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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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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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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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강영천, 김수열, 김태엽, 민경호, 박경배, 박종섭
이민정, 이정우, 이정현, 岡田晴惠(오카다 하루에)
Indra Swari W, 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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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Vol.187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수상작 발표

한국수중레저협회 인가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수중사진작가 소개

2018 Sep/Oct

Joel Ibarra (Mexico)
잠수의학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침수폐부종
다이빙 장비의 상식

게이지와 다이브컴퓨터

Guage & Dive Computer
다이빙 법률

스쿠버다이빙과 관련된
성범죄, 강제추행죄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

Reader's Story

간절함과 열정으로
나의 꿈을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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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식당’ 촬영지인
인도네시아 롬복섬
길리 트라왕안

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앞바다의 볼락 태풍

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Mexico La Paz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Sea of Cortez

전자잡지 보기

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SCUBA MEDIA

Philippines Palawan

Busuanga · Coron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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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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산호초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글/사진 구자광 (발행인)

산호초(Coral Reef)는 열대 및 아열대 해역의 물이 맑고 수온
이 높은 곳에 형성된다. 주로 대서양의 서부(카리브해)와 인
도양(지중해 포함), 태평양의 서부 해역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
으며, 연평균 표면 수온이 23∼25℃가 되는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서식한다. 세계적으로는 약 6,000여 종, 우리나라
에서는 약 13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초는 맹그로브 숲과 더불어 바닷속의 허파와 같은 구실
을 한다. 산호초는 해양생물들이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요새와 같은 곳이다. 특히 산호
에는 각종 미세한 조류들이 분포해서 서식하고 있다. 이 조류
들은 광합성을 통해 바닷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
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산호는 지구 온난화의 속
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지구상에서
60만㎢의 넓이를 차지하는 산호는 육상의 열대 우림보다 뛰
어난 광합성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최근 전 세계 산호초의 절반가량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40년 이내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여러 국가에서는 산호초 살리기, 산호초 보호하기 등과 관련
된 단체가 설립되어 위기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 홍보와 캠페
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산호가 사라짐으로써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다이버들은 산호초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 잘 인
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초보 다이버들이 산호초를 오리발로
차서 부러뜨리거나 큰 산호에 돌로 긁어 낙서를 하기도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다른 누구
보다 우리 다이버들이 이 산호초를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야
한다. 작게는 다이빙 중에 산호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
지 말아야 하며, 크게는 수중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아름다운 바다를 지속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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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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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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소중한 수중 장면을 버디에게 알려 기쁨이 배가 됩니다.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2019년 3/4월호 수상작 발표
금상
광각부문 이현석

접사부문 김선희

은상
광각부문 이상훈

접사부문 정석화

동상
광각부문 민경호

접사부문 정선봉

입선

김미루, 노민식, 신동헌, 심수환, 이상훈, 조수민
김규동, 김지원, 김환희, 임수동, 정석화, 황태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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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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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

품됩니다.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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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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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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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저작권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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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4월 시상품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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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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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Enjoy Your Lif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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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미터 방수테스트 통과, 40미터 터치스크린 기능 가능
•소비자가격 : 80,000원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Marine Odyssey Ⅱ” 사진집을
함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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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이현석
세노테 동굴 속의 다이버
Canon EOS 5D Mark IV, f/4.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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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상훈
투라치와 다이버
OLYMPUS TG-4, f/2, 1/5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로카 파르티다의 반수면
SONY ILCE-7RM3

f/13,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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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선희
누디브랜치
SONY DSC-RX100M5, f/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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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정석화
고비의 기생충
OLYMPUS TG-5, f/3.2, 1/6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정선봉
해마
Canon EOS 5D Mark IV, f/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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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미루

입선 노민식

입선 이상훈

입선 신동헌

입선 심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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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김지원

입선 조수민

입선 김규동

입선 임수동

입선 황태현

입선 김환희

입선 정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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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Rhinophias

Even though they are not small, Rhinophias are difficult to find due to their
ability to camouflage themselves to their surroundings. This was found amongst
the purple algae, thus explains the purple markings spread all over it’s body.
Rhinophias가 크기는 작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에 위장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보라
색 해조류 사이에 있어 몸 전체가 보라색으로 위장되었다.

Indra Swari W

Indonesia
For Indra the ocean holds magnificent power, yet it gives her the sense of calmness which allows
her to interact with her subjects in their environment.
Throughout her 15 years of underwater photography, she has tried to capture the beauty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treasure of colours offered by the creatures that inhabit the blue
water. In doing so it is her hope that her pictures share not just the beauty of this world, but
through reflecting the natural behaviour of these marine creatures raises awareness on how
fragile this environment can be.
Her passion for both large and small creatures comes through the pictures she captures, truly
bringing them and their world to life for us all to appreciate and enjoy. Indra's passion for
wildlife, both above and below water, was ignited at an early age by nature documentary maker
Sir David Attenborough, who she finally got to meet in person when she won the underwater
category of the BBC/Natural History Museum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바다는 웅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바다에서 평온을 되찾을 수 있고, 바다환경 속의 객체
들과 상호 교감 작용을 하고 있다.
15년 동안 수중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녀는 푸른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펼쳐 보이는 보석
같은 색상들의 아름다움과 해양 환경의 경이로움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
신의 사진을 통해 사람들이 수중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일상을 사진으
로 담아 생물들의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인식하고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크기와 상관없이 해양생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가 카메라에 담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
고, 해양생물과 그들의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모두가 감상하고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
다. 수상과 수중에서 모두 야생동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젊었을 때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
인 데이비드 애튼버러에 의해 시작됐다. 그녀는 올해의 BBC/자연사 박물관 야생동물 사진작가
수중부문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Ceratophyllidia Sp.4

Found amongst coral rubble while diving in Seraya - Bali. This nudibranch
has ceratas like small balloons that can shed easily when they are disturbed.

발리 Seraya에서 산호 잔해 사이에서 발견했다. 이 누디브랜치는 방해를 받을 때 쉽
게 흘릴 수 있는 작은 풍선과 같은 ceratas가 있다.

Manatee

It was a memorable experience to swim with these manatees. They are a very social animals and i had
the most friendly wild animal encounter i have ever experienced. The picture shown a mother with 2
young ones. The one behind was trying to suckle to the mother. Location: Crystal River, Florida.

이 매너티들과 함께 수영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들은 매우 사교적인 동물이어서 내가 경험한 것중
에서 가장 친숙한 야생동물을 만난 것이다. 사진은 두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 매너티이다. 뒤에 있는 것은 새끼
에게 젖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다. 촬영장소 : 플로리다주 크리스털 리버

Overhang BW

I was exploring an overhang during a dive in the Maldives when a friend was passing on the outside.
몰디브에서 오버행을 다이빙할 때 버디가 바깥을 지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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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lips

Schooling of sweetlips from Raja Ampat, Indonesia at the depth of 35m. I used a slower shutter speed to get the effect.

인도네시아 라자암팟(Raja Ampat)의 35m 수심에서 스위트립스를 촬영하였다. 효과를 얻으려고 느린 셔터스피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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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frogfish and sardines

A giant Frogfish got excited as a school of sardines passes by. It franticaly flagging it’s lures
hoping at least one of sardine mistaken it as a food and come close enough for the frogfish to
catch. Location Moalboal, Philippines

정어리 무리가 지나갈 때 자이언트 프로그피쉬 (Frogfish)가 흥분하였다. 정어리중 적어도 하나가 먹이
로 오해하고 잡을 정도로 가까이 오길 바라면서 미친듯이 유인한다. 촬영장소 : 필리핀 모알보알.

VW Beetle

This VW Beetle is one of a number of relics placed on the sea bed making up the museum in Musa, Mexico.
이 폭스바겐 비틀은 멕시코 무사에 있는 해저 박물관에 배치된 많은 유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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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pback Whale

A humpback calf was playfully swimming around it’s sleeping mother who was hanging
vertically head down, intrigued by us humans swimming on the surface. Once in a while
it came up to check on us but always went back near it’s mother. Location: Tonga

향유고래 어미가 수면근처의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동안 새끼는 장난스럽게 놀고 있는 장면이 스
킨다이빙을 하는 우리 인간에 흥미롭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를 보기 위해 다가갔지만 항상 다시
되돌아갔다. 촬영장소 : 통가

Barracuda

This is a fully matured barracuda with a length about 1.5m and lives solitary.
For a few years many divers have been lucky to see it around the liberty wreck in
Tulamben, Bali. I was fortunate enough to see it up close and get a this picture.
길이가 약 1.5m이고 독립생활을 하는 완전히 성숙된 바라쿠다이다. 몇 년 동안 많은 다
이버들은 발리 툴람벤 리버티 난파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그것을 가까이
에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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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산호 가지 틈 사이에서 호버링하며 사는

핑크아이 고비(Pink-eye Goby)
두 눈 사이와 동공은 밝은 핑크색 또는 빨간색이라 핑크아이
고비(Pink-eye Goby) 또는 레드아이 고비(Red-eye Goby)
라고도 한다. 체장은 25mm 미만이고, 배의 노란 부분만 제외
하고 전부 투명하다. 배지느러미는 짧고 컵 모양이며 가시는
육질로 덮여있다.
수심 7~27m 정도의 Acropora corals(돌산호 종류)의 산호
가지 틈 사이에서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호버링하며 산다.
학명 : Bryaninops natans
영명 : Pink-eye Goby, Red-eye Goby

맹독을 지니고 체색을 변화시키는

날개쥐치
체장은 약 50cm 정도이고, 몸 전체에 푸른색 반점의 모양이 있으며 꼬리
지느러미가 크고 긴 것이 특징이다. 몸은 체고가 낮은 긴 타원형이다. 눈
은 작고 머리 뒤쪽, 등지느러미 가시의 바로 아래에 있다. 주둥이는 길고
뾰족하며, 입은 그 끝에 작게 열린다. 몸 빛깔은 성장에 따라 변화가 심하
지만 성어가 되면 연한 회색바탕에 눈동자 크기의 암청색 반점이나 물결
무늬들이 몸 전체에 흩어져 있다. 난해성 어류로서 연안의 따뜻한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새우류, 갯지렁이류, 게류 그리고 해조류 등을 먹는다. 날
개쥐치는 복어독의 70배 맹독어이다. 창자와 간에 맹독물질인 펠리톡신
(Palytoxin)이 함유되어 있다.
학명 : Aluterus scriptus
영명 : Scrawled filefish, broomtail filefish, scribbled leatherjacke

한국명 : 날개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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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물고기

날치(Flying fish)
날치(Flying Fish)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물고기이다. 날치는 가슴지
느러미가 새의 날개처럼 잘 발달돼 있어 바다 위를 멀리 날 수 있
는 것이다. 날치는 얕은 해수면에 사는 작은 물고기라서 큰 물고기
에게 잡아먹히기가 쉽다. 그래서 포식자를 만나면 엄청난 속도로
헤엄치다 가슴지느러미를 수평으로 벌리고 꼬리지느러미로 수면을
강하게 때려서 수면 위로 떠올라 시속 60km로 잠시 비행한다.
날치는 몸길이가 350㎜ 정도이며, 몸은 가늘고 길며 약간 측편하
다. 주둥이가 짧고 눈은 비교적 크다. 몸 빛깔은 등쪽이 검은 빛을
띤 청색이고, 배쪽은 흰색이다. 가슴지느러미의 안쪽은 푸른빛을 띠
고 배지느러미는 희다. 가슴지느러미의 끝이 등지느러미 기저의 뒷
부분 또는 끝에 위치하고, 배지느러미의 위쪽 2개의 지느러미 줄기
는 갈라지지 않으며, 등지느러미 뒤쪽에 큰 흑색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날치의 산란기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이르는 사이로 이때가
되면 연안 지대에 떼로 모여들어 해조류 속에 직경이 2mm 정도인
알을 낳는다.
학명 : Prognichthys agoo
영명 : flying fish

한국명 : 날치

해삼 몸속에 사는

숨이고기 또는 해삼고기는 뱀장어 모양의 몸이

류, 불가사리 등의 무척추동물의 몸체 안에서 살

숨이고기(Pearl fish)

가느다란 어류이다. 몸이 길고 비늘이 없으며, 대

며, 주로 밤에는 들락날락 거린다. 이들은 해삼

체로 투명하다. 긴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등의 항문을 통해 몸 안으로 파고드는데, 어떤

학명 : Encheliophis sagamianus
영명 : Pearl fish, Fierasfer, Cucumber fish
한국명 : 숨이고기, 해삼고기

길고 뾰족한 꼬리의 끝부분에서 만난다. 대부분

경우에는 이 숙주의 생식기관과 호흡기관을 먹

의 숨이고기는 크기가 15㎝까지 자란다. 주로 전

고 산다.

세계의 열대지방의 얕은 물의 해삼이나 진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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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vs Juvenile

Sweetlips

할리퀸 스위트립스(Harlequin Sweetlips)

매그파이 스위트립스(Magpie Sweetlips)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 있고, 입은 작으나 입술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3~50m 수심에 있는 산호초에 서식한다. 성체는

외해의 산호초에 무리를 지어서 살며 낮에는 그늘진 곳에 은신해 있다.

머리, 몸 및 지느러미는 황색을 띄고 있으며 짙은 황색의 반점과 약간의

혼자 있거나 작은 무리로 모여 있다. 야간에 갑각류, 연체동물, 물고기를

청색계열의 색이 보인다. 머리에 있는 반점이 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유

잡아먹는다. 유어는 갈색 바탕에 7개의 큰 백색 반점이 몸에 있고 반점에

어의 경우에는 상체가 커다란 흰색과 어우러진 제트 블랙이다. 성장하

는 검은 테두리가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백색 바탕에 큰 갈색 반점 2개가

면서 체색이 변화하는데 독특한 색상 패턴이 있다. 위쪽, 뒷쪽, 꼬리지느

있다. 아주 작은 유어는 독이 있는 편형동물을 의태하기도 한다. 성장하

러미에 흰 반점이 생긴다.

면서 흑갈색 점들이 나타나며 점들이 점점 많아진다. 가슴지느러미에는
점이 없고 배지느러미의 점들은 불분명하다. 성어의 체색은 등쪽이 옅은
노란색이나 옅은 연두색을 띤다.

학명 : Plectorhinchus picus
영명 : Magpie Sweetlips,
Painted sweetlips

학명 : Plectorhinchus chaetodonoides
영명 : Harlequin sweetlips

Juvenile

Juvenile

오리엔탈 스위트립스(Oriental Sweetlips)
혼자이거나 소규모로 동굴, 환초, 리프 등에서 활동하며, 성체가 되면 평

자이언트 스위트립스(Giant Sweetlips)

행선 줄무늬 패턴과 꼬리에 반점이 생긴다. 넓은 바다의 암초에서 가끔

스위트립스류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입술이 두껍고 통통하다. 산호초

큰 무리를 짓는다. 유어는 얼룩무늬로

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한쌍이 보이기도 한다. 유어는 얕

얕은 물의 보호된 은신처에 주로 혼자

은 수심의 물이 흐린 연안에서 발견된다. 유어는 주황색으로 넓은 검은

있으며 숨어 산다.

색 줄무늬가 있고, 하나는 중간 횡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윗면을 따라 약

학명 : Plectorhinchus orientalis
영명 : Oriental Sweetlips

10cm 정도가 된다. 성어는 주로 검
은색 핀 표시가 있는 회색이다.

Juvenile

학명 : Plectorhinchus albovittatus
영명 : Giant sweetlips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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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세부 막탄섬 다이빙

NEW

GRAND BLEU RESORT
뉴그랑블루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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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바닷속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뉴그랑블루의 다이브 시스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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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에서의 다이빙은 해변, 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다이

필리핀 세부섬 주변의 막탄섬을 기준으로 보홀섬의 발리카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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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콰, 모알보알, 수밀론, 아포 등의 주변 바다는 수온이 따뜻하고

각각 다른 포인트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투명도를 자랑하며 서로 다른 컬러를 지닌 다

뉴그랑블루리조트의 다이브 시스템은 자체 공기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

이빙 포인트로 구성되어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관상할 수 있어 전세

으며 다이브 장비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대형

계 다이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쿠버다이빙 최적의 장소입니다.

방카와 스피드 보트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그랑블루 리조트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의 경험을 떠나보세요!

뉴그랑블루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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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Cenote Cavern Diving
of Peninsula de Yucatan in Mexico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캐번 다이빙
글/사진 구자광
라파즈

미국

멕시코

멕시코 만

태평양
유카탄반도

1

멕시코 유카탄반도

마르지 않는 우물, 세노테(Cenote)
유카탄반도에는 건조한 땅 밑에 기다란 지하수가 흐른다. 이곳은 먼 옛날에는 바

멕시코 유카탄반도(Peninsula de Yucatan)는 서쪽과 북쪽으

다 밑이었고, 약한 석회암 지반이 침식되어 지하수로 가득 찬 수중동굴로 형성되

로 멕시코만(Gulf of Mexico)과 접하며, 동쪽으로 카리브해

어 있다. 전체 길이는 총 30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중동굴은 지상의 세

(Caribbean Sea)에 접하고 있다. 멕시코의 캄페체·킨타나로

노테(Cenote)라는 우물과 연결된다. 유카탄반도에는 6천 개 이상의 세노테가 있

오·유카탄 3개의 주를 비롯해 남쪽의 벨리즈와 과테말라의 상

는데, 지하의 수중동굴과 연결된 땅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에 따라 모양이 모두

당부분이 포함된다. 반도의 평균 너비가 320㎞ 정도이고 해안선

달라서 모든 세노테가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길이는 1,100㎞에 이른다.

유카탄반도는 물이 전부 지하로 흘러 바다 연안을 빼고는 강이 전혀 없는 곳이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킨타나로오(Quintana

다. 지금이야 펌프가 있어 지하수를 식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세노테가

Roo) 주에는 있는 해변도시 칸쿤(Cancun), 플라야 델 카르멘

유일한 식수원이었다고 한다. 세노테는 마야인들에게 두 가지 상징이었는데, ‘지

(Playa del carmen), 툴룸(Tulum) 등이 있으며, 특히 칸쿤은 유

하세계로 통하는 입구’ 그리고 ‘비의 신 Chaac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카탄반도의 북동부에서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멕시코가 자랑하

유카탄반도의 기나긴 동굴에 인간이 발을 들인 건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

는 대규모 휴양지이다. ‘Cancun’ 이란 말은 마야어로 뱀을 뜻한

1980년대 초반, 다양한 국적의 스쿠버다이버들이 새로 개발된 다이빙 장비를 갖

다. 칸쿤은 1970년 이전에는 117명의 거주민이 사는 알려지지 않

추고 이곳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로부터 원주민들의 식수원이었던,

은 작은 어촌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멕

자연적으로 형성된 우물인 세노테를 통해 수중동굴의 입구를 찾을 수 있었다.

시코 정부는 이 마을을 새로운 휴양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며 인

‘Cenote’는 마야어로 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란 뜻이다.

구가 급증하였고, 지금은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모험심 넘치는 스쿠버다이버들은 미로 같은 동굴을 탐사했다. 수중동굴은 마치

있는 해변 관광 지역이 되었다. 현대적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미로처럼 얽혀 있었으며, 빛이 전혀 들지 않았고, 천장과 바닥은 온통 삐죽삐죽

그리고 수많은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튀어나온 종유석과 석순으로 가득했다. 초기에 탐사를 한 다이버들은 나중에 입
수할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선을 설치했다. 그 이후부터는 이곳에서 일반
다이버들도 안전하게 동굴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Ik Kil Cenote
46 |

멕시코 여행 정보

유카탄반도로 가는 방법
멕시코 남부 유카탄반도의 중심 도시인 메리다(Mérida) 또는 칸쿤(Cancun)까지는 수
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린다. 미국의 휴스턴, 달라스, LA 등에서



시차	멕시코시티 : -14시간 차
(예, 멕시코시티가 오후 11시이면

도 직항 노선이 있다.

서울은 오전 9시이다.)
소코로섬 : -15시간 차

인천공항 → 멕시코시티 → 칸쿤

통화	멕시코 페소

인천공항 → 미국 달라스, 휴스턴, LA → 칸쿤

(MXN, 1 멕시코페소 = 약 60원,
1US$ = 약 18멕시코페소)

인천공항
12시간
13시간

Los Angeles

13시간 30분

미국
Dallas
Houston

14시간

팁문화 식당에서 계산서 금액의 10% 정도가

멕시코

Mexico City

일반적이다.

비자 관광객은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이 가능하다.
2시간

5시간 30분

3시간

2시간 20분

Cancun

기후	멕시코는 고지대의 날씨로 건조성기후, 열대성
기후, 온대성기후를 나타낸다.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우기는 5월부터 9월까지로 비가
많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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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쿤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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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다이빙 환경
세노테 다이빙(Cenote Diving)

성수기와 수온

유카탄반도의 수중동굴은 세계 어느 곳보다 방대한 규모이기에 비교적 안전한 다

세노테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다. 동굴속 수온이 24~25℃ 정도이

이빙 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의 절경도 다른

기 때문에 웻슈트(5mm 이상)와 후드베스트가 필요하다.

어느 곳보다 풍부하고 아름답다.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세노테는 주로 킨타나로오
(Quintana Roo) 주에 있는 해변도시 칸쿤(Cancun), 플라야 델 카르멘(Playa del

다이빙 형태

carmen), 툴룸(Tulum)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다이빙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리비에라 마

여러 세노테가 땅 속 물길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어떤

야(Riviera Maya) 지역의 플라야 델 까르멘(Playa del Carmen)

세노테는 바다까지 연결되어 반은 민물, 반은 바닷물이기도 하다. 어떤 곳은 햇살

이나 툴룸(Tulum)에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에 묵으면서 다이빙센

을 받아 형광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녹색으로 보인다. 투명하고

터를 통하여 다이빙을 한다.

차가운 세노테의 물속에도 생명이 살고 있다. 작은 물고기와 수초, 조그만 청거북

툴룸에서는 Dos Ojos, El Pit, Pet Cemetary, Casa Cenote,

까지 살고 있다.

Angelita, Calavera, Car Wash, Grand Cenote 등이 더 가깝고,

세노테 다이빙은 캐번 다이빙과 케이브 다이빙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캐번 다이

플라야 델 까르멘에서는 Chac Mool. Chikin Ha, Eden Garden

빙(Cavern Diving)은 자연광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초보자도 가능하

등이 가깝다. Tajma Ha나 Dream Gate는 그 중간쯤에 있다.

다. 캐번 다이빙만으로도 동굴 다이빙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플라야 델 까르멘이나 툴룸에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저렴한 곳

모험적인 동굴 다이빙의 맛을 느끼려면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케이브 다이빙

에서 럭셔리한 곳까지 다양하다. 다이빙센터에선 대체로 1일 2

(Cave Diving)을 선택할 수 있다. 케이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동굴 다이빙에

탱크에 장비 대여(랜턴 포함), 점심, 교통편 등을 다 포함해서

적합한 다양한 전용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아무리 숙련된 다이버라도 1주일이 넘

120~150$US 정도 받는다. 참고로 세노테는 대부분 개인 사유

는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물이다. 세노테 입장료는 세노테마

캐번 다이빙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중

다 다른데 120~150페소가 대부분이고 200~250페소를 받는

성 부력만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다이빙이 가능하다. 캐번 다이빙을 하는 대부

곳도 있다. 대부분 세노테는 카메라 비용을 500페소 정도 추가

분의 세노테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세노테는 아주 정교한

로 받는다.

중성 부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다. 장비는 사이드마
운트 또는 백마운트 둘 다 가능하다. 완벽한 중성부력과 플러터 킥 연습은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 아무래도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니 폐쇄공포증이 없어야 한다.
가이드가 처음에는 Dos Ojos 세노테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곳으로 안내를 하지만

다이빙 센터

체크 다이빙을 해서 실력이 된다 싶으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곳에 안내를 한다.
이 지역의 각 세노테에는 저마다 특징이 있다. 어떤 세노테는 이중 형태의 세노테
인 곳도 있고, 또 다른 세노테는 야생 동물이 사는 곳도 있다. 세노테에서 청거북,

Playa del Carmen 다이빙센터
• Blue Life http://www.bluelife.com

Motmot 새(길고 진자형 꼬리가 달린 이 지역의 유명한 조류), 동물의 뼈, 화석, 맹
그로브, Haloclines(황하 수소층) 등을 만날 수 있다.

세노테 캐번 다이빙에서 주의할 점
1.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을 한다.
2. 다이버는 하나 이상의 수중랜턴을 소지해야 한다.
3. 공기의 1/3은 들어가는데 사용하고, 1/3은 나오는데 사용한다.
1/3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남겨야 한다.
4. 출수했을 때 80바(Bar) 이상의 공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5. 다이버와 가이드의 최대 비율은 4:1이다.
6. 무감압한계시간을 지켜야 한다.

Tulum 다이빙센터

7. 제한구역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La Calypso Dive Center

8. 최대 다이빙 수심은 2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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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calypsodivecenter.com/

2019 March/April | 49

3 리비에라 마야 지역의 주요 세노테
세노테

특징

황화
수소층

2개(Barbie Line & Bat
Dos Ojos
Cave)의 세노테로 구성되어
(Barbie Line 있고 종유석(stalactites)과
&Bat Cave) 석순(stalagmites) 을
구경할 수 있는 곳

다이빙
레벨

추천

초급레벨

★★★

El Zapote

El Pit

Angelita

수면이 오픈된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며 두터운 황화
수소층을 볼 수 있는 곳

◦

Chac Mool

입구 방의 빛 내림이 독특,
일반적인 사진촬영이 안됨

◦

Kukulkan

빛 내림이 아름다운 세노테,
일반적인 사진촬영이 안됨

◦

중급레벨

★★

Calavera

4m 높이에서 점프로 입수

◦

중급레벨

★★

Aktun Ha
(Car wash)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수연
(Lotus, Water Lily)과청거북을
볼 수 있는 곳

중급레벨

★★★★

Nicte Ha

종유석을 파괴하거나 퇴적물을
건드리지 않고 몇 개의 좁은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매우
아름다운 세노테

상급레벨

Dreamgate

세계에서 종유석이 가장 많은
동굴 중에 하나

상급레벨

★★★★★

Ponderosa
(El Eden)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빛
내림이 아주 좋은 곳

◦

중급레벨

★★★★

Tajma Ha

햇살이 만드는 폭포가
멋진 곳

◦

중급레벨

★★★

Chikin Ha

동굴 바닥에 닿는
아름다운 폭포수와 같은
빛 내림이 압권

중급레벨

★★

상급레벨

★★★

중급레벨

Xpu Ha

★★

Akumal
Nicte Ha

El Pit

Xel-Ha

Pet
Cemetery
Tak Be Ha

Dos Ojos

Dreamgate

Casa Cenote

Grand Cenote

◦

◦

중급레벨

★★★

★★★

초급레벨

★★

상급레벨

★★★★

종유석이 아름다운 곳이다.

중급레벨

★★★

Pet
Cemetery

섬세한 종유석, 석순이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세노테이다.

중급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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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derosa
Tajma Ha

Tak Be Ha

※ Gran Cenote 현재 폐쇄된 상태임

Puerto Aventuras

Chac Mool
Chickin Ha

운하구조로 모든 영역이
오픈되어 있는 곳

종모양의 종유석을 볼 수
Zapote AKA 있는 곳이다. 깊은 수심으로
(Hells Bells) 중성부력 조절은 필수이고,
황화수소층을 볼 수 있다.

Playa Del Carmen

Kukulcon

시간을 잘 맞추면 입구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만드는
터키색 물빛이 압권

Casa
Cenote

세노테 위치

Aktun Ha

Calavera

Tulum

Angelita

참고 : 현지 가이드가 추천하는 Best 10 Cave Cenotes
Pet Cemetery(to blue abyss)

Tajma Ha(the Chinese garden)

Naitu Cha(Mastodons bones)

The Pit(line to dos ojos)

Dream Gate(up stream line)

Caracol(up stream circuit)

Nohoch Nah Chich(IMAX line)

Chikin Ha(Deli shop)

Kalimba(to Grand cenote)

Xulo(to Caterpillar)

황화수소층(Halocline, 염분약층)
해수가 담수보다 밀도가 높아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 황화
수소가 결합한 해수는 그 밀도가 더욱 커져 뚜렷한 층을 형
성하게 된다. 이 층이 황화수소층(Halocline, 염분약층)이다.
Angelita, Chac Mool, Kukulcan, Casa Cenote, Calavera,
El Eden, Chikin Ha 등의 세노테에서 볼 수 있다.

Dos Ojos, 도스 오죠스
- Barbie Line, Bat Cave
도스 오호스(Dos Ojos) 세노테는 2개의 세노테가 있기 때문에 “Two
Eyes” 세노테라고도 하며, 하나의 세노테에서 2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넓은 세노테이다. 툴룸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세노테이다. 접
근이 용이하며 아름다운 곳이다. 대부분의 다이버는 이곳에서 교육
을 받는다. 이곳에는 많은 종유석(stalactites)과 석순(stalagmites)을
구경할 수 있다. Bat Cave에서는 에어둠(Air Doom)에서 박쥐를 볼
수가 있다.
그중 하나의 세노테는 Barbie Line(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9m,
초급레벨)이고, 또 다른 세노테는 Bat Cave(다이빙 시간 40분, 최대
수심 10m, 초급레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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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it, 엘 피트

입구

엘 피트(El Pit)는 우물을 닮았고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수면에
서 40m 수심까지 내려가는데 14m에서의 수온약층으로 인한 아지

STOP

랑이, 28m에서의 황화수소층의 구름, 종유석, 바닥의 고고유적 등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입구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만드는 터키색 물

10m
20m

빛이 압권이기에 흐린 날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이빙 시간 40분, 최대수심 40m, 중급레벨.

30m
STOP

50m

사진 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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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40m
50m

Angelita, 안젤리타
안젤리타(Angelita)는 반드시 가야 하는 세노테이다. 수면이 오픈된 지역에
서 다이빙을 한다. 이 세노테에서는 황화수소층(Halocline)을 볼 수 있다. 즉,
수심 29m까지 담수층, 29~30m까지 황화수소층, 30~60m까지 해수층으
로 이루어져 있다. 다이빙 시간 40분, 최대수심 40m, 상급레벨.

입구
수면 높이
민물
30m

황화수소층
해수

57.5m

40m

45m
50m
51.5m

종유석

사진 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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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vera, 칼라베라/Temple of Doom

Kukulkan, 쿠쿨칸

동굴 입구가 넓지 않고 수면까지 높이가 약 4m 정도가 된다. 카메라는 줄

쿠쿨칸(Kukulkan)은 빛 내림이 아름다운 세노테이다. 이 세노테에서는 황

에 메달아 내리고 다이버는 4m 높이에서 점프로 입수한다. 수심 12m 정도

화수소층(Halocline)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촬영을 금지되

로 하강하면 소금물과 민물이 분리되는 황화수소층(halocline)을 볼 수 있

고 있다. 차크 물(Chac-Mool) 세노테와 바로 이웃하고 있어 한 곳에서 2

다. 다이빙 시간 40분, 최대수심 12m, 중급레벨.

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15m, 중급레벨.

Chac Mool, 차크 물
차크 물(Chac Mool) 세노테는 동굴 입구 방(Room)에서 다른 입구 방으
로 연결되어 있다. 입구 방의 빛 내림이 독특하다. 이곳에서 황화수소층
(Halocline)을 볼 수 있다. 또한 종유석, 조개껍질 화석 등을 볼 수 있다. 중간
에 에어둠(Air Doom)이 나오는데 천정에 나무의 뿌리가 뻗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촬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촬
영을 금지하고 있다. 쿠쿨칸(Kukulkan) 세노테와 바로 이웃하고 있어 한 곳
에서 2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14m, 중급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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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un Ha, 악툰 하/Car Wash, 카 워시
악툰 하(Aktun Ha) 세노테는 다른 이름으로 카 워시(Car Wash)라
고도 하며, 옛날에 택시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지금은 진정
한 에덴의 정원이다. 많은 청거북과 물고기가 있고, 계절에 따라 아
름다운 수연(Lotus, Water Lily)이 많이 있는데 여름철(7~9월)에 절
정을 이룬다. 수정과 같이 맑은 물과 멋진 동굴로 수중사진작가에게
꿈같은 곳이다. 또한 케이브 다이빙 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다.
다이빙 시간 40분, 최대수심 14m, 중급레벨.

청거북

수연(Lotus, Water L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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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gate, 드림게이트
드림게이트(Dream gate)는 거대한 세노테이다. 세계에서 종유석이 가장 많
은 동굴 중에 하나이다.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의 장식이 정말로 화려하다.
뾰족뾰족한 것이 마치 고딕 성당을 연산하게 한다. 볼 것이 많아 2회 정도
의 다이빙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은 부력조절이 완벽해야 한다. 머리 위는
섬세한 종유석으로 가득하고, 바닥은 종유석 가루가 있어서 잘못하면 부유
물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10m, 상급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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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derosa, 폰데로사/El Eden, 엘 에덴

Tajma Ha, 타지마 하

폰데로사(Ponderosa) 세노테는 엘 에덴(El Eden)이라고도 하며, 이 세노테

타지마 하(Tajma Ha) 세노테는 아름다운 동굴로 2개의 세노테가 서로

는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빛 내림이 아주 좋은 곳이다. 다양한 물고기와 황

연결되어 있다. 햇살이 만드는 폭포가 멋진 곳으로 햇살이 좋은 날 가

화수소층(Halocline)을 볼 수 있다.

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황화수소층(Halocline, 염분약층)이 멋진 곳

다이빙 시간 70분, 최대수심 13m, 중급레벨.

인데 맑은 물속에 또 다른 수면처럼 자리한 염분약층이 선명한 거울처
럼 보인다. 황화수소층을 따라 생기는 아지랑이도 볼 수 있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14m, 중급레벨

58 |

2019 March/April | 59

Nicte Ha, 닉테 하
닉테 하(Nicte Ha)는 마야의 언어로 “물의 꽃”을 의미한다. 많은 경험과
완벽한 부력 조절 기능을 갖춘 상급레벨의 다이버만 접근할 수 있는
세노테이다. 종유석을 파괴하거나 퇴적물을 건드리지 않고 몇 개의 좁
은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매우 아름다운 세노테이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7m, 상급레벨.

60 |

Chikin Ha, 치킨 하

Casa Cenote, 카사 세노테

치킨 하(Chikin Ha)는 1997년에 발견된 세노테이다. Chikin Ha 세노테에서

카사 세노테(Casa Cenote)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맹그로브의

Rainbow 세노테로 연결된다. 동굴 바닥에 닿는 아름다운 폭포수와 같은

열린 지역(운하)에서 다이빙을 한다. 이 세노테는 민물과 바닷물을 혼합된

빛 내림을 보면서 두 번째 세노테까지 갔다 돌아온다.

곳으로 이 지역 고유의 많은 다양한 물고기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12m, 중급레벨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입구가 여러 곳이 있다.
다이빙 시간 45분, 최대수심 8m, 중급레벨

화석

바다거북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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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탄반도의 리프 다이빙 (Reef Diving)

플라야 델 카르멘(Playa del carmen) 지역의

Bull Shark Diving
플라야 델 카르멘(Playa del carmen) 지역의 하르디네스
(Jardines) 사이트에는 Bull Shark Diving이 가능하다. 매년
11월에 시작하여 3월까지 Bull Shark를 볼 수 있다. 불샤크
(Bull Shark)와 함께 다이빙하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다. 모
험을 좋아하고 익스트림을 즐기는 다이버에게 권한다.

Gray Angl Fish

Flamingo Tongue

Bull Shark

홀보쉬섬(Isla Holbox)
• 고래상어 스노클링
유카탄 주의 홀보쉬섬(Isla Holbox)은 고래상어 스노클링으
로 유명하다. 칸쿤시티에서 홀보쉬섬까지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데이트립을 해도 충분하다. 이곳 고래상어
(Whale Shark) 시즌은 6~8월까지이다.
Holbox Whale Shark Tours :
http://holboxwhalesharktours.com/
Holbox Adventure : http://holboxadventure.com
Whale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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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a Holbox

Isla Mujeres(이슬라 무헤레스, 여인의 섬)
• 해저박물관

Cancun

Mexico Divers : http://www.mexicodivers.com/

Isla Mujeres

Casa del buceo : http://www.casadelbuceo.com/
유카탄반도에는 칸쿤시티 건너편에 있는 무헤레스섬(Isla Mujeres)이 유
명하다. 무헤레스섬은 칸쿤시티 선착장에서 페리로 30여분 이동하면 도

Valladolid

Peninsula de Yucatan

Playa del
Carmen

착하는 곳이다. Mujeres는 여인의 섬이라는 뜻으로 수세기 전 스페인 정

Cozumel

Tulum

복자들이 섬을 찾았을 때 해안에 흙으로 빚어진 여인의 조각상이 많다
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이 섬에는 세계 최대의 해저 박물관인 MUSA(Museo Subacuático de
Arte)가 있는데 이곳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코주멜섬(Cozumel Island)

• MUSA-Underwater Museum of Art
2009년에 칸쿤, 이슬라 무헤레스 및 푼타니작(Punta Nizuc) 주변 해역

유카탄반도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코수멜섬에는 그레이트 마야 리프(The

에서 MUSA(Museo Subacuático de Arte)라는 기념비적인 수중 현대

Great Maya Reef)가 자리한다. 북반구에서 가장 넓은 산호초 군집이며, 전

미술박물관 프로젝트가 결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Jaime González

세계에서는 두 번째 크기이다. 물속 시야가 40m 이상으로 맑아 바다거북,

Cano, 국립해양공원국장, Roberto Díaz Abraham, Cancun Nautical

돌고래, 고래상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무려 500여 종의 생

Association 의장, 영국 조각가 Jason deCaires Taylor에 의해 창설되

물이 서식하고 있다. 300종의 물고기 종으로 구성된 100종 이상의 26가지

었다.

산호가 있으며, 유명한 Splendid Toadfish와 같은 섬 고유종이 있다.

해저 박물관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마야인, 유럽 난민, 기후
변화, 자연보호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과 물고기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
을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은 현재 500개 이상의 영구적인 실물 크기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야심 찬 수중 인공미술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모든 조각품은 해저에 고정되어 있으며 산호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재료로 제작되었다.

MUSA(Museo Subacuático de Arte)

C-53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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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탄반도의 육상관광

잊혀진 마야 문명의 흔적을 찾아 하늘까지 치솟은 산정을 오른다. 마야 문
명이 번성한 지역은 멕시코 중앙지역과 남부 유카탄반도 일대,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지방에 걸쳐 있다. 팔레켄(Palenque)의 유적, 욱스말(Uxmal)
의 유적, 치첸이차의 유적 등 마야 유적의 대부분은 유카탄반도의 중심 도
시인 메리다(Merida)와 해양 휴양지 칸쿤(Cancun)에서 가까운 정글에 위
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마야문영을 대표하는 것이 치첸이차
의 유적이다. 이러한 유카탄반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툴룸, 코바, 이슬

축구를 하던 거대한 운동장

라 무헤레스섬, 셀하 파크, 세노테, 플라야 델 카르멘 등이 있다.

육상 여행하기 좋은 시기
멕시코는 아열대 기후이고 5~6월이 가장 덥다. 기후만 생각하면 이 시기
를 피하는 게 좋겠으나 녹음이 우거져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다. 12~2월의
겨울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여 지내기 좋고, 겨울을 제외하면 항상 한여름
날씨이다.

멕시코 민예품 쇼핑
칸쿤시티의 툴룸거리 민예품 시장에서 목각 제품, 사라페(어깨에 두르는 직

전사의 신전

물), 솜브레로(창이 큰 모자) 등을 살 수 있다.

멕시코 전통음식
칸쿤에서 또띠아, 나초 등 멕시코 특유의 맛을 자랑하는 전통음식들도 맛
볼 수도 있다.

뱀 머리 조각

또띠아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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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첸이차(Chichen Itza)의 유적

해가 뜰 때 계단 위에 그림자가 비쳐서 두 마리의 뱀이 피라미드를 기어

• www.chichenitza.com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 http://en.wikipedia.org/wiki/Chichen_Itza

쿠쿨칸 피라미드 남쪽에는 비의 신인 ‘자크(ZAC)’에게 어린아이, 처녀 등을

치첸이사는 1901년 미국인 에드워드 톰슨(Edward Herbert Thompson)이

피라미드 서쪽에는 마야인들이 제사를 지내듯 즐겼던 공게임(축구) 거대

마야인의 전설을 직접 찾아 나서 정글 속에 폐허와 같이 버려져 있던 치첸

운동장이 있다. 마야식 축구라는 경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동장 양

이사(CHICHEN ITZA)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

옆에 큰 고리에 공을 넣는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팀이

해진다.

7~9명으로 나뉘어 공놀이(Juego de pelota)를 했는데 팔꿈치, 무릎 등 발

치첸이사는 마야어인 치첸잇하에서 유래했는데, 치(chi)는 마야어로 입, 입

을 제외한 신체를 이용해 10미터 높이에 있는 링을 통과시켜야 경기가 끝

구를 뜻한다. 첸(Chen)은 세노테(Cenote)를 의미하고, 잇(it)은 마법사를,

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축구장 곳곳에 새겨진 문양 등으로 추정할 수 있

하(za)는 물이라고 한다. 치첸잇하의 원래 의미는 ‘마법사의 물이 있는 세

다. 신성한 공놀이에서 승리한 사람은 곧 자신의 심장을 신에게 바쳐졌다.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정되던 신성한 우물(The Sacred Cenote)'이 있다.

노테의 입구’란 뜻이다.

승자가 죽음을 영광처럼 받아들였던 것이 마야인의 심성이었다고 한다.

치첸이사 유적의 중심에는 쿠쿨칸 피라미드(Pyramid of Kukulkan)가 있

전사의 신전 1000개가 넘는 기둥은 전쟁에서 숨진 전사들을 기억하기 위

다. Kukulkan은 깃털 달린 뱀의 뜻을 지니고 있다. 농업을 주관하는 신을

해 만들어졌다. 보통 2m가 넘는 크기지만 곳곳에 키 작은 기둥도 있어 어

모신 쿠쿨칸 피라미드는 높이가 79피트로 4면에 각각 91계단이 있고 마지

린 전사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전사의 신전 상층부에는 인간세

막 1단을 합쳐 365계단으로 이루어졌다. 전 세계에 남아 있는 피라미드 가

상과 신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자 역할을 형상화한 차크물(Chac-Mool)이

운데 3번째로 큰 규모이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차크물은 제물로 바쳐진 인간의 심장을 올려놓은

피라미드의 북쪽을 향하고 있는 계단 아래의 부분에는 Kukulcan을 상징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신전 하단부에 심장을 도려내는 장소로 사용됐

하는 2개의 뱀 머리가 조각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봄의 춘분과 추분에

던 곳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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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Liloan & Oslob
of Cebu in Philippines
필리핀 세부섬의

릴로안&오슬롭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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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섬

보홀섬

네그로스섬
오슬롭
릴로안
두마게테
스퀴홀섬
다우인
아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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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의 릴로안과 오슬롭(Liloan&Oslob of Cebu)
필리핀 비사야 지역 중심인 세부섬은 길이가 196㎞이며, 너비는 32㎞를 넘

세부 릴로안/오슬롭 가는 방법

지 않는 섬이다. 북쪽으로 비사얀 해, 서쪽으로 타논해협, 남동쪽으로 보홀

릴로안(Liloan)/오슬롭(Oslob)은 세부섬의 최남단의 마을로 세부막탄공항

해협, 동쪽으로 카모테스 해에 면해 있다. 연속되는 낮은 화산성 구릉들을

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세부막탄공항에서

사이에 두고 양분되며 상업적 사탕수수 재배지인 북단의 보고 평원을 제

육로로 이동해도 되고, 마닐라국제공항을 거쳐 네그로스섬의 두마게테공

외하면 평지가 거의 없다. 항만시설이 거의 없으며 주거지는 옥수수·코코

항에서 육로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부란(Sibulan) 선착장에서 정기 여객

넛·마·용설란·담배 등의 농경에 바탕을 둔 수많은 소규모 촌락 형태로

선을 타고 약 2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두마게테공항은 1일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인구과잉과 토양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객기 운항편수가 적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예약이 필요하다.

릴로안은 세부섬의 최남단에 위치한 산탄더(Santander)의 작은 마을이다.
세부시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다. 오슬롭(Oslob) 마

• 인천 → 세부막탄공항 → 릴로안

을은 세부에서 산탄더로 가기 바로 직전에 위치한다.

• 인천 → 마닐라공항 → 두마게테공항 → 시불란항 → 릴로안

릴로안 비치는 타논해협(Tanon Strait)을 사이에 두고 네그로스섬의 두마
게테시가 마주하고 있다. 릴로안 비치는 세부섬에 있지만 세부시보다 거리
상으로도 훨씬 두마게테시가 가깝고 배로 20분 정도면 바로 도착할 수 있

인천공항

는 거리여서 생활권은 두마게테시에 있다.

3시간 50분

필리핀 여행 정보
시차 : 1시간차(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마닐라

통화 : 페소(Peso)

4시간 30 분

언어 : 영어
비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필리
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이 입
국(체류기간 30일)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의 연장이 가
능하다. 단,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
행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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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별 부담이 없다.

전기 : 100/110/120V
콘센트 2구

전기/전압 110V

세부
막탄
3시간 30분
+

40분

릴로안
30분

두마게테
두마게테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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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릴로안/오슬롭 지역의 다이빙 환경
릴로안(Liloan)은 세부섬 최남단 지역으로 네그로스섬과 세부섬의
해협에 위치해 좁은 폭의 타논해협(Tanon Strait)에서 나오는 해류
는 다른 지역에서 흐르는 물길을 만나게 되면서 강한 조류가 발생
되는 지역이다. 릴로안의 의미가 강한 조류의 소용돌이를 뜻한다.
릴로안비치에는 10여 개의 많은 포인트가 산재해 있다. 리조트에서
포인트까지 보트로 3~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비치에서 바로 입
수가 가능하다. 해저 지형은 직벽 지역은 별로 없으며 완만한 슬로
프 지역이다. 초보자에서 상급자, 작은 생물부터 큰 생물까지 그리
고 진귀한 것이 모두 있어 다양한 다이버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오슬롭 해변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 3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
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한 어부가 심심풀이로 먹이를 주
기 시작하자 아침이면 모여들기 시작한 야생의 고래상어가 평균
7~8마리의 고래상어가 모인다. 많을 때는 무려 20여 마리나 된다
고 한다.
아포섬이나 스퀴홀섬 같은 장거리 지역의 다이빙 사이트도 이곳에
서 데이트립(Day Trip)으로 다이빙이 가능하다.

이곳의 다이빙은 크게 5 지역으로 나뉜다.
1

릴로안비치

2

오슬롭 고래상어 관찰과 수밀론섬

3

카세레스 리프

4

산호세 지역

5

장거리 다이빙사이트

다이빙 방법
이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전문 리조트 7곳과 필리핀 및 일
본인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여러 곳이 있다.

방카보트

노블레스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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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릴로안/오슬롭 지역의 다이빙사이트
1 릴로안 비치 지역
릴로안(Liloan)의 의미는 센 조류를 의미한다. 그래서 릴로안 비치의 다이빙 사이트
는 대체로 조류가 센 곳이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물때를 파악한 후 조류
가 약한 시간에 맞추어 다이빙을 해야 한다. 이 지역은 월과 슬로프 지역으로 연산
호와 경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다. 갯민숭달팽이, 파이프
피쉬, 프로그피쉬, 스콜피온피쉬, 스페니쉬댄서, 게, 가재, 새우 등 작은 생물들과
바다거북, 바다뱀, 고래상어 등의 큰 생물들도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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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 쌍뚜아리(Bato Sanctuary)
위치는 바토 선착장 바로 앞이며, 현지 어민들이 조업하는 장소로 이용될
정도로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는 곳이다. 수심 30m에 있는
큰 뿌리 식물과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대거 군집하고 있다.

코코넛(Coconut)과 안테나(Antena)
릴로안 비치에서 바토(Bato) 선착장 방향으로 대략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코코넛(Coconut) 사이트와 안테나(Antena) 사이트가 있다. 코코넛 사이트
는 육지의 해변에 코코넛 나무들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안테나
사이는 가까이에 무선 송수신 안테나가 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으며, 이
곳은 다양한 경산호와 연산호 필드가 펼쳐져 있는 사이트로써 완만한 경
사를 이루고 있어 수심대에 따른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곳
이다. 조류시간을 잘 맞추면 드리프트 다이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이락(Elak)
릴로안 비치에서 우측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바닥수심이 20m 이
내에서 다이빙을 하며, 대체로 조류가 없어서 초보자들과 체험다이빙을 즐
기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곳은 다양한 연산호와 경산호가 무리를 지어 있
으며, 작은 새우, 게, 갯민숭달팽이 등과 같은 작은 피사체의 보고이다. 또
한 바다거북이나 큰 물고기들을 자주 목격된다.

릴로안 비치 월(Liloan Beach Wall)
릴로안 비치 바로 앞에서 비치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수심 15m까
지 완만한 경사에 산호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35m에 있는 동굴까지 월
을 따라 펼쳐진 다양한 산호와 어종을 볼 수 있다. 또한 딥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계단형식의 월을 따라 내려가면 심해의 짜릿한 전율을 느
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트로피컬(Tropical)
산타마리아 사이트와 릴로안 비치 월 사이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만
한 경사에 펼쳐져 있는 산호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서 다양하고 희
귀한 해양생물들이 있다.

산타마리아(Santa Maria)
수심 25~30m에서 다이빙을 즐기며 약간의 수평 조류가 있어서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며 산호와 물고기 등 다양한 해양생물
을 관찰할 수 있다.

하이스쿨(High School)
수심 30m까지 완만한 슬로프로 되어 있으며 약한 조류를 타며 산호 군락
과 해양생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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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슬롭 고래상어(Whale Shark) 관찰, 수밀론섬(Sumilon Is.)
오슬롭 고래상어(Whale Shark) 관찰
세부섬의 남쪽 끝 마을 오슬롭 해변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
래상어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 3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
래상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 자라면 몸길이가 14m나 되는 고래상어는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온순한 물고기이다. 마을의 한 어부가 심
심풀이로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모여들기 시작한 야생의 고래상어가 평균
7~8마리의 고래상어가 모인다. 많을 때는 무려 20여 마리나 된다고 한다.

고래상어 관찰 사이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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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밀론섬(Sumilon Is.)

보호구역(Sanctuary)
이전에, 실리만대학 해양연구소의 연구 포인트였기 때문을 뒤따른 이름이다, 산호가
매우 아름다운 포인트로 드롭오프의 벽에는 대소의 구멍이 있어, 안에는 큰 곰치가
숨어 있다. 또 드롭오프 아래의 경사면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퍼져있다.

가드 하우스(Guard House)
보호구역(Sanctuary) 근처에 있는 포인트로, 드롭오프로부터 급경사면으로 변화하
는 지형이 특징이다. 드롭오프 경사면에 퍼지는 산호에는 군생하는 다채로운 해양
생물을 관찰 할 수 있는 포인트이다.

바라쿠다(Barracuda)
바라쿠다의 무리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부터 붙은 포인트 명이다. 섬으로부터 크게
뚫고 나온 리프의 엣지를 드리프트 하는 스타일로, 적정한 조류가 있는 좋은 포인
트이므로 외양어류를 만날 확률이 높다.
수밀론섬 해양보호구역은 필리핀 최초로 지정된 지역으로 세부
섬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다. 수밀론 해양보호 구역은 1974년
이후부터 어류포획금지 구역으로 지정, 보호되어져 오고 있다.
해안 50평방 에이커 규모의 산호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릴로안
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수밀론섬은 그림엽서로도 손색이 없
을 듯한 새하얀 비치와 푸른 바다의 그라데이션이 견딜 수 없이
예쁘다. 수밀론 지역은 크리스털블루 물색의 아찔한 만큼 확 트
인 시야 속에서 수중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산호정원, 수중직벽들, 풍부한 자원의 동식물
군은 다이버들로 하여금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이트이며 섬 남쪽과 북쪽에서 주
로 다이빙을 즐긴다. 남쪽 사이트는 물때에 따라 조류가 있어 조
류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수심 30m 이내에는 다양한 어종과
부채산호, 연산호들이 산재해 있다.
북쪽 사이트는 대체적으로 조류가 없어 초보자들에게도 무난하
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동물군으로 만타레이, 스팅레이, 바라쿠
다,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이 있으며 헤머헤드 상어 역시 이따금
씩 출현하기도 한다.
탁 트인 수중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12월과 5월 사이에는 레이,
튜나, 잭피쉬, 헤머헤드상어 등을 매 번의 다이빙에서 이제는 만
나볼 수 있게 되었다. 운이 좋으면 고래상어와도 조우하게 될 것
이다. 각각의 사이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로부터 상
급자, 스노클링까지 충분히 만족해 주실 수 있는 보증 수표와
같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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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세레스 리프(Caceres Reef)
세부섬 남동쪽에 위치한 카세리스 리프는 릴로안에서
40분, 수밀론섬에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리조트가 많이 위치한 릴로안비치에서 차량으로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바닷속에 솟아 있는 작은 리프로 수면과 불과 수심
5~10m 깊이에 분지 형태로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이빙은 산호초 군락 끝단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월을 따라 수심 30m 이내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빙을 한다. 수심이 낮은 리프지대를 벗어나면 바
로 직벽이 나타난다. 직벽에는 대형 부채산호, 다양한
물고기,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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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호세(San Jose) 지역
세부섬 건너의 네그로스섬 산호세 지역은 검은 색 화산재 모래로 된
지역으로 먹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접사생물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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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거리 다이빙사이트
스퀴홀섬
릴로안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며 대체적으로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펼쳐져있는 산호 군락이 있어 스노클링과 초보 다이버들에
게 다이빙하기에 적합한 장소와 물때에 따라 월을 따라하는
조류 다이빙과 다양한 어종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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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섬
아포(Apo Island)는 네그로스섬 다우인 지역에 있는 작은 화산
섬으로 릴로안에서 방커보트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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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TROPICAL DIVE SET

(주) 우정사

UA-SUITS/MAN
• 소재 :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UA-SUITS/MAN

• 두께 : 2mm/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 네오프렌
• 배 둘레 원단 : 스무스 스킨 2mm
• 상의 중량 : M-475g/L-569g/XL-584g
• 하의 중량 : M-481g/L-528g/XL-577g

UA-0203/MAN
• 재질 : 손등-폴리에스테르 100%
손내부-네오프렌, 손바닥-네오프렌
• 무게 : S 62g/M 68g/L 74g

UA-0105/MAN
• 재질 : 겉감/안감-나일론 100%
내부-네오프렌, 발바닥-합성 고무

UA-0105/MAN
UA-0203/MAN

UA-HOOD/MAN
UA-SUITS/WOMAN

UA-SUITS/WOMAN
• 소재 :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 2mm/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 네오프렌
• 상의 중량 : S-421g/M-456g/L-477g
• 하의 중량 : S-432g/M-477g/L-507g

UA-0203/WOMAN
• 재질 : 손등-폴리에스테르 100%
손내부-네오프렌

UA-HOOD/WOMAN

손바닥-네오프렌
• 무게 : S 62g/M 68g/L 74g

UA-0105/WOMAN
• 재질 : 겉감/안감-나일론 100%
내부-네오프렌
발바닥-합성 고무

UA-0105/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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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0203/WOMAN

NEW COLOR
M-2001SYQB/EO
• 스트랩의 장착 각도를 5 단계로 조절 가능
• 마스크 자국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 금속 부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된 프레임 디자인
• 착용감이 뛰어난 3D 형상 스트랩

SP-175QB/EO
M-2001SYQB/EO

• 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물 잔류를 최소화하는 하이 플로우 퍼지 시스템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 움직임이 자유로운 컴포트 스위블 어댑터

SWITCH PRO/EO
• 레귤러 사양의 SWITCH보다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단단한 PuRiMaX 소재를 사용
• 블레이드면을 입체적인 형태로 경사지도록 디자인하여
낮은 저항으로 효율적인 추진력을 창출
• 손으로 쉽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번지 스트랩 (TA0902)
• 풋 포켓과 블레이드가 분해 가능한 “TUSA HyFlex” 시스템
구조로 여행 시 포장에 편리

SP-175QB/EO

SWITCH PRO/EO

M-212QB/MG
• 낮은 프로파일과 볼륨의 2안식 디자인
• 프리덤 테크놀로지 스커트

M-212QB/MG

• 교정렌즈 가능

SP-175QB/MG
• 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물 잔류를 최소화하는 하이 플로우 퍼지 시스템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 움직임이 자유로운 컴포트 스위블 어댑터
SF-6600/FY

SF-6600/FY
• 가벼운 무게와 큰 추진력을 위한 경량 합성 고무 재질

SP-175QB/MG

(주)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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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해왕잠수

소프라스텍 드라이
• 앞지퍼형으로 탈착용 용이함
• Si-tech 밸브와 신축성 있는 가랑이 끈으로
효과적인 움직임을 제공
• 외부 지퍼 커버 안에 내부 지퍼를 보호
• 무릎에 고무로 덮힌 마모방지 패브릭
• 색상 : 검정/빨강 또는 검정/파랑
• 소매에 밸크로 없음
• 사이즈(상의와 부츠사이즈 기준) : M/8, L/9, L/10

엘리제

옵티마
• 타입 : 웻슈트
• 용도 : 온대 수역
• 네오프렌 : 엘라스킨 X 6.4
• 강화 : 수프라텍스 2
• 엘리제 사이즈 : XS, S, M, L
• 옵티마 사이즈 : S, M, L, XL, XXL

해부학적 커팅
• 현대 다이빙 슈트의 개발자인 부샤의 탑
퀄리티 디자인 및 전문기술
• 프랑스 디자인의 특별한 독자 패턴
• 사전 성형된 해부학적 커팅
• 사전 성형된 팔과 다리, 피팅감을 높인  
슈트를 위한 허리와 엉덩이 윤곽
537-30*(원피스)
엘리제 3mm(우먼)
\ 280,000

고퀄리티 부샤 마감
• 세심한 디테일링과 마무리로 구현 된  
부샤의 품질과 장인 정신

535-30*(원피스)
옵티마 3mm(맨)
\ 280,000

• 내부/외부 오버로크로 가장자리를  
연결한 네오프렌 판넬

극한의 편안함과 더욱 편해진 움직임
• 팔아래 스트레치 엘라스킨 X 6.4
네오프렌을 사용하여 향상된 편안함
•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의 커팅
• 사전 성형된 디자인으로 움직임의
편안함을 극대화
• 목주변의 특화된 커팅방식으로 지퍼가
없이도 편안한 카라
• 소재 : 엘라스킨 X 6.2를 사용하여 팔 아래에서
스트레치 엘라스킨 X 6.4 네오프렌
537-32*(튜닉)
엘리제 3mm 쇼티(우먼)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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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함과 내구성
• 수프라텍스 2 무릎 보호
• 팔꿈치와 엉덩이에 PU 보강

535-32*(튜닉)
옵티마 3mm 쇼티(맨)
\ 200,000

문디알백팩 2
• 기존 모델보다 6cm가 길어져 100cm 롱핀 수납 가능
• 메인 칸 :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 및 드레인홀
(배수구)로 구성
• 보조 칸 : 스페어피싱용 장비에 최적화 - 물, 고기 등의
차가운 물건을 보관 할 수 있도록 구성 된 바깥 포켓
• 가방 양 옆으로 두 개의 수중 건 부착 가능하며 건은
각각 탄성 끈으로 고정가능
• 비어있을 때 가방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측면  
압축 스트랩
• 앞면의 지그재그 고무밴드는 수건 등을 걸어
사용하기 편리함
• 사이드 핸들 : 스트랩 상단의 두 가지 위치 지정
옵션과 어깨 하네스 조정을 통해 스트랩 높이 조절 가능
• 바닥 부분은 마모 방지 처리
•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도보로 운반 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에 반영된 부샤 고로
• 메인 수납 공간에는 자물쇠 구멍이 있는 지퍼 잠금 장치
• 재질 : 나일론/PVC

에스파동

• 부피 : 50L
• 크기 : 103x30x13cm
• 무게 : 1630g

• 3mm 소프트네오프렌
•최상의 품질의 부샤 사전성형 및 해부학적 디자인
• 독자적인 부샤 해부학적 컷
•무릎 및 신전에서의 보강
•슈트 탈착용을 단순화하기 위한 컷오프 롱 존

타입
• 프리다이빙 또는 스피어피싱용 투피스 슈트
• 후드가 있는 상의, 허리컷 하의, 어깨 끈이 있는 하의
• 보온을 위한 내부 오픈셀 네오프렌
• 부드러운 3mm 네오프렌  

스타일
• 가시성이 낮은 검정

모노핀

• 생선 줄무늬를 모방한 톤 보강 음색의 줄무늬

• 사이즈 : 38/39, 40/41, 42/43, 44/45

해부학적 컷팅

• 폴리플로필렌은 미디엄 강도이며 TPR 의 매우

• 최대한의 편안함을 위한 고품질 사전성형 해부학 컷팅
(상의 : 21개 패널 + 하의 : 12개 패널)
• 슈트 탈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컷웨이 롱존

편안한 풋포켓으로 수영장 트레이닝용으로 적합함
• 길이 : 38/39~56cm, 40/41~57cm,
42/43~58cm, 46/45~59cm

• 마모를 줄이기 위해 관절 부위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무릎 뒤)에서의 튼튼한 스트레치 패널
• 허리와 가랑이의 만곡부에 꼭 맞도록 사전 성형
• 플라스틱 스터드로 폐쇄감을 개선 한 사전 성형
된 가랑이

강화
• 팔꿈치와 가슴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두께의
그루브로 구성된 PU 보강재의 이중 레이어

마감
• 네오프렌 패널이 외부 오버록과 끝과 끝으로 접합
• 슈트를 벗었을 때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의 하단
가장자리가 보강

(주) 해왕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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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와
강사의
위험관리
글/사진 김수열(노마다이브센터 대표)

2018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40대 중반의 남성 오픈워터 교육 중 뇌출혈

한국인 다이버가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를 손꼽으라면 바로 필리핀 세부라고 답할 것
이다. 필리핀 관광청(Department of Tourism - DOT)의 디렉터 Tomano가 2018년 3월
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2017년에만 1백만 명이 넘었
다며 ‘세부 관광산업의 붐‘ 이라 표현했다. 2017년 실제 양국의 방문자수가 2백만을 넘
어섰고,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는 관광객이 한국인이며, 9만 3천여 명이 필리핀에 거
주하고 있어 양국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사실이다. 인천-세부만 해도 매일 9편의 직
항노선으로 4시간 4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확보된 곳이고, 60여개
나 되는 다이브센터에서 체험다이브 및 많은 스쿠버다이버가 탄생하는 곳이기에 사고
율도 높은 편이다. 이 글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길 바라며,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다이브센터에 감사를 표한다.

제2부

교육중 뇌출혈사고
사고요약
2018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세부 막탄섬 A 다이브센터 하우스리프에서 평균 10m 수
심에서 B 강사의 인솔로 30분간의 오픈워터 코스 이틀째가 진행되었고, 상승 후 수심
3m 정도의 수심으로 이동, 수면 장비 탈부착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수중시야는 15m,
수온은 29도, 조류는 없고, 약간의 파도가 있다. 4명의 학생다이버들 중 3명이 스킬
을 마쳤고, 마지막 학생 C 씨가 장비를 벗은 후에 다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서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빠른 호흡을 보였고,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는 B강사
의 판단 하에 스킬을 중지하고, 웨이트를 버린 후 스쿠버장비를 부력도구로 삼아 4명
모두 출수한다. 출수 후 즉시 다이브센터에 100% 산소를 제공, 구급차를 호출하였으
며, 약 20분 후 구급차 도착하여 세부시티 소재의 청하(Chonghua)병원으로 후송하였
다. 청하병원에서는 다이빙 사고라 인식하여 챔버가 있는 세부닥터스유니버시티병원
(CDUH)으로 후송하여 응급실에 입원, 가슴 X-레이와 머리 CT 촬영을 하였으며, 의사

[ 글 싣는 순서 ]

제1부 다이빙 사고

는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행이 A다이브센터의 빠른 대응으로,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3일, 일반병실 4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C 씨는 사고 일
주일 후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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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분석

제4부 나이트 다이빙 중 표류(태국)

1.	사고 당일의 교육 환경은 수중시야는 15m, 수온은 29도, 조류는 없고, 약간의 파도

제5부 리브어보드에서의 추락(인도네시아)
제6부 음주와 프리다이빙 사망(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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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일반적인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다
이버가 교육하기에 무리 없는 조건이었으며, 하우스리프는 B 강사가 충분히 숙지
하고 있는 장소이다.

2.	강사 대 학생 비율 또한 1 : 4로 베테랑 강사가 진행하는데 무리 없는 비

의료진술서 그리고 책임 면제와 위험가정 동의서
아래는 PADI 교육이나 다이빙 활동 전 작성하는 동의서 중 두 가지이다.

율이었다.
3.	최대수심 16미터 평균수심 10m, 다이브타임 31분의 플랜으로 짧은 다이

건강내역 질의서에 yes 항목이 있다면 스쿠버 활동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강사에게 제출해야만 스쿠버다이빙 교육의 시작이 가능하

빙이었다.
4. 3mm 웻수트, 대여용 다이브 컴퓨터 사용, 11kg의 웨이트 착용.

다.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교육생들은 45세 이상이며 담배를 피움에도 불구

5. 200bar~60bar로 약 140bar의 공기 사용. (수면에서 사용한 것을 포함)

하고 No라고 작성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육생과 서비스 제공

6. 학생의 어려움에 즉시 교육을 중단. 그룹을 출수시킴.

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7. 물밖에서 바로 응급산소 투여.
8. 구급차 호출 20분 만에 응급처치 요원에 인계.
건강 진술서 참가자의 기록 (기밀 사항)

9. 7km 거리의 청하(Chonghua)병원으로 1차 이송 20분 소요.
10. 1차 의사 확인 후 감압병 의심 5분 뒤 즉시 재 이송.
11.	챔버가 있는 세부닥터스유니버시티병원(CDUH)으로 2차 이송. 4km 15분
소요.
12. A 다이브센터의 빠른 응대로 응급수술 후 빠른 회복
13. 세부의 한국 대사관 분관에 사고 접수.
14. 응급수술후 7일간의 치료 후 치료비를 합의하고 퇴원 후 귀국

서명하기 전에 주의깊게 읽으시오. 서명하기 전에 주의깊게 읽으시요.
이 진술서는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스쿠버 다이빙과 또 당신이 해야할 행동
에 관련된 일부 위험에 대해 당신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 진술서에 당신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당신의 스
쿠버 프로그램 중에 당신의 건강 상태에 변경이 있다면, 당신의 강사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진술서를 서명하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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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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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체의 모든 공기 공간도 정상이며 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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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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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4번 5번 그리고 14번에 궁금증이 생겨 B 강사에게 몇 가지 재확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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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다.

_____

임신의 가망성이 있거나 임신을 계획 중 입니까 ?

_____

현재 처방된 약을 복용 중입니까? (피임약과
말라리아 예방야 제외)

1.	A 다이브센터는 교육 전 받은 의료진술서에 자필로 전부 NO라고 표기한

_____

서류를 받아 두었다.
2. C 다이버는 약 신장 175cm 몸무게 100kg이었다.
3.	30분 만에 사용한 공기량은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다이버 개인의 신체와
건강상태가 의심되었지만 본인과 가족은 평소 건강하다고 진술했다.
4.	청하(Chonghua)병원 시설이 세부닥터스유니버시티병원(CDUH)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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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

천식 혹은 호흡 때 혹은 운동 때 호흡 곤란?

_____

빈번히 혹은 심한 고초 열/알레르기?

_____

빈번한 감기, 부비동염, 혹은 기관지염?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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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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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데도 감압병 의심으로 재 이송한 것(시간지체)이 아쉬웠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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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동의한 B 강사 또한 감압병에 응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옳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일/월/년)

판단으로 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혹은 보호자의서명 (적용된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일/월/년)

5. A 다이브센터는 v-insurance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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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행히 같은 교육 그룹에 C 씨의 가족 D 씨가 있었다
학생
읽을 수 있게 인쇄체로 쓰시요
이름 (이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일/월/년) _____________________ 나이(만)________________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부섬

시/군/읍/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택 전화 (

✚

Cebu Doctors
University Hospital
세부닥터스유니버시티병원

막탄세부
국제공항

막탄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주치 의사의 이름과 주소
의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소/병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 신체검사 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 의사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원/병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다이빙을 위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한적이 있읍니까? □ 예 □ 아니오 그렇다면 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
이 사람은 현재 스쿠버 다이비 활동을 할 자격이 있거나 훈련을 받기위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신청자의 양호한 건강 상태
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가이드 라인을 선생님의 정보와 참고를 위해 첨부되어 있읍니다.
의사의 소견
□ 나는 이 개인에게서 다이빙에 부적당하다고 고려되는 건강상태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 나는 이 개인에게 다이빙을 권할 수 없읍니다.
소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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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책임 면제와 위험가정 동의서의 세부 내용은 읽는 예비 다이버들은 “가

나 홍길동, ________은/는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의 잠재적인 위험

르치는 사람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라며 강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

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 “어떤 의사가 위 서류에 쉽게 서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

있음을 여기에 증명한다. 나는 압축 공기로 다이빙하는 것이 어떤 고유의 위

고, 오랫동안 위 서류작성을 요구하지만 서명을 받지 못해 교육에 참가하지

험성을 수반함을 이해한다.

못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 그리고 스쿠버다이빙 교육 및 활동은 참가

- 중략 -

자 스스로 찾아와 배우기를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나의 강사(들), ________, 내가 강습을 받는 센터 또 PADI Americas,
Inc., 혹은 그에 소속된 회사나 지사, 또는 그 고용인들, 직원들, 대리인들, 계
약자들 또는 위탁자들(이하 면제된 측이라 칭 함) 중 누구도 내 자신, 가족,

비-에이전시 고지 및 인정 동의서

상속자 혹은 위탁자에게 생긴 부상, 사망, 또는 다른 손상에 대한 책임이나

유럽 연합 (EU)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것.
서명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모든 빈 칸을 채우시오.
상점/리조트
본인은 본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또는 모든 개인 PADI Instructor
및 Divemasters를 포함한 PADI Members (“회원들”)가 다양한 PADI 등록상표 사용, PADI 훈련 실시를 허가 받았으
나 PADI Americas, Inc, 또는 그 모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 (“PADI”)의 에이전트, 직원 또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동
의한다. 본인은 또한 회원의 비즈니스 활동이 독립적이며 PADI는 이를 소유하지도 운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며 PADI가 PADI 다이버
훈련 프로그램의 기준을 수립하는 반면, 회원들의 비즈니스 활동 및 매일의 PADI 프로그램 수행, 회원들 또는 그들의 직원에 의한 다이버들의
감독에는 책임도 통제할 권리도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본인은 또한 본인, 본인의 재산과 본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이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상점/리조트
을 한 경우, 본인도 본인의 재산도 활동과 관련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또는 Instructor 및 Divemaster의 행동, 행
동하지 않음 또는 방임에 대해 PADI에 책임을 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책임 면제와 위험 가정 동의서

나는 나의 강사(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강습을 받는 센터
또 PADI Americas, Inc., 혹은 그에 소속된 회사나 지사, 또는 그 고용
인들, 직원들, 대리인들, 계약자들 또는 위탁자들 (이하 면제된 측이라
칭 함) 중 누구도 내 자신, 가족, 상속자 혹은 위탁자에게 생긴 부상, 사
망, 또는 다른 손상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며 이 다이빙 훈련에
참여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일과 혹은 면제된 측을 포함하여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면제된 측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이 코스에 (그리고 선택적인 어드벤쳐 다이브와 이 이후로 부터 “프
로그램”이라 칭함), 참여하면서 나는 이론, 제한 수역과/혹은 개방 수
역의 활동들을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있는 동안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예견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이 프로그램의 모든 위험들
을 스스로 부담한다.
더 나아가 나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와 등록으로 인하여 이 프로그램
중에 혹은 나의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내 자신이나
가족, 재산 상속자, 위탁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손해 배상이나 법적 소
송 사건에서 이 프로그램과 면제된 측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를 입
히지 않는다.

또한 나는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이 신체적으로 힘든 활동이며 다
이빙 프로그램 동안 나 스스로를 과로될 것임을 이해하며 이로 인한 심장
발작이나 공포심, 과도 호흡 익사 혹은 다른 어떤 이유의 결과로 부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나는 위에 열거한 부상의 위험에 대해 명백히
가정하며 위의 열거한 면제된 측에게 위의 책임을 지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아가서 이 책임 면제에 대해 서명할 자격이 있는 법적인 연령
이거나 법적 자격이 있으며 혹은 부모나 보호자로 부터 받은 서면 승
낙서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 문서의 조건들은 계약적이며 단순한 서
술한 것이 아니며 또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나의 자유 의사의
행동이며 이로서 나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동의함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만약 이 동의서의 어떤 규정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규정은 이 동의서로부터 취급될 것임을
동의 한다. 그러므로서 이 동의서의 암시점은 전혀 이 문서 안에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 처럼 해석될 것이다.
나는 면제된 측들을 소송할 나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상속자, 대리인, 혹은 신탁 수취인자들이 면제
된 측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더 나아가 나는 내가 나의 상속자, 대리인, 혹은 신탁 수취인들이 면
제된 측에 나를 대신하여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을 진술한다.
참가자 이름 표기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이 문서에 나의 강사들,

______________________ 과 내가 훈련을 받는 교육 시설, 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PADI America, INC., 또 위에 정의된 모든 관련인들도 발생
한 개인적인 상해, 재산 피해 혹은 어떤 이유에서던 일어난 부당한 사
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면책된 측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실수로
인한 모든 책임 혹은 의무에 대하여 면제하고 해제할 것을 동의한다.

나는 본 건강 진술서, 대리관계 비공개 및 비인정 협약서, 표준 안전 다이빙 수칙 이해 진술서, 면책 및 위험 수용 동의서를 읽고 그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한 후 나와 내 법정 상속인을 대신해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일/월/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혹은 보호자의서명 (적용된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일/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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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면제된 측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더 나아가 나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와 등록으로 인하여 이 프로그램 중에

서명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모든 빈 칸을 채우시오.

나는 압축 공기로 다이빙하는 것이 어떤 고유의 위험성을 수반함을 이
해한다; 즉, 감압병, 공기 색전증 혹은 다른 재압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압에 의한 상해 등이다. 나는 더 나아가 훈련과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개방 수역 다이빙 여행이 시간상, 거리상으로 혹은
둘다 재압실과 먼 장소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면
서도 나는 재압 챔버실이 다이빙 사이트의 근처에 없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 다이브에 참가할 것을 선택한다.

제된 측을 포함하여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로

- 중략 -

유럽 연합 (EU)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것.

참가자 이름 표기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은/는 스
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여기에 증명한다.

의무가 없으며 이 다이빙 훈련에 참여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일과 혹은 면

혹은 나의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내 자신이나 가족, 재산
상속자, 위탁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손해 배상이나 법적 소송 사건에서 이 프
로그램과 면제된 측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 중략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사의 행동이며 이로서 나의 법적
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동의함을 알고 있다.
- 중략 나는 면제된 측들을 소송할 나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죽
음으로 인하여 내 상속자, 대리인, 혹은 신탁 수취인자들이 면제된 측을 소
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더 나아가 나
는 내가 나의 상속자, 대리인, 혹은 신탁 수취인들이 면제된 측에 나를 대
신하여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
게 할 것을 진술한다. 본인 _____________ 은/는 이 문서에 나의 강사들,
_____________과 내가 훈련을 받는 교육 시설, _____________, 그리고

© PADI 2016

PADI America, INC., 또 위에 정의된 모든 관련인들도 발생한 개인적인 상
해, 재산 피해 혹은 어떤 이유에서던 일어난 부당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것
을 면책된 측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실수로 인한 모든 책임 혹은 의무에
대하여 면제하고 해제할 것을 동의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의료진술서 및 책임 면제와 위험가정 동의서를 소개하고 서명 받는다.
2. 사고 발생 시 즉시 출수시키고 응급산소를 투여한다.
3. 구조대 호출 후 이송에 협조한다.
3. 장비를 그대로 보관, 사진으로 남기고 증인을 확보한다.
4. 관할 기관에 신고한다.
5. 환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6. 사고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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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생기고 나면 아주 정신없는 날을 보내게 된다. 사고 보고

세부에서의 본 사고는 A 다이브센터와 B 강사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로 C 씨가 빠

서를 가급적 빨리 제출한다면, 기존 사례에 대한 많은 대처방안을

르게 회복하여 귀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서로가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실화

갖고 있는 협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허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비스 이용자가 여행에 앞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

이다. 위 다이브센터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체의 손실

었더라면 서비스 제공자와 본인 각각 수백만 원에 달하는 불필요하게 많은 치료비용

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

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는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고의 경우 서비스 제공

한 가지 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것이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

자의 과실(스쿠버사고)이 아닌 것(뇌출혈)으로 판명되어 배상책임

을 이끌기 쉽고, 주변 인맥을 동원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말들만 들을 것이다. 부탁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 있다면 주변인들이 가볍게 던지는 불필요한 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
어야겠다.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위험을 품은 바다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운 좋게 나만 피해간다는 보장이 없다.

1.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쓴다.

2018년 12월 12일 SNS를 통해 아주 귀한 소식이 들렸다. 우리나라 다이빙 1세대인 제

2.	의료진술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40대에 접어들며 그간

주 태평양다이빙스쿨의 김병일 선배께서 10,000회 다이빙 로그를 적어둔 노트를 공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병할 수 있다.)

개하고 주변 다이버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자리였다. SNS가 보편화 되지 않았을 당시

3. 책임 면제와 위험가정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다.

에는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는 선배들은 활동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여가활동에

4.	본인의 의지로 시작된 활동임을 꼭 기억하고, 교육절차를 따르

서 직업으로, 그리고 다시 여가활동으로 평생 함께하는 스쿠버다이빙을 해왔다. 최근

도록 한다.

SNS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새로운 다이버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알리는 모습

5.	초급 교육자가 스쿠버다이빙 전문보험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

또한 보기가 좋다. 미하이 칙센미하이 박사의 “Finding flow”(몰입의 즐거움)에서 ‘무

다. 실제 스쿠버 사고보다 그 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언가에 흠뻑 심취했을 때에는 지치지 않으며, 즐거움에 빠져 행복을 느끼게 된다.’ 라

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스쿠버다이빙과 직접 관

고 소개한 바와 같이 자신이 하는 활동에 행복한 모습은 단편적인 사진 한 장으로 끝

련되지 않은 병원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도록 한다.

나지 않도록 꾸준하게 몰입하고 건강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PLEASE COMPLETE IF DIVER UNDER INSTRUCTION

OFFICE USE ONLY

PLEASE COMPLETE AND SEND IMMEDIATELY
TO YOUR PADI OFFICE

Instructor'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First

INCIDENT REPORT FORM
THIS REPORT I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LEGAL ADVICE
OR FOR USE IN ANTICIPATED LITIGATION.
Date of Incid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n-Fatal

Training

Non-Training

Diving

Non-Diving

Recreational Dive

Name of Dive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ve #___________ Ski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a.m.

p.m.

Insured:

Yes

No If yes: Name of Agent or Brok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sistant'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

Technical Dive

Extent of injury if know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ured:

Yes

No If yes: Name of Agent or Brok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UBMIT A COPY OF ALL TRAINING RECORDS WITH THIS REPORT

V ICTIM / I NJURED PARTY INFORMATION (Please print clearly.)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rst

Last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ss Size _____________ Training Agen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Month/Year

Fatal

Initial

Conta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itial

Last

1. Student Record File

3. Safe Diving Practices Statement of Understanding

2. Medical Statement/Physician's Release

4. Liability Release and Express Assumption of Risk

ALSO SUBMIT ANY OTHER DOCUMENTS RELEVANT TO THE COURSE OR DIVE ACTIVITY

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 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 Zip/Postal Code 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ge ___________ Height ______________

Occupatio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ender

Next of K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io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ed:

Male

Weight _______________

Female

Yes

Dive Group Size _____________

Day/Month/Year

METRIC

Dive Guide'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First

No

If previously certified: Agency 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Level 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Date __________________
ALL MEASUREMENTS IN THIS REPORT ARE:

PLEASE COMPLETE IF DIVER UNDER SUPERVISION

IMPERIAL

Initial

Last

Dive Center/Resor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ured:

Yes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 If yes: Name of Agent or Brok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UBMIT A COPY OF ALL DOCUMENTS RELATING TO ACTIVITY SUCH AS LIABILITY RELEASES, ETC.

LOCATION OF INCIDENT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 _________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_
Name of Dive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hore

Boat

Ocean

Lake

Quarry

Altitude ___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pth incident star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
Water temperature _____°C ____°F

Visibility _________ Current _______________ Surface condi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

DIVE CENTER/ R ESORT / B OAT INFORMATION (If not provided previously.)
Name of Dive Center/Resor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ured:

Yes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 If yes: Name of Agent or Brok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ICTIM / I NJURED PARTY'S DIVE PROFILE

Name of Bo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include all dives in the last 24 hours prior to the incident, recorded as accurately as possible. If any information is estimated or approximated,
please indicate so. Also, indicate the source of the dive profile in your information (i.e. dive computer log, written dive log, buddy’s recollection, etc.)
Do not guess or speculate as to the dive profiles. Provide computer log if available.

Boat insurance:

Yes

No

If yes: Name of Ag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BOTTOM TIME

DEPTH

SURFACE
INTERVAL

DATE

BOTTOM TIME

DEPTH

SURFACE
INTERVAL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Compressed Air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Rebreather – Type and ma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

EQUIPMENT OF VICTIM / I NJURED PARTY
If rented, name of rental par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t Suit, thickness ____________
Dive computer used:

OFFICE USE ONLY

Member No. ______________________

EANx _____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es

No

Dry Suit

Weights, amount __________ Equipment:

Owned

Rented

Ma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 tables, typ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nk pressure: Start of dive ______________________ End of div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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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COLUMN

ANDI

SAFEAIR란 무엇인가?
글/사진 이정우 (ANDI Instructor Trainer #187)

나이트록스의 뜻

나이트록스의 역사

질소와 산소의 어떠한 기체 혼합물을 나이트록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

•	1878년 Paul Bert가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소의 사용

기도 질소 78%와 산소 21% 희석 및 기타 불활성 가스 1%로 구성된 나이트
록스의 혼합물이다.
그러나 처음에 나이트록스라는 용어는 혼합 기체에서 산소의 부분압이 일
반 공기의 산소 부분압(21%) 보다 낮은 혼합 기체를 뜻했다. 비록 약간의

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	1943년 미 해군 소령인 Chris Lambertsen은 폐쇄회로 시스템에 개선된
생리적 및 운영적 이점을 위해 산소를 추가했다.
•	1957년 프랑스의 Andre Galerner가 질소와 산소의 혼합률을 50:50으

오류가 된 명칭이지만 지금은 다이빙 산업에서 나이트록스는 산소가 풍부

로 한 혼합 기체를 사용하여 다이빙 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상

한 공기를 의미한다. Enriched Air Nitrox, Nitrox, EAN, EANx, hyper-oxic

업적인 다이빙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Nitrox는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

•	1959년 미 해군은 Oxygen Enriched-Air를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적용
은 1962년 MK VI 다이빙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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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나이트록스의 적용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8년 까지는 나이트록스에 대한 표준화된 교습

실제로, 스포츠 다이빙과 관련하여 SCUBA 교육에서 사용된 최초의 교육

형식, 교과서, 강사 매뉴얼, 서비스 기술자, 가스 혼합의 설명서 또는 EAN

매뉴얼 중 하나의 1957년 판에서 ‘감압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

교육 및 사용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Ed Betts와

재 존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1957년 매뉴얼

Doug Pettit은 1988년에 Rutkowski와 합류하여 강사 및 스포츠 다이버 훈

의 이 정의가 현재의(1990년대 이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나이트록스의

련 및 기체 충전소의 분배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

아이디어가 적용된 가장 오래된 정의로 보인다.

해 ANDI를 설립했다.

(주 : New Science of Skin&Scuba. Pages 76~77. 1957 copyright)

‘SafeAir’란 무엇인가?
1970년에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 National Oceanographic and

ANDI는 ‘나이트록스’가 딥 다이빙의 ‘하이테크 혼합 기체’ 또는 ‘치과의사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다이빙 담당관인 Morgan Wells는 다이빙

들이 사용하는 기체’ 등으로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

작업에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질소와 산소의 혼

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으로 ‘SafeAir’란 용어를 만들었다.

합물을 표준화하여 NOAA NITROX I 이라고 칭하는 표준 NITROX I 다이

비록 일부의 사람들은 단순한 새로운 마케팅 용어라 치부하기도 했지만,

빙 테이블을 개발했다. 1978년에 NOAA 다이빙 매뉴얼에 발표된 NOAA의

SafeAir®는 그것 이상이다. SafeAir® 는 콤프레샤의 필터 전부터 다이버가

NITROX는 수만 번의 다이빙에 사용되었다. 이후 깊이에 대한 산소의 혼합

호흡하는 2단계 마우스피스까지의 호흡 기체의 적절한 관리의 본보기이다.

률을 더 잘 최적화하기 위해 두 번째 표준화된 혼합률이 처음부터 계획되
었으며 NOAA Nitrox II라고 명명된 이 테이블은 1990년 3월 NOAA에 의해
출판되었다.
NOAA Nitrox I은 공기의 산소 농도를 32%로 증가한 호흡 기체로 그 결과
68%의 질소 및 기타 불활성 가스와 32%의 산소가 함유된 표준 혼합 기체
이며 산소 허용치는 ±1% 이다. NOAA Nitrox II는 산소 농도가 36%로 증
가한 호흡 기체로 64% 질소 및 기타 불활성 가스와 36%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의 허용 수준은 항상 ±1%이다.
(주 : 대기 중 공기의 혼합물은 질소 78.05%, 산소 20.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를 구성하는 희석 및 기타 불활성 가스로는 아르곤 9340ppm, 이산화탄소 314ppm, 네
온 18ppm, 헬륨 5ppm, 크립톤 1ppm 및 제논 0.09 ppm 등이다)

NOAA의 다이빙 고압 훈련 및 다이버 치료 시설을 설립하고 감독했던
Richard Rutkowski는 1985년에 NOAA에서 물러나 1987년 레크리에이
션 스포츠 다이버들에게 ‘나이트 록스 다이빙(Nitrox Diving)’ 개념을 가르

그림 : https://www.khaolakexplor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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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Air의 생산은 적절하게 훈련된 기술자들이 제대로 설계된 가스 생산

모든 SafeAir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적절한 가스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주기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에 따라

표준 기록부에 분석 결과를 기록된 후에만 실린더가 분배된다. 이러한 과

유지 관리하며 면허 시험 기관에서 분기별로 분석한다.

정과 절차는 사용자에게 안전을 보장하며 이러한 절차의 결과로 SafeAir

호흡 가스는 정확하게 등급이 매겨진, 산소 청소가 된 용기에 보관된다. 시

가 정상적으로 생산된 호흡 공기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유지한다.

설 관리자들은 ‘산소-서비스’ 장비를 사용하여 적절한 가스 처리 프로토콜

요약하자면, SafeAir는 산소 농도가 22%와 50% 사이의 호흡 기체로 ANDI

을 거친 다음, 가장 순도 높은 가스를 승인, 검사, 청소된 상태를 보증하는

의 가스 품질과 관리 규정을 만족하는 산소가 풍부한 공기 혼합이다.

라벨이 부착된 다이빙 실린더에 분배한다.

1989년 ANDI는 ‘SafeAir’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SafeAir ®
는 ANDI의 고유한 등록 상표이다.

SafeAir®가 아니라면…… 단지 나이트록스일 뿐이다.

SafeAir 생산에는 ‘산소 호환 공기’ 등급의 순수한 기체가 사용되며 호흡에
사용하는 가스 표준에서 낮은 등급인 ‘Grade E’ 등급이 아니다.

구분

다이빙 호흡 기체

산소 호환 호흡 기체

(공기) E등급 기준

(공기) ANDI 기준

CO(일산화탄소)

10ppm

2ppm

CO2(이산화탄소)

1000ppm

500ppm

H2O Dew point(이슬점)

규정 없음

- 50℃

Gaseous HC’s
(기체 내 탄화수소 화합물)

25ppm

25ppm

Condensed HC’s
(응축된 탄화수소 화합물)

5.0mg/M3

0.1mg/M3

Solid particles (고체 입자)

규정 없음

2micron

※	참조 : 이 기준은 ANDI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1993년에 다이빙
산업 분야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채택되었다. 현재는
유럽 연합 역시 ANDI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정우
<참고 문헌>
Edward A. Betts [The Introduction to Enriched-Air Diving]
Edward A. Betts [Oxygen Handling and Gas Blending Procedures]
“What is SafeAir?” https://www.andihq.com
“Nitrox at work” https://www.khaolakexplor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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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 Instructor Trainer #187
Tropico Resort 대표(San Jose, Negros Oriental, Ph.)

모험을 가치있게 만드세요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Project AWARE® 버전PADI®
자격증 카드로 해양 보호를 지원해 주세요.

해양, 그 본연의 모습으로
2019년 PADI 리미티드 에디션Project AWARE 해양 보존 지원
카드에 나타날 고래 상어의 이미지는 해양의 원래 그래야 할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
생물체들로 가득 살아 움직이는 모습.

WWW.PROJECTAWARE.ORG/KO
© Project AWARE 2019. Photo copyright Dan Charity.

LAW

다이빙 법률

장비 공동구매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들

스쿠바다이빙은 장비의존도가 매우 높은 레포츠입니다. 스쿠바
(SCUBA)라는 말 자체가 수중자가호흡‘장치’(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스쿠바 장비인
BCD나 레귤레이터가 특히 다이버들에게 비용적인 부담이 큰데요, SNS
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구입방식이 아닌 이른바 ‘공동구매’라는 새로

글 민경호 변호사

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공동구매 방식은 SNS 상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할인 가격으로 발주를 하기에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기에 계약 과정에서 문
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분쟁이 쉽게 발생한다는 단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매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구매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구매 계약의 해석
1. 민법상 매매로 보아야 하는지
상법 제67조 이하의 상사매매 규정은 법조문상 “상인간의 매매”에 적
용되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인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
재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구매의 경우 매도자인 스
쿠버강사 등이 “상인자격”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매수자인 일반
다이버들이 상인으로서 공동구매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비
공동구매는 민법상의 매매규정(제563조 이하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의 확정
가) 예를 들어 BCD 공동구매의 경우, 매도인이 제작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를 모아서 주문을 넣은 강사(강사가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편의상 강사로 표현했습니다)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
다. 제작자가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 당연히 매도인의 지위에 서게 되
는 것이겠지만, ‘공동구매’라는 표현 자체가 원판매자 또는 제작자에게
매수주문을 일괄하여 넣는 ‘공동구매 진행자’를 전제한 것입니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다40858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구매 진행자가 BCD 제작자를 정확히 특정(제품이나 상표
의 특정은 제작자나 판매자의 특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하지 않고,
진행자 자신이 매수대금을 받으며, 자신이 해당 물품을 홍보하였다면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구매 진행자는
매도인으로서 민법상 매매 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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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와 그 효과
1.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
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으로서 이행불능(BCD의 공
급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 이행지체(BCD를 인도하기로 한 시점이 지
난 것), 불완전이행(BCD를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행지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동구매와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
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
다. 공동구매의 경우 이행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에도 적당한 시점에 매수인의 최고(BCD의 인도요청)가 있다면 그 요

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요청을 할 때 향후 특정시점의 투어에서 해당

청의 다음날부터는 지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88다

BCD를 꼭 사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공동구매 진행자에게 전

3253 판결 참조).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즉 BCD의 인도가 불가

달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함에 있어 보다

능하다면 불능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체가 종료되고 매도자는 불능으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이를 특별손해의 문제라고 합니다).

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매도인은 이행지체가 자
신의 과책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구
체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마치며
스쿠바다이빙은 우리에게 중력과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3.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주고, 웃음과 경이의 세계로 인도해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안전한

가) 이행지체가 성립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장비의 합리적인 구비가 필수적이지요.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은 자유

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매도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와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기에 상호 존중과 배려,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만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합니다. ‘공동구매’에 대한 해석과 매수자의 권리에 관하여 양 당사자

즉, BCD를 언제 인도할지 대략의 기한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

모두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한다면 그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

정 기간이 지난 시점의 인도요청이 곧 계약해제의 최고가 되기도 하

제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여 봅니다. 김연수 작가의

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해제를 위한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설, ‘세계의 끝 여자친구’ 중 작가의 말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치

실제 사례에서는 수차례 인도요청을 하게 되므로 최고 여부가 문제

겠습니다.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 즉, BCD를 공동구매한 자는 BCD의 인도가 늦어질 경우 10일 정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

도(예시 기간입니다)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인도하여 줄 것을 공동구

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

매 진행자에게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인도가 없다면 공동구매

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방식은 단지 의사표시의 전달로

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도 충분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매도인인 공동구매 진행자에게 매수대
금의 반환과 함께 그 받은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
습니다(대법원 2000다9123 판결 참조).
다) 또한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

민경호 변호사

법 제551조). 그러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때에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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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대금과 이에 관한 지급일로부
터의 연 5%의 법정이자 외에 추가적인 손해를 예로 들자면, 투어에서
구매요청을 하였던 BCD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위자
료 등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수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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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유의 역사 ⑧

세인트루이스의 신형 인플루엔자,

나는 시민이 죽는 걸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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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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형 인플루엔자 스페

감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인플루엔자 유

인 독감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최초의 환자는 같

행으로 그 당시 세계 인구 18억 명 중 약 8000만

은 해 3월 미국 캔자스 주 펀스턴 기지 막사에서

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전체 인구의

발열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몰려든 병사

42%가 감염되고 그중 45만 명이 사망했다. 미국

들이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어서 미

에서도 1차 세계대전 전사자 10만여 명 중 80%가

국 내 각 병영은 유럽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징

인플루엔자로 인한 병사였다. 스페인 인플루엔자

집된 병사들로 북적거렸다. 펀스턴 기지 이후 캘

의 세계적 유행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앨라배마 등의 병영에서도

미국 사망자의 도시별 분포를 보면 필라델피아

잇달아 같은 증상이 나타났지만, 누구도 주의를

가 0.7%, 세인트루이스는 0.3%였다. 세인트루이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세

스는 대도시 중에서 사망률 최저를 기록했다. 사

탁기나 전기냉장고, 축음기, 자동차 등이 가정에

망률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시 국채 선전을 위

전체에 끼친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왜 세

한 시가행진 등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의

인트루이스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었

마음은 들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젊은 병사가

을까.

‘폐렴’으로 죽어 간다는 이상 현상이 일부 군의관

세인트루이스의 시장은 최초의 희생자가 발생하

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곧 망각되

자 즉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었다.

와 극장, 교회 미사, 대형 판매점, 오락 시설을 폐

일본으로 눈길을 돌려 보면 1918년 5월 초순, 요

쇄하고 장례식을 포함한 집회까지 금지했다. 모

코스카 군항에서 군함 ‘스오’의 승무원이 인플루

임은 물론 결혼식조차 연기되자 시민들은 영업과

엔자 증상으로 15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록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장에 대한 불만

이 남아 있다. 그리고 6, 7월에는 전국 각지의 연

과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당시 군부대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나는 시민이 죽는

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하자 1918년 6월 18일

걸 바라지 않는다.”며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적극

자 후쿠오카『니치니치 신문』에는 ‘군대병, 유행성

적으로 사회를 통제했다. 시 전체 감염률이 아직

독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일본을 덮친 스페인

2.2%인 상태에서 조기 예방 조치를 단행한 결과,

인플루엔자」, 하야미 아키라).

세인트루이스는 신형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피할

이 유행을 시초로 그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독

수 있었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사회 기능을 방

어한 결과 환자 발생 수는 평탄한 곡선을 그렸고

화된 사회 기능을 배경으로 필라델피아의 비극은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 활동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늦은 필

반면에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고 감염 기회를 줄

라델피아에서는 감염률 10.8%인 시점에서 뒤늦게

이면 동시 대량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8주에

시스템을 방어하여 사회 기능의 파탄을 막을 수 있

걸친 신형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많은 시민이 동

다. 세인트루이스의 경험은 신형 인플루엔자 유행의

시에 감염·발병했기 때문에 의료는 물론 사회 기능

형태를 인간의 지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전체가 마비되었다. 그로 인해 약 1만 5,000명이 사

보여주었다.

망하는 등 막대한 희생을 초래하였다.

전조 현상으로서 제1파 유행은 바이러스가 아직 인

신형 인플루엔자는 조류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

간형이 아니므로 전파력이 낮고 유행 규모는 비교

러스가 사람에게 전파하기 쉬운 인간형 바이러스로

적 작다. 제2파는 바이러스가 인간형으로 변이되어

변이해서 발생한다. 본래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전파력이 높고 유행 규모가 커진다. 지금은 칭송받

기 때문에 인간은 면역성이 없다. 따라서 바이러스

는 세인트루이스 시장도 90년 전 유행 당시에는 불

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고 첫 감염에도 중증으로

확실한 상황 아래서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

이어질 수 있다. 신형 인플루엔자는 모든 인간을 표

았을 것이다.

적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폭발적

2003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한

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면역

고병원성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는 2015년 현재

을 갖기 전까지는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유행한다.

에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감염이 계속

비록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자의 분포가 막대하므

보고되고 있다. 유전자 해석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1963년 출생. 게이오대학 약학부를 졸
업하고 동 대학원 약학연구과 석사과정
을 수료했다. 후생노동성 국립전염병연
구소 바이러스 제3부 연구원과 일본경
제단체연합회 21세기정책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는 하쿠오 대학 교육학부 교
수를 맡고 있다. 전공은 감염면역학, 백
신학이다.

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단

는 인간형 바이러스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

기간에 많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감염되면, 먼저 의

었다. 이와 같이 H5N1형 강독성 조류 인플루엔자

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다음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

에서 신형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

라이프 라인의 확보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사회

니다. 발병률이 높은 신형 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기능의 저하와 사회 활동의 침체를 초래하며 2차적

현존하는 상황에서 나는 21세기형 신형 인플루엔

인 피해가 발생한다.

자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인구 과밀화와 빈번한 역내 이동으로 인해 신속하

주장한다.

고 유효하게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도로 세분

저서
인류vs감염증
왜 감염증이 인류 최대의 병인가
감염증과 싸운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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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Pacific

Papua New Guinea (PNG)
파푸아뉴기니

글/사진 케빈 리(www.diverkevin.com) / 번역 편집부

Shoes feel quite foreign on my well-tanned feet, after being barefoot for twelve
days on the Chertan, a live-aboard dive boat based in Alotau, Papua New Guinea
(PNG). Even more strange, I’m able to email this dive report from 36,000 thousand
feet above sea level, where mere inches from my face, the temperature is a frigid

인도네시아

-50F degrees, as I jet 14 hours, at 578 mph, back to LAX on Singapore Airlines.
파푸아뉴기니의 알로타우(Alotau)에 정박하는 다이빙 보트(거주 가능한 개조 보트)
셰르탄에서 12일간 맨발로 지낸 후 햇볕에 탄 발에 신발을 신으니 꽤나 어색했다. 한

파푸아뉴기니

층 더 생소한 것은 내가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시속 930km로 14시간에 걸쳐
LA 국제공항으로 돌아가면서 해발고도 3만6천 피트에서 이 다이빙 기고문을 이메
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내 얼굴에서 불과 몇 cm 떨어진 곳의 온도는 영하
46℃일 정도로 냉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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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모스비

알로타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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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lotau
Warriors
With Local Kids
Sister and Baby
Boys

PNG is oft likened to The Wild West, as lawlessness abounds and civil unrest
frequently flares up, likely a strong influence of its past, where primitive
inter-tribal warfare was vicious and brutal. Indeed, cannibalism was once a
common practice. Just weeks ago, in the city of Alotau, where I bivouacked
for a few days, rioters forcefully shut down of the municipal power plant.
Understandably, people were greatly agitated at a drunken policeman who
lost control of his vehicle and killed three innocent bystanders (from past
incidents, the police are not well respected here). Wilting flower blossoms
mark the spot where a little girl lost her life.
Then, there was subsequent rioting days ago by laborers, whose wages
were yet unpaid for construction work in the capital city of Port Moseby,
which wanted to impress the world by hosting the recent APEC conference.
Ironically, the biggest headline spawned by the event was about the forty
Maserati luxury cars the government purchased to shuttle dignitaries around,
in a country where the average annual income is about $2,400.00.
파푸아뉴기니는 흔히 황량한 서부에 비유될 정도로 무법이 만연하고 소요 사
태가 빈번히 돌발하는데, 아마도 원시 부족 간 전쟁이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던
과거의 영향이 강해서일 것이리라. 사실 동족들이 서로 잡아먹는 식인은 한

2

때 흔한 행위였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내가 며칠 동안 야영하였던 알로타
우 시에서 폭도들이 도시 발전소를 강제로 폐쇄했다. 이해가 가는 것도 술 취
한 한 경찰이 차량을 잘못 조작해 3명의 무고한 행인을 죽여서 사람들이 몹시
흥분하였기 때문이다.(과거 사건들로 인해 이곳에서 경찰은 그리 존경을 받지
못한다.) 시들어가는 꽃들이 어린 소녀가 생명을 잃은 장소를 말해준다.
그러고는 이어서 며칠 전에 노동자들의 폭동이 있었는데, 이들은 수도인 포트
모스비에서 건설 공사를 하고도 아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도시는 최
근의 APEC 회의를 주최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다. 아이러니하
게도 이 행사와 관련된 최대의 헤드라인은 고위 관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정부가 구입한 40대의 마세라티 고급 대형 승용차에 대한 것이었는데, 연평
균 소득이 2,400달러 정도인 나라에서 말이다.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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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se observations should not deter one from experiencing PNG diving because the beauty of Milne Bay reefs
is second to none, even compared with those I’ve dived
i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The pristine reefs are
bathed by warm, crystal clear waters, nurturing massive
stag horn and other beautiful corals, enormous sea fans,
and spectacular sponges. In turn, marine life is prolific,
particularly an amazing diversity of colorful fish, which
frolic in the aquarium-like setting. No wonder noted marine
biologists such as Roger Steene and Jerry Allen have been
diving PNG for decades. Thanks to Rob Vanderloos and the
Chertan crew for an excellent, memorable dive adventure.

3

이 모든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파푸아뉴기니에서 다이
빙하는 경험을 단념하지 못할 것인데, 밀느 베이 산호초의 아
름다움은 내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다이빙한 곳들에 비
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원래 그대로 남
아 있는 산호초는 따듯하고 수정처럼 맑은 물로 채워져, 육중
한 석산호와 기타 아름다운 산호, 거대한 부채산호, 그리고 장
관을 이루는 해면이 번성하고 있다. 결국 해양생물이 풍부하
며, 특히 다채로운 물고기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 수족관 같
은 환경에서 즐겁게 논다. 그러니 로저 스틴과 제리 앨런처럼
저명한 해양 생물학자들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수십 년 동안 다
이빙을 해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훌륭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다이빙 모험을 즐기게 해준 로브 반더루스와 셰르탄 선
원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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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Chertan Photo by Christian Ullrich
Burial Cal Entrance
Goniobranchus Coi
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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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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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Mollusk

Our dive group was focused on opisthobranchs and included expert

우리 다이빙 그룹은 후새류에 역점을 두었고 그룹에는 앨리셔 허모실

aficionados led by Alicia Hermosillo, Christian Waldrich (German)

로, 크리스티안 월드리치(독일)와 짐 앤더슨(스코틀랜드)이 이끄는 전

and Jim Anderson (Scottish). Though she claims otherwise, I

문 마니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앨리셔의 주장은 다르지만 나는 그

detected no diminishment of Alicia’s laser sharp nudi-hunting

녀의 예리한 나새류 사냥 솜씨가 전혀 무뎌지지 않았음을 알아챘는데,

prowess, in spite of, or maybe because of her prescription dive mask.

아니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맞춤형 다이빙 마스크 때문일지도 모른

Nearly every day, she found a new sea slug for her library; that’s

다. 거의 매일 그녀는 새로운 바다 민달팽이를 찾아내 기록하는데, 그

saying something for someone who has personally seen over 1500

렇게 그녀는 개인적으로 1,500종 이상을 관찰해왔고 그 중 일부는 그

species, some of them her namesakes. Often, when Ali would show

녀와 이름이 같다. 흔히 앨리셔가 자신이 찾아낸 것을 내게 보여주곤

me a find, it was challenging to see the tiny, cryptic slug she was

할 때 그녀가 무척 흥분해하는 바다 민달팽이는 작고 보호색을 띠어

visibly excited about.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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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 limited to an 80cf tank, I was restricted to bottom times of 90
minutes or less, logging 49.5 hours underwater (43 dives). As usual, the
ladies averaged well over 2-hour dives. Though my deepest dive was to
85 feet, generally I hovered around 50 feet or less to conserve air and
minimize nitrogen loading (EAN 32 is available on the Chertan). The
water temperature ranged from 77F to 86F degrees, with 80F being
“normal,” Visibility was 30~100 feet, most the time. Occasionally,
stiff currents made it challenging to maintain position and photograph
nudibranchs, their rhinophores and cerata “flapping in the wind.”
안타깝게도 내 탱크는 80cf로 한계가 있어 나는 90분 이내로 잠수해야
하였으며, 수중에서 49.5시간(43회 다이빙)을 기록했다. 늘 그렇듯이 다
른 여성 다이버들은 평균 2시간을 족히 넘겨 다이빙했다. 내가 가장 깊
이 다이빙한 것은 수심 26m까지였지만, 보통 나는 공기를 보존하고 질
소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셰르탄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EAN 32임)
수심 15m 정도에서 맴돌았다. 수온은 25℃에서 30℃이었으며, 27℃가
‘보통’이었다. 시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9∼30m이었다. 간혹 해류가 거
세서 자세를 유지하고 나새류를 촬영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들의 후각돌
기와 외투막 주름이 ‘바람에 펄럭이는’ 듯했다.

Dragon Pipefish

Cuttle

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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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bouyant Cuttle

Fish

Being so far from home, I stayed a few extra days to explore and do

Another day, after jostling over bone rattling dirt roads in a 4x4 for

some land excursions, despite the torrid, sultry environment. One day, I

an hour along the northeast coast, I met a village chief, who after

just headed up into the hills, along obvious footpaths, with birds chirping

exchanging initial pleasantries, granted permission to visit his ancestral

unfamiliar melodies, unseen in the dense thicket of overhead plants and

burial site, a ancient coral cave, now elevated and dry, where piles of

trees. The path led to small village of families, surviving on subsistence

human skulls rest long and silent in a dark chamber. My cell phone

farming, raising yams, taro, and sweet potatoes. No one goes hungry

flashlight allowed me to gaze upon the fleshless faces of the deceased

as the tropical land provides plenty of banana, passion, mango, papaya,

and I pondered the brevity of life. Out of respect, I asked if I could take a

pineapple and other delicious fruits. Though PNG is home to over 600

photo and was encouraged to so. I did.

languages, I was pleasantly surprised that even inhabitants of remote

또 다른 날 나는 북동부 해안을 따라 4륜구동 차를 타고 뼈가 부대낄 정도

villages speak passable English, as it is the primary language of school

의 비포장도로를 1시간 동안 헤쳐나간 다음 한 촌장을 만났는데, 그는 먼

instruction. For a nation needing to be united, a common language,

저 사교적인 인사말을 나눈 후 자기 조상의 매장지를 방문하도록 허용했

English in this case, is a good start.

다. 그곳은 이제는 융기되어 건조한 고대 산호초 동굴로, 인간 두개골들의

집에서 너무도 멀리 왔기에, 나는 타는 듯이 뜨겁고 찌는 듯이 더운 기후

더미가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영면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불빛으로 망

에도 불구하고 며칠 더 머무르면서 탐험하고 일부 육상 여행을 했다. 어

자의 살점 없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 날 나는 눈에 띄는 오솔길을 따라 무작정 언덕으로 향하였으며, 머리

존경심을 표하면서 나는 사진을 촬영해도 좋은지 물어보았으며, 그래도

위로는 식물과 나무들이 빽빽한 숲속 어딘가에서 새들이 익숙하지 않은

좋다고 해서 촬영했다.

가락으로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작은 마을이 나
왔는데, 이곳 가구들은 얌(참마), 타로(토란)와 고구마를 기르면서 자급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열대 지역이 바나나, 시계꽃 열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과 기타 맛있는 과일들을 풍성하게 내어주므로 아
무도 굶지는 않는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600가지 이상의 언어가 있지
만, 나는 외진 마을들의 주민조차 영어를 무난하게 구사하는 점에 꽤나
놀랐는데 영어가 학교 강의에서 기본 언어이기 때문이다. 통합이 필요한
나라에서 공통의 언어, 이 경우에 영어는 좋은 출발점이다.

Slug

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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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기다림, 편도 50시간의 여정
스쿠바다이버가 혹등고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찍은
사진과 숨이 멎는 영상, 그리고 경이로운 장면들로 가
득한 다큐멘터리.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저는
소코로를 처음 접하고 이곳 리브어보드 1대를 온더코너
멤버들만으로 차터(전세예약)하여 가봐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그러나 혹등고래 시즌이라는 1월 말부터 3
월 말까지의 기간은 그때부터 벌써 향후 3년 치 예약이
꽉 차 있었고, 2018년 시즌은 2016년 초순경 북미권 그
룹들에 밀려 예약이 불발되었다. 2019년 시즌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어, 2016년 가을
에 파인드블루를 통하여 드디어 차터에 성공하였다. 한
국인 최초 소코로 차터투어인 것이다. 이후 2019년 2월
초 설 연휴까지 3년을 기다렸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순식간에 흐른 것 같다.
소코로의 정식 명칭은 레비야히헤도 제도(Revillagigedo
Archipelago)이다.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
단 카보산루카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390km 떨어져
있다.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11시간의 비행, 경유
대기 6시간, 산호세 델 카보(SJD) 공항까지 3시간 비
행, 승선까지 다시 3시간의 대기, 이후 배로 24시간 정
도 가면 비로소 소코로 바다에 도착했다. 사소한 이동
과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의 일정임에도 편도
로 50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야 닿았다.
5년의 기다림, 편도 50시간의 여정을 거쳐, 현지 시각
2019년 2월 2일 토요일 07:30 드디어 바닷속 쥬라기 공
원에 첫 입수를 하였다.

1

바닷속 쥬라기 공원

멕시코 소코로섬
글/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
PADI IDC Staff Inst.)

멕시코
라파즈
카보산루카스

소코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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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만타, 돌고래와 함께한 체크다이빙
소코로 지역의 대표적인 체크다이빙 포인트는 산 베네딕토섬 남동쪽에 위치한 캐
년이다. 이곳은 만(bay)의 형태라서 파도의 영향을 덜 받아 잔잔하고, 바닥(수심
20~25m)이 있는 곳이기에 체크다이빙에 적절하다. 브리핑도 웨이트 체크에 집중

보일러의 돌고래들과 다이버
돌고래를 만난 기쁨을 별모양으로 표현함
노을빛에 물든 산베네딕토섬
보일러의 블랙만타와 다이버
체크다이빙에서 본 고래상어
체크다이빙에서 만난 자이언트 만타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우리 일행 18명은 3팀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저는 첫 번
째 입수하는 팀의 가이딩을 일정 내내 맡았다.
스키퍼라는 비교적 큰 형태의 딩기를 타고 모선(노틸러스 언더시)을 출발하여 입수
지점에 도착했다. 짙푸르게 일렁대는 물색이 태평양 한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백롤 입수와 바로 이어지는 하강, 25도의 수온이 예상보다는 따듯하게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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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왔다. 팀원들과 OK 사인을 주고받던 중, 서쪽 하늘에 검고 큰 물
체가 보였다. 고래상어였다. 소코로 첫 다이빙에서 입수 직후 고래상
어를 만난 것이다.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조류 덕에, 고래상어도 우
리도 별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서로를 응시할 수 있
었다. 짙푸른 물색과 고래상어의 미끈한 자태, 시원하게 몸을 훑어내
던 조류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고래상어를 보내고 남동쪽으로 진행하니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계속
하여 자이언트 만타레이(오셔닉 만타레이)가 출몰했다. 자이언트 만
타레이는 무척이나 크고 우아하다. 소코로 바다의 만타레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바로 다이버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이버

2

가 내뿜는 버블이 자신의 몸에 닿는 느낌이 클리닝과 비슷하여 좋아
하는 것 같다. 다이버가 만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만타가 다이버를 계
속하여 따라온다. 여러 앵글에서 만타를 촬영했고, 심지어 함께 셀카
를 찍기도 했다.
체크다이빙 출수 무렵 SMB를 전개하고 릴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 고
음으로 웃는 것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려 돌아보니 돌고래 3마리가 있
었다. 다이버를 흉내 내듯, 물속에서 수면으로 버블을 쏘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웃고 장난치는 돌고래를 가까이서 바라보다니, 이보다
경이로운 출수가 있을까 생각했다.

기대에 넘치게 응답해 주었던 보일러
산 베네딕토섬 북서쪽에 보일러라는 포인트가 있다. 거대한 수중 산의

3

지형이 특징인 이곳은, 파도가 칠 때 봉우리 부근에 물이 끓듯 기포
102 |

4

가 올라와서 보일러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한다. 보일러에 대한 극찬이 많았

혹등고래가 뛰어놀던 그곳, 로카 파르티다

기에, 기대에 부풀어 입수하였다. 이곳 수중 산은 마치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캐년, 보일러 두 곳 모두 포인트 인근에 정박했던 노틸러스 리브어보드 선

얇은 지층이 켜켜이 쌓여서 형성되어 있기에, 매우 독특한 인상을 준다.

상에서 혹등고래가 숨을 뿜고, 물 위로 점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

입수하자마자 짙푸른 바닷속 정적을 뚫고 돌고래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두

었다.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휴식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와 감

손을 모아서 보여주면 돌고래가 손에 키스를 해준다는 브리핑이 있었기에,

동 그 자체였다.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소코로의 늦겨울부터 초봄까지의

멤버들은 다 같이 손을 모아서 돌고래에게 보여준다. 돌고래 웃음소리와 멤

시기에는 많은 다이버들이 경쟁적으로 예약을 시도한다.

버들의 웃음소리가 버블과 함께 물속에서 부서지며 올라간다. 이곳 돌고래

로카 파르티다는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돌기둥 형상의 포인트이다. 물 위에

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면에서부터 40m 수심까지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자유

노출되어 있는 바위는 새의 분변으로 인해 새하얗다. 로카 파르티다에 도착

낙하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다이버에게, ‘너는 이거 할 수 있어?’라고 묻는
것 같은 인상이다. 돌고래가 웃으며 낙하를 시작하면, 주변의 다이버들이 따
라서 내려가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들어 15m 이상의 수심대를 바라보니, 만타들이 여유롭게 유영하고
있다. 다이버들이 뿜어낸 버블들을 몸에 가득 부딪히며 떨고 뒤집고 즐기
고 있다. 아주 커다란 블랙만타도 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것 같은 짙은
어둠색의 블랙만타가 다가오면,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블루워터에
혼자 나간 다이버가 있으면, 그에게 3마리가 함께 다가가서 빙글빙글 돌
기도 한다.
보일러의 북서쪽 수중 15m 지점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현판이 놓여있다. 소코로 지역이 멕시코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5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다이브 포인트에는 한 시점(45
분 기준)에 1대의 리브어보드에 탑승한 다이버들만 입수할 수 있고, 한 포
인트에 3대의 보트만이 입수 가능하다. 어업은 금지되며 멕시코 해군이 이
를 감시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1 보일러의 돌고래들
2 보일러 수중에 있는 국립공원 현판
3 보일러의 지형

4 로카 파르티다의 얕은 수심
5 로카 파르티다 발코니의 상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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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바위 바로 옆에서 숨을 뿜고, 잠수하는 혹등고래 모자(母子)를

그러나 흐릿한 시야가 산들을 조금 감싸주어, 오히려 분위기의 신비함이 더

보고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었다. 스키퍼를 타고 있을 때 수면 가까이에서

해진다.

보기도 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다. 버블을 경계하는

만타 클리닝 스테이션이 수심대별로 3곳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곳에서

고래의 특성 때문이다.

만타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매 다이빙마다 망치상어를 보았고, 두 번째

소코로 바다의 가장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가 바로 로카 파르티다이다.

다이빙 때는 입수와 동시에 깊은 수심에서 빛나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망치

사방에 수평선만이 보일 정도로 멀고 외딴 바위섬인 이곳은, 큰 바다의 특

상어 스쿨링을 만났다. 수심에서부터 35m 수심까지 다급하게 내려갔고, 동

성이 집약된 곳이다. 거대한 참치가 터주대감처럼 다이버들 사이를 휘젓

쪽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조류 덕분인지, 150마리가 넘는 망치상어들이 경계

고, 블루워터에는 참치들과 망치상어들이 스쿨링을 이루며, 절벽에 움푹 파

심을 갖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파노라마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큰

여서 발코니라고 불리는 곳에는 화이트팁 샤크들이 겹을 이루며 쌓여있다.

무리의 망치상어 스쿨링은 처음 보았다. 심장은 귀에서 쿵쿵 울렸고, 버블은

수면을 바라보면, 마치 하늘에 물고기들이 떠다니듯 전갱이와 트레발리들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으나, 시간은 오히려 천천히 흘렀다.

이 맑은 물결을 헤치며 돌고 있다. 출수할 때 수면 위로 솟아서 파도를 맞

이번 투어 마지막 다이빙은 소코로 섬에서의 세 번째 다이빙이었다. 입수 후

는 흰 바위섬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현실의 극에 닿았다는 감상이 든다.

얼마 되지 않아 15m 수심에서 우리를 스쳐지나가는 돌고래 세가족을 만났
고, 출수 무렵에는 얕은 수심에서 용암이 흐르며 만들어낸 웅장한 산세를

독특한 지형과 망치상어들의 행진, 소코로섬

마음껏 감상했다. 햇살은 시원섭섭하게 수면위로 떨어졌고, 물비늘은 아찔

마지막 행선지는 소코로섬의 카보 피어스 포인트였다. 마치 거대한 만타레

하게 흩어졌다. 해가 진 후 나이트 실키샤크 스노클 프로그램이 있었다. 보

이의 꼬리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긴 것 같은 지형이다. 용암이 순식간에
굳어서인지 수중에 가파른 산맥이 굽이친다. 갑자기 나타난 웅장한 산세에
놀라서 셔터를 수차 눌렀다. 이곳은 물때에 따라 시야가 흐릴 때도 있다.

1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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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불빛을 따라 모여든 플랑크톤이 날치를 부르고, 날치는 다시 실키 샤크
들을 부른다. 우리는 밤바다에서 랜턴을 들고 스노클을 하며 조명을 온몸으
로 받는 상어들을 만났다. 소코로의 물랑루즈라고 하겠다. 화려한 이별의 물
장구였다.

먼 귀국길, 그보다 더 긴 여운
파도가 높아져서 돌아오는 뱃길은 조금 멀고 험난했다. 24시간 내내 배가 많
이 흔들려서 멀미를 하는 멤버들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카보산루카스 항구
에 도착하니 아침 해가 눈부셨고, 하늘에는 구름도 없었다. 정박한 배들 옆에
는 바다사자가 물장구를 치고 펠리컨이 내려앉았다. 귀국길도 5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으나, 소코로 바다의 여운은 훨씬 더 길고 진했다.
샤크 스노클을 횟수에서 제외하면, 스쿠바다이빙은 총 18회였다. 나이트록스

4

32% 기체를 썼는데도 NDL은 늘 부족했고, 60분씩 다이빙을 하였음에도 출
수가 항상 아쉬웠으며, 온힘을 다해 가이딩을 하였음에도 무언가 놓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남았다. 18회 중 망치상어를 본 다이빙이 16회, 만타가
11회, 돌고래가 3회였다. 단지 귀한 생물을 많이 보았다는 것 외에, 소코로 바
다는 태초의 생명력의 끓어오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다이버는 경계심 없이 그저 손님으로만 대접받았다. 방문객이 환영받는 생명
력 넘치는 테마파크, 바로 쥬라기 공원인 셈이다.
1993년 처음 개봉하고, 이후 최근까지 후속편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
는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명대사는 “Life finds the
way”(생명은 답을 찾아낸다)이다. 소코로 지역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
이 폭발하여 생긴 섬과 바위들로 구성된 제도이다. 용암은 당시 주변을 모두

5

뒤집어 놓았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곳의 바다는 답을 찾아낸 생명들로 가
득 찼다. 생명이 찾아낸 답이 궁금하다면 쥬라기 공원이 저 곳에 있다.

1 카보피어스 포인트의 지형과 다이버
2 체크다이빙에서 찍은 셀카
3 소코로 섬의 반수면 사진

4 카보피어스 포인트 맵
5 하선 후 카보산루카스 항구에서 만난
바다사자와 펠리컨
6 하선 후 멤버들의 단체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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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의 섬나라

프렌치폴리네시아
글/사진 김태엽(Taeyup Kim)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Instagram: yupee21)

파퓨아뉴기니

바누아트
피지
퉁가

쿡제도

프랑스령
프렌치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2018년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10박 11일정으로 프렌치폴리네시아 리브어

제공항이 위치)과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보라보라섬, 모레아섬 이지만 다

보드 투어를 다녀왔다. 프렌치폴리네시아는 프랑스령으로, 호주와 남미 대

이빙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Tuamotu islands 투아모투 군도, Tuamotu

륙의 사이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시차는 한국과 19시간, 비행은

archipelago 이다. 그중에서도 Rangiroa(랑기로아), Fakarava(파카라바)가

일반적으로 한국-도쿄-파페에테(타히티섬) 루트를 이용하게 되며, 도쿄-

핵심 다이빙 사이트이다. 특이 파카라바는 유네스코 biosphere reserve에

파페에테 노선이 약 12시간 소요된다.

선정되어 바다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었다.

프렌치폴리네시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오히려 많은 커플들이

이름에서 드러나듯 많은 섬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며, 프랑스령이지만 프랑

신혼여행지로 선택하는 타히티, 보라보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렌치폴리네

스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직항편이 없어 프랑스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

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 타히티섬(타히티섬 내 파페에테에 유일한 국

들다. 미국에서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항공편이 많아 70프로의 관광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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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며, 다음으로는 일본인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섬들은 많은 다이버들이 최근 방문하고 있는 몰디브에서 볼 수 있는 아톨
형식이며, 거의 모든 다이빙을 아톨의 채널에서 진행한다. 이러한 채널은 아톨 내부
를 지칭하는 라군과 외해를 잇는 채널, 이를 Pass라고 칭하며 유명한 포인트들은 대
부분 Pass 형태이다.
Pass는 Incoming, Outcoming 즉 밀물, 썰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밀물일 때
외해에서 투명한 물이 유입되어 30~40m 정도의 투명한 시야가 나타난다. 이러한
물의 유입 방향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매번 유입 방향을 체크하여 Pass에서의 입
수, 출수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 조류가 셀 것으로 생각되었
으나 나를 포함한 리브어보드 내의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조류 때문에 다이빙을 힘들
어 했던 적은 없었다. 다만 언제나 일정한 조류가 있어 상어 떼, 고기 떼를 마주할 때
는 조류 때문에 사진촬영을 할 때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다.
내가 이용했던 선박은 Master라는 업체로, 전 세계 여러 다이빙 사이트에 리브
어보드 루트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이다. 프렌치폴리네시아 루트는 Rangiroa,
Fakarava를 기점으로 항해하며 중간중간 여러 아톨에 들리게 된다. 배의 컨디션을
아주 좋았으며, 음식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촬영 관련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
었다. 배는 7일, 11일짜리 두 개로 나뉘며 11일 일정은 주변 아톨을 좀 더 둘러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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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다. 나는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가이드들의 말이나 해당 포

2차례 하였으며, 햇빛이 들 때의 상어들의 모습과 정말 다른 행동양식을 볼

인트의 사진 등을 보아 짐작해 보면 주변의 다른 아톨들은 큰 특색이 없어

수 있어 좋았다. 단점은 크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다이빙 사이트였

보였다.

으나, 다른 다이빙 지역에 비해 조금 아쉬운 점은 연산호가 없다는 것이다.

프렌치폴리네시아 다이빙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대부분 경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산호는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얕

가장 큰 특징은 투명한 시야에 엄청난 개체수의 대물을 볼 수 있다. 그레

은 수심에는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운 경산호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리프, 실버팁, 화이트/블랩팁 리프상어 등이 대표적이다. 몇 마리 있을

그리고 다이빙의 형태가 대부분 Pass에서 진행되다 보니 다이빙 형식이

때는 다이버들의 시선을 잘 끌지 않은 개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렌

거의 같다는 점이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진촬영을

치폴리네시아의 그것은 다르다. 50마리, 100마리 그 이상의 상어들이 내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여러 형태의 다이빙

눈 앞에 커튼처럼 펼쳐진다. 그것도 수평시야 30m 이상인 곳에서. 이러

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광경은 프렌치폴리네시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이며 흔히 상어커튼

이상 프렌치폴리네시아 리브어보드의 개괄적인 정보와 특징에 대해 간략

(Shark curtain), 상어벽(Shark wall)이라고 부른다. 타이거샤크, 그레이트

히 소개를 마치며, 추가적으로 모레아섬에서 흔히 진행되는 해상투어에 대

해머헤드샤크 등 귀한 개체들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먼 거리에서만 볼 수

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있었으며, 확률이 높지는 않다.

모레아섬에는 여러 보트 투어 업체들이 있다. 이는 외해로 보트를 타고 나

그리고 지상 환경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다. 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했

가서 리프 다이빙에서 쉽게 보기 힘든 개체를 찾는 것이 주목적이다. 해외

던 어떤 섬, 비치를 압도하는 정말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섬이었다. 이런

의 유명작가들의 프렌치폴리네시아 수중사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반수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반수면 사진을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

면 형태의 가오리 사진이나 혹등고래 사진은 대부분 이 섬에서 이런 형태

도 많다. 또한 중간 사이즈의 다양한 종의 물고기들의 스쿨링을 볼 수 있

의 투어를 이용하여 촬영된 것이다. 얕은 수심에 많은 수의 가오리가 있는

으며 다이버들에게 거리를 잘 준다는 인상을 받았다. 수중사진가에게는 더

사이트가 있으며, 8~10월 시즌에는 혹등고래는 99% 개런티로 볼 수 있

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며, 얕은 수심의 스노클링으로도 다양한 어종의

다고 한다. 그리고 서칭을 통하여 오셔닉 화이트팁 상어, 돌핀피쉬 등 리프

스쿨링을 볼 수 있었다.

다이빙에서 쉽게 보기 힘든 피사체를 마주할 수 있다. 만일 프렌치폴리네

마지막으로 상어 나이트다이빙이 특색이 있었다. 야간의 많은 개체들의 상어

시아 리브어보드를 계획한다면 모레아섬에서의 투어 일정도 같이하면 더

들이 피딩이 아닌 정말 야생 그대로의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총

욱 만족스러운 다이빙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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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I/TDI/ERDI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
글/사진 이정현 (꽃보다다이버 동호회 대표강사)

2019년 1월 26일 SDI/TDI/ERDI 본부에서 개최하는 국제

아이스다이빙의 매력은 입수해서 위쪽의 두껍게 얼은

아이스다이빙에 참가했다. 올해로 SDI/TDI/ERDI에서 개

얼음 면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 두꺼운 얼음 면으로 은

최하는 아이스다이빙은 3년 연속 참가로, 작년 아이스

은하게 햇살이 비춰지며 다이버가 뿜어 낸 버블로 인해

다이빙을 교훈 삼아 올해는 첫 번째로 신청하여 첫 번째

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맛 볼 수 있다. 보통 바다와 같은

입수 순서를 얻게 되었다. 작년에는 한파 속에서 입수

오픈워터에서 하는 스쿠버다이빙과는 또 다른 매력이다.

순서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지만 올해는 기온도 그

단지 춥다고 도전하지 않는 다이버가 있다면, 장비도 무

리 춥지 않았고, 넓은 행사장소로 작년보다 더욱 쾌적하

겁고 추운데 왜 바닷속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주변의 비

게 아이스다이빙을 즐길 수 있었다.

다이버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경험하지 않

SDI/TDI/ERDI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에는 매년 홍콩,

으면 이 신세계를 알 수 없다.

중국 등에서 외국 다이버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에

아이스다이빙은 평소에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바다와 같

도 20여명의 외국 다이버들이 참가했다. 겨울다이빙의

은 오픈워터에서의 다이빙과는 다른 사전 준비가 필요

꽃이라고 불리는 아이스다이빙을 국내에서 매년 참가

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 장소 선정, 육

할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

상 보조자, 얼음 절단 등은 경험 많은 단체에서 진행되

다면, 해외에서도 와서 참가하는 아이스다이빙의 매력은

기 때문에 참가자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참

무엇일까?

가하는 다이버는 보온이 잘 되는 슈트, 결빙 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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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호흡기 등 개인 다이빙 장비의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교육을 받고 강

추위에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었다.

사와 함께 다이빙을 한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다이버라면 꼭 아이스다이빙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보온이 잘 되

아이스다이빙은 입수를 했던 얼음 구멍으로 다시 출수를 하게 되는데 이를

는 슈트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다이빙을 못 하는 비다이버들도 한번쯤은 아이

위해 텐더줄이라는 것을 다이버에게 연결하며 이를 통해 육상 보조자와 의

스다이빙 행사에 참가하라고 권하고 싶다. 두껍게 언 강 위를 걸어 다니며,

사소통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육상 보조자가 1회 텐더줄을 당기면 “좋으

다이버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 또한, 아이스다이빙의 하이라이

냐?”라는 의미이고, 다이버는 이에 1회 텐더줄을 당기면 “좋다!”라는 의미가

트라고 할 수 있는 얼음 절단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다. 전기톱

된다. 하지만, 처음 아이스다이빙을 경험하는 다이버는 주의하지 않으면 이

으로 두꺼운 얼음을 한 변의 길이가 2~3m 정도 되는 큰 삼각형으로 잘라

텐더줄에 몸의 일부가 감기게 되기도 하고 육상 보조자의 사인을 못 알아채

내고 밧줄에 이어 끌어 올리는 장면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한다.

는 경우도 있다. 올해 처음 아이스다이빙을 경험한 교육생 2명은 모두 육상

아이스다이빙을 하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는, 얼음 위에서 먹는 따뜻한 어묵

보조자와 내가 사인을 주고받은 것을 못 알아챘다고 한다. 하지만, 강사나

이 아닐까 싶다. 이번 SDI/TDI/ERDI 아이스다이빙 행사에서는 어묵만이 아

아이스다이빙 경험자와 함께 하게 된다면 다이빙을 즐기는 것에 문제는 없

니라 떡볶이, 핫도그, 만두 등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었다. 매년 느끼는 일이

을 것이다.

지만 아이스다이빙 후에 먹는 어묵은 세상 어느 음식보다도 맛있다. 꽁꽁 언

또 한 가지 다이버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다이빙 장비이다. 평소에는 다

몸도 녹게 되고 두껍게 언 강 위에서 먹는 것이 또 다른 운치가 있다.

이빙장비를 체결한 후에는 공기통 벨브를 열어 잔압을 확인하지만, 기온이

아이스다이빙은 다이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이빙이라고 생각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압축공기 속의 수분이 얼어버릴 수 있으므로 물속

한다. 추운 겨울이라고 따듯한 열대 바다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아

에서 실린더 밸브를 개방하게 된다. 수온이 많이 낮기 때문에 보온에 주의해

이스다이빙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텐더줄을 걸고 버디와 같이 하강하

야 하며 특히 드라이슈트가 누수되지 않도록 지퍼 잠금, 드라이 장갑 체결 등

는 느낌, 육상 보조자와의 의사소통, 차가운 수온, 오버헤드 환경에서의 다

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꽃보다다이버 동호회에서는 5명

이빙, 두꺼운 얼음을 뚫고 은은하게 비추는 햇살 등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즐

이 다이버로 참가했는데 2명이 드라이슈트 침수가 있었다. 한명은 지퍼를 끝

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 아이스다이빙을 겨울 다이빙의 꽃이라고 부르

까지 잠그지 않았고, 한명은 드라이장갑 체결이 잘못되어 온몸으로 침수가

는지 알게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아이스다이빙의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

이어졌다. 다행히 2명 다 충분히 아이스다이빙은 즐길 수 있었고, 당시에는

아이스다이빙을 처음 경험하는 교육생과 함께 참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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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의 장애인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

나도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글/사진 박경배 (BSAC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DFA과정은 2009~2018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수많은 장
애인에게 교육을 하고 함께 투어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
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106개의 정규 다이버 인증이 있
었으며, 이 중 5명의 장애인이 강사가 되었다. 이는 BSAC가 단순히 교육
단체가 아닌, 다이빙 연구단체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난 2월 23일, 24일 양일간 DFA 과정의 국내 보급을 위해 BSAC Korea
본부에서 처음으로 DFA 강사 과정이 진행되었다. 과정은 BSAC 부의장이
자 DF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인 Maria Harwood 씨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DFA 과정은 장애의 종류와 영향, 장애에 대응하는 법, 의사소통, 장비 고
려사항, 교육의 계획 및 실행, 법적 및 도덕적 입장 등 장애인 다이버를 교
육할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양하게 다룬다.
진행과정은 크게 이론 수업과 수영장 실습 및 해양 실습(평가)으로 나뉜다.
이론 수업은 딱딱하고 일방적인 수업 방식 보다는, 워크샵 방식으로 진행
되어 과정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한다. 수영장
실습에서는 직접 장애인의 상황을 겪어보며 어려운 점들을 파악하고 사전
에 충분히 대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정에서는 모든 종류의 장애를 다루는 세부적인 기술을 다루지는 않
지만,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게 다이빙을 가르치기 위한 포괄적인 접

우리 모두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장
애를 가진 사람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스쿠버다이빙은 신체건강
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수중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아름다운 수중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Diving For All(DfA)’은 BSAC의 장애인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두
를 위한 다이빙’ 이라는 과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
들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함께 다이빙을 하게 될 다이버들
이 버디로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어 모두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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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과 마음가짐을 점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장애인들은 다른 비장애인 교육생들보다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으
로 교육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다이빙을 배울 기회
를 제공하고, 함께 다이빙을 즐김으로써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할 사회활동
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규제하듯이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
고 법을 떠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 원하듯, 나도 장애
인들에게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에 BSAC Korea는 누구나
동등하게 다이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진 단체로서 그 토대
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은 이미 ‘다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들은 매일 많은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다이빙을 배울 때도
다르지 않다. 단지, 함께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더 필요
한 것은 이해심과 기다림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스쿠
버다이빙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국의 Nic은 선천적으로 팔이 기형이다. Nic은 어느 누구보다 활동적이
며 유쾌한 다이버이다. 그는 혼합기체 다이버로 70m 수심까지 다이빙을
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이 DFA 과정을 직접 참여하며 느낀 점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같
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거나 특정한 가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이빙 강사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장애를 이해하고 다이빙을 배울 때 그 장애로 인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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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폐로 액체가 새어 들어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처치하지 않으

침수폐부종에 대한
다이버 지침

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번역 박종섭(BSAC Korea 본부장)

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다이버의 구출을 시도하거나 조류에 대항

고혈압은 폐부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다이빙
적합성을 위한 의학설문지 양식에 들어가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전에 덜
이해되었던 것은 매우 격렬한 운동이 IPO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군대의 다이버들처럼 극단적인 훈련 상황에서 발생되었던 사례로 알

하는 경우처럼 운동의 수준이 매우 격렬할 때에 발생할 수 있다.

예방
IPO는 물에 잠기는 것과 그로 인한 신체 반응에 대한 조합의 결과이다. 다
음의 몇몇 간단한 예방 조치들은 위험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혈압 : 고혈압이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혈압을 가진 다이버는
다이빙 전문의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	수화 : 다이버는 다이빙 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	운동 : 극단적인 운동의 수준은 아주 건강한 사람조차도 IPO가 발생되
게 하므로 극단적인 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이빙 사고의 한 요인으로 IP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BSAC는 IPO 발생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IPO의 발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

고 있다. 원래는 1980년대에 보고되었지만, 최근까지 희귀한 경우로 여겨

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정보 및 증거의 실체가 늘어나

졌었다.

는 동안, 우리는 다이버들에게 다음과 같은 IPO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식
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인식 제고

•	특별히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흡 곤란을 겪는 다이버. 호흡

얼마 전까지 드물다고 인식되었던 IPO는 지난 5~6년 사이 발생한 다이빙

곤란은 빠르고, 고르지 못하거나 심한 호흡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기침

사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사고 요소로 볼 수 있다. BSAC는 2016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년 이후 연례 다이빙 사고 보고서에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	혼란, 잘못된 방향이나 임의의 방향으로 유영하는 것.

Peter Wilmshurst 박사는 2014년과 2017년에 BSAC 다이빙 컨퍼런스에서

•	호흡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주제를 발표했다. 최근 BSAC 연례 사고보고서에 의료 평가를 거쳐 정

•	호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음

의된 사건들 중에는 IPO와 관련된 사고들이 있었고, 그 중 살아남은 생존

•	‘기체 고갈’을 표시하지만, 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적절한 기체 공급

다이버들은 물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이다.

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까지 전체(1997~2018) 데이타 베이스에서 총 24건의 사고들이 IPO로

•	‘기체 고갈’ 신호 시에 예비기체공급원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다이버.

확인되었고, 2016~2018년 보고된 사고들에선 29건이 IPO가 중요 요소로

• 수면에 있을 때 호흡곤란을 호소

의심된다고 보고하였다. 2014년 다이버의 IPO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부터
SCUBA(BSAC 공식 매거진)에는 IPO를 겪은 개인적인 경험 등 다수의 기

처치

사가 게재되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물속에서 본인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면, 다이빙을 끝내

폐부종은 폐에 액체가 쌓이는 결과를 낳는 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

고 안전하게 상승한 후에 즉시 출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버디

동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처치는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위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이라도 나타난다면,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물에
서 신속히 도와야 한다. 일단 출수한 이후에는 사고자에게 다음과 같이 처

원인

치해야 한다.

다이버 또는 수영자가 물에 잠길 때, 정수압은 다리 정맥의 수축을 일으

• 의식이 있다면 상체를 세우고 앉는다. • 산소를 공급한다.

킨다. 그 결과 평소 다리 쪽에 분포되었던 혈액은 가슴 쪽으로 밀려나게

• 몸을 따뜻하게 한다.

된다. 가슴 쪽의 혈액량이 증가하면 폐포 모세 혈관의 압력이 상승하고

그리고 의료진찰을 받는 것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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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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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켓에서
푸켓에서 활동하는
활동하는 두명의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합동으로 진행하는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강사개발교육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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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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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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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강릉
동해/삼척

서울

고성

인천

울릉도
울진

격렬비열도

왕돌초

영덕
대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대구

창원

광주
통영

부산
거제

목포

홍도

통영
남해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강릉 경포

제주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서귀포/문섬

남해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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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경남 지역 다이빙 센터&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박출이

산등리조트 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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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212-405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E-mail : ssyscuba72@hanmail.net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허정수

두미도마린리조트 황문성

010-4847-9713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010-9163-0777 경남 사천시 목섬길 75

Blog : 거제덕포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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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욕지도해양대국 이수한

010-5327-6969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128번지

010-7358-792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옥동로383

E-mail : haenou@hanmail.com

E-mail : han2world@hanmail.net

남해미조잠수 이현철

남해다이브리조트 이천종

010-5385-1241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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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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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yicji@hanmail.net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이용선

남해수중 구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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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492-1264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8

Web : hayaruby.co.kr, 네이버 남해하야루비

E-mail : 0558674667ktm114.kr

프로잠수 강효중

Frog Diving 조종철

010-6511-3866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26

010-6642-044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E-mail : kanghj23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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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여행잠수풀장 안광모

진주정수다이빙스쿨 허정수

010-5157-337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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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badatour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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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연합회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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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The World Diving Spots

오가사와라

팔라우

홍해

제주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수단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필리핀

안다만제도
르당

몰디브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데라완제도

팔라우
라양라양
시파단

축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세이셜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알로르

뉴칼레도니아

대보초/코랄씨

모리셔스

용갈라렉

르위니옹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

대보초
120 |

파퓨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세노테

과달루페

코르테즈해

과달루페

유카탄반도
(세노테/코즈멜섬)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바하마제도
쿠바

(카보스/라 즈/코르테즈해)

케이만군도
벨리즈

코코스섬

보네어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타히티
피지

통가

통가

갈라파고스제도

TOUR

The Philippines Diving Spots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코론
갈라파스쿠아섬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오슬롭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자카르타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까마귄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투바타하리프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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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onesia Diving Spots

렘베해협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암본베이

라자암팟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할마헤라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라브안바조

발리

알로르

동티모르

사움라키

머뭬레

코모도

반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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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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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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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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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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바타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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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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
을갈

때 스마트폰
· 태블릿에
「격월간 스
쿠바다이버
」 지를 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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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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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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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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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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ote)가 유명하다. 다이빙의 중급자 이상이라면

특징 : 카리브해(Caribbean Sea)는 대서양과 멕시

특징 :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Cocos)은 야생 해양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케번 다이빙부터 전문 케이브

코만에 접한 바다이다. 카리브해는 어족과 산호초가

생물의 보고이고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

다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동굴이 리비에라

풍부하며, 벨리즈의 블루홀, 케이만군도, 바하마제

빙마다 수십 마리의 망치상어(H a m m e r H e a d

마야(칸쿤, 프라야 델 카르멘, 툴룸)에 산재해 있다.

도, 쿠바 등 다양한 다이빙사이트가 있다. 카리브해

Shark)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코스섬은 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

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고도에 따라 다소 다르며 따

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며
우기는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코코스 섬에서의 다

듯하고 습하며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거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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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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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시파단

필리핀, 부수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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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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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말레이시아, 시파단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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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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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피서 투어, 멕시코 백상아리
인도네시아 상가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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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자리!!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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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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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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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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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로네시아 얍
일정 : 1월 중
특징 : 만타의 고향 얍. 만타 짝짓기 시즌에 떠나는 베스트 여행
2020년 인도네시아의 보석, 라자암팟
일정 : 2월 1~15일
특징 : 최고의 시즌에 떠나는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사진가 대 환영!!
2020년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일정 : 4월 2~9일, 4월 30일~5월 7일 두차례
특징 : 필리핀이라고, 다 같은 필리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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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공항 출입국 시 주의할 사항
아래 내용들은 공항(만) 출입국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제로 문제들을 요약한 것이다.

※	여권 페이지란 부족 시 입국심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사
증 란 추가-여권 페이지 추가”를 신청해야 한다.
※ 추가기재 란은 비자 부착란이 아니다.

여권 유효기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자제도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은 중요한 입국 요

부주의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건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접 출발하는 경우 사전 탑승 수속

공항 통과 시 단체에 섞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다가 체

시 확인이 가능하나 제3국에서 곧 바로 입국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

류 후 출국하려던 중 공항 출국 수속 시 밀입국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월 미만인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다만,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해당

※	만약 단체와 섞여 입국하는 바람에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입국한 경우에

되지 않는다.

는 즉시 입국심사 카운터로 문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공항 직원도

※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항이민청 직원이 입국심사에 협조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연휴 또는 공휴일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으
니 사전에 반드시 여권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국 시는 무

훼손 여권

관하다.

여권의 인적사항 란(사진부착 란)이 여권 본체와 분리 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간혹 출입국 심사 시 여권위변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여권 사증 페이지 부족

입국이 불허될 수 도 있다. 그렇다고 임의로 학습용 테이프나 풀 또는 스테

도착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은 물론, 여권에 사증 공백 페이

플로 부착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간혹 여권 7-8페이지의 “추가기재 란”을 여권 페

※	인천공항(영사민원서비스 팀)에서 훼손 여권 등 사안에 따라 긴급여권을

이지의 일부로 생각하여 그 페이지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공항 민원실(032-740-2770/4) 문의하

고 입국하려다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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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증란 추가
보통 여권을 발급받으면 10년 유효기간으로 사증이 40면 정도로 발급
을 받는다. 사증은 사전에 비자를 받거나 출입국할 때 도장을 찍는 페
이지이다. 일부 국가의 비자가 사증란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고,
또 몇몇 국가의 경우 출/입국 도장의 크기가 커서 전반적으로 사증란
이 금방 소모된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 5년 사용하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사증란에 도장을 더 찍을 자리가 부족하다.
이럴 때 여권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사증
란 추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증란 추가는 1회에 걸쳐 24면 추가가 가능
하다. 이마저도 다 쓴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 여행사, 시청, 구청 비치
2.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추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여권에
연속한 2면의 사증 빈 페이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3. 대리 신청시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4. 수수료 5000원 : 기재사항 변경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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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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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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Q 다이빙 시 구토증상이 심합니다/역류성 식도염
해외투어하고 한국으로 복귀하여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
이 심하다고 하여 1주일 치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이빙시에 역류성식도염으로 인하여 잦은 속쓰림 현상이 있었으나
지난 2월에 해외투어 시에 물 밖에서는 다소 괜찮았으나 물속에만 들
어가면 위경련? 식으로 심하게 구토증상이 심하고 물밖에 나오자마자
구토를 하였으나 투어 마지막 날이라서 음주 때문에 식도염증상이 심
해서 그런가보다 했었습니다.(한 달 전입니다)
이번에 해외 투어 시에는 가기 전에 설사증상이 있었고 3일 다이빙 중
에 하루 오전 1탱크까지는 버틸만했으나 2 탱크부터는 물 밖에서는 괜
찮으나 물속에만 들어가면 구토 증상이 심해서 물속에서도 구토하였
고 물 밖에서도 구토하였습니다. 2 탱크만 하고 3 탱크 째는 하지를
못했고 저녁도 먹지 않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날 다이빙도 마찬가
지로 1 탱크는 그럭저럭하였으나 2 탱크 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먼저 25분 만에 상승하였습니다. 3 탱크는 하지 못하였구요.
마찬가지로 저녁은 대충 먹고 ‘카베진’이라는 약을 평소에 가끔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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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여 저녁식사 후에 약을 먹었습니다. 3일째는 오전 1 탱크만 하고 2 탱크
째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위에 통증이 심하고 구토증
상이 심한데 수면에 올라와서 구토를 한후에는 불규칙적으로 속이 쓰
린것 말고는 구토증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증상인가요?

A 역류성 식도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에는 정상인에서도 항상 공기가 존재합니다. 다
이빙하면서 수심이 깊어지고 그 공기를 폐로도 보내지만, 무의식적으
로 삼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위속에 압축 공기가 주입되면 상승
시 이것이 팽창하는데 이것은 워낙 위·식도 역류증이 있는 분이라면
그 역류가 더 심해지고 이것은 구토, 메스꺼움, 복통 및 실제 위액이
목구멍 위로 인·후두까지 올라와서 역류성 인후염 등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러 가실 때 역류증에 먹는 약을 충분하게 사용하시고 다이
빙 출발하시기 전부터 미리미리 투약하셔서 병을 눌러두시는 것이 좋을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

듯합니다. 다시 한번 위내시경을 받아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실 것도 권

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

유드립니다.

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

Q 비행 후 다이빙

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

다이빙 후 비행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
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다이빙 후 잔류질소가 미세버블 형태로 남기에
충분히 배출한 후 비행기를 탑니다만 비행을 한 후에는 시간에 구애받
지 않고 다이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

산악등반 이후 다이빙도 같은 원리로 적용될 것 같은데요, 비행 후 다

로 게재합니다.

이빙은 어째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요. 안전에 해가 되지 않기에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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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순수한 의학적 호기심입니다.^^

A 비행 후 다이빙은

A 피부 감압병

- 현실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바로 입수 하강하는 경우는 공수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시간이(소위 수면 휴식 시간) 12시간이면 너

특전단이나 SSU 정도에서만 있음직한 일인데 - 이나마 이런 경우는

무 짧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에 걸쳐 여러번 다이빙하신 후이기 때문

절대 높은 고도에서(다이빙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고도 300미터

에 교육단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4시간 이상 쉬었다가 항공기 탑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를 일

승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 의

으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미에서도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

비행 - 문제가 될 비행이라면 - 고도 12000미터 상공의 민간 항공기

은 감압병일 소지가 훨씬 높아보

정도인데 - 이거도 사실 어느 정도 날다가 조금씩 하강하면서 우리

입니다.

몸은 지상의 압력으로 환원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감압병은 특징

산악 등반도 마찮가지지요 - 정상에서 뛰어 내려서 입수하는 것이 아

적으로 두드러기 처럼 반점이 생

니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수면에서의 대기압까지 환원되기에 충

기고 소양감이 있습니다. 계시는

분하고도 남을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비행 후 바다 혹은 호수까지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챔버 시설로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다이빙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가셔서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받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고도 다이빙 스페셜티 메뉴얼을 읽어보시면 비

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 후 최소 수면 휴식 후에 다이빙하실 것을 권유하는 부분이 나와있
기는 하나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무감압 및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Q 프리다이빙 이후 머리, 귀 통증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이빙 후 너무 아파서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다이빙한 날짜는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그 전날 월

Q 다이빙 후 피부 소양감

요일에 프렌젤 기법으로 하는 이퀄라이징이 안 되어서 온종일 연습한

A

이번에 막탄에서 이틀 3회씩 25미터 이내 40분 이내로 하고 마지막

상태였습니다. (물 밖)

날 오전 1회는 15미터 이내로 35분 정도하고 2회는 5미터에서 30분

화요일 날 다이빙 풀장으로 가서 스트레칭 후 사다리 잡고 선 상태로

정도 놀고 12시간 후 비행기를 탔는데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발살바로 이퀄라이징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엉덩이 쪽이랑 등 배 쪽이 간지럽고 모기에 물린 것

이때 이퀄은 잘 되었지만, 양쪽 눈썹 위에 부분과 콧구멍 양 옆부분

처럼 반점이 있는데 감압병일까요? 아니면 단순 벌레에 물린 걸까요?

에 강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미세하게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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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업을 진행하다가 헤드퍼스트로 입수(덕다이빙) 수업이 시작
되고 프렌젤 기법을 아직 할 줄 모르는 저는 약 1~2m 정도에서 이
퀄라이징 약 5~10분 정도? 시도하다가 힘이 들어 그날 수업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른쪽 머리 전체가 울릴 정도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관자놀이, 오른쪽 눈썹 위, 오른쪽 광대 안쪽, 오른쪽 귀밑, 오른쪽
턱, 오른쪽 턱 근처 잇몸 등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이퀄 연습을 해
서라고 생각하고 참고 일하러 갔다가 도저히 안돼서 근처 이비인후
과를 방문하여 귀 내시경과 코 내시경 등 사진을 찍었으나 아무 이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리해서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일단 진통주
사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틀 뒤 진통약을 다 먹자마자 바로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래서 부비동 엑스레이 찍으러 다른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엑
스레이 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계속 아프면 CT
찍으러 가보라고……. 여기서 처방받은 약은 비염기가 있으면 다이
빙할 때 부비동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아플 수도 있다고 비염 관련
약들과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화요일 다이빙 후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현재는 머
리 전체가 지끈지끈 아프고 다른 곳들은 이게 아픈 것인지 안 아픈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른쪽 눈썹위, 오른쪽 광대안쪽, 귀
밑 아직 아픔)
1. 진짜로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할 정도인가요?
2.	이퀄라이징이 잘 되면서 내려갔는데도 부비동 쪽이 아픈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비염과 관련 있는건가요?
3.	화요일 이후로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현상인가요?
4. 	부산에 혹시 이런 다이빙 관련 이비인후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잘하는 곳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물속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부터 입수하려고 하면 바로 귀에
물이 들어옵니다. 정상인가요?
저 진짜 아프기도 많이 아픈데 혹시나 잘못된 상태일까 봐 걱정도
되고 만약 진짜 문제가 있는 거면 빨리 확인하고 치료해서 다시 건
강하게 프리다이빙 즐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A 공기 공간의 압착
미진한 압력 평형으로 인한 공기 공간의 압착이 온 듯합니다. 오른
쪽 눈썹 위는 전두동, 오른쪽 광대 안쪽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상악동, 귀밑이라면 귀 부속 공기 공간인 유양동 등에 압착이 온
듯합니다. 그런데 중이에 압력 평형이 잘 되었다면 사실 유양동과
중이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만 압력 평형이 오는 것은 극히 드물
기는 하지만 적어도 증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만 답변드리자면 :
1. 진짜로 CT 찍어서 확인해야 될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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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 일반 부비동 X-선 촬영으로 잘 들어나지 않는

Q 중심성 막망염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비록 CT를 찍어도 또 CT에 나타나지 않는

안녕하세요, 중심성 망막증과 프리다이빙 질문드립니다. 중심성 망막

부비동 압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이 이번에 발병하였습니다. 프리다이빙 수심 40미터를 시행하여야

2.	이퀄라이징 잘 되면서 내려갔는데도 부비동 쪽이 아픈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비염과 관련 있는 건가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도 망막증에 큰 지장
이 없을지 수심과 망막증 관련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저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 보통 부비동의 압력 평형은 저절로 되
거나 귀의 압력 평형 시 자동적으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이

A 주의를 요합니다

의 불편함에 비해 느끼는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중이의 압력

프리다이빙도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공기 공간을 적절한 시간에 적

평형이 원활하다고 해서 부비동 역시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절한 방법으로 압력 평형을 해주면 눈에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것이지요. 비염이 있다면 즉 코속에 염증이 있으면 부비동의 입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성 망막증이란 질환이 망막의 자극으로

가 부어올라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충분히 그럴 수 있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바닷물/공기 압착 등이 증세를 악화시

는 일입니다.

킬 요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화요일 이후로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라 앉는 현상인가요?

DAN에서는 이 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다이빙을 권장하지 않
고 있습니다.

	인체는 아주 독특한 자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대
부분의 통증성 질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부산에 혹시 이런 다이빙 관련 이비인후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잘
하는 곳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 CT는 종합병원에서나 가능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010-2515-55*5 권*우 박사에게 전화드리고 찾아가 보십시오.
5.	물속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부터 입수하려고 하면 바로 귀에
물이 들어옵니다. 정상인가요?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자세와 상관없이 다 정상적인 현상입니
다 . - 귀구멍이 뚫려 있는 한 좋은 결과 있으시길~

Q 체험 다이빙 후 귀의 이상
안녕하세요! 이퀄라이징 문의 드립니다. 두번에 체험 다이빙하는 동
안 이퀄라이징이 잘 안되어서 귀에 통증이 있었지만 5미터 바닥까지
내려간 후, 시간이 지나자 귀에 통증이 없어져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물이 들어간 거처럼 먹먹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 머리가 텅텅하고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병원에서 내시경도 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빨리 교육 받고
싶은데 원래 이런 건가요? 참고 계속 다이빙을 하면 나중에 좋아지
는 건가요?

A 청력검사
현재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고막 바깥쪽에 육안적인 이
상이 없다는 것이고 압력 평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막 안쪽에 출혈
혹은 삼출이 미량이나마 생겼을 가망성이 큽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고막 운동성 검사’(임피던스)를 받아보도록 하십시
오. 현재 들어 있다면 그 액체는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겠지만(그러면
귀울림도 함께 없어지겠지만) 압력 평형에 대한 요령을 숙달하고 실
제 하강 시 압력 평형에 문제가 있으면 “에라이~~” 하고 내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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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심스럽게 교육에 임하세요.(모든 문제가 해
결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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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매거진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
2019년 3월 현재 32년째 발간되고 있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매
거진은 통권 190호를 발행하기까지 스쿠바다이빙에 관한 우수한 콘
텐츠를 수록하고, 스쿠바다이빙 산업계 이슈와 현안문제를 심층 보
도하면서 스쿠바다이빙 산업계의 언로를 여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본 잡지가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본 잡지가 전국 도서관 및 잡지 성격에 맞
는 문화 소외시설 300곳 및 재외 한국문화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콘텐츠의 잡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매거진 임직원 일동

필리핀항공 직항 노선이
보홀 팡글라오공항 이전으로 잠시 동안 운휴
인천-보홀(탁빌라란)을 운항하던 필리핀항공 직항 노선이 보홀
팡글라오공항 이전으로 잠시 동안 운휴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
동안은 예전처럼 세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나 마닐라
를 통해 보홀공항으로 가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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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촌계와 수상레저사업자간

제주 서귀포항 동부 방파제 이용 갈등 일단락
서귀포항 동부 방파제 마을 어장 이용을 놓고 마을 어촌계와 수상레저사업자

또 시는 올해 총 382억 원을 투자해 안전한 어선어업 및 해녀물질조업

들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문제가 이용료 등을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어업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

지난 1월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서귀동어촌계 해녀회와 제주도스쿠버

할 방침이다.

연합회가 동부방파제 개방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주요 내용은 △
동부 방파제를 출입하는 모든 다이빙 샵 강사보험 의무화 및 안전사고 책임
△해산물의 포획 및 채취를 금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 및 출입 금지 △시
설물 안전관리 △동부 방파제 시설 이용료 납부 △간이 테이블 및 파라솔 등
시설물 설치 시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귀동 어촌계 해녀들이 2016년 동부 방파제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이
늘면서 마을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며 스쿠버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동부 방파제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수중생태자원을 활용한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프로그램 △선상낚시 등 해양관광프로그램 △수중생태공원 조성
△다이버 라이센스 취득과정 운영 등 주·야간 해양관광 콘텐츠를 추진한다.

제주해경청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해양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

했을 때 경비함정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강력대응하

지역 어선들의 제주해역 금지구역 불법조업,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

고 불법어획물·어구 등에 대해서도 몰수하는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의 수산물 불법 채취,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사범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특히,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의 수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선량한 해

계획이라고 2월 12일 밝혔다.

녀들과 어촌계 소유 마을 공동어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단속에

이는 지난 2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주관으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앞서 각 어촌계와 해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피해사례와 불법조업 실태

국민과의 현장 소통간담회시 선주·해녀 등 해양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청취하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와 더불어 폐그물·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실시된다.

지자체, 자치 경찰 등 관련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더욱 깨끗한 제주 바

그동안 제주해양경찰청은 타지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스킨스쿠버 등의 수

다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해양레저사업자들과도 민·관

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단속 활동을 벌

구조협업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대응 공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

여 왔으나 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

정이다.

단하고, 이번 기회에 불법조업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조업 사범

이에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이번 국민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처럼 최일

들을 검거 시에는 엄정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 해양종사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청취하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제주도 내 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전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사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어선 등을 발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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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종 작가 수중사진전

“Beyond Blue”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김은종 수중사진작가가 그동안 촬영한 최고의 사진
을 모아 서울 인사동에서 수중사진전을 개최한다.
장소 : 인사동 마루 갤러리 1관(종로구 인사동길 35-4 신관 3층)
전시기간 : 2019년 3월 21~29일(9일간)
오프닝 : 2019년 3월 21일 오후 5시
김은종 작가 약력
• 서울생(1966년)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대한민국 건축사
• SSI Instructor
• 국내외 공모전 70여회 수상
• Sea&Sea Ambassador
•	Sea&Sea Magazine, EZDIVE, Underwaterphotography.com, Scubashooters.
net e-Mag, Underwater Macro Photographers e-Mag, UWPhotographers,
DivePhotoGuide.com, Divers Alert(DAN) 등 30여개 이상에 포트폴리오 소개
• DRT, ADEX, TDEX, MIDE 초청 스피커
•	Juwelmer Exhibition (Manila), DRT Show UW Exhibition, Festiphoto de
Menthon-Saint-Bernard Exhibition(Annesy, France) 초대작가
•	United Nations(UN) World Ocean’s Day Competition, Asia UW Photo
Challenge by EZDIVE, Drangon Cup by UWPIXEL, Okinawa Masterclass
by Okinawa Tourism, Green Island UW Competition by Taiwan Tourism,
UWMP competition 심사위원
•	A nilao UW Photo Competition, Okinawa Master Class, Underwater
Dreamtour 조직, 주최함
• 30여회 개인, 단체 워크샵 및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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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김태엽&최용훈의

“우리가 아는 그 우주” - 2인 사진전
“우리가 아는 그 우주”라는 주제로 2019년 2월 16일
(토)~22일(금)까지 방배동 ‘갤러리웰’에서 수중사진
전을 개최하였다.

김태엽 수중사진 작가

UPY ‘수중사진 작가상’ 국내 첫 수상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태엽
작가는 국제 수중사진 공모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매년 전 세계의 수중사진 작가를 뽑아 시상하
는 ‘올해의 수중사진작가’(UPY·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본부는 2019년 신인
부문 ‘올해의 작가상’수상자로 김태엽(30) 씨를 선
정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UPY는 1965년 영국에
서 시작된 ‘브라이튼 수중 영화 페스티벌’의 후신
으로 2015년 설립된 국제 수중사진 공모전이다.
참고로 이 사진은 본지가 주최하는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에서 광각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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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등 수산물 불법포획 징역형 추가” 법안 발의
강길부 의원 “수중레저 야간활동 제한도 추진할 것”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3

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

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수산자
원을 포획·채취하면 1천만 원 이
하 벌금을 매긴다는 기존 벌칙에 1
년 이하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
이 담겼다. 개정안은 양식장 수산
물 절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됐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중 레저인이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 시 해양수산부 장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오염의 습격
최근에 가습기 피해로 어린생명들의 귀한 목숨이 희생된 후 각종 생활화학
물질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
향신문에서는 특집으로 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
루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이 일면서 전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리
함의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출판사 : 상상채널
고쇼 히로에 지음 | 황명섭 옮김
정가 : 17,000원 | 430쪽 | 2016.10.10
ISBN : 979-11-87510-01-7 (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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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충 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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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
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
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
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심장충
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심장충격기를 함께 요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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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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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
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
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
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
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

분석하기 및
심장충격기 시행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심장충격 시행 멘트가 나올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
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
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
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
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
다.

✚ 회복

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
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

심폐소생술 실시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 후
30:2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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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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19)과 함께 열린

한국수중스포츠장비전시회(KUSPO)
지난 2월 28일(목)~3월 3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레저산업 종합전시회인 2019년 서울국제스
포츠레저산업전(SPOEX 2019)과 함께 열린 한국수중스포츠장비전시회
(KUSPO)가 2월 28일~3월 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 3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500여개의 업체(브랜드 포함)가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카라반, 캠핑·아웃도어, 자전거·익스트림, 수중·수상스포
츠용품 등 6개 분야의 최신 제품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KUSPO 전시회 참가 기업들은 수출 및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새로이
개발한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우정사는 일본
TUSA, 등 브랜드의 스킨스쿠버 관련 장비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주)해
왕잠수는 메인 브랜드인 부샤(BEUCHAT), 비즘(BISM), 빅블루(BIGBLUE),
핀섭(FINNSUB), 이노베이티브(INNOVATIVE) 등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
하였다. 바다강은 원단을 직수입하여 국내에서 맞춤형으로 제작, 판매하
는 각종 웻슈트와 드라이슈트 선보인다. 원단은 3중 적층 원단으로 신체
보호 및 보온 기능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PADI, SDI/TDI/ERDI, IANTD 등 유수한 교육단체와 각 교육단체
에 소속된 크고 작은 다이빙 샵과 리조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또한 새
로 발족한 한국수중레저협회도 참가하여 부당한 규제악법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였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도 전시회에 참가해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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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정사
2019 BOOT SHOW 참관 및
Huish Outdoors International Distributor meeting 참가
㈜우정사는 지난 1월 19~2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컨벤션 센터에서 개
최된 2019 BOOT SHOW를 참관하였다. 이번 전시회 참관 일정은 Huish
Outdoors International Distributor meeting에 참가 및 브랜드별 Regulator
Service Instructor trainer level 과정 이수 등 주요 일정 외에 유럽 현지 시장
조사 및 수중/수상 스포츠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Huish Outdoors International Distributor meeting은 전
세계 Distributor들이 한자리에 모여 Mike Huish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8 영업결산 및 마케팅 성공사례 소개, 각 브랜드별 신상품 소개 등의 순
서로 진행되었다.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Distributor meeting은 저
녁 만찬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지난 DEMA show에서 ATOMIC/OCEANIC/HOLLIS Regulator service 과
정을 이수함에 따라, 이번 BOOT show에서 ATOMIC/OCEANIC/HOLLIS
Regulator Service Instructor trainer level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각 브
랜드별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본 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국내에서 Regulator
service 세미나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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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IVING FESTIVAL 2019 참관

SPOEX 2019 참가

㈜우정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2일간 JAPAN DIVING FESTIVAL 2019 참관

㈜우정사는 지난 2월 28일~3월 3일까지 4일간 새로운 디자인의 부스로

및 TABATA JAPAN과 YAMAGATA CASIO와의 연간 영업 미팅을 진행하였

SPOEX 2019 수중/수상스포츠관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 컨셉은 ‘Booth

다. TABATA JAPAN과의 미팅에서는 다이빙과 수영용품 관련 아이디어와

in the Booth’로 ㈜우정사 부스 내에 다양한 브랜드의 신상품을 만나볼 수

판매실적 및 대한민국 수중레저산업의 동향에 관해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있도록 구성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이빙 전시장으로 향했다. 일본의 전시장은 40개 이상의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일본과 대만에서 TABATA 임직원들이, HUISH

다이빙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가했다. 우리나라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많은

OUTDOORS에서는 Darrell Hepplewhite 해외 영업 매니저, SHARKSKIN에

딜러가 신상품과 다이빙 시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CASIO와의 미팅

서 Shane Holliday 사장, YAMAGATA CASIO에서 임직원들이 방문하여 한

에는 다이빙 컴퓨터와 LOGOSEASE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구매의향

국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등을 서베이 결과로 살펴보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2일차는 일본 현지 시

신상품 TUSA 윙 시스템과 여성용 BCJ-0402B, ATOMIC의 ScubaHeat 등

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본 현지 다이빙 샵과 수경 샵을 방문하여 현지 다이

이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처음 선보인 전동 서핑보드 CURF는

빙 시장 상황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출시를 기다리게 만든 품목이었다. 또한 세계최초로 개발
된 SWIPE 수경은 수영 매니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며 차기 수
영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전시회 기간 중 신상품 소개 및 마케팅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딜러들을 고려해 2회로 나누어 ㈜우정사 이종석 차장의 신상품 소개와
Darrell Hepplewhite의 HUISH OUTDOORS 마케팅 세미나의 순서로 진행되
었다. 특히 HUISH OUTDOORS 마케팅 세미나는 해외 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여 많은 딜러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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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잠수
신장비 설명
2019년 3월 2일 스포엑스 세미나실에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신장비 설명

정이다. 기존의 엠에프 베일과 케이에프 비엑스의 실리콘이 흰색으로 새로

이 있었다. 기존의 해왕잠수에서 취급하는 대표 브랜드인 부샤, 비즘, 빅블

출시되었다. 비즘의 대표 다이브 컴퓨터인 다이브 데모 솔리스의 색상이 로

루에 대한 설명 및 신장비 소개와 새로운 브랜드인 소프라스(SOPRAS), 세

즈골드가 추가되었다.

리니티컨셉(SERENITY CONCEPT)에 대한 브랜드 소개 및 신장비 설명을

소프라스의 본사는 체코이며, 3가지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테크니컬, 레크

진행하였다.

레이션, 프리다이빙) 이 중, 해왕잠수에서는 테크니컬 라인을 중점적으로 선

부샤의 모듈화가 가능한 신형 BCD인 인피니티(INFINITY)에 대한 설명과 네

보일 예정이다. 특히 자가교체형 목씰, 손목씰이 가능한 드라이슈트, 케브라

오프랜 4mm 압축원단으로 구성된 아이스버그 프로 드라이(ICEBERG PRO

윙 등 합리적인 가격대의 윙, 사이드마운트BCD 을 선보일 예정이다.

DRY)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5mm 다이빙슈트 포세아컴

빅블루는 신형 다이브 라이트 및 기존의 제품들 중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포트6, 프리다이빙 3mm 에스파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슈트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는 원단이 엘라스킨 X 10버전으로 보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마

세레니티컨셉은 프랑스 다이브 컴퓨터로 50~60만 원대 소비자가의 레크레이

스크 맥럭스 S와 스파이 스노클은 색상을 추가하여 더 많은 색상을 선보이

션 다이빙 컴퓨터를 출시할 예정이며, GPS 옵션이 가능한 모델을 통해 보트와

게 되었다.

다이버간의 위치를 추적하여 다이브컴퓨터의 컴파스를 통해 위치를 찾을 수

비즘은 조끼형 BCD인 넬레우스 버전 J(NELEUS VERSION J)가 출시될 예

있어 안전성을 겸비한 옵션이 추가된 다이빙 컴퓨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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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

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

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

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

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

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

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

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

서이다.

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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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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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수중레저협회
한국수중레저협회 2월 정기총회 개최

SPOEX 전시회 참여

지난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3시, 코엑스 전시장내 세미나실 300호에

지난 2019년 2월 28일(목)~3월 3일(일), 코엑스 전시장 3층, HALL C에 열

서 한국수중레저협회 이사회(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사업계획

린 SPOEX 전시회에 참여를 하였다. 전시장에서 본 협회를 홍보하였으며,

안 및 예산승인을 하였다.

주요 현안에 대해 서명운동도 진행하였다.

2019년도 사업계획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사업장 안전충전함설치에 대한 부당성
과 대체입법에 관한 기획
- 행정기관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지속적 접촉 및 대책 수립
2.	공기통 육안 검사 및 수압검사 관련 업무를 본 협회가 대행할 수 있는
계획 추진
3.	연안사고 예방법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교육기관을 기존대학에서 협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
- 대학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가능
4. 수난사고시 정부, 군, 해경과 비상 구조 협조 시스템 구축
5. 스쿠버다이빙 및 스노클링 축제 개최
6. 수중정화 활동 행사 및 관계 연구 진행

한국수숭레저협회 창립기념식
지난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코엑스 전시장내 세미나실 300호
에서 (사)한국수중레저협회 회원(지부, 지회)과 다이빙계 내빈(다이빙 원
로, 유관단체장, 해수부관계자, 해경관계자 등)을 모시고 창립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본 협회의 발족 및 창립을 선포하였고, 협회
주요 사업 및 활동 방향을 홍보하였으며, 주요 임원 및 이사, 고문, 자문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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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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토)~28일(일) : 제주 서귀포
2019년 6월 29일(토)~30일(일) : 제주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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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다이브

윤재준 (경기)

김수열 (서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070-8801-7711/010-6351-7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02-6012-5998/010-7114-9292

PADI 포토 페스티벌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바로 PADI 언더워터 포토그래퍼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를 등록하고, 평생 잊지
못할 휴가와 함께 2019 PADI 포토 페스티벌에서 푸짐한 시상품과 경품 당첨의 기회도
함께 잡으세요!

PADI

포 토 페스티벌
2019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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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 토요일, 5시 - 10시
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 & 카지노 - 필리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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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티셔츠
리미티드 에디션

참가 비용은 115,000원 입니다
 참가비 포함 내역 : 사진 촬영 대회 참가비, 저녁 식사, 음료 및 맥주,
방수백, 멀티 스카프, 나이론 스포츠백 & 행운 상품 추첨권, 리미티드
스페셜 에디션 PADI 티셔츠!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은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티켓은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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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삶의 변화
새로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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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DI 2019.

PADI.CO.KR

여행

블로그

온라인 숍

배우기

카드 재발급 신청

탐험

커뮤니티

자격증 알아보기

다이브 숍 찾기

환경 보존

도움말▼

로그인 ▼

찾기

디스커버 다이빙

완전히 새로워진 PADI.CO.KR
을 만나보세요
지금 시작하기

한국의 다이브
숍 찾기

모든 코스 보기

다음 다이브 여행을
예약하세요

꿈의 다이빙: 리미티드 에디션
재발급 카드

추천 다이브
여행지 - 바하마

PADI 는 다릅니다
®

2천 7백만 명 이상의 PADI 다이버들이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padi.co.kr은 PADI에서 다이빙 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의 계속적인 도전을 위해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돕습
니다. 모던하고 뛰어난 모바일 반응형 디자인을 통해 다이버들이 원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개선된
PADI 다이브 숍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지역의 완벽한 다이
브 센터 및 리조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워진
padi.co.kr을 만나보세요.

© PADI 2019.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스

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2월 23~24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가 2019년 2월 21일(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영희 심슨(Regional Training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도영, 김지경, 구해영, 진덕호, 황용태, 방선호, 지경환,

Consultant)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 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김성철, 김

김한비, 최미림, 주혜림, 김태윤, 강성준, 조인석, 고송미, 공지윤, 송지선, 정

재원, 김종율, 서정우, 정지경, 박재정, 김성국, 안덕훈, 하현철, 김기현 총10명

재훈, 김도현, 김지만, 표인준, 최진혁, 안성학, 윤승원 총 23명의 강사 후보생

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심

EFR 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

슨,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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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산 스쿠버 리

•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심슨(Younghee.
simpson@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다이빙 플러스(S-26269)

블루라군 다이브(S-27066)

마이다이버스(S-23485)

대표 : 최영민

대표 : 여영수

대표 : 김재신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2번길 8-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대마을길 61-9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60

전화 : 010-9625-6143

전화 : 010-8795-5551

5스타(5Star) 업그레이드

대표 : 이호빈

2층
전화 : 053-811-4020

MKS 레저(S-26420)
대표 : 민병민
주소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366
전화 : 053-811-4020

Authorised

스쿠버인포-대전(S-26671)

★
★
★
★
★

Product Number 50115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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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프리다이버 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83 101-103호

블루라군 다이브(S-27066)

전화 : 010-8809-8875

대표 : 여영수

오션트리(S-2318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대마을길 61-9

대표 : 양충홍

전화 : 010-9625-6143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전화 : 064-739-1239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

공지사항(Notice)

멤버들의 요구에 따라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다이빙 산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업과 지역에 관련된 맞춤형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을 멤버들에게 지원하는 PADI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다. 수면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

한국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와 특정한 트레이닝 기회가 포함된 이

니다.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멤버들은 제주, 부산, 청주, 강원, 경기 및 필리핀 등 전

경험해 보세요.

세계 각지에서 참가했으며, PADI 아시아 퍼시픽 오피스에서는 전체 다이빙 업계의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예정된 변화와 기회에 관해 상호 연관적인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 멤

보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
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

버들을 방문하였다.
이번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Andrew Jenkins(Manager, Marketing&Business
Development), 임나래(Marketing Consultant),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

세요.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
판 PADI 멀티 스카프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국 지역 매니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인 웹사이트를 위한 요소 및 소셜 미
디어와 동영상, 가격 정책 및 판매와 관련된 비즈니스 아이디어 및 전략, 고객 서비
스 및 유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과
함께 PADI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과 워크숍이 함께 구성되어 준비되었다. 총
18곳의 다이브 스토어로부터 41명의 참가자가 모두 오전 9시~오후 5시까진 진행
된 1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비즈니스 아카데미 코스를 통해 확인되고 개발된 마케팅 및 세일즈 전략과 관
련한 주요 핵심 아이템들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프로그램 후속 조치
를 할 PADI 마케팅팀의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참가자들은 아카데미 후 즉각
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다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빙 산업 발전에 헌신적인 모든
참가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28일(일)
장소 : 제주 서귀포
일시 : 2019년 6월 29일(토)~30일(일)
장소 : 제주 성산

2019년 2분기 트레이닝 불레틴 웨비나
참가신청 : 개별 안내 이메일 또는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
영희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

PADI 포토 페스티발 – 세부(예정)
일시 : 2019년 5월 25일(토요일)
장소 : 필리핀 세부

PADI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19일(수)
장소 : 푼타카나, 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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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아시아 퍼시픽 - 2019 KUSPO 전시회 참가

각 센터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모두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성공적인 전
시회로 이끌었으며, 참가한 모든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PADI 아시아 퍼

2019년 2월 28일(목)~3월 3일(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

시픽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부상도 수여받았다.

행된 KUSPO(한국수중전시회)에 PADI 아시아 퍼시픽과 함께 총 24개의 국

KUSPO 기간 중, 전 세계 수중 환경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

내외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가 함께 PADI 공동 전시관을 운영 큰 성과

트 어웨어에 정상우 코스디렉터(마린 마스터 대표)가 지난 수중 사진작가 전

를 거두었다.

시회에서 기념엽서를 통한 프로젝트 어웨어의 환경 보호 기금 조성을 통해

PADI 공동 전시관에 참가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자신들의 강점과 특성

AUD1,000을 기부받았으며, 모든 다이버들이 우리의 수중 환경에 대한 인식

잘 반영한 다이브 코스 프로그램 소개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특히

과 환경 보호에 관한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국내외 PADI다이브 센터와 리조트 상호 간의 비즈니스 연계와 관계를 강화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여, PADI 공동 전시관에 참가한 업체들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멤버들이 또 한 해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는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

를 지원하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하였고, Andrew

지난 해에 이어 국내외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와 함께 전시관을 확보

Jenkins(Manager, Marketing&Business Development)씨와 김부경(한국 마

하여,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켓 매니저) 및 한국어가 가능한 임나래(마케팅 컨설턴트)가 함께 PADI 마케

개별적으로도 스마트하게 전개하였다. 호주 PADI 아시아 퍼시픽 오피스로

팅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부터Andrew Jenkins(Manager, Marketing&Business Development), 김부

2019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새로운 다이버 확보와 기존 다이버

경(Manager, Korean Market), 김진관(Regional Manager, Korea), 임나래

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실행할 계획을

(Marketing Consultant), 박혜경(Customer Service)의 5명의 스텝이 전시회

가지고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 출시된 www.padi.co.kr 홈페이지에서

에 지원을 하였다. KUSPO Show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PADI 스텝 그리고

2019년 PADI의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업체 대표들과 함께 KUSPO 전시회에 참가한 모든 각각의 장비 업체를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2019년 새롭게 출시된 장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장비업체 스텝들과의 인사와 명함을 교환하며, 2019년 다이빙 산업의 트렌
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 2019 KUSPO 전시회 참가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지역

센터 상호

서울

아쿠아마린

서울

잠실
스쿠버 스쿨

시회 기간 동안 426개의 코스 판매 기록을 달성하였다.

서울

니모 만세

PADI 공동 전시관에 참가한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공동의 목표와

서울
필리핀

파아란바다

서울

오션플레이어

서울

MDI 스쿠버

서울

팀 레오
다이브 센터

서울

하나프라자

경기

고프로 다이브

강원

버블탱크

제주

제주바다하늘

제주

조이 다이브

제주

아쿠아 스쿠버

새로운 다이버 모집과 기존 다이버의 업그레이드 교육의 판매 촉진을 위하
여 스페셜 에디션 PADI 티셔츠로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전

제주
필리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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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트리
예그리나
다이브 리조트
아쿠아폴리스
SID
다이브 리조트

필리핀

엘씨엘로 쏘쿨

사이판

프로다이버스
사이판

센터/리조트 레벨
PADI 5스타 직업개발센터
대표 한민주
PADI 5스타 직업개발센터
대표 김진호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
대표 양재호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대표 송규진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
대표 이종문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
대표 박형철
PADI 다이브 센터
대표 이경
PADI 다이브 센터
김지언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대표 홍찬정
PADI 다이브 리조트
대표 장기용
PADI 5스타 강사개발리조트
대표 김선일
PADI 5 스타 다이브 리조트
대표 김동한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대표 송태민
PADI 5 스타 강사개발센터
대표 양충홍
PADI 5스타 강사개발 리조트
대표 정지안

연락처
02-539-0445
www.scubain.co.kr
02-415-6100
www.jsscuba.co.kr
010-9430-3695
www.nemoviva.com
02-547-8184
www.paranbada.com
070-8612-3172
www.oceanplayerdive.com
010-3706-5036
http://www.mdiscuba.com/
010-9938-4403
https://cafe.naver.com/leo344713
02-478-8951
http://www.hanaplaza.net
031-244-3060
www.goprodive.co.kr
033-671-2122
cafe.naver.com/bubbletankdive
064-702-2664
www.seaskyjeju.com
010-5135-1004
facebook.com/jejujoydive
070-4634-3332
www.aquascuba.co.kr
064-739-1239
www.oceantree.co.kr
070-4644-8075
www.yegrinaresort.com
070-8285-0103
PADI 5스타 강사개발 리조트
www.aquapolis.co.kr
대표 전유봉
www.aquaquattro.com
PADI 다이브 리조트
+63-09154255253
대표 강창호
www.socooldive.com
PADI 5스타 강사개발센터
070-4255-5525
대표 이석기
www.prosaipan.com

2019 KUSPO 전시회 기간 중 개최된 PADI 행사 일정 및 내용
2019년 2월 28일(목)~3월 3일(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

• 참가 자격 : 누구나

행된 KUSPO(한국수중전시회) 기간 중 코엑스 세미나실 #308, #327, #402

• 내용 : PADI 디지털 제품 소개

홀에서 아래와 같이 PADI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전시회 기간 동안 7가지 주

• 일시 : 3월 1일(금), 14:00~15:00

제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 있는 모든 분과 다이버

• 장소 : COEX 세미나룸 327호 B, C

들 및 PADI 멤버들이 참가하였다.
PADI 멤버포럼에서는 100명 이상의 PADI 멤버들이 참석하였으며 각 세미나

PADI 리브리더 다이버 세미나

에는 20~40명의 다이버 및 강사들이 참가하였다. 각 세미나의 주제는 다이

• 진행 : 송규진(PADI 코스디렉터, 파아란 바다 대표)

빙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관심도가 높은 코스가 선정되어 다이버

• 참가 자격 : 누구나

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항상 업계의 선두로써 PADI의 앞서나

•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실제 다이빙

가는 교육 자료들을 소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비자들이 효과적인 다

• 일시 : 3월 2일(토), 12:00~13:00

이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장소 : COEX 세미나룸 327호 C

세미나 진행에 도움을 주신 김동한, 송규진, 양재호, 이경 대표에게 많은 감
사의 말씀을 전한다.

PADI 동굴 다이빙 세미나
• 진행 : 양재호(PADI 코스디렉터, 니모만세 대표)

PADI 마케팅 세미나
2019년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마케팅 지원방안

• 참가 자격 : PADI 다이버

• 진행 : Andrew Jenkins(Marketing Manager),

• 일시 : 3월 2일(토), 13:00~14:00

임나래(Marketing Consultant)

•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실제 다이빙
• 장소 : COEX 세미나룸 327호 C

• 참가 자격 : PADI 멤버
• 내용 : 2019년 PADI 글로벌&한국 지역 마케팅 계획, My PADI, We are
PADI, PADI다이빙 대사(Ambassadiver), 여성 다이버의 날&프리 다이빙

PADI 멤버 포럼&위험 관리 세미나
• 진행 : 김부경 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 한국 지역 매니저

• 일시 : 2월 28일(목), 13:00~15:00

• 참가 자격 : PADI 멤버

• 장소 : COEX 세미나룸 308호 B, C

•	내용 : 2018년 지역 보고, 마케팅 캠페인, 뉴스, 기준 업데이트

PADI 어댑티브 테크닉 세미나

• 일시 : 3월 2일(토), 14:00~16:00

• 진행 : 김동한(PADI 코스디렉터, 제주 조이 다이브 대표)

• 장소 : COEX 세미나룸 402호

위험 관리&프로젝트 어웨어

• 참가 자격 : PADI 다이버
•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실제 다이빙

PADI 프리 다이버 세미나

• 일시 : 3월 1일(금), 13:00~14:00

• 진행 : 이경(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팀 레오 대표)

• 장소 : COEX 세미나룸 327호 B, C

• 참가 자격 : 모든 다이버&비다이버
• 내용 : 코스 구조, 기준, 장비&실제 다이빙

PADI 디지털 제품들

• 일시 : 3월 3일(일), 11:00~12:00

• 진행 :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 장소 : COEX 세미나룸 327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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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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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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SDI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SDI.TDI 강사트레이너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01

03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02

04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 및 TDI, ERDI
강사 평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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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일시]
2019/01/17 ~ 2019/01/24

2018 프로모션
TDI 신규/크로스오버 강사
2019년은 SDI와 새로운 강사 되기 원년!
타단체 오픈워터 강사라면, 20장의 오픈워터 발급 비용 70만원을 무상으로 적립받고
SDITDI
강사가
되세요.
지금
신규
강사가 되면, 10장의 TDI 다이버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기간: 2019.01.01 ~ 2019.09.30
SDI 강사 되고 발급 비용 지원 받고~
가까운 SDI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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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TDI 골드 강사 : 김효영(서울)
TDI 실버 강사 : 신명섭(대구 청춘다이버스)

SDI/TDI/ERDI는 2019년 1월 1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강사 트레이너 전략

TDI 브론즈 강사 : 허영도(제주 모비딕), 권진규(경기 연성스쿠버)

미팅을 실시하였다. 바쁜 와중에도 40여 명의 트레이너가 참석하여 SDI/

우수패실리티 : 이집트 다합 따조다이빙

TDI/ERDI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로패 : 가평 수난전문구조대

SDI/TDI/ERDI의 활동성 한국 트레이너 숫자는 2018년 기준 전년도 대비

참가해주신 트레이너 분들 및 SDI/TDI/ERDI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

증가하였고 신규 TDI 강사가 22%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국시장 또

사를 전한다.

한 다이버 자격은 160% 증가하였고, 신규 강사는 390% 증가라는 비약
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ERDI 교육은 중국 체육총국 소속 잔장 잠수학교에서 ERDI 1, 2, 텐더 교
육을 하였고, 2019년 ERDI 교육의 재요청을 받음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ITW)

중국에서도 ERDI의 교육이 자리를 잡아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SDI/TDI/ERDI는 2018년 1월 17일(목)~24일(수)까지 6박 7일간 강사 트레이너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이라는 새로운

과정(ITW)을 실시했다. 다음은 참가자 명단이다.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올해 프리다이빙 관련 프로그램도 런칭할 예정이

• 권진규 강사(경기, 연성 스쿠버)

다. C-CARD 디자인 또한 변경되었고 신상품 출시, 각 자격에 대한 규정

• 이영희 강사(경기, 수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미영 강사(이집트, 따조)

다음은 2019년에 적용될 바우처와 2018년 우수 강사 및 트레이너 표창

• 김보창 강사(필리핀, 씨홀스 다이브)

이다.

• 박청수 강사(말레이시아, 다이브비전)

2019년 바우처(2019년 12월 31일까지)

• 유진선 강사(경북, SCUBA TEAM RYU)

SDI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SDI 오픈워터 다이버 20장 무료 발급

• 김명석 강사(부산, 50 bar Scuba Team)

플레티넘 강사 트레이너 : 고 김성진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는

SDI 골드 강사 트레이너 : 임영훈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 실버 강사 트레이너 : 오형근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 브론즈 강사 트레이너 : 오석재, 강금남, 홍근혁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TDI 골드 강사 트레이너 : 김도형

4. 강사 평가관

TDI 실버 강사 트레이너 : 오형근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TDI 브론즈 강사 트레이너 : 김동준

SDI/TDI/ERD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

SDI 골드 강사 : 조덕희(이집트 다합 씨드래곤)

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

SDI 실버 강사 : 이동욱(필리핀 세부 뉴그랑블루)

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

SDI 브론즈 강사 : 송종윤(필리핀 세부 뉴그랑블루)

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신혜인(이집트 다합 따조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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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이스다이빙 페스티벌

신규 ISCP 센터

SDI/TDI/ERDI는 2019년 국제 아이스다이빙 행사를 1월 26일 토요일 춘천

SDI/TDI/ERDI에서는 다이브 숍이나 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의 골든몽키에서 진행했다. 벌써 6번째를 맞는 아이스다이빙은 겨울 다이

ISC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빙을 활성화하여 다이빙을 여름에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사계절 스
포츠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다이빙은 80여 명의

ISCP 서비스센터의 장점

한국, 홍콩 및 중국의 다이버들이 참가하였다.

• 최단시간(당일) 내에 교육생한테 자격증 전달 가능
가평군 의용소방

• 자격증 발급비용 할인

대 민간수난구조대

• 효율적인 회원 관리

(SDTC) 분들 및 여

• 물류비 절감

러 분들의 적극적

새로 ISCP 센터가 된 곳은 다음과 같다.

인 협조 아래 사고

• 스쿠버 놀이터(김종문 트레이너)

없이 안전하게 진

이곳을 이용하는 소속 강사들은 현지에

행되었다.

서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한글교재 구입, 행정지원 등
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본부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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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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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 강사 크로스오버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일시 및 장소
• 서울 : 3월 30일(토)
• 울산 : 4월 6일(토)
• 전주 : 4월 7일(일)
• 제주 : 4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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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 국제본부인 인터내셔널 트레이닝(ITI)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및 브
랜드인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을 런칭했다.
응급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는 이제까지의 교육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인들에게 알기 쉬운 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할 것이
다. 이제 집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배울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옆의 소중한 사람
의 응급 상황에서 그저 당황하기만 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응급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처치 트레이닝 인터내셔널(FRTI)의 프로그램은 다이빙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아니
다. 지금껏 많은 학생을 가르쳐온 경험이 있는 우리 강사들에게 다이빙뿐만 아닌
다른 거대한 일반인 구조자 시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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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010-3735-4942
대표 :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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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010-4109-6831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8

BLUE SCUBA

010-3757-633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5길 35 일광빌딩 302호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1층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뉴서울다이빙풀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얀3동 61-1 조일프라자 B3

그린센터 스쿠버풀

010-8875-777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광성프라자 501호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 로얄스포츠센터

HEALING SCUBA CENTER

010-3591-013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101 114-905

Poseidon Sub Aqua Club

010-3636-959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수전원2길 31-11 브라운힐 403호

The Sea Pirate

010-6361-654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화랑

충청
전라

THE KRAKEN SKIN SCUBA
GSAC

010-3026-0990
010-2286-3324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DIVE STORY

010-3115-1289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541-3

강원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해원다이브리조트

010-5144-1155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

경상

제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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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Centre

010-4703-81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Leports Manager

010-4572-66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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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스쿠버

010-3798-939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58

WOW SCUBA CLUB

010-2560-238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세실로 43 경동코아 4층

BUBBLE STORY

010-2504-818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79-1 굿모닝클리닉

수중날개 스킨스쿠버

010-3532-3282

경북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310번지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14

1Day 2Tank

010-9073-8537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5길 12-15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제주시 이호1동 374-4 이호랜드 빨간말등대앞

걸라스쿠버

010-8447-3309

제주도 서귀포시 시홍동 흙담솔로 26-2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 제주국제대학교 3호관 3209호

ATO Resort & Dive Center

070-8638-4547

4202,solo,Mabini,Batangas, Philippines

M.B. OCEAN BLUE

070-7518-0180

Panagsama Beach 6032, Moalboal, Cebu, Philippines

BLUE DREAM CEBU

070-4644-7005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 Engano Mactan Cebu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P.O.BOX 1547 Koror, palau

Columbus Dive Center

63-927129852

C/O Kawayan Buot, Punta Engano LapuLapu City, Cebu
Phillipine

GUAM OCEAN DIVERS

671-688-2725

198 Paraiso Street Tamuning, GUAM 96913

EDEN DIVE

070-4645-0979

Phillipine, Bohol, Panglao, clijo redpartm resort

윤국철(서울)
가자 세계로
010.5150.5674
phils114@hanmail.net

최종인(서울)
J-MARINE
010.5275.0635
spk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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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석(제주도)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sesplus@hanmail.net

010.3591.0133
khan04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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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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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상(제주도)
010.5580.3971
kanlg@naver.com

서동수(경상도)
부산잠수센타
010.2957.5091
marinessu@hanmail.net

장동국(강원도)
Flipper Diving Centre
010.4703.8110
judo-dk@hanmail.net

최경식(경상도)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seaonee@hanmail.net

이민수(서울)
AQUA ZONE
010.7166.4656
ovlc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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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주(전라도)
MARINEBOY
010.7227.5375
sociology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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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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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경상도)
원잠수다이빙센타
017.872.0309
tjdwls0070@hanmail.net

최우집(서울)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이우철(경기도)
BogleBogleDiving
010.6390.7411

조백종(경기도)
The Sea Pirate
010.6361.6549

beckham7411@hamail.net

2192414@hanmail.ne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김한(경기도)
HEALING SCUBA CENTER

cwoo752275@hanmail.net

NEWS IN DIVING

BSAC KOREA
아이스다이빙

강사 크로스 오버 교육
지난 12월 31일 서울 스포츠센터의 최우집 트레이너 주관으로 김수용 강사

지난 1월 26일 아이스다이빙 행사가 진행되었다. 매년 진행해 오던 이번 아

의 크로스오버 과정이 있었다.

이스다이빙은 그동안 익히 알려진 장소가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개최되었
다. 행사를 주관했던 힐링스쿠버 센터와 플리퍼 리조트의 훌륭한 준비와
조직적인 진행, 힐링스쿠버 센터의 김선아 강사의 식사 준비 및 여러 강사
들의 협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 외 이번 행사에
는 포스엘리먼트와 다이브 자이언트의 협찬이 있었다.

트레이너 워크샵
지난 2019년 1월 10~14일까지 트레이너
워크샵이 아토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에는 아토 리조트 대표인 김
성수강사가 참가했다.

BSAC Pan-Pacific 미팅
지난 2월 20일에 일본 동경에서 BSAC Pan-Pacific 미팅이 있었다. BSAC
Japan 정기총회를 겸해서 도쿄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박종
섭(Jongsub Park) 본부장, 영국의 부회장인 Maria Harwood BSAC Vice
Chair와 전회장인 Eugene Farrell, 태국의 Touchatorn Sutanyavinij 그리고
Shunichi Hosokawa가 참석했다.

퍼스트클라스 다이버 과정
지난 2019년 1월 10~14일까지 BSAC만
의 다이버 최고 레벨인 First Class Diver
인증과정을 필리핀 아닐라오의 아토리조
트에서 진행했다. BSAC는 탐사다이빙을
중시하여, BSAC의 상급 단계인 다이브
리더(타 단체 기준 다이브 마스터) 위로
두 단계의 다이버 레벨이 있다. 퍼스트
클라스 다이버는 최상급 등급으로 인증
을 위해서는 탐사 다이빙 프로젝트를 수
행하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후보자
는 최우집 트레이너와 이우철 트레이너
가 참가했으며, 평가는 정상근 내셔널 인
스트럭터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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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각 조직의 실적 보고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간을 가졌
으며, 특히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협의와 조언이 있었다.

장애인 다이빙 강사 과정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업데이트 세미나

장애인 다이빙 프로그램(Diving for All, DfA)의 국내 보급을 위한 강사과정이

지난 2월 23일(토), 3월 2일 및 3일에 BSAC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업데이

진행되었다. 2월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현 BSAC

트 세미나가 본부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기

부회장이면서 Df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인 Maria Harwood 씨가 진행하였고,

존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내셔날 인스트럭터는 SDC 강사 자격

원활한 국내보급을 위해 우선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DfA 과정은

갱신을 위한 이번 세미나에 총 2일간 참가해야 한다. 세미나 내용은 수정된

책임 있는 교육단체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

씨맨쉽 관련 내용과 아래의 SDC 목록과 같다.

본취지를 가지고 2014년에 개설된 과정이다.

어드밴스드 인스트럭터를 위한 SDC 과목

BSAC의 기존 장애인 다이버 인식(Disabled Diver Awareness) 과정과는 구

① 산소처치Oxygen Administration

별되는 DfA 과정은 장애를 가진 사람

② 어드밴스트 나이트록스Advanced Nitrox Diving

의 다이빙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

③ 어드밴스드 다이빙 테크닉Advanced Diving Technique

수법을 위한 과정이다. DfA 과정은

④ 수색과 인양Search and Recovery

다양한 장애를 가진 수많은 장애인의

⑤ 믹스드가스 블랜더Mixed Gas Blender

실제 교육과 투어를 진행하면서 개발

⑥ 다이빙 계획과 매지니먼트Dive Planning & Management

되었다. BSAC Korea는 한국에서의

⑦ 실제적인 구조운영Practical Rescue Management

이번 과정 개최를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법적인 보장과 누구나
다이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는 BSAC의 도덕적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2차 DfA 강사 과정은 10월
6일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상반기 BSAC 행사 진행 안내
① 태국 시밀란 합동 투어 : 3월 23~28일
② 강사평가 : 4월 5~8일(필리핀 사방)
③ 수중비디오 : 4월 5~7일(코바 다이빙)
④ 산소처치 : 4월 14일(원잠수 다이빙 스쿨)
⑤ 트윈세트+가속감압 : 4월 20~21일, 27~28일, 5월 4~5일(플리퍼 다이빙)
⑥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 5월 5~7일(코바 다이빙 스쿨)
⑦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 5월 6~8일(와우 스쿠버 클럽)
⑧ 트라이믹스 다이빙 : 6월 15~16일, 22~23일(플리퍼 다이빙)
⑨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나이트록스 블랜더 :
6월 15~16일(다이버와 좋은 사람들)
⑩ 대학생 강사교육 :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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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SCUBA) Intl.

Former

영덕 제이다이버스 (전길봉)

부산 씨킹스쿠버 (배봉수)

부산 아쿠아리우스 (백인탁)

서울 서울YMCA (류지한)

동해 DR-PDIC (김성문)

054-732-8884, 010-5466-7375
jdivers@naver.com

051-405-1339, 010-3853-5085
cafe.daum.net/DIVERZU
www.seakingscuba.com

051-744-2194, 010-6420-7535
busan100@gmail.com
blog.naver.com/skinscuba100

02-738-7799, 010-5312-7851
ymcacpr@daum.net
www.ymcalesuire.kr

010-5364-4747
pegym@hanmail.net

대전 K-다이버스 (김영기)

광주 와이스쿠바 (박찬)

대전 대전잠수교실 (이인환)

광주 와이스쿠바 (최영일)

부산 부산스쿠버아카데미 (박복룡)

070-7627-5900, 010-5420-8844
tel5177@hanmail.net

010-3689-4100
scubajjang@gmail.com

042-625-6533, 010-8259-6091
pdicins@daum.net
www.escuba.kr

062-269-8484, 011-601-2394
minos993@naver.com
www.yscuba.co.kr

051-503-8896, 010-8384-8837
just3477@naver.com
www.scubaschool.co.kr

전북 전주스쿠버 (서규열)

대전 탑-다이버스 (정구범)

부산 동부산대학교 (심경보)

창원 PDIC-SEI 경남교원센터 (정세홍)

063-226-4313, 010-3600-8805
skr1114@naver.com
www.jeonjcuba.com

042-585-0528, 010-8456-2591  
optpro@naver.com

051-540-3775, 010-9313-9029
rokmc688@hanmail.net
www.dpc.ac.kr

010-3860-0567
yjs4049@naver.com

서울 한국민간해상보안협회
PMC훈련센터 (배민훈)
02-338-3517, 010-5208-3517
http://blog.naver.com

인천 (사)한국구조인협회 (피성철)

거창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 (신성규)

청주 청주마린스쿠버 (정진영)

부산 고신대학교 (김성진)

부산 킴스마린 (김학로)

010-5419-1436, www.dhuc.co.kr/
pi9511@hanmail.net
cafe.daum.net/korea.lifesaver

055-943-8526, 010-5711-9448
cafe.daum.net/tgtg119
www.거창수상인명구조.kr

043-292-4578, 010-4578-1188
cafe.daum.net/marinscuba
wlsdud7723@naver.com

051-990-2263, 010-3583-2363
sjkim@kosin.ac.kr

010-3804-3862
kimsmarine@naver.com
www.kimsmarine.co.kr

■ 우리는 다른 어떤 교육단체보다 완성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즐거움, 안전,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교육자료와 교육과정 그리고 직접 해보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 우리의 교육과정은 다이버와 짝이 물 안이나 밖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교육하게 고안되었습니다.
■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다이빙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버가 됩니다.
전남 수중세계 (조현수)
010-3500-2686, 061-721-8006
cafe.daum.net/scuba8006
scuba3985@hanmail.net

■ 강사 여러분이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필요 없이 유연함을 제공하기에 독립강사 여러분에게도 적합합니다.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과 미국 35개 주에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50년 이상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장애가 있는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헌신적인 스텝과 함께 다이버와 강사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www.sei-pdic.com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9년, 최초의 스쿠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한 YMCA SCUBA!
1969년, 최초의 전문 스쿠버 강사 양성 대학, 최초의 스쿠버 구조 프로그램 개발 PDIC!
2008년, YSCUBA의 역사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 !
2011년, 세계 최고의 다이빙 교육지도자 연합회 S.E.I-PDIC International 창설! WRTSC의 멤버!
2016년, 57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RAINING PROGRESSION
MASTER DIVER LEVEL 4
ADVANCED DIVER LEVEL 3
ADVANCED DIVER LEVEL 2
ADVANCED DIVER LEVEL 1

SPECIALTIES

LEADER LEVELS

COURSE DIRECTOR
U/W Navigation
U/W Archaeology
Search & Recovery/Public Safety
INSTRUCTOR TRAINER
Reef Ecology
Nitrox Diver
INSTRUCTOR
Night Diver
Ice Diver
Full Face Mask Diver
ASSISTANT INSTRUCTOR
Equipment Service
Dry Suit Diver
DRAM Rescue Diver
DIVEMASTER/DIVE SUPERVISOR

OPEN WATER DIVER
Scuba Introduction
Diver Refreshed – Review & Update
Snorkeling

S.E.I. is the only US organization to offer dual certifications with CMAS
through the Underwater Society of America
The knowledge and skill-based programs offered by PDIC are a result of many years as
a member of the World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WRSTC) that is responsible
for forming and maintaining standards for scuba instruction.

www.sei-pdic.com

DIVER LEVELS

NEWS IN DIVING

PDIC/SEI/YMCA
서울인천교육센터 아이스다이빙 및 동계수난구조훈련 개최

강사 트레이너 신규 및 교환과정 강습회 개최

PDIC-SEI 서울·인천교육센터에서는 지난 2월 16~17일까지 경기도 연천

PDIC-SEI 강사 트레이너 프로그램은 최고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문 스

군 대전리에서 전정원, 피성철, 배민훈 강사트레이너 주관으로 2019년 아이

쿠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PDIC-SEI 최고 레벨의 지도자 자격

스다이빙 및 동계수난 구조훈련을 개최하였다. 1박 2일 동안 동계 수난사고

과정이다.

시 수중환경에서의 신체적 적응 훈련으로 수중물리이론, 수중탐색인명구조

PDIC-SEI 강사 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까지 양성할 수 있는

론, 수난구조기법, 수중장비조작술 및 동계 응급처치 등의 실전 익수자구조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만21세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2년 이상과 각 레벨

교육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PDIC-SEI 본부 후원으로 일반 및 민간구조인으로 구성된 서울인천교육

• 일시 : 4월 12(금)~26일(금)

센터 회원들의 아이스다이빙 및 수난구조 훈련은 얼음절단 절차부터 동절

• 장소 : PDICSEI 본부(부산 동래구)

기 및 해빙기 내수면 수난사고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유사시 현장 활동

• 문의 : 한국 본부 010-4440-1339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되었고 팀별로 2인1조 잠수팀(보조), 의료
팀, 이송팀으로 잠수장비 착용 후 하강로프 따라 하강하여 바닥의 횡단 로
프를 따라 수색 및 요구조자를 인양하는 훈련을 비롯해 나침반 이용 방향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유지 방법 및 응급처치 숙달 요령 등 직접 구조장비 활용 인명구조를 중심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9년 상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으로 진행되었다. 배민훈 트레이너(PDIC-SEI)님은 “해빙기에 낮이면 온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 시에는 응급처치&심폐

가 영상까지 올라가 얼음이 녹으면서 수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각

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종 수난 사고에 맞는 인명구조 교육, 훈련을 통해 혹한기 수난사고 인명피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 발급이 간소화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해 예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얼름속 수중인명탐색훈련은 팀원

제공해 나아 갈 것이다.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9년 3~4월 스페

들의 인명구조 기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경기·인천지역

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시행한다.

의 해빙기 시 민·관·군 협력하여 즉각적인 출동 준비 대응 등 동절기 안
전에 대한 경각심과 생명존중 중요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 각 민간전문 구조단체(국제셀프디펜스안전협회 한국구조인협회, 한
국해양교육원) 대표님 및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보다 안전
한 지역사회 구현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
기를 다짐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3월 28일(목)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3월 29일(금)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First Aid&CPR 강사과정
• 일정 : 3월 30일(토)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수중사진가 강사과정
• 일정 : 4월 26일(금)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수색 및 공공잠수 강사과정
• 일정 : 4월 27일(토)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 참가신청 : 010-4440-1339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이수과정 강습회 개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
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19년
교육이수과정 64시간 강습회를(한국해양대학교(2차) 3월 16일~4월 7일,
서울YMCA(4차) 3월 16일~4월 21일) 개최한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국
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은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최고의
최정예 수상구조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문의 : 서울YMCA 02-738-7799 / 한국해양대학교 051-41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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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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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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EC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레저
다이빙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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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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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인 (EANx)
이기평 (EANx)
이근모 (EANx)
이동준 (EANx)
이미숙 (EANx)
이민구 (Adv. EANx)
이문용 (EANx)
이상범 (Adv.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신우 (Adv. EANx)
이수한 (Adv. EANx)
이우민 (Adv. EANx)
이영권 (EANx)
이웅규 (EANx)
이윤정 (EANx)
이재민 (Adv. EANx)
이재윤 (EANx)
이주영 (EANx)
이주헌 (Adv. EANx)
이주현 (Adv. EANx)
이준영 (EANx)
이대균 (Adv. EANx)
이태복 (EANx)
이학규 (EANx)
이호석 (Adv. EANx)
이행식 (Adv. EANx)
임길붕 (EANx)
임안 (Adv. EANx)
임영석 (EANx)
임동엽 (Adv. EANx)
임용한 (Adv. EANx)
임용호 (EANx)
임재환 (EANx)
임형진 (EANx)
장갑석 (EANx)
장두기 (EANx)
장용배(EANx)
장재용 (Adv. EANx)
장현욱 (EANx)
전선균 (EANx)
전병주 (EANx)
전우철 (Technical)

전환운
정경원
정병국
정석환
정승규
정승욱
정종보
정재홍
정해진
조문신
조민구
조민석
조성호
조승원
조영철
조성우
주광철
지승용
지혜자
진호산
천대근
천세민
천세은
최규옥
최경준
최경호
최민석
최선호
최수영
최승천
최승호
최태현
한길형
한덕수
한승용
허정일
황일권
황종규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Technical)
(Adv. EANx)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ANx)
(EANx)
(EANx)
(Technical)
(EANx)
(Adv. EANx)
(Adv. EANx)
(EANx)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Adv. EANx)
(Normoxic Trimix)
(EANx)
(EANx)
(EANx)
(EANx)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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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아이스다이빙

KUSPO 쇼 참가

1월 18(금)~19일(토)까지 강촌의 정철희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클럽 몽키에

2019년 2월 28일~3월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서 아이스다이빙을 실시하였다. 이번 아이스다이빙은 오픈워터 다이버 이

KUSPO 쇼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IANTD 교육 과정과 교재들을 홍보하

상 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8일 오후 6시에 클럽

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트레이너들은 본부에서 출입증을 사전에 등록하였으

몽키 숙소에 집결하여 저녁식사 후 아이스다이빙 이론 교육을 홍장화 본부

며, 강사들과 회원은 미리 보내준 초대권을 사용하여 출입증을 제작해 관람

장이 진행하였으며, 울산 노틸러스 유기정 강사가 아이스다이빙을 위한 레

하면 되고, 출입증을 미리 받지 못한 강사와 회원은 전시장 입구에서 본부로

귤레이터가 관리요령 및 간단한 점검과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주)테코의

전화를 해서 초대권을 요청하면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제품 드래거사의 풀 페이스 마스크와 다이아프램 레귤레이터를 소개하였

올해는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하지는 않

다. 19일 아침 아이스다이빙은 강촌 골든 몽키 수상 레저 앞에서 실시하였

았지만, 내년부터는 강사 및 트레이너 업

다. 클럽 몽키에서는 바람과 추위를 피하기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곳에 온

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풍기와 난로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였으나 많이 춥지 않은 날씨

본부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로 다이버들이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다.

보관하기에 편리하였다.
아이스다이빙의 별미인 어묵과 떡볶이를 준비하여 얼음판에서 기다리는 다
이버와 다이빙을 마친 다이버들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다. 아이스다이빙
을 위해 두 곳에 얼음 구멍을 설치하였다. 한쪽에서 교육 다이빙 및 펀 다이
빙을 실시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테코 신형 풀 페이스 마스크와 레귤
레이터 테스트 및 홍보 영상을 위해 홍장화 본부장의 진행으로 테코 직원들
과 조문신 강사가 촬영하였다.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장소
를 제공해준 정철희 트레이너, 실린더를 인구에서부터 가져와 준 칸스쿠버
의 김광호 강사, 저녁식사 준비하느라고 힘써 준 서상우 강사, 마지막 남은
산삼주를 가져와 준 임용한 강사, 울산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만든다고 고생
한 황영석 트레이너와 김동원 강사 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즐거
운 아이스다이빙을 위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저여행의 신광식 사장님과 스쿠버넷 최성순 사장님께서 아
이스다이빙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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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장착된 다이빙 전용선이 준비되어 있어 다이빙이 편리하다. 개해제는 4월
6일에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며, 개해제 이후에는 다이빙할 예정이다. 숙소
및 식사예약 관계로 참석자 인원을 미리 본부로 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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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 KOREA
ANDI KOREA 세미나 및 해왕잠수 신장비 소개 세미나
이번 SPOEX에서 3월 2일 15:00~17:00까지 코엑스 회의실 314, 315호에서 ANDI
KOREA 세미나 및 해왕잠수 신장비 소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ANDI KOREA 세
미나는 이정우 트레이너 주관하에 진행하였고 신장비 소개 세미나는 해왕잠수 장
호기 팀장 주관하에 진행하였다.

ANDI KOREA 설명회
2019년 3월 2일 스포엑스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앤디코리아 설명
회가 있었다. 세미나는 이정우 앤디코리아 트레이너가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기
존의 nitrox 다이빙에 대한 개념과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SafeAir’에 대한 비교
및 장점을 설명을 통한 앤디만의 SafeAir 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다. 앤
디 교육방식의 특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3월에는 미국 본부 주관의 교육이 필리핀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4월에는 앤디코
리아본부 주관에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팸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앤디코리아
본부 주관의 강사교육프로모션이 있으니 강사과정 교육에 관심 있으신 다이버분
들의 문의를 부탁드린다.
관련 문의는 andikorea@kingsports.co.kr로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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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수업,
프로젝트학습

PBL 달인되기 2 : 진수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05

04

부모,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셀프 프로젝트학습
잼공노트북 Lv.1

익숙했던 공부방식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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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MICE 산업과 컨벤션 경영

관광마케팅

관광학개론

문화현상과 현대문명의 탐구

항공관광 용어해설

한진영, 이선화│20,000원│326쪽

우경식, 차석빈│22,000원│343쪽

최영환, 손수진│22,000원│377쪽

고근영│16,000원│197쪽

정환│17,000원│211쪽

서비스
매너

이미지메이킹에서 면접까지

서비스운영 컨텐츠론

유정화, 이나영, 곽봉화
19,000원│283쪽

강미라│23,000원│38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이미지메이킹과 글로벌 매너
정명희, 이원화│19,000원│252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Airline Service English for
Cabin Crew
김소형│17,000원│234쪽

외국어

English Conversation for
Flight Attendants
유동규│16,000│158쪽

관광생활영어

항공실무영어

톡톡 튀는 소통중국어

여행항공서비스영어

송두석, Eric M. Zimmerman
14,000원│142쪽

전약표│13,000원│160쪽

김기범│15,000원│228쪽

송두석, 이환의│14,000원│156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

여행사 경영론

항공기내방송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미래서비스 아카데미│18,000원│352쪽

박시범, 이병열, 홍영호, 서정원
17,000원│407쪽

정태연│18,000원│222쪽

장태선, 박지현│20,000원│260쪽

박수영│17,000원│232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

칵테일

캐릭터마케팅과 테마파크

호텔 식음료 관리론

호텔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613쪽

이홍규│20,000원│298쪽

김희진, 김윤정│20,000원│342쪽

김이종│20,000원│333쪽

김이종│28,000원│778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4 라길 3 내하빌딩 5층 Tel 02-523-5903 Fax. 02-2693-2437

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일시품절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버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
다이버의 수화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
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값 50,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
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
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
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
어졌다.

Marine Odyssey Ⅱ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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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dyssey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
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
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Reef Fish Identification Tropical Pacific
열대 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고기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진가 및 생물학자 4
명이 만든 열대 태평양 연안의 리프 물고기에
대한 가장 개괄적인 수중생물 안내서이다.
Gerald Allen, Roger Steene, Paul Humann
New World Publications | 2003년 10월 01일
가격: 6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이
책을 통하여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5,000원

온더코너의 열정과ㅏ 행복을 노래하다

꿈을 꾸게 하는 그 곳, 바다
온더코너의 이름으로 함께 했던 지난 몇 년간
의 추억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본 책은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다이빙 직
후의 생생한 후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온더코너 지음·240쪽·값 14,800원

Reef Creature Identification
Tropical Pacific

Nud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Indo-Pacific(2nd Edition)

열대 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고
기외의 수중생물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
진가 및 생물학자 2명이 만든 열대 태평양
연안의 물고기외의 수중생물 안내서이다.
Paul Humann, Ned Deloach | New World
Publications | 2010년 11월 15일
가격 60,000원

열대 인도-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누
디브랜치와 씨슬러그 도감. 세계 최고의 수중사진
가 및 생물학자가 만든 열대 인도-태평양 연안의
누디브랜치와 씨슬러그에 대한 안내서이다.
Terrence M. Gosliner, Terrence M. / Angel
Valdes / David W. Behrens | New World
Publications | 2018년 11월 01일 | 가격 7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