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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강영천 박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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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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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인쇄·제본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주) 현문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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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강영천, 김수열, 민경호, 이민정, 조윤희
Kevin Lee, Peter de Maagt
Theresa Guise, Yorko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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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신청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02 - 778 - 4981

4년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기구독 요금

www.scubamedia.co.kr

해외 정기구독 신청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 우편물
• 2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과월호 요금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대금 입금 안내
• 구매신청은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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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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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봄, 2020년
글 구자광 (발행인)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봄은 몹시 우울한 봄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고, 특히나 대구·경북 지역은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나라 곳곳에 침투하여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비말 형태로 감염이 이루어져 사람과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다이빙교육도 사람간의 교류이다 보니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예방은 가능하면

정지 상태이다.

사람간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한국 사람의 입국을 제약하는
사람이 모이는 모든 장소를 경계하고, 개인적 또는 사무적으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해외 다이빙여행을 계획했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집과 직장을 제외하고 동선을

다이버들도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있고, 향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이상을 이런 상태를

있다. 국내외에서 다이빙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막막하기는

유지하다보니 모든 분야의 경제가 심각하게 내려앉고 있다. 이

마찬가지다.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3월 2일

이런 상황이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우려했다.

있다. 그중 스포츠산업분야에 2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모두들 힘들겠지만 이곳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관심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심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낮에는 어쩔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수 없이 일터로 가기위해 집을 나서지만 저녁시간에는 온 거리가

있을 것이다.

한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과 쇼핑을 하지 않으며, 모임이나
단체행사를 취소하고 학교는 휴교를 하거나 개학을 연기하고 있다.

지금은 너나없이 모두가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또한 문화 활동이나 여행을 기피하다 보니, 가장 먼저 직격탄을

우리는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어렵다

맞은 것은 다이빙산업계가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이다.

보면 주변을 탓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
모두들 전염병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무원, 의료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던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최대한 감염병 예방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2020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수칙에 협조해야 한다.

2020)’을 취소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던 ‘2020 제13회 경기국제보트
쇼’ 행사를 6월로 연기하였다.

힘내라! 다이버들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시기에 소멸되기를 기원하고, 내일을

다이빙산업은 교육, 장비유통, 여행이 주된 스포츠 영역이다 보니

준비하며 각자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좋은 날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다이빙 산업계 모두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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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IVE
WITH A SIDE OF AIR.

YOUR DIVE
WITH A SIDE OF AIR.
SMS KATANA 2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KATANA 2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이드마운트 전문 다이버들을 위한 적은 볼륨과 모듈러
시스템, 유선형 라인, 최소한의 하네스 등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다이빙 상황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따뜻한 수온과 차가운 수온, 스틸 탱크와 알루미늄 탱크,
오픈 서킷과 사이드마운트 CCR 등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적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
• 사이드마운트 전용
• 놀랍도록 매끄러운 유선형 형태
• 따뜻한 수온과 차가운 수온의 환경 모두 적합
• 싱글과 듀얼 블래이더 선택
• H 와 Y 스타일 하네스 조절
• 모든 체형에 적합한 원 사이즈 피팅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수중사진 콘테스트
2020년 3/4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노민식

금상

이현석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이민정

은상

임수동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김정인

동상

민경호

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

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

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입선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

김다예, 김성호, 김일환, 김정인, 김진규, 노민식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민경호, 이상훈, 이현희, 임수동, 정도섭, 정성철

(가나다 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0년 3/4월호 수상자 시상품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작품의 저작권

금상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40L DRYBAG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

•권
 장 소비자 가격 : 120,000원

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제
 품크기 : 69cm × 34cm × 17cm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

은상

드라이백 10L
•소비자가격 : 99,000원
•제품크기 : 200 × 370mm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

동상

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5L DRYBAG
• 권장 소비자 가격 : 59,000원
• 제품크기 : 61cm × 41cm × 14cm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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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노민식
만타레이
NIKON D850, f/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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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민정
가마우지
NIKON D750

f/16, 1/10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정인
동굴속 풍광
Canon EOS 5D Mark IV

f/6.3, 1/80

2020 March/April | 29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이현석
폰토이 피그미해마
Canon EOS 5D Mark IV, f/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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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임수동
버터플라이 누디브랜치
OLYMPUS TG-6

f/4.5, 1/50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프로그피쉬 자화상
SONY ILCE-7RM3

f/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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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성호

입선 김일환

입선 이현희
입선 이상훈

입선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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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노민식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민경호

입선 정성철

입선 김다예

입선 임수동

입선 김진규

입선 정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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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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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o Summer

Taiwan

Yorko Summer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underwater photographer from

Yorko Summer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완의 수중사진작가이다.

Taiwan. Additionally, he is also a senior diving instructor, travel journalist,

또한 수석 다이빙강사, 여행기자, 사진강사이기도 하며, 수중사진 경

photography lecturer and also judges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s.

연대회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Currently, Yorko is the official the Marianas Ocean Tourism Ambassador, the

현재 Yorko는 마리아나 해양관광대사이며, 사진/그레이터 차이나

official ADEX Ambassador for Photography/Greater China and was the Ocean

의 ADEX 홍보대사이다. 2017년까지 타이완 녹도(Green Island)의

Tourism Ambassador of Green Island, Taiwan until 2017. He was also MOBBY’S

해양관광대사와 2017/2018부터 MOBBY의 브랜드 홍보대사로도

Brand Ambassador from 2017/2018.

활동했다.

He has also collaborated with global brands such as, Canon, Sony, Panasonic,

또한 Canon, Sony, Panasonic, Viewsonic, Mercedes-Benz,

Viewsonic, Mercedes-Benz, Audemars Piauet, The Macallan, Garmin,

Audemars Piauet, The Macallan, Garmin, Nauticam, Travel Living

Nauticam, Travel Living Channel (TLC).

Channel (TLC) 등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 작업도 했다.

Yorko spends two-thirds of every year traveling to different diving sites around

Yorko는 년 중 매년 3분의 2 정도를 전 세계의 다양한 다이빙 장소

the world. Over his almost 20 years career, he has logged an incalculable amount

로 여행을 한다. 거의 20년 동안 경력을 쌓으며 수많은 사진촬영시간

of underwater photography time. Infatuated with capturing beautiful underwater

을 기록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름다운 수중풍경을 포착하

scenery through his camera lens. In particular, his dramatic lighting techniques

는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빛을 활용한 기법과 독보적인

and unique artistic style.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사진을 표현한다.

In recent years, Yorko has been very focused on taking care of the ocean and

최근 Yorko는 해양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회용 플라스틱

has made immense efforts to promote the reduction of single-use plastics and

의 감소와 해양생태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ecological conservation. Furthermore, he has collaborated with the Marianas

한, Marianas Visitors Authority, Okinawa Convention& Visitors

Visitors Authority, Okinaw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the Philippine

Bureau, Philippine Tourism Department, Seychelles Tourism

Department of Tourism, the Seychelles Tourism Board, Tourism Fiji and others

Board, Tourism Fiji 등과 협력하여 현지 다이빙 및 관광시장을 홍보

to promote their local diving and tourism market.

하였다.

In 2014, Yorko was selected by RTHK as one of the top 5 most exceptional ethnic

2014년에 RYOK는 Yorko를 가장 뛰어난 소수민족 중국 수중사진작

Chinese underwater photographers. RTHK produced a documentary called

가로 선정했다. RTHK는 그의 경력과 이야기를 “Ocean Roamer”라

“Ocean Roamer,” celebrating his career and stories. Yorko was also featured as

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중사진 웹사이트인

a “Photographer of the Week” on the world-renowned underwater photography

DPG(Dive Photo Guide)에서는 Yorko를 “금주의 사진작가”로 선정

website, Dive Photo Guide (DPG). “Scuba Diver” magazine also selected Yorko

하였다. 또한 “Scuba Diver”라는 잡지는 Yorko를 “당신이 알아야 할

as one of the top “122 inspiring underwater photographers you should know”.

영감을 주는 수중사진가 122명” 중 한명으로 선정했다.

Judge of International Underwater Photo Contest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한 국제 수중사진 콘테스트
• 2019 World Mermaid Championship
• 2019 Asian Photographer Of The Year
• 2019 Lens Beyond Ocean International Photo Competition
• 2018 Voice of The Ocean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2018 Green Island Global Diving Photography Competition
• 2017 Voice of The Ocean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2016 4th China Underwater Photo Contest
• 2015 3rd Anilao International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2015 3rd China Underwater Photo Contest
• 2015 Image-Bay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 2014 2nd Anilao International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2014 ADEX China No Limits Photo Competition
• 2014 2nd China Underwater Photo Contest
• 2014 Australasia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2014 Voice of The Ocean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2013 1st Anilao International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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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나폴레옹 모자를 닮은

맷돌 모양으로 생긴

나폴레옹피쉬(Napoleon Fish)

몰라몰라(Mola Mola)

학명 : Cheilnus undulatus
영명 : Humphead Wrasse, Māori wrasse, Napoleon fish,
Napoleon Wrasse

학명 : Mola mola
영명 : Mola Mola, Sunfish, Mambo
한국명 : 개복치

놀래기과(Labridae)로 이마 부분의 툭 튀어나온 모양이 나폴레옹 모자

복어목(Tetraodontiformes)에 속하는 물고기이다. 몰라몰라(Mola Mola)는

를 닮았다고 해서 일명 나폴레옹피쉬(Napoleon fish)라고 한다. 성장하면

라틴어 이름이며, 이는 ‘맷돌’이라는 뜻이다. 몸이 회색 가죽처럼 표면이

서 수컷의 이마가 앞으로 크게 튀어 나오며 암컷은 약간 불거지는 정도에

거칠거칠하고 모양이 둥글둥글해서 맷돌과 닮았기 때문이다. 이 물고기

그친다. 크기가 크고, 입술이 두껍고, 눈 뒤에 두 개의 검은 선이 있다. 이

는 큰 몸집에 비해 성격은 순하고 둔하기까지 한다.

물고기의 색상은 둔한 청록색에서 더 생생한 녹색과 자색의 색조 사이에

바다 깊이 중간쯤에서 헤엄쳐 다니다가 날씨가 맑고 파도가 없는 날이

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면 바다 위로 올라와 긴 등지느러미를 물 위로 내놓고 아주 천천히 움직

머리는 청색이며 미로 같은 청색선 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황녹색에

인다. 이 때문에 상어로 착각하기도 한다. 또는 옆으로 드러누워 둥둥 떠

서 청녹색까지 변화가 있으며 비늘마다 어두운 수직 띠무늬가 있다가 성

서 햇볕을 쬐며 일광욕을 즐기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이런 습성 때문에

장하면서 가느다랗고 불규칙한 수직선 무늬로 변한다. 꼬리지느러미는

‘Sun Fish’라는 영어 이름이 붙었다. 우리말로는 ‘개복치’라고 한다. 태국

뒤로 둥글다. 눈에서 뒤로 그어진 2개의 검은 선이 있고 눈에서 입술 방

에서는 맘보(Mambo)라고도 불린다.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향으로 그어진 선 2개가 더 있을 때도 있다.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

맘보춤을 추는 여인을 떠오르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리지느러미의 바탕에 아주 가는 수많은 선들이 조밀하게 차 있다.

이 물고기는 경골어류 중에서는 몸집과 뼈대가 가장 큰 물고기이다. 기

수컷은 일반적으로 암컷보다 크며, 크기는 최대 230cm, 무게는 최대

록으로는 몸무게가 2.2톤 이상, 몸길이는 3.3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180kg에 도달할 수 있지만 평균 크기는 일반적으로 1m 미만이다. 암컷의

몸은 크기가 매우 크고 납작하고 넓으며 배지느러미가 없고 눈과 아가미

크기가 1m를 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 작으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매우 크고 특이하게 생겼다. 입

단독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성어들은 때때로 작은 그룹으로 움직이

은 새의 부리 모양으로 매우 단단하다. 또한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어류이

는 것을 관찰되기도 한다. 라군이나 리프 바깥쪽에서 종종 관찰되기도 한

기도 한데 한 번에 3억 개가 넘는 알을 낳는다. 그러나 생존율은 거의 없

다. 연체류, 물고기, 갑각류, 성게 등을 먹으며 거미불가사리와 불가사리

어 이 3억 개가 넘는 알들 중에 성체가 되는 개체는 1~2마리 정도에 불

를 먹을 때도 있다. 놀래기과의 다른 어류들과 마찬가지로 유어 때와 모

과하다. 치어는 외관상으로 작은 복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성어와는 매우

양이 많이 다르다. 9살을 기준으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별이 바뀐다고

다르다. 이 물고기는 움직임이 재빠르지 못해 입으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한다. 성어들은 집단 산란을 위해 일년 중 특정 시간에 이동하여 집단을

물고기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등을 먹고 사는데, 먹이로 해파리를 제일

형성한다. 인도, 태평양(일본의 오키나와 섬 이남), 인도양(홍해 포함)에

좋아한다. 드넓은 해양에서는 천적이 없다. 그 이유는 몸통이 워낙 크기

광범위로 분포한다. 홍해에 분포하는 개체들은 색상과 특징이 다르다.

때문에 웬만한 큰 물고기가 아니라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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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buffalo, 들소) 무리들과 닮은

몸에 큰 감자(Potato) 모양의 무늬가 있는

버팔로 피쉬(Buffalo fish)

포테이토 그루퍼(Potato grouper)

학명 : Bolbometopon muricatum
영명 : Green Bumphead Parrotfish, Bumphead parrotfish,
Humphead parrotfish, Double-headed parrotfish, Giant parrotfish

학명 : Epinephelus tukula
영명 : Potato grouper, Potato cod, Potato bass
한국명 : 감자대구

파랑비늘돔과(Scaridae)로 크기가 1.3m의 길이로 성장하고 46kg까지 무

그루퍼과(Groper)에 속하여, 몸에 큰 감자(Potato) 모양의 무늬가 있기 때

게를 내는 패롯피쉬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성어의 몸체는 녹회색이

문에 포테이토 그루퍼(Potato grouper)라고 하며, 그루퍼과(Groper)중에

며, 덩치가 크고, 앞이마에 큰 혹이 있다. 이 혹으로 산호를 부셔서 먹는

서 크기가 가장 크다.

다. 저서 해조류와 산호 및 패류를 주식한다. 큰 성어는 암초의 구조를 이

이 물고기는 엷은 청회색이며 큰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얼룩으로 덮여

루는 탄산염광물을 1년에 5톤이나 먹는다.

있다. 머리에는 어두운 반점과 줄무늬가 있다. 크기는 2.6m, 무게는 110㎏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으며 이동한다. 이 물고기 무리들이 소화된 산

에 도달할 수 있다. 성어의 평균 크기는 1.5m이며 무게는 약 90㎏이다.

호모래를 배설하며 이동하는데 마치 육상에서 버팔로(Buffalo, 들소) 무

이 물고기는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된다.

리들이 질주하며 흙먼지를 일으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버팔로 피

그들은 산호초 사이에 살며, 먹이를 찾아 산호초의 바닥을 돌아다닌다. 유

쉬(Buffalo fish)라고 부른다. 이 물고기는 인도양과 태평양 바다의 산호초

어기는 리프의 얇은 물에서 발견되며 성어는 수심 10~150m 깊이에서

지대에서 서식한다. 분포는 동서로는 홍해 및 동부 아프리카에서 프렌치

발견된다. Potato grouper는 평생 같은 지역에 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

폴리네시아까지, 남북으로는 일본 남서부에서 호주까지 이어진다.

지 않는다. 이것이 Potato grouper가 보호종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유어들은 산호초 지대에서 발견된다. 성어는 외해 암초 수심 30m 이내에

Potato grouper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다이버들은

서식한다. 군집생활을 하며 보통 소수가 무리를 짓지만 외해의 맑은 바다

여전히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

암초지대에서는 많은 개체 수가 군서한다. 야간에는 동굴이나 바위 틈 또

심해야 한다. 이 물고기는 작은 가오리, 게, 생선, 오징어, 문어, 가재 등을

는 난파선에 들어가 잠을 잔다. 앵무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경계심이 많

먹고 산다.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산호 뒤에 숨어 먹이를 매복하는 것을

은 종이다. 산란은 매월 음력 그믐날 전 며칠간 동안 중층 물에 한다. 외

좋아한다. 머리와 입이 크기 때문에 먹이를 한 번에 삼킨다. 이 물고기의

해로 향한 암초의 돋은 부분, 물살이 흐르는 채널 같은 장소에 모여 집단

유어기는 암컷이지만 성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전환을 통해 수컷으로 변환

산란을 한다. 재생산 속도와 성장속도가 느리며 40년 정도로 오래 산다.

한다. 또한 산란기가 되면 그룹으로 모여서 산란한다.

남획으로 멸종 가능성이 우려되는 종이다.

참고

놀래기과의 험프헤드 래스(나폴레옹 피쉬, Cheilinus undulatus)
와 파랑비늘돔과의 험프헤드 패롯피쉬(버팔로 피쉬, Bolbometopon
muricatum)는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다.
놀래기과의 험프헤드와 크게 다른 점은 이 종은 머리(얼굴) 앞면이 수
직이다. 색상이 다양한 “험프헤드” 앵무고기들과 다른 점은 머리 앞면
가장자리 시작부가 흰빛에 가까운 옅은 녹색 내지 핑크 빛인 것을 제
외하면 몸 전체적으로 단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리의 표면에 결
절(nodular) 하나가 있는 것도 다르다. 발달 초기에는 칙칙한 회색에
백색 점들이 흩어져 있고 자라면서 점차 어두운 녹색의 단색으로 변
한다. 암컷과 수컷 간에 색상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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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주인공 피카츄를 닮은

토끼 모양을 하고 있는

Pikachu

Sea Bunny

학명 : Thecacera pacifica
영명 : Pikachu

학명 : jorunna parva
영명 : Sea Bunny

게임의 주인공 피카츄(Pikachu)를 닮았다고 해서 피카추치(Pikachu)라

복족류 연체동물로 대부분은 25mm 미만이며, 토끼의 특징인 두 귀가 불

불리며, 흰색 몸체에 검은 색 줄무늬와 후각돌기가 검은 색과 황색으로

쑥 솟아있고, 뽀얗고 부드러운 몽실몽실한 털을 가진 모습도 비슷하다.

되어 있다. 간혹 노란색 몸체도 있다. 인도양과 대서양(멕시코만)에서 발

후각돌기(더듬이)는 토끼의 귀처럼 보이는데 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먹이

견되며, 약 2cm 정도까지 자란다.

를 찾는데 사용을 한다. 쉴 새 없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몸통에 있는 돌기들은 감각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몸통에 있는 검은
무늬들은 주위에 있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감각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눈이나 귀가 없어도 잘 살아간다.
주로 흰색, 노란색 또는 주황색이 발견되고 있다. 녹색을 띤 바다토끼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서식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발견된다.

참고

피카츄(Pikachu)
일본의 게임 <포켓몬스터>에서 처
음 출현하였으며, 노란 몸, 빨간
두 뺨, 토끼와 햄스터 사이의 귀여
운 외모, 번개 모양을 닮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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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양으로 불리는

실 뭉치처럼 생긴

Sheep Nudibranch

Ghost Nudi

학명 : Melibe colemani
영명 : Ghost Nudi
학명 : Costasiella kuroshimae
영명 : Sheep Nudi, Algae Nudi, Sheep-leaf nudibranch,
Little Leaf-sheep Nudibranch, Shaun Sheep Nudibranch

이 생물은 실 뭉치처럼 생겨 외계생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고스트 누디
(Ghost Nudi)라고 부른다. 신체 대부분은 투명하다. 심지어 장기도 볼 수
있다. 이 동물은 cerrata(유포)와 구강 후드로 구성된다. 투명한 몸체와

몸과 검은 눈, 붉은 볼 터치, 그리고 마치 검은 뿔을 가진 듯한 귀여운 외

긴 정점 돌기는 cerata에 있다. 몸과 cerat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화

모를 가지고 있다. 작은 양(Sheep) 모양을 하고 있어서 Sheep Nudi라고

관 세관이 서로 연결된 분기관 그물처럼 보인다. 흰색의 선(Tubuli)이 실

한다. 패각(껍질)이 없는 작은 연체동물의 바다 민달팽이(Sea Slug)로 크

제로 소화 시스템이다. 이 생물은 확장성이 있는 구강 후드를 사용하여

기는 약 5mm 정도이다. 이 생물은 형광의 이 생물은 환경에 맞춰 카멜레

주로 고착성 또는 느리게 움직이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온처럼 녹색, 분홍색, 노란색 등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생물은 말레이시아 Mabul섬의 Neville Coleman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

몸체에 가시처럼 뾰족한 연두색 돌기가 있다. 주로 바다의 조류를 먹고

다. 불행히도 그는 2012년에 Melibe colemani가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사는데 먹는 조류의 엽록체를 몸에 넣고 스스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따서 학명을 붙이기 직전에 사망했다.

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엘리시아 클로로티카(Elysia chlorotica)와 더블어
이 종으로 극소수이다. 이 작은 생물은 인도-태평양에 널리 분포되어 있
으며, 산호초 사이의 모래바닥에 있는 잎 모양의 녹색 조류인 Fan green
seaweed(학명:Avrainvillea sp.)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
리핀 등지에서 서식한다.

학명 : Avrainvillea sp.
영명 : Fan green seaw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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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촬영장비
선택 가이드
글/사진 조윤희((주) 수중영상 대표)

촬영 목적에 따른 렌즈(Lens)의 선택
창조적인 영상표현을 위한 중요한 렌즈와 포트

촬영대상에 따라 렌즈가 결정되므로 다양한 렌즈의 특징을 파악하고 최초의 하
나를 고른다. 수중시진에서도 육상사진과 같이 카메라를 결정하면 다음은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 렌즈의 선택범위가 결정된다.
산호초나 우뚝 솟은 절벽이나 동굴, 물고기 무리 등, 와이드한 사진을 찍으려면
초광각렌즈나 광각렌즈가 필요하고, 나비고기나 흰동가리돔 등 클로즈업 사진은
매크로렌즈가 묘사성에서 뛰어나다. 그러나 한마디로 물고기라 해도 찍는 방법

[ 글 싣는 순서 ]
1. 하우징(Housing)의 선택

2. 촬영 목적에 따른 렌즈(Lens)의 선택

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피쉬아이렌즈로 물고기 한 마리를 클로즈업해
서 찍거나 매크로렌즈로 물고기 무리를 멋지게 찍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촬
영방법, 즉 렌즈의 고유한 묘사성능에 반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야 가능한 것이고, 초보자가 물고기 한 마리를 클로즈업해서 찍으려고 한다면 앞

3. 스트로보(Strobe)의 선택

에서 설명한 렌즈의 선택이 무난하며, 그 중에서도 50~60mm 사이의 렌즈를 선

4. 암(Arm)의 선택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촬영용 라이트(Light)의 선택
- Continues light와 Target/Focus light
6, 컨버젼 렌즈(Conversion lens)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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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렌즈의 기본
먼저 렌즈에 관한 기본 용어를 익혀 두는 것이 좋다. 우선 초점거리, 렌즈에는
60mm F2.8, 100mm F2.8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점거리(화각)와 밝기

렌즈의 초점거리와 분류(Nikkor 렌즈의 경우)
분류

초광각

수중화각

육상화각

약170°

R-UW AF fisheye Nikkor 13mm f2.8

─

약135°

AF DX Fisheye Nikkor 10.5mm f2.8 G ED
AF fisheye Nikkor 16mm f2.8D
AF Nikkor 14mm f2.8ED

180°
180°
114°

AF Nikkor 20mm f2.8D

94°

AF Nikkor 24mm f1.4G ED

84°

약62°

수

렌즈명과 초점거리

또 F로 표시하는 것은 렌즈의 밝기로 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렌즈가

AF Nikkor 28mm f2.8D

74°

AF-s Nikkor 14~24 f2.8G ED

114°~84°

AF-s Nikkor16~35 f4G ED VR

107°~63°

약60°

R-UW AF Nikkor 28mm f2.8

─

AF Nikkor 35mm f2D

62°

약35°

R-UW AF Micro-Nikkor 50mm f2.8

─

약26°

AF-s Micro-Nikkor 60mm f2.8G ED

39°40′

광각

중
표준

망원

AF-sVR Micro-Nikkor 105mm f2.8G IFED 23°20′
AF Micro Nikkor 200mm f4 IF ED

12°20’

분류

되고, 가격도 비싸진다. 참고로, 대문자 F 표시는 렌즈 조리개를 최대
로 열었을 때의 밝기(개방 F값), 소문자 f 표시는 촬영시의 조리개값을
나타낸다.

초광각

그리고 여러 카메라회사들의 렌즈를 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카메라회사마다 고유
의 마운트가 달라 니콘과 캐논, 소니, 또는 파나소닉등과의 호환성이

광각

육
상

없다. 또 같은 회사의 렌즈라고 해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
지만 마운트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카메라도 있다. 예를 들면 니콘에
서 FX, DX, Z렌즈, 케논에서는 EF, EF-s, RF렌즈 등이 있다.

표준

이것은 본체와 렌즈의 접합부, 렌즈 마운트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카메라 사양에서 마운트 항목을 보면 니콘은 “니콘 F마운트”, 캐논은

망원

“캐논 EF 마운트”등으로 표시하여 구별하고 있다. 이런 렌즈를 순정
렌즈라 부른다면, 호환렌즈라고 불리는 제품인 탐론이나 시그마렌즈는
마운트를 니콘이나 케논용으로 구별해 호환성을 가지는 것으로, 니콘

이다. 이것은 피사체가 찍히는 범위를 각도로 표시한 것으로, 대각선 화각을 표시

이나 케논에는 없는 초점거리와 개방 F값등을 다르게 해서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화각에 따라 렌즈는 표와 같이 광각, 표준, 망원 등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수중에서 사용할 때에는 렌즈 포트

분류된다.

와 호환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분류에서 수중과 육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수중에서는 물의 굴절에 의해 렌
즈의 초점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35mm는 육상에서는 광각렌즈이지만 굴절

핀트 맞추기에 빠뜨릴 수 없는 렌즈의 피사계 심도

율인 1.33을 곱하면 초점거리는 약 47mm가 되어 표준렌즈의 분류에 들어가게 된

이 “피사계심도”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핀트를 맞춘다”

다. 이밖에도 초점거리가 같아도 일반촬영용 렌즈와 매크로렌즈로 나눠지기도 한

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로, 본래 렌즈의 중심에서 뻗은 선

다. 또 육상에서는 초망원 렌즈도 사용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200mm까지만 표시

(광축)에 대하여 수직인 면에 핀트가 맞았다고 하는 것은 피사체의 이

되어 있는 것은 수중의 밝기와 투명도 때문에 표에 있는 200mm 이상의 렌즈는

면에 닿은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면의 앞뒤에도 선명하게 찍

사용할 수가 없다.

히는 범위를 말하며, 이 앞뒤의 범위를 피사계심도라고 한다.

덧붙여 초점거리가 15~16mm인 피쉬아이렌즈가 왜 14mm 렌즈보다 화각이 넓은

이 피사계심도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넓고, 렌즈의 조리개를

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피쉬아이렌즈는 화면 상하의 폭과 거

조일수록 넓어지며, 초점을 맞춘 위치의 전방보다는 후방이 깊다는 성

의 동일한 직경의 원형 화상이 찍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인 피쉬아이렌즈는

질이 있다. 피사계심도는 핀트를 맞추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

180도의 화각으로 화면의 대각선 가득히 피사체가 보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대

므로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각선 어안렌즈라 불리며, 독특한 화상은 일반적인 렌즈라면 보정해야 할 술통형

이밖에 프론트 컨버젼 렌즈라고 불리는 클로즈업 렌즈가 있는데 마

왜곡수차, 즉 화상이 휘어져 술통과 같이 중앙이 불룩한 왜곡을 의도적으로 남긴

스터 렌즈의 촬영거리를 단축해 초점거리를 바꾸는 것으로 조였을 때

것으로, 일반적인 렌즈와 초점거리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좀더 선명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 리어컨버젼렌즈로 불리는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액세서리로 익스텐션 튜브 또는 익스텐션 링과 텔레
컨버터(정식으로는 컨버전렌즈, 컨버터)가 있는데, 이것도 마스터렌즈
의 초점거리를 바꾸는 보조렌즈로 1.4~1.5배와 2배가 있고, 60mm 매
크로에 1.4배를 세팅하면 84mm로, 2배를 세팅하면 120mm의 렌즈가

마운트가 다른 2개의 렌즈. 케논 EF-s macro60mm와 EF 50mm macro렌즈는 초점거리가
10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렌즈의 크기도 다르고 호환 사용할 수 없다.

텔레컨버터, 익스텐션 튜브, 컨버젼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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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양한 렌즈 포트가 있을까?
육상용 카메라를 수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수용기인 수중 하우징의 구조는
앞판, 뒷판, 그리고 렌즈 포트,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메라
바디의 방수부분이 앞판과 뒷판이라면, 렌즈 포트는 렌즈의 방수부분에 해
당한다. 이 렌즈포트는 하우징바디와 나사식과 바이요넷(Thread,Bayonet)방
식으로 분리되는데, 이유는 촬영자가 촬영목적에 따라 렌즈를 선택,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우징회사에 따라 결정되며, 호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렌즈 포트와 렌즈의 관계
니콘, 캐논, 마르로 렌즈

포트의 선택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주는데, 첫째는 초점거리는
같아도 밝기가 다르면 같은 카메라 제조회사 제품이라도 크기가 다르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이 달라지므로, 촬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렌즈 크기에 맞는 렌즈 포트가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이다.
화각과 포트의 길이와 지름이 맞지 않으면 화면 구석이 걸려, 극단적인 경우
에는 터널 안에서 풍경을 보는듯한 사진이 되고 만다. 이처럼 극단적인 예는
드물다 하더라도, 렌즈의 화각에 맞지 않는 포트를 사용하면, 화면의 네 구
석에 극단적인 왜곡이 촬영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화각이 넓은 와이드 렌즈
나 초 광각 피쉬아이 렌즈를 사용할 경우, 렌즈 앞면이 둥그런 반구 형태의
돔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매크로렌즈는 렌즈 종류에 따라 촬영거리가 짧아질수록 렌즈의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다.(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너 포커스 타입의 렌즈도 있다. 그

되는데, 이것은 카메라와 렌즈사이에 장착해 렌즈 길이의 변화로 접사촬영

리고 배율이 높은 컨버젼 렌즈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한 효과로) 길이가 맞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 않으면 렌즈 앞쪽 끝이 포트의 앞면 렌즈에 겹쳐져 중요한 지근거리에서

주의할 점으로는 렌즈와 카메라 사이에 세팅하는 리어 컨버전은 노출배수

는 핀트 맞추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문제로 각각 1조리개와 2조리개 렌즈가 어두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

그리고 육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광학 설계된 렌즈를 수중이라는 다

며 배율이 높은 프론트 컨버젼렌즈는 초점거리가 너무 짧아지고 심도가 낮

른 조건에서 사용함으로써 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문제

아져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중의 하나가 빛의 굴절이다.

렌즈와 렌즈 포트의 궁합
하우징을 구입할 때 카다로그나 관련자료를 보면서 검토하
는 것은 가격을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의 조작
성, 쉽게 이야기하면 하우징에 넣어 사용하는 카메
라의 기능을 얼마만큼 하우징에서 조작할 수 있는
지 여부일 것이다. 하우징제조회사에서도 이 정도
의 사양은 당연히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
만큼 움직임 없이 편안한 자세로 쉽게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느냐는 사용해보지 않고는 카다로
그나 설명서를 보고는 잘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카다로그나 설명서에도 제대로 설명이
나 제원이 나와 있지 않는 렌즈포트는 처음 하
우징을 구입하는 사람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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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 반사식의 다양한 렌즈를 수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렌즈 포트가 필요하다

만약 카메라가 렌즈를 교환할 수 없다면 렌즈와 렌즈 포트의 호환차트를 보

그 해답은 마스크가 우리의 눈앞에 공간을 만들기 때문인데, 그 공간에는 공

면서 머리 아플 일도 없고, 일안 리플렉스(렌즈교환식) 카메라의 잇점인 렌

기의 층이 생겨나 수중에서 진행하던 빛이 마스크 안에 있는 공기와의 경계

즈의 선택범위가 커져 다양한 촬영표현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촬영자의

면에서 굴절되어1) 약 1.33배 크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수중하우징으로 바

요구에 맞는 다양한 렌즈를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살릴 수

꿔 생각하면, 마스크의 유리는 렌즈 포트의 앞면 렌즈, 공기층은 앞면 렌즈와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만다.

카메라 렌즈 사이의 공간이 될 것이다.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우징회사

그러면 1.33배 크게 보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나는 렌즈의 초점거리

들은 많은 렌즈포트를 판매하고 있지만, 교환용 포트는 크게 2종류로 앞면

가 길어진다. 작은 피사체나 물고기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60mm

이 평평한 플랫포트와 반구형태의 돔 포트(Dome Port)로 나눌 수 있다.

매크로렌즈라면 초점거리가 물의 굴절로 약 80mm(1.33배)가 되지만 큰 영

렌즈와 렌즈 포트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것으로, 아무리 궁합이 맞는 렌즈와

향은 없다. 오히려 크게 찍히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고기 떼나

렌즈 포트를 세팅해도, 세팅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화질에 영향을 줄 수 있

다이내믹한 수중경관을 넓게 찍을 수 있는 광각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초점

기 때문에 카메라를 하우징에 세팅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거리가 길어져 광각렌즈의 기능이 감소된다면, 광각렌즈를 사용하는 의미가
줄어든다.

선택한 렌즈의 특징과 성능을 살린다
카메라 메이커의 선전 문구에 “한순간의 빛을 기록……” 등, 이와 유사한 내

플랫 포트와 돔 포트

용의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기속을 통과하던 빛이 물이나 유리와

하우징에 따라서는 초광각 렌즈나 피쉬아이 렌즈, 줌 렌즈는 슈퍼 돔 포트나

같이 성질이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진

피쉬아이 포트, 돔 포트로, 매크로 렌즈는 플랫 포트로 크게 나눠진다.

행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현재 광학유리를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포트를 생산하고 있는 Seacam사에

공기의 굴절률은 약 1인데, 이에 비해 물의 굴절률은 약 1.33이다. 카메라도

국한되지 않고 초점거리 28mm 부터가 플랫 포트와 돔 포트의 갈림길이 된

피사체도 모두 수중에 있는데 어디서 굴절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이 28mm가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빛의 성질 때문이다.

있을 것이다. 처음 오픈워터 강좌에서 마스크를 끼고 수중에서 물체를 보면

빛은 렌즈의 광축(렌즈는 구면으로 되어 있고, 그 구면의 중심을 지나는 선)

크게 보인다 라고 배웠을 것이다, 마스크 렌즈는 확대경도 아닌데 왜 크게
보일까?

1)	정확하게는 마스크 유리와의 경계면에서도 굴절된다. 그리고 수중하우징 포트나 컴팩트
카메라 하우징 앞쪽에 사용하는 컨버젼렌즈를 사용할 때에도 하우징과 컨버젼 렌즈사이
에 물 층이 생겨 이곳에서도 굴절이 일어난다.

2020 March/April | 49

에서 먼 곳을 지날수록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중심부는 초점이 맞아도 주변

육상에서 포커싱을 할 때 렌즈를 조작하듯 수중에서 포트의 경통을 돌려 포

부로 갈수록 초점을 맺기가 어렵다. 그래서 광각렌즈에는 렌즈 종류에 따라

커싱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다양한 돔 포트를 사용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돔 포트나 마크로 포트, 어느 포트를 사용해도 전체적인 부력에 영향

지금은 생산 중단된 지 오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을 미치지 않는 설계를 했느냐 인데, 이것은 실제 사용해보지 않고는 알 수

유일한 수중전용 렌즈인 니코노스RS의 13mm 렌즈도, 앞면 렌즈와 물과의

없는 것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경계에 생기는 허상을 뒤쪽의 렌즈로 촬영하는 것은 하우징의 돔 포트와 이

각 하우징 메이커들 마다 독특한 기술들이 다양하지만 꼼꼼하게 살펴, 포트

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수중전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색수차를 비롯

를 선택한 다음 하우징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선택방법이다.

한 다양한 수차가 완벽하게 보정되고 있다.

하우징 본체도 적합한 카메라 기종이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트도
렌즈에 따라 종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플랫 포트는 초점거리가 긴 렌즈,

포트 선택의 포인트

돔 포트는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피쉬아이렌즈용 포트나 돔 포트를 선택할 때의 주의점으로는 렌즈의 초점거
리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진의 선예도(sharpness)를 떨어뜨
리는 내면반사가 없도록 멀티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렌
즈포트와 하우징바디의 마운트(연결부위의 방식)에 따라 렌즈포트의 정밀도
와 탈부착시 편리성 그리고 하우징의 기밀유지에 관계되므로 이 연결 방식
이 나사방식인지 바이요넷 방식인지도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또, 매크로렌즈 포트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테이퍼를 주어 앞면 렌즈의 면적
을 작게 하여, 피사체에 걸리는 프레셔(pressure)를 줄인 것이 편리하며, 줌
렌즈 포트에서는 줌잉이나 포커싱을 각각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
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다양한 하우징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INON사의 MRS 포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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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렌즈용의 돔 포트(왼쪽) 매크로렌즈용의 렌즈 포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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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Cozumel Island

Yucatan Peninsula in Mexico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아름다운 섬

코즈멜
글/사진 구자광

라파즈

1 Cozumel Island
코즈멜섬은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동부 연안, 카리브해의 플라야 델 카르

멕시코 여행 정보


시차	멕시코시티 : -14시간 차

멘(Playa del Carmen) 맞은 편, 그리고 유카탄 채널(Yucatán Channel)

(예, 멕시코시티가 오후 11시이면 서울은 오전 9시이다.)

과 가까운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다. 이 섬의 주요 도시는 산미구엘(San

소코로섬 : -15시간 차

Miguel de Cozumel)이다.
이 섬은 칸쿤에서 남쪽으로 82km(51마일), 육지에서 19km(12마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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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유카탄반도의 동쪽을 따라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다. 섬의 길이는 약
48km이고, 너비는 16km이다. 총면적은 477.961㎢이며, 멕시코에서 세 번
째로 큰 섬이다.
섬은 많은 고유한 동물 종을 가진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다. 코즈멜섬
은 석회암을 기반으로 하는 평평한 섬으로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한다.
섬의 가장 높은 지역은 해발 15m 미만이다. 이 섬에도 세노테(Cenotes)
가 있다. 세노테는 수천 년 동안 부드러운 석회암 토양을 통과하는 물에

팁문화 식당에서 계산서 금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의해 형성된 심층수로 채워진 싱크 홀이다.

비자 관광객은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이 가능하다.

코즈멜섬은 열대 몬순기후에 밀접하여 열대 사바나 기후를 가지고 있다.

기후	멕시코는 고지대의 날씨로 건조성기후, 열대성기후, 온대성

건기는 2월에서 4월까지 짧지만, 이때도 강수량은 평균 45mm에 달한다.

기후를 나타낸다.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우기는 5월

우기는 길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달을 포함하며, 9월과 10월은 강수량이

부터 9월까지로 비가 많이 내린다.

평균 240mm로 가장 습한 달이다.
- 멕시코 관광청 http://www.visitmexico.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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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즈멜 관광청 http://www.cozumel.travel/en

코즈멜섬(Cozumel Island) 가는 방법
① 인천에서 미국 아틀란타까지 가서 다시 코즈멜국제공항까지 간다.
②	만약 유카탄반도에서 세노테 다이빙을 한다면 플라야 델 카르멘 항구
에서 페리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거나, 칸쿤국제공항에서 코즈멜국
제공항까지 항공편으로 가면 된다.

인천공항
13시간 50분

미국

Atlanta

3시간

멕시코

Cancun

Cozumel
Beliz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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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zumel Island의 다이빙 환경

다이빙 방법

카리브해에 위치한 코즈멜섬에는 그레이트 마야 리프(The Great Maya

한다. 호텔은 저렴한 곳에서부터 럭셔리한 리조트까지 다양하게 있다.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이빙센터에서 보트를 타고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을

Reef)가 자리한다. 북반구에서 가장 넓은 산호초 군집이며, 전 세계에서
는 두 번째로 크다. 물속 시야가 40m 이상으로 맑아 바다거북, 돌고래,

일반 호텔

고래상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 Casa del Mar Cozumel Hotel&Dive Resort

1959년에 쿠스토(Cousteau)와 칼립소(Calypso) 승무원이 코즈멜

http://www.casadelmarcozumel.com/

(Cozumel) 산호초를 발견했을 때 경탄을 했다. 거대한 우뚝 솟은 산호
초와 씨팬과 스펀지의 울창한 숲으로 Palancar의 월을 따라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면서 보는 풍광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산호초는 섬의 자연 지형에 의해 열린 바다로부터 보호된다. 섬의 서
쪽 해안에 위치한 Cozumel 산호초 지대는 1996년 7월부터 Cozumel
Reefs National Marine Park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공원
경계 내에서 해양생물을 만지거나 채집하지 못하게 했다.
120㎢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는 코즈멜 해양공원에는 바위 해변과 모래
해변, 맹그로브(mangroves), 야자 숲과 같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종의 물고기 종과 100종 이상의 산호가 있으며, 유명한 Splendid
Toadfish와 같은 섬 고유종이 있다. Cozumel의 Loggerhead, Hawksbill
및 Green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개체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다이빙센터

고급 리조트
• 코즈멜 펠리스 리조트(Cozumel Palace Resort)
https://www.palaceresorts.com/cozumelpalac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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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zumel섬의 다이빙사이트
Cozumel섬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동굴 및 또는 바다생물이 풍부한 곳이다.
소형 다이빙보트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다이버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배에 타서 원하는 사이트를 다이버가 결정할 수 있다.

Baracuda
San Juan Reef

Ferry pier
Los Atolones

Punta Langosta pier
International pier
Puerta Maya pier
Villa Blanca Wall
Paradise Reef

Las Palmas

Chankanaab

Tormentos

Cozumel

Yucab

Puinta Morena

Tunich Wall

San Francisco Wall

Chen Rio

Santa Rosa Wall
Paso del Cedral

Dalila
La Francesa

Palancar Gardens

Palancar Horseshoe

Palancar Caves

El Mirador

Columbia Reef

Punta Sur

Playa Bosh

Chun Chacaab
Maracaibo

마블스팅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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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Islote

이글레이

너스샤크 무리

그레이엔젤피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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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acuda Reef

다이빙 레벨 상급자

Las Palmas Wall

다이빙 레벨 초급자

조류는 외해로 흐르는 강한 지역으로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만이 가능하

이곳은 뱃피쉬, 해마 및 화려한 두꺼비고기 등을 볼 수 있다. 야간 다이빙

다. 이러한 강한 조류 때문에 드리프트 다이빙으로 리프샤크와 이글레이와

으로도 적당하다.

같은 대형 원양어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Tormentos reef
San Juan Reef

다이빙 레벨 : 상급자

다이빙 레벨 : 중급자

대체로 조류가 센 지역으로 모래 언덕에는 항상 온순한 큰 곰치를 볼

조류는 외양으로 흐르는 강한 지역으로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만이 가능하

수 있다. 다이브마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프렌치 그런트(French

다. 이곳은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산호가 아름답고, 큰 배럴 스펀

Grunts)와 스내퍼(Snapper)의 대형 무리가 있는 멋진 터널과 오버행이 있

지가 많다.

다. 인근에 FELIPE XICOTANCATL C-53 Wreck이 있다. 아틀란티스 잠
수함을 볼 수 있는 곳이다.

Villa Blanca

다이빙 레벨 : 중급자

거대한 스펀지, 고르고니언이 많은 슬로프로 된 월 지역으로 잭피쉬와 엔
젤피쉬의 거대한 무리가 상주한다. 경험이 많은 다이버는 비치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초보자는 보트 다이빙을 권장한다.

Paradise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이곳은 해안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으며 비치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게,
바닷가재 및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볼 수 있다. 이곳 해저의 틈새를 잘 살
펴보면 코즈멜섬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Splendid Toad Fish)를 볼
수 있다.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야간다이빙 장소이다.
C-53 Wreck

아틀란티스 잠수함

FELIPE XICOTANCATL C-53 Wreck
학명 : Sanopus splendidus
영명 : The Splendid toadfish
한국명 : 두꺼비고기류

이배는 원래 1944년 미국 템파(Tampa)의 Wilson Marine Shipworks에서
건조되었는데 미해군 소해정으로 투입되었다. 배의 크기는 길이 56.3m,
폭 10.1m, 높이 12m, 무게 1,000톤이다. 1962년에 멕시코 해군에 판매되
어 Admiral Class인 건보트로 변환하여 FELIPE XICOTANCATL C-53으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나

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62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만과 멕시코 카리브

때로는 담수에서도 발견된다. 넓고 육중한 몸집에, 머리가 납작하고, 큰 입

해에서 응급구조 임무와 불법무기 및 마약에 대한 순찰을 하는데 사용하

에는 강한 이빨이 있는데 최대 30㎝쯤 자라며 비늘은 없거나 작다. 대부분

였다. 1999년에 55년간의 활동을 마친 C-53은 퇴역한 후에 Cozumel 수

은 꿀꿀거리거나 개굴거리는 소리를 낸다. 두꺼비고기류는 육식성이며 건

중공원에 기증되었다. 수중공원은 기증된 C-53을 1999년 찬케나 공원

드리면 때때로 물기도 한다.

(Chankanaab Park)의 해안가 수심 25m 지점에 침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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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PE XICOTANCATL C-53 Wreck

Chankanaab

다이빙 레벨 : 초급자

Paso Del Cedral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이곳은 Parque Chankanaab의 바로 남쪽 약 320m 앞바다에 있다. 산호

아쿠아리움과 같은 곳으로 생명과 칼라가 넘치는 평평한 월이다. 월 위에

의 형태와 해양생물은 Paradise와 비슷하지만 물고기가 다소 적은 편이

떠서 유영하는 많은 스내퍼와 그런트(Grunts) 등과 같은 어류들을 볼 수

다. 야간 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도 있다.

Yucab

Punta Dalila

다이빙 레벨 : 초급자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이곳에는 조류가 대개 빠르게 흐른다. 산호와 스펀지들이 조밀하게 서식

일반적으로 약한 조류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산호와 스펀지가 산재해 있

한다. 이곳에는 항상 바라쿠다를 항상 볼 수 있으며 드럼피쉬(Drum fish)

다. 천사고기, 스쿼럴피쉬 및 그런트(Grunts)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바닥

를 볼 수 있다.

에는 게와 녹색 곰치가 있다.

La Francesa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조류의 세기는 보통이다. 큰 모래 지역에서 튀어 나온 작은 리프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블랙 그루퍼(Black Grouper)와 함께 여기저기에 바다거
북이 있다. 산호초에 있는 구멍에서 Cozumel Splendid Toadfish를 볼 수
있다. 또한 랍스터와 게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SANTA ROSA - Depth 50 -130 ft.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코즈멜섬에서 가장 인기있는 드롭오프 지역이다. 월은 15m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글레이와 바다거북 등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조류가 있으며, 멍게류, 거대한 스폰지, 돌이 많은 산호
초와 인상적인 동굴과 터널의 거대한 돌출부가 있다.
드럼피쉬(spotted drum fish)

Palancar Gardens (Shallows)
- Depth 60-125 ft. 다이빙 레벨 : 초급자
이곳은 약 5km에 걸쳐 펼쳐진 이 거대한 리프는 약 1.6km 깊이까지 내려
가는 경사진 월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을 한 번에 볼 수 있
다. 이곳에는 여러 번 다이빙을 해도 좋다. 산호는 매우 다채로우며 퍼플
과 오렌지색의 스펀지가 산재해 있다. 다채로운 리프피쉬가 있고 바위 틈
새에는 줄무늬가 있는 깨끗한 새우가 있다.

드럼피쉬 유어

학명 : Equetus punctatus
영명: Spotted drumfish, Spotted ribbonfish
드럼피쉬(spotted drum fish)는 버뮤다, 바하마, 멕시코만 및 카리브해를
포함하여 남 플로리다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서양 대서양의 열대 해역에 널
리 퍼져 있다. 하루 종일 작은 동굴의 입구 또는 3~30m 수심에서 자주
관찰된다. 반복적 패턴으로 헤엄친다. 낮에는 피신처에 있다가 주로 야행
성으로 밤에 작은 갑각류와 다모류 웜 등의 먹이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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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ncar Horseshoe

다이빙 레벨 : 중급자

Palanca Horseshoe는 말발굽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좁고 깊
은 협곡이 있는 지역으로 딥 다이빙을 한다.

Palancar Caves

다이빙 레벨 : 중급자

깊은 월, 터널, 동굴로 인해 코즈멜에서 가장 인기있는 딥다이빙이 진행된다.
조류는 보통 온화하며 해양생물은 풍부하다. 바다거북, 상어 및 이글레이 등은
쉽게 볼 수 있다.

Palancar Bricks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전기가오리

Cozumel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초 지역으로 바다거북, 상어, 이글레이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San Francisco Reef/Wall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올드 샌프란시스코 해변의 남쪽 끝에서 시작된다. 이 반 마일의 리프는 약 60
야드의 모래로 구분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이것은 가장 얕은 월다이빙
중 하나이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는 큰 그루퍼와 녹색 곰치를 볼 수
있다.

Columbia Shallows/Deep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이곳은 Columbia Shallows와 Columbia Deep으로 나뉜다. Columbia Deep는

거미게

이름그대로 코즈멜섬에서 딥 다이빙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가장 멋진 광경과
감각을 지닌 최고급 다이빙 지역이다. 동굴, 터널 및 동굴로 가득한 일련의 거
대한 산호 피나클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피나클이 서로 멀
리 떨어져 있어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 주위를 비행하거나 활공하는 독특한 느
낌을 경험할 수 있다. 바다거북, 이글레이, 바라쿠다 및 다양한 상어와 같은 거
대한 해양생물을 자주 볼 수 있다.

Punta Sur

다이빙 레벨 : 중급자

거대한 동굴과 놀라운 지형으로 산호초 안쪽에서 30m 지점에서부터 시작하
여 심연이 내려다보이는 월의 40m 지점에 좁은 어두운 터널이 있다. 이곳에서
이글레이와 상어 등을 볼 수 있다.

Chun Chacaab

퀸엔젤피쉬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코즈멜섬에서 리프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다. 다이빙에는 선장과 다이브
마스터의 능력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이 맞아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완만
한 경사로 내려가는 탁 트인 곳에 스펀지산호와 씨팬이 있다.

Maracaibo

다이빙 레벨 : 중급자

이곳은 마라카이보(Maracaibo) 또는 라이트하우스 리프(Lighthouse Reef)라
불리며, 코즈멜섬의 최남단에 있는 다이빙 장소중 하나이며 그 위치 때문에 조
류가 세고 및 일부 파도가 높다. 이곳은 해머헤드샤크(Hammer-head Shark)
또는 이글레이(Eagle Ray)의 무리를 볼 수 있는 깊은 월다이빙을 한다.

트렁크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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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필리핀

사이판
괌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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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

Full Moon Season Trip

팔라우 보름 시즌 트립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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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napper
Spawning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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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napper Spawning Aggregation
매월 음력 12~15일(Full Moon)에 밀물이 썰물로 바뀐 직후에 Peleliu Cut이나 Shark City에서 Red Snapper
무리가 대형 무리를 지어 산란을 한다. Red Snapper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 쪽으로 솟구치며 알을 산란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를 방출한다. Red Snapper 무리의 산란은 조류가 아주
센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 다이버들이 이 장면을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Full Moon Spawning 2020
6-8 January
5-7 February
6-8 March
4-6 Aprill
4-6 May
3-5 June
2-4 July
1-3 August
30-1 September
28-30 October
26-28 November
26-28 December

BumpHead ParrotFish Spawning Aggregation
그믐날이 29일이라면 매월 음력 26~29일(New Moon Season)에 밀물이 썰물로 바뀐 직후 Sandy Paradise
에서 수천 마리의 Bumphead Parrot-fish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란의식을 한다.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
쪽으로 솟구치며 알을 산란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를 방출한다. 이때 수컷
들이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퍽’하고 들리기도 한다. Bumphead Parrot-fish 무리의 산란은 조류가 그리 세
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New Moon Spawning 2020
22-24 January
21-23 February
21-23 March
20-22 April
20-22 May
18-20 June
18-20 July
16-18 August
14-16 September
14-16 October
12-14 November
12-14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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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 랜드(Glass Land)
글래스 랜드는 최근에 개발된 사이트로 울
롱섬 북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바닥은 하
얀 산호가루로 된 모래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가든일 무리를 볼 수 있
고, 산호초에는 글래스피쉬 무리와 리프 피
쉬, 각종 쉬림프 등의 접사 피사체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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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먼 채널(German Channel)
저먼 채널은 잉게멜리스섬 동쪽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
서 37km, 스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
자부터 가능하다. 저먼 채널은 1899~1914년 사이 독일이 팔
라우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선박의 항해를 위해 발파시킨
것으로 채널 자체는 매우 얕지만 주변의 산호 지역은 아름답
게 발달해 있다. 또한 잭피쉬 무리와 스내퍼 무리를 볼 수 있
고, 트리거 피쉬,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다.
저먼 채널 다이빙의 주된 목적은 만타를 보는 것이다. 만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채널 입구의 절벽
에 있는 클리닝 스테이션은 만타가 자주 찾아와서 클리닝 서
비스를 받는 곳으로 근처 바닥에 앉아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만타는 깊은 수심에서 슬로프를 따라 올라와서 클리닝 스테
이션을 배회하며 다이버들에게 구경할 기회를 준다. 다른 한
가지는 조류가 바뀌는 시점에 만타가 채널 입구의 수면 근처
에서 플랑크톤을 먹을 때이다. 얕은 수심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으면 만타가 머리 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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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릴리우 컷(Peleliu Cut)
페릴리우 컷은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강한 조류가 있으므로, 중급자 이상으로 조
류 다이빙 경험자에 한해 가능하다.
페릴리우 컷은 태평양과 접해있는 포인트로써 페릴리
우 익스프레스 웨이 사이트와 함께 팔라우 최고의 드
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도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와 같이 바다거북,
이글레이, 마블레이 등 대물을 볼 수 있고, 대형 잭피
쉬 무리나 그레이리프 상어 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운
이 좋다면 파일럿고래나 청새치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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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코너(Blue Corner)
블루 코너는 팔라우섬 남서쪽, 잉게멜리스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
다. 거리는 코롤에서 46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정도 거리이
다. 조류가 없을 때에는 초보자도 가능하지만 조류가 강할 때에는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하다. 조류가 수시로 변하므로 항상 가이드
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심 15m의 평탄한 지형이 200m가량 외해 쪽으로 뻗어 있다가
수직 절벽으로 연결된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코너의 양쪽에 있는
부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수하는데 절벽을 따라 조류를 타고 흘
러가면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즐기다가 코너의 끝에 다다르면 리프
의 언덕으로 상승하여 조류걸이를 설치하고 조류를 받으면서 외해
쪽으로 지나가는 어류들의 활동을 구경한다. 조류가 강할수록 대
형어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볼거리가 많다. 대형어류들의
역동적인 활동 때문에 블루 코너는 팔라우의 대표적인 다이빙 사
이트로써 세계 최고의 사이트로 꼽히는 곳이다.
리프 끝에서 조류걸이를 걸고 외해를 향해 일정 시간을 구경하다
가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조류걸이를 풀면 조류를 따라 리프 평원
으로 흘러간다. 이때 리프 평원 위로 작은 언덕, 모래 채널, 작은
터널 등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각종 상어들과 바다거북, 그루퍼, 바
라쿠다 무리, 스내퍼 무리, 작은 열대 어류, 나폴레온 피쉬, 범퍼헤
드 패롯피쉬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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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ude One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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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다이빙 장비 세팅 장소

팔라우는 다양한 생물들의 버라이티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 리버보드를 타고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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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세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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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소개

PARAGON S

TRI-MIX f lame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3층 구조 프레임 설계. PuRiMaX(폴리 우레탄)에
의한 충격 완화, 금속 프레임으로 강성 추가, 폴리 카보네이트 프레임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

UV 420 Protection + Anti-Reective Lens
+ Crystalview Optical Glass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중에서도 400~420nm의 고 에너지 가시광
선(HEV-light)으로 인해 망막 손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UV420 렌즈는
이러한 HEV-light를 차단한다.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 빛(가시 광선 = 렌즈를 통해 보이
는 형상)은 마스크의 렌즈 표면에서 반사하는 등 10% 정도 손실되어 버린
다. 그러나 A.R. 반사 방지 기능은 빛을 높은 비율로 투과시켜 밝고 선명
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싣는 기반으로 광학 유리 CRYSTALVIEW를 채용하고 있
다. 일반 유리는 내외면의 반사와 유리 내부에서의 흡수에 의해 투과하는
빛이 90% 이하로 감소한다. CRYSTALVIEW 유리 렌즈의 기반이 되는 광
학 백색 유리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투명도가 좋고 광선 투과율이 높
고, 보다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①	5단계 각도 조절 버클은 정확한 각도로 마스크 위치
를 유지. 또한 스커트 일체형으로 안정성을 높임.
②	3D 형상 스트랩 - 머리의 곡선 모양에 맞는 스트랩
디자인. 마스크의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랩 엇갈림을
줄이는 데도움이 됨.
③	마스크 스트랩 - 실리콘 재질로 내구성과 인장강도
가 높은 소재.
④	스트랩 버클 - 조일 때는 스트랩을 당기고, 풀 때는 원
터치 버튼을 눌러 조절.
⑤	오프셋 버클 - 기존의 스트랩 조절 위치보다 약간 높
게 위치하여, 귀와의 간섭을 피하고 스트랩을 장착.
⑥	이지 드레인 - 마스크 내부는 물을 배출하기 쉬운 스
커트의 형태로 되어있어, 마스크 클리어 시에 물이 남
기 어려움.
⑦	딤플 가공 스커트 -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는 곳에서
스커트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스
커트에 딤플 가공.
⑧	립 플랜지 - 인중 부분은 스노클과 레귤레이터를 물고
있어 최대한 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커트를 디자인.
⑨	티크 홀드 - 광대뼈 아래를 단단히 감싸도록 하여 피
팅을 안정시키는 디자인.
⑩	프리덤 드라이 - 얼굴 접촉면의 스커트는 부드러운 소
재로 피부의 과도한 긴장을 줄여주어 안면부와의 접촉
면을 넓혀주고, 밀착력을 높여줌.
⑪	거친 댐퍼 - 전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하고, 씰링 성
능의 손상을 감소. 또한 과도한 압박의 완화에도 효과

자외선(UV)과 높은 에너지 가시 광선(HEV)는 위험
UV 위험은 알려져 있지만, 가시 광선 중에서도 위험한 파장이 있다. 가시
광선 중 400~420nm의 고 에너지 가시광선이다. 각막과 수정체를 투과
해 버리는 광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 등의 바다에서는

적임.
⑫	둥근 모서리 - 얼굴에 닿는 스커트의 바깥 쪽 끝 부분
의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둥글게 성형. 부드러운 착
용감과 자국을 남기지 않음.

망막의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UV으로부터 눈을 보호 것과 같이, 고 에
너지 가시광선(HEV)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M-2001SYQB
Freedom Technology with Fit Ⅱ
•	프리덤 기술에 추가 된 “FitⅡ” 는 스커트 안정성을 더욱 높여줌
•	뛰어난 피팅감과 착용감
Basic Feature

M-2001SYQB

•	스트랩 장착 각도 5단계
•	마스크 자국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	금속 부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된 프레임 디자인
•	착용감이 뛰어난 3D 형상 스트랩

M-2001SY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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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NA 2

SMS KATANA 2
① 별도의 세팅 없이 사이즈 조절 후 바로 사용 가능
② 2개의 덤프밸브 : 왼쪽 하단 / 등쪽 상단
③ 부력 : 40lb
④ 최상의 핏 감을 위해 모든 사이즈와 호환되는
사이즈 조절 시스템
⑤ H형 또는 Y형 어깨 웨빙 위치 조정 가능
⑥ 인플레이터 덤프 위치 좌우 변경 가능
⑦ 제거 및 위치 조절이 가능한 8개의 D-링
⑧ 2kg 웨이트 포켓 4개 내장 (총 8kg 수납 가능)
⑨ 탱크 연결을 위한 리깅 키트 (옵션)
⑩ 수납을 위한 스토리지 파우치 (옵션)

OPTIONAL ACCESSORIES

BUTT PLATE
₩ 130,000

STORAGE POUCH

RIGGING KIT

₩ 110,000

₩ 270,000

(주)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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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

제1부

오픈워터 초급다이버
나는 오늘도 누구와 어떤 메뉴의 점심을 먹을지 고민한다. 대부분이 하는 고

글/사진 김수열(노마다이브 대표)

민이지만 사는동안 매 순간마다 사소하거나 진지한 고민들이 생겨나고 반드
시 어떤 것을 선택할 지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 넘쳐나는 정보 속
에서 정말로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것을 골라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점심
메뉴는 하루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점심은 잘 선택할 수 있지만, 오
픈워터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은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교육을 받는 선택을 하

[ 글 싣는 순서 ]

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칼럼을 통해 초급 스쿠버다이버 자격증을 취득
한 다이버들이 본인 스스로 다이빙능력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점

제1부 오픈워터 초급다이버

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자.

제2부 어드밴스드 중급다이버
제3부 레스큐 고급다이버
제4부 다이브마스터 프로다이버
제5부 스쿠버다이빙 강사

나의 건강상태
물에서 하는 활동은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간혹 심장마비나 혈
압, 디스크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이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강사에게 거짓 없이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코스 참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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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술서
학생
읽을 수 있게 인쇄체로 쓰시요

MEDICAL STATEMENT(건강 진술서)

이름 (이름/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일/월/년)____________________ 나이(만)_________세

참여자 기록 (기밀 정보)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안전 수칙 절차를 지켜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는 과격한 비만으로 체중초과이지 말 것이며 혹은
나쁜 건강 상태여서도 안됩니다. 다이빙은 어떤 경우에 따라 힘이 들 수도
있읍니다. 당신의 호흡기와 순환기도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체의 모든
공기 공간도 정상이며 건강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최근의 감기나 비충혈,
간질, 심한 건강 문제 혹은 술이나 약물복용 상태이면 다이빙을 하지말
것입니다. 당신이 천식, 심장병, 혹은 만성질병 상태이거나 혹은 규칙적으로
약물복용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또 이 코스완료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강사와 의사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스쿠버 다이빙
중에 호흡과 압력 평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안전 규칙을 강사님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스쿠버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읍니다. 당신은 자격있는 강사의 직접 감독 아래 스쿠버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건강 진술서에 혹은 건강 내력의 질의서에 질문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강사님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주의깊게 읽으시요.
이 진술서는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중에 스쿠버 다이빙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강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위치한 교육센터
이름
도시/나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실시하는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 진술서에 당신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이 진술서를 서명하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스쿠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당신은 병력이 포함된 이 건강 진술서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미 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이빙은 아주 재미있고 활기찬 활동입니다. 기술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다이빙은 비교적

시/군/읍/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택 전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주치 의사의 이름과 주소
의사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소/병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 신체검사 날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건강 내력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시오. 만약 당신이 확실하지 않거던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오. 만약 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적용된다면 당신은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강사님은 스쿠바 다이빙 용 건강 진술서와 또 의사에게 가지고 갈
레크리에이셔날 스쿠버 다이버 신체 검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Divers Medical Questionnaire(다이버의 건강 내력 질의서)
To the Participant: 참가자에게:
이 건강 내력 질의서의 목적은 여러분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할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양성적인 대답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건강 상태가 다이빙 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이빙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충고를
받아야 합니다.
_____ 임신의 가망성이 있거나 임신을 계획 중 입니까 ?
_____ 현재 처방된 약을 복용 중입니까? (피임약과 말라리아
예방약제외)
_____ 45 세 이상 이며 다음에 하나 이상의 대답을 합니까?
• 현재 담배, 파이프 혹은 씨가를 피운다.
• 혈중 지방 치가 높다.

가족의 내력 중 심장 마비나 중풍의 역사가 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식사만으로 조절한다 하더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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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지난 5 년 동안 의식 불명된 머리 상해?
재발하는 등 (허리)문제점?
등 혹은 척추수술?
당뇨병?
수술, 골절, 외상 후에 따르는 등, 팔, 다리의 문제점?
고혈압 혹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심장 질환?
심장 마비?
협심증, 심장 수술 혹은 혈관 수술?
부비동 수술?
귀 질환 혹은 수술, 청각 상실 혹은 몸 평형유지에 문제?
재발되는 귀 질환?
출혈 혹은 다른 혈관질병?
탈장?
위 궤양 혹은 궤양 수술?
대장 수술 혹은 소장 수술?
지난 5 년 동안 마약 사용 혹은 그것에 대한 치료 혹은
알코올 중독?

내가 진술한 나의 건강 내력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확함을 서약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혹은 과거의 건강 상태의 발각에
대한 나의 실수에 관한 책임을 인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

•
•
•
•

예전에 혹은 현재 앓고 있는지…
_____ 천식 혹은 호흡 때 혹은 운동 때 호흡 곤란?
빈번히 혹은 심한 고초 열/알레르기?
_____
_____ 빈번한 감기, 부비동염, 혹은 기관지염?
어떤 형이던지 폐 질환?
_____
기 흉 (압착된 허파)?
_____
_____ 다른 흉부 질환이나 흉부 수술?
행동적인 건강,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 (공포 발작, 좁은혹은
_____
넓은 공간에 대한 공포)?
_____ 간질, 발작, 경련, 혹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_____ 재발하는 심한 편두통 혹은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잠간의 졸도 혹은 기절 (완전히/부분적으로 의식 불명)?
_____
_____ 빈번한 혹은 심한 멀미 (받 멀미, 자동차 멀미 등등)?
이질 혹은 치료가 요구되는 탈수증?
_____
_____
어떤 다이빙 사고나 감압병?
재발하는 등의 문제점의 병력 (허리)
_____
_____ 보통정도의 운동 실행이 불가능 (예:1.6km/1 마일을 12 분내에
걷기)?

서명

검사 의사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원/병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혹은 보호자의 서명

제품 번호 10063K (Rev.9/01) 2.0 판

______________
날자

© International PADI, Inc. 2001
©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Inc. 2001

사에게 검진을 받은 후 참가해야 한다. 건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여행계획을 세

이 사람은 현재 스쿠버 다이비 활동을 할 자격이 있거나 훈련을 받기위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신청자의 양호한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가이드 라인을 선생님의 정보와 참고를 위해 첨부되어 있읍니다.

의사의 소견
□ 나는 이 개인에게서 다이빙에 부적당하다고 고려되는 건강상태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 나는 이 개인에게 다이빙을 권할 수 없읍니다.
소견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 혹은 의사의 법적 대리의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______________________
의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원/병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 번호 10063K (Rev.9/01) 2.0 판

© International PADI, Inc. 2001
©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Inc. 2001

② 온라인 자료을 통해 자습 후 시험을 완료한다.

워놓고 현지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강사와 협의하거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단체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위 의료진술서를 참고하여
다음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사에게
검진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교육에 임해야 한다.
모든 다이빙 단체의 초급 스쿠버 자격증 코스는 이론교육,
수영장교육, 해양실습 3가지 파트로 나뉜다.

1. 이론교육의 자기진단
①	담당강사로부터 교재를 받아 자습 후
강사를 만나 복습 후 시험을 치르거나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교육을 받는 예비 다이버들의 몫이다. 도무
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②번을 선택하여 본인 스케줄에 맞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게을러지기 쉽고, 강사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설명이 빠져 있으니 ①번을 선택하여 강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듣
고,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며 배우는 것이 용이하다. 물론 다이브센터
에 따라 교육비용이 다르므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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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의 자기진단
항목

수영장 교육의 자기진단

정확히 알고 있다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배워서 알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듣는다

압력평형

장비조립 해체, 착용

중성부력

버디체크, BWRAF

20m는 몇 기압인가?

서서입수, 백롤입수

BCD

적절한 웨이트 찾는방법

레귤레이터

스노클 레귤레이터 교환

인플레이터

5단계 하강

SPG

호흡기 되찾기

무정지시간

마스크 물 빼기, 마스크 벗고 다시쓰기

감압정지

공기고갈 연습, 보조호흡기 사용

안전정지

예비공기공금원 사용하여 상승하기

실린더와 밸브 그리고 오링

중성부력 연습, 호버링

마스크 스트랩

프리플로우 호흡기로 호흡하기

웻슈트와 드라이슈트
수영용 수경과 스쿠버 수경의 차이점

5단계 상승
3분 안전정지

다이브컴퓨터

조절된 비상수영 상승

고압호스와 저압호스

저압인플레이터 호스 분리

BWRAF

마스크 벗고 수영하기

시각반전

수중에서 BCD탈부착

이안류

수면에서 BCD탈부착

다이빙 깃발의 표시

수중에서 웨이트탈부착

나이트록스

수면에서 웨이트탈부착

기체마취

느슨해진 실린더 재조립

갑암병

쥐 풀기(나와 버디)

초과호흡

SMB(수면마커부이) 사용

다이빙 후 비행을 위한 휴식시간

다이빙 플래너/다이브 컴퓨터 사용
공기잔압 관리하고 수신호로 알리기

2. 수영장 교육의 자기진단
단체를 불문하고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배워야 할 스킬은 정

스킨다이빙 스킬
10분간 떠있기, 스노클 수영
올바른 수신호 나누기
비상 시 웨이트 버리기

해져 있다. 먼저 쉬운 스킬부터 점
차 어려운 스킬로 진행되지만 훈련
된 강사들이 예비 다이버들의 수준
에 맞게 속도를 조율하며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교육한
다. 교육을 받는 예비다이버들의 인
원수와 개인의 물에 대한 적응 속도
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2~3일
에 걸쳐 교육을 받는다.
초급 다이버들이 배워야 하는 스킬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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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실습의 자기진단
해양실습은 단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4회에 걸쳐 연습하고 강사의 판단에
따라 실습을 추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다실습의 횟수를 줄일 수는 없다.
다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수영장에서 충분히 연습한 스킬을 바다에서 반
복하여 확인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해양실습의 자기진단
배워서 알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듣는다
장비준비(해변, 선박에 적용)

PADI Reactivate 프로그램은
모든 다이버를 환영합니다

버디체크, BWRAF

단체를 불문하고 오픈워터 초급다이버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

올바른 입/출수법(해변, 선박에 적용)

다면 가까운 다이브 숍을 검색하고, 간단한 온라인 수업과 스킬 리뷰

바다에서의 적절한 웨이트 찾는 방법
스노클 레귤레이터 교환

를 통해 <사진 1>과 같이 자격증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5단계 하강(해변, 선박에 적용)
호흡기 되찾기
마스크 물 빼기, 마스크 벗고 다시쓰기
공기고갈 연습, 보조호흡기 사용
예비공기공급원 사용 후 수면상승하기
중성부력 연습, 호버링
하강하며 바닥에 닿지 않게 정지하기
5단계 상승
3분 안전정지

<사진 1>

조절된 비상수영상승
수면에서 BCD탈부착
수면에서 웨이트탈부착
수신호 이해하고 소통하기
쥐 풀기(나와 버디)
SMB(수면마커부이) 사용
다이빙 계획하기/다이브컴퓨터 사용
공기잔압 관리하기
비상 시 웨이트 버리기
나침반을 사용하기 직선왕복

위의 스킬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중요한 사안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준비
없이 다이빙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본인, 현지 다이브샵, 인솔
강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체크리스트에 솔직하게 체크
한 후 부족한 기술은 가까운 다이브센터를 찾아 재교육을 받기 바란다. 기술이
많은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니 반복하여 충분히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다이빙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2020 March/April | 81

어떤 강사를 찾아야 하는가?
현명한 다이버라면 스스로 습득했던 다이빙 초급
과정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

PADI Open Water Diver Course Record and Referral Form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
로 된 교육을 멀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아
교육을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안전이 필요한 다
이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부실한 교육으로 인하
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따라서 멋진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다면
시간을 투자해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다이
브센터를 검색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한 후 본인과
성향이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기 바란다.
스쿠버다이빙은 잠재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물에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강사나 참가자 모두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Day/Month/Year

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x □ M □ F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_____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Zip/Postal Code ________________
Phone Home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 PADI Instructors who initial this document must complete an identification section below.

이빙 강사들은 이러한 교육 과정을 교육생들에게

B. Knowledge Development

Stud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Day/Month/Year

Sec 1
Sec 2

______ / _______ / ______
______ / _______ / ______

Sec 3

______ / _______ / ______

Sec 4

______ / _______ / ______

Sec 5
______ / _______ / ______
OR eLearning
Quick Review ____ / _______ / ______

Course option:

□ RDP Table

Completed
Passed
Viewed Open
KR
Quiz/Exam Water Video
□
□
___________
□
□
___________
□
□
___________
□
□

___________
___________

□
□

___________

□ eRDPml

□ Computer only

Instructor**
Initials

PADI #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Note: If all above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required)

Phone Hom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listed above have been completed, Quizzes/Exams passed.

PADI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C. Open Water Dives

Day/Month/Year

Phone Hom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e: Attach additional sheet for other PADI Instructor information if necessary.

When referring a PADI Scuba Diver/Open Water Diver student:
a. Fill in the diver and PADI Instructor information and note appropriate areas of training completed.
b. Attach a copy of the diver’s PADI Medical Statement to this form.
c. Advise the diver of the need for a photo for certification card processing.
d. Encourage the diver to complete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and explain that this form is only valid for one year
from the last training section completion date.

A. Confined Water Dives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CW 1* ____ / _____ / _____
CW 2 ____ / _____ / _____
CW 3 ____ / _____ / _____

Instructor**
Initials
PADI #
________ # _________
________ # _________
________ # _________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CW 4 ____ / _____ / _____
CW5 ____ / _____ / _____

Instructor**
Initials
PADI#
________ # _________
________ # _________

*DSD with all CW Dive 1 skills = Open Water Diver CW Dive 1

Waterskills Assessment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Instructor**
Initials
PADI #

200 metre/yard Swim OR 300 metre/yard Mask/Snorkel/Fin Swim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10 Minute Survival Float*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ive Flexible Skills
Equipment Preparation and Car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isconnect Low Pressure Inflator Hos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Loose Cylinder Band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Weight System Removal and Replacement (surface)*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Emergency Weight Drop (or in OW)*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Instructor**
Initials
PADI #

Skin Diving Skills
_______/ _______ / _______

Dry Suit Orientation
_______/ _______ / _______

_________ # ________
_________ # ________

(Note: If all Confined Water Dives and Waterskills Assessment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required.)

All Confined Water Dives listed above and the Waterskills Assessment have been completed.
Instructor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 __________________ Date_____ / _____ /_____
**I certify that this student has satisfactorily completed this skill/section/dive as outlined in the
PADI Instructor Manual. I am a PADI Instructor
renewed in Teaching status for the current year.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Date Completed
Day / Month / Year

Instructor**
Initials
PADI #

Date Completed Instructor**
Day / Month / Year Initials
PADI #

Dive 1 ______/ ______ /______

_______ # ________

Dive 3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__

Dive 2 ______/ ______ /______

_______ # ________

Dive 4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__

Dive Flexible Skills

These skills may be completed during any Open Water Training Dive.

1. Cramp Removal*
2. Snorkel/Regulator Exchange*
3. Inflatable Signal Tube/DSMB Deployment*
4. Emergency Weight Drop (or in CW)*
5. Surface Swim with Compass
6. Tired Diver Tow
7. Remove/Replace Scuba (surface)
8. Remove/Replace Weights (surface)
9. CESA (Dive 2, 3 or 4)
10. UW Compass Navigation (Dive 2, 3 or 4)

Completed
on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Dive # _______

Instructor**
Initials
PADI#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__________ # _________

(Note: If all above Dive Flexible Skills have been completed by one instructor, only one signature is required)

All Dive Flexible Skills listed above have been completed.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Student Statement: I understand the training requirements for this course and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certification requirements. I am adequately prepared to dive in areas and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ose in which I was trained. I realize that additional training is recommended for participation in specialty
diving activities, in other geographical areas, and after periods of inactivity that exceed six months. I agree
to abide by PADI’s Standard Safe Diving Practices.
Stud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Al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s a PADI Scuba Diver have been met (completion of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s 1, 2, 3 Confined Water Dives 1, 2, 3 Open Water Dives 1, 2 and all dive flexible skills marked
with an asterisk *).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Al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s a PADI Open Water Diver have been met.
Instructo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Date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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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자세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제대로 습득해야 한다.
강사들은 교육생들에게 초보다이버가 갖추어야 할

Important Points for the Diver and Instructor
To the Diver
1.

다이빙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확인한 후 다음

2.

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 이 서류는 학생의 로그

3.

북에도 있어 강사가 함께 작성해 줄 것이다. 이 기

4.
5.
6.

록은 다이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수

Make advance logistical and financial arrangements with a PADI Dive Center, PADI
Resort or PADI Instructor to complete your training. Verify that the PADI Instructor(s)
who will complete your training is in Teaching status.
Take this form, along with a copy of your completed PADI Medical Statement and a
photograph to the PADI Dive Center, PADI Resort or PADI Instructor completing your
training.
This referral form is valid for one year after the last training module completion date,
however you should complete your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Retain this form until you have completed all required training sessions.
The PADI Instructor(s) continuing your training will preassess your skills and knowledge
and review anything that may be unclear.
Upon completion of all required open water dives, you and the PADI Instructor will
complete a Positive Identification Card (PIC) envelope. This envelope must be submitted to PADI along with your photo to obtain a certification card.
NOTE: After certification, you’ll want to continue your diving adventures. Visit your
initial PADI Dive Center, PADI Resort or PADI Instructor and ask about participating in
a Discover Local Diving experience or another PADI Course.

했다는 증거인 자격증이다.

To the Referring PADI Instructor(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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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ill in the requested information on this form, including the diver’s name and address
and your contact information. Also, fill in the appropriate areas of training completed
before referring the diver.
Attach a copy of the diver’s PADI Medical Statement to this form. Also advise the diver
of the need for a photo for certification card processing.
Give the diver the entire form. If possible, assist the diver in making arrangements
with a PADI Dive Center, PADI Resort or PADI Instructor for completing training as additional local requirements may apply. Keep a photocopy for your records.
Encourage the diver to complete the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Advise the diver that
the form is only valid for one year after the last training module completion date.

To the Receiving PADI Instructor(s)
1.
2.
3.
4.

Preassess the diver’s knowledge and skills. Be certain that the diver is adequately
prepared to continue training.
A diver may be referred between any academic module, confined water dive or between Open Water Dives 1-4.
Upon completion of each component, initial and date this form in the appropriate
area. The diver retains the referral form until the completion of all certification requirements. Retain a photocopy of this form for your records.
If you conduct Open Water Dive 4, you are the certifying instructor. Complete and
submit a PADI Positive Identification Card (PIC) envelope/Online to PADI for processing.
Retain a copy of the completed referral form for your records and forward a copy to
the original instructor for his records.

QUESTIONS – About how to use the form? Call P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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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uba Diver Statement
The PADI Scuba Diver rating allows you to gain experience under direct professional supervision. This agreement defines the limitations of your pre-entry level
certification and describes the diving practices necessary for your comfort and
safety.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derstand that as a PADI
Scuba Diver, I should:
1. Dive under the direct inwater supervision of a PADI Divemaster, Assistant Instructor or Instructor. Listen carefully to dive briefings and respect the advice
of those supervising my dive activities. Adhere to the buddy system on every
dive.
2. Dive in conditions better than or similar to those in which I was trained. This
includes limiting maximum dive depth to 12 metres/40 feet, or receiving
additional instruction before diving deeper.
3. Maintain a reasonable fitness level for diving and dive within personal limitations. Avoid overexertion while diving and not d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4. Obtain air fills and dive equipment only from a reputable source, such as
a PADI Dive Center or Resort, to avoid contaminated air. Check that the
cylinder used is not marked for enriched air (nitrox).
5. Maintain proper buoyancy while diving. Adjust weight for neutral buoyancy at the surface with no air in the BCD and take into account buoyancy
changes due to air use during the dive. Establish positive buoyancy by
ditching the weight belt and/or inflating the BCD when in distress on the
surface.
6. Continue dive education to ensure appropriate training and experience before exceeding the limits of the PADI Scuba Diver rating. Review skills under
supervision in a controlled environment after periods of diving inactivity.
7. Breathe properly for diving. Never breath hold or skip breathe when using
compressed air.
8. Ascend at a rate of 18 metres/60 feet per minute or slower from every dive
and make a safety stop at the end of every dive.
9. Use complete, properly fitting, well-maintained and familiar scuba equipment. Consult a dive professional for advice about and orientation to any
unfamiliar equipment.
10. Know and obey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recreational diving.
11. Understand that I may upgrade to Open Water Diver in order to dive without professional supervision anytime after my Scuba Diver certification date.
12. Understand that deviating from safe diving practices will increase the risk
of decompression illness, other injury or death and recognize that for safety
and well being PADI Scuba Divers should abide by these recommendations
and seek additional information or advice before diving in unfamiliar situations.

심장 충 격기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
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
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심정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
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
다.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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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켜기
심장충격기(AED)
전원을 켠다.

✚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
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
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
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
나’
, ‘둘’
, ‘셋’
,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

패드 부착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 패드를 부착한다.

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
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
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
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
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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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
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
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
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
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
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회복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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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실시

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
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 후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

30:2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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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탐방

다이브 라이프 (DIVELIFE)
상호 다이브 라이프(DIVELIFE, S-27509)
대표 이동훈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27 서궁빌딩 지하1층
전화 070-8865-8836, 010-4284-8149
카톡 다이브라이프
http://www.dive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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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다이빙?
상상해 보셨나요?

다이빙이라고 하면 보통은 해외의 어느 바다를 가거나, 한국이라면 동해나

작고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DIVELIFE’.

쾌적한 다이빙 환경을 위해 풀장 이용에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1타임(2시

제주도 등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을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간)에 최대 10명. 샤워실 겸 탈의실도 아담하고 깔끔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다.

도심 속에서의 다이빙이 가능해졌다. 그것을 실현해 준 곳이 바로 지난해 8

이동훈 대표의 바람대로 ‘DIVELIFE’를 통해 다이빙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

월 초에 오픈한 ‘DIVELIFE’(대표 이동훈)이다.

게 접할 수 있는 레저가 되길 바란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DIVELIFE’ 다이빙 센터는 다이빙이라는 레저
가 생활 체육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터를 잡게 되
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퇴근 후 직장인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 내에 다이빙 풀을 만드는 일이라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동훈
대표는 기어이 만들어냈다. 전용 풀장은 깊이 3M, 가로 5M, 세로 8M이며,
수온은 연중 30도를 유지하여 다이빙의 기초 교육과 연습을 하기에 좋은 크
기이다. 또한 전용 풀장에는 워터젯을 이용한 인공 조류를 만들어 바다의 환
경 조건을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거기에 풀장 안을 볼 수 있는 아크릴
창을 내어 풀장 밖에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물속 다이버들의 모습을 바
라볼 수도 있다.
전용 풀장은 강습은 물론 자유 연습도 가능하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네
이버 예약 ‘DIVELIFE’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오
후 10시로 2시간(2만원) 기본 이용이다. 더 이상 다이빙을 하기 위해선 먼 바
다를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 서울 도심 한복판 그것도 강남에
‘DIVELIFE’가 있으니!
DIVELIFE에는 센터와 다이빙 풀장만 있는 게 아니다. 향과 맛이 좋은 커피
한잔을 하며 하얀 벽면에 있는 아크릴 창을 통해 파란 풀장의 물을 보고 있
는 자체로도 힐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카페 ‘the pool’이 함께 한다. 지
인의 다이빙을 기다리는 비다이버들에게는 기다림의 공간으로, 다이빙이 끝
나고 난 후 다이버들의 수다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the pool’. ‘the
pool’의 로고도 귀엽다. pool의 ‘l’이 스노클로 표현되어 끝에 공기방울이 나
오고 있다. 이동훈 대표는 카페 the pool이 다이버들의 아지트이자 비다이버
들이 다이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음료 가격
도 매우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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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LAW

다이빙 법률

다이빙 기획여행에
적용될 수 있는

민법규정 제1편

설렘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
점차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에는 많은 분들이 짧게라도 여
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날이 풀리면 마음이 설레고, 설레는 마
음은 여행을 부르고, 여행의 궁극인 다이빙 투어가 가고 싶어
지니까요. 여행지에서 지난 일상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
을 기대하며 재충전을 갖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밀

글/사진 민경호(변호사)

레니얼 세대가 소비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의 경향이
소유 위주에서 경험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험 소비의 대
표적인 것이 여행이고, 그 중에서도 다이빙입니다. 민법은 여
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이날 이후 체결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
행이 현대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
주는 제도적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다이빙 여행에
도 적용될 수 있는 민법상 여행계약의 일반규정에 대하여 알
아보겠습니다.

여행계약의 민법상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 즉 여행주최자가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
로 약정하고 상대방, 즉 여행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74조의2). 이러한 정의는
거래계의 기획여행(일명 ‘패키지여행’)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여행주최자가 미리 목적지, 일정, 운송 및 숙박, 대금 등을
정한 다음 광고 등을 통하여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
행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주최자가 운송이나 숙박 등에 관한
중개만을 하는 중개여행계약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즉, 다이
빙샵이 다이빙 투어를 기획한 후 공지를 내고 게재하여 광고
한 다음, 이에 응한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투어를 실시하였다
면 민법의 여행편 일반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의 성립
여행계약의 당사자는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주최자
와 그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여행자입니다. 따라서 현지
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안내자(일명 ‘가이드’)는 여
행주최자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여행계약은 낙성·불요
식의 계약이므로, 서면의 작성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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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히 국외여행에서는 여행계약서 및 여행약관이 교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아가 여행의 광고 등에 실린 정보는 청약의 유인에 불
과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여행 광고를 보고 참가신청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여행주최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여행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
다. 즉, 다이빙샵에서 리브어보드 챠터 투어를 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각 다이버가 신청을 하며 여행 조건들에 관한 상호 합의가 되었다면,
그때 다이빙 여행 계약이 별도의 형식 없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행계약의 효력 일반
1. 여행주최자의 의무
① 여행주최자는 약정된 대로 여행자에게 여행급부 전부, 즉 운성, 숙
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는
데, 이행보조자로서 여행안내자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때 그
의 과책에 대하여는 민법 제391조(고의·과실의 동일시)에 따라 책임
을 집니다. 또한 여행개시 후에 여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않지만, 약관은 국외여행에 관하여 여행조건의 변동에 의한 여행요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불가항력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의 증감도 규정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나아가 부수적으로

우에는 예외적으로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특히 단체여행에서 여행자간의 화합도모 및 질서유지에 협력할 의무

제13조,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참조). 다이빙에 있어 불가항력이나

도 있습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등). 예를 들어 리브어보드 투어

부득이한 사정은 보통 태풍 등 기상조건의 급변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같은 경우 제한된 공간에 다수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때 위 협력

② 민법 제675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5조의4(부득이한

의무의 존재가 제고된다면 보다 투어가 매끄럽게 진행되겠습니다.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
정(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등)을 위반하는 약정으
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즉

마치며

여행주최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법인 민법이 구체적 규율 대상으로 여행계약을 마련한 것은

다이빙 투어에 있어서도 참가자의 해지권에 관하여 민법 규정 이상의

경험 소비 중심의 소비형태 변화와 여행계약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것입니다. 여행은 비일상, 불안정, 낯섦, 새로움 등이 본질이며, 다이빙

③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

은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

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

와 효과는 역시 전부 법률관계에 포섭됩니다. 여행에 즐거움만이 가득

행일정·여행행정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

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이빙 여행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의무

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여행계약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

를 인지하면 여러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이빙 투어는 여행계

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약 성립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의

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지하는 것이 많다는 점, 안전배려의무와 협력의무의 의미가 더욱 크다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민법규정을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부담합니다(대법원 2014. 9. 25. 판결 2014다213387 판결). 안전이 특

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계약의 특수한 효과로서 여행주최

히 중요한 다이빙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가 더욱 의미를

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등이 다이빙 투어에서 어떻게 적용

갖겠습니다.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
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
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5). 다만 실제로는 대개 약관에 따라
사전에 전액 지급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1조, 국내여행표준약관

민경호 변호사(43기)
온더코너 대표강사
(www.onthecornerdive.com)
PADI Master Instructor
법무법인 안민

제11조). 한편 사정변경에 따른 대금의 증감에 관하여 민법은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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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필리핀

라자암팟
미솔섬
암본섬

인도네시아

씨사파리 6호의 전경

최후의 낙원을 향해
전 세계 수많은 다이버들이 겨울철 선망하는 다이빙 여행지
는 단연 인도네시아 동부의 라자암팟이다. 최근 롱트립으로
미솔섬에 대한 리브어보드 투어도 가능해졌다. 승선하는 곳은
소롱(Sorong) 항구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항공편이 마련되어 조금 더 이동이 수월해졌다. 2019년 12월
씨사파리 6호 하선 직전의 단체사진

마지막 주에 미솔섬을 필수로 포함하는 최소 일정(7박 8일, 6
일 20회 다이빙)으로 씨사파리 6호 리브어보드에 승선하였다.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멤버 20인으로 차터하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도네시아 라자암팟&미솔섬

였고, 전체 일정의 수립과 포인트 선정을 제가 직접 하였으며,
모든 다이빙에서의 조류 체크와 이를 기초로 한 판단 역시 직
접 했다. 나이트다이빙은 전혀 하지 않고 새벽부터 시작하여
20회 전부 데이 다이빙으로 밝을 때 하였다.
라자암팟은 광활한 바다이다. 수많은 포인트가 산재하여 있고,
여전히 새로운 포인트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미솔
섬에서의 다이빙은 아직 정립되거나 안정되지 않은 인상을 줄
정도로 대단히 야생적이다. 라자암팟에 대한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파인드블루(www.findblue.co.kr)를 통하여 해당
리브어보드를 예약하였고, 일정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상세하

글/사진 민경호

게 받았다. 라자암팟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큰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

바다인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저의 구체적인 요

PADI Master Instructor

구를 보트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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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무 전망대에서 단체사진

원시의 바다, 태초의 바다
원시의 바다, 태초의 바다. 라자암팟뿐만 아니라 찬사를 받고 있는 전 세계 다
양한 다이빙 핫스팟에 붙는 수식어이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 라자암팟 남부, 미
솔(Misool)섬 지역은 여지없이 최고라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원시의 바다는 어
떠한 모습일까. 인간의 모습이 미치지 않았던 시절의 모습일까? 안타깝게도 우
리는 그 바다를 알지 못한다. 그 시절의 바다는 기록되지 못하였고, 단지 상상
하며 짐작해볼 따름이다. 하지만 알 수 없을 그 시절의 바다가 아직은 라자암
팟, 특히 미솔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대를 가지고 떠났다.
1950년대, 밀러와 유리라는 두 과학자는 초기의 바다를 재현하는 역사에 남을

와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록 다이버

실험을 진행한다. 창조론에 정반대 명제로서 탄소화합물로부터 DNA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즉 생명은 신이 아니라 자연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이었다. 실험은 실패했다. 그러나 위 실험에서 ‘원시 수프’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최근 댄브라운의 소설인 ‘오리진(Origin)’에서는 위 실험을 한층 발전시켜서 입증
을 완료하였다. 원시의 수프(Soup),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가. 그 중 하나의 답을 품고 있는 그곳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마주할 수 있었다.

뜨거운 원시 수프, 미솔섬 다이빙
미솔(Misool)섬에서의 다이빙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승선과 동시에 소롱
항구에서 즉시 남서쪽으로 14시간 동안 항해를 하였다. 다음날 아침, 미솔섬의
동쪽 다람(Daram) 지역에서 다이빙을 시작하였다. 첫 포인트는 캔디스토어였
다. 수중에 두 개의 큰 산이 솟아 있었고, 월다이빙으로 시작하여 얕은 수심의

멜리사의 가든 포인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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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솔 매직마운틴의 블랙만타와 다이버들
2 시트러스 릿지의 바라쿠다 스쿨링과 김혜경 마스터
3 시트러스 릿지에서 잭피쉬 스쿨링과 노민식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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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초비 피나클의 잭피쉬 스쿨링과 다이버
미솔 줄리엣 께칠에서 조수민 다이버
미솔 매직마운틴의 블랙만타와 임소영 마스터
사완다렉 제티의 물고기들과 김서윤 마스터
만타릿지의 만타들
라이트하우스에서 버팔로 스쿨링과 신동헌 강사
라이트하우스 얕은 수심 연산호와 김혜경 마스터

10

플래터에서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다. 두 개의 산 사이로 조류가 흐르고 청아

바닥에, 즉 산호 바로 위에 멸치 떼들이 깔리면 곧이어 수많은 대형어류들이

한 밀물이 들어왔는데, 버팔로 피쉬 스쿨링을 가까이서 만났고, 먹이 활동하

줄을 이어가며 먹이활동을 왕성하게 벌인다. 잭, GT, 나폴레옹, 블루핀 등 온

는 수많은 물고기 떼가 산을 뒤덮고 있었다. 야생의 생명력이 넘치고 끓어오

갖 종류의 다양한 대형어류들이 서로 뒤섞인 채 격류를 이뤄 흘러갔다. 일행

르는 바다. 뜨거운 원시의 수프, 첫 다이빙만으로도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

들은 탄성을 버블로 뱉어냈고, 짙게 남은 여운은 저녁시간까지 길게 남아 선

았다. 오후에는 미솔섬의 메인 포인트들이 모여있는 옐리엇(Yellit) 지역에 입

상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까지 감동이 이어졌다.

수했다. 특히 네 번째 행선지였던 옐리엇 께칠(Kecil)은 14m 수심의 바닥에

다음날인 다이빙 셋째 날이자 크리스마스 당일이고 뉴문 하루 전날. 미솔섬

서부터 수면에 이르기까지 뱃피쉬들이 가득 차 있는 풍경을 보여주었는데,

에코리조트로부터 원하던 새벽시간대의 매직마운틴 퍼밋을 받았다. 아침 일

늦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

찍 청아한 밀물이 한껏 들어오는 날이었다. 저는 이 날 매직마운틴에 첫 입

미솔섬 투어에서 가장 큰 기대를 품었던 두 번의 다이빙이 있다. 하나는 엔

장을 하고 싶었다. 한 시간대에 단 한 보트만이 입수할 수 있는 곳이자, 미

초비 피나클(Antichovi Pinnacle)에서의 격렬한 먹이활동, 특히 모불라레이들

솔섬 다이빙의 하이라이트. 전 세계 다이버가 현 시점 가장 주목하는 포인

의 헌팅 장면. 다른 하나는 현시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포인트인 매직

트. 동틀 무렵에 들어간 매직마운틴은 짙게 푸른 물빛을 품고 있었고, 만타

마운틴의 새벽다이빙. 이 두 순간을 위해 많은 정보 수집을 하고 최적의 물

들은 고즈넉하게 아침목욕을 하고 있었다. 산호 위로 많은 물고기들이 흩날

때를 계산하였다. 뉴문 이틀 전인 12월 24일, 해와 달의 강한 인력을 한껏 받

렸고, 다이버들의 등장에도 오셔닉 만타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그들의 휴식

은 밀물이 엔초비 피나클 위로 차올랐고, 중천에 뜬 해와 함께 점심 직후 만

과 유영을 이어나갔다. 곧 해가 한층 떠올라서 수중이 밝아지자 오셔닉 만타

조 시간대에 두근거리며 입수했다.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은 멸치 떼가 피나

들은 해맞이 춤을 추었고, 저와 일행들의 머리위로 스치듯 날아오르는 순간

클 지형이 잘 안보일 정도로 뒤덮고 있었고, 갑자기 사방에서 모불라레이 십

들이 많았다. 어느덧 다이브타임은 80분이 넘어갔고, 미솔의 아침은 밝은지

수 마리가 나타나서 휘저었다. 모불라레이가 하늘을 가르면 멸치 떼가 피

오래다. 가득 부푼 마음으로 출수하였고, 수면 위는 물비늘이 자글거렸다.

나클 바닥으로 붙었고, 그 순간 푸른 수면이 가득 펼쳐지고는 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반나절 이상을 달려 드디어 라자암팟(중부)으로 이동하였다.
2020 March/April | 91

산호 삼각지대의 심장, 라자암팟
라자암팟 중부(Central) 다이빙의 시작은 그 유명한 멜리사의 정원(Melisa`s
Garden)이었다. 멜리사의 정원은 라자암팟과 그 유명세를 나란히 할 정도
로 인지도가 높은 포인트이다. 이번 투어에서 유일하게 2회 입수한 곳이기
도 하다. 얕은 수심의 광활한 경산호 군락을 오랫동안 구석구석 보고 싶었기
에, 밀물이 들어올 때에 맞추어 입수하여 바로 얕은 수심에서 진행했다. 멀리
서부터 밀려온 깨끗한 물이 뿔산호 사이사이로 흘렀고, 푸질리어는 햇살과
조류라는 리듬에 따라 화려한 군무를 보여줬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고, 오래
보면 더 멋진 곳이다.
멜리사의 정원 북쪽, 파네무(Pianamu) 전망대 인근에 바투 루푸스(Batu
Rufus)라는 포인트가 있다. 지형과 산호가 주제인 곳이다. 많이 방문하는 포
인트는 아니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다이빙이 라자암팟 투어 전반에 걸쳐 가
장 감동이었다. 얕은 수심에 남동향으로 창이 나 있고, 그 주변을 화려한 산
호들이 채우고 있다. 창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담아내고자 점심 직후 해가

라자암팟 북부 포인트에 속하는 맹그로브 릿지(Mangrove Ridge)에 대한 기
대도 컸다. 맹그로브 숲에서 하는 다이빙은 통상 시야가 좋은 편이 아닌데,
맹그로브 릿지는 외해로 나와 있고 얕은 수심의 맹그로브 군락에서 바로 월
로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양호하고 산호도 많았다. 수중에서 수면
을 통해 바라본 맹그로브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인상파가 담아내
고자 하였던 빛의 춤사위가 이런 것이었을까, 싶었다. 맹그로브 릿지 출수
후, 보트는 남동쪽으로 90분을 이동하여 만타 릿지(Manta Ridge)에 도착하
였다. 얕은 수심에서 하강조류를 버티면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만타들을 80
분 넘는 시간 동안 내내 보았다. 바다의 4DX 영화관이라 하겠다. 해가 서쪽
으로 누워갈 무렵에는 사완다렉 제티(Sawandarek Jetty)에 입수하였다. 해
가 기울었을 때 입수하면 제티의 기둥 사이로 햇살이 보기 좋게 갈라진다는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20m 수심에는 라자암팟의 상징과도 같은 스윗립
들이 모여 있었고, 얕은 수심에는 연산호가 가득했으며 제티의 기둥 사이로
따뜻하게 들어오는 햇살은 몽환적이었다.

위에 있을 때 입수했다. 양배추 산호군락을 지나 얕은 수심으로 올라가니 다
른 세상으로 입장을 안내하는 것 같은 파란 입구가 보였고, 분홍빛 부채산호

끓어 넘치는 생명력

가 이정표처럼 서있었다. 창을 통과하여 섬을 조금 돌아가니 황갈색 연산호

마지막 다이빙은 케이프 크리(Cape Kri) 포인트에서 했다. 종 다양성이 대단

가 가득하였고 살랑하게 불어오는 써지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다. 스윗립 스쿨링, 나폴레옹의 먹이활동 등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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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사 가든 푸질리어 스쿨링과 김서윤 마스터
망그로브 나무의 반수면 사진
멜리사 가든의 노랑장미 정원과 조수민 다이버
멜리사 가든 중심부 암초의 모습과 임소영 마스터
미솔 캔디스토어의 버팔로 스쿨링
바투 루푸스의 윈도우를 통과하고 있는 김혜경 마스터

벅차게 상승하다가 수면을 잔뜩 두들기는 스콜을 마주했다. 이번 투어
중 처음 만나는 스콜이다. 라자암팟 투어 내내, 특히 미솔섬에서의 다
이빙을 할 때, 이곳은 무질서의 혼돈(Chaos)이 메타포로 자리하는 바
다라고 느껴졌다. 끝없이 펼쳐진 산호, 수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
아지는 물고기,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생물들. 그들은 한 순간도 쉬지 않
고 생존을 위한 활동을 펼쳤고, 그 생명력은 섞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끓어올랐다. 그 속에서 일행들은 흥분하여 과호흡을 하고, 탄성을 버블
로 지르고, 각자의 심박을 귀로 들었다. 생명력이 가득한 태초의 바다.
원시의 수프. 그 끓어 넘침이 마지막 다이빙 때 수면에도 나타나는 것

6

같아, 누워서 안전정지를 하며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태초의 바다에서 각종 탄소화합물들에 고온,
전기자극, 진동 등을 가하면서, 기나긴 영겁의 시간을 지나면 엔트로피
를 역행하여 DNA가 ‘자연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태초의 바다에서 온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생명력이 끓
어 넘치는 미솔섬과 라자암팟의 바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질문
과 답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어디
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저는 여전히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금 태
초의 바다인 라자암팟에 그 답을 찾으러 가봐야겠다. 이 시대의 기원
(Origin), 그 뜨겁게 끓고 있는 수프가 멀지 않은 남쪽 바다에 있다.

7 바투 루푸스의 안티아스와 임소영 마스터
8 케이프크리 출수 당시의 스콜
9 케이프크리의 스윗립 스쿨링과 김서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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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Blowing Bubbles
in Bali
Text & Photos Kevin Lee

글/사진 캐빈리, 번역 편집부

발리섬의 공기방울

In December I enjoyed 29 dives with Villa Markisa Dive Resort,
one of the world's best, in tropical Bali. I rarely repeat visits to dive
필리핀
Pilipinas

venues, but macro life, particularly nudibranchs, is so abundant off
Bali's northeast coast, I encounter new marine creatures on every
visit(so far, I've done five trips there). Warm water temps ranged

말레이시아

from 82-86℉ and visibility averaged 30'+ feet, often more. The

Malaysia

highlight was black water diving.
지난 12월, 세계 최고로 시설이 좋은 발리의 Villa Markisa Dive
Resort에서 29회의 다이빙을 즐겼다. 나의 특성상 같은 다이빙 장
소에서 두 번 다이빙을 거의 하지 않는데, 발리의 북동 해안은 매력

자카르타
Jakarta

▼

발리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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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적인 접사 피사체, 특히 갯민숭달팽이가 아주 많아 자주 다이빙을

Indonesia

간다. 총 5번을 방문했는데 그 때마다 항상 새로운 해양생물을 만
나게 된다. 수온은 82-86℉(28-30℃)이며 가시성은 평균 30피트
(9m) 이상이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블랙워터 다이빙이었다.

We waited after sunset and boateda half mile offshore, then launched a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반마일(800m) 떨어진 해변에서 보트를 탔다. 지표

buoy with a flashing strobe on top (for the boat to follow). The buoy was

역할을 하는 부이에는 무거운 추를 매달아 60피트(18m) 로프에 연결시켰다.

affixed to a 60-ft rope, which had a concrete weight at the end. Mounted

3개의 강력한 수중 라이트를 하강라인에 장착하면 그 빛을 보고 깊은 곳에

to the down-line were three powerful light canons, which attracted critters

있는 생물들이 모여든다. 표류하는 부이를 띄어 놓고 해양생물들이 밝은 빛

from the deep. The flashing buoy drifted afar, as we waited 15 minutes for

주위에 모여들 때까지 약 15분 정도 배에서 기다렸다. 생물들이 모여들면 다

marine critters to rise up and congregate around the bright lights. We geared

이빙장비를 착용한 후 입수하여 부이를 따라 자유롭게 표류하며 낮 시간대

up, pulled close to the buoy and submerged, free drifting with the down-

에는 보지 못하는 놀라운 생물들을 만났다. 채널 아래로 약 1마일(1,600m)을

line, and met strange and wondrous animals. We drifted about a mile down

표류했지만 부표를 따라가다 보면 지표가 없어 움직이는 거리를 전혀 느끼

the channel, but didn't feel the distance, as our velocity matched that of

지 못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부이로 올라가서 토치를 위로 비춰 다이

the buoy. After an enjoyable hour, we ascended to the buoy and shined our

빙이 끝났음을 보트에 알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

torches upward, signaling the dive boat to fetch us. By the way, the world's

을 하는 동물은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바다에서 외계

largest migration of animals is not the wildebeests of Africa; rather it is the

생명체가 매일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daily vertical migration of alien creatures from the dark ocean depths.
2020 March/April | 95

Some of the oddities we encountered are posted here
우리가 만난 신기한 생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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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ursuit
of Giants

Our hands and feet are starting to go numb. Lips are slowly turning
blue. The massive triangular dorsal fin of a large male orca cuts
through the water, just meters away from us. A truly memorable
sight. Get ready…. Get Ready…. now GOOOOO! Any hesitation
that you might have disappears and is replaced with excitement. We
slide in the water as smoothly as possible, but in reality, our clumsy,
not stealth approach, results in a giant splash entry in the water. We

대물을 찾아서

immediately face down and stare into the deep trying to get a glimpse
of nature’s apex underwater predator. The white marking of its belly

By Theresa Guise and Peter de Maagt

is clearly visible when it swims directly under us. Our first orca

번역 편집부

Skjervoy, Norway

▼

encounter in the wild; no words can adequately describe the feeling!
손과 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입술이 서서히 파랗게 변해가고 있다.
큰 수컷 오르카의 거대한 삼각형 등지느러미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수면의 물살을 가르고 유영하고 있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다. 준비…. 준비…. 지금 입수~! 순간 망설임은 사라지고 흥분으로 바

노르웨이해

노르웨이
Norway

스웨덴

뀐다. 오르카가 도망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부드럽게 물속으로 미끄러

Sweden

지도록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하게 입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크
핀란드
Finland

게 튀기면서 입수한다.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자연의 수중 포식자의 장
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수중으로 향한다. 배 부분의 흰색 무늬가 바로
아래에서 헤엄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야생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오르카, 그 느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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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winter, from mid-October to mid-February, herring aggregate in

보니 예측이 빗나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악몽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

huge numbers in the fjords of Northern Arctic Norway. This potential

지만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르카를 만나기를 기원하며 Sula호 리브어

feast attracts the largest gathering of orcas in the world, who are regularly

보드를 예약했다.

joined by humpback whales that also indulge in the herring. The exact
fjord-system that the herring go to changes every 5 to 10 years, and it is

The MS Sula is neither luxurious nor spacious. It is a 30m-long fishing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Therefore, an extremely successful year

boat that has been converted into a diving liveaboard. It has bunkbed

in one location can be followed by a year with no orcas because the

accommodation, with two cabins with four beds, five cabins with two beds

herring favour somewhere else to gather. In practical terms it means that

and one cabin with three beds. The bathroom facilities are shared. What

booking a land based trip can be a very comfortable solution one year,
but a nightmare the year after if it means sailing many hours to get to the
best spot for the encounters. Consequently, we played it safe and booked
a live-aboard trip on board the Sula.
매년 10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북극의 북부 노르웨이의 피요르드에는
청어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다. 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면 전세계 분포
되어 있는 커다란 오르카 무리가 모여들고, 유별나게 청어를 좋아하는 혹
등고래도 합류한다. 청어가 모여드는 시기를 예측하는 피요르드 시스템은
5년에서 10년마다 바뀌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피요르
드에 청어가 모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늘 이런 멋진 장
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곳으로의 여행은 예약이 1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르카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다

the Sula lacks in luxury is compensated by an exceptional educational

in these days, you can take it easy. The sun rises well after 11:00 and

experience with daily lectures, a cozy lounge, and exceptionally good

can set at 14:00 making the days short. As a matter of fact, at the end of

food. Some of us claimed it to be the best food ever enjoyed on a dive trip.

November, the Polar Night last all day and the sun doesn’t rise at all. But

Tea, coffee and cookies were served throughout the day.

don’t despair because far from a period of absolute darkness, the Polar

MS Sula호는 사치스럽지도 넓지도 않다. 30m 길이의 어선을 다이빙 리브

Night is a time of beautiful colours and soft, indirect light.

어보드로 개조한 것이다. 객실은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고 4인실 2개, 2인

겨울철에는 혹독한 날씨로 인해 백파가 해수면을 지배하는 악천후가 예상

실 5개, 3인실 1개이며 욕실은 공용시설이다. 시설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매

된다. 통계적으로 겨울시즌은 날씨가 흐리고 비와 눈이 내리지만 통계는

일 실시하는 해양생물에 대한 강의, 아늑한 라운지 및 맛있는 음식과 생생

그저 통계일 뿐이다. 실제 날씨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2일전 예보조차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몇몇 다이버는 다이빙 여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 확실한 것은 11월에는 가장 북쪽에

행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도 할 정도다. 차, 커피 및 쿠키는 매일 제공

일광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북반구의 북쪽에 위치하여 일

된다.

출과 일몰 시간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출을 보고 싶을 때는 쉽게
볼 수 있다. 태양은 11시 이후에 떠오른다. 사실, 11월 말에는 극지방의 밤

Winter conditions can be challenging here with brutal weather, so you

은 하루 종일 지속되며 태양은 뜨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깊은 어둠과는 거

should expect some bad weather days where white horses will dominate

리가 멀다. 극지방의 밤은 아름다운 색상과 부드럽고 간접적인 빛으로 물

the sea surface. Wintertime is statistically rather cloudy, rainy and snowy

들은 시간이다.

anyway, but as you all know statistics are just that, statistics. What the
actual weather will be during your visit can be completely different. Not

So starting a day’s diving at first light gets a new meaning. The operation

even a 2-day forecast can be trusted. What is rather certain is that there are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You leave from the MS Sula on a smaller

few daylight hours in November in the very north. The times of sunrise

dinghy to find the orcas. For logistical reasons, we split our small team

and sunset in Norway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country's very

into two smaller groups, each on a smaller RIB. One of them, Haarek, has

northern position in the hemisphere. If you want to look at the sunrise

a cabin behind which we could find some shelter against th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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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Gyda, was a bare RIB which offered no protection whatsoever.

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에서 머물러야 한다. 오르카가 이동할 지, 머무

Once a school of orcas has been spotted, the dinghy positions itself in line

를 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방법은 오르카와 최상의 상태에

with the direction of travel. The dinghy that is in the best position claims

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루 동안 오르카와 황홀할 정

the right and gets the first opportunity to enter the water. The orca’s

도로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다. 저녁 무렵에 우리는 안락함과 따듯함이 있

behaviour determines whether you are permitted to enter the water, as

는 MS Sula호로 돌아왔다.

indicated to us by our resident orca biologists. If the orcas feel relaxed,
you might get a change to enter, but if there are any signs otherwise, you

The evenings are filled with lectures from the resident orca expert. The

have to stay on board. This approach will anyway guarantee the best

lectures detail the method of soft encounters, for which the wellbeing

interaction with the orcas as they are in full control and can decide to

of marine animals is paramount. Following this approach gives you the

leave or stay. Throughout the day we had several glimpsing encounters

opportunity to snorkel these beautiful animals on their terms. The lectures

where the orca was obviously checking us out. Each day, when the light

also touch upon the fascinating family structure of orcas and how this

would vanish, we returned to the comfort and warmth of the MS Sula.

structure has evolved over tens of millions of years into different vocal

그래서 첫 날에 다이빙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일정은

dialects. This seems possible because orcas have one of the most detailed

비교적 간단하다. MS Sula호에서 오르카를 찾아 나설때는 딩기보트를 이

mammal brains in the oceans, making them one of the most intelligent

용한다. RIB(Rigid Inflatable Boat, 단정)은 작기 때문에 두 개의 소규모 그

species. The basic family structure consists of a matriarch, the oldest

룹으로 나눈다. Haarek에는 뒤에 날씨 변화에 따라 대피할 수 있는 캐빈

female orca, her children and their offspring. To avoid interbreeding,

이 있다. 다른 하나인 Gyda는 캐빈이 없는 노출된 RIB이다. 오르카 무리가

maturing animals will temporarily join other families or strike out on

발견되면, 보트가 오르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동한다. 오르카 주변

their own to form a new family group. This mixing ensures that genetic

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보트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

diversity in the population is maintained.

는다. 오르카의 행동을 관찰하는 현지 오르카 생물학자의 판단에 의해 입

저녁에는 현지 오르카 전문가의 강의가 있다. 해양생물에 불편함을 주지

수할 타이밍이 결정된다. 오르카가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되면 입수가 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이 아름다운 생물에 스노클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passed us within a few meters. A mother was looking at us and had the

가 있다. 또한 오르카의 흥미진진한 가족 구조와 이 구조가 어떻게 수천만

intention to get closer. However, the pusher big male decided to steer her

년에 걸쳐 차별화된 음성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오르카

away. There was no aggression whatsoever, but the signal was clear. Males

가 해양에서 가장 뛰어난 포유류 뇌를 가지고 있어, 가장 지능이 높은 종으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females and can be up to nine metres long and

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가족 구조는 모계로 가장 오래된 암컷

weigh up to 6 tons. A truly impressive sight, imprinted in your brain and

오르카, 자식 및 자식의 자식으로 구성된다. 동종교배를 피하기 위해 성숙

memory for a lifetime.

한 개체는 일시적으로 다른 가족과 합류하거나 새로운 가족 그룹을 만들

다음날도 같은 일정이었지만 어떤 하루는 의도하지 않은 휴식을 취하거나

기 위해 스스로 이탈한다. 이 혼합방식은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되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오르카는

도록 보장한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 나름의 목적이 있는지, 우
리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오르

The next days followed the same schedule, but one day will stay engraved

카 무리가 같은 지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 입수를 시도했다. 가이드가 상황을

in our memories for the rest of our lives. Nearly all day we tried to get in

주시하며 가까이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몇 개의 지느러미가

the water but the orcas were travelling at a high speed and not showing

수면을 가르며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키가 2m에 달하는 수컷

any signs of slowing down. They clearly had a mission and we were not

의 등지느러미는 정말 놀라웠다. 그 때의 느낌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part of it. At the end of the day our luck took a turn. We jumped in the

강렬했다. 오르카는 문자 그대로 몇 미터 이내에서 우리를 지나갔다. 암컷 오

water because a school of orcas was circling the same spot. Our guide

르카가 우리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려고 했다. 그러나 진행하던 수컷이 암컷

told us to separate and to wait and see what would happen. The next thing

을 이끌고 갔다. 공격은 없었지만 신호는 분명했다. 수컷은 암컷보다 크고 길

we saw were several fins cutting the surface, coming straight towards us.

이는 9미터, 무게는 6톤이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Reaching up to 2 m tall, the dorsal fin of a male is an amazing spectacle.
The feeling is difficult to describe, but it is very intense. The group literally

We didn’t have too much time to enjoy the moment because two 30 tons
humpbacks were heading towards us. Despite the fact that we had been
briefed that humpbacks do not stop for anything we dove down. Although
the light was low and the visibility limited, we could clearly appreciate
the sheer size of these animals and see their distinctive white pectoral
fins. These animals can grow longer than a school bus, up to 20 meters in
length. Even more impressive are their pectoral fins that can grow longer
than 5 meters. This means that Humpbacks have the longest arms of any
creature in the world. What a day! With big smiles on our faces we jumped
back in the boat and returned to the MS Sula as darkness surrounded us.
Cold but happy.
그 짜릿함이 가시기도 전에 30톤의 혹등고래 2마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
바로 정신을 차려야 했다, 비록 시야가 어둡고 흐렸지만, 거대한 몸의 크기,
몸통과 구별되는 흰색 가슴지느러미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생물
들은 스쿨버스보다 길고 최대 20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 가슴지느러미가 5
미터 이상 자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다. 혹등고래는 세상에서 가
장 긴 생물체로 알려져 있다. 와우! 모두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어두워지자
MS Sula호에 돌아왔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주 행복한 하루였다.

The evening lecture about orca hunting methods was featured at the end
of the trip. Orcas are known for their co-operative hunting; individual
pods specialize on the type of prey they prefer to target. In the fjords of
Norway, the orcas herd herring into a bait ball; members of the pod enter
the bait ball and give a rapid, powerful swipe of the tail. The stunned
herring float to the surface and are individually consumed by the orcas.
We were fascinated to learn that the orcas eat one herring at a time and
102 |

spit out the head, which contains mostly bone. Can you imagine this apex

또는 오르카가 공격하는 어린 고래를 상상해보라.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고

predator with such good table manners? But most folks are familiar with

래를 물게 잠기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여 결국 죽게 만든다. 오르카는 포

orca hunting of seals, resting on small ice floes, where some of the pod

로가 아닌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지만, 이 강의는 우리가 수중생물과 상호

tip the floe with their wake to cause the poor seal to slide to the other side

작용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where the rest of the orca pod was waiting. Or the image of orcas attacking
young whales, repeatedly forcing the whale to submerge to exhaustion

A fast week of exceptional encounters, this bucket-list adventure was

and death. Orcas have never attacked humans outside of captivity, but

breath taking and should not be missed. We left Norway, feeling privileged

these lectures are a reminder that we are interacting with wild animals and

to snorkel with these apex predators and witness their behaviour first-hand.

should always be on guard.

Yes, it’s cold and is likely to be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but it is a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오르카의 사냥 방법에 대해 저녁 강의가 있었다. 오

special experience that you will remember for a lifetime and well-worth

르카는 협동하여 사냥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개체별로 오르카는

any discomfort you may experience. Even if you don’t go in the water,

그들이 선호하는 먹이의 유형에 특화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에서

observing the orca behaviour topside is simply amazing. Take the chance

오르카는 베이트볼이 형성된 청어무리로 침투한다. 오르카는 베이트볼에

and witness these intelligent giants for yourself!

파고들어 꼬리를 빠르고 강하게 휘두른다. 기절한 청어들이 수면에 뜨면

단 한 주 동안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이번 버킷리스트의 모험은 숨을 쉴 수

오르카가 집어 삼킨다. 오르카는 한 번에 하나의 청어를 먹고 머리와 대부

가 없을 정도로 긴장되고 놓칠 수 없는 경험이었다. 우리는 최상위 포식자

분의 뼈를 뱉어낸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상위 포식자가 훌

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특권을 누리며, 그들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난 후

륭한 테이블 매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대부

노르웨이를 떠났다. 춥고 불편함이 많은 여행이었지만 평생 동안 기억될 특

분의 사람들은 오르카가 작은 얼음 빙원에 앉아 쉬고 있는 물개를 사냥할

별한 경험이었다. 바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보트위에서 오르카의 행동을 관

때, 일부 오르카가 얼음의 끝을 기울여 물개가 나머지 오르카가 기다리고

찰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동적일 것이다. 지능이 높은 최상위 포식자를 만

있는 반대쪽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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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수석원자력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톤
방류 계획 주장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여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와 큰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9년 8월 7일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수석의 기고문을 올렸다. ‘일 방
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 따르면,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
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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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7000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체르노빌의 경우 바다를 오염시키지

만 톤을 쏟아 부어 희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가 해류를

않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며 “현재도 오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방사성 물질

염된 30㎞ 지역 안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이어 “지금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은 토양 오염이 거의 11

어렵다”고 적었다.

만 베크렐씩 검출되고 있다”며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지역이라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원자력 전문가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사고 이

고 지적한다. 특히 오염수 방류는 “당장 인간에게까지는 오지는 않

후 지난 8년간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

지만 바다생물의 종류에 따라 1만배 이상 방사성 물질을 농축하기

는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용

도 한다”며 “아마 고래나 상어 같은 대형 물고기에 영향을 가장 많

융 핵연료) 880~1140톤이 생겼다”며 “이 물질이 장기적으로 가장

이 줄 것이고 결국은 그것들을 먹는 인간에게도 언젠가 영향을 주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하수가 원자로에 들어가 용

게 된다”고 설명한다.

융 핵연료에 노출되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로 탈바꿈하고, 이 탓
에 100만 톤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 원자로 밑으로 지하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오염수가 눈덩이처
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발전소 방
사성 오염수에서 고위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제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아베 내각이 비용
을 줄일 목적으로 최적합 기술보다 값싼 기술을 고집하다 제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관련 기술이 비싸다고 포기
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하더니 이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사례를 들어 후쿠시마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그린피스(Greenpeace)는 알래스카 앰칫카섬(Amchitka)에서 미국이 핵
실험을 하려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1971년
처음 만들어졌다. 느슨한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곧 생태계에 관
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기 시
작했다. 특히 멸종위기에 있는 고래와 바다표범을 남획으로부터 보호하
며 독성이 있는 화학 폐기물이나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
게 하고 핵무기 실험을 없애는 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린피스는 ‘직접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를 목표에 이르는 주요 수단으
로 삼는다. 곧, 포경선의 작살총과 사냥감인 고래 사이를 작은 배로 지
나간다든지 바다와 대기에 유독성 물질을 쏟아놓는 파이프들을 막아버
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벌인다.

1985년 7월 10일 그린피스 소속 선박인 ‘레인보워리어호(Rainbow

그린피스는 이런 위험하고도 극적인 행위들로 대중매체에 널리 모습을

Warrior)’가 모루로아 아톨(Moruroa Atoll)에서 프랑스가 공중 핵무기 실

보이게 되었고 환경파괴 행위에 대항하는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

험을 하려던 것에 항의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던 중 뉴질랜드의 오클랜

었다. 그리고 환경훼손에 대해 통제력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단체들로부

드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폭탄 2개가 터져 침몰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터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은 때로 큰 성

뒤 프랑스 정보요원들이 폭탄을 장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국제

과를 거두기도 했다.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원봉사자

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의 국방장관이 물러났으며 정보

와 기부금으로 단체를 꾸려가고 있다.

국장이 해임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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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참관기

SDI.TDI.ERDI.PFI 한국본부

천여 명이 넘는 다이버들과 함께한

2020년의 시작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2020 SDI.TDI.ERDI Party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주년을 맞은 SDI.TDI.ERDI 한국본부가 주관하였
으며, 국제본부 회장단(회장-브라이언 카니, 부회장-션 해리슨, 폴 몽고메리)
과 중국의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레이먼드 찬, 루이스 차우, 크리스 찬)을 포
함한 40여 명의 중국&대만 다이버, 뉴질랜드의 강사트레이너 평가관(리처드
테일러), TS 사이드 마운트 개발자(토어스턴 왈드), 국내 파티 협찬사 대표들,
1,000여 명이 넘는 트레이너, 강사, 다이버들이 참석했다.
2020 SDI.TDI.ERDI Party는 푸짐한 참가 기념품, 어마어마한 경품 등으로 그
시작 전부터 많은 다이버들의 관심을 받았다. 1,000명이 넘는 다이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지금껏 존재했을까? 이번 2020 SDITDIERDI PARTY
는 참가 기념품, 경품의 가치를 넘어,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SDI.TDI.ERDI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 가득했고,
‘We lead, Others follow’라는 슬로건처럼 SDI.TDI.ERDI가 가지고 있는 선구
자 이미지, 혁신적 이미지와 행사장의 전반적인 모습이 조화로웠다.
행사는 크게 공식행사와 식후행사로 나뉘었다. 공식행사에서는 지난 20년
간의 SDI.TDI.ERDI 한국본부를 이끌어온 정의욱 본부장과 국제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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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DI.TDI.ERDI Party에
경품을 제공해 준 협찬사

브라이언 카니의 축사, 건배 제의와 함께 연
혁 영상 상영, 우수 강사, 트레이너 시상과
공로패 증정이 있었으며, 식후행사에는 축
하공연, 경품 추첨,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4시간에 가까운 긴 행사였지만 중간중간 진
행된 이벤트(SDI 다이버 자격이 가장 많은
다이버, TDI 다이버 자격이 가장 많은 다이
버, 베스트 드레서)와 경품 추첨, 축하공연
은 행사의 지루함을 없애고 즐거움과 웃음
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번 2020 SDI.TDI.ERDI Party는 총 47개의
다이빙 업체에서 장비, 리조트 이용권, 리브
어보드 이용권 등 100개 이상의 경품을 제
공해 주었다.
다이빙 교육을 선도하는, 다이빙 교육을 넘
어 다이빙 시장을 선도할 SDI.TDI.ERDI.PFI
의 2020년 더 발전한 모습이 기대된다.

1
2

IQ-SUB
스쿠버프로 해성

3

다이브자이언트
(APEKS, AQUALUNG)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텍포유(OMS)
아쿠아텍(DIVERITE)
헬리오스
가민 코리아
엑스트림(오닥스프로)
토디 사이드마운트 시스템
TDS Korea
하이파(로엘)
스쿠버텍(오닐)
오머 코리아
포스엘리먼트
익스트림(워터프루프)
대호무역(OSTC)
테코(순토)
Underwater 360
우정사(투사)
스쿠버엔지니어링
오션테그
현스쿠버
마레스 코리아
모비딕
칸쿤다이브
MK다이브
클럽하리(보홀/모알보알)
에덴다이브
오션홀릭
알다이브
트로피코
쏘울다이버스
킴스다이브
샤크다이브
다이브엑스
원피스다이브
그랑블루
오션팔라스
더킹다이브
킹덤리조트
문암리조트
제주블루버블
미조잠수
파인드블루
스쿠버넷 트래블
Dive BnB
Fly&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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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경남 지역 다이빙 센터&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욕지도해양대국

박출이 010-3552-7212

이수한 010-7358-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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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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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남해다이브리조트

허정수 010-4847-9713

이천종 010-4524-0300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Blog : 거제덕포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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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스쿠버캠프

남해수중

송준용 010-5327-6969

김정수 010-355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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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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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미조잠수

Frog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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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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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등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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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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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준 010-6212-4050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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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합회 회원사

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삼척

서울
인천

울릉도
독도

왕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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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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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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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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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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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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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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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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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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Ds. Makawidey, Kec Aertembaga - Bitung,
North Sulawesi - Indonesia
International Reservation office
What's app : +60122612155
Email : ddenmsia@gmail.com

인도네시아

Indonesia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 풍광과 접사 생물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데라완제도

알로르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1월

시즌 :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 피사체를 모두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연장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OOOO년 O/O월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
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암본섬
리조트

접사 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암본섬

리브어보드

엄청난 크기의 망치상어 무리를 만나는 곳

반다씨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3~10월

시즌 :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

특징 :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Muck Diving)의 메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듯한 바다에서 망치상

접사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어 엄청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다.

다. 망치상어 무리 하나로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가 있다.

데라완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

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이집트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가능/3~4월 Deep south/10~11월

시즌 : 6~7월

North Route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샤크 다이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천수만의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월에 최남쪽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
이트 스노클이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이집트북부, 남부(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

은 시야

거나 조정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특징 : 이집트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곳은 리브어보드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추천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
몰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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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Yap), 최고의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스노클링•독특한 레스토랑•얍 문화 및 섬 투어•스파
• 샤크와 만타레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대형 동물과 조우

•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섬에서 다이빙

• 아우터 리프, 채널 및 월 다이빙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

• 다이빙후 장비 이동 서비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팔라우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일정 : 4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상어를 동네 강아지처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팔라우. 블루홀, 블루코너, 저먼채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다이빙 지역. 숨을 쉴 수 있
는 공간이 있는 샹들리에 케이브와 난파선. 그리고
해파리호수와 산호머드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음력 그믐 전날에만 볼 수 있는 버팔로 무리의 스퍼
닝 쇼(Spawning Show)와 음력 보름 전날에만 볼 수
있는 레드스내퍼 무리의 스퍼닝 쇼가 압권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2018년 1/2월
괌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만타의 고향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최소경비 : 2,400,000원~

괌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12~4월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시즌 : 연중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이글레이

특징 :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클리닝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

대한 상어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레이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몰한 도카이마루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수 있다.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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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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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02-3785-3535
다이빙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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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2020년 필리핀 투바타하 리브어보드
일정 2020년 4월 2~9일, 4월 30일~5월 7일
특징 필리핀이라고, 다 같은 필리핀이 아니다!!

2020년 사이판
일정 2020년 4월 20~24일
특징	속이 시원해지는 맑은 시야를 가진 사이판.
이글레이떼는 아직 있을까요?!

2020년 추석 이집트 홍해 다이빙

2020년 연말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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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20년 12월 20일~1월 3일
특징	인도네시아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신년
투어. TRITON BAY 에서 출발해 라자암팟을
도는 최고의 일정

2020년 6월 얍 투어
일정 2020년 6월 중
특징	미크로네시아 얍으로 떠나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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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석 반다해
일정 : 2021년 9월 14~23일
특징 : 따뜻한 물에서 만나는 망치상어. 추석연휴를 이
용해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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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알면 좋을

TOUR TI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으로

한국인과 한국 방문자 입국 제한 국가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으로 한국 방문자
의 입국을 막는 국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월 2일 오후 9시 10분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국가·지
역은 80여 곳이다.
국가별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fa.go.kr/www/index.do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

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

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

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

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

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

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

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

서이다.

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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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이빙 후 난청
박사님, 저는 다이빙 1년차입니다. 항상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아 고
생을 하며 하강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다이빙을 한 후 청력이상이 생
겼습니다. 고막에 피가 고여서라고 해서 기다려도 차도가 없어 다른 병
원을 갔더니 신경손상이라고 하며 너무 늦게 와서 회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말 회복이 안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A 정원창파열
청력의 손상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인 고막/이소골 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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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청신경/뇌로 이어지는 청력을 감지하는 부
분의 이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겹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이빙과 관련된 난청은
①	고막/중이강 등의 압착으로 인한 고막천공/중이강 출혈 등으로 인
한 전음성 난청이 가능
②	지나친 압력평형으로 인한 정원창파열(Round Window Rupture)/내
이감압병 등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
③	원인불평이며 다이빙과 무관하게 생기는 돌발성 난청(sudden
deafness)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력검사 결과 감각 신경성 난청의 진단이 붙었다면 그건 위의 2 혹은
3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청이 시작된 지 3주를 경과하지 않았다
면 치료 효과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포기할 상태는 아닙니다.
대형병원급 이비인후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상세한 청력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돌발성 난청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으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
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Q 감압병 관련 질문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안녕하세요. 감압병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올해 31살이 되며 다이빙 경력은 올해 2년차, 50로그 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고성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기웃거리고 국내 다이
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

에 감압병 증세로 의심되는 관절 통증 및 피부발진(?)이 있어 화요일인
어제 강릉◯◯병원에 가서 고압산소치료를 1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데 고압산소치료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떠다니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이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
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①	왼쪽 무릎의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1회 추가 고압산소치료
예정인데 고압산소치료를 자주 받으면 해로운 것이 있나요(내성?)?
②	강릉△산병원 의사선생님께서는 무릎에 있는 피부발진(?)은 기존 감
압병에 의한 발진과는 달라 애매하다고 합니다. 자료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한 감압병이 맞는다면 추후 저와 비슷
한 증상 및 사례에 자료로 쓰는 것을 동의합니다.
③	저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만을 하기 때문에 겨울엔 다이빙을 하지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 상담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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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 시즌 끝날 때 감압병 예방차원으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아 질
소를 빼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지난 주말의 제 다이빙 로그는 이렇습니다.

으로 상승 딥스탑 1분 감압(순토 d4i novo 모델), 2분에 걸쳐 5m로 상승

일시 : 16년 7월 30일

안전 정지 3분 실행 출수

1번째 - 시작시간 : 9:50am, 다이빙 타임 : 28분, 수면휴식시간 : -

특이 사항이 있다면 이날 날씨가 매우 뜨겁고 더웠으며 숙박을 텐트에서

최대수심 : 9.8m, 평균수심 : 5.9m, 표면수온 : 24c, 수중최저수온 : 18c

하였는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아침에 뜨거워서 잠이 깨고 그날 하루 종

비치다이빙으로 완만한 경사로 수심을 내려가고 완만한 경사로 다시 돌아

일 더위를 먹은 것처럼 지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왔고 다이빙컴퓨터에 안전정지 지시가 없었음.
2번째 - 시작시간 : 12:25pm, 수면휴식시간 : 2시간 5분, 다이빙 타임 : 30분,
최대수심 : 8.2m, 평균수심 : 4.7m, 표면수온 : 26c, 수중최저수온 : 20c
비치다이빙으로 완만한 경사로 수심을 내려가고 완만한 경사로 다시 돌아
왔고 다이빙컴퓨터에 안전정지가 지시가 없었음.
3번째 - 시작시간 : 1:56pm, 수면휴식시간 : 1시간, 다이빙 타임 : 26분
최대수심 : 15.1m, 평균수심 : 10m, 표면수온 : 29c, 수중최저수온 : 17c
3분 안전정지 실행함.
4번째 - 시작시간 : 4:12pm, 수면휴식시간 : 1시간 49분, 다이빙 타임 : 32분,
최대수심 : 31.5m, 평균수심 : 17.8m, 표면수온 : 28c, 수중최저수온 : 13c
촛대바위 포인트로 초반 30m로 입수 후 포인트 감상하며 16m 권으로 상
승, 16m 권 감상 후 5m 3분 정지하고 출수.
일시 : 16년 7월 31일
1번째 - 시작시간 : 11:35am, 수면휴식시간 : 18시간 51분, 다이빙 타임 : 31
분, 최대수심 : 28.7m, 평균수심 : 17.8m, 표면수온 : 27C, 수중최저수온 : 11c
촛대바위 포인트에서 하강줄 이용하여 2분에 걸쳐 16m 진입, 4분에 걸쳐
28m 진입, 다이빙 타임 9분 40초경 천천히 상승 시작, 13분에 걸쳐 15m권

A 피부 밴즈 / 주기적 질소 배출
우선 무릎 사진을 봐서도 감압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워낙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피부감압병이라는 것이 감압병
중에서 워낙 미약한 타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맞다, 안맞다는 별 의미
가 없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1회 치료하고 증상이 남았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챔버
고압 치료를 통해 몸에 이상이 남길 정도의 산소 노출은 걱정하시지 않
아도 될 듯합니다. 증상에 따라서는 1주일 내내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
다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후에 오는 감압병으로 그런 경우는 매우 드
물다고 하겠습니다. 감압병의 챔버 치료 원칙은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후 1회 추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질소 빼주기라고 하는 다이빙 계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Q&A
나 제 게시판 글에서 질소 빼주기를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른 완전히 회복되시고 다시 다이빙을 시작하
기 전에 한번 문의를 다시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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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턱관절 장애
안녕하세요. 박사님. 통증을 참다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번 주 다이빙 종료후에 일요일 아침에 올라와서 쉬려고 보니 귀 밑과 턱
관절 위쪽 사이의 공간부터 턱까지 계속해서 통증이 심하게 계속되어 응급
실까지 가서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처방 받고 왔는데요. 그것도 잠시일 뿐
먹고 나면 몇 시간 괜찮다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려 봅니다. 다이빙 횟수는 약 150회 정도 진행
했고요. 저번 주 일로 인해 잦은 과음과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이빙을 진행해서 그런 걸까요? 많이 아
프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8월 4일 다이빙 2회, 전날 술 먹고 한 시간 정도 잔 후에 다이빙 진행하였
습니다. 15m권 2회
8월 5일 다이빙 2회, 좀 쉬다가 다이빙 2회 진행하였습니다(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13m권 2회
8월 6일 다이빙 4회 보트 3회 비치 1회
이날도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 4시간 하고 내려가서 바로 다
이빙하고, 드라이슈트 공기조절이 잘되지 않아 14m에서 급상승했으나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전 3번의 다이빙은 다 얕은 수심에서의 다이빙
(15m권)이었고, 마지막 다이빙은 25m권에서의 다이빙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서 고막검사 등 진행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
서 또 통증이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또 약발 떨어져서 아프게 된다면 어떻
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턱관절염
대학병원 치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면 턱관절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치과의
사분이 있을 겁니다. 턱관절 MRI를 촬영해서 염증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합
니다. 다이빙을 150회 정도 하셨으면 이제 베테랑급입니다만 특히 초보 다
이버 분들 중에 마우스피스를 알게 모르게 너무 세게 물어서 턱관절에 문
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관절(TMJ : Temporo-Mandibular Joint)도 다른 모든 관절처럼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모든 관절염처럼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제 소견으로
질소관련 감압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진통제로 다스려지는 통증은
턱관절염 통증치고는 순한 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 안소니 홉킨스가 얼굴에 달고 나오는 장치를 사
용해서 턱의 운동을 최소화 하는 것도 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우스피스를 자신의 치아에 꼭 받게 재단해서 사용하는 종류도 있으니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호전되셔서 다이빙을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Q 비염 수술 후 다이빙
4년 전에 수술한 후에 올해 초에 오픈워터를 이수했고요. 교육 시 코피도
나고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았지만 교육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에 다이빙이 하고 싶어 어드밴스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같은 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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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왼쪽 전두동쪽도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

잠수 후 휴식없이 계속 이동한 것이 비록 짧은 시간이고 깊은 바다가 아니

까? 다이빙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합니다. 와이프까지 설득해서 하고

지만 심장압박 요인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싶은 것을 하고 있는데 마음도 무겁습니다.
완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
송합니다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찾아뵙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치료하셔야
챔버로 가셔서 고압산소 치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이브 프로필이 저
질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압병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프로필이 온순하다고
해서 감압병이 완전히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국하셔서 흉부방사선촬

A 근본적인 진단과 치료 후 다이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과 심장 PFO검사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비염이 압력평형 장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술한다
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 안 한다고 해서 압력평형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소위 사이너스 압착을 겪고 있
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합병원 이비인후과로 가셔서

강영천의 스쿠버다이빙 이야기

① 부비동 방사선 촬영(가급적이면 CT)
② 부비동 입구 내시경 검사 및 촬영

유튜브에서 잠수의학이나 스쿠버다이빙 안전에 관한 다양

③ 이관 기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등을 해본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셔도 좋고 개인

서 “강영천”이라고 입력하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원 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계신 곳이 어디신지요?

답변에 대한 답변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며,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구요. 다이버마스터까지
연속으로 받고 난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아님 당장 중단하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압챔버 운용현황

고 치료가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견
다이빙과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이빙은 건강해지면 영원히
즐길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이빙을 즐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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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오픈 워터 다이버과정 중 가슴의 통증
안녕하세요. 태국 코타오에서 오픈워터 자격증 교육을 이수하던 중입니다.
어제 처음 바다에서 2회 다이브 교육을 하였고, 오늘 오후 3회째 교육으로
바다에 갔습니다. 배가 심히 흔들려서 속이 좋지 않은 채로 입수했고, 3번
째 다이브라 어느 정도 적응한 탓에 평소보다 경계없이 선생님 지시에 잘
따르며 입수했습니다. 입수 후 쭉쭉 들어가서 6~8m까지 쉬지 않고 입수
해서 바닥 바로 윗부분에서 이동했습니다.
평소 귀 때문에 아주 천천히 입수했는데 오늘은 불편하지 않았기에 쉽게
들어갔고 그렇게 헤엄치며 다닌 지 몇 분 만에 갑자기 가슴이 꽉 쪼이고 숨
을 쉴 수 없어 강사에게 통증 호소하고 강사로부터 호흡유지 아이콘텍 컴
다운 수신호 받았고 그대로 했지만 더욱 아파오고 쪼여와 계속 강하게 어
필하고 강사 지시 끝까지 따르며 올라왔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올라와서도 정신없고 통증은 계속되고, 왼손이 저리
기 시작했고, 배에서 휴식 중에 저림은 점차 머리 얼굴에 퍼지고 오른손까
지 퍼지고 다음 다리순으로 점차 퍼져 나갔죠. 그리고 지금 왼손 오른손 따
끔 거리며 저립니다. 많이 아프지 않지만 몸 군데군데는 따끔따끔 합니다.
준비운동 등이 부족했고 입수 후 잠수 속도가 빨랐고(내 몸에 기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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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 교육단체

PFI 프리다이빙 과정을 런칭
미국 특수 부대, 레드불(Red bull) 익스트림 팀, 대형 파도타기
전문 서퍼, 배우 톰 크루즈,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 제임스 카
메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
의 프리다이빙 교육이 필요할 때, PFI의 설립자인 커크 크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019년 SDI.TDI.ERDI의 모태 인터내셔널 트레
이닝(ITI)에서는 프리다이빙 교육 기관의 PFI와 합병 이후, PFI의
프리다이빙 과정을 런칭하였습니다.
PFI는 2000년 커크 크랙에 의해 설립된 프리다이빙 교육 기관
으로 다양한 등급에서의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PFI는
설립 이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게, 더 오래,
더 깊게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PFI는 여러분이 새
로운 프리다이버이든 혹은 경험이 많은 프리다이버이든 상관없
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프리다이빙 과정과 강사 인증 과정, 전문
훈련, 대회에 필요한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PFI는 여러분에게 가장 최신의 과학과 훈련 정보를 제공하자
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PFI는 다이
빙 산업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
으며, 그렇기 때문에 PFI 강사가 되는 것은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절차 아래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PFI의 교육을 선택한다는 것
은 강사가 다이빙 마다 5m 이내의 거리에 있어 안전하게 교육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사는 또한 수면에 도달했
을 때, 물 밖에서는 침착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프리다이빙은 SDI.TDI.ERDI와 함께 하세요. PFI와 함
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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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PALAU

I♥PALAU Dive Resort
전화
현지

070-7436-3308
+ 680-77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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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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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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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잡지가 2020년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
(사)한국잡지협회는 총 8개 분야로 구분해 우수콘텐츠 잡지를 선정하
고 있다. 기사 내용, 편집디자인, 발행 지속 기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여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준수 여부,
한국ABC협회 정기공사 부수 인증 여부, 연속 선정 여부 등이 평가 기
준이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된 데 이어
스쿠버 다이빙업계를 대표하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잡지가 ‘2020

2020년 또 한 번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고의 잡지로 선정된 ‘스

년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됐다. (사)한국잡지협회가 잡지콘텐츠의

쿠바다이버’ 잡지는 1987년 창간 이후 32년 동안 스쿠버다이빙계의 발

질적 향상과 잡지 산업 진흥을 위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잡지

선정하는 우수콘텐츠 잡지를 선정하는 데 ‘스쿠바다이버’ 잡지는 그

산업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우

중 스포츠/취미/레저지 분야 우수콘텐츠로 선정되어 매월 전국 도서

수한 콘텐츠로 독자들과 소통하며 잡지 콘텐츠가 나아갈 길을 끊임없

관과 문화소외지역 및 관련 시설에 잡지를 보급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 모색하고 있다.

받게 된다.

인도양 다이폴(Indian Ocean Dipole, IOD)

인도양의 쌍극화
근래 들어 아시아 다이빙 지역 수온이 예전에 비해 차갑다고 느낀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도양 다이폴 현상은 최근 더 빈번해지고 심해졌

특히 필리핀과 태국 안다만지역이 수온이 많이 내려간 느낌이다. 그

는데, 그 이유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해양과학자 캐롤

이유가 인도양 다이폴이 영향이라고 한다.

라인 우멘호퍼(Caroline Ummenhofer)는 지난해 11월 ‘The Guardian’

인도양 다이폴(Indian Ocean Dipole, IOD)은 인도양 동부·서부의 수

지에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 동안 인도양 다이폴이 더 일상화됐

온이 큰 차이가 나는 현상이다. 인도양 수온의 쌍극화는 지구온난화에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50만명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의 대규모 홍수 역시 ‘인

인도양 다이폴은 초여름과 늦가을 사이에 인도양 열대 해역의 동부에

도양 다이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수가 일어난 아프리카 지역

서는 수온이 낮아지고, 서부에서는 수온이 높아지는 대기해양현상이

들은 인도양 동부에 있다. 또한 호주를 덮친 최악의 산불은 인도양에

다. 엘니뇨와 마찬가지로 세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도 등

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이른바 ‘인도양 다이폴’이라는 현상이 원

아시아 국가의 여름 몬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시된다.

인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이유에선가 인도양에서 남동 무역풍이 강해지면
동쪽에 있던 고온의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한다. 또 동
쪽에서는 심해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해수면의 증발이
왕성해지며 수온이 내려간다. 인도양 서쪽에 있는 동아
프리카에서는 수온의 상승에 의해 증발이 왕성해져 강
수량이 증가한다. 거꾸로 인도양 동쪽에 있는 인도네시
아에서는 증발이 억제돼 강수량이 감소한다.
인도양 다이폴은 인도양 동·서부의 수온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양의 주기’에 들어서면 인도양
서부의 수온이 오른다. 이때 인도양 동부에 위치한 호
주대륙에선 전국이 바짝 마르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공기 중 수분이 인도양의 뜨거운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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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
More rain

평균보다 따뜻함
Warmer than average

평균보다 차가움
Cooler than average

적은 비
Less rain

거대한 핑크색 만타레이 발견
세계에서 단 한 마리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거대한 핑크색 만

루이지애나주 니콜스주립대학의 수중생물 생태학자인 솔로몬 데이비드

타레이가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 만타레이는 그 크기가 3.3m에 이르며

(Solomon David)는 돌연변이가 적혈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의심되는

무게 2t의 수컷으로, 배 부위가 신비로운 핑크색을 띠고 있다. 이 핑크색

데, 이로 인해 동물의 피부 색소가 붉어지거나 일부 경우 분홍색으로 변

만타레이가 포착된 곳은 호주 퀸즈랜드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레

한다고 말한다. 동물의 색소에 대한 다른 잘 알려진 유전적 돌연변이는

이디 엘리엇 섬 주변이다.

그것들을 melanistic(black) 또는 albino (white)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호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이 핑크색 만타레이를 카메라로 포착

일반적인 만타레이는 올 블랙, 올 화이트 또는 흑백의 3가지 색상 패턴

한 행운아는 핀란드 사진작가인 크리스티안 레인이다. 그는 “세계에서

이 일반적이다. 물고기는 검은색 등과 하얀 배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보

단 한 마리라는 핑크색 만타레이를 만나게 되어 너무 놀라웠다”고 설명

면 어두운 등이 아래의 어두운 물에 가려지고 아래에서 보면 밝은 색이

했다. 이 만타레이가 핑크색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적발증’(Erythrism)이라

햇볕에 비치는 표면에 가려진다. 이것은 포식자로부터 보호색이기 때문

는 일종의 유전 질환 때문으로 알려졌다. 적발증은 붉은 색소를 과도하

이다.

게 만들어 내거나 검은 색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유전 질환이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오염의 습격
최근에 가습기 피해로 어린생명들의 귀한 목숨이 희생된 후 각종 생활화학 물질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특집으로 오
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이 일면서 전
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
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출판사 : 상상채널 고쇼 히로에 지음 | 황명섭 옮김
정가 : 17,000원 | 430쪽 | 2016.10.10 ISBN : 979-11-87510-01-7 (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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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환경의 희소식
페르난디나 자이언트거북의 생환과 바다거북의 증가

대서양 남서부에서 포경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이

1 0 0 년 전 에 멸 종 되 었 다 고 알 려진 페 르 난 디나 자 이언 트 거 북

번 조사는 그러한 감소 추세가 일정 기간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

(Fernandina Giant Tortoise, 학명 Chelonoidis phantasticus)이 에콰

고 있다.

도르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태평양 갈라파고스제도의 한 섬에서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살아 있는 표본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1906

홍해의 산호초를 보존하기 위한 홍해 주변 국가들의 동맹

년이다. 그런데 지난 해 초 암컷 성체가 페르난디나섬의 외진 지역에

홍해의 산호가 받는 고통이 해양 산성화 및 해수 온난화, 관광객들로

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거북은 적어도 100살 정도로 추정된다. 보존협

인한 수질오염 및 선크림 잔류물, 다이빙 등으로 인해 파괴가 커지고

회 측은 배설물 등으로 미루어 이 거북뿐만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

있다. 아직 홍해의 산호초들은 이미 표백현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이를

는 페르난디나 자이언트거북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1973년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적인 바다거북의 개체수도 980%

에리트레아, 지부티, 수단의 제휴로 초국가적 홍해 연구소가 창설되었

증가했다.

다. 이 연구소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위스 연방공대가 관리할 예정
이다. 향후 전 세계 산호초의 개체수를 보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홍

혹등고래가 증가하고 있다

해 북부의 산호초처럼 유사한 오염 환경에서도 산호초가 피해를 입지

1980년대 멸종위기를 겪었던 혹등고래(Hump back Whale)의 개체수

않는 원리를 연구한다.

가 93% 증가한 2만5000여 마리로 조사됐다. 이 고래는 수세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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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화학제 6종, 피부 통해 안전기준 넘는 양 혈액에 흡수” 확인
자외선차단크림(선크림)을 한번 바를 때마다 화학성분 6가지가 혈액 속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호모살라테와 옥시벤존의 흡수량

으로 흡수되며, 흡수량이 안전기준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은 실험 21째 되는 날까지도 안전기준을 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는 1월 21일(현지시

자외선차단제 업계협회는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FDA와 계속 협력해

간) 미국 의학협회 저널(JAMA)에 게재한 논문에서, 선크림에 흔하게 들

추가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있는 화학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과하게 혈액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확

선크림 내의 화학성분이 체내에 흡수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지만,

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일럿 연구논문이 발표된

그렇다고 해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햇빛에 노출될 경우 더 위험해질 수

바 있지만, FDA가 이 사실을 공식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 있다. 미국 피부암재단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70세쯤 피부암

연구를 이끈 CDER의 재닛 우드콕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선크

을 앓고 있다. 세계암연구재단에 따르면, 흑색종은 전 세계 남녀에게 발

림) 성분이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는 사실이 특정 성분의 위험성

병하는 암 중 19번째로 많다.

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선크림 제조

피부전문가들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에 과다하게 의존하기 보

업체들로 하여금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더 하도

다는 햇빛이 강할 때 야외활동을 할 경우 챙이 넓은 모자와 긴팔 상의,

록, 특히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과 효과를 테스트해보도록

긴 바지를 입고 선글래스를 착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하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있다.

CDER은 이번 논문에서 미국 내에서 인기있는 4개의 선크림 제품에 함
유된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의 화학성분이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를 통
해 혈액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밝힌 지난해 파일럿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고 밝혔다.
특히 파일럿 연구결과가 적시했던 화학성분 4가지 중 3가지를 재평가하
고, 여기에 3가지 화학성분을 첨가해 이들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첫날 온몸의 약 75%에 선크림을 발랐
다. 또 나흘 중 이틀은 하루에 4차례 같은 양을 몸에 발랐다. 미국 피부
과아카데미는 햇빛이 강할 때 야외활동을 할 경우 1회에 1온스(약 28.3g)
의 선크림을 2시간마다 한번씩 바르라고 권고하고 있다.
논문은 위와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6개 화학성분의 혈중
농도가 매일 증가했고, 실험 7일째 되는 날에는 FDA의 안전 기준을 넘어

국외여행인솔실무

리조트 개발의 이해와 전략

최윤근·김시원/324쪽/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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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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 금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최초로 지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7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2일(수)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
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2019. 12. 6.~25.)를 거쳐 확정
하였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
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중레저
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
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해역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제2조 관련)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2020. 1. 22. 시행,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호)
**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1.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그림 1 참조>

*** 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

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

▼

직도
▼

군산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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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엑스(SPOEX)/쿠스포(KUSPO)
2020 전시회 취소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취소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공단)과 한국무역협회는 2월 27
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려던 국내 최대의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2020 서울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0)’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
소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취소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에 따른 스포츠 중
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전시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운영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예정대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
엑스에서 제20회 SPOEX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20 경기국제보트쇼 연기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 3월 개최 예정이던 ‘2020 제13회 경기국
제보트쇼’ 행사를 6월로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당초 3
월 13~15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특히 한국낚시박람회와의 공동개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내외 업
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개최가 한 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시회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많은 인파
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
는 판단에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6월 5~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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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정사
2020 Diving Festival 참관
일본을 대표하는 다이빙 박람회 2020 Diving Festival(DF)이 1월 31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화려해진 컬러의 장갑, 기타 액세서리 상품이 관람객들의

2월 2일까지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TEPIA 이벤트 홀에서 진행되었다. ㈜

호응을 얻었다.

우정사(대표이사 신명철) 영업부에서는 DF의 참관과 함께 TABATA社와

올해도 TABATA社와는 원활한 상품 공급과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규

YAMAGATA CASIO社와의 2020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아이템 개발에 있어 협력 관계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하였다.

YAMAGATA CASIO의 수중 통신기 Logosease는 기존 라인업을 유지하면

금년도 TUSA의 대표 신상품인 Paragon S 마스크는 DF 기간 내내 방문객들

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현재 대외비

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기존 Paragon 마스크를 1안식으로 디자인하여 시야

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신규

를 포함한 기능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컬러를 다양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

아이템에 관한 개발 정보를 확

정사는 독자적인 스페셜 컬러를 기획, TABATA社와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4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과 국내 시장 현황을 세밀

SF-13의 후속 모델 SF-1011은 업그레이드된 고급 사양을 바탕으로 이번 전

히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납품

시회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핀 전용 고무 소재를 채택하여 탄력성이 뛰어나

& 레저 마켓 솔루션을 도모하

고 해수와 직사 광선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기존의 고무 핀에 비하여 내구성

였다.

이 극도로 향상되었다. 장시간 사용 시에도 원형이 유지됨은 이 핀의 큰 장점

2020 DF에서 공개된 신상품

이다. 또한 반발력이 좋으며 유연한 블레이드와 편안한 포켓 구성은 저항력

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은 줄이고 추진력을 높인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

IQ-1204는 2종류의 새로운 컬러를 출시하였다. 투명색과 파스텔톤의 블루

보는 ㈜우정사 홈페이지(www.

컬러는 젊은 다이버는 물론 여성 다이버들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woojungsa.co.kr)에서 곧 확인

이 밖에도 국내에 이미 판매 중인 T-WING은 일본 시장에서는 올해 첫 출시를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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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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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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g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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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스빌딩 1 동 7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57, 2층

다이브컴퍼니

리드마린코리아

마린파크다이브센터

이상호 (서울)

배경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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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트래블

잠실스쿠버스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5-13번지 건창빌딩 2층

SCUBAble (스쿠버블)

윤종엽 (서울)

노경빈 (서울)

조인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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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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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5, 그린빌딩 2층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IE) 2020년 4월 25일(토)~26일(일) : 제주 서귀포
2020년 6월 27일(토)~28일(일) : 제주 성산

니모만세 (NemoViva)

니모만세 (NemoViva)

㈜엔비다이버스

김병구 (서울)

양재호 (서울)

정회승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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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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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남애스쿠버리조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스쿠버인포

강정훈 (인천)

김정미 (강원)

이윤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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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cubainfo.co.kr
E: yoonsanglee@nate.com
T: 02-6977-6541
010-2740-870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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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다스쿠바

해양생물연구소

김한진 (대전)

정대위 (대전)

이현석(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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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marinebiolab.kr
E: bigcaptain@naver.com
T: 010-9090-23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8, B102호(도룡동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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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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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IVERS (Sai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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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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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PER DIV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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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라리조트

푸에르토갈레라

박제이 (괌)

김민혁 (보홀)

문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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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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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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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다이브 숍 또는프리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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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더 많이 탐험하세요.

PADI 오픈 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

PADI 다이브마스터

PADI 레스큐 다이버

PADI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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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어드벤처를 계속하세요.
다음 PADI 코스에 도전하세요.
padi.co.kr/courses
© PADI 2020.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2020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 서울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0년 2월 15일(토) 오후 1~7시까지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실에서 콜린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휘닉스 제주” 및 “성산 스쿠

멜로즈(Colin Melrose, Director Instructor Development)의 주관으로PADI

버 리조트”에서 2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강사개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김부경(Manager of

이번 강사 시험에는 유봉호, 손승영, 엄은하, 박동주, 박진수, 이운철, 오장

Korean Market), 김진관(Regional Manager), 영희 심슨(Regional Training

호, 황종선, 박진국, 이상훈, 권영훈, 최명규, 이덕원, 오상수, SEBASTIAN

Consultant)이 함께 참가하여 총 4명의 PADI 스텝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

FISCHOEDER, 백종원, 이승로, 박보람, 김성희, 김용기, 이동수, 최도경, 장

내외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IDC 스텝 강사들까지 총 14명의 PADI

재원, 이은교, 유상일, 차영준, 박은경 총 27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강사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였으며, 새롭게 변경된 강사 개발 커리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1명의 CDTC 후보생이 참가하여 사전 시

럼 소개 및 PADI e러닝 제품들의 교육법과 강사 개발과정의 평가에 대해

험을 치뤘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심슨,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다뤄졌고 실질적인 강사개발 평가 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하였다.

평가 워크샵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PADI강사 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험을 위한 강사 개발과정에서의 평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

있었다.

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업데이트에 참가한 모든 국내외 PADI 코스디렉터 및 스텝 강사님들과 원활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한 업데이트 진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휘닉스 제주” 및 “성산 스쿠버 리조
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스
가 2020년 2월 17일(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영희 심슨(Regional Training
Consultant)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김예원, 최
하니, 김준석, 이종국, 이동훈, 송선재, 노지훈, 현승한, 김성호, 최원혁 총10
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①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③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②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심슨 (Younghee.

쳤음)

simpson@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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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프리 다이빙 센터
팬다 스쿠버(S-36047)
대표 : 이현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7-3, 1층
전화 : 010-7619-3003
제로 그래비티–스쿠버 다이빙 아카데미(S-27692)
대표 : 김영준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63

Authorised

디 오션 다이브(S-27665)
대표 : 나채균

주소 : 대구 수성구 범안로 12
전화 : 010-8299-7777

위너스 빌딩 1동 707호
전화 : 010-9139-5392
마린 펀 다이브(S-27693)

Product Number 50113UK
© PADI 2006 All rights reserved.

대표 : 임재헌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50, 109호
전화 : 010-4556-2211

공지사항(Notice)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2020년 2분기 트레이닝 불레틴 웨비나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일시 : 2020년 4월 29일(수) 오후 2~3시

수면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참가 신청 : 개별 안내 이메일,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강사 시험(I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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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4월 25일(토)~26일(일)

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함
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판 PADI 멀
티 스카프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장소 : 제주 서귀포
일시 : 2020년 6월 27일(토)~28일(일)
장소 : 제주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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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요일)~17일(화요일)
장소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시 : 2020년 6월 9일(화요일)~16일(화요일)
장소 : 도미니카 공화국 라 로마나(La Romana)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
2020년 멤버포럼 라이브 웨비나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요일)~16일(토요일)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4시

장소 : 세부, 필리핀

참가 신청 : 개별 안내 이메일,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접수 신청서 마감일 : 2020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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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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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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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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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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변이석/SM다이빙

박준호/홀릭다이브

양경진/써니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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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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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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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홀 팡글라오

경상남도 김해

울산광역시

천재곤/신천 다이버스

윤철현/장유 스쿠버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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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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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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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

전라북도

경상남도 창원

김만길/원피스다이브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안이준/바다여행잠수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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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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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33-3737
010-6237-6641

대구광역시

필리핀 세부

인천 송도

오석재/제이스쿠버

dive.tech.korea@gmail.com

www.divetechkorea.com

윤웅/망고 다이브

김수은/Tec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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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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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부/제주도

필리핀 두마게티

대구광역시

홍근혁/WHYDIVE

김광오/ALDIVE RESORT

신명섭/청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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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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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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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필리핀/세부 막탄

필리핀 세부

강금남/광주베스트 스킨스쿠버

이재학/K DIVERS

정용선/뉴그랑블루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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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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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필리핀 보홀

인천

신창훈/MK다이브리조트

박진호/에덴다이브 리조트

임현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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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234-5678
070-8806-6273
hq@tdisdi.co.kr

부산

필리핀 사방

SDI.TDI.ERDI.PFI

하상훈/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김근철/더킹 다이브 리조트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Your Name Here
- 2020.5.7.목 ~ 2020.5.14.목
- 용인 한화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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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tdisdi.co.kr / hq@tdisdi.co.kr / 070 8806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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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KOREA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

2020 SDI.TDI.ERDI PARTY

SDI.TDI.ERDI.PFI에서는 2020년 1월 12일 강사트레이너 전략 미팅을 실시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2020 SDI.TDI.ERDI Party가 진

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을 통해 다이빙 업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와

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20주년을 맞은 SDI.TDI.ERDI 한국본부가 주관하였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또

며, 국제본부 회장 브라이언 카니, 부회장 션 해리슨/폴 몽고메리, 3명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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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레이먼드, 루이스, 크리스)를 포함한 40여 명의 중국&대만 다이버, 뉴질랜

공로패 시상을 하였다.

드의 ITE 리처드 테일러, TS 사이드 마운트의 토어스턴 왈드, 파티 협찬사 대
표들과 1,000여 명이 넘는 국내의 트레이너, 강사, 다이버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SDI.TDI.ERDI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 가득했고,
‘We lead, Others follow’라는 슬로건처럼 SDI.TDI.ERDI가 가지고 있는 선구
자 이미지, 혁신적 이미지와 행사장의 전반적인 모습이 조화로웠다.
지금껏 전례가 없던 천명이 넘는 다이버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2020 SDI.TDI.
ERDI 파티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다이빙 교육을
선도하는, 다이빙 교육을 넘어 다이빙 산업을 선도할 SDI.TDI.ERDI의 2020년
더 발전한 모습이 기대된다.

다음은 2019년 우수 강사 및 트레이너 / 공로패 시상 내역이다.
SDI.TDI Platinum : 김도형(골드피쉬)
SDI Trainer Gold : 오석재(제이스쿠버)
SDI Trainer Silver : 임영훈(에코다이버스)
SDI Trainer Bronze : 김동훈(다이브일레븐)
TDI Trainer Gold : 양승환(씨런웨이)
TDI Trainer Silver : 오형근(인투더씨)
TDI Trainer Bronze : 허영도(모비딕)
SDI Instructor Gold : 한경민(뉴그랑블루)
SDI Instructor Silver : 최수열(웨일즈다이브)
SDI Instructor Bronze : 송종윤(뉴그랑블루)
TDI Instructor Gold : 김보창(브라더스쿠버)
TDI Instructor Silver : 강금남(베스트스쿠버)
TDI Instructor Bronze : 김동준(클럽하리)
ERDI Instructor Gold : 이수학(경기소방특수대응단)
공로패 : 조윤성(제주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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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0년 2월 6일(목)~13일(목)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

■예정 사항

팔라우 재호흡기 축제

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SDI.TDI.ERDI.PFI의 강사 트레이너는 항상 전문
가적인 품위와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이들

SDI.TDI.ERDI.PFI에서는 2020년 3월 13~18일까지 팔라우에서 국제 재호

의 모범이 된다.

흡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SDI.TDI.ERDI.PFI에서는 주기적으로 국제 재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호흡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재호흡기 축제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①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재호흡기 사용자들이 함께 모여 재호흡기 다이빙 및 장비에 대한 폭넓은

②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참가는 재호

③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흡기 다이버라면 등급과 단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단 재호흡기 다이버

④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는 반드시 재호흡기 강사와 함께 참가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재호흡기

⑤ 강사 평가관

다이버는 재호흡기 강사에게 참가를 요청하시기 바란다.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상세 일정

이번 트레이너 과정에는

13일(금) 팔라우 도착, 체크인

문상웅 강사(부산 효원스쿠버)

14일(토) 3회 다이빙 / 재호흡기 세미나

박시진 강사(서울 만타스쿠버)

15일(일) 3회 다이빙 / 재호흡기 세미나

윤대건 강사(부산 DIT서면 다이브센터)

16일(월) 3회 다이빙 / 재호흡기의 밤

이웅재 강사(강원도 춘천)

17일(화) 3회 다이빙 / 재호흡기의 밤

황정호 강사(대구 빅스히어로스쿠버)

18일(수) 귀국

조현재 강사(SDI 한국 본부)

장소 : 팔라우 MK 다이브 리조트

6명의 강사가 참가하였다.

참가비 : $1,100

SDI.TDI.ERDI.PF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포함내용 : 공항 픽업, 숙식 5박(석식 포함), 3일 다이빙(3회 다이빙 x 4일),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재호흡기 산소&공기충전, 소다라임 8kg 제공 기준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ISCP 시스템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

이번 팔라우 축제에는 재호흡기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사전에 충분한 경

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험을 갖고 있는 재호흡기 다이버만이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다이빙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참가 전에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팔라우
재호흡기 축제에 참가
하고자 하는 강사/다
이버는 본부로 문의하
시기 바란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연락처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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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0년 5월 7일(목)부터 14일(목), 7박 8일간 강사 트레
이너 워크숍(ITW)를 실시한다.
SDI.TDI.ERDI.PFI강사 트레이너 교육은 쉽지 않다. 이미 수많은 다이빙을 하
고, 제자들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이너 교육을 겪으며 다시 태어
난다.
진정한 전문가는 바로 이런 수많은 역경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다. 그렇기에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들은 어디서도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으며 여유가 있고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많
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이빙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SDI.TDI.ERDI.PFI트
레이너 교육은 그 대답을 제시해줄 것이다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관심이 있는 강사는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5. 강사 평가관

SDI/TDI/ERDI/PFI 한국본부 연락처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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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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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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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2018 BSAC의 다이빙 사고보고서

BSAC 공식 잡지 보급

BSAC의 다이빙 사고보고서는 다이빙 안전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미 사전에 공지한대로 BSAC 공식잡지가 e매거진(iSCUBA) 형태로

된 역사적인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최소 1964년부터 연례 보고서로 작성되

BSAC Korea 등록강사님들에게 배포되었다. 앞으로 매월 사전에 등록한

기 시작했다.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트레이너에게만 배포되었던 것을 이

그동안 다이빙 사고의 통계 및 분석을 통한 다이버의 의식 전환을 위한 계

번 Pan Pacific 회의에서 특별히 요청한 결과로 모든 강사들에게 혜택이

몽과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

가게 되었다.

을 통하여 다이빙 안전에 많은 기
여를 해왔다. 지금의 모든 다이빙
안전 관련 기술과 규칙 등의 발전
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2018년 다이빙 사고보고서는
올해 10월에 발표되었으며, 홈페이
지(bsac.co.kr) 링크에서 다운 받
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
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다이빙 관
련 사건 및 사고에 대한 통계와 분
석 보고서이다.

필리핀 비사야 일대 사파리 합동투어
지난 2월 12~17일까지 블루드림 세부 다이브 센터에서 주관한 비사야 일대
의 사파리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월 21일, BSAC Korea 본부 사무실이 이전했다. 경부선 수원신갈 톨
게이트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로 입주하였다.
본부 사무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기흥힉스유타워 A동 904호 (우) 17095

BSAC 참가자 19명에 다이빙 스탭 포함 24명의 다이버 그룹이 여유있게 다
이빙을 진행할 정도의 블루드림호는 사파리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기에 부
족함이 없었다. 이번 행사는 5박 6일의 다이빙 일정 동안 세부, 보홀, 시퀴
호르 및 두마게티의 중요 다이빙 사이트를 한 번의 투어에 일주를 하는 좋
은 행사였다.

전화 : 1899-0231
팩스 : 031-282-0180

2020년 상반기 BSAC Korea 일정
• 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 2020년 3월 6~8일, 28일
• 프리다이빙 레벨 3 : 2020년 3월 20~22일
• 수중사진 : 4월 25~26일
• 사이드마운트 : 2020년 5월 16~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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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SCUBA) Intl.

Former

영덕 제이다이버스 (전길봉)

부산 씨킹스쿠버 (배봉수)

부산 아쿠아리우스 (백인탁)

서울 서울YMCA (류지한)

동해 DR-PDIC (김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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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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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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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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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364-4747
pegym@hanmail.net

대전 K-다이버스 (김영기)

광주 와이스쿠바 (박찬)

대전 대전잠수교실 (이인환)

광주 와이스쿠바 (최영일)

부산 부산스쿠버아카데미 (박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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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689-4100
scubaj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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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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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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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스쿠버 (서규열)

대전 탑-다이버스 (정구범)

부산 동부산대학교 (심경보)

창원 PDIC-SEI 경남교원센터 (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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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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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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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860-0567
yjs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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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한국구조인협회 (피성철)

거창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 (신성규)

청주 청주마린스쿠버 (정진영)

부산 고신대학교 (김성진)

부산 킴스마린 (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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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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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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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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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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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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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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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i-pdic.com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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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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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TIES

LEAD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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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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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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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i-pdic.com

DIVER LEVELS

NEWS IN DIVING

PDIC/SEI/YMCA
경축! SEI-PDIC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도입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
신규 리더쉽 및 교환 과정 강습회 개최

SEI-PDIC 국제본부에서는 새로운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에 SEI-PDIC ASIA&KOREA는 Regional HQ(headquarters)로서 아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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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역의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자 레벨 양성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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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증 교육단체의 프리다이빙 지도자들의

과정이다.

교환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PDIC 프리다이빙 지도자로서 거듭날 것이다. 이

PDIC-SEI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강사트레이너 양성 훈련 담당으로서 한국

후 PDIC 한국본부에서는 지역별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 강사 담당

본부의 모든 강사 트레이너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사트

임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의 최

문의 : SEI-PDIC ASIA&KOREA 010-4440-1339

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3년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일시 : 2020년 4월 3일(금)~4월 18일(토)
•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 문의 : 010-4440-1339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0년 상반기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심폐소
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 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PDIC-SEI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0년 3~4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시행한‘다.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3월 27일(금)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2020년 리더쉽 워크숍 및 신년회

나이트록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3월 28일(토) 09:30~18:30

PDIC-SEI 아시아에서는 2/27(목) ~ 3/1(일), 코엑스 SPOEX 2020 박람회

• 장소 : 본부 강의실

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강사트레이너 리더쉽 워크숍 및 신년회를 박

First Aid & CPR 강사과정

람회 개최가 코로나19 로 인해 전면 취소되면서 4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하

• 일정 : 3월 29일(일) 09:30~18:30

였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하였다.

• 장소 : 본부 강의실

www.seipdic.com

수중사진가 강사과정

리더쉽 워크숍에서는 2020년 아시아&코리아 본부의 운영 정책과 국제본

• 일정 : 4월 3일(금) 09:30~18:30

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PDIC-기술잠수, 레스큐다이버

• 장소 : 본부 강의실

강사가이드, 수색인양&공공안전 강사가이드, 어드밴스드&마스터다이버 강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과정

사가이드, YMCA라이프가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에 대한 지도법 워크

• 일정 : 4월 11일(토)~4월 26일(일) 09:00~18:00

숍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별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 스페셜티 리더쉽

•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강의실,수영장

과정의 새로운 운영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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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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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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용
권진모
김경진
김광호
김기종
김대철
김동원
김동혁
김동현
김명옥
김민석
김병진
김봉관
김상길
김상윤
김상훈
김성일
김성진
김성진
김세현
김수연
김영규
김영목
김영석
김영중
김영진
김용식
김우승
김우진
김일수
김재만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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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연
김종일
김진성
김태한
김현중
김혜훈
김희명
남경진
문산운
문성복
문홍주
민진기
박기용
박동주
박동훈
박상용
박상우
박상욱
박성연
박윤환
박이보
박인균
박인철
박재형
박진만
박진영
박진호
박추열
박태홍
방제웅
배진수
배진우
배창수
백명흠
백철호
서계원
서기봉
서동욱
서동욱
서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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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석
서한덕
서해성
성용경
손용희
손종국
송성환
송우용
송윤상
송태민
송현미
신명철
신상규
신연수
신재준
신종수
심현경
안규진
안종달
안천희
안태규
양명호
양민수
양성호
양용석
엄민용
염성일
오길영
오미숙
오윤석
우대희
유기정
유상민
유재종
윤두진
윤상조
윤성환
윤종한
윤형만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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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모 (EANx)
이대균 (Adv. EANx)
이동준 (EANx)
이문용 (EANx)
이미숙 (EANx)
이상범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수한 (EANx)
이신우 (CCR JJ-CCR)
이영권 (EANx)
이영섭 (EANx)
이웅규 (EANx)
이웅재 (EANx)
이은향 (EANx)
이재민 (Adv. EANx)
이정화 (EANx)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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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희 (EANx)

정순민
정승규
정영환
정용옥
정재홍
정종보
정해진
조문신
조민구
조민석
조병주
조성우
조승원
주광철
지혜자
진호산
차종길
차홍근
천남식
천대근
천세민
최경준
최선호
최수영
최승천
최승호
최용수
최우영
최준환
최태현
한길형
황일권
황종규
허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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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강사
손종석 (EANx)
윤지웅 (EANx)

INSTRUCTOR TRAINER

NEWS IN DIVING

IANTD KOREA
축 다이빙
1월 14~22일까지 미크로네시아 축(트룩)에서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실

였다. 다이빙 기간동안 리조트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리조트 내에만 있었다.

시하였다. 참가자는 홍장화 본부장, 강신영 트레이너, 서상우 강사, 정재용

리조트 식당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음식 맛도 좋았다. 리조트 내에는 조그마

강사가 참석하였다.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필리핀 코론, 수빅 등에서 실

한 가게가 있는데 캔으로 된 김치와 현지 음식들이 있어서 준비해 간 코펠

시하였지만 축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과 부탄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라면을 자주 애용하였다.

이 미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기지로 많은 함선과 보급선들이 있었다. 일본

다이빙은 그룹별로 별도의 보트와 수중가이드가 제공되고 1일 2회 다이빙을

의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군의 폭격기와 잠수함을 이용한 반격으로 많은 일

하며 싱글로 다이빙을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이빙을 위해서는 50불의 환경

본 군함과 보급선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다. 축은 법적으로 침몰선을 잘 보존

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1년간 유효하다고 한다. 난파선은 20미터부터 60미

하고 있었다.

터까지 다양한 수심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30미터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축은 괌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여 들어가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아시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이드마운트 장비를 준비하였

아나 마일리지 4만 마일을 사용하면 세금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일정은

고,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사이드마운트 실린더와 감압용 80cu 실린더

1주일에 6회가 운항되며 1일 1회 괌에서 출발하였다. 출발 시간은 상황에 따

에 EAN50을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스테이지 실린더용 스트랩과 밴드도 별

라 변경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8시20분에 출발하였고 비행기 일정을 확

도의 요금이 청구되어서 한국에서 준비해 갔다. 외진 섬이라 제공되는 것 외

인하고 다이빙 일정을 세워야 했다.

에는 가격이 비싼편이다.

축의 다이빙은 트럭라군과 블루라군이 있는데 리조트 형식으로 운영되며 일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위해서 주 라이트 1개, 보조 라이트 2개, 탐사용

반 다이빙 뿐만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버들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우

릴, 안전 릴 1개, 칼, 다이빙 컴퓨터등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지만 깊은 수심

리는 액션투어의 이민정 사장을 통해서 블루라군 리조트에 예약하였고 편리

과 복잡한 내부구조로 우리가 별로로 릴을 치고 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하게 진행되었으며 축에 관한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었다. 블루 라군 리조트

있었다. 다이빙 가이드는 많은 경험으로 능숙하게 수중가이드를 하였는데

는 대형 리조트로 2인 1실로 편안했다. 축의 교통 상황과 편의시설은 불편하

일반적인 관광지역을 구경하고 내부로 들어가서 엔진실, 각종 창고, 선실 등
을 통해서 반대편 출구를 통해서 배 밖으로 나왔다. 다이빙을 마칠즘에는 무
감압한계를 넘어서 준비한 감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승하였다. 감압 실린
더는 이동 시 계속해서 착용을 하고 이동하여야 했다.
1회 다이빙을 마치면 리조트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쉬었다가 2차 다이빙
을 실시하였다. 이동시간은 15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되었다. 침몰선마다 다
른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5일간 10회의 다이빙을 예약하였지만 비행기
탑승으로 마지막 날은 오전 다이빙으로 마치고 정비를 하였다. 다이빙 숍에
서는 다이빙을 마친 후에 축 난파선 다이빙 인증증도 발급하였다. 축은 공항
세가 30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이스 다이빙
1월 31일~2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아이스 다이빙이 기온 상승으로
강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하였다. 아이스 다이빙은 겨울 다이빙
의 꽃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오버헤드 환경에서의 모험을 즐기는 과정
으로 협동심과 철저한 준비과정 등을 실습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실시할 수가 없었다. 내년에는 다시 아이스 다이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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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드 포맷 변경

Diving Pool Paradise

2월 20일부터 미국에서 인증증 포맷 변경을 알려왔다. 새로운 인증증의 사진은
조금 작아졌지만 다이버 자료와 강사 자료를 나누어서 표기되어 식별이 쉽게 되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었다. 한국도 2월 25일부터 포맷을 수정하여 발급하고 있다.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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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IANTD 개해제
2020년 새해 맞이 개해제를 4월 4일(토요일) 강원도 사천항 해원리조트에서 실
시한다. 3일(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저녁식사를 실시하고 에센셜 강사과정 워크
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4일 9시경에 한 해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면서 개해제
를 실시하고 아침식사 후에 2회의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행사계획

Mares의 신뢰와 명성

4월

11월

개해제

데마쇼

일정 : 4월 3~4일

일정 : 11월 4~7일

장소 : 추후 공지

장소 : 미국 뉴올리온즈

6월

12월

강사 트레이너 과정

송년의밤

일정 : 6월 22~27일

일정 : 12월 4일

장소 : 추후 공지

장소 : 추후 공지

7, 8월

여름 캠프
일정 : 7월 31일~8월 10일
장소 : 제주 수중산책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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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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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S
2020년 제1차 나이트록스 강사 교육과정 개최 결과

2020년 제1차 수중사진가 강사 교육과정 개최 결과

2020년 1월 27일(월)~31일(금)까지 5일간 필리핀 아닐라오 오투 다이브리

본 회 강민호 수중사진가 트레이너는 지난 2020년 1월 1일(수)~31일(금)까

조트에서 CMAS 강사를 대상으로 제1차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교육과정

지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 풀 및 성남 다이빙 풀에서 CMAS 강사를 대

을 개최하였다.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은 다이버들이 40% 미만

상으로 수중사진가 강사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촬영의 준비와 순서 및 테

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크닉과 응용, 장비의 기능과 취급방법, 광각, 접사 등을 교육하였으며 자질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EAN 32, EAN 36을 주로 다룬다. 참가자

평가와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 강사는 수중사

들은 나이트록스 기본 지식, 달톤의 법칙을 응용한 혼합기체 계산법의 이

진가 강사로 거듭나게 된다.

해, 물리, 생리, 장비, 다이빙 계획, 다이빙 컴퓨터 활용법, 안전수칙, 산소분
석 방법 등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으며 필기시험을 완료하였다. 필기
시험과 실습잠수를 모두 마친 강사들은 나이트록스 다이빙 강사로 거듭나
게 된다. 다음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0년 제1차 아이스다이빙 강사 교육과정 개최 결과
2020년 2월 8일(토)~9일(일)까지 2일간 서울 올림픽수영장 다이빙 풀 강의
실 및 포천 한탄강에서 제1차 아이스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아이스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은 1995년 1월부터 시작되어 매년 2회씩 23년간
에 걸쳐 동계시즌에 개최되어오고 있다. 아이스다이빙 교육은 강이나 호수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과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잠수 중에는 동면 중인 물고기떼와 포식자를 피해 겨울
에 성장하는 민물 치어떼 등과 같은 겨울철 민물 수중생태계의 변화와 매우
투명한 민물 수중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육상훈련, 현장 준비, 실습 잠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

2020년 프리다이빙 강사교육과정

다. 특히 육상훈련 중에는 매듭법, 줄당 김신호, 하네스 등 특수장비 사용법,
팀별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얼음밑 잠수 과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CMAS 박준철, 임수현 프리다이빙 트레이너는 2020년 1~2월에 각각 프리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다. 현장에서는 얼음 상태확인과 얼음구멍뚫기, 비상

다이빙 강사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박준철 트레이너는 1월에 강사교환교

대기조 운영, 비상상황을 대비한 준비 등에 대해 알게 된다.

육과정을 진행하여 1스타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2스타 강사 업그레이드 교

실제 얼음 밑 잠수 과정 중에는 다이버 역할, 스탠바이 다이버 역할, 텐더 역

육을 연달아 진행 중이다. 임수현 트레이너는 현재 인도어 강사교육과정을

할을 교대로 하게 된다. 실습잠수는 총 2회로 진행되는데 1차 잠수 중에는

진행 중으로, 교육과정 종료 시 업그레이드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얼음 밑 수중세상을 경험하며 2차 잠수는 실종 다이버 수색 구조과정이다.
이번 해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얼음 밑 잠수에 적합할 정도로 얼음이 얼지

2020년 제1차 강사평가 개최 결과
2020년 2월 6일(목), 올림픽 다이빙 풀과 강의실에서 2020년 1차 강사평
가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과정은 올해 첫 기수 정기 강사평가과정으

않아 실습을 진행하는데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과정에 참여한
강사들과 도움을 준 스탭들, 진행을 맡은 정상훈 트레이너 덕분에 무사히 훈
련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교육 기간동안 필기시험과 실습잠수를 모두 마친
강사들은 아이스다이빙 강사로 거듭나게 된다.

로 모두 11명의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강사평가과정은 오전 필기시험과 이
론 강의평가, 오후 수영평가와 스킨다이빙 평가, 스쿠버다이빙 평가, 구조
평가, 수영장 강의 평가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에 지원한 평가과정 참가자들은 서범석, 문인석, 이종덕, 서
주란, 김양규, 장동립 트레이너가 배출한 강사교육과정 수료자들이었다.
하루 동안 진행된 빡빡한 강사평가 중에도 잘 따라준 지원자들과 평가과정
을 진행한 김명갑평가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글로써 전한다. 평가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원자들은 씨마스 강사로 거듭나서 우리나라 다이빙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뛰는 선구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본다.
다음 평가과정은 다가오는 4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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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역사로 톡톡 두드려보는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
최경민 외│19,000원│360쪽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08

06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잼공독서프로젝트
거꾸로 보면 답이 보인다
답을 찾다
01 THEORY :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PBL 달인되기 2 : 진수

1편 기존 독서상식을 비틀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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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여행사 경영론[개정판]

실전에 강한 항공객실업무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최윤근·김시원│20,000원│324쪽

박시범·최윤근·김시원
20,000원│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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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항 및 출입국수속/출장준비업무/출국업무/탑승 및
기내업무/입국업무/현지행사 진행업무/귀국업무/위
기관리 업무/부록
새로미/최윤근·김시원/324쪽/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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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