 현재 판매되

하와이 하나우마만(Hanauma Bay)은 매일 약 2,600명의 피서객

는 자외선 차단제품 3,500종 이상에 함유돼 있다. 이 법은 사실상 대부

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스노클링 명소이다. 하이레티쿠스 환경연구소

분의 선크림을 대상으로 한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수년 전부터

(Haereticus Environmental Lab.)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 하나

하와이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우마만의 산호초에는 하루 평균 약 186㎏의 선크림이 쌓이고 있다. 하

데이비드 야타카 이게(David Yutaka Ige) 하와이 주지사가 ‘선크림 판매

와이주 육지·천연자원국은 하와이 바다 일부에서 옥시벤존 농도가 산

및 유통을 금지’ 법안에 서명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하와이에선 선

호초 안전치의 30배를 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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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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대법원,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다이빙업체 대표 무죄 확정
1심 금고 1년에 집유 2년 → 2심 무죄로 뒤집혀 → 대법원 무죄 확정
“현장 안전교육은 강사 역할… 책임 부과 못해”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에 교육생이 사망해 응급구조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
교육 및 수칙에 관한 설명은 자격증이 있는 현장의 강사가 할 역할이라며
업체 대표에게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 체험 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 2015년 7월 다이
빙사고 발생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러 온 교육생을 사
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정씨 업체 소속 다이빙강사
는 수심 32m에 도착한 후 교육생들을 약 4~5m 뒤쪽에 두고 혼자 앞만 보
면서 속도를 내 진행했다. 그 뒤를 급하게 따라 가던 교육생 중 한 명이 갑자
기 수면 위로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병원으로 이
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154 |

1심 판결은 “정씨는 수심 30m 이하로 입수하는 다이빙을 교육하는 위험한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판결은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해두지 않았다거나 안전관리 감독이나 구호, 응급조치 관련 과실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일 다이
빙 교육이 진행된 다이빙센터가 구조장비가 비치되지 않았다거나 교육을 실
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씨
는 다이빙센터 인근에 지상감독자를 배치했고 현지인 직원들도 센터에 대기
했으며 구조장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에게는 스
쿠버다이빙 자격 보유가 요구되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다이빙강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
전교육이나 수칙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다이빙강사가 해야 하는 역
할로 보이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
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에서 현장 안전 교육은 다이빙센터보다
는 다이빙강사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제13회 “빛흐름” 수중사진 전시회
수중사진동호회 “빛흐름”의 제13회 수중사진 전시회를 (주)아쿠아플라
넷의 협찬으로 6개월간 합니다. 장기간 하는 전시이니 여수로 여행하는
분들은 한번 들러 사진을 관람하세요.
일시 : 2018년 6월 5일~12월 31일(6개월간)
장소 : 전남 여수 아쿠아풀라넷 3층 마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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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Photo Festival, 2018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지난 6월 2일(토), 필리핀 세부막탄에 위치한 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카지노에서 제1회 PADI 포토 페스티발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으
며, 국내외의 PADI 다이브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행사의 목적은 PADI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다이빙 투어를 즐기며 PADI 다이버들께는 영상촬영대회를 통해 수상과 수중
사진 및 영상 촬영 실력을 뽐내었으며 우수한 성과를 낸 다이버에게 많은 상품이
포함된 시상을 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PADI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코스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에
게 코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PADI 센터 및 리조트와 멤버의
비지니스 증대와 PADI 리조트 및 다이빙 포인트 홍보 그리고 세부 지역 다이빙 리
조트 비지니스를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내외 다이빙 장비업체, 리조트와 필
리핀관광청, 세부퍼시픽항공으로부터 많은 협찬과 성원이 있었으며 상품들이 PADI
포토 페스티발 참가자에게 경품 및 상품으로 전달되었다.

일시 : 2018년 6월 2일
장소 : 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카지노 - 필리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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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Photo Festival, 2018

Wide

금상 성지나 Jina Seong

특상 이준규 Junkyu Lee
은상 정상우

PADI Photo Festival, 2018

Macro

금상 김지현 ji hyun kim

특상 이영숙 youngsook lee

은상 고보민 BOMI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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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Photo Festival, 2018

Land

금상 서외동

특상 장성훈 sunghun jang
은상 홍찬정 HongChan Jung

PADI Photo Festival, 2018

Video

금상 김태우 teau kim

특상 황인필 infeelh Wang

은상 채명록(세부막탄-비디오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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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주)우정사 / 오션챌린져
Mr. TABATA KENICHIRO, TABATA 본사 사장 방한
지난 6월 6일부터 3일간 Mr. TABATA KENICHIRO, TABATA 본사 사장 방

다이빙과 스노클링 시장의 확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해당 시장을 타켓

한하였다. TABATA 그룹은 TUSA, TUSA SPORT, REEF TOURER, VIEW 등

으로하는 장비 개발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정

다양한 수상, 수중 용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정사/오션챌린져

사/오션챌린져 전 임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상

는 한국 공식 수입업체로서 TABATA 그룹의 전 브랜드를 국내에 공급하고

당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있다. 금번 Mr. TABATA 사장의 방
한은 ASIA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
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
한 시장 조사와 마케팅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한
기간 내 대부분의 시간을 수영장
및 업체 방문에 할애할 정도로 Mr.
TABATA 사장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특히, 국내 프리

2018 국제 해양 안전 대전 참가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6월 20~22일까지 인
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8 국제 해양 안
전 대전에 참가하였다. 본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해
양 구조/수색 장비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
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사
는 표면공기공급시스템, CASIO 수중무선통신기
LOGOSEASE와 VIKING 드라이슈트 HAZ TECH 등
의 장비를 전시하여 수색, 구조 관련 종사자들의 많
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다. 특히, 금년 새롭게 출시된
SIDEKICK MASK는 소방 구조대뿐만 아니라 산업
잠수사와 일반 다이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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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람소리 스쿠바&펜션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완전 리모델링으로
새로 단장한 호텔식 룸과 화장실
•천정식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
•전 일정 식사 제공, 공항 픽업 가능
•넓은 잔디밭에서 제공되는 바베큐 파티
•보팅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펀 다이빙
•다이빙 교육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 완벽 지원
(더블탱크, 데코탱크 대여)
•스쿠터 교육 및 대여(최신형 스쿠터 8대 완비)
•수중사진 촬영 및 교육

연락처 010-742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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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스디렉터와 PADI 강사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린마스터

서울

노마다이브

서울

아쿠아마린

서울

정상우

김수열

한민주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T: 02-420-6171
010-5226-465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
1층 126호

W: nomadive.com
E: nomadive@gmail.com
T: 02-6012-5998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W: scubain.co.kr
E: scubain@naver.com
T: 010-5474-2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에버레저

서울

인투다이브

서울

스쿠버인포

서울

우인수

송관영

이호빈

W: everleisure.co.kr
E: wooinsu@hanmail.net
T: 02-456-7211
010-3704-87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W: intodive.com
E: kwanyoung.s@gmail.com
T: 02-420-9658
010-7419-965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유스틴하우스 102호

W: scubainfo.co.kr
E: hobin416@gmail.com
T: 010-8731-89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미광빌딩 2층

다이브트리

서울

다이브아카데미

서울

제로그래비티

서울

김용진

주호민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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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DiveAcademy.com
E: 474182@gmail.com
T: 010-9501-59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W: 네이버카페 제로그래비티
E: padi471381@naver.com
T: 010-9139-539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위너스1빌딩 707호

아피아프리다이빙 전문교육기관

서울

잠실스쿠버스쿨(잠실스쿠버풀장)

서울

리드마린코리아

서울

노명호

김진호

배경화

W: afia.kr
E: afia@afia.kr
T: 02-484-286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57,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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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eadmarine.co.kr
E: leadmarinekorea@naver.com
T: 010-7136-9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 1층

스쿠버인포

서울

마린파크

서울

다이브랩서울

서울

이윤상

박진만

윤종엽

W: scubainfo.co.kr
E: yoonsanglee@nate.com
T: 02-6977-6541
010-2740-8702
(센터)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0-9

W: marinepark.kr
E: 483093@live.co.kr
T: 070-7579-8098
010-3398-809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5-13번지 2층

W: divelab.co.kr
E: eru310@gmail.com
T: 02-6228-6009
010-4745-60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IE)

경북 울진 : 2018년 9월 1(토)~2일(일)
경북 울진 : 2018년 10월 27(토)~28일(일)

스쿠버인포

서울

스쿠버블

서울

스쿠버블

서울

유상규

노경빈

조인호

W: scubainfo.co.kr
E: best839@naver.com
T: 010-3365-42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
미광빌딩 2층

W: 스쿠버다이빙.com
E: roy@scubable.com
T: 02-413-2358
010-5531-02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아케이드
B1F 22호

W: 스쿠버다이빙.com
E: tomo@scubable.com
T: 02-413-2358
010-2707-73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아케이드
B1F 22호

잠실스쿠버스쿨(잠실스쿠버풀장)

서울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인천

수원여자대학교

경기

박근욱

강정훈

박성수

W: jsscuba.co.kr
E: jamsilscuba@naver.com
T: 010-9479-0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스쿠버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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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wc.ac.kr
E: padi@swc.ac.kr
T: 010-9053-8333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1098
해란캠퍼스

아이눈스쿠버

경기

고다이빙

경기

아이눈스쿠버

경기

김철현

임용우

박현정

W: inoon-scuba.com
E: abysmchk@nate.com
T: 010-3665-22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31-261-8878
010-6317-567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W: inoon-scuba.com
E: studioin00@naver.com
T: 010-4084-93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Go Pro Dive (고프로 다이브)

경기

일산스쿠버아카데미

경기

아이눈스쿠버

경기

홍찬정

윤재준

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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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lsanscuba.co.kr
E: pipin642@nate.com
T: 010-6351-7711
070-8801-77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W: inoon-scuba.com
E: LDW1010@nate.com
T: 031-905-2110
010-7414-21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PRODIVERS-BK DIVE

경기

CC 다이버스

광주

팬다스쿠바

대구

김병구

위영원

이현석

W : bkdive.com
E : bkdive@naver.com
T : 010-2388-799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7, 4층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T: 062-375-1886
010-3648-1886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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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코스 디렉터 Course Director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스쿠버인포-대전

대전

씨월드다이브센터

부산

박금옥

김한진

조영복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T: 042-822-0995
010-5408-48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2층

W: scubainfo.co.kr
E: scubainfo@naver.com
T: 010-8809-8875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
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W: seaworld-busan.co.kr
E: solpi21@naver.com
T: 051-626-3666
010-2722-811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55번길 1

베스트다이브

경남

스쿠버인포-문경

경북

남애스쿠버리조트

강원

김현찬

이태영

김정미

W: bestdiver.co.kr
E: kim462311@naver.com
T: 010-9310-137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9, 1층

W: scubainfo.co.kr
E: xoddlrha@hanmail.net
T: 010-3812-7172
경북 문경시 신흥로 212
(흥덕동)

W: namaescuba.com
E: namaescuba@naver.com
T: 033-673-4567
010-6334-4475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아쿠아스쿠바

제주

조이다이브

제주/서귀포

굿다이버

제주/서귀포

송태민

김동한

정혜영

W: aquascuba.co.kr
E: aquascuba@naver.com
T: 070-4634-3332
010-4871-55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블로그: naver.com/joydivejeju
E: joydivejeju@naver.com
T: 070-4548-2345
010-5135-10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W: gooddiver.com
E: jhy-0710@nate.com
T: 010-8869-2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1

리드마린

아닐라오

다이브랩

세부

이지다이브리조트

세부

서종열

한덕구

안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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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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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asydive.co.kr
E: easy_dive@naver.com
T: 070-8638-3409
Easydive, Punta Engano,
Lapu-Lapu, Cebu,
Philippines

PRODIVERS SAIPAN

사이판

블루워터다이브

보홀

엘시엘로 다이브 리조트

두마게티

이석기

김민혁

강창호

W : prosaipan.com
E : lee_seokki@hotmail.com
T : 010-6267-7394
070-4255-5525
Prodivers Saipan. Middle road.
Tanko Drive. As matsuis.
SAIPAN CNMI USA

W: bluewaterdive.com
E: mrgomc@gmail.com
T: 070-4845-7773
+63 917-670-1258
Blue Water Dive Resort,
Alona Beach Rd., Danao,
Panglao 6340

W: elcieloresort.com
E: play8281@naver.com
T: +63 917-560-9897
Elcielo dive resort,Masaplod
Norte,Dauin,Philippines.

아우라리조트

푸에르토갈레라

문운식
W : auradiveresort.com
E : muspadi70@gmail.com
T : +63 917-823-7117
Sabang, Puerto Galera,
5203, Philippines

다이브 센터
마린마스터

CC 다이버스

정상우 (서울)

위영원 (광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1층 126호
02-420-6171/010-5226-4653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062-375-1886/010-3648-1886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아쿠아마린

강정훈 (인천)

한민주 (서울)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080-272-1111/010-5256-308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02-539-0445/010-5474-2225

인투다이브

고다이빙

송관영 (서울)

임용우 (경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유스틴하우스 102호
02-420-9685/010-7419-965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031-261-8878/010-6317-5678

남애스쿠버리조트

다이브트리

김정미 (강원)

김용진 (서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033-673-4567/010-6334-447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02-422-6910/010-5216-6910

다이브아카데미

팬다스쿠바

주호민 (서울)

이현석 (대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010-9501-59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053-784-0808/010-8299-7777

아쿠아스쿠바

아이눈스쿠버

송태민 (제주/서울)

이달우 (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070-4634-3332/010-4871-5586
경기센터 : SEA U Dive센터
02-566-5586/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9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
(풍동 150-14) 2층
031-905-2110/010-7414-2110

이지다이브리조트

스쿠버블

안장원 (세부)

조인호 (서울)

Easydive, Punta Engano, Lapu-Lapu,
Cebu, Philippines
070-8638-34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B-703
02-413-2358/010-2707-7333

일산스쿠버아카데미
윤재준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070-8801-7711/010-6351-7711

다이브트리

서울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인천

김용진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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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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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눈스쿠버

경기

조이다이브

제주/서귀포

박현정

김동한

W: inoon-scuba.com
E: studioin00@naver.com
T: 010-4084-93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블로그: naver.com/joydivejeju
E: joydivejeju@naver.com
T: 070-4548-2345
010-5135-10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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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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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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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PADI 다이버들의 축제에 참여 하세요!
지금 PADI 코스에 등록하고, 평생 잊지 못할 휴가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받으세요.
모든 다이버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환상적인 제주에서 멋진 다이빙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PADI 다이빙
페스티벌
2018년 11월 10일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5시 - 10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24 (우.63547)

참가 신청은 padi.c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PADI 리미티드
에디션 스페셜
선물 증정

*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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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에 포함 되는 것은 리미티드 에디션 스페셜 PADI 티셔츠,
드라이백, 멀티스카프, 나이론 스포츠백, 저녁식사, 음료, 파티,
행운 추첨권!
 PADI 다이브 센터, 리조트 또는 PADI 공식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합니다
 예약은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티켓은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PADI 다이브 센터, 리조트 또는 PADI 공식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시고 행운권 추첨으로 대박 상품 당첨에 기쁨을 누리세요!
© PADI 2018

“경력
“경력 12년의
13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교육일정(매일반) : 8월 10~19일(매일반)
10월 5~21일(금토일반)
- IE(강사시험) : 9월 1~2일(울진)/10월 27~28일(울진)
IDC(강사개발교육-푸켓 연합과정)
- 교육일정(매일반) : 12월 1, 2일(한국 오리엔테이션 및 스킬평가)
12월 8~14일(푸켓)
- IE(강사시험) : 12월 15~16일(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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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E - DISCOVER - INSPIRE

친구가 다이빙을 소개해주었을
때 , 나 는 PA D I 를 받 았 다

PA D I 오 픈 워 터 다 이 버 코 스 와 함 께 스 쿠 버 다 이 빙 의
세계를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더 자 세 한 정 보 를 위 해 p a d i . c o . k r 또 는 여 러 분 지 역 의 가 까 운 PA D I 다 이 브 숍 을 방 문 하 세 요 .

© PADI 2018.

PADI 고 다이브
나잇 & 친구와
함께 다이빙을!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우주로의 여행
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미지의 무한한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시면 한정판 PADI 멀티 스카프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
다.
padi.co.kr 에서 각 지역별 이벤트 스토어와
날짜 및 시간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이벤트
Get Your PADI and Win!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를 받고 콘테
스트 참가하세요.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 PADI 오픈워
터 다이버 코스”를 받은 후 느낀 점을 사
진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padi.co.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ADI 2018

대구·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PANDA SCUBA
대구 유일 강사개발센터
PADI 5STAR IDC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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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8년 6월 23~24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서귀포 다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브 센터’에서 6월 23~24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수경, 김미정, 조문석, 장수진, 강명수, 서상우, 함철희,
김건오, 김태관, 허서연, 안종철, 임성현, 우정우, 강성모, 서병찬, 이성희, 김혜
미, 조태구, 강진영, 박용길, 박순오, 박미영, 이정환, 김강산, 박철민, 김지용,
홍석원, 배유라, 이종국, 강미랑, 유광열, 백선희, 황호석, 방정은, 이봉자, 배혁
록, 김성화, 이영기, 장희선, 김호권, 성다영, 윤종우, 김명훈, 김시운, 황정현,
박수연, 정웅, 박철순, 한영희, 김도윤 총 51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
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Michelle Brunton, 영희심
슨,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
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
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2018 PADI 위험 관리 세미나(PADI Risk Management Seminar 2018)
서울

제주

2018년 6월 20일(수) 오후 6시부터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8

2018년 6월 23일(금) 오후 5시부터 제주 서귀포 빠레브 호텔 세미나실에서 2018

PADI 위험관리 세미나가 Michelle Brunton(Quality and Risk

PADI 위험관리 세미나가 Michelle Brunton(Quality and Risk Management Manager)

Management Manager) 씨의 주관으로 영희 심슨(지역 트레이닝 컨

씨의 주관으로 영희 심슨(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

설턴트),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씨와 함

(한국 지역 매니저) 씨와 함께 진행되었다.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15개 PADI

께 진행되었다. 18개 센터로부터 62명의 PADI 멤버들이 이번 세미나

다이브 센터로부터 총 36명의 PADI 멤버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였으며, 위험 관리

에 참가하였으며, 위험 관리 통계 및 실질적인 위험 관리 상황의 팁과

통계 및 실질적인 위험 관리 상황의 팁과 사고 사례를 다루었다.

사고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코스디렉터 선생님들과 멤버분들

다.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코스디렉터 선생님들과 멤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

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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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청, 세부 퍼시픽 항공과 함께하는 PADI 포토 페스티발 2018 - 세부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지난 6월 2일 토요일, 세부 막탄에 위치한 워

풍성하고 쾌적하게 저녁 만찬을 즐기며, 재미 가득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다.

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카지노(WATERFRONT AIRPORT HOTEL &

페스티발에는 국내외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의 멤버 및 다이버들이

CASINO) 제 1회 PADI 포토 페스티발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국

함께 참가하여 약 132명의 PADI 다이버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이

내외의 PADI 다이브 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벤트로써 더욱 빛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필리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핀 관광청에서 준비한 전통 공연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필리핀 전통 춤을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PADI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친목의 장

비롯하여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행사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을 마련하여, 함께 다이빙 투어를 즐기며 PADI 다이버들에게 사진 및 영상

이번 축제는 김부경(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마켓 매니저), 영희 심슨(PADI

촬영 대회를 통해 수중&수상 사진 및 영상 실력을 뽐내며 우수한 성과를 낸

아시아 퍼시픽, 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 Conny Jeppson(PADI 아시아 퍼시

다이버에게 시상을 했다. 행사 기간 동안 PADI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스페셜

픽, 필리핀 지역 매니저), 임나래(마케팅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티 코스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에게 코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

국내외 PADI 센터 및 리조트와 멤버의 비지니스 증대와 PADI 리조트 및 다

원 봉사를 하여 준 이하의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빙 포인트 홍보, 그리고 세부 지역 다이빙 리조트 비지니스를 활성화 하는

•이달우 - PADI 코스디렉터&아이눈 스쿠바 대표&옐로우 다이빙 대표

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수열 – PADI 코스디렉터&노마 다이브 대표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내외 다이빙 장비업체, 리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PADI 포토 페스티발을 위하여 많

트와 필리핀 관광청, 세부 퍼시픽 항공으로부터 많은 협찬과 성원이 있었으

은 협찬을 해준 국내외 협찬사 대표님들과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이번 행

며 상품들이 PADI 포토 페스티발 참가자에게 경품 및 상품으로 전달되었다.

사에 참가해준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PADI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
과 친구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9년 PADI 포토 페스티

업체명

대표전화

팩스

해성

02-6959-8697

02-6959-8698

www.scubapro.co.kr

하나프라자

02-478-8951

02-478-8951

www.hanaplaza.net

해왕

02-362-8251

02-364-9665

www.kingsports.co.kr

포스엘리먼트

02-423-6264

02-423-6265

www.fourthelement.kr

세부 퍼시픽 항공

발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www.cebupacificair.com/ko-kr

필리핀 관광청
스쿠바다이버

홈페이지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02-778-4981

02-778-4984

www.scubamedia.co.kr

이벤트 기간 동안 비교적 화창한 날씨로 각각의 다이브 리조트에서 다이빙
을 마친 PADI 다이버들은 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카지노에 오후 6시
까지 입장,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한 Tim
Hunt(Territory Director, PADI Asia Pacific)의 축제 오프닝을 시작으로 모두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 마코 다이브(S-26714) 대표 : 정진욱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라봉로 16

주소 : 대전 중구 대종로 583 101-103
전화 : 042) 345-8875
• 제주 다이브(S-26641) 대표 : 강규호

Authorised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 스쿠버 인포 - 대전(S-26671) 대표 : 이호빈

Product Number 50113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신규 EFR 센터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 스플래쉬 다이브 센터(S-26695) 대표 : 김진명

Authorized

• 제주 다이브 아쿠아 플라넷(S-26644) 대표 : 강규호
전화 : 064) 739-0900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19-1
전화 : 033) 671-212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월드컵로 84
전화 : 064) 739-3333

전화 : 010-2370-8214
• 버블탱크(S-26746) 대표 : 장기용

• CPR 교육 센터(S-26439) 대표 : 박현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84 2층
전화 : 010-2542-5764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793
전화 : 010-6819-2511

Product Number 64203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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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스트 참여자 중 심사를 통해 40분께 ‘휴대폰 방수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스쿠버 인포 - 대전(S-26671) 대표 : 이호빈

참가 : www.padi.co.kr 지역 이벤트 참조

주소 : 대전 중구 대종로 583 101-103
전화 : 042) 345-8875
• 오션트리(S-23181) 대표 : 양충홍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전화 : 064) 739-1239
• 마이 다이버스(S-23485) 대표 : 김재신

Authorised

5스타 업그레이드

★
★
★
★
★

Product Number 50115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 돌피노 다이버스(S-21713) 대표 : 최진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8길 20 1F
전화 : 02) 533-3398

Authorised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60
전화 : 010-8795-5551

★
★
★
★
★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 하세요!

Product Number 50120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Notice)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일시 : 2018년 7월 21일(토)
내용 : padi.co.kr 이벤트 참조 또는 국내외 PADI 센터에 문의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수면 위
세상과 수면 아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
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보존에 이르
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강사 시험(IE) 안내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판 PADI 멀티 스카프

일시 : 2018년 9월 1일(토)~2일(일)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장소 : 울진

아래에서 각 지역에서의 이벤트 스토어와 날짜 및 시간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세부 일정 및 참여를 원할 경우, 각 스토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를 받고 콘테스트 참가하기!
(Get your PADI & Win Contest)
일시 : 2018년 6월 25일~7월 31일

신청 가능한 PADI 스토어
지역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를 받은 후 느낀 점
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그 즐거웠던 추억에 관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서울

경기

부산

일시

스토어

2018년 6월 30일(토)
오전 10시

잠실 스쿠버 스쿨(S-249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제2수영장
02-2202-1333

2018년 7월 3일(화)
오후 6시

돌피노 다이버스(S-217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8길 20 1F
02-533-3398

2018년 7월 14일(토)
오후 7시

인투 다이브(S-223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36, 102호
02-420-9658

2018년 7월 13일(금)
오후 6시

아이눈 스쿠버(S-230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 2층
010-7414-2110

2018년 7월 20일(금)
오후 7시

씨월드 다이브 센터(S-6803)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55번길 1
051-626-3666

※ 이벤트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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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AGAINST DEBRIS

TM

우리의 대양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를 제거, 기록, 보고하기

PROJECTAWARE.ORG

DIVE AGAINST DEBRIS를 위한 5가지 단계
1. 어떻게 해양 쓰레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ive Against Debris 조사 가이드를
읽으십시오.
2. 쓰레기를 제거하고 발견한
내용들을 Dive Against Debris
데이타 카드에 기록하십시오.

3. 여러분의 수중 쓰레기 데이타를
Project AWARE의 온라인 데이타
송부 양식을 통해 보고하십시오.

4. 여러분의 조사 데이타를 보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조사
활동들을 보기 위해 Dive Against
Debris 지도를 방문하세요.

5. 여러분의 Dive Against Debris
조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데이타는 해양
쓰레기의 원천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고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PROJECTAWARE.ORG/DIVEAGAINSTDEBRIS
diveagainstdebris@projectaware.org

© Project AWARE Foundation 2018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초급교육부터 강사 교육,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SDI.TDI.ERDI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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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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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616-7775
63.927.710.6993
asitakwon@naver.com
seahorsedive.co.kr
카톡: seahorsedive

경상북도 포항

전라북도 익산

필리핀 세부

김동훈/Dive11&Cafe marine

노남진/남진수중잠수학교

권경혁/씨홀스다이브

070-8285-6306
+63.919.301.5555
divestone@hanmail.net
www.mcscu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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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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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아닐라오

경상북도

경기 일산

손의식/몬테칼로리조트

조동항/예천 스쿠버

반평규/반스테크니컬다이브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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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카톡: sc379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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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 축산

서울, 강원

필리핀 사방

전대헌/푸른바다리조트

이성호/경희대학교

국용관/파라다이스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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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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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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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

서울, 수원

이상욱/렛츠고 마린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액션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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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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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251-5175
010-3524-5175

경기도 파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

윤병철/자유로 스쿠버

이성오/데코스탑

김광호/원잠수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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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서울, 경기

울산광역시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김성진/공기놀이 스킨스쿠버

김현우/울산 아쿠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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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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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785-2961
010-6629-2961
vnfmsdyd@hanmail.net
www.smdiving.net

서울,경기

경상북도 포항

인천 송도

백승균/(주)테코

최지섭/Dive A&T

변이석/SM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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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17.655.1555
010-5103-3996
diverjerry@gmail.com
www.sunydivers.com
카톡: sunydivers

070-4686-1901
91.5487.5365
Sinchundivers.com
facebook: jaegon chun
카톡: Sinchun 1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보홀 팡글라오

박준호/홀릭다이브

양경진/써니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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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김해

대구광역시

서울

윤철현/장유 스쿠버

이명욱/스쿠버아카데미

양승환/씨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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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692-1080
63.917.621.3040
mgdiver@naver.com
www.1psdive.com
카톡: 1psdive

070-8269-6649
010-9999-7015
sudivers@naver.com
www.sudivers.com
카톡: sudivers

울산광역시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김만길/원피스다이브

신상철/수다이버스

010-3674-3501
sunuri@hyundai.com
카톡: su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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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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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서울, 경기

경상남도 창원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진영/언더더씨

안제성/바다여행잠수교실

070-8827-4389
010-4123-4389
www.jscuba.co.kr
kakao: jscuba

070-4366-3139
+63.915.331.5875
mangodive.co.kr
카톡: mangohous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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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필리핀 세부

인천 송도

오석재/제이스쿠버

윤웅/망고 다이브

김수은/Tech Korea

010-2554-8700
63.917.103.8857
www.whydive.co.kr
카톡: whydive

070-8836-7922
0915-290-3242
카톡: kko7922
kko7922@hanmail.net
www.aldive.co.kr

010-6320-1091
카톡: sms2744
sms2744@hanmail.net

필리핀 세부/제주도

필리핀 두마게티

대구광역시

홍근혁/WHYDIVE

김광오/ALDIVE RESORT

신명섭/청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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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 강사트레이너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01

03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02

04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 및 TDI, ERDI
강사 평가관

[참가 자격]
- 만 21세 이상
- 경력 2년 이상의 오픈워터 강사
- 다이버 자격증 200장 이상 발급

[과정 일시]
2019/01/17 ~ 2019/01/24

2018 프로모션
TDI 신규/크로스오버 강사

지금

TDI 신규 강사가 되면, 10장의 TDI 다이버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지역의 SDI.TDI.ERDI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세요.

www.tdisdi.co.kr

hq@tdisdi.co.kr

070-8806-6273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 KOREA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광저우 DRT

SDI/TDI/ERDI는 2018년 5월 10일(목)~17일(목)까지 용인 한화리조트에

SDI/TDI/ERDI는 6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광저우 DRT 쇼에 참가했다.

서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에는

이번 DRT에서 SDI는 중국, 홍콩 강사들을 대상으로 오픈워터 강사 크로스오

강문오 강사(울산, HISDI 스쿠버 팀)

버 바우쳐를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여우승 강사(오산, FW Scuba)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창훈 강사(팔라우, MK 다이브)

• Sunfish Diving(Louise Chau)

최경영 강사(경남 경산, 흑호 스쿠버)

• UR Diving(Raymond Chan)

김근철 강사(안양 다이버팩토리)

• Kiss Diving(Tan wen ju)

한현희 강사(서울 Reve 다이버스)

이상 세 곳의 센터가 부스 참가를 하였다.

김효영 강사(서울 경기 Team MAPD)
이정훈 강사(안양 다이버팩토리)
박진호 강사(보홀, 에덴 다이브)		
9명의 강사가 참가하였으며,
임영훈 트레이너(서울, 속초 에코다이버스)
허영도 트레이너(제주, 모비딕)
박정훈 트레이너(서울 BM스쿠버)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ITE) 과정 스탭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그 동안 SDI/TDI 트레이너로서 꾸준히 좋은 활동을 보여준 이주언,
양승훈 트레이너가 지난 수 년간 본부에서 주관하는 강사 트레이너 과정
(ITW)에 스탭으로 4회 이상 참가하고, 이번 ITW 기간 동안의 마지막 ITE
워크숍까지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아시아에서 일곱 번째 ITE(강사 트레이
너 평가관, Instructor Trainer Evaluator)가 되었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는
•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재호흡기(CCR) 다이버 교육
SDI/TDI/ERDI는 6월 6일(수)~6월 13일(수)까지 7박 8일간 괌 오션드래곤(최
세미 강사)에서 Inspiration과 SF2 1, 2단계 다이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본부 성재원 사무국장이 주최하여
윤형준 트레이너(아쿠아텍)

다이빙 강사로서 새로운 도전과 사업확장을 모색하고, 많은 노하우와 경

양승훈 트레이너(아쿠아텍)

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강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SDI/

이갑상 트레이너(동탄 테마스쿠버)

TDI/ERDI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최세미 강사(괌 오션 드래곤)

전화 : 070-8806-6273/hq@tdisdi.co.kr

배재현 강사(SDI 한국본부)
이상 5명의 다이버가 참가하였다.
재호흡기 1단계 교육은 완전폐쇄식 재호흡기의 원리와 역사, 기종에 관한 이해,
기종별 장비 조립 및 사전
다이빙 체크, 다이빙 시 유
의 사항, 다이빙 계획, 다이
빙 시 산소 부분압 체크, 문
제 해결, 다이빙 후 장비 해
체 및 관리 등에 대해 배우
며, 5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
제한 수역, 7시간의 개방수역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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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빌리티(Scubility) 강사 과정-성남

Mission Tech

SDI/TDI/ERDI KOREA에서는 6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

SDI/TDI/ERDI는 6월 16일(토) 수원 월드컵 수영장에서 Mission Tech 행사

기도 성남 종합운동장내 종합스포츠센터 아쿠아라인에서 장애인 스쿠버

를 개최했다.

(Scubility) 강사 과정을 실시하였다.

Mission Tech은 테크니컬 장비 체험행사로, 고가의 테크니컬 장비의 부담

스쿠빌리티는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이 스쿠버(SCUBA) 교육 프로

으로 인해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나 선뜻 접하기 힘들었던

그램을 통해서 다이빙할 수 있는 능력(Scubility)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가

다이버 또는 프리랜서 강사님들에게 각 업체의 드라이슈트, 더블탱크, 스쿠

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SDI 장애인 다이빙 과정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

터, 재호흡기 등을 수중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이다. 이미 영국, 미국 등에는 수많은 장애인 다이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봉

이번 행사는

사와 체험의 개념을 넘어 이미 다이빙 산업의 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

• SDI/TDI 한국본부(SF2 재호흡기)

되어 있다.

• 아쿠아텍(Submerge, AP Diving)

SDI에는 다음과 같은 스쿠빌리티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 대호무역(SF Tech, SEAYA)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 텍포유(OMS, Garmin)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4개의 부스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더블, 사이드마운트 시스템, 드라이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슈트, 스쿠터, 재호흡기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이번 과정에는
권성훈 트레이너(사이판 아띠다이브)
최성기 트레이너(아띠다이브)
윤형준 트레이너(아쿠아텍)
이정훈 트레이너(다이버팩토리)
김근철 트레이너(다이버팩토리)
양승환 트레이너(씨런웨이)
박봉제 강사(씨런웨이)
김상옥 강사
배재현 강사(SDI 한국본부)
이상 9명의 강사들이 참가하였다.

■예정 사항
참가자들은 장애에 따른 다이빙 교육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 따라 접근해
볼 수 있었고, 실제 장애인 다이버가 되어 봄으로써 학생이 교육 중 어떤

스쿠빌리티(Scubility) 강사 과정-제주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효과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SDI/TDI/ERDI KOREA는 7월 9일(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제주도 한경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면에 위치한 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에서 장애인 스쿠버(Scubility) 강사 과
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쿠빌리티는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이 스쿠버(SCUBA)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서 다이빙할 수 있는 능력(Scubility)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가
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SDI 장애인 다이빙 과정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
이다. 이미 영국, 미국 등에는 수많은 장애인 다이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봉
사와 체험의 개념을 넘어 이미 다이빙 산업의 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
어 있다.
SDI에는 다음과 같은 스쿠빌리티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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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개발 프로그램

Diving Pool Paradise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이번 과정은 스쿠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SDI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
으로 현재 프로모션 행사 중에 있으니, 관심 있는 강사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란다.

북경 DRT
SDI/TDI/ERDI는 2017년 8월 3일(금)~5일(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DRT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쇼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6년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연 이후 꾸준히 중국 시장

상시개장
365일 24시

거나 참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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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hq@tdisdi.co.kr/전화 : 070-8806-6273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며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광저우 쇼를 전후하여 오픈워터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쳐를 시행함에 따라 꾸준히 강사를 늘려가고 있다.
SDI/TDI/ERDI는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중국 지역의 다이빙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다이빙 사업 및 다이빙 시장에 관심이 있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과정
SDI/TDI/ERDI는 11월 18일(일)~26일(월)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
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꽃으로 평가되는 동굴 다이빙 과정은 천장이 막힌 대표적 환
경인 수중 동굴에 대한 기본적

Mares의 신뢰와 명성

인 이해와 보존, 사고 분석, 동
굴 다이빙 기술, 인식과 팀 역
학, 장비, 준비, 계획 등 다양한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이론 교육과 의사 소통, 안내
줄, 길찾기, 문제 해결 절차 등
에 관한 기술 실습, 개방수역
(동굴)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과정에 참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 마레스 랩(A/S) 지정점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타사 제품도 취급
▶

가를 원하는 분은 SDI/TDI/ERDI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Email : hq@tdisdi.co.kr
전화 : 070-880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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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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and dive with us!
스쿠바 다이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65년이 넘는 BSAC 역사 또한 몇몇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SAC는 다이빙 기술을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함께 다이빙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BSAC KOREA

www.bsac.co.kr

bsackoreahq@naver.com T : 1899-0231 FAX : 031-711-9793

Adventure with Experience, BSAC KOREA
BSAC KORE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윤국철(서울)
가자 세계로
010.5150.5674
phils114@hanmail.net

최종인(서울)
J-MARINE
010.5275.0635
spkji@naver.com

정상근(서울)
BLUE MARINE
010.3775.5718
skjeong@uos.ac.kr

김윤석(제주도)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sesplus@hanmail.net

이기호(경기도)
MP KOREA
010.5003.2255
mcbobos@hanmail.net

이병빈(강원도)
D&GP
010.5003.2255
halo43@hanmail.net

010.3591.0133
khan0426@hanmail.net

황철상(제주도)
010.5580.3971
kanlg@naver.com

서동수(경상도)
부산잠수센타
010.2957.5091
marinessu@hanmail.net

장동국(강원도)
Flipper Diving Centre
010.4703.8110
judo-dk@hanmail.net

최경식(경상도)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seaonee@hanmail.net

이민수(서울)
AQUA ZONE
010.7166.4656
ovlcman@naver.com

박재경(경상도)
WOW SCUBA CLUB
010.2560.2383
gyoungo@hanmail.net

김용식(필리핀)
M.B.OCEAN BLUE
070.7518.0180
dive1@naver.com

김옥주(전라도)
MARINEBOY
010.7227.5375
sociology99@naver.com

이진영(서울)
J.Y.SCUBA
010.6211.1847
lOj1y2@nate.com

이상호(경상도)
BUBBLE STORY
010.2504.8184
rcn8xx@naver.com

박성진(경상도)
원잠수다이빙센타
017.872.0309
tjdwls0070@hanmail.net

최우집(서울)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이우철(경기도)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cwoo752275@hanmail.net

beckham7411@hamail.ne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김한(경기도)
HEALING SCUBA CENTER

Learn to Scuba Dive with... BSAC KOREA

010-3591-0133

서
울

BLUE SCUBA

010-3757-6333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8

Yangyang Leisure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512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오륜빌딩 1108호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010-3732-4942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Poseidon Sub Aqua Club

010-3636-9596

The Sea Pirate

010-6361-6549

MARINE BOY

010-7227-537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
로얄스포츠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수전원2길 31-11
브라운 힐 403호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라

DIVING WORLD

010-4691-6663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6-16 다이빙월드

해

DIVE STORY

010-3115-1289

Aura Scuba & Tec

BRAY.SABANG, PUERTO GALEAR,
63-917-865-7448 PORIENTAL MINDORO, PHILIPPINES
5203

ATO Resort & Dive Center

070-8638-4547

M.B. OCEAN BLUE

070-7518-0180

BLUE DREAM CEBU

070-4644-7005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외

63-927129852

GUAM OCEAN DIVERS

671-688-2725

Club CEDA

070-4366-2400

EDEN DIVE

070-4645-0979

씨드림 리조트

010-5365-1247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GOGOGO RESORT

010-9304-689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455-3

Aqua Gallery Marine Resort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FLIPPER Divng Centre

010-4703-81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모래기 스쿠바

010-4340-5528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3-5

Leports Manager

010-4572-66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66 송호대학교

D&GP

010-4442-0470

강원도 속초시 교동 950-4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Anemone

010-2935-1355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48-1

다사 스쿠버

010-3798-939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58

WOW SCUBA CLUB

010-2560-2383

부산 영도구 동삼2동 1035-8

부산잠수센타

010-2957-509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66-24

블루드림호&스킨스쿠버

010-7761-584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로 80 1층

BUBBLE STORY

010-2504-8184

울산 남구 삼산동 1479-1, 굿모닝클리닉

수중날개 스킨스쿠버

053-582-1078

경북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310번지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14

1Day 2 Tank

010-9073-8537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 5길 12-15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제주시 이호1동 374-4 이호랜드 빨간말등대앞

걸라스쿠버

010-8447-3309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흙담솔로 26-2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 국제대학교1호관 1108-1호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 체육대학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Blueshark Diving Center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52-3번지

010-2286-3324

070-4028-4563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010-5364-0333

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61-1
조일프라자 B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광성프라자
501호

GSAC

CSAC

010-5127-6887

유원레포츠

청

010-4118-6100

Pax Scuba House

충

전

Diver Factory

강원도 강릉 사천면 사천진리 86-39

주

010-6390-741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010-5144-1155

제

BogleBogleDiving

010-9058-9933

해원다이브리조트

상

기

010-8875-7778

영진아쿠아존

경

경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

Seoul Sports Center

뉴서울다이빙풀

010-6370-0678

원

HEALING SCUBA CENTER

010-4109-6831

강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41-3(죽항동)

4202,solo,Mabini,Batangas, Philippines
Panagsama Beach 6032, Moalboal,
Cebu, Philippines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
Engano Mactan Cebu
P.O.BOX 1547 Koror, palau
47151 Morse Tessace Fremont,
CA 94539
Blueshark Dive Center,Buyong
Maribago LapuLapu City,
Cebu Phillipine
198 PARAISO STREET TAMUNING,
GUAM 96913
Club CEDA, Hadsan Beach Complex,
Brgy.Agus, Lapulapu City, CEBU
Phillipine, Bohol, Panglao,
clijo redpartm resort

www.bsac.co.kr
www.facebook.com/BSACKOREA
1899-0231
가까운 지역의 센터에서 다이빙 교육 및 상담문의

NEWS IN DIVING

BSAC KOREA
2018 BSAC 팬-페시픽 회의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 과정 완료

5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BSAC 팬페시픽 회의가 있었다.

6월 6~10일까지 강원도 사천의 해원리조트(BSAC 센터, 대표 박상용)에서 강

마침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 말레이시아 다이빙 전시회의 참관을 겸할 수 있

사 해양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3명(안영국, 이준석, 조선기)의 강사

었던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초에 예정된 태국 10주년 행사와 함께 BSAC 말

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마무리

레이시아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또한 영

되었으며, 스탭으로는 이병빈,

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업데이트와 관련한 전달 절차과 과정에 대해서 각국 대

조백종 강사가 참가했다. 이 과

표들의 요청사항이 논의되었다. 다음 회의는 2019년 초에 태국에서 진행될

정을 통해 이병빈 강사가 트레

예정이다.

이너로 임명되었다.

대학생 강사과정
7월 2일부터 대학생 강사를 위한 강사기본과정(IFC)이 본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대학생 강사교육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상근, 장동국 평가관과 최우
집,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7명
의 엄선된 강사후보생들이 참
가하였다. 이어서 진행될 해양
훈련과 평가는 6~10일까지 강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 과정 완료

원도 주문진의 영진 아쿠아존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28, 29일과 5월 5, 6일 2주간에 걸쳐 강원도 양양의 플리퍼 다이빙 센터
(BSAC 센터, 대표 장동국)에서 강사 해양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5명(하태규, 구본창, 이준혁, 임인성, 김현오)의 강사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진
행 되었으며, 스탭으로는 김한(힐링스쿠버), 최우집(서울스포츠클럽), 장동국

신규 센터 등록

(플리퍼) 트레이너 등이 해양훈련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정상근, 박종섭 등이

BSAC 신규 센터가 등록되었다.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등록한 D&GP(다이버와 좋은 사람들)은 최근에 트레이너로 임명된 이
병빈 트레이너가 오픈한 강사
훈련 센터이다. 이병빈 강사는
2000년에 BSAC Korea 최우수
강사를 수상하기도 했으며, 올
해 초 트레이너 워크샵과 강사
과정의 개최를 통하여 이번에
강사 트레이너로 임명되었다.

강사/센터 재등록 안내
하반기 BSAC 행사 진행 안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센터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2018-2019 강사 및 센터 등록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 수중사진(초급 및 강사과정) : 9월 1~2일(클럽 블루마린)

기간 : 2018년 8월 1~31일까지

• 강사기본과정(주말반) : 8월 25~26일, 9월 1~3일 (포세이돈 다이빙 클럽)

장소 : BSAC Korea 본부

• 강사해양과정 및 평가 : 10월 4~9일(제주도)

비용 : 센터등록신청서 및 강사등록신청서 상의 해당사항 확인 요망

• 가속감압절차 다이빙: 8월 15일(해원다이브리조트)

제출 : Fax. 031-711-9793, e-mail. bsackoreah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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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SCUBA) Intl.

Former

영덕 제이다이버스 (전길봉)

부산 씨킹스쿠버 (배봉수)

부산 아쿠아리우스 (백인탁)

서울 서울YMCA (류지한)

동해 DR-PDIC (김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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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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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44-2194, 010-6420-7535
busan100@gmail.com
blo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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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i-pdic.com

DIVER LEVELS

NEWS IN DIVING

PDIC/SEI/YMCA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 스킨스쿠버 강습회

PDIC-SEI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서는 요원들의 수중환경 구조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8년 여름철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중잠수 다이버 과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5월의 부산해양경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심폐소

찰서와 통영해양경찰서에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도 국제잠수지도자

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육센터(PDIC-SEI 본부)와 협력하여 2차에 걸쳐 25명의 다이버 양성을 위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 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하여 부산 DIT 잠수풀(대표 : 윤대건 IT)과 부산 태종대 시사이드(대표 : 배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봉수 IT, 조영주 IN)에서 이론교육과 제한수역, 개방수역 실습으로 진행되었

1. DRAM구조다이버&CPR-AED 강사 과정/공공안전다이버 강좌 소개

다. 부산해양경찰서와 통영해양경찰서 강습회에서 우수한 지도력을 인정받

- 일정 : 2018년 8월 16일(목)

은 PDIC-SEI 지도자들은 참여자들의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

2.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관리 강사 과정 : 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함으로서 진정한 수중레저의 최고의 전문 교육지도자임을 입증하였다.

3. 수중촬영&비디오 강사 과정 :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수고해주신 지도자님 : 심상우 교수, 윤대건 IT, 김덕환 IN, 김선우 IN, 김근

4. 나이트록스 강사 과정 : 일시 - 2018년 8월 31일(금)

한 IN, 이승현 IN, 이준 IN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이수과정 강습회 개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
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18년
제5차 교육이수과정 64시간 강습회를(서울YMCA : 8월 4~26일, 한국해양
대 : 8월 11일~9월 2일) 개최한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국가자격 수상구
조사 사전교육은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최고의 최정예 수상구
조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문의 : 서울YMCA 02-738-7799/한국해양대학교 051-410-4596

슈퍼바이저드 OW 다이버 과정 강습회
PDIC-SEI 경남교육센터(대표 : 정세홍 IT)와 부산DIT교육센터(대표 : 윤대
건IT)에서는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인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 38명

김학로, 정세홍 강사 트레이너
보트조종면허장 운영 및 교육관 활동

을 대상으로 6월 18~21일까지 창원종합실내수영장에서 4일간 과정으로

PDIC-SEI 김학로 강사트

PDIC 슈퍼바이저드 OW 다이버 과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해양계 특성화

레이너는 부산강사 보트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에서의 안전과 인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남해영

종면허 시험면제 교육기관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이 강습회는 해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을 책임운영자로서 교육

다이버 양성을 하고 있다.

을 진행 중이다. PDIC-SEI

수고해주신 강사님 : 정세홍 IT, 윤대근 IT, 최성호 IN, 김선우 IN, 정해암 IN,

코리아 맴버님들을 위하여

바다여행(대표 : 안광모 IT)

PDIC-SEI 강사 트레이너 양성 과정 개최

별도의 단체 교육도 운영
한다. 현재 2018년 8차 교육을 모집 중이며 무시험 취득 교육 일정으로 총
36시간(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을 통하여 면허증 발급 수료 과정을 매월

PDIC-SEI 강사 트레이너 프로그램은 최고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문 스

시행 중이다. 면허 취득 후 5마력 이상의 엔진을 사용하는 고무보트에서 부

쿠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PDIC-SEI 최고 레벨의 지도자 자격

터 20톤 미만까지의 모든 수상레저기구를(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운항할

과정이다.

수 있는 자격의 조종면허증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PDIC-SEI 강사 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까지 양성할 수 있는

• 교육신청 : 051-972-3872, 010-3804-3862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만21세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2년 이상과 각 레벨

• 책임운영자 : 김학로 사업본부장

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주소 :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50. 4층 401호

일정 : 2018년 8월 18~25일/문의 : 한국 본부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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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 보트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기관)

팸투어 모집

FIJI -Tonga

피지-통가 관광청의 도움으로 타이거 샤크와 혹등고래를 모두 만 날 수 있는 기회
일생에 딱 한번 ‘인생 shot’에 도전한다.

투어

1차팀 2018년 9월 20일~10월 3일
2차팀 2018년 9월 25일~10월 3일

포함사항

피지-통가 항공, 전일정 숙박 식사 차량

불포함사항
비용

인천-피지 항공권
1차팀 약 390만 원(피지/통가 다이브)
2차팀 약 300만 원(통가 다이브)

항공권 문의 액션스쿠바 02-3785-3535
투어문의
후원

노마다이브 02-6012-5998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02-778-4981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7일차
8~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인천 출발
난디 도착/피지 남부이동 코랄 다이브 1회
샤크다이빙 2회
코랄다이빙 2회
피지-통가 이동
고래와칭투어 오전중 출발 5시간 소요
리프다이빙 4회
통가 시내 자유관광 후 피지이동
피지-유명 Cloud 9 자유시간 즐기기
피지-인천이동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Deep Diver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K(침

몰선

Rebreather

)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퍼실리티

강사

IANTD KOREA(서울 02-486-2792)
DIVE LUDENS(성남 010-4612-7374)
MERMAN(서울 010-5053-6085)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The Ocean(서울 070-4412-0705)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리쿰 스쿠버(서울 010-3542-5288)
마리오스쿠버(대구 010-7526-4255)
마린파크(서울 010-3398-8098)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씨 텍(부산 010-2860-8091)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아팩스코리아(속초 010-5317-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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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승잠수 리조트(포항 054-256-2566)
해양 대국(욕지도 010-7358-7920)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강경택 (EANx)
강성인 (EANx)
강영철 (Adv. EANx)
강인한 (EANx)
고승우 (Adv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곽상훈 (Adv EANx)
권경호 (EANx)
권다의 (EANx)
권병환 (EANx)
권정웅(EANx)
김광호 (Adv. EANx)
김기종 (Adv EANx)
김기봉 (EANx)
김경백 (EANx)
김경진 (Adv. EANx)
김대철 (EANx)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동혁 (EANx)
김동현 (EANx)
김명옥 (EANx)
김민석 (EANx)
김민중 (EANx)
김봉관 (EANx)
김상길 (Adv. EANx)
김상윤 (EANx)
김석중 (Adv. EANx)
김수연 (EANx)
김성일 (EANx)
김성목 (EANx)
김성진 (Adv. EANx)
김성준 (EANx)
김성현 (EANx)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김영진 (EANx)
김용선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우승 (EANx)
김우진 (EANx)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김윤석
김재만
김정수
김종학
김진성
김진혁
김태한
김형규
김희명
김현중
김혜훈
류학열
문남이
문석래
문홍주
박기용
박상우
박상욱
박상용
박우진
박인균
박인철
박주은
박준오
박진우
박진영
박진만
박재형
박추열
방제웅
배창수
백명흠
서기봉
서계원
서동욱
서동욱
서원일
서윤석
서해성
서한덕
성용경
손경훈
손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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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EC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레저
다이빙

-18m

손종국
손종욱
송문희
송성환
송윤상
송의균
송태민
신길용
신상규
신동연
신명철
신민철
신연수
신재준
심현경
안종달
안태규
양민수
양명호
양성호
양용석
양인모
엄민용
염성일
염태환
오기택
오명석
오영길
오영돈
오춘수
우대희
유기정
유상민
유승재
유재종
윤두진
윤병수
윤성환
윤승녕
윤종한
윤형만
이경인
이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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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모 (EANx)
이동준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문용 (EANx)
이상범 (Adv.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신우 (Adv. EANx)
이수한 (Adv. EANx)
이우민 (Adv. EANx)
이영권 (EANx)
이웅규 (EANx)
이윤정 (EANx)
이재민 (Adv. EANx)
이재윤 (EANx)
이주영 (EANx)
이주헌 (Adv. EANx)
이주현 (Adv. EANx)
이준영 (EANx)
이대균 (Adv. EANx)
이태복 (EANx)
이학규 (EANx)
이호석 (Adv. EANx)
이행식 (Adv. EANx)
임길붕 (EANx)
임안 (Adv. EANx)
임영석 (EANx)
임동엽 (Adv. EANx)
임용한 (Adv. EANx)
임용호 (EANx)
임재환 (EANx)
임형진 (EANx)
장갑석 (EANx)
장두기 (EANx)
장용배(EANx)
장재용 (Adv. EANx)
장현욱 (EANx)
전선균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병국
정석환
정승규
정승욱
정종보
정재홍
정해진
조문신
조민구
조민석
조성호
조승원
조영철
조성우
주광철
지승용
지혜자
진호산
천대근
천세민
천세은
최규옥
최경준
최경호
최민석
최선호
최수영
최승천
최승호
최태현
한길형
한덕수
한승용
허정일
황일권
황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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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강사
김성일
신재준
염성일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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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IANTD KOREA
2018년 한국 다이빙 엑스포 참가

2018년 IANTD 강사 트레이너 과정

5월 24~27일까지 경기국제보트쇼와 한국 다이빙 엑스포를 일산 킨텍스에

2018년 6월 25~30일까지 필리핀 수빅에 있는 태평양해양산업에서 강사 트

서 개최 되었다. IANTD KOREA도 참가 하였으며, 총 6개의 부스를 설치하

레이너 과정을 실시하였다. 매년 제주 금능마린게스트 하우스에서 진행을

였고, 이전과는 다르게 부스 중앙에 직사각형 벽을 설치하여 IANTD 교육 프

하였는데, 태평양해양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진 트레이너의 초대로 실시

로그램, 홍보 게시물 및 장비 소개를 하였고, 부스 앞쪽에서는 다이버 관람

하게 되었다.

객을 위하여 다이빙 액세서리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며, 분당에서 다이브 루

태평양해양산업은 직원이 100명이 넘는 대형 수중공사업체로 전 세계 배를

덴스 다이브 샵을 운영하고 있는 신상규 강사가 샵 홍보 및 교육생 유치를

수리할 수 있는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주는 대형 배를 수리하고 있다. 본사

하였다. 많은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멤버들이 부스에 방문하여 주었다.

는 부산에 있고 10년 전부터 수빅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빅에는 수중공
사 외에 3층 건물에 8레인의 국제 경기 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는 와
우 샤크 다이브 센터(Wow Shark Dive Center)가 입주해 있으며 이번 강사
트레이너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트레이너(해양대) 이효진 트레
이너(태평양해양산업)가 같이 진행하였다. 트레이너 대상은 심재호 강사(자
이안트 강원지사), 정영락 강사(SWAT 스포츠), 임형진 강사(광고 촬영) 3명
이 선발되었고 5일간 이론 및 제한수역, 개방수역, 레스큐 등 강사교육에 필
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론은 필리핀 태평양해양산업의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제한수역은 수영장 2개 레인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개방수역 실습은 수빅의 난파선에서 실시하였는데 우기 철이
라 수중시야는 좋지 않아서 난파선 내부로 진입하였다. 난파선 내부는 외부
보다 좋은 시야를 유지하고 있었다. 난파선 가이드는 와우 샤크 다이브 센
터의 이동환 대표가 선두를 인도하였고 와우 샤크 다이브 센터에서 레저 다

IANTD 강사 평가

이버 교육을 맡고 있는 박철 강사가 뒤에서 안전하게 가이드를 하였다. 이
동환 대표는 난파선 전문가로 수빅의 많은 난파선을 탐사하고 있으며 난파

5월 21일 목요일 본부 사무실에서 홍장화 본부장님 주관으로 강사 평가가

선 통과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이번 다이빙은 LST와 엘 캐피탄에서 실시하였

진행 되었다. 이번 평가는 정영환 트레이너에게 교육 받은 김성일, 신재준

으며 난파선 통과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참가한 모든 강사 트레이너 후보는

강사 후보생과 유근목 트레이너에게 교육받은 이준영 강사 후보생이 평가

IANTD EANx 강사 트레이너로 인증되었다.

에 참여 하였으면 강사 후보생 모든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평가를 받았다.
신규 강사님의 안전다이빙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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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

울산 노틸러스 몰디브 투어

7월 1~4일까지 필리핀 수빅에서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실시하였다. 김

IANTD 퍼실리티로 울산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틸러스

강태 트레이너와 최용수 강사가 참가하였는데, 1일 3회씩 3일간 총 9회를

팀이 지난 5월 6~13일까지 몰디브 리브어보드 투어 진행하였다. 이번 리

난파선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다이빙 장소는 뉴욕함, LST, 엘 캐피탄에서 사

브어보드 투어는 강사 및 회원들 17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몰디브까지 가

이드 마운트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는 비행시간이 길어 힘든 점도 있었으나 잘 접하기 힘든 다양한 어종과 조

실습은 수면에서 밸브 점검을 하고 난파선 입구에서 2m 호스 점검, 버블 점

류 다이빙을 즐기면서 힘든 여정도 잊었다고 한다. 이번 투어로 회원들과의

검, 기체 점검을 하고, 잔압의 1/3만 사용하여 진입 계획을 세우고, 탐사 라

친목을 도모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노틸러스 팀에

인 설치법, 흐린물에서 비상 탈출, 공기공급탈출(터치 투 고). 잃어버린 버디

발전과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찾기, 블랙 마스크를 사용하고 잃어버린 라인 찾기, 수화, 라인애로우, 쿠키
사용법 등에 대해서 실습하였고 엉킴 상황에 대비하여 라인 절단 후 연결 방
법에 대해서 연습하였다.
이번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도 와우 샤크 다이브 센터를 이용하여 진행하
였고, 이동환 대표가 직접 그린 난파선 그림을 이용하여 난파선의 외부 및
내부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5분 거리의 전용부두에서 전용선을 이용하여 다
이빙을 하였다, 특히 뉴욕함은 2차 세계 대전에 일본의 침략으로 맥아더 장
군이 자침시킨 미군함으로 내부가 무척 복잡하였지만 멋진 브리핑으로, 편
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여름캠프 공지
7월 28~8월 6일까지 IANTD KOREA 여름캠프를 제주 수중산책(금능 마린
게스트 하우스)에서 실시한다. IANTD 멤버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레저
다이빙 이외에도 더블 실린더 다이빙,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수중 스쿠터,
난파선 다이빙, 탐사 다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수중산책은 기존 위치에서 2분 거리에 비양도와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3층 규모에 방 6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신축 건물로 장소를 이전하
여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본부 사무실로 연락 주기 바란다.

트라이믹스 다이빙
8월 13일 출발하여 14~24일까지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실시한다. 수심은
100미터까지이며 100회 이상 다이빙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단체는 상관없이
참가 가능하다. 과정은 EANx 다이버, 딥 다이버,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버,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트라이믹스 다이버, EANx 기체
블랜딩, 트라이믹스 기체 블랜딩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의 다이버 중
에 강사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부에 문의를 하여서 확인하여
야 한다. 다이빙 장소는 필리핀 막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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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일시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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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의 수화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
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값 50,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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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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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Reef Fish Identification Tropical Pacific
열대 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고기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진가 및 생물학자 4
명이 만든 열대 태평양 연안의 리프 물고기에
대한 가장 개괄적인 수중생물 안내서이다.
Gerald Allen, Roger Steene, Paul Humann
New World Publications | 2003년 10월 01일
가격: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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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코너의 열정과ㅏ 행복을 노래하다

꿈을 꾸게 하는 그 곳, 바다
온더코너의 이름으로 함께 했던 지난 몇 년간
의 추억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본 책은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다이빙 직
후의 생생한 후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온더코너 지음·240쪽·값 14,800원

Reef Creature Identification
Tropical Pacific

Nud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Indo-Pacific

열대 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고
기외의 수중생물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
진가 및 생물학자 2명이 만든 열대 태평양
연안의 물고기외의 수중생물 안내서이다.
Paul Humann, Ned Deloach | New World
Publications | 2010년 11월 15일
가격 60,000원

열대 인도-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누
디브랜치와 씨슬러그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진
가 및 생물학자가 만든 열대 인도-태평양 연안의
누디브랜치와 씨슬러그에 대한 안내서이다.
Terrence M. Gosliner, Terrence M. / Angel
Valdes / David W. Behrens |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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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정준환 저
_ISBN 979-11-87510-06-2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 치다!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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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이라는 굴곡
된 시선, 부정적 에너지
를 바꾸자.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사례를 통해, 게임 뒤에 감
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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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