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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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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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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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디
: scuba4u or NOMA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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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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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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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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껍질 1~5주

담배 1~5년

테트라 팩 5년

비닐봉지 10~20년

그물망 30~40년

의류 30~40년

통조림캔 50년

종이컵 50년

가죽 50년

부이 8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건전지 100년

기저귀 500년

낚시바늘 600년

PVC카드 1,000년

유리병 1,000,0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티백 500~1,000년

www.scubamedia.co.kr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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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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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전국 서점 및 총판

http://www.scubamedia.co.kr
http://www.scubadiver.kr
전자잡지 E-Book

고래문고(용산) 02-717-8346

알라딘(인터넷) 1544-2514

교보문고(강남) 1544-1900

영풍문고(종로) 02-399-5600

교보문고(광화문) 1544-1900

예스24(인터넷) 1544-3800

교보문고(인터넷) 1544-1900

인터파크(인터넷) 1588-1555

교보문고(잠실) 1544-1900

책이있는글터(충주) 043-848-4256

대교문고(용산) 02-2012-3422

철도문고(서울역) 02-318-7878

동남문고(홍대) 02-326-3304

학예서점(진해) 055-546-2523

서울 용산 - 00706호

리브로(홍대) 02-326-5100

홍익문고(신촌) 02-392-2020

등록일자

명문사(서울) 02-319-8663

11번가(인터넷) 1599-0110

1987년 11월 27일

반디앤루니스(강남) 02-6002-6002

고성도서유통(서울) 02-529-7996

인쇄·제본

반디앤루니스(센트럴) 02-530-0700

백합사총판(서울) 02-766-6950

(주) 현문인쇄

반디앤루니스(인터넷) 1577-4030

예광북스(서울) 02-336-0267

반디앤루니스(종로) 02-2198-3000

인천교육사(인천) 032-472-8383

불광문고(한강) 02-332-9480

http://www.sdm.kr
웹하드 Webhard
http://webhard.co.kr (ID pdeung, PW 2468)
계좌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등록번호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강영천, 김수열, 김은종, 김환희, 민경호, 박종섭, 이민정
이성우, 정지윤, 황윤태, 岡田晴惠(오카다 하루에)
A.B. Lee, Nicholas Samaras, Nus Lobbu

정기구독 신청
과월호 구입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TEL. 02 - 778 - 4981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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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WIDEL
Y READ AND
MOST AUTHORITA
TIVE DIVE MAGA
ZINE IN KORE
A│www.scuba
media.co.kr│
SINCE 1987.
VOL.187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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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8 Sep/ Oct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

수중레저협회 인가

SDM 수중사진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수중사진작가
소개

Joel Ibarra (Mexic

o)

잠수의학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침수폐부종
다이빙 장비의

게이지와 다이브 상식
컴퓨터

Guage & Dive

Computer

다이빙 법률

스쿠버다이빙과
관련된
성범죄, 강제추
행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

Reader's Story

간절함과 열정으
로
나의 꿈을 이루다

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

‘윤식당’ 촬영지
인
인도네시아 롬복섬
길리 트라왕안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앞바다의 볼락
태풍

전자잡지 보기

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
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Mexico La
Paz

SCUBA MEDIA

Sea of Cortez
Busuanga · Co
ron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Philippines
Palawan

정가 12,000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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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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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해제 축문
지구의 오대양을 다스리는
용왕님이시여!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여기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독자들이
용왕님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지면으로 개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올해의 스쿠바다이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당신의 품 안에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무릇 사람이 땅 위에서 태어나 땅에서만 살게 되었으나
미천한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 낸
스쿠바다이빙 장비의 힘을 빌려
용왕님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용왕님이시여!
저희들의 행동이 조금은 성가시더라도
자애롭게 봐 주시고
저희들의 만용이나 실수, 무엄한 행동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독자 역시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다에서 자만하지 않고
수중생물들을 해하지 않고
해양환경보호를 적극 하겠나이다.

저희들이 올 한해 내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이 될 수 있도록
용왕님께서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2019년 1월 1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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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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28th Korea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자 및 부상
대상
해당작 없음
금상
광각부문 김환희 상금 70만 원과 상패

접사부문 김성호 상금 70만 원과 상패

은상
광각부문 양승철 상금 50만 원과 상패

접사부문 김경신 상금 50만 원과 상패

동상
광각부문 김태엽 상금 30만 원과 상패
입선
(가나다 순)

접사부문 박준용 상금 30만 원과 상패

김은정, 김지원, 김태엽, 민경호, 박인수, 유혜주

상장과 소정의 상품

이묘순, 이현석, 이효정, 정선봉, 조아라, 조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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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심사평
사진에 대한 관점과 취향은 저마다 다르고, 선호하는 피사체, 구도, 추구하는 기법 등에 따
라 결과물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취미로 즐기는 사진가들은 남을 의식할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기호대로 촬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종 촬영대회와 공모전은 다릅니다. 사진
을 출품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진을 비교평가 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누구나 상위
입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출품작을 접하는 심사위원들의 눈매는 날카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의 눈으로 사진을 스캔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총

심사위원장 황윤태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대표)

동원하여 엄격한 시선으로 사진을 대면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가들의 노력을 존중하여 심사에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황윤태, 김은종, 구자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접사 부분의 입상작은 큰 의견차 없이 무난하게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
각 부분의 입상작은 심사위원들의 관점과 취향이 많이 달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1차로 선별된 28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 공동으로 다시 10 작품을 선별하고, 이를 다시 5
작품으로 압축하여 그 중에 최종 입상작을 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심사위원 김은종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사, 필리핀 삼협건설 대표)

광각부분 금상에 선정된 [대왕고래와 다이버] 작품과 은상에 선정된 [스넬윈도우 속의 만타
레이] 작품은 모두 기막힌 셔터챤스를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노출과 구도까지 깔끔하
게 마무리한 순발력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영상미도 뛰어납니다. 동상에 선정된 [산호초의
반수면 풍광] 작품은 육상과 수중의 노출 밸런스를 잘 조절하여 상큼한 열대바다의 풍광을
아름답게 표현한 심미안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접사부분 금상에 선정된 [노란고비의 포란(抱
卵)] 작품은 생태의 진귀한 장면을 군더더기 없이 잘 표현하였고, 은상에 선정된 [헤리코랄
고비] 작품은 스폿 지속광을 이용하여 주제만 강조한 점이 돋보입니다. 동상에 선정된 [라이
심사위원 구자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발행인)

언피쉬 유어] 작품은 박력 있는 구도, 깔끔한 배경처리가 돋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작품은 입상에 선정된 [Sapsucking Slug]입니다. 이 작품은 안점(眼點)만이 아니라 촉수
에도 초점이 맞았다면 상위에 입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출품작들은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작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지만 대상으로 선정될 만한 작품은 보이지
않아 올해도 대상 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끝으로, 작년 제27회 콘테스트의 심사평에 “광각, 접사부문 공히 상위 입상작의 특징은 주
제만을 강조한 임펙트(Impact)와 배경의 단순처리, 좋은 셔터 찬스에 있습니다. 본인이 좋
아하는 사진과 공모전 입상작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공모전 출품작의 경우 타인의 시선을
확 끄는 무언가 임펙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귀한 피사체건 결정적인 장면이건, 색감이
건, 디테일이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임펙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했는데 올해
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심사에 새로 합류한 김은종 님은 “외국 사진가들의 우수
한 작품을 많이 감상하면 글로벌한 안목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중사진가 여
러분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심사위원장

황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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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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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희
대왕고래와 다이버
NIKON D850, f/13, 1/160

수상작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성호
노란고비의 포란
NIKON D800E, f/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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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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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
스넬윈도우 속의 만타레이
NIKON D5, f/6.3, 1/160

수상작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경신
헤리코랄고비
OLYMPUS TG-4, f/4.9,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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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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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산호초의 반수면 풍광
NIKON D850, f/29, 1/160

수상작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박준용
라이온피쉬 유어
Canon EOS 5D Mark III, f/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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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Runner-up 입선 조영현

Runner-up 입선 민경호
34 |

수상작

Runner-up 입선 이묘순

Runner-up 입선 박인수
2019 January/February | 35

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Runner-up 입선 김은정

Runner-up 입선 정선봉
36 |

수상작

Runner-up 입선 조아라

Runner-up 입선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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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Runner-up 입선 이효정

Runner-up 입선 유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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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Runner-up 입선 김태엽

Runner-up 입선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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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Barrel jellyfish “Rhizostoma pulmo”.
Korinos, Pieria regional unit, Greece.

Nicholas Samaras

Greece

Nicholas Samaras is a freelance underwater photographer with emphasis in marine life,
commercial advertising and fashion. After a successful career as Creative Director in advertising
area he picked up diving 18 years ago and exclusively with underwater photography since 2004.
His professional stability, his quality of work and dedication along with insistence on testing
new things and his feeling of aesthetics are the elements that established him both in Greece and
abroad. Nicholas has received several international awards in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nature photography competitions worldwide and his work portfolio and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several magazines and books.
Based in Greece, Nicholas now works in his studio editing his new work while dividing his time
conducting photographic workshops and the exploration of ocean’s beauties.
For more information’s about his work and many more underwater images visit: www.
underwater-photography.gr
니콜라스 사마라스(Nicholas Samaras)는 해양생물, 상업광고 및 패션에 중점을 둔 프리랜서 수중사진작
가이다. 광고 분야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성공한 그는 18년 전에 다이빙을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
수중사진 촬영에만 전념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노력과 열정, 미적 감각은 그리스와 해외에서
그가 유명하게 된 요인이다. 니콜라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자연사진 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
을 했으며, 그의 포트폴리오와 기사는 여러 잡지와 책에 소개되었다.
그리스에 살고 있는 니콜라스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사진 워크샵과 바다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한다. 그의 작품과 수중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접
속하면 된다. www.underwater-photography.gr

Oceanic whitetip shark “Carcharhinus longimanus”.
Brother Islands, Red Sea.

PHOTOFOLIO

Lionfish portrait “Pterois volitans”.
Lembeh strait, Indonesia.

British World War II BSA M20 motorbike on the first
deck of Thistelgorm Wreck. Red Sea.

Seahorse “Hippocampus ramulosus”.
Stratoni, Halkidiki regional unit, Greece.

Nicholas Samaras

Giannis D wreck.
Sha'ab Abu Nuhas, Red Sea.

PHOTOFOLIO

Long-snouted seahorse “Hippocampus ramulosus”.
Halkidiki, Greece.

Nicholas Samaras

Rough Ray “Raja radula”.
Stratoni, Halkidiki regional unit, Greece.

Lesser weever, “Echiichthys vipera”.
Halkidiki, Greece.

Soft-coral pistol shrimp “Synalpheus neomeris”.
Anilao, Philippines.

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입이 빨대로 변하는

슬링조 래스 (Sling-jaw Wrasse)
슬링조 래스(Sling-jaw Wrasse)는 산호와 해조류가 발달한 1~ 42m 수심
에 서식한다. 성어는 깊은 수심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독 생활을 한다. 산
호 숲에 사는 작은 갑각류와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슬링조 래스는 입이 뭉툭해서 산호 사이에 있는 먹이는 먹을 수가 없다. 그
러면 아래턱이 열려서 앞으로 쭉 벌어지면서 입이 기다란 빨대 모양으로 변
한다. 마치 접혀 있던 빨대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변신한 입을 산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쉽게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슬링조 래스는 나이와 암수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완전 성숙한
수컷은 어두운 색 바탕에 머리는 백색이며 눈을 관통하는 수평 줄이 하나
있다. 등 쪽에 오렌지색과 노란색으로 장식한다. 유어는 갈색 바탕에 백색
바 무늬들이 있다.
학명 : Epibulus insidiator
영명 : Sling-jaw Wrasse

주둥이가 새처럼 뾰족한

버드 레스 (Bird Wrasse)
버드 레스(Bird Wrasses)는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긴 부리같은 입
Bird Wrasse 수컷

을 가지고 산호와 갈라진 틈 사이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게, 연체동물 및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산다. 크기는 30cm까지 자란다.
Green Bird Wrasse로 불리는 에메랄드 그린색이 수컷이다. Brown Bird
Wrasse 또는 Black Bird Wrasse로 불리는 흰색으로 앞쪽에 검은 색 반
점이 뿌려져 있고 몸 중간부터 꼬리까지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암컷이다. 버드 레스는 하나의 수컷이 많은 암컷으로 무
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컷이 없으면 무리 중에서 강한 암컷이 수컷으로
성전환을 한다.

Bird Wrasse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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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Gomphosus varius
영명 : Bird Wrasse, Bird Fish

주둥이가 매부리처럼 길게 생긴

주둥이가 매부리처럼 길게 생긴

롱노즈 파일피쉬(Long-nose Filefish)

롱노즈 호크피시 (Long-nose Hawkfish)

롱노즈 파일피쉬(Longnose Filefish)는 주둥이가 매 부리처럼 길게 생겼

롱노즈 호크피시(Long-nose Hawkfish)는 주둥이가 매 부리처럼 길다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몸은 작고 가늘며 푸른 가죽자켓으로 측면에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크기는 10cm까지 자라며, 주로 수심 15~40m

노란색 반점과 대시가 있고 꼬리에 작은 검은 점이 있다. 수컷은 꼬리 기

사이의 블랙코랄(Black Coral Colonies)과 대형 부채산호(Large

지에 강모(억센 털)가 있다. 크기는 12cm 정도까지 자라고, 인도양과 태

Gorgonians)에서 은신처로 삼아 서식하며, 몸 전체를 얼룩무늬로 위장하

평양 지역에 분포한다. 밤에는 사슴뿔 산호의 사이에 쉰다. 그들은 산호

고 등지느러미에는 가시모양의 털이 나 있다. 이 털의 모양새가 산호 폴

가지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냄새로 인해 야행성 포식자에 의해 감지되지

립을 빼닮아 산호 가지 사이에 숨어들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않도록 한다.

학명 : Oxymonacanthus longirostris
영명 : Longnose Filefish, Harlequin Filefish, Beaked Leather-jacket
Coral Filefish, Longnose Filefish, Long-nose Leatherjacket
Orange Spotted File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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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 : Oxycirrhites typus
영명 : Long-nose Hawk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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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생물도감 베스트셀러 - 필요하신 분은 본지(02-778-4981)에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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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vs Juvnile

Angelfish

Emperor Angelfish

Semicircle Angelfish

Emperor Angelfish 유어의 체색은 푸른색과 흰색 고리가 있는 진청색이

Semicircle Angelfish는 Koran Angelfish라고도 하며, 성어는 연한 갈색

다. 성어는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있으며 눈 주위에는 검은 색이 있

이 가미된 녹색이다. 크기는 35cm까지 자란다. 입은 주둥이 끝 바로 위

다. 크기는 약 40cm까지 자란다. 수심 1~100m에 이르는 리프 지역에

에 위치하고, 눈은 이마의 직선 중간에 위치한다. 유년기는 검은색 바탕

주로 서식하며, 더 큰 물고기의

에 좁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다. 머리 쪽에서는 줄무늬가 상당히

기생충과 죽은 피부를 뜯어먹는

직선이지만 꼬리 끝 부분으로 갈수록 곡선이 점점 커진다. 이 물고기는

청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류, 멍게 및 스펀지를 먹고 산
다. 유어는 매우 겁이 많아서 접

학명 : Pomacanthus imperators
영명 : Emperor Angelfish

근하기가 어렵다.
Juvnile
학명 : Pomacanthus semicirculatus
영명 : Semicircle Angelfish
Koran Angelfish

Six Banded Angelfish

Blue Ring Angelfish

Juvnile

Six Banded Angelfish은 Six Bar Angelfish라고도 하며, 노란색 몸체에 6

Blue Ring Angelfish는 Emperor Angelfish와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

개의 검은색 세로 줄무늬가 있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검은 머리의 양

는데, 이는 유어기부터 성어기에 이르기까지 채색의 변화가 일어난다. 유

쪽에 흰색 세로 줄무늬가 있고, 몸의 지느러미와 꼬리에 형광 푸른 점이

어기 때는 넓은 청록색과 흰색 수직 줄무늬를 가진 거의 검게 보이는 진한

있다. 크기는 46cm 정도까지 자라며, 스펀지, 산호 및 조류(Algae) 등을

파란색이다. 성어가 되면 몸의 중앙에

먹는 잡식성이며 다른 물고기의

보라색 반원형 마크가 나타낸다. 크기

알을 먹기도 한다.

는 최대 30cm까지 자라며, 새우나 경
산호의 부착물을 뜯어먹고 산다.

학명 : Pomacanthus sexstriatus
영명 : Six Banded Angelfish
Six Bar Ange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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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nile

학명 : Pomacanthus annularis
영명 : Blue Ring Angelfish

Juv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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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Dauin & Apo Island.
of Negros in Philippines
필리핀 네그로스섬

다우인과 아포섬
글/사진 구자광

다우인 다이빙은 다우인의 해변 지역과 아포섬 지역으로 나뉜다.
다우인 해변 지역은 검은 색 화산재 모래로 된 지역으로 군데군데 아름다운
산호가 있는 산호초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수심은 완만한 경사면으로 25m
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먹다이빙(Muck Diving)과 코랄 리프다이빙이 가능하여
아주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다우인 바로 앞에는 유명한 아포섬(Apo Island)이 있다. 아포섬 지역은 1982
년부터 해양보호구역(Marine Sanctuary)으로 보호를 받아 왔으며, 수중환경
을 훼손하거나 수중생물을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또한 장갑이나 칼은 일체 휴대가 금지된다. 아포섬은 완만한 슬로프와 직벽
형태로 되어 있어 월다이빙이 가능하다. 아포섬은 항상 트레발리 무리를 볼
수 있고, 경산호가 잘 발달된 코랄 가든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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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홀섬

네그로스섬

더마게테

다우인

시키호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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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섬

1 네그로스섬의 두마게테(Dumaguete), 다우인(Dauin)
필리핀 네그로스섬(Negros)의 최남단에 위치한 다우인(Dauin)과 아

필리핀 여행 정보

포섬(Apo)이 유명한 다이빙 지역이다. 다우인 바로 옆에는 아주 큰
항구도시 두마게테시(Dumaguete City)가 있다.

시차 : 1시간차(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두마게테는 네그로스섬 남동부에 있는 네그로스 오리엔탈 (Negros

통화 : 페소(Peso)

Oriental) 주의 주도로 타논해협(Tanon Strait) 남쪽 입구에서 민다

언어 : 영어

나오해(Mindanao Sea)와 접하는 자치시이다. 두마게테공항은 필

비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필리핀 이

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공항이나 세부막탄공항과 정기항공편이 운행
된다. 두마게테시는 상업과 행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이 입국(체류기간
30일)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관광 등
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

교육의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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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는 한국의 장마 기간과
는 많이 다르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기본이며, 짧게 1~2시간 소나기

인천공항

가 오는 수준이라 여행하기에 별 부담이 없다.

전기 : 100/110/120V
콘센트 2구

3시간 50분

전기/전압 110V

마닐라

다우인으로 가는 방법

4시간 30 분

한국에서 다우인(Dauin)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마닐라국제공항으로 가서 다시 국내선
으로 두마게테공항으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세부막탄공항으로 가서 다시 국내
선으로 두마게테공항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산탄더(릴로안)로 가서 릴로
안에서 배로 두마게테(시불란항)로 가는 방법이 있다.
두마게테공항이나 시불란항에서 다우인까지는 자동차로 30분정도 소요된다.

• 인천 → 마닐라국제공항 → 두마게테공항 → 다우인
• 인천 → 세부막탄공항 → 두마게테공항 → 다우인

90분

• 인천 → 세부막탄공항 → 산탄더(릴로안) → 두마게테(시불란항) → 다우인

세부
막탄
3시간 30분

30분
30분

다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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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안
30분

두마게테
두마게테공항

2 다우인 지역의 다이빙 환경
다우인 다이빙은 다우인의 해변 지역과 아포섬 지역으로 나뉜다.
다우인 해변 지역은 검은 색 화산재 모래로 된 지역으로 군데군데 아름다운 산호
가 있는 산호초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수심은 완만한 경사면으로 25m까지 이어
진다. 이곳은 먹다이빙(Muck Diving)과 코랄 리프다이빙이 가능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다.
다우인 바로 앞에는 유명한 아포섬(Apo Island)이 있다. 아포섬 지역은 1982년부터
해양보호구역(Marine Sanctuary)으로 보호를 받아 왔으며, 수중환경을 훼손하거
나 수중생물을 괴롭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장갑이나 칼은 휴
대가 금지되어 있다. 아포섬은 완만한 슬로프와 직벽 형태로 되어 있어 월다이빙
이 가능하다. 아포섬은 항상 트레발리 무리를 볼 수 있고, 경산호가 잘 발달된 코

다우인 지역의 해변

랄 가든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 또한 Grouper, Snapper, Sting-ray, Triggerfish, Angel-fish, Frog-fish, Napoleon Fish, Sea turtle, Sea snake 등의 해양생물
들을 만날 수 있다.
다우인 지역은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며, 보통 3mm 웻슈트 정도면 가능하다. 참고
로 필리핀 지역은 1~2월은 물이 차갑지만 피사체가 가장 많고, 다음 3~5월은 물
이 조금 따뜻하면서 피사체가 많은 시기이다. 일반적인 펀 다이빙의 베스트 시즌
은 3~7월이다. 8~12월은 우기이다.

다이빙 방법
대부분의 다이빙리조트들이 다우인 지역에 몰려 있다. 아포섬에도 리조트가 있다.
참고로 다우인 지역에는 한국인 다이빙리조트가 다수 영업하고 있고, 리조트에서

남쪽에서 본 아포섬의 모습

머물면 다이빙사이트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편안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다우인 해변 지역은 해안가에서 비치다이빙으로 입수해도 되지만, 방카보트를 타
고 다이빙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아포섬은 방카보를 이용하여 다이빙을 한다.

방카보트를 타고 다이빙하는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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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우인 지역의 다이빙사이트

http://divebongo.com/dive-sites

다우인 해안 지역

Dumaguete

Mainit 마이닛
Mainit

Atlantis North&South

Dauin

EI Dorado

넓은 경사면에 다양한 높이의 바위들과 사이사이 모랫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누디브랜치 등의 작은 생물들도 볼 수 있다.

Atlantis North & South 아틀란티스
이 지형은 모래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며 수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타

Ceres Banca Wreek
Ceres Car Wreek

Dauin Poblasion

이어들로 인해 여러 종류의 산호와 수중생물들이 있다. 특히, 이곳은 해마
와 같은 다양한 접사생물들이 많아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이다.

Dauin North&South Sanctuary

Masaplod North

El Dorado 엘도라도

Pyramid Point

넓은 지역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리프로 자연적인 경산호 정원과 인공

Masaplod South

리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루퍼, 배너피쉬 등의 어류를 볼 수 있다.

Bahura

Ceres Banca Wreck 쎄레스 방카 렉
이곳은 필리핀 전통배인 방카가 빠져있는 곳이라서 방카 렉이라고 이름
지어졌으나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다. 급경사 모래면이나 얕은 수심의 수
초가 자라는 곳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Ceres Car Wreck 쎄레스 카 렉
쎄레스 방카 렉에서 10m 정도 떨어진 사이트로 두 대의 차량이 수많은 타
이어와 잔해들로 둘러싸여진 곳이다.

APO ISLAND

Masaplod South 마사프로드 남쪽
작은 생물들이 아주 많고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프램보이얀트 커틀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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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란피쉬

Dauin Poblasion 다윈 포브라션

Pyramid 피라미드

완만한 모래 경사면과 아름다운 산호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대형

모래지형의 슬로프로 되어 있으며 피라미드 조형물을 설치한 이후에 많은 접

어종과 소형어종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산호 군락 옆으로 수

사생물들이 서식하여 현재 다우인 사이트 중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다.

많은 가든일을 만날 수 있다.

Masaplod North 마사프로드 북쪽
Dauin North & South Sanctuary 다우인 보호구역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다. 스내퍼류, 불루스팅레이, 스콜피온피쉬, 스

모래경사면이 펼쳐져 있으며, 여러 종류의 새우와 크랩, 누디브랜치 등 많

윗트립스, 자이언트 바라쿠다 등을 볼 수 있다.

은 생물들이 있다. 블루리본일, 고스트파이프피쉬, 프로그피쉬, 레이저피
쉬, 랍스터, 옐로우바라쿠다, 바다거북 등과 가든일이 많다.

Bahura 바후라
완만한 슬로프가 형성되어 있다. 선셋다이빙으로 만다린피쉬를 볼 수 있
다. 야간다이빙으로도 적당한 지역이다.

프로그피쉬

미믹옥토퍼스

스내퍼 무리와 다이버(사진 : 권혁수)

Coconut

아포섬(Apo Island) 지역
Sanctuary

Largahan

Cogon

코코넛(Coconut)
이곳은 섬 기슭에 코코넛(Coconut) 나무가 많기 때문에 코코넛 사
이트라 이름이 붙여졌다. 여기는 조류가 매우 세기 때문에 다이빙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먼저 가이드가 조류의 방향과 세기

Boluarte

를 체크하고 다이빙을 결정한다. 다이빙 보트에서 입수하면 바로
수심 10~15m의 모래바닥이 보이고 이곳을 지나면 슬로프가 나타

APO ISLAND

Mamsa

난다. 조류의 상황에 따라 드리프트 다이빙이 가능한데 완만한 경
사의 슬로프를 따라 흘러가면서 바다거북이나 곰치, 나폴레옹피쉬,

Chapel

그루퍼, 바다뱀 등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Kan Uran
Katipanan

락 포인트(Rock Point)
아포섬의 남쪽 끝은 민다나오섬을 향하고 있는데 조류가 강하지
는 않지만 변화가 심하다. 동서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코랄 리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banded sea
snakes, octopus, nudibranchs 등을 볼 수 있다.

Rock Point(West)
Rock Point(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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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 포인트(Olo Point)
아포섬의 북쪽 끝에 있는 사이트로 북쪽에서 밀려오는 강한 조류가 섬의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으로 조류가 적당한 때 들어가면 멋진 다이빙을 경
험할 수 있다.

코곤(Cogon)
코곤은 해변의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마을 이름 역시 코곤(Cogon)이
라는 풀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섬의 북쪽 끝에서 입수하여 수심 20m
절벽 끝으로 하강하면 스내퍼(Snapper)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맘사(Mamsa)
맘사(Mamsa)란 잭피쉬란 뜻이다. 이곳은 조류가 센 지역이다. 처음에는
슬로프를 따라 화려한 경산호들이 발달해 있는 곳을 지나는데 여러 종류
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잭피쉬(Big-eyed Jack)
무리로 보통 10m 수심 근처의 조류가 바뀌는 곳에서 무리지어 돌고 있다.
마지막으로 5m 수심의 경산호 지역이 나타난다.

아포섬 보호구역(Sanctuary)
아포섬의 동남족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안에서 100m 거리까지 넓은
평원이 펼쳐지다가 30~40m 수심까지 경사면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조류가 약하지만 조류의 변화가 심한 경우도 있다.

채플(Chapel)
아포섬의 다이빙센터 바로 앞에 위치한 다이빙사이트로 체크다이빙 사이
트로 활용된다. 수심 5m 정도의 경산호가 풍부한 지역에서 입수하여 넓은
모래 지역을 지나 서쪽으로 가면 수심 12m에서부터 절벽이 형성되어 있
다. 절벽의 상층부는 양배추 산호 등 경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라르가한(Largahan)
조류가 거의 없는 곳으로 대부분 수심 6~14m 사이에서 다이빙을 한다.
아포섬에서 산호의 종 다양성이 가장 많은 곳이다. 짙은 색의 모래 지역에
서 다이빙을 시작하여 매우 넓은 경산호 지역을 가로질러서 2m 정도의 절
벽을 지나면 또다른 절벽을 만나게 된다. 절벽의 경사는 10m 정도이며 바
닥은 35m 정도 된다. 절벽의 가운데쯤에 큰 동굴이 있고 대형 부채산호가
있다.

블루아르테(Boluarte)
블루아르테(Boluarte)는 아포섬 서쪽에 돌출되어 있는 대형 바위의 이름이
다. 오른 쪽의 채플 모래지역까지 말굽형의 평지가 펼쳐지다가 12~40m
까지 슬로프로 이어진다. 이곳은 경산호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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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엘로

리조트(El Cielo Resort)

엘시엘로 리조트는 필리핀의 네그로스섬 다우인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하며

대표 : 강창호, 전은영

고급스런 리조트이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객실에는 에어컨과 온수기, 냉장고,

주소 : Masaplod Norte, Dauin, Negros Oriental 6217 Philippines

드라이어기가 준비되어 있어 다이버가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다. 리조트 앞의

전화 : 070-8600-1130 / +63-917-547-0880

수영장은 다이빙 교육과 수영을 하기에 적당하다. 다이빙 교육실과 카메라룸,

이메일 : eun491400@naver.com

25인승 다이빙 전용 방카도 보유하고 있다. 운영자인 강창호 대표(PADI CD)와

카톡ID : elcielo1003

전은영 강사를 비롯하여 모든 스텝들이 손님이 편안하게 머무르다 갈 수 있도

웹주소 : http://www.elcieloresort.com/

록 배려하며, 안전한 다이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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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관광

트윈 레이크스(Twin Lakes)
두마게티 시내에서 차량으로 대략 50분 정도 소요되며, 산 정상에 있는
두개의 쌍둥이 호수가 있다.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필리핀의 토속적인 문
화를 느껴볼 수 있으며, 호수에서 뗏목타기도 할 수도 있다.

두마게티 재래식 시장 구경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두마게티 재래식 시장이 있다. 화요일 오후 2시부
터 수요일 새벽 6시까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장이
열린다.

노천온천 레드락(Red Rock)&쌍둥이 폭포(Twin Falls)
차량으로 30분 이동하면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한쪽에 계곡
이 있다. 쫌 색다른 건 유황 때문에 계곡이 붉은색 바위로 되어 있다. 그곳
에 바로 레드락이라는 노천온천이 있다. 인적도 드물어서 아주 조용하게
반신욕을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레드락에서 1분
정도만 올라가면 두개의 폭포가 자리잡고 있다. 계곡물을 모아서 만든 작
은 수영장도 두개나 있으며, 바비큐도 가능하다.

맛집
두마게티 해안도로에 위치한 씨푸드 레스토랑 라바스는 음식이 아주 맛이
좋고 경치도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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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다스쿠버 팀과 함께
이번 본지의 필리핀 다우인 지역 취재는 팬다스쿠버 팀과 함께 하였다.
팬다스쿠버는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PADI 코스디렉터로 활동하는 이현석
CD가 운영하는 PADI 다이브센터이다. 이번 해외투어는 팬다스쿠바에서
교육받고 다이빙 활동을 하는 23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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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Behind Story of

Palau Diving
팔라우 다이빙 숨은 이야기
글/사진 구자광

1. Jellyfish Lake 2018년 12월 재개장
2. Spawning Aggregation 2019년 일정
3. Blue Hole 속의 Black Hole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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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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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라우 젤리피쉬 레이크(Jellyfish Lake)
2018년 12월 재개장

팔라우 엘마르크(Eil Malk)섬에는 젤리피쉬 레이크(Jellyfish Lake)가 있

젤리피쉬 레이크는 상층의 산소층(mixolimnion)과 하층의 무산소층

다. 이 호수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해파리가 서식한다. 호수

(monimolimnion) 2개로 계층화되어 있다. 호수물의 산소 농도는 표면에

안에는 해파리의 천적들이 모두 사라져 상대방을 공격하는 촉수가 자

서 약 5ppm 정도이다. 내려갈수록 점점 감소하여 깊이가 약 15m에서는

연스럽게 퇴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의 몸에 해파리가 스쳐도 독이 없

0이 된다. 계층화된 물은 섞이지 않는다. 엘마르크섬을 비롯하여 인근에

어 일반 관광객들이 스노클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젤리피쉬 레이크는

는 계층화된 해양호수가 11개 정도 있다.

1982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고 그때부터 많은 관

호수물의 계층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형성된다. 첫째로 호수는

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암벽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를 가로 지르는 바람의 흐름을 차단하

그런데 2016년부터 호수에서 해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기후변화

여 혼합을 유발하지 않는다. 둘째로 호수의 주요 수원(터널을 통과하는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해 동안은 관광이 중지되었다가

조류의 흐름, 비 등)은 모두 지표면에 가깝다. 셋째로 호수는 계절적 온

2018년 후반기부터 해파리가 복원되면서 2018년 12월에 다시 호수에

도 변화가 적은 열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온대 지방과 같은 호수가

서 스노클링이 가능해졌다. 과거 1987년과 1998~2011년에도 이와 비

수직으로 섞일 수 있는 온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슷한 현상이 일어났었다.

산소가 공급된 층은 표면에서 약 15m까지이다. 이 층은 시야는 약 5m
정도로 흐리다. 해파리, 물고기 몇 종, 요각류 등을 포함하여 산소가 필

호수의 탄생과 호수물의 계층화

요한 모든 생물은 이 층에 살고 있다. 이 층의 염분은 약 3m까지만 비와

젤리피쉬 레이크는 약 12,000년 전에 탄생하였다. 이 연대는 호수의 깊

유수의 영향을 받지만 그 아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약 30m), 퇴적물의 두께(최소 20m) 및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호수는 표면 가까이에 있는 3개의 터널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의 상승 해수면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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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은 호수 안팎으로 조수를 흐르게 한다. 호수의 조류
수준은 석호 조수 수준의 약 1/3이다. 조수가 표면에 유입
되기 때문에 낮은 무산소층은 조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무산소층은 지표면에서 약 15m부터 호수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이 층의 산소 농도는 0이다. 황화수소 농도는 이 층
의 상단에서 약 0에서 호수 바닥에 80mg/L 이상으로 증
가한다. 이 층의 상단 3m에는 박테리아가 고밀도로 들어
있는데, 그중에 한 종은 보라색 광합성 황박테리아이다.
이 박테리아 층은 햇빛을 모두 흡수하므로 박테리아 아래
의 무산소층은 어둡지만 투명해서 가시성은 약 30m 정도
가 된다고 한다. 무산소층은 또한 고농도의 암모니아 및
인산염을 함유하고 있다.

2

4

3

1
2
3
4

젤리피쉬
젤리피쉬 레이크 레인져스테이션
엘마르크섬 선착장
공중에서 본 젤리피쉬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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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는 독이 없는
해파리(Jellyfish)가 살고 있다
이 호수에는 두 종의 해파리인 Golden Jellyfish(Mastigias sp.)와 Moon Jellyfish(Aurelia
sp.)가 살고 있다.
Golden Jellyfish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이
동이 일어난다. 이른 아침부터 약 09:30까지
는 서쪽 지역의 중심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한다. 이른 오후부터 약 15:30까지는 동쪽 지
역에서 호수의 서쪽 끝 부근으로 이동한다. 해
가 뜨면 해파리는 서쪽 끝에서 서쪽 분지로 또
는 동쪽으로 잠깐 이동한다.
Moon Jellyfish에는 정해진 수평 이동이 없
다. 밤에는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 수면으로 이
동한다. 젤리피쉬 레이크에서 Moon Jellyfish
먹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유성 요각류

Golden Jellyfish(Mastigias sp.)

(copepods)도 야간에 수면으로 이동한다.

호수에서 관광객에 의한 스노클링은
허용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은 허용하
지 않는다.
젤리피쉬 레이크는 현재 팔라우의 관광객에
게 개방된 해양호수 중 유일하다. 젤리피쉬 레
이크에서는 스노클링만 허용한다. 관광객들은
젤리피쉬 레이크에 접근하기 위해 패스를 받
아야 한다. 록아일랜드/젤리피쉬 레이크 패스
는 1인당 50달러이며 10일 동안 유효하다.
젤리피쉬 레이크에서 하는 스노클링은 팔라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젤리피쉬 레이크
가 있는 엘마르크섬은 코롤에서 보트로 약 45
분 거리에 있으며, 엘마르크섬의 해변에서 작
은 언덕을 넘어 걸어서 약 10분정도 소요된다.

Moon Jellyfish(Aurelia sp.)

젤리피쉬 레이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스노클
링은 허용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은 허용하지 않
는다. 이 호수에 사는 해파리의 두 가지 종 모
두 세포(림프구)를 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강력

만일 스쿠버다이버가 무산소층의 황화수소층에 들어가면 심각한 위험에

하지는 않다. 구강 주변과 치아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쏘이면 증상이 나

처하게 된다. 가스는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7년 황화

타난다고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

수소의 최대 안전 기준치는 10ppm으로 설정되었다. 무산소층의 바닥에

이 호수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서 황화수소의 농도는 기준치보다 8배를 초과한다. 그러나 약 15m 수심

는 다이버의 버블이 해파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까지 황화수소 농도는 0으로 보고되며, 무산소층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약 15m에서 시작되는 무산소층에는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황화수소가 스노클러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있어 다이버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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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wning Aggregation 2019년 일정

BumpHead ParrotFish
Spawning Aggregation
그믐날이 29일이라면 매월 음력 26~29일(New Moon Season)에 밀물이 썰
물로 바뀐 직후 Sandy Paradise에서 수천 마리의 Bumphead Parrot-fish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란의식을 한다.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 쪽으로 솟
구치며 알을 산란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
를 방출한다. 이때 수컷들이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퍽’하고 들리기도 한다.
Bumphead Parrot-fish 무리의 산란은 조류가 그리 세지 않는 곳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New Moon Spawning 2019
2-5 January
1-4 February
3-6 March
1-4 April
1-4 May
30-2 June
29-2 July
28-31 July
26-29 August
25-28 September
24-27 October
23-26 November
22-25 December

산란하는 암컷 찾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수컷들

한 장소에 수천마리가 모여 있는 Bumphead Parro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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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mphead Parrot-fish

Red Snapper Spawning Aggregation
매월 음력 12~15일(Full Moon)에 밀물이 썰물로 바뀐 직후에 Peleliu Cut이
나 Shark City에서 Red Snapper 무리들이 산란을 위해 대형 무리를 지어 산
란을 한다. Red Snapper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 쪽으로 솟구치며 알을 산란
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를 방출한다. Red
Snapper 무리의 산란은 조류가 아주 센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 다
이버들이 이 장면을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Red Snapper

Full Moon Spawning 2019
17-20 January
16-19 February
18-21 March
16-19 April
16-19 May
14-17 June
14-17 July
12-15 August
10-13 September
10-13 October
8-11 November
8-11 December

산란의식을 하기 위해 한 장소로 모여드는 Red Snapper

한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Red Sn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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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라우, 블루홀 속의 블랙홀 이야기
The Black Hole inside Blue Hole, Palau

팔라우 Ngemelis섬 남쪽에는 블루홀(Blue Hole)이라는 다이빙사이트가

을 따라 가다 보면 동굴의 끝부분이 나오는데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

있다. 블루홀은 크고 작은 4개의 수직 구멍과 2개의 수평 구멍으로 이루

는 것 같다.

어져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구멍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 내림은 청색의

동굴 끝 부분까지 가는 도중에 바다거북(Sea Turtle)이 그대로 누워있는

바닷물과 어울러져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을 들게 한다. 블루홀 바닥

상태로 죽은 듯한 모양의 거북이 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다.

근처의 수심 23m 지점에 전기조개가 서식을 하는 곳 근처 작은 구멍이

죽을 자리를 찾아 깊은 동굴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들어와서 나가는

있는데 이곳이 블랙홀(Black Hole)이다.

출구를 못 찾아 죽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머리부터 모든 뼈가 원 상

블랙홀 입구는 너무 어두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구멍의 크

태로 보존된 것을 보면 신비롭게 느껴진다. 동굴 바닥은 미백색의 진흙

기는 다이버 1명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이다. 이 구멍을 통과하

(Mud)으로 이루어져 있어 핀 킥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여 랜턴을 비추면 내부에는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 빛이 새어 들어오는

이 곳의 다이빙은 초보 다이버는 위험하고,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다

곳은 입구뿐이며 동굴 내부는 암흑만이 존재한다. 전등을 비춰보면 블

이버라 할지라도 경험이 있는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을 해야 가능하다.

랙홀 안에는 이미 누군가 설치한 메인 라인이 있고, 중간 중간에 화살표

바닥에 붙지 말고 가능하면 메인 라인을 따라 갔다 다시 메인라인을 따

(Arrow)가 부착되어 있다.

라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심이 30m 정도가 되므로 잔압과 무감압

블랙홀 바닥수심은 최대 40여m 정도 되고, 동굴의 폭과 높이는 블루홀

한계시간을 자주 체크해야 한다.

크기의 절반 정도로 유추된다. 수심 30여m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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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ude One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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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다이빙 장비 세팅 장소

팔라우는 다양한 생물들의 버라이티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 리버보드를 타고

식당

다이빙을 하는 것은 장점이 많다. 이른 새벽에 나타나는 생물들의 깜짝쇼를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고, 이동이 간편하여 물때와 조류상태를 점검하여 다이빙사이트
를 선택할 수 있어 멋진 장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여러 번 리버보드를 타고 다
이빙을 했지만 항상 만족도가 높았다. 페릴리우섬도 자유롭게 다이빙할 수 있어 그
곳에만 볼 수 있는 생물들을 제대로 조우할 수 있다. 또한 멋진 장면이 나타나는 다
이빙사이트를 여러 번 다이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팔라우에서 운영하는 리버보드 Solitude one은 구조와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
어 있다. 각 객실은 호텔의 컨셉을 유지하여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특히 화
장실의 청결함과 시설은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팔라
우의 에머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게 꾸며졌으며, 뷔페식이라 원하는

카메라 세팅실

음식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다이빙 데크는 넓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장비에 네임텍을 표시하여 공동장비도 자신의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이
빙을 하러 갈 때와 나올 때도 스텝들의 서비스가 친절하여 매회 기분좋게 다이빙
을 즐길 수 있다. 1층 가운데는 휴게실과 카메라 장비 세팅실이 있다. 휴게실에서는
다이빙 시작 전 브리핑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푹신한 의자는 책을 읽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카메라 장비 세팅실은 안전하게 카메라를 세팅하
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수중사진을 하는 사람들
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장소이다. 3층에는 선탠을 할 수 있도록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일출과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의
시설들도 다이버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여느 호텔 부럽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편안
하게 설계되어 있다. 2층 앞머리에는 월풀이 설치되어 있어 와인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며 몸을 따뜻하게 마사지할 수 있다. Solitude one은 다이버들이 필요한 것
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세팅하여 놓는다. 다이빙이 끝나고 사용하는 수건에도 네임
텍을 표시해 다른 사람 것과 섞이지 않게 하고, 배 옆으로 빨래를 걸 수 있도록 빨
래집게까지도 준비해 주었다. 맛있는 간식도 빼먹지 않는다. 다이빙이 끝난 다음날
에는 밀키웨이, 젤리피쉬레이크, 록 아일랜드를 방문한다. 편안하고 럭셔리한 다이
빙을 원한다면 리브어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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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는 팔라우 코롤(Koror)의 거점 리조트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교육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항상 갈 때마다

로 팔라우공항에서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다이빙교육을 하는 것을 지켜보니 물에 대한 공포심을 줄여주고 차

코롤에 머물며 인근에서 다이빙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팔라우 최남

근차근 다이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교육하고 있었다.

단의 페릴리우섬(Peleliu)까지도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이 가능하다.

다이빙은 인근의 항구로 이동해서 스피드보트에 탑승하는데 다이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는 리브어보드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

빙 장비들은 스텝들이 모두 옮겨주므로 이동시 불편한 점은 없다.

로 팔라우의 멋진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페릴리우섬을 제

다이빙을 한번 나가면 데이트립으로 3회 다이빙을 실시하고, 점심

외한 모든 다이빙사이트가 1시간 안에 갈 수 있고, 다양하고 멋진

은 다이버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한다. 다이

다이빙사이트가 많아 어떤 곳을 가도 실망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빙을 나가고 들어올 때는 팔라우의 아름다운 섬들을 감상할 수 있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는 젊고 활기찬 한국인과 현지인 다

는 재미도 있다.

이빙가이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다이빙이 활력이 있고 재미있다.

다이빙은 코롤섬 인근 지역에 있는 난파선과 동굴을 즐길 수 있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는 작은 해변을 끼고 있어 조용한 분

고 불루코너, 불루홀, 빅드롭오프, 뉴드롭오프 등 게멜레스섬

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썰물과 밀물 때의 풍광이 달

(Ngemelis) 주변 포인트는 물론 저먼채널, 울릉채널, 샌드파라다

라 마치 우리나라 서해안에 온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

이스, 시에스터널, 시에스코너 뿐만 아니라 바다상태가 좋으면 멀

고 있다. 객실은 2인실(호텔형), 4인실(팬션형) 등 여러 타입이 있는

리 페릴리우섬까지 나가기도 한다. 페릴리우섬 등 먼 곳으로 다이

데 에어컨, 전화, 온수샤워,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있다. 그 외에도

빙을 나가는 경우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 3회 다이빙을 할 수 있

리조트내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메뉴

는데 빠른 스피드보트로 페릴리우섬까지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

는 늘 바뀌어 한국식과 서양식이 제공되고 있다. 리조트 가운데는

이 소요된다.

•대표 : 곽윤석(Romeo)
•전화 : 070-7436-3308
•현지 : +680-775-2257
•메일 : jywang81@hotmail.com
•카톡 : palauromeo

74 |

2019 January/February | 75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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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ng Beach
of Mindoro in Philippines
필리핀 민도르섬 사방비치
글/사진 구자광

민도르섬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 지역을 취재하러 갔으나 사방
비치의 다이빙사이트들이 수중시야가 좋지 않아 바닷속 풍광을 제대
로 촬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방비치의 바다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
해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방비치 앞바다에 해파리 무리와 비슷하게 생
긴 해파리류가 보여 이것을 촬영하였다. 해파리가 아닌 해파리류는
살프(Salps), 빗해파리(Comb Jellies), 해파리 고둥류(pteropods, Sea
Angel and Sea Butterfly) 등이다.

마닐라

LUZON

아닐라오
바탕카스
푸에로로갈레라
사방비치

마닐라
아닐라오
푸에로로갈레라

바탕카스

MINDORO
SAMAR

보라카이

PANAY

CEBU

AMEGROS

BOHOL

PALAWAN

MINDANAO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 앞바다에서
화이트워터 다이빙을 하다
민도르섬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 지역을 취재하러 갔으나 사방비치의

밤보다 피사체의 종류가 제한적이지만 좀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다이빙사이트들이 수중시야가 좋지 않아 바닷속 풍광을 제대로 촬영할 수

는 장점이 있다.

없었다. 따라서 사방비치의 바다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그
런데 사방비치 앞바다에 해파리 무리와 비슷하게 생긴 해파리류가 보여 이

블랙워터 다이빙(Black-water Diving)

것을 촬영하였다. 해파리가 아닌 해파리류는 살프(Salps), 빗해파리(Comb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수중에 밝은 전등을 20분 정도

Jellies), 해파리 고둥류(pteropods, Sea Angel and Sea Butterfly) 등이다.

켜 놓으면 해양 중층에 떠다니는 수중생물들이 불빛을 보고 모여 든다. 그
런 후에 다이버가 입수하여 랜턴을 비추어 생물들을 구경하거나 사진촬영

화이트워터 다이빙(White-Water Diving)

을 하는 다이빙을 블랙워터 다이빙(Black-water Diving)이라 한다. 일종의

화이트워터 다이빙(White-Water Diving)은 블랙워터 다이빙(Black-Water

야간 다이빙이다.

Diving)의 상대적인 말로 필자가 블랙워터 다이빙과 비교하여 붙인 용어이

블랙워터 다이빙에서는 낮에 하는 리프 다이빙(Reef Diving)에 볼 수 없

다. 블랙워터 다이빙은 밤에 물 중층에서 유영하는 다이빙을 하면서 작은

는 신기한 모양의 해파리(Weird Jellyfish), 살프(Salps), 유영 멍게(Pelagic

해파리나 물고기의 유충을 촬영한다. 하지만 화이트워터 다이빙은 낮에 물

Tunicate), 유충 물고기(Larval fish) 및 기타 외계 생명체와 같은 투명한 피

중층에서 유영하는 다이빙을 하면서 유사한 피사체들을 촬영한다. 낮에는

사체들을 만날 수 있다.

Jellyfish 자포동물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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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데섬 풍경

Jellyfish 자포동물 해파리
해파리는 강장동물의 한 종류이다. 갓이나 종처럼 생긴 몸은
흐늘흐늘하고 투명하며, 해양에 떠다니며 산다.
지름 10cm 정도 되는 갓 속에는 위와, 물을 보내는
관이 있다. 입은 갓자루 끝에 달려 있다.
갓의 가장자리에는 끈 모양의 촉수들이 늘어져 있다.
촉수가 1~2개인 것도 있고 수백 개인 것도 있다.

바탕가스와 사방비치 사이에 운영되고 있는 방카보트

촉수에는 자포라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는 독이 있어 먹이를
잡고,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 해파리는 커다란 갓을
2019폈다
January/February
| 79 다닌다.
오므렸다
하며 느릿느릿 헤엄쳐

Pteropods
해파리 고둥류/익족류
해파리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고둥인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익족류(pteropods)라고 불리우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해파리 고둥”이라 하겠다.
유빙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바다천사(Sea Angel)와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바다나비(Sea Butterfly)가
여기에 속한다.

Salp 살프
살프(Salp)는 멍게처럼 피막이 있는 술통 모양으로 생긴 동물이다.
젤리틴으로 이루어진 몸을 통하여 물을 뿜어내면서 움직인다.
몸 안에는 필터가 있어서 물이 통과하는 동안 식물성플랑크톤을 걸러서 먹는다.
살프는 대를 이어가면서 교대로 다른 생활 방식을 취한다.
두 가지 삶 모두 거의 투명하고 젤라틴이 들어있는 튜브 모양으로 길이는 1~10cm 정도이다.
단독형은 술통모양으로 무성생식을 하며 작은 크기의 개체를 만들어 내보낸다.
살프가 사슬로 모인 것이 집합형이다. 이는 먹거나 헤엄칠 때 서로 붙어 있고 같이 자란다.
사슬 속의 각각의 개체는 유성생식을 한다. 바다에는 두 가지 방식의 살프가 공존하고 있다.

Comb Jellies
유즐동물 해파리, 빗살 젤리, 빗살 해파리
유즐동물(Ctenophore, Comb jelly)은 빗해파리류라고도 불린다.
추억빗해파리, 풍선빗해파리, 넓적빗해파리 등이 알려져 있다.
유즐동물 해파리류는 이름에 해파리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자포동물에 속하는 해파리류와는 다른 그룹이다.
모든 종이 바다에 살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플랑크톤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열대에서 극지방까지,
그리고 연안에서 심해까지 여러 환경에 살고 있으며
세계에 100~150여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Pelagic Tunicates 유영멍게
유영멍게(Pelagic Tunicates)는 피낭동물에 속하며
부유성이고 대부분이 한천질이며 투명하고 입수공과 출수공이 있다.
체벽은 셀룰로오스성 피낭으로 되고 환상의 근육 띠가 있다.
새공에 있는 섬모로 수류를 일으키고, 이때 호흡을 하며 먹이를 취한다.
내주와 배막이 있다. 무성생식을 하고 세대교번도 한다.

민도르섬 사방비치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푸에르토갈레라의 사방비치와 베르데섬은 우리 한인들의 해외 리조트 사
업 진출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이 곳은 한국에서 접근성이 좋고 다이

1. 전화만하면 공항 픽업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공항 샌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빙 환경이 좋다는 의미이다. 드리프트 다이빙, 난파선다이빙, 테크니컬 다

2. 모든 스텝이 친절하게 서비스

이빙 등 여러 형태의 다이빙이 가능한 곳이다.

3.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2011년에 오픈한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는 푸에르토갈레라의 도심에서

4. 체계적인 다이빙교육, SDI/TDI 강사교육

겨우 2Km 거리에 있는 사방비치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다이

5. 38개의 객실을 가진 최고급 리조트, 모든 객실이 비치뷰, WIFI 가능

브 리조트는 사방비치의 최고급 리조트이며, 모든 객실이 비치를 바라보고

6. 최신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있어 경관이 아름답다. 리조트 내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능하고, 최신 컴프레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 구비

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탱크에 충전하며, 나이트록스 다이빙시스템이

7. 사방비치의 모든 다이빙 사이트가 10분 이내에 위치

구비되어 있다. 모든 스텝이 친절하고 가능하면 손님이 편하게 머무를 수

8. 두 대의 스피드보트로 다이빙

있도록 배려한다. 국용관 트레이너와 이호승 강사가 가이드 하는 파라다이
스 다이브 리조트는 이름처럼 천국에서 환상적인 다이빙을 하는 것과 같이
친절하게 안내하며,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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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대표 : 임희수(Ricky)
카톡 : PDResortRicky
홈페이지 : http//www.paradise-dive.net/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전화 : 070-7563-1730, +63-928-719-1730

BLACK WATER PHOTOS

블랙 워터 다이빙
Black Water Diving

수중에서 접사를 촬영하기 위해 피사체에 접근하는데 다소 모험적이고 새로운 분야가 블랙워터 다이빙이다.
블랙워터 다이빙은 일종의 야간 다이빙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배를 정박시킨 후 수중에 밝은 수중전등으로
20분 정도 불을 밝혀 놓으면 심해생물과 중층에 떠다니는 수중생물이 불빛을 보고 모여 들면 그 생물들을
보거나 수중사진을 찍는 것이다.
어두운 수중에서 블랙워터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는 중성부력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야간 다이빙 경험
이 있어야 한다. 한 팀에 참여하는 다이버의 수는 4명 이하가 적당하다. 또한 블랙워터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는 특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매우 숙련된 다이빙 가이드가 수중생물을 찾아주기도 하고 사진가가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블랙워터 다이빙에 나타나는 생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다.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는 생물들이 빛을 발
하며 어두운 수중에 나타난다. 어린 애벌레, 갑각류, 젤리피쉬, 무척추 동물 과 때때로 매우 작은 원양어류 및
투명한 젤라틴 등 재미있는 생물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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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B. LEE
Malaysia
A.B. Lee is a dedicated and committed underwater seascape

A.B. Lee는 25년이 넘도록 다이빙을 하였고, 수중사진을 촬영하여 전

photographer, with more than 25 years of diving experience under

문적인 수중사진 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A.B. Lee의 수중사

his belt. AB Lee photographs, mirrors a 3 Dimensional feel to the

진은 다양한 산호초들의 형상과 색감을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바닷속의

Seascapes illustrating diversity, colour and beauty of the coral reefs.

신비로운 풍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있는 사진을 보여준다.

Over the years, his superb pictures of the underwater world has

A.B. Lee는 수중 생태계가 훼손되어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

inspired many divers and non divers to have a love for the sea and

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바다와 관련 있는 주변의

its inhabitants, and more importantly,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주민들과도 협동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훼손된 수중상태는

conserving this fragile environment.

기록으로 남겨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다이버와 비다이버들의 참여

When you see a photograph taken by A.B. you are at once moved to

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not only see the magical seascape for yourself but also to do your bit

A.B. Lee가 촬영한 수중사진을 보면 현재 바다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

to ensure that this pristine environment is preserved for generations

운지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to come. Few photographs have the ability to evoke such emotions,

안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A.B Lee의 수중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and A.B.’s photographs are among these select few.

단지 수중사진을 감상하는 이상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e has won a few international acclaim awards for his pictures and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다른 수중사진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now shares generously his time and knowledge to new photographers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그의 사진

who share the same passionate as him.

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He has been conducting Annual UW Digital Photography

현재 그는 자신의 고향인 말레이시아의 레당 테렝가누에 위치한 Annual

Workshops for the pass 12 years in his local ground in Pulau Redang

UW digital Photography Workshop을 12년간 운영하고 있다.

Terengganu Malaysia.
His facebook address : https://www.facebook.com/ab.le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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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Water Photos - A.B. LEE

GEAR

신제품
소개

HARD SET 1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REGULATOR(ALPHA8/SP-6)
• 밸런스 피스톤 타입
• 해양등급 황동
•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 동급의 타사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
• 미 해군 표준 A 클래스 60M 적용
• 간편한 유지보수
• 유럽 CE 규격 획득
• NON-DVT
OCTOPUS(ALPHA8 OCTOPUS)
• 방식 : 디멘드 밸브

• 일체형 퍼지버튼

• 치열구조에 적합한 마우스피스
• 무게 : 170g

• 2단계 직경 : 7.1cm

• 흡기저항 : 1.2~1.4ciw
• 호흡 어너지 소모량 : 1.47joules
• 눈에 잘 띄는 노랑색 호스
BCD(BCJ-0601B)
•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RDURA 500D
나일론 소재 메인 원단
• 적은 힘으로 간단히 BCD를 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 건조가 빠른 소프트 수지 소재의 등 패드
• 후면 하단 덤프 밸브
3 GAUGE(SWIV 2 N/C-잔압계·수심계·나침반)
• 시안성이 뛰어난 컬러 표시 잔압계와 수심계
• 수심계 최대 60m 까지 표시
• 최대 수심 표시기

• 온도계 장착

• 잔압계 400Bar 까지 표시
• 구성 : 수심계·잔압계·나침반

HARD SET 2
REGULATOR(ALPHA8/SP-6)
• 밸런스 피스톤 타입
• 해양등급 황동
•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 동급의 타사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
• 미 해군 표준 A 클래스 60M 적용
• 간편한 유지보수
• 유럽 CE 규격 획득
• NON-DVT
BCD(BCJ-0601B)
•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RDURA 500D 나일론 소재 메인 원단
• 적은 힘으로 간단히 BCD를 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 건조가 빠른 소프트 수지 소재의 등 패드
• 후면 하단 덤프 밸브
2 GAUGE(SWIV 2 COMBO-잔압계·수심계)
• 시안성이 뛰어난 컬러 표시 잔압계와 수심계
• 수심계 최대 60m 까지 표시
• 최대 수심 표시기
• 잔압계 400Bar 까지 표시
• 온도계 장착
• 구성 : 수심계·잔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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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센터 / 교육•렌탈 장비

SKIN SET 1

SKIN SET 2
MASK + SNORKEL(UC-2450)

MASK + SNORKEL(UC-2450)

Mask

Mask

• 30% 증가된 시야

• 30% 증가된 시야

• Low Profile 2안식

• Low Profile 2안식

• 5단계 각도 조절 스트랩

• 5단계 각도 조절 스트랩

• 3차원 형상의 스트랩

• 3차원 형상의 스트랩

• 경량화 된 프레임

• 경량화 된 프레임

Snorkel

Snorkel

•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대용량 드래인 챔버와 내부 퍼지 통로가 부착된 퍼지 밸브

• 대용량 드래인 챔버와 내부 퍼지 통로가

• 구강학적 구조로 설계된 마우스피스

부착된 퍼지 밸브

• 만곡 형 파이프로 착용 시 편안함

• 구강학적 구조로 설계된 마우스피스

FIN(SF-0102)

• 만곡 형 파이프로 착용 시 편안함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SUIT
• 5.5mm 네오프렌 재질
• 손목, 발목 지퍼 장착
• 보관, 사용시 편리하도록
왼쪽 손목 지퍼에 사이즈 표시

사이즈 조절에 용이한
손목 지퍼 장착과 보관, 사용시
편리하도록 왼쪽 손목 지퍼에
사이즈 표시

남성

M

L

XL

신장

162~168

166~172

174~180

체중

62~68

66~72

74~80

가슴둘레

89~94

94~99

99~104

여성

S

M

신장

153~159

156~162

체중

47~53

50~56

가슴둘레

79~84

84~89

사이즈 조절에 용이한
발목 지퍼 장착

※ 렌탈 교육용 패키지는 다이빙 센터에만 공급되는 비매품이다.

(주) 우정사/

오션챌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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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와
강사의
위험관리

2019년에는 다이버와 강사의 위험관리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다소 무거운 주제
이기는 하지만 한번쯤 지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번호부터 연재를 시작
했다. 사실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듣게 되면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오
는 내용으로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옮겨지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퍼져나가 망자와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일반인에
게는 다이빙이 위험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어 다이빙 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된
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최근에도 다이빙관련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가가 사고를 피하지 못해 운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세 번째 칼럼

글/사진 김수열

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항상 사고가 난 후에는 남겨진 주변 다이버들이 그 슬픔
을 대신하며, “말도 안돼!”,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이지”라며 원인을 몰라 스
스로 질문을 한다. 반면에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슬픔에 젖어 추스르지 못하고 있
는 상처입은 가족에게 거짓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못된 사람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분

[ 글 싣는 순서 ]

제1부 다이빙 사고

노케 하는 일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겨진 이들이 상처를 가다듬고 스
쿠버다이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망자 또한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는다.

제2부 교육 중 뇌출혈사고(필리핀)
제3부 그물에 얽힘으로 사망(한국)

제1부

제4부 나이트 다이빙 중 표류(태국)
제5부 리브어보드에서의 추락(인도네시아)
제6부 음주와 프리다이빙 사망(필리핀)

다이빙 사고
먼저 다이빙 산업 전체를 다루고는 있지만 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타 스쿠버 단체들의 규모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약이 있
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 스쿠버다이빙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1>

2017년 PADI 자격증 취득
성별 분포 및 평균연령
출처 : Global Student Report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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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PADI 강사교육을 통해 1세대 선배들께서 다이빙 산업에 물꼬

지난 2004년~2015년까지의 집계로 보면 숨참기 다이빙 사고도 줄어들지

를 터주신 것이다. 이후 1979년부터는 한국인 코스디렉터를 통해 지속적으

않고 있다. 또한 사망으로 이르게 한 원인 중 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로 PADI 강사교육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매년 국내에서 약 200명 해외에서

나 된다. 따라서 수중/수면에서의 공기고갈, 과도한 웨이트, 패닉에 대처하

약 150명의 스쿠버 강사들이 탄생하고 있다. 또 국내와 해외에서 한국인에

는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게 발급된 다이빙 PADI 자격증은 연 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다. 전

한다. 그 외 나이와 심정지가 약 30%인 것으로 보아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

세계 스쿠버인구의 절반 이상이 PADI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지속적으

연스럽게 발생하는 심장건강의 저하는 스쿠버다이빙을 할 때 더욱 주의가

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연령은 30세<표 1>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필요하다. 특히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나 자격이 없는 다이버의 경우는 가

의 비율<표 2>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장 많은 사망사고의 대상이니 자격을 반드시 갖추고, 초급자격 취득 후에

DAN(divers alert network)에서 집계한 최근 2017년 발표자료에 의하면

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 지식과 기술습득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3>과 같이 사망자수가 127명이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표 4>와 같이 아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이브 커뮤니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시아지역 스쿠버다이빙 인구 중 호주나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훨씬 많지만

데 그룹다이빙을 할 때 사망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원수

사망자 수는 한국인이 15명으로 호주인과 같다. 호주인의 경우 BH(breath

가 많으면 다이버가 이탈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인식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hold)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프리다이빙/헌팅으로 인한 사망자 수인 경우

문제이다. 따라서 소그룹단위로 다이빙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가 많아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국인 프리다이빙 시장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알 수 있다.

<표 3> 2015년 국가별 사망자 수
Region
Asia

Country
Philippines
Maldives
Thailand

Asia total

Caribbean

Bahamas
Cayman Islands
Cuba
French West Indies
Netherlands Antilles
St Kitts and Nevis
Tunks and Caicos
Virgin Islands

Caribbean total
Centran America

Belize
Costa Rica

Centran America total
Northern Africa
Northern Africa total

Egypt

Europe

United Kingdom
Italy
Malta
Spain
Switzerland
Norway
Luxembourg

Europe total
North America

Bermuda
Canada
Mexico
United States

North America total
Middle East

Israel
Turkey
United Arab Emirates

Middle East total
Oceania
Oceania total

Australia
Fiji
French Polynesia

<표 4> 아시아 국가별 사망자
Count
6
4
5
12
1
6
1
1
1
1
1
3
15
4
1
5
4
4
7
5
5
2
1
1
1
22
1
4
2
39
46
1
1
2
4
8
1
1
10

<표 5> 숨참기 다이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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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사망 원인

<표 6-1> 패닉의 원인
Cause of Death 1992-2015

1%

1%
4%
13%

DCS
AGE
Cardiac Event
Drowning
IPE
Other

16%

65%

<표 8> 월별사고

<표 7> 사망자 자격레벨

40-

Arg 2013-2017
2018

Incidents

30-

20-

10-

-

-

Feb

-

-

Jan

-

-

Dec

-

-

Nov

-

-

Oct

-

-

0Mar

Apt

May

Aug

Jun

Aug

Sep

Incident Month

<표 8-2> 사고수심

<표 8-1> 사고레벨

Arg 2013-2017
100-

2018

Arg 2013-2017
2018

60-

40-

Incidents

Incidents

75-

50-

2025-

Unkown

0Unkrnown

Surf

1-10

11-20

-

-

Other

-

-

1st
Class

-

-

Advanced
Diver

-

-

Dive
Leader

-

-

Sports
Diver

Qualification of Divers Involved in Incident

-

-

Ocean
Diver

-

-

Trainee

-

-

Snorkeler

-

-

0-

21-30

31-40

41-50

51-60

>60

Max Depth

BSAC라는 다이빙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4월에서 9월까지 수온이

<표 8-3> 사고 클라스

높을 때가 가장 사고율이 높으며, 상승 중 감압병(DCI) 사고 및 부상이 많았으

Arg 2013-2017
2018

며, 10~40미터 사이로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경험하는 수심에서

60-

사고가 집중되어 있다. 대상은 초급/중급/그리고 다이브리더로 분포되어 있는

리한 다이빙 계획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 산업에 주축을 이루는 교육, 장비, 여행서비스에 있어 위험관리는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다이빙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자나

Incidents

것으로 보아 강사레벨의 다이버 또한 교육 중 인솔 책임자나 강사들 간의 무
40-

20-

서비스 이용자나 양쪽 다 안전한 다이빙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산업이

요소들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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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oat/Surface

DCI

Equipment

Fatality

Injury

Incident Class

-

-

Ascents

-

-

0-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 준다면 훨씬 위험한

Miscellaneous Technique

Hyundai
Marine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140-2178, Sejong-ro, Chongro-gu, Seoul
Korea 110-731, K.P.O. Box 303
Tel
: 82-2-3701-8766
Fax : 82-2-732-8934

INSURANCE CERTIFICATE
Issue Date : May 30, 2017

교육

This Certificate is issued as a matter of information only and confers no rights upon the Certificate
Holder. This Certificate does not amend, extend or alter the coverage afforded by the policy.
...........................................................................................................................................................................................................................................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Insured : Noma Dive Center S-36127

스쿠버다이빙 교육은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표

* Policy Period : 2017.04.01 ~ 2017.12.31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olicy of insurance listed below have been issued to the insured named
above for the policy period indicated notwithstanding any requirement term or condition of any
contract or other document with respect to which this certificate may be issued or pertain. The
insurance afforded by the policy described herein is subject to all the terms, exclusions and
conditions of such policy limits shown may have been reduced by paid claims.
...........................................................................................................................................................................................................................................

준화된 매뉴얼과 기준에 따라 강사의 책임 있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가적 자질(지식,기술, 태도)을 바탕으로 전문성
에 준하는 합당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1. Policy No. : F-2017-0436468

록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무리 많은 교육비를 받았더라도 교육생

2. Insurance : GENERAL LIABILITY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3. L O L :

[Risk.1] Premises & Operation
<Bodily Injury>
AUD 10,000,000 - any one person, any one claim, aggregate
<Property Damage>
AUD 10,000,000 - any one claim, aggregate
Extended Property Damage Coverage Endorsement(Ⅰ)
<Property Damage>
AUD 500,000 - any one claim / AUD 500,000 – aggregate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스쿠버다이빙 이론은 온라인,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하
지만 장비, 다이빙 지역정보, 해양생태, 기후관련 위기관리 능력은 책에
서 배우는 것은 아주 어렵다. 혼자 습득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인식하
건강 진술서

Policy Aggregate : AUD 10,000,000.- / General Aggregate : AUD 10,000,000.-

[Risk.2] Products/Completed Operation

참가자의<Bodily
기록Injury>
(기밀 사항)
AUD 1,000,000 - any one claim, aggregate
<Property Damage>

고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반드시 훈련된 전문 강사를 통해 하

AUD 1,000,000 - any one claim ,aggregate

**Subject otherwise to the Terms & Condition and exception of this policy.

나씩 배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건강한
............................................................................................................................................................................................................................................

신체(병력은 아래 표를 참조)와 학습 의욕을 갖추어야 한다. 스쿠버다이
서명하기
전에 안전한
주의깊게 다이빙을
읽으시오. 서명하기
전에
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원

Cancellation : Should any of the above described policy cancelled before the expiration date thereof, the issuing company
will endeavor to mail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Insured. But failure to mail such notice shall impose no obligations or
liability of any
kind upon the company, its agents or representatives.
주의깊게
읽으시요.

이 진술서는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스쿠버 다이빙과 또 당신이 해야할 행동
관련된 일부
당신에게
알리는고
것입니다.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한다면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에 받을
수 위험에
있는 대해
좋은
강사를

르는 시간과 노력은 필수이며, 나의

참석하기 위해서는이 진술서에 당신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당신의 스
쿠버 프로그램 중에 당신의 건강 상태에 변경이 있다면, 당신의 강사에게 즉시 알리는
생명과
안전보다 비싼 교육비는 없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진술서를 서명하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으니 충분히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당신은 병력이 포함된 이 건강 진술서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미 성년자는 부모나 보호
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이빙은 아주 재미있고 활기찬 활동입니다. 기술을 올바
르게 시행하고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다이빙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안전
보험증서
수칙 절차를 지켜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는 과격한 비만으로 체중초과이지 말 것이며 혹은 나쁜 건 강

상태여서도 안됩니다. 다이빙은 어떤 경우에 따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기와 순환기도
양호한MARINE
상태여야 합니다.
모든 공기 공간도
정상이며 건강해야
HYUNDAI
& FIRE신체의
INSURANCE
CO., LTD
합니다. 심장질환, 최근의 감기나 비충혈, 간질, 심한 건강 문제 혹은 술이나 약물복용
상태이면 다이빙을 하지말 것입니다. 당신이 천식, 심장병, 혹은 만성질병 상태이거나
혹은 규칙적으로 약물복용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또 이 코스완료 이
후에도 규칙적으로 강사와 의사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스쿠버 다이빙 중
에 호흡과 압력 평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안전 규칙을 강사님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스
쿠버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
신은 자격있는 강사의 직접 감독 아래 스쿠버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철저하
게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By Authorized Representative
만약 당신이 이 건강 진술서에 혹은 건강 내력의 질의서에 질문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
에 강사님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이버의 건강 내력 질의서
참가자에게:
이 건강 내력 질의서의 목적은 여러분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할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당신
을 스쿠버 다이빙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양성적인 대답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건강 상태가 다이빙 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이빙활동을 시작하기 전
에 반드시 의사의 충고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건강 내력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시오. 만약 당신이 확실하지 않거던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오. 만약 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적용된
다면 당신은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강사님은 스쿠바 다이빙 용 건강 진술서와 또 의사에게 가지고 갈 레크리에디셔날
스쿠버 다이버 신체 검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_____

임신의 가망성이 있거나 임신을 계획 중 입니까 ?

_____

현재 처방된 약을 복용 중입니까? (피임약과
말라리아 예방야 제외)

_____

45 세 이상 이며 다음에 하나 이상의 대답을
합니까?
• 현재 담배, 파이프 혹은 씨가를 피운다.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 형중 콜레스테롤치가 높다.
• 고혈압이다.
• 가족의 내력 중 심장 마비나 중풍의 역사가
있다.
• 당뇨병이다, 식사만으로 조절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혹은 현재 앓고 있는…

_____

행동적인 건강,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 (공포
발작, 좁은혹은 넓은
공간에 대한 공포)?

_____

간질, 발작, 경련, 혹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_____

재발하는 심한 편두통 혹은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_____

잠간의 졸도 혹은 기절 (완전히/부분적으로 의식
불명)?

_____

빈번한 혹은 심한 멀미 (받 멀미, 자동차 멀미
등등)?

_____

이질 혹은 치료가 요구되는 탈수증?

_____

어떤 다이빙 사고나 감압병?

_____

보통 정도의 운동 실행이 불가능 (예:1.6km/1
마일을 12 분내에 걷기)?

_____

천식 혹은 호흡 때 혹은 운동 때 호흡 곤란?

_____

빈번히 혹은 심한 고초 열/알레르기?

_____

빈번한 감기, 부비동염, 혹은 기관지염?

_____

지난 5 년 동안 의식 불명된 머리 상해?

_____

어떤 형이던지 폐 질환?

_____

재발하는 등 (허리)문제점?

_____

기흉 (압착된 허파)?

_____

등 혹은 척추수술?

_____

다른 흉부 질환이나 흉부 수술?

_____

당뇨병?

_____

수술, 골절, 외상 후에 따르는 등, 팔, 다리의
문제점?

_____

고혈압 혹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_____

심장 질환?

_____

심장 마비?

_____

협심증, 심장 수술 혹은 혈관 수술?

_____

부비동 수술?

_____

귀 질환 혹은 수술, 청각 상실 혹은 몸 평형유지에
문제?

_____

재발되는 귀 질환?

_____

출혈 혹은 다른 혈관질병?

_____

탈장?

_____

위 궤양 혹은 궤양 수술?

_____

대장 수술 혹은 소장 수술?

_____

지난 5 년 동안 마약사용 혹은 그것에 대한 치료
혹은 알코올 중독?

내가 진술한 나의 건강 내력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확함을 서약합니다. 스쿠버 프로그램에 내가 참가하는 중 언제라도 나의 건강 내력에 일부와 전체 변경에 대해 내 강사에게 알려야 함이 내 책
임임을 확언합니다. 나는 지금 현존하거나 또는 과거의 건강 상태 또는 이에 어떤 변경 상태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때의 발각은 나의 실수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을 동의합니다.
건강진술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일/월/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혹은 보호자의서명 (적용된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9 January/February
날자(일/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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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여행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스쿠버 장비는 해마다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진화되어 왔다. 1970년대

스쿠버교육은 반드시 해양실습이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사는 보통

스쿠버다이빙강사로 물꼬를 터주고 희생해 주신 1세대 선배님들 덕분에 유

해외로 다이빙 여행을 알선하거나 진행하게 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명 브랜드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좋은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여행업자로 구분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양한 종류의 스쿠버 장비들이 많아 강사들은 다이빙 환경과 형태에 따라

제22조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문화체육

합리적인 장비를 추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며, 정기적인 서비스를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도록 한다’ 고 명시되어 있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험많은 강사들

다. 서비스 제공자는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② 여행업체에서 6개

은 그동안 여러 브랜드의 장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월 이상 근무, 국외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

장비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강사의 전문성에 합당한 컨설팅

정교육을 이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 이수. 또한 스쿠버다이빙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에 생길 문제에 대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비되어야 한다.

2018년 칼럼에서는 다이빙 장비를 구매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다루었
다. 다이버들은 50만원~100만원 정도 지불하는 교육비에 비해 적게는 두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배, 많게는 5배 이상의 비용을 장비구매에 지출한다. 초보 다이버라면 교육

여행에 참가하는 다이버는 개인의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

에 조금 더 투자하고, 다양한 브랜드, 여러 형태의 장비를 사용해 본 후 본

행일정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살피며, 예약 및 환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인에게 최적인 장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랜드마다 기술은 이미

제시된 판매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사업체인

선진화되어 있다. 본인의 예산(사용빈도를 감안)에 맞는 장비를 전문가에

경우 일반 여행자보험, 다이버보험에 개별 가입하고 가족에 알려 부득이한

게 추천받고, 권장된 가격을 지불함으로 강사의 전문성(경험)을 존중해 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5부에서 다룰 내용 중 ‘리브어보드에서의

길 바란다. 서비스는 지불한 비용만큼 받게 될 것이다.

추락’의 경우와 같이, 밤 사이 실종된 다이버는 수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이후 사고에 대한 슬픔과 고통은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안타
까운 일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이빙 사고 바르게 인식하기
스쿠버다이빙 활동은 물속에서 장비에 의존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잠재적
인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장비에 대한 기초지식과 장비를 다루는
일반 스킬을 숙달하고,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야 스쿠버다이
빙이 가능하다. 스쿠버자격증은 본인이 배웠던 환경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미달과 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
지 않고 저가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칼럼에서는
흔치 않으나 각 지역별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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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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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다이버)
업데이트된 코스 자료 소개(강사)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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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다이빙 법률

다이빙 보험에
대한
법률적 이해

다이빙 보험의 필요성
다이빙(Diving)은 우리말로 잠수(潛水)입니다. 수중활동을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속’입니다. 우리는 코로 공기를 흡입하고 육
상에서 다리로 걷습니다. 이에 반해 물속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다이빙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이 짜릿한 매력을 갖지만, 그만큼의
위험을 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위험성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 대처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다이빙 보험에 대한 법

글 민경호 변호사

적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의 개념과 여러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다이빙 보
험과 연관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빙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
1. 보험의 개념
보험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
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
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보험의 분류
보험은 위험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여 간략히 분류하기는 어렵기에, 다이빙 보험
에 관련한 구분만 하겠습니다. 보험사고의 객체에 따라 물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
눌 수 있고, 이 때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이빙 보험의 주된 내용은 인보험의 성질을 갖습니다. 보험급부
의 내용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인지 아니면 사고발생의 객체가 사
람인지에 의한 분류로 전자를 손해보험, 후자를 인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도
다이빙 보험은 대부분 인보험의 성질을 갖습니다만, 프로다이버나 다이브센터를
위한 손해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다이버는 타인의 다이빙을 책임지는 자
이므로, 그 보험의 내용도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3. 주요 보험관련자의 개념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법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
다. 주요 관련자로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보
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다이빙
보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이브어슈어 같은 보험회사가 있겠지요. 보험계약자
는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경우에 각기 다른 의미를 갖습니
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
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프로다이버의 손해
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교육생다이버를 그 예로 볼 수 있겠지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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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인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신체를

권에 피보험자의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 리버보드에서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다이빙보험에 가입하는

요구하는 것은 보험증권이 아니라 위 고유번호입니다.

각 펀다이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펀다이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보험에 관한 기본개념과 효과 등을 다이빙보험과 관련지어

보험계약의 효과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가입이 운전의 즐거움과 편의를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즉 다이버)의 의무

뒷받침하듯, 다이빙 보험은 다이버 각자의 책임을 덜어주고 불안정

통상의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여러 법적 쟁점이 있습

요소를 제거해줌으로써, 결국은 다이빙의 즐거움을 지켜주기 위하여

니다(명시·설명의무, 고지의무 등). 그러나 다이빙 보험의 경우 정형

존재합니다. 또한 다이빙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이버 각자가

화되어 있고, 사유가 제한적이며(다이빙 활동), 인터넷으로 간략하게

안전의무의 범위 내에서 다이빙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더욱

가입된다는 점에서 성립에 있어서의 쟁점들은 비교적 적습니다. 보험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지급의무가

현재 다이빙 강사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수로 요구되며,

발생하고(다만 다이빙 보험은 일시불로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계

리버보드 투어에서는 탑승하는 모든 다이버들로부터 보험 정보를 사

약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지의무(위험 증가의 통지의무, 보

전에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세계로의 입장함에 있어 안

험사고 발생 후의 통지의무)가 주어지며, 위험의 유지의무와 손해의

전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해준다는 것, 나아가 프로다이버의 경우 타인

방지·경감의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들 때문에 각 다이버는 보

의 안전 또한 그러하다는 것, 다이빙 보험의 의미는 이것만으로도 충

험의 존재를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더

분합니다.

욱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보험자의 의무
보험자, 즉 다이브어슈어 같은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고, 보험증권의 교부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료의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이빙 보
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 즉시(보험 정보의 입력과 보험료의 납부

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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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유의 역사 ⑦

부다페스트 통곡의 버드나무,

잎마다 새겨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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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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에서 내가 머물던 호텔은 페스트 중심

의 참극이 빚어낸 기억이다. 번화가에는 화장품과

가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걸리는 산 중턱에 있었

의류 상점 등이 늘어서 있고 패스트푸드점도 있

다. 좌우로 크게 굽은 고갯길을 구형 버스가 빠른

어 관광객이 몰려든다. 거리에서 아이가 딸린 여

속도로 구불구불 돌며 올라간다. 흔들리는 버스

성이 관광객에게 동전을 구걸하며 손을 내밀고

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승객 틈에 섞여 나는 차

있다.

창 밖의 우거진 숲을 멍하니 바라다본다. 가끔 숲

곡선이 아름다운 공공시설물의 정면, 푸른색과

이 끊어질 때면 저 멀리 페스트 시가지가 보였다

녹색 타일을 바른 산뜻한 지붕과 벽면에 아로새

가 다시 숲에 가려졌다.

긴 세라믹 도안, 어딘지 동양적인 분위기가 감도

도중에 작은 기차역이 보인다. 두 량 정도의 성냥

는 페스트 거리를 나는 한가롭게 배회했다.

갑 같은 전철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그 역전

중앙시장을 지나 자유교를 건너자 눈앞에 암반

의 양진달래 꽃이 활짝 핀 베란다 아래는 둥근 테

지대가 나타나며 겔레르트 언덕이 위엄을 자랑한

이블이 놓인 카페가 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손님

다. 그 언덕 아래에 암벽을 깨트려 동굴을 만든

이 신문을 펴 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내가 묵

동굴 교회가 있다. 차량 왕래가 잦은 교차로를 지

고 있는 호텔도 숲속에 있어서 야외에서 식사할

나 돌계단을 오르면 뻥 뚫린 동혈이 보이고 입구

때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웅성거린다. 가

에는 격자무늬의 철문이 있다. 동굴 안쪽에서 주

끔은 모감주나무 열매가 “따닥따닥” 경쾌한 소리

황색 불빛이 어른거린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작

를 내며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은 굴들을 예배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오늘은 자유교를 건너 바오로 회원이며 동굴 교

예배당을 마리아상이 내려다보고 있다. 가장 안

회에 있는 콜베Maksymilian Maria Kolbe 신부의

쪽 제단에는 예수의 십자가상이 있고, 콜베 신부

초상을 보기로 했다. 콜베 신부는 아우슈비츠 강

의 초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동굴 교회의 신비적

제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지하

인 분위기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성당에 위압당

철을 갈아타고 페스트 지구까지 내려와 어수선한

한 나는 동굴 교회를 통해 종교의 근본이념을 다

거리를 마냥 걸었다. 보행자 따위는 아랑곳하지

시 생각해 보았다.

않고 차들이 난폭하게 스쳐 지나간다.

작은 의자 앞에 잠시 멈춰선 나는 바위 표면이 그

금이 간 아스팔트와 국회의사당 근처의 농업성

대로 드러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장미 무늬가 그

건물 벽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

려진 스테인드글라스와는 다른 평온함을 느꼈다.

다. 1956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 국민들

애초에 겔레르트 언덕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서 기독교를 포교하던 겔레르트 선교사

을 발견했다. 궁금한 생각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

를 포도주 통에 가두어 언덕 위에서 도나우 강으로

랍게도 수많은 묘비였다.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

떨어뜨려 살해한 장소였다. 민족의 차이를 극복하

다. 유대인은 시너고그 내에 묘지를 만들지 않는다

고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수많은 묘석

아우슈비츠에서 호소했던 콜베 신부가 이 겔레르트

이 있지 않은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서

언덕 아래의 동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로 겹쳐진 묘비에는 이름과 사망 일시가 보였다. 거

것이다.

기에는 1943, 1944, 1945라는 숫자만이 표기되어 있

그리고 콜베 신부와 함께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

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의 살육 행위로 이곳

의 교회당 시너고그가 이곳에 남아 있다. 부다페스

에 엄청난 시체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하는 수 없이 이 시너고그 내에 동포의 유해를 계속

그때 헝가리에 거주하던 74만여 명의 유대인 중 약

매장했을 것이다. 이곳 시너고그의 진실은 바로 이

60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후에 생존

유대인 묘지였다.

이 확인된 사람은 단 7만 명에 불과했다.

그 자리에 서서 못 박힌 나에게 정원을 청소하던 여

나는 그 시너고그에 가보기로 했다. 지하철을 갈아

성이 다가와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은색 금속으로

탄 후 2개의 탑 위에 둥근 물체가 놓여 있고 가로

만들어진 분수 모양의 기념물이 보인다. ‘저쪽으로

줄무늬가 아름다운 유대교회당 시너고그에 도착했

가보세요.’ 그녀의 눈에 담긴 강렬한 메시지를 느낀

다. 아직 관람이 가능한 시간대로 아치형 입구로 들

나는 자갈길을 따라 은색 버드나무 모양의 기념물

어가 입장권을 손에 넣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

로 다가갔다. 그 순간 앗!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다. 시너고그의 내부는 다양한 색상으로 휘황찬란

터져나왔다. 엄청난 수의 버드나무 잎 하나하나에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하게 장식되어 마치 별세계와 같았다. 천장에는 별

는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의 이름과 사망 연

자리 모양의 전구가 가득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

도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도 1942, 1943,

다. 이국적인 배색, 기하학 문양, 황금 제단, 여성 전

1944, 1945라는 숫자가 이어졌다. 이 사망자의 이름

용의 2, 3층 발코니 등 모든 것이 동굴 교회와는 대

이 새겨진 버드나무를 사람들은 ‘통곡의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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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인 모습에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정원으로 뛰

로 부른다. 눈부신 햇살에 통곡의 버드나무가 은색

쳐나왔다.

으로 반짝인다.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을 눈앞에 두고

따듯한 햇살 아래 무성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

나는 꽤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는 정원 뒤편에서 나는 돌로 만든 네모난 조형물

저서
인류vs감염증
왜 감염증이 인류 최대의 병인가
감염증과 싸운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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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EMA쇼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 총 4일 동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왕잠수
는 파트너사의 부스를 방문하여 2019년 신제품 안내 및 해왕
의 향후 2019년 방향성 및 계획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해왕잠수

2018 데마쇼 방문기
[ 부샤 Beuchat ]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부샤(Beuchat)는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스페어피
싱, 스노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부샤(Beuchat)는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호흡기를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하여 호흡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고성
능 호흡기를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호흡기 특허기술을 출원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으로
부샤는 사실상 많은 브랜드들의 호흡기를 현재 OEM 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관공서를 위
한 특수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샤의 자회사도 함께 금번 데마쇼
에 전시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 슈트를 제작하였던 부샤(Beuchat)는 브랜드가 가진 특허 기술 뿐만 아니라 디
자인/노하우로 입체패턴 및 편안한 착용감을 중점으로 2018년 새로운 슈트 런칭에 집중
하였으며, 소비자 니즈를 더욱 충족시킬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포세아 컴포트 6, 옵
티마, 엘리제 등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고기능성 슈트를 출시하였다. 새로운 ‘아이스버
그 프로 드라이’ 네오프렌 드라이슈트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아비스 드라이는 동양인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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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적합한 작은 사이즈 “XS”가 출시되었으며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내

[ 스포튜브 Sportube ]

부 본딩 처리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프리다이빙 핀, 스페어피싱 수중건, 낚시, 스키, 스노우보드 등을 안전하게

부샤(Beuchat) 프리다이빙 라인 역시 업그레이드 및 신제품이 눈에 띄었다.

보관하여 이동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를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스포튜

국민 프리다이빙슈트로 불리는 에스파동 이큅트와 에스파동 컴퍼티션에서

브의 시리즈는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신축성과 보온성을 강화한 원단으로 업그레이드 한 ‘에스파동’이 2019년에

패브릭 소재의 소프트 새로운 케이스를 선보였다. 소프트백에도 바퀴가 있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스테디 셀러를 달리고 있는 ‘문디알백팩2’는 새로운

어서 이동에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스포튜브 시리즈는 바퀴가 탑재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퓨

되어 이동 시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으며 길이 조절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어 카본으로 가볍고 추진력이 좋으며 가격대가 저렴한 문디알 카본 LS로 많

또한 해외 투어 시 별도의 겉 포장 없이 수화물로 실을 수 있어 비행기 이동

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편리한 장점을 가진 하드케이스이다. 최근 낚싯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리

화려한 컬러로 프리다이빙 뿐만 아니라 스쿠버에서도 한창 인기 몰이중인 컬

즈1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러풀한 맥럭스S 마스크와 스파이 스노클은 새로운 컬러를 추가하였다. 또한
수영/스노클링에서 인기 중인 엑스보이저는 화이트 색상이 추가되었으며,
초경량화로 다이빙 투어를 자주 가는 다이버들에게 인기 있는 롤백 ‘보이저
XL’로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부샤(Beuchat)와 2018년 함께 성장할 다양한 방법과 마케팅 그리고 향후 계
획에 대한 미팅을 진행한 후, 전 세계에 부샤(Beuchat) 에이전시들과의 만남
및 각 나라의 다이빙 시장과 반응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마련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같이 성장하며 고객의 니즈에 다
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 후 다같이 마이클잭슨쇼를
관람하며 부샤(Beuchat)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빅블루 Bigblue ]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수중 라이트 회사 ‘빅블루(Bigblue)’는 매년 신제품

[ Innovative Scuba concpet, 500 psi, Sporas, Aropec ]

개발 및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랜턴의 무게는

오랜 기간 해왕과 협력 관계를 맺은

경량화되고 좀 더 슬림한 사이즈로 소지가 용이하게 되었으나 루멘(빛 출력)

다양한 업체를 방문하여 2019년 신제

은 더 높아져서 수중에서 훨씬 밝으며 실용적인 제품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

품 안내 및 향후 영업 계획에 대한 미

었다. 2019년부터는 빅블루 라이트를 구매할 시 색깔이 다양한 방수낭이 추

팅을 가졌다. Serenity Concept를 통

가로 증정될 예정이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에 적합한 직진형 TL 시리즈도

해 새로운 다이빙 컴퓨터를 안내받았

다양한 루멘과 가격대의 라이트가 출시되고, 캐니스터도 슬림해졌다. 또한

으며, 사이드마운트, 케브라 윙 등 테

루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자동 포커스 아웃, 필터 내장 등 다양한 부속

크니컬 다이빙에 탁월한 Sporas를 통

아이템으로 사진과 영상 수중촬영에 최적화된 VTL8000P 등 비디오 라이트

해 2019년에 다양한 장비를 선보이게

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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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SAC 사고보고서

IPO의 그림자가 불안스럽게 커지고 있다
글/번역 박종섭(by iSCUBA Magazine)

회원이 아니었다. 사망자 중 세 명은 70세 이상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5.8세(작년 평균 연령은 55.3세)였다. 이 수치는 유감스럽게도 2004년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사고에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침수폐부종(IPO)이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두 사람은 즉시 물에서 출수한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살아남았다. IPO가
요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사고는 20건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보고서는 다이버들에게 IPO와 관련하여 아래 중에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증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하는 호흡 곤란은 중요하다.
•	호흡 곤란은 급속하고 고르지 않거나 깊은 호흡 또는 기침으로 나타
날 수 있다.
•	혼동, 잘못된 방향 또는 임의의 방향으로 유영
•	호흡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음
•	적절한 기체 공급과 함께 올바르게 작동하는 경우에도, 호흡기에 대
해 ‘기체 고갈’을 표시
• ‘기체 고갈’ 신호에 대해 예비 공급원을 제공하지만 거부하는 경우
•	수면에 있을 때에 호흡의 어려움을 보임
위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다이버는 즉시 안전한 상태로 출수
해야 한다. 처치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앉은 상태(의식이 있는 경우)에서
산소를 흡입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2018 BSAC 사고보고서 표지

이번 보고서에서 BSAC 다이버 구조 기술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검토를 실시했다. 보고된 사고에서 고압의 사고 시나리오에서도 예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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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이빙 사고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1964년부터 매년

급원 제공 기술은 85%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 CBL(조절된부력인

BSAC가 발행하고 있는 BSAC 사고보고서는 올해 12개월 동안 영국에

양) 기술은 사고의 78%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

서 발생한 251건의 다이빙 사고를 분석했다. 이 데이터는 다이버가 제출

보고서의 추가 분석에 의하면, 조난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하지 않은 상

한 사고보고서 양식뿐만 아니라, 해상 및 해안 경비대, RNLI, 타 다이빙

태에서 구조 다이버가 진행한 CPR, 산소처치를 병행한 CPR과 AED 사

단체 등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용으로 인해서 16, 18, 30%의 순으로 조난자가 다시 의식 상태로 돌아왔

BSAC의 새로운 다이빙 사고분석 고문인 클레어 페디(Clare Peddie)는

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BSAC의 구조기술 훈련이 생명을

20년 동안 수고한 브라이언 커밍(Brian Cumming)으로부터 새롭게 고문

구하는 가치를 나타내고, 습득한 구조기술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올해부터 인수받았다. Clare Peddie의 2018년 사고보고서 분석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은 그동안 친숙했던 보고서 분석과 함께 새롭게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

2018년 BSAC 다이빙 사고보고서는 BSAC Kore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여 분석하였으며, 그 핵심은 아래와 같다.

드 할 수 있다. http://www.bsac.co.kr/ab-1685-212

불행히도,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사이에 19명의 다이버가 사

참고로 ‘침수폐부종(IPO)’에 대해서는 본 스쿠바다이버지 2018년 9/10월

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중 6명이 BSAC 회원이었고, 13명이 BSAC

호에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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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S STORY

Red Sea,

홍해의 가을을 만끽하다
한국에서 홍해 후루가다로는 보통 이집트 카이로를 경유하거나,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한다.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잠깐 체류하기로 한 것이 투어를 더 풍성하게 해주었다.
글 정지윤(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스텝강사/SSI Instructor)
사진 온더코너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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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의 기적! 홍해를 가다
2년전 오랜 직장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대학생이 되었다. 팀 과제가 생
겨버려서 부득이 비행기를 바꿔야 했고, 추석 황금연휴라서 카자흐스탄과 터
키를 경유하여 이집트를 가게 되었다. 예기치 않게 비행기가 지연되어, 다음날
새벽 이집트행 비행기까지 못탈 뻔한 아슬아슬함이 있었다. 이스탄불-후루가
다 구간은 하루 1회뿐이라, 이스탄불을 제 때 도착하지 못하면 리브어보드도
못 타고 연락이 끊겨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총 비행시간이
짧아지며 기적처럼 무사히 후루가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곧바로 데이트립 배
에 탑승하였다. 언제나 스케줄이 빡빡하고 알찬 계획을 세우는 온더코너 해외
투어의 매력이다. 홍해에서는 돌고래, 상어, 듀공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에 dolphin house라는 포인트 이름부터 설레였다. 홍해에서는 주로 병코돌고
래와 스피너돌고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돌고래를 볼지, 과연 오
늘 만날 수는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입수!

네가 병코돌고래구나!
춥고 짜다?! 홍해로 유입되는 하천이 거의 없고, 건조지역이라 염분이 더 높다
고 해서 그런지 입안에서 짠맛이 더 도는 것 같다. 웨이트도 1kg 정도 더 추가
했다. 게다가 수온은 분명 27~28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생각보다 차가웠다. 몸을 움찔움찔 떨며 하강을 하니 눈앞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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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물과 하얀모래밭이 펼쳐졌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광경이다. 하얀모래밭이 대
비되면서 바다를 더욱 극적으로 파랗고 청아하게 만든다. 한국과는 멀리 떨어
지고 고립된 바다라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기에 두런두런 둘러보며 바다를
즐기던 찰나, 저 앞에서 요란한 얼럿 소리가 들려온다. 빠른 얼럿의 속도로 보
아 분명, 돌고래다! 시선을 돌리는데, 저 앞에 돌고래 무리가 빠르게 휙 지나갔
다. 그동안 물 밖에서 보트 앞을 힘차게 달리는 돌고래는 종종 봤었지만, 물속
에서 본 돌고래는 귀여우면서도 멋있었다.

수려한 홍해의 산호들
돌고래로 흥분되었던 2번의 다이빙 이후, Umm Gamar라는 포인트로 이동했
다. 잔잔한 드리프트 다이빙을 즐기는데, 어느 순간 산호가 남다르다는 것을 인
지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파란 산호꽃밭. 이집트의 뜨거운 햇빛 때문인지,
높은 염분 농도 탓인지 홍해의 산호는 여태까지 본적 없는 화려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동남아, 호주 등 적지 않은 바다를 봤는데, 홍해의 산호는
남달랐다. 특히,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던 파란 산호와 형형색색의 산호들.
그리고 닭다리를 연상시켜 많은 웃음을 주었던 지형들까지. 압도적인 크기의
산호초와 다양한 색상의 산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흥겹게 춤을 추는 주황색
안티아스들. 그것만으로도 홍해에 다시 와야 하겠다는 이유가 충분했다.

상어들의 런웨이쇼
오셔닉화이트팁샤크! 사진에서만 보아왔던 이 녀석은 파일럿 피쉬(동갈방
어; Pilot fish)를 대동하고 다녀서 인상적이었다. 홍해의 유명한 BDE 지역의
Brother섬, 그 중에서도 Big brother에서의 첫 만남이 생생하다. 새벽 5시반, 망
치상어를 보려고 일찍 서둘렀다. 입수해서 섬의 남쪽 플래토로 향하는데, 저 멀
리 리버보드 옆으로 오셔닉화이트팁샤크 특유의 실룩거리는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망치상어는 만나지 못한 채로 25명의 다이버 모두 섬의 동쪽까지 빠르게 갔
다 왔더니 리버보드까지 돌아오기도 전에 공기가 부족해지는 다이버들이 속출
했다. 그렇게 하나둘 수면에서 첨벙거렸더니, 어느 순간 오셔닉화이트팁샤크가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현지에서 롱기마누스라고 불리는 이 상어는 동남아의 reef shark와는 다른 매
력이 있었다. 무심하게 페인트칠한 것 같은 하얀 지느러미 끝과 수면 가까이에
서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자태, 다이버를 향해 다가오는 실룩거림이 우리 모두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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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은 Little brother로 이동했는데, 새벽다이빙에서 환도상어를 드디
어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동하는데, 앞의 팀
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갑자기 마주치게 된 망치상어! 그렇게 little
brother에서는 남쪽, 북쪽 포인트 할 것 없이 상어들이 종류별로 한 마
리씩 나타나주었다. 마치 모델이라도 된 것 마냥, 런웨이처럼. 언제 어디
에서 나올지 몰라 우리들은 상기된 얼굴로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레던 마음이 가득했던 Brothers.

정수기물에 서있는 난파선, Numidia
실은 wreck 다이빙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데, 특유의 뿌연 시야가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Big brother 섬 북쪽의 Numidia 호는 slope를 따라서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부유물 하나 없는 청명
한 시야에 놀랐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정수기 물같이 맑은 시야인데도
불구하고, 35m 수심에서 조차 바닥과 끝이 보이지 않았기에 신비롭고
인상적이었다. 텍다이버들이 들어갔는지, 배의 곳곳에서 버블이 부서지
며 흘러나왔다. 배를 천천히 구경하며 올라오다가, 멀어져서 한눈에 크
게 보기도 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이 장관을 다 담아내지 못했
다. 흘러나오는 버블을 멍하니 바라보며, 항해하던 때에는 수증기가 저
렇게 나왔을까 하며 상상해보았다.

2019 January/February | 109

듀공과의 기자회견
홍해 ‘우리집’ 다이빙센터 사장님은 홍해가 유명해지기 전
부터 계셨던 베테랑이다. 듀공을 보고 싶었던 우리들은 리
버보드에서 내린 뒤, 듀공 포인트로 데이트립을 계획했다.
후루가다 숙소에서 포인트까지는 약 3시간 가량을 차로 이
동을 하였고, 내린 곳은 그냥 도로 옆의 바닷가였다. 탱크가
놓여 있어서, 이곳이 포인트인 것을 겨우 알 수 있었다. 24
명이 팀별로 나뉘어 듀공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한참을 이동했을 무렵,
앞 팀의 다급한 얼럿소리! 이건 분명, 듀공이었다. 이 큰 망
망대해에서 정말 운좋게 우연히 듀공이 스쳐지나갔다. 마지
막 다이빙에서는 풀을 뜯고 있는 듀공을 만나고 싶었는데,
모두의 바람대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하고
있는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듀공은 우리를 크게 신경 쓰
지 않은 체, 먹고 숨쉬기를 반복하는가 싶더니 이내 고민하
다가 냉큼 도망가 버렸다. 이 많은 인원이 카메라를 들이대
는 모습이 마치 기자회견 같았다. 옆모습을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았고 덩치에 비해 아주 작은 눈과 귓구멍이 너무나 귀
여웠다. 우리를 위해 몇 번의 먹방을 보여주더니, 이내 날아
가 버렸다. 우리가 카메라를 너무 들이대서 귀찮게 한건 아
닌지 조금 미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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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과 아시아대륙의 만남
한국에서 홍해 후루가다로는 보통 이집트 카이로를 경유하거나,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한다.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잠깐 체류하기로 한 것이
투어를 더 풍성하게 해주었다. 구자광 선생님 내외분과 이스탄불의 유
명한 관광지를 잠깐 둘러보고, 유럽대륙에 앉아 아시아대륙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였다. 많은 유람선이 지나다니는데, 돌고래 4마
리가 넘실대며 지나갔다. 누군가가 반포대교에서 한강을 보는데, 돌고
래가 나온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도시에서 돌고래라니! 그리
고는 보스포러스 다리를 건너 아시아대륙으로 넘어가서 Camlica hill에
서 유럽대륙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셨다. 하루에 그것도 양대대륙을 왔
다갔다한다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했다. 오는 길은 6km나 되는
해저터널을 지나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운치있고 완벽했
던 투어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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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La Paz

그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신비의 바다로
미국

글/사진 김환희(파인드블루 대표)

라파즈

멕시코

멕시코 바다는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산호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소 황량하고 건조한
바다이다. 이곳은 지형이 특이하고 다양한 동굴도 많이 산재하고 있으며 대형생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흥미로운 바다이다.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가장 많은 곳
이기도 하고, 해머해드샤크, 백상아리, 고래상어, 돌고래, 바다사자, 만타레이, 모블라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대형어종들을 무리로 만날 수 있다. 다이버 중에 유난
히 멕시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
로 화려한 산호가 있는 곳을 선호했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한 바다라면 나도 멕시
코에서 자주 다이빙을 하고 싶다.
라파즈는 바하캘리포니아반도 끝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인데, 해변에 길게 뻗어있는 공
원이 아주 인상에 남는다.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정감이 있는 곳이었다. 사실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여 안전이 확보된 라파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럭셔리 마리나 내
부의 고급 호텔에 머물렀다. 작은 마리나에 개인 요트와 별장, 5성급이 몇 백 개가 있고
셀렙(Celeb)들의 휴양지답게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다. 음식도 맛이 있었고 서비스도 훌
륭했다. 또한 멕시코 사람들도 너무나 친절했다. 어디를 가도 웃으면서 반겨주었고, 한국
인에게 무척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상인도 만났다. 카보풀
모 데이트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막 같은 산속 오지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지나가는 차량들이 멈춰서 더운 땡볕아래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 도와주기도 하였다.
조금 신기했던 것은 멕시코 라파즈에 일본인이 상당히 많았다. 알고 보니 일본과 멕시코
는 오랫동안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 내가
이번에 이용한 회사도 일본인과 멕시코인 오너가 1:1의 지분으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
고, 일본인 손님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멕시코 현지 보트 리더도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
인 가이드도 있었다. 데이트립, 캠프, 리브어보드를 모두 운영하는 회사로 꽤 큰 규모인데
다가 일본인이 많이 이용하다보니 서비스, 음식, 오퍼레이팅, 배의 청결함 등이 상당히 만
족스러웠다.
하지만 일본인을 상대하는 다이빙 시스템은 무척 보수적이고, 라파즈 해양국립공원의
규제들도 엄격해 해양자원을 훼손하면 안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다사자 메인 포인트인 섬의 북쪽 끝 지역은 바다사자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가족 보호 성향이 강한 아빠 바다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성
향이 강하여 위험 구역으로 지정되어 다이버의 입수를 금지한다. 또한 다이빙을 하다가
데코에 걸렸는데 감압을 풀지 않고 올라온 다이버에게는 24시간 다이빙을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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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를 풀지 못한 다이버에게는 실제로 100% 응급 산소를 마시게도 한다.

는지도 모르고, 어떤 놈은 내 품안에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르

또한 수중생물을 쫓아가는 행위는 현지 가이드에게 주의를 받는다.

고 몇 초를 방황하기도 했다. 모블라는 몸짓이 작고 가냘프며 보드랍고 연

북쪽지역에서 본 바다사자 무리는 아주 귀여웠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

약했다. 주의사항은 모블라 나이트 다이빙 시, 개인 비디오 라이트는 사용

하면서 헤엄을 치는 모습은 부럽기까지 했다. 귀여운 바다사자들이 내 앞

을 금지하고 카메라 스트로브는 사용이 가능하다. 너무 빠르게 움직여 사

에서 재롱을 피우거나 장난기 많은 행동을 취하고, 또 너무 가까이 다가올

진보다는 비디오가 훨씬 찍기 쉬운 환경인데 나는 과감히 사진에 집중하

때는 나도 바닷속에서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다사자가 지나가

였다. ISO 12800까지 올렸는데도 꽤 좋은 퀼리티의 사진이 나왔다.

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바다사자를 바라

카메라 모델은 니콘 D850이다. 이곳을 여행하기 전에 카메라를 바꾸고 첫

보는 내 모습은 마치 잘생긴 연예인이 지나가면 넋 놓고 바라보는 그 눈

투어였는데 처음 며칠은 카메라 기능에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특

빛을 하고 있었다. 바다사자들은 물속에서도 개구쟁이이지만 수면에서도

히 포커스가 잘 맞지 않아 핀이 다 맞지 않았다. 조금 경험치가 쌓이다보

물구나무서기를 하기도 하고, 팔지느러미와 꼬리를 물밖에 내놓고 장난을

니 임의로 세팅값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고퀄리티의 사진이 많이 나와서

치기도 하였다. 물밖의 바위에서는 세상 편안한 자세로 걱정거리 없이 일

매우 만족스러웠다. 카메라의 성능은 탁월했다. 해외 모든 프로 작가들이

광욕을 즐기는 바다사자들의 여유로움은 정말로 부러웠다. 하지만 간혹

이 모델을 선호하고, 지인인 포토그래퍼 에릭고(Eric Goh)가 이 모델을 적

바다사자의 목에 올가미가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였다.

극적으로 추천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또 하나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나이트다이빙에 모블라 무리를 본 것이다.

다이버들은 어복이 있는 다이버와 그렇지 않은 다이버로 나뉜다. 어떤 다

BBC 블루플래닛에서나 보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 아드레날린

이버는 같은 장소에 같이 들어가도 남이 다보는 생물을 못 보는 경우도

이 뿡뿡 분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곳의 모불라레이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

허다하다. 어떤 다이버는 남이 다 보지 못하는 생물을 혼자만 보는 경우

으로 작았다. 현지가이드가 큰 비디오 라이트를 비추면, 20~30분 뒤에

도 있다. 또한 가는 장소마다 많은 생물들을 보는 다이버도 있다. 그런 다

모블라 무리가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모여든다. 그 때 다이버들이 입수하

이버들에게 어복이 많다고 한다. 나는 어복이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여 가이드를 중심으로 반원으로 좁게 둘러 앉아 모블라 무리를 보는 것이

이번 여행에서는 정말로 어복이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

다. 몰디브에서 만난 만타레이처럼 미친 듯이 빙빙 돌면서 플랑크톤을 먹

었다. 라파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대형어종들을 다 본 것이다. 심지어 고

는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먹이에 집중하는지 카메라나 다이버에게 부딪히

래상어는 10월 말부터 4월까지가 시즌이라 보기 힘든데 망치상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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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래상어를 보게 되었고, 고래상어가 몇 시간을 보트 주변에서 머물
러 다시 스노클링을 하며 고래상어를 실컷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신기
했던 것은 그 곳은 바다사자 포인트가 아니고, 육지와도 많이 떨어져 있
고, 주변에 작은 섬도 없는 망망대해인데 바다사자가 나타나서 고래상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정말로 보기 힘든 장면을 마주하니 가슴이 콩당콩당 했
다. 망치상어 포인트에 느닷없는 고래상어와 바다사자를 보다니... 일본인
들은 가만히 머물면서 고래상어와 바다사자를 보고 있는데 나는 사진욕심
에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덕분에 보트+고래상어+바다사자를 한 프
레임에 역광으로 담을 수 있었다. 전문가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이번 투어의 베스트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모든 바다가 아니라, 라파즈에서, 지금 이 순간 나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샷은 “결정적 순간” 이란 표현이 딱 어울렸다.
물론 망치상어 무리도 보았는데 특이한 것은 반다씨나 라양라양에서와
같이 망치상어 무리가 한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나타
난 망치상어 떼가 다이버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스쿨링을 하였다. 수심이 깊고 애들이 흩어져 있어서 좋은 사진
을 얻지는 못했지만, 망치상어 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상승하는 와중에 갑자기 청새치가 나타나 급하게 찍어 제대로 사진이 나
오지는 않았지만 보기 힘든 청새치를 보게 된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
휘파람이 저절로 나왔다. 이번 여행으로 라파즈에서 나타나는 대형어종을
모두 본 것이다. 다만 올해의 어복 운을 다 사용한 건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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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픽업 및 샌딩 차량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 치안이 불안정하
다보니 업체에서 알선해주는 차량은 비싸다. 20분 이동하는 공항까지
의 차량이 30불, 2시간 이동하는 차량이 110불, 2시간 이동하는 큰 밴이
200~250불을 지불해야 하고 공항 공식 택시도 비싸다. 그런데 이런 방식
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여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사실 약간의 위험성
이 있는 나라에서는 가성비보다 안전과 편리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라파즈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라파즈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공항을 가
기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시티를 거쳐야 하는데 멕시코시티의 치안이 조
금 걱정스러워 한국인에게 좋은 코스는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LA를 거쳐
산호세델카보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동네는 미주권 셀렙
(Celeb)들의 휴양지답게 어딜 가도 깔끔하고 청결하며 공항이 무척 쾌적하
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라파즈 리브어보드를 마치고 공항 근처 시내
에서 머물렀는데, 분위기가 스페인의 시골 같이 아늑하고 아기자기하며 이
색적이었다. 레스토랑도 분위기가 좋아 투어내내 많은 한국의 다이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투어를 추천하고 싶어졌다. 내가 머문 곳은 산호세델카보 시
청 근처의 중심이었는데, 밤에 언뜻 본 “쿠바 시가, 스모크 바” 라는 곳에 무
척 흥미를 느꼈다. 다음에는 저 곳에 가서 쿠바 시가를 한번 태워봐야지!
라파즈는 무조건 한번쯤은 가야 하는 곳이다. 다이빙도 훌륭했지만 이 지역
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환상적이다. 전세계의 바다 중에 다이버들이
가야 할 바다는 무궁무진하다. 죽기 전에 전세계의 좋은 다이빙사이트를 다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김환희
파인드블루 대표

환상적인 바다, 라파즈
다이빙 문의 및 예약은
파인드블루(www.findblue.co.kr)를 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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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a Ampat or the Four Kings located off the northwest tip of bird heads
peninsula on the island of west papua province. The oceanic natural resources

Ayau

around Raja Ampat give it significant potential as a tourist area. Many sources

Sayang

place Raja Ampat as one of their top ten most popular places for diving wish
Gebe

6

list it retains the number one ranking for underwater biodiversity.

Wayag

Eagle Rock

The high marine diversity in Raja Ampat is strongly influenced by its position

Kvwe
5

Gag

shared between the two oceans. Raja Ampat's coral diversity, resilience, and role
Waisai

4

betwee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as coral and fish larvae are more easily

WAIGEO

White Arrow
of Alju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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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ource for larval dispersal make it a global priority for marine protection.
This was only my 3rd time in Raja Ampat and it’s like a dream come true. Raja
Ampat was always in my list and since joining the Gaia Love liveaboard, the 5

Sorong

stars liveaboard in Indonesia, I took this advantage to dive as much as possible
covering all sites in north and south of Raja Ampat.
4명의 왕이라는 의미의 라자암팟은 파푸아섬의 서쪽 지방에 새머리 반도의 북서

Boo

Kofiau

쪽 끝에서 좀 떨어진 곳이다. 라자암팟(Raja Ampat) 주변의 해양 천연자원은 관
광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많은 매체의 다이빙 위시리스트
톱10에서 라자암팟(Raja Ampat)이 수중생물 다양성 분야 1위를 지키고 있다.
라자암팟의 해양 다양성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위치하고 있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산호와 물고기 유충이 두 대양을 오가며 충분히 영향을 섭취하기 때문이
다. 라자암팟의 산호 다양성, 복원력 및 유충 분출의 원천 역할은 해양 보호를 위

MISOOL

한 세계적인 곳이 되었다. 라자암팟에서 나의 세번째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나
9
7

Four King

Wedding Cake
8 Boo Window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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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ng Bayangan

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라자암팟은 항상 내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Gaia Love
liveaboard (인도네시아의 5 Star liveaboard)에 합류한 이래 라자암팟의 북쪽
과 남쪽의 모든 사이트를 가능한 한 많이 다이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Cape Kri,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dive site in the area due to the

Cape Kri, 이곳은 Fusiliers, Damsels, Trevallies, Surgeons and Anthias,

283 species found there including Fusiliers, Damsels, Trevallies, Surgeons

Dog-tooth Tuna, Barracuda, Mackerel, Black-tip Reef Sharks, White-tip

and Anthias, Dog-tooth Tuna, Barracuda, Mackerel, Black-tip Reef and

Reef Sharks 등 283종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라자암팟에서 가장 유명한 다

White-tip Reef Sharks among others. And the coral is equally Amazing.

이빙사이트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산호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약 40m 수

This is also place for school of yellow stripe sweetlips down about 40m.

심에는 노란 줄무늬 스위트립스(yellow stripe sweetlips) 무리를 볼 수 있다.

2

Blue Magic, this Raja Ampat dive site is
magical. The deep blue colour of the water,
with its great visibility and filtered light, create
a perfect atmosphere that will remain engraved
in your memory. The depth here around 30 m
where often you see, Manta Rays, school of
Big-eye trevallies, Grey sharks, and Wobbegong
sharks also see regularly around this area.

Blue Magic, 이곳은 환상적인 곳이다. 맑고 탁
트인 시야와 투사되는 빛은 짙은 청색의 바닷
물과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주어 기억에 남
게 한다. 30m 수심에는 Manta Rays, Big-eye
trevally, Grey sharks, Wobbegong sharks 등
을 항상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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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rang Bayangan, also known as “Magic Mountain.”
The real “magic” to be found is a submerged meridian
and well-known cleaning station for Manta Rays. The
pinnacle itself is start about 7 meters to 30 meter depth. In
an extremely rare occurrence, smaller reef ‘Manta alfredi’
and giant oceanic ‘Manta birostris’ manta rays report to
the same spot for fish to remove parasites from their skin.
Both oceanic and reef Manta Rays are a “vulnerable”
species (just one step below endanger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Red List (http://www.iucnredlist.org/details/195459/0).

Karang Bayangan, ‘Magic Mountain’으로도 알려져 있
다. 실제 ‘마법’은 만타레이를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잘 알려
진 클리닝스테이션이다. 피나클은 약 7m 지점과 30m 지점
에 위치하고 있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작은 리프 만타레
이(Manta alfredi)와 거대한 오션 만타레이(Manta birostris)는
피부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이 곳을 찾아온
다. 국제자연보전연맹(UNC)에서는 오션 만타레이와 리프 만
타레이를 취약한 종(멸종 위기 단계)으로 분류하고 있다.

4

Sawandarek Jetty, An absolutely stunning dive and snorkel site, with

Sawandarek Jetty, 산호 복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수정과

water clear as quartz and an abundance of marine creatures rarely spotted

같은 맑은 물과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해양생물이 풍부하여

elsewhere, as well as a coral restoration project. Historically, this has been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사이트이다. 오래전부터

a popular feeding area, and for that reason,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인기가 있는 피딩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수천

fish congregate in and around the multi-colored hard and soft corals, along

마리는 아닐지라도)가 화려한 경산호와 연산호 주변에 모인다.

with octopuses, massive turtles and giant clams.

문어, 거대한 바다거북 및 대왕조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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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ite arrow of Aljui Bay, is known for it’s macro
dive. It’s a mix of walls and slopes, full of soft corals
and sea fans which perfect hideout for pygmy
seahorses and a huge variety of nudibranchs can
be find here. Velvetfish, ghost pipefish, waspfish,
coconut octopus and Flying gunnards usually seen
on night dive. This is also the spot for Santa Claus
Pygmy Sea Horse.

Aljui Bay의 White arrow, 접사다이빙으로 유명하
다. 월과 슬로프, 연산호와 피그미해마의 은신처인 씨
팬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누디브랜치의 종류도 다
양하다. 야간 다이빙에서 Velvetfish, Ghost pipefish,
Waspfish, Coconut octopus, Flying gunnards 등을 쉽
게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산타클로스 피그미해마
(Santa Claus Pygmy Seahorse)를 볼 수 있다.

6

Eagle Rock, is a over hang at around 20meter's Bommies, covered between

Eagle Rock, 이곳은 20m의 Bommies가 끝나는 지역으로 연산호

40-80 % with a lot of soft corals and a huge selection of Marine life such

가 40~80%정도 덮여 있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다. Trevally

as: Butterfly-, Cardinal- and Angelfish, Grouper, Damselfish, Batfish,

무리, Manta Ray, Napoleon Wrasse, Barracuda 무리, Jack Fish,

Wrasse, Parrot- and Surgeon fish, Triggers, Box- and Pufferfish, Porcupine,

Snappers, Sweetlips 뿐만 아니라 Butterfly, Cardinal, Angelfish,

Pontohi pygmy as well as schools of trevally, Manta Ray, Napoleon Wrasse,

Grouper, Damselfish, Batfish, Wrasse, Parrot, Surgeon fish, Triggers,

Schooling Barracuda, Jack Fish, Snappers and Sweetlips.

Box-, Pufferfish, Porcupine, Pontohi Pygmy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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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Kings, comprises four underwater
pinnacles, three of which are connected

7

by a ridge. The shallowest pinnacle
starts at seven metres descending down
a narrow gap (15 metres) to the other
three pinnacles. The dive site itself is
a playground of colourful soft corals,
schooling barracuda, trevally and turtles.

Four Kings, 4개의 피나클로 이루어져 있
으며 그 중 3개는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얕은 피나클은 7m에서 시작하여 다른
3개의 작은 피나클과 좁은 간격(15m)으로
낮아진다. 이 사이트는 다채로운 연산호와
barracuda 무리, trevally 및 바다거북의 놀
이터이다.

8

Boo Windows - Misool, This iconic dive site owes its name to two swim throughs

Boo Windows - Misool, 이 다이빙사이트는 리프를 거대한 창문

that pierce the reef like giant windows. Aside from the incredible topography

처럼 관통하는 2개의 swim throughs 때문에 boo Windows라는 이

(leaving many a diver to question how on earth the above rock doesn't collapse

름이 지어졌다. 믿기 어려운 지형(거대한 구멍위에 많은 암석들이

with such gaping holes), the reef is carpeted with a rainbow display of soft corals

붕괴되지 않고 있는지 많은 다이버들이 질문을 한다)과 리프에는 연

that warrant a whole day's diving in themselves. School of sweet lips always seen

산호가 무지개처럼 덮여 있다. sweet lips의 무리는 항상 15m 주위

around 15m, white and black tip shark seen wondering around.

에 보인다. 주변에는 white-tip shark와 black-tip shark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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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edding Cake This site was so named because it had tiers of different

Wedding Cake, 이곳은 웨딩 케이크 모양과 같이 리프가 다양한 층을 이

levels of reef much like a wedding cake. The sites cover with soft

루고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 사이트는 연산호로 덮여 있다. 많

corals. A lot of small fishes seen during the dive. Crocodile fish, turtle,

은 작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rocodile fish, turtle, reef

reef octopus also seen here.

octopus도 볼 수 있다.

10

Mioskun, Brimming with marine life,
this Raja Ampat dive site is frequented
by wobbegong sharks. Due to the wide
variety of species found in Mioskun—
yellow snappers, trevallies, giant clams and
moray eels – this is one of the iconic sites.
Inspect the gorgonians care fully for pygmy
seahorses.

Mioskun, 이곳은 해양생물이 넘치며, 워베
공샤크가 나타나는 곳이다. Mioskun-yellow
snappers, Trevallies, Giant clams 및 Moray
eels 등 다양한 종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이
트 중의 하나이다. 고르고니언 부채산호에는 피
그미해마도 서식하고 있다.

2019 January/February | 123

READER'S STORY

강원도 양양군
글/사진 이성우(강릉 KBS 방송국)

동해안에서 ‘아름다운 항구’로 손꼽히는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양양군에서
가장 큰 항포구이다.

남애항 다이빙
양양군 남애항
말미잘

양양군 남애항은 삼척 초곡항, 강릉 심곡항과 함께 강

광삼

원도의 3대 미항으로 꼽히며 강원도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의 경관을 자랑한다.

문어

큰바다
애정
남애

무너진어초

잘피

징검다리 2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남애항의 풍경은 우람한 백두대

말미잘언덕

철재삼동

간의 능선이 어우러지며 최고의 압권을 자랑한다. 아름
다운 미항 남애항은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

징검다리 1
갯마을
남애3리

던 고래사냥의 촬영지이다. 그 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
남애항

던 삶은 무엇이었는지……. 고래사냥 노래의 “술 마시
고 노래하며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

엉터리
오대산
남애1리

오아시스

케이크

모자반

는 서로 마주보는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가 남

마수리

벨리
원포

이네……” 라는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 남애항 양쪽에

애항의 운치를 더해준다.
민둥산
이스트우드
서쪽언덕

신풍내기

남애항 앞바다 양쪽에는 두 개의 크고 작은 소나무 섬
이 하나씩 있는데 각각 방파제 위에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세워져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란성 쌍둥
이처럼 예쁘게 보인다. 이 사이로 바닷물을 붉게 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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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타오르는 해돋이가 또한 장관이다. 마을 산에서 내려다보는 남애항
은 빨간 지붕과 등대들이 동그란 타원을 그리며 정박해 있는 배들을 둘
러싸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
내고 있다. 강원도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아름
다운 항구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남애항 활어회센터에서는 동이 트기
전에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횟감으로 신선하고 쫄깃한 육질의 회를 맛볼
수 있다. 양양에서 가장 큰 항구이니만치 새벽에 들어오는 만선 앞에서
경매하는 재미를 느껴볼 수도 있다.(양양군청)

남애항 앞바다 수중 풍경!
겨울철 동해안 다이빙의 명물은 섬유세닐말미잘을 구경하는 것이다. 남
애항 앞바다 역시 섬유세닐말미잘 군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섬유세닐
말미잘(Frilled anemone, 학명 : Metridium senile )은 수온이 차가울 때만
활짝 피어 있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사그라진다.
주로 항구에서 다이빙 보트를 이용하여 인근 바다 10~15분 거리에 다이
빙사이트들이 있고 인공어초 지역이 많다. 그 중에 절제3동어초는 항상
수많은 볼락무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타의
포인트들도 나름 특징들이 있어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남애항의 다이빙사이트는 오대산, 오아시스, 철재, 잘피, 케이크, 광삼,
엉터리, 신풍내기, 모자반, 서쪽언덕, 징검다리 1, 2, 철재삼동, 마수리, 민
둥산, 이스트우드, 말미잘, 말미잘언덕, 무너진어초, 문어, 벨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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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체형 리조트
양양 남애항 스쿠버해양캠프 개업
거리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다. 2018년 희망이 가득했
던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뒤로 하고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일 년간 고
마웠던 사람들과 함께 2018년의 아쉬움을 나눠야 할 때 인 것 같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소통 수단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각 스쿠버 단체들도 송년회 행사
를 치르는 것을 접하고 보니 연말이 실감이 난다.
필자도 올 한해를 열심히 함께한 회원들의 기량 향상과 심리적 해이를 다잡기 위
해 1박 2일 송년 모임 겸 중급 리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필자가 거주하는 영동
지역은 마땅한 스쿠버다이빙을 연습할 풀장이 없었는데 근래 강원도 양양군 남

1

애항 내에 좋은 스쿠버 풀장 시설이 개소하였다. 정식 오픈 전이지만 시설을 운
영하는 서일민 스쿠버해양캠프 대표의 협조로 정식 오픈 전 시설점검차원으로
입장을 허가 받아 중급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전체를 최초로 이용한 경험을 다
이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1
2
3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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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전경
다이빙 전용선
다이빙 풀장
풀장 시설

5
6
7
8
9

이론 교육장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남애 바닷속 체험센터
남애 바닷속 체험센터는 강원도 양양군 남애리 어촌계에서 어민 소득사
업증대의 일환으로 정부시범사업을 유치하여 건립된 시설로 총 3층으
로 되어 있다. 현재 1층은 장비실 교육장, 2층 풀장 샤워장 탈의실, 3층
카페 시설 등이 준비 중이다. 시설 1층에 들어서면 좌측에 교육장이 있
으며 대형 TV와 프로젝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이 있다. 엘리베
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풀장과 샤워실 탈의

4

장 화장실 등 스킨스쿠버 실습교육시설들이 있어 동선이 편리하다.
풀장시설은 수심 4.5m, 얕은 수심 1m로 수질은 일반 상수도 물이다. 입
출수 동작을 익히기 위한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수중거울 가드레일 하
강 상승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초보자들의 적응을 위한 1m 정도 낮은
수심 훈련장도 있어 안전하고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다.
3층에는 뷰가 좋은 카페가 운영 중이다.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소문난 곳이다. 실내카페에서는 코앞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실외
카페는 항구가 한눈에 들어와 앞으로 성업이 기대된다. 양양 스쿠버해

5

6

7

8

양캠프 앞마당은 항구의 넓은 주차장 부지와 접해 있어 주차가 편리하
다. 리조트 앞에 남애 어촌계 횟집타운이 있다. 이름은 횟집타운이지만
횟집 뿐 아니라 일반식당도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골라 식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척의 대형 전용선이 있고, 그중 캠프호에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출수가 용이하다. 보트 승선장 바로 코앞에서 공기통을 지급받아 장비
를 셋팅하고 바로 승선하면 되는 구조라 동선이 짧고 불필요한 체력소
모가 없다.

서일민(양양스쿠버해양캠프 대표,
현 강원도수중레져협회 회장)

9
2019 January/February | 127

COLUMN

The Anilao
UNDERWATER
SHOOTOUT
2018

협찬사 대표들

심사위원들
LAURENT BALLESTA(France)
INDRA SWARI W(Indonesa)
ELLEN CUYLAERTS(Belgium)
WILLIAM TAN(Singapore)
JOHN THET(Singapore)

한국선수들에게 아닐라오 수중사진 촬영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
김은종 작가(마닐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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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관광청이 주관하는 The Anilao Underwater Shootout
2018 행사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5일간) 세계적인 접
사 사이트로 유명한 필리핀 바탕가스 마비니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
다. 한국선수도 16명이 참가하였다. 본지는 이 행사에 초청받
아 취재를 하였다. 한국선수들의 수상은 Compact Class의
Macro/Supermacro에서 이미경 님이 3위, Marine Behavior
에서 임수동 님이 2위를 수상하였다.

The Anilao UNDERWATER SHOOTOUT 2018

시상식 행사장

한국 선수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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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 Photographer of the Year

Best in Show, Open Classes
Dennis Corpuz (Philippines)

Best in Show, Compact
Regie Casi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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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ilao UNDERWATER SHOOTOUT 2018

Special
Categories

Blackwater and Bonfire

Cai Songda (China)

GoPro/iPhone Special Beginners
Ria Crucero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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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lass
Macro/Supermacro

Marine Behavior

MBE 1st Place Dennis Corpuz (Philippines)
MAC 1st Place Yun Thing (Indonesia)

MBE 2nd Place Brook Peterson (USA)
MAC 2nd Place Cai Heng (China)

MAC 3rd Place Henley Spiers (UK/France)

MBE 3rd Place
Cai He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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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ilao UNDERWATER SHOOTOUT 2018

Nudibranch Portrait

Fish Portrait
FSH 1st Place
Peri Paleracio
(Philippines)

NUD 1st Place Bebot Esteban (Philippines)

FSH 2nd Place
PJ Aristorenas
(Philippines)

NUD 2nd Place Kam Moon Lai (Hong Kong)
FSH 3rd Place
Marco Steiner
(Austria)

NUD 3rd Place Mohan Thanabala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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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Class
Macro/Supermacro

Marine Behavior

MAC 1st Place Ericson Yee (Philippines)

MBE 1st Place Maria Nerissa Fajardo (Philippines)

MAC 2nd Place Narumon Pimsirinath (Thailand)

MBE 2nd Place Jayson Apostol (Philippines)

MAC 3rd Place Ex Liao (Philippines)

MBE 3rd Place
Lee Gyoungm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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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ilao UNDERWATER SHOOTOUT 2018

Nudibranch Portrait

Fish Portrait

NUD 1st Place Marc Stephen De Leon (Philippines)
FSH 1st Place Regie Casia (Philippines)

NUD 2nd Place Lin Haojie(China)

FSH 2nd Place
Lim Sudong (Korea)

NUD 3rd Place Ronald Dalawampo (Philippines)

FSH 3rd Place Dharma Ajiex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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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대관탈·소관탈

제주도

수중비경 10선 선정
문섬 수지맨드라미 등 지역별 10개소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바다 수중비경 10선’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중비경 10선 선정을 위해 다이버 전문업체들과 함께 수중비경 전
수조사(43개소)를 실시했다. 조사된 수중비경에 대해서는 잠수, 관광, 방송 등 각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3차에 걸친 지역별·지형별 분류작업을 거

성산 자리여

비양도

제주도
표선 금덕이여

가파도

숲섬(섶섬)

형제섬
범섬 문섬

제주바다 수중비경 10선
• 문섬(수지맨드라미)

  

• 범섬(산호정원)

쳐 4차 선정위원회(12월 27일)에서 최종 확정했다.

• 숲섬(흰수지맨드라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중비경 10선에 대한 생태계 보전사업과 수중레저 체험활동 지원

• 형제섬(수중아치, 어류떼)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

• 비양도(수중협곡)

와 함께 1선마다 전설과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웹드라마를 제작해 스킨스쿠버 애호가

• 가파도(해송7종, 넓게)

들이 4계절 찾는 이색 수중 관광지를 알릴 예정이다.

• 대관탈·소관탈(감태군락)

제주특별자치도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은 “제주의 수중 경관이 빼어나 그동안 국내외에

• 우도(주간명월, 고래 콧구멍동굴)

서 연간 5만여 명의 스킨스쿠버 애호가들이 제주를 찾았지만, 수중비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편이 따랐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제주 수중비경 10선이 홍보되고 관광지로
개발되면 스킨스쿠버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섬 난파선가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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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 성산 자리여(대형 다금바리)
• 표선금덕이여(해저분화구, 자리돔 떼)

숲섬 가시수지맨드라미

형제섬 1번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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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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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성산 자리어
2 소관탈 똥여밑
3 가파도 벤자리떼
4 비양도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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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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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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위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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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데섬)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뉴그랑블루리조트
070-4845-3122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보홀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까마귄

디퍼다이브리조트
070-7667-9641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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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The Indonesia Diving Spots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
www.yosdivembe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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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Maluku Ambon Divers
www.yosdivembeh.com

상히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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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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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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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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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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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January/February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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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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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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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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노테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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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필리핀, 롬블론

말레이시아, 시파단

일정 2019년 3월 28일~4월 6일
특징 스쿠바다이버지와 함께 떠나는 사진여행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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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시파단

일정 2019년 4월 28일~5월 3일
특징	바다의 소, 듀공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러 갑니다. 딱, 기다려~~!!

일정 2019년 5월 10~17일
특징	설명이 필요한가요? 시파단은 시파단!! 본섬 다이빙 2일 진행

인도네시아 상가라키 리브어보드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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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19년 5월 15~22일
특징 필리핀 최고의 사이트, 투바타하 리프로 떠나는 리버보드 여행!
꼭 가보아야 하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2019년 여름휴가 갈라파고스

2019년 8월 피서투어, 멕시코 백상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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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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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자리 남았습니다!

2019년 미크로네시아 축
일정 2019년 11월 16~22일
특징 난파선이 그냥 난파선이 아니다. 여긴 다르다.
화려한 산호로 뒤 덮인 100미터 이상의 거대 선박을 만납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보석, 라자암팟
일정 : 2020년 2월 1~15일
특징 : 최고의 시즌에 떠나는 라자암팟 리버보드. 사진가 대 환영!!
2020년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일정 : 2020년 4월 2~9일, 4월 30일~5월 7일 두차례
특징 : 필리핀이라고, 다 같은 필리핀이 아니다!!

2019 January/February | 161

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항공기의 기내 온도를 다소 춥게 설정한 이유
항공기의 냉난방 시스템은 연료 소모와는 거의 무관한 데, 이는 항공기 엔

기내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하면 상당수의 승객들이 담요를 추가 요구하

진에서 발산하는 열을 부가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항공기는 엔진

기 때문에 담요를 더 탑재해야 하고, 이럴 경우 담요 소모품 비용, 기내 보

을 통해서 흡입하는 영하 40도 정도의 차가운 외부 온도를 흡입하여 적

관 장소 추가 확보, 항공기 무게 증가에 따른 연료 등의 비용 문제가 발생

당하게 가열을 하여 필요한 온도로 데워서 승객들에게 공급한다. 공기의

한다. 반면에 너무 높게 설정하면 더위를 못 참는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진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항공기에 장착된 PACK이라는 장비가 담당한다.

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대개 정책적으로 승객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

PACK은 기내 여압(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장비로서 항공기 안의 압력을

보다는 약간씩 더 낮게 설정해서 운용한다. 이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추운

지상과 비슷하게 맞춰 줌으로써 높은 고도로 올라가도 불편함 없이 생활

경우는 그나마 담요라도 덥고 옷을 추가로 입으면 해결 가능하지만 더울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경우는 겉옷을 벗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기내 온도 결정 시

항공기 객실 온도 조절은 조종실에서 주 온도 조절장치를 통해 설정하고

고려 사항 중 하나인 것이다.

객실에서는 이미 설정된 기준온도에서 상하 6~8℃ 정도 범위 내에서 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상용 여객기는 기본으로 온도조절장치(에
어콘)를 장치되어 있다. 승객이 쾌적감을 느끼도록 비행할 때나 지상에 있
을 때나 언제든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항공기 기내 온도는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마다 약간
씩 다르게 정해서 운영한다. 항공사는 자사 항공편을 이용하는 주된 승객
을 파악해서 그들이 느끼는 쾌적한 온도를 파악한다. 이렇게 찾아낸 온도
를 표준 온도로 정해 승무원들이 이 표준 온도를 맞춰 운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운 지방인 아프리카, 동남아 등의 항공사는 대개 섭
씨 25~26℃ 정도를 표준 온도로 운영하며, 한국을 비롯한 온대지역 항공
사들은 24℃ 정도를, 미국이나 유럽 항공사들은 섭씨 21~23℃ 정도를 유
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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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기내에서 따듯하게 지내는 팁 6가지
기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약간 추운 듯한 느낌이 들

1.	가볍고 얇은 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기내에 담요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도의 온도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적하다고 느낄지라도 노약

불편하다. 울(Wool)이나 모직으로 된 긴 팔의 얇은 것을 준비하면 좌석

자나 일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추위

에 앉아있을 때도 수월하고 편하다.

를 타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기내를 따듯할 정도로 온도를 유지했다가는 자칫 더
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로 불평을 듣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혹시
항공기 여행을 하면서 추위를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자.

2.	최근에는 항공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물품 중에 양말도 포함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발 냄새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발을 벗고
있을 때 두툼한 양말 하나를 덧신으면 훨씬 발이 따듯해질 것이다.
3.	만약 추위에 민감하다면 비상구 좌석 쪽에는 앉지 마라. 다른 좌석에 비
해 다리를 편하게 뻗을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
로 팔다리가 춥게 느껴질 것이다.
4.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적당한 알코올은 추울 때 몸을
따듯하게 해주겠지만, 지나친 음주는 곧 탈수 현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몸을 떨게 만든다. 그러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따듯하게 하기 위
해 근육을 수축시키게 된다.
5.	승무원에게 부탁하여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듯한 물 한잔을 부탁하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듯한 물 한잔은 몸의 추위를 완화해 준다.
6.	기내의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니고 뒤쪽 한가한 곳에서 스트레칭 등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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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A

Q 다이빙 후 머리 변색
교육생이 2015년 6월에 교육을 받고 한해 80로그 가까이 함께 다녔습니
다. 그런데, 시즌이 끝나갈 가을 무렵 머리가 염색을 한 것처럼 너무 티가
확 나게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염색이나 탈색을 한 것은 아닙니
다. 탈색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이 변했는데, 이런 경우
가 있는지요? 다른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재미있네요
필리핀이나 사이판과 같은 열대지방에서 다이브마스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머리카락 탈색약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자
주 봅니다.
글쎄요? 바닷물의 소금기운과 뜨거운 일광 등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된 내
용을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Q 피부감압병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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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일단 피부감압병과 시야 흐림, 피로 등으로 100%산소 치료(고압쳄버 아
님)를 5시간 정도 받은 후에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증상이 조금 심해집니
다. 23일 새벽 출국인데 이대로 비행기 타도 되는지요? 여기서 치료를 받
아야 하는지? 한국에 가서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다이빙 의사와 상의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다이빙을 계속해도 되는지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치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38세 여자 로그 수 50회입니다.
감압병 발생과 대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5~19일 시밀란제도 리브어보드 탑승 하루 총 4회 다이빙 스케줄. 16일
부터 다이빙 시작, 오전 최대 30미터 마지막 다이빙은 15,2m 최대 수심.
같이 간 팀 때문에 최대시간 45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항상 다이빙 마친
후 공기가 100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쳤고 컴퓨터 분석결과도 안전다
이빙인데 18일 3번째 다이빙 후 수면에 올라온 지 한 시간 후 허벅지 쪽
피부가 가렵고 따끔해서 4번째 다이빙 브리핑에서 가이드한테 말했습니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다. 가이드는 투어 전체 리더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제 컴퓨터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와 피부상태를 보고 옆의 일본인 가이드와 의논을 했습니다. 둘은 제가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
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
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상 없다 판단했고 마른편이라 감압병위험도 없어 보인다고 해서 4번째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2미터 수심 47분 안전정지 4분가량 했습니다. 오후 6시쯤 올라왔
을 때는 피부증세도 없고 다시 멀쩡한 기분이었다가 오후 6시 40분부터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

머리가 멍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고 시야가 번쩍거려서 방에 타이레놀을

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

먹고 누웠는데 허벅지 쪽 부위가 다시 가렵고 아프더니 통증이 심해지고

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

부위가 넓어져서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가이드는 감압병인걸로 생

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각지는 않았지만 산소탱크를 매달아주고 제 컴퓨터를 들고 의사와 상의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하러 갔고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부는 곧 색이 변하면서 넓게 퍼져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고 파랗게 변했고 제가 원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으로 옮길 스피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
로 게재합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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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보트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자정 넘게까지 산소 치료와 이온음료를 마시며 상태가 호전되어 피부색
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병원은 가지 않은 채 19일 푸켓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리가 부으면서 통증이 조금씩 심해지고 피부가 울퉁불

퉁하고 딱딱해집니다. 지금 푸켓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맞나요? 한다면

빙으로 인한 후유증인지 조금 쉬면 회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도되는지 한

저와 같은 증상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나요?

국에 가면 서울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뇌 산소 결핍(?)
A 현지에서 그리고 현재 치료가 우선

코에 염증이 있다면 그 경중보다 염증의 위치에 따라 압력평형이 문

여러가지를 적어주셨는데 - 실제 환부와 증상을 확인할 때까지는 감

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관 입구에 염증이 집중된다면 이관의 입

압병이라고 단정 짖기는 무리가 따릅니다만 일단 피부감압병이 맞는

구를 막기 때문에 방법 불문하고 중이나 사이너스의 압력평형에 곤

다면

란을 겪을 수 있겠지요. 무리한 압력평형행위는 뇌압(두개내 압력 :

1. 고압 산소 쳄버 치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셔야 하고

Intracranial Pressure)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뇌압이 내이로 전달되

2.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는 항공기 탑승은 금물이고

면 정원창파열 상태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가벼운 경우 현기증으

3. 절대 추가적인 다이빙을 하셔서는 안되고

로부터 심한 경우 귀가 완전히 먹는 상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치료는 현재 계시는 곳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나이 탓이겠지만 프리다이빙을 즐기지 않습니다. 수영장 5미터

5.	서울에는 마땅한 치료 시설이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은 거리상으로

바닥에 잠시 다녀오는 스노클링 정도를 시범을 보여야 하는 경우가

는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가끔 있어서 하기는 하나 5분 이상 숨을 참는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6.	고압산소 쳄버치료는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

정도까지는 뇌로 가는 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일 5~10만 원이면 충분하지만 푸켓에서는 하루 3~4,000불정도

믿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권하지도 않

든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는 편입니다. 우리 인체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산소가 부족

아직은 피부 감압병 정도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됩니다. 치료가 지연되고 항공기 탑승을 하는 경우 또 다른 감압병 증

이비인후과(가급적 대학병원 급)를 방문하셔서, 전정 기능 검사, 청력

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검사, 부비동 X-선 검사 및/혹은 부비동 CT 촬영, 뇌 MRI 검사까지

A

고려해 봄직 합니다. 즐기자고 하는 레저를 절대 무리하실 이유가 없

Q 프리다이빙 후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습니다. 완전히 호전된 후 다시 프리다이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리다이빙을 합니다. 주로 스테틱(숨참기) 그리고 DNF(잠영)입
니다. 언젠가 스테틱을 5분 30초하고 난 후 이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Q 결핵성 늑막염

그 당시 물에서 나왔을 때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냈습

작년 10월에 결핵성늑막염 판정 받은 후 물은 뺀 상태고 5개월째 결핵

니다. 수영장에서 잠영연습을 하는데 잠영은 150m정도 갑니다.

약 먹는 중인데 물은 거의 다 빠진 상태인데 다이빙해도 괜찮은가요?

문제는 어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5m 잠수풀에 갔습니다. 그런데
느껴보지 못한 부비동압착이 왔어요. 3m지점에서 머리가 깨질 것 같

A 현재상태를 먼저 파악하세요

더라고요. 그래도 물속에서 조금 참으니 나아져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결핵약은 5개월 정도 드시면 전염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때 압력 때문에 점점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와 상의해서 폐에 결핵 소견이 완전 소실되었다면 다이빙을 할

조금 참고 있으니 또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아픔을 참고 하강/상승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결핵 결절이 남아있다면 압축 공기를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왼쪽 눈 위가 깨질듯 아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의 정확한 상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BTV로 이퀄라이징을 하는데 어제는 왼쪽 귀가 전혀 먹히질 않고 발사
바로 힘 있게 불어줘야 찌~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퀄라이징이 되는

Q 손목 골절 후 다이빙

것입니다.

오늘(2월 11일) 손목골절 수술을 받습니다. 제가 4월초에 다이빙 해외

그런데 저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제가 창백해졌습니다.

원정이 잡혀 있어서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힘을 받으면 안돼서 최소

쿠토증상, 어지러움, 힘이 하나도 없고. 결국 샤워장에서 주저앉아 있

6개월은 무리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었고 너무 기운이 없어 미칠 정도였습니다. 너무 창백한 새하얀 얼굴,

팀을 제가 데려가는 거라 취소도 힘들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증상은 남아있고, 걸으니 오른쪽으로 도

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는 느낌이 납니다. 머리도 멍하고 메스꺼움도 있고 어지럽습니다. 숨
을 참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뇌세포가 죽은 것일까요?

A 수술 후 최소 2개월

방금 이비인후과에 다녀왔는데 신경외과를 가보라고 하더군요. 왼쪽

손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수술 후 2개월 정도 지나서 다

코가 비염기가 조금 보여서 노란 코가 약간 막고 있다고 하더군요(심

이빙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무거운 탱크를 들고 옮기는 일은

한정도는 아니라고). 신경외과를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다이

아마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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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의 말씀에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셔서 무리다 싶으면
직접 다이빙은 하시지 마시고 보조만 해주셔도 회원들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Q 스탠트 수술 후 다이빙
회원 중에 한분이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조영술
결과 심근경색 일보 직전에 오셨다면서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다
고 하여 스텐트 시술을 하였습니다. 혈전이 많아서 시술도 어려웠
고 스텐트도 상당히 많이 넣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혈액이 맑지 못
하여 2일간 전해제를 집중 투여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병명으로 인해 1시간에 끝낼 시술을 4시간에 걸쳐 스텐트를
많이 박으며 시술을 받으신 분이 병원 입원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다이빙해도 괜찮으냐는 질문을 할 정도로 다이빙에 열광하
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족 5명이 열심히 다이빙 하시는 다이빙마
니아 가족이거든요. 다이빙을 못하시게 되면 아마도 전 가족이 의
리상(?)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남자이시고 나이는 60세이며, 상당히 건장한 체격(하체에 비
해 상체가 상대적으로 건장하지요)을 유지하시고, 술과 고기종류를
좋아하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담배는 안 피우시고
요. 관상동맥에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신분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 몹시 궁금해 합니다. 어느 병원이건 간에 전문적으로 다이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서는 환자에게 거의 막무가내로 다
이빙을 못하게 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니까요
강박사님의 많은 글 읽어봤는데 스텐트 관련한 글들을 못 봐서 문
의를 드립니다. 한 달 뒤에 필리핀으로 저와 함께 다이빙 일정이 잡
혀있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가족 분들만 하는 거 관람만 하고 푹 쉬
시라는 게 좋을지? 다이빙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이분께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지 굵은 동아줄 같으신 박사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A 잘 판단하여 결정
심장에 스탠트를 했다는 말은 사실 큰 수술을 하신 셈입니다. 심장
병은 만에 하나 물속에서 발생한다면 이건 바로 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 병력이 있는 분은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금기사
항으로 치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처음에는 아주
자주 - 세월이 지날수록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심장 상태를 점검
받습니다.
최소 6개월 바람직하게는 1년 이상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몸을 만드
신 후 검진결과 심장의 근육이 정상적인 심전도 상태를 보인다면
적정한 수심의 다이빙을 즐기는 것은 하고 싶은 다이빙을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한 해로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제 주위에서 스탠트를 넣은 후 다시 다이빙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철학적인 접
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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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과 길을 걷다가 죽는 것 중에 어느

록 주위사람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백기를 가지

것이 더 행복할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환자였던 입장에서 평생을 다이빙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글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전 의사말을 안 듣고 그냥 했

박사님의 말씀대로 차후의 검진결과 심장의 근육이 정상적인 심전도

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5

상태를 보인다면 그때 다이빙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개월 뒤에 하세요 라고 말 못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퇴원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이빙을 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제 글이 박사님의 글에 누가 안됐길 바랍니다. 언제나 박사님 응원합

옵니다. 아마도 6개월 이상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면 스트레스를 더

니다. 스탠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몇 자 적었습니다.

받아 몸살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심전도 상태가 정상적이고 모든 수치상태

Q 감압병?

가 정상적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드려 봅니다. 너무

스킨 스쿠버 PADI 어드밴스드 교육을 받고 오늘 아침(2월16일)에 귀

나 다이빙을 열광하시는 분이라 서요. 열광하신다고는 하지만 전 가

국하였습니다. 3일 동안 교육 + 펀다이빙 총 합하여 9회의 다이빙을

족들을 다이빙으로 리더하시는 분이라 엄청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기

하였습니다.

시는 분이고 다이빙 관련으로 학구파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꼭 시

3일째 다이빙 날 (2월 14일)

일이 어느 정도(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

• 33m 잠수 30분, 잠수 평균 14m잠수

입니다.

• 19m 잠수 38분, 잠수 평균 10m 잠수
• 13m 잠수 50분, 잠수 평균 7m 잠수를 하였습니다.

훈 다이버 님의 답글

호흡곤란은 전혀 없었고 이퀄라이징에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큰 통

안녕하세요? 서울 손** 강사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스텐트 시술받

증을 겪진 않았습니다. 안전상승속도 및 안전 정지는 강사분과 함께

고 시술 후에 체력이 약해져서 체력을 어느 정도 복귀한 후에 다이

확실히 지켰습니다(1:1 강습).

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날(2월 15일) 약간의 근육통과 두통, 콧물과 기침이 있어 감기

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아요. 혹 사고가 생기면 환자를 데리고 다이

몸살인 것 같아 강사분과 이야기 후 다이빙을 다 취소하였습니다(강

빙 갔다고 책망을 들을 수 있으니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

사분 소견은 로그기록으로는 감압병을 걱정할 만한 점이 없고,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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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로 인한 감기기운인 것 같다고 하심).

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속에 찬 물이 들어가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

그날 하루 종일 약간의 몸살, 두통, 메스꺼움, 한쪽 귀 통증이 있었

지만 고막과 이소골을 통해 냉기가 내이로 전달되면 역시 피잉~ 하면

습니다(피부 발진, 관절통, 손끝 저림 등의 증상은 없음).

서 돌고 구역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이빙 이후 34시간이 지난 2월 16일 새벽에 비행기를 탔고

혈압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는 하나 120/80이든 분

비행기 안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으나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이 100/70이 되는 것보다는 145/100 이시든 분이 100/70으로 떨어지

지금까지 약간의 근육통(몸살), 두통, 메스꺼움, 한쪽 귀 통증, 침침

면 몸에 주는 영향은 훨씬 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혈압을 정상 상태인

한 시야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통증은 없어 우선 동네 이

120/80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적당한 운동과 약물을 병행하실 것을

비인후과에서 진료 받고 감기 처방약을 받았습니다.

권하고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가셔서 ‘전정기능 검사’와 형편이 된다면

경미한 감압병 증상 묘사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 감압병이라면

뇌 MRI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심장의 PFO 검사를 받아보시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면 좋겠습니다.

감압병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답변에 대한 답글

A 감압병!

병원에 갔더니 일단 혈압약을 1/2용량(5mg)으로 줄여보자고 해서 한두

혹시 오늘 오전에 통화하셨던 분이 아닌지~~ 전화 통화 중에 가

달 지켜볼 예정입니다. 조만간 다이빙 교육을 재개할 예정인데, 몸 상

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다이빙 마친 후 시작된 두통 어지러움 그

태를 좀 지켜보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사들

리고 통증이라고 하셨던 부분인데 윗글에는 두통 어지럼증 부분이

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Q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일 수도 있겠지요. 위에 적혀

있는 것만 보아서는 감압병보다는 몸살감기 등이 더 의심됩니다.
귀에 통증이 아마 말씀하신 중이염 증상이 아닌가 싶네요.

다이빙의 프로필이 아무리 안전해 보이더라도 감압병이 발생할 수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도 있고 다이빙 직후 생기는 모든 증상은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대

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신속하게 대
처해야 더 나쁜 상태로 진전되는 것을 늦추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연락주세요.

Q 혈압?

최근 5m 수영장에서 텍다이빙 교육을 받았는데, 도중에 구토 증상

이 있어서 교육을 포기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더 자주(다이빙 20회 중 1번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박사

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2009년 9월부터 고혈압 약을 먹어 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두지

않았지만 당시 대략 평균 145/1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약을 복
용한 뒤에는 130/80 정도를 몇 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압이 100/7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

님이 집에서 혈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다시 오라고 하셨고, 1주일 넘게 거의 비슷한 혈압이 나와서 곧 병
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이빙 중에 구토 증상이 오는 것이 혹시 최근 혈압이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다이빙 중의 구토 증상의 원인을 좀 더 정

밀하게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병원이 있을까요?

A 저혈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저혈압인 경우 수중에서보다 물밖
에서 몸의 자세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서는 경우 피잉~ 도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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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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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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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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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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 남부와 북부 각 1개소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약속
수도권 5곳 있지만 다인용은 없어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전문 -

비 마련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꼭 필요합니다.

해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난방을 이용하는 겨울철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후 대처에도

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안타까운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 누출사고도 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

찬가지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잠수병)등의 사고 발생 시 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고압산소치료기는 과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1980년대만 해도 전국 300여개소 의료기관에 설치된 흔한 장비였습니다.
그러나 연탄 사용이 줄고 가스중독 환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돈이 되지
않는 고압산소치료기는 현재 총 26개소 의료기관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내 고압산소치료기 운영기관은 5개소(서울 3, 인천
1, 경기 1)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모두 1인용이며, 다인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함께 들어가 치료를 해야 하기 때
문에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중증환자의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만약 수도권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인용 치료기가 있
는 강원도까지 이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
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 각 1개소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고압산소치료장

2019년 황금연휴 총정리
2019년 연휴 내용
•	2월은 설 연휴가 2일부터 6일까지 닷새인데
이틀 연차 내면 무려 9일간 쉴 수 있다.
•	3월에는 3.1절이 금요일이라 앞뒤로 이틀 연
차 쓰면 닷새간 휴가를 갈 수 있다.
•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6일에 대

JANUARY
SUN

MON

6

7

13

14

20 21

TUE WED

•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모
두 목요일이다. 금요일 하루만 연차 내면 나
흘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	10월에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휴일인데
4일이나 7, 8일이 연차 쓰기 좋을 것 같다.
•	12월은 크리스마스 앞뒤로 쓴다면 닷새간 마
지막 연휴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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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월, 화, 수 연차를 낼 수 있다면 9일간
황금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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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쉰다. 1일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가정했을
때 이틀 연차 내면 최대 6일 동안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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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근흥면 마도 해역서 유물 113점 발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충남 태안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묵서가 남은 중국 송·원대 도자기 7점과 북
송(960∼1127) 대 동전인 원풍통보, 고려청자,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유물
113점을 찾아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전 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 묵서명 중국 도자기는 바닥에 무역 상단
을 의미하는 강(綱) 자가 있다. 도자기는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제작한 것
으로 추정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강은 상업적 거래를 하는 회사 또는 단
체"라며 "묵서명 도자기는 한중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고려청자는 모두 51점이 나왔으며, 분청사기 4점도 발견됐다. 일부 도자
기는 선체 아래쪽 저판재 주변에서 다량의 석탄과 함께 드러났다. 또 배
를 바다에 정박할 때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도구인 닻돌 15점도
확인됐다. 생활용품으로는 벼루, 숫돌, 청동숟가락, 청동받침, 동곳(상투
가 풀리지 않도록 꽂는 물건)과 생활용 도기가 나왔다.
연구소 관계자는 "마도 해역에 대한 발굴조사와 중세 해상교역로 복원 연
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24일(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
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
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
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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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군락지 제주 문섬 바닷속

국내 첫 ‘해중경관지구’ 지정

국내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인 제주 서귀포시 문섬 바닷속이 국내 첫 '해중경
관지구'로 지정, 보호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해
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 사업에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다.
바닷속 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지구로 지정해 경관을 보호
하고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이 사업에는 총 450억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이 투입된다. 도는 공모 사업 신청 당시 3층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내부에 수족관과 다이빙교육장, 다이빙용품 보관소,
문화체험장, 전망대, 소매점,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안을 제안했다.
폐어선 등을 활용한 어초가 있는 수중 공원과 수중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해양
관광시설도 계획했다. 카약·카누·글라스 보트 체험장과 부유식 해상 계류
장, 선상 낚시 체험 등도 구상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사업 타당
성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문섬 일대는 제주도립해상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급증하는 해양레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해중
경관지구가 국내 처음으로 지정됐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첫 해중경관지구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지구
표시도면. [제주도 제공]

보홀섬 신공항,
팡글라오 국제공항 오픈
2018년 11월28일, 더 많은 관광객 수용을 위해 이날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을 개장했다. 필리핀 최초 친환경 공항
으로 수용 인원도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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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를 선언하고
식용을 위해 고래를 맘대로 잡겠다고 한다
지남 12월26일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를 선언했다. 고래 개체수가 회복됐으니 식용을
위한 고래잡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고래를 지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30년 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일본의 이기적인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잡이로 인해 고래 남획이 이어지자 1982년에 상업 포경을 금지했다. 이후
일본은 고래 고기를 먹는 건 자신들의 고유문화라며 상업 포경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번번
이 무산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업 포경을 재개하겠
다고 선언했다.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포경 반대를 주도하는 호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탈퇴 철회를 촉구했고,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가
할 일은 상업 포경 재개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남색으로 확정
오는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

도 조사의 68.7%, 정책 여론조사의 80.3%가 이번에 선택된 디자인을 선

세대 전자여권의 색이 남색으

택했다.

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여권이

외교부는 12월17일 이태호 외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교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는 이어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서비스 및 여권 진위 확인 등을 도입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

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 개인정보

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개시 이후에도 현용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

같은 내용으로 차세대 전자여

는 다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차세대

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했다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따라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
로 결정됐다.
이번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월 공개
한 시안에 대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 및 정책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
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53.5%와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여권 종류
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여권 색상
에 대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9.7%, 정책 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

일반여권(남색)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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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정사 / 오션챌린져
㈜우정사/오션챌린져 미국 DEMA SHOW 참관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지난 11월 14~17일까지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컨벤션에서 개최된 DEMA SHOW를 참관하였
다. 금번 전시회 참관 일정은 제조업체별 미팅, 브랜드별 신
상품 세미나 및 마케팅 세미나 참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DEMA SHOW 출품된 TUSA/OCEANIC/HOLLIS/ATOMIC/
LIGHT&MOTION/SHARKSKIN 등 다양한 브랜드의 신상품들
은 2019년 2월 말 서울 COEX에서 개최되는 SPOEX2019를
통해 국내 다이버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우정사/오션챌린져는 전시회 기간 중 진행된 TUSA USA
법인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되어 전세계 디스트리뷰
터/딜러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 TUSA는 일본
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호주, 대만 등에 현지 법인을 개
설하여 오랜 시간 글로벌 다이빙 장비 제조업체로서의 명성
을 유지해 오고 있다.

176 |

NEWS IN DIVING

ANDI Korea

ANDI Korea
앤디 인터내셔널 ANDI International 창립 30주년 기념 트레이너 세미나 및 DEMA쇼 참관
2018년 DEMA쇼는 11월 14~17일 총 4일 동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
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ANDI 다이빙 교육단체의 전시회가 있었다. 올해
는 ANDI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금번 데마쇼에서 Edward Betts의 세미
나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의 세미나가 있었다. 금번 세미
나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교육과정, 업데이트 된 교육 과정 및 Safe Air 교육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ANDI 교육단체의 차별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DEMA 쇼 장에서 본부장인 Edward Betts의 테크니컬 다이빙에 관련된 세미
나가 있었으며, ANDI 중국/홍콩/필리핀과 한국 본부의 협력을 위한 별도의
미팅 시간 및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아시아 본부들이 함께 조인트 세미나 및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NDI 만의 강점인 챔버 트레이닝 관련하
여 필리핀 교육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및 인스

TSI 과정

트럭터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을 위해 ANDI International 본부장인 Edward

ANDI Korea는 10월 30일~11월 5일까지 두마게티 Tropico 리조트에서 ANDI

Betts의 향후 한국 및 필리핀에서의 교육 세부일정을 논의하였다.

China 본부장인 Li Hui의 주관하에 TSI 과정을 실시하였다.
ANDI TSI(Technical SafeAir Instructor)는 세이프에어를 사용한 테크니컬 다
이빙 강사 과정으로서 더블탱크와 사이드마운트를 번갈아 사용하며 테크니
컬 다이빙의 다양하고 안전한 교육법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ANDI Korea의 이정우, 조현재 두명의 트레이너가 참가하여
본 과정을 수료하고 ANDI Internationl의 TSI로 등록되었다.

[ ANDI Korea 팸 투어 ]
2019년 ANDI Korea의 연간 행사의 일환으로 1월 중순에 본부 주관으로 필
리핀 두마게티에서 ANDI 강사와 멤버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ANDI의 교육 철
학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SafeAir 교육을 진행하며
멤버들간 친목의 시간을 가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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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신의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스템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 7563 1730
www.paradise-dive.net / diver_ricky@hotmail.net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 •TDI/SDI 강사교육
•무선 인터넷 사용 •모든 객실이 비치뷰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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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3일(토)~24일(일) : 제주 성산
2019년 4월 27일(토)~28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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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에서 더 오래
머무르세요.

가장 인기있는 PADI 스페셜티 코스.
PADI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가 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padi.co.kr 또는 PADI 다이브 숍을 방문하세요.

© PAD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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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프리다이버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PADI 프리다이버 강사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프리다이버 숍 찾기

다이브 숍 또는 PADI 프리다이버 센터에 연락하시거나 padi.co.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 PADI 2019.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8년 11월 24~25일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18년 12월 15~16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제주 더블루 호텔’ 및 ‘서귀포

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11월 24~25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스쿠버’에서 12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원기, 이지연, 이종훈, 정연두, 이장욱, 정치근, 구준완,

이번 강사 시험에는 한태경, 강현철, 김윤희, 오세광, 유해원, 하현철, 권영환,

정빛나, 심재광, 정원석, 김두한, 김우석, 임지은, 윤은지, 박철희, 김종욱, 신예

윤동희, 한미영, 송하선, 김대호, 유민건, 김유라, 공정일, 총 14명의 강사 후보

리, 총 1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

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사 시험관으로는 Alex Boulton,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심슨,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산 스쿠버 리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제주 더블루 호텔’ 및 ‘서귀포 스쿠버’ 스텝

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ND 스쿠버(S-25971) 대표 : 조성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10번길 5, 1층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전화 : 070-7012-0566

대표 : 김진호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정준빌딩 2층

스쿠바 컴퍼니(S-26349)

전화 : 02-413-7123

대표 : 이성복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287

5스타(5Star) 업그레이드

전화 : 010-4066-0887

Authorised

잠실 스쿠버 스쿨 2호점(S-26991)

★
★
★
★
★

대표 : 김진호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46번길 68
전화 : 064-738-9851

Authorised

Product Number 50120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제주 스쿠버 스쿨(S-23703)

★
★
★
★
★

Product Number 50115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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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FR 센터
301 FIT(S-26976)
대표 : 이정민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315번길 20-1
전화 : 051-253-0301

공지사항(Notice)

2019년 1분기 트레이닝 불레틴 웨비나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한국 시간 오후 2시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참가 신청 : 개별 안내 이메일 또는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수면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주로의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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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
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판 PADI 멀티
스카프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부스 –
2019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 산업전(KUSPO) 참가 안내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3월 3일(일)
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 전시관
홈페이지: www.spoex.com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24일(일)
장소 : 제주 성산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28일(일)
장소 : 제주 서귀포

PADI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일시 : 2019년 2월 26일(화요일)~3월 6일(수요일)

PADI 품질 관리 및 위험 관리 웨비나-3 번째의 안전 문화 구축하기

장소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한국 시간 오후 2시
참가 신청 : 개별 안내 이메일 또는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천을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

계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

간에 걸쳐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

히 수심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는 일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만나게 된다.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

함께 수중동물을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한 실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브 로그를 기록

게 나의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의 관찰기를

야말로 기억 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을 잘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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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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624-7772
63-917-655-9993
asitakwon@naver.com
seahorsedive.co.kr
카톡: seahorsedive1

경상북도 포항

전라북도 익산

필리핀 세부

김동훈/Dive11&Cafe marine

노남진/남진수중잠수학교

권경혁/씨홀스다이브

010-747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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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ksan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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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항 푸른바다 리조트

이성호/다이브속초

국용관/파라다이스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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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569-5522
zetlee2@naver.com
www.gsscuba.com
band.us/@gsscuba2

010-9031-7825
ann0611@naver.com
cafe.naver.com/extremeblue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 수원

이상욱/레츠고 마린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DIVEBRO

010-5035-9093
ybc1667@hanmail.net

054-251-5175
010-352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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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포항

필리핀 모알보알

윤병철/자유로 스쿠버

김광호/원잠수아카데미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010-7202-2440
dolsoig@hanmail.net

010-7900-8259
yamasg@hanmail.net
facebook.com/baek.
seungkyoon
카톡: yamasg

054-291-9313
010-4752-9313
divernd@hanmail.net
www.scubadive.co.kr

울산광역시

서울,경기

경상북도 포항

김현우/울산 아쿠아텍

백승균/(주)테코

최지섭/다이브알앤디(Div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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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084-4049
010-3777-0402
+63.95.6145.7555
holicdive@nate.com
www.holicdive.com

+63.917.655.1555
010-5103-3996
diverjerry@gmail.com
카톡: sunydivers
인스타: dive_withus

인천 송도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변이석/SM다이빙

박준호/홀릭다이브

양경진/써니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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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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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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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홀 팡글라오

경상남도 김해

울산광역시

천재곤/신천 다이버스

윤철현/장유 스쿠버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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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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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82-1502
010-9956-1502
instjoojy@gmail.com
www.utsscuba.com

필리핀 세부

전라북도

서울, 경기

김만길/원피스다이브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진영/오션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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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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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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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

대구광역시

필리핀 세부

안이준/바다여행잠수풀장
032-833-3737
010-6237-6641

오석재/제이스쿠버

윤웅/망고 다이브

www.dive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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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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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필리핀 세부/제주도

필리핀 두마게티

dive.tech.korea@gmail.com

김수은/Tech Korea

홍근혁/WHYDIVE

김광오/ALDIVE RESORT

010-6320-1091
www.청춘다이브.com
band.us/n/a1a5YeM0Wayet
sms2744@hanmail.net
카톡: sms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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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463-1011
010-3666-1011
tot4862@naver.com
familyskinscuba.com
카톡: to4862

대구광역시

서울

광주광역시

신명섭/청춘 다이브

양승훈/아쿠아텍

최정준/광주패밀리 스킨스쿠버

062-401-5958
010-3613-5958
kkn822@naver.com
bestskinscuba.com
카톡: BESTSKINSCUBA

070-7762-1133
+63.927.983.2331
kdivers@naver.com
cafe.naver.com/kdivers
카톡: kdivers

070-4845-3122
+63.917.707.1470
010-6675-8770
newgrandbleu@gmail.com
www.cebutour.co.kr

광주광역시

필리핀/세부 막탄

필리핀 세부

강금남/광주베스트 스킨스쿠버

이재학/K DIVERS

정용선/뉴그랑블루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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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794-5225
+680.488.8082
www.mkdivepalau.net
annalee300@naver.com
카톡: palaukate01

+63.927.772.0979
070-4645-2016
edendive@naver.com
www.edendive.com
카톡: edendive

강원도 강릉

팔라우

필리핀 보홀

오형근/인투더씨 리조트

신창훈/MK다이브리조트

박진호/에덴다이브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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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응급처치
트레이닝
프로그램
런칭.
SDI.TDI
강사트레이너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01

03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02

04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 및 TDI, ERDI
강사 평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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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일시]
2019/01/17 ~ 2019/01/24

'35*獼蠓韓翃訋趋菫瑣轼

2018 프로모션
TDI 신규/크로스오버 강사
*SDI CPROX1stAED 강사/트레이너는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서울 3월 30일(토)
울산 4월 6일(토)
지금

4월 등록비
7일(일)가 면제됩니다.
TDI 신규 강사가 되면, 10장의전주
TDI 다이버
제주 4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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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 Show 참관

멕시코 동굴 다이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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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 동굴 다이빙 과정

Show를 참관하였다. DEMA는 Diving Equipment&Marketing Association

SDI/TDI/ERDI에서는 11월 18~24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의 약자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장비, 교육, 여행 등의 종합 전

산재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역에서 동굴 다이빙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시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 중 하나이다. DEMA 쇼에도

테크니컬 다이빙의 꽃으로 평가되는 동굴 다이빙 과정은 천정이 막힌 대표적 환

많지는 않지만 중국과 한국의 업체들이 부스를 내고 판촉을 하고 있어

경인 수중 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존, 사고 분석, 동굴 다이빙 기술, 인

서구에서 수입된 다이빙이 이제 역수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식과 팀 역학, 장비, 준비, 계획 등 다양한 이론 교육과 의사 소통, 안내줄, 길찾
기, 문제 해결 절차 등에 관한 기술 실습, 개방수역(동굴)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본 일정을 위해 성재원 사무국장이 진행한 풀케이브 다이버 팀(윤형준 트레이
너, NASE 배봉기 트레이너)은 지난 9월에 한국에서 사전 교육을 시작했고, 김
동준 트레이너가 진행한 인트로케이브 다이버 팀(천재곤 트레이너(참관), 김은
주 강사, NAUI 이기백 CD)은 10월에 필리핀 세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의 김동준 트레이너는 TDI
KOREA에서 여덟 번째 풀케이브 강사가 되었다.

SDI 스포츠 타올 출시
SDI/TDI/ERDI는 깃발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다이빙 이후에 수건으로도
쓸 수 있는 스포츠 타올을 출시한다. 이제, 다이빙 전에는 깃발로 사용하여
동호회 사진을 찍고 다이빙 이후에 수건으로 사용하여 몸을 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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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ISCP 센터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ITW)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 일시 : 2019년 1월 17(목)~24일(수)

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장소 : 용인 한화리조트

ISCP 서비스센터의 장점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 효율적인 회원 관리
• 물류비 절감
새로 ISCP 센터가 된 곳은 ‘빅스 히어로 스쿠버(황정호 강사)’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본부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SDI/TDI/ERDI는 2019년 1월 17일(목)~24일(수)까지 6박 7일간 강사 트레
이너 과정(ITW)을 실시한다.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교육은 쉽지 않
다. 이미 수많은 다이빙을 하고, 제자들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
이너 교육을 겪으며 다시 태어난다. 진정한 전문가는 바로 이런 수많은 역
경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다. 그렇기에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들은 어
디서도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으며 여유가 있고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이
빙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SDI/TDI/ERDI 트레이
너 교육은 그 대답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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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
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에 관심이 있는 강사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SDI/TDI/
ERDI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
전화 : 070-8806-6273hq@tdisdi.co.kr

■예정 사항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국제 아이스 다이빙 페스티벌
• 일시 : 2019년 1월 26일(토) 오전 10시

• 일시 : 2019년 1월 12일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

• 장소 : 양재동 AT센터

SDI/TDI/ERDI는 국제 아이스 다이빙 행사를 개최한다. 하얀 설원을 배경으

SDI/TDI/ERDI는 2019년 1월 12일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을 진행한다.

로 다이빙을 한다면 나는 얼마나 멋질까? 얼음을 뚫고 쏟아지는 햇살을 물

2019년에 국제본부에서는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라는 새로

풀과 산천어들의 깨끗한 움직임이 부서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올해 프리다이빙 관련 프로그램도 런칭할 예정으

아이스 다이빙, 그것은 다이빙과 한 폭의 그림이 된 풍경화의 만남이다. 이

로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안에 당신의 모습을 새겨 넣을 수 있다.

국내외의 트레이너들에겐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
척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본부의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
국의 판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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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번째를 맞는 아이스 다이빙은 겨울 다이빙을 활성화하여 다이빙이

멤버 업데이트 미팅

여름에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겨울 스포츠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만
들어 주었다. 국내적으로는 동계용 다이빙 장비 및 교육 시장을 활성화함으
로 강사들에게 또 다른 시장을 제공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가지고 있
는 겨울 다이빙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근 국가의 다이버들에게 새로운 다이
빙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을 방문하여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
고, 아울러 주변국가의 다이버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
써 새로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차가운 빙판 위에서 이국의 다이버들과 뜨끈한 오뎅 국물을 즐기고 싶다면
바로 지금 SDI/TDI/ERDI 본부로 연락 바란다.
전화 : 070-8806-6273/hq@tdisdi.co.kr

• 일시 : 2019년 3월 2일 오후 2~4시
• 장소 : COEX 전시장 세미나실
SDI/TDI/ERDI는 이번 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전시회 기간인 3월 2일
오후 2~4시 행사장인 COEX 세미나실에서 소속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업
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한 해에 대한 성과보고와
차후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신규 프로그램과 새로운 정책, 2019년의 계획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SDI/TDI/ERDI와 모든 회원, 강사들의 성장과
미래를 가늠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항상 다이빙에 열정을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사님들의 무
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란다.

수중스포츠전시회(KUSPO) 참가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3월 3일(일)
• 장소 : 코엑스(KOEX)
SDI/TDI/ERDI는 2월 28일(목)~3월 3일(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포
츠레저산업전(SPOEX)의 수중스포츠전시회(KUSPO)에 참가하며 함께 전시
회에 참가할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는 2018년 참가 기업 480개사 관람객이 60,536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스포츠 레저 종합 전시회이며 아이사에서도 2번
째인 국제 전시회이다. 수중스포츠전시회(KUSPO)는 SPOEX의 수상/수중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 강사 크로스오버

스포츠 레저 박람회로 장비, 교육, 투어 등 한국 다이빙 산업의 모든 것을

일시 및 장소

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지역적으로도 강남의 심장부인 KOEX에서 개최되

•서울 : 3월 30일(토)

므로 이 전시회는 매년 사람들로 인해 발 딛을 틈이 없다.

•울산 : 4월 6일(토)

SDI/TDI/ERDI는 전통적으로 회원의 다이빙 클럽, 센터, 샵, 리조트 등과 함

•전주 : 4월 7일(일)

께 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사들이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제주 : 4월 11일(목)

있다. 최고의 다이빙 전시회,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다이빙 쇼에 SDI/TDI/

SDI/TDI/ERDI 국제본부인

ERDI 브랜드를 같이 내걸고 사업할 파트너를 기다린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닝(ITI)에

SDI/TDI/ERDI와 같이 전시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파트너는 본부로 연락을

서 새로운 프로그램 및 브

바란다.

랜드인 응급처치 트레이닝

전화 : 070-8806-6273/hq@tdisdi.co.kr

인터내셔널(FRTI)을 런칭했
다.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
내셔널(FRTI)는 이제까지의
교육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인들
에게 알기 쉬운 CPR 및 응
급처치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집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배울 수 있으
며 누구나 쉽게 옆의 소중한 사람의 응급 상황에서 그저 당황하기만 한 모
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의 프로그램은 다이빙을 위한 프로그
램만이 아니다. 지금껏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험이 있는 우리 강사들
에게 다이빙뿐만 아닌 다른 거대한 일반인 구조자 시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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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and dive with us!
Learn to Scuba Dive with... BSAC KOREA

010-4109-6831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8

Yangyang Leisure

010-6370-067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서

BLUE SCUBA

010-3757-633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5
일광빌딩 302호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울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

해원다이브리조트

010-5144-1155

강원도 강릉 사천면 사천진리 86-39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Pax Scuba House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강

유원레포츠

010-5364-0333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원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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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울다이빙풀

010-3732-4942

010-6390-7411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기

HEALING SCUBA CENTER

010-3591-0133

Poseidon Sub Aqua Club

010-3636-9596

The Sea Pirate

010-6361-6549

010-4340-5528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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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라스쿠버

010-8447-3309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흙담솔로 26-2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국제대학교3호관 3209호

충

모래기 스쿠바
Leports Manager

주

BogleBogleDiving

제

010-8875-7778

경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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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101
(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14동 905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수전원2길
31-11 브라운 힐 403호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청
경

라
해
외

010-2286-332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DIVE STORY

010-3115-1289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41-3(죽항동)

Aura Scuba & 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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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 Resort & Dive Center

070-8638-4547

M.B. OCEAN BLUE

070-7518-0180

BLUE DREAM CEBU

070-4644-7005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CSAC

070-4028-4563

Club Columbus Dive Centre

63-927129852

GUAM OCEAN DIVERS

671-688-2725

Club CEDA

070-4366-2400

EDEN DIVE

070-4645-0979

BSAC KOREA

상

전
G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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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wayan Buot, Punta Eng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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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co.kr
www.facebook.com/BSACKOREA
1899-0231
가까운 지역의 센터에서 다이빙 교육 및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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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수서울)
AQUA ZONE
010.7166.4656
ovlcman@naver.com

김옥주(전라도)
MARINEBOY
010.7227.5375
sociology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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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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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만(서울)
Poseidon Sub Aqua Club
010.3636.9596
ajm2465@hanmail.net

박재경(경상도)
WOW SCUBA CLUB
010.2560.2383
gyoungo@hanmail.net

김용식(필리핀)
M.B.OCEAN BLUE
070.7518.0180
dive1@naver.com

박성진(경상도)
원잠수다이빙센타
017.872.0309
tjdwls0070@hanmail.net

최우집(서울)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이상호(경상도)
BUBBLE STORY
010.2504.8184
rcn8xx@naver.com

김한(경기도)
HEALING SCUBA CENTER

cwoo7522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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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철(경기도)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조백종(경기도)
The Sea Pirte
010.6361.6549

beckham7411@hamail.net

2192414@hanmail.net

NEWS IN DIVING

BSAC KOREA
2018 송년의 밤 및 제11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지난 12월 8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플라이스테이션에서 2018년도 송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회와 제11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경품추첨이 진행되었다. 박종섭 본

• 공로패 : 이기호, 임현철

부장의 개회사와 함께 장동국 평가관의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프로젝트 발

• 최우수 센터상 : 클럽 블루마린(대표 정상근)

표가 있었으며, 홍보상, 공로패, 최우수 센터상의 시상이 진행되었다. 수중

• 우수 홍보상 : 방효진, 안상영, 박정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은 조진생 박사(수중사진공모전 심사위원)의 간단한 심

• 수중사진 공모전 수상자

사평으로 시상식을 시작하였다. 수상작들은 BSAC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대상 : 박인수

2019년도 BSAC 탁상용 달력에 수록되었다.

금상 : 남호진

부상 및 경품 협찬에 도움을 주신 업체들로는 거천시스템, 더 크라켄, 딥큐

은상 : 이윤정

브, 마레스, 모비스, 보홀 에덴, 블루드림(세부&팔라우), 서울스포츠센타, 세

동상 : 정선봉

부 콜럼버스, 스쿠바미디어, 아닐라오 아토, 아쿠아 Z, 아쿠아텍, 우정사, 인

장려상 : 김희상, 홍선기, 양승철

터오션, 첵스톤, 테코, 포스엘리먼트, 플리퍼다이브, J-MARINE이다.

입선 : 홍선기, 천종섭, 정선봉, 이수연, 이상호, 양승철, 임수동

[ 수중사진 공모전 입상작 ]

금상 남호진

입선 홍선기

입선 천종섭

대상 박인수

입선 이수연
은상 이윤정
입선 정선봉
동상
정선봉

입선 양승철

장려상
김희상

입선 이상호

장려상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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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홍선기

입선 임수동

아이스 다이빙
오는 2019년 1월 26일, 아이스 다이빙을 개최한다. 아이스 다이빙은 현재 오션
다이버 이상으로 드라이슈트 교육을 이수한 다이버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하는 과정이다.
• 날짜 :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 대상 : BSAC 오션 다이버 이상(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
• 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49-2
• 주관 : 힐링스쿠버 센터
• 문의 : 장동국, 010-4703-8110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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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다이빙 강사 과정
BSAC의 장애인 다이빙 프로그램(Diving for All)의 국내 보급을 위한 강사과정
이 오는 2월 24일에 개최된다. 강사트레이너는 현재 BSAC의 부의장인 Maria
Harwood 씨가 초청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BSAC 행사 진행 안내
• 대학생 리더쉽 트레이닝 : 1월 9~13일
• 트라이믹스 다이빙 : 1월 5~9일(플리퍼 다이빙)
•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 과정 : 1월 10~14일
• 아이스 다이빙 : 1월 26일(힐링 스쿠버 센터)
• 장애인다이빙 강사과정 : 2월 24일

Mares의 신뢰와 명성

• DPV : 3월 1~3일(코바 다이빙 스쿨)
• 태국 시밀란 합동 투어 : 3월 23~28일
• 수중비디오 : 4월 5~7일(코바 다이빙)
• 산소처치 : 4월 14일(원잠수 다이빙 스쿨)
• 트윈세트 + 가속감압 : 4월 20~21일, 27~28일
5월 4~5일(플리퍼 다이빙)
•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 5월 5~7일(코바 다이빙 스쿨)
•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 5월 6~8일(와우 스쿠버 클럽)
• 트라이믹스 다이빙 : 6월 15~16일, 22~23일(플리퍼 다이빙)
•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 나이트록스 블랜더
6월 15~16일(다이버와 좋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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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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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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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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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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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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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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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방제웅
배창수
백명흠
서기봉
서계원
서동욱
서동욱
서원일
서윤석
서해성
서한덕
성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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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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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강사
박태홍 (EANx)

INSTRUCTOR TRAINER

홍장화

강덕권

강신영

고석태

김강태

김영삼

TRIMIX ITT
010-3724-5865

Adv EANx IT
010-9611-1699

Adv EANx IT
010-9221-2443

Technical IT
010-6774-2408

Technical IT
010-3111-0705

Technical IT
010-3205-1803

김정숙

김창환

김흥래

문성원

박진수

Technical IT
010-4325-3618

Technical IT
010-3008-4739

Adv. EANx IT
010-7380-0078

Adv. EANx IT
010-3099-1128

Adv. EANx IT
010-2591-1969

서재환

Adv. EANx IT
010-2860-8091

유근목

Technical IT
010-9109-2802

임형진

Adv. EANx IT
010-6640-3405

황영민

Technical IT
010-3121-6748

송한준

Adv. EANx IT
010-5225-3182

이민호

Adv EANx IT
010-8967-8283

정영환

Adv. EANx IT
010-2564-5656

황영석

Technical IT
010-7556-3624

심재호

Adv. EANx IT
010-5317-8748

이원교

Adv. EANx IT
010-3542-5288

정용락

Adv. EANx IT
010-2200-1231

안승철

TRIMIX IT
010-2797-1381

이춘근

Adv. EANx IT
010-7139-0528

정철희

Adv. EANx IT
010-3466-4434

오현석

Adv. EANx IT
010-6215-1005

이홍석

Adv. EANx IT
010-8988-0254

최임호

Adv. EANx IT
010-9221-9899

서일민

Adv. EANx IT
010-8969-0880

오현식

Adv. EANx IT
010-5327-4579

이효진

Adv. EANx IT
010-4900-9332

한승곤

Adv. EANx IT
010-3376-7078

NEWS IN DIVING

IANTD KOREA
IANTD KOREA 2018년 송년의 밤

2019년 전반기 테크니컬 다이빙 및 트라이믹스 다이빙 공지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외교센터에서

2019년 1월 21~31일 까지 필리핀에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실시한다. 기간

송년의 밤을 실시하였다. 송년의 밤에는 IANTD 강사 트레이너, 강사 및 멤버

중에는 테크니컬 다이버(50msw),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60msw), 트라

들을 포함하여 16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행사 진행은 신상규 강사가

이믹스 다이버(90msw) 과정과 테크니컬 강사, 놈옥식 트라이믹스 강사, 트

진행하였으며, 홍장화 본부장님의 개회사와 건배 제의로 행사를 시작하였

라이믹스 강사 코스를 같이 진행한다.

다. 2018년 행사보고 및 2019년 행사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상식을 하였으며

참가를 원하는 강사 및 다이버는 IANTD KOREA 사무실로 문의바란다. 정확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 황영민, 최우수 강사 정영환, 우수 강사 신상규, 최우

한 참가 비용은 헬륨 가격의 폭등으로 정확한 헬륨 가격을 현지에 확인 후

수 퍼실리티 OK 다이브리조트, 공로패 이재민, 그 영광을 차지하였다. 신규

에 결정을 할 예정이다. EANx 블랜딩 코스, 트라이믹스 블랜딩 코스도 같이

강사 트레이너 인증은 심재호, 임형진, 정용락이 받았으며 신규 강사 대표해

진행한다. <사무실 : 02-486-2792>

서 김영석 강사가 인증증을 받았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협찬사와 강사 트레
이너 및 강사가 준비한 선물을 빙고와 추첨을 하여 참석한 모든 멤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9년도에는 더
욱 발전해 나가는 IANTD KOREA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협찬사 : 다이브 자이언트, 마레스, 아쿠아즈(바다강), 아쿠아텍, 우정사, 익스
트림(워터프루프), 인터오션, 테코, 헬시온 코리아, 현스쿠버, 해성(스쿠버프로)
강사 트레이너 : 고석태, 김강태, 김창환, 김흥래, 문성원, 서일민, 서재환, 송
한준, 오현식, 오현석, 유근목, 이민호, 이홍석, 이원교, 이춘근, 임형진, 정영
환, 정용락, 정철희, 황영민, 황영석
강사 : 김광호, 신종수, 이광호, 이문용, 임용한

2019년 개해제
•날짜 : 2019년 4월 6일(토)
•장소 : 남해 바닷속 체험 교육 센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해항(양양 해양레저)

		

서일민 트레이너(010-8960-0880)

IANTD KOREA 멤버들과 한해의 안전 다이빙을 기원하는 개해제를 실시한다.
남해 바닷속 체험교육 센터는 서일민 트레이너가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을 하
고 있으며, 숙소와 이론 교육실, 수심 4.5m에 수온 27도를 유지하는 다이빙
풀을 갖추고 있는 전용 다이빙 리조트이다. 특히 남해항과 접해 있고 리프트

2019 아이스 다이빙 공지

가 장착된 다이빙 전용선이 준비되어 있어 다이빙이 편리하다. 개해제는 4월
6일에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며, 개해제 이후에는 다이빙을 할 예정이다. 숙

2019년 1월 18~19일까지 강원도 강촌 일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18일 저녁
에 모여서 이론 교육 및 장비 건조 실습을 하며, 19일 아침에 얼음 절단, 도
르래를 이용한 얼음 제거방법, 안전 확보 및 하네스 사용법, 라인텐더, 수중
줄 신호, 레스큐 다이버, 풀페이스 마스크 사용법 등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서 강습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테크니컬 팀들을 위한 위가 막힌 지역에서의
통과 다이빙도 할 예정이다. 아이스 다이빙은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드라이
슈트 교육 이수자는 참가가 가능하며, 아이스 다이빙 스페셜티 강사를 희망
하는 강사는 사전에 등록하고 강습 보조를 하여서 인증이 가능하다. 자세한
참가비와 내용은 IANTD KOREA로 문의하여 주기 바란다.(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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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식사예약 관계로 참석자 인원을 미리 본부로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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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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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