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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이젠 수중세계를
수중터치 방수팩
로 즐겨보세요.

혁신브랜드
아이디어상품
스포츠/레저/여행부문 스포츠/레저/여행부문

엠팩다이브

스마트폰 수중터치로 물속 + 물 밖에서
음악감상·사진찍기·동영상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에 최적화 된 방수팩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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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철 맞물림 특허 방수기술 및 고급 TPU소재를 이용하여 완벽 방수
• 수중에서 음악감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나침반 등 앱 사용
• 수심 200미터 방수 인증 IPX8 최고방수등급
• 스마트폰 수중 터치 심도(물속 깊이) 40미터 내외까지 가능
• 스마트폰 수압시험 100미터/1시간 테스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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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7425-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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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Index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아쿠아즈

4, 5

㈜엠팩다이브

광고하면
효과가 다릅니다 !
종이잡지, 전자잡지 동시발행으로

광고 효과가 2배

9
표2, 1, 2, 3

㈜우정사
		

20, 21, 22, 23

㈜해왕잠수

7

경남연합회

11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

노마다이브

41

뉴서울다이빙풀(광명)

175

뉴그랑블루리조트(막탄)

45

다아버 긴급 전화

147

대한적십자사

표4

리쿰스쿠버

187

바람소리 스쿠바&팬션(제주)

11

상상채널

156, 190

도서출판 새로미

44, 191

솔리티드원 리브어보드(팔라우)

135

수중생물도감 베스트셀러

183

아이러브팔라우다이브리조트(팔라우)

179

오션테그

광고 문의처

02-778-4981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187

팬다스쿠바(대구)

165

한국잡지협회

153

황스마린포토서비스

179

ANDI International

188

AQUAPOLIS DIVE RESORT

125

BSAC 다이브 센터

176

BSAC 멤버 연합

177

Coral Redang Resort

129

DAN

146

IANTD KOREA

184

IANTD 멤버 연합

185

Manta Ray Bay Resort &Yap Divers

133

PADI Asia Pacific

164, 166

PADI 다이브 센터

163

PADI 멤버 연합

소속된 모든 센터가 정기구독하는 교육단체

R

BSAC KOREA

PADI AP

PDIC/SEI/YMCA

R

SDI/TDI/ERDI KOREA

IANTD KOREA

R

13

160, 161, 162

PDIC/SEI

181

PDIC/SEI 멤버 연합

180

Project AWARE Foundation

137

SDI/TDI/ERDI KOREA

172

SDI/TDI/ERDI 멤버 연합

170, 171

THE THREE P HOLIDAY
&DIVE RESORT

127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

131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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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onthly Dive Magazine「scuba diver」
2019 JULY/AUGUST(VOL.192)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교육단체의 행사,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EDITORIAL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발행인·편집인 Publisher•Editor-in-chief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구자광 Jagwang Koo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편집디자인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김미영 Miyoung Kim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일러스트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김병용 ByeongYong Kim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교정 교열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박윤희 Yunhee Park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자문위원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법률
민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안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강영천 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MAIN OFFICE
주소 Address
(0433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5층, 스쿠바미디어)
(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Korea(04333)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TEL
82-2-778-4981~3
팩스 FAX
82-2-778-4984
이메일 E-Magazine
diver@scubamedia.co.kr
홈페이지 Web Page
http://www.scubamedia.co.kr
http://www.scubadiver.kr
전자잡지 E-Book
http://www.sdm.kr
웹하드 Webhard
http://webhard.co.kr (ID pdeung, PW 2468)
계좌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등록번호
서울 용산 - 00706호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인쇄·제본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주) 현문인쇄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강영천, 김수열, 민경호, 이민정, 이재한
岡田晴惠(오카다 하루에), Peter de Maagt
Scott Gutsy Tuason, Theresa Guise

정기구독 신청 (과월호 구입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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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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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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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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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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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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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글 구자광 (발행인)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터를 잡아 살고 있다. 지구는 우리 집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청결하게 유지한다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
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쾌적하게 오
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의 편리성
만 추구하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하다보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보
내는 경고음과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또한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결국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랫동안 생존해왔던 생명체들의 터전을 위협하여 점점
멸종되는 종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황사,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지구의 생태계는 점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상
태로 변화되며 지구 곳곳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터전인 지
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
금부터라도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은 식물과 오래전부터 공존해 왔고, 현재도 아주 밀접
한 관계에 있다. 식물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자이며, 우리
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인 산소를 제공해 준다. 지금이라도 자연환경을 보
호하지 않는다면 식물이 위협받게 되고 이 지구상에 숨쉬는 모든 것이 사
라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생존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인간들이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면서 동물이 사는 공간이 축소
되고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또한 인간이 버린 쓰레
기들로 오염된 땅이나 물에서 서식을 하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먹이로
오인하게 되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동물들의 서
식공간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도 버티기 어려워진다.
세 번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국가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이상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이 홍수, 가뭄, 폭염, 병충해, 눈사태 등 자연재해들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계속 방관하거나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
는다면 하나 밖에 없는 지구는 점점 피폐해 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의
낭비나 훼손을 걱정하고, 내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그마한 습관하나
에서부터 환경보호라는 큰 이슈까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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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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접사부문

금상 김정인

금상

양승철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은상 이현석, 김윤회

은상

이상훈, 정선봉

동상 윤여준, 민경호

동상

임수동, 전경자

입선

김정인, 김진업, 민경호, 양승철, 유혜주, 윤여준
김성호, 송새인, 이상훈, 이현희, 임수동, 정선봉
(가나다 순)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
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
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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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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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
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
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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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8월 수상자 시상품
금상

40L DRYBAG

Enjoy Your Life with Oceantag
•권
 장 소비자 가격 : 120,000원
•제
 품크기 : 69cm X 34cm X 17cm
• BC, 슈트, 핀까지(프리 다이빙용 롱핀 제외)
수납 가능한 넉넉한 용량

• 백팩 타입으로 오랜 시간 편안하게 착용 가능

은상

25L DRYBAG

Enjoy Your Life with Oceantag

동상

15L DRYBAG

Enjoy Your Life with Oceantag

• 권장 소비자 가격 : 59,000원

• 권장 소비자 가격 : 30,000원

• 제품크기 : 61cm X 41cm X 14cm

• 제품크기 : 37cm X 56cm

• 2~3인 사용에 적합한 사이즈

• 2~3인 사용에 적합한 사이즈

• 백팩 타입의 넉넉한 수납공간과 야간 안전을 위한

• 비치타월 2장 오션테그 풀페이스마스크 2개

고휘도 반사 프린팅 적용

선크림 선그라스 등 작은 소품을 휴대 가능

• 어깨 패드 탈부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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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정인
만타레이 무리
Canon EOS 5D Mark IV, f/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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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현석
수중의 모델
Canon EOS 5D Mark IV, f/20, 1/125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윤회
고래상어, 바다쿠라 무리와 다이버
SONY DSC-RX100M5, f/5,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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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윤여준
수온약층속 빛내림
SONY ILCE-7M3, f/5, 1/10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거대한 암반사이의 다이버
SONY ILCE-7RM3, f/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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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양승철
푸그헤드(Pughead) 파이프피쉬
NIKON D5, f/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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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접사부문

은상

이상훈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괴도라치(전복치)
OLYMPUS TG-4, f/4.4, 1/80

정선봉
갯민숭이달팽이와 알
Canon EOS 5D Mark IV, f/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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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임수동
알을 지키는 노랑고비
OLYMPUS TG-4

f/4.9, 1/20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전경자
문어와 노랑고비
OLYMPUS TG-4

f/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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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정인

입선 민경호

입선 양승철

입선 윤여준

입선 김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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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유혜주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이현희

입선 정선봉

입선 송새인
입선 김성호

입선 임수동

입선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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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Scott Gutsy Tuason

Philippines

At 51, Scott "Gutsy" Tuason has been diving for more than three decades, with
four months as the longest surface interval he took while he was recovering
from an episode of decompression sickness (he shaved two months off from
the recommended six). It's impossible to keep him away from the ocean for
too long, and one suspects that he’s much more comfortable with his fishy
friends anyway. Living in Manila makes it easy for a weekend escape to
macro mecca Anilao, a 2.5 hour drive away.
올해 51세인 Scott Gutsy Tuason은 30년 이상 다이빙을 해왔으며, 가장 길게

노스 5(Nikonos 5)를 사 주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 회의 다이빙 로

다이빙을 중단한 기간은 감압병이 발생하여 회복하기 위한 4개월이었다(6개

그를 기록했다. 그리고 플로리다 탬파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려 하였

월 동안 쉬라고 권고했지만 2개월을 단축했다.).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등지고

지만 ‘생물학은 너무 방대하고 해양학은 부족한 것(too much bio and not

살 수 없었으며, 주변 친구들은 그가 사람보다 물고기 친구들을 훨씬 더 편

enough marine)’ 같아 포기하고, 결국 여러 사진 강좌를 들으면서 경제학을

안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닐라에 살며 주말이면 2시간 정도 걸

수료하였다. 이후 그는 마닐라로 돌아와 가족이 운영하는 총포류 사업체에서

리는 접사 촬영의 메카인 아닐라오(Anilao)에 다이빙을 한다.

일하면서 시간이 될때마다 다이빙과 촬영을 지속했다.

When Gutsy was a mere boy of eight, his father took him down for the first

One evening, after a long day of diving in Anilao, Gutsy and his friend

time in Anilao, without a PADI course, or even proper attire (they would

Eduardo Cu-Unjieng were talking over a few beers and observed that Anilao

dive in blue jeans and a sports jersey). Gutsy was hooked. “This is where I

had enough photography subjects to warrant doing a book together. It would

belong!” he recalls feeling after his first real dive with his own tank. When

be their first. They were dismayed by the amount of dynamite and other

he was 16, his dad gave him his first underwater camera, a Nikonos 5. Years

forms of destructive fishing going on, and both shared the desire to showcase

passed, hundreds of dives were logged, and he tried taking up marine biology

Anilao's wealth of marine life from an artistic and conservation perspective.

at the University of Tampa, Florida, but dropped out because of “there was

어느 날 저녁, 아닐라오에서 하루 종일 다이빙을 한 후 Gutsy와 친구인

too much bio and not enough marine,” and ended up finishing economics

Eduardo Cu-Unjieng은 맥주를 마시며 아닐라오에는 훌륭한 피사체가 많다

along with several photography courses. Eventually he moved back to Manila,

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책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건 그들의

worked in the family firearms business, all the while diving and shooting

첫 작품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거나 파괴적인 어업이

whenever he could.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 낙담을 하였지만, 아닐라오의 풍부한 해양생물을 예술

그의 아버지는 Gutsy가 8살 소년이었을 때 PADI 코스도 거치지 않고 다

적 및 보존적 관점에서 소개해보자는 데 공감했다.

이빙 슈트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아닐라오에서 다이빙을 시켰
다(그들은 청바지와 스포츠 저지 차림으로 다이빙을 했다). 하지만 이 경험

The book was launched in early 2000, and that year he attended his first

으로 Gutsy는 다이빙에 푹 빠져들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라고 생

DEMA (The Diving Equipment and Marketing Association trade show),

각한 그는 자기 탱크를 가지고 처음으로 실전 다이빙을 한 후 느꼈던 감정

where he met one of his idols, Nat Geo photographer David Doubilet. Barry

을 회상한다. 1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첫 수중 카메라인 니코

Andrewartha, publisher of the magazine Sport Diver Australia,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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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ng Pharaoh Cuttlefish - Banwa Island, Philippines 짝짓기 하는 파라오 갑오징어(Pharaoh Cuttlefish)

Whale Shark - Tubbataha Reef, Philippines 고래상어(Whale Shark)

him to enter the book at the World Festival of Underwater Images

blackwater have never been shot before in their larval or juvenile

in Antibes, France. Anilao ended up winning the P’alme d’Or

stage, or exhibiting a particular behavior. He collaborates with

award at Antibes. The little-known dive spot was put on the world

marine scientists in the US and Australia to identify the species,

map for macro photography.

and is now considered the leading blackwater diving expert in

그렇게 첫 책이 2000년 초에 출간되었으며, 그해 처음으로

Asia, offering dive trips to remote and undiscovered locations in

DEMA(다이빙장비마케팅협회)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였고, 거기

the Philippines.

서 자신의 우상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David Doubilet

2012년 하와이 여행 후 Gutsy에게는 새롭게 몰입할 것이 생겼다,

을 만났다. 스포츠 다이버 오스트레일리아 잡지의 발행인인 Barry

바로 블랙워터 다이빙(blackwater diving)이다. 블랙워터 다이빙에

Andrewartha는 그에게 그 책을 프랑스 앙티브에서 열리는 세계수

서 촬영하는 것은 집중력이 높아야 하며 밤에 나타나는 피사체들

중사진축제에 출품해보라고 권유를 했다. 발행한 책 아닐라오는 궁

을 촬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야만 했다. 물론 어둠에

극적으로 앙티브에서 황금종려상(P’alme d’Or)을 수상하게 했다.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한다. 어두운 바다에 별처럼 떠다니는 수

이를 계기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다이브 포인트인 아닐라오가

백만 개의 미세한 생명체를 만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접사촬영 유명지로 세계 지도에 실리게 되었다.

것이다. 해양에서는 매일 밤 지구상 최대 규모의 이동이 일어나, 심
해 동물들이 동물 및 식물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올

By the mid 2000s, Gutsy had switched over to digital photography,

라온다. 어둠속에서의 촬영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힘이 든다. 공간

though he had fought it for a while. Everything he shot after his

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어 주의를 해야 한다. Gutsy가 블랙워터 다

2004 self-published book Bahura was now captured in pixels, and

이빙을 하면서 촬영해온 많은 생물은 그 유생 단계에서 이전에 촬

the dive experience itself has changed. No longer would he have

영된 적이 없는 것이어서 굉장히 특별하다. 그는 이 종들을 확인하

to pace himself, instead he could blast away, or keep returning to

기 위해 미국 및 호주의 해양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아

the same subject over and over again. His next self-published book,

시아에서 주요 블랙워터 다이빙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필

Notes From the Sea, came a decade later, and to say there were a lot

리핀에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외딴곳으로의 다이빙 여행을 하고

of photos to choose from would be an understatement. Notes From

있다.

the Sea collects his best work from the last ten years with ten of his
favorite and most amusing anecdotes from his diving excursions.

His latest book, Blackwater and Open Blue, pairs these nighttime

2000년대 중반쯤 Gutsy는 우여곡절 끝에 디지털 사진으로 전환했

photographs of the oftentimes minuscule with daylight images

다. 2004년 자비로 출판한 책(Bahura) 이후 그가 촬영한 모든 것

from open ocean diving, large animals like humpback whales and

은 디지털 사진에 담겨 있으며, 다이빙 스타일도 변화했다. 그는 촬

monumental events like the sardine run. It won Book of the Year

영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고 셔터를 계속 누를 수 있었다. 반복해서

at the 2017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Competition, and

동일 피사체를 계속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자비로 출판한

one of the judges, Alex Mustard, called it "a comprehensive view of

다음 책(Notes From the Sea)은 10년 후에 나왔는데, 선택할 사진

the open ocean. Groundbreaking."

들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일 것이다. 이 책에는 그가

그의 최신작(Blackwater and Open Blue)은 야간에 미세한 생물

지난 10년간 촬영한 최고의 작품이 담겨 있고 다이빙 여행을 하면

을 찍은 블랙워터 사진들과 오픈워터 다이빙에서 촬영한 사진들,

서 겪은 일 중에 그가 제일 좋아하고 흥미로운 일화 10가지가 소개

혹등고래와 같은 대형 동물, 사딘 런처럼 장관을 이루는 현상을 찍

되어 있다.

은 사진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2017년 올해의 수중 사진작가 대
회에서 올해의 책을 수상하였는데, 심사위원의 한 사람인 Alex

After a trip to Hawaii in 2012, Gutsy developed a new obsession,

Mustard는 이 책을 “오픈워터의 풍광에 대한 완결판으로 획기적이

one that requires even more technical skill, and a healthy lack of

다”고 논평했다.

fear of things that might go bump in the night: blackwater diving.
It is a pitch dark experience, except for the millions of tiny life

When he's not out diving, Gutsy runs Squires Bingham Sports, a

forms that swirl around like stars. Every night in the ocean, the

store in Manila that specializes in scuba gear, underwater imaging

largest migration on the planet occurs, with deep sea animals rising

equipment, and cold beers at happy hour.

up from the bottom to feed on zooplankton and phytoplankton.

Gutsy는 마닐라에서 스포츠 샵(Squires Bingham Sports)을 운영

Photographing in these conditions is quite difficult and vertigo-

하는데,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는 스쿠버 장비와 수중 영상기기를

inducing, as it is almost impossible to tell which way is up or

취급하는 전문 샵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고 있다.

down. Many of the creatures Gutsy has photographed whil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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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o Shark - Isla Mujeres,
Mexico
청상아리

Pair of male Humpback
whales - Vavau, Tonga
혹등고래 한 쌍

Leatherback Turtle - Kei Archipelago , Indonesia 장수거북

School of Chevron Barracuda - Tubbataha Reef, Philippines Chevron Barracuda 무리

Purple fairy basslets - Pescador Island, Philippines 자주색 페어리 바슬렛(purple fairy basslet)

Yellowfin tuna - Roca Partida, Mexico 황다랑어

Schooling Juv. Grey reef sharks - Tubbataha Reef, Philippines 무리를 짓는 어린 그레이 리프 상어

Silky Sharks in a bait ball - Roca Partida, Mexico 베이트볼(bait ball) 속에 들어간 실키상어(Silky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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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청소고기(Cleaner fish)
물고기들은 몸에 붙어사는 기생충과 박테리아, 이빨 사이에 끼인 음식물 찌

관계’라고 부른다.

꺼기, 피부의 죽은 조직 등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성가신 것들을

청소고기들은 고객에 전속되어 일생 동안 몸에 붙어 다니기도 하고, 암초 지

해결하기 위해 가려운 몸을 어딘가에 문지르기도 하고, 발달된 가슴지느러미

대 중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마련된 클리닝 스테이션(Cleaning Station)에 머

를 이용해 수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가 떨어질 때 수면과의 충격으로 성가

물면서 이곳을 주기적으로 찾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 것들을 떨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

청소를 하는 동물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놀래기(Cleaner wrasse)이

은 누군가가 이것들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성가신 것들을 제거시켜 주는

다. 청소놀래기 외에도 곰치의 이빨을 청소해 주는 청소새우, 만타레이의 피

어류들을 청소고기(Cleaner fish)라고 한다. 청소고기들은 서비스 제공에 대

부를 청소해 주는 나비고기, 바다거북의 등딱지에 붙은 해조류를 청소해 주

한 반대급부로 고객의 몸에서 기생충과 죽은 조직, 음식물 찌꺼기 등을 먹는

는 베도라치와 쥐치, 나비고기 등이 있다.

다. 결과적으로 청소고기는 청소를 하면서 먹이를 얻는다. 이런 관계를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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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놀래기(Cleaner wrasse)
모든 청소고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물고기가 청소놀래기
(Cleaner Wrasse)이다. 청소놀래기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임무를 알
리려는 듯 밝은 색깔과 뚜렷한 줄무늬로 몸을 치장하여 표시하고
청소를 해 줄 고객 물고기들 앞에서 춤을 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다. 그러면 작은 물고기는 물론 큰 물고기, 심지어 상어까지도 청소
놀래기의 고객이 된다. 청소를 받을 물고기들은 청소놀래기가 안심
하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펴거나 입을 벌린 채 움직이
지 않는다. 그러면 청소놀래기는 고객 물고기들의 피부와 입, 아가미
등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기생충, 죽은 피부, 음식물찌꺼기, 곰팡
이 등을 먹어치우며 청소를 한다.
청소놀래기의 머리는 백색이다 또는 때때로 황색을 띠고 있다. 몸의
중간 부분에는 꼬리 쪽으로 뻗어있는 검은 색 줄무늬가 있다. 꼬리
지느러미 주위에 파란색 줄무늬가 있다. 이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서 주로 발견되며 2~40m 수심의 산호초에 살고 있다. 그들은 쌍이
나 그룹으로 그리고 때로는 홀로 살고 있다. 청소놀래기는 약 12cm
크기로 자란다. 수컷이 죽는 경우에 그룹 중에 가장 강한 암컷이 수
컷으로 성전환을 한다.

학명 : Labroides dimidiatus
영명 : Blue streak cleaner wrasse
한국명 : 청소놀래기

청소놀래기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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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소놀래기(False Cleaner Fish)
청소놀래기와 비슷하게 생긴 겉모습을 이용하여 청소놀래기가 서비스를 제

한 필요에 따라 가까운 물고기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진짜 청소놀래기인 것

공하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객에게 접근한 다음 날카로운 이빨로

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또한 고객의 신체 일부를 뜯어 먹을 때, 이빨에 달린

고객의 살점을 순식간에 뜯어 먹고 도망치는 물고기가 있다.

마약성 진통 마취독인 오피오이드(Opioid)를 주입하여 고객에 큰 고통을 주

가짜 청소놀래기가 청줄 베도라치(Bluestriped fangblenny)이다. 차이점은

지 않고 살점을 몰래 뜯어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가짜 청소놀래기는 진짜 청소놀래기보다 더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청줄 베도라치(Bluestriped fangblenny)
청줄 베도라치는 농어목 베도라치에 속하는 어류의 일종으로 청소놀래기

약간의 차이가 나며 주황색이나, 검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체색이 발견된다.

행세를 하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인도양 주변과 태평양 일대에 분포해

다만 바탕색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몸 옆으로 난 푸른색의 세로줄무늬 두

있으며 산호가 풍부한 열대 지역에 서식한다. 천적에게 위협을 느낄 때에는

쌍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생긴 모습은 놀래기과에 속하는 청소놀래기

산호초의 관갯지렁이(Tube Worm)가 파 놓은 구멍 등으로 숨는다.

와 닮았으며 그 중에서도 청줄 청소놀래기의 치어와 매우 유사하다.

몸길이는 최대 12cm, 몸무게는 70g까지 나간다. 몸의 바탕색은 개체마다
학명 : P. rhinorhynchos
영명 : Bluestriped fangblenny
한국명 : 청줄 베도라치

국외여행인솔실무

리조트 개발의 이해와 전략

미래서비스 아카데미│352p│18,000원
• 국외여행인솔자란?
• 국외여행인솔자의 기본지식
• 공항 및 출입국수속
• 출장준비업무
• 출국업무
• 탑승 및 기내업무
• 입국업무
• 현지행사 진행업무
• 귀국업무
• 위기관리 업무 / 부록

이태희│625p│25,000원
•리조트의 개념
•리조트 디벨로퍼의 역할
•리조트와 장소성 변형
•개발목표수립
•리조트 컨셉과 테마설정
•국내 리조트의 진화
•리조트 사업환경 분석
•리조트 개발 관련 법·제도적 고려
•라이프스타일 리조트 개발 컨셉 전개
•리조트 수요예측 / 아이덴티티 조닝
•도입시설 스펙트럼 구상 및 시설운영계획
•사업성분석 / 리조트 분양 전략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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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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lusuan
Island
of Cebu Mactan in Philippines
필리핀 세부 막탄

날루수안섬
글/사진 구자광, 드론사진 이재한

세부섬
막탄섬

네그로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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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

막탄섬 다이빙 지역은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막탄(Mactan)섬을 비롯하여 건너편
에 있는 올랑고 리프 플랫(Olango Reef Flat)의 산호초 지역에는 아름다운 다이빙사이트가 산재
해 있다. 두 번째로 막탄섬 남쪽의 올랑고 리프프랫에 위치한 날루수안섬과 힐루퉁안섬 지역인
데 이곳은 국립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막탄
섬 북쪽에 위치한 릴로안(Liloan) 해변 지역도 다이빙하기에 좋은 사이트가 있다. 이곳 릴로안 지
역은 유명한 산후안 렉다이빙(Wreck Diving)과 접사 피사체가 많은 먹다이빙(Muck Diving)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세부에는 릴로안이라는 지명이 2군데가 있는데, 세부섬 최남단에 위치한 산탄더
릴로안(Santander Liloan)이 있고 또 하나는 세부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릴로안(Liloan)이 있다.
이번호에는 막탄섬 남쪽의 올랑고 리프프랫에 위치한 날루수안섬과 힐루퉁안섬으로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리고 북쪽 릴로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이빙 환경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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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막탄섬(Mactan Island)
막탄섬은 세부 주에 속한 직사각형 모양의 저지대로서 홍수림 습지가 넓게 펼쳐

필리핀 여행 정보

져 있으며 바로 맞은편에 세부 시의 항만시설이 들어서 있다. 막탄섬은 1521년 4
월 7일 포르투갈의 항해가인 마젤란이 상륙했다가 4월 27일 추장 라푸라푸에게

시차 : 1시간차(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살해된 곳이다. 마젤란이 쓰러진 섬 북동쪽 지점에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라

통화 : 페소(Peso)

푸라푸(LapuLapu)는 서구 정복자를 물리친 최초의 필리핀 사람으로서 국민적

언어 : 영어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비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

막탄섬은 필리핀에서 2번째로 큰 공항인 막탄국제공항이 있어 세부시의 관문 역

는 필리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할을 하고 있다. 1973년 완공된 길이 860m의 다리와 최근에 완공된 두 번째 다

비자 없이 입국(체류기간 30일)이 가능하다. 또한 1개

리를 통해 세부 섬과 이어진다.

월 단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
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날루수안(Nalusuan)섬

소지해야 한다.

날루수안(Nalusuan)섬은 필리핀 세부 막탄섬 건너편에 위치한 올랑고섬 그룹

기후 :	필리핀 건기는 12월에서 4월까지이다. 비교적 맑은 날

으로 구성된 섬 중 하나이다. 보홀(Bohol)섬과 막탄섬 (Mohaman Island) 사이

씨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필리핀 여행의 최적기이다. 우기

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모래섬이었지만 Nalusuan Island Resort의 건설을

는 대략 5월부터 11월까지 긴 편이지만, 동남아 지역 특

위해 매립하여 만든 섬이다. 이섬은 행정적으로 막탄섬 코르도바(Cordova)의

성상 필리핀의 우기는 한국의 장마 기간과는 많이 다르

마을에 속해 있다.

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기본이며, 짧게 1~2시간 소나기
가 오는 수준이라 여행하기에 별 부담이 없다.

세부 막탄섬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세부 막탄국제공항까지는 여러 항공사가 운행하는 직항이 있다.

세부 막탄섬 북쪽에 위치한 릴로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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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100/110/120V
콘센트 2구

2 막탄섬 지역의 다이빙 환경
막탄섬은 산호섬으로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아일랜드 호핑투어, 제트스키,

이빙(Wreck Diving)과 접사 피사체가 많은 먹다이빙(Muck Diving)을 할 수

세일링 등의 수중 및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섬이다. 특히 막탄

있다.

섬에는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 한국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지

이번호에는 막탄섬 남쪽의 올랑고 리프프랫에 위치한 날루수안섬과 힐루퉁

역으로 한국의 스쿠바다이버가 많이 찾는 곳이다. 또한 막탄섬에는 한국인이

안섬으로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리고 북쪽 릴로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이빙

운영하는 다이빙리조트와 다이빙센터가 밀집해 있다. 그래서 4박5일 정도의

환경을 소개하겠다. 참고 세부에는 릴로안이라는 지명이 2군데가 있다. 세

짧은 휴가 일정(3일 다이빙)으로 다이빙투어를 다녀오기에 최적이다.

부섬 최남단에 위치한 산탄더 릴로안(Santander Liloan)이 있고 또 하나는

막탄섬 다이빙 지역은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막탄(Mactan)

세부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릴로안(Liloan)이 있다.

섬을 비롯하여 건너편에 있는 올랑고 리프 플랫(Olango Reef Flat)의 산호초
지역에는 아름다운 다이빙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다이빙 방법

두 번째로 막탄섬 남쪽의 올랑고 리프프랫에 위치한 날루수안섬과 힐루퉁안

이 지역은 대부분의 다이빙사이트가 리조트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리조트

섬 지역인데 이곳은 국립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

에서 숙박을 하면서 다이빙은 스피드보트나 방카보트를 이용하여 데이트립

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막탄섬 북쪽에 위치한 릴로안(Liloan) 해변 지역도

(Day Trip)으로 진행한다.

다이빙하기에 좋은 사이트가 있다. 이곳 릴로안 지역은 유명한 산후안 렉다

릴로안

세부섬

릴로안해변 지역
Masellan Bay
막탄공항

세부항

막탄섬

막탄섬 인근의 다이빙 지역 구분
올랑고섬

막탄섬의 다이빙 지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Mactan
Reef Flat

막탄섬과 올랑고섬

1. 막탄섬과 올랑고(Olango)섬 지역
2. 날루수안(Nalusuan)섬과
힐루뚱안(Hilutungan)섬 지역

Olango
Reef Flat

3. 북쪽에 있는 릴로안(Liloan) 해변 지역

파가난섬
올랑고 리프 플랫

힐루퉁안섬

날로수안섬과 힐루퉁안섬

카와간섬

올랑고 리프 플랫(Olango Reef Flat)은 세
부 막탄섬 건너편에 있는 낮은 산호초 지
대로 제일 큰 섬인 올랑고(Olango)섬을 비
롯하여 판가난(Panganan)섬, 카오하간

날루수안섬

(Cawhagan)섬, 힐루탕안(Hilutangan)섬, 날
루수안(Nalusuan)섬 등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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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탄섬 지역의 다이빙사이트

1 남쪽에 있는 난루수안섬(Nalusuan)과
힐루탕안섬(Hilutangan)에서 다이빙
날루수안섬(Nalusuan Island) 해양보호구역
날루수안섬은 세부 막탄섬 인근의 대표적인 섬으로 국립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주 깨끗
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어부들의 어로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곳 지형은 대체로 완만한 슬로프(Slope)나 가파른 월(Wall)로 되어 있다. 슬로프와 월은 연산
호, 경산호, 회초리산호, 스펀지 등의 해양생물이 가득하다. 특히 날루수완 리조트 제티 왼쪽 리
프지역은 손상되지 않은 경산호 필드가 펼쳐져 있다.
다양한 산호 주위에는 Trumpetfish, Sweetlips, Snappers, Butterflyfish, Angelfish, Triggerfish,
Groupers, Anemonefish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리프피쉬 무리를 볼 수 있다. 또한 Parrotfish,
Octopus, Sting Ray, 바다거북, 바다뱀은 물론이고 Batfish 무리, Trevally 무리, Barracuda 무
리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코랄터틀 포인트(Coral Turtle Point)에는 바다거북이가 많이 살고 있
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글레이(Eagle Ray), 만타레이(Manta Ray), 리프샤크, 환도상어(Thresher
Shark), 고래상어(Whale Shark) 등과 같은 대형어류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올랑고섬

1

파가난섬
Panganan

힐루퉁안섬
카와간섬
Caohagan

Hilutungan

날루수안섬
Turtle Point

Sand Garden
Drop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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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e

Garden of Heaven
Coral Garden
1
2
3
4
5

양배추산호 군락
연산호
해초류산호
뇌산호
부채산호

2

3

4

5

1

3

2

1
2
3
4
5
6
7

리프피쉬 무리
동상 (Statue)
유골함
무리쉬아이돌 무리
스내퍼 무리
스노클러들
제티 아래의 스내퍼 무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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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루뚱안섬(Hilutungan Island)
막탄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구역중 하나로 맑은 시야와 함께
Trumpetfish, Sweetlips, Snappers, Butterflyfish, Angelfish, Triggerfish,
Groupers, Anemonefish 등이 어우러져 있는 화려한 색상의 산호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많은 종류의 어류를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다이빙
을 하며 큰 스내퍼 무리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5

6

7

2 북쪽에 있는 릴로안 해변 지역
Sand

릴로안

San Juan Wreck
Mud
Wall

Sand 모래
이곳 모래지역에는 많은 종류의 고비와 갯민숭달팽이 등을 비롯하여 독특한
피사체들을 볼 수 있다. 드래곤 바다나방(페가수스), 해마, 샌드다이버, 다양한
종류의 새우, 새우, 게 등을 볼 수 있는데 수심이 최대 깊이 10m, 평균 깊이 약
5m 정도이다.

Mud(Silt) 진흙(고운모래)
진흙(mud) 지역에는 깊이가 20m 이상인 곳에서 리본 고비를 볼 수 있고, 여
기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synaptid 해삼에는 황제새우가 있다.

Wall 월
월에는 바다거북을 만날 수 있으며, 거대한 스내퍼들은 물론이고 푸질리어와
잭의 무리도 가끔 만난다. 월 아래로 내려가면 많은 종류의 고비와 다채로운
씨슬러그(Sea Slug)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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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Wreck - MV San Juan Ferry 산후안렉
MV San Juan 난파선은 대형 페리가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침몰되어 있다.
난파선은 다양하고 많은 해양생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심이 깊어 모험적인 다이빙
을 할 수가 있다.
난파선은 50m 깊이의 모래 위에 우현 쪽으로 누워 있다. 난파선의 상단 수심은 조
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 32~34m 정도이다. 난파선 길이는 63m 정도
(L=63.0m, B=13.6m, D=3.5m)이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는 감압 시간이 없도록 제
한되며, 최대 체류 시간은 10~15분 정도이다. 이 난파선 다이빙을 진정으로 즐기려
면 엔진 룸과 같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2 Deco gas가 권장되지만, 50% 나이트
록스를 준비하면 충분하다.
MV San Juan 난파선 다이빙은 하강라인을 따라 하강한다. 바닥에 도착하면 뱃피쉬
의 큰 무리와 산호초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측면에 산호로 덮여 있다. 지
난 20년 동안 난파선에는 많은 산호와 함께 Butterflyfish, Angelfish, Anemonefish,
Giant trevally 및 작은 물고기 무리가 둘러싸고 있다. 큰 앵커와 프로펠러는 아직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거대한 프로펠러에는 그물로 얽혀 있다.
이 배는 1969년 일본에서 건
조되었으며, 2000년 8월 17일
(목)에 이곳 만(Bay)에 접안
하면서 어떤 이유로 엔진룸이
폭발하여 침몰하였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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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탄섬과 올랑고(Olango)섬 지역
올랑고(Olango Island)
올랑고섬은 근처 다른 섬에 비해 완만한 경사를 가진 지형은 초보자부
터 쉽게 다이빙이 가능한 지역이다. 세월이 흔적을 가진 작은 방카난파

Blue Hole

Tambuli

막탄섬

Tingo

선도 볼 수가 있으며 트레발리의 무리들과 다양한 종류의 리프피쉬들을
Kontiki

볼 수 있다.

탐불리 에어프레인(Tambuli Airplane)

Marigondon

탐불리 에어프레인은 20m 지점의 완만한 슬로프 지점에 경비행기 한
대가 수장되어 있다. 수중생물이 아닌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탐불리 포

Cordova

Talima

Santa Rosa

올랑고섬

인트는 펀다이빙중 한번은 꼭 방문하는 사이트중 하나로 많은 다이버
들이 방문하고 있다.

코르도바 리프(Cordova Reef)
막탄섬 최남단 코르도바 지역에 위치한 다이빙포인트이다. 완만한 슬로

콘티키(Kontiki)

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로프 진입지역은 바닥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

콘티키는 세부 인근에서 정어리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수심

어서 초보자가 입수하기에 편안하다. 모래지역을 지나서 깊은 곳으로

6m 지점에서 직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초보자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

진행하다 보면 마치 사막에 있는 선인장처럼 모래지역 여기저기에 작

사이트로 체크다이빙이 필요한 다이버들에게도 추천한다.

은 무리를 지어 있는 산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경산호 군락이 잘 보
존된 편에 속하는 지역이며 대단위 규모는 아니지만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산호 군락이 많아서 잘 보존한다면 매우 아름다운 산호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마리곤돈 케이브(Marigondon Cave)
마리곤돈 케이브는 직벽으로 떨어지는 절벽을 따라 폭 15m 길이 50m
의 대형동굴이다. 천정 수심이 약 30m, 바닥은 약 38m로 동굴다이빙
과 딥다이빙의 코스로 유명하다.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오면 동굴 안에
서 다이버들이 내뿜은 공기가 천정의 바위틈에서 작은 버블로 올라오
는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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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OLIS Dive Resort
날루수안섬 소재
아쿠아폴리스 다이브 리조트(AQUAPOLIS Dive Resort)는 날루수안섬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국립해양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이빙을 하
기에 최적의 리조트이다. 물론 다이빙을 하는 대낮에는 호핑투어 손님이
나 스노클러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스쿠버
다이버들만 체류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다.
이곳 리조트는 막탄국제공항에서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
에 한국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좋은 곳이다. 4박 5일(3일 다이빙) 짧은 휴
가일정으로 다이빙을 즐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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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인근에서 발견된
스페셜 수중생물
(환도상어, 만타레이, 고래상어)

수상 방갈로

다이브 센터

다이빙 보트

아쿠아폴리스 다이브리조트
홈페이지 : www.nalusuanislandresort.net
전화 : 070-8285-0103
핸드폰 : +63-915-834-2747
핸드폰 : +63-932-659-6991

객실

카톡아이디 : aquapolis
e-mail : ceo@nalusuanislandresort.net

식사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필리핀
북마리아나제도
마닐라
괌

얍

축 라군
팔라우

Chuuk Lagoon
In 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미크로네시아 연방

축 라군
글/사진 구자광

축 라군은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장소이다.
이곳은 대체로 시야가 좋으며 침몰되어 있는 난파선은 70여척이지만
주로 다이빙을 하는 곳은 30여 곳이다. 대부분의 난파선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도인 수면 아래 40m 내에 있다. 일부는 텍다이빙으로 가능한 깊은 곳에 있다.
난파선에는 대포, 총기류, 트럭과 전투기, 주방에 남아있는 식기, 은수공품,
술병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심지어 사람의 뼈나 해골까지 남아있는 곳도 있다.
또한 수면에 가까운 난파선의 상층부와 주변에는 여느 다른 다이빙 지역의
화려한 산호초 못지않은 풍광과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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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 라군(Chuuk Lagoon)
축(Chuuk)은 미크로네시아 연방(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의 4 멤버 중 하나이다. 4 멤버는 얍(Yap) 주, 축
(Chuuk) 주, 폰페이(Pohnpei) 주, 코스라에(Kosrae) 주이다.
축(Chuuk) 주는 축 라군(Chuuk Lagoon) 주변의 15개의 주요
섬과 92개의 외부 섬과 80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

Weno

라군 밖의 섬들은 웨스턴 아일랜즈(Western Islands), 홀 아일랜

Dublon

즈(Hall Islands), 어퍼 모르트록스(Upper Mortlocks), 로우어 모

Udot

Tol

르트록스(Lower Mortlocks)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Fefan

축 라 군(CHUUK Lagoon)은 과거에는 트룩 라 군(TRUK

Uman

Lagoon)으로 불렸으며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아주 큰 산호섬
이다. 축 라군(Chuuk Lagoon)은 산호초로 둘러싸인 57개의 현
무암 화산섬과 약 4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섬은

Chuuk Lagoon (축 라군)

톨(Tol), 두블론(Dublon), 웨노(Weno), 페판(Fefan), 우도트(Udot),

▶

우만(Uman) 등이며 모두가 화산섬이다.
두블론(Dublon)섬의 남동 연안에 있는 트루크(Truk)가 중심지이
다. 1825년 뒤페리(Louis Duperrey)가 발견한 후 독일령이 되었
다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위임통치령이 되기도 하였다. 제

Hall Islands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해군의 대폭격을 받았으며 1947년부터 미

Murillo Atoll

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다가, 1991년 새로 독립한 미크로네시아
Namonuito Atoll

연방에 편입되었다.
웨노섬(Weno)은 옛 이름이 모엔섬(Moen)으로 폰페이와 괌을 연

Nomwin Atoll

Western Islands

결하는 공항이 있고.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이곳에 위치한다.
Chuuk Lagoon

Pulap Atoll

Weno

Upper Mortlocks

Puluwat Atoll

Kuop Atoll

Pulusuk

▶ State

of Chuuk (축 주)

Emwar Atoll

Namoluk Atoll

Etal Atoll

Lower Mortlocks

Lukunor Atoll

Satawan Atoll

}

FSM(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

State of
YAP
State of
KOSRAE
State of
CHUUK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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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uk

State of
POHNPEI
Pohnpei

Kosrae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의 축 여행 정보

축 라군으로 가는 방법

수도 팔리키르 (Palikir)

1. 인천공항에서 괌(Guam)공항을 경유해서 축 라군으로 들어간다.

언어 영어, 미크로네시아어

2. 축 라군과 연결되는 항공편은 괌(Guam)에서 일주일에 5회 왕복한다.

통화 미국 달러

현재 인천-괌 구간은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이 운항되고 있고,

시차 한국과 1시간차

괌-축 구간은 유나이티드항공이 운항되고 있다. 괌-축 구간은 주 5회

비자 30일간 무비자 - 여권(만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과

운항되며 요일별 운항 시간이 다르므로 괌-축 구간의 항공을 먼저 결

왕복항공권 소지

정하고 이에 맞춰 인천-괌 구간 항공을 선택하면 된다.

출국세 : YAP 10$, CHUUK 20$, POHNPEI 20$, KOSRAE 15$
통신 : 한국 이동통신의 국제로밍 서비스는 불가능하고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은 속도가 느리지만 가능하다.

인천공항
북마리아제도

전기 100/110/120V
콘센트 2구
4시간 20분

괌

1시간 30분

축 국제공항
축 국제공항

축 공항입구

하늘에서 본 축 라군 모습

축 출입국관리소

축 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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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 라군의 다이빙 환경
축 라군(Chuuk Lagoo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섬
들로 다이빙 역시 이곳에 수장되어 있는 난파선 다이빙이 주를 이룬다. 축
라군은 전체 면적이 2,000㎢ 이상의 라군(Lagoon)이 대규모의 자연적인
항구 역할을 한다. 축 라군내의 다이빙은 외해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조
류는 거의 없고 시야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축 라군은 1944년까지 일본 해군의 주요 해군기지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의해 일본 해군 군함이 무수히 많이 침몰되어 있다.

다이빙 성수기
축 라군은 11월에서 4월은 건기이고, 5월에서 10월까지 우기이다. 우기는 강우
량이 많아 습도가 높다. 축 라군의 다이빙 조건은 대체로 조류가 거의 없고 따
뜻한 수온(28~30℃)으로 편안하고 쉽다.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곳은 12월에서 5월까지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와 조금 힘든 다이빙을 하게
되고, 시야는 11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좋다. 축 라군 다이빙은 일반적으로
3mm의 웻슈트를 권장한다.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유조선 심지어는 화물선과
예인선에 이르기까지 축 라군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수는 크고 작은 것
을 합쳐 약 70여척에 이르며, 그 크기는 100m가 넘는 거대한 선박들이 대
부분이다. 모든 난파선은 타임캡슐로 일부는 똑바로 서있고, 일부는 손상
되지 않는 상태로, 일부는 부서진 조각으로 남아있다.
축 라군에는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많이 하는 곳은 30여 곳으로 대부분 레
크리에이션 다이빙 한도인 수면 아래 40m 내에 있다. 일부는 텍다이빙이
가능한 깊은 수심에 있다. 난파선에는 대포, 총기류, 트럭과 전투기, 주방에
남아있는 식기, 은수공품, 술병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심지어 사람의 뼈
나 해골까지 남아있는 곳도 있다.
또한 수면에 가까운 난파선의 상층부와 주변에는 여느 다른 다이빙 지역
의 화려한 산호초 못지않은 풍광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경산호, 연산호
가 어우러져 있고 리프피쉬들이 모여 장관을 이루고, 돌고래, 각종 상어류,
스팅레이, 이글레이, 바다뱀, 바다거북, 나폴레옹피쉬, 뱃피쉬, 거대한 바라
쿠다 무리, 트레발리 무리, 서젼피쉬 무리, 스내퍼 무리, 각종 리프피쉬 등
을 볼 수 있다.
축 라군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한계수심 40m)으로도 거의 대부분 난파선
을 즐길 수 있는데,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면 난파선의 좀 더 깊은 곳(수심
40m 이상)을 탐험할 수 있다.

Gosei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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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방법
축 라군의 다이빙은 축 라군의 웨노섬(Weno)에 위치한 호텔이나 다이브리조
트에서 숙박하면서 다이빙보트로 다이빙을 하거나 축 라군에서 영업하는 리브
어보드를 이용하여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축 라군의 난파선 다이빙은 다이빙 보트를 난파선에 연결된 하강라인에 묶어
놓고 다이빙을 한다. 다이버는 하강라인을 이용해 하강하고 상승할 수 있다.
보트 밑에는 여벌 공기탱크가 매달려 있다. 가이드들은 다이버들을 대체로 4
인 1조로 하여 난파선 속으로 안내를 한다.
축 라군은 따뜻한 열대 지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난파선 다이빙 장소 중 하나이다. 축 라군의 경계 부분에는 약한 조류가 흐르
고 시야가 좋기 때문에 모든 다이버에게 난파선 다이빙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축 라군의 난파선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물론이고 테크니컬 다
이빙까지 모든 다이버들에게 적합한 다이빙사이트이다. 재호흡기 다이빙
(Rebreather Diving)도 가능하다. 축 라군의 리조트와 리브어보드는 테크니컬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기체를 제공한다. 사전에 필요한 기체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상용 공기탱크

다이브 리조트
Blue Lagoon Resort
- http://www.truk-lagoon-dive.com
이 리조트는 축 라군의 웨노섬(Weno)의 최남쪽에 위치한 다이브리조트로 주요
다이브사이트가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다.

리브어보드
Truk Odyssey
- https://www.facebook.com/rukodyssey/
- http://www.trukodyssey.com
축 라군에서 영업하는 리브어보드 중에서 가장 고급스런 리브어보드
이다.

SS Thorfinn
Truk Stop Hotel&Truk Lagoon Dive Center

- http://thorfinn.net/

- https://www.trukstop.com/

이 배는 엔진이 고장이 난 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한 곳에 정박시킨

- http://trukwreckdiving.com/

후 영업을 한다. 그래서 모선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사이트까

이 호텔과 다이브센터는 축 라군의 웨노섬(Weno)의 공항 인근에 위치하며, 주

지 스피드보트로 멀리 이동하여 다이빙을 해야 한다. 현재 내부 시설도

요 다이브사이트가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다.

오래되어 낡고 고장 난 곳이 많아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

Truk Master
- http://www.masterliveaboards.com/
11월부터 3월까지는 축 라군(Truk Lagoon)에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마
샬군도의 비키니 아톨(Bikini Atoll)에서, 투어를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다이빙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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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 다이빙(Wreck Diving)
난파선 다이빙은 사전 계획과 철저한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난파선 안으로의 다이

축(Chuuk)의 역사
축 제도의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일찍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896에

빙은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다이빙 전에 브리핑되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

스페인-미국 전쟁 후 독일의 지배로 넘어갔다. 1918년 독일의 패배에 따

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듣고 다이빙을 해야 한다. 난파선 다이빙은

라 일본의 지배로 넘어 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점령하였다가

깊은 수심에서 시작해 얕은 수심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며 난파선의 브릿지나 선실

1979년에는 자치정부를 발족하게 되었다.

안으로의 다이빙은 수심을 깊게 타는 경우가 많으므로 컴퓨터 게이지는 필수라 할 수

• 1500년대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

있다. 또한 수온이 높다하더라도 난파선 외부

• 1886. 스페인이 영유권 선언

의 철제 구조물이나 기타 상처를 줄 수 있는

• 1899. 스페인이 미크로네시아 제도를 독일에 매각

요소가 많으므로 소매를 감싸는 슈트를 착용

• 1914.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에 의해 점령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밖에 수중랜턴이

• 1920.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일본이 위임통치

나 안전장비의 휴대는 필수이다.

• 1945.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점령
• 1947. 미국의 신탁통치 개시

난파선 다이빙의 내부 사진 촬영

• 1965. 미크로네시아 의회 발족

난파선 다이빙에서 기관실과 같은 내부는 대

• 1969. 미국 신탁통치 후에 정치적 지위에 관한 미국과의 교섭 시작

체로 미세 침전물이 많다. 그래서 내부를 촬영

• 1978. Yap, Chuuk, Phonpei, Kosrae 4개주에 의한 연방결성을

할 때에는 킥을 조심해서 해야 하고 다른 사람

		

이 들어가서 침전물을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

• 1979. 헌법실시, 자치정부 발족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로 승인

저 조용히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1986.11.

미국과 자유연합관계(Compact of Free Association)로 이행

• 1991.9.17. 유엔가입

제2차 세계대전
테크니컬 다이빙(Technical Diving)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레스큐, 다이브마스터 등의
단계로 나누어지며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강사나 가이드의 책임 하에서
자신의 안전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탁 받은 강사나 가이드들은 다이버가 앞서 설
명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다이빙
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늘날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최대 40m 이상의 수심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고 있
으며, 무감압 한계시간내에서 다이빙을 마쳐야 한다. 천정이 막힌 동굴이나 난파선 통
과가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방식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호흡기체
는 공기 또는 낮은 농도의 나이트록스(32%, 36%)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레크리에이
션 다이빙은 10세의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대
중적인 레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규
정되어있는 제한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포괄적인 다이빙의 범주를 최대한 즐기기 위해
서 보다 깊게, 보다 오래 다이빙하는 방법들을 고수하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연구, 발전
시키려는 그룹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다이빙 분야를 일반적인 레저 다이빙과 구분하
여 테크니컬 다이빙(Technical Diving)이라 일컫는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다이버에게 짧은 시간 동안 필수적인 부분만을 가르치고
강사와 가이드에게 안전을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탁 받은
강사와 가이드는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한 범위를 넘지 않은 범위로 다이버를 가
이드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최대 수심 40m, 무감압 한계시간, 공기 또는 나이트록
스(32% 36%) 사용 등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제한한다.
반면에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수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물론 초기 교육 단계에서는
제한 요소들이 따르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 제한요소들을 뛰
어 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이빙수심을 제한하지 않
는다. 즉 100m 이건 200m 이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이빙할 수 있다. 또한 기체도 공
기뿐만 아니라 나이트록스, 산소, 트라이믹스, 헬리옥스 등 다양한 기체를 사용하여 감
압병, 질소마취, 산소중독 등을 극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블실린더, 트리풀실린더,
재호흡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은 대심도 다이빙,
동굴 진입 다이빙, 난파선 내부 다이빙 등과 같은 모험적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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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축 제도는 일본 제국 해군의 주요 전초기지였
다. 1944년 헤일스톤 작전에 의해 축 제도에서 미국과 일본 해군 사이의
큰 해전이 벌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79년 미크로네시
아 연방이 독립할 때까지 축 제도는 미국령 태평양 제도의 일부였다.
일본이 이곳 축을 점령한 것은 1914년, 그때부터 일본은 이곳을 대일본제
국의 태평양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대규모의 공사를 벌임
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에는 ‘태평양의 지브랄타’라는 별명
이 붙을 정도로 완벽한 요새로 만들어 놓았다.
1944년 2월 17일, 미 해군은 코드명 ‘우박’이라는 폭격작전을 실시하여 이
곳의 산호초에 정박 중이던 일본의 제 4함대에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무차
별 폭격을 가함으로서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일본이 이 섬을 택한 이유는 이 섬 주위가 광활한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
는 데다, 선박이 섬에 접안할 수 있는 통로가 두세 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군의 전함들이 쉽사리 이곳으로 접근을 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 때문이
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군이 이곳을 폭격하게 되었을
때는 나가는 통로가 막혀 60여 척의 선박들이 퇴로가 끊겨 그대로 침몰되
고 말았다.

톨섬
Tol

3

축 라군의 다이빙사이트
이름

Aikoku Maru
Amagisan Maru
Betty Bomber
Emily Flying Boat
Fujisan Maru

수심

사용공기

30~64m

A

30(선수 대포)
~54m

A

12~18m

A, N

15m

A, N

40(브릿지)
~60m

A

A : Air N : Nitrox

특징

추천

위치

대포, 주방기구, 사람의 뼈

☆☆☆

15

대포, 승용차, 탱크트럭

☆☆☆

28

침몰 비행기 모습

☆

12

침몰 비행기 모습

☆☆

11

☆☆☆

1

선실 내부

A, N

화물칸의 유물들, 산호와
물고기들(샤크, 이글레이,
트레발리 무리 등)

24~36m

A, N

대포, 해양생물

☆☆☆

2

10~30m

A, N

호스뭉치, 엔진

☆

10

Fujikawa Maru

9~33m

Fumitsuki Maru
Futagami Tugboat

☆☆☆☆☆

13

5~40m

A, N

프로펠러, 서젼피쉬 무리

☆☆☆☆☆

24

15~33m

A, N

외부의 풍광

☆☆☆

29

☆☆☆

6

12~30m

A, N

Hoki Maru

21(부서진
브릿지)
~50m

A, N

2개의 프로펠러,
트럭과 불도저,
다양한 해양생물

☆☆☆☆☆

21

Hoyo Maru

3~40m

A, N

산호, 사람의 해골

☆☆

9

I-169 Submarine

30~42m

A, N

잠수함, 수중생물

☆☆

5

A, N

기관실 내부 물건들,
산호에 어우러진 리프피쉬
무리, 선수에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이 있다.

7.5~40m

사용공기

특징

Kikukawa Maru

20~40m

A, N

트럭, 총알, 사람의 뼈,
돌고래와 같은 해양생물

Kiyosumi Maru

12~32m

A, N

자전거, 어뢰발사대,
접시세트, 사람의 해골

Micro Trader

15(mast)
~36m

A, N

조타실

Momokawa Maru

30~40m

A, N

엔진룸, 큰 대포, 많은 포탄,
아름다운 브릿지

Nippo Maru

18~40m

A, N

탱크, 트럭, 대전차포,
병, 총알

팔로
FALO

쉐이벤
SCHEIBEN

추천

위치

☆☆

20

☆☆☆

8

☆☆☆☆

22

☆☆☆

16

☆☆☆☆☆

14

오사쿠라
OSAKURA

축

Heian Maru

탄약, 찻잔과 접시,
사람의 해골

수심

국
제
공
항

Gosei Maru
Hanakawa Maru

Kensho Maru

이름

☆☆☆☆☆

웨노섬
WENO

7

1
2
3
5

4
우돗섬
Udot

6

7
8
파람섬
PARAM

10

15
16

9
17
에텐섬

11
페판섬
FEFAN

29

14

두볼론섬(DUBLON)
또는 TONAS

12

19

20

18
21

22
13

타리크섬
TARIK
이름

수심

사용공기

특징

Rio De Janerio Maru

15~33m

A, N

대포, 선실의 골동품, 해양생물

추천

위치

☆☆☆☆

25

A

탱크, 폭탄, 트럭, 대포

☆☆☆☆☆

19

15~27m

A, N

트럭, 무기, 마스트의
연산호 풍광

☆☆☆☆

27

13(마스트
꼭대기)~48m

A, N

어뢰, 방독면, 마스트의
아름다운 풍광

☆☆☆☆

17

12~40m

A, N

선수의 대포, 해양생물(산호,
☆☆☆☆☆
이글레이, 실키샤크, 바다거북 등)

3

Shotan Maru

35~55m

A

선실 내부

☆☆☆☆

18

Unkai Maru

18(브릿지)~
41m(프로펠러)

A, N

큰 대포, 방독면, 신발,
주방기기, 다양한 해양생물

☆☆☆☆

23

☆☆

4

☆☆

26

San Francisco Maru 29~45m 이상
Sankisan Maru
Seiko Maru
Shinkoku Maru

Yamagiri Maru

15~33m

A, N

큰 대포알, 온전한 사람 해골,
아네모네피쉬, 뱃피쉬 등

Yubae Maru

15~35m

A, N

난파선

23
24
26
피스섬
TSIS

27

우만섬
UMAN

28

25
FALEAT

TAKO

ATKIN
파나난
FANANAN
파네우
FANEU

2019 July/August | 67

1. Aikoku Maru 에이코쿠 마루
에이코쿠 마루(Aikoku Maru)는 반 토막의 배가 똑바
로 앉아 있다. 앞 쪽이 대폭발로 없어졌다.
위치

두블론섬 동쪽

수심

30~64m
151m

선체길이
난이도

수심이 깊다(텍다이빙).

볼거리

대포, 주방기구, 사람의 뼈

추천

☆☆☆

2. Amagisan Maru 아마기산 마루
아마기산 마루(Amagisan Maru)는 45도로 기울어
져 있다. 선수에서 대포를 볼 수 있다.
위치

우만섬 서남쪽

수심

30(선수 대포)~54m
137m

선체길이
난이도

수심이 깊다(텍다이빙).

볼거리

대포, 승용차, 탱크트럭

추천

☆☆☆

3. Betty Bomber

자료사진

베티 폭격기

베티 폭격기(Betty Bomber)는 원 이름은 미쯔비시
G4M인데 연합군이 베티(Betty)라는 별명으로 불렀
다. 일본 폭격기로서는 가장 유명했다.
위치

에텐섬 서쪽

수심

12~18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침몰 비행기 모습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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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mily Flying Boat 에밀리 플라잉 보트
에밀리 플라잉 보트(Emily Flying Boat)는 수면 이착륙기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공습 받고 침몰하였다. 뒤집혀 있는 상태이다.
위치

두블론섬 남쪽

수심

15m

난이도

비행기의 4발 엔진,
연산호와 리프피쉬

볼거리
추천

침몰 비행기 모습

☆☆

5. Fujisan Maru

후지산 마루

후지산 마루(Fujisan Maru)는 유조선으로 아주 깊은 곳에 침몰하여 있다.
선체판을 통해 엔진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브릿지는 손상되지 않았다.
위치

외노섬 동쪽

수심

40(브릿지)~60m

선체길이

149m

난이도

수심이 깊다(텍다이빙).

볼거리

선실 내부

추천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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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ujikawa Maru 후지카와 마루
후지카와 마루(Fujikawa Maru)는 화물선으로 매우 얕은 곳
에 침몰해 있다. 전쟁 초기에 어뢰를 맞고 축에서 수선되었
다가 다시 취항하여 중앙부 우측 하부에 어뢰공격으로 침몰
되었다. 이 난파선은 수조, 탄약, 프로펠러 블레이드, 엔진 커
버 및 기타 여러 항공기 부품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적
으로 해체된 전투기와 동체 부품 및 기타 장비가 함께 있다.
조타실(pilothouse), 욕조, 응접실(staterooms), 조리실과 엔
진룸이 있는 선루(상부 구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선수와
선미의 대포가 아름답다. 후미 마스트 기둥의 끝이 수면 위
로 나와 있으며 브릿지가 9m 수심에서 시작된다. 선두에는
연산호, 씨팬, 말미잘 등이 덮여 있다.
위치

에텐섬 서남쪽

수심

9~33m

선체길이

133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화물칸의 유물들, 산호와 물고기들
(샤크, 이글레이, 트레발리 무리 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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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Fumitsuki Maru 후미주키 구축함
후미주키 구축함(Fum izuki Destroyer)은 수리 도중에 공습을 받고 침몰하였다. 브릿
지가 27m, 갑판은 30~35m 수심에 있다. 선수에 있는 대포가 크다. 배는 작은 편이지
만 큰 연산호들이 많고, 해양생물이 풍부하게 어우러져 있다.
후미주키 구축함(Fumizuki Destroyer)은 수리 도중에 공습을 받고 침몰하였다. 브릿지
가 27m, 갑판은 30~35m 수심에 있다. 선수에 있는 대포가 크다. 배는 작은 편이지만
큰 연산호들이 많고, 해양생물이 풍부하게 어우러져 있다.
위치

우도트(Udot) 근처

수심

24~36m

선체길이

103m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대포, 해양생물

추천

☆☆☆
자료사진

8. Futagami Tugboat 후타가미 예인선
후타가미 예인선(Futagami Tugboat)의 선미는 수심

위치

두블론섬 서남단

10m이고, 선수가 약 30m로 기울여 경사를 이루고

수심

10~30m

있다. 엔진 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후방 홀드에서

선체길이

두꺼운 인양 호스 뭉치를 볼 수 있다.

난이도

어드밴스드

볼거리

호스뭉치, 엔진

40m

다이버 이상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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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osei Maru 고세이 마루
고세이 마루(Gosei Maru)는 선미가 얕은 수
심에 결려있고 선수는 경사면이 깊은 수심
쪽으로 누워 있다. 프로펠러가 압권이다.
위치

우만섬 북동

수심

5~40m

선체길이

82.6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프로펠러, 서젼피쉬 무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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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anakawa Maru 하나카와 마루
하나카와 마루(Hanakawa Maru)는 일본 해군 수송선으로 미군 공격으로 가

브릿지가 15m, 덱크가 24m, 화물칸이 33m 수심에 있다. 경사면에 앉아 있으

라앉았다. 위치가 외노섬에서 먼 곳에 있어 비교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며 선수가 수심이 얕은 쪽에 있다.

위치

톨섬 항구 우측

수심

15~33m

선체길이

111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외부의 풍광

추천

☆☆☆
HANAKAWA MARU

자료사진

11. Heian Maru 헤이안 마루
원래 잠수함 보급선 및 화물선으로 사용된 헤이안 마루(Heian Maru)는 길이가 155m로 축 라군에서
가장 큰 선박이다. 작은 후미 보류에는 탄약이 들어 있고, 갤러리 근처에는 찻잔과 접시를 볼 수 있다.
위치

두블론섬 서쪽

수심

12~30m

선체길이

155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탄약, 찻잔과 접시, 사람의 해골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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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oki Maru 호키 마루
호키 마루(Hoki Maru)는 부분적으로 온전하지만 환상적인 다이
빙을 할 수 있다. 후미 보류는 트럭과 도로 장비로 가득하다. 다
른 보관소에는 다양한 폭탄 및 술병이 들어 있다. 돛대와 상부
구조는 진홍색 스펀지로 장식되어 있다.
위치

에텐섬 남쪽

수심

21(부서진 브릿지)~50m

선체길이

137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2개의 프로펠러, 트럭과 불도저, 다양한 해양생물

추천

74 |

☆☆☆☆☆

13. Hoyo Maru 호요 마루
호요 마루(Hoyo Maru)는 유조선
(Tanker)으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수중 언덕에 배의 중앙부가 얹혀 있어
서 양쪽은 떠 있다. 위에서 보면 선박
같지 않고 산호 암초처럼 보인다.

위치

페판섬 북쪽

수심

3~40m

선체길이

143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산호, 사람의 해골

추천

☆☆

14. I-169 Submarine 아이-169 잠수함
아이-169 잠수함(I-169 Submarine)은 원래 ‘I-69ʼ로 알려져 있는 일본 잠수함
으로 1931년에 건조되었다. 이배는 수심 40m 지점에 똑바로 놓여 있다. 이곳은
시야가 좋지 않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산호는 많이 없지만 많은 무리쉬아이돌
(Moorish Idols)과 블루핀 트레발리(Blue-fin Trevally) 무리가 살고 있다.
위치

페판섬 북동쪽

수심

30~42m

선체길이

102m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잠수함, 수중생물

추천

☆☆
사진 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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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ensho Maru 켄쇼 마루
켄쇼 마루(Kensho Maru)는 페판섬 뱃길 밑에 있고 육지의 물이
흘러드는 곳에 있어 기관실 내부가 침전물이 많은 것이 흠이지
만 볼거리는 많다. 내부에 들어갈 때에는 침전물을 일으키지 않
도록 핀 킥을 조심해야 한다.
위치

페판섬(fefan) 근처

수심

7.5~40m

선체길이

116m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기관실 내부 물건들, 산호에 어우러진 리프피쉬 무리,
선수에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이 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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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Kikukawa Maru 키쿠카와 마루
키쿠카와 마루(Kikukawa Maru)는 미군 공격과는 관계가 없이 침몰한 배
다. 화재로 인해 크게 폭발을 해서 남은 것이 많지 않다. 이 난파선에는 회
초리산호가 많이 자라고 있다.

위치

두블론섬 동남쪽

수심

20~40m
107m

선체길이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트럭, 총알, 사람의 뼈, 돌고래와 같은 해양생물

추천

☆☆

17. Kiyosumi Maru 키요즈미 마루
키요즈미 마루(Kiyozumi Maru)는 군병력 수송선으로
잠수함 어뢰를 맞고 축에 들어와 수선 중에 있다가 공
습으로 격침되었다. 좌현을 30m 수심 바닥에 대고 쓰
러져 있다.
위치

페판섬 북쪽

수심

12~32m

선체길이

137m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자전거, 어뢰발사대, 접시세트, 사람의 해골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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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icro Trader 마이크로 트레이더
마이크로 트레이더(Micro Trader)는 상선으로 산호초에 부딪혀 손상을 입
었고 지방 정부에 의해 고의로 침몰시켰다. 조타실, 망대(crows nest) 및
마스트가 잘 보존되어 있다.
위치

Etten섬 근처

수심

15(mast)~36m

선체길이

60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조타실

추천

☆☆☆☆

19. Momokawa Maru 모모카와 마루
모모카와 마루(Momokawa Maru)는 1941년에 건조한
여객선으로 좌현을 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다. 많은 유
물을 볼 수 있고 브릿지가 아름답다.
위치

두블론섬 동쪽

수심

30~40m

선체길이

107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엔진룸, 큰 대포, 많은 포탄, 아름다운 브릿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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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Nippo Maru 닛뽀 마루
닛뽀 마루(Nippo Maru)는 길이 108m인 화물선으로 거의 온전한 상태로 있다. 우현 갑판
에는 4개의 일본 대전차포가 있다. 이 난파선은 모든 난파선 중 가장 그림 같은 다리를
특징으로 하며 산호와 스펀지로 덮여 있고 이글레이, 트레발리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위치

두블론섬 동북

수심

18~40m

선체길이

107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탱크, 트럭, 대전차포, 병, 총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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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io De Janerio Maru 리오데자네이로 마루
리오데자네이로 마루(Riodejaneiro Maru)는 수송선 겸

위치

우만섬 동쪽

잠수함 호위선이다. 축 라군에서 시야가 가장 좋은 위

수심

15~33m

치에 위치한다. 우현을 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다.

선체길이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대포, 선실의 골동품, 해양생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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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m

☆☆☆☆

22. San Francisco Maru 샌프란시스코 마루
샌프란시스코 마루(San Fracisco Maru)는 수심이 깊은

위치

두블론섬 동쪽

곳에 있다. 신비하고 여전히 많은 크고 잘 보존된 전쟁 유

수심

29~45m 이상

물이 있다. 메인 데크에는 탱크가 있고, 앞쪽의 홀드에는

선체길이

광물이 있다. 네 번째 홀드에서는 트럭 2대가 있다.

난이도

수심이 깊다(텍다이빙).

볼거리

탱크, 폭탄, 트럭, 대포

추천

11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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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ankisan Maru 산키산 마루
산키산 마루(Sankisan Maru)는 폭격을 받고 배의 후미가 폭발하여 크
게 부서진 다음에 침몰한 난파선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온전하다.
화물칸에는 트럭 섀시와 탄약들을 볼 수 있다. 선수 마스트가 수면에
튀어나와 있다. 마스트에는 연산호가 조밀하게 자라고 있으며, 가장 깊
은 선미쪽은 45m가 나오지만 다이빙하는 수심은 15~24m 범위이다.
축 라군에서 대체로 아름다운 난파선으로 꼽는다.
위치

우만섬 서남쪽

수심

15~27m

선체길이

112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트럭, 무기, 마스트의 연산호 풍광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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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Seiko Maru 세이코 마루
세이코 마루(Seiko Maru)는 1940년에 건조된 화물선으로 평평한 깊은 골
짜기에 가라앉아 있다. 우현 데크는 36m, 주 갑판은 42m, 화물창의 바닥
은 48m이다
위치

에텐섬 동북쪽

수심

13(마스트 꼭대기)~48m

선체길이

120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어뢰, 방독면, 마스트의 아름다운 풍광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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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hinkoku Maru 신코쿠 마루
신코쿠 마루(Shinkoku Maru)는 대형 유조선으로 1943
년에 미군 어뢰를 맞고 축에 돌아와 수선되었다가
1944년에 폭격으로 침몰되었다. 축 라군의 가장 아름
다운 난파선 중에 하나이다. 수중에 똑바로 세워져 있
고, 기관실 좌현 쪽에 폭격에 뚫린 구멍이 있다. 뱃머
리에는 대포가 있고, 선실에는 접시 더미, 주방기구
(utensils)와 큰 난로가 놓여 있다. 노출된 구조물에는
산호, 히드라, 스펀지 등이 화려하게 자라고 있고 또한
많은 해양생물들로 어우러져 있다.
위치

파람섬 북쪽

수심

12~40m

선체길이

152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선수의 대포, 해양생물(산호, 이글레이,
실키샤크, 바다거북 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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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Shotan Maru 쇼탄 마루
쇼탄 마루(Shotan Maru)는 화물선으로 현재 수심이 산의
측면을 따라 놓여 있으며 최대 깊이는 55m이다.
위치

우만섬 북서쪽

수심

35~55m

선체길이

88m

난이도

수심이 깊다(텍다이빙).

볼거리

선실 내부

추천

☆☆☆☆

자료사진

SHOTAN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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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Unkai Maru 운카이 마루
운카이 마루(Unkai Maru)는 화물선으로 축 라군에서 가장 오래된 배이며
평평한 평지에 똑바로 세워져 있다. 멋진 대포와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
위치

우만섬 북쪽

수심

18(브릿지)~41m(프로펠러)

선체길이

93m

난이도

초보자 가능

볼거리

큰 대포, 방독면, 신발, 주방기기, 다양한 해양생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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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Yamagiri Maru 야마기리 마루
야마기리 마루(Yamagiri Maru)는 일본 화물선으로 연합군의 공습으로 라군위

위치

페판섬 북서쪽

에 반복적으로 충돌한 후 항구 옆에 좌현을 바닥에 대고 놓여 있다. 이 난파

수심

15~33m

선은 거의 완벽한 상태이며 제 3번 화물칸이 폭격을 맞아 크게 뚫려 있으며

선체길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화물칸에는 거대한 18인치 포병 포탄을 비롯한 다

난이도

양한 유물이 있다. 배의 외부에는 화려한 연산호와 다양한 스펀지가 있고, 해

볼거리 큰 대포알, 온전한 사람 해골, 아네모네피쉬, 뱃피쉬 등

양생물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추천 ☆☆

133.6m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29. Yubae Maru 유배 마루
유배 마루(Yubae Maru)는 군수품 수송선으로 1983년에 발견되었고,
측면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언젠가 폭풍우 때 언덕에서 굴러 완전히 뒤집혔다.
위치

추크라군

수심

15~35m

선체길이

93m

난이도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볼거리

난파선

추천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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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수열

노마다이브와 팬다스쿠바 팀과 함께
축 라군(Chuuk Lagoo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섬들

노마다이브 홈피 : www.nomadive.com

로 다이빙 역시 이곳에 수장되어 있는 난파선 다이빙이 주를 이룬다. 본 지

팬다스쿠바 홈피 : www.pandascuba.com

에서 독자들에게 축 라군의 난파선 다이빙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서 다이빙 교육과 투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노마다이브
와 팬다스쿠바 팀과 함께 하였다.
축 라군은 일반적으로 많이 즐기는 난파선은 30여 곳이 있다. 그중에서 25
개 정도의 난파선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나머지
5~6개의 난파선은 수심이 40m 이상이 되는 곳으로 레크리에이션으로는
힘든 곳이다.
노마다이브 팀은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팬다스쿠바 팀은 레크리에이션 다이
빙으로 진행하였다. 팬다스쿠바 팀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로 40m 이상
의 깊은 곳은 갈 수는 없었지만 축 라군의 수심 40m 이내의 25개 난파선
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사이드마운트 교육과 테크니컬 다이버
과정을 이수한 노마다이브 팀은 수심이 40m 이상이 되는 난파선까지 탐험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에어와 나이트록스 기체를 더블 탱크로 다이빙을 하
였는데 다이빙 시작에는 에어로 사용하다가 감압상황이 되면 다른 50% 나
이트록스 기체를 이용하여 감압을 하기 때문에 축 라군의 수심이 깊은 곳
에도 다이빙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축 라군에 다이빙 투어를 계획한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사전에 받
고 가는 것이 좋다.
① Wreck Diving
② Deep Diving
③ Nitrox Diving
④ Technical Diving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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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GEO 4.0
• 블루투스&무료 DIVER LOG+ 앱
• 듀얼 알고리즘
• 대화면 디스플레이
• 4가지 작동 모드-시계, 다이브, 게이지, 프리다이브
• 기체 교환–100% 나이트록스 2개 까지 설정 가능
• 원 버튼으로 지난 다이빙 정보 확인
• 색상–BK, W
   ₩600,000

GEO 4.0은 활동적이고 모바일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
기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세련된 일상용
다이브 워치 시리즈의 차세대 제품이다. 스포티한 디자인
의 GEO 4.0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
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BLACK

WHITE

OCi
• OCEANIC 독점의 듀얼 알고리즘 내장 - Pelagic DSAT(Spencer/Powell 데이터 기반)
   또는 Pelagic Z+(Bulman ZHL-16C 데이터 기반)
• 향상된 시계 기능-다양한 시간 존 선택, 스톱워치, 랩타이머, 일일 알람, 카운트다운 타이머
• 무선 잔압 확인 기능 내장
• 디지털 나침반 내장
• 프리다이빙 모드/테크니컬 프리다이빙 모드 설정 가능
• 트랜스미터 4개 까지 설정 및 교체 가능
• 나이트록스 21-100% 산소, 4개 까지 설정 및 교체 가능
• 사용자가 직접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딥 스톱 카운트다운 타이머
• 최대 사용 수심 180m
• PC 인터페이스 기본 제공
• 게이지모드 런 타이머

BLACK ￦1,250,000
RED, WHITE ￦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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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G
[Feature]
• 부력 : 30lb(13.6kg)
• HD 라미네이팅의 1680 데니어 코듀라 외부 셀
• 420 데니어 나일론 내부 블래이더
• 초보자 및 레크레이션 다이버를 위한 어깨 덤프 밸브 장착(OPEV 밸브)
GRAY

• 원터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하네스 시스템
• 2kg 웨이트 포켓 2개 기본 장착
• 쉬운 운반을 위한 손잡이 기본 장착
• 트레블 다이버를 위한 경량 소재 사용
• 알루미늄 소재 : 백플레이트, 싱글탱크 어댑터, D-RING
• 패치 부착용 벨크로 기본 장착
• 버클 타입의 크로치 스트랩
• 어깨 D-RING 위치 조절 가능

RED

• 쿠션이 있는 어깨 패드
• 백패드 기본 장착
• 어깨 덤프 엘보우 옵션(₩30,000)

PINK

• A.P.A 교체시(₩150,000)
   \890,000

트레블 다이버를 위한 경량 소재 사용

2kg 웨이트 포켓 2개 기본 장착

백플레이트와 싱글탱크어댑터, D-링 소재로 알루

탱크 밴드에 기본 장착 되어 있는 웨이트 포켓은

미늄을 사용하여 전체 무게를 줄였다. 이는 여성

벨크로를 넓게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웨이트 포켓

다이버들도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여행시에 장비

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면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도록 하였다. 필요시 허리 웨이트 포켓으로도 사
용이 가능하다.

BCJ-4000C BLACK
숄더 패드나 백 패드 등, 부력이 되는 소재를 철저히 줄인 후 물속에서 본체의 부력을 거의
제로로 한 결과, TUSA의 기존 제품인 BCJ-3860과 비교 했을 때, 착용 시의 무게를 약 1kg 낮춤

[Feature]
• 웨이트 수납이 용이한 좌우 측면의 전용 카트리지로 웨이트 벨트를 보다 빠르게 착용 가능
• 허리둘레에 맞게 정확히 피팅되고 수중 밸런스에 뛰어난 웨이트 로딩 시스템
• 수중 중량이 거의 제로가 되어, 비중을 약 1kg 줄인 각 쿠션 부위의 3D 메쉬 소재
• 최고의 밀착감을 얻기 위해 몸의 형상에 맞게 하네스를 회전시킨 신형 독립 하네스 시스템
• 시안성이 뛰어나며 긴급 시 안심하게 사용 가능한 호루라기가 부착된 체스트 벨트
•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RDURAⓇ 500 나일론 소재
• 적은 힘으로 간단히 BCD를 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 독립 하네스 시스템
• BC 부착용 티타늄 나이프 기본 장착
• A.P.A(Active Purge Mount) 시스템 기본 장착
   ₩1,250,000

(주)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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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와 강사의

위험관리

2018년 12월 나이트다이빙중 표류(태국)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태국의 시밀란은 최고 성수기에 접어든다. 이곳은 10월부터 4월
까지 6개월간 30여척에 달하는 크고 작은 리브어보드가 4일에서 7일 정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 약 1200여개의 트립을 소화하는 시밀란은 매년 20,000여명의 다이버가
방문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리브어보드 입문자들에게 이곳은 저렴한 비용으로 멋진
트립을 선사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리브어보드의 특성상 1일 4회

글/사진 김수열(노마다이브 대표)

정도 다이브 플랜을 세울 수 있어 마지막 다이브는 나이트다이빙을 즐기게 되고, 몇몇
다이버들은 누적된 피로와 귓병 등으로 쉬기도 한다. 때문에 주간에 함께 하던 버디가
쉬는 경우 다른 그룹과 함께 다이브 하게 되는데, 본 칼럼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작
지만 심각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초보 다이버들이라면 리브어보
드 트립에 앞서 꼭 읽어보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를 바란다.

[ 글 싣는 순서 ]

제1부 다이빙 사고
제2부 교육 중 뇌출혈사고(필리핀)
제3부 그물에 얽힘으로 사망(한국)

제4부 나이트다이빙 중 표류(태국)
제5부 리브어보드에서의 추락(인도네시아)
제6부 음주와 프리다이빙 사망(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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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bon 섬

제4부

나이트다이빙 중 표류

나이트다이빙에서 만나는 위험요소
나이트 다이빙은 주간에 쉽게 보지 못하는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이고 색다른 경험이다. 이런 달콤한 경험은 반드시 잠재된 위
험요소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기 바란다. 야
간다이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랜턴이다. 예전의 램프(전구)형 라이트는 충
격과 열에 약했지만 지금은 내구성도 좋고 중형배터리(18650) 두 개 정도 사

사고요약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음력 보름 무렵)날 일정 이틀째 저녁 7시 무
렵, 시밀란제도 코본(Kho Bon)에서 두 그룹으로 나뉜 7명의 다이버들은 야

용하는 LED 라이트가 20만 원 정도에 보급되고 있어 종류도 다양하고 대중
화되었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 장비라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사전에 체크하
여 다이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간다이빙을 계획하였다. 일반적인 선셋 다이빙 계획과 달리 갑자기 조직된
팀이라 가이드를 요구하지도 않고 진행된 다이빙이었다. A 그룹은 인솔강사
가 있는 4명, 그리고 B 그룹은 경험이 충분한 유자격 다이버 3명의 그룹이
었다. 배는 섬 안쪽 100m 정도, 수심은 25m인 곳에 정박되어 있었다. A 그
룹은 수면조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섬 가까이 낮은 수심에 결박된 부표를 보
며 수면이동을 하였고, B 그룹 또한 수면조류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나 수중
유영을 하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B 그룹에 함께 하게 된 C 다이버였다. 버디가 쉬게 되어 하는 수 없
이 한국인 팀과 함께하게 된 외국인 다이버였다. 수중으로 하강하는 동안은
함께 하강하여 낮은 수심으로 이동하던 중 랜턴고장으로 앞의 다이버들에게
신호를 하지 못하고 백업도 없이 수면으로 상승하였고, 수면조류에 배, 그리
고 섬으로부터 멀어져 2시간을 암흑 속에서 표류한 사고이다. 다행히 상해
를 입지는 않았으나 공포감에 다음날 버디를 두고 배에서 하선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제 더 이상 다이빙을 하지 않겠다고 SNS를 통해 밝힌 안타까

라이트나 장비의 고장

운 사고였다.

①	처음에는 강한 빛을 내다가 갑자기 빛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충전을 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고분석
수집된 정보와 필자의 시밀란제도 코본 지형 그리고 야간다이빙 경험에 비
추어 사고가 난 환경을 추측해 보았다.

②	다양한 기능(강/중/약, SOS)을 갖추다보니 다이얼식 버튼이 고장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③ 소형제품은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분실이 빈번하다.
④	스쿠버다이빙 전용이 아닌 방수기능을 갖춘 육상용 라이트 사용은 수심

① C 다이버는 보조랜턴이 없었고, 호루라기나 SMB도 없었다.

이 깊어짐에 따라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반드시 스쿠

② 가이드가 없었고, 사전점검이 부족했다.

버다이빙 장비 제조업체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기 바란다.

③	같은 팀이 아닌 다이버라 보조랜턴이 없다는 이유로 다이빙을 중지시키
지 못했다.

⑤	가능하면 익숙한 장비를 사용해야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작이 용이하고,
고장시 대처할 수 있다.

④	수중수영을 하여 7m 수심의 부표로 향했으나 부표와는 떨어진 낮은 수
심대로 상승할 때까지도 C 다이버와 헤어진 것을 몰랐다.
⑤	부표아래 라이트를 보고 교육중인 A 그룹의 강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
색을 요청했다.

그룹과 헤어짐
① 다이빙 계획에서 반드시 총 인원을 점검한다.
② 그룹을 리드하는 사람과 진행 방향, 다이브타임과 수심을 결정한다.

⑥ 수색 중 약 20분간의 강한 비바람을 만났다.

③ 라이트를 이용한 수신호를 미리 일치 시킨다.

⑦	코본섬 안쪽의 수심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관계로 배를 정박하는 수심이

④	수면에서 장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라이트를 미리 켜서 바닥을 향하

깊다.
⑧	섬의 안쪽은 일반적으로 조류가 거의 없으나, 서쪽 끝자락은 갑자기 수

게 하여 지표물을 확인한 후 입수한다.
⑤ 하강하는 동안 수심을 체크하고 랜턴으로 팀에게 OK를 확인한다.

심이 깊어지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빠른 물살로 인해 섬으로부터 갑자기

⑥	다른 다이빙 그룹과 혼동하지 않도록 케미컬 라이트(색상구분)를 활용한다.

멀어지게 된다.

⑦	야간에는 사진 촬영 시 부력조절이 자유롭지 않거나 잔압 확인이 둔해지

⑨ 음력 보름에 가까운 때로 조류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므로 반드시 버디가 옆에 있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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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거나 표류

② 야간 사진촬영시 특히 주의한다.

① 주간에 미리 다이빙 해 본다.

③	1/3 법칙을 이용하여 항상 수면에서 1/3이 남아 있도록 보수적인 판단을

②	입수지점(부표)에 렌턴 혹은 케미컬 라이트를 달아둔다. 다이빙이 끝날
때 회수하도록 한다. 케미컬라이트는 쓰레기이며 환경을 오염시킨다.
③	입·출수 지점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나침반을 설정해 둔다.(다이브 컴퓨
터를 활용)

한다.
④	야간이라 해서 수온의 변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온은 급격하게 떨
어지고, 오래 표류시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슈트를
착용한다.

④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⑤ 수심계를 자주 확인하여 수심의 변화를 체크하면 방향확인에 도움이 된다.

해양생물로 인한 상해

⑥	익숙하지 않거나 길을 잃었다 생각되면 즉시 탐험을 멈추고 낮은 수심으

①	수심변화의 감각이 둔해지므로 바닥과의 접촉에 주의한다. 성게에 찔리

로 이동하여 종료한다.
⑦	조류를 감지하거나 시야가 불량하면 입수지점으로부터 릴(Reel)을 이용
하여 제한된 범위만 탐험한다.
⑧ 수면에서 SMB를 전개하고 보트를 향해 신호를 보낸다.
⑨ 위급상황 시 휴대폰 방수팩을 이용하여 전화를 시도한다.

면 무척 고통스러우며 다이빙 트립 전체를 망칠 수 있다.
②	보이지 않는 해파리로부터의 상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슈트를 입고, 후
드로 얼굴을 가리도록 한다.
③	갑각류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 ‘게(Crab)'를 많이 볼 수 있다. 집
게가 있는 생물을 잡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금물이다.
④ 쏘는 생물(히드라)이나, 날카로운 산호초에 긁히는 것을 주의한다.

스콜, 폭우

⑤ 쏘임을 경험한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도록 한다.

① 다이빙 하기 전에 기상상태를 확인한다.
②	다이빙 중 비를 만나면 시간과 범위를 축소한다. 섬이나 해변 부근의 경
우 흙탕물로 인해 시야가 불량해지기 쉽다.
③ 지역 전문가의 의견에 천둥, 번개가 예상되면 다이빙을 포기한다.

나이트 다이빙 준비방법
① 낮선 장소에서의 나이트다이빙은 주간에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배터리를 미리 충전하고, 예비 랜턴을 반드시 준비한다.
③ 라이트의 결속(분실예방)을 확인한다.

공기소모와 체온보호

④ 호루라기를 준비한다.

①	잔압체크는 더욱 자주하며, LED형 다이브 컴퓨터와 연동되는 제품 사용

⑤ 반사가 가능한 SMB를 준비한다.

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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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과의 접촉방법을 사전에 약속한다.

⑦ 다이빙 시간과 수심, 범위를 주간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한다.

나이트 다이빙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⑧ 지표물을 확인하고, 나침반을 설정한다.

① 나이트다이빙 경험 유무를 확인한다

⑨	보이지 않는 해양생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력조절연습과 생물

② 주간에 경험하도록 권장한다.
③ 다이브 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듣는다.

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

④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수색이 가능한 고속 보트와 강력한 라이트

나이트 다이빙 후 절차

⑤ 다이버들에게 GPS나 호루라기, SMB 소지여부를 확인한다.

①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민물에 깨끗하게 세척한다.

나이트다이빙 중에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이버가 다른 그룹으로 합류

②	배터리를 분리, 재충전한다. 최근 충전기는 배터리 잔량을 표기해 주는

하여 다른 보트에서 출수하기도 한다. 때문에 입출수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고 다른 보트와 교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③ 라이트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링에 그리스를 도포 후 철저히 점검한다.
④	다이빙트립이 끝나고 장시간 보관할 시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① 현지 전문가의 다이브 브리핑에 귀를 기울인다.

시 배터리는 분리한다.
⑤	침수를 겪었거나 작동이상의 경우는 다음 다이빙 전 반드시 제조업체에

② 야간 다이빙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교육받거나,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다.
③	경험하지 못한 공포나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 있으니 낮은 수심대에서

수리를 의뢰한다.

그룹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린다.

라이트 구매방법

④ 나침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지표물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한다.

① 예산을 결정한다.

⑤ 어두운 환경에서도 감각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익숙한 장비를 사용한다.

주랜턴은 20~30만 원 선, 보조랜턴은 10만 원 선이면 적당하겠다.
②	1000루멘, 2000루멘과 같은 표기 방법은 수중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⑥	걸림으로 인한 문제를 위해 다이브 나이프, 수중가위를 소지하고 사용법
을 익혀둔다.

우리 다이버들에게는 아주 밝음과 약함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

본 사고는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암흑 속에서 공포를 겪은 다이버가 마음의

에 맞는 것을 구매하기 바란다.

상처를 입고, 다이빙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SNS에 밝혔다. 물론 함께 다이

③ 직진형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이빙하기에 적합하다.

빙을 왔던 C다이버의 버디도, 그리고 나이트다이빙에 나섰던 한국인 그룹도

④	확산형을 나이트다이빙에 사용한다면 부유물로 인해 오리려 눈부심이 발

모두 상처받은 일이다. 본인과 그룹 모두가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는 아

생되고, 다른 다이버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⑤	직진/확산 공용 라이트는 고가이기는 하나 다이빙 및 수중사진 촬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도 활동적인 다이버가 되었을 것인데 말이다. 다이빙 활동에 비해 준비하
는 시간은 아주 조금이면 된다.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활동을 위해 조금의
시간정도는 준비에 투자해 보자.

⑥	강력한 밝기의 라이트는 나이트다이빙의 재미가 반감되기도 하며, 다른
다이버의 시선을 방해하거나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우정사 Tusa
• 직진확산겸용 Sola dive
• 40만 원 후반

김수열

해왕잠수 Bigblue
• 직진용 CF1200P
• 20만 원

노마다이브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전 경희대학교 국제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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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법률

타인의 분실장비를
습득하였을 경우의 법률문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자, 한국 다이버들도 국내외로 가장 많이 다이
빙 갈 때입니다. 그만큼이나 다이빙풀도 매 주말마다 만석이고, 바닥과
탈의실에는 온갖 장비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서도 유
류된 장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수기란 그러하기 마련이지요.

제2편

민사책임

지난 편에서는 다이빙풀이나 다이브센터에 장비가 유류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를 습득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형사적인 부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민사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글/사진 민경호 변호사

를 민법과 유실물법의 관련 조문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법률관계
1. 소유자의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물건의 소유자는 이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213조에 의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는 단순히 소유자의 수거를
인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소유자에
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그로
인한 손해(다이빙의 실패 내지 위자료 등)의 배상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다이빙풀과 다이브센터에는 CCTV가 구비된 곳이 대부분이므로 입증
에 어려움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실물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의사(파손우려, 다
이브센터의 보관 등)로 이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이러한 경우
가 대부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관자(점유자)는 차후 소유자의 회
복청구가 있을 때에 민법 제20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유실물을 보
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장비와 관련하여, 택배비, 교통비 등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가 이행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점유자는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비용을 보전 받
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3. 도품, 유실물의 특례
만일, 다이빙컴퓨터를 분실하였고,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중고장터에
서 판매하였으며, 사정을 모르는 구매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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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어떠할까요. 민법 제250조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2. 보상금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의 권리를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호합니다. 다만, 제251조는 양수인(구매자)가 유실물을 공개시장에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서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모르고) 매수한 때에

통상 물건가액의 1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습득한

는 유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자에게 소유자가 소정의 금전을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관행으

일정한 요건 하에 구매자의 지출비용을 보호하여 줍니다. 따라서 자신

로 되어 있는바, 이는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권리인 것입니다.

의 다이빙컴퓨터가 유실되었고, 차후 중고장터에서 판매된 것을 발견
하였다면,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
례는 만일 구매자가 대가 없이 물건을 반환하였다면, 차후에라도 대가

마치며

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

지난 편에 이어, 유실된 장비를 습득하였을 경우에 관한 민·형사적

다115 판결).

법률관계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장비에는 그 기
간만큼의 추억과 애착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장비뿐만 아니
라 타인의 장비에 쌓인 추억도 소중하게 다루어주는 문화가 더욱 확

유실물법상 법률관계

대된다면, 다이빙 환경이 보다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바다도, 수영장

1.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절차

도 가장 붐비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좋은 추억만을 가득 남기는 여

유실물을 타인을 위한 의사로 보관하거나, 다이브센터에 유실된 물건

름날을 보내길 기원하며, 습득물에 관한 법률칼럼 두 번째 민사편을

을 어쩔 수 없이 보관하는 등의 경우, 타인의 소유라고 하여 한없이

마치겠습니다.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실물법은 습득자의 소유
권 취득 절차를 규정합니다. 즉,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등을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
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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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등은 경찰서장의 공고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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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유의 역사 ⑩

미나마타병,

메틸수은에 중독된
바닷가 마을의 눈물
글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惠) / 옮긴이 황명섭

“이시무레 미치코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였다. 아이들은 바닷물이 빠지면 갈고리와 도

돌아와 부르면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언니의 손

것은 선천성 미나마타병 환자인 이시무레 씨가 보

시락을 들고 조개를 캐서 먹기도 했다. 그리고 선

자가 보육원에서 돌아와 말을 걸어도 웃는다. 그

물처럼 소중히 여기던 것입니다. 이걸 당신에게 드

박 목수인 아버지도 일하는 짬짬이 물고기를 잡거

러나 정말 슬프게 울 때도 있었다고 한다.

리지요.” 그렇게 말하며 후지와라 요시오(후지와

나 해서 가족들은 어패류를 풍부하게 섭취하였다.

미나마타병은 질소 공장의 폐수에 포함된 메틸수

라 서점 사장) 씨가 나에게 건네준 물건은 전통지

이곳 주민들은 “찬거리를 조금 잡아 오겠다”며 갯

은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원인이다. 염화메틸수은

로 만든 향주머니였다. 꽃을 말려 만든 서표도 들

가에 나가 물고기나 조개, 해초, 문어 등을 간단히

등의 유기수은은 일차적으로 어패류에 축적된다.

어있었다.

잡았다. 훗날 미나마타병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를 사람이 경구 섭취하면 소화관에서 거의 흡수

미나마타병은 적어도 1956년에 이미 발병 사례가

는 “저 미나마타 만은 이곳 어민들의 쌀뒤주입니

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그리고 뇌 신

보고된 바 있다. 호소카와 하지메 원장은 1956년

다. 그런 그곳에 몰래 독(메틸수은)을 흘려보냈다.”

경세포를 파괴한다.

5월 1일 ‘원인 불명의 중추신경 질환이 다수 발생

며 강변했다.

미나마타병의 중증 사례로는 입이나 손발이 저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나마타 보건소에 보고했

발병 다음 해가 되자 초등학생인 언니는 책가방을

고 언어장애와 보행 장애, 시야 협착, 난청, 평형기

다. 이 보고가 미나마타병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한 번도 메 보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능 장애부터 손발 떨림, 경련 등이 있다. 위중한 경

날이다.

할 수 없으며 손발이 휘어버려 몸도 새우등처럼

우에는 광조상태에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미나마타병은 ‘기형’ 또는 ‘풍토병’으로 불리며 주

굽은 채 계속 울기만 하다 죽어버렸다. 동생 역시

목욕하던 중에 경련이 일어난 어느 여성은 발가벗

민들에게 흔히 발병했기 때문에 의사들과 보건소

중증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

은 채 달리다가 벽에 부딪치고, 다시 도로 달려와

는 애당초 전염병으로 판단하고 보건소는 환자의

런데 자매가 발병한 후에 조부모가 발병하고 이어

벽에 부딪치거나 했다고 한다. 그 현상은 미나마

집을 소독했다. 한편 중증 환자의 격렬한 증상과

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 언니도 증상이 나

타병 환자가 발견되기 전에 이 지역에서 고양이가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을

타났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미나마타병의 피해자

괴성을 지르며 담장이나 장지문에 부딪쳐 죽은 현

주었다. 그리고 환자나 그 가족과 접촉하면 옮는

였다. 그러자 바닷물이 빠지듯 이웃 주민들이 사

상과 같았다.

다는 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라지고 친척들도 들르지 않게 되었다.

추후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보고된 1956년 이

자매의 아버지가 “세균도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

부모는 중증의 딸을 마지막까지 걱정하다 죽었고,

전에도 미나마타 만 어촌 주변에서 이와 같은 원

했지만 어린 딸들은 전염병 병동에 갇히고, 가족

남겨진 큰딸은 자신도 미나마타병을 앓으면서 동

인불명의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은 문병 후에 분무기로 하얀 소독약을 덮어써야

생을 정성스레 보살폈다. 나들이옷을 입은 동생이

드러났다. 1941년에도 미나마타병으로 의심되는

했다. 물건을 사러 가도 돈을 젓가락이나 소쿠리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언니가 황급히 껴안듯이 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로 받았고, 큰딸은 학교에서 “괴질이 옮으니까 책

축하며 집 앞 방파제를 걷는 사진(구와하라 시세

환자는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병태를 보였다.

상이나 의자를 만지지 말라”며 급우들과 교사에게

사진집 『미나마타 사건』)은 한없이 다정하고 아름

비교적 경증인 경우에는 두통, 피로감, 이명 등의

차별을 당했다. 게다가 이들 가족은 버스도 탈 수

답다.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련과 신경 증상을 보이

없어서 사람이 없을 때 걸어서 병원을 오갔다.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에

며 사망하는 급성 미나마타병은, 유기수은 취급

자매의 집은 질소 배수구와 가까운 미나마타 만에

언니는 동생을 안쓰럽게 쳐다본다. 2살에 발병해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메틸수은 중독인

면해 있어 파도가 넘치면 집에서 물고기를 잡을

중증 상태로 40살이 넘은 동생은 언니가 밖에서

‘헌터 러셀 증후군’ 증상과 일치하면서 미나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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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원인 물질을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급

질소는 1962년 마루젠 석유와 제휴한 석유화학공

축해 구제받을 환자 수를 줄이고자 하는 속내를

성 병상만을 미나마타병으로 한정한 탓에 경증 사

업을 지바 현 고이에 건설 완공한 1966년에야 마

드러내자 2차 소송 이후는 ‘미나마타병이란 무엇

례나 만성 미나마타병 환자는 오랫동안 간과되었

침내 해상 방류를 중지했다. 그리고 1968년에 통

인가?’가 법정의 쟁점이 되었다.

다.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당연

산성의 석유화 의무를 계기로 미나마타 공장의 아

기각된 환자 수는 구마모토, 가고시마 양쪽에서

히 받아야 할 의료 지원과 보상에 크게 영향을 끼

세트알데히드 제조 설비를 포기했다. 그리고 같은

합계 1만 4,814명이나 되었다. 그중 약 2천여 명이

쳤다. 경증일지라도 평생에 걸쳐 하루하루의 생활

해 정부는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으로 정식 인정했

3차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미나마타병이 아

에 불안과 지장을 초래한다.

다. 여기까지 이르는 너무나 긴 세월을 우리는 어

닌 원인불명의 신경질환이라는 심사회의 주장은

그리고 메틸수은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메틸수

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혀 설득력이 없다’(하라다 마사즈미 해설『미나마

은 중독을 일으키는 선천성 미나마타병도 발견되

구마모토 대학 연구팀이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

타병 50년』)고 주장했다.

었다. 그러나 그것은 뇌성소아마비로 진단받은 아

로 유기수은을 보고한 것은 1959년 7월이었다. 그

그리고 1995년 12월 여당 3당은 미나마타병 해결

이들이 사망 후에 부검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리고 신닛폰질소 부속병원에서 호소카와 하지메

안을 제시했다. 환자에게 일체의 소송, 행정 불복,

인정되었다.

원장 등이 아세트알데히드 폐수를 동물에게 투여

인정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역학 조

그때까지 환자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

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폐수를 투여한 고양이

건, 사지 말단 우위의 감각 장애 등)을 충족하면

해 시청에 호소하더라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지

에게 미나마타병 발병이 확인된 것이 같은 해 10월

일시금 260만 엔 지급과 건강수첩 교부, 의료비,

않았다. 선천성 미나마타병으로 밝혀져도 아이들

(고양이 400마리가 발병. 이 사실은 1968년에 판

간병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고령

이 인정받기까지는 다시 긴 세월이 걸렸다. 가까스

명이 날 때까지 은닉. 미야자와 노부오 전술)이었

화 문제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오랜 세월

로 인정받더라도 “인정은 됐지만, 이 아이의 증상

고, 다음 달 11월에는 시라누이 해 연안의 어민들이

투쟁해 온 피로감 등으로 환자 측은 해결안을 받

은 불확실하다.”며 부질없는 기약에 가족들은 시

배수 정지를 요구하며 미나마타 공장에 난입했다.

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달려야 했다.

더욱이 1963년 2월에는 구마모토 대학 연구팀이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법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행

“이 아이는 보물 같은 아이지요.” 입버릇처럼 말하

‘원인 물질은 메틸수은으로 조개와 아세트알데히

정 책임과 원고 환자가 미나마타병인지를 판단하

는 어느 선천성 미나마타병 환자의 어머니는 “이

드 제조 설비의 찌꺼기에서 추출’했다고 보고한 바

는 중요한 두 가지가 애매한 상태로 남은 채 투쟁

아이가 내 몸속에서 수은을 흡수해 주었기에 나머

있다. 이미 1930년에 취리히 대학 법의학부 교수팀

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 6명의 동생들이 건강할 수 있었고, 나도 이 정

이 무기수은 중독과 유기수은 중독을 구별하였다.

이때가 최초 발병자였던 그 5살과 2살 자매가 중

도로 증상이 가벼워졌죠.”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공정 중의 수은 촉매가 유

증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미나마타병이 정식 보고

자라준 것을 고마워했다.

기수은이 될 가능성과 그 중독 사례(만성 증상과

되고 나서 실로 40년이 지난 시점이다. 「미나마타

태아가 태내에서 산모의 수은을 흡수하는 것은 현

특히 심장 장애, 다발성 신경염, 다발성 경화증으

병 40년, 보상 합의로 전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재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미

로 여겨지는 증상은 유기수은이 포함된 물질에 의

보도되었지만, 피해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미나

나마타병을 앓고 생사를 헤매는 당사자 언니의 입

한 중독으로 판명)를 보고했다.

마타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에서는, 동생들이 서로 돕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

미나마타 공장의 아세트알데히드 설비가 가동하기

2014년 2월 19일 ‘미나마타병 인정을 대행, 구마모

아간다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시작한 것은 이 보고서가 발표되고 2년 후인 1932

토 현의 반려 방침 접수 환경성’이란 뉴스가 보도

미나마타병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질소 미나마타

년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장 폐수를 정화하지

되었다. 구마모토 현이 정부에서 위탁받은 미나마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여야

않은 핫켄 항으로 흘려보냈다.

타병 환자 인정 업무를 반려하기로 한 것이다. 환

한다. 그러나 미나마타 시민의 상당수는 “질소가

1965년 니가타 시 아가노 강 하류 유역에서 두 번

경성은 임시 미나마타병 인정 심사회를 열어 정부

있어야 미나마타가 존재한다”며 가동 중지를 반대

째 미나마타병이 발생했다. 발생 공장은 하구에서

가 인정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하고 있다. 지역 내 제일의 납세자이며 산업과 경

60㎞ 상류에 위치한 쇼와전공 가노세 공장의 질

이런 몇 줄의 기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제, 고용을 떠받치는 질소 미나마타의 가동 정지는

소 미나마타와 같은 아세트알데히드 공장이었다.

나 엄중한 문제가 미나마타병 인정을 가로막고 있

전체 시민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니가타 시는 신속하게 주민의 건강 진단과 모발

다. 미나마타병 인정 제도 그 자체와 인정 기준의

그리고 시대는 메이지 시대의 ‘부국강병’에서 태평

수은 조사 등 미나마타병의 원인 규명과 진단을

줄다리기, 인정 지연 등 미나마타병 인정은 환자들

양 전쟁 중의 ‘생산 증대’를 거쳐 ‘소득 증대’를 목

실시했다. 진단 결과 미나마타병이 최초로 발생한

에게 고난의 역사였다. 수난과 고난을 한꺼번에 짊

표로 내건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중증 사례와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

어진 미나마타병 환자의 인생 구제가 늦어진 이유

염화비닐 등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가소제의 원료

자 미나마타 병상의 재검토가 이뤄지게 되었다.

는 인정 제도의 실정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가 되는 옥타놀 증산이 필요해지자 아세트알데히

그리고 1969년 6월 마침내 미나마타에서 질소에

지금 구와바라의 귀중한 사진첩은 2013년에 전

드에서 옥타놀 제조를 독점하던 질소 미나마타 공

대한 제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 미

시된 『미나마타 사건』으로 다시 미나마타병의 증

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 그러니까 배수를 중지하

나마타병 인정 심사회는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미

거로서 세상에 각인되고 있다. 반세기 이상의 시

지 않는 것이 국책이었다(미야자와 노부오, 『미나

나마타 병상을 방패로 신청 환자를 미나마타병으

간이 흘렀지만, 미나마타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마타병 사건 40년』).

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기각했다. 판단 기준을 압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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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피탄칠로에서의 단체사진

필리핀 세부

여행의 이유

말라파스쿠아섬의
다이빙

“여행이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1900년 전후의 낭만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냈던 프
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의 말이다. 깊이 공감되는 말이다. 다만,
장소를 극적으로 바꾸면, 생각과 편견도 자연히 바뀌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현시대에 사랑받는 소설가 김영하는 그의 책 ‘여행의 이유’에
서,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라고 말하였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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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철저히 부재하는 곳, 장소가 극적으로 바뀌는 곳이 그다지 멀지
않은 바다에 있다. 필리핀 세부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 말라파스
쿠아섬이다. 그곳이 가장 빛나는 계절, 5월에 온더코너 멤버들과 함

말라파스쿠아섬

필리핀

께 방문하여 일상의 부재를 만끽하고 왔다.

세부섬
세부

네그로스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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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섬

케피탄칠로에서 DMT 3명의 사진

말라파스쿠아섬의 베스트
일상의 부재
말라파스쿠아섬에 가기 위해서는 세부 막탄 공항까지 4시간의 비행, 다시
공항에서 세부 최북단 마야항구까지 차로 3시간 30분, 항구에서 섬까지 보
트로 40분을 가야 한다. 일상이 모래시계처럼 서서히 빠져나가기 위한 거리

했다. 오션비다, 아미한, 안젤리나 등 유수의 레스토랑들이 해변을 따라 포
진하여 있고, 수준급의 식사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준다. 오션비다
의 페퍼스테이크, 아미한의 해산물 구이 모듬, 안젤리나의 피자 등을 산미구
엘과 함께 해 질 무렵에 먹는 것은 대단한 만족감과 일상의 부재를 확실하
게 보장해 주었다.

와 시간이라 여기며 밤을 새워 이동하였고, 아침 해가 솟을 무렵에 마야항
구에 도착했다. 말라파스쿠아섬은 걸어서 1~2시간 남짓이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섬이다. 이곳은 담수 샤워도, 차와 오토바이도, 병원과
약국도, 큰 슈퍼마켓도 전혀 없는 곳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넘어,
단절과 고립이 가득 차오른다.

빛나는 5월
말라파스쿠아섬은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고 따뜻하며, 작은 섬이지만 주변에
큰 섬들이 먼바다로부터의 물결을 막아주어, 파도가 잔잔하고 조류가 부드
러운 편이다. 그중에서도 5월 전후는 건기의 절정으로, 파고가 0.3m 이하인
날들이 이어지고, 수온 29도와 기온 30도가 유지되며, 하늘은 높고 건조한

쾌적한 오지
말라파스쿠아섬까지의 이동, 숙소(레전드 리조트) 마련, 각 식당의 예약은
전부 솔다이버스(대표 차동호 강사)의 도움을 받았다. 인터넷도 느리고, 전

바람만이 살랑거린다. 말라파스쿠아섬에 가장 빛나는 시기에 온더코너 멤버
27명과 함께 솔다이버스를 방문했다. 입도하는 뱃길도 아침햇살을 부수어
가며 환하게 열렸다.

파가 터지지 않는 순간들도 많고, 담수 샤워도
어려운 곳이지만, 말라파스쿠아섬 최초의 한인
샵으로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사
랑을 받고 있는 솔다이버스섬의 꼼꼼한 도움
덕에, 오지에서의 일정 진행이 무척이나 매끄러
웠다. 솔다이버스는 숙소와 식당이 밀집하여 있
는 말라파스쿠아섬 남단 바운티 비치의 가운데
에 위치하기에, 동선도 짧아 좋았다.

미식여행의 즐거움
고립감이 가득한 말라파스쿠아섬인데, 오히려
다른 다이브 스팟들에 비하여 저녁식사가 화려
아미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식사

케피탄칠로 담벼락에서의 단체사진

개성이 뚜렷한 포인트들의 향연
에보리프의 체크다이빙
5월 4일 오전, 솔다이버스에 도착하자마자 체크다이빙으로 방문한 첫 포인
트는 말라파스쿠아섬 동쪽 연안의 에보리프였다. 하얀 모래 사면에 어초와
말미잘이 듬성듬성 있고, 곳곳에 마크로 피사체들이 산재하여 나타났다. 동
행하였던 김환희 강사는 1111회의 로그를 달성하여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와중에 알을 돌보고 있던 아네모네 피쉬도 볼 수 있었다. 에보리프에는 솔
다이버스에서 조성한 방카보트 렉도 있다. 그 주변에 많은 물고기가 밀집하
여 있어서, 출수 무렵에 모두가 즐겁게 구경했다.

환도, 환도, 환도
오지의 작은 섬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도
상어와의 만남이 보장되는 모나드솔 포인트 덕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니다. 5월 5~7일까지 3일 연속 새벽마다 입수하였다. 5시에 보트가 출항하
여 섬의 남동쪽으로 40분 정도 이동하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입
수하는데, 그 청량감이 참 좋았다. 환도상어를 보는 것은 보장되나, 얼마만
큼 가까이서 극적으로 마주하는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다. 양호한 시야에서
매우 가까운 만남이 몇 차례 있었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감동의 충격
파가 몰려왔다. 이러한 짜릿함 또한 여행의 이유 중 하나다.

가토섬의 지형과 연산호
말라파스쿠아섬에서 북서쪽으로 보트를 40분 정도 타고 가면, 고양이라는
의미의 가토섬이 등장한다. 이곳은 작은 동굴과 그 안에 있는 화이트팁샤크
로 유명한 곳이다. 5월 4일 토요일, 2번의 다이빙을 이곳에서 진행했다. 동
굴 내부의 신비로운 분위기, 동굴의 창을 통하여 본 푸른 물빛과 빛나는 하
늘은 기대를 한참 뛰어넘었다. 월을 따라 드리프트 다이빙도 하였는데, 흘러
가기 좋은 정도의 조류가 불어왔고, 바위마다 피어오른 연산호는 빗질을 받
듯 한껏 팔을 벌려 조류를 맞았다. 출수 무렵에는 5월의 빛내림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던 기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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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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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모나드솔의 환도상어
2 깔랑까만의 해송군락과 박성웅 다이버
3 가토섬 동굴 출수지점의 바위와 다이버

4

4 가토섬의 연산호 군락
5 가토섬 창문에서 바라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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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피탄칠로의 비경
말라파스쿠아섬의 떠오르는 핫스팟, 솔다이버스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스
페셜 포인트, 바로 남쪽으로 2시간 뱃길에 위치하여 있는 너무나 작은 등
대섬 케피탄칠로섬이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인상을 주는 건물의 잔해, 여
전히 높이 솟아있는 등대,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 오히려 열국의 낭만을 짙
게 풍기는 야자수,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 섬 주변의 맑은 물, 빼곡하게 피
어오른 경산호 군락 등 이곳을 방문해야 할 이유와 매력은 넘쳤다. 편도 2
시간 거리임에도 불구, 5월 5일과 7일 양일 동안 4회 입수하였고, 특히 핑
크스노우 포인트의 테이블 산호 군락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비경이었다.

인생의 원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 그것을 느끼
는 경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일상이 아닌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된다.” 소설가 김영하는 그의 저서 여행의 이유에서 위와 같이 적었
다. 오지를 굳이 찾아가서 입수하여 온몸으로 그곳을 느끼는 경험의 대표주
자는 역시 다이빙이다. 다이버는 일상이 아닌 바닷속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자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행지에서는 일상의 부재를 도모하여
도, 그러한 경험은 일상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다시금 만나게 될 말
라파스쿠아섬의 초여름을 그리며, 일상을 보내고 있을 모든 다이버 여러분
들을 응원합니다.

깔랑까만섬의 평화로움
5월 6일 주간 다이빙은 깔랑까만섬에서 2회 진행했다. 깔랑까만섬은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섬이다. 밀가루를 쌓아놓은 듯 곱고 새하얀 해변이
눈이 닿는 저 멀리까지 길게 이어진다. 작은 섬 위에는 야자수 밑으로 테이
블과 의자, 방갈로 등이 마련되어 있어 섬에 내려 식사하기 좋은 환경이다.
물속 풍경도 독특하다. 15~25m 수심대에 해송이 빼곡히 숲을 이루고 있
고, 얕은 수심의 플래터에는 마크로 피사체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며, 작은
거북이들은 연산호를 입에 물고 있다. 운이 좋게도 2,000여 마리의 서젼피
쉬 스퍼닝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들의 애정행각에 덩달아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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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리프에서 1111 로그를 달성한 김환희 강사
케피탄칠로 절벽 위의 경산호와 솔다이버스 차동호 대표
케피탄칠로 핑크스노우 포인트의 테이블코랄 가든과 탁대한 다이버
알을 돌보는 아네모네 피쉬
케피탄칠로의 경산호 군락과 편예정 다이버
케피탄칠로 반수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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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Getting Hammered
망치상어 다이빙에 취하다
By Peter de Maagt and Theresa Guise

Vinnie holds up 4 fingers... 4 fingers?? We can only see two
hammerheads... We carefully scan 360 degrees. Indeed, even
underwater you have a blind spot; 2 more sharks are closing
in on us from behind. Which sharks take priority? By far the
biggest shark is in front of us, but it is relatively far away. The

글/사진 피터 드 마긋·테레사 기즈 / 번역 편집부

ones behind us are approaching fast. We instinctively turn
around. The small male does not know how to behave and he
mimics the larger female. At about a meter from the baitbox

미국

they make a swift turn. The male is moving its T-shaped

USA

hammer from side to side, as if he is looking for food in the
sand. A split second later, he darts away and shows us his
belly. Like he is trying to show off. The female is clearly used

플로리다
Florida

to the routine. No-nons ense, a direct approach to the baitbox.

비미니섬
Bimini

마이애미
Miami

That is how it is supposed to be done.

바하마제도

비니는 손가락 4개를 치켜들었다… 4 손가락이라? 눈에 띄는 망

Bahamas

치상어(hammerhead, 귀상어)는 2마리뿐인데… 우리는 주의해서
사방을 훑어보았다. 실은 수중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상어가

쿠바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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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리 더 우리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상어가 우선일까?
제일 큰 상어는 단연 우리 앞쪽에 있는 놈이었으나, 그놈은 비교

적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 뒤쪽에 있는 놈들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비미니제도는 두 개의 작은 섬(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돌아섰다. 작은 수컷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암컷을

로, 25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사들이 비미니

따라 움직였다. 미끼 상자로부터 1m쯤에서 그들은 급회전을 했다. 수컷은

와 연관이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미니 빅게임 클럽에서 자신의 유명

마치 모래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T자 형태의 망치 머리를 좌우로

한 노벨상 수상 연설문을 작성하였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이곳을 고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잽싸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배

라고 했다.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그가 비미니에서 낚시여행을 한 경험

를 드러냈다. 과시나 하려는 듯 말이다. 반면 암컷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은 비미니 빅게임 클럽 리조트

것이 분명했다. 허튼짓을 하지 않고 곧바로 미끼 상자에 접근하는 것이었

& 마리나였다. 이 숙소는 최고급 호텔은 아니었지만 방들이 큼직하고 다이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버들에게는 그만이었다. 콘크리트 바닥은 덜 아늑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
만 아주 실용적이었다. 우리는 에픽 다이빙을 이용하였는데, 이 업체는 상어

Great hammerheads have been on the list of endangered species of the

다이빙으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비니와 데브 카나발이 운영하고 있었다. 스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키퍼 마이클은 선원을 구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for some time now. Despite the fact that its living area covers large
area of the oceans, they are rarely encountered. And then rumours
of sightings in Bimini abound. It was a well-kept secret amongst the
research team of the Bimini Shark Lab for some time. They knew that
from mid-December to mid-April the sharks regularly visited the waters
around Bimini. However, it wasn’t until the well-known operators
started promoting Bimini that it became common knowledge that
this was a hammerhead aggregation site. Some of our diving friends
returned with enthusiastic stories and confirmed that they had multiple
encounters. That was such a great opportunity that we could not pass up.
We began our pilgrimage to this new shark Mecca.
큰망치상어(great hammerhead)는 얼마 전부터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멸종 위기종에 등재되어 있다. 사실 서식처가 드넓은 해역에 걸쳐 있음에도
이들은 좀처럼 대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비미니제도(Bimini)1)에서 목격하
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건 한동안 비미니상어연구소의 연구팀 사이에
서 잘 알려진 비밀이었다. 그들은 12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이들 상어가
정기적으로 비미니 주변 바다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
명한 여행사가 비미니를 홍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여기가 망치상어의 집
결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다이빙을 하는 우리 친구들 중 일부
도 돌아와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고 여러 번 대면하였다고 확인했
다. 그건 정말로 대단한 기회였기에 우리는 놓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어
의 메카로 새로이 부상한 이곳으로 성지 순례를 시작했다.

Bimini is tiny: two small islands (North and South), covering a surface
area of 25 square kilometres. Nevertheless, there are several celebrities
linked to Bimini. Martin Luther King wrote his famous Nobel prizewinning speech at the Bimini Big Game Club and Ernest Hemmingway
called it home. He based his book “the old man and the sea” on his
Bimini fishing trips. Our home-away-from home was the Bimini Big
Game Club Resort & Marina. This is not a four star hotel but the rooms
are large and perfect for divers. A concrete floor might feel less cosy
but is very functional. We used Epic diving, an operator with a strong
reputation for shark diving; run by Vinnie and Deb Canabal. Skipper
Michael completed the crew.

1) 비
 미니제도(Bimini Islands)는 대서양 카리브해에서 바하마의 서쪽 끝에 위치한 바하마령
일련의 섬으로 주요 섬은 노스 비미니(북섬)와 사우스 비미니(남섬)다. 인구는 2,000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노스 비미니에 거주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보트 낚시, 스쿠버 다이
빙,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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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for our adventure, we arrive in a positive spirit at the “Thresher”,

다.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대형 망치상어와 다이빙하는 것은 매우 느긋한

but Vinnie’s face speaks otherwise. Today will be a bad weather day. The

활동이다. 보기에 이들 상어는 일찍 깨지 않고 보트는 10시 이전에 항구를

wind is picking up and it is not possible to take the boat out. What can

떠나지 않는 것 같다. 다이빙포인트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15분이며, 도착한

we say? Even in Bimini it is wintertime in January. The temperature can

후에도 느긋한 일정은 이어졌다. 비니와 데브는 냉동 바라쿠다 몇 마리를 냉

approach 20 degrees, but wind and rain are not a rare occurrence. But

장 박스에 던져 넣었다. 호스가 한쪽에서 박스에 바닷물을 뿜어 넣고 다른

there was no reason to despair, the weather forecast showed a significant

쪽에서 바다로 드리워져, 바다에는 아주 얇고 번들거리는 띠가 남았다. 바로

improvement with sunshine dominating the sky in the days to follow.

그것이었다.

Looking at it very objectively, diving with large hammerheads is a very
relaxing activity. Apparently, these sharks do not wake up early, and the

Three quarters of an hour pass before Michael spots the first

boats do not leave the harbour before 10 o’clock. The travel time to the

hammerhead. Everybody looks in the direction he is pointing. A vague

site is about 15 minutes, and upon arrival, the relaxed pace continues.

shadow is visible indeed; all credits to Michael and his keen eye that

Vinnie and Deb throw a few frozen barracudas in a cooler. A hose pumps

spotted this shark. We kit up and are ready to go. Vinnie is already in the

seawater in the box on one side, which runs out to the ocean on the other

water, taking a baitbox to the bottom to ensure that the shark remains

side, making a very thin slick trail. That is it.

interested. Shortly after, we descend in groups of four. The first part

우리는 모험 여행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상기된 기분으로 스레셔(Thresher)

of the dive one of us would be sitting next to the baitbox and the other

에 도착하였으나, 비니의 표정은 달랐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리란 것이었다.

would be on the outside, while the second part of the dive we would

바람은 더욱 거세어만 갔고 보트는 들어낼 수가 없었다. 뭔 말을 꺼내겠는

swap positions. The location makes a huge difference in the type of

가? 비미니에서도 때는 1월의 겨울이다. 기온은 20도에 이를 수 있으나, 바

images you take. Action packed shots are possible next to the baitbox,

람과 비는 드문 경우가 아니다. 하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었으며, 날씨 예보

while cleaner shots are possible if you are further away. The briefing had

에 따르면 향후 며칠간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면서 현저히 나아진다고 했

properly indicated that we had to be significantly overweighted to fight
the effect of the swell. Despite jumping in with 16kg of lead, we could
still feel the surge. We also wore the black suit, black gloves, black hood,
which are highly recommended for shark diving.
45분이 지나자 마이클이 첫 번째 망치상어를 찾아냈다. 모두 그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쳐다봤다. 어렴풋한 그림자가 정말로 보였으며, 이 상어를 발견
한 공로는 모두 마이클과 그의 예리한 눈 덕분이었다. 우리는 복장을 갖추
고 나갈 준비를 했다. 비니는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며, 미끼상자를 바
닥으로 가져가 계속 상어의 관심을 끌도록 했다. 곧이어 우리는 4명씩 조를
짜서 내려갔다. 다이빙의 첫 번째 과정은 우리들 중 하나가 미끼상자 옆에
앉고 나머지는 바깥쪽에 자리하는 것이지만, 다이빙의 두 번째 과정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위치에 따라 촬영하는 사진에 담기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미끼 상자 옆에서는 액션으로 가득한 촬영이 가능한 반면,
더 멀리 떨어질 경우에는 보다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다. 사전 브리핑에서는
우리가 너울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게를 현저히 높여야 한다
고 주지한 바 있다. 납 16kg을 달고 입수하였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해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검정 슈트, 검정 글러브, 검정 후드를 착용하
였는데, 이는 상어 다이빙에 강력히 추천되는 복장이다.

The shark continues to swim in circles until she has enough confidence
and takes the decision to examine the little humans up close. What a
magnificent creature! Vinnie puts up two fingers to indicate that there
is another shark. Another grand lady enters the scene. They are super
relaxed, but appearance should not fool you. You cannot assume that
they maintain their course as they can turn suddenly. The muscular body
just switches gears and with one quick flick of their tail, they can turn
108 |

180 degrees. A dive of 45 minutes ends before it has even started, but
the next group of divers is eagerly waiting to jump in. Three groups
of divers rotate like this the entire day.
상어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자그마한 인간들을 가까이서 살펴본다
는 작정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유영했다. 정말 멋진 동물이
지 않은가! 비니가 두 손가락을 치켜 올려 또 다른 상어가 있음을 알렸
다. 또 하나의 거대한 암컷이 현장에 등장했다. 이들은 대단히 느긋하였
지만 그런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느닷없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를 유지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근육질의 몸이 속도
를 바꾸고 꼬리를 한 번 획 움직이면 이들은 180도 회전할 수 있다. 45
분간 이어진 다이빙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으나, 다음 조의 다이버들이
학수고대하면서 입수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3개 조의 다이버들이 이처
럼 하루 종일 교대했다.

Debbie enthusiastically points towards a specific shark called
Chocolate. Chocolate got her name due to the very distinct
pigmentation on its brown belly. It is obvious that that is not the
most common colour for camouflage and that a uniform white
belly would do a much better job. Debbie offers the girl a treat and
Chocolate allows us to look straight into her gaping jaws. We can
think of some less exhilarating moments in life. During the surface
interval, Debbie talks passionately about this shark. She was featured
on the cover of some diving magazines; as a covermodel, she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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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have like a Diva. Debbie smiles and tells us that now, Chocolate
only accepts Barracuda, rather than the standard macarel.
데비는 초콜릿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상어를 열렬히 가리켰다. 초콜릿이란
이름은 그 상어의 배가 갈색으로 매우 뚜렷한 색소침착이 있기 때문에 붙
여졌다. 그것은 가장 흔한 위장 색이 아니라는 점과 이러한 효과 면에서는
배가 전부 흰색인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점은 분명하다. 데비는 초콜릿에
게 먹이를 한턱냈고 이 암컷은 우리에게 떡 벌린 입을 바로 들여다보게 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그리 유쾌한 순간에 들지는 않는다.
출수 후 쉬는 동안 데비는 이 상어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 암컷은 일부
다이빙 잡지들의 표지에 실렸으며, 표지 모델로서 주연처럼 행동하기 시작
했다. 데비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초콜릿은 일반 꽁치 대신 꼬치고기만 받
아먹는다고 얘기해주었다.

The next days the same ritual repeats itself, even with improved
visibility. Who wouldn’t be in the best of spirits? As soon as the first
hammerhead shows up, the routine of four divers down repeats itself.
We are all ready to load up on close-ups. From the boat it is clearly
visible that three sharks patrol the area, but that only one at a time
gets within eyesight of the divers. But when that happens, it offers
very close passes. They allow you to see their rows of teeth. You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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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more up close and personal than that. A young male appears on the

인근에 머물렀다. 그러나 늦은 오후 그러한 행동이 갑자기 변했다. 망치상어

scene and he is obviously bolder than the others. He even tries to wriggle

들이 사라졌고 황소상어 한 마리가 와서 우리를 살펴봤다. 보기에 망치상어

his hammer underneath Peter’s knees. There is only one option left and

와 황소상어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고 망치상어는 근육질의 황소상

Peter gently push him to the side. Note to self: if you lift the hammer,

어에 대해 깊은 존경을 보여주는 것 같다. 황소상어의 행동은 기타 여느 상

you will look straight into his open mouth! The sharks remain faithful

어와 비슷해 그저 호기심이 많았다. 이 암컷은 그 현장이 자신의 마당이라

and stay in the vicinity all day. However, late afternoon, the behaviour

고 작정한 양 1시간 동안 이리저리 유영했다.

changes abruptly. The hammerhead sharks disappear and a bull shark
comes to check us out. Apparently, hammerheads and bull sharks are

Dusk starts setting in and Vinnie allows us to try one more time. This

not the best of friends and the hammerheads show deep respect for the

is a much more eerie atmosphere and it starts to look like a night dive.

muscular bull. The behaviour of the bullshark is like any other shark;

The distance at which you can spot a hammerhead is reducing. But

simply curious. She decides that the scene is hers and she swims back

what a sight when they appear out of the dark. We definitely did not

and forth for an hour.

waste any daylight. After returning to the harbour we can put our heads

다음 며칠간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시계는 향상된 상태였다. 그러니

down and dream of hammerheads. The news of the abundance of great

누구든 기분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첫 번째 망치상어가 나타나자 곧 4명의

hammerhead sharks around Bimini has reached the dive world. We go

다이버들이 내려가는 루틴이 반복됐다. 우리는 모두 근접 촬영 사진을 찍어

home with plenty of images of these iconic animals.

댈 준비가 되었다. 보트에서는 3마리의 상어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비니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다이빙을 시도하도

이 뚜렷이 보였으나, 다이버들에게는 한 번에 한 마리씩만 시야에 들어왔

록 해주었다. 이번은 한층 더 으스스한 분위기였고 야간 다이빙인 것처럼

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상어들은 매우 가까이 지나갔다. 그들은 줄지어

보이기 시작했다. 망치상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는 짧아지고 있었다. 그러

난 이빨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이 가고 개인적인 행동을

나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건 대단한 광경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해서는 안 된다. 젊은 수컷 한 마리가 현장에 나타났는데, 이놈은 분명 나머

가 낮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항구로 돌아온 후 우리는 잠

지 상어들보다 더 대담했다. 이놈은 망치 머리를 꿈틀거려 피터의 무릎 아래

시 수면을 취하고 망치상어를 꿈꿀 수 있었다. 비미니제도 주변에 큰망치상

에 넣으려고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피터가 이놈을 옆으

어가 풍부하다는 소식은 다이버들의 세계에 퍼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

로 가볍게 밀치는 것이었다. 기억해둘 점은 망치 머리를 들어 올리면 벌려진

적인 동물을 사진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갔다.

입을 바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상어들은 계속 충실하였고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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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여행지 소개

The hidden gem in the Pacific - Yap
태평양의 숨겨진 보석 - 얍

사이판

괌

얍제도
팔라우

Fewer than 1,000 divers per year visit Yap, making it one of the least

1년에 1,000명이 넘는 다이버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목적지 중

traveled world- famous dive destinations. Your reward is an exclusive

하나인 얍섬을 방문합니다. 풍부한 태평양 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사람들

diving experience in a rich Pacific marine sanctuary.

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Yap has 100 miles of barrier reef with several channels and large

Yap은 다양한 수중 환경, 다이빙 조건 및 광범위한 해양 생물과의 상호

lagoons creating diverse underwater environments, dive conditions and

작용을 만들어내는 수로와 대형 수로가 있는 100마일의 배리어 리프를

interactions with a wide array of marine life. The hallmark of diving Yap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특징은 년중 매일 이곳에 있는 대형생물과의

is the big animal guarantee that is here every day year-round. Diving

만남입니다. 얍의 다이빙은 산호초에서 다이빙 버디 및 함께한 그룹과 함

Yap is an uncrowded personal experience with only you and your dive

께 여유로운 경험을 합니다. 자연의 모습이 잘 살아있는 태평양 산호초에

buddies or group on the reef. The pace is relaxed with easy diving over

서 쉽게 다이빙을 할 수 있어 편안합니다.

healthy Pacific reefs.
Especially for Korean dive instructors Manta Ray Bay Resort & Yap

특히 한국의 다이빙 강사를 위해 만타레이베이리조트 & 얍다이버스는 특

Divers has an amazing special offer; every Korean dive instructor that

별 제안을 합니다. 3명의 유료 다이버를 데려오는 모든 한국인 다이빙강

brings 3 paid divers earns a free spot for him/herself.

사는 무료입니다.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is a small, family-owned, luxury

만타레이베이리조트&얍다이버는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태평양 연

resort on the pristine island of Yap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

안의 얍(Yap)섬에 자리한 작은 가족 소유의 고급 리조트입니다. 만타

operating since 1986. In addition to manta ray diving, we love taking

레이 다이빙 외에도 리프샤크, 만다린피쉬와 매크로, 산호초 및 동굴

our guests to dive among reef sharks, Mandarin fish and brilliant coral

이 있는 화려한 산호초가 특징입니다. 우리는 최근 다이버 매거진(Diver

reefs with macro fauna and caverns. We are proud to have recently been

Magazine)의 영국의 독자들이 전세계 25대 다이빙리조트 중 하나로 선

voted by the readersof Diver Magazine UK as one of the top 25 dive

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태평양/홍해/인도양에서 #5 다이빙리조

resorts worldwide and the Reader’s Choice Award as #5 dive resort in

트로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Reader's Choice Award)를 수상했습니다.

the Pacific/Red Sea/Indian Ocean.
Visit www.mantaray.com and download our Korean brochure or mail us

한글 소개서를 다운받으려면 www.mantaray.com를 방문하거나

for more information at gm@mantaray.com.

gm@mantaray.com에 메일을 보내면 좀더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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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행사 소개

제2회

PADI Photo Festival, 2019

PADI 아시아 퍼시픽은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세부 막탄에 위치한 필리핀 두짓타니
막탄 세부 –Dusit Thani Mactan Cebu(www.dusit.com/dusitthani/mactancebu/)에서
제2회 PADI 포토 페스티발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페스티발에서는 국내외 PADI 다이브 센터 및 다이빙 리조트의
PADI 다이버들과 가족 약 200명이 참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 Tim Hunt(Territory Director, PADI Asia Pacific)과 필리핀대사관 세
부분관의 엄원재 총영사, 세부 한인 여성 연합회, 교민연합뉴스, 앰배서더 멤버인 최송
현 등 귀빈들이 참가하여 행사가 더욱 풍요로워 졌다.
참가한 멤버들은 세부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이날 오후 6시에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진
행하였다. 수중영상촬영대회를 개최하여 페스티발 기간 동안 촬영했던 사진이나 동영
상은 심사를 하여 우수한 작품을 골라 부상과 함께 시상을 하였다. 또한 참가한 멤버
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마다 이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은 PADI 멤버들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고,
국내외 PADI 센터 및 리조트 홍보, 다이빙 포인트 소개, 세부 지역 다이빙 리조트 비즈
니스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PADI 아시아 퍼시픽 페스티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외 다이빙 장비업체와 리조
트, 필리핀 관광청, 세부 퍼시픽 항공에서 다양한 협찬과 지원이 있었고, 많은 PADI 멤
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페스티발이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진행되는데 많은 도
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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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PADI Photo Festival, 2019 수상작
PADI Photo Festival, 2019

Wide

1등 루이스 김

2등 양충홍

3등 이정민

PADI Photo Festival, 2019

Macro

2등 정현정

1등 한지연
3등 임희선

PADI Photo Festival, 2019

Land

2등 전지환

1등 김기현

3등 윤보희

PADI Photo Festival, 2019

Video

2등 이재한

1등 이용학

3등 정천제

TOUR

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강릉
동해/삼척

서울

고성

인천

울릉도
울진

격렬비열도

왕돌초

독도

영덕
대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대구

창원

광주
통영

왕돌초

부산
거제

목포

홍도

통영
남해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제주

독도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서귀포/문섬

남해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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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경남 지역 다이빙 센터&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욕지도해양대국

박출이 010-3552-7212

이수한 010-7358-7920

경남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988-105
E-mail : ssyscuba72@hanmail.net

경남 통영시 욕지면 옥동로383
E-mail : han2world@hanmail.net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남해다이브리조트

허정수 010-4847-9713

이천종 010-4524-0300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Blog : 거제덕포스쿠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91-6번지(항도마을)
E-mail : yicji@hanmail.net

통영스쿠버캠프

남해수중

송준용 010-5327-6969

김정수 010-3556-2034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128번지
E-mail : haenou@hanmail.com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8
E-mail : kimjs2034@naver.com

남해미조잠수

Frog Diving

이현철 010-5385-1241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9-85
Web : 미조잠수.com / E-mail : milrano04@naver.com

프로잠수
강효중 010-6511-3866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26
E-mail : kanghj2326@naver.com

산등리조트

조종철 010-6642-044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Web : progdiving.co.kr
E-mail : cpocho8804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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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준 010-6212-405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경남연합회 회원사
2019 July/August | 119

TOUR

The World Diving Spots

오가사와라

팔라우
홍해

아조레스제도

제주

카나리아제도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몰디브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세이셜

팔라우

필리핀

르당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모리셔스
르위니옹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축

알로르

파퓨아뉴기니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베이트볼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애들레이드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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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
뉴칼

세노테

과달루페

코르테즈해

과달루페섬

유카탄반도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바하마제도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히에)

갈라파고스제도

제도
칼레도니아
피지

프렌치폴리네시아
통가

통가

갈라파고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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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The Philippines Diving Spots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코론
수빅
수빅만

갈라파스쿠아섬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롬브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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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암팟

암본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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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덴파사르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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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레이테/소고드베이

까미귄섬

입문자코스 부터 프로코스 까지
모든 레벨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스노클링과 레크레이션 다이빙으로 비다이버와 다이버가 함께
수중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세부의 몰디브,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아일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 100ha가 넘는 그레이트 리프(산호초) 위에 세부에서 유일하게 몰디브와 같이 운영되는 프라이빗 리조트!
둘 , 막탄 - 세부국제공항에서 날루수안 아일랜드 리조트까지 전용밴과 스피드보트로 이동시 약 40분!
셋, 아름다운 산호와 어종을 자랑하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다이빙 포인트와,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함께할 수 있는 곳!

TEL : 070-8285-0103

Website: www.nalusuanislandresort.net
KAKAO: aquapolis l Email: ceo@nalusuanislandreso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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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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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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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앙가섬

아포리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특징 : 아포리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이

24일에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이 지역은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

UNESCO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올라있고, 아포리

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보호하는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구역이다. 운이 좋으면 듀공을 볼 수 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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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카이

롬블론

아포리포

리브어보드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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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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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생물의 보고

필리핀

롬브론섬

Romblon Is.

C RI T TER

CAPITAL

COME

EXPLORE
WITH US
마크로 수중사진 가이드 10년 이상의 경력
블랙워터 다이빙의 많은 노하우

GET IN TOUCH
THE THREE P HOLIDAY & DIVE RESORT
ROMBLON ISLAND, PHILIPPINES

www.the-three-p.com

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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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

오가사와라

이트가 개발되어 있다. 단 여름 태풍시즌을 피해야 한다.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참조 : 2016년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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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연안에 찾아온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개복치까지도 볼 수 있다.

것도 특별한 재미다.
요나구니

참조 : 2015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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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6월

미얀마

Myanmar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 3~8월/성수기 4~5월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특징 : 인공섬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영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고,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천국. 아

업하는데 3~8월만 영업한다.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만난

름다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

호,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 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곳이다.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2018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최소경비 : 3,000,000원~

랑카얀섬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최소경비 : 2,990,000원~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

최소일정 : 6박 7일~

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시즌 : 4~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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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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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ang (Malaysia)
Redang Island(Malay : Pulau Redang) is an island in Terengganu, Malaysia.
It is one of the largest islands off the east coast of Peninsular Malaysia. It is famous for
its crystal clear waters and white sandy beaches. It is one of nine islands, which form a
marine sanctuary park offering snorkeling and diving opportunities for tourists.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coralredang.com.my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Redang
Kuala Terengganu

Malaysia

Kuala Lumpur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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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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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하는 지역이라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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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하여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에 모아둔 그곳, 라자암팟!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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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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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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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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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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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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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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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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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바다사자 춤을…

바하캘리포니아(라파즈/코테즈해)

돌고래, 만타레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바하캘리포니아(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11~6월

시즌 : 11~6월

특징 :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

특징 :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승선 후 꼬박

는 바다사자와 어르러져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

하루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면 엄청난 무리의 모블라(Mobula)를 만날 수도 있다.

해양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들과 놀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

주는 돌고래, 만타레이, 그리고 숨죽이고 보는 튜나
(Tuna) 무리는 압권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

하와이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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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다. 6~11월의 고래상어 시즌과 망치상어는 수온이

과달루페섬

소코로섬

리브어보드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진
코르테즈해

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최소경비 : 6,500,000원~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수

최소일정 : 7박 8일~

도 있다.

시즌 : 6~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특징 : 과달루페섬(Guadalupe)은 멕시코의 바하캘
리포니아반도 서쪽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태평양

코코스섬

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위대한 백상아리와 만남

최소경비 : 6,500,000원~

을 가능하게 한다.

최소일정 : 11박 12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시즌 : 년중
특징 :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Cocos)은 야생 해양
생물의 보고이고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
빙마다 수십 마리의 망치상어(H a m m e r H e a d
Shark)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코스섬은 건
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며
우기는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코코스 섬에서의 다
이빙은 건기보다 우기가 다이빙 적기이다.
갈라파고스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

과달루페섬

리브어보드

대물들의 만남이 보장되는 곳

콜롬비아 말페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6~11월
특징 : 콜롬비아 본토에서 500㎞ 떨어진 말
페로(M a l p e l o) 섬은 20 0 ~3 0 0 마리의
hammerhead sharks와 수백 마리의 silky
s h a r k s와 함께 유영한다. 또한 W h a l e
sharks, Eagle rays, Tuna, Sailfish 등 대물
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코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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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AW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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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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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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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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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AWARE.ORG/DIVEAGAINSTDEBRIS
diveagainstdebris@projectaware.org

© Project AWARE Foundation 2019

중남미(대서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호텔+다이브센터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
그리고 황홀한 빛 내림이 있는 곳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
세노테

특징 :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는 세노테가 유명하다.
캐번다이빙만으로도 종류석과 석순의 아름다움과
둥굴 입구에서 만들어지는 빛 내림의 황홀함을 충분
히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모험적인 케이브(Cave)를

호텔+다이브센터

태평양과는 또 다른 대서양의 물고기와의 조우

즐기기 위해서는 케이브다이빙 교육이 필요하다.

유카탄반도의 코즈멜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호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8일
시즌 : 연중
특징 :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의 남쪽에 있는 코즈멜

쿠바

섬은 이글레이 무리를 볼 확률이 높고, 태평양과는
리브어보드

다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남미의 대보초

(ToadFish), 드럼피쉬(Drum Fish) 등을 볼 수 있다.

벨리즈 불루홀

남미의 파라다이스

남미의 파라다이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쿠바

바하마제도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벨리즈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특징 : 쿠바는 오랫동안 배경에 숨어있는 다이빙 목

특징 :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인 딘스 블루홀

(Great Barrier Reef)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적지였지만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스쿠버 스팟의 슈

(Dean's Blue Hole)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또한

산호초 지대로 우주에서도 보이는 그레이트 블루홀

퍼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의 다이빙에서 최대 6

바하마의 국가 물고기인 나소(Nassau)의 그루퍼들

(Great Blue Hole)이 있다.

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악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수천마리가 모여들어 스퍼닝을 하는 모습을 관찰

기도 하다.

할 수 있으며, 스파이니 랍스터의 행진도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즈멜섬

리브어보드

남미의 파라다이스

케이만제도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4~11월
특징 : 카리브해에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바하마제도

케이만제도는 400개 이상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케이만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엔젤피쉬를 만
나는 즐거움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벨리즈

유럽

Europe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포르투칼

스페인

아조레스제도(아소르스)

카나리아제도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평균 40m가 넘는 시야와 매우 다양한 생물

특징 : 스페인 카나리아 군도의 섬은 아프리카 북서

이 있는 섬으로 Blue Shark, Manta Ray와 같은 큰

쪽 해안인 대서양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원양어류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대서양과 지중해 종과 섬 자체에 고유한 일부 종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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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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2019년 여름휴가 갈라파고스

2019년 추석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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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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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미크로네시아 얍

일정 2019년 11월 16~24일
특징	난파선이 그냥 난파선이 아니다. 여긴 다르다. 화려한 산호로 뒤
덮인 100미터 이상의 거대 선박을 만납니다.

일정 2020년 1월 중
특징	만타의 고향 얍. 만타 짝짓기 시즌에 떠나는 베스트 여행

2020년 인도네시아의 보석, 라자암팟

2020년 몰디브 리브어보드

일정 2020년 2월 1~15일
특징	최고의 시즌에 떠나는 라자암팟 리버보드. 사진가 대 환영!!

일정 2020년 2월 중순
특징 럭셔리 리브어보드의 대명사, 몰디브. 7일간 일정으로 떠납니다.

2021년 멕시코 동굴다이빙
2020년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일정 2021년 3월 6~14일
특징 멕시코 칸쿤에서 시작하는 동굴 펀다이빙

일정 2020년 4월 2~9일, 4월 30일~5월 7일 두차례
특징 필리핀이라고, 다 같은 필리핀이 아니다!!

2021년 멕시코 소코로 리브어보드
일정 : 2021년 3월 13~26일
특징 : 새로운 핫 플레이스 소코로. 혹등고래 시즌에 맞춰 떠나는 최고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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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 오는 5월 31일 오픈, 6개월간 시범 운영

판매 품목은 향수·화장품(수입 및 국산)와 주류(브랜디, 위스키, 와

• 이곳에서 판매되는 품목으로는 화장품과 주류 등 11개 품목이 판매되며

인, 샴페인, 증류주 등), 포장식품(홍삼, 건강식품, 김치, 김, 건포, 건

담배 및 검역대상품목은 판매대상에서 제외된다.

과, 한과, 초콜릿, 과자 등), 패션(기성복, 스카프, 넥타이, 내의, 모자
등), 피혁(손가방, 지갑, 허리띠, 구두, 장갑 등), 패션 액세서리(귀금속,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지난 5월 31일 오픈하였다. 입국장 면세점에는 화장

보석류, 선글라스, 시계 등), 기념품(전통 도자기, 함, 기타 장식물), 스

품과 주류 등 11개 품목이 판매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담배 및

포츠 용품(브랜드 의류, 제화, 각종 라켓, 골프용품, 운동기구), 완구류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장난감 및 유아용품), 전자제품(각종 A/V 제품, 전자·전기제품, 카메
라 등), 음반 등이다.
이번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
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매장(총 380㎡, 190㎡×2개)이 배치되었다. 제2여
객터미널(T2)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
㎡)이 자리하였다. 이곳의 운영은 ㈜SM면세점(T1)과 ㈜엔
타스듀티프리(T2)가 맞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일본, 홍콩, 호주 등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선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을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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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이착륙 시 준비사항
항공기가 자동차 등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대단히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

테이블이나 좌석 등받이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다. 일정 고도로 올라가 날아가는 순항 단계에서는 그 위험성이 거의 없

비상탈출 시에도 뒤로 젖혀진 좌석 등받이나 테이블이 방해가 된다. 충분한

다고 할 수 있지만, 거대한 동체가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지상에 내릴 때는

탈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착륙 시에 좌석 등받이를 세우거나 테이블을

조금이나마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조종사 등 항공 관계자들은 항공기

접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착륙 관련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조종사들이 항공기 상태, 기온,
바람세기, 방향 등 항공기 이착륙과 직접 관계된 것에 집중한다면 반면에

기내 창문을 열어 놓는다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

이착륙 시 기내 창문을 열어놓는 이유는 외부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다.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해 신속히 탈출해야 하는데, 사고 이후 창문을

기내 조명을 낮춘다

열고 외부 상황 파악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다. 또 기체에 어떤 손상을 입어

기내에 조명을 낮추는 이유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눈을 어둠에 적응시

기내 창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외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켜 놓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사태에는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눈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 10여초가 훌쩍 지나가 버리면 자칫 안전하게 탈출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시킨다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기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실하게 증명
해 내지 못한 상태이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항공기 운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항공기 안에서 전자기
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연구를 통해 적어도 항공기가 순항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괜찮다는 보고가 있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
해지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기 이착륙 시 만큼은 절
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 시에는 항
공기 첨단 장비들이 최적의 작동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통화로 인해 항
공기 전자장비에 작은 영향이라도 끼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받이를 세우고 테이블을 제자리로 한다
만일의 사태로 항공기가 이륙하다 말고 급정거 하거나, 심하게 잘못 내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승객 신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좌석의 앞뒤
간격은 대단히 좁다. 그래서 좌석벨트를 맸다 할지라도 충격 시 펼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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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DIVING DOCTOR

Q 감압병일까요?

잠수의학

Q& A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
1일차 : 3회 다이빙,
2일차 : 3회 다이빙(4회차만 25m 전후이고 나머지는 오픈워터들이 있
어서 18m 전후)
3일차 : 1회 다이빙(10m 정도) 후 15시간 정도 후에 비행기 탑승했습니
다. 연일 다이빙이라 노플라이 18~24시간 추천이라 하지 않으려고 했
으나 어쩌다보니 사정상 ㅠ..ㅠ
귀국 후부터 지금까지 5일째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살짝 따끔거리는 증
상이 있습니다. 따끔거리는 증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가끔 거슬리는 정도? 올해 다이빙 횟수가
42로그인데 다이빙 투어 후 이런 종류의 증상은 첨이라 혹시나 해서 관
리 및 예방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피부발진 등의 증상도 있는데 이건
다이빙 연관성이 불확실해서 원래 있던 건 아닌데 어디서 긁힌 건지 아
니면 감압병 증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약한 잠수병이라는 강사분도 있고 뭘까요? 챔버치료 받으러 가야하
는 걸까요? 아님 부천세종병원에 가서 특이체질 검사를 받아야 할
까요?(박사님 Q&A 수십 페이지 선 검색결과 등)
•	약잠일 경우 미미한 정도라 자연치유가 가능할까요? 미미한 질소는
자연 소멸한다는 글도 보아서……. 아님 남아서 돌고 돌다 다음 다이
빙 때에 악화되니 웬만하면 챔버치료가 좋을까요?
•	약잠이든 아니든 이런 증상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일주일? 또는
한 달?) 다이빙 투어 내지 수영장 연습도 자제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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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약잠 아니니 자유롭게 다이빙해도 괜찮을까요? 주변에 의사
들이 많아도 잠수병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봐도 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그리고 다이빙 자주 하는 사람일 경우 가끔이라도 증
상이 느껴진다 싶거나 아님 자주하는 사람(1년에 100로그 가까이)
일 경우 1년에 한번정도 챔버 이용하는 게 관리차원에서 좋다는데
신빙성이 있을까요?(정기적 잔질소 빼기성 챔버 이용 문의글에서

글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

큰 의미가 없다는 박사님 남기신 글은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다보니 추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증상이 잠수병 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이빙을 자주하고 있어서 관리 및 공부차원에서

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

조만간 강릉, 통영 챔버시설이 있는 병원을 방문 진료받을 계획은

로 게재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다음에 병원에서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

직접 뵙고 올리겠습니다.

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
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
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

A 감압병
다이빙 프로필보다는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시간이 조금 마음에 걸리

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

는군요. 증상 자체는 비특이적이기는 하나 감압병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

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재
합니다.

게시글과 답글을 많이 읽어보신 듯하고 스스로 감을 잡은 대부분의 내
용이 동의가 가능한 내용이지만 다이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소를 주
기적으로 빼주기 위한 챔버 치료는 무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는 그런 의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상담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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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아닌 감압병에 대한 지연된 치료의 의미로 챔버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자료 사진을

곤하면 대부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에 피로물질

잘 사용하겠습니다. 손가락 사

이 쌓이면 면역체계가 피로물질과 싸움질하느라 다른 병을 억누르기

진을 보니 완연한 감압병이 맞

역할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는 것 같습니다. 좌우 허벅지는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고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없어지

조금 애매해보입니다.

면 가급적 따뜻한 물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편안한 다이빙
을 즐기고 다이빙 횟수도 어느 정도 줄여서 여유 있는 다이빙을 하다
보면 다시 다이빙의 세계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혈액 임파계 질환 중 다이빙에 대해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종양 자체보다는 혈액의 질환 - 응고 과일 혹은 응고
미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혈액질환 중 스쿠버 다이빙에 상대적 위험 상태를 우려해야 할 질환

Q 항암치료 후에 다이빙이 가능할까요?

으로는 :

현재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는 완료가 얼

• 식클셀 체질 빈혈(Sickle Cell Trait)

마 남지 않았는데요. 치료 후에 향후 5년간 정기검사 및 식이요법 등

• 폴리사이테미아 베라(Polycythemia Vera)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백혈병

궁금한 부분은 항암치료가 끝나고 나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 혈우병/응고 능력 저하

하지만 체력 관리하면서 다이빙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수압이나 잔
류질소 등이 항암치료나 향후 재발 등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물속에서 OK 수신호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궁금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몸도 훨씬 덜 피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학적 고견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다이빙을 사랑하는 다이버입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Q 피부 발진과 따끔한 증상에 관하여
제가 작년 겨울 수중에서 갑작스런 웨이트 분실로 인한 급상승을

A 얼른 나으시고 계속 다이빙을 즐기세요

한 적이 있습니다(부력 조절기에 장착하는 포켓 웨이트).

고생이 되시겠지만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 역시 볼 수 있는 질환이라

약 7m에서 급상승을 하였고, 무감압한계시간 내에서 다이빙을 거의

고 알고 있습니다. 다이빙이나 압력 혹은 잔류질소 등이 임파종을 악

마칠 시점쯤 해당 급상승을 했는데 당일 저녁에 보니 몸 군데군데에

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피

(팔, 허벅지, 발목, 어깨 등 약 10군데) 쓸린 듯한 자국이 나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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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찰하기로 이것이 선홍색의 피부 발진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쓸렸을 때 나타나는 경미한 피멍으로 보여 드라이슈트 압착이겠거
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푸른 멍이 아니라 어딘가에 쓸
린 모양대로 생기는 빨간 점 형태의 멍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압병
으로 이런 형태의 피부의 피멍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요?
웨이트를 소실한 것을 진작 알고 급상승을 막기 위해 슈트와 비씨
에서 공기를 모조리 뺀 채 출수 지점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추위에도
10분 이상을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나고 수면에 가까워질 때쯤 너
울과 조류로 인해 안전 정지를 위한 5m 지점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7m에서 2~3분간 버디를 잡고 버티다 결국에는 급상승을 하게 된
것인데 슈트가 굉장히 압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드라
이슈트의 압착으로 인한 피멍으로 여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손가락 부위의 따끔함이 이날 시작되었던 것
으로 기억됩니다.
평소 직장 업무 때문에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에는 익숙해져 있어 이
따끔함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큰 실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분실된 웨이트를 우연히 되
찾아 포켓의 버클을 여러 번 뺐다 꽂았다 시험해 봤으나 문제가 없
다고 생각되어 같은 부력조절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서 다시 버클이 빠져버려 또 한 번 웨이트를
소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부력 조절기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역시 위에서
언급한 날과 다름없이 무감압한계시간 내에서 다이빙을 거의 마쳤
고 마지막 안전 정지에 실패해 약 6m 지점에서 급상승을 하였는데
이날은 피멍 유사한 피부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출수 후 약 3시
간 후부터 손가락이 따끔따끔하며 숨이 차더군요. 숨찬 증상은 하룻
밤 자고 일어나니 괜찮아졌고요. 간혹 이것을 저리다고 표현하는 분
들도 계시던데 저림과 따끔함이 다 같은 증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는 저린 느낌보다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따끔함이 느껴집니다.
이후 다이빙 후에는 항상 이 따끔함을 경험했고 손뿐만 아니라 이
제는 전신에서 군데군데 발생합니다. 하루 약 10회 많게는 50회가량
따끔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사건 후에도 지속해서 자주 다이빙을 다녔고 어느 날 이 따
끔함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하여 챔버 치료를 총 7회 실시했는데
재압챔버에 계시는 의사분께서는 이 증상에 대해 어느 한 곳이 집중
적으로 따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전신에서 나타나는 증
상이므로 이것을 감압병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
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셨을 뿐 특별한
다른 소견을 주시진 않았고 오히려 저의 만성적인 손과 팔목, 팔꿈
치의 통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7회의 챔버 치료를 권장하셔서 그렇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챔버 치료 후 총 4주간 다이빙을 중단했다가 쉬는 동안 사실상 챔
버 치료가 팔 통증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감압
병과는 무관한 증상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의사와의 상담도 없이
스스로 내리고 다시 다이빙하러 다니고 있는데 다이빙 후마다 따끔
한 증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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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끔함에 대한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읽기 전까지는 사실

후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꽤 오랫동안 그 사건을 맘에 두고 곱씹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작스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

온갖 증상들을 다 감압병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맨 위에서 언급했던 첫 급상승 사건이 발생하

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만 남기고 가서 송구스럽고 다시 한번

기 전에는 다이빙 후에 그 어떤 증상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무감압 한계 시간 내에서 다이빙 하였더라도 안전 정지 3분을
하지 못하고 급상승한 것이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맞는다는 결론에

A 재질문에 대한 재답변

자꾸만 이르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탓하게 되고…….

당연히 드라이슈트 압착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감압병의 증상이 맞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면

드라이슈트 압착인 경우 2주 이내 완전히 흡수되어 정상 피부로 돌아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왔을 것입니다.

립니다.

A 피부 감압병

강영천의 스쿠버다이빙 이야기

피부 밴즈의 소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약한 발진부터 심한 경우 전신
의 피멍과 같은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이런 저런 증상을 경험하

유튜브에서 잠수의학이나 스쿠버다이빙 안전에 관한 다

고 이런 저런 치료를 받았으나 문제는 비슷한 증상이 다이빙 후 반복

양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악랄한 다이빙 프로필이 아닌데

창에서 “강영천”이라고 입력하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도 계속 유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일단 상당기간 다이빙
을 중단하시고 PFO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답변에 대한 재질문 : 드라이슈트 압착?
박사님 사진을 첨부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가 말씀드린 쓸린 듯한 멍 자국은 위에 첨부하신 사진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증상의 각 부위가 세 번째 사진의 멍 자국보다 훨씬 협소했고
둥그스름한 형태가 아니라 모든 부위의 피멍이 동일하게 마치 아주
작은 채찍으로 때린 듯 가느다란 형태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
진의 경우 멍 자국 주변으로도 붉은 피부의 발진이 관찰되는 반면 제
경우는 피멍의 주변이 매우 깨끗했고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로
팔과 다리에 골고루 약 10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드라이슈
트의 압착으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은 없는지요?
호흡 관련 문제 또한 항상 다이빙을 하러 갈 때 극심한 수면 부족 상
태로 가기 때문에 커피를 과도하게 마셔 심박 수가 올라간 탓은 아니
었는지 과로로 인한 멍한 증상은 아니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손목
의 통증 또한 원래 문제가 없던 손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압
병의 증세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최
근 컴퓨터 마우스용 손목 지지대를 업무 시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단
이틀 만에 손목 통증이 크게 호전되었고 고주파 치료를 1회 받았더니
이튿날은 통증이 사라지더군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감압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신체
부위의 이곳저곳이 가끔 따끔거리는 증상은 감압병의 증상이 확실한
지요? 말씀드린 대로, 한곳이 집중적으로 따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
기저기가 따끔거립니다. 다이빙 후 2~3일이 지나면 현저히 따끔거리
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수일 내에 PFO검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PFO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이빙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인지 아
니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이빙을 하며 한 번도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다이버 긴급 전화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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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언급 드린 급상승 사건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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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심각한 우려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일부터 재개된 일본의 상업포경과 관련하
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중지해 오고 있으며, 연근해에는 일본
의 상업포경 대상종에 포함된 밍크고래를 비롯하여 총 31종의 고래류가 분
포하고 있다. 밍크고래의 경우, J와 O계군으로 구분되며 이 중 J계군은 한
반도 수역과 일본 서쪽 연안, 동남쪽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우리 수역에도
1,5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 수역을 왕래하며 서식하는 J계군 밍
크고래가 일본의 포경대상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로의 회유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고래의 보존과 이용은 국제포경위원회(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반도 근해에서 서식하는 고래종

분류

라 연근해에는 이 중에 대형고래류 5종, 중형고래류 13
종, 돌고래류 13종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

고래 명

발견 횟수

혼획·좌초 횟수

총계

153

795

948

브라이드고래

-

4

4

혹등고래

-

4

4

참고래

-

3

3

향고래

2

1

3

상괭이

745

10,712

11,457

밍크고래

고래는 전 세계에 총 90여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
대형고래류

근 10년 기준).

중형·돌고래류

참돌고래

129

3,856

3,985

낫돌고래

29

529

558

큰머리돌고래

5

21

26

흑범고래

4

18

22

대형고래류는 확인된 고래 종 전부를, 중형·돌고래류의 경우 발견된 고래 종 중 발견 횟수가
가장 많은 5개종만 기재

IWC 포획금지대상(13종)
연번

고래 명

연번

고래 명

1

수염고래 (Right Whale)

7

보리고래 (Sei Whale)

2

북극고래 (Bowhead Whale)

8

향고래 (Sperm Whale)

3

꼬마긴수염고래 (Pygmyright Whale)

9

혹등고래 (Humpback Whale)

10

밍크고래 (Minke Whale)

11

남극밍크고래 (Antarctic Minke Whale)

4

귀신고래 (Gray Whale)

5

대왕고래 (Blue Whale)

12

브라이드고래 (Bryde’s Whale)

6

참고래 (Fin Whale)

13

병코고래 (Bottlenose Whale)

음영 : IWC 포획금지대상 종 중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확인된 고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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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동해(東海)에는 어떤 고래들이 살고 있을까?
국립수산과학원, 17일간 동해에서 대형고래 목시조사 출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에 서

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18~20세기 초반의 미국 포경선의 항해일

식하는 고래에 관한 목시(目視) 조사를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7일

지 자료에 따르면 동해는 긴수염고래, 혹등고래, 귀신고래가 무리를 지어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식했던 곳으로 기록돼 있다. 그동안 수산과학원이 수행한 동해 고래

고래 목시 조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으며, 이번 조

목시 조사에서 향고래(2004, 2015, 2017)와 범고래(2001, 2015, 2017) 등

사에서는 울릉도·독도 주변의 동해 중앙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고래 무리가 드물게 목격되기도 하였다. 과거 우리바다에 많이 서식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한반도 고래연구의 목시

했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참고래 등은 목시 조사기간 동안에 발

조사선으로 큰 활약을 했던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3호(369톤, 1992년 진

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2015년 남해 담치양식 줄에 걸린 북방긴

수)가 퇴역할 예정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탐구 3호는 지난 20년간 총

수염고래가 구조되어 1974년 이후 우리바다에서 40년 만의 발견으로 기

78회의 목시 조사를 수행하여 12종의 고래들을 발견했는데 대형고래류

록된바 있다.

인 밍크고래와 소형고래류인 참돌고래, 낫돌고래(동해)와 상괭이(서해,

손호선 고래연구센터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고래 보호활동이 활발히 진

남해)가 우점종(優占種)임을 확인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행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래 보호활동의 성과뿐

동해(東海)는 예부터 고래들이 많이 서식하여 ‘경해(鯨海)’라고도 불렸다.

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라진 다양한 고래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

고대부터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고래들이 살았는지를 울산 반구대암각

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동해 대형고래류 조사 해역도

고래 목시조사에 운용 중인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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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들어졌다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가 만들어지면서, 백령도
가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을 기념하며 4
월 25일(목) 백령도 고봉포항에서 점박이물범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
한 민·관·군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점박이물범 인
공쉼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점박이물범이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먹이자원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백령면 진촌어촌계, 백령중·고등학교 물범동아리, 인천녹색
연합,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군부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점박이물범 보호 의지를 다질 계
획이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랴오둥만 유빙(流氷) 위에서 새
끼를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
내는 해양포유류이다. 해양수산부가 2007년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
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국내에서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에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동안 백령도 바다에
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물범바위는 자리가 좁아 물범들이 자리다
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
는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물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사례에 착안하여,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백령도 인근 하늬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쉼터(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하였다.
인공쉼터의 수면아래쪽은 어초의 기능도 담당하여 쥐노래미, 조피볼
락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 먹
이를 제공하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어획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이 인공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쉼
터 주변의 소음 방지 등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용실태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
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을 시작으로 인간과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점박이물범들이 새로운 보금자리
에서 편히 쉬는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길 기대하며, 서식지 관리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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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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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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심장충격 시행 멘트가 나올

✚ 가슴압박과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
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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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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

왕돌초가 자연문화 및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
울진 왕돌초가 자연문화 및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 ‘동해안 씨마크

성과 확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주요 지역에 장기·집중 관리체계를 구

(Seamark)’가 될 전망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본부장 신

축하겠다”고 말했다.

성균)는 7월3일 왕돌초 일대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천연해조
장 보호·보전 등 국가핵심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왕
돌초 국가핵심 바다숲은 생물과 인간의 공존 공간 구축을 통한 공공재
로서 비경합성 가치가 높거나 잠재력이 높은 천연해조장을 만들어 지정
및 관리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 투입을 통한
단기성과 도출에 집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됐다.
왕돌초는 대형 기반암 구조의 수중 암초로 3개의 수중 봉우리로 구성
돼 남북방향으로 6∼10㎞, 동서방향으로 3∼6㎞로 전체 넓이가 여의도
의 2배인 약 15㎢에 달한다. 과거에는 한류성·외양성·난류성 등의 영
향으로 다양한 어종과 해양생물의 보고였으나 현재에는 해조군락지의
감소로 많은 해양생물들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성균 본부장은 “동해안 천연해조장의 지속성 유지·관리 및 조성

캐나다, 20개국(G20) 국가로서는 처음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캐나다가 주요 20개국(G20)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상어 지느러미(샥

한 샥스핀은 148t이 넘었다. 액수로는 320만 캐나다달러(약 28억 3천

스핀) 수출입을 금지했다. 캐나다 상원은 6월 18일(현지시간) 이런 내

만원)에 달했다. 고급 식재료인 샥스핀은 부와 환대를 상징해 주로 중

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수산업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6월

국식 연회 등에서 수프로 만들어져 제공된다.

19일 보도했다.

다만 샥스핀 요리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상어가 희생돼 일부 상

2년 전 이 법을 처음 제안했던 마이클 맥도널드 상원의원은 법안이

어는 멸종위기에 처했고 포식자가 사라진 바다에서는 생태계가 심각

통과되자 “이는 단지 한 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지만, 이는 중요한 한

한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환경단체들은 상어를 잡아 지

걸음”이라며 “세계에 이런 행위(샥스핀 거래)가 잘못됐으며 중단돼야

느러미만 자르고 별 가치가 없는 몸체는 물에 던져 버려 천천히 피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산업법에는 감소한 어

흘리며 죽게 하는 채취 방식이 비인간적이라는 점도 비판한다.

족자원을 회복하자는 조치도 담겼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양질의 수산자원량은 2011년 이후 최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법이 통과되자 어류 서식지와 상어 개체 수 보존을 위
해 벌인 운동이 승리했다며 기뻐했다. 해양환경보호단체인 ‘오세아나
캐나다’의 조시 라프렌은 “어떤 법이든지 간에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이) 우리가 캐나다의 바다를 다루는 방
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겼다.
그는 그러면서 캐나다가 아시아를 제외하고서는 세계 최대 샥스핀 수
입국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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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불루링 옥토퍼스, 부산 기장 연안에 출현
다이버 등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연

광객들은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

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불루링 옥토퍼스(Blue Ring Octopus)’가

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발견돼 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불루링 옥토퍼스는 주로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는 10㎝ 내외의 작은 크기
로 귀여운 모양이지만 침샘 등에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다. 불루링 옥토퍼스의 독성 물질은 복어독
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그 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것과 동일한 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 불루링 옥토퍼스류
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경남 거제시 및 울산시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
다. 손광태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에서도 아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바다를 찾는 관

안전검사 없는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 판매한 업자 무더기 검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스쿠버다이버 등 수중 비상탈출 시

용객 증가 영향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0여 개가 판매되는 것을 초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천60여 개(5억 6천300만 원)를 수입 후 최

기에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사 합격 제품

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

은 어깨부위에 ‘검’ 또는 ‘KC’ 각인 표시가 돼 있어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 A씨(47) 등 5명과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한다”며 “다가올 여름 특수를 노린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물놀이 장비

A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수중비상탈출용 공기호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흡장비를 헐값에 구입한 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0여 개(1천300만 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B
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미국에서부터 수입한 후 안전검사
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1천30여 개(5억 5천만 원 상당)를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는 스쿠버 다이버가 해중에서 활동 중
호흡기가 고장이 나 비상탈출 시 사용하거나, 항공기ㆍ전차 등이 수중
추락 등 위급상황에 사용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다. 이번에 적
발된 장비는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나 최초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
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압수된 장비실험에서도 공기누설 현
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내부 용량이 0.3L(=3㎗, 300㏄)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10Bar), 이상일 경우 관계기관(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해양경찰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작사 불명의 제품은 수상ㆍ수중레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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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 특별전 개최
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해양교류실(전남 목포)
기간 : 2019년 7월 9(화)~10월 13일(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시원한 바닷속 문화재를
선보이는 특별전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
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수중발굴 후 15
년 만에 공개되는 고려 청자운반선 <군산 십이동
파도선>의 보존·복원 성과와 서해 바다의 고려난
파선들이 품은 해남청자, 그리고, 바닷바람과 흙,
불이 빚은 해남 가마터의 청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해남청자는 고려시대 최대의 청자 생산지였으며,
당시 소박한 멋의 녹갈빛 청자는 고려사람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다. 고급 청자는 아니지만, ‘강진’보
다 더 많은 청자 가마가 운영되었다.
해남 청자가마터 일부는 1985년 사적 제310
호로 지정되었고, 1992년 목포대학교박물관과
2017~2018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유적조사를
하여 많은 가마터와 유물이 발견되었다.
서해와 남해 바닷길이 열려있는 천혜의 환경은 해
남을 녹청자 중심지로 만들어주었다. 수많은 가마
의 생산품들은 바닷길을 통해 고려 각지 소비지로
유통되었다. 그로부터 1천여 년이 지난 후, 그 흔
적들은 깊은 바닷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화재청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83~2018
년까지 군산 십이동파도, 완도, 진도, 영광 낙월도,
태안 마도 해역 수중발굴로 고려난파선 여러 척과
4만 여점의 해남청자를 건져 올리는 성과를 이루
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40여 년간의 고려난파
선과 해남청자 발굴·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뜻 깊
은 전시회이다. 전시를 관람하며 해남청자의 생산
과 바닷길 운송, 소비 양상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해남청자를 품은 고려난파선
<2부> 해남청자의 바닷길 유통
<3부> 고려의 소박한 그릇, 해남청자의 생산과 유통
<4부> 고려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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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위대한 도전

SBS 예능 프로그램 “그랑블루”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새 예능프로그
램 ‘그랑블루’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그랑블루’는 해양 생
태계를 살리기 위해 여섯명의 남성이 의기투합해 직접 스쿠
버다이빙을 하고 수중공원을 지으며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모
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랑블루’의 연출을 맡은 유경석 PD는 “현재 바다가 오염되
고 있고, 그 오염으로 인해 바닷속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없
어져 가고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조금이나마 바다
생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기획 의
도를 전했다. 유 PD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랑블루’는 바다의
사막화로 인해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져 버린 바다 생물에 보
탬이 되고자 보금자리인 수중공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랑블루’에는 ‘마린보이’ 박태환을 비롯해 이종혁, 한석준,
오스틴 강, 최성원, 안형섭이 출연하고, 2019년 6월 28일부터
SBS 예능 프로그램 금요일 오후 11:10에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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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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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주) 우정사
2019 카탈로그 출시
본격적인 다이빙 시즌 시작과 함께 ㈜우정사 2019 카탈로그가 출시되었다.
신규 카탈로그는 전국의 딜러들에게 배포됨과 동시에 모바일과 PC용 홈페이
DIVING GEAR COLLECTION 2019

지 모두에 업로드 되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카탈로그
에서 눈 여겨볼 상품은 신규 맞춤렌즈와 IQ-1204 태양광 충전식 다이빙 컴퓨
터, 초경량 T-WING 등으로 다양한 신상품과 새로운 컬러를 만나볼 수 있다.
신규 카탈로그 수령을 못하였거나, 추가 수령을 원하는 딜러는 본사로 연락주
기 바란다.
본사(SURFACE 사업부/CS 관리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4가길 32 2층
제1사업소(DIVING 사업부/AS 센터):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207번길 66-3
제2사업소(물류 센터): 경기도 하남시 고골로 309
TEL: 02-430-0678 FAX: 02-6499-1838
www.woojungsa.co.kr
카카오 플러스 친구 (주)우정사

2019 경기국제보트쇼 참가
㈜우정사는 지난 5월 9~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19 경
기국제보트쇼에 참가하였다. 본 전시회에서는 요트 및 보트 외에 다
양한 수상, 수중 장비들이 전시되었고, 여러 체험행사 등을 통해 일
반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사는 금년도 새롭게 런칭한 전동 서
핑보드 CURF를 소개하고, 수상, 수중 활동에 적합한 SHARKSKIN
슈트를 홍보하였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생소한 전동 서핑보드
CURF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본 전시회를 통
해 이미 유럽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서핑보드는 국내에
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수상 레저 시장의 신규 아이템으로 급부상
하였다. 관련 상품 문의는 본사 02-430-0678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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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왕잠수
[부샤] ‘Beuchat Asian Pacific 2019ʼ
‘Beuchat Asian Pacific 2019ʼ가 2019년 5월 16~19일까지
4일간 호주 시드니 Pullman Grand Quay에서 진행되었다.
부샤 프랑스 본사와 아시아 수입국가인 한국, 호주, 뉴질랜
드, 필리핀, 홍콩, 중국, 자카르타의 각 나라별 대표들이 회의
에 참여하였다. 먼저, 아시아 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스쿠버 및 프리다이빙 신제품 소
개가 이어졌고 회의 후, 호주 지점에서 운영하는 현지 다이
빙 샵을 방문하였다. 해왕잠수는 다음날(17일) 오후에 부샤
본사와 개별 미팅을 가졌다.

부샤 대표와 함께

회의하는 모습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빙 샵

Diving Lo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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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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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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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눈스쿠버

마린마스터

노마다이브

김철현 (서울)

정상우 (서울)

김수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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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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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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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아쿠아마린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
1층 126호

에버레저

다이브트리

한민주 (서울)

우인수 (서울)

김용진 (서울)

W: scubain.co.kr
E: scubain@naver.com
T: 010-5474-2225

W: everleisure.co.kr
E: wooinsu@hanmail.net
T: 02-456-7211
010-3704-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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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다이브아카데미

제로그래비티

아피아프리다이빙 전문교육기관

주호민 (서울)

김영준 (서울)

노명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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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네이버카페 제로그래비티
E: padi471381@naver.com
T: 010-913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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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20,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위너스1빌딩 7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57, 2층

다이브컴퍼니

리드마린코리아

스쿠버인포

이상호 (서울)

배경화 (서울)

이윤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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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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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9-2번지 3층

서울특별시 성내로42
건양빌딩후문 B2호

W: scubainfo.co.kr
E: yoonsanglee@nate.com
T: 02-6977-6541
010-2740-8702

마린파크다이브센터

다이브트래블

(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0-9

SCUBAble (스쿠버블)

박진만 (서울)

윤종엽 (서울)

노경빈 (서울)

W: mpscuba.com
E: 483093@live.co.kr
카톡 아이디: 0jinman0
T: 010-3398-8098

W: divetravel.co.kr
E: info@divetravel.kr
T: 02-6228-6009
010-4745-6001

W: scubable.com
E: noh202@gmail.com
T: 02-413-2358
010-5531-02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5-13번지 건창빌딩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5, 그린빌딩 2층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IE) 2019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 추후 공지
2019년 10월 26일(토)~27일(일) : 추후 공지

SCUBAble (스쿠버블)

니모만세 (NemoViva)

니모만세 (NemoViva)

조인호 (서울)

김병구 (서울)

양재호 (서울)

W: scubable.com
E: tomo@scubable.com
T: 02-413-2358
010-2707-7333

W : NemoViva.com
E : nemoviva@naver.com
T : 02-387-5538
010-2388-7997

W: NemoViva.com
E: nemoviva@naver.com
T: 02-387-5538
010-9430-36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5, 그린빌딩 2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엔비다이버스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남애스쿠버리조트

정회승 (서울)

강정훈 (인천)

김정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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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sdc.kr
E: james007@korea.com
T: 080-272-1111
010-5256-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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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77-3)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고다이빙

아이눈스쿠버

Go Pro Dive (고프로 다이브)

임용우 (경기)

박현정 (경기)

홍찬정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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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noon-scuba.com
E: studioin00@naver.com
T: 010-408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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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일산스쿠버아카데미

CC 다이버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넵튠다이브센터

윤재준 (경기)

위영원 (광주)

박금옥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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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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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T: 042-822-0995
010-5408-4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2층

스쿠버인포-대전

드노보리서치 해양생물다양성연구소
Blue Holic Scuba

팬다스쿠바

김한진 (대전)

정대위 (대전)

이현석(대구)

W: scubainfo.co.kr
E: scubainfo@naver.com
T: 010-8809-8875

W: facebook.com/daewui
E: bigcaptain@naver.com
T: 010-9090-2332
+1-909-417-95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8
B101호(도룡동 393-3)
3636 W. Olympic Blvd.
LA. CA 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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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
(범물동)

한국인 코스 디렉터
씨월드다이브센터

베스트다이브

제주바다하늘

임호섭 (부산)

김현찬 (경남)

김선일 (제주)

W: seaworld-busan.co.kr
E: seop777@hanmail.net
T: 051-626-3666
010-484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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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easkyjeju.com
E: shanyi2664@naver.com
T: 064-702-2664
010-8222-266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9, 1층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아쿠아스쿠바

조이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81-2

굿다이버

송태민 (제주/경기)

김동한 (제주/서귀포)

정혜영(제주/서귀포)

W: aquascuba.co.kr
E: aquascuba@naver.com
T: 070-4634-3332
010-86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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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gooddiver.com
E: jhy-0710@nate.com
T: 064-762-7677
010-8869-2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1

오션트리 리조트

예그리나 씨앤스카이
정지안 (보라카이/사이판)

양충홍 (서귀포)

W: yegrinadive.com(보라카이)
snsdive.com(사이판)
T: 070-7715-6921
카톡아이디: travischong2

W: www.oceantree.co.kr
E: oceantree8@naver.com
T: 064-739-1239
010-3692-7252

보라카이: Station 1, Boracay,
Philippines
사이판: P.O BOX 506048
Saipan mp 969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리드마린

DEEPPER DIVE, INC.

PRODIVERS (Saipan, Korea)
이석기 (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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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엘로 다이브 리조트

서종열 (아닐라오)

장태한 (보홀)

강창호 (두마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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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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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lcieloresort.com
E: play8281@naver.com
T: +63 917-560-9897

필리핀 바탕가스
아닐라오 142

다이브랩

스컬다이브

Elcielo dive resort,Masaplod
Norte,Dauin,Philippines.

이지다이브리조트

한덕구 (세부)

이상원 (세부)

안장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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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uldive.com
E: skuldive@naver.com
T: 010-5060-2075

W: easydive.co.kr
E: easy_dive@naver.com
T: 070-8638-3409

lot5216, buyong road,
maribago, lapu-lapu,cebu,
phillipines

Easydive, Punta Engano,
Lapu-Lapu, Cebu,
Philippines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블루워터다이브

박제이 (괌)

김민혁 (보홀)

W: healingguam.com
E: healingguam@gmail.com
T: 1-671-688-9090
카톡 아이디: healing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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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다이브 센터
아쿠아마린

다이브트리

SCUBAble (스쿠버블)

한민주 (서울)

김용진 (서울)

조인호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070-4046-2225/010-547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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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5,
그린빌딩 2층
02-413-2358/010-2707-7333

고다이빙

남애스쿠버리조트

킹스톤스쿠버리조트

임용우 (경기)

김정미 (강원)

김향일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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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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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망양정로 31-1
010-5284-0393
홈페이지 ikingstone.com

팬다스쿠바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오션트리 리조트

이현석 (대구)

강정훈 (인천)

양충홍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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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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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아쿠아스쿠바

송태민 (제주/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화순해안로106번길 13-7
070-4634-3332/010-8618-3923
경기센터 : SEA U Dive센터 031-907-3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9번지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064-739-1239/010-3692-7252
홈페이지 www.oceantree.co.kr

예그리나 씨앤스카이

박제이 (괌)

정지안 (보라카이/사이판)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1-671-688-9090, 카톡 아이디 healingguam

보라카이 : Station 1, Boracay, Philippines
사이판 : P.O BOX 506048 Saipan mp 96950
070-7715-6921, 카톡 아이디 travischong2

YOU CAN.
더 많이 탐험하세요.

PADI 오픈 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

PADI 다이브마스터

PADI 레스큐 다이버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PADI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PADI 스페셜티
코스들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다이브 어드벤처를 계속하세요.
다음 PADI 코스에 도전하세요.
padi.co.kr/cour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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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pandascuba@naver.com
홈페이지 http://www.pandascuba.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팬다스쿠바”

PADI 프리다이버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PADI 프리다이버 강사

© PADI 2016. All rights reserved.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프리다이버 숍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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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제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및 “성산 스

산 스쿠버 리조트”에서 6월 29~30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쿠버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윤희준 박철현, 최종식, 정유진, 김정훈, 박주혁, 이승준,
이영재, 정지수, 김인수, 최병희, 이영호, 김세원, 김영은, 이현준, 오승민, 김호
영, 이서항, 윤진, 임지홍, 지우형, 방승배, 오정희, 김동필, 임종욱, 이소담, 신
동우, 이철희, 문정진, 이현섭, 이진호, 민복기, 남성식, 이지혜, 이동연, 최기
훈, 박영준 총 37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
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Michelle Brunton, 영희심슨, 김진관 씨가 IE를 진
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
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2019 PADI 위험 관리 세미나(PADI Risk Management Seminar 2019)
■ 서울

■ 제주

2019년 6월 27일(목) 오후 6시부터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9 PADI 위험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4시부터 제주 서귀포 더블루 호텔에서 2019

관리 세미나가 Michelle Brunton(Quality and Risk Management Manager)씨

PADI 위험관리 세미나가 Michelle Brunton(Quality and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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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 씨의 주관으로 영희 심슨(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 김진관(한국 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씨와 함께 진행되었다. 14개 센터로부터 40명의

역 매니저) 씨와 함께 진행되었다.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13개 PADI

PADI 멤버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였으며, 위험 관리 통계 및 실질적인 위

다이브 센터로부터 총 40명의 PADI 멤버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가 하였으며,

험 관리 상황의 팁과 사고 사례를 다루었다.

위험 관리 통계 및 실질적인 위험 관리 상황의 팁과 사고 사례를 다루었다.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코스디렉터 선생님들과 멤버분들께도 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토의하는 자리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가 되었다.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코스디렉터 선생님들과 멤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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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청, 세부 퍼시픽 항공과 함께하는
PADI 포토 페스티발 2019 - 세부

이벤트 기간 동안 비교적 화창한 날씨로 각각의 다이브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마
친 PADI 다이버들은 필리핀 두짓타니 막탄 세부에 오후 6시까지 입장, PADI 아시
아 퍼시픽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한 Tim Hunt(Territory Director, PADI

PADI 아시아 퍼시픽 에서는 지난 5월 25일 토요일, 세부 막탄에 위치한 필

Asia Pacific)의 축제 오프닝을 시작으로 모두 풍성하고 쾌적하게 저녁만찬을 즐기

리핀 두짓타니 막탄 세부 – Dusit Thani Mactan Cebu(www.dusit.com/

며, 재미 가득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다. 특히 PADI 앰버서더 다이버인 최송현

dusitthani/mactancebu/) 제2회 PADI 포토 페스티발을 매우 성공적으로 진

강사를 비롯하여 주 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의 엄원재 총영사와 세부 한인 여성

행하였으며, 국내외의 PADI다이브 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연합회, 교민연합뉴스 등 귀빈의 참가로 행사가 더욱 빛나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다.

이번 페스티발에는 국내외의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의 멤버 및 다이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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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참가하여 약 200명의 PADI 다이버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이벤트

장을 마련하여, 함께 다이빙 투어를 즐기며 PADI 다이버들께는 사진 및 영

로써 더욱 빛날 수 있게 되었다.

상 촬영 대회를 통해 수중&수상 사진 및 영상 실력을 뽐내며 우수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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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낸 다이버에게 시상이 주어졌으며, 행사 기간 동안 PADI 언더워터 포토

퍼시픽, 한국 지역 매니저), 임나래(마케팅 컨설턴트), Linda Ding(PADI 아시아 퍼시

그래퍼 스페셜티 코스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에게 코스에 참가할 수 있는

픽, 중국 마케팅 매니저)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 될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PADI 센터 및 리조트와 멤버의 비지니스 증대와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원 봉사를 하여 주신 멤버들께 감사

PADI 리조트 및 다이빙 포인트 홍보 그리고 세부 지역 다이빙 리조트 비지

의 말씀을 전한다.

니스를 활성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PADI 포토 페스티발을 위하여 많은 협

이번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내외 다이빙 장비업체,

찬을 해주신 국내외 협찬사 대표님들과 자원 봉사자 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

리조트와 필리핀 관광

가하여 주신 PADI다이브 센터/리조트, PADI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

청, 세부 퍼시픽 항공으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0년 PADI 다이빙 페스티발에서 다시

로부터 많은 협찬과 성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원이 있었으며 상품들이
PADI포토 페스티발 참
가자에게 경품 및 상품
으로 전달되었다.

업체명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

해성

02-6959-8697, 02-6959-8698(팩스)
www.scubapro.co.kr

하나프라자

02-478-8951, 02-478-8951(팩스)
www.hanaplaza.net

해왕

02-362-8251, 02-364-9665(팩스)
www.kingsports.co.kr

흥생농장

054-337-2503

아쿠아 폴리스
SID 다이브 리조트

+82.070.8285.0103(KOREA)
+82.10.8966.0103(KOREA MOBILE)
+63.998.999.8166(PH,Globe)
+63.915.834.2747(PH,Smart)
www.aquaquattro.com/www.aquapolis.co.kr

헬리오스

+82 (0)31 315 5006
gemmatec.co.kr

엘씨엘로 다이브리조트

070-8600-1130
www.elcieloresort.com

서브원

070-8884-3366
divingkk.net/

셔우드 코리아

02-400-5036

아쿠아벤쳐
화이트팁 다이브

+632 708-9996
www.aquaventurewhitetip.com

세부 퍼시픽 항공

www.cebupacificair.com/ko-kr

필리핀 관광청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스쿠버 다이버

02-778-4981, 02-778-4984(팩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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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ADI 다이브 산업 업데이트(Dive Industry Update)

공지사항(Notice)

2019년 6월 19일(수) 오후 6~9시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Thomas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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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대표 및 코스디렉터와의 다이브 산업 업데이트

수면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 에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다이빙 비즈니스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트렌트를 파악하고 새롭고 가능성 높은 한국의 다이빙 비즈니스와 2018년
마무리와 2019년을 위해 아래의 토픽을 다루었으며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장이 되었다.
• PADI 통계
• PADI 디지털 제품들

보세요.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보
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함
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 한국을 위한 마케팅 지원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

• 트레이닝&필드 서비스

문하면 한정판 PADI 멀

• 프로젝트 어웨어 업데이트

티 스카프 또는 PADI 네
18개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대표를 비롯하여 각 스토어의 매니저 및

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

PADI 코스디렉터가 참가 하였고, PADI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립니다.

더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 할 것이며 다이브 산업 업데이트를 통해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한국 다이빙 계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기를 바란다. 남아있는 2019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0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한국의 PADI 멤버들에
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9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장소 : 추후 공지
일시 : 2019년 10월 26일(토)~27일(일), 장소 : 추후 공지

2019년 3분기 트레이닝 불레틴 웨비나
일시 : 2019년 7월 18일 오후 2시
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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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코스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11(목요일)~16일(화요일), 멕시코 칸쿤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7(화요일)~22일(일요일), 이집트 다합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 영희 심슨(Younghee.
simpson@padi.com.au)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JR 다이브(S-27315)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대표 : 노재민

일시 : 2019년 7월 20일(토요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22 이너매스우남 108호

문의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전화 : 02-2226-5050

리조트

텍렉(TecRec) 센터

PADI 다이빙 페스티발 – 제주

MDI 스쿠버(S-25746)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요일)

대표 : 박형철

장소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52-20 URO빌딩 2층

문의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전화 : 010-370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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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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단체 강사님,

지금 SDI로 크로스오버 하시면,
오픈워터 발급비용(20장: 70만원상당)

무상 적립해 드립니다.

*기간: 2019.9.30까지

**가까운 SDI 트레이너에게 문의

여러분의 센터에서 C-card를 바로 발급하세요.

- 자격증 등록에서 플라스틱 카드와 인증서를 받기까지 단 5분.
- 배송비 및 오타 실수 등 걱정에서 해방되세요.
- 여러분의 센터 로고가 새겨져 나가는 건 덤이랍니다.

오후 1:50

안녕하세요~
보홀00다이브 김갹갹 강사입니다.
디자인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SDI.TDI.ERDI 본부

김강사님 안녕하세요^^
오후 1:50

센터 전면창에 붙일만한 이미지를 좀
받을 수있을까요?

카톡 으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본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 업무를
업무를 지원해
지원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홍보 전단지부터 센터의 내부 장식까지, 원하
는 디자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각 센터의
특성에 맞게 제작 지원해드립니다.
응대시간: 08: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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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51

사이즈는 1200*2000이 4개입니다.
거북이랑 테크니컬 이미지, 교육차트
같은거였으면 좋겠네요.

SDI.TDI.ERDI 본부

아래 이미지 중에 골라주시면 크기에
맞게 편집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
니다.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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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KOREA
중국 ERDI 과정

대만 CCR 페스티벌

일시 : 5월 18~27일

SDI/TDI/ERDI는 6월 3~6일까지 대만 란위에서 완전폐쇄식 재호흡기(CCR) 다

장소 : Suzhou

이버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대만, 중국의 재호흡기 다이버들

SDI/TDI/ERDI는 2019년 5월 18~27일까지 중국 Suzhou의 Pigeon Dive

이 참여하여 다이빙을 함께 하고, 재호흡기 다이버들과 샵, 리조트 등의 네트워

에서 현지 강사 및 트레이너를 중심으로 ERDI 다이버와 강사 과정을 진

크 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친목 도모와 앞으로 재호흡기 다이빙 시장의 대중화

행하였다.

를 위한 전략을 얘기하였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세계 최초의 국제적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재호흡기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

인 조직의 공공 안전 다이빙(Public Safety Diving) 교육기관으로 미국의

라면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911, 경찰, Coast Guard 등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전화 : 070-8806-6273/이메일 : hq@tdisdi.co.kr

ERDI 프로그램은 공공안전다이빙 시 구조자의 안전을 중시하여 2차 사
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절차의 운용과 적용이 그 핵
심으로 국내에서는 공군 항공구조대(Special Airforce Rescue Team)와
여러 차례 교육/훈련에 따른 그 성과가 인정되어 수난구조 관련 분야 종
사자들을 위한 공군 기본 군사교육으로 승인/채택되어 해마다 수 차례씩
활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경기 소방을 중심으로 ERDI 과정이 보급되
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ITW)
일시 : 5월 30일~6월 6일
장소 : 용인 한화 리조트
SDI/TDI/ERDI는 5월 30일~6월 6일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
(ITW)을 실시하였다. 이번 트레이너 과정에는, 조덕희 강사(이집트 다합 씨드
래곤다이브), 김윤진 강사(서울 BM SCUBA), 조아영 강사(전세계 리브어보드
에이전시), 임현경 강사 (인천 렛츠다이빙), 윤지환 강사(부산) 5명의 강사가
참가하였다.
SDI/TDI/ERD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
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
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
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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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DRT
SDI/TDI/ERDI는 2019년 6월 28(금)~30일(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
되는 DRT 쇼에 참가하였다. SDI/TDI/ERDI는 2018년에 그 전년도 대비 눈

■예정 사항

스쿠빌리티 강사 과정

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심천에서 상해로 사무실을

일시 및 장소

이전하였다.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보급 및 교육

• 2019년 7월 9일 제주 바다목장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 내에서도 많은 다이버들의 관심을 사

• 2019년 7월 17일 세부

고 있다.
DRT 기간 중 중국 내 SDI/TDI/ERDI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FRTI 업데이트

SDI/TDI/ERDI는 7월 9일 월요일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바다목장 다이브

세미나 또한 진행하였다. SDI/TDI/ERDI는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

리조트(조윤성 강사)와 7월 17일 세부에서 장애인 스쿠버(Scubility) 강사

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과정을 실시한다.
스쿠빌리티는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이 스쿠버(SCUBA)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Scubility)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SDI 장애인 다이빙 과정을 통틀어 칭하는 용
어이다. 이미 영국, 미국 등에는 수많은 장애인 다이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봉사와 체험의 개념을 넘어 이미 다이빙 산업의 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
김되어 있다.
SDI에는 다음과 같은 스쿠빌리티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전화 : 070-8806-6273/이메일 : hq@tdisdi.co.kr

SDI/TDI 13기 장학생 강사 과정
SDI/TDI/ERDI는 6월 27일(목)~7월 5일(금)까지 8박 9일간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조윤성 강사)에서 국내/외 20개 대학에서 온 24명의 대학생
참가자들과 장학생 과정을 진행하였다.
13년을 진행해온 장학생 강사 과정으로 배출된 200명이 넘는 강사들은 다
이빙 산업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으로 학내
다이빙 동아리와 사회에서의 다이빙 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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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DRT
SDI/TDI/ERDI는 2019년 8월 16(금)~18일(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DRT 쇼에 참가할 예정이다.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SDI/TDI/ERDI는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중국 지역의 다이
빙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다이빙 사업 및 다이빙 시장에 관심
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SDI/TDI/ERD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이메일 : hq@tdisdi.co.kr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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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호흡기 축제(보홀)
SDI/TDI/ERDI는 2019년 9월 21~23일까지 보홀의 클럽하리 리조트(김동준
트레이너)에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다이버는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전화 : 070-8806-6273/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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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RAKEN SKIN 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전라

GSAC

010-228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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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GOGO RESORT

010-9304-689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455-3

경상

제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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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a Scuba & Tec 아우라 스쿠바 & 텍

63-917-865-7448 MINDORO, PHILIPPINES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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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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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A RESORT BRAY.SABANG, PUERTO GALEAR, P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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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호흡기 과정 개최

BSAC 테크니컬 다이빙 세미나

지난 6월 1~6일까지 강원도 양양의 플리퍼 다이빙 센터에서 재호흡기 과

BSAC Korea는 지난 6월 8일(토)에 강릉의 폴리텍대학에서 ‘테크니컬 다이

정이 진행되었다.

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 BSAC 테크니컬 다이빙 그

과정을 진행한 강사는 현재 BSAC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인 Mr.

룹 수석 평가관인 Mr. Nick Jewson이 방한하여 진행하였으며, 통역은 박경

Nick Jewson이 진행하였다. 이번 과정을 위한 재호흡기 기종은 리버티

배(바다의해적 소속) 강사가 수고하였다. 세미나의 시작은 BSAC 텍다이빙

(Liberty CCR)였으며, 트라이믹스(희석기체)로 최대 45미터까지 다이빙이

체계 소개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주제는 지금까지 테크티컬 다이빙계에 알

가능한 과정이다. 추후 이와 같은 과정이 내년 1월 경에 필리핀에서 개최될

려지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예정이다.

최근까지 깊은 수심을 위한 다이빙 기체로 트라이믹스를 혼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END(마취전환수심)를 활용했던 기준이 앞으로는 호흡기체의
밀도를 기준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와 권장사항이 발
표되는 시간이었다. 이는 호흡일량(WOB)의 개선을 통하여 침수폐부종(IPO)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 등을 포
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매체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마지막으로 Mr. Nick Jewson이 레바논에 위치한 난파선(빅
토리아 호, 수심 148미터) 탐사를 진행하면서 쵤영한 비디오의 상영을 끝으
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2019 BSAC 컨퍼런스 참관인 모집
오는 10월 26~27일에 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BSAC 컨퍼런스에 참가할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다. 총회와 전시회를 겸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
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다
이빙 의학 전문가인 Dr. Neal Pollock과 Simon Mitchell 교수 등이 초대되

강사/센터 재등록 안내

어 다이빙 관련 의학 연구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센터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이 연사로 초대되어 다이빙의 최신 이론과 다이빙 트렌드를 알려줄 예정이

2019-2020 강사 및 센터 등록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다. 특별히 올해에는 BBC 및 디스커버리 TV 등에 출연하는 모험가로 유명

기간 : 2019년 8월 1~31일까지

한 앤디 토벳(Andy Torbet)이 사회자로 나올 예정이다.

장소 : BSAC Korea 본부
비용 : 센터등록신청서 및 강사등록신청서 상의 해당사항 확인 요망
서류제출 : Fax : 031-322-9750/e-mail : bsackoreahq@naver.com

하반기 BSAC 행사 진행
① 강사 재등록 기간 : 8월 1~31일
② 프리 다이빙 강사 워크샵(초급 강사) : 9월 21일, 22일(토, 일)
③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 9월 28일(토)
④ 장애인 강사 과정 : 10월 6일(일)
⑤ BSAC 다이빙 컨퍼런스 : 10월 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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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PALAU

I♥PALAU Dive Resort
전화
현지

070-7436-3308
+ 680-775-2257

⇢ 대표 곽윤석(Romeo)
⇢ 메일 jywang81@hotmail.com
⇢ 카톡 palauromeo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해변에 위치한 불루오션뷰호텔내에 위치
호텔내에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 교육이 용이
대형 스피드보트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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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수산과학원 선박직 공무원 대상 잠수 교육 개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19 스킨스쿠버 과정 강습회(1차)

PDIC-SEI 본부는 5월 20~24일, 6월 17~2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선박

PDIC-SEI 본부는 6월 10~14일까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 지자

직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조사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선체

체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킨스쿠버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기술습

에 로프, 폐그물, 폐어구 등 감김 시 제거를 위한 잠수 교육 개최하였다. 선

득과 해양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스킨

박직 공무원들은 어장, 양식장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비상시 선박직원이

스쿠버 과정을 개최하였다. 국제잠수지도자교육센터(PDIC-SEI ASIA)는 지

직접 잠수하여 상황 파악 및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함

난4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스킨스쿠버 과정 위탁운영 공모

이었다. 잠수풀에서 기초 잠수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실습은 조사선(탐구17

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과정은 특성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이 요

호)에서 직접 로프를 절단하는 해상 현장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구되는 과정으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교육운영 경험이 풍부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전 과정은 6명의 PDIC-SEI 공공안전 및 로프절단

한 8명의 PDIC-SEI 교육 지도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다.

전문교육 지도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다.

(심상우, 김덕환, 이승현, 이건영, 강대환, 김근한, 오석용, 김현빈 강사)

(심상우, 김덕환, 이승현, 김근한, 오석용, 김현빈 강사)

PDIC-SEI 교육 지도자 양성 강습회 개최

해양레저 전문가 학술연구회 개최

www.seipdic.com
용한리 서퍼비치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6월 7~11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학술연구회를 진행하였다. 본 학술연구회에는 한국해양대학
교 해양체육학과 이재형 교수, 서울YMCA 류지한 부장, PDIC-SEI 본부, 경상
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이우동 교수, SSI 김남규 강사가 참가하였다.
학술연구회에서는 연안침식의 문

강사트레이너 양성 코스(ITTC) : 8월 17~30일 / 본부
스페셜티 강사 양성 코스(SITC)
7월 24~26일 / 나이트록스, 장비전문가, FIRST AID&CPR

PDIC텍팀 테크니컬 양성 코스(PDIC-TEK) : 8월 31일~9월 1일 / 본부

제 및 대안, 수중생물과 산호초
와 관련된 백화현상, 인간의 무

YMCA 수상안전&생존수영지도자 양성 강습회 개최

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수중 해양

www.ymcalife.com

환경 및 생물의 오염 상태 조사,

인명구조요원 양성 과정

스킨스쿠버 교육제도 개선, 스킨

• 부산울산지역 : 7월 6일~7월 21일

스쿠버와 관련 노동생산성, 수중

• 창원경남지역 : 7월 20일~8월 4일

노동 작업자의 임금체계개선, 해

• 대구경북지역 : 7월 6일~7월 21일

양환경 보존을 통한 해양레저 발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과정

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토의를 통

• 서울전국 5차 : 7월 6일~7월 28일

해 연구회를 진행하였다.

• 서울전국 6차 : 8월 3일~8월 24일
• 제주도 1차 : 8월 17일~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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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해양훈련 운영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에서는 6월 26~28일까지 한국해양수산

서울YMCA지역사회운동본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업무협약(MOU) 체결

연수원 강의실 및 해양플랜트 훈련장 한국해양대학교 레포츠센터 및 해상

지역사회운동본부(레저사업부 YMCA시민안전본부) 에서는 한국해양수산

훈련장에서 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해양훈련을 운영하였다. 본 학과에서

연수원과 해양안전교육 분야 상호협력 추진으로 해양안전 분야 교육의 안

의 전문화된 해양훈련의 추진 목적은 해양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

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교육

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

및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하여 상호협력약정(MOU) 을 체결하였다. YMCA시

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수상활동을 통해 해양 적응훈련을 실시하

민안전본부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플랜트,해상안전프로그램 전

여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 조치 하는 능력과 생존수영 교육 지도

문 외래강사 지원과 지도력,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2019년 상반기 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수원 해상안전 전문교관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YMCA인명구조요원양성 강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잠수지도자교육센터

습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전문인 양성과 대국민

(PDIC-SEI ASIA)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 해상생환훈련 과정과 해

해양안전교육,어린이청소년 생존수영교육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

상 2KM 원영을 완주하였다.

YMCA지역운동본부와 긴밀한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14:00~15:30
•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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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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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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스쿠버(대구 010-7526-4255)
마린 파크(서울 010-3398-8098)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0-8969-0880)
씨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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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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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사이판
엉클 J 다이버스(010-2760-7223)

강사

강경택
강길영
고승우
고학준
권다의
권병환
권유진
김경진
김광호
김기종
김대철
김동원
김동혁
김동현
김민석
김봉관
김상길
김상윤
김성일
김성진
김수연
김영규
김영목
김영석
김영중
김용식
김우승
김우진
김재만
김정수
김정연
김종일
김진성
김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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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김혜훈
김희명
문석래
문홍주
박기용
박동주
박상용
박상우
박상욱
박이보
박인균
박인철
박정재
박재형
박진만
박진영
박추열
박태홍
방제웅
배진수
배진우
배창수
백명흠
백철호
서계원
서기봉
서동욱
서동욱
서윤석
서한덕
서해성
성용경
손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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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EC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레저
다이빙

-18m

송성환
송우용
송윤상
송태민
송현미
신명철
신상규
신재준
심현경
안종달
안천희
안태규
양명호
양민수
양성호
양용석
엄민용
염성일
오길영
오미숙
오윤석
우대희
유기정
유상민
유재종
윤두진
윤성환
윤종한
윤형만
이광호
이근모
이대균
이동준
이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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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 (EANx)
이상범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신우 (CCR JJ-CCR)
이영권 (EANx)
이웅규 (EANx)
이웅재 (EANx)
이재민 (Adv. EANx)
이주현 (CCR JJ-CCR)
이준영 (EANx)
이학규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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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안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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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기 (EANx)
장재용 (Adv. EANx)
전병주 (EANx)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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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주
조성우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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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강사
권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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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486-2792
홈페이지 : WWW.iantd.kr

NEWS IN DIVING

IANTD KOREA
어드밴스드 EANx 강사 트레이너

기준과 절차 변경

6월 24~29일까지 사이판 엉클 J다이브에서 어드밴스드 EANx 강사 트레이너

2018년 4월 1일판 버전 20.5.0을 번역 완료되었다. 구성은 4개의 그룹

과정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강영철(포천), 이호석(수원) 2명이고 이번 후보는

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 다이빙&텍 라이트 다이빙(328쪽), 테크니컬&

IANTD 강사들 중에 엄선하였으며, 진행은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트레이너가

오버헤드 환경(190쪽), 프리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오픈워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EANx(나이트록스)

다이빙(60쪽), 강사 트레이

다이버를 가르칠 수 있는 EANx 강사 외에 어드밴스드 EANx 강사를 배출할 수

너(66쪽)’로 나누어져 있다.

있는 강사 트레이너가 되었다. 박정재 강사는 2월에 결혼해서 같이 부인과 같

모든 과정은 목적, 구비조

이 운영하고 있으며 박 강사는 다이빙을 진행하고 부인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건, 프로그램 내용, 필요 장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비, 프로그램 제한사항, 인
증 조건, 인증 갱신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IANTD 모
든 과정의 올바른 지침이
될 것이다. 모든 강사는 본
부 홈페이지(www.iantd.kr)
에 접속하여 신형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기 바란다.

OWD 한계수심 변경
IANTD는 ISO에 가입하면서 오픈워터 다
이버 한계수심이 21 msw에서 18 msw
로 수정되었다. 주니어 다이버 나이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아졌다. 각 지역 본부
장들이 투표한 결과 ISO가 권장하는 기

본부 여름 캠프

준을 따르기로 하였다.

7월 26일~8월 4일까지 제주도 금능 수중산책에서 본부에서는 여름 캠프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에센셜 다이빙, 수중
DPV등 많은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유근목 강사 트레이너 개업
6월 14일 강동구청 부근에 유근목 트레
이너가 어바웃 다이빙 사무실을 개업하였
다. 어바웃 다이빙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즐거운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장
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며 레저 다이빙
및 테크니컬 다이빙 등등 많은 면에서 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락처 : 어바웃 다이빙
(유근목 트레이너 : 010-91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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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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362.8251
Email : andikorea@kingsports.co.kr
Website : www.kingsports.co.kr

NEWS IN DIVING

ANDI KOREA
[ANDI International] 다이버 응급치료 교육과정
ANDI International의 Hyperbaric Chamber Operator Level 3, 다이버 응급
치료 교육과정이 2019년 5월 28일~6월 3일까지 ANDI International의 본부
장인 Ed Betts의 주관 하에 필리핀 사방 Diving Park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고압산소챔버에 대한 이론을 진행하였고, 2일차에는 1인용 챔버에
대한 이론 및 실습, 3일차에는 다인용 챔버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였
다. 그 후 다이버 응급치료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응급상황이 발생 후, 환
자를 챔버에 이송하는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단체사진

하드챔버 내부체험실습

하드챔버 실습

소프트챔버 실습

다이버 응급치료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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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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