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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2018

이젠, 엠팩다이브로
수중촬영을 즐기세요!

혁신브랜드
아이디어상품
스포츠/레저/여행부문 스포츠/레저/여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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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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아시아나항공

BIG 혜택!
10월 10일 ~ 11월 30일까지*

인천/부산 - 오키나와 노선 왕복 23kg 무료 수하물 추가 제공으로 멋진 다이빙을 체험하세요!
또한 오키나와에서 PADI 인정증을 취득하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LIFE

당첨자 혜택
- 아시아나항공 오키나와 왕복 티켓 2매 증정 (추첨 1명)
- SEASIR Aka 증정 숙박 2박 3일 + 자유 다이빙 5회 (추첨 2명)
- SEARSIR Naha 증정 자유 다이빙 3회 (추첨 3명)
- 홍스타 다이브 증정 자유 다이빙 3회 (추첨 2명)
- 서던 리프 오키나와 증정 자유 다이빙 2회 : 2인 이용가 (추첨 1명)
- Sherwood 코리아 증정 레귤레이터 1개 (추첨 1명)
- Sherwood 코리아 증정 옥토퍼스 1개 (추첨 1명)
- 다이빙 캐리 백 (추첨 1명)
-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 (OCVB) 에서 증정하는 스포츠 타월 1개 (선착순 60명)

참여 방법*
1.
2.
3.
4.

2018년 9월 10일 부터 - 10월 31일까지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 구매
항공권은 반드시 아시아나항공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구매
인천/부산 - 오키나와 노선 이용가능
프로모션 전체 이용약관 : padi.co/asiana-ksd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di.c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AD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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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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 신청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과월호 구입 안내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TEL. 02 - 778 - 4981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www.scubamedia.co.kr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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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8 Sep/ Oct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
수중

레저협회 인가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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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작 발표
수중사진작가
소개

Joel Ibarra (Mexico

)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잠수의학

침수폐부종
다이빙 장비의

게이지와 다이브 상식
컴퓨터

Guage & Dive

Computer

다이빙

법률
스쿠버다이빙과
관련된
성범죄, 강제추
행죄

Reader's Story

간절함과 열정으
로
나의 꿈을 이루다
‘윤식당’ 촬영지
인
인도네시아 롬복섬
길리 트라왕안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앞바다의 볼락
태풍

전자잡지 보기

Mexico La
Paz

SCUBA MEDIA

Sea of Cortez
Busuanga · Co
ron
Philippines
Palawan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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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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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지막 호를 발간하면서
글 구자광 (발행인)

한해의 끝자락에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속으로
바다도
나도 그렇게 물들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보면
날마다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나 지나고 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세상의 길
때로는 슬프고 시리게 했던 아픔도 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또 떠난다.
찾아가는 그곳엔 우리의 소중한 꿈들이 있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2018 November/December | 23

N O

L I M I T

SIDEMOUNT KATANA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COMPACT, RECHARGEABLE, POWERFUL, RELIABLE.

SOLATM Simply Better

THE MOST RELIABLE LIGHT IN THE INDUSTRY

CERTIFIED QUALITY

SMART

FACTORY S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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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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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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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FECT LIGHT

CHARGE STATUS

RECHAR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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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ED FL-1 STANDARD

BATTE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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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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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호 수상작 발표
금상
광각부문 민경호

접사부문 박인수

은상
광각부문 김태엽, 유혜주

접사부문 김환희

동상
광각부문 이묘순, 김지홍

접사부문 조아라

입선

권준택, 김환희, 노민식, 박동균, 박인수, 신동헌
서재범, 임수동, 이상훈, 전상근, 정선봉, 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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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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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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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사 :

(주)해왕잠수,

오션테그, (주)엠팩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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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민경호
병코돌고래(Bottle nosed Dolphin)
SONY ILCE-7RM3, f/1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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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태엽
수연(Water Lily)
SONY DSC-RX100M4, f/11, 1/80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유혜주
듀공(Dugong)
SONY ILCE-6500

f/5.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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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묘순
피쉬볼(Fish Ball)
NIKON D610, f/8, 1/10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지홍
바다사자(Sea lion)
Canon EOS 5D Mark III

f/7.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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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박인수
Sapsucking slug
Canon EOS 5DSR, f/11,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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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환희
헤리 쉬림프(Hairy Shrimp)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조아라
헤리 프로그피쉬(Hairy Frogfish)
SONY DSC-RX100M4, f/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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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권준택

입선 김환희

입선 신동헌

입선 전상근

입선 조수민

입선 노민식
2018 November/December | 35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박동균

입선 박인수

입선 정선봉

입선 서재범

입선 임수동

입선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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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
공
말
연

제28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18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제 28 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18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연말 공모전)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부분

응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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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마감일자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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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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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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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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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상작은 본지 2019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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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 수중생물을 변칙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대상

1

상금 100만 원과 상패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 수중생물에게 인공적인 음식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금상

2

상금 7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 수중생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의 꼬리, 산호의 폴립 등)

은상

2

상금 5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동상

2

상금 3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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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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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David
Salvatori
데이비드 살바토리

“Punky” sea horse. A Hippocampus guttulatus resting on a fan worm
(Sabella spallanzanii). Reggio Calabria(Italy), June 2018

David Salvatori

Italy
David Salvatori started underwater photography in 2008. His main interest today is
around nature photography and conservation issues, to which he devotes his travels
around the world.
As an amateur, he spends all of his time off planning and realising photographic
expeditions to raise awareness on some of the most endangered species of the planet.
He also loves writing articles on his trips, collaborating with well-known underwater
magazines around the world.
During these first 10 years of underwater activity, he has achieved many recognitions
and awards in som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underwater photography and
nature photography competitions.
In 2015 he has published his first photographic book, “Reflections from the Past”, a
physical and personal journey to tell a story about his life experience with water.
데이비드 살바토리(David Salvatori)는 2008년부터 수중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주요
관심사는 자연사진 촬영 및 자연보호 문제이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실적인
사진을 찍고 알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유명
한 수중잡지와 협력하여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수중촬영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주요한 국제적인 수중사진 및 자연사진 공모전에서 많
은 상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수중활동에 관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첫번째 사진집인 ‘과거의 고찰’을
출간했습니다.

David’s website : http://www.ilmaresonoio.com/

Sperm whales(Physeter macrocephalus, mother and calf) with my wife Cristina modelling between them. Dominica island, January 2014

Submerged ruins of a Middle-Age wind mill in the Italian lake of Capodacqua, April 2013.
This picture is in my book “Reflections of the Past”, a photographic journey in and around Capodacqua lake.

Back lit batfishes(Platax sp) under the jetty. Maratua island(Indonesia), January 2011

Pink river dolphins(Inia geoffrensis) in Rio Negro river. The Amazon(Brazil), August 2013

Large group of devilrays(Mobula tarapacana) at the surface. Ambrosio dive site in Santa Maria Island, Azores(Portugal),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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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ble Island, Nakwakto
Rapids, Port Hardy(Canada),
October 2015. This is a
legendary dive in British
Columbia’s backcountry, which
boasts some of the world’s
fastest ocean currents, clocked
at a blistering 16 knots. This is
the realm of giant gooseneck
barnacles(Pollicipes polymerus),
an oversize crustacean found
few other places, which grow in
mounds 30 to 50 feet dee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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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 bed completely covered by sea urchins.
Simon’s
44 |Town(South-Africa), March 2017

Common dolphin(Delphinus delphis) chasing a school of sardines and trying to trap them in a net of air bubbles
before setting out for the assault. Eastern Cape Wild Coast, South Africa, July 2018

Under the ice of Sassolo lake. Ticino(Switzerland), July 2013

MARINE LIFE -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If You’ve Seen One Coral,
You’ve Seen Them All – Not
다양한 산호의 무한한 가치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I will never forget the day one of our past US Presidents said

나는 과거 미국 대통령 한 분이 대중에게 “숲 하나를 보았으면 산

publically – “If you’ve seen one forest, you’ve seen them all.” What a

전체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날을 절대 잊지 못한다. 정말

negative, ignorant and disrespectful statement to make.

근시안적이고 무지하며 사려 깊지 않은 말이지 않은가.

A forest, like a coral reef is a complicated dynamic living machine,

하나의 산호초처럼 하나의 숲도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물군으로 언

with hundreds of cycles and interactions going on at any given

제라도 수백 번의 주기와 상호작용이 계속되는 곳이다. 숲처럼 산

moment. Coral reefs like forests come in many different flavors. In

호초도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해양에서 가장 역동

this month’s view of one of the most dynamic habitats in the ocean,

적인 서식지의 하나를 다루는데, 산호초를 형성하거나 그렇지 않은

we will look at the different kinds of corals, both those that form reefs

산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산호들, 그들이 어떻게 번식하고 성장하

and those that do not, how they reproduce and grow, and how they

는지, 또한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our atmosphere and the air we breathe.

보게 된다.

A healthy colony of soft coral.
건강한 연산호 군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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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ly algae, partially rock, mostly animals corals are marine invertebrates

부분적으로 조류이자 암초이고 동물인 산호는 자포동물문 산호충

in the class Anthozoa of phylum Cnidaria. Most species live in compact

강에 속하는 해양 무척추동물이다. 대부분의 종이 동일한 개체 폴

colonies of many identical individual polyps. The group includes the

립들이 빽빽이 들어찬 군체를 이루며 산다. 이러한 분류군에는 산

important reef builders that inhabit tropical oceans and secrete calcium

호초를 만드는 중요한 종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열대 해역에 서

carbonate to form a hard skeleton. Individual coral heads grow by asexual

식하고 탄산칼슘을 분비하여 단단한 골격을 형성한다. 개별 산호

reproduction of polyps. Corals also breed sexually by spawning: polyps of

언덕은 폴립들의 무성생식에 의해 커진다. 또한 산호는 산란에 의

the same species release gametes simultaneously over a period of one to

해 유성생식으로 번식하는데, 동일 종의 폴립들은 보름 즈음에 하

several nights around a full moon.

루에서 여러 밤에 걸쳐 동시에 생식세포를 방출한다.

People believed corals to be plants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when

사람들은 18세기까지 산호를 식물이라고 믿었는데, 이 시기가 되어

microscopic evaluation proved they were in fact animals, in fact very

서야 비로소 현미경 검사를 통해 그들이 실은 동물이고, 그들 없이

important animals, without which we cannot live. I know that sounds crazy,

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란 사실이 입증

but it’s true. Here we explore this fascinating group, and find out why.

됐다. 얼토당토않은 말로 들리겠지만 그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
는 이러한 매혹적인 분류군을 살펴보고 왜 그런지를 알아본다.

Let’s start with where corals live. The most common corals are
those that live in shallow tropical waters. Those are the species most
divers are familiar with, but there are many temperate, cold water
species, that do not rely on sunshine like their tropical counterparts.

먼저 산호가 사는 곳으로 시작해보자. 가장 흔한 산호는 얕은 열
대 해역에 사는 종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다이버들에게 친숙하지
만, 온대 및 냉대 해역의 종도 많고 열대 종처럼 햇빛에 의존하지
않는다.

➊

➊ Hard coral secrete calcium carbonate
to form reef structures.
경산호는 탄산칼슘을 분비하여 산호초
구조물을 형성한다.

➋ A typical hard, reef forming coral.
➋

산호초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경산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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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scientists have known about cold-water corals for nearly 250

과학자들은 거의 250년 동안 냉대 해역의 산호에 대해 알고 있었지

years, it’s only in the past few years that we’ve studied them. Unlike

만, 연구하게 된 것은 불과 과거 수년 사이다. 열대 산호와 달리 냉

tropical corals, cold-water corals don't have symbiotic algae living in

대 해역의 산호는 폴립에 사는 공생 조류가 없어 생존에 햇빛이 필

their polyps so they don’t need sunlight to survive. They feed solely by

요하지 않다. 오로지 주변 해수로부터 먹이 입자를 포획해 섭식한

capturing food particles from the surrounding water. Their polyps tend

다. 폴립은 열대 산호보다 훨씬 더 큰 경향을 보인다.

to be much bigger than tropical corals.
Cold-water coral reefs are commonly found in areas of high

냉대 해역의 산호초는 흔히 해류가 센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current flow. They live to depths of 40m down to 2,000m, in water

40m에서 깊게는 2,000m 깊이의 수심에서, 낮게는 4℃의 수온에서

temperatures as low as 4ºC. Examples include species like – the

산다. 예를 들어 바다 딸기(sea strawberry, Eunephthya rubriformis),

sea strawberry, Eunephthya rubriformis ; cup corals, Balanophyllia ; and

컵 산호(cup coral, Balanophyllia )와 히드라산호(hydrocoral,

hydrocorals like Allopora .

Allopora) 같은 종이 있다.

Cold water corals do not rely on symbiotic algae, as they are usually found at depths with little light
(left photo by Phil Garner)
냉대 해역의 산호는 대개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수심에서 발견되므로 공생 조류에 의존하지 않는다
(왼쪽 사진 Phil Garner).

Tropical corals fall into several categories: Hard or Stony
Corals, Soft Corals, Black Corals, and those we call the other
kinds. The polyps of stony corals have six-fold symmetry
while those of soft corals have eight. The mouth of each
polyp is surrounded by a ring of tentacles. In stony corals
these are cylindrical and taper to a point, but in soft corals
they are pinnate with side branches known as pinnules.

열대 해역의 산호는 경산호(hard coral) 또는 돌산호(stony
coral), 연산호(soft coral), 해송(black coral), 기타 산호 등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돌산호의 폴립은 여섯 겹의 대칭성 격
막(symmetry)을 가지고 있지만 연산호의 경우는 여덟 겹이
다. 각 폴립의 입은 고리를 이루는 촉수들로 둘러싸여 있다.
돌산호에서 이들 촉수는 원통형이고 점점 가늘어져 뾰족해지
Here we see the eight tentacles forming a single polyp of a soft coral.
사진에서 연산호의 단일 폴립을 형성하는 여덟 개의 촉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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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연산호에서는 깃가지(pinnule)라고 하는 곁가지들이 있
어 깃 모양을 하고 있다.

Most corals retract their tentacles during daylight and spread

대부분의 산호는 낮에 촉수를 오므렸다가 밤에 펼쳐 플랑크톤과

them out at night to catch plankton and other small organisms.

기타 작은 생물들을 잡는다. 또한 얕은 바다의 돌산호 및 연산호

Shallow water species of both stony and soft corals also support

종은 자신의 조직에 있는 황록공생조류를 지원하여 광합성을 통해

zooxanthellae in their tissue to supplement their diet through

식사를 보충한다. 이러한 종은 햇빛에 의존하고 항상 주간에 폴립

photosynthesis. These species depend on sunlight and are always

이 열린 채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이다.

found with polyps open in the daytime. We will discuss this further
later in this article.
Soft corals do not have a stony skeleton. In this group, the tissues

연산호는 석회질 골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분류군에서는 흔히

are often toughened by the presence of tiny skeletal elements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지는 골편(骨片, sclerite)이란 작은 골격 구조

known as sclerites, which are made from calcium carbonate. Soft

물이 있어 조직이 강화된다. 연산호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대부

corals are very variable in form and most are colonial. Most soft

분이 군체를 이룬다. 대부분의 연산호는 나무 또는 회초리 모양을

coral are tree-like or whiplike and have a central axial skeleton

하고 있고 조직 기질에 박혀 있는 중심 축성 골격을 가지고 있다.

embedded in the tissue matrix.
Black corals are rarely black in color externally; in fact various

해송은 거의 외견상 색상이 검은색이 아니며, 실제로 다양한 종이

species display many brilliant colors. The term “black” comes from

화려한 색상을 하고 있다. 해송의 영어명인 블랙 코럴에서 ‘블랙’은

the distinctive black or dark brown color of its nude skeleton, once

산호 폴립의 껍질을 제거하면 골격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검정색 또

the skin of coral polyps is removed. In some species the skeleton is

는 암갈색 색상에서 유래한다. 일부 종에서는 골격이 선홍색을 띤

bright red. In Hawaiian, black coral is called “ēkaha kū moana ” and

다. 하와이 사람들 사이에 해송은 ‘에카하 쿠 모아나(ēkaha kū moana)’

is the official state gem of the state of Hawaii.

라 불리고 하와이 주의 공식 주 보석이기도 하다.

➊➋
A dendronephya soft coral
showing sclerites (rod-like
elements) in their tissue.

➋

➊

덴드로네피아(dendronephya)
연산호로 조직에서 골편(막대 비
슷한 구조물)들이 보인다.

A typical black coral. 전형적인 해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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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p corals (Cirrhipathes ) host several species of crab, goby and shrimp

회초리 산호(whip coral, Cirrhipathe )는 게, 망둥이, 새우 등 여러

species. These species are hard to photograph as they play hide and

종들을 맞이한다. 이들 종은 사진에 담기가 어려운데, 숨바꼭질

seek, quickly retreating to the corals opposite side when a threat

을 하면서 위협이 임박하면 산호의 반대편으로 재빨리 퇴각하기

approaches.

때문이다.

Zoanthids belong to the order Zoantharia and are cnidarians commonly

버튼 산호류(zoanthids)는 버튼 산호목(Zoantharia)에 속하고

found in coral reefs, the deep sea and many other marine environments

산호초, 심해와 세계적으로 많은 기타 해양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

around the world. These marine critters form a variety of different

는 자포동물이다. 이들 해양생물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군체 형태

colonizing formations and in numerous colors. Some species are found

를 형성하며 수많은 색상을 띄고 있다. 일부 종은 다육질의 주근

as individual polyps, attached to the substrate by a fleshy stolon, while

(走根, stolon)에 의해 기질에 부착된 개체 폴립으로 발견되는 반

others form of numerous individuals.

면, 다른 일부는 수많은 개체로 형성되어 있다.

Zoanthids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colonial anthozoans and

버튼 산호류는 기타 군체 산호충류 및 연산호와 구분할 수 있는

soft corals by their characteristic of incorporating sand and other small

데, 그들은 모래와 기타 작은 물질을 자신의 조직으로 유입시켜

materials into their tissue to help give them a more solid structure.

보다 견고한 구조물을 가지도록 돕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➋

➊

➌

➊➋➌
Typical whip corals with associated species.
연관 종들과 함께 있는 전형적인 회초리 산호다.

➍
Incorporation of sediment into the tissue of the column
is a characteristic of zoanthids.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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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을 기둥의 조직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버튼 산호류
(zoanthids)의 특성이다.

One of the main identifying characteristics is that the tentacles of

주요 식별 특징의 하나는 각 폴립의 촉수들이 폴립 원반의 등 쪽

each polyp occur on the dorsal margin of the polyps disc. Often

가장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종종 단일 종이 수많은 색상 형태를 띌

times a single species may come in numerous color morphs. Most

수도 있다. 대부분의 종에는 조직 내에 황록공색조류가 들어 있어,

species contain zooxanthellae within their tissue and benefit from the

이러한 공생 투숙객에 의해 수행되는 광합성의 산물로부터 혜택을

products of photosynthesis carried on by this symbiotic house guest.

본다.

As we saw in our “Habitats and Territories” article, many zoanthids

우리가 기고한 ‘서식지와 영역’이란 글에서 보았듯이, 많은 버튼 산

live on other marine invertebrates like sponges.

호류는 해면과 같은 기타 해양 무척추동물 위에서 산다.

Earlier we suggested that coral is actually responsible for keeping us

앞서 우리는 산호가 실제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고 시사

alive. Hard to imagine, I agree. Corals are responsible for primary

했다. 상상하기 힘들지만 공감한다. 산호는 일차 생산력(primary

productivity, a biological process that captures and stores energy from

productivity), 즉 태양에서 에너지를 획득해 저장하는 생물학적

the sun. This energy can then be used in the life supporting process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생명을 지탱하는 광합

of photosynthesis. During photosynthesis harmful carbon dioxide and

성 과정에 쓰일 수 있다. 광합성 중에는 저장된 태양 에너지가 사용

water, use the stored sun’s energy to chemically produce sugar and

되어 유해한 이산화탄소와 물이 화학적 과정을 거쳐 당과 산소로

oxygen. The actual chemical reaction looks like this - 6 CO2 + 6 H2O,

전환된다. 실제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보면 6분자의 이산화탄소

➊

➋

➊➋
Some zoanthids live bored into the tissue of large
calcareous sponges.
일부 버튼 산호류는 큰 석회질 해면에 구멍을 뚫고 산다.

➌
Zooxanthellae within the tissue of this bubble coral
absorb sunlight and carry out photosynthesis.

➌

이 거품 산호(bubble coral)의 조직 내에 있는 황록공생조
류는 햇빛을 흡수해 광합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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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Energy from Sunlight and the result is a six carbon sugar (Glucose)

(6CO2)와 6분자의 물(6H2O)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추가되어

+ 6 O2. It is this oxygen that supports all the air breathing organisms

결과적으로 1분자의 당(포도당, C6H12O6)과 6분자의 산소(6O2)가

on earth.

생성된다. 지구상에서 공기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을 지탱하는 것
은 바로 이 산소다.

There are other communities that are responsible for primary

일차 생산력을 담당하는 기타 군락도 있지만, 산호는 그들을 모

productivity, but corals out perform all of them. Kelp beds along colder

두 능가한다. 좀 더 차가운 온대 해안을 따라 발견되는 켈프 군락

temperate shores convert up to 1900 grams of carbon per square meter

은 연간 제곱미터당 최대 1,900그램의 탄소를 전환한다. 민물 습

per year. Freshwater swamps and agricultural croplands convert up to

지와 농경지는 연간 제곱미터당 최대 1,800그램의 탄소를 처리한

1800 grams of carbon per square meter per year. Research indicates

다. 연구에 따르면 산호는 연간 제곱미터당 2,250그램의 탄소를

that corals convert up to 2250 grams of carbon per square meter per

전환한다. 이러한 산호는 생명을 지탱하는 산소를 생성할 뿐만

year. Not only does this generate life supporting oxygen, but it is the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해양 산성화를 막는 투쟁에서 일선 병사의

primary ecological soldier in the fight against ocean acidification – all

역할도 한다. 그 모든 이산화탄소가 산 대신에 산소로 변하기 때

that carbon dioxide going to oxygen rather than acid.

문이다.

Green pigment within the corals tissue gives away the presence of zooxanthellae. 산호 조직 내에 있는 초록빛 색소는 황록공생조류가 들어 있음을 나타낸다.

Corals provide a variety of protective habits for a myriad of fish and invertebrate species.
산호는 무수한 물고기 및 무척추동물 종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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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production of oxygen and the removal of acid is not a strong enough

산소의 생성과 산의 제거가 산호초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충분

argument for the importance of coral reefs, habitat creation certainly is.

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서식지를 만드는 것은 분명 그렇지

Reefs provide protection and sustenance for tens of thousands of species

않다. 이를 통해 산호초는 수만 종의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에게

of fish and invertebrates.

보호와 생존을 제공한다.

Species of coral can be unisexual or be hermaphroditic, being both male

산호 종은 단성생식을 하거나 암수 한 몸인 자웅동체일 수 있

and female. Each can reproduce sexually (about 25% of stony corals) and

다. 각각의 종은 단성(돌산호의 25% 정도) 및 무성(나머지

asexually (the remaining 75%).

75%) 생식을 할 수 있다.

About 75% of all reef building corals are "broadcast spawn" by releasing

산호초를 만드는 전체 산호의 약 75%는 ‘대량 산란’ 후 난자와

eggs and sperm—into the water to spread offspring. After fertilization

정자를 수중으로 방출하여 자손을 확산시킨다. 수정 후 처음으

a microscopic larva called a planula larvae is produced, and drifts in the

로 플라룰라(planula)라는 미세한 유생이 태어나서 해류를 따

currents until it settles.

라 표류하다가 정착한다.

Synchronous spawning of several species is very typical on the coral reef,

여러 종의 동시 산란은 산호초에서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며, 흔

and often, all corals spawn on the same night. Corals rely on environmental

히 모든 산호는 같은 밤에 산란한다. 산호는 종마다 다양한 환

cues, varying from species to species, to determine the proper time to

경적 신호에 의거하여 생식세포를 수중으로 방출할 적기를 판

release gametes into the water.

단한다.

The cues involve temperature
change, lunar cycle, day length,
and possibly chemical signaling.
The spawning event can be visually
dramatic, clouding the usually clear
water with gametes.

신호로는 수온 변화, 음력 주기, 낮
의 길이, 아마도 화학적 신호전달
등이 있다. 그러한 산란 행사는 평
상시의 맑은 물이 생식세포로 뿌옇
게 되면서 시각적으로 극적인 효과
를 연출할 수 있다.

Cup coral releasing sperm.
정자를 방출하는 컵 산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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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ubject often overlooked is do corals have predators? Of course

흔히 지나치는 한 가지 주제는 산호에게 포식자가 있냐는 것이

they do, all marine critters do. In the case of corals, they are fed on by

다. 물론 있고 모든 해양생물이 마찬가지다. 산호의 경우는 비늘

Parrot-fish, the Crown-of-Thorns seastar, Acanthaster, and numerous

돔(Parrot-fish), 악마 불가사리(Crown-of-Thorns seastar,

species of sea slugs, including many of the Phyllodesmium’s , Phestilla

Acanthaster ), 그리고 많은 필로데스뮴(Phyllodesmium ) 및 페스틸라

and most of the Tritonid’s.

(Phestilla) 종과 대부분의 트리토니드(Tritonid ) 종을 포함한 수많은 종
들의 바다 민달팽이에게 먹이가 된다.

Tropical corals are distributed around the globe in waters where

열대 산호는 세계적으로 수온이 21℃ 이상인 바다에 분포해 있다. 이

temperatures are above 70 degrees F. This is mainly between the

들 산호는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회귀선(23°26′12.8″)과 남회귀선

Tropic of Cancer (23°26′12.8″) north of the Equator and the Tropic of

(23°26′12.8″) 사이에 있다.

Capricorn (23°26′12.8″) south of the Equator.
Hermatypic corals build reefs, through Calcium Carbonate deposition.

산호초를 만드는 조초 산호류(造礁 珊瑚類, hermatypic corals)는

As the coral reef grows outward it goes through several stages. At

탄산칼슘의 퇴적을 통해 산호초를 만든다. 그 산호초는 확장하면

the shoreline of the island the growing reef is referred to a “Fringing

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 섬의 해안선 가까이에서 확장 중인 산호초는

Reef.” As the reef grows outward, water will fill in behind it, creating

‘거초(裾礁, fringing reef)’라고 한다. 그 산호초가 확장하면서 그

a lagoon. The reef is now referred to as a “Barrier Reef.”

뒤로 바닷물이 채워지면 석호(潟湖, lagoon)가 형성된다. 그러면 그
산호초는 이제 ‘보초(堡礁, barrier reef)’라고 한다.

Coral predators include
parrotfish, the Crownof-Thorns seastar and
numerous sea slugs
(lower right photo by
Phil Garner).
산호의 포식자들로는 비늘
돔(parrotfish), 악마 불가
사리(Crown-of-Thorns
seastar), 수많은 바다 민달
팽이 등이 있다(아래 오른
쪽 사진 Phil G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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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ly volcanic islands in the Pacific eventually collapse or sink as

대개 태평양의 화산섬들은 그 밑의 해양판이 섬을 화산의 열 공급원

the oceanic plate beneath it moves the island away from the volcanic

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결국 붕괴되거나 가라앉는다. 이럴 경우

heat source. When this happens what was an island is now a ring-

에 섬이었던 곳은 이제 고리 모양으로 석호를 둘러싸는 모습이 된

shape enclosing the lagoon. The island is now referred to as an “Atoll.”

다. 그러면 이러한 섬을 ‘환초(環礁, atoll)’라고 한다.

Regions like the Tuamotu Archipelago, in the Society Islands are

소시에테 제도(Society Islands, 남태평양 중부에 있는 프랑스령 제

made up of hundreds of coral atolls.

도)에 있는 투아모투 제도(Tuamotu Archipelago)와 같은 지역들
은 수백 개의 산호 환초로 이루어져 있다.

Coral bleaching has become a significant ecological event with

산호 백화(coral bleaching)는 우리가 현재 세계적으로 목격하고 있

the environmental changes we are currently seeing around the

는 환경 변화와 함께 심각한 생태학적 사안이 되었다. 산호는 온도,

globe. When corals are stressed by changes in conditions such as

빛 또는 영양분과 같은 조건들이 변화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temperature, light, or nutrients, they expel the symbiotic algae living

조직에서 사는 공생 조류를 내쫓아 완전히 흰색으로 변한다.

in their tissues, causing them to turn completely white.

A fringing reef grows out from the shoreline.

Typical coral atoll, volcano at center has sunk.

거초가 해안선에서 확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산호 환초로, 중심의 화산섬은 가라앉아 있다.

When a coral bleaches, it is not
necessarily dead. Corals can
survive a bleaching event, but
they are under more stress and are
subject to mortality. This has been
observed many times in recent
years.

산호에 백화가 일어나도 꼭 죽은
것은 아니다. 산호는 백화가 되어
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더 스트레
스를 받고 죽기 쉽다. 이러한 현상
은 근년에 많이 관찰되고 있다.
This coral colony appears to be regenerating polyps.
사진의 산호 군체는 폴립을 재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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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ost of us tend to equate coral bleaching with warmer than

우리는 대부분 산호 백화를 보통의 바다보다 더 더운 것과 동일시

usual waters, not all bleaching events are due to warm water. In

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백화 현상이 따듯한 바다에 기인하는 것

January 2010, cold water temperatures in the Florida Keys caused

은 아니다. 2010년 1월 플로리다 키스 제도(Florida Keys)에서는

a coral bleaching event that resulted in some coral death. Water

차가운 바다 온도가 산호 백화를 일으켰고 일부 산호가 죽기까지

temperatures dropped 12.06 degrees Fahrenheit lower than the typical

했다. 수온은 연중 이 시기에 관찰되는 통상적인 온도보다 6.7℃나

temperatures observed at this time of year.

떨어졌다.

One of the biggest effects of bleaching events is the dramatic decline

백화 현상이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의 하나는 산호초와 연관된 물고

in fish and invertebrate species associated with the reef. Often

기 및 무척추동물 종의 극적인 감소다. 흔히 백화를 일으킨 산호

bleached reefs become covered with meadows of algae. Recovery of

초는 조류 밭으로 덮이게 된다. 산호초에 서식하는 종의 역동적인

this dynamic collection of species can take longer than the recovery

무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산호초 자체를 회복시키는 일보다 더 오

of the reef itself.

래 걸릴 수 있다.

Ecologists have recently created the name “Extremophile Corals” for

생태학자들은 최근 대부분의 기타 종에게는 해로운 조건을 감내

a group of species that can tolerate conditions that would be harmful

할 수 있는, 즉 ‘극한’ 조건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종에 대해 ‘극한

to most other species, i.e. they are capable of tolerating “extreme”

성 산호(Extremophile Corals)’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conditions.
Corals on Australia’s Bonaparte Archipelago are subjected to extreme

호주의 보나파르트 제도(Bonaparte Archipelago)에서 서식하는

temperatures (up to 32.2 degrees C) during “Spring” tides when the

산호는 한 번에 수 시간 동안 물 위로 드러나는 ‘봄’ 조수기에 극

corals are above water for hours at a time. Some 225 species are

한 온도(최고 32.2℃)에 노출된다. 225종 정도가 그곳에서 번성

thriving there.

하고 있다.

Here a dying coral skeleton has become overgrown with algae, completely changing the reefs appearance and ecology.
사진에서 보듯이 죽어가는 산호 골격에 조류가 무성해 있어, 산호초의 모습과 생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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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➊➋
Corals exposed at low tides experience high
temperatures until the tide returns.
썰물 시 드러나는 산호는 조수가 되돌아올 때까지
고온에 노출된다.

➌
Does this bright coloration indicate healthiness
or impending dome?
사진에서 보는 밝은 색상은 건강함 혹은 임박한 종
말을 시사하는가?

➌

Similar resistant populations have been found in the Caribbean,

내성이 생긴 비슷한 개체군들이 카리브해, 미국령 사모아와 이라크

American Samoa and Iraq. These observations are a testament to

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들은 자연 선택의 증거다. 이 경우

Natural Selection. In this case, offspring with genes that allow them

에 고온에 살아남게 해주는 유전자를 지닌 자손은 살아서 번식해 자

to survive at higher temperatures live and reproduce, passing their

신의 놀라운 능력을 후대에 물려준다. 이런 유전자가 없는 자손은

amazing capability on to subsequent generations. Offspring without

그저 사멸해 그 개체군의 유전자 풀에서 자신의 특성을 지운다. 각

these genes simply die off, removing their characteristic from the

각의 새로운 세대는 점점 더 강해진다.

population’s genetic pool. Each new generation becomes stronger.
A recent article reported that humans have unrealistic beauty

최근의 한 기사에 따르면 인간은 건강한 산호초보다 예쁜 산호초를

standards for corals choosing pretty reefs over healthy ones.

선호해 산호에 대해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산

Vibrant images of coral reefs are popular features in glossy travel

호초의 강렬한 이미지는 고급 여행 잡지에 등장하는 인기물이다. 네

magazines. This spiraling kaleidoscope of neon corals leads many

온 산호의 소용돌이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

to believe that “pretty” must also mean “healthy.” Some biologists

쁜’이란 말은 또한 ‘건강한’이란 말을 의미하리라고 믿게 된다. 그러

however think something more sinister is often at play when corals

나 일부 생물학자들은 산호가 형광 색조로 변하면 흔히 보다 불길

turn a fluorescent shade. Studies show that turning bright colors can

한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에 의하면 밝은 색상으로

be a sign of death. Bright coloring is common in the early stages of

변하는 것은 죽음의 징후일 수 있다고 한다. 밝은 색상으로 전환되

bleaching events.

는 것은 백화 현상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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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the extreme beauty standards propagated by the fashion

패션 업계가 확산시키는 극단적인 미적 기준처럼, 연구에 따르면 우

industry, research suggests that our overexposure to only the most

리가 시각적으로 가장 화려한 산호초에만 과다 노출됨으로써 산호

visually striking coral reefs is shaping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초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가 형성되고 있

what a coral reef should look like.

다고 시사한다.

This same bias has been observed with attractive, charismatic

이와 동일한 편견이 산호초 생태계의 건강에 중요한 무척추동물보

vertebrates over invertebrates that are critical to the reef ecosystem

다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척추동물을 선호하는 것에서도 관

health.

찰되고 있다.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a coral reef that people value can

사람들이 비중을 두는 산호초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건강하고 지속

help focus conservation efforts to help maintain healthy sustainable

가능한 산호초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다. 산호초

coral reefs. Promoting sustainable, functional beauty in coral reefs

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고 기능적인 미를 홍보하는 것이 그들의 생

needs to be a higher priority when monitoring their ecology.

태계를 감시할 때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It’s all about educating people to see the beauty
in healthy reefs that can be sustained over time.

관건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
는 건강한 산호초의 미를 알아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Lush reefs like this are fragile but can be protected.
사진과 같이 무성한 산호초는 취약하지만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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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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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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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i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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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함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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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플 일 정 : 2019년 2월 1일(금) - 18:35 인천 출발 22:36 칸쿤 도착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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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RED SEA
South Sea of Egypt

홍해
이집트 남부 해안
글/사진 구자광, 드론촬영 신동헌, 이재한

터키

이라크

이집트
홍해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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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는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데 이런 건조한 사막기후는 육지에
서 살아가기에는 척박하지만 일년내내 일조량이 풍부해 해양생물이 살아가는데 최적
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홍해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같이 어울어져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색상의 열대어들이 산호를 감싸고 휘돌고
있다. 이 곳에는 l8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적어도 10%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종이다. 더군다나 이 곳은 대형어종이 서식하기에도 적합한 환경
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침몰한 흥미로운 난파선 사이트는 시야
까지 맑아 난파선의 전체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쿠버다이빙 지역 중의 하나로 다이버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집트의 다이빙사이트는 해양생물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직벽에 가
까운 월, 수심이 얕은 곳의 리프, 난파선, 여러개의 피나클과 드리프트 다이빙 등 모
든 레벨의 다이빙이 가능하다. 시야도 탁트여 딥 다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집트
의 다합은 프리다이빙의 메카이기도 하고 그 외 지역도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인기
가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생물로는 Grey Sharks, White-tip Reef sharks, Blacktip Reef sharks, Oceanic white-tip Sharks, Hammer-head Sharks, Tiger Sharks,
Thresher sharks, Whale Sharks, Dolphins, Dugo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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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해(Red Sea)와 이집트(Egypt)
홍해(Red Sea)

이집트(Egypt)

홍해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면적은 438,000km² 정도

정식 명칭은 이집트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이

이며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연결되며, 수에즈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약

며, 남북길이 1,055km 남쪽 국경선에 면한 동서 최대 너비는

2,100km 거리를 남동쪽으로 뻗은 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아덴만 및 인도양과

1,250km다. 해안선 길이가 2,450㎞이다.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이어진다. 최대 너비는 304km이다.

과 아카바 만, 홍해와 접해 있고, 남쪽은 수단, 서쪽은 리비아,

서쪽에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의 해안과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

북쪽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다. 수도는 카이로(Cairo)이다.

비아, 예멘의 해안과 접하고 있다. 홍해는 북단에서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수심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고대문명의 발상지였으며 7세기 이후

얕은 북서쪽의 수에즈 만과 북동쪽의 아카바 만(수심 1,676m)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편입되었으나 18세기부터는 프랑스·영국의

홍해로 유입되는 강이 없고 사막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부족하여 연간 2,000㎜가 넘

지배를 받았다. 1922년 2월 28일 영국에서 독립하여 왕국을 세

는 물이 증발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동쪽 수로를 통

웠으나 1952년 7월 쿠데타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부터

해 유입되는 해수가 이 증발된 물을 보충해준다. 년간 강수량이 부족하고 건조한 기

는 비동맹주의,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정책을 실시하였으

후와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바닷물의 염도가 높고 수온도 26℃(북부)에서 30℃(남

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호개방과 친서방 접근에 따른 자

부) 정도로 높다.

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홍해(紅海)라는 표기와 영어로 Red Sea라는 뜻 때문에 바다물이 붉은색을 띄는 것

국민의 97.6％가 이집트인이며, 나머지는 그리스인과 이탈리아

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바다와 같이 푸른색이다.

인이다.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 종교는 90％가 수니파 이슬람
교, 콥틱교 9%, 기독교 1%이다.

홍해라는 이름의 3가지 유래

이집트는 국토의 대부분이 기후가 건조하다. 겨울은 12~2월 사
이이며, 최고 온도가 20℃ 내외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다.

•	홍해 해안에는 수많은 산호초들이 자라고 있는데 보름 때, 물이 밀려 나가면 바닷속 깊

이집트의 여름은 3~11월까지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 있던 산호초들이 수면 가까이 자리잡게 된다. 그때 붉은 산호초들로 인해 바다가 온

덥고 건조한 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 지중해 연

통 붉게 보이는 데서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

안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하여 여행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	아카바 만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 만에 걸쳐 장대한 붉은 산맥들이 바다와 만
나는데 이때 붉은 빛이 바다에 비쳐 붉게 보이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
•	터키의 남쪽에 있어서 홍해가 되었다는 설. 투르크인들은 동-서-남-북-중앙에 각각
청-백-홍-흑-황색을 대응시키는 관념이 있다. 흑해가 터키의 북쪽에 있으며 이 명칭
이 오스만투르크가 들어선 15세기부터 사용되었다는 점, 또 터키어로 지중해는 백해라
고 하는 점(터키 서쪽이니까) 등이 그 근거로 언급된다.

Port Ga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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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여행 정보


홍해로 가는 방법
홍해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개의 국제공항을 이용한다. 샴엘

시차 GMT + 2시간(한국보다 7시간 늦음)
통화 이집트파운드(EGP), 1EGP = 63원(2018년 기준)
언어 아랍어

세이크 국제공항, 후루가다 국제공항, 마사알람 국제공항이다. 이집트에 있는 리
브어보드가 출발하는 항구는 4개가 있다. 이들은 Sharm El Sheikh, Hurghada,
Safaga 및 Marsa Alam 항이다.

전기 220V / 50Hz

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서 리브어보드가 출항하는 항구를 연결하는 일정을 잡는
것이 편리하다. 주변 나라에서 이 공항으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집트의 카이로로 이동한 후 국내선을 이용하여 승하선 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후 고온 건조, 온화한 겨울
비자	이집트를 방문코자 하는 한국 관광객은 사증과 6개
월 이상의 유효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이다. 터키의 이스탄불(Istanbul)을 경유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다이빙센터
나 리브어보드 스텝들은 손님이 도착하는 국제공항에서 왕복 교통편을 준비한다.

	①	출입국관리소(Passport Control)로 가기 전에 그 옆
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비자용 인지(25달러)를 구입

인천공항

12시간

이스탄불

한다.
	②	인지를 여권에 붙여서 입국 심사할 때 제출하면 된

터키

다. 여권에 비자번호가 들어간 스탬프와 날짜를 확
인한다.
12시간
3시간

이라크
카이로

이집트
1시간
1시간 20분 1시간

샴엘세이크
후루가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사알람

① 인천 - 이집트 카이로 - 샴엘세이크 Sharm El Sheikh
② 인천 - 이집트 카이로 - 후르가다 Hurghada
Marsa Alam Airport

③ 인천 - 터키 이스탄블 - 후르가다 Hurghada
④ 인천 - 이집트 카이로 - 마사알람 Marsa Alam

이집트 여행 시 금기사항

이집트의 여행 안전

이집트는 여자 혼자나 여자들만의 여행은 위험

한다. 이집트인들은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으므

이집트의 치안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조심하

한 곳이라 조심을 해야 한다. 또한 종교나 정치

로 중앙선에 멈추어 선다든지 차를 정차시키기

는 것이 좋다.

이야기는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한다. 특히 이집

위해 손을 든다든지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여행경보, 여행자제

트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나 이슬람 종교

행동이다.

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에 대한 험담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타 국가처럼 소매치기나 강도는 많지 않지만 소

특별여행경보

이스라엘에 관한 찬양이나 미국을 칭찬하는 언

지품 분실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이집트의 거

특별여행경보 발령(2014년 2월 17일) 시나이반도 지역

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리나 대중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

철수권고

이집트는 별도의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다. 이

수는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음

Sharm El-Sheikh를 제외한 시나이반도 전역 및 이집트-

집트를 여행 중인 한국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

료수는 탄산음료나 정화된 물 이외에는 가능한

리비아 국경지역 전역(국경도시 Salloum을 포함, 국경지

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어떠한 일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식당에서도 국물이 포

역으로부터 100km까지)

있어도 혼잡한 도로를 횡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함된 식사메뉴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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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해의 다이빙 환경
이집트는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데 이런 건조한 사막기

다이빙 시즌

후는 육지에서 살아가기에는 척박하지만 일년내내 일조량이 풍부해 해양

이집트는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다이빙을 하기에 가

생물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홍해는 경산호와 연

장 좋은 시기는 3~5월 또는 9~11월 사이이다. 홍해의 수온은 23~29℃이

산호가 같이 어울어져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 여름은 3mm 웻슈트, 겨울은 5mm 웻슈트를 추천한다.

다양한 색상의 열대어들이 산호를 감싸고 휘돌고 있다.

12월에서 2월은 이집트의 겨울이다. 이 시기에는 물은 매우 차갑지만,

이 곳에는 l8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적어도 10%

Oceanic White-tip Shark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겨울철은 관광객

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종이다. 더군다나 이 곳은 대형어종이 서식

들이 몰리는 성수기이다. 다이빙과 육상관광을 같이 하고 싶다면 이 시기

하기에도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침몰

가 가장 좋다. 3~5월은 이집트의 봄시즌이라 기온과 수온이 모두 쾌적하

한 흥미로운 난파선 사이트는 시야까지 맑아 난파선의 전체모습을 감상

다. 특히 홍해의 북부 지역에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쿠버다이빙 지

다이버들이 몰려 혼잡하다.

역 중의 하나로 다이버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집트의 다이빙사이트는 해

6~8월은 이집트의 비수기이다. 대지온도가 너무 뜨겁고 수온도 상승하여

양생물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다.

망치상어가 더 차가운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기이지만 6월에는 망치상어

직벽에 가까운 월, 수심이 얕은 곳의 리프, 난파선, 여러개의 피나클과 드리

무리를 볼 수도 있다. 다른 대형어종도 많이 볼 수 있다.

프트 다이빙 등 모든 레벨의 다이빙이 가능하다. 시야도 탁트여 딥 다이빙

9~11월은 이집트의 가을이다. 다시 기온과 수온이 따뜻하여 Thresher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다합은 프리다이빙의 메카이기도 하고 그 외

Sharks를 만날 수 있다. 이 시기도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시즌이다.

지역도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생물로는
Grey Sharks, White-tip Reef sharks, Black-tip Reef sharks, Oceanic

다이빙 방법

white-tip Sharks, Hammer-head Sharks, Tiger Sharks, Thresher

홍해의 다이빙은 리조트나 다이빙센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리브어보드 다

sharks, Whale Sharks, Dolphins, Dugong 등이다.

이빙을 하기에도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다이빙사이트가 육
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리브어보드 다이빙을 선택해야
다양한 다이빙사이트를 다 돌아볼 수 있다. 리브어보드도 풀챠터를 하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진다.
홍해는 다른바다보다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평상시 하는 웨
이트의 무게를 추가하여 조정해야 한다. 홍해의 대부분 다이빙센터와 리
브어보드는 호흡기가 딘타입(DIN Type)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요크타입
(YOKE Type)의 호흡기는 미리 딘타입으로 교체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호홉기 딘타입(DIN Type)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수중생물들
1월

2월

23~24℃
Dolphin
Dugong
Hammerhead Sharks
Manta Ray
Oceanic white-tip Sharks
Thresher Sharks
Whale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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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25~28℃

6월

7월

8월
28~30℃

9월

10월

11월

27~28℃

12월
26℃

Cairo

홍해 다이빙 지역
홍해의 다이빙은 주로 이집트와 수단에서 이루어지며,
크게 7지역으로 나눈다.
1 이집트 시나이반도(다합과 삼엘세이크 중심) - 불루홀과 산호초

Sinai

2 이집트 North(후루가다 중심) - 난파선과 산호초
Dahab

3 이집트 South(마르살람 중심) - 대형생물과 산호초

1

4 이집트 Deep South(마르살람 남쪽 지역) - 산호초

Dahab Bluehole

Thistlegorm
Shag Rock
Rosatie Moller
Sha'ab Umm Usk
Siyul Kebira

Hurgada

5 수단 North(포트수단 북쪽지역) - 난파선과 산호초

Sharm
EI-sheikh

Tiran Islands
Sha'ab Mahmoud Garden

6 수단 South(포트수단 남쪽지역)
7 수단 Deep South(포트수단 최남단지역)

Ras Mohammed
Abu Nuhas
Sha'ab el-Erg
Careless Reef

2
Safaga
Brothers Islands

3
Galib
Marsa Alam

Abu Dabbab
Elphinstone Reef
Shaab Marsa Alam
Shaab Samadai
Daedalus Reef
Marsa Shona

SAUDI ARABIA
EGYPT

4

Ras Banas
Berenice

Fury Shoal
Sataya Reef
Zabargad
Rocky Island
St. Johns

Abingtion
Angarosh
Qita'el Banna

5

Sha'ab Suedi-Bule Belt Wreck

SUDAN

Sha'ab Rumi-Precontinent
Sanganeb North

Port Sudan

Sanganeb South-West
Wingate Reef-Umbria Wreck

Sha'ab Jibna
6
Logan Reef
Keary Reef
Sha'ab Ambar South
Protector
Pinnacle
Barra Musa Saqir
Pender Reef
Loka Island
Dibsel
Masamirit
Karam Masamirit
Sha'ab Loka
Habili Dahrat Qab
Dahrat Qab
Miyum(Qab, Habili)
Darraka
Dahrat Abi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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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해의 다이빙사이트
이집트 남부해안

사이트 특징

홍해 다이빙 지역을 크게 나누면 이집트의 4지역과 수단 3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이집트 남부(South) 해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수심 : 5~40m

홍해의 이집트 남부해역의 주요 다이빙사이트는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

시야 : 15~35m

에 리브어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rsa Alam 인근 해안지역의

조류 : 강할 수 있다.

사이트와 Elphinstone Reef를 제외하고는 데이트립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수면상태 : 파도가 높을 수도 있다.

집트 남부지역에서 출발하는 리브어보드는 후루가다(Hurghada), 마르사갈

수온 : 23~30°C

리브(Marsa Ghalib), 마르살람(Marsa Alam)이다.

다이빙 레벨 : 어드벤스 이상

홍해의 이집트 남부해역은 북쪽해역보다 약간 더 따뜻하다. 수온은 7~9

다이빙사이트 수 : ~125

월 사이에는 28~30°C까지 상승한 후 10~11월 기온은 27~28°C로 내려

여행일수 : 1~2주

간다. 12~2월에는 26~23°C로 내려간 후 3~6월 사이에 25~28°C로 다
시 올라간다.

Brother Islands

SAUDI ARABIA

EGYPT

Sharm El Bahir

Port Galib
Sheikh Malek

SUDAN

Eiphinstone Reef
Abu Dabbab
Marsa Shagra

EGYPT
Marsa Alam

Sha'ab Marsa Alam

Sha'ab Samadai
(Dolphi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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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alus Reef

홍해의 듀공다이빙 특징
홍해에는 듀공을 보호하는 프로젝트가 없다. 가이드가 듀
공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듀공을 만지기도 한다.
듀공은 멸종위기 동물로 세계적으로 보호하는 동물이다.
사진 : 유혜주

홍해에도 듀공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마르살람 인근 해안
마르살람 인근의 해안가를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이빙사이트는 총 9곳
이며, 이곳의 특징은 경산호와 연산호가 어울어져 아름답고 드롭오프
지형이다.

Abu Dabab
마르살람 인근에 위치하고 바다거북, 듀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타레
이, 이글레이 등을 만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야간다이빙도 가능하다.
Sting Ray

Sheikh Malik
새로 발견된 듀공(Dugongs) 서식지이다. 기타피쉬(Guitar fish), 그린터
틀(Green Turtles), 스팅레이(Sting Rays) 등을 볼 수 있다.

Ras Szmadai(일명 Dolphin House)
사마다이(Samadai) 라군에는 돌고래가 200여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한
다. 운이 좋으면 돌고래 50마리 이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굴다이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주변환경이 깨끗하다.

Shaab Marsa Alam
동굴다이빙과 난파선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이다. 멋진 목조선박이 침
Scorpion Fish

몰되어 있어 다른 난파선과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Marsa Shona
Marsa Shoana는 마르살람 가까이에 있으며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
는 사이트이다. 바닥은 부드러운 하얀 산호가루가 반짝이고 있고, 슬
로프는 산호로 덮여 있다. 다양한 나비고기, 그린터틀(Green Turtles),
Sting Rays등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돌핀(Dolphins)와 듀공
(Dugongs)도 만날 수도 있다.

Stone Fish

Nudi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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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codile Flatheed

Spotted Snake Eel

Blackspotted Puffer

Parrot Fish

Porcup INE Fish

그린터틀(Green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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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코돌고래(Bottle Nosed Dolphin)

듀공(Dugong)
사진 : 신동헌

THE BROTHER ISLAND
브라더스(The Brother, 아랍어로 ‘엘 아크 하웬’)는 빅브라더와 리틀브라더

Little Brother(리틀브라더)

로 홍해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섬이다. 브라더스섬은 Al Qusayr의 해안에서

리틀브라더(Little Brother)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더섬의 작은 섬

67km 정도 떨어져 있다.

으로 빅브라더(Big Brother)의 남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빅브라더와
마찬가지로 조류가 강할 때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순간적으로

Big Brother(빅브라더)

변화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대형 Hawks-bill Turtles, Grey Reef Sharks,

Big Brother(빅브라더)에는 1883년 영국군에 의해 만들어진 등대가 있으

Thresher Sharks, Hammer-head Sharks, Napoleon Fish, Giant

며, 지금은 이집트 군대가 운영하고 있다. 빅브라더의 월은 거의 수직으로

Barracuda, Jack Fish, Tuna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날 수

되어 있어 내려다보면 푸른색으로 보인다. 월에는 일부 고르고니언 씨팬을

있다. 섬의 남동쪽에는 수심 20~40m에 걸쳐 고르고니언 숲(Gorgonian

포함하여 경산호와 연산호가 덮여 있으며, 산호에 안시아스(Anthias) 무리

Forest)이 자리 잡고 있고, 수심이 얕은 산호초마다 안시아스(Anthias) 무

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Giant Barracuda, Hawks-bill Turtles,

리가 춤을 추고 있다.

Grey Reef Sharks, Thresher Sharks, Oceanic White-tip Sharks 등을
볼 수 있고, 때때로 Hammer-head Sharks도 볼 수 있다. 빅브라더의 수
중에는 누미디아(Numidia, 수심 10~80m)와 아이다(Aida, 수심 28~60m)
라는 2개의 난파선이 있다.

Big Brother

Little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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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ic White-tip Shark

Thresher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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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아스(Anthias) 무리

아이다(Aida)

산호초 풍광

누미디아(Numidia)

바라쿠다(Barracuda)

Hamm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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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ALUS REEF(데달루스 리프)
Daedalus Reef는 Abu El Kizan(아부엘키잔)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암초

Sharks와 White-tip Reef Sharks, Napoleon Fish, Giant Barracuda,

이다. 마르살람(Marsa Alam)의 해안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 1861년

Trevally, Tuna 등은 리프의 월에서 볼 수 있다. 여름에는 Whale Sharks

에 영국군에 의해 세워진 등대는 리프의 중심에 있는 작은 인공섬에 설치

가 가끔씩 지나가기도 한다.

되어 있다. 지금은 이집트 군대가 관리하고 있다.

리프의 북쪽과 동쪽에는 깨끗한 경산호 필드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에는

여기는 대체로 조류가 강하다. 다이버들은 북쪽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

두 개의 광경이 있다. 리프 월의 한 부분이 웅장한 Anemone City라고 불

는 Hammer-head Sharks, Thresher Sharks와 같은 큰 대형어류들을

리는 아네모네 필드로 덮여 있다.

만날 수 있다. Manta Ray는 3~10월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Grey Reef

Daedalus 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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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 Butterfly Fish

Masked Banner Fish

Anemone Fish

Rabbit Fish

Napoleon Fish

Moray Eel

ELPHINSTONE REEF(엘핀스톤 리프)
Elphinstone Reef는 MarsaAlam에서 6km 정도 떨어진 시가 모양을 하고

tip Sharks를 볼 확률이 아주 높다. 그 외에도 Grey Reef Sharks, Silky

있는 매우 유명한 리프이다. 리프 꼭대기가 수심 1m 정도이다.

Sharks, Manta Rays. Giant Barracudas, Sea Turtles, Moray eels,

Elphinstone Reef의 북쪽과 남쪽에는 가파른 월로 경산호와 연산호

Napoleon fishes 등을 볼 수 있다. 6월에는 남쪽 리프에서 Hammer-

가 풍부하여 화려한 풍광을 자아낸다. 이곳 리프에서 Oceanic White-

head Sharks 무리가 스쿨링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다.

Elphinstone Reef

Yellow Spine Surgeon Fish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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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okled Hawk Fish

Anthias

Parrot Fish

Giant Barracuda

4

홍해 육상관광

터키의 이스탄불 경유 시 관광
톱카프 사라이(Topkap Saray, 톱카프 궁전)
대포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톱카프 궁전은 터키의 건축양식과 술탄의 삶을 느
껴 볼 수 있는 곳이다. 유명한 하렘(여성 기숙사)이 있는 곳이다. 톱카프 궁전
외곽에는 장미공원이라 불리우는 귈하네 공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머무르기 좋은 곳이다.

아야소피아 박물관(İstanbul Ayasofya Camii Müzesi)
기독교 성당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한 곳이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이슬람 문자의 아름다움과 코란 경전을 볼 수 있다. 인종과 문명이
충돌한 흔적이 성당내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색감과 천
장의 장식은 감탄을 자아낸다.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현재 일부는 수리
중이다.

술탄 아흐메트 자미(Sultan Ahmet Camii)블루 모스크(Blue Mosque)
터키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이슬람 사원이다. 다른 사원의 미나레가 4개
인 것에 비해서, 술탄 아흐메트 자미는 6개의 미나레로 구성되어 있는 명소이
다. 벽면에 파란색과 초록색의 어울림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입장하기 위해
서는 히잡을 써야 하고, 슬리퍼, 민소매티, 핫 팬츠같이 노출이 있는 복장으로
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İstanbul Arkeoloji Müzesi)
백만 점이 넘는 수많은 예술품과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유적들이 모여있
는 곳이라 서로 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다. 규모로는 세계 5대 고고학 박물관
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보스포러스 해협 투어
에미뇌뉘 선착장에서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배들이
있어 원하는 코스를 즐길 수 있다. 해질녁 저녁을 하며 투어를 하는 것도 운치
있다.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터키의 전통시장 중에 가장 크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같은 곳이다. 수천개
의 상점이 입점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라
는 말도 있다.

이집시안 바자르(Egyptian Bazaar)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과 향신료 위주의 장이 열린다. 그랜드 바자르
에서 북쪽으로 갈라타 다리 가는 길에 있다. 터키 재래시장 중 하나로, 오스만
제국 시기에 카팔르차르쉬의 공간이 부족해지자 확장된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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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카이로 경유 시 관광
이집트 박물관
알 타흐리르(AL-TAHRIR) 광장은 카이로의 중심부에 위치하
고 있다. 타흐리르는 ‘해방’을 의미하는데 이곳이 바로 2008
년 아랍의 봄 때 수십만 시민이 모였던 곳이다. 알 타흐리르
광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거대한 유적지
다. 평생을 두고 봐도 다 살펴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높이 3.25m의 오벨리스크 파편은 가장 많은 수의 신전과
석상을 지어 이집트 문명의 중흥기를 꽃피웠다는 람세스 2세 때의 것이
다. 기원전 3100년부터 2세기 그리스 로마시대 유물까지 3000여 년 동
안의 고대 이집트 유물이 1, 2층 전시관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투탕카멘의 전시실은 2층이다. 파라오 중 투탕카멘이 유명한 이유
는 가장 위대해서라기보다 발굴된 유물이 가장 완벽하게 복원되었기 때
문이라고 한다. 11㎏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의 마스크는 꼭 봐야 될 유
물이다. 영롱한 황금빛과 뚜렷한 청색은 수천 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관광
이집트에는 수많은 고대 유적들이 많이 있지만 피라미드는 꼭 가보고 싶
은 곳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자 피
라미드는 보존 상태도 훌륭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인 고대 이
집트 왕국 제4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기자 피라미드는 쿠푸왕의 피라미
드, 카프레왕의 피라미드, 멘카우라왕의 피라미드 등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이집트의 상징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스핑크스는 카프
레 피라미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후루가다에서 하는 사막투어

곳은 사막투어의 하이라이트인 유목민 마을 방문이다. 이집트에서도 이집

풀한포기 없는 사막에서 눈만 빼고 얼굴을 완전 가리고 1인당 1대의 바이

트인이 아닌 사막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유목민의 마을을 보여준다. 아무것

크를 타고 사막을 달린다. 흙먼지 때문에 불편함도 있지만 오프로드 운전

도 없는 사막에 덩그러니 있는 마을, 마을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해 보

의 진수를 보여준다. 바이크는 운전하기도 수월하고 대열을 지어 달리지만

여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여기서 낙타를 잠시 타보는 체험도 한

바이크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속도를 내며 느끼는 자유로움이 있다. 도착한

다. 밤에 사막에서 노을을 보거나 별을 보는 것도 또하나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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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코너 동호회와 함께
이번 본지 홍해 다이빙의 취재는 국내에서 다이빙 레저 활동을

온더코너(On The Corner) 웹사이트 : www.onthecornerdive.com

활발히 하는 온더코너 동호회와 함께 하였다.

온더코너(대표강사 민경호)는 2011년 발족한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이다. 처음에는 지인 위

이번 온더코너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대부분 수중촬영을 하였

주의 교육과 투어가 중심이었으나,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800여명이 넘는 대규모 그룹

고, 다이빙이 끝난 후에 육상과 수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아 콘

이 되었다. 여기서 활동하는 강사들은 12명으로 모두 열정적으로 동호회의 활동에 참여하

테스트를 하였는데 모두가 수준급 사진을 만들었다. 아쉬운 점

고 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수도 적지 않다.

은 스트로브 없이 촬영하여 색감이 조금 약한 것이었다.

온더코너는 매월 1~2회 수영장 모임을 통해 다이빙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해와 제주도 등 국내투어는 연 10~14회, 해외투어는 연 6~7회 정도 개최한다. 또한 그룹
내 수중촬영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관련정보들을 공유하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
는 등 수중촬영의 저변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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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코너 홍해 다이빙팀

사진 콘테스트 결과

수중사진
입상

1등
2등

육상사진
입상

3등
1등 민경호
2등 유혜주
3등 황희동

2등

1등
1등 신동헌
2등 전준희
3등 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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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수중사진
입선

입선 2

입선 3
입선 1

입선
1
2
3
4
5
6
7
8

전준희
김혜경
전상근
양주열
정지윤
이재한
신동헌
조수민

입선 4

입선 5

입선 6

입선 7

입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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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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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Mindanao

Camiguin Island
필리핀
민다나오

까미귄섬
글, 사진 구자광

필리핀
레이테
세부

보홀
팡글라오

까미귄섬

민다나오

까미귄섬은 민다나오섬에서 보홀 쪽으로 위치하며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분쟁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대체로 안전하다.
까미귄섬은 화산섬으로 섬 주위에는 다이빙사이트가 많이 있다. 용암이
지나간 듯한 형태의 지형들과 아름다운 산호들이 화사하게 피어있고,
완만한 슬로프와 직벽으로 구성된 월도 있다. 버섯산호가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 모래톱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다. 부두근처에는
마크로 생물들이 무궁무진하다. 아직까지 다이버들이 많이 몰리는 지
역이 아니라서 물속은 대체로 깨끗하고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까미귄섬에서는 상어, 고래, 만타레이 등과 같은 대형어종을 쉽게 볼 수
없지만, 이곳은 화산섬 모래지역으로 다양한 갯민숭달팽이를 비롯하여
많은 접사생물들과 화려한 산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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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miguin Island / 까미귄섬
까미귄섬(Camiguin Is.)은 보홀섬에서 남동쪽으로 54km, 세부의 막탄 국제공항에서 남동
쪽으로 120km 떨어진 민다나오섬(Mindanao)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이 248㎢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2/3 정도의 크기로 진주 모양을 하고 있다.
스페인 점령시기에 키나미귄(Kinamiguin)으로 불리기도 했던 까미귄(Camiguin)은 필리핀 옛
수도인 세부와 가까워 에스파냐인, 세부인들이 일찍부터 개발해 왔고, 화산섬이라 땅이 비
옥하여 쌀, 사탕수수, 담배, 코코넛 등을 많이 수확하고 있다.
이 섬에는 총 7개의 화산이 있다. 그중 2개는 현재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다. 발칸단산(Mt.
Vulcan Daan)과 히복히복산(Mt. Hibok-Hibok)은 휴화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1948과 1951년 이 두 화산이 폭발하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1871년에는 화산
이 폭발하면서 당시의 행정소재지였던 본본(Bonbon)시티가 바다 속으로 가라 앉아 만들
어진 수장도시(Sunken City)로 유명한 곳이고 그 곳을 기리는 기념비를 바다위에 세웠다.
까미귄섬은 숲이 우거지고 온천과 다양한 폭포와 축제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검은모래
와 은색모레가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있고, 물속은 다양한 생물과 풍광이 신비롭다. 이 섬
은 수상스포츠 외에도 등산, 폭포, 화산, 냉·온천 등 즐길거리들이 많아 육상관광을 하기
위해 관광객이 모여든다. 특히 조수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화이트 아일랜드(White
island)는 스노클링과 호핑투어를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75m 높이에서 떨
어지는 수정같이 맑은 카티바와산폭포(Katibawasan fall)는 주위 경관과 잘 어울려 이국적
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까미귄섬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여유롭고 조용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적함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라고 생각된다.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본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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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정보
시차 : 1시간차(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통화 : 페소(Peso)
언어 : 영어
비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
는 여행자는 필리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이 입국(체류기간
30일)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
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
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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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100/110/120V
콘센트 2구

전기/전압 110V

까미귄섬으로 가는 방법
까미귄섬으로 가는 방법은 세부막탄공항(세부섬)을 경유하여 국내선

선편(세부섬 경유)

이나 세부항에서 선편으로 가는 방법, 따그빌라란공항(보홀섬)을 경유

Cebu Pier#8

해 하그나(Jagna)항에서 선편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Super Shuttle Ferry - 12시간 소요 / 요금(편도) 500페소
http://schedule.ph/companies/Super-Shuttle-Ferry
Cebu Pier#8 → Camiguin Balbagon port, 매주 금요일 20:00 출발 - 토요일 08:00 도착

항공편(세부섬 경유)

Camiguin Balbagon port → Cebu Pier#8, 매주 일요일 20:00 출발 - 월요일 08:00 도착

Cebu Pacific Air
Cebu → Camiguin 6:10 - 7:00 (월, 수, 금, 토, 일)
Camiguin → Cebu 7:20 - 8:10 (월, 수, 금, 토, 일)

선편(보홀섬 경유)

Philippines Air Line

Bohol Jagna port

세부 → 까미귄 - 매일 11:30 출발 - 12:15 도착

Super Shuttle Ferry - 3시간 소요 / 요금(편도) 425페소

까미귄 → 세부 - 매일 12:45 출발 - 13:40 도착.

http://supershuttleroro.com/en/
Bohol Jagna port → Camiguin Balbagon port, 매일 13:00 출발 - 17:00 도착
Camiguin Balbagon port -> Bohol Jagna port, 매일 08:00 출발 - 12:00 도착

※ 항공편은 계절에 따라 운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Bohol Jagna port
Super Shuttle RoRo
http://supershuttleroro.com/en/
Bohol Jagna port → Camiguin Benoni port, 월수금 13:00 출발 - 15:00 도착
Camiguin Benoni port → Bohol Jagna port, 월수금 08:00 출발 - 10:00 도착

인천공항

4시간 20분

세부막탄공항

4시간 30분

50분 소요

보홀
2시간

Jagna항

타그빌라란공항
3시간 소요
12시간 소요

까미귄공항

발바곤항

까미귄섬

민다나오
야그나함에 정박한 Super Shuttle 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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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미귄섬의 다이빙 환경
까미귄섬은 민다나오섬에서 보홀 쪽으로 위치하며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이빙 시즌

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분쟁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대체로 안전하다.

까미귄섬의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바다가 조용하고 수중생물이 많이 나타

까미귄섬은 화산섬으로 섬 주위에는 다이빙사이트가 많이 있다. 용암

나는 3~6월이 최적의 시기이다.

이 지나간 듯한 형태의 지형들과 아름다운 산호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고, 완만한 슬로프와 직벽으로 구성된 월도 있다. 버섯산호가 넓은

다이빙 방법

평지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 모래톱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다. 부두

까미귄섬에서는 리조트나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이빙센터에서 다이빙을 한

근처에는 마크로 생물들이 무궁무진하다. 아직까지 다이버들이 많이

다. 깨끗한 호텔은 많지 않다. 다이빙센터는 Johnny's Dive 'N' Fun가 가장 시

몰리는 지역이 아니라서 물속은 대체로 깨끗하고 자연 생태가 잘 보

설이 잘 되어있고 고급스런 Paras Beach Resort 바로 옆에 위치하여 이용하

존되어 있다.

기가 편리하다.

까미귄섬에서는 상어, 고래, 만타레이 등과 같은 대형어종을 쉽게 볼

다이버 따라 방카보트의 크기가 달라진다. 다이버가 5명 이하면 작은 방카

수 없지만, 이곳은 화산섬 모래지역으로 다양한 갯민숭달팽이를 비롯
하여 많은 접사생물들과 화려한 산호들이 있다.

보트로, 다이버가 많으면 큰 방카보트를 이용한다. 다이빙사이트가 다이빙
센터에서 가까운 곳은 매번 1회 또는 2회 다이빙을 하고 돌아오고, 좀 먼
곳은 도시락을 준비하여 데이트립(Day Trip)으로 다이빙을 진행한다.

다이빙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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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센터

숙박시설

Johnny's Dive 'N' Fun

Paras Beach Resort

http://www.johnnysdive.com/

http://www.parasbeachresort.com

E-mail: info@johnnysdive.com

Balai Sa Baibai
http://www.balaisabaibai.com/

다이빙 방카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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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미귄섬의 다이빙사이트
Kilambing

Black Forest

Coral Garden

Sunken Tacht White Is.
Tangub Bay
Old Volcano
Sunken Cemetery

Johnny's
Dive 'N' Fun

uin공항
Camig

Balbagon항

Marine Sanctuary
Balbagon Port
Jigdup Reef
Tupsan PT.
Jigdup Is.
Bulias Shoal

Canyon's
Mantigue Is.

Mantigue Island

Fishport PT.
Benoni항

Alga

Kabu-An PT.

Kabila

산호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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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katoo Waspfish

Hawk's Bill Turtle

False Clown Anemone Fish

Green Turtle

Warty Frog Fish

Leaf Scorpion Fish
2018 November/December | 93

White Isl and Dive Sites
Black Forest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Pygmy Seahorse, Ghost Pipefish,
Batfish, Fusiliers, Garden Eels, Hawksbill Turtles, White tip Sharks,
Midnight Snappers, Frogfish 등이다.

다양한 경산호와 연산호로 덮여있는 완만한 슬로프 지역이다. 이 지역에
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Schooling Banner Fish, Hawksbill Turtle, Sea

Canyon's

Snake, Frogfish, Ribbon Eel, Grouper, Fusiliers, Long Nosed Emperor,

작은 협곡을 지나 좀 더 깊이 내려가면 경산호, 연산호, 부채산호, 스펀

Eels, Cuttle Fish 등이다.

지 등이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Pygmy Seahorse,
Ghost Eel, Green Sea Turtles, Jacks, Midnight Snappers, Nudibranchs,

Marine Sanctuary

Commensal Shrimps, Mantis Shrimps 등이다.

얕은 지역으로 검은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물은 Frog Fish, Sting ray, Mimic Octopus, Fusilier, Commensal Shrimps,

Coral Garden

School of Chubs 등이다.

얕은 모래 지역으로 아래쪽으로는 다양한 경산호와 연산호 정원이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Mandarin Fish, Parrot Fish, Turtles,

Kilambing

Frogfish, Shrimps Fish, Sting ray, Stone Fish 등이다.

이 지역은 조류가 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깊고 짧은 월로 28m에서 시
작해서 60m까지 이어진다. 왼쪽으로 오버행과 동굴, 큰 부채산호, 흑산호,

Tangub Bay

다양한 연산호 등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Tuna,

야간 다이빙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수심 3m에서 30m 사이에서 연체동

Jacks, School of Rudder Fish, Banner Fish, Fusiliers 등이다.

물(Mollusks)와 갑각류(crustaceans)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이곳에는 황금
산호, 백산호, 녹산호, 자주색 산호와 함께 스네이크일(Snake Eel)을 만날

Sunken Yatch

수 있는 사이트이다.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이고, 수심 16m 지점에 작은 난파선 보트가 누
워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Common Lion Fish, Scorpion

Sunken Cemetery/수장묘지

Fish, Schools of Anthias, Fusiliers, Moray Eels, Garden Eels, Rock Cod

1871년 화산폭발 때 용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6m 바다 밑으로 가라앉

Groupers, Sting ray, Giant Clams 등이다.

은 곳이다. 바다밑으로 들어가면 당시의 묘비들이 수많은 산호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Large coral heads,

Old Volcano

Soft corals(연산호), Colonial tube worms, Fire Goby, Blennies(베도라

화산 용암으로 많은 삐죽삐죽하게 생긴 바위들이 있으며 거대한 바위 덩

치), Cardinal fish, Blue anthias, and Mushroom corals(버섯산호)

어리들이 널려 있다. 소형 암벽과 모래로 이루어진 완만한 구릉도 있다.

화이트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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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n Maru

Giant Barracuda

Mushroom C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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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n
동굴쪽에서 본 제일
큰 Maru
구멍

Jigdup Dive Sites

Tupsan Point
수심이 얇은 지역으로 Mandarin Fish, School of Barracuda, Frog Fish,

Jigdup Reef(Wall)

Commensal Shrimps, Hawksbill Turtle 등을 볼 수 있다.

월은 6m에서 시작해서 45m까지 이어진다. 오버행과 동굴, 벽에 구멍,
작은 동굴 등이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School of

Balbagon Port Jetty

Chubs, School of One-spot Snappers, School of Barracuda, School of

발바곤 항구(Balbagon Port의 제티 아래는 수심이 5m 정도로 접사 피사체

Fusiliers, Marble Rays in seasonal, Manta Ray, Eagle Ray, Nudibranch,

의 보고이다. 하루에 한차례 연락선이 드나드는데 이시간만 피하면 다이빙

Leaf Fish 등이다.

이 가능하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갯민숭달팽이를 비롯하여 할리퀸 쉬림
프, 프로그피쉬 등 많은 종류의 접사 피사체가 있다.

Jigdup Reef(Slope)
경산호와 연산호로 덮여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완만한 슬로프로 되어 있
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Jacks, Frogfish, Unicorn Fish,
Surgeon Fish, Manta Ray in seasonal, Hawksbill Turtle 등이다.

Marine Sanctuary
해양보호구역(Marine Sanctuary)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및 보호
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지정하며, 어로 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
다. 그래서 이곳은 어종이 풍부하고 수중환경이 깨끗하다.

Balbagon Port J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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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퀸쉬림프(Harlequin shrimp)

할리퀸쉬림프(Harlequin shrimp)는 십각목(Decapoda) 할리퀸
쉬림프과(Gnathophyllidae)에 속한 새우이다. 붉은 할리퀸쉬림
프(Hymenocera elegans)와 푸른 할리퀸쉬림프(Hymenocera
picta)의 2종이 있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보이는 붉은 할리퀸
쉬림프(H. elegans)는 푸른색 테두리가 있는 갈색 점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중부 및 동태평양에 보이는 푸른 할리퀸쉬림프(H.
picta)는 노란 테두리가 있는 짙은 분홍빛 보라색 점의 무늬가
있다.
할리퀸쉬림프는 몸길이는 5~6cm까지 자란다. 첫째 다리의 발
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에는 밝은 색 반점이 나있
어서 화려한 색깔을 띤다. 대체로 암수가 짝을 지어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암컷의 몸집이 수컷보다 약간 더 크다. 몸의 밝은
색 반점들은 화려한 산호초 사이에서 몸을 숨기기 위한 보호색
역할을 한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산호초 사이에 숨어 있다가
어둠이 지면 먹이를 찾아 행동을 시작한다. 태평양과 인도양,
하와이 등지의 수심 10m 이내의 산호초 지대에 서식한다. 한번
에 100~5,000개의 알을 낳는다.
할리퀸쉬림프는 주로 Linckia 속의 불가사리류를 먹고 산다. 할
리퀸쉬림프는 머리에 있는 꽃잎 모양의 촉수를 이용하여 먹이
의 냄새를 맡으며, 넓적 발은 불가사리를 뒤집는 데 사용한다.
불가사리의 다리 밑에 넓적 발을 집어넣어 불가사리를 들어 올
린 후에 몸을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 불가사리를 뒤집는다.

학명 : Hymerocera sp.
영명 : Harlequin shrimp
한국명 : 광대새우

Linckia 속의 불가사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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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ibranchs Mating and Egg-laying

갯민숭달팽이 혹은 나새류(누디브렌치, Nudibranch)는 화려하고 밝은 색상
을 띠는 복족류이다. 전 세계 바다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누디브렌치라는
말은 라틴어 ‘벌거벗은’이란 뜻을 가진 ‘nudus’와 그리스어로 ‘아가미’란 뜻
을 가진 ‘brankhia’에서 왔다고 한다.
갯민숭달팽이는 몸을 보호하는 껍질 즉 패각이 없다. 껍질이 퇴화했거나 어
릴 때만 있다가 없어진다. 그러나 뛰어난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 피부가
딱딱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까끌까끌한 종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껍
데기 대신 독이나 자포로 무장한 종도 있다. 독을 직접 만드는 종류도 있지
만 대부분은 섭취한 먹이로부터 독을 얻는다. 갯민숭달팽이는 몸통 앞쪽에
있는 한 쌍의 촉수와 뒷쪽에 꽃이 만발한 아가미 세트가 있다. 촉수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여 먹이나 짝의 위치를 찾는 감각기관이다.
Nudibranchs는 자웅동체이고, 교미는 2마리의 개체 사이에 정자의 상호
전달로 이루어진다. 각 개체의 생식기(Gonopore)는 몸통 오른쪽에 위치하
고 있으므로 신체 정렬은 서로 앞과 뒤를 반대로 하고 있다. 알은 캡슐에
넣고(종에 따라 캡슐 당 최대 12개 또는 그 이상), 보호용 젤라틴 덩어리에
묻혀 보통 바닥에 부착한다. 부화는 온도에 따라 1주일 정도 후에 일어나며,
애벌레는 정착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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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진들은 Balbagon Port Jetty에서 촬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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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igue Dive Sites

Cabu-An Point
오른쪽 방향으로 가파른 슬로프로 다양한 산호로 덮여 있다. 이 지역에서 볼

Mantigue Island(Marine Sanctuary)

수 있는 해양생물은 Bumphead Napoleon Wrasse, Barracuda, Parrot Fish,

리프 꼭대기에는 돌출부가 있는 작은 동굴과 월이 있고, 물고기 무리와 산호

Angel Fish, Frog Fish, Fusiliers, One Spot Snappers, Pipefish, Common

가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School of Trevally, School of

Lion Fish 등이다.

Rudder Fish, School of Barracuda, School of Fusiliers, Sweetlips, Batfish,
Midnight Snappers, Frogfish, Giant Clamps, Hawksbill Turtle, Long-nosed
Emperor 등이다.

Mantigue Island
4km에 달하는 거대한 산호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산호초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과 아름다운 경산호를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내려가면 조그
만 동굴을 볼 수 있고, sweepers, squirrelfish, puffer fish, anemones, 암초
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과 바다해삼이 있다.

Mantigue Whip
가파른 경사면으로 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이글레이 무리를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Frogfish, Sting rays, Eagle Rays, Hawkbill
Turtles, Fusiliers, Long-nosed Emperor 등이다.

Bulias Shoal
화산과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가파른 경사면에 절반정도 블랙코
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School of Jacks,
Fusiliers, Marble Ray, Manta Ray in seasonal, Eagle Rays, Barracuda,
Tube Anemone Crabs 등이다.

만티귀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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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상관광

White Island와 Sunken Cemetery는 다이빙 중 휴식시간에 볼 수 있고, 다이
빙이 끝난 마지막 날 오후에는 Katibawasan Fall을 구경한 후에 Ardent Hot
Spring나 Sto. Nino Cold Spring에 들러 냉수욕을 하면 안성맞춤이다.

White Island

까미귄 공항

Balbagon Port

Ardent Hot Spring
Sunknen Cemetery

Katibawasan fall

까미귄섬
Camiguin Island

Mantigue Island

Benoni Port

Volcanoes
Camiguin에는 6개의 화산이 있다. 그 중 5개의 화산
은 휴화산으로 활동하지는 않고 있으나 히복-히복
(Mt. Hibok-Hibok) 화산만 여전히 활동 중이다. 특
히 Hibok-Hibok 화산은 1세기 전에 큰 폭발도 있었
으나 근래에 와서는 활동이 미미한 상태이다.

102 |

White Island

Ardent Hot Spring

까미귄섬 북서쪽에 있는 이 하얀 모래톱은 선탠과 스노클링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온천은 가장 윗쪽이 가장 뜨겁고 얇은 탕에서부터 온도와 풀

며, 이 모래톱은 조수에 의해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 깊이가 다른 4개의 탕이 층층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천연
온천은 치료효과로 그 인기가 높아서 필리핀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한다.

Sto. Nino Cold Spring
Cataman에 있는 냉천으로 Manbajao에 있는 Macao Cold Spring과 함께 냉수욕으로
인기가 높다. 이 냉천은 Katibawasan fall을 다녀와서 들르면 그 시원함을 더한다.

Katibawasan fall
Manbajao 교외에 있는 이 폭포는 7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수
정 같은 물줄기로 높이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포수 물줄기가
가늘어 슈가폭포(Sugar Fall)라고도 불린다. 마닐라 인근의 팍
상한 폭포처럼 시원한 폭포수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Sunken cemetery
1871년에 Camiguin의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 공동묘지는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현재는
바다 중간에 우뚝 서있는 커다란 십자가만이 이곳이 공동묘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수
중에는 당시의 묘지를 볼 수 있으며, 물 위에 있는 십자가에 올라가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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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T3

(주) 우정사/

[1st stage]
▶ 통 티타늄 소재

오션챌린져

▶ 초경량, 부식 방지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 2 HP 포트/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st stage]
▶ 특허 받은 티타늄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AFC)
▶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티타늄 소재 컴포트 스위블
▶ 고급 호흡기 가방 기본 제공

가격 : 3,500,000원

ST1

[1st stage]
▶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st stage]
▶ T3, B2와 동일한 올-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티타늄 소재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AFC)
▶ 스테인레스 소재 컴포트 스위블

가격 : 1,750,000원

제트 시트 피스톤
Atomic은 중간압을 유지하고,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트 시트 피스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독특한 고압 피
스톤 씰 시스템은 공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윤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 경쟁사의 1단계 시트는 날카
로운 끝부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Atomic 제트 시트 시스템은 원뿔 모양의 시트와 끝
부분이 무딘 피스톤을 사용하여 손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사의 밸브 시트는 매우 강력한 우주 항공 사양의 시트
재료로 정밀하게 가공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조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수리 없이 2년 또는 300회 다이
빙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탱크 압력에서의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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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
[OVERVIEW]
L.T.S(Light Travel System)은 HOLLIS의
최신 모델로써 여행용으로 무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여행용으로 이상적인 weight 5lbs(2.27kg)
▶ 부력 : 30lbs(13.6kg)
▶ 편안한 backpad
▶ 가슴과 엉덩이 부분의 D-rings
▶ 재질 : 외부-1000데니어 내부-420데니어
▶ 5lbs integrated weight system
▶ 사이즈 : SM, MD
가격 : 980,000원

UA-SUITS

가격 :
여자상의 120,000원
여자하의 110,000원

가격 :
남자상의 120,000원
남자하의 110,000원

[여성용]
▶ 소재 :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 2mm/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 네오프렌

사진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슈트의 허리
기장으로 맞출 수 있다.

▶ 상의 중량 :
S-421g/M-456g/L-477g
▶ 하의 중량 :

[남성용]

S-432g/M-477g/L-507g

▶ 소재 :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 2mm/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 네오프렌
▶ 배 둘레 원단 : 스무스 스킨 2mm
▶ 상의 중량 :
M-475g/L-569g/XL-584g
▶ 하의 중량 :
M-481g/L-528g/XL-577g

사진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슈트의 허리
기장으로 맞출 수 있다.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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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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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다이빙 장비의
세척과 보관
글/사진 김수열

주변에 다이빙여행을 잡아둔 다이버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덩달아 신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여행을 며칠
앞두고는 장비가 더러운데 문제가 없는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스쿠버다이빙은 여행을 위한 준비, 그리고 다이빙, 이후 정리단계로
나눈다면, 다음 다이빙을 위해서 정리단계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사진제공 : 우정사

장비 세척 - 소금물 제거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습한 곳에서 건조하면 마스크 안쪽에 박

다이빙 장비는 대부분 바닷물에서 사용하기에 장비의 수명에는 염화나트

테리아가 남아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해 깨끗

륨(NaCl)의 영향이 크다. 바닷물은 염화나트륨(NaCl, 소금)이 음이온인 클

히 세척해야 한다.

로라이드(Chloride, Cl)와 양이온인 소디움(Sodium, Na)으로 분리되어 녹아
있다. 바닷물이 증발할 때는 각 이온들이 합해져 염화나트륨(NaCl)이 된다.
따라서 장비가 바닷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손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
만 수분이 증발하고 나서 소금이 생기면 손상이 커진다. 따라서 다이빙 장
비는 염화나트륨이 이온 상태로 있을 때 세척해야 유리하다. 씻어낼 때는
깨끗한 민물에 적당히 담가 두어 소금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슈트 세척
웻슈트의 경우 냄새가 심하거나 염분때문에 지퍼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오래 담가 둘 필요가 없다. 가급적 다이브 직후 미지근한 민
물에 가벼운 손빨래 하듯 소금물을 헹구면 된다. 이때 슈트를 짜거나 비
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악취가 심하거나 장시간 보관해야 한다면 슈
트 샴푸를 이용해 10분 정도 물에 담가둔 후 세척하여 옷걸이에 걸어 안

마스크 세척

쪽(보온층이 있는 경우 오래 걸림)을 먼저 건조시키고, 이후 뒤집어 바깥

마스크는 실리콘 재질의 부드러운 소재로 염분이 직사광선에 건조되면

쪽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리콘이 경화되어 착용감이 저하되고 변색될 수 있으니, 그늘진 곳에서

드라이슈트의 경우는 다이브 직후 바닷물이 마르기 전 입은 채로 미지근
한 물로 샤워를 하여 바깥쪽을 충분히 세척한다.
별도로 짝이 도움을 받아 지퍼 부분을 충분히 민
물로 세척하고, 잭업링(방수장갑 어댑터), 손목
씰, 목 씰 부분 세척도 꼼꼼히 해야 한다. 슈트
는 발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옷걸이에 걸어 지퍼
를 연채 건조시킨다. 드라이슈트는 대부분 안쪽
에 결로가 생기고, 습하고 건조가 잘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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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발생하니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지퍼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스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된다면 표면이 변색되고,

나 양초를 발라 열고 닫음을 반복하여 부드러움을 유지하도록 한다. 만일 드라

플라스틱/고무 부분의 경화가 와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기본적인 세척

이슈트가 침수되었다면 드라이슈트 안쪽을 민물로 헹궈내고 침수 원인을 해결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다이브센
터의 전문가들에게 요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다이빙을 마친 후에 린스탱크(민물+세척제)에 몇 분 정도 담근다.

슈트는 브랜드마다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하

2.	물탱크에서 꺼낸 후 표면을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특히 해

는 것은 세척 후 직사광선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건조해야 곰팡이가 발생하지

변에서 다이빙했다면 포켓, 인플레이터, 벨크로 부분에 모래는 꼭

않는다.

헹궈야 한다.
3.	인플레이터의 배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입으로 불어서 약간 부풀

BCD 세척
BCD는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세척하는 경우가 많아 살균세척을 주장하기
도 하지만 아주 약한 표백제를 탄 물로 BC의 내부를 세척시키는 것도 바람직
한 방법이다. 재호흡기 메이커들은 표백효과가 없는 살균 세척제를 공급하고
있으나 BCD에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민물만으로도 충분하고 구석
구석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BCD 속에 물을 일부 채워 흔든 후 오래 놓
아두었다가 쏟아낸다. 소금을 잘 씻어내는 용제는 깨끗한 민물이 최고다. 만
일 오래된 염분이 보인다면 아래 소금제거제 사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력조절기도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다이빙 끝나면 반드시 민물로 씻은 다음

게 만든다.
4.	배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호스에 대고 BC 안쪽에 물
을 넣는다.
5. 물이 들어간 BCD를 흔들어서 안쪽의 염분이 씻기게 한다.
6. 덤프 밸브를 당겨서(또는 인플레이터 호스) 안쪽의 물을 빼낸다.
7.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BC 표면을 씻고, 그늘에서 말린다. 만일 다
이빙 장비를 오랜 시간 방치했거나, 다음 다이빙까지 장시간 보관해
야 한다면 추가로 <사진 1>의 절차를 따라 인플레이터 덤프밸브를
청소 및 점검하는 것을 추천한다.

1

2

3

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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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의 세척
요즘 나오는 고가의 호흡기는 1단계 먼지마개를 닫지 않는 실수를 한다해도
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호흡기는 반
드시 먼지마개를 닫고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도 마스크와 마찬가
지로 플라스틱과 고무호스 등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BCD LPI 호스 결합부위 안쪽을 헹군다.
	해변에서 다이빙을 했다면 호흡기 내부로 유입된 모래는 흔들어 소리
를 들어 확인하고, 반드시 제거하자.
3.	육안으로 흰색 염분이나, 녹색으로 오염된 부분이 보인다면 소금제거
제(Salt away)를 사용해 솔로 부드럽게 문질러 제거한다. 만일 오래된
염분이라면 물통에 호흡기를 담가 용액을 섞어둔다.

1.	먼지마개를 닫고 민물에 담근다.(다이빙 직후라면 2번을 바로 실행해도

스프레이 형태는 1단계 HP/LP포트 그리고 필

좋다) 만일 먼지마개를 닫는 것을 잊은 채 물통에 넣었다면, 먼지덮개를

터 부분, LPI 호스와 BCD 연결 부분에 붙은

연채로 두고 아래 다이브숍에 조언을 구해 필요에 따라 수리하거나 세척

잘 닦이지 않는 염분에 넉넉히 뿌려두어 30분

해야 할 것이다.

정도 소금을 녹여낸 후 민물로 헹구며 칫솔로

2. 흐르는 물에

문질러 주면 효과적이다. 샴푸 형태는 민물로

• 호흡기 1단계 부분을 헹군다.

1차 세척을 마친 뒤, 욕조나 물통에 장비를 넣

• 2단계 주호흡기/보조호흡기를 헹군다.

고 25ml 정도 풀어 담가 두면 육안으로 소금

	이때 호흡기 퍼지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하자. 일부 호흡기들은 물이 호스
로 역류할 수 있어 호스 내에 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부유물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소금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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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터 조립이 잘 되지 않거나 샌다고 느껴진다면 아래와 같이 관리

장비의 오버홀

한다. 이것은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며, 부품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다이빙 장비는 주기적으로 제조회사 A/S 센터나 전문적인 수리점에서

추천 다이브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버홀(overhaul)을 해야 한다. 사용시기나 방법들이 달라 주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번만 다이빙을 했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아
먼지덮개를 연 채로 세척을 했거나 세척이 올바르지 않으면 장비에 염분
이 남아있다. 이때는 즉시 전문가에게 육안검사를 맡기도록 하자. 보통
다이빙을 자주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가끔 하는 사람이라도 2년에 한
번 오버홀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염분제거제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 다이빙장
비는 나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니 사용 후에는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
요하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강사나 아래 다이브센터에 조
언을 구하여 해결하고, 항상 안전한 다이브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자.

2018년 11월의 이벤트
구독자들은 아래 다이브센터를 통해 염분제거제를 7,000원에 구매할 수 있
습니다. 또 스페셜티 코스를 등록한 다이버들은 선물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PADI 장비 스페셜티 다이버
학생과정
•참가자격 :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 이론수업 약 5시간

그 외 액세서리의 세척

•등록혜택 : 참가자 모두에게 염분제거제 증정

다이브컴퓨터는 분실/파손의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다른 장비와 별도로 세

코스는 본 잡지에 소개된 가까운 지역의 PADI 코스디렉터들에게 연락

면대나 컵에 넣어 버튼 부분에 작은 틈 속 소금물까지 녹이는 것을 추천한

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이때 다이브컴퓨터는 다이빙 대기모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배터리
소모가 진행될 수 있으니 1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렌턴, SMB의 경우도 BCD 포켓에 넣은 채 잊지 말고 민물로 충분히
헹군 후 건조해야 한다.

교육진행 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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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보관

씨씨다이버스 (광주) 위영원 CD 010-3648-1886

다이빙관련 모든 장비는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박금옥 CD 010-5408-4837

BCD는 내부의 물이 충분히 빠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대로 보관

팬더스쿠바 (대구) 이현석 CD 010-8299-7777

하면 6개월이 지나도 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굿다이버 (제주) 정혜영 CD 010-8869-2370

호흡기는 매우 민감한 장비라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며, 먼지가 많은 곳에
서는 별도로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먼지마개를 닫아 흡입구 부분에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이브컴퓨터는 대부분이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으며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임의
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는 것은 안되며 배터리 교환 시 누수가 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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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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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다이빙 법률

한국 내에서

나이트다이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나이트다이빙 좋아하시나요? 저도 해외투어를 가면 매번 1~2회는 꼭 하
고 옵니다. 밤에는 낮에 보았던 수중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갑각류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오고, 물고기들은 대부분 산호 사이로 들어
가서 잠을 잡니다. 나이트다이빙 때는 당연히 랜턴을 사용하므로 같은 산
호라도 낮에 보았던 색과는 많이 다른, 본연의 색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나이트다이빙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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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
1. 스쿠버다이빙에의 적용여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2000. 2. 9.부터 시행되었습
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발의하였고요. 법 제2조 1호는 ‘“수상레저활동”
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6호는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
나 수면을 말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레크
레이션 스쿠버다이빙은 당연하게도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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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트다이빙의 원칙적 금지와 그 범위
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
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
내의 경우 선셋다이빙(일몰 직전에 입수하여 일몰 직후에 출수하는
다이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완전한 나이트 다이빙은 원칙적으로 금
지됩니다.

3.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8조 제1항은 위
야간운항장비로 나침반(제2호), 야간 조난신호장비(제3호), 구명튜브
(제6호), 소화기(제7호) 등을 규정합니다.
나아가, 법 제21조 제2항은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내수면 야간 운항의 경우 운항장비의 일
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해 북부 내항 등을 예로 들어 정리하면, 관할 기관장의 시간
조정(법 시행규칙 19조 등에 기하여)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나이트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근거는 이상에서 살펴본 예외조항의 존재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특정 내수면에 대하여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

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기는

아 이를 공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니다만(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954), 이 판례는 야
간수상레저활동에 있어 일정한 장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 판
단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나이트다이빙’의 원칙적 금지에 관한 것은

관련 판례의 태도

아닙니다.

1.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
나이트다이빙을 금지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임이 명백합니

마치며

다. 헌법상 기본권이 제약될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스쿠버다이빙은 체계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자연의 준

그 위헌성을 판단받게 됩니다.

엄함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

2. 관련 판례의 태도와 전망

로 방지하는 것일 뿐, 법 제도가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재

헌법재판소는 비어업인이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량을 가진 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한다는 현 상황은 법조인으로서도,

하는 것을 규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관한 판단

나아가 한 사람의 다이버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발전

을 함에 있어,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

하고 역사가 흐를수록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받습니다. 언젠가

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나이트다이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는 등

제가 즐겁게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슬플 따

의 이유로 그 위헌성을 부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름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 중 밤을 묘사한 문구를 인용하며

2013헌마450).

글을 마칩니다.

위 판결은 타당합니다. 다만 나이트다이빙에 관한 위헌여부의 판단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

을 헌법재판소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논리구조와 흡사하게

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론이 날 확률이 높으며, 그

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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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유의 역사 ⑥

프라하의 꼭두각시 인형

마리오네트
글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 옮긴이 황명섭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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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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는 뒷골목의 좁고 긴 골목길을 걷는 것이

이 오래된 시계 장치는 매시 정각마다 그리스도교

운치가 있다. 마치 동화 속의 세계로 길을 잃고 들

사도 12명의 인형이 차례로 얼굴을 내민다. 그러면

어온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큰길가에서 한

원반 옆의 인형이 어색한 동작으로 목을 흔들거나

길 들어온 뒷골목에는 중세 시대의 역사가 그대

하는데, 그 모습이 몹시 우스꽝스럽고 신기하다.

로 남아 있는 돌계단과 납작한 포석을 깐 길이 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해골이 줄을 당겨 종을 친 후

어진다. 광장에 인접한 교회와 블타바 강의 다리

손에 든 모래시계를 뒤집는다. 인생의 나머지 시

로 이어지는 이 골목길은 구불구불 굽어 있어 나

간, 즉 죽음이 다가온다는 의미일까. 남자 인형들

는 올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맸다. 그럴 때마다 조금

은 각각 거울(허영), 악기(번뇌), 돈주머니(욕심)를

열려 있는 낡은 저택의 문을 가로질러 덩굴장미가

갖고 있다. 어떤 식으로 살든 인생은 유한하다는

벽면을 덮은 안뜰을 빠져나가면 목적지에 무사히

듯 시계 장치를 올려다보는 군중을 향해 사신은

당도할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 의기양양하게 모래시계를 뒤집는다.

내가 체코어를 하지 못해 독일어로 길을 물을 때

왠지 씁쓸한 마음에 사로잡힌 나는 천문시계에 얽

면 프라하의 역사가 떠오르며 왠지 마음이 움츠러

힌 전설을 회상해 보았다. 600여 년 전, 시 참사관

들었다. 그래서 담벼락과 집 입구에 붙은 조각이

에게 천문시계 제작을 의뢰받은 시계장인 하누스

나 부조를 길잡이로 삼게 되었다. 대개 동물이나

가 완성한 천문시계는 성능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기독교적인 도안이 많았는데, 옛날 이 집의 호칭이

완벽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참사관은 다른 곳에서

나 직업 따위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길

이 시계를 모방해 만들 것을 우려해 하누스의 두

고 가혹한 점령 시대를 거쳤지만, 기적이라 할 정

눈을 멀게 만들었다. 공적 조직 역시 인간의 욕심

도로 아름답게 잘 보존된 프라하의 거리, 그 고풍

과 허영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에 씁쓰레한 마

스러운 건물에서 아름다운 부조를 찾으며 걷는 것

음이 가슴을 스친다.

이 어느덧 나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

소박하고 간결한 장치 인형이 한 바퀴 돌 무렵 시

내가 머무르는 공동 주택의 맞은편 건물 벽에는 두

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광

명의 남자가 큰 포도송이를 메고 나르는 부조가 있

장에 인접한 틴 교회의 첨탑 위 창공으로 종소리

다. 양조장 표시다. 집을 나온 나는 풍작을 의미하

가 메아리친다.

는 포도송이를 잠시 감상한 후 구시가지 광장으

그 틴 교회의 옆길을 빠져나가면 마리오네트(꼭두

로 향했다. 1410년에 설치된 시청사 탑의 천문시계

각시 인형) 전문점이 있다. 손, 발, 목에 연결된 줄

와 달력 아래서 나는 정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엮어내는 정교한 움직임으로 인간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마리오네트. 카를루프 다리 위에

공주 마리오네트를 능숙하게 다루며 나에게 인사를

서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는 광대 주위로 눈을 크게

보낸다. 손발을 바동대고 고개를 까닥이면서 뭔가 호

뜨고 인형의 손발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

소하는 듯한 마리오넷의 동작은 마치 “인간의 마음

랐다. 그리고 가게 안 공방에서는 장인이 정성스럽게

만은 조종할 수 없다”며 항변하는 것 같다. 나는 이

마리오네트를 손질하고 있다. 그 옆에서 젊은 여직원

총명한 공주 마리오네트를 품에 안고 돌아섰다.

이 구형 재봉틀로 마리오네트부터 양복과 드레스, 모

프라하의 거리에는 여전히 다양한 주제의 인형극이

자 등을 만들고 있다. 공주님과 동화 속의 주인공부

매일 성황을 이룬다. 체코에는 1,000여 곳 이상의 인

터 채플린 마리오네트까지 천장에서 바닥까지 인형

형 극단이 있다고 한다. 전통문화에 사랑과 꿈을 실

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다.

은 예술인들이 마리오네트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이 마리오네트와 인형극에는 열강에 둘러싸인 체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돈 조반니의 마리오네트 오페라

의 언어와 문자를 지켜낸 민족 부흥 운동의 구심점

간판을 거리에서 발견한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날

역할을 이루어 낸 역사가 있다.

밤의 티켓을 구매했다. 간소하게 지어진 마리오네트

17세기 합스부르크가는 프라하를 점령하고 공용어

극장은 늘 관객이 만원이다. 소박함과 부드러움 속에

는 독일어, 종교는 가톨릭으로 강요해 통치했다. 제

서도 강한 의지가 함축된 재미있는 풍자극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 제국

프라하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서점과 고서점이 눈에

은 붕괴한다. 그러나 193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들어온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싸게 살 수 있다. 독재

끝날 때까지 나치 독일이 침공하고, 전쟁이 끝나자

시대나 공산당 체제에서도 언론과 종교, 사상의 전통

소비에트 공산당 지배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

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출판의 압력은 매우 엄격했

도 1989년의 동유럽 혁명으로 이어지는 벨벳 혁명이

을 것이다. 그런 환경 아래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프

올 때까지 프라하는 타국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

라하 사람들의 독서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천장까지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지 못했다.

빼곡히 진열된 서적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머리 위

합스부르크가는 독일어 사용을 강요했지만, 아이들

서가에 앉아 있는 신사 마리오네트가 마치 중얼거리

에게는 어느 정도 체코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인형

듯 속삭였다.

극만은 체코어로 상연하는 것을 인정했다. 체코 사

“아무리 사상을 통제하더라도 마음속까지는 닿지 못

람들은 사라져 가는 체코어를 잃지 않기 위해 마리

한다. 결국 마음속으로 사상하는 자유가 남아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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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트를 이용해 체코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접목한

때문에 문학은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다.”라며…….

인형극을 아이들에게 선보이며 모국의 언어와 문화

훌륭한 문학이 탄생하는 진리를 나는 고서점을 지키

와 정신을 지켜냈다. 공방의 여성 판매원이 아름다운

는 신사 마리오네트의 울림에서 깨달았다.

저서
인류vs감염증
왜 감염증이 인류 최대의 병인가
감염증과 싸운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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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밍크고래와 함께한

호주 대보초(GBR)와
용갈라렉 투어기

남북으로 2000km, 광활한 대보초에 안기다
Great Barrier Reef(GBR, 대보초). 호주 북동부에 위
치한 길이 약 2,000km의 산호초인 이곳의 이름은 거
대한 산호초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세계 다이버들은 이를 고유명사로 인식한다. 보통명
사가 곧 고유명사이기도 한 곳, 다이빙을 시작하기 이
전부터 나는 이곳을 동경했다. 달에서 볼 수 있는 유
일한 산호초, 밍크고래와 혹등고래의 번식처, 산호 산

글/사진 민경호

란 다이빙, 포테이토 코드와의 유영 등 GBR의 명성은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

다이빙을 시작한 이후에는 더욱 나에게 와서 쌓였다.

PADI IDC Staff Inst.)

GBR은 나의 일상을 파도처럼 끊임없이 때렸다.
최근에는 슬픈 소식이 더 많았다. 산호의 백화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대다수 산호초의 상실, 생태
계의 붕괴 등 GBR에 대한 우려의 뉴스들이 쏟아졌다.
산호초의 상징과도 같은 그곳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
에 나는 조바심과 우려의 마음으로 예약을 서둘렀고,
온더코너 멤버 12명과 함께 호주로 향했다. 오랜 동경,
그리고 우려를 담아 방문해서인지, GBR은 넓은 가슴
을 내어 우리를 깊이 품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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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의 타운스빌
리브어보드 선덱에서의 단체사진
타운스빌 근처 공원에서 단체사진
밍크고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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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라, 큰 바다, 그리고 큰 감동

사방이 수평선이고, 근처에는 배도 섬도 아무것도 없었다. 큰 바다에 왔다

GBR은 그 광활한 크기에 비하여 운행하는 리브어보드의 수가 극히 적

는 인상을 받았다. Pixie pinnacle, Lighthouse bommie, Goggle gardens

다. 이번 투어에서도 우리가 탄 배를 제외하고는 바다에서 그 어떤 배도

에서 총 5회의 다이빙을 했다. GBR에는 Bommie라는 이름의 특유한 지

만나지 못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Mikeball dive expedition이라는 다

형이 있는데, 산호가 오랜 세월 쌓여서 이루어진 높고 큰 기둥이다. 이 기

이브센터를 이용했고, Spoilsport라는 28인승 리브어보드에 탑승했다. 기

둥을 중심으로 돌면서 상승하는 다이빙이 진행되는데, 기둥에는 온갖 종

항지는 퀸스랜드 주의 케언즈인데, 케언즈를 가기 위해서는 오사카에서

류의 자라나는 산호들이 있고, 블루워터에는 물고기들이 넘쳐났다. 특히

Jetstar 항공으로 갈아타야 했다. 돌아올 때는 오사카에서 1박을 해야 하

Goggle gardens에는 워베공 샤크, 에폴릿 샤크 등 희귀한 생명체들도

기에 맛집 탐방을 하며 잠시 일본문화를 맛볼 수 있으므로 매우 만족스러

만날 수 있었다.

운 동선이었다.

8월 1일, 셋째 날이자 GBR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마지막 날이다. Crack a

7월 30일 이른 아침, 케언즈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탔고 Lizard Island에

jack, Steve's bommie, Summer bay에서 총 4회의 다이빙과 1회의 스노

착륙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GBR의 북부, 특히 Cod hole 인근을 중심으

클링을 했다. Steve's bommie는 투어를 오기 전부터 멋진 포인트라는 정

로 다이빙하다가 4일째 아침에 케언즈에서 하선하는 코스였다. 다이빙과

보를 접하고 무척이나 기대하던 곳이었다.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푸질리

안전에 관한 브리핑, 크루의 소개 등에 있어 투어의 시작부터 다이빙 문화

어, 스내퍼, GT들은 쫓고 쫓기며 난장을 펼쳤고, 햇살은 밝게 꽂히며, 아래

가 선진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Spoilsport는 크고 쾌적하며 다이빙에 최

로는 산호밭이 펼쳐지고, 기둥(Bommie)에는 스콜피온피쉬들이 여기저기

적화된 배였고, 크루들은 무척이나 능숙해서 모든 것이 쾌적했다.

숨어 있었다. 하지만 큰 감동은 역시 반전에서 왔다. Steve's bommie에서

첫날은 Cod hole, Snake pit에서 총 3회를 하였다. Code hole은 3박 4

2회의 다이빙을 하였는데, 첫 다이빙에서 출수하자마자 보트 바로 옆에서

일 코스의 상징과도 같은 포인트이다. 다이버에게 친근한 코드(대구)들이

밍크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보았다. 보트 인근에 머물며 계속하여 수면으

족히 6~7마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 크기와 친밀도가 경이로웠다.

로 나왔고, 우리는 곧 다 같이 가이드라인을 움켜쥐고 스노클링을 시작하

Snake pit은 거대한 수중섬(짬) 지형이었다. 외해를 향한 산호리프에서 여

였다. 물속에서 고래를 본 것은 처음이었고, 탄성을 지르며 그 우아한 자

러 종류의 물고기를 만났다. 다만 8월초 GBR의 바다는 한겨울이라서, 24

태를 한참동안 내려다보았다.

도의 수온과 18~24도의 기온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다이빙을 준비할 때 모두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쿠버로 밍크고

31일,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배가 남쪽으로 상당히 이동해 있었다.

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다. 혹시나 말로 뱉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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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R의 산호와 양주열 강사
포테이토 코드와 신동헌 강사
밍크고래와 크리스티
잭피쉬 스쿨링과 심수환 강사
리브어보드 출수 전 단체샷

3

4
흩어질까 조심하였다. 고맙게도 입수하자마자 지척에서 밍크고래를
보았고, 이후 60분 동안 내내 우리와 같이 있어 주었다. 햇살이 고래
의 등에 내려앉아 빛났고, 귀에는 각자의 심장박동이 울려 퍼졌으며,
시간은 아주 느리게도, 그리고 아주 빠르게도 흘렀다. 큰 나라의 큰
바다에 와서 큰 감동을 담은 순간이었다.

5

2018 November/December | 119

1

2

120 |

용갈라 – Crazy, F**kin crazy
Spoilsport 리브어보드의 선장은 백발의 70대였다. 밍크고래를 보고 좋아하는 우리에
게 다음 행선지를 물었다. 2일 후 용갈라렉에 간다고 했다. 선장은 짧게 말했다. GBR
은 Not bad인 곳이다, 그러나 용갈라렉은 F**kin Crazy이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 곳인
지 물었으나, 대답은 역시 짧았다. 단지 가보라는 말 뿐이다.
용갈라렉에 대한 풍문은 종종 접했다. 용갈라렉에서 다이빙하기 이전에 본 모든 대물
들을 다 합치면 용갈라렉에서의 다이빙 1번에 보는 대물의 수와 비슷하다, 용갈라에 도
착하기까지의 뱃길이 너무나 험난해서 멀미약을 최소한 4알은 먹어야 한다, 단일 포인
트로는 그 어떤 바다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등. 다만 풍문의 파괴력에 비하
여 어떤 바다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매우 부족한 곳이기에, 그저 추

3

상적인 기대만을 품고 케언즈에서 에이어(Ayr, 용갈라 다이빙의 기항지, 케언즈에서 남
쪽으로 560km)로 렌트카를 몰았다. Yongala dive라는 샵에 예약을 하고 갔다. 이곳은
Lodge 형태의 숙소도 함께 운영하는데, 주변에 잘 수 있는 숙소가 마땅치 않고 이곳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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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돔과 박기태 다이버
바라쿠다 스쿨링과 양주열 강사
스내퍼 스쿨링과 정지윤 강사
난파선의 웅장한 전경

숙박비가 마침 저렴하여 하루 투숙하였다. 다음날 아침, 8월 3일이 밝았고, 이 날의 다
이빙에서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용갈라렉은 정말로 F**kin Crazy
한 곳이었고, 풍문으로 들은 내용 전부는 과장 없는 사실이었다.
Yongala Wreck은 수심 28m에 위치한 100m 길이의 난파선이다. 1911년에 침몰하였기
에 현재는 배의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Yongala Wreck은 난파선 포인트이지만
난파선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다. 주변은 아주 넓고 황망한 모래벌판인데, Yongala 호
가 침몰하게 되면서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온갖 생명체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대단히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수온은 22도, 케언즈보다 560km 남쪽이어서 2도 정도 낮았다. 입수하여 밑을 보니
100m 길이의 거대한 난파선의 대부분이 보였다. 배는 물고기들로 코팅되었다는 인상
을 받을 정도였다. 마블레이, 퀸스랜드그루퍼, 잭피쉬, GT, 바라쿠다, 참치, 나폴레옹 등
큰 물고기들을 정신없이 만났고, 이들은 모두 다이버를 두려워하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우리는 스쿨링 안에 들어가서 그들 중 일원이 되어보기도 했고, 블루워터 쪽에
서 바라쿠다들과 한참을 유영하기도 했다. 60분이 넘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수
면 휴식시간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자극적이었던 것은 입수부터 출수까지 내내 들었던 혹등고래의 울음소리였다.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크고 가까이 들렸고, 여러 마리인 것 같았다. 매년 7월
부터 10월까지 용갈라렉 근처로 혹등고래 3,500마리가 지나간다고 사장은 말했다. 혹시
나 다이빙하는 도중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으나 물속에서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2회의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오는 뱃길에서, 배를 둘러싼 혹등고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배 위에서 수면으로 솟구치는 그들을 30분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사방이 수평선인 곳에서 마주하는 고래 무리는 관념화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었다.

새로운 희망, 그리고 실천
현재 바다는 많이 아프다. 쓰레기는 넘쳐나고 수온은 올라서 산호가 죽어가며 고래는
여전히 남획되고 있다. 다이빙을 하면 환경보호에 관한 감수성이 진해질 수밖에 없다.
호주 바다는 더욱 아프다.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한다. 호주에서의
다이빙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고 몇 번이나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 다만 그 감
동의 끝자락은 역시나 바다에 대한 걱정이었다.
기대도 있다. GBR과 Yongala Wreck에 여전히 넘쳐나는 경이로운 생명력은 아직 자연
이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금 이 시대가 먼 훗날
그리움의 대상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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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Bali) 투어기
글/사진 이묘순(수중사진경력 3년차인 레스큐 다이버)

요즘 발리는 전 세계 서퍼들과 스쿠바다이버를 포함, 각종 해
양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해변이 넘쳐난다. 필자는 금
번 9월 6~13일 7박 8일의 일정으로 발리 다이빙을 다녀왔다.
발리에 대해 인터넷과 각종 블로그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수집했으나 결국 일행 중 한 분의 10번 방문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다. 호텔과 식
당 등이 밀집한 사누르 지역은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이고,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폭이 좁은 것 말고는 각
종 편의시설이 잘 어우러져 다이빙을 마치고 휴식을 즐기
기에 아주 좋았다. 발리의 고급스런 호텔시설과 전경은 주
로 다녔던 필리핀 등의 리조트에 비해 아주 인상적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 발리의 대표적 다이빙 포인트는 공항 인
근의 사누르 지역을 기준으로 남동쪽 누사 페니다 섬과 파
당바이, 북동쪽의 툴람벤, 북쪽의 PJ, 북서쪽 모서리에 있는
멘장간 섬과 시크릿 베이 등 인데, 필자는 이번에 누사 페
니다 섬과 툴람벤을 위주로 수중사진 투어를 다녀왔다.

쟈카르타

자와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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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 외측 선체에 자리잡은 산호와 다이버
체장 3~4m 급의 몰라몰라. 수심 54m에서 촬영
스피드 보트로 이동 중인 다이버들
난파선 인근의 비치에서 입수 준비중인 다국적 다이버들

4

[ 다이빙 포인트 소개 ]
누사 페니다 섬의 크리스탈 베이와 만타 포인트

특히, 이곳의 만타는 여타의 지역과는 달리 다이버에게 그리 민감하게 반

사누르 지역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는 몰라몰라가 출몰하는 누사 페니

응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관찰할 수 있으며, 통상 3~4마리

다 섬의 크리스탈 베이와 만타 클리닝 스테이션이 있는 만타 포인트이다.

가 무리를 짓는다고 하지만 필자는 당시에 한 마리만 볼 수 있었다.

몰라몰라(개복치)의 경우 통상 수심 100m의 심해에서 생활하다 클리닝이
나 산란 등의 이유로 낮은 수심으로 올라오는데, 손바닥만 한 나비 고기

툴람벤 지역의 포인트

가 클리닝을 담당한다. 운이 좋아 몰라몰라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넋을

툴람벤은 사누르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발리의 북동쪽

놓고 따라가다 보면 40~50m 수심을 아무 생각 없이 타게 되므로 주의

에 위치한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를 다수 보유한 곳으로, 자갈 또는 검은

해야 한다. 필자는 아무 생각 없이 54m까지 따라갔다가 깜짝 놀라 상승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을 끼고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어 비치 다이빙 형태로

하였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몰라몰라를 만날 수 있지만, 만약 만나지 못

진행된다. 장비를 착용하고 해변에서 걸어서 입수한 뒤 천천히 완만한 경

하더라도 실망은 마시길……. 함께한 다이버들과 시공간을 공유하며 다음

사를 타고 내려가는 비치 다이빙은 입출수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사진을

번엔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단, 유독 이

찍는 다이버들에게 무한정 집중하며 만날 수 있는 피사체들이 다양하다. 필

곳 수온은 다른 지역의 26~28도에 비해 낮은 17~21도 전후이므로 후드

리핀의 아닐라오와 비교해 전혀 빠지지 않는 마크로 피사체들이 많았다.

베스트 등의 보온 대책을 준비하는 편이 좋다.
포인트까지는 300마력 고속 스피드 보트로 40~60분 정도 이동하는데,

세라야 포인트

너울이 심해 멀미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멀미약을 복용하고, 진동과

흔히 보기 어려운 투명한 고스트파이프피쉬, 드래곤쉬림프, 누디브렌치,

충격이 약한 뒤편에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할리퀸쉬림프, 피그미해마, 클리닝 받는 곰치, 해면에 산란한 알을 지키는

만타 포인트는 긴 절벽을 낀 해안에서 외해 쪽으로 30~40m 떨어진 곳에

고비 등 마크로 생물의 천국이다.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작은 피라미드 형상의 봉우리이다. 봉우리 정상의

넘는다. 출수하면 샤워를 하거나 장비를 바로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갖

수심은 5m, 바닥은 10~15m 여러 명이 둘러 앉아 관찰이 가능하다.

추어져 있다. 다이빙 수심은 10~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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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체장 3m 급의 만타
2 난파선 내부의 글라스피시 무리
3 난파선 내부를 통과중인 다이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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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버리티 렉 포인트
2차 대전 당시(1942년) 일본 잠수함에 의해 침몰한 120m
길이의 미군 화물선이 위치한 곳. 난파선은 해안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으며 선체는 거의 해안과 평행을 이루고 있
다. 긴 세월이 지난 지금 난파선 주변으로 다양한 부착물을
볼 수 있는데, 부채산호, 연산호, 스위트립, 거북이 등 다양
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다이빙 수심은 5~30m 정도이고
주말이면 스킨 다이버가 눈에 많이 띈다. 난파선의 각부 명
칭들과 자세한 세부사항은 흥미롭게도 T셔츠로 제작되어
판매하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가격은 한국

4

돈 1만 원 정도. 이곳은 명성만큼 다이버들이 다양한 형태
로 다이빙을 즐기는 곳이다 보니 부채산호에 물고기가 없
어 사진이 심심할 것 같으면 펀다이버와 스노클을 하는 풍
경을 카메라에 담아도 재미있고 난파선 내부 창문틀을 앞
에 두고 실루엣 사진을 찍어도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주의사항은 비치 다이빙 입수 과정에 너울이 심한 경우 자
갈밭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호흡기와 나침
판, 게이지 등의 파손이 우려됨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장비
손상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하우징 돔포트 유리면에 스
크래치가 나서 속상한 경험이 떠오른다!

샐로우 코랄 리프와 드롭오프
밈피 툴람벤 리조트 바로 앞의 비치와 우측의 직벽 포인트
이다. 이곳에서는 파랑 또는 형광색의 유령멍게 위에 산란
하는 고비와 타처에서는 보기 어려운 단각류 등을 용이하
게 발견할 수 있다. 수중환경과 지형이 단순해 펀다이버는

5

별로 재미없겠지만 카메라를 지참한 다이버에게는 시간 가
는 줄 모르는 곳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다이빙이 시작되는
곳의 수심은 20m 이상이므로 감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
는 곳이다. 특히 출수 직전에 조우하는 20cm 사이즈의 노
란줄무늬 전갱이(Yellowstripe scad) 무리는 압권이다. 수심
3m 전후에 무리지어 있는데, 이를 노리는 체장 70~80cm
의 잭피쉬 한 마리가 늘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툴람벤 지역 다이빙의 주안점은 바닥이 화산재로 형성되
어 검은 모래와 고운 뻘 형태이므로 중성부력과 핀킥에 주
의하지 않으면 먼지 구덩이가 된다는 점이다. 또, 비치 다이
빙이므로 부츠를 신는 타입의 오리발이 필수이고, 수중지형
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입수와 출수는 용이하지만
전반적인 수심이 20~30m 정도이어서 연속 다이빙의 경우
무감압 한계시간을 쉽게 초과하므로 충분한 다이빙 시간을
가지려면 나이트록스가 필수라는 점을 알려둔다. 필자의 경

6
4 난파선 상단의 스위트립
5 난파선 외측 선체에 자리잡은 연산호
6 노란줄무늬 전갱이(Yellowstripe scad) 무리

우 3일간 9회 다이빙 모두를 32%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였
다. 노말 공기통을 이용한 다이버는 매번 감압에 걸려 중간
에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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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시즌
필자는 9월에 발리를 찾았지만, 발리 여타지역의 수온이 연
중 28~30도 정도이니, 연중 다이빙이 가능한 특징을 생
각하면 언제든 시간을 내서 다녀와도 좋을 듯하다. 물론
5~10월이 건기이고, 11~4월이 우기인데, 누사 페니다는 건
기가 되면 시야가 확실히 좋아지므로 7~10월에 만타와 개
복치를, 툴람벤은 우기가 되면 갯민숭달팽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다이빙 계획은 여러분들의 일정에 따라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이빙 샵과 호텔
이번에 이용한 다이브 샵은 일본인 사장이 운영하는 파파
스 다이브라는 곳으로, 사장인 우에다, 책임강사인 다이스

1

께는 영어, 일어, 인도네시아 어가 가능하고, 숙소와 다이빙
가이드, 공항 픽업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www.papasdive.com
참고로 발리의 다이빙 형태는 우리나라 제주의 그것과 유
사한데, 조식은 호텔에서 제공하며, 중식은 샵의 도시락, 석
식은 각자의 취향대로 결정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숙
소 인근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즐비하므로 호텔 레스토랑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부에서 해결하면 된다. 숙소의 수
준은 필리핀에 비해 상당히 높고 가격도 1.5~2배는 더 지
불해야 한다. 독특한 인테리어의 객실과 넓은 풀장 등을 경
험하니 발리가 허니문의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호텔과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뷔페 스타일 또

2

는 메뉴판에서 골라 주문하면 된다. 한끼 식사는 보
통 한국 돈으로 8,000~10,000원 전후로 저렴한 편
이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제공되는데 인도네시아 주
식인 나시고랭(볶음밥), 미고랭(볶음국수) 중에 택일
하면 된다. 특별한 외식을 원한다면 호텔 인근에 다
양한 식당들이 많이 있으므로 가이드에게 물으면 된
다. 필자의 경우에는 일식당을 두 번이나 찾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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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상관광
우부드 사원 주변의 재래시장 구경도 발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진 라탄백들과 다양한
형태의 장신구, 흥정만 잘 하면 득템할 만한 각종 원피스와
티셔츠 그 속의 다양한 물건들만큼이나 어디선가 쏟아져 나
온 듯 발리를 구경하는 관광객들과의 부대낌에 살아 숨 쉬는
표정 읽기를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5

1 사누르의 스위스벨 호텔 전경
2 툴람벤의 오션뷰 툴람벤 호텔
3 툴람벤 지역을 가이드한
파파스 다이브의 다이스께와
필자(오른쪽)
4 사누르의 일식당 KUU와 주문한
음식. 돼지고기 덮밥과 생라면
그리고 나시고랭(볶은밥)
5 주변 재래시장의 토산품점 내부
6 우부드 사원 입구/모델 권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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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1

2

128 |

일선암
관음쌍굴

딴바위

동해의 비경,

공암

울릉도를 찾아서

섬콕

죽도3

죽도1

북면

쌍정초
관음도

삼선암

죽도2

대풍감
만물상

글 권준택(온더코너 스텝강사, PADI IDC Staff Inst.)

서면

드론사진 김미루
수중사진 신동헌, 민경호

울릉읍

행남추

말바위추
사동항
삼형제바위

사자바위

가두봉

직접 가본 울릉도는 이국적이고 신비한 느낌이 나면

있었다. 샵 바로 앞에는 노인바위와 코끼리바위가 있

서, 마치 중국의 장가계를 연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어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도 두 눈이 호강할 수 있었

우리나라의 바다답게 울릉도의 바다도 또 다른 풍광

다. 첫 날은 오후 약 3시부터 2번의 다이빙 모두 코

과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끼리바위 포인트에서 진행했다. 울릉도에는 쌍정초,
죽도, 관음도 등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그

드디어 울릉도에 발을 딛다

중에서도 바위의 생김새도 독특하고, 여러 후기에서

2018년 10월 중순경 주말에 스쿠바다이빙을 하기 위

울릉도 대표 포인트 중 하나로 언급되는 코끼리바위

해 울릉도로 향했다. 스쿠바다이빙을 시작한 후, 접

포인트는 무척 궁금했다.

근성이 가장 좋은 동해바다에서 주로 스쿠바다이빙

첫 다이빙은 코끼리바위 남쪽에서 입수했다. 당초 계

을 했고, 제주도에서도 적지 않게 다이빙을 하였다.

획은 입수 후 코끼리 코 방향으로 진행해서 코와 몸

해외 여러 곳에서도 다이빙을 경험했다. 다이버들은

통 사이의 채널을 통과하여 입수 반대편의 지형을 감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고기심을 늘 가진다. 울릉도

상하다가 입수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하

에 대한 관심도 호기심에서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번

지만 생각보다 조류가 세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못

에 기회가 생긴 것이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강릉항

하고 남쪽의 지형을 바위의 양쪽 끝까지 번갈아 진

에서 울릉도의 저동항까지는 약 8시간이 걸렸다. ‘필

행하며 감상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하강라인을 따

리핀 보홀에 가는 것보다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한

라 입수한 지점에서 때론 역조류를 차면서, 때론 조

멤버의 이야기처럼 여정이 녹록치는 않았으나, 쉽게

류를 따라 드리프트를 하면서 바위의 양끝으로 진행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기대가 점점 커졌다.

하였는데 양끝의 강한 조류 덕에 수많은 방어, 돔 종

울릉도 투어를 가기 전에 미리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류의 물고기들이 조류를 버티면서 무리지어 있는 모

살펴보았다. 화산섬, 육지보다 바닷속에 잠긴 지형

습을 감상할 수 있었다. 기분 좋게 조류를 맞으면서

이 더 크다는 지형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울

감상을 마치자 어느덧 약 40분의 시간이 흘렀고, 서

릉도는 묘하게 이국적이었다. 울릉도의 산세, 햇빛에

서히 출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건조시키기 위해 곳곳에 걸어놓은 오징어, 내륙 분지

팀원들과 함께 코끼리 바위 남쪽에 조그맣게 솟아있

쪽에 있는 경기장, 높은 빌딩이 없어 탁 트인 시야 덕

는 바위까지 가보려고 하였으나(속칭 ‘코끼리 똥’으

에 한 눈에 들어오는 수평선, 1차로 터널을 앞두고 터

로 불리는 듯하다), 코끼리바위 근처를 벗어나 외해

널 앞 신호등에 따라 한 방향씩 차례로 통과하는 교

로 진행하자 강한 조류가 있어 아쉽지만 다음 기회

통까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로 미루고 다시 하강라인 근처로 돌아왔다.

3

두 번째 다이빙도 역시 코끼리바위에서 진행했다.

독특한 지형의 코끼리바위 바닷속을

다만 이번에는 첫 다이빙 때 가보지 못하였던 바위

감상하다

의 북쪽에서 입수를 하여 동쪽 경계선에서 다이빙을

저동항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현포다이브리조

시작하여 코끼리 코와 몸통 사이에 있는 채널 방향

트는 12명인 멤버들이 넉넉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쾌

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지형을 감상하는 것에 초

적하게 다이빙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점을 두었다. 코끼리바위는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이

4
1
2
3
4

코끼리바위 반수면
관음도 평바위의 대황 숲길
노인바위
코끼리바위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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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연상시켜 그 명칭이 붙여진 것이지만, 수면에서 보면, 바위가

그대로 물속으로 옮겨 놓은 모습’이라는 설명이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층층이 경계선을 이루면서 퇴적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코끼리의 피부를

쌍정초에는 등대를 설치하여 랜드 마크 기능을 하고 있어 쉽게 포인트의 위치

연상하게 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채널 지형으로 들어가자 채널 양 끝의

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강한 수면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바위 질감이 한눈에 봐도 코끼리 피부를 연상시켰고, 겹겹이 쌓인 바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입수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배가 포인트에서 밀

를 따라 시선을 위로 향하면 거대한 케이번 또는 크랙에 들어와 있는 느

리기 시작해 포인트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전투적으로 네거티브 입수를 했다.

낌이 들었다. 늦은 시간이라 햇빛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어서 바위 끝까

역조류를 타며 빠르게 하강 후 약 15m 즈음에서는 오히려 조류를 타면서 빠르

지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몽환적이

게 포인트에 진입했다. 블루워터에 입수하여 오로지 포인트 방향으로 헤쳐 가다

고,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채널을 통과하면서 동쪽 경계선 끝

가 갑자기 눈앞에 웅장한 암초가 연이어서 나타났다. 마치 울릉도의 산세를 연

으로 향하자 꽤 많은 벵에돔 무리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동해 다

상시키며 가히 경이로웠다. 능선을 만들 듯 연이어서 이어지는 암초, 바위 틈새

이빙을 하면서 감상하지 못했던, 독특한 지형과 다양한 물고기를 감상

에 가득히 있던 방어, 돌돔, 이어서 혹돔까지! 충분히 감탄을 하며 감상을 하였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첫 날의 다이빙을 무사히 마쳤다.

만, 랜드 마크인 등대를 수면 아래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여 열심
히 핀킥을 하면서 나아갔다. 슬슬 등대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시점에 시야가 밝

울릉도의 모습을 바닷속에서도 맛보다

아지는 위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바라본 수면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촬영을

쌍정초는 울릉도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최고로 꼽는 사람이 많은 포

하기 위해 뷰파인더를 통해 구도를 잡는 순간 희미하게 등대의 모습이 보였다.

인트라 둘째 날 다이빙은 그곳에서 시작했다. 전날 리조트에서
쌍정초는 수면에 근접한 곳까지 암초가 형성되어 있어 배가 포인
트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빠르게 입수를
해야 하는데 조류가 강해 마치 큰 돌을 품에 안고 입수하는 것 같
다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우스갯소리를 하며 힘든 만큼 지형이 멋
지고 독특한 포인트라는 브리핑을 들었다. 특히 ‘울릉도의 전경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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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금씩 다가가자 등대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고, 등대기둥에 빼곡
하게 붙어있는 섭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다가갔다. 등대는 생각보다
크고 웅장했다.
웅장한 지형과 짜릿한 조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쌍정초에서의 다이
빙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옆의 관음도로 이동했다. 관음도 역시 아
름다운 지형으로 유명한데, 우리는 관음쌍굴 포인트가 아닌, 평바위
포인트에 입수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다이빙이 너무 좋았
다. 수면에서부터 각종 돔이 무리를 지어서 유영하고 있었고, 입수
전에 바라본 관음도의 모습은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고, 절경

3

으로 유명한 베트남 하롱베이, 중국 장가계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다이빙에 비해서 평화롭고 잔잔하게 진행되었지만 수면 위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 크고 작은 바위들이 조화롭게 있는 모습, 수
면에 잠긴 관음도와 그 옆에 작은 산세를 이루고 있는 바위들 등 사
진으로는 미처 다 담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대황이 연이어 피어있었는데, 이는 숲길에서 삼림
욕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고, 약 50분간 다이빙을 했음
에도 출수하는 그 순간까지 아쉬움과 여운을 길게 남겼다.

아쉬움을 남기며…
4

이틀간 네 번의 다이빙으로는 울릉도를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 반복되는 일상에 충분한 활력이 되었지만,

대황과 쌍정초 등대
관음도 평바위의 크랙
코끼리바위 채널
관음도 평바위의 대황과 다이버
울릉도 비경

1
2
3
4
5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 매력적인 섬
은 또 찾아오라는 듯 항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멋진 풍경을 여
과 없이 보여주었고, 나 역시 이러한 유혹에 이끌려 내년에 꼭 다시
와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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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TUSA AGENT MEETING 2018
지난 9월 18~20일, 투사 에이전트 미팅 2018(TUSA AGENT MEETING
2018)이 서울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투사 본사와 투사의 한국 에

참석자 명단
Nationality

Company

Thailand

LIVING SEA

Full Name
SERMSAK POSAYAJINDA

Position
대표

Thailand

LIVING SEA

SASI SRISARANYAPONG

Malaysia

Trend Masters

Chun Hooi Lee

대표

투사 일본본사에서는 켄이치로 타바타(Keniciro Tabata) 사장과 해외 마케

Singapore

Infinite

Kelvin Tan

대표

팅 담당자가 참가하였으며, 투사 대만공장에서는 미노루 다케우치(Minoru

Philippines

Zephyre

Jose Victor Roldan. Santos

대표

Indonesia

Bali Aqua

MURFI

대표

이전트인 (주)우정사가 주관하여 한국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Takeuchi) 사장과 직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

China

ODE

SUFANG WANG

해외담당자

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등 각국의 에이전트가 참가하여 총 참

China

ODE

NING WANG

해외담당자

Korea

WJS

Shin Myeong Cheol

대표

Korea

WJS

Ko Kang

부장

Korea

WJS

Lee Jong Seok

차장

Japan

Tabata Japan

Kenichiro Tabata

사장

Japan

Tabata Japan

Chih-Chien Huang

해외영업부

Taiwan

Tabata Taiwan

Minoru Takeuchi

사장

Taiwan

Tabata Taiwan

Yuji Tabata

총괄매니저
해외영업부

여한 인원은 20명이 넘었다.
이번 행사의 진행은 (주)우정사 신명철 대표와 고강 부장, 그리고 이종석 차
장이 담당하였으며, 이번에는 서울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며 본지의 필자
가 초대되어 취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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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Tabata Taiwan

Hsiang-Ping Kang

Taiwan

Tabata Taiwan

Chia-Hsin Liu

해외영업부

Taiwan

Tabata Europe

Masa Shiina

해외영업부

서울 행사 일정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견학
행사 시작일인 9월 18일 오전에는 잠실 롯데
월드 아쿠아리움을 견학하였다.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주)우정사가 투사 다이빙장비
일체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메인 아쿠아리움에
서 아쿠아리스트들이 진행하는 쇼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데 아쿠아
리스트들은 (주)우정사에서 후원한 투사 장비
일체를 착용하고 수중생물들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올림픽공원 수영장의 다이빙풀 방문
올림픽공원 수영장의 다이빙풀로 이동하여 다이빙풀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았다. 올림픽공원 수영장의 다이빙풀에서 사용하는 렌탈용 장비는 투
사 장비이다. 때마침 다이빙풀에는 어린 아이들이 슈트를 비롯하여 모든
다이빙 장비까지 모두 투사 장비를 렌탈하여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고
있어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익스트림 레저] 다이빙장비 샵 방문
성내동에 위치한 대형 다이빙장비 소매상인 [익스트림 레저]를 방문하였
다. 이곳 역시 투사 장비를 판매하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다이빙장비 샵
을 둘러보며 전시된 투사 장비와 다이빙장비 샵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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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사 방문 및 에이젼트 미팅 행사
다음 행사는 TUSA 한국 에이전트인 (주)우정사를 방문하는 것이다. 먼저 송
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주)우정사 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이모저모를
구경하였고, 이 자리에서 (주)우정사 신명철 대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투사
제품의 레쉬가드 1벌씩을 증정하였다. 이후 하남시에 위치한 (주)우정사 물
놀이 용품 창고와 컨테이너 창고를 둘러보았다.
다음은 (주)우정사 하남사업소를 방문하였다. 이곳 세미나룸에서 이번 행사
의 핵심인 투사 아시아 에이전트 미팅 2018의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행
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사 대만공장의 미노루(Minoru Takeuchi) 사장이 (주)우정사 신명철 대
표에게 선물 전달
②	투사 대만공장의 총괄 매니저인 유지 타바타(Yuji Tabata)가 타바타사의
연혁과 현황 소개
③	(주)우정사의 신명철 대표가 (주)우정사의 설립 배경과 연혁, 그리고 거래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업체와 제품 소개
④	투사 일본본사의 유럽 마케팅 담당자인 Masa Shiina이 유럽에서 시행하
고 있는 마케팅 기법 소개
⑤	투사 대만공장의 해외 영업 담당자인 Chia-Hsin Liu는 신제품 고무 오리
발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의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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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사 일정
제주도 서귀포의 범섬 다이빙
행사 2일째인 9월 19일에는 투사 아시아 에이전트 미팅 참가
자들이 제주도 서귀포 다이빙 체험을 하였다. 제주도 서귀포
다이빙은 서귀포 법환항에 위치한 타크라다이빙에서 진행하
였다. 참가자들은 두 척의 다이빙 보트에 팀별로 나누어 타
고 범섬 앞의 기차바위 포인트에서 2회 다이빙을 하였다. 행
사 당일 날씨가 화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중시야가 흐
려 참가자들에게 제주 수중환경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이빙을 마친 후 다이빙보트를
타고 범섬을 한 바퀴 돌면서 범섬의 이모저모를 구경하면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제주썬호텔의 저녁 만찬 및 행사 종료
오후에 모든 참가자들은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썬 호텔(Jeju
Sun Hotel)로 이동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고 마지막 일정으로
저녁 만찬을 즐겼다. 저녁 만찬을 끝으로 공식적인 투사 아
시아 에이전트 미팅 2018을 모두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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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스페셜티 다이빙 페스티발 2018
PADI 아시아 퍼시픽 에서는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

참석업체 명단

위치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PADI 다이빙 축제를 매우 성공적으

업체명
해성
셔우드 코리아
오션태그
포스엘리먼트
SID 아쿠아폴리스
하나프라자
스쿠버 엔지니어링
SEASIR

대표전화
02-6959-8697
02-400-5036
02-408-9466
02-423-6264
+63 915 834 2747
02-478-8951
02-6010-0007
+81-(0)98-869-4022

제주 다이브/
아쿠아플라넷 제주

010-2929-9582

064-739-9582

jejudive.com

해왕
스컬 다이브 리조트
디퍼다이브리조트
프로 다이버스 사이판
아쿠아맨 스토어
더블 케이
K26
ND 텍 글로벌
(주)거천시스템
다이나믹 마운트 시스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헬시온코리아

02-362-8251
070-8794-3353
070-7667-7641
010-9053-8333
02-482 1621
051-711-8226
031-585-5757
031-708-0567
02-387-3503
02-420-6171
02-778-4981
02-929-0858

02-364-9665

www.kingsports.co.kr
www.skuldive.com
www.deepper.co.kr
prosaipan.com
www.aquamanstore.com
divingkk.com
k-26.com
ndtecglobal.co.kr
www.divegiant.com
www.scubaq.net
scubamedia.co.kr
www.halcyon.co.kr

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PADI 다이브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
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PADI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친목
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다이빙 투어를 즐기며 2018년 지금까지의 성
취를 돌아보는 시간과 PADI 다이버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다
이빙을 즐길 수 있는 모든 PADI 코스 및 연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PADI 멤버의 비즈니스 증대와 특히 제주도의 PADI 리조트 및 다이빙
포인트 홍보 그리고 제주 지역 다이빙리조트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내외 다이빙 장
비업체, 다이브리조트로부터 많은 협찬과 성원이 있었으며 총 가격
81,059,000원(AUD $100,190) 상당의 상품들이 PADI 다이빙 페스티발
참가자에게 경품 및 상품으로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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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959 8698

홈페이지
www.scubapro.co.kr

02-505-300-9466
02-423-6265

www.oceantag.com
www.fourthelement.kr
www.aquaquattro.com
www.hanaplaza.net
www.scubaeng.com
www.seasir.com/kr

02-478-8951

02-483-1621
051-711-8227
031-919-6150
031-708-0566
02-374-8402
02-778-4984
02-922-6823

이벤트 기간 동안 비교적 화창한 날씨로 각각의 다이브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마친 PADI 다이버들은 제주 국제 컨
벤션 센터 5층 탐라 홀에 오후 6시까지 입장, PADI 아시
아 퍼시픽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한 토마스
크네들릭 Thomas Knedlik(Territory Director, PADI Asia
Pacific) 등 PADI 임원들의 축제 오프닝을 시작으로 모두
풍성하고 쾌적하게 저녁 만찬을 즐기며, 재미 가득한 이벤
트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페스티발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서의 PADI 스텝
들 또한 참가하여 약 421명의 PADI 다이버와 가족들이 함
께하는 국제적인 이벤트로 더욱 빛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참가자 장기자랑은 개
그맨 안시우 씨가 진행을 맡아 참가자 전원에게 활기찬
시간과 웃음을 선사하였고 개인 및 단체 장기자랑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하나되어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저녁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PADI 다이빙 코스 어
워드로 2018년 오픈워터, 어드밴스, 레스큐, 마스터 스쿠
버 다이버 중 월별 라이선스 취득자 추첨이 있었고 가장
많은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를 마친 다이버로, 행사장에
C-card를 소지한 다이버들이 경합을 통하여 멋진 다이
빙 장비를 수상했다. 그 밖에도 PADI 제품을 포함한 많
은 수의 푸짐한 경품들이 추첨을 통하여 이번 축제에 참
가한 참석자 전원에게 상품을 나눌 수 있어 기쁨이 배가
되었다.
이번 축제는 김부경(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마켓 매니
저), 영희 심슨(PADI 아시아 퍼시픽, 지역 트레이닝 컨설턴
트), 김진관(PADI 아시아 퍼시픽, 한국 지역 매니저), 임나
래(PADI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진
행하였으며,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 이하의 멤버들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동한 – PADI 코스디렉터&조이 다이브 대표
•조광현 – PADI 강사&제주 바다하늘 책임 강사
•고성지 – PADI 강사
•현진석 – PADI 강사
•오세선 – PADI 보조 강사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PADI 다이빙 페
스티발을 위해 많은 협찬을 해준 국내외 협찬사 대표들과
자원 봉사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준 PADI 다이
브 센터/리조트, PADI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
구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9년 PADI
다이빙 페스티발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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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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르당

몰디브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세이셜
모리셔스
르유니온

팔라우

필리핀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알로르
대보초/코랄씨

파퓨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용갈라렉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mantar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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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과달루페

유카탄반도
(시노테/코즈멜섬)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벨리즈
코코스섬

바하마제도

쿠바
케이만군도
보네어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퉁가
이스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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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s Diving Spots
직항공항

사방비치

국내선공항

세부 릴로안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
070-7563-1730
노블레스리조트
070-7563-3489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세부 막탄

푸에르토갈레라(사방비치)

레가스피
돈솔/레가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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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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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 GAIA
http://divegaia.com/
상히에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할마헤라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해
헤라
마
할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해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라브안바조

알로르

동티모르

사움라키

머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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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리조트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필리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최소경비 : 1,000,000원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특징 : 해변 가까이에 큰 무리의 정어리가 상주하고,

인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다.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맞은편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올랑고(Olango)섬 주변에 다이빙을 한다.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특징 : 환도상어(Thresher shark)를 100%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난파선 다이빙과 접사피사체를 볼 수

모알보알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많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세계적인 다이빙 스폿 아포섬과 가장 가까운 곳

두마게티/다우인/아포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아포섬은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하
고 있는 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이며 웅장한 풍광과
원시적인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

말라파스쿠아섬

의 산호와 잭피쉬 무리 등은 항상 만나볼 수 있다. 다
우인 지역은 접사생물로도 유명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오슬롭과 인근
에 수밀론섬, 카세리스리프 등을 데이트립으로 다이

세부 막탄

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리조트

보홀 서쪽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까빌라오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특징 : 카빌라오섬의 가장 풍부한 것은 섬을 둘러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

고 있는 산호초이다. 건강한 산호, 따뜻한 수온, 맑은

성된 수중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

수중시야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Slope)와 월

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Wall)은 이 섬을 스쿠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Cabilao섬 산호초가 보호받는 해양공원으로 지정되
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최소경비 : 1,500,000원~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최소경비 : 1,500,000원~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

최소일정 : 5박 6일~

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

시즌 : 연중/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물고기 퍼레이드. 매년 12~2월에는 고래상어를 만
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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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소고드베이

까미귄섬

다이빙 여행
을갈

때 스마트폰
· 태블릿에
「격월간 스
쿠바다이버
」 지를 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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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필리핀
한인리조트

Philippines
한인리조트

세계적인 접사다이빙 지역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아닐라오/말리카반섬/보니또섬
최소경비 : 1,200,000원

푸에르또갈레라/사방비치
베르데섬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200,000원

시즌 : 연중

최소일정 : 5박 6일

특징 : 세계적인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으로

시즌 : 연중

접사 피사체가 많다. 또한 펀다이빙 지역으로도 손

특징 : 민도로섬의 푸에르또갈레라는 가장 아름다운

색이 없다.

해변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

고, 좋은 다이빙사이트가 바로 주변에 산재해 있다.

2015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사방비치

한인리조트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자!

보라카이섬

롬브론섬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라카이섬은 에머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수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상 스포츠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과 바(Bar)가 있어 가족단위로 다이빙 여행을 해도

아닐라오

한인리조트

리조트

슈퍼마크로의 천국

만족스러운 곳이다.
리조트 리브어보드

난파선 다이빙과 호수 다이빙

듀공을 만나는 곳

코론

아포리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특징 : 아포리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이

24일에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이 지역은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

UNESCO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올라있고, 아포리

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보호하는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구역이다. 운이 좋으면 듀공을 볼 수 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쉽게 할 수 없는 호수 다이빙이나 동굴 다이빙과 같
은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

보라카이

롬블론

아포리포

리브어보드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슬루씨/투바타하리프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코론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
과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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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바타하리프

필리핀 세부 릴로안의
최고급 최대 다이브 리조트

노블레스 리조트
막탄 섬

세부
네그로스 섬

보홀

릴로안

★동시에 40명 숙박 및 다이빙 가능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 포인트가 10분 거리에 위치
유명한 아포섬·발리카삭섬 다이빙

인터넷전화. 070-7563-3489 리셉션. +63-32-480-9039
정광범. +63-927-674-0003 카톡ID. nob7890
noblesses8899@gmail.com | www.noblesseresort.com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인터넷 전화만 하면 공항미팅에서
공항샌딩까지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가 됩니다.

20명의 한국인 및 필리핀 스텝들이
완벽한 서비스 제공

★고급 렌털 장비 다량 보유
고급 장비 40 세트 구비

★다이빙 교육에 최적의 환경
넓은 수영장 시설과 리조트에서
걸어서 바로 입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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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특별한 재미다.

요나구니

참조 : 2015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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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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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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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당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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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coralredang.com.my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Redang
Kuala Terengganu

Malaysia

Kuala Lum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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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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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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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하여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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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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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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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북부, 남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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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추천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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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k 다이빙과 Critter 다이빙의 메카

인도네시아 렘베해협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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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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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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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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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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Yap), 최고의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스노클링•독특한 레스토랑•얍 문화 및 섬 투어•스파
• 샤크와 만타레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대형 동물과 조우

•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섬에서 다이빙

• 아우터 리프, 채널 및 월 다이빙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

• 다이빙후 장비 이동 서비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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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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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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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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필리핀 모알보알

인도네시아 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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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11월 10~21일
특징 마크로 천국 렘베로 떠나는 사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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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듀공보러 고고씽

2019년 투바타하

일정 2019년 2월
특징	바다의 소, 듀공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러 갑니다.
딱,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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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17일
특징 설명이 필요한가요? 시파단은 시파단!!
본섬 다이빙 2일 진행

일정 2019년 6월 5~13일
특징	다이빙은 물론 해파리호수와 아기거북의 방생도 볼 수 있는 알려
지지 않은 보석 거기에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건 비밀!

2019년 8월 피서투어, 백상아리

2019년 여름휴가 갈라파고스

일정 2019년 7월 28일~8월 4일
특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떠날 수 있는 여름 피
서투어. 2018년의 기록적인 더위를 기억하며 백상아리 케이지 다
이빙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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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추석 갈라파고스
일정 2019년 9월 7~17일
특징 추석 연휴를 이용한 갈라파고스 평생여행! 지금 예약하세요~

2019년 미크로네시아 축
일정 2019년 11월
특징 난파선이 그냥 난파선이 아니다. 여긴 다르다.
화려한 산호로 뒤 덮인 100미터 이상의 커대 선박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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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항공권 문의처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l@hotmail.com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기준]

필리핀 편
인천 ↔ 마닐라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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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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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J187

인천 → 마닐라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55

11:00

● ● ● ● ● ● ●

KE631

18:35

21:45

● ● ● ● ● ●

KE5781

12:30

17:20

23:00 04:00[+1]
07:35

10:35

12:05

16:40

23:10 04:30[+1]
08:10

11:10

20:35

23:40

00:20

05:20

14:10

19:35

03:05

06:05

5J188

마닐라 → 인천

17:10

22:40

Z20885

인천 → 마닐라

12:55

16:15

Z20884

마닐라 → 인천

07:10

12:10

7C2305

인천 → 마닐라

19:10

22:20

7C2306

마닐라 → 인천

23:10 04:05[+1]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인천 → 세부

KE632

● ● ● ● ● ● ●

세부 → 인천

KE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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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00:10

05:35

13:30

19:05

21:10

00:45

세부 → 인천

01:50

07:10

PR485

인천 → 세부

08:30

12:00

PR484

세부 → 인천

00:50

06:25

Z29047

인천 → 세부

22:35

02:15

Z29048

세부 → 인천

16:10

21:40

7C2405

인천 → 세부

19:40

23:10

7C2406

세부 → 인천

LJ021

인천 → 세부

LJ026

세부 → 인천

20:50 00:20[+1]
00:40

06:50

01:20

06:50

08:30

12:15

20:05

23:45

01:55

07:20

13:30

19:0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E5781, KE5782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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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산 ↔ 세부
항공사

인천↔ 클락
항공사

12:15

인천 → 세부

LJ022

부산 ↔ 마닐라

08:30

OZ710

LJ025

● ● ● ● ● ● ●

도착
22:40

OZ709

● ● ● ● ● ● ●
● ● ● ● ● ● ●

출발
19:05

편명

운항구간

OZ707

인천 → 클락

OZ708

클락 → 인천

PR493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1:30 00:30[+1] ● ● ● ● ● ● ●
01:35

06:30

02:55

07:25

인천 → 클락

23:15

02:35

PR492

클락 → 인천

16:55

22:15

LJ023

인천 → 클락

21:35 00:40[+1]

LJ024

클락 → 인천

01:50

06:35

● ● ● ●

● ●
●

● ●

●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BX711

부산 → 세부

21:05

00:30

BX712

세부 → 부산

01:25

06:30

KE5773

부산/진해 → 세부

19:30

22:50

KE5774

세부 → 부산/진해

00:45

OZ9757

부산/진해 → 세부

20:05 00:30[+1]

OZ9758

세부 → 부산/진해

01:20

06:30

LJ037A
LJ037

● ● ● ● ● ● ●

LJ038

부산 → 세부
세부 → 부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21:35 00:55[+1] ● ● ● ●
06:05

● ●

● ● ● ● ● ● ●
● ● ● ● ● ● ●

19:30

22:45

20:00

23:15

● ●

00:45

06:05

● ● ● ● ● ● ●

●

●
●

● ●

※ KE5773, KE5774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OZ9757, OZ9758 편은 에어부산으로 항공기로 운항

인천↔ 보홀 (딱빌라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2P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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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인천↔ 프에르토프린세사(팔라완)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PR475

인천 → 팔라완

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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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사이판

출발

도착

19:40 01:00[+1]
02:50

06:40

03:00

06:50

09:30

15:10

● ● ● ● ● ●

06:20

12:30

16:10

19:45

04:45

08:30

●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677

인천 → 코롤

20:45 01:45[+1]

KE678

코롤 → 인천

02:55

OZ609

인천 → 코롤

23:10 04:00[+1]

OZ610

코롤 → 인천

05:00

08:15
10:10

편명

운항구간

KE629

인천 → 덴파사르

18:00 00:10[+1]

출발

도착

KE630

덴파사르 → 인천

01:25

09:20

편명
LJ063
LJ061
LJ064
LJ062

운항구간
인천 →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 인천

출발

도착

07:50

12:20

18:20

22:30

13:20

19:25

23:55 06:05[+1]

ZE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19:30

ZE502

23:35

● ● ● ● ● ● ●

말레 → 인천

15:40 06:10[+1]

20:40

KE736

오키나와 → 인천

18: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

OZ171

오키나와 → 인천

13:00

15:20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7C1801

오키나와 → 인천

16:35

18:55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10

12:30

LJ246

오키나와 → 인천

13:30

15:50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항공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KE5747

부산 → 오키나와

08:00

10:00

KE5748

오키나와 → 부산

11:00

13:05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10

10:05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05

13:20

● ● ● ● ● ● ●

※ 대한항공 KE5747, KE574 편은 진에어 항공기로 운항

● ● ● ● ● ● ●

인천 ↔ 호놀룰루(하와이)
항공사

편명

● ● ● ● ● ● ●

KE053

00:20

06:25

● ● ● ● ● ● ●

KE05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002

푸켓 → 인천

01:00

08:45

OZ747

인천 → 푸켓

18:05

22:30

OZ748

푸켓 →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항구간
인천 → 호놀룰루
호놀룰루 → 인천

출발

도착

20:35

09:40

17:20

09:00

12:20 17:45[+1]
11:10

19:50[+1]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09:30

OZ231

호놀룰루 → 인천

11:10

17:30[+1]

HA6019

인천 → 호놀룰루

2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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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6020

호놀룰루 → 인천

13:05 17:50[+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항공 KE001, KE002 편은 도쿄(NRT)를 경유하여 운항

●

19:30 00:10[+1] ●

● ●

00:05

08:00

●

01:40

09:40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산 ↔ 나하(오키나와)

7C2502 코타키나발루 → 인천

KE638

07:45

도착

KE001

23:15

09:50

00:10

17:00

● ● ● ● ● ● ●

18:40

02:25

출발

07:10

인천 → 푸켓

14:20

14:35

23:20

KE637

09:00

운항구간

19:10

도착

05:55

인천 → 오키나와

00:45

출발

00:35

편명

코타키나발루 → 인천

운항구간

싱가포르→ 인천

도착

KE735

7C2501 인천 → 코타키나발루

편명

인천 → 싱가포르

출발

인천 ↔ 나하(오키나와)
항공사

인천 ↔ 푸켓(태국)
항공사

KE474

SQ8

인천 ↔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항공사

22:40 07:00[+1] ●

SQ608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운항구간
인천 → 말레

SQ607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편명
KE473
SQ7

22:10 03:40[+1] ● ● ● ● ● ● ●

7C3401

사이판 → 인천

항공사

●

20:20 01:40[+1] ● ● ● ● ● ●

7C3400
7C340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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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10년 만에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활용법
국내 항공사들이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유

반면, 아시아나항공에는 여행은 물론 영화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효하다는 약관으로 변경되면서 2008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2018년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 CGV, 금호아트홀과 같은 마일리

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자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때

지 사용몰을 운영하여 항공 마일리지로 영화를 관람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문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소멸되기 전 기간 내 사용하는

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것이 좋다. 하지만 약관이 적용된 2008년 이전의 항공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하물 초과 요금 지불&라운지 이용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국내 라운지뿐만 아니라 해외 라운지 이용도 가능

보너스 항공권 사용

하다. 그 외에도 수하물 위탁 서비스 혹은 수화물 초과 요금도 마일리지로

항공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성수기에 예약

이용할 수 있다.

하게 될 경우 마일리지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평수기에 예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너스 항공권은 1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여정을 취소하거

좌석 업그레이드하기

나 환불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 혹은 도착지와의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항공 마일리지는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석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항공권은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은 퍼스트클래스석으로 좌석 업그레
이드가 가능하다.

생활 속 항공 마일리지 사용하기
만약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 속에
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공통적으로 로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휴양시설인 리조트, 스파, 호텔을
항공 마일리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여행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제주 민속촌의 경우 구
입처에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성인 기준 1,500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민속촌 관람이 가능하다. 그 외 리무진 이용, 렌터
카에도 항공 마일리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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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자
공항에서 수화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체크인 시 받는 수하물 확인증은 꼭 챙겨야 한다. 수화물을 분실하였다면 항공사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현지 공관에서 여권 대신 사용할 여행증명서

직원에게 확인증을 보여주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바로 찾지 못할

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편 비행기를

경우에는 묵게 될 숙소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용할 수 있다.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은 뒤에 여권 사진 2장과
대한민국 귀국 항공편의 정보를 가지고 현지 공관으로 가면 된다.

해외여행 중에 몸이 아프다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면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여행자 보험 회사에 연
락을 취해 보험회사 지정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웬만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
한 외국인 병동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고,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간단

영사콜센터 연락처 메모하기

한 상비약 등은 한국에서 미리미리 챙겨서 출발하면 더욱 좋다.

해외 여행 중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외교부가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82-2-3210-0404’로 전화해
이용하면 된다.
위급상황 시 의사소통에 필요한 외국어가 담겨있는 한국관공사의 앱 ‘저스트 터치
잇’과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여행’ 앱도 꼭 다운받아 놓으면 요긴하다.

해외여행 중 현금을 도난당했다면
해외에서 현금을 도난당하는 상황을 대비해 외교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아두
면 편하다. 바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이다. 국내 가족, 지인이
외교부 통장으로 한화를 입금하면 해당 국가 해외 공관은 여행자에게 현지 화폐
를 송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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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A

Q 다이빙 후 피부 이상
저는 10월 달에 처음 오픈워터를 따고 다이빙의 재미에 푹 빠진 새내기 다이버
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것저것 궁금한 증상들이 많아 박사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왼쪽 귀의 이퀄라이징이 좀 천천히 되는 것 이외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오픈워터코
스를 마쳤고. 이번에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코스를 위해 푸켓에서 2일 동안 다이빙
을 하였습니다. 왼쪽 귀의 이퀄라이징도 잘 되고 2일에 걸친 다이빙을 별문제 없
이 마쳤으나, 마지막 다이빙 다음날 무릎에 좁쌀같은 두드러기가 나타났습니다.
• 1일(수요일)
1)	딥다이빙 연습, 최대수심 27m 에서 5분 정도 머무른 후 대부분 20~18m에
서 25분 정도. 5m에서 5분

글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2)	중성부력 연습, 최대수심 21m 에서 5분 정도 머무른 후 16~18m에서 30분
정도 연습&관광(?). 5m에서 5분
3) 펀다이빙, 최대수심 17m 에서 40분 후, 5m에서 5분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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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 2일(목요일)
4)	멀티레벨다이빙 연습. 최대수심 25m에서 15분, 20m에서 10분, 12m에서 10
분, 5m에서 5분
5)	수중항법 연습, 최대수심 9m에서 40분 정도 끊임없이 길 찾기 연습 후, 5m
에서 3분
6)	난파선다이빙 연습, 수심 16-18m에서 장애물 통과 연습 15분 정도 후, 최대
수심 20m 난파선 구경 10분 정도, 16-18m에서 15분 후, 5m에서 5분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
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
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
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

수면 휴식은 1시간 30분 정도였고 다이빙 중, 다이빙 직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6번째 마지막 다이빙은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종료했고, 무릎의 두드러기는
다음날(금요일) 리조트에서 휴식 중 점심 때 발생했어요. 선베드에서 뭐에 물렸
나? 혹시 전날 수중항법 연습 시 모래바닥에 무릎 꿇어서 생긴 알레르기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도 없어지지 않고, 먼저 생겼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던 곳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새롭게 좀 더 생겼어요.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참, 비행기는 어젯밤(토요일 밤) 9시에 탔습니다. 두드러기 부위는 무릎뼈 위쪽
으로 손바닥 넓이에 좁쌀처럼 오돌토돌하고 가렵습니다. 다른 곳은 가려운 곳
이 없고요. 제가 강한 햇볕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격렬한 야외활동(스노클링, 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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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등산 등)을 며칠하면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입술에 알레르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초보인 제

가 보기엔 다이빙 이력도 안전권(?)이고 비행기 탑승 전 휴식시간도 길어

물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서 감압병은 아닐 것 같지만, 오늘 새롭게 두드러기가 발생한 게 괜히 걱

그러나 다이빙을 할 때는 고개를 빨리 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

정되네요.

아서 고개를 돌려서 생기는 이석증 증상의 발현은 쉽지 않고, 이석증의
증상 발현을 겪은 분들은 그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수중에서

A 감압병은 아닌 듯

급격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것이 감압 질환에 의한 것인지(뇌동맥 공기

저도 감압병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진료 받고 약을

색전증, 내이 감압병 등) 이석증으로 인한 것인지를 쉽게 구분을 할 수

이틀-사흘 정도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약을 먹어도 전혀 진전이

있습니다.

없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일단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어떤 물체를 잡고 잠시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수면을 향해 정상적인 속도로 올라오면 됩니다. 아직도 어지럼

Q 삼출성 중이염

증이 남아 있다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다이빙을 시도하지 않기 바랍

저는 현재 삼출성중이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막에 구멍을 내는 치

니다. 완전히 호전된 뒤에 다시 시작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료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스킨스쿠버를 시작하면서 고막이 절개되어 있
으면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고막 절개를 하지 않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

Q 귀 뒤쪽 통증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 필리핀 세부에서 어드밴스드 과정을 수료했는데 오늘 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방식은 고막은 절개하지 않고 수시로 이퀄라이징을

국으로 복귀한 후에 오른쪽 귀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교육과정

해서 압력을 맞추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중이염은

간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것을 더불어 매 출수 시마다 마스크에 피(?)는

없다고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은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닌 거 같고 옅은 고름같이 차더라고요. 병원은 가야하는데 심각한 게

그럼, 다이빙도 괜찮은 건지요?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은 다이빙은 절

아닌지 여쭙고 싶네요.

대 안된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중이염 증상은 없는데 가끔 귀

추가로 1년 전 급성이명으로 고막주사 5회 맞은 이력이 있습니다.

에서 이물질이 흘러나옵니다. 가렵거나 아프거나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보면 중이염은 없다고 합니다. 다이빙을 해도 괜
찮은 건지요?

A 검사결과를 봐야할 듯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① 고막 내시경 ② 청력검사 ③ 유양동 방사선 촬
영(Law's view 하고 Stenver's view) 등 촬영해서 결과를 폰으로 찍어서

A 고막 절개는 최후 수단

보내주시겠습니까?

삼출성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 고막절개를 계속했다면 고막이 정상인

급성 외이도염, 급성 중이염 급성 중이염 후유증으로 올 수 있는 급성

에 비해 흉터나 약해진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압력평형이 조금

유양동염 등을 확인해봐야 할 듯합니다.

만 늦어지거나 상승 시 역압착이 올 때 고막의 천공이 쉽게 올 수가 있
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가끔 귀에서 흘러나온다는 이물질입

Q 다이빙 중 현기증

니다. 귀지일 수도 있고 염증에 의한 이루일 수도 있는데 - 이루라면 다

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해결이 안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빙에 의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로그수 300회 이상 질병질환 없는 건강한 남성입니다. 종종 다이빙 중

수영장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러 차례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주

현기증이 옵니다. 너무 몽롱해져서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

시지요.

입니다. 다이빙 후에도 내가 다이빙을 어떻게 하고 출수했는지… 싶을 때
가 있습니다.

Q 이석증 치료 후 다이빙

보통 투어를 다닐 시 국내는 1박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해외투어에도

회원 중 33세 여성 회원이 최근 이석증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데 치료 후

다이빙 끝나고 술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속이 좋지 않

다이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 겨워낼 정도나 아침 다이빙에 무리가 갈 만큼 마시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석이 이탈 후 치료로 자리를 잡아서 퇴원을 한 상태로 통원 치

어떤 분은 체력적으로 떨어져서(피로와 음주 후 숙취) 종종 그런 증상 느

료 중인데 아직까지는 어지럼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낀다는 분도 계신데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
서 확인해 볼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을 때는 한참 증상이 없습니

A 완전 호전된 후

다. 특별히 어느 시점에만 나타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동안은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증은 그 병의 특성상 어지럼증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예측을 못

A 다양한 원인

합니다만, 많은 경우 머리를 급격히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다이빙 중 현기증을 느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특정하여 답

있습니다. 흔히 잠 잘 자고 나서 어지럼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을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경우도 잠자면서 뒤척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운전 중에 고개를 좌

① 냉기에 의해 고막, 중이, 내이의 자극 ② 내이 감압병 ③ 기체 마취 등

혹은 우로 휘익 돌리면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을 크게 볼 수 있고, ④ PFO의 존재로 인해 경미한 뇌동맥 색전증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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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PFO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스쿠버 다이버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보
셨으면 합니다.

Q 다이빙 중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이빙 후 가슴이 체한 듯 답답한 느낌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
라 검색을 하다가 박사님의 글을 읽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35세 여성이고요 얼마 전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이빙을
했습니다.(10년 전 처음 오픈워터를 따고 이번 마지막 다이빙까지 총
22회의 다이빙 경험밖에 없습니다. 올라오기 전 안전정지는 강사님
이 다 해주었습니다.)
12월 18~20일 이렇게 삼일 하루 세 번씩 다이빙을 했습니다. 18, 19
일 다이빙 때는 괜찮았는데요. 20일 두 번째 다이빙 때 가슴이 좀 답
답함을 느꼈습니다.
20일의 다이빙 순서는
• 오전 10:06~10:37(잠수시간 31분, 최대수심 35.5/평균수심 17.5)
• 오전 11:42~12:15(잠수시간 34분, 최대수심 20.7/평균수심 12.4)
• 오후 01:06~01:41(잠수시간 35분, 최대수심 14.6/평균수심 11.4)
22일 오후 4시 10분 비행기 탑승
제가 다이빙시계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강사님
이 알려주신 거고요, 전 강사님 뒤를 따라다니며 다이빙을 했습니다.
두 번째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선생님은 제가 호흡을 할 때 너무 깊게 숨을
내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이빙이 끝나고 체한 것처
럼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쉬기가 조금 그랬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
지는 않아서 나중에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어요. 그런
데 오늘까지 계속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 걱정되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이 사이트를 발견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체했을 때처럼 가슴 가운데가 답답하고 숨쉴 때 조금 불편한 느낌
인데요, 이게 오늘로 7, 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함은 약간만
있다가 또 좀더 심해지다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계속 뭐가 있는 것처
럼 답답합니다. 일반 병원을 가도 될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아
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길
다이빙 프로필이나 항공기 탑승 시간 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수
중에서부터 불편함을 느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해외 다이빙 리조트에서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호흡기는 일반적으
로 개인이 구입할 때에 비해 약간 질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사
용하고 첫 다이빙을 35m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데 다이빙 중 호흡
이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리조트나 대여 장비
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 다이빙에서 그런 느낌을 받
고 두 번째 다이빙을 들어가서 가슴이 답답해졌다면 그런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신 곳이 어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대형 병원에 가서 흉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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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쵤영(가급적 CT 포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흉이나 기종이 생

지나가던 사람의 답변

겼을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받으면 결과물을 이미지로 받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발열+두통+후두부, 목의 강직/당기는 느낌은

아서 다시 한 번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뇌수막염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 같은데요. 잠수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
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진료 받아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글을 남겨도

답변에 대한 답글

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의사라 걱정이 되어서 오지랖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고 마지막 날 첫 번째 다이
빙에서 처음으로 35m를 내려가 많이 긴장해서 호흡에 대해서는 잘 모

지나가던 사람의 답변에 대한 답글

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슴에 답답함과 소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 있어

아, 그런데 발열은 지난 1일(이틀 전)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이거든요.

박사님의 말씀대로 흉부방사선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은 잠수 관련

그리고 목이 당기는 느낌이 심하거나 주된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받고 올라오던 날 너무 피곤해서 감기몸살이 온 것이 아닐까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답변에 대한 답글에 대한 답변
일반 병원 가셔도 무방합니다.

A 강영천의 답변
제가 본 Q&A에 접근이 항상 되는 것이 아니고(해외 출장 등) 들어와

Q 뇌감압병?

보고 이미 답글이 달린 표시가 나면 당연히 이미 제가 답글을 드렸다

지난 11월 29일~12월 12일까지 다이브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

고 생각해서 다시 열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다. 마지막 다이빙은 12월 10일이었고 비행기는 12일 새벽에 타고 귀

그래서 이번 질문에도 제가 필리핀에서 읽었지만 다시 열어보지 않고

국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직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듯합니다. 12일에 귀국했고 1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면 감압

18일부터 머리가 아프고 멍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1%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

19일에는 낮에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잔 했는데 저녁 때 현기증이 굉

만 감압병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불편

장히 심했습니다. 박사님께 전화 상담을 드렸는데, 박사님께서는 감압

한 부분 - 특히 발열, 두통, 목 뻣뻣함 등은 위에 미루킴님이 적어주신

병이 아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것처럼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감염증이 의심됩니다.

않아서 통영세계로병원에 가봤더니 뇌감압병이 온 것 같다고 합니다.

감압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 분은 다이빙하고 왔다면서 불편함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다이빙 전부터 어깨 결림이 있었

을 호소하면 일단 감압병으로 의심하고 챔버 치료를 권유하고 계속할

는데 다이빙 중 이게 심해져서(아마 벤즈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녁 때 몇 차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박사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Q 고막에 빵꾸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26일에 3시간 챔버 치료를 받았고, 치료

제가 얼마 전 무리한 다이빙으로 고막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받은 직후 두통과 현기증, 어깨 결림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12월 12일 오른쪽 귀를 다쳤고 다음날 귀에서 물이 흐르고 아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또 생기고, 29일 저녁부터는 전에 없

응급실을 갔습니다.

던 누웠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듯한 현기증과 이명현상이 생
겼습니다. 그리고 30일과 31일에 걸쳐 두 차례 치료를 더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일어날 때 핑 도는 현상은 그대론데 두통과 멍한 느낌
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일정 때문인지 치료
하고 돌아온 날 밤부터 몸살이 와서 열이 37.2~37.6도 사이로 나면서
머리가 띵하고 뒷목이 당기는 증상이 다시 재발했고 핑글핑글 도는 것
은 아니지만 멍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과 8일에 두 차례 치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제 상태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①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② 치료를 꾸준히 받으
면 상태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③ 뇌감압병이 맞는다면 이미
치료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완치는 가능할지요? ④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시나요?
항상 바쁘신데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불쑥 불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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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에 구멍이 생겼고 염증까지 생겼다고 해서 일주일 치 약을 받고

A 불산호

청력검사(40데시벨) 동산의료원 일주일 후 증상은 물은 계속 났습니

요즘 필리핀 쪽 수온이 내려가면서 해파리가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는

다. 청력검사(30데시벨) 그리고 12월 23일 패치(?)를 붙였습니다. 그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산호건 해파리건 경우에 따라서는 아네모네에

후로는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요.

쏘인 경우라도 그 독도 문제지만 그 독에 대한 신체의 알레르기 반등

12월 29일 패치가 좀 허술하게 붙여져서 재시술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이 더 무섭습니다. 응급처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면 다시 진료를 보는 날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치료해야 하는 건지, 의

불산호/아네모네/해파리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입니다.

사는 뭐 설명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갈 수만 있다면 박사님께 진
료를 받고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북구미인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불 산호, 아네모네, 해파리

궁금한 것은 패치를 왜 붙였는지 치료목적이 뭔지 알고 싶고요. 아님

• 대량의 소금물로 씻어서 남아있는 촉수를 제거한다.

패치라는 건 붙여놨다가 다시 떼 주는 건지? 궁금해요. 고막에 구멍이

•	다친 부위를 뜨거운 물에 30~90분 동안 넣어서

자동으로 막힐 수도 있다던데 그건 몇 개월이 걸리는지? 그동안에 다
이빙은 절대 안 되는지요?

아직 독을 뿜지않은 가시세포를 제거한다.
• 검자로 촉수를 제거한다.
• 면도용 크림과 면도기로 해당 부위를 면도한다.

A 만성 중이염이 되기 전에~~
고막에 구멍이 생기고 2차 감염이 생기면 난청과 이루가 동반됩니다.

• 부신 피질 홀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준다.
•	알레르기 반응 - 어떤 독성 생물에 대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다이버가 있다. 이런 상태가 진단된 경우 반응을 일으켰을 때 스스

구멍에 패치를 대는 것은 물이 나는 동안(이루)은 피해야 하고 패치를

로 사용할 수 있게 처방받은 에피팬(Epi-pen)이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

댄 상태로 물이 나면 패치를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있다. 에피펜의 사용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조난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고 저는

조난자가 사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지금 병원 일은 하지 않고 있어서 구미에 계신다면 대전에 있는 을지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조진생 과장의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분도 다이버이시고 귀 전문이라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얼른 쾌차하시길…….

Q Fire Coral
박사님 저는 오픈워터고 바다는 두 번째 입수입니다. 아직 필리핀에 있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고 제대로 된 병원에 갈 수 없어 긴급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이번에 1월 10일 입수하다 나오면서 5m 정도에서 5분 안전정지 중 강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사분이 구경하라고 밑바닥 쪽으로 데려가던 중에 제가 거의 바닥에 닿
았는데 발목 쪽에 엄청 따끔하게 쏘인 느낌으로 놀라서 허우적대자 다
른 강사님이 보고 저를 수면 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엔 발
목에 빨갛게 점박이처럼 있었고 당시 응급처치로 생수로 닦은 후 순한
스테로이드 약품을 발랐습니다.
보트에서 내리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얼음찜질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강사님이 인터넷으로 식초, 따뜻한 물을 보시고 따뜻한
물수건에 덮어 놓았다가 식초에도 10분 정도씩 덮어놓았습니다. 인터
넷 등 다른 분들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불산호에 쏘인 것 같은데요. 하
루가 지나니 욱신거림은 없어졌으나 이틀 지나니 붓기가 점점 심해져
종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물
만 먹어도 토합니다. 어제 저녁엔 흰죽을 먹었더니 조금 나아졌고요.
붓기가 심해지니 무서워서 필리핀 보홀에 있는 병원에 다녀와 바르는
후시딘과 복용하는 프레드니손을 처방받아와 복용했습니다. 한국에는
이틀 후에나 들어갈 수 있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처
치가 있을까요. 붓기가 너무 심해져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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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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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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
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
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심장충격 시행 멘트가 나올

✚ 가슴압박과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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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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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직도 PADI
PADI 강사가
강사가 되는
되는 것이
것이 남의
남의 이야기
이야기 같나요?
같나요?

한국과
한국과 푸켓에서
푸켓에서 활동하는
활동하는 두명의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합동으로 진행하는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1차 - (한국-주말반) : 2019. 1. 5~2. 17

IE(강사시험) 2019. 2. 18~19(말라파스쿠아)

2차 - (한국-주말반) : 2019. 1. 5~4. 21

IE(강사시험) 2019. 4. 27~28 (제주)

3차 - (푸켓 전일정) : 2019. 6. 6~14

IE(강사시험) 2019. 6. 15~16(푸켓)

4차 - (푸켓 전일정) : 2019. 8. 9~16

IE(강사시험) 2019. 8. 17~18(푸켓)

5차 - (한국-주말반) : 2019. 9. 21~10. 19 IE(강사시험) 2019. 10. 26~27(울진)
6차 - (푸켓-전일정) : 2019. 12. 6~13

IE(강사시험) 2019. 12. 14~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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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다이빙을 위한

주의사항

01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11

다이빙 중에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02

하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바닥

12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03

다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무감압 한계 시간을

04

다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상승속도는

05

다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06

공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07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지대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탑승을 한다.

13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14

다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15

다이빙 중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16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17

독이 있는 생물을 습득하여 독이 있는 생물을 조심한다.

08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18

다이빙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09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착용한다.

19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10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20

평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지킨다.

분당 9m 이내로 최대한 천천히 한다.

주의한다.

상승을 시작해서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보트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오보홀을 한다.

잘 따른다.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않도록 몸에 바짝 붙인다.

길러주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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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에 떠다니는 ‘한반도 7배’ 크기의
바다 위 ‘거대한 쓰레기섬’ 치운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제 해양생
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7배 크기
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까지 생겨났는데, 이걸 치우는 프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대규모 해양 플라스틱 쓰레
기 수거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장비는 긴 파이프를 서로 연
결해 물에 뜨게 하고 바로 아래에는 3m 깊이의 막을 연결했다.
카메라와 위성안테나를 부착해 위치와 해양 상태도 파악할 수도
있다. 600m 길이의 파이프가 U자 모양으로 조류에 따라 움직이
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으면 배가 가서 수거하게 된다.
이 장비를 만들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에 나선 주인공은
네덜란드의 청년 발명가 보얀 슬라트(Boyan Slat)이다. 그는 크
라우드 펀딩으로 그동안 338억 원을 모아 전 세계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의 90%를 치운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섬 사이에 만들어진 한반도 면적의 7배쯤
되는 거대한 해양 쓰레기 섬을 치우는 게 목표이다.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앞
으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 해
양 쓰레기를 치우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 사
용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시도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청년 발명가 보얀 슬라트

인천공항, 스카이팀 소속 7개 항공사
제2터미널에 추가 이전

10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제1터미널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 28일부터 스카이팀 소속 7개 항공사를 제1여

오는 10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제1터미널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전

객터미널(T2)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추가 이전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T2로 이전하는 항공사는 아에로멕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수속 카운터와 라운지

코(AM), 알리딸리아(AZ), 중화항공(CI), 가루다항공(GA), 샤먼항공(MF),

등 제반 시설을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전한다. 탑승수속 카운터는 기존

체코항공(OK), 아에로플로트(SU) 등 총 7개사다.

K·L·M동에서 A·B·C동으로 이전하며, 퍼스트와 비즈니스 라운지
는 기존 43번과 28번 게이트 근처에서 11번과 26번 게이트 근처로 이
전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수속카운터를 이전하며 상용고객들의 편
의를 위해 ‘프리미엄 체크인 존(Premium Check-in Zone)’을 신설한
다. A·B·C동은 예전 대한항공이 사용하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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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다이빙 여행지가 있는 사이판(Saipan)공항 1달간 폐쇄
지난 10월 24일 제26호 태풍 위투(Yutu)가 서태평양의 미국령 사이판을

될 예정이라고 한다.

강타했다. 시간당 최대풍속 290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사이판 공항

현재 사이판의 문제는 단수와 신량 확보다. 건물이 무너지고 저층은 물

은 관제탑이 무너지고 비행기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에 잠기는 등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다. 호텔 역시 단수와 정전에 인터넷

입어 폐쇄됐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935년 ‘노동절 허리케인’ 이후 가장

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식료품 확보 역시 어렵다는 전언이다.

강력한 폭풍이라고 전했다.
사이판은 유명한 스쿠바다이빙 여행지로 많은 다이버들이 이용하는 사
이판 다이빙은 한동안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위투’가 사이판
지역을 강타하면서 사이판섬과 티니안섬은 아수라장이 됐고, 공항이
전면 폐쇄돼 관광객이 발이 묶인 상황이다. 10월 26일 외교부 당국자
는 “사이판공항이 24일부터 폐쇄됐으며,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국인 여행객이 현지에 1000명가량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공항은 약 한 달 뒤인 오는 11월 25일 이후에나 정상화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

론과 실천을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속 세계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실전경험과

자. 단순히 수심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하며

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

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던 솔직한 실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인의 경험을 통하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빙 실력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의 관찰기를

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
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2018 November/December | 173

DIVING
INSIDE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태국 시밀란제도의 입장객 제한
태국은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시밀란제도(Similan
Islands)의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5일 일간 더네이션(The Nation)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팡응아주(州) 시밀란 군도 국립공원 당국은 이날부
터 관광객 숙박을 금지하고 하루 입장객 수도 3천 850명
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코스의 섬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관광객은 하루 3,325명이며, 국립공원 내의 바다
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인원은 하루 525명이
다. 또 국립공원 내에서 관광객이 숙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11개 섬으로 구성된 시밀란제도는 바닷물 색깔이 투명해
다이빙 명소가 됐지만, 밀려드는 관광객들 탓에 바닷속 생
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스쿠바다이빙 지역으로 유명한 보라카이섬 재개장
올해 4월 26일 환경정화를 위해 6개월간 전면 폐쇄됐던 필리핀의 유명

변가 기념품샵 운영도 금지된다. 아울러 밝은 전등도 해변가에서 사용

스쿠버다이빙 지역인 보라카이섬이 지난 10월 15일 시범운영을 위해 부

할 수 없다. 밤 9시 이후에는 불꽃놀이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 밖에도

분적으로 개방하였고, 25일까지 자국인에게만 보라카이섬 관광을 허용

고기를 굽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하면서 보완점 등을 최종 점검한 후, 10월 26일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수용한계를 5만 5천 명으로 보고 주민과 근로자

이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

수를 고려, 관광객은 1만 9천 명가량만 섬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령이 한때 '시궁창'이라고 불렀던 보라카이 섬의 해안 수질이 눈에 띄게

다. 또 관광객에게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계획

개선됐다. 로이 시마투 필리핀 환경부 장관은 최근 수질검사 결과 대장

이다. 베르나뎃 로물로 푸얏트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새롭게 단장한

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5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당국은 이

보라카이섬이 필리핀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

를 위해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곧바로 바다에 흘려보내던 하수관을 모

겠다”고 말했다.

두 철거했다. 당국은 또 해안으로부터 30ｍ를 완충지대로 설정하여, 이
안에 있는 시설물 188개를 철거하고 해안도로를 점령했던 불법 구조물
1,250개를 걷어내 해변이 이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졌다고 홍보했다.
보라카이섬의 카지노 3곳과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호텔, 식당 등 400곳
가량이 문을 닫았다.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섬의 환경보호를 위해 불
법 개조한 오토바이(하발) 대신 전기 세발자전거 200대를 교통수단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라카이에서는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 관광 관련 업소들 역
시 엄격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섬 내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사
용이 금지되며, 업소들은 3번 이상 이를 어길 시 영업허가를 잃게 된다.
개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백사장에서의 음주, 흡연,
식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다이빙과 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등 물놀이
도 일시 중단된다. 대규모 모래성 쌓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광
객은 자신의 개인 빨대를 소지해야 하며,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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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도감 2판 발간

Just announced today. New 2nd edition.
A new second edition (available November 1, 2018) is much larger with 2,138 species
and 185 new species! Complete reorganization of taxa following newly recognized
evolutionary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Available in Hard copy and e-Book.

Nudi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INDO-PACIFIC
제2판 발간
Nudibranch & Sea Slug 제2판(2018년 11월 1일부터 사용 가능)은 2,138 종과 185 종으
로 그룹간에 새로 인정된 진화적 관계에 따라 분류군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하드 카피 및
e-Book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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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향신문에서는 특집으로 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
루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이 일면서 전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폰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
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
리함의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
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출판사 : 상상채널
고쇼 히로에 지음 | 황명섭 옮김
정가 : 17,000원 | 430쪽 | 2016.10.10
ISBN : 979-11-87510-01-7 (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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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aFest 2019 -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주최
MantaFest is an annual event organized by Manta Ray Bay Resort

film editing, drone flying, histograms and shooting wide angle.

& Yap Divers where underwater photographers come together to

At the end of each day, everyone meets in the Crow’s Nest bar atop

dive among the island’s resident population of manta rays, abundant

the Mnuw, an Indonesian schooner anchored next to the hotel that is

marine life and study with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graphers.

popular with guests and locals alike, for a pint or two of Manta Ray’s

The event brings divers from around the world for two weeks of

own brewed-on-the-premises beer.

photo workshops, special dives, evening media presentations, one-

There they watch videos by well-known underwater photographers

on-one training by top professionals, a photo contest, dive party and

that are projected on the schooner’s large outdoor screen, review

tours of the island.

their day’s work, get one-on-one critiques from the pros, and begin

During the event, professional photographers work closely with the

to decide which shots they’ll enter in the final competition. A total of

divers who use their choice of digital SLRs, compact cameras or

over $25,000 worth of prizes are awarded for the categories of Big

video. Lessons focus on Lightroom work flow, brushes and filters,

Animals, Behavior, Land/Culture, Macro and Reef Scenic.
Next year’s MantaFest is scheduled
for August 24 – September 8, 2019.
Packages for 4, 7, 10 or 14 nights stays
range from $1,039 to $3,239 exclusive
of airfare.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
mantafest.com.
MantaFest는 Manta Ray Bay
Resort&Yap Divers가 주최하는 연례행

사로, 수중사진가들이 섬에 상주하는 만
타레이, 풍부한 해양생물들을 촬영하고
전문 수중사진가들과 함께 다이빙하기 위
해 함께 모이는 장소이다. 이 행사는 2주
간에 걸쳐 사진 워크샵, 특별 다이빙, 저
녁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최고 전문가의
일대일 교육, 사진 경연대회, 다이빙 파티
및 섬 투어 등으로 이루어진다.
행사기간 동안 전문 사진작가는 디지털
SLR, 소형 카메라 또는 비디오 분야별
로 다이버와 긴밀히 토론한다. Lightroom
의 flow, brushes and filters, film editing,
drone flying, histograms and shooting
wide angle 작업에 관한 레슨도 한다. 매
일 하루가 끝나면 모든 참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텔옆에 정박된 인
도네시아 스쿠너(schooner)인 Mnuw 꼭
대기에 있는 까마귀 둥지 바(Crow’s Nest
bar)에서 만타레이 리조트가 만든 맥주를
마신다.
거기에서 그들은 스쿠너(schooner)의 대
형 옥외 스크린에 투영된 유명한 수중
사진가들의 영상을 보면서 하루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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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일대일 비평을 듣고, 그들이 최
종 경쟁에서 어떤 장품을 제출할지 결정한다. Big Animals,
Behavior, Land/Culture, Macro and Reef Scenic 카테고
리에 총 25,000달러 상당의 상금이 걸려 있다.
내년의 만타페스트(MantaFest)는 2019년 8월 24일~9월 8
일에 예정되어 있다. 4, 7, 10 또는 14박 패키지는 1,039달러
에서 3,239달러까지이며, 항공료를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
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mantafest.com

MantaFest 2018에서 한국인 입상작

SHINWOONG_LEE

SHINWOONG_LEE

SHINWOONG_LEE

JIWOONG_KIM

SHINWOO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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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Goh 수중사진 세미나

세계적인 수중사진가 Eric Goh 세미나가 티니버디, 파인드블루, 온
더코너의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20일 개최되었다. 행사의 진행은
파인드블루 대표 겸 티니버디 회장인 김환희 강사가 진행을 담당하
였다. 김환희 강사는 3년 전 렘베에서 에릭고를 만났고, 이후 랑텐
가, 뿔라우웨 등에서 함께 다이빙 투어를 하며 촬영에 관한 여러 대
화를 하였고, 그 대화를 통하여 얻은 영감을 한국 다이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한다.
이 세미나에 70명에 가까운 온더코너 회원들이 신청을 하였고, 4시
간 30분에 걸친 세미나는 뜨겁게 진행되었다. 또한 세미나 참가자
를 대상으로 한 자체 콘테스트도 진행하였으며, 수상자(총 25명)에
게는 80만 원 상당의 3박 4일 다이빙 리조트 이용권, 촬영장비 구
매상품권, 판도라툴 등 다이빙 관련 장비 등의 상품이 수여되었다.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14~19시+뒤풀이
장소 :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9. M타워 8층(요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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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고의 수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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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정사 / 오션챌린져
2018 TUSA ASIA AGENT MEETING in KOREA
지난 9월 18~20일까지 3일간, 2018 TUSA ASIA AGENT MEETING이 서울과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미팅에는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 TUSA AGENT 대표들과 TABATA JAPAN,
TAIWAN, EUROPE 등 현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1일 차 오전
에는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아쿠아리움과 다이빙 센터 등을 방문하였고, 오
후에 ㈜우정사 하남사업소에서 진행된 미팅에서는 국가별 시장 현황 및 마케
팅 방법 등을 공유하였고, 내년도 신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
행된 저녁 만찬에는 ㈜우정사/오션챌린져 임직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일 차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국내 다이빙을 경험할 기회를 가
졌다. 오전, 오후 각 1회의 다이빙을 통해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3일 차에는 짧은 3일간의 일정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미팅을 기약하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018 TABATA JAPAN ANNUAL MEETING
2018 TABATA JAPAN ANNUAL MEETING 이 지난 10월 10~12일까지 3일
간 TABATA 도쿄 본사와 이바라키 공장에서 진행되었다. 1일 차 본사 미팅에
는 TABATA 측에서 Kenichiro 사장과 Sugaya 해외영업부장, Tanaka 국내영
업부장, Nishida 해외영업담당자 등이 배석하여 2018년도 시장 현황과 2019년
도 시장 전망, 그리고 신상품 소개 등의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2일 차 이
바라키 공장 미팅에는 Ogura 물류 부장의 소개로 TABATA JAPAN 생산 라
인과 물류시스템,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일 차는 도쿄 Air Station 및 현지 다이빙 센터, 멀티 스포츠용품점 등을 방문
하여 현지 시장을 살펴보면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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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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주)해왕잠수
ANDI Korea 세미나 및 오픈워터강사 크로스오버

ANDI 한국 본부 주관으로 2018년 10월 20~21일까지 앤디 세
미나 및 오픈워터 강사 크로스오버가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ANDI 강사트레이너들 주도하에 ‘ANDI 단체 소개,
ANDI 교육의 특징, ANDI 교육과 연계된 장비 사용의 특이점’을
세미나로 진행하였으며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부동산과 다이
빙’이란 주제로 경제특강을 진행하였다.
2일차에는 ANDI 강사트레이너 주도하에 ‘ANDI의 규정과 절차
(General Standards) 소개, ANDI 교육 방법, 오픈워터 크로스
오버 강사 대상 시험 및 평가’가 있었다. 또는 응급의학과 교수
님의 '다이빙 응급의학'이라는 주제로 외부 강연을 진행하였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이버와, 강사들이 오셔
서 세미나와 크로스오버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었다. 향후
ANDI 관련된 세미나/교육 등 자세한 안내는ANDI Korea 본부
andikorea@kingsports.co.kr 또는 02-362-8251로 문의 바라
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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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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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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4일(토)~25일(일) : 제주 성산
2018년 12월 15일(토)~16일(일) :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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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PER DIVE, INC.

보홀

이석기

김민혁

장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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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per.co.kr
E: 0645jj@hanmail.net
T: 070-7667-9641
+63 38-502-9642
+63 921-614-2807
Deepper Dive, Inc.
Daorong Danao Panglao
Bohol Philippines

아우라리조트

푸에르토갈레라

엘시엘로 다이브 리조트

두마게티

문운식

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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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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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삶의 변화
새로운 세계.

전세계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다이브 프로페셔널.
PADI 오픈 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가 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padi.co.kr 또는 PADI 다이브 숍을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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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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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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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 보세요

© Emergency First Response, Corp., 2018 | All Rights Reserved.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제 3회 PADI 프리다이빙 대회
PADI 아시아 퍼시픽 에서는 J다이버스(대표 이국재) 주관으로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내 김영관 센터에서 제 3회 PADI 프리다
이빙 대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PADI 프리다이버들이
함께 모여 프리다이빙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PADI 프리다이버로써 대회에 참가하여 그 동안의 훈
련을 통해 다이버의 기량을 겨뤄보는 것이었고, 레벨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여, 대회를 즐기며 우수한 성
과를 낸 다이버에게 시상이 주어졌으며, 국내외 PADI 프리다이빙 센터 및
멤버들의 비지니스 증대와 PADI 프리다이버 코스를 활성화 하는 데 주안
점을 두었다.
이번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프리다이빙 장비업체로
부터 많은 협찬과 성원이 있었으며 상품들이 PADI 프리다이빙 대회 참가
자에게 경품 및 상품으로 전달되었다.
업체명

대표전화

팩스

홈페이지

더블 케이

051-711-8226

051-711-8227

divingkk.com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한 토마스 크네들릭
Thomas Knedlik(Territory Director, PADI Asia Pacific)의 대회사를 시작으
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우며, 재미 가득한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J 다이버스 이국재 프리다이버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진행되
었으며, 대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
고 대회 심판과 세이프티로 자원봉사를 하여 주신 이하의 멤버들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이지수 -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문도영 –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5스타(5Star) 업그레이드

•조양희 -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 다이브 스테이 리조트(S-24874)

•양종필 -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대표 : 신민국

세이프티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076-2(하효중앙로 35)

•최영민 –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다이빙 플러스 대표

전화 : 010-6390-3452

•고충권 –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 GNT 다이버스(S-22178)

•김상섭 –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대표 : 정백송

•이태훈 – PADI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강사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580-22
전화 : 033-745-0983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PADI 프리다이빙 대회를 위하
여 주관 및 운영을 해주신 J 다이버스 이국재 대표님과 많은 협찬을 해주

EFR 센터

신 더블 케이 강성준 대표님을 비롯하여 자원 봉사자 분들 그리고 이번 행

• JAMI(S-26897)

사에 참가하여 주신 PADI 프리다이버 선수들과 많은 응원을 주신 가족과

대표 : 김남수

친구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9년 PADI 프리다이빙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27 3층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전화 : 063-25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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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ADI 다이브 산업 업데이트(Dive Industry Update)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3~6시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Thomas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이며 다이브 산업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다이

Knedlik 토마스 크네들릭(Territory Director, PADI Asia Pacific) 주관으로

빙계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란다. 남아있는 2018년뿐만 아니라 다가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대표 및 코스디렉터와의 다이브 산업 업데이트

오는 2019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다이빙 비즈니스 트

지원을 할 것이다.

렌트를 파악하고 새롭고 가능성 높은 한국의 다이빙 비즈니스와 2018년 마무
리와 2019년을 위해 아래의 토픽을 다루었으며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
이 되었다.
• PADI통계
• PADI–긍정적인힘(A Force for Good)
• 프로젝트어웨어업데이트

• PADI디지털최적화프로젝트

• 대한민국을위한마케팅서포트

• 트레이닝 &필드서비스

30개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대표를 비롯하여 활동적인 21명의 PADI코
스디렉터가 참가 하였고 PADI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PADI 강사 시험-울진 2018년 11월 3~4일

공지사항(Notice)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에서 11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월 3~4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수면

이번 강사 시험에는 조재범, 이상미, 류부열, 지재영, 이승규, 김세림, 김성진,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주로의

오도하, 오재익, 김종민, 박한나, 서민우, 최대인, 이명화, 이나리, 황병곤, 백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미숙, 고경민, 이유정, 임승완, 김승석, 박재현, 김진석, 김이호, 우지연, 최기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보존에

경, 박준환, 진소연, 이연진, 조미화, 이성호, 김지연, 이신근, 이태경, 허준호,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

이재민, 안영호, 한상영 총 3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Thomas Knedlik, 영희심슨, 김부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판 PADI 멀티

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스카프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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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
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다음 강사 시험(IE)은 11월 24~25일 제주 성산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8년 11월 24일(토)~25일(일)/장소 : 제주 성산
일시 : 2018년 12월 15일(토)~6일(일)/장소 : 제주 서귀포

위험관리 웨비나
일시 : 추후 공고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
영희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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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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262-7809
010-2504-0459
dive11@naver.com
www.dive11.c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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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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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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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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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82-1502
010-995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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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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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 강사트레이너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9.01.17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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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강사 트레이너

강사 평가관

2018 프로모션
ERDI
공공안전
다이빙
SDI 및 TDI,
E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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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tdisdi.co.kr
/ hq@tdisdi.co.kr
/ 070 8806 6273
www.tdisdi.co.kr
hq@tdisdi.co.kr 070-8806-6273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 KOREA
스마트 비디오 세미나

베이직 프리다이버 강사과정

SDI/TDI/ERDI는 9월 8일(토) 오후 1~5시까지 본부에서 주관한 ‘김피디

SDI/TDI/ERDI는 9월 12일(수)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경기 성남의 다이빙 센

와 함께하는 스마트 비디오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터 및 다이버들의 쉼터인 딥블루(한은영 강사)와 종합운동장 내 다이빙 풀장에

본부 강의실에서 김희석 트레이너와 함께 진행하였다.

서 베이직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SDI 본부에서 주

스마트 비디오 세미나는 기록, 추억하고 싶은 자신, 친구, 가족, 그리고

최하여 이성호 트레이너(강원도 고성), 박종일 강사(경기 성남)가 참가하였으

지인들의 다이빙 과정을 수준 높은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나 어떻게 해

며, 임영훈 트레이너(에코다이버스)가 강사로서 과정을 진행하였다.

야 할지 모르는 다이버 및 강사들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편집, 배포에

현재 SDI에는 스페셜티로 베이직 프리다이버 과정, 프리다이버 과정, 어드밴스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이다.

드 프리다이버 과정, 마스터 프리다이버 과정이 만들어져 있다.

본 세미나에는 양승환 트레이너(씨런웨이), 성재일 강사(아쿠아텍), 구인

베이직 프리다이버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을 재밌고 쉽게 접할 수

필 강사, 정제혁 강사, 임영운 강사, 이치원 강사 외 10여 명이 참석하였

있게 설계된 과정으로 프리다이빙에 대한 소개 과정으로 기초 프리다이빙 기

다. 세미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김희석 트레이너의 지

술, 이론 및 필요한 안전 절차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영장에서 모든 교육을 진

속적인 피드백 보장과 함께 참여자 모두가 다이빙 과정을 담은 동영상

행할 수 있다. 현재, SDI 강사라면 간단한 베이직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을 통

을 손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해 쉽게 베이직 프리다이버 강사가 될 수 있다.

추후 SDI/TDI/ERDI는 스마트 비디오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이버 및 강사들

SDI는 기존 SDI 회원들을 대상으로 베이직 프리다이버 과정의 다이버와 강사

의 즐거운 다이빙을 위해 여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 바란다.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향후 SDI 프리다이버 교육의 이해와 보급을 도울 많은
회원들을 양성하고, 회원들에겐 조금 더 많은 교육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낮
은 수심에서의 보다 전문적인 스노클 교육과 안전 절차를 배움으로 일반적인
스쿠버 교육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베이직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 및 다이버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은 본부로 연
락해 주기 바란다.
전화 : 070-8806-6273, 이메일 : hq@tdisdi.co.kr

자격증 발급센터(ISCP) 신규 개설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SCP 서비스센터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물류비 절감
새로 ISCP 센터가 된 곳은 다음과 같다.
• 제주 블루홀(신용우 강사)
• 프리 라이프(조성현 강사)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
본부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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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본부 미팅

DEMA show 참관

SDI/TDI/ERDI 국제본부는 10월 6~7일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지역 본부

SDI/TDI/ERDI는 11월 14~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DEMA

회의를 가졌다.

Show를 참관할 예정이다. DEMA는 Diving Equipment&Marketing

SDI/TDI/ERDI 브랜드는 전세계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Association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

경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홈페

의 종합 전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나이다.

이지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온라인 컨텐츠 마케팅이 있다.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며 여러 정보를 볼 수 있고, 실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많은 컨텐츠가 여기를 통해 각종 SNS로 퍼지게 함으로 홈페이지를 중심으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참가자 모집

로 사람과 정보, 관심을 모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일정 : 2019년 1월 17(목)~24일(목), 7박 8일

국제본부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분업화

문의 : SDI/TDI/ERDI 070-8806-6273/hq@tdisdi.co.kr

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지지하고 각 지역 본부에는 좀더 적극적인 방문과

사전조건 : 오픈워터 강사 이상의 등급으로 2년 이상 강사 활동을 한 분으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새로운 교육 과정의 런칭을 준비하고

로 자격증 발급 실적이 200장 이상.

있어 내년 아시아 지역에서도 SDI/TDI/ERDI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

SDI/TDI/ERDI는 다이빙 사업의 중추이며 단체의 근간이 되는 강사 트레이

대된다.

너가 될 분들을 모집한다.
SDI/TDI 강사 트레이너는 항상 전문가적인 품위와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된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
이빙 교육의 최고 전문가이다.
다이빙 강사로서 새로운 도전
과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많
은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예정 사항

알려 주고 싶은 오픈워터 강사
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SDI/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과정

TDI/ERDI로 문의하기 바란다!

SDI/TDI/ERDI에서는 11월 18(일)~26일(월)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
중 동굴이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을 실시할 예
정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꽃으로 평가되는 동굴 다이빙 과정은 천정이 막힌 대표
적 환경인 수중 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존, 사고 분석, 동굴 다이
빙 기술, 인식과 팀 역할, 장비, 준비, 계획 등 다양한 이론 교육과 의사 소
통, 안내줄, 길찾기, 문제 해결 절차 등에 관한 기술 실습, 개방수역(동굴)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일시 : 2018년 1월 12일
장소 : 추후 공지
SDI/TDI/ERDI는 2019년 1월 12일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을 진행한다.
2019년에 국제본부에서는 FRTI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며 또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본부의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판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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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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nd dive with us!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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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호(경기도)
MP KOREA
010.5003.2255
mcbobos@hanmail.net

이병빈(강원도)
D&GP
010.5003.2255
halo43@hanmail.net

최경식(경상도)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seaonee@hanmail.net

이진영(서울)
J.Y.SCUBA
010.6211.1847
lOj1y2@nate.com

조백종(경기도)
The Sea Pirte
010.6361.6549
2192414@hanmail.net

정상근(서울)
BLUE MARINE
010.3775.5718
skjeong@uos.ac.kr

김윤석(제주도)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sesplu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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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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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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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BLUE SCUBA

010-3757-6333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뉴서울다이빙풀

경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010-3732-4942
010-8875-7778

기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Poseidon Sub Aqua Club

010-3636-9596

The Sea Pirate

010-6361-6549

010-6370-067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해원다이브리조트

010-5144-1155

강원도 강릉 사천면 사천진리 86-39

Pax Scuba House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유원레포츠

010-5364-0333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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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mone

010-2935-1355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48-1

Aquabelle Diving Resort

010-6618-6189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봉화길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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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서

Yangyang Leisure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512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오륜빌딩 1108호

제

010-3591-0133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8

원

HEALING SCUBA CENTER

010-4109-6831

강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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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61-1
조일프라자 B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광성프라자
501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
로얄스포츠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수전원2길 31-11
브라운 힐 403호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충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청
경

010-2286-332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라

DIVING WORLD

010-4691-6663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6-16 다이빙월드

DIVE STORY

010-3115-1289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41-3(죽항동)

Aura Scuba & Tec

상

전

GSAC

BRAY.SABANG, PUERTO GALEAR,
63-917-865-7448 PORIENTAL MINDORO, PHILIPPINES
5203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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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AC

070-4028-4563

COLOMBO DIVE CENTER

63-927129852

GUAM OCEAN DIVERS

671-688-2725

Club CEDA

070-4366-2400

EDEN DIVE

070-4645-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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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O Ka w a ya n B u o t , P u n t a E n g a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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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강사 해양과정 및 평가 과정 완료

2018 BSAC 송년회 안내

10월 3일(금)~8일(월)까지 강사해양훈련 및 평가과정이 필리핀 아닐라오의

오는 12월 8일(토)에 BSAC 송년회 및 수중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한다.

아토 리조트(김성수)에서 진행되었다. 강사해양과정과 평가과정은 주말을

올해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장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겸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한 3주간의 IFC(강사기본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3

이번에 이종도(고고고 다이빙 센터의 대표강사) 강사가 국내 최초로 오픈한

일간의 강사해양훈련(OWIC)과 2일간의 강사평가(IE)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윈드터널에서의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이번 과정에 참가했던 후보생은 총 4명이며, 포세이돈 서브 아쿠아 클럽에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에 이어 공연 관람 및 와인을 함께 즐길

서 주관했다.

수 있다. 또한 아동을 동반하는 분들을 위하여 실내 놀이 시설(트램펄린, 실내
암벽등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일시 : 2018년 12월 8일(토) 오후 16~23시까지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산 1-1, 전화 : 031-761-5909

제 11회 BSAC Korea 수중사진 공모전 공고
BSAC Korea는 매년 BSAC 강사
및 다이버를 대상으로 한 수중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1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안내

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

BSAC KOREA는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을 오는 2019년 1월 9~13일까지

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

개최한다.

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

• 참가자격 : 다이브 디렉터 이상

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

• 장소 : 제주도

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달력

• 기간 : 2019년 1월 9일(수)~13(일)

제작이나 BSAC 홍보물 제작 등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
는 부상이 지급된다.

• 마감 : 2018년 11월 16일까지
• 대상 :	BSAC 소속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
한 방식의 수중사진
• 접수 : 파일 온라인접수-웹하드의 ‘수중사진공모전’ 폴더에 업로드
(www.webhard.co.kr / ID = bsackorea / 비밀번호 = 1234)
• 출품수 : 접사-2작품, 광각-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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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워크샵 개최 공지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BSAC 트레이너 워크샵이 필리핀에서 2019년 1월 15~20일까지 개최된다. 트
레이너 워크샵은 강사 교육 전반에 관련한 내용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
정이며, 진행과 평가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트레이너 워크샵
참가 조건은 오픈워터 인스트럭터이며, 워크샵 과정을 이수한 후보자들은 강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수중테마 중심의 조각품 투하설치
놀이중심의 기능성 잠수풀(알까기 외 2종)
선명한 수중거울(최초 시도)
편리한 부대시설(반경 5m 이내)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사과정 전반의 스탭 경력과 함께 본인에 의해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최
종 승인과정(Approval course)을 거쳐야지만, 정식 등록(Approved Instructor
trainer)을 하게 된다.
정식 등록 트레이너는 강사기본과정(IFC)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SDC 과정을 위한 강사 트레이너 및 평가자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다.
• 참가자격 : BSAC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이상
• 기간 : 2019년 1월 15~20일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시밀란 리브어보드 팸 투어 안내
• 기간 : 2019년 3월 23일(토)~28일(목), 5박 6일
• 지역 : 태국 시밀란 일대
• 인원 : 26명(승무원 제외)
• 참가비 : 별도 문의(룸타입별 금액)
• 주의사항
- 예약금 : 50만 원(한정된 승선인원으로 인하여 선착순 마감합니다)
- 나이트록스 다이빙 무료(라이센스 소지자에 한함)
- 참가비 포함 : 숙식, 다이빙(야간 다이빙) 포함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마레스 랩(A/S) 지정점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타사 제품도 취급
▶
▶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010-3735-4942
대표 :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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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불포함 : 항공, 해양공원 입장료, 팁, 수요일 하선 후의 자유시간 투
어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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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C-SEI ASIA 2018. DEMA SHOW 참가
2018년 11월 14~17일까지 DEMA SHOW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YMCA 시민안전본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인명구조&아쿠아세이버 과정 강습회

에서 개최된다. 아시아&한국 본부는 아시아 본부장, 행정관, 싱가포르 본부

YMCA 시민안전본부(서울 YMCA 레저사업부)에서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

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유럽본부와 이탈리아 본부 등 31개국 국제 디렉터 워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0월 29일~11월 2일까지 남해 송정솔바람해수욕장

크숍과 2018년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과 남해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서 로 YMCA 인명구조&아쿠아세이버 과정

국제본부 탐리어드 회장은 2019년 더욱 더 다양한 국제적 행사와 프로그램

강습회를 시행하였다. 일상에서의 수상안전과 개인 생존 수영, 구조 수영,

에 대한 소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명구조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양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맞춤형 강습회를 운영하였다.

2019 PDIC-SEI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 시행
PDIC-SEI 아시아에서는
2019년 인터내셔널 리더
쉽 맴버 리뉴얼 등록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간별 갱신
등록에 따라 비용이 차
별화 됩니다.

서울 YMCA, YAPUN-국제 수상안전 위원회&세미나 개최
국제 YAPUN(YMCA Asia Pacific Urban Network) 에서는 11월 16~18일까
지 서울 YMCA 종로회관에서 제7회 YAPUN 국제 수상안전 위원회 및 세미
나를 개최한다.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익
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YMCA 수상안전(생존 안전수영) 프로그
램을 국내에 소개하고 관련 공기관과 민간전문기관들과의 전문적인 프로
그램 교류를 위하여 서울 YMCA는 한국을 대표할 것이다. 참여 예정 도시
는 서울 YMCA, 오사카 YMCA, 요쿠하마 YMCA, 싱가포르 YMCA, 타이베
이 YMCA, 호주 빅토리아 YMCA 등이며 수상안전 전문 실무자들이 지도력

※	2018년 비활동 강사 및 미등록 강사님께서는 시행하는 리더쉽 워크숍에
꼭 참가하여 주십시오. 참고 http://seipdic.com

PDIC-SEI 강사 트레이너 신규 및 교환과정 강습회 개최
PDIC-SEI 강사 트레이너 프로그램은 최고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문 스
쿠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PDIC-SEI 최고 레벨의 지도자 자격
과정이다. 강사 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까지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만21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2년 이상과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일시 : 11월 21일(수)~23일(금)
• 장소 : PDICSEI 본부(부산 동래구)
• 문의 : 한국 본부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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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될 것이다.

반창꼬 프로젝트
나는 다이버였습니다.

나는 강사였습니다.

교육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갱신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
교육해 달라고 한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IDC때의 열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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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있는 PADI 다이브센터와 다이빙 전문여행사 액션투어가 함께합니다
단체불문 재교육으로 PADI자격증으로 교체
PADI자격증이면 언제든 조회가능, 재발급 가능
각 센터에서 교육으로 상처가 치료된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제휴된 해외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대상

초급다이버 교육을 마친 다이버, 교육이 중단된 다이버,
갱신을 한동한 하지 못한 다이브마스터 혹은 강사

지역별 담당강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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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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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훈 CD
위영원 CD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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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금옥 CD

모집인원

모집인원 : 1년 최대 120명 지원

모집기간

모집기간 : 매월 수시모집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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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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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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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969-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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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EANx)
김성일 (EANx)
김성목 (EANx)
김성진 (Adv. EANx)
김성준 (EANx)
김성현 (EANx)
김영목 (EANx)
김영석 (EANx)
김영중 (Adv. EANx)
김영진 (EANx)
김용선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우승 (EANx)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김우진
김윤석
김재만
김정수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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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Nx)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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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EC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레저
다이빙

-18m

손용희 (EANx)
손종국 (EANx)
손종욱 (Adv. EANx)
송문희 (EANx)
송성환 (EANx)
송우영 (Adv. EANx)
송윤상 (Adv. EANx)
송의균 (EANx)
송태민 (EANx)
신길용 (EANx)
신상규 (EANx)
신동연 (EANx)
신명철 (EANx)
신민철 (Adv. EANx)
신연수 (Adv. EANx)
신재준 (EANx)
심현경 (EANx)
안종달 (EANx)
안태규 (EANx)
양민수 (Adv. EANx)
양명호 (Adv. EANx)
양성호 (EANx)
양용석 (EANx)
양인모 (Adv. EANx)
엄민용 (EANx)
염성일 (Adv. EANx)
염태환 (Adv. EANx)
오기택 (EANx)
오명석 (Trimix)
오영길 (EANx)
오영돈 (EANx)
오춘수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유기정 (Adv. EANx)
유상민 (Adv. EANx)
유승재 (Adv. EANx)
유재종 (EANx)
윤두진 (Adv. EANx)
윤병수 (EANx)
윤성환 (EANX)
윤승녕 (EANx)
윤종한 (EANx)
윤형만 (EANx)

이경인 (EANx)
이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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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주 (EANx)

전우철
전환운
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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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EANx)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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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EANx)
전병주 (EANx)

NEWS IN DIVING

IANTD KOREA
IANTD KOREA 송년의 밤

IANTD 멤버 갱신

2018년 12월 7일 IANTD 강사 트레이너, 강사, 다이버 모두 모여서 송년의 밤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를

을 실시한다. 2018년 IANTD KOREA의 경과보고 및 2019년 활동계획을 발

대상으로 2019년 강사 갱신을 실

표하며, 또한 신규 강사 트레이너와 신규 강사 소개, 올해 최우수 강사 트레

시한다. 강사 갱신 대상은 IANTD

이너, 강사, 퍼실리티 시상을 실시하며 매년 실시하는 빙고게임 및 경품추첨

인증증을 취득한 모든 강사이고

을 통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2018년에 강사로서 2명 이상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다이버 여러분들

다이버를 배출하여야 하며, 본부

모두 필히 참석하여 송년의 밤 자리를 빛내어 주기 바랍니다.

의 미수가 정리되어야 한다. 강사

• 날짜 : 2018년 12월 7일(금요일) 오후 6시 00분

갱신 서류는 홈페이지 및 팩스로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12층(더 모스트 웨딩홀)

받을 수 있다.

• 참가비 : 1인 50,000원(식사, 음료, 주류, 사은품 증정)
• 예약 :	2018년 12월 1일까지(참가비 현장 접수가능하며 수용인원의 제한
으로 인하여 사전예약 필수)
• 문의 : IANTD KOREA 02-486-2792

• 갱신기간 : 2018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 접수방법 : IANTD KOREA 사무실 방문, 이메일(iantd@iantd.kr)
팩스 02-486-2793
• 갱신비용
강사 트레이너 : 340,000원(강사 트레이너 갱신비용+인물 광고비 포함)
강사 : 190,000원
다이브 마스터 : 14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48-56-109556 예금주 : 홍장화
• 문의전화 : 02-486-2792, 홈페이지(www.iantd.kr)
• 증정품 :	IANTD 포켓 챙 모자, 신규 EANx 다이버 매뉴얼, 신규 레스큐
다이버 매뉴얼, IANTD 시험 및 답안지(바인더 및 시험지)

IANTD 포켓 챙 모자 출시
IANTD 포켓 챙 모자 출시되었다. 모자 앞면에 원형 고무라벨로 되어 있으
며, 다이버, 강사, 강사 트레이너 구분이 없다.
• 모자의 챙을 접었다 폈다 변형이 가능
•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한 형상기억 와이어
• 사이즈 : M, L
• 소비자가격 : 40,000원
• 구매문의 : IANTD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강사

레스큐 다이버 매뉴얼(신판)
IANTD KOREA에서는 2018년 10월 레스큐 매뉴얼 신판 한글 번역판
을 한국 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에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내용으
로는 안전 관리 시스템, 스쿠버다이버의 안전, 학습문제 레스큐 다이
버 프로파일, 스트레스와 다이빙, 생리적 변화 및 비의도적 부상, 해
양 생물에 의한 외상 및 중독, 병원 전 처치로 순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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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반기 트라이믹스 다이빙 공지
2월에 필리핀 세부 막탄에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실시한다. 기간 중에는 테
크니컬 다이버(50msw),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60msw), 트라이믹스 다
이버(90msw) 과정 및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ANx 블랜딩 코스, 트
라이믹스 블랜딩 코스도 같이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강사 및 다이버는 IANTD KOREA 사무실
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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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04

05

배움의 주체,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전 가이드북!
[PBL 달인되기 1 : 입문편]
보다 더 강 화된 난이 도의
프로젝트학습이 왔다!
정준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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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4 라길 3 내하빌딩 4층 Tel 02-775-3241 Fax. 02-775-3246

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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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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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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s | 2018년 11월 01일 | 가격 7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