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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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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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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과일 껍질 1~5주

담배 1~5년

테트라 팩 5년

비닐봉지 10~20년

부이 8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건전지 1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그물망 30~40년

기저귀 500년

의류 30~40년

통조림캔 50년

종이컵 50년

가죽 50년

낚시바늘 600년

티백 500~1,000년

PVC카드 1,000년

유리병 1,000,000년

www.scubamedia.co.kr

EDITOR’S COLUMN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글 구자광 (발행인)

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이빙계와 관련된 일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새로이 맞이하는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멸종위기의 해양생물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미래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반드시

또한 방치한다면 이제 바다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생물들을

필요하다. 따라서 2019년에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을 간략하게

볼 수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유지하고

정리해 보았다.

지켜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하나의 힘이 미약한
것 같아도 그런 힘들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첫째,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해양

여러분이 후원하는 작은 후원금 하나가 변화되는 환경을 바꿀 수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이었다. 죽음을 맞이한 수중생물들의 뱃속에

있다. 또한 나 하나가 지키는 환경운동이 많은 분이 동참하면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로 가득 차

오염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 작은 강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있는 것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보도들은 사람들에게

이루듯이 다가오는 2020년에는 다시 한 번 내 주변을 돌아보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먹거리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었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유출도 바다의

둘째, 다이빙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대로

오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된 교육이다. 다이빙은 언제나 약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스포츠이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둘째, 올해도 줄지 않고 있는 다이빙관련 안전사고이다. 실제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이빙에 임해야 한다. 이제까지 다이빙

알려진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더 많다. 이러한

교육단체들도 대부분 외연확대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다보니

사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다이버의 안전 불감증, 부실

부실교육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교육으로 인한 다이빙기술 부족, 안일한 위험관리 의식 등을 꼽을

많아졌다. 이제는 내실을 기하여 작은 리스크도 보완할 수 있는

수 있다.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교육의 품질을 생각할 시점이다. 다이버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다이버 스스로가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할

셋째, 다이빙 산업계의 불황이다. 다이빙 인구는 늘어 가는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실제로 산업계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이빙교육은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과 짧은 시간에 자격증을 획득하는 다이버 수는

셋째, 2019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빙 산업계가 활성화되는 데

증가추세이다. 다이빙 장비의 구입은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에서

약간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직접 구입하는 다이버가 늘어났다. 작은 업체들이 다양한 장비를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제품을 구입하던

들여오면서 기존 업체들이 성장이 더뎌지고 그렇다고 새로 진입한

고객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수입해서 판매하던 업체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물론
경제상황과도 관계가 많다. 그러나 큰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의 이슈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마케팅 방안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이빙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해양 환경오염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들이

2020년,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해양상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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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MOUNT KATANA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COMPACT, RECHARGEABLE, POWERFUL, RELIABLE.

SOLATM Simply Better

THE MOST RELIABLE LIGHT IN THE INDUSTRY

CERTIFIED QUALITY

SMART

FACTORY S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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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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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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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FECT LIGHT

CHARGE STATUS

RECHAR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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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ED FL-1 STANDARD

BATTE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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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29th Korea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자 및 부상
대상
조태경 상금 100만 원과 상패
금상
광각부문 김태엽 상금 70만 원과 상패

접사부문 김경신 상금 70만 원과 상패

은상
광각부문 유혜주 상금 50만 원과 상패

접사부문 김선희 상금 50만 원과 상패

동상
광각부문 김정인 상금 30만 원과 상패
입선
(가나다 순)

접사부문 박재영 상금 30만 원과 상패

김규동, 김윤하, 남호진, 민경호, 송새인, 양승철

상장과 소정의 상품

유병길, 임수동, 전용수, 정도섭, 정선봉, 허만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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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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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

품됩니다.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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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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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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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저작권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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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

■심사위원

사진의 평가기준은 초점과 노출은 기본이고, 창의성, 구도, 임팩트(Impact), 셔터챤스, 진귀
성, 색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잘 어우러진 사진은 좋은 평가를 얻습니다.
이번 제29회 한국수중사진공모전의 심사는 3인(황윤태, 김은종, 구자광)의 심사위원이 총
3,000여점의 출품작 가운데 1차로 선별한 80점(광각 34, 접사 46)을 두고 심사위원별 광각,
접사 각 5장을 선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중복 선정된 작품을 입상작
으로 정하고, 최종 순위는 토론으로 정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블랙워터 다이빙 중에 촬영된 [원더푸스의 유어]로 구도, 셔터챤스,
진귀성, 디테일 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런 피사체를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 따라
야 하지만 그 역시 노력의 산물이고, 중요한 점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낸 실력입니

심사위원장 황윤태
(황스마린포토서비스 대표)

다. 단연 돋보입니다. 수 년 만에 대상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광각부분 입상작들은 공히 피사체의 생태와 리얼리티, 셔터 챤스가 잘 표현된 작품들입니다.
그야말로 각 생물의 생태적인 특성(하이라이트)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상
작품 [베이트볼]은 시원한 물색과 빛 샤워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리얼한 수중생태
계를 잘 포착하였습니다. 은상 [고래상어와 빨판상어]는 이를 조우한 순간의 임팩트가 쿵쾅하
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흥분 중에 차분히 좋은 셔터 챤스를 잘 포착하였습니다.
접사부분의 입상작들은 피사체의 색감과 디테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작품들입니다. 배경을 단순 처리하여 피사체 고유의 색감과 디테일에 주목하게 하는 내공이
돋보입니다. 금상 [제비활치의 유어] 작품은 만나기 쉽지 않은 피사체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와

심사위원 김은종
(건축사, 필리핀 삼협건설 대표)

셔터 챤스는 물론, 깔끔한 배경처리가 돋보입니다. 이밖에 우수한 작품들이 몇 점 더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입상 숫자로 인해 탈락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수중사진가 분들의 건승과 열정을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황윤태

심사위원 구자광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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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대상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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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경
원더푸스 유어(Juvenile of Wonderpus)
Canon EOS 5D Mark IV, f/11, 1/100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태엽
베이트볼(Bai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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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유혜주
고래상어와 빨판상어
(Whale Shark & Shark Sucker)
SONY ILCE-6500, f/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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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정인
범프헤드페롯피쉬의 무리
(School of Bump Head Parrot Fish)
Canon EOS 5D Mark IV, f/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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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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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
피넛뱃피쉬의 유어(Juvenile of Pinnate Bat Fish)
NIKON D850, f/5.6, 1/200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선희
누디브렌치(Nudi Branch)
SONY DSC-RX100M5, f/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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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34 |

박재영
그린쉬림프(Green Shrimp)
OLYMPUS TG-4, f/18, 1/400

Runner-up 입선 김규동

Runner-up 입선 김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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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Runner-up 입선 남호진

Runner-up 입선 민경호
36 |

Runner-up 입선 송새인

Runner-up 입선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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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Runner-up 입선 유병길

Runner-up 입선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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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er-up 입선 임수동

Runner-up 입선 정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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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Runner-up 입선 정선봉

Runner-up 입선 허만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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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Leru

Adam Beard

United Kingdom

Adam has always been fascinated with art and effects that can be created using

Adam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세상을 캔버스로 만들 수 있는 예

a camera and the world as a canvas. His first camera was a 'Pentax me' and he

술과 영향력에 매료되었다. 그의 첫 번째 카메라는 ‘펜탁스 미

vividly remembers running to the local chemist in a small countryside town in

(Pentax me)’이었으며, 그는 지난시절에 무료로 제공되는 카메라

England to get last weeks images back with a free new roll of film thrown in.

필름을 가져오기 위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지역 화학자에게

How times have changed but the world has not. Adam believes that underwater

달려가곤 했던 것을 추억하기도 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세상은 변

photography is about seeing the world in a different light while also allowing

하지 않았다. Adam은 수중영상은 또다른 세상을 다른 빛으로 보

others, that don’t get the chance to see the underwater world, the opportunity to

는 것이며, 수중세계를 직접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지와 비

see it through images and video

디오를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dam has previously founded conservation orientated projects with his

이전에 Adam은 아내 Carmen Toanchina와 함께 해양 보호 프

wife Carmen Toanchina where he had the chance to publish photography in

로젝트를 창립하여 잡지, 신문, ‘Chasing Coral’과 같은 다큐멘터

magazines, Newspapers, documentary movies such as ‘Chasing Coral’ and

리 영화 및 ‘World Scientific Publishing Island Life’와 같은 출판

publications with ‘World Scientific Publishing 'Island Life’. In the meantime,

물에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동안 Adam Beard의 사진을 즐기고

enjoy Adam Beard’s Photography and he thanks all for reading his short

기고문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 모든 소셜미

Biography. You can follow Adam Beard Photography on all social media and

디어에서 Adam Beard Photography를 팔로우하거나 그의 웹 사

search hi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P
 rofile and Achievements
Profession
Underwater Media Specialist
100m+ CCR Dive Photographer
Photography, Videography, and Dive Instructor
Expedition Leader & Cruise Director
Sponsored By Beuchat
Passions
Teaching underwater media, diving deeper than yesterday,
and exploring the globe

Social Media and Website
Google : ‘Adam Beard Photography’

Carmen Freediving Leru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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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AUL - KIMBE - PNG wire bay bubble snail.

aaron cathedral secret chamber

Hermit coral crab

Greenland 2018 Ice art

Light refraction in the Crocodile flatheads eye

Flatworm ribbon

Shrimp ride jelly

Sol D5 Jelly 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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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ck Mirror pond

Type 92 Japaneese Tank

수중촬영기술

수중촬영장비
선택 가이드
글/사진 조윤희((주) 수중영상 대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중촬영
을 하는 다이버들이 많이 늘어나 한편으론 즐겁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떨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우징이나 주변기기들을 선
택할 때 관련정보의 부재로 단순 가격비교나 주위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장비
를 구입해 후회하는 사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받은 촬영 강좌 등을 수중
사진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수중사진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미 시작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중
촬영과 관련된 장비 구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적 자료와 선택 방법 등을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할 예정이다.

[ 글 싣는 순서 ]

1. 하우징(Housing)의 선택

하우징(Housing)의 선택

2. 촬영 목적에 따른 렌즈(Lens)의 선택
3. 스트로보(Strobe)의 선택
4. 암(Arm)의 선택
5. 촬영용 라이트(Light)의 선택
- Continues light와 Target/Focus light
6, 컨버젼 렌즈(Conversion lens)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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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의 설계 목표는 육상에서 촬영하는 것과 같은 사용감
최근 수중촬영을 하려는 다이버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우징 생
산 업체와 판매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수중촬영을 시작하려는 다이버들을 곤경
에 빠뜨리고 있다. 하우징이란 무엇인가? 하우징이란 어떻게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하우징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육상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와 같은 느낌의 설계

육상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와 같은 느낌의 하우징을
만들어야 한다.
육상용 카메라를 수중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우징을 설계 생산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카메라의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육상에서와 같이 수중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하우징 생산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육상에
서와 같은 사용감을 테마로 하우징을 생산하고 있는 몇 개의 회사들은
필름 카메라 하우징에서부터 계승된 자사만의 노하우를 시스템화 시켜
조작성이 뛰어나다. 이런 회사들은 수중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 카메라들에 적합한 하우징, 포트, 스트로보, 암등 수중 촬영
에 필요한 주변기기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래서 카메라 기종이나 렌
제대로 설계 생산된 하우징이라면 포트를 바꾸어도(돔포트나 마크로포트)수중에서
추가 장비 없이도 중성부력(500~800g)을 유지해야 한다.

즈를 추가한다고 해도 일부만 교체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호환 성능이 다른 회사들보다 우수하다. 특히 조작성에서는 하우징 자체
가 카메라의 일부인 것처럼, 수중에서도 육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

개념으로 개발된 하우징 제조회사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촬영자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결정적인 순간에 셔터를 누르려면 당연히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노출도 정확하게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에 와
닿는 사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육상에서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어려운 작업인데 이 작업을 수중에서 하려면, 그 어려움은 육상
에 비교할 바가 아닐 것이다.
어느 유명한 수중 사진가가 말하기를 수중 사진은 다이빙 스킬이 80% 카
메라 스킬이 20%라는 표현을 했는데, 확실히 수중에서 피사체를 찾아내
는 것도, 그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불안정한 수중에서 카메라를
피사체에 정확하게 향하는 것도, 또 피사체가 되는 생물을 얼마나 알고 있
고, 이런 상황에서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도, 모두 수중에서 얼마나 자유
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두 다이빙의 스킬
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다이빙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중에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가
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용감으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 많은 카메라 하우징은 기본적으로 적정 수압에 견딜 수 있고, 하
우징에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도록 셔터 레버와 휠, 푸시 버튼, 그리고
좌우에 그립을 장착한 디자인으로 설계 생산되고 있다. 육상에서 카메라
를 조작하듯 왼손으로 카메라 바디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카메라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검지가 자연스럽게 셔터를 누를 수 있도록 육상 촬영의
기본자세인 오른팔을 옆구리에 밀착시키는 자세로 수중에서도 왼손으로
하우징 그립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우징 바디를 잡아 오른손 검지가 셔터
릴리즈에 자연스럽게 걸리는 하우징을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디자
인되어 있다.
반면 어떤 하우징은 파인더를 보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쪽 팔이 벌
어져 하우징을 고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목의 힘으로 하우징을 고
정하게 되어 오른손 검지로 셔터 레버를 당길 때 불필요한 하우징의 움직
임이 생기거나, 버튼이나 다이얼을 조작하기 위해 그립에서 손을 뗄 수밖
에 없게 되고, 자연히 파인더에서도 눈을 떼게 되는데, 이때 피사체를

는 촬영장비의 성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이것은 수중뿐만 아니라 육상
촬영에서도 촬영장비는 사용하기 쉽고, 오차 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셔터 버튼을 누르기 어렵고, 파인더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보기도 어렵다면, 또, 스트로보의 발광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하우징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사용은 어느 회사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그

왼쪽에서부터 Seacam Nikon D5, Sony a7 III, Nikon D850 Housing

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각 카메라 제조회사의 카메라 설계자들은 하우징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생각해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우징
생산 업체들이 육상에서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우징 자체가 카메라
의 일부인 것처럼 설계 생산하려고 노력했느냐 일 것이다. 수중에서 사용
하기 위해서는 하우징에 넣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의 설계에 따라
아무리 육상에서 우수한 카메라라고 해도, 디자인이나 설계가 미흡한 하우
징에 넣어 사용한다면 촬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왼쪽에서부터 Isotta Nikon Z7, Sony a7 III, Nikon D850 Housing
카메라 종류에 따라 크기만 달라질 뿐 외부 디자인은 변함이 없어
사용감 뿐만 아니라 포트등 주변기기의 호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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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게 되어 순간적으로 촬영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수중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육상

또, 어떤 하우징들은 알루미늄의 주조, 또는 수지 재질을 가공 생산하는

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필링으로 하우징을 조작할 수 있도록

것도 있는데, 효율은 좋을지 몰라도 소재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도

버튼과 다이얼이 레이아웃 되어 있다. 촬영자는 셔터에 검지를 건 상태로

를 높이기 위하여 하우징이 커지고 두께가 두껍게 되어 크고 무겁게 되어

파인더로부터 눈을 뗄 필요가 없이 파인더 아래쪽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버려 결국은 이상한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 버린 것들도 있다.

확인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려 조리개 값과

제대로 생산된 하우징은 어떤 카메라용이든 크기만 다를 뿐 외부 디자인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은 거의 똑 같고, 주변기기들은 어떤 카메라 하우징에서나 호환 사용할 수

이런 하우징의 조작감은 육상에서 카메라 본체의 메인 다이얼과 서브
다이얼을 조작하는 그 조작감과 똑 같다. 더블어 파인더도 제대로 만
든 것이라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전 시야를 그레어(glare)나 비네팅
(Vignetting) 없이 1:1, 100% 시야율로 볼 수 있다.

육상에서와 같은 조작감으로 포커싱
이런 하우징들은 육상에서 포커싱을 하듯 수중에서도 같은 사용감을 실
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하우징은 메뉴얼로 포커싱을 하려면, 렌즈에 기
어를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왼손을 하우징손잡이에서 때지 않고도
중지나 검지로 포커스나 줌 높을 돌려 줌과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셔터

왼쪽부터 노티켐, 씨켐, 이소타 D850 하우징 조작부 오른쪽 모습

에 걸고 있는 오른손 검지에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찬스에 강할 수밖에 없다.
오른손으로 카메라 바디를 잡아 검지를 셔터에 걸고 왼손으로 그립을 잡
는 것은 확실히 육상에서 촬영하는 것과 같은 자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우징에서는 왼손을 그립에서 떼어야 포커스나 줌 노브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우징의 무게가 오른 손으로 옮겨져 셔터 레버를 당길 오른손 검
지손가락의 섬세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하우징들에서는 최악
의 경우 흔들리는 배 위에서나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작은 충격으로 기어
가 빠져 촬영을 망쳐 버릴 위험도 있다.
실제 촬영할 때에 어느 다이얼이 조리개이고, 어느 다이얼이 셔터 스피드
왼쪽부터 노티켐, 씨켐, 이소타 D850 하우징 조작부 왼쪽 모습

조절이지? 이 버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촬영한다면 순간의 기회를

모든 장비는 사용이 간단하고 확실해야 한다, 같은 카메라의 하우징도 생산자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

놓칠 수밖에 없다. 하우징의 조작은 몸에 배여 있어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들도 촬영현

하우징 사양비교 Nikon 850D/ Canon 5D MK IV

장에 갈 때 육상과 수중에서 같은 기종의 카메라

제품명
하우징 회사명
가격(USD)

넥서스
3710

이소타
2990

노티켐
3890

포트마운트

thread방식

15˚bayonet 방식

15˚bayonet 방식

180˚bayonet+thread
혼합방식

15˚bayonet 방식 15 bayonet 방식

포트마운트 구경
포트 잠금장치

2 type
No

1 type
Yes

1 type
Yes

1 type
No

1 type
Yes

2 type
Yes

싱크로소켓

2x N5 / i-TTL
2xoptical
X-Connect

2x N5 / i-TTL
2xoptical
X-Connect

2x N5 / i-TTL
TTLConverter
NA-D5

2 xN5/S6/ i-TTL
option2xoptical

N5 /i-TTL
Optional YS
Converter/N1

option N5/S6- i-TTL
2xoptical
X-Connect

기본파인더
옵션파인더
파인더 배율
누수센서
암 베이스 마운트

Pick-up
Multi/180/45
crop 100
No
그립상단

Pick-up
45/180
crop 100
Yes
그립/2xT-plates M25

Pick-up
45/180
crop 100
Yes
그립상단

No
PRO G /S10/S45/S180
full 100
Yes
바디/2xT-platesM25

Pick-up
180/45
crop 100
Yes
그립상단

Pick-up
180/45
crop 100
Yes
바디/2 x T-plates M25

재질 및 마감처리

알루미늄 합금
주물 CNC가공
아노다이징
분체도장

알루미늄 합금
CNC가공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합금
CNC가공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합금
CNC가공
아노다이징
플레이트처리

알루미늄 합금
주물 CNC가공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합금
CNC가공
아노다이징

광고, 단순 가격 비교, 주위의 권유에 쉽게 흔들려

317x189x135
2220g/75m

295x193x130
2800g/
100m

360x195x135
3070g/
100m

340x190x130
2750g/Na
80/200m

346x202x140
2850g
100m

370x210x145
2950g
80/120m

하우징의 사용감,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크기(WxHxD)
무게(육상/수중)g
사용수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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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850D
씨켐
5750

씨엔씨
3850

슈발
3950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상에서 카메라를 사
용하는 방법과 수중에서 하우징을 조작방법이 너무
다르다면 몸의 반응이 일순간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징 제조회사에 따라 수중에서 결정적 순간을
촬영하기 위한 생산자의 깊은 생각이 녹아 있는 시
스템이 있는 반면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생
산된 하우징은 단순 방수 상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처음 수중촬영을 시작하려는 다이버들은 그럴듯한

구입하여 후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촬영목적과

살펴보고 구입해야 할 것이다.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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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렘베해협의

크리터 다이빙
글/사진 구자광

말레이시아

마나도/렘베해협

싱가포르

자카르타

인 도 네 시 아

이번 렘베해협의 크리터 다이빙은 YOS DIVE RESORT의 초청에 의해 취재하였다.
렘베해협의 일반적인 정보는 2017년 3/4월호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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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터 다이빙과 먹다이빙
크리터 다이빙(Critter Diving)

희귀하고 독특한 수중생물들은 광대한 경사면에 있는 ‘Twilight Zone’

크리터 다이빙(Critter Diving)은 다른 말로 마크로 다이빙(Macro Diving)이

을 구성하는 잔해와 검은 모래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 지역에

라고도 하며, 수중생물과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수중생물의 모습이나 생태

서 Rhinopias Scorpion Fish, 다양한 Frogfish류, Mandarin Fish, Ghost

를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또한 수중생물을 보호하는

Pipefish, Harlequin Shrimp, Flamboyant Cuttlefish, Blue Ring Octopus,

활동을 하는 다이빙이다. 크리터 다이빙을 즐기게 되면 개펄이나 모래만 있

Seahorse류, Stonefish, 다양한 누디브랜치류(Nudibranchs)과 갑각류 등을

는 곳에서 하는 먹다이빙(Muck Diving)도 즐거우며 심지어 쓰레기더미에서

볼 수 있다.

도 재미있는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먹이 사슬의 시작을 구성할 작은 갑각류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먹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의 렘베해협, 암본베이,

는 물속에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맑고 푸른 맑은 물에서는 시야는 좋

필리핀의 아닐라오 지역, 롬브론섬 등이다.

지만 작은 생물들이 살기에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훌륭한 Muck Diving 장
소는 가시성은 결코 좋지 않다. 물속에 있는 입자는 작은 갑각류와 어린 물
고기의 먹이가 된다. 이것들은 차례로 더 큰 물고기에 대한 풍부한 식량 공

먹 다이빙(Muck Diving)
먹다이빙은 모래사장이나 진흙으로 덮인 곳에서 하는 다이빙을 말한다. 리
프에서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산호나 해면, 물고기 떼처럼 아름다운 풍경
을 볼 수는 없지만, 모래사장이나 진흙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체들을
보는 것이 다이빙의 묘미이다.

급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Muck 위치는 또한 포식자 또는 먹이로 많은 모
래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장이 필요하다.
모래지역에서 하는 먹다이빙은 산호초가 있는 리프 다이빙(Reef Diving)과
는 다르게 핀 킥을 잘못하면 주위를 온통 부유물로 덥히게 할 수 있다. 그
래서 리프 다이빙과는 다른 다이빙 기술이 필요하다.

중이염 예방

가운데귀(중이)

다이빙을 할 때 오염된 물과 세균이 귀에 들어

병 위험이 크므로 손가락이나 성냥개비, 면봉

가면 외이도(귓바퀴~고막)나 고막 안쪽에 염

등으로 귀를 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샤워한

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은 외이도염과 급성 중

후 헤어드라이기로 귀를 말리는 것이 좋다.

이염이다. 오염된 물은 외이도의 보호막 역할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외이도염 같은

을 하는 지방을 제거해 포도상구균·녹농균 같

귓병을 예방하려면 다이빙 직후 희석한 식초물

은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나 점이액으로 귓속을 씻어내고 잘 말려야

외이도염은 처음에는 귀 점막이 붓고 진물이

한다”며 “다이빙 후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빨

흘러 근질근질하며 약간의 통증만 있지만 시간

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수면장애를 일으키

먹다이빙으로 유명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물이

거나 식사할 때 불편해진다. 급성 중이염은 고

깨끗하지 못하다. 먹다이빙 지역에 다이빙 투

막천공이 있는 줄 모르고 수영을 하거나 코로

어를 갈 때에는 귀에 소독약을 준비해 가는 것

들어간 오염된 물과 세균이 이관(유스타키오

이 좋다. 다이빙이 끝난 저녁에 귀 소독약으로

관)을 통해 파급돼 발생한다. 증상은 귀 통증과

귀를 소독해 주는 것이 좋다.

보통 건강한 귀를 가진 사람은 귀에 물이 들어

약국에서 다음을 구입하여 혼합하여 사용한다.

갔을 때 귀를 밑으로 하고 고개를 흔들면 쉽게

1. 소아용 물약병

물이 빠져 나오는데 귀지가 꽉 차있는 상태에

2. 소독약(매칠알콜) 10ml

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귀지가 물에 불어 귀가

3. 식초 10ml

갑자기 멍해지거나 근질근질하게 돼 귓속을 무

4. 생리 식염수 30ml

시켜 외이도염을 앓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것보다 젖은 귀를 팔 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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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귀(내이)

고막
성인의 유스타키오관
유아의 유스타키오관

발열·이명·난청 등 다양하다.

리하게 닦아내다 보면 귓속 연한 피부를 손상

바깥귀(외이)

먹 다이빙에서 착지와 이륙을 하는 방법

착지 방법

①

②

①	해저 면에 있는 피사체를 발견하면 먼저 착지 포인트를 결정하고, 머리를 밑
으로 향하게 하고 물구나무서기와 같은 상태에서 착지 포인트 지점에 다가
가 두 번째 손가락이나 탐침봉으로 해저면에 갖다 댄다.

③

④

③	무릎을 천천히 해저 면에 대고 안정이 되도록 한 후 천천히 핀을 내린다. 이
때 쿵하고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드럽게 한다.
④	착지가 완료되면 BC의 공기를 조금 빼내어 좀 더 몸이 안정되도록 한다. 꼭

②	숨을 크게 내쉬어 가슴에 담겨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 몸이 가라앉기 시작

그림처럼 엎드려 누울 필요는 없다.

한다. 이때 무릎을 구부린다.

이륙 방법

①

②

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몸을 떠오르게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민다. 이때 핀
은 움직이지 않는다.

③

④

③	충분히 해저 면에서 솟아오르면 앞구르기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여 수평
자세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한다.

②	좀 더 숨을 들이켜서 무릎과 핀을 해저 면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이때 호흡
을 멈추면 안된다. 또한 핀 킥을 해서도 안된다.

④	수평자세가 되었다면 이륙이 성공이다. 착지를 위해 BCD에서 공기를 뺐다
면 이륙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공기를 BCD에 넣는다.

이륙 후에는 중성부력을 유
지하여 유영하면 된다. 유
영할 때의 핀 킥은 아래
위로 하는 프러터 핀 킥
(Flutter fin-kick)을 하지 말
고 프로그 핀 킥(Frog finkick)을 사용하여 옆으로
약하게 하여 원하는 곳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프로그 핀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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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베해협의 다이빙 환경
인도네시아 북슬라웨시 마나도 지역의 비퉁(Bitung)과 렘베
섬(Lembeh) 사이에는 화산재 지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렘
베해협(Lembeh Strait)이 있다. 렘베해협의 폭은 좁은 곳이
100여m, 넓은 곳이 6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렘베해협은 수중생태가 풍부한 다이빙 지역으로 수많은 해
양생물을 품은 어두운 화산 모래로 덮여 있다. 최고의 해양
생태를 보여주는 렘베해협은 많은 종류의 수중생물을 제공
하며 그 중 상당수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생물
도 있다. 그러나 일부 생물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시기에
따라 다른 볼거리가 있다.
먼저 본섬의 모래는 검은색을 띄고 있고 렘베섬 쪽은 흰모래
로 이뤄진 해변이 많다. 양쪽 해변이 검은 모래밭이 완만한
경사로 수심 30m까지 이어지며 15m 전후부터 듬성듬성하게
경산호 군락이 보인다.
렘베해협은 서지와 조류가 약해서 매크로 및 슈퍼 매크로 수
중촬영에 이상적이다. 물속의 영양소가 생물 다양성의 원천
이기 때문에 수중시야는 대체로 좋지 않지만 매크로 촬영에
는 충분하다. 수중시야는 평균 10~15m이지만 다소 적거나
30m 이상 될 때도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모래 지역이지만 이국적인 작은 암초들
이 많기 때문에 먹 다이빙(Muck Diving)과 크리터 다이빙
(Critter Diving)의 낙원으로 불린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다이
빙 사이트와 제2차 세계대전 난파선 사이트와 북쪽에는 약
간의 광각 사이트가 있다. 대부분의 다른 다이빙 목적지보다
희귀한 수중생물을 찾는 것이 렘베해협에서 하는 주요 다이
빙이다. 렘베해협 수중생물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렘베해협은 일 년 내내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지만 계절
에 따라 조건은 다양하다. 볼거리는 계절 주기보다 생물의

학명 : Rhinopias eschmeyeri

생식 주기와 더 관련이 있다. 렘베해협의 작은 생물들은 멀리

영명 : Paddle-flap Scorpoionfish, Eschmeyer's Scorpoionfish

이동하지 않는다.
수온은 10월에서 3월 사이에 최고 28~29°C에 도달한다. 그
런 다음 7월과 8월에 25~26°C로 가장 낮아져 생물의 수가

Paddle-flap Scorpoionfish, Eschmeyer's Scorpoionfish

가장 많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이 시야가 가장 좋다.

스콜피온피쉬(scorpionfish)의 일종으로 최대 길이가 23cm 정도이고, 등지느러미에는

1월과 2월은 수온이 가장 따듯하지만 시야가 가장 낮다. 1월

12개의 가시와 8~9개의 연한 지느러미가 있고 항문지느러미에는 3개의 가시와 5개의

과 2월의 최악의 우기 동안 해협의 최북단에 열려진 사이트

연한 지느러미가 있다. 눈 위에는 부속기가 있고, 아래턱 아래에 2개의 촉수가 있다.

는 거친 바다 때문에 때때로 다이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물고기의 색상은 빨강, 분홍, 노랑, 흰색, 자주색, 회색 등의 다양하게 존재한다. 수영

또한 남동 몬순 바람이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파도가

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슴지느러미를 사용하여 걸어 움직인다. 매복 포식자로 주

높을 수 있다.

변 환경에 은신하여 먹이가 지나가면 낚아채어 먹는다.
인도양과 서태평양, 일본에서 호주, 남아프리카에서 캐롤라인제도까지 서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심 18~55m의 산호초 또는 모래바닥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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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Octopus sp. (undescribed)
영명 : Red Hairy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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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Paracheilinus rennyae
영명 : Flasher wrasse

Flasher wrasse
Flasher wrasse은 강청색(electric blue)과 빨강색의 패턴으로 아주 아
름답기 때문에 인해 수중사진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물고기이다.
일반적으로 일몰 1시간 전에 발생하는 일일 짝짓기 의식을 할 때 촬영이
쉽다. 보통 갈색을 띤 수컷이 위로 솟구치며 지느러미를 세우면서 화려
한 짝짓기 색을 깜빡인다. 이때 근처의 암컷은 자극받고 산란을 하기 위
해 지느러미를 펴며 짧은 속도로 유영을 한다.

◀

Red Hairy Octopus
이 문어는 몸 전체가 털처럼 보이는 약간의 피부 플랩(Skin
flap)으로 덮여져 있다. 크기와 색상은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2~5cm 정도이며, 흰색에서 크림, 갈색에
서 빨간색까지 다양하다. 아주 희귀하며, 아직 학명이 정해지

학명 : Paracheilinus filamentosus
영명 : Filamented Flasher wrasse

지 않았다. 바위에 앉아 있으면 조류(Algae) 덩어리처럼 보여
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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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Siokunichthys nigrolineatus

학명 : Bulbonaricus brauni

영명 : Mushroom coral pipefish, White Pipefish

영명 : Braun's Pughead Pipefish

Mushroom coral pipefish, White Pipefish

Braun's Pughead Pipefish

버섯 산호의 속에 살며, 눈을 가로 지르는 검은 색 띠를 제외하고는 몸 전체

이 종은 경산호의 일종인 Galaxea corallites의 폴립 사이에서 살며, 쉽게 움

가 백색이다. 몸길이는 약 8cm 정도로 평평한 주둥이를 가진 긴 벌레 모양

직인다. 크기는 5.5cm 정도로 자랄 수 있다. 머리의 하얀 점은 산호 폴립

이다. 동일한 버섯 산호(Mushroom coral, Heliofungia sp.)에 머무르는 경향

의 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밝은 붉은색은 인공조명으로만 눈에 띄게

이 있다. 조류가 약간 있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는 석호 근처

나타난다. 자연광으로 짙은 갈색으로 보이고 산호 가지 그늘에서는 거의

의 평평한 산호초에서 10~20m 정도의 수심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분포

보이지 않는다. 이 종은 난태생으로 수컷은 부화할 때까지 알을 주머니에

는 서부 중앙 태평양으로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및 필리핀 등지이다.

넣고 다닌다. 동인도양에서 인도네시아, 서호주까지, 일본 류큐제도에서
발견된다.

Mushroom coral, Heliofungi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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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ea corallites

Telmatactis decora

학명 : Polydectus cupulifer
영명 : Teddy bear crab

Teddy bear crab
이 크랩은 테디곰(Teady bear) 인형을 닮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Teddy bear crab으로 불린다. 몸

Teddy bear

은 강모로 촘촘히 덮여 있으며, 각 발톱에 말미잘을 자주 운반한다. 말미잘은 Telmatactis decora을
선호한다.

Diamond filefish
이 종은 매우 작고 거의 원형이며 수많은 작은 피부 플랩(flaps)이
있고, 색상은 녹색에서 갈색이다. 수컷에게는 꼬리 기저에 긴 강모
가 있다. 크기는 최대 2,5cm 정도까지 자란다. 드물게 볼 수 있다.
쥐치류 중에서 가장 작다. 체장은 짧고 체고는 높다. 제2등지느러
미가 뒷지느러미보다 뒤에서 시작된다. 머리의 등면이 직선이다.
수컷은 미병부에 긴 강모들이 나 있으며 암컷은 없다. 옅은 황갈색
바탕에 등쪽에 갈색 점들이 있다.
조류와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해안 암초와 해초 밭에
서식한다. 서태평양 즉, 오스트렐리아의 퀸스랜드, 필리핀, 오끼나
와에 분포한다.

Juvenile

학명 : Rudarius excelsus
영명 : Diamond leatherjacket, Diamond file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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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Phycocaris simulans
영명 : Common hairy shrimp, Algae Shrimp

Common hairy shrimp, Algae Shrimp
털이 많은 작은 새우는 산호초의 잡초 사이에서 발견되며, 가장 작은 새우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조각의 조류(Algae)처럼 보인다. 크기는
5mm 정도이다. 흰색, 갈색, 빨간색, 노란색 또는 녹색도 존재한다. 털이 많은
생물로 위장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 새우의 꼬리는 높이 위치해서 백조 같
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새우는 보통 같은 지역에 머문다. 수영을 할 수 있지
만, 보통 서지에 의해 몸을 움직인다. 가끔 새우 뱃속에 알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눈 주위의 빛살 같은 선으로 태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학명 : Phycocaris sp.
영명 : Snowflake Hairy Shrimp, Algae Shrimp
한국명 : 눈송이 털새우

Snowflake Hairy Shrimp, Algae Shrimp
이 희귀 새우는 눈 주위의 모발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흰색 털이
많은 새우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Common hairy shrimp(학명 :
Phycocaris simulans)는 눈 주위에 눈송이 털 새우가 빨간 머리 원
이 있는 흰 머리카락 원을 가지고 있다. 털보다 푹신하다.

학명 : Phycocaris sp.
영명 : Green algae shrimp

Green algae shrimp
작은 녹색의 새우는 Hairy Shrimp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 Hairy shrimp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털이 없기 때문에 변종이
거나 완전히 신종일 수도 있다. 이 새우는 Common hairy shrimp와 몸 모
양, 행동, 빛살 같은 눈, 털이 많은 다리는 비슷하고 크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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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nile

Pinnate spadefish, Pinnate Batfish, Dusky Batfish
이 물고기는 주둥이의 오목한 모양으로 구분한다. 다른 종은 더 둥글다. 크
기는 약 50cm까지 자라며 깊고 둥글게 옆으로 압축된 몸체를 가지고 있다.
유어기에는 등지느러미와 항문 지느러미가 매우 길지만 자라면서 비례하여
작아진다.
성어(Adult)는 적어도 20m 깊이의 암초지대에 살며, 일반적으로 가파른 지역
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큰 오버행 밑에서 산다. 리프 수면에 있는 조류와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는 잡식성이다. 무리를 지어 살기보다는 홀로 산다.
유어(Juvenile)는 테두리가 어두운 주황색으로 윤곽이 잡히고, 납작벌레로
모방하고 오목한 작은 동굴, 오버행, 맹그로브 주변에서 발견된다. 조류, 해
학명 : Platax pinnatus
영명 : Pinnate spadefish, Pinnate Batfish, Dusky Batfish

파리 및 젤라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한국명 : 제비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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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렘베해협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중생물들 ①

2020년

렘베해협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중생물들 ②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는 작은 마을의 끝에 위치한 매력적
인 해변가 다이빙 리조트이다. 모든 객실은 렘베해협의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주요 식당과 카메라 데크가 가까이에 있다. 특히 사진작가는 사진작업 공간과
전기소켓을 충분히 갖춘 룸을 원하는데 이 리조트야말로 천국이다.

리조트 시설

모든 객실은 렘베해협의 아름다운 전망을 관망할 수 있다. 객실은 깨끗하고 산
뜻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퀸 사이즈 침대 2개와 맞춤형 작업 테이블 3개
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넓고 아늑한 식당 겸 휴
식공간이 있으며, 카메라 세척 탱크와 카메라와 작업자를 위한 작업 공간을 갖
추어 수중 카메라 장비를 다루는 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객실 시설
•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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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공기 욕실

• 개인 발코니

• 매일 객실 서비스

• 에어컨

같은 얼굴들

서비스

보트에서 좋은 기분은 좋은 다이빙만큼이나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험을 가진 공인된 다이빙 회사이다. 다이빙 패키지, 다이빙 사파리 및

동일한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가이드의 경험, 손님

PADI 또는 SSI 다이빙 코스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다이빙 센터는 컴

의 취향, 이미 본 바다풍경과 앞으로 보아야 할 중요 포인트를 알고 있다

프레서, 나이트록스, 4대의 다이빙 보트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다이빙

는 뜻이다. 또한 보트 스태프들은 손님의 다이빙 장비와 카메라에 익숙해

은 1명의 가이드에 2명의 손님 비율로 진행하고, 손님이 렘베해협에서

져 있다.

최상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이빙 특징

본 리조트는 인도네시아 열도에서 해양 사업 분야에서 26년 이상의 경

• 합리적인 가격

수중사진가에 적합한 리조트 시설 환경과 적합한 큰 보트

•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카메라 세척 탱크와 카메라와 작업자를 위한 작업 공간을 수중 카메라 장

•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비를 다루는 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모든 다이빙 보트에는 큰 지붕이 있고, 수건과 벤치가 있으므로 다이빙 사

•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이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다. 보트 스태프들은 귀
중한 카메라 장비를 다루는 데 매우 능숙하다. 또한 배에 물, 차, 커피 및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다.

YOS 리조트까지 가는 방법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는 북술라웨시 렘베해협 해안

경험 많은 다이빙 가이드 대기
여러 명의 다이빙 가이드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다이빙 경험자이다. 그들은 술라웨시(Sulawesi)와 렘베(Lembeh)에서 수
년 동안 다이빙하고 있으며, 헴베해협의 다이빙 사이트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다. 가이드는 눈이 좋아 작은 것들도 잘 찾는다.

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나도의 샘라툴강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0
분 거리에 있다.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수라바야 및 발리
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자주 있다. 공항과 리조트 간의 교통편은 모든
다이빙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마나도에 위치한 Sam Ratulangi 국
제공항에 도착하면 리조트 직원이 예약된 손님을 맞이하고 인사를 한
다. 만약 도착 지역을 벗어나면 YOS Dive Lembeh 로고가 있는 사인

소규모의 다이빙 그룹

보드나 손님의 이름이 적힌 직원을 찾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손님 2명에 가이드 1명 비율로 가이드를 한다. 요청
에 따라 더 큰 그룹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최대 4:1 비율을 유지한다.

다이빙 시간 제한 없음
보트 또는 해안에서 다이빙을 할 때 손님이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공기공급이 허용되는 한). 가이드는 최소 60분(또는 그 이상) 동안 수
중에 머무를 것이고, 손님이 원하는 한 오랫동안 손님이 다이빙을 끝내는
동안 보트는 가까이서 기다린다.

YOS 리조트 연락처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Ds. Makawidey, Kec Aertembaga - Bitung,
North Sulawesi - Indonesia
International Reservation office
What's app : +60122612155
Email : ddenm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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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인도네시아 다이빙 지역

TOP 10
국해
남중

10

4
말레이시아

9

8

해
헤라
할마

카해
몰루

칼리만탄

3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6
자바해

자바섬

7

1

2

5
동티모르

필리핀이 7,107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인도네시아는 약 17,509여 개의 섬

1

발리(Bali)

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남쪽, 호주와의 경계선쯤에 있는 인도네

2

코모도(Komodo)

시아는 적도를 5,000km 정도 가로지르며 나라 자체가 태평양과 인도양의 경계 역할

3

라자암팟(Raja Ampat)

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 품은 바다는 인도네시아 국토 면적의 3배에 달한다. 유라시

4

데라완제도(Derawan Islands)

아판, 필리핀판, 인도판이 만나는 경계에 있어 400여 개의 화산이 기록되고 있으며

5

알로르(Alor)

그중 150여 개가 현재까지도 활화산이다.

6

암본베이(Ambon Bay)

국립공원 라자암팟(Raja Ampat)에서는 전 세계 산호의 75%가 서식하고 있으며, 파

7

반다씨(Banda Sea)

8

렘베해협(Lembeh Strait)

9

마나도/부나켄(Manado/Bunaken)

푸아뉴기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연
수중박물관이다. 파푸아뉴기니와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이리안자야(Irian Jaya)에서는
고도 4,800m의 섬 정상에서 만년설을 볼 수 있으며, 코모도(Komodo)섬에는 지구상
의 마지막 공룡으로 불리는 코모도왕도마뱀(Komodo dragon)을 만날 수 있다.

10 상히에제도(Sangihe Islands)

01 발리

(Bali)

발리(Bali)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 중 하나
이다. 발리 다이빙의 가장 큰 특징은 딥다이빙과 가파른 슬로
프, 아름다운 산호초를 볼 수 있다. 수온은 23~27도로 낮은
편이다. 바닷속이 잘 보전되어 있고, 접사에서부터 대물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섬의 북서쪽 끝에 있는 Secret Bay와 Menjangan에서 볼 수
있는 접사 피사체, Tulamben과 Candi Dasa의 북쪽과 동쪽
에서 볼 수 있는 리프샤크와 다양한 물고기들, Nusa Penida
와 Lembongan 섬에서는 몰라몰라와 만타레이까지 발리의
수중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다.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난파선, 몰라몰라, 만타레이, 접사피사체
뚤람벤, 크리스탈베이
리조트
다
 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4~11월에 최적이다.
몰라몰라를 보기 원한다면 8~10월이 확률이
가장 높다.

몰라몰라(MolaMola)

02 코모도 국립공원

(Komodo National Park)

코모도 국립공원(Komodo National Park)은 리프피쉬들로 가
득한 조용하고 다채로운 얕은 리프부터, 상어, 참치 그리고
대형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피나클(pinnacle)과 월(Wall)들까
지 다양한 방식의 열대 다이빙이 가능하다.
이곳은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세계적인 시발점이고
고래상어, 만타레이와 이글레이를 비롯한 대형생물과 피그미
해마, 갯민숭달팽이, 불루링옥토퍼스와 같은 접사 피사체까
지.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
다. 북부 지역은 산호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많은 전형적
인 열대 바다이고, 남부는 플랑크톤이 풍부해 이를 먹이로 하
는 대형어류가 나타난다.
이 섬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왕도마뱀으
블랙 만타레이

로 유명하기도 하다. 1,100여 마리가 국립공원에 서식하며 그
절반 정도가 가까운 Rinca 섬에 산다.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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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레이
Makassar Reef & Manta Alley, Shotgun, Crystal Rock
리
 브어보드(발리나 플로레스의 라브안바조(Labuan bajo)에서 출발한다.)
북쪽지역은 5~10월, 남쪽지역은 11~2월

03 라자암팟

(Raja Ampat)

Misool, Salawati, Batanta, Waigeo 4개의 섬을
중심으로 1,5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라자암팟(Raja Ampat)은 4명의 왕이
라는 뜻으로, 그 이름다움이 세계 최고의 다이
빙 환경을 자랑한다.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
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으며, 한 다
이빙에 발견된 개체 수가 파푸아뉴기니 다음으
로 전 세계에서 높다.
조류가 심한 드리프트 다이빙 위주이기 때문에
초급 다이버들에게는 힘들고, 중급자 이상의 다
이버들에게 권한다.
만
 타레이, 스위트립스 무리, 모불
라 무리, 워베공샤크
주요 사이트 Cape Kri, Karang Bayangan,
미술섬
다이빙 방식 리
 브어보드(파푸아바랏주의 소롱
(Sorong)에서 출발한다.)
성수기
9
 월~6월(7~8월은 기상악화로
개방이 금지되어 있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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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라완제도

고래상어

(Derawan Islands)

바라쿠다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

모래에 알을 낳은 장면까지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부 연안(동 칼리만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투

카카반섬은 안쪽에 염수호가 있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해파리는 고립된 환

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

경에서 살아가며 차츰 독이 없는 형태로 진화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팔

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

라우와 카카반섬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이곳은 260여 종의 산호들과 거대 바다거북,
돌고래, 만타레이, 듀공, 바라쿠다, 흉상어, 수염상어, 독이 없는 해파리, 그
리고 종종 고래와 같은 대형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상알라키섬은 세계적으로도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바라쿠다무리, 잭피쉬 무리, 고래상어, 독이 없는 젤리피쉬
Derawan, Maratua, Sangalaki, Kakaban
리
 조트, 리브어보드
3~9월

이다. 일대에서 모여든 엄청난 수의 바다거북은 곱디고운 이곳의 흰 모래에
구멍을 파고 알을 묻는다. 매일 바다거북과 함께 유영을 하거나 그들이

05 알로르

(Alor)

알로르(Alor)는 발리에서 동쪽으로 약 900km 정도 떨어진
누사텡가라 지역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한국에서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 발리까지 가서 발리에서 2
시간 비행기를 타고 쿠팡으로 날아간 다음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40분 정도 날아가야 한다. 한국에서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물고기의 큰 무리, 대형 수중생물들
과 신기한 접사 피사체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알로르
의 바다이다.
신기한 접사 피사체들은 씨애플, 밥테일스퀴드, 미믹옥토퍼
스, 만다린피쉬, 플로레스 해마, 프로그피쉬, 다양한 색상의
위디스콜피언피쉬, 각종의 누디브랜치 등이다. 나폴레옹피쉬,
버팔로, 바다거북, 화이트팁/블랙팁 상어, 너스상어, 환도상
워베공샤크

어, 만타레이, 몰라몰라, 워베공샤크, 레인보우러너 무리, 투
나, 헤머헤드샤크, 돛새치, 범고래, 고래 등의 대형 생물도 볼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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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공샤크, 만타레이, 각종 접사 피사체
Karl’s Dream, Kalibahi Bay의 Secret
리
 조트, 리브어보드
4~11월이 대체로 좋지만 베스트 시즌은 7~8월이다.

확률이 높다.

06 암본베이

(Ambon Bay)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

암본베이(Ambon Bay)는 세계적 수준의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이다.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체들을 보는 것이 다이빙

그리고 암본베이에 먹다이빙뿐만 아니라 렉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도 가

의 묘미이다.

능하다. 또한 암본섬의 남부와 서부 해안에서 다이내믹한 리프 다이빙(Reef

암본만베이서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를 비롯하여 Rhinopias Scorpion Fish,

Diving)을 제공한다. 암본베이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생물은 사이키데릭 프

Various Frog-fish Species, Mandarin Fish, Ghost Pipefish, Harlequin

로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이다. 이 물고기는 2008년에 발견

Shrimp, Flamboyant Cuttlefish, Blue Ring Octopus, Pygmy Seahorse,

되었으며 “Maluku Frog-fish”라고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온몸에 붉은 줄

Stonefish, 다양한 Nudibranchs과 Shrimps 등을 볼 수 있다.

무늬가 있는 10cm 크기의 특이하고 귀여운 물고기이다. 암본베이에서만 볼
수 있다.
먹다이빙은 모래사장이나 진흙으로 덮인 곳에서 하는 다이빙을 말한다. 리
프에서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산호나 해면, 물고기 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를 비롯한 다양한 접사 피사체
모든 사이트
리
 조트
3~5월, 11~12월

07 반다씨

(Banda Sea)

반다씨(Banda Sea)는 가장 훌륭한 다이빙 지역이다. 반
다섬은 반다씨 한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섬이다. 이 섬
은 옛날 향신료 무역의 중심이며, 섬들의 고립성과 낮은
수준의 인구는 낚시의 감소와 그로써 활기차고 자연적이
며 건강한 산호초 체계를 불러왔다. 그 결과는 엄청난 숫
자의 물고기와 거대한 부채산호와 해면, 그리고 기념비적
인 경산호들이 산재해 있다.
반다씨는 잘 보존된 산호와 접사생물부터 데빌레이, 모
블라, 참치, 돌고래, 여러 종류의 고래(Humpback, Pilot,
Blue 등)와 같은 대형생물들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거대한 무리의 돔과 수천 마리의 붉은 이빨 쥐
치무리를 볼 수 있다. 시기를 맞추어 가면 무엇보다도 해
머헤드샤크(Hammer head Shark)의 큰 무리를 볼 수 있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해
 머헤드샤크(Hammer head Shark)의 큰 무리
Suanggi섬, Manuk섬
리
 브어보드
베
 스트 시즌은 9~11월이다.

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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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렘베해협

마나도 비퉁(Bitung)과 렘베(Lembeh)섬 사이에는 화산재
지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렘베해협(Lembeh Strait)이 있다.
렘베해협의 폭은 좁은 곳이 100여m, 넓은 곳이 600여m 정
도 떨어져 있다. 렘베해협은 수중생태가 풍부한 다이빙 지
역으로 수많은 해양생물을 품은 어두운 화산 모래로 덮여
있다. 최고의 해양생태를 보여주는 렘베해협은 많은 종류의
수중생물을 제공하며 그 중 상당수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부 생물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
로 시기에 따라 다른 볼거리가 있다.
먼저 본섬의 모래는 검은색을 띠고 있고 렘베섬 쪽은 흰
모래로 이뤄진 해변이 많다. 수중생태계는 렘베섬보다 본
섬 쪽에 희귀생물이 더 다양하게 서식한다. 본섬 쪽에 포인
트가 더 많은 이유다. 검은 모래밭이 완만한 경사로 수심
30m까지 이어지며 15m 전후부터 듬성듬성하게 경산호 군
락이 보인다.
렘베해협 수중생물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렘베해협은 서지와 조류가 약해서 매크로 및
슈퍼 매크로 수중촬영에 이상적이다. 물속의 영양소가 생물
다양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수중시야는 대체로 좋지 않지만
매크로 촬영에는 충분하다. 수중시야는 평균 10~15m이지
만 다소 적거나 30m 이상 될 때도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모래 지역이지만 이국적인 작은 암초들이 많기 때문에 먹다
이빙(Muck Diving)과 크리터 다이빙(Critter Diving)의 낙원
으로 불린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다이빙사이트와 제2차 세
계대전 난파선 사이트와 북쪽에는 2개의 광각 사이트가 있
다. 대부분의 다른 다이빙 목적지보다 희귀한 수중생물을
찾는 것이 렘베해협에서 하는 주요 다이빙이다.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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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 파사체
모든 사이트
리조트
연
 중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6~10월이다.

(Lembeh Strait)

09 마나도/부나켄

(Manado/Bunaken)

마나도(Manado)에 있는 부나켄(Bunaken)섬 국립해
양공원은 산호초, 해양환경을 지키고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부나켄섬은
강한 조류의 드리프트 다이빙 지역으로 산호들이 빚
어내는 풍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
부나켄섬 다이빙은 다이버들과 해양생물학자 모두에
게 인기가 있는데, 양쪽 모두 이곳에서 발견되는 다
양한 산호초와 물고기로부터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
다. 가장 작은 공생새우부터 각종 리프샤크와 이글레
이(Eagle ray)까지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마나
도베이(Manado bay)는 버터플라이 누디브랜치를 비
롯하여 접사 피사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Batfish 무리

하이라이트
주요 사이트
다이빙 방식
성수기

각종 리프샤크, 이글레이(Eagle ray), 바다거북, 뱃페쉬 무리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마
 나도 본섬의 리조트에서 데이트립을 하거나, 부나켄섬에 머무르면 된다.
연중 내내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4~10월이다.

10 상히에제도

(Sangihe Islands)

상히에제도(Sangihe Islands)는 북술라웨시의 북
동쪽 반도에서 나오는 화산섬의 군집이다. 몇 개는
1,500m 높이인 약 40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졌다.
화산이 만들어낸 기이한 지형과 아름다운 산호초들
에 둘러싸여 있다.
상히에제도의 수중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깊
어 심해 해류는 플랑크톤과 영양소를 끌어온다.
그래서 망치상어(Hammerhead sharks), 돌고래
(Dolphins), 만타레이(Manta rays) 등을 쉽게 만나
고, 상어나 바라쿠다(Barracuda) 무리, 자이언트 트
레발리(Giant trevally) 무리, 참치(Tuna) 무리 등을
만날 수 있다.

하이라이트

망
 치상어(Hammerhead sharks), 돌고래(Dolphins), 만타레이(Manta rays),
바라쿠다 무리
주요 사이트 Lost City, Siau Island, Ruang Island
다이빙 방식 리
 브어보드(비퉁(Bitung)이나 방카섬(Banka)에서 출발한다.)
성수기
3
 ~9월이 대체로 좋지만 베스트 시즌은 5~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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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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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다이빙
글/육상사진 구자광
수중사진 김광복(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사업관리팀)

2020 January/February | 81

1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땅으로 최동단에 홀로 우뚝 선

육상으로 드러난 독도의 전체 면적은 187,554㎡로 동도와 서도 두 섬은 서

작은 섬이다. 독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다. 동도와 서도를 비

로 151m 가랑 떨어져 있다. 서도의 높이가 169m로 동도의 높이 99m에 비

롯해 바다 위로 노출된 크고 작은 부속 암초 89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

해 높고, 동도 정상에는 화산 화구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독도는 해저

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 가장 가까운 육지인 경북 울진군

2,000m에서 융기돼 만들어진 해산은 수심 100m 부근에서 반경 10km에

죽변항에서는 217㎞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

걸쳐 평탄한 평원을 이루고 있다. 아래에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 있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

거대한 수중 평지가 있는 것이다. 독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육지

14'00"~37°14'45"에 위치한다.

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바다 속에 감춰진 해산이 두 개 더 있는데 최근 해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요도(蓼島) 등

저 지형조사를 통해 이들 해산을 발견해 ‘심홍택해산’과 ‘이사부해산’으로

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년)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울릉도 개

이름을 붙였다.

척 당시 입도한 주민들이 사방이 온통 돌뿐인 이섬을 '돌섬'이라 부르기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있는 동도와 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도를 비롯하여

시작하였고 훗날 ‘독섬’을 거쳐 ‘독도’라 불리게 되었다. 독도라는 이름은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이래로 내려온 우

190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리앙쿠

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르암(Liancourt Rocks)이란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시기는 고래를 잡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위해 동해를 항해하던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1849년 독도를 지나친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이후부터이다.

슴새, 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므로 1982년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그러나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섬 주변
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독도 천
큰가제바위

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작은가제바위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
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이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한다.

김바위

삼형제굴바위
(공영바위)

가제굴(해석진굴)
상장군바위
군함바위

물골
(천장샘)
닭바위

서도

촛대바위
(장군바위)
맹문동군락

악어바위

미역바위

넙덕바위
코끼리바위

동해
East Sea

탕건봉(엄지바위)

지네바위(진해)

주민숙소

한반도바위
천장굴

물오리바위

동도

독도영토표석

독립문바위

숫돌바위

보찰 바위

독도등대

선착장

얼굴바위(장군바위)
탱크바위
망양대

부채바위
동키바위
독도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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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착장

춧발바위

울릉도,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울릉도-안용복해산-독도-심홍택해산-이사부해산)
(그림 제공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로 가는 방법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야 갈 수 있다. 우선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 강릉, 동해(묵

도동항에서 독도 동도 선착장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호항), 울진(후포항), 포항에서 여객선을 타야하며, 울릉도까지는 보통 3시간 정

독도는 섬 전체가 보호를 위하여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

도 걸린다. 여객선 운항은 날씨와 바다의 상태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반인의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의 선착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행사, 집

에 출발 전에 출항 정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발한

회, 촬영, 학술 조사, 숙박 등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려면

배가 독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다. 기상의 영향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허가신청은 14일 이전에 온

로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평균 일수는 1년 중에 60일도 되지 않는다. 일반 관

라인이나 우편으로 독도 입도를 신청해야 한다. 스쿠버다이빙은 보통

광객으로 울릉도(도동항)에서 독도로 가려면 독도행 승선권을 예매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입도해서 할 수 있다.

여객선 회사는 승객을 대신하여 울릉군에 입도 신청을 한 후 독도로 출항하며,

178㎞

강릉
동해(묵호)

동해(East Sea)

울진(후포)

독도

저동항
도동항

161㎞
159㎞

서해

울릉도

87.4㎞

포항
217㎞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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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의 해양 환경
독도는 수백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인해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 형성된
화산섬으로, 섬 주변으로는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낸 주상절리와 수만 년에 걸친 풍
화와 해식으로 형성된 기암괴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수중 속으로도 이어져 복잡한 지형구조속에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독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경계면에 위

법으로 보호하는 독도
독도는 문화재청에 의해 1982년 11월

치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동해 연안이나 울릉도와 또 다른 독특한 해양생태계

16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

를 구성하고 있다. 독도는 모자반, 다시마, 대황, 감태 등 대형 갈조류가 일 년 내내

류 번식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 12월

섬 주변을 따라 풍부한 해조류 숲을 이룬다. 이러한 해조류 숲은 연안 생태계에 안정
된 먹이사슬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동시에 다른 생물들에게 산

에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

란장, 서식처, 은신처도 제공해 준다.

호구역’이 되었다. 환경부도 2000년 9

수심 30~40m 공간에는 해저 지형 구조가 달라진다. 육지에서부터 깎아지른 듯 떨
어지던 경사가 완만해지고 곳곳에 산재하던 아름드리 암반들도 거의 사라진다.

월에 독도를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주변 해역에서 볼 수 있는 무척추동물은 총 190종으로 주요 무척추동물로는 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에서는 건

복, 소라, 홍합, 해삼, 새우, 홍게, 거북손 등을 들 수 있다. 독도의 구선착장, 동도동

물을 짓거나 땅을 메우는 행위, 나무를

굴, 서도북단 및 서도서쪽의 조간대 및 조하대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생물 분포양상은
연체동물이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절지동물, 자포동물, 극피동물로 나타난다.

베거나 자갈을 캐는 행위, 가축을 키우

또한 독도 주변해역에서 볼 수 있는 어류는 총 95종으로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

거나 동식물을 잡는 행위 등을 함부로

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다. 독도해역에 서식하는 어
류는 동해안 연안에 출현하는 어종뿐만 아니라,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
그리고 독도해역을 회유하고 있는 냉수성 어종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독도의 돌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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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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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산호초

3 독도의 다이빙사이트
큰가제바위

물골
삼형제굴바위

서도
천장굴

코끼리바위

혹돔동굴

동도연안
(선착장)

해녀바위

독도의 명물 혹돔

86 |

독립문바위

동도

전차바위

동도연안 (그림 해수부 제공)

큰가제바위(그림 해수부 제공)

동도연안 (선착장)

동도연안(선착장)은 바닥이 모래와 작은 자갈로 되어 있고, 수심이 얕고

큰가제바위

파도의 영향이 적게 받는 곳이다. 지금은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선

옛날에는 바다사자가 모여 살았다. 이곳은 수심이 조금 깊은 곳으로 지형

착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모자반, 감태 등의 해조류가

은 협곡으로 되어 있다. 바닥에서 수면까지 뚫어진 좁은 틈에 작은 물고

무성히 자라고, 어린 돌돔, 벵에돔, 전갱이, 문어, 오징어 같은 어린 해양

기들이 어우러져 있고, 마치 ‘하늘창문(하늘창)’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물

생물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다.

서도 북동쪽에 있는 여러 개의 낮은 바위로 가제라 불리던 큰가제바위는

속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는 감태와 모자반, 뿔산호 등이 자
라고 있고, 자리돔, 인상어, 놀래기, 벵에돔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
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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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바위(그림 해수부 제공)

독립문바위(그림 해수부 제공)

해녀바위

동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해녀바위는 예전에 동도에 근무하는 경비대원

독립문바위

들을 위해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지금도 작은 콘크리트 선착장이

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중의 북쪽 입구에서 모랫길, 계단, 바위문으로

남아 있다. 예전에는 동키바위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해녀들이 쉬었던 바

이어져 남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보인다. 이곳은 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

위라는 뜻에서 해녀바위로 변경되었다. 수심 15m 바닥에는 모자반과 감

어 대황, 감태 숲이 울창하고, 자리돔, 인상어, 돌돔, 혹돔 등을 볼 수 있

태 등이 사는 넓적한 바위들과 모래바닥이 평화로운 정원 풍경을 만든

는 곳이다.

다. 이곳에는 말쥐치, 독가시치, 벵에돔, 놀래기처럼 따뜻한 물을 좋아하
는 비교적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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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바위는 동도의 동쪽 끝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독립문처럼 생겨

천장굴

동도의 동쪽 끝 부분에 위치한 천장굴은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움푹 들

어간 모양의 분화구가 있고, 일부는 수면으로 트여 있어 분화구에 바닷물
이 통하는 천장굴 2개가 있어 호수를 이루고 있다. 천장굴은 현무암 주상
절리가 잘 발달된 절벽에 발달한 해식동굴이다. 입구 쪽은 큰 암반을 수
중에 인위적으로 놓았듯이 연상시켰으며 동굴 끝부분은 검은 색의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여러 가지 색상의 말미잘, 해면, 조피볼락,
고등어, 전갱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는 천장굴에는 철
갑둥어, 노랑거북복 등의 아열대성 어류도 볼 수도 있다.

혹돔굴(그림 해수부 제공)

혹돔굴

혹돔굴은 서도 남동쪽 연안에 있는 조그만 암초로 수심 13~15m에 굴
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며, 굴의 길이는 23m 정도이고, 중간에 굴뚝같
은 굴의 입구가 위쪽으로 뚫려 있다. 이곳은 밤이 되면 커다란 혹돔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휴식을 취해서 '혹돔동굴'이라 불리며, 굴 입구 천장

에는 부채뿔산호들이 부착하여 살고, 굴 위에는 큰 대황 숲을 볼 수 있
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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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바위

서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코끼리바위는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모습처

삼형제굴바위

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코끼리바위의 주변 절벽은 수심 3~6m 사

과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3개의 아치가 있으며 수중으로 이어진다. 삼형

이에는 부채뿔산호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절벽 아래는 수심이 약

제굴바위는 높이 44m인 씨스텍(Sea Stack)으로 세 방향의 해식동굴이

10m 정도로 산호 군락이 보이고 바닥은 모래로 형성되어 있다. 코끼리바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편 바위 2개가 마치 동생

위의 동굴을 통해 해류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형을 따르는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씨스텍(Sea Stack)

삼형제굴바위는 동도와 서도 사이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바위에는 동쪽

은 암석이 파도의 침식을 차별적으로 받아 만들어진 굴뚝 형태의 지형
이다. 북쪽 아치 입구에 자리한 거대한 바위와 동쪽 아치를 빠져 나와서
보이는 직벽에는 대황 군락이 자라고 있다. 또한 홍합이나 물고기 유어
들이 많이 보인다.

90 |

전차바위

전차바위는 동도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바위 모습이 우람하게 밀고 내려

물골

오는 듯하여 마치 전차(Tank)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리는 바위이다. 예전

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수심이 5~15m 정도로 비교적 얕

에는 탱크바위로 불리어졌다. 전차바위는 수심이 15~40m로 조금 깊으

은 곳으로 바닥은 작은 자갈과 암반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모자반이 서

며, 얕은 곳은 감태와 대황 군락이 자라고, 깊은 곳은 자갈과 모래바닥으

식하고 있으며 망상어와 인상어 무리가 보인다.

물골은 서도 북편에 있으며 천연동굴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샘이 있

로 각종 물고기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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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도의 육상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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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대 건물

어민 숙소

왕해국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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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X-MISSION EVOLUTION
X-Mission은 모든 영역의 테크니컬 다이버, 그리고 여행 친화

(주) 우정사

적인 패키지로 유연성과 내구성의 최상의 조합을 원하는 레크
리에이션 다이버 모두에게 이상적인 드라이 슈트이다. 이 혁신
적인 드라이 슈트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굴
테크니컬 다이버 팀과 협력하여 설계하였고, 특수 제작된 최첨

소재
매우 유연한 신형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볍다.
무게 : 395gr/sqm.

단 소재와 제작 방법을 사용한다. X-Mission은 모든 드라이 슈
트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평가된 소재를 사용하여 수중과 수면
에서의 움직임에 적합하며, 여행용으로 쉽게 포장할 수 있다.

특징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
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줌
• 최상의 편안함을 위한 해부학적 형태의 몸통, 팔, 다리
•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와 오프셋
지퍼의 지퍼 플랩은 드라이 지퍼와 외부 플랩 사이의
접촉을 피하게 함
• 발열 시스템용 강화 패치 포함
• 내구성 강화를 위한 허리 M-PADZ 보강 패널
•	드라이 슈트 뒷면에 조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 허리 밴
드로 완벽한 착용감을 제공
• 현장 교체 가능한 멜빵 및 가랑이 스트랩
• 4 포인트 멜빵 포함
• 내구성을 위해 내부 직물에 2중 원단의 강화된 피
(pee) 밸브 패치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	2 바늘 ‘펠트 이음새’ 구조는 이음새의 무결성을 높이
고 프로파일이 낮으며 마모가 적고 깨끗하게 보임
•	내구성 강화를 위해 ‘중요 마모’ 이음새 지점에 유연한
이중 테이프 강화

CHILLPROOF
Hood

CHILLPROOF
Socks

• 뛰어난 보온성과 신축성은 편안한

• 100%습기 방지

착용감 제공
• CHILLPROOF 원단은 UV 차단 및 방풍,
발수 효과 제공
• UNISEX FIT
• 사이즈 : S·M·L·XL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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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성
• 빠른 건조
• 사이즈 : XS·S·M·L·XL
₩50,000

EXPEDITION HD2 TECH DRY
Expedition 시리즈 슈트는 X-Mission과 유사한 컷 앤 핏으로 가장 내구성이
높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제작되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다이빙을

소재

위해 두께를 최소화하고 수중에서의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내구성 있는 기

가볍고 유연하며 튼튼한 NYLON과 CORDURA 패브릭의

능으로써 이 슈트를 강화했다. 소재 등급은 시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랫

독점적인 조화는 드라이 슈트 수명을 연장시키고 전체적

동안 착용할 수 있는 슈트 중 하나이며, 단순화된 심 구조는 슈트의 내구성과

인 슈트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수명을 향상시킨다.

하단 소매, 가랑이/엉덩이 및 하단 다리를 추가로 보호하
는 CORDURA RipStop 패브릭.

특징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
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보호용 지퍼 플립이 장착된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
틱 드라이 지퍼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
한 불편함을 줄여줌
• 최상의 편안함을 위한 해부학적 형태의 몸통, 팔, 다리
•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몸통과 신축성 있는 가랑이 스트
랩은 앞쪽에 퀵 릴리즈 버클과 뒤쪽에 두 개의 스트랩
으로 고정됨
• 4 포인트 멜빵 포함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	2 바늘 ‘펠트 이음새’ 구조는 이음새의 무결성을 높이
고 프로파일이 낮으며 마모가 적고 깨끗하게 보임
•	내구성 강화를 위해 ‘중요 마모’ 이음새 지점에 유연한
이중 테이프 강화

DG-5100

UA-0203

• 2mm 네오프렌 재질

• 손등 : 폴리 에스테르 100%

• 손바닥 부분의 보강된 합성 스웨드

• 원단 중층 부/손바닥 : 네오프렌

• 손목 밴드의 hook&loop 잠금장치

• 무게 : S 62g/M 68g/L 74g

• 사이즈 : XS/S/M/L/XL

• 사이즈 : S/M/L

₩60,000

₩32,000

(주)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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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완벽한

중성부력
안정된

수중유영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중성부력과 안정된 수평자세와
효율적인 핀 킥이 기본이다.

중성부력

변화로 생긴 약간의 부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이용해 해결한
다. 낮은 수심에서 호버링(Hovering)은 작은 호흡으로만이 가능하다. 사람

중성부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적당한 웨이트(Weight)의 무게를 알아내는

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므로 조금만 노

것과 호흡을 통한 중성부력 기술이다.

력하면 누구나 쉽게 숙달할 수 있다.

다이빙에서 적당한 웨이트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

핀 피봇(Fin pivot)과 호버링(Hovering)

사람의 몸은 거의 비압축성이고 또 물과 비중이 비슷하므로 맨몸일 때에는

핀 피봇으로 중성부력을 맞추는 방법은 BCD에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다음

거의 중성 부력의 상태로 가변적인 공기 공간인 폐의 크기, 숨을 얼마나 들

에 수중 바닥에 엎드린다. 그런 후에 핀 끝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호

이켜 있는가에 따라 뜨거나 가라앉게 된다. 그러나 슈트와 BC를 비롯한 여

흡을 천천히 들이쉬면 상체가 떠오르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 가라앉을 때

러 가지 장비들로 인하여 부력은 바뀌게 된다.

까지 BCD에 공기를 조금씩 넣어 준다.

그래서 다이빙은 필요한 만큼 웨이트를 착용해야 한다. 너무 가벼운 웨이트

핀 끝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면 상체가 천천

를 착용하면 하강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조금 가볍게 착용하고 억지로

히 떠오르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 천천히 가라앉은 상태가 중성부력이

다이빙을 하게 되면 수면 근처에서 안전정지를 할 때 위험한 경우가 발생

된 상태이다.

한다. 반대로 너무 무거운 웨이트를 착용하면 초과한 무게를 보상하기 위

핀 피봇으로 중성부력을 맞춘 후에는 물속에 양반 자세로 앉아서 양손으로

해 BCD에 공기를 그만큼 더 넣어야 하고 이로써 다이버가 물의 저항을 더

핀을 잡고 중성 부력 유지해 본다. 이때부터는 호흡만으로 엉덩이가 바닥에

받게 되어 킥을 하는데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게 된다. BCD에 많은 공기를

닿으면 안되고 또한 수면으로 올라가도 안된다. 정면에 정해 놓은 물체의

넣고 다이빙을 하게 되면 수심의 변화에 따라 부력의 변화도 그만큼 커지

위치를 보면서 내 몸이 뜨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호흡으로 수평을 유지하도

게 되어 중성부력을 위해 BCD에 공기를 넣고 빼기를 자주 하게 된다.

록 연습한다. 이 방법이 호버링(Hovering)이다.

중성부력 기술을 익히는 것은 스쿠바다이빙 오픈워터 과정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완벽한 중성부력은 공기 소모 뿐만 아니라 체력소모도 현
저히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구경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며 또 수중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쉽게 숙달되지
않는다. 얼마간의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적당한 웨이트 무게 결정하기
적당한 웨이트의 무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중에
서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서 BCD(드
라이슈트 역시)에서 공기를 뺀 후, 잔압이 35bar/500psi 정도의 공기탱크
로 호흡은 충분히 들이킨 상태에서 수면이 눈높이에 오게 되는 웨이트의
무게이다. 그리고 천천히 하강하여 수심 5m에서 호버링(Hovering)할 수 있
어야 한다.

핀 피봇 자세

민물과 바닷물의 웨이트 차이
민물보다 바닷물에서는 전체 무게(몸무게+장비무게+웨이트무게)보다
0.03% 더 무겁게 착용한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 장비무게 20kg, 민
물에서의 웨이트 무게가 4kg이라면 비중은 민물 1, 바닷물 1.03이기 때문에
94kg x 0.03 = 2.82kg, 전체 무게의 0.03%인 2.82kg 더 무겁게 착용해야
한다.

호흡을 통한 중성부력 기술
중성부력을 위해 적당한 웨이트의 무게를 결정했으면 다음에 필요한 하나
의 중요한 기술은 호흡을 통한 중성부력 기술이다. 수영장 교육의 핀 피봇
(Fin pivot) 연습을 통해 숨을 들이쉬었을 때와 내쉬었을 때 부력의 차이를
경험했다. 다이빙 도중에는 항상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하지만 작은 수심의

호버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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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유영

눈 앞쪽에 모은 자세로 30초 정도 정지해 있을 때 몸의 앞뒤로 기우는 정도
와 몸이 양옆으로 도는 정도를 체크한다. 핀 쪽이 가라앉는다면 허리에 찬

수평 자세

웨이트의 적당한 양을 트림 포켓으로 옮기거나 발목 웨이트를 탱크 밸브에

불과 얼마 전까지 다이버의 자세는 수면 자세와 수중 자세 두 가지로 정의

걸면서 조정한다. 반대 현상에는 트림 포켓의 웨이트를 허리 쪽으로 이동한

했다. 수면 자세는 충분한 양성부력에 약간 뒤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말하

다. 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몸 양쪽에 같은 양의 웨이트를 대칭으

며 수중 자세는 완벽한 중성부력이 전부였다.

로 분배한다.

적당한 웨이트를 착용하고 중성부력의 다이빙을 해도 어색하게 움직이는

동굴과 난파선 통과 그리고 여러 개의 공기탱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각종

다이버를 볼 수 있다. 날렵한 수평 자세로 미끄러지듯 유영하기보다 물속을

텍다이빙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수평트림 자세이다. 완벽한 중성부력을

걷는 듯한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물의 저항을 전면으로 받는 모습이다. 적

전제로 손이나 오리발의 움직임 없이 수평으로 호버링하는 모습이다.

당한 중성부력을 만들었어도 다이버의 무게 중심과 부력 위치가 맞지 않아

1980년대 이미 동굴다이빙 마니아들은 초정밀 중성부력과 수평트림의 중요

생기는 현상이다.

성을 알고 있었다. 좁은 동굴속에서 최소한의 공기와 에너지 소모를 위한

대부분의 재킷 형태의 BCD 부력은 다이버 어깨 부분에 있고 무게 중심은

다이버의 자세와 동작 뿐만 아니라 동굴바닥의 침전물을 건드리지 않고 동

웨이트 벨트가 있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진행할

굴 천정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부력과 핀 킥을 위해 완벽한 수평 트림을

수록 핀 킥 방향이 허리선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된다. 당연히 온몸으로 받

구사하고 있었다.

는 물의 저항으로 에너지와 공기 소모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 말 GUE 창시자 Jarrod Jablonski는 동굴 밖에서도 이 기술이 중

완전한 수평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트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최근

요하다고 판단하고 GUE 핵심 커리귤럼으로 채택함으로써 레크리에이션과

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BCD는 4~5kg 정도씩 넣을 수 있는 양쪽의 웨이트

테크니컬에서 모두 주요 다이빙 기술로 연마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부

포켓(Weight Pocket)은 BCD의 중간 양옆에 있다.

분의 교육단체가 부력과 트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트림 자세 연습하기
평평한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자세에 머리는 앞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어깨는 넓게 벌리어 뒤로 젖혀 허리를 펴 배를 내민 자세를 만든다. 아주 불
편한 자세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 근육에 기억해 두어야 이 자세가 나온다.
이때 양손은 눈 아래쪽으로 하여 손목에 찬 컴퓨터가 다이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를 잡는다. 가슴부터 무릎까지 수평을 유지한 채 무릎을 직각
으로 세우고 핀은 바디라인과 수평 또는 약간 위아래로 향한다.
하체의 모든 근육 즉, 엉덩이와 무릎, 발목에 힘을 뺀 채 오리발의 최소 움
직임으로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 자세는 완벽한 중성부
력이 완성된 다음 웨이트의 적절한 위치 분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텍다이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6~8kg에 달하는 윙 프레이트(Wing Plate)가
이 자세에 효과적이며 부력 윙의 위치뿐만 아니라 무거운 프레이트와 탱크
의 미세한 높낮이, 수중 라이트, SMB 릴, 잔압 게이지 콘솔, 카메라 등 각종
장비의 위치가 트림에 영향을 준다.

웨이트 포켓

트림(Trim) 자세
수중에서 효율적인 다이버의 자세를 만드는 웨이트의 위치 조절
이 트림(Trim)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비상시 양성
부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양의 웨이트는 순간적으로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중성부력을 맞춘 뒤에 몸을 수평으로 하고 양손을 가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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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 자세

핀킥
A

부력과 트림에 상관없이 다이버의 추진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체력과
공기 소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부력과 트림을 유지한 상태로 전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일반적인 프러터 킥(Flutter Kick)보다는 변형된 핀 킥이
필요하다.

B

프러터 킥(Flutter kick)
프러터 킥은 오픈워터 프러터 킥(Open
water flutter kick)과 벤트 레그 프러터

프로터 킥

킥(Bent-leg flutter kick)으로 나뉜다.
오픈워터 프러터 킥은 스쿠바 입문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킥이다.
물장구치듯 다리 전체로 오리발에 파워를 전달하여 추진력은 최고라 하

C

겠지만 피로도가 높다. 바닥의 침전물을 일으키거나 산호초 등의 바닥 생
물에 피해를 줄 위험이 크고 몸의 뒤뚱거림이 많다. 하지만 순간적 속도를
낼 수 있는 킥이다. 강한 조류와 급히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땐 오픈워터 프
러터 킥을 사용한다.
벤트 레그 프러터 킥은 무릎부터 발목까지만 움직여 추진력을 얻는 변형된
킥(Modified fin kick)이다. 무릎이 바디라인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구부
린 모습으로 양쪽을 번갈아 빠르게 발목 쪽만 움직여준다. 엉덩이와 장딴지
는 수평으로 고정하고 오리발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발목을 유연하게 움직
여야 한다. 이 킥의 추진력은 작지만 좁은 동굴에서 바닥의 부유물을 생기

D

지 않도록 하며 전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킥이다.

프로그 킥(Frog kick)
프로그 킥(Frog kick)은 개구리 수영 즉 접영의 발차기와 유사한 모양의 핀
(O)

킥으로 텍 다이버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킥

프로그 킥

(X)

이다. 가슴에서 무릎까지 수평을 이루고 무릎을 직각으로 세운 자세에서
두 발은 동시에 똑같은 반달 모양으로 움직여 오리발의 바닥 부분을 이용

변형된 핀 킥(Modified fin kick)

해 물을 뒤쪽으로 미는 킥이다. 파워도 충분할뿐더러 장시간 킥을 해도 다

완벽하게 수평 트림을 하지 않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는 어깨 부분의 부력

리 근육 피로도가 낮고 몸의 좌우 흔들림이 없다.

으로 상체가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게 된다. 목의 피로도 없이 전방을 주

백 킥(Back kick)

되는 경향이 생긴다.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음성부력을 가지고 전진

백 킥(Back kick)은 호버링을 하는 도중 자신의 위치를 뒤에 있는 버디와

해야 하며 전진을 중지하면 다이버는 가라앉게 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맞추기 위해 또는 리프나 월 그리고 난파선 안에서 뒤로 물러서는데 아주

현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면 변형된 핀 킥(Modified fin kick)이 필요하다.

시하기에 좋은 자세이나 오픈워터 프러터 킥을 하면 몸은 수면 쪽을 향하게

훌륭한 기술이다. 수중사진작가들도 피사체에서 조심스레 후퇴할 때 사용
하면 최적이다. 프로그 킥(Frog kick)과 같은 원리이지만 쉽지 않은 기술로

복합적인 킥

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호버링을 할 때는 상체가 비스듬히 서 있지만 전진을 시작하면 상체부분
이 아래로 내려와 무릎까지 수평 자세를 취하고 핀도 다이버 뒤쪽으로 물

헬리콥터 턴(Helicopter turn)

을 차 보내 다이버가 상승하려는 힘을 최소로 한다. 이를 위해 시저스 킥

헬리콥터 턴(Helicopter turn)은 다이버가 수평 자세를 흩트리지 않으며 손

(Scissors kick)과 프로그 킥(Frog kick), 프러터 킥(Flutter kick) 등을 혼

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중심으로 수평 회전하는 기술이다. 한쪽 핀은 백 킥

합해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핀이 바쁘게 움직이는 연속 킥보다 한번 킥을

과 다른 한쪽 핀은 프로그 킥을 번갈아 해주어야 가능한 킥이다. 최고 고난

한 후에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기다리고 난 다음 다른 킥 동작으로 연결시

도의 킥이지만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을 하면 한순간 터득할 수 있다.

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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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의 스킨스쿠버
대표 : 곽주성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114번지
Web : http://www.gotaketeam.com
다음카페: http://cafe.daum.net/takeskinscuba
카톡: takeskin
E-mail : xpdlam@naver.com
Tel : 010-4605-0970

호남지역의 중심,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이크의 스킨스쿠버는
2009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하여
PADI 5스타 센터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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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은 국내 3,237개의 섬 중에서 67%인 2,067개의
섬을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해양지역이다. 그에 따른
여객선운항,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뛰어나며, 해양레포
츠에 관련하여 인구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호남지역의 중심,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이크
의 스킨스쿠버는 2009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하여 PADI
5스타 센터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2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내외 20회의 다이빙투
어와 년 평균 300여 명이 다이빙투어에 함께 하고 있다.
회원은 1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역별소모임과 연령대별 별도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최고로 생각하며, 수영장연습, 낚
시투어, 역사탐방투어, 맛집투어, 별빛투어 등의 이벤트를
통해 다이빙의 카테고리에 안전+즐거움+감성까지 함께
하는 호남 최고의 PADI 5STAR 센터이다.
테이크의 스킨스쿠버는 PADI 스쿠버다이빙과 PADI 프리
다이빙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EFR응급처치교육,
잠수기능사교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19년 100% 프로
젝트어웨어를 통하여 1,400달러 이상을 기부하였으며 정
기적인 수중정화활동을 통해 바다환경보호와 함께 즐거움
을 찾고자 한다.
2020년 저희와 함께 즐거움을 찾아 떠나보실 분은 “테이
크의 스킨스쿠버”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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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뉴서울다이빙풀
대표 : 김영중
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상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내 지하 3층
Tel : 02-892-4943, 02-893-4943
Web : http://www.scubapool.com/

자체 다이빙센터에 등록하면
따로 장소를 옮길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스쿠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받는 동안은 부담 없이 자체
다이빙 풀에서 연습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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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다이빙풀은 최첨단 시스템인 오존 처리의 방식과 최초의 인공해수 잠수풀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다의 강습(교육) 자격과 전문 트레이너로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다.
뉴서울다이빙풀은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할 수 있는 깊은 수심(2.7m 이상)의 풀
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자체적으로 다이빙 센터가 있어 스쿠버 교육생들을 모
집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외부 다이빙 센터의 강사들이 회원들을 데
리고 입장하여 스쿠버 강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기통(탱크) 등의 장비를 대여해
주기도 한다.
자체 다이빙 센터에 등록하면 따로 장소를 옮길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스쿠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받는 동안은 부담 없이 자체 다이빙풀에서 연습
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 다이빙센터들에 비해 다이빙풀이 있는
다이빙센터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이다. 다이빙 센터들이 대형 다이빙풀 인근에 모
여 있는 것도 다이빙풀이 가까이 있는 편리함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뉴서울다이빙풀은 레저 스포츠의 스킨스쿠바 교육과정을 최고의 교육 시스
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뉴서울다이빙풀
• 최고의 수질과 수온 : 용존 고형물질 측정기준(25~35ppm) 1~2급수
• 옥·내외 무료 대형 주차장
• 이동이 편리한 엘리베터
• 인공해수(연수) 잠수풀
• 넓은 쉼터와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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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LAW

다이빙 법률

다이빙 투어에 있어

‘기한’의 법률적 의미

부관 중 ‘기한’의 의의
겨울입니다. 다이버에게는 국내 다이빙이 줄어들고, 많은 다이
버 분들이 열대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실
시간의 흐름은 끊임이 없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를 매듭짓고
관념화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 정도

글/사진 민경호 변호사

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미래의 일들
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김없는 시간의 흐름과 장래의 어느 시
점에 대한 도래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관련 부가하는 것이 부
관이며, 지난 편에서는 그 중 조건을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
는 또 다른 부관인 기한을 보겠습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
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
케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어떠한 투어나 예약의 지불기한이
다이버가 자주 접하게 되는 기한입니다. 다만 기한은 법률행
위의 내용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의 종류와 효력
1. 조건과의 구별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
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케 하는 조건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AOW를 취득하면 투
어예약을 받아주겠다’고 할 경우에서와 같이 조건인지 기한인
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
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면 조건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
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부관의 효력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
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위
의 AOW와 투어예약의 예에서는 조건이라고 보아야겠지요.

2. 기한의 종류
시기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에 관한 기한을 말하고(민법 제
152조 제1항, 예를 들어 “2020년이 도래하면 예약금을 지불
하겠다”), 종기란 효력의 소멸이 걸려있는 기한입니다(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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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예를 들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이빙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또한 기한의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예를
들어 내년 추석의 도래)이 확정기한이고, 그렇지 않은 것(예를 들어
AOW 50로그가 되는 때)이 불확정기한입니다.

3.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효
력을 즉시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혼인·입양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에 시기를 붙이지는 못합니다. 나아가 소급효를 가지
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도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민법 제
493조 제1항 후문 참조). 따라서 투어나 교육비용의 지불에 있어 상계
처리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
가 많습니다.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는지는 우선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그런데 법은 당사자의 특약이
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반대의 취지가 명백하지 않는 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53조 제1항). 예를

의한다고 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고가

들어 투어 비용을 예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불기한이 있다면, 잔

의 리브어보드 투어 결제를 할 때 지불기한 이후 해당 대금을 수회에

금의 지불기한 이전에는 기한의 이익을 투어 참가자가 가집니다.

걸쳐 나누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 기한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3

마치며

조 제2항, 예를 들어 투어참가자는 잔금의 지불기한 이전에 이를 납부

지난 편 조건에 이어, 법률행위의 부관 중 기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니다. 기한은 특히 개인 간의 금전채무, 은행에서의 대출 등 우리의 일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동항 단서). 다이빙과 관련하여 이러한 배상의

상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부관입니다. 다이빙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지불에 있어서도 기한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 등 부관
을 통하여 우리는 불확실한 장래의 사정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

3. 기한 이익의 상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보다 확실한 오

계약 또는 법률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

늘을 더욱 밀도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겨울의 날들도 건강히 보내

용하여 그에게 이행의 유예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시기 바랍니다.

신용을 소멸케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
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외에 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민법 제
388조). 이른바 할부급채무에서 1회라도 할부금의 지급을 게을리 하
면 잔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기한이익상실 특약
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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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참조). 다이빙 관련 결제를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으로 할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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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제주의 수중은
당신의 육상보다
화려하다
글/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강사,
PADI Master Instructor)

우도
비양도

제주도

▼ 섶섬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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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깝고 편안한 비일상, 제주도 서귀포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1시간, 제주공항에서 서귀
포까지 렌트카로 다시 1시간. 서울에서 동해에 가는 시
간으로 닿을 수 있는 확실한 비일상. 가까운 낙원 제주
도, 그 중에서도 서귀포이다. 서귀포에 도착하면 두 가
지 감정이 공존한다. 비일상의 공간이라는 여행의 설렘
과 익숙한 국내 여행지라는 편안함. 제주바다를 사랑하
는 다이버라면 누구나 품고 있을 두가지 상반된 감정일
것이다. 가깝고 편안한 비일상의 여행지, 다이버라면 애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곳, 온더코너 멤버 27인과 함께
오션트리 리조트를 통하여 서귀포 바다를 2019년에만
여름, 가을 2회 방문했다.

2
1
2
3
4

다이빙과 여행,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오션트리 리조트의 전경과 온더코너 멤버들
테라로사 서귀포점에서의 휴식
섶섬의 아침풍경을 촬영하는 신동헌 강사
섶섬 그랜드캐년의 수중 봉우리와 박성웅 마스터

① 다이버의 천국 : 서귀포는 명실공히 국내 다이빙의
성지이다. 수많은 다이빙샵이 있고, 서귀포 시내 맞은편
에는 주옥같은 다이빙 포인트들이 펼쳐져 있다. 문섬,
범섬, 섶섬의 북쪽 포인트들은 섬이 먼 바다의 파도를
막아주어 잔잔하면서도 큰 조수차에 따른 신선한 바닷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건강하고 화려한 풍경들을 가
득 품고 있다. 수많은 다이버가 연중 방문하는 덕에 보
트다이빙, 섬다이빙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
고, 항구에 붙어있는 식당에서 슈트를 입은 상태 그대로
맛있는 점심식사(돌하르방횟집, 064-733-9288)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제주 토박이인 양충홍 오션
트리 대표강사(PADI CD, 010-3692-7252)는 일정 전반
을 물 흐르듯 막힘없이 진행하여 주었다.
② 가성비와 편안함 : 필리핀 등 저가의 다이빙 여행지
보다는 서귀포 다이빙의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

3

러나 숙식 일체의 다이브샵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
하고, 하루에 3회 이상의 다이빙을 진행하며, 그룹으로
렌트카를 할인 예약할 경우 전체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
도 한다. 조식은 바나나와 초코파이 등으로 간단히 해
결하고, 점심은 보통 다이빙 패키지에 포함되며, 저녁만
지역 맛집에서 맛있게 즐긴다면 여행견적을 효율적으로
짜볼 수 있다. 별도 휴가가 필요 없는 것 또한 국내여행
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③ 식도락과 산책, 일반적인 여행의 즐거움 : 제주는 모
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며, 편안하게 방문하는 여
행지이다. 그만큼 일반적인 여행의 즐거움도 가득하다.
식도락은 당연하다. 우리는 서귀포의 많은 맛집 중 특
히 혁이네수산(제철회, 064-733-5067), 목포고을(흑돼
지, 064-738-5551), 자리돔횟집(고등어회, 064-7331239), 검은여마당넓은집(오리백숙, 064-732-3809)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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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섬 그랜드캐년의 연산호 계곡과 유혜주 마스터
섶섬 작은 한개창의 연산호와 임소영 마스터
섶섬 너알의 새벽 풍경
섶섬 그랜드캐년의 자리돔 스쿨링과 이창욱 마스터
외돌개 포인트의 거대한 바위와 최지혜 다이버
섶섬 인공어초와 김환희 강사
섶섬 너알의 방어 스쿨링

3

즐겨 간다. 돌아가는 날에는 테라로사 서귀포점에 가서 커피도 한 잔하고,

한개창의 월다이빙에서는 보라색 연산호와 수많은 자리돔, 범돔을 보았고,

정원에 있는 귤밭도 돌아보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한라산을 바라보며

인공어초에서는 빼곡한 치어 떼를 만났다. 종합선물세트 같은 다이빙이다.

주변을 산책하는 여유가 무척 좋다.

달리는 용의 등 위로 솟아오른 연산호

서귀포 수중의 화려함
이른 아침의 평화와 다채로움

오후에는 범섬 기차바위 포인트에서 2회씩 입수했다. 서귀포의 서쪽에 위치
한 법환항에서 장비를 세팅하며 승선을 준비하면, 범섬이 손에 잡힐 듯 가
까이 있다. 기차바위는 범섬 북쪽에 있는 포인트로 매우 광범위하다. ‘기차’

이른 아침 다이빙은 섶섬의 그랜드캐년과 너알에서 했다. 그랜드캐년은 섶

라 불리는 바위 능선 위로 연산호가 끝없이 펼쳐진다. 조류를 타고 그 굽이

섬의 북동쪽에, 너알은 섶섬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두 곳의 지형이 유사하

치는 능선 위를 한참 날아 가다 보면 마치 화려한 비늘로 덮인 용의 꿈틀대

다. 15~25m 수심에 큰 바위들이 산재하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협곡이 많

는 등껍질을 보는 인상이다. 조금 어둡고 시야가 덜할 때가 있지만, 서귀포

다. 봉우리 위로는 자리돔이 흩날리고 방어떼가 날아 다닌다. 7시를 조금 지

에서 가장 화려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나 입수하면 수중이 점차 밝아오고 수면에 햇살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노란 연산호 군락이 아침햇살을 받아 빼곡하게 빛이 난다. 보트도, 다
이버도 비교적 적은 이른 아침의 제주 수중은 평화가 차오르면서 다채롭다.

제주를 꿈꾸며
일상이 지칠 때면 쉽고 빠르게 비일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까운 제주바다

변화무쌍한 다이빙

가 그리워진다. 빼곡한 연산호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자리돔, 따뜻하고

오전의 다이빙은 주로 섶섬 한개창에서 했다. 한개창은 오목하게 들어간 지

포근한 바다, 설레면서도 편안한 서귀포의 풍경, 식도락과 소소한 산책을

형으로 ‘만(bay)’ 보다는 작은, 섬의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서귀포에는 많은

곁들인 완벽한 휴식, 짜릿한 조류다이빙과 웅장한 지형들.

한개창 포인트가 있다. 썰물 때 섶섬 서쪽의 큰 한개창에서 입수하여 절벽

언제라도 제주를 꿈꾸지 않을 수 있을까? 제주와 함께 할 2020년의 여름철

을 왼편에 끼고 북쪽의 작은 한 개창까지 월다이빙을 진행한 다음, 북쪽의

이 벌써 기대된다.

모래지형으로 나아가면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 인공어초들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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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Reader's Story
Puerto San Carlos,
Baja California Sur ▼

Baitball Diving
in Magdalena Bay, Mexico
멕시코 막달레나베이에서의

베이트볼 다이빙
글/사진 김태엽(정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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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éxico

Adolfo López
Mateos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이하 BCS) 주에는 산카를로스
(San Carlos)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멕시코의 BCS 주는 다이버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라파즈(La Paz), 카보풀모(Cabo Pulmo) 등이 속해 있다.

Magdalena
Island

산카를로스는 라파즈에서 자동차로 약 4시간, 카보산루카스에서 6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매년 1~3월이면 귀신고래(Gray whale) 워칭 프로그램이 있

San Carlos

고, 10~12월이면 베이트볼 워칭 프로그램과 스포츠 낚시꾼들이 청새치 낚시를

Baja
California
Sur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작은 마을에 전 세계의 많은 수중사진가, 비디오 작가
들이 베이트볼 사냥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모여든다. 작년의 몇몇 팀이 엄청난 수

Magdalena
bay

의 새치들과 바다사자를 촬영하여 입소문을 타 올해는 많은 촬영가들이 산카를
로스를 찾았다. 필자는 스위스의 야생사진작가인 Fraco Banfi의 팀과 함께 5일간
산카를로스에서 수중촬영을 하였다.
산카를로스 앞에 위치한 만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연안으로 이곳을 막달레나베

Pacific
Ocean

이(Magdalena bay)라고 부른다. 여기서 수많은 청새치와 돛새치, 바다사자들이
정어리 무리를 사냥한다. 우리는 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먼저 정어리 떼
로 된 베이트볼(bait ball)을 찾아야 한다. 이 무리는 때로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

Santa Margarita
Island

Puerto
Chale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입수한 다이버 주위를 피신처로 생각하고 몰려들
어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 서칭 과정은 공기탱크 없이 프리다이빙, 스노클링으로
만 이루어진다.
아침 8시 출항하여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먼 바다로 2시간 이상 이동한다. 배의
스키퍼들은 오랜 경험으로 대략적인 청새치들의 출몰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부터 베이트볼을 찾는 것이다. 베이트볼을 쉽게 찾는 방법은 공중에
서 사냥하는 군함조(Frigatebird)를 먼저 찾는 것이다. 망망대해에 군함조들이 모
여 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면 그곳으로 향한다. 그 아래에는 반드시 베이트볼
이 있다. 수면에서 스키퍼들이 청새치의 지느러미와 정어리 무리의 은색 빛깔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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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다이버들의 입수 타이밍 그리고 위치를 정한다. 매 번 입수할 때마
다 청새치를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어리 무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제대로 구경하기가 힘들다. 많은 시도를 하다보면 하루에 1~2번
정도는 비교적 정적인 큰 무리의 베이트볼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번 찾은 정적인 무리들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다이버나 보트에 신경
을 쓰지 않고 오로지 사냥에만 몰두한다. 대개 청새치(striped marlin) 약
10~20마리가 베이트볼 주위를 맴돌며 한 마리씩 순서대로 사냥한다. 이

공중에서 사냥하는 군함조(Frigatebird) 무리들

때 바다사자 무리도 사냥에 합류한다. 청새치와 바다사자는 서로를 경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질서 있게 사냥을 이어나간다. 새치들은 시속 80km
에 이르는 속도로 한 마리씩 정어리를 습격한다. 이런 장면을 촬영하기 위
해 카메라의 셔터스피드 설정 및 스트로브의 촬영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
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한 번에 한 마리씩 입에 정어리를 물고
가는 청새치와 바다사자들. 수십 마리의 청새치, 바다사자가 정어리 떼를
사냥하는 광경은 장관이다. 간혹 청새치의 주둥이에 몸통이 찍힌 채로 간
신히 숨만 붙어있는 정어리가 다이버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기도 한다.
청새치와 바다사자 외에 간혹 한두 마리의 돛새치(Sailfish)를 볼 수 있으
며 돛새치는 몸이 검붉으며 지느러미가 몸의 전장에 걸쳐 이어져 있어 웅
장한 자태를 뽐낸다. 돛새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어류 중 하나로 알려
져 있다. 간혹 보니또(Bonito)나 마히마히(Mahi mahi, Dolphin fish)도 주변
에서 볼 수 있으며, 사냥 무리와는 떨어져 있지만 돌고래 무리도 수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간혹 물속에서 마주치기도 한다. 또한 청새치들이
있는 외해는 고래들의 이동경로가 되기도 한다. 1개월 동안 서칭을 진행하
는 다른 팀의 보트는 여러 마리의 오르카(Orca, 범고래)를 깨끗한 시야에

베이트볼(Bait ball)
정어리(sardine)나 고등어(mackerel)들은 상어나 돌고래, 새치 등과 같은 포식자들
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한데 뭉쳐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든다. 이 모양을 베이트볼(Bait

서 보기도 했다고 한다. 필자는 혹등고래를 2차례나 마주치기도 하였다.

ball)이라 한다. 이것은 물고기 떼들이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때 방어수단으로 공통

이번 투어는 필자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었다. 외해에서의 서

의 중심으로 공 모양으로 뭉친다. 그러나 베이트볼은 원형으로 뭉쳐 있어서 다른 많

칭은 그 과정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어종
들의 있는 그대로의 사냥장면을 보면 힘든 기억이 사라지곤 했다. 해외
의 여러 작가들은 스쿠버다이빙이 아닌 프리다이빙으로 여러 다양한 환
경(예를 들면 아마존강, 북극, 남극)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형어종을 위한 투어를 진행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수중

은 포식자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다. 작은 물고기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데 모
여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들고 큰 물고기들과 새들은 역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거대한 공 모양 속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사냥한다. 이 모습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대드라마이다.

청새치(Blue Marlin) Striped marlin
침처럼 앞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둥이, 짙은 푸른색의 가로무늬를 한 청새치. 다

사진 애호가 및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다이버들에게도 이러한 투어들이

이버들에겐 다소 생소한 어종이다. 갈고리에 걸리면 무서울 정도로 반항하는 전설

더 알려졌으면 한다.

적인 힘으로 인해 스포츠 낚시꾼들에게는 친숙한 청새치이다.

김태엽(정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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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eyard of the Atlantic : North Carolina Outer Banks

Home of Sand Tiger Sharks
대서양의 무덤 : 노스캐롤라이나 아우터 뱅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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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sh!, Mike, our guide, is making a soaring cannonball splash as he

Sending down a checkout diver is not a luxury, because the Outer

jumps into the water armed with the anchor, a heavy chain and the anchor

Banks in North Carolina are known as the "graveyard of the Atlantic"

line. Like a kamikaze pilot, he races down to secure the anchor at the

for good reason. The seas can be choppy and rough. Many ships never

wreck. He communicates with the captain through the microphone in his

saw their approaching demise and now these ships serve as dive sites.

full-face mask. "It's sharky today!" he passes on to the surface through

Furthermore, underwater conditions are constantly changing.

his communication set, "visibility is about 15 meters." That is all we

“대서양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Outer Banks는 체크

need to know. To ensure that we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 anchor line

아웃 다이버를 내려보내는 일이 쉽지 않다. 바다는 고르지 않고 거칠기도

underwater he lays out a yellow guideline on port and starboard side of

하다. 많은 선박들이 다가오는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침몰되었는데, 현재

the wreck. He then makes a connection between the anchor line and the

침몰된 선박들은 다이빙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여전히 수중 상태는 끊임

double hang lines at 5m on both sides of the ship. The hang lines are

없이 변화하고 있다.

weighted and have extra tanks attached to it. All in all, that makes it super
easy to descend to and ascend from the wreck. Our shark journey begins!

Without further ado, we jump in and start descending. Initially we

Splash!, 가이드인 마이크는 무거운 체인과 앵커라인을 들고는 물속으로

cannot spot the wreck of the Aeolus, but slowly the vague contours

뛰어들어 캐논볼 스플래시(cannonball splash)를 만들고 있다. 마치 l가미

start emerging. Then we see what we came to see; our first super sized

카제 조종사처럼, 그는 난파선에 앵커를 고정시키고 있다. 자신의 풀페이

female sand tiger shark that hovers above the deck. We follow the

스마스크의 마이크를 통해 선장과 통신한다. “상어가 보여요!” 그는 통신

guideline towards “Club Aeolus”. The 150m long Aeolus is one of

기기를 통해 수면으로 말을 전달하면서 “시야는 약 15미터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수중 앵커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는 난파선의 우현과 포트 측에
노란색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보트의 양쪽에서 앵커선과 이중
행 라인(hang line)을 5미터 정도로 연결했다. 행 라인에 웨이트를 매달고
보조탱크를 매달아 놓는다. 이제 난파선으로 쉽게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
게 되었다. 상어 여행이 시작되었다!

Graveyard of the Atlantic
Graveyard of the Atlantic is a nickname of treacherous waters and location of numerous shipwrecks off the
Outer Banks of North Carolina. The Outer Banks are a 320 km string of barrier islands and spits off the coast
of North Carolina and southeastern Virginia,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대서양의 묘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아우터뱅크스(Outer Banks)의 외해 쪽에 위치한
위험한 해역과 수많은 난파선들의 별명이다. 아우터뱅크스(Outer Banks)는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노스캐
롤라이나와 버지니아 남동쪽 해안에 쭉 늘어 있는 320km 길이의 베리어 열도(barrier islands)이다.

개체를 조절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피딩을 하지는 않는다. 상어는 늘 club
주위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이빙 브리핑에서 절대로 클럽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난파선의 둘레를 따라 상어가 우리를 향해 올 때까지 기다
려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기다리고 있으면 커다란 상어가 이빨이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리거나 다문 상태로 유형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샌드타
이거샤크는 매우 사나워 보이지만 아주 온순하며 다이버를 위협하지 않는
다. 상어들 중에 Claude라는 어린 상어를 발견하였다. 이 지역의 난파선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공헌한 Claude Hull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상어
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Caution is noted when diving these wrecks, due to their depth. Just to give
an idea, the club Aeolus is at 28m and it is the prime spot for the sharks.
Therefore, dives will often be shorter than half an hour when you follow
no decompression diving. Nonetheless, nobody complained when we
were offered a double dip on the Aeolus and we gladly accepted another
opportunity to enjoy the sharks in the club.
난파선 다이빙을 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수심이다. club Aeolus
에서는 수심 28m 정도에서 상어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수심이 깊다 보니 다이빙 타임을 30분 이내로 하여 데코가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2회 다이빙을 하였는데 아무도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club에서 유형하는 상어를 마음껏 즐겼다.

North Carolina’s popular wrecks that was sunk as an artificial reef and lies

Incidentally, it is no problem whatsoever to dive a different wreck each

in 35m of water. It became the home base for tens of sharks, particularly

time. The Graveyard of the Atlantic gets its name from the hundreds of

in an open area that has been named the “Club”. Although sharks are

shipwrecks scattered along the coastline. Plenty of them are historical

present year-round, their numbers increase from May to October. No bait

wrecks and many are World War II casualties, such as those that tried to

is used to keep the sharks in the area, they simply remain there. Whatever

cross the Atlantic and were attacked by the German U-boat fleet. On top

the total number may be, it is a bustle of activity in and around the club.

of that, several ships were purposefully sunk as artificial reefs and now

The briefing instructed us not to enter the club but to wait along the

serve as dive sites. The good news for us: they rest at depth that can be

perimeter of the wreck and let the sharks come towards us. That is exactly

reached with standard scuba diving equipment.

what they did. What magnificent creatures. You only need a second to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난파선은 마치 무덤처럼 보여 대서양

notice the long, outward-pointing teeth, which remain visible even when

의 무덤(The Graveyard of the Atlantic)이라고 불리워진다. 매회 다른 난파

the shark’s mouth is closed. Although ferocious-looking, sand tigers are

선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대서양을 건너려다가 독일 U보트 함대에 의해 공

quite docile and show no aggression to divers. Among the different sharks,

격당한 사람들처럼 그들 중 많은 수가 역사적인 난파선이며 많은 사람들이

we spot a youngster, named Claude, who got his name to acknowledge the

제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이다. 그 외에도, 몇몇 배들은 의도적으로 인공 암

contributions of Claude Hull in localizing and identifying several of the

초로 침몰했고, 지금은 다이빙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이버에게 좋은 소

wrecks in this area.

식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스쿠버다이빙 장비로 다이빙이 가능한 수심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뛰어들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Aeolus의 난

는 것이다.

파선이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희미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원하
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 갑판 위에 초대형 암컷 샌드타이거

By far one of the most popular dive sites is the wreck of a German

샤크가 나타났다. “Club Aeolus”로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갔다.

submarine, the U-352. U-352 left early April 1942 to the Unites States

150m 길이의 Aeolus는 수심 35m에 침몰되어 있는 인공 리프 역할을 하는

and attacked the Coast Guard cutter Icarus on the 9th of May 1942. The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인기 있는 난파선 중의 하나이다. 이곳은 수십 마리 상

torpedoes missed and the subsequent counterattack was fatal. Under

어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Club”이라고 불리는 오픈된 장소였다. 상어는 연

international law all naval wrecks are termed “sovereign immune” and

중 내내 볼 수 있지만 5월에서 10월까지는 숫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상어의

because it suffered casualties, it is now officially declared a war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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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one must be deeply respectful when diving this wreck
and penetration is not allowed.
가장 인기가 있는 다이빙사이트 중의 하나는 독일 잠수함 U-352 난
파선이다. U-352는 1942년 4월 초 미국으로 출발하였는데 1942년 5
월 9일 해안경비대 이카루스의 공격을 받았다. 어뢰는 잃어버리고 받
은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국제법에 의거해 모든 해상 난파선은 “주권
면역”이라 불리며 사상자가 발생해 공식적으로 전쟁 무덤으로 인정되
었다. 난파선 다이빙을 할 때는 항상 수심에 주의해야 하며 난파선 내
부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The wreck of the U-352 is at the limit of recreational diving, at a
depth of 40 meters. The 65 meters long wreck sits inclined at the
bottom at an angle of 45-degrees. Although the condition of the
U-boat has worsened over the years, it is still relatively intact and
the main features can still be recognized. The conning tower is the
most striking feature at 25 meters depth. The torpedo tubes on the
front side are also still clearly recognizable. Like all the wrecks we
dived, it is home to large schools of fish, even schools of spadefish.
U-352의 난파선은 40미터 깊이에 있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
수심에 위치해 있다. 65미터 길이의 난파선은 45도 각도로 바닥에

기울어져 있다. U-보트의 상태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도 원형을 보전하고 있어 배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배의 전망
탑은 25미터 깊이에 있으며 잘 보인다. 앞부분에 있는 어뢰관의 형태도 제
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곳의 난파선 주변에서는 늘 물고기의 무리들이 서
식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이드피쉬 무리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다.

Another example of a ship that was purposefully sunk is the Spar, a
Coast Guard cutter. It is only separated from the Aeolus by several
10’s of meters of distance. It is 50m long, 12m wide and lies, nearly
fully intact, at a depth of 30m. The Spar got its name from the US
Coast Guard Motto "Semper Paratus, Always Ready", and was a highly
awarded vessel before it was decommissioned in 1997. We encountered
the sand tiger sharks slightly off the wreck, hovering above the sandy
bottom. The sand tiger shark is the only shark that is known to maintain
neutral buoyancy by gulping air at the water’s surface and holding it
in its stomach. This allows the sand tiger shark to hover motionless in
the water without the need to keep moving. An added advantage of this
is the fact that the sandy bottom around the wreck is literally covered
with shark teeth and it is not too difficult to bring back a souvenir shark
tooth. Seeing the sharks hover nearly motionless could give a false
impression that they are absolutely harmless. However, they are able
to perform a tail whipping behaviour that sounds like a whip cracking.
It seems to be unclear why they exactly would do this, but defence of
personal space may explain the behaviour. One of our fellow divers had
the good fortune to experience the pressure wave resulting from such a
tail slap. The sound it made was clearly audible to all of us.
고의로 침몰시킨 선박의 또 다른 예는 해안경비대인 스파(Spar)이다.
Aeolus와는 10m 정도 떨어져 있다. 길이는 50m, 폭은 12m이며 깊이는
30m에 정도에 위치해 있다. Spar는 미국 해안경비대 모토인 “Semper
Paratus, Always Ready”의 의미이며 1997년에 해체되기 전에 상을 받은
선박이었다. 샌드타이거샤크가 난파선에서 약간 떨어져서 모랫바닥 위로
빙빙 돌고 있다. 샌드타이거샤크는 수면에서 공기를 마시고 위에 저장하
여 중성부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상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샌드타이
거샤크가 물 속에서 계속 움직여야만 하는 다른 상어와 다른 점이다. 난파
선 주변의 모랫 바닥을 살펴보면 상어 이빨이 떨어져 있어 기념품으로 가
져갈 수 있어 매력적이다. 얼핏보면 상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
이지만 꼬리지느러미 부분을 마치 채찍질 하듯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공간을 방해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동료 다이버 중에 한 명이 꼬리지
느러미가 몸에 닿는 경험을 하는 행운도 얻었다. 우리 모두 소리를 분명히
인식했다.

Due to the large number of wrecks, it will not come as a surprise than
occasionally some mistakes were made in the identification of wrecks.
An example is the Papoose, as it is in reality the wreck of th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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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ton. At the start of the WWII, U-boats were very successful in their

전에 배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스쿠버 다이버

mission and they sank many Allied ships. In the turmoil of those days,

는 이 난파선을 그대로 파푸스라고 부른다. 125m 길이의 난파선은 바닥에 뒤

the wreck was misidentified and now carries the names of the Papoose.

집어 있으며 상어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큰 무리의 물고기가 나타날 때

Even though this has been resolved a long time ago, the nam e stuck

는 물고기에 가려져 난파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and most scuba divers refer to the wreck as the Papoose. The 125m long

누군가가 핀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두드린다는 느낌을 받아 뒤를 돌아보

wreck is upside down at the bottom and offers many places for sharks

면 아무도 없다. 가끔은 엠버잭(Amber jacks)이 다이버를 괴롭히기도 한다.

to find shelter. This was the site with the largest schools of fish by far, to

상어도 많이 보인다. 가끔은 상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물고기 무리 때문에

a level that, at times, the wreck was not visible anymore. An additional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장면은 얼

problem were the amber jacks. While focusing on taking pictures you

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른다.

constantly had the feeling that somebody was tapping your shoulder of
pulling your fins. And each time you turned around there was nobody

At the end of the week, with our logbooks full of stamps, we leave

to be seen. Until you noticed that amber jacks were also harassing other

Olympus Dive Centre with a big grin on our faces. North Carolina,

divers. Entertaining for a couple of minutes, but highly annoying after a

mostly known for the large number of shipwrecks, is also home to

short time. There were also a large number of sharks; the problem was

spectacular underwater life. The real stars of the show are the sand tiger

to get a clear shot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prey fish surrounding

sharks. Elegant beauty with a sinister grin.

the sharks. With hindsight, that sounds more like a luxury problem than

일주일 정도 지나 로그북에 스탬프를 찍고 만족스럽게 올림포스다이브센터

a real drama.

(Olympus Dive Center)를 떠난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많은 난파선으로 유

난파선이 워낙에 많다보니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Papoose라는 난

명하지만 그 주변에는 환상적인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파선은 실제로는 W.E. Hutton 난파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곳의 스타는 샌드타이거샤크이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리우며 미소를 짓는

U-보트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많은 연합군 함선을 침몰시켰다. 당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진 .

시 난파선이 잘못 인식되어 현재 Papoose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오래
2020 January/February | 119

다이빙 여행지 소개

Yap, Micronesia

Dive for Sharks, Manta Rays
and Macro, every day!
Yap섬에서
매일 상어, 만타레이 및 마크로 다이빙을!

사이판

괌

얍제도
팔라우

Yap’s big animal sanctuary is rich in macro life with daily opportunities

M’il Channel is a mile long dive area with 4 named dive sites that

to see and photograph critters. Several key diving areas and Yap’s most

provides the opportunity to see more than half of Yap’s macro diversity.

popular dive sites are also where we ﬁnd the most interesting macro

Nudibranchs, leaf ﬁsh, various gobis and blind shrimp pairs, blennies,

subjects.

dragonnettes, anemone ﬁsh, reef shrimp, flounder, squat lobster,

Slow n Easy is the closest dive site to the hotel and is a macro

rock mover wrasse, mantis shrimp, octopus, antheas, Flat worms are

guarantee, a photographers favorite for a variety of critter life.

commonly found diving Yap.

Yap Caverns is one of Yap’s world famous sites where divers interact

Critter diving in Yap can be done up to 4 times a day, including right off

with the reef topography on swim through routes surrounded by

of the boat dock and choices between mating Mandarinﬁsh dusk dives, a

cleaning fish and sharks in the blue… and this is where a lot of our best

standard night dive, UV light night diving as well as blackwater dives.

macro encounter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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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섬 주변의 넓은 동물보호 구역에서는 매일 수중생물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몇몇 주요 다이빙 지역과 Yap의 가장 인기가 있는 다이빙사이트에는 흥미로운 매
크로 피사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low n Easy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다이빙 장소이며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어 사진가들이
선호하는 매크로 사이트이다.
Yap Caverns는 Yap섬에서 유명한 사이트 중의 하나이며, 다이버들이 푸른 신비한 세계 속에
서 상어와 청소고비가 어우러진 암초 지형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매크로 피사체를 만
날 수 있는 곳이다.
M'il Channel은 Yap섬의 매크로 다양성의 절반 이상을 볼 수 있는 4개의 다이빙사이트가 있
으며, 1마일 길이의 다이빙 지역이다. Nudibranchs, Leaf fish, 다양한 Gobis, Blind shrimp
pairs, Blennies, Dragonets, Anemone fish, Reef shrimp, Flounder, Squat lobster, Rock
mover wrasse, Mantis shrimp, Octopus, Anthias, Flat worms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Yap섬에서의 크리터 다이빙은 보트 선착장 인근에서 하는 만다린피쉬 짝짓기를 보는 황혼 다
이빙, 일반적인 나이트 다이빙, 블랙워터 다이빙과 같은 UV 라이트의 나이트 다이빙 중에서 선
택하여 하루 최대 4번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다.

Manta Ray Bay Resort provides FREE
travel and flight assistance from anywhere
in the world to Micronesia, check out www.
mantaray.com/ﬂight-help/ for more info.
Manta Ray Bay Resort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미크로네시아까지 여행 및 항공 안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antaray.
com/flight-hel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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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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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합회 회원사

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삼척

서울
인천

울릉도
왕돌초

독도

울진/영덕
격렬비열도
대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대구

창원

광주

부산
거제

통영
목포

홍도

통영

왕돌초

남해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제주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독도

서귀포/문섬

경남 남해

제주도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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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팔라우

홍해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같이 어울어져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색상
의 열대어들이 산호를 감싸고 휘돌고 있다. 이 곳에
는 l8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적어도 10%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종이다. 더
군다나 이 곳은 대형어종이 서식하기에도 적합한 환
경을 가지고 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Palau)는 신비한 느낌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천상의 바다를 자아내
는 환상의 섬나라이다. 팔라우는 괌,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사이에 600km 넘게 펼쳐져 있는 군도(群島)
로, 총 3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
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며, 섬 주위
에는 광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조레스제도

몰디브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따라 시
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록달록 색
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빙, 고래상
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브를 찾게 하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월에 최남쪽
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이트 스노클
이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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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셜
모리셔스
르위니옹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팔라우

필리핀

르당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축

알로르

파퓨아뉴기니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사딘런/베이트볼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애들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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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피지

통가

과달루페섬

세노테

코르테즈해

바하칼리포르니아반도 서해안에서 241km, 바하칼리
포르니아주, 엔세나다(Ensenada)의 남서쪽 400km
의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이다. 1923년에 바다
코끼리(Walrus)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과달루페섬은 생물권 보호 지역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섬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멕시
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곳은 약한 석회암 지반이 침식되어 지하수로 가득
찬 수중동굴로 형성되어 있다. 전체 길이는 총 300㎞
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중동굴은 지상의 세노테
(Cenote)라는 우물과 연결된다. 유카탄 반도에는 6천
개 이상의 세노테가 있는데, 지하의 수중동굴과 연결
된 땅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에 따라 모양이 모두 달
라서 모든 세노테가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멕시코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독특하고 풍
부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어 혹등고래(Hump-back
Whale), 회색고래(Gray Whale), 고래상어(Whale
Shark), 만타레이(Manta Ray) 등의 이동성 생물들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천혜의 다이빙 지역이
라 할 수 있다. 세계 고래류의 약 30%가 이곳에서
발견된다.

갈라파고스제도

노스캐롤라이나

갈라파고스 제도는 다윈의‘진화론’
의 기반이 된 곳
으로,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침식
된 화산의 수중에는 믿을 수 없이 많은 산호와 물고
기들이 번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다이버들
에게 꿈의 여행지로 거대한 바다거북, 이글레이, 만타
레이, 마블레이, 카우레이, 몰라몰라, 고래상어, 망치
상어, 바다이구아나, 물개, 바다사자, 해마, 레드립뱃
피시, 불헤드샤크 등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
귀한 수중생물들을 한곳에서 대부분 구경할 수 있다.

과달루페섬
유카탄반도

막달레나만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바하마제도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프렌치폴리네시아

얍

호주 대보초

얍제도의 다이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타레이
(Manta Ray)를 보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얍제도에서 만타레이를 보기 위해 모여
들어 연중 다이버의 발길로 붐빈다. 대부분의 사이
트들이 얕은 수심(18m 이하)에 자리 잡고 있고, 수
온이 연중 따듯하여 초보자들도 다이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시야도 맑아 만타레이뿐만 아니
라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경산호과 다양한
해양생물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퀸즐랜
드(Queensland)주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다. 전
체 면적은 207,000㎢, 길이는 약 2,600㎞, 너비는
약 500~2,000m이다. 북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남안의 플라이(Fly) 강어귀까
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퀸즐랜드주의 레이디
엘리엇(Lady Elliot)까지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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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앙가섬

코론

롬브론섬

부수앙가섬 북쪽에 있는 카라위트섬(Calauit) 주변은
10m 내외 얇은 수심의 산호초는 산호모래로 덮여있
고 이 산호모래에는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다. 그래
서 이곳은 듀공(Dugong) 서식지로 적합하다. 마을 주
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섬 주변에는 현재 약 30여 마
리 정도 듀공이 살고 있다고 한다.

코론섬은 호수와 동굴이 많다. 그래서 기후와는 상관
없이 항상 맑은 시야를 유지하는 호수 다이빙과 동굴
다이빙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할 수 없는 호수 다이빙이나 동굴 다이빙과 같
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롬브론섬은 필리핀의 지리적 중심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중심에 있다. 이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
기 어려운 슈퍼마크로와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이 모
든 다이빙 사이트에서 서식하고 있어 많은 수중사진
가들이 찾아가고 있다. 몇년 전부터는 밤에 블랙워터
다이빙 서비스를 하고 있어 낮과 밤에 신비로운 생물
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클락
수빅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투바타하리프
투바타하리프는 2개의 아톨(Atoll)인 북 아톨(North
Atoll)과 남 아톨(South Ato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아톨은 폭 8km 정도의 채널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아톨의 상층부는 모래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
조 때는 군데군데에서 사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
기도 하며, 만조 때에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몇개의 작
은 섬들이 있다. 투바타하리프의 다이빙은 리브어보
드로만 가능하며, 다이빙 시즌은 계절풍이 부는 몬순
(Monsoon) 기간인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3개
월)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 외의 시즌은 다이빙이 불
가능하다.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자카르타

까마귄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모알보알
모알보알 지역의 다이빙은 비치 다이빙 또는
인근 다이빙사이트들의 보트 다이빙으로 이
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다이빙사이트가 리조트
에서 방카로 5~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1회 또는 2회 다이
빙을 하고 샵으로 돌아와서 쉬었다가 다시 나
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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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onesia Diving Spots

렘베해협

암본베이
라자암팟

Bitung과 Lembeh섬 사이에는 화산재 지대로 국제적
으로 유명한 렘베해협(Lembeh Strait)이 있다.
렘베해협은 수중생태가 풍부한 다이빙 지역으로 수
많은 해양생물을 품은 어두운 화산 모래로 덮여있다.
최고의 해양생태를 보여주는 렘베해협은 많은 종류
의 수중생물을 제공하며 그 중 상당수는 지구상 어디
에서도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부 생물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시기에 따라 다른 볼거리가 있다.

암본만(Ambon Bay)은 세계적 수준의 먹다이빙
(Muck Diving) 지역이다. 그리고 암본만에서 렉다이
빙과 블랙워터 다이빙도 가능하다. 또한 암본섬의 남
부와 서부 해안에서 다이내믹한 리프 다이빙(Reef
Diving)을 제공한다.
암본만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생물은 사이키데릭 프
로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이다.

라자암팟(Raja Ampat)에는 갖가지 산호와 다양한 어
류들을 볼 수 있는데 피그미해마만 해도 4종류 이상
을 볼 수 있으며, 한번 다이빙에 10마리 이상의 만타
레이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잭피쉬나 바라쿠다 무
리는 물론이고 워킹샤크(Walking Shark), 워베공샤크
(Wobbegong Shark)를 비롯하여 모불라(Mobula)의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코모도

발리섬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최고이다.
우선 발리섬 다이빙은 첫째로 꼽는 툴람벤
(Tulamben)에 있는 USAT Liberty Wreck(리
버티렉, 난파선 포인트)이다. 이곳은 발리에
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장소 중에 하나이
며, 접근이 쉽고 풍부한 해양생물로 어우러
져 있다. 아메드(Amed)는 연산호로 덮인 웅
장한 절벽이 유명하고, 세라야 시크릿(Seraya
Secrets)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코모도섬내에서는 숙
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트립의 경우 가
장 가까운 항구인 라부안 바조에 머물면서 매
일 코모도 섬으로 오가야 한다. 라부안바조에
서 코모도 국립공원 북부까지는 편도 약 2시
간이 소요된다. 하루 3회 다이빙을 한다고 생
각할 때 코모도까지 왕복 이동 4시간, 포인트
간의 이동에 2시간으로 하루에 6시간은 배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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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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4월)

시즌 : 연중(B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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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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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5월)/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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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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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5월)

최소일정 : 5박 6일

특징 : 세계적인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으로

시즌 : 연중(B 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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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리브어보드

리조트

듀공을 만나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아포리프

롬브론섬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아포리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이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이 지역은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UNESCO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올라있고, 아포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2019년 5/6월

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아닐라오

구역이다. 운이 좋으면 듀공을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난파선 다이빙과 호수 다이빙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자!

코론/부수앙가섬

보라카이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B 10~6월)

시즌 : 연중

특징 :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특징 : 보라카이섬은 에머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

24일에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상 스포츠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

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

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과 바(Bar)가 있어 가족단위로 다이빙 여행을 해도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곳이다.

리브어보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슬루씨/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 연중(B 3~10월)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특징 : 티카오섬(Ticao Island)은 고래상어와 만타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

레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거대한 해양생물

과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이 서식하는 만타바울(Manta Bowl) 다이빙 지역 외

수 있다.

에도 우독섬(Udoc)과 산미구엘섬(San Miguel)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다이빙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호 정원과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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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리포

롬블론

리조트

물들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론

보라카이

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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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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
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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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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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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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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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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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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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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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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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천수만의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남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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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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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Y

CM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MY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C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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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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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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대보초

중남미(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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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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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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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최소일정 : 7박8일
시즌 : 연중
특징 :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의 남쪽에 있는 코즈멜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남미의 파라다이스

남미의 파라다이스

다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

쿠바

케이만제도

남미의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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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벨리즈 불루홀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4~11월

특징 : 쿠바는 오랫동안 배경에 숨어있는 다이빙 목

특징 : 카리브해에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적지였지만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스쿠버 스팟의 슈

케이만제도는 400개 이상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퍼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의 다이빙에서 최대 6

케이만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엔젤피쉬를 만

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악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나는 즐거움이 있다.

기도 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섬은 이글레이 무리를 볼 확률이 높고, 태평양과는
리브어보드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
특징 : 벨리즈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 지대로 우주에서도 보이는 그레이트 블루홀
(Great Blue Hole)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코즈멜섬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남미의 파라다이스

대서양의 무덤

바하마제도

노스캐롤라이나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인 딘스 블루홀

특징 : 이곳은 대서양의 무덤(Graveyard of the

(Dean's Blue Hole)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또한

Atlantic)이라 불리는데 16세기에 1,000척이 넘는 배

바하마의 국가 물고기인 나소(Nassau)의 그루퍼들

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샌드타이거샤크(Sand

이 수천마리가 모여들어 스퍼닝을 하는 모습을 관찰

Tiger Shark)의 무리를 볼 수 있고 시야가 좋고 따뜻

할 수 있으며, 스파이니 랍스터의 행진도 볼 수 있다.

한 수온까지 더해져 좋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

벨리즈

바하마제도

유럽

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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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12월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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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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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전문여행사

개인/동호회/다이빙샵 불문하고 연락주세요.

(주) 액션투어

다이빙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Tel.02-3785-3535
Web : www.dive2world.com
Email : bluemjl@hotmail.com
Mobile : 010-8521-4707
Talk : AngelaMinjung

2020년, 2021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2020년 몰디브 리브어보드
일정 2020년 1월 31일~2월 9일
특징	럭셔리 리브어보드의 대명사, 몰디브. 7일
간 일정으로 떠납니다.

2020년 추석 이집트 홍해다이빙
일정 2020년 9월 30일~10월 11일
특징 홍해 일정 중 마르사알람에서 출발하는
루트입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보석, 라자암팟
일정 2020년 2월 1~15일
특징	최고의 시즌에 떠나는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사진가 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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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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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멕시코 소코로 리브어보드
일정 : 2021년 3월 13~26일
특징 : 새로이 뜨고 있는 핫 플레이스 소코로.
혹등고래 시즌에 맞춰 떠나는 최고의 일정

2021년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일정 : 2021년 12월 6~19일
특징 : 한해의 마무리를 인도네시아 다이빙의 정수,
트리톤베이 투어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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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미국행 보안인터뷰·추가검색 불편 줄어든다
올해(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행 항공 여객의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공항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미국행 항공기 보

등의 불편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4∼6일 미국 마이애미에

안규정을 충족하는 등 보안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

이번 합의서 체결로 앞으로 우리 다이버들이 투어를 자주 가는 멕시코를

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맺었다고 지난 12월 11일 밝혔다. 양

비롯하여 중남미를 갈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미국 입국에 불편이 해소될

국은 합의서에 따라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보안 규

것으로 기대된다.

정 검토와 현장 방문 등 세부 협의와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미국을
취항하는 전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 검
색을 강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왔다. 이로 인해 연간 345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미국행 승객이 보안 인터뷰와 탑승구 앞 전자
제품·분말·액체류 등의 추가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또 연 1만4천
100편의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가 항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어
지면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9
번의 평가 결과 인천·김해공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우리나라

2020년 연차 쓰기 좋은 날
1월

1월 1일 신정에는 앞의 월,화 또는 뒤의 목,금에 연차를 내

5월

면 주말을 포함하여 총 5일 연휴가 된다. 구정은 1월 23일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4월 30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말이 연달
아 있어 5월 4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을 포함하여 총 6일의 휴일이 된다.

또는 1월 28일에 하루만 연차를 내도 총 5일의 연휴를 즐
길 수 있다.

9월

추석에는 9월 28~29일의 이틀 연차를 내면 무려 9일간 연휴가 된다.

10월

10월 한글날에는 앞이나 뒤로 하루만 연차를 내도 주말을 포함하여 4일

4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 전이나 후에 이틀의

간 연휴가 된다.

연차를 내면 총 5일 연휴가 된다.

12월

12월 성탄절에는 앞이나 뒤로 하루만 연차를 내도 주말을 포함하여 4일
간 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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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 정상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을 꾸짖은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

저탄소를 위한 캠페인

플라이트 셰임 운동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 정상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 “당신들이 헛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
았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어요. 저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우리 같
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바라며 오셨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16세 소녀는
“당신들이 헛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 정상들
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볼 것”이라며 긴급하게 행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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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 정상 회의는 약 60명의 세계 정상들이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가 잠깐
청중 속에서 모습을 비췄다. 그레타 툰베리는 UN에서 그와 마주친 것이다. 이 회
의에서 그녀가 전 세계 정상들이(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며 토로한 연설은 전 세계에 보도됐다. 또한 기후 변화 대처에 회의적이라고 알려
진 트럼프 대통령을 주시하는 그녀의 이미지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Greta Thunberg)는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을 알리기 위해서 비행기 대신
영국에서 2주간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등 자신의 신념을 실천에 옮기고 있
다고 소개되었다.
그 후 지난 5월 타임지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꼽았
다. 이후 그녀는 소셜 미디어에 “지금 나는 전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다”고 썼다. 6
월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그녀에게 2019년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또한 GQ맨이
선정한 2019 ‘올해의 게임 체인저’로서, 이 잡지 10월호 표지를 장식하게 됐다.
타임지가 올해(2019년)의 인물로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를 선정했다.

저탄소를 위한 캠페인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은 비행기와 부끄러움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온

플라이트 셰임 운동의 행동강령

실가스의 주범인 비행기를 타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자는 뜻이다.

• 비행기보다는 가급적 기차 타기

플라이트 셰임 운동은 2017년 스웨덴 가수 스테판 린드버그(Stafan Lindberg)

• 국제회의는 화상통화로 대체

가 지구를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확

•	비행기를 꼭 타야한다면 승객 1명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산되고 있다.

줄이기 위해 비행기에 가급적 승객을 많이 싣는 편을 타기

실제로 비행기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운송

•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보다는 이코노미석 타기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환경청(EEA)의 추산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

• 비행기 연료를 줄이기 위해 수하물 줄이기

를 이동할 때 버스는 68g, 기차는 1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비해 비행

•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 직구 줄이기

기는 285g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비행기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	단거리 항공편은 장거리보다 연비가 좋지 않으므로 최대한 타

알려지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에게 환

지 않기

경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유럽 각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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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경남수중핀수영협회장배 수중대회

제11회 경남수중핀수영협회에서 개최하는 수중대회가 2019년 10월 27
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 해양리조트 일원에서 펼쳐졌다.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여건을 살려 21세기 통영 해양레저 스포츠산업
발전시키고 수중사진 동호회 활성화 및 스쿠버다이빙의 건전한 스포츠
정착을 취지로 개최되었다. 사량도 해양리조트 앞바다 수중의 황금 해
마를 찾아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접사1(어패류, 물고기, 희귀생물), 접
사2(환경부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경남수중핀수영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사량도 해양리조
트에서 시작하여, 내년엔 욕지도 연합회에서, 그 이듬해에는 통영, 거제
순서로 남해 동부권 각 지역의 많은 섬을 대상으로 수중촬영대회를 지
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내년 대회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일요일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중사진가들
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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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부문

금상 안희재

환경부문

금상 안희재

은상 전신영
은상 유지운

동상 변환원

동상 신근철
2020 January/February | 147

DIVING MEDICINE

Q 항암치료 중/후 다이빙
현재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치료중에 있습니다. 항암치료 완료가 얼마 남
지 않았는데요. 치료 후에 식이요법 등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는 이야기합니다. 향후 5년간 정기검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항암치료가 끝나고 나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
지만 체력관리하면서 다이빙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수압이나 잔류질소
등이 암치료나 향후 재발 등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의학적 고견 부탁드
립니다. 너무나 다이빙을 사랑하는 다이버입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A
글 강영천
(의학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
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
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

A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생이 되겠지만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이빙이나 압력 혹은 잔류질소 등이 임파종을 악화시킬 수 있
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하면 대부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에 피로물질이 쌓이면 면역체계
가 피로물질과 싸움질하느라 다른 병을 억누르기 역할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고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없어지면
가급적 따듯한 물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편안한 다이빙을
즐기시고 다이빙 횟수도 어느 정도 줄여서 여유 있는 다이빙을 하다보면
다시 다이빙의 세계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혈액 임파계 질환 중 다이빙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종양자체보다는 혈액의 질환 - 응고과일 혹은 응고미비 등에 초
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혈액질환 중 스쿠버다이빙에 상대적 위험 상태를
우려해야 할 질환으로는 :

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

• 식클셀 체질 빈혈(Sickle Cell Trait)

습니다.

• 폴리사이테미아 베라(Polycythemia Vera)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 백혈병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혈우병/응고 능력 저하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
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

건강한 모습으로 물속에서 OK 수신호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
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Q 피부 발진과 따끔한 증상에 관하여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일전 아래와 전혀 다른 증상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게시물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
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을 정독하고 보니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제가 작년 겨울 수중에서 갑작스러운 웨이트 분실로 인한 급상승을 한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적이 있습니다(부력 조절기에 장착하는 포켓 웨이트). 약 7m에서 급상승
을 하였고, 무감압 한계 시간 내에서 다이빙을 거의 마칠 시점쯤 해당 급
상승을 했는데 당일 저녁에 보니 몸 군데군데에(팔, 허벅지, 발목, 어깨 등
약 열 군데) 쓸린 듯한 자국이 나 있더군요.
제가 관찰하기로 이것이 선홍색의 피부 발진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쓸렸을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상담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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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타나는 경미한 피멍으로 보여 드라이슈트 압착이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푸른 멍이 아니라 어딘가에 쓸린 모양대로 생기는
빨간 점 형태의 멍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압병으로 이런 형태의 피부의
피멍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요?

웨이트를 소실한 것을 진작 알고 급상승을 막기 위해 슈트와 비씨에서

이후 다이빙 후에는 항상 이 따끔함을 경험했고 손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기를 모조리 뺀 채 출수 지점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추위에도 10분 이

전신에서 군데군데 발생합니다.

상을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나고 수면에 가까워질 때쯤 너울과 조류로

하루 약 10회 많게는 50회가량 따끔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사건 후에도

인해 안전 정지를 위한 5m 지점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7m에서 2~3분간

지속해서 자주 다이빙을 다녔고 어느 날 이 따끔함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

버디를 잡고 버티다 결국에는 급상승을 하게 된 것인데 슈트가 굉장히

작하여 챔버 치료를 총 7회 실시했는데 재압챔버에 계시는 의사분께서는

압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드라이슈트의 압착으로 인한 피

이 증상에 대해 어느 한 곳이 집중적으로 따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멍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로 전신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것을 감압병의 증상으로 보기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손가락 부위의 따끔함이 이날 시작되었던 것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고

으로 기억됩니다. 평소 직장 업무 때문에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에는 익

하셨을 뿐 특별한 다른 소견을 주시진 않았고 오히려 저의 만성적인 손과

숙해져 있어 이 따끔함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팔목, 팔꿈치의 통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7회의 챔버 치료를 권장하셔서

큰 실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분실된 웨이트를 우연히 되찾아 포켓의 버클을 여러 번 뺐다 꽂았

챔버치료 후에 총 4주간 다이빙을 중단했다가 쉬는 동안 사실상 챔버 치

다 시험해 봤으나 문제가 없어 보여 같은 부력 조절기를 계속 사용하였

료가 팔 통증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감압병과는 무관

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서 다시 버클이 빠져버려 또 한 번 웨

한 증상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의사와의 상담도 없이 스스로 내리고 다

이트를 소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부력 조절기의

시 다이빙을 다니고 있는데 매 다이빙 후마다 따끔한 증상이 있습니다.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 따끔함에 대한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읽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이날 역시 위에서 언급한 날과 다름없이 무감압한계시간 내에서 다이빙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작스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

을 거의 마쳤고 마지막 안전 정지에 실패해 약 6m 지점에서 급상승을

각해보니 맨 위에서 언급했던 첫 급상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이빙

하였는데 이날은 피멍 유사한 피부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출수 후 약

후에 그 어떤 증상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감압한계시

3시간 후부터 손가락이 따끔따끔 거리며 숨이 차더군요. 숨이 찬 증상

간 내에서 다이빙을 하였더라도 안전 정지 3분을 하지 못하고 급상승 한

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괜찮아졌고요. 간혹 이것을 저리다고 표현하

것이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맞는다는 결론에 자꾸만 이르게 됩니다. 스

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림과 따끔함이 다 같은 증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스로를 탓하게 되고, 전형적인 감압병의 증상이 맞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저는 저린 느낌보다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따끔함이 느껴집니다.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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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부감압병과 신경계 감압병
피부 밴즈의 소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약한 발진부터 심한 경우 전신의 피
멍과 같은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이런저런 증상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으나 문제는 비슷한 증상이 다이빙 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악랄한 다이빙 프로필이 아닌데도 계속 유사한 증상이 반
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일단 상당 기간 다이빙을 중단하시고 PFO 검사도 받
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적어주신 증상도 전형적인 신경계통 감압 질환으
로 보이는데 이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PFO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꼭
검사해보시길 권유합니다.

답변에 대한 답변
박사님 사진을 첨부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드린 쓸린 듯한 멍 자국은 위에 첨부하신 사진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증상
의 각 부위가 세 번째 사진의 멍 자국보다 훨씬 협소했고 둥그스름한 형태
가 아니라 모든 부위의 피멍이 동일하게 마치 아주 작은 채찍으로 때린 듯
가느다란 형태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의 경우 멍 자국 주변으로
도 붉은 피부의 발진이 관찰되는 반면 제 경우는 피멍의 주변이 매우 깨끗
했고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로 팔과 다리에 골고루 약 10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드라이슈트의 압착으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은 없
는지요?
호흡 관련 문제 또한 항상 다이빙을 하러 갈 때 극심한 수면 부족 상태로
가기 때문에 커피를 과도하게 마셔 심박 수가 올라간 탓은 아니었는지 과
로로 인한 멍한 증상은 아니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손목의 통증 또한 원

www.d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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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문제가 없던 손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압병의 증세인지 아닌
지를 판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최근 컴퓨터 마우스용 손목

지지대를 업무 시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단 이틀 만에 손목 통증이 크게 호

1. 고막 내시경 검사

전되었고 고주파 치료를 1회 받았더니 이튿날은 통증이 온대 간데 사라지

2. 임피던스 청력검사

더군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감압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3. 비강/부비동 입구 내시경 검사

신체 부위의 이곳저곳이 가끔 따끔거리는 증상은 감압병의 증상이 확실한
지요? 말씀드린 대로 한 곳이 집중적으로 따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

등을 해서 미리 전화를 주시고(010-4500-9113) 그 결과지를 받아서 대구

기가 따끔거립니다. 다이빙 후 2~3일이 지나면 현저히 따끔거리는 횟수가

시 동구 파계로 46, 태왕그린힐즈아파트로 한번 오십시오.

줄어듭니다.

진료 행위를 은퇴했다고 해서 진료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

조언해 주신대로 수일 내에 PFO 검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이빙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월~금요일은 거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이니

PFO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이빙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미리 연락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이빙을 하며 한 번도 몸 걱정을 해본 적
이 없는데 아마도 언급 드린 급상승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
이 꽤 오랫동안 그 사건을 맘에 두고 곱씹다 온갖 증상들을 다 감압병과

강영천의 스쿠버다이빙 이야기

관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
만 남기고 가서 송구스럽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잠수의학이나 스쿠버다이빙 안전에 관한 다양
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재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

서 “강영천”이라고 입력하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드라이슈트 압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2주 이내 완전히 흡수되어 정상 피부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PFO로 판명되더라도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상태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Q 박사니임~~~ 도와주세요
스쿠버다이빙을 너무 하고 싶지만, 귀가 좋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학생입
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이 있었고 튜브를 껴서 치료를 받다가 그 튜브
가 빠져버렸는데, 그때 그 튜브를 끼면서 낸 구멍이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있다가 20살 넘어서야 겨우 저절로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비행기만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탔는데도 귀가 너무 아팠고,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는 느낌이 들더니 더

다이버 긴급 전화 상담

이상 아프지 않고 멍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뻥 하는 순간에(소리가 나진 않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
니다) 고막이 뚫린 게 아닌가 싶은데 병원에 가 봐도 고막에 구멍 뚫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른쪽 고막 안에 물이 차서 며칠간 약 먹고 그랬습니
다. 그런데 스쿠버다이빙이 너무 하고 싶어요. 마스터급으로 40m까진 바라
지 않고 오픈워터급으로 10~20m까지 꼭 해보고 싶어요.
박사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박사님한테 진찰받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의사 은퇴하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서울이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병
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A 만성 삼출성 중이염과 고막 내 튜브삽입술 그리고 다이빙
비행기를 타건 다이빙을 하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주변압이 증가하
기 때문에 압력평형이 필수적입니다. 압력 평형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하강을 하면 통증이 느껴지다가 결국 고막 뒤쪽의 출혈이나 고막 천공 등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막의 천공은 그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 육안적으
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이비인후과로 가서

■ 강릉 아산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33-610-3114, http://www.gnah.co.kr/
■ 홍성의료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41-630-0114, http://www.hsmc.or.kr/
■ 통영 세계로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55-648-8275
http://www.francishosp.co.kr/web/
■ 사천 삼천포서울병 /고압산소치료실
Tel : 055-835-9900, http://www.3004sh.com/
■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033-741-1640
http://www.ywmc.or.kr/web/www/home
■ 대구 광개토병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53-565-1190, http://www.burn119.com/
■ 제주의료원/고압산소 치료실
Tel : 064-720-2222, http://www.jejumed.com/
■ 서귀포의료원/고압산소치료실
Tel : 064-730-2222, http://www.jjs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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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중에

백상아리 1마리가 케이지에 걸려 죽음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중에 거대한 백상아리가 케이지에 걸려 과다 출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보면 수면 아래에서 백상아리 한 마리가

혈로 죽는 사고가 발생해 투어를 진행한 리브어보드회사에 대한 비난이

케이지로 다가온다. 백상아리가 케이지 창사로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그

일고 있다.

만 아가미가 케이지의 창살에 끼여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국 일간 Daily Mail 보도에 의하면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멕시코 북서

머리를 빼지 못하는 백상아리는 무섭게 공격적으로 변하며 케이지 안에

부 바하캘리포르니아반도에서 서쪽으로 200㎞ 정도 떨어진 과달루페섬

있던 4명의 다이버들을 공격하는 아찔한 순간도 발생했다. 백상아리가

에서 발생했다.

케이지에 끼인 채 발버둥치자 그만 상어의 아가미가 찢겨지며 피가 사방
으로 번져 나갔다. 백상아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아가
미는 더욱 찢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백상아
리는 그렇게 25여 분이나 생존의 사투를 벌이다 결국 과
다출혈로 사망했다.

생물다양성 보고, 갈라파고스제도에 기름 유출 사고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제도에서 지

2,000ℓ 넘게 실은 바지선이 균형을 잃고 가라앉으면서 기름이 유출됐

난해 12월 22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다고 AFT 통신은 전했다. 라울 레데스마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기름 유

에콰도르 동쪽 해안에서 1천㎞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제도는

출 사고 극복을 위한 비상 대책을 지시했고, 갈라파고스 국립공원과 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다이빙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며, 진화

콰도르 해군, 경찰이 합동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갈라파고스 국립공

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1859년 이곳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의 기

원 측은 군인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차단막을 세우고, 흡착포로 방제 작

원’을 썼는 곳이다.

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바지선에 컨테이너를 싣던 중 크레인이 넘어졌고, 이로 인해 디젤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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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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투어에서 여러 날 동안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고, 투어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딥 다이빙(Deep Diving)을 지양하고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최소 24시간 이상의 수면 휴식시간을 가진다.

DIVING INSIDE

울진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혹등고래’ 발견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지난 12월10일 오전 10시 14분께 울진군 죽변항 앞 해상에서
멸종 위기종인 혹등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북변 선적 자망어선 J호(9.77t)
선장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고래는 길이 850㎝, 둘레 480㎝, 무게 30톤의 성체로 죽은지는 2~3일 가량 지났고
작살 등에 의해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혹등고래는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
어 잡은 고래는 유통할 수 없고, 고래연구센터
등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용
등으로 사용하고 아닐 경우 폐기처분한다.

제주도로 가는 선박
배표천국 http://vepyo.com/html/
선박명

• 소요시간 : 12시간

출발지

출발시간

항구명

차량여부

목포

09:00 00:30 귄메리, 산타루치노호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

가능

고흥(녹동)

09:00

아리온제주호

녹동신항여객선터미널

가능

부산

19:00

뉴스타호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가능

• 선박명칭 : 서경 파라다이스호(6,626톤), 서경아일랜드호(5,523톤)
장흥 노력항 ↔ 성산항(http://www.jhferry.com/main.asp )
• 회사명 : 제이에이치페리(1544-8884)

여수

01:40

골드스텔라호

여수엑스포신항여객터미널

가능

• 운항횟수 : 매일 1회

해남우수영

14:30 16:00

퀸스타2, 실버클라우드호 해남우수영임시여객터미널

불가

• 소요시간 : 3시간 10분

완도

완도항연안여객터미널

가능

제주도 가는 배편 요약 총정리
목포 ↔ 제주항 (http://www.seaferry.co.kr/)
• 회사명 : 씨월드고속훼리(1577-3567)
• 운항횟수 : 매일 1회
• 소요시간 : 4시간 30분
• 선박 : 씨스타크루즈 호 (24,000톤, 1,935명, 520대 차선적 가능)
해남우수영 ↔ 제주항(http://www.seaferry.co.kr/ )
• 회사명 : 씨월드고속훼리(1577-3567)
• 운항횟수 : 매일 1회(토,일 격주항)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선박 : 로얄스타호 (3,046톤, 574명 , 70대 차선적 가능)
고흥 녹동항 ↔ 제주항(http://www.namhaegosok.co.kr/)
• 회사명 : 남해고속(061-842-6111)
• 운항횟수 : 매일 1회
• 소요시간 : 3시간 40분(남해 고속카훼리 7호)
• 선박명칭 : 남해고속 카훼리7호(8,000톤 , 1,100명 정원)
부산 ↔ 제주항(http://skferry.haewoon.co.kr/)
• 회사명 : 서경카훼리(1688-7577)
• 운항횟수 : 매일 1회(일요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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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명칭 : 오렌지 1호(4,200톤)
완도 ↔ 제주항 (http://www.hanilexpress.co.kr/)
• 회사명 : 한일고속(1688-2100)
• 운항횟수 : 매일 2회
• 소요시간 : 2시간 50분, 1시간 40분(최단시간)
• 선박명칭 : 한일카훼리 1호(6,327톤) , 한일블루나래호(3,032톤)
삼천포 ↔ 제주항(현재 임시 휴항 중)
• 회사명 : 두우해운(1899-2612)
• 운항횟수 : 매일 1회
• 소요시간 : 7시간 30분

대한항공

‘마일리지+현금’ 항공권 구매 - ‘복합결제’ 올해 11월 도입
대한항공은 현금·카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

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리’로 변경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수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

있는 복합결제를 올

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해 11월 중 시범 도입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

한다고 지난 12월 13

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일 밝혔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달라진다.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같이 10개 운항 거리별 비례 공제 방

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식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 부분 환불, 가족 합산

500마일이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이 모두 허용된다. 대한항공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공제 마일리지 폭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

타 항공사 대비 같거나 적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회원제는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률을 조정한다.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스카이팀 항공사를 포함한 글로

탑승마일리지 적립률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대폭 높이고 일반석

벌 항공업계 추세에 맞춰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

적립률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기준을 변경한다. 탑승 마일리지는

이아몬드로 나눈다.

현행과 같이 운항 거리에 예약 등급별 적립률을 곱해 제공된다.

1년간 실버는 1만 마일 또는 10회 탑승, 골드는 4만 마일 또는 40회 탑

일등석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200%, 165% 적용되는 P와 F 등급의 적

승, 플래티넘은 7만 마일 또는 70회 탑승, 다이아몬드는 10만 마일 이

립률을 각각 300%, 250%로 높인다. 또한 프레스티지 클래스 중 J등

상 탑승시 주어진다. 국내선은 1회 탑승을 0.5회로 계산하며, 탑승실적

급의 135% 적립률은 200%로 높였으며, C·D·I·R 4개 예약 등급의

은 대한항공 이용시만 인정된다.

125% 적립률은 C 등급은 175%, D 등급은 150%로 상향 조정했다. I·R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탑승실적을 기

은 125%를 유지한다.

준으로 첫 심사가 이뤄지며, 새로운 우수회원은 오는 2022년 2월 1일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 Y, B, M, S, H, E는 현행 적립률 100%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를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모션 및 판촉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예약

대한항공은 기존 우수회원 혜택을 이어가면서 추가로 다양한 혜택을

등급의 적립률은 하향 조정한다.

부여했다. 우선 탑승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는 '엘리트(Elite) 마일'을

예약 등급 K, L, U 3개 적립률은 현행 100%에서 75%, G는 80%에서

마련했다. 추가로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각각 실버 20%, 골드 40%, 플

50%, Q, N, T 등급은 70%에서 25%로 각각 조정된다.

래티넘 60%, 다이아몬드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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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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주) 우정사
BARE BRAND LAUNCHING

㈜우정사 미국 DEMA SHOW 참관

㈜우정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BARE 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로서 국내

㈜우정사는 지난 11월 13~1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소비자들에게 BARE 전 상품을 공급한다. BARE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DEMA SHOW를 참관하였다. 금번 전시회 참관 일

의 드라이 슈트 및 내피, 네오프렌 및 특수 소재의 웻슈트와 장갑, 부츠 등

정은 제조업체별 미팅, 브랜드별 신상품 세미나 및 마케팅 세미나 참석 등으

모든 웨어 상품군을 직접 기획, 디자인, 생산, 배급하는 브랜드이다. 북미와

로 진행되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금번 국내 런칭을 통해

DEMA SHOW 출품된 TUSA/OCEANIC/HOLLIS/ATOMIC/LIGHT&MOTION/

국내 소비자들이 다양한 BARE 상품군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정식 런칭

SHARKSKIN 등 다양한 브랜드의 신상품들은 2020년 2월 말 서울 COEX에

행사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진행되는 SPOEX 2020에서 개최된다. 금번

서 개최되는 SPOEX 2020를 통해 국내 다이버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또

런칭 행사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므로 여러분의 많은

한, ㈜우정사는 2020년부터 OCEANIC/HOLLIS/ATOMIC 등의 브랜드를 소

관심을 바란다.

유한 미국 HUISH OUTDOORS 그룹의 슈트 전문 브랜드인 BARE의 공식 수
입업체로써 SPOEX 2020을 통해 국내 다이버들에게 다양한 드라이슈트와
웻슈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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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AGAINST DEBRIS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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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AW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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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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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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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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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AWARE.ORG/DIVEAGAINSTDEBRIS
diveagainstdebris@projectaware.org

© Project AWARE Foundation 2020

NEWS IN DIVING

(주) 해왕잠수
2019 데마쇼 방문기
2019년 DEMA SHOW는 11월 13~16일 총 4일 동안 미국 올랜도 컨벤션센터
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왕잠수는 파트너사의 부스를 방문하여 2019년 신제품
안내 및 해왕의 향후 2019년 방향성 및 계획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부샤 Beuchat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부샤(Beuchat)는 프리다이빙, 스킨스
쿠버, 스페어피싱, 스노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부샤
(Beuchat)는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호흡기를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하여 호
흡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고성능 호흡기를 생산하기 위한 지

DEMA 입구

속적인 호흡기 특허 기술을 출원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으로 부샤는 사실
상 많은 브랜드들의 호흡기를 현재 OEM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관공서를

관심을 받았다.

위한 특수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 호흡기는 새롭게 VR400과 VR300,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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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옥토퍼스는 VR이 출시되었다. .

신축성과 보온성을 강화한 원단으로 업그레이드 한 ‘에스파동3, 아테나’ 가

부샤는 세계 최초 슈트를 제작하였던 부샤(Beuchat)는 브랜드가 가진 특허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술 뿐만 아니라 디자인/노하우로 입체패턴 및 편안한 착용감을 중점으

부샤(Beuchat)와 2018년 함께 성장할 다양한 방법과 마케팅 그리고 향후

로 2020년 새로운 슈트 런칭에 집중하였으며, 소비자 니즈를 더욱 충족시

계획에 대한 미팅을 진행한 후, 전 세계에 부샤(Beuchat) 에이전시들과의

킬 제품들을 출시 할 예정이다. 특히 컬러풀한 디자인의 슈트인 Atoll 라인

만남 및 각 나라의 다이빙 시장과 반응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눈에 띄었으며, 2mm 자켓도 출시되었다. 모듈형 부력조절기인 Infinity가

시간이 마련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같이 성장하며 고객의 니즈

출시되었으며, Play라는 컬러풀

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좋은 시간이었다.

한 핀도 출시되었다. Play는 맥
럭스S와 스파이스노클과 함께

빅블루 Bigblue

다양한 색상으로 다이빙, 프리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수중라이트 회사 ‘빅블루(Bigblue)’는 매년 신제품

다이빙 뿐만 아니라 스노클링을

개발 및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랜턴의 무게는

즐겨하는 다이버들에게도 많은

경량화 되고 좀 더 슬림한 사이즈로 소지가 용이하게 되었으나 루멘(빛 출
력)은 더 높아져서 수중에서 훨씬 밝으며 실용적인 제품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AL1800 카모플라주는 위장무늬에 컬러풀한 디자인의 라이트로
이목을 받았다. 작년부터 빅블루 라이트를 구매할 시 컬러풀한 방수낭이 추
가적으로 증정되어 다이버들에게 좋은 만족도를 주었다. 테크니컬 다이빙
에 적합한 직진형 TL 시리즈도 다양한 루멘과 가격대의 라이트가 출시되고,
캐니스터도 슬림해졌다. 또한 루멘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자동 포커스 아
웃, 필터 내장 등 다양한 부속 아이템으로 사진과 영상 수중촬영에 최적화
된 VTL8000P 등 비디오 라이트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Innovative Scuba concept, Sporas,
Serenity Concept
Innovative Scuba Concept 오랜 기간 해왕과 협력 관계를 맺은 다양한 업
체를 방문하여 2020년 신제품 안내 및 향후 영업 계획에 대한 미팅을 가
졌다. Serenity Concept 를 통해 새로운 다이빙 컴퓨터를 안내 받았으며,
가격이 합리적인 사이드마운트, 케브라 윙 등 테크니컬 다이빙에 탁월한
부샤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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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니티 컨셉

Sporas를 통해 2020년에 다양한 장비를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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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스쿠버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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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scuba.co.kr
E: noh202@gmail.com
T: 010-5531-0202
카카오ID : noh2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5-13번지 건창빌딩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IE) 2020년 2월 22일(토)~23일(일) : 제주 성산
2020년 4월 18일(토)~19일(일) :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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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바다하늘

아쿠아스쿠바

임호섭 (부산)

김선일 (제주)

송태민 (제주/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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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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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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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81-2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조이다이브

굿다이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오션트리 리조트

김동한 (제주/서귀포)

정혜영 (제주/서귀포)

양충홍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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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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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마이다이버스

예그리나 씨앤스카이
정지안 (보라카이/사이판)

김재신(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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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mydivers.co.kr
E: yryryt@naver.com
T: 064-783-9630
010-8795-55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북3길 14-28

리드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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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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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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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구·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PANDA SCUBA
대구 유일 강사개발센터
PADI 5STAR IDC 센터

강사 후보생 모집!
1998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에 대구 수성구에
PADI 5스타 강사 개발 센터를
새로이 문을 열어 최신 교육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용
공기/나이트록스 충전 시설,
최고 품질의 렌탈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로써 입문 단계부터
강사 과정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은 대구·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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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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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 보세요

© Emergency First Response, Corp., 2020 | All Rights Reserved.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서귀포 다이브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센터”에서 12월 14~15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허기민,

다이브 플래닛(S-27591)
대표 : 오진호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10, 상가 1-113

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심슨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전화 : 010-6575-7968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5스타 다이브 센터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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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의 스킨스쿠버(S-27120)

Authorised

심윤희, 박일환, 최현오, 홍아연, 장대훈, 공서윤, 남성원, 김영호, 최선호, 장정현,
이민우, 차부용 총 13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대표 : 곽주성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4

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테프 여러분

전화 : 010-4605-0970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5스타 강사개발 센터(IDC) 업그레이드

★
★
★
★
★

플렉스 다이브 센터(S-26441)

Product Number 50115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39번길 2
전화 : 010-5366-6188
퍼시픽 오션 다이브(S-36084)

Authorised

대표 : 박진석

★
★
★
★
★

대표 : 정병주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5-1, B1
전화 : 010-4762-7882

Product Number 50120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Notice)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23일(일)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장소 : 제주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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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4월 18일(토)~19일(일)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주로의 여행을 꿈

장소 : 제주 서귀포

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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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2월 25일(화)

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장소 : 서울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판

: 영희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

PADI 멀티 스카프 또는 PADI 네임택

PADI 아시아 퍼시픽 공동부스

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 2020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 산업전(KUSPO) 참가 안내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일시 : 2020년 2월 27일(목)~ 3월 1일(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 전시관
홈페이지 : www.spoex.com

2020년 1분기 트레이닝 불레틴 웨비나

PADI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일시 : 추후 공고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17일(화)

참가 신청 : 개별 안내 이메일,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장소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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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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516-6034
bsresort4874@nate.com
www.chuksan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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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포항

경북 영덕 축산

서울, 강원

김동훈/Dive11&Cafe marine

전대헌/축산항 푸른바다 리조트

이성호/다이브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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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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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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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사방

경상남도

서울, 수원

국용관/파라다이스리조트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DIVE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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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202-2440
dolsoi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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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모알보알/보홀

울산광역시

서울,경기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김현우/울산 아쿠아텍

백승균/(주)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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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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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포항

인천 송도

필리핀 세부

최지섭/다이브알앤디(Dive R&D)

변이석/SM다이빙

박준호/홀릭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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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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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보홀 팡글라오

경상남도 김해

양경진/써니다이버스

천재곤/신천 다이버스

윤철현/장유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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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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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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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필리핀 세부

전라북도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김만길/원피스다이브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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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재/제이스쿠버

032-833-3737
010-6237-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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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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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필리핀/세부 막탄

신명섭/청춘 다이브

강금남/광주베스트 스킨스쿠버

이재학/K D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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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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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팔라우

필리핀 보홀

정용선/뉴그랑블루 리조트

신창훈/MK다이브리조트

박진호/에덴다이브 리조트

032-224-5407
010-3321-5406
potato@lestdiving.com
www.letsdiving.com
카톡: 렛츠다이빙

051-405-3737
010-8336-1010
marine119@marine119.com
www.ezdiving.co.kr
www.marine119.com

010-8897-0019
dearpal@naver.com
카톡: me2diver

인천

부산

필리핀 사방

임현경/렛츠다이빙

하상훈/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김근철/더킹 다이브 리조트
- 2020.2.6.목 ~ 2020.2.13.목: 확정
- 양평 한화리조트: 예정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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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및 TDI, ERDI
강사 평가관

강사트레이너 과정 in 홍해: 2020년 3월 5일 ~ 12일
강사트레이너 과정 in 홍해: 2020년 3월 5일 ~ 12일
강사 과정 in 필리핀: 2020년 4월 15일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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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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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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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KOREA
국제 본부 회의(GSM) 참석

중국 잔장 ERDI 응급구난 다이빙 과정

SDI/TDI/ERDI/PFI에서는 2019년 11월 9~1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SDI/TDI/ERDI/PFI에서는 2019년 11월 28일~12월 6일까지 중국의 잔장 잠수

국제본부에서 개최된 국제 본부 회의(Global Sales Meeting)에 참가하였다.

학교（湛江 潜校）에서 ERDI(응급구난 다이빙) 과정을 실시했다.

국제 본부 회의는 매 2년 마다 전 세계의 본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부

응급구난 다이빙이란 공공안전 다이빙과 같은 의미로,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와 지역본부의 운영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국제 본부 회의에

다이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분야의 다이빙으로 볼 수 있다. 공공안전

는 전 세계 150여개 국가의 본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2019년 활동 사항

다이버들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보다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가진 환경에

및 2020년 사업 계획 및 신규 업무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 다이빙을 수행하게 되며 그에 따라 다이빙 수행의 위험 부담 또한 커지게
된다. 응급구난 다이빙 과정은 그러한 상황 하에 다이빙 작업을 수행해야 하
는 응급구난 다이빙 팀과 다이버를 위해 다이빙 전부터 다이빙 후까지의 안
전 절차와 수칙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미국에서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에서 구조 인력의 불필요한 희생을 거울
삼아 구조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인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고 각 구조 분야에서 선진화된 프로그램들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ERDI의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프로그램은 자연스레 미 전역에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본부(ERDI Korea)에서 소속 강사 트레이너를 대
상으로 ERDI 강사 과정을 실시한 이래, 현재는 ERDI 과정은 소방과 군의 정
식 교육프로그램으로 인가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만 소방청의 요청에 의
해 대만 전국의 소방 인력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ERDI 다이버와 강사

홍콩 DRT
SDI/TDI/ERDI/PFI에서는 12월 13~15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DRT Show
에 참석하였다. DRT는 매년 중국,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이빙, 리조트, 여행에 관련한 전시회로 최근 몇 년간 SDI/TDI/ERDI/PFI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앞선 공공안전 다이빙 프로그램을 해외로 전수
하기도 하였다.
이번 잔장 ERDI 과정은 본부의 성재원 사무국장이 주관하였으며 본부의
(장위)，

(붕비), 조현재 강사가 스탭으로 참가하였으며 중국 전역

의 응급 구조 팀의 팀장, 기존의 ERDI 강사 등 약 20명이 과정에 참가하였

DRT의 주관 단체 중 하나로 행사에 참여해 왔다.

다. 20여명의 ERDI 과정

이번 홍콩 DRT Show를 통해 SDI/TDI/ERDI/PFI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홍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

콩, 중국의 많은 다이버들에게 소개하였으며 또한 홍콩, 중국의 SDI/TDI/

적인 모습을 통해 한국과

ERDI/PFI 강사들을 대상으로 멤버 업데이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대만을 넘어 중국으로 뻗

SDI/TDI/ERDI/PFI는 홍콩, 중국의 회원들과 국내 또는 필리핀 지역의 소속

어 나가는 ERDI 프로그램

강사 및 리조트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

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련하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홍콩 및 중국 다이빙 쇼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중국 지역의 다이빙 사업 및 다이빙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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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 Show 참관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SDI/TDI/ERDI/PFI는 2019년 11월 13~16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

SDI/TDI/ERDI/PFI에서는 2020년 1월 12일 강사트레이너 전략 미팅을 진행

되는 DEMA Show를 참관하였다. DEMA는 Diving Equipment&Marketing

한다.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을 통해 다이빙 업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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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의 종합 전시회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이빙 전시회 중 하나이다.

2019년 한 해를 평가하고 2020년의 계획을 발표하고 우수 강사에 대한 공

SDI/TDI/ERDI/PFI는 다이빙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인지하고 더 나은 다이

로패 시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소속 트레이너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빙 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여러 전시회에 참관, 참석하고 있다. 이번 DEMA
Show에서는 SDI/TDI/ERDI/PFI의 모태인 ITI가 새롭게 런칭한 PFI-퍼포먼
스 프리다이빙 인터내셔널의 영문 교재를 볼 수 있었으며, 한글화된 PFI 프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리다이빙 교재는 2020년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2020년 2월 6일(목)~13일(수)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실
시한다.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 교육은 쉽지 않다. 이미 수많은 다이
빙을 하고, 제자들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이너 교육을 겪으며 다시

■예정 사항

태어난다. 진정한 전문가는 바로 이런 수많은 역경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다. 그
렇기에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들은 어디서도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세를

국제 아이스 다이빙 페스티벌

잃지 않으며 여유가 있고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2020년 1월 11일(토) 경기도 가평군에서 국제 아이스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이빙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는

예정이다. SDI/TDI/ERDI/PFI는 국내 다이빙의 발전과 해외 다이버와의 국

당신에게 SDI/TDI/ERDI/PFI 트레이너 교육은 그 대답을 제시해줄 것이다.

제 교류를 위해 매년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본 행사는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겨울 다이빙 인프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다이버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물론 지역 국가의 다이버들에게 기존의 다이빙 문화를 새롭게 소개함으로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써 한국에서의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국가의 다이버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협력체계를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사이다. 국제 아이스다이빙 축제에 참가를 원하시는

5. 강사 평가관

회원들은 본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PF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
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
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에 관심이 있는 강
사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SDI/TDI/ERDI/PFI로 문의 바란다.

팔라우 재호흡기 축제
2020년 3월 13~18일까지 팔라우에서 국제 재호흡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
다. SDI/TDI/ERDI/PFI에서는 주기적으로 국제 재호흡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
다. 재호흡기 축제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재호흡기 사용자들이 함께 모
여 재호흡기 다이빙 및 장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류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참가는 재호흡기 다이버라면 등급과 단체에 관

2020 SDI/TDI/ERDI Party

계없이 할 수 있다. 단 재호흡기 다이버는 반드시 재호흡기 강사와 함께 참

2020년 1월 12일 한국본부 20주년(국제본부 26주년)을 기념한 파티를 개최

가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재호흡기 다이버는 재호흡기 강사에게 참가를

한다. 본 행사는 국내 멤버뿐만 아니라, 국제본부 회장단을 포함한 여러 국

요청하시기 바란다.

가, 약 1,000여 명의 SDI/TDI/ERDI/PFI 다이버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이번 행
사가 SDI/TDI/ERDI/PFI 멤버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 확장의

상세 일정

기회를 열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SDI/TDI/ERDI/PFI와

•13일(금) 팔라우 도착, 체크인

새로운 미래로 동행하실 다이버/강사/트레이너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14일(토) 3회 다이빙/재호흡기 세미나

• 날짜 : 2020년 1월 12일(일요일)

•15일(일) 3회 다이빙/재호흡기 세미나

• 시간 : 오후 5~8시

•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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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월) 3회 다이빙/재호흡기의 밤

•17일(화) 3회 다이빙/재호흡기의 밤
•18일(수) 귀국
•장소 : 팔라우 MK 다이브 리조트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참가비 : $1,100
•포함내용 : 공항 픽업, 숙식 5박(석식 포함), 3일 다이빙(3회 다이빙 x 4일),
재호흡기 산소&공기충전, 소다라임 8kg 제공 기준
이번 팔라우 축제에는 재호흡기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사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고 있는 재호흡기 다이버만이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다이빙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참가 전에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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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I 강사 트레이너/강사 과정
SDI/TDI/ERDI/PFI에서는 새롭게 런칭된 PFI의 강사 트레이너/강사 과정을 진행
할 예정이다. PFI는 Performance Freediving International의 약자로 SDI/TDI/
ERDI의 모태인 ITI와 2019년 새롭게 합병하게 된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 기관이다.
2020년 진행되는 PFI 강사트레이너/강사 과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PFI 강사 트레이너 과정
기간 : 2020년 3월 5~12일 / 장소 : 홍해
PFI 강사 과정
기간 : 2020년 4월 15~22일 / 장소 : 필리핀
PFI 강사 트레이너/강사 과정 참가를 원하는 강사/다이버는 본부로 문의 바란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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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PFI 한국본부 연락처
전화 : 070-8806-6273/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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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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프리다이빙 강사 워크샵 완료

장려상 : 남호진, 김기준

지난 9월 21일부터 총 3차에 결쳐 진행된 BSAC Korea 프리다이빙 강사워
크샵이 12월 1일의 제주도 과정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강
사 워크샵은 초급 강사를 위한 프리 다이빙 지식과 기술의 실습 및 강사 평
가로 진행되었으며, 총인원 33명의 참가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무순). <정민경, 황성웅, 최우집, 임인성, 김한, 구본창,
구재서, 박경배, 황유리, 이유식, 정상근, 이정현, 유동연, 고정범, 민성용, 윤
상필, 윤영애, 김옥주, 김태연, 김홍만, 안재만, 홍창민, 김윤석, 김일섭, 박정
수, 서승수, 방효진, 임창섭, 황영하, 안상영, 장동국, 박종섭, 김선아>
이번 과정에 이어 기존 강사들을 위한 레벨 3 과정은 3월 20~22일까지 개

입선 : 조상혁, 이수연, 양승철, 정선봉, 김경신, 이윤정, 이상훈, 이경미
이어서 진행된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BSAC Korea는 부상 및
경품 협찬에 도움을 주신 다음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협찬 업체 : AQUA-Z, 거천시스템, 다이브 로이드, 다이브 스토리(임종율),
딥큐브, 마레스, 모비스, 보홀 에덴리조트(박진호), 블루드림 세부(장국삼), 블
루드림 팔라우(장국삼), 서울스포츠센타(최우집), 스쿠버 엔지니어링(판도라
랩), 아닐라오 아토(김성수), 아우라 리조트(박정우), 아쿠아코, 아쿠아텍(다이
브라이트), 우정사, 이진영 강사, 인터오션, 첵스톤, 테코, 포스엘리먼트, 플리
퍼 다이빙 리조트

최될 예정이다.

BSAC 공식 잡지 보급
프리다이빙 강사 워크샵 3차

BSAC Korea는 BSAC의 공식 잡지인 SCUBA 매거진을 등록 강사들에게
매월 e매거진(iSCUBA)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트레이너에게만
배포되었던 것을 이번 Pan Pacific 회의에서 특별히 요청한 결과로 모든 강

2019 송년회 및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사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었다.

지난 12월 7일, 2019년 BSAC Korea 송년회와 제12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
상식이 용인의 플라이스테이션에서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박종섭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2019년 활동 보고와 2020
년의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면서 공로패, 특별봉사상 및 최우수 센터상의
시상이 진행되었다.
공로패 : 이원재, 정재욱, 이병빈, 황성진, 김영중
특별 봉사상 : 박경배, 김선아, 장동국
최우수센터 : 서울 스포츠 클럽(대표 최우집)
평가관 임명 : 김윤석
식사에 이어진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은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으로

아이스 다이빙
2020년 2월 8일, 아이스 다이빙을 개최한다. 아이스 다이빙은 현재 오션다
이버 이상으로 드라이슈트 교육을 이수한 다이버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
행하는 과정이다.
• 날짜 : 2020년 2월 8일 토요일
• 대상 : BSAC 오션 다이버 이상(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
• 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49-2
• 주관 : 힐링스쿠버 센터
• 문의 : 김한 010-3591-0133 / 장동국 010-4703-8110

참여하신 조진생 님의 간단한 심사평으로 시작하였다. 올해로 12회째를 맞
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한 단체의 공모전으로는 매우 수준 높은 작품이 많
이 출품되어 갈수록 공모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상반기 BSAC Korea 일정

수상작들은 BSAC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2020년도 달력 제작에 수록되었으

• 아이스 다이빙 : 2020년 2월 8일

며, 12월 한 달 기간을 통해 회원들(신청자에 한함)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 2020년 2월 28일~3월 1일

수중사진 공모전 수상자

• Freediving level 3 : 2020년 3월 20~22일

대상 : 김경신, 금상 : 양승철, 은상 : 임수동, 동상 : 김태엽

• 수중사진 : 4월 25~26일

2020 January/February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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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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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경축! SEI/PDIC ASIA Regional HQ(headquarters)CD 등급 획득

2020 PDIC/SEI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 시행

2019 DEMA SHOW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

P
 DIC/SEI 아시아에서는 2020년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을 12

터에서 2019년 11월 13~16일에 개최되었다. SEI/PDIC ASIA&KOREA는

월 1~31일까지 시행한다. 등록 맴버님들에게는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되

Regional CD(coursedirector)에서 HQ(headquarters)로 레벨업이 되는 성

는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참여 시 할인혜택 및 메쉬가방이 제공된다.

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독립적으로 국내 및 아시아 국가별 담당 코스디

2020년 1월 2일부터는 기간별 갱신 등록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 된다.

렉터 양성코스를 직접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본부의 새로운 오

※	2018~2019년 비활동 강사 및 미등록 강사님께서는 시행하는 리더쉽 워

너쉽의 변화로 더욱더 발전된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2020년부터는 새롭게

크숍에 꼭 참여하여 주십시오.(2020년 2월중), 참고 http://seipdic.com

Freediving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리더쉽 리뉴얼은 SEI
와 PDIC의 통합된 정책으로 11월 20일부터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YMCA
프로그램은 파트너쉽 샌디에이고 YMCA와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라이프가
드,수영티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될 전망이다.

PDIC/SEI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
신규 리더쉽 및 교환 과정 강습회 개최
“제33회 해운대 북극곰축제” 안전요원 참가

PDIC/SEI 강사 트레이너 프로그램은 최고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문 스쿠

YMCA시민안전본부 인명구조단과 PDIC/SEI 구조다이버 맴버들은 한국

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PDIC/SEI 최고 레벨의 지도자 자격 과정

구조연합회 대원들과 함께 2020년 1월 5일(일), BBC방송 선정 세계 10대

이다. PDIC/SEI 강사트레이너 디렉터는 강사트레이너 양성 훈련 담당으로서

이벤트행사인 “제33회 해운대 북극곰축제”에 안전요원으로 참가하였다.

한국본부의 모든 강사 트레이너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

2019년 32회 대회에는 6000여 명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상수중레저

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의

동호인들의 열정은 겨울의 추위를 무색하게 만든 행사였다.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3년 이상과

YMCA인명구조단 프로그램과 PDIC/SEI 레스큐 안전교육의 전문 교육단체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다.

•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2월 8일(토)
•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문의 010-4440-1339)

2020년 리더쉽 워크숍 및 신년회
PDIC/SEI 아시아에서는 2020년 강사트레이너 리더쉽 워크숍 및 신년회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이수과정 강습회 개최

개최한다. 2020년 아시아&코리아 본부의 운영 정책과 국제본부에서 새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

게 도입한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PDIC-기술잠수, 레스큐다이버 강사가이

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서울YMCA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18년

드, 수색인양&공공안전 강사가이드, 어드밴스드&마스터다이버 강사가이

제1차 교육이수과정 64시간 강습회를(한국해양대 : 1월 11일~2월 9일, 서울

드, YMCA라이프가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에 대한 지도법 워크숍을 시

YMCA : 1월 18일~2월 16일, 2월 22일~3월 15일) 개최한다. 2017년 5월27

행한다. 또한 지역별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 스페셜티 리더쉽 과정의

일 첫 시험이 시행된 이 후 서울YMCA는 최고의 최정예 수상구조사를 양성

새로운 운영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하고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교육기관과 시험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일시 : 2월 27일(목)~3월 1일(일)

교육문의 : 서울YMCA 02-738-7799 / 제주YMCA 064-758-1829

장소 : 코엑스 SPOEX 2020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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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력 12년의
14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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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1차(한국-주말반) 2020.3.7~4.12

IE(강사시험) 2020.4.18~19(제주)

2차(한국-주말반) 2020.5.9~6.14

IE(강사시험) 2020.6.20~21(제주)

3차(한국-주말반) 2020.7.4~8.16

IE(강사시험) 2020.8.22~23(제주)

4차(한국-주말반) 2020.9.5~10.18

IE(강사시험) 2020.10.24~25(제주)

5차(한국 - 푸켓) 2020.10.24~11.13

IE(강사시험) 2020.11.14~15(푸켓)

김수열

변병흠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총판

서울 강남구
마포구 논현로
토정로14길
26길23.
30-8
#102
B02
02.6012.5998 I I010.7114.9292
070.7624.5998
www.nomadive.com I Iwww.idc-korea.com
nomadive@gmail.com

노마다이브

nomadive

◆ NOMADIVE 소속강사
서울지역

이동영 강사

대전지역

오윤선 강사

프리다이빙

경기 수원

황욱 박사

경기 광명

박재훈 강사

남윤형 강사

영어교육

이상연 강사

분당지역

김일석 강사

인천지역/일어교육

박주형 강사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어린이교육

박준희 강사

피지

변순재 강사

기업담당

김충회 강사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이태영 강사

안준우 강사

강인석 강사

남성우 박사

김주석 강사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딥 다이버

Deep Diver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
（동굴
CAVE

K(침

몰선

Rebreather

)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퍼실리티
IANTD KOREA(서울 02-486-2792)
DIVE LUDENS(성남 010-4612-7374)
MERMAN(서울 010-5053-6085)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The Ocean(서울 070-4412-0705)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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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해양 캠프(남애 010-8969-0880)
수중산책(제주 금능 010-30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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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WR
EC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레저
다이빙

-18m

강사
강경택
강길영
고승우
고학준
권경호
권다의
권병환
권유진
권진모
김경진
김광호
김기종
김대철
김동원
김동혁
김동현
김명옥
김민석
김병진
김봉관
김상길
김상윤
김성일
김성진
김성진
김세현
김수연
김영규
김영목
김영석
김영중
김영진
김용식
김우승
김우진
김재만
김정수
김정연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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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성
김태한
김현중
김혜훈
김희명
남경진
문성복
문홍주
민진기
박기용
박동주
박동훈
박상용
박상우
박상욱
박이보
박인균
박인철
박재형
박진만
박진영
박추열
박태홍
방제웅
배진수
배진우
배창수
백명흠
백철호
서계원
서기봉
서동욱
서동욱
서상우
서윤석
서한덕
서해성
성용경
손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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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종국
송성환
송우용
송윤상
송태민
송현미
신명철
신상규
신연수
신재준
심현경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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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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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수한 (EANx)
이신우 (CCR JJ-CCR)
이영권 (EANx)
이웅규 (EANx)
이웅재 (EANx)
이은향 (EANx)
이재민 (Adv. EANx)
이주현 (CCR JJ-CCR)
이준영 (EANx)
이진석 (EANx)
이학규 (EANx)
이호준 (EANx)
임규성 (EANx)
임길봉 (EANx)
임 안 (Adv. EANx)
임영석 (EANx)
임용한 (Adv. EANx)
임재환 (EANx)
장갑석 (EANx)
장두기 (EANx)
장재용 (Adv. EANx)
전병주 (EANx)
전진환 (EANx)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동욱 (EANx)
정병국 (Adv. EANx)
정순민 (EANx)
정승규 (EANx)
정영환 (EANx)
정용옥 (EANx)
정재홍 (Adv. EANx)
정종보 (EANx)
정해진 (EANx)
조문신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민석
조병주
조성우
조승원
주광철
지혜자
진호산
차종길
차홍근
천남식
천대근
천세민
최경준
최선호
최수영
최승천
최승호
최용수
최우영
최태현
한길형
황일권
황종규
허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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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강사
김상훈
김일수
문산운
박성연
박윤환
박진호
신종수
윤상조
이영섭
이정화
정세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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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IANTD KOREA
2020년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갱신

미국 동굴 강사 과정

2019년 10월 1일(화)~12월 31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갱신을 실시한

2019년 11월 4일 인천을 출발하여 5~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동굴강사

다.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다이브 마스터는 모두 갱실을 실시하여야

과정을 실시하였다. 진행은 홍장화 본부장(테크니컬 동굴 강사 트레이너)이

한다. 갱신조건은 2019년에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을 2명 이상 배

진행하였으며 강사과정에는 김창환 트레이너, 황영민 트레이너가 참가하였

출하였고, 갱신 서류를 www,iantd.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서 내

다. 정재용 강사는 작년에 다이버 과

려받아 작성하여 팩스(02-486-2793) 및 이메일(iantd@iantd.kr), 카톡 중에

정을 참가하였고, 올해는 펀다이빙으

선택하여 본부로 발송하면 된다.

로 참가하였다. 신종수 강사, 최수용

갱신하는 모든 리더 레벨은 강사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며 (복사본

강사는 다이버 과정으로 참가하였다.

제출)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은 다이브어슈어와 스포츠안전재단

과정은 지니스프링, 리틀리버, 메디

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 및 배상 범위를 비교하고 확인하여 가입하면 된

스, 텔포드, 피코크1 등 플로리다 동

다. 갱신하는 모든 리더에게는

굴에서 실시하였고, 황영민 트레이너

2020년 갱신 인증증 및 인증

와 신종수, 최수용은 멕시코로 이동

서를 발급, IANTD 로고 스웨이

하여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드 재질 스포츠타올(1300mm X
900mm) 1개, IANTD 어드밴스
드 오픈워터 매뉴얼(신형)

문의 사항 : 02-486-2792, 홈페이지(www.iantd.kr)

2019년 IANTD KOREA 송년의 밤
2019년 12월 6일(금요일) 송년의 밤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 사회 및 진행
은 다이브루덴스의 신상규 강사가 실시히였다. 운영에는 서상우 강사가 수
고하였으며 IANTD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다이버 모두 모여서 진행하였
으며 2019년 IANTD KOREA의 경과보고는 홍장화 본부장이 실시하였으며
2020년 활동계획은 신상규 강사가 발표하였다. 또한 신규 강사 트레이너

2019 미국 데마쇼 참관

(강영철, 이호석) 소개, 신규 강사 소개, 올해 최우수 강사 트레이너(황영민),

11월 13~16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데마쇼를 실시하였다. 동굴 다이

최우수 강사(오현석), 우수 강사(김수연), 최우수 퍼실리티(남애 바닷속 체

빙에 참가하였던 김창환, 황영민, 최수용, 신종수, 정재용이 참가하였고,

험교육센서) 시상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빙고게임 및 경품추첨을 통해 서로

IANTD에 방문하여 새로운 교재 및 내년도 진행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다. 미국은 종이 교재를 모두 없애고, 인증증도 디지털로 진행하고 있으며,
e-러닝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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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스 다이빙

2020년 행사계획

일자 : 1월 31일~2월 1일
장소 : 강원도 홍천일대(추후공지)
일정 : 31일 저녁에 모여서 이론 교육 및 장비 건조 실습을 실시하며, 풀페이스 마스
크 운영 및 준비 2월 1일 아침에 얼음 절단(2군데), 도르레를 이용한 얼음 제거방법,
안전 확보 및 하네스 사용법, 라인 텐더, 수중 줄신호, 레스큐 다이버, 풀페이스 마
스크 사용법 등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진행된다. 그 외에도 테크니컬 팀들을 위
한 위가 막힌 지역에서의 통과 다이빙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이스 다이빙은 오픈워
터 다이버 이상, 드라이슈트 교육 이수자가 참가 가능하며, 아이스 다이빙 스페셜티
강사를 희망하는 강사
는 사전에 등록하고 강
습 보조를 실시하여서
인증이 가능하다. 자
세한 참가비와 내용은
IANTD KOREA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란다.

1월

6월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

강사 트레이너 과정

일정 : 1월 14~22일

일정 : 6월 22~27일

장소 : 축(CHUUK) 미크로네시아

장소 : 추후 공지

아이스 다이빙

7, 8월

일정 : 1월 31일~2월 1일

여름 캠프

장소 : 홍천

일정 : 7월 31일~8월 10일

2월

장소 : 제주 수중산책

트라이믹스

11월

일정 : 2월 7~17일

데마쇼

장소 : 세부 막탄

일정 : 11월 4~7일

진행 : 김창환, 황영석

장소 : 미국 뉴올리온즈

KUSPO 쇼

12월

일정 : 2월 27일~3월 1일

송년의밤

장소 : COEX

일정 : 12월 4일

4월

장소 : 추후 공지

개해제
일정 : 4월 3~4일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장소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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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팔라시아호텔 내에 위치
대형 스피드보트를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안전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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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 KOREA
2020 강사전략세미나

ANDI 코리아 DEMA 방문

2019년 12월 6일 앤디코리아 강사 및 트레이너 대상으로 ANDI 한국 2020 전략세미

향후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교육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나가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2018년 미국 DEMA 쇼에서 ANDI international 본부장인

새롭게 업데이트된 규정과 절차 및 동굴 다이빙 관련 새로운

Edward Betts가 발표한 ANDI 교육단체 관점 안전한 다이빙 방법론이라는 세미나 내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2020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업데이트된 규정과 절차 및 교육과정 안내를 하였다. 2020년

을 도입하고,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및 인스트럭터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투어 등 연간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19년 고생하신 강사, 트레이너에

교육 진행을 위해 ANDI International 본부장인 Edward Betts

대한 수상이 있었으며 저녁식사가 있었다. ANDI 교육과정 및 교육단체 관련 문의는

과 교육담당자 및 트레이너 디렉터들과 미팅을 진행하였다.

andikorea@kingsports.co.kr로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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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cue Diving Instructor Training Course

2019년 12월 20일(금), 서울 올림픽 다이빙 풀에서 CMAS 강사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14일(토)~15일(일)까지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 풀 및 핸드

장비전문가 강사교육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해마다 3차례 정

볼경기장 회의실에서 CMAS 강사를 대상으로 Rescue Diving(구조 다이빙)

도 개최되어 온 특수잠수 강사교육과정으로 장비 전반에 관한 이해, 호흡

강사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은 환자, 익수자, 조난된 다이버 발생

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 호흡기 1, 2단계 분해결합, 공기통 검사 등

등의 스쿠버다이빙 응급 상황 발생 시, 다이버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

의 내용으로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참가한 강사들은

록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만들어내

이 과정을 통해 특히 호흡기 구조와 특성, 고장 시 대처요령, 고장의 진단

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Ice Diving(얼음 밑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M1(One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장비전문가 강사로 거

Star Instructor, 강사)에서 M2(Two Star Instructor, 상급 강사)로 등급 업그

듭나게 된다.

레이드를 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참가자들은 Rescue Diving 기본 지식,
구조기술, 구조방법, 응급처치, 장비사용방법, 운반법, 안전관리 등의 교육

Nitrox Diving Instructor Training Course
2019년 12월 19일(목), 서울 올림픽 다이빙 풀에서 CMAS 강사를 대상으로
Nitrox Diving(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을 개최 예정이다. 나이트록

을 수료하여야 구조잠수 강사로 거듭나게 된다.

프리다이빙 강사교육과정

스 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은 다이버들이 40% 미만의 나이트록스(Enriched

CMAS 송덕호, 원종순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는 2019년 하반기에 각각 프리

Air Nitrox)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강사

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송덕호 트레이너는 10월에서 11월 사이

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EAN 32, EAN 36을 주로 다룬다. 참가자들은

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원종순 트레이너는 12월에 강사교육과정을 진행

나이트록스 기본 지식, 달톤의 법칙을 응용한 혼합기체 계산법의 이해, 물

하였다.

리, 생리, 장비, 다이빙 계획, 다이빙 컴퓨터 활용법, 안전수칙, 산소분석 방
법 등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으며 필기시험을 완료하였다. 이후, 별도
의 추가적인 인증을 완료하여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로 거듭나게 된다.

제7차 강사평가 개최 결과
2019년 10월 10일(목)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CMAS 조교강사

스쿠버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강습회

(ITC 강사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강사평가(IE)를 개최하였다. 조종철
강사 평가관과 김동주 강사 평가관이 평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2019년 11월 2일(토)~10일(일)까지 9일간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 풀 및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과 소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핸드볼경기장 회의실에서 CMAS 스쿠버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강습회를 개

평가를 통과한 강사는 새내기 CMAS 강사로서 다이버 교육과정에 나서게

최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교육과정은 특정 조건을 모두 갖춘 마스터 인스트

될 것이다.

럭터를 대상으로 집중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춘 강사 트레이너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평가를 통해 3명의 강사 트레이너가 배출되었고, 이들
은 CMAS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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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강사 교환교육과정 개최 결과

제8차 강사평가 개최 결과

2019년 10월 16일(수)~19일(토)까지 4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CMAS 해외 강사

2019년 12월 12일(목)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CMAS 조교강사(ITC

교환 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은 타 단체 강사에게 CMAS 강사가 될

강사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강사평가(IE)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수 평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과정으로, 정창호 본부장이 교

가는 김양규 강사 평가관이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는 필리핀 세부에서 CMAS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과 소양을 평가하는 자리로, 이 과정을 통과한 강사는

강사로써 다이버 양성과 CMAS 홍보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새내기 CMAS 강사로서 다이버 교육과정에 나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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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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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역사로 톡톡 두드려보는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
최경민 외│19,000원│360쪽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06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PBL 달인되기 2 : 진수

01 THEORY :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 치다!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

생활화학물질!

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

람들의 정신세계와 무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문화·예술 및 역사를

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헤친다.

재조명한다.

}{

‘게임중독’이라는 굴곡
된 시선, 부정적 에너지
를 바꾸자.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사례를 통해, 게임 뒤에 감
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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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호텔관광 이벤트론

관광마케팅

관광학개론

세계의 축제와 문화

한진영, 박효연│20,000원│324쪽

우경식, 차석빈│22,000원│343쪽

최영환, 손수진│22,000원│377쪽

김용섭│18,000원│240쪽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이해
정태연, 김정준│19,000원│202쪽

서비스
매너

이미지메이킹에서 면접까지

서비스운영 컨텐츠론

유정화, 이나영, 곽봉화
19,000원│283쪽

강미라│23,000원│38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고객응대 서비스 매니지먼트 실무

서비스 이해 [개정판]

오선숙, 홍성순, 김지양, 강정민

김근종, 송주완│18,000원│234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19,000원│288쪽

외국어

항공실무영어

관광생활영어

항공실무영어

항공관광실무영어

톡톡 튀는 소통중국어

이동희, 권도희│16,000│346쪽

송두석, Eric M. Zimmerman
14,000원│142쪽

전약표│13,000원│160쪽

전약표│15,000원│156쪽

김기범│15,000원│228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

여행사 경영론

실전에 강한 항공객실업무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미래서비스 아카데미│18,000원│352쪽

박시범, 이병열, 홍영호, 서정원
17,000원│407쪽

이종호│19,000원│204쪽

장태선, 박지현│20,000원│260쪽

박수영│17,000원│232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

알기쉬운 와인학 개론

프론트·객실실무론

호텔 식음료 관리론

호텔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613쪽

김제간│21,000원│324쪽

남택영, 김헌형│19,000원│368쪽

김이종│20,000원│333쪽

김이종│28,000원│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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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일시품절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버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
다이버의 수화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
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값 50,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
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
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
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
어졌다.

Marine Odyssey Ⅱ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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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dyssey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
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
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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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의 습격

국외여행인솔실무

리조트 개발의 이해와 전략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
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
한다.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
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
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상상채널/고쇼 히로에 지음, 황명섭 옮김/430쪽·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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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의 개념/리조트 디벨로퍼의 역할/리조트와 장소
성 변형/개발목표수립/리조트 컨셉과 테마설정/국내 리
조트의 진화/리조트 사업환경 분석/리조트 개발 관련
법·제도적 고려/라이프스타일 리조트 개발 컨셉 전개/
리조트 수요예측/아이덴티티 조닝/도입시설 스펙트럼구
상 및 시설운영계획/사업성분석/리조트 분양 전략
새로미/이태희/625쪽·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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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막탄섬
최고급 리조트와
럭셔리한 요트 다이빙

www.themarkresort.com

070-4845-3122

TALK

themark 숙박 및 요트/시티투어 상담
themark1 호핑투어/다이빙 상담

이빙
요트로 하는 다
은
같
드
보
어
•리브

40명 탑승

•대형 다이빙풀 보유 가로 16m, 세로 12m, 수심 4m

•최고급 레스토랑

Cabana

막탄섬에서 소문난 맛집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

Ocean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