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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PARAGON 마스크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성이나 무게감 없이도 견고성이 뛰어난 우수한 프레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제공하는 TUSA 프리덤 테크놀러지 FitⅡ.
UV420 크리스탈 뷰 광학 유리와 빛 반사 방지 기능.
이 모든 기능을 PARAGON S 와 PARAGON 마스크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싱글 및 듀얼
윈도우 디자인

강화된 3중
구조 프레임

프리덤
테크놀러지 FitⅡ

UV420 렌즈

색상

CASIO와 기술제휴로 G-SHOCK의 독특한 디자인과 특별
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TUSA IQ-1204는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침수의 우려도 없습니다. 진보된 기술력으로
사용법이 간단하며, 수중에서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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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 배터리 내장

블루투스 기능 내장

나이트록스 기체 4개 설정
SB

BKG

NBL

고도 다이빙 자동 조정

오디오 알람 내장

백라이트 내장

프리다이빙 모드 내장

INNOVATIONS
INNOVATIONS
FOR
TECH,
FOR TECH,
READY
FOR
REC
READY FOR REC
X-MISSION EVOLUTION
X-MISSION EVOLUTION
유연성을 위해 BARE의 최고 등급 소재로 제작된 X-Mission은 수중과
지상, 여행에
완벽한 드라이
슈트입니다.
유연성을
위해 BARE의
최고 등급
소재로 제작된 X-Mission은 수중과
X-Mission
Evolution은
높은 수준의 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상,
여행에 완벽한
드라이 슈트입니다.
테크니컬 Evolution은
동굴 다이버팀과
설계보호
및 제작되었으며
BARE의
X-Mission
높은함께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첨단
소재를 동굴
특징으로
합니다.함께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BARE의 최첨단
테크니컬
다이버팀과
소재를 특징으로 합니다.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

CAVE CUT

매우 유연하고
가볍습니다. CAVE
인체CUT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몸통과 팔, 다리
NYLON
MICRO 내구성이
RIPSTOP뛰어나며,
TRILAMINATE
매우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볍습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몸통과 팔, 다리

특징
특징•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 / 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
• 탈착식있는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 배수구가
2MM 나일론
/ 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인한 불편함을 줄여줌
• 내구성
강화를 위해
마모"
이음새"스퀴즈"로
지점에 유연한
테이프
강화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중요
패드는
수중에서
인한 이중
불편함을
줄여줌
• 드라이
슈트위해
내부에
조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유연한
허리 밴드로
완벽한강화
착용감을 제공
• 내구성
강화를
"중요
마모"
이음새
지점에
이중 테이프
• M-PADZ
무릎 보호
• 드라이
슈트 내부에
조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로 완벽한 착용감을 제공
• 양쪽 허벅지에
2개의 내부 수납 공간이 있는 확장 가능한 포켓
• M-PADZ
무릎 보호
• 양쪽 허벅지에 2개의 내부 수납 공간이 있는 확장 가능한 포켓

X-Mission Evolution은 드라이 슈트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고급 테크니컬
다이버
뿐만
아니라
X-Mission Evolution은
드라이
슈트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모두에게
이상적입니다.
고급 테크니컬 다이버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모두에게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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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이젠 수중세계를
수중터치 방수팩
로 즐겨보세요.

혁신브랜드
아이디어상품
스포츠/레저/여행부문 스포츠/레저/여행부문

엠팩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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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에 최적화 된 방수팩 D30

대한민국 다이버를 지원합니다.
해외다이브트립 여행자께서

Ⓡ

Dive

Available touching screen of smartpone in water /

200m

SNS에 엠팩플러스를 태그하여 주시면
엠팩다이브를 최대 10일까지 대여해드려요.
사용후기를 매월 추첨하여 신품으로 증정합니다.
대여문의 카톡 : NOMA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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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수중사진은 실제 엠팩다이브 | 엠팩스노클을 사용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국제공인방수 등급 IPX8 인증
세계 최초 수심 200m/2Hrs
방수테스트 통과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 스마트폰
화면터치 기술(40m/131ft)

사용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TPU 소재 방수팩

수중에서 사진촬영 및 음악감상 등
수면에서는 조난 시 긴급통화 가능

(주)엠팩플러스Ⓡ 02-2277-6651 www.mpacplus.com
제품문의(다이브숍/강사전용) : 02-6012-5998
2017 SEPTEMBER/OCTOBER | 13
카카오톡 아이디
: scuba4u or NOMADIVE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20년 7/8월호 통권 198호
Bi-Monthly Dive Magazine「scuba diver」
2020 JULY/AUGUST(VOL.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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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발행인·편집인 Publisher•Editor-in-chief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구자광 Jagwang Koo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편집디자인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김미영 Miyoung Kim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일러스트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김병용 ByeongYong Kim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교정 교열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박은성 Euns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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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법률
민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안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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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Korea(04333)
전화 TEL
82-2-778-4981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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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주) 현문인쇄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수열, 김은종, 민경호, 장원재, 조윤희
Alex Mustard, Peter de Maagt
Theresa G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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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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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언컨택트 시대,
랜선 다이빙투어로 작은 즐거움 찾기
글 구자광 / 발행인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과

첫째, 다이빙계에는 스쿠바다이빙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잡지사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거리두기는 우리의 의식주와 사회적

다양한 정보들이 수십년간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잡지사의

관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욕구 중에 만족도가 가장

홈페이지에 양질의 콘텐츠가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잡지에

높은 분야인 여행 욕구를 대체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소개된 여행지들을 검색하며 즐기는 방법이다.

않다. 특히 스쿠바다이빙 여행은 다이버에게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둘째, 유투브를 검색하면 해양생물에 관한 다양한 다큐멘터리나

분야이다. 하지만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여행정보들이 가득하다. 특히 BBC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해양생물에

해외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참에 국내다이빙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생물들의 고유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여행지를 다녀오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감탄을 자아낸다. 그밖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다이빙관련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런 시기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각 나라마다

셋째, 다이버들 중에는 자신이 여행했던 곳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입국절차가 까다롭다. 코로나검사를 요청하거나 온 몸에 소독

유투브를 통해 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같은 장소에 갔어도

스프레이를 뿌리는 곳도 있다. 보안검색도 느려지고 사람과의

느꼈던 감정이 다르고 보았던 생물도 다르니 그들의 관점으로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살펴보는 것도 흥미를 더해준다.

곳도 늘고 있다. 관광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외국다이버는
부두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도 많다. 구역을 정해 한정된 곳만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면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약간의

출입이 가능하다. 어디를 가든 코로나19로 감염될 확률도 높아졌다.

대리만족이 느껴진다.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다이빙 여행지에

이러다 보니 마음도 몸도 불안한 상태가 된다. 즐거움과 편안한

대해 자세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물속에서 만났던

휴식을 취하려도 여행을 가는데 오히려 피로감만 가득 찬 여행이

해양생물들의 생태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재미도 있다.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렘을 주었던 공간들이 이미
바뀌고 있다.

여름휴가철이 다가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전의
여행방식을 뒤엎고 새로운 기준의 여행방식으로 여행의 재미를

일상이 바뀌면 욕망도 바뀌어야 한다. 최선의 조건이 아니면

느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계에서도 돌파구를

퇴치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언컨택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찾기 위한 노력으로 랜선투어를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즐길 수

예측하고 있다. 관광, 여행, 항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온라인 박물관투어, 온라인

다이빙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

해외유명도시투어, 온라인 국립공원투어,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기회로 만들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 다이버들도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다이빙 방식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대체할 수 있는

비접촉으로 간접적인 여행체험을 하거나 공연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사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모두들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이빙계는 이런 방법을

장기화되면서 바뀌게 될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고 한 나라가 사회가

지원하는 여행업체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시험대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그렇다면 스쿠바다이빙과 관련된 랜선투어를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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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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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이민정

금상

김규동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김정인

은상

김광복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민경호

동상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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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휘, 김병찬, 김정인, 노민식, 심수환, 송새인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송옥경, 윤여준, 이상훈, 이정민, 임소영, 최혜원

(가나다 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0년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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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mm × 370mm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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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용망가방
• 권장 소비자 가격 : 42,000원
• 제품크기 : 400mm × 300mm
                (측면 : 18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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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
만타레이
NIKON D700, f/5.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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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정인
불볼락 무리
Canon EOS 5D Mark IV

f/8, 1/125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잭피쉬 무리
SONY ILCE-7RM3

f/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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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규동
고스트파이프피쉬 한 쌍
Canon EOS 5D Mark IV, f/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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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광복
깡통속의 베도라치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최혜원
크랩과 고비
SONY ILCE-7RM2

f/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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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윤여준

입선 임소영

입선 김경휘

입선 김병찬

입선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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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김정인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송새인

입선 송옥경

입선 심수환

입선 이상훈

입선 이정민

입선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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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A portrait of a tiny amphipod (Iphimedia obesa) on top of a colony of deadman's fingers (Alcyonium
digitatum) a type of soft coral. Loch Carron, Ross and Comarty, Scotland, UK. North East Atlantic Ocean.
연산호의 일종인 Deadman's fingers(Alcyonium digitatum) 위에 살고 있는 작은 단각류(Iphimedia obesa)의
초상화. Loch Carron, Ross and Comarty, Scotland, UK. North East Atlantic Ocean.

Alex Mustard

United Kingdom
Dr Alex Mustard, 45 years old, from the UK, is a former
marine biologist who now works full time as an underwater
photographer. His images have won many international
awards, including being regularly awarded in the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In 2013, he was named European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He has published several
books including his highly-popular instructional book
Underwater Photography Masterclass (2016), which was
reprinted just two weeks after its launch. He is chair of the
judging panel for the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competition, and has acted as a judge for many other contests,
including the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and the
CMAS World Championship of Underwater Photography. He
is Associate Editor for Wetpixel.com and has been a committee
member of the British Society of Underwater Photographers
for 20 years. He runs highly popular underwater photography
workshops in the top diving destinations around the world.
In 2016 he received the ADEX Award for Extraordinary
Contribution to Underwater Photography and in 2018 was
made an MBE by Queen Elizabeth II.
영국 출신의 Alex Mustard 박사는 45세로 이전에는 해양생
물학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수중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
다. 그의 수중사진은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에 정기적으
로 선정되고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상을 수차례 수
상했다. 2013년에는 올해의 유럽 야생동물 사진가로 선정
되었다. 그는 인기있는 교과서인 Underwater Photography
Masterclass(2016)를 포함하여 몇 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이
책은 출시 후 2주 만에 재인쇄를 하였다. 올해의 수중사진작
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및
CMAS 세계 수중사진 선수권대회 등 다른 많은 콘테스트의 심
사위원으로 활동했다. Wetpixel.com의 부편집장이며, 지난 20
년 동안 영국 수중사진작가협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세계 최
고의 다이빙 여행지에서 인기있는 수중사진 워크샵을 개최한다.
2016년에 수중사진에 대한 특별 기여금으로 ADEX상을 받았으
며, 2018년 퀸엘리자베스2세에 의해 MBE가 되었다.

Underwater Photography Masterclass
Ammonite Press, 2016
1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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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ool of horse-eye jacks (Caranx latus) swim over the bow of the USS
Kittiwake wreck, while diver looks on. Seven Mile Beach, Grand Cayman,
Cayman Islands, British West Indies. Caribbean Sea.

USS Kittiwake 난파선의 선수를 헤엄치는 Horse-eye jacks(Caranx latus) 무리
를 쳐다보는 다이버. Seven Mile Beach, Grand Cayman, Cayman Islands, British
West Indies. Caribbean Sea.

An American crocodile (Crocodylus acutus) is reflected in the surface as it floats
over a shallow seagrass meadow, close to mangroves. Jardines de la Reina,
Gardens of the Queen National Park, Cuba. Caribbean Sea.

맹그로브와 가까운 얕은 해초 초원 위에 유영하는 American crocodile(Crocodylus
acutus). Jardines de la Reina, Gardens of the Queen National Park, Cuba.
Caribbean Sea.

A diver explores the cathedral at Silfra canyon, a deep fault filled with fresh
water in the rift valley between the Eurasian and American tectonic plates, at
Thingvellir National Park, Iceland. In this photo the American plate is on the
left and the Eurasian plate on the right.

아이슬란드의 Thingvellir National Park에 있는 유라시아와 미국 지각판 사이의 균
열 골짜기에 담수로 채워진 깊은 결점인 Silfra canyon의 성당을 탐험하는 다이버.
이 사진에서 미국판은 왼쪽에, 유라시아 판은 오른쪽에 위치.

A long exposure with zoom blur of a school of crescent-tail bigeye (Priacanthus
hamrur) on a coral reef. North Male Atoll, Maldives. Indian Ocean.

산호초에 crescent-tail bigeye(Priacanthus hamrur)의 무리를 줌 블러와 함께
노출을 길게 준 사진. North Male Atoll, Maldives. Indian Ocean.

A diver swims between impressive speleothem for mations, including
stalagmites and stalactites, in a freshwater cenote (or limestone sinkhole).
Dream Gate Cenote, Tulum, Quintana Roo, Yucatan, Mexico.

민물 Cenote (또는 석회암 싱크 홀)에서 석순과 종유석을 포함한 인상적인 첨탑
사이를 유영하는 다이버. Dream Gate Cenote, Tulum, Quintana Roo, Yucatan,
Mexico.

A sea lion pup (Zalophus californianus) uses a seastar (Pentaceraster cumingi) as
a toy. The sealions pickup the starfish and then drop them and chase after them
as they sink. Los Islotes, La Paz, Baja California Sur, Mexico. Sea of Cortez,
Gulf of California, East Pacific Ocean.

Sea lion(Zalophus californianus) 새끼가 장난감으로 Seastar (Pentaceraster
cumingi)를 사용함. 바다사자가 불가사리를 잡아 떨어뜨려 가라앉으면 다시 추적하
는 모습. Los Islotes, La Paz, Baja California Sur, Mexico. Sea of Cortez, Gulf of
California, East Pacific Ocean.

A portrait of a leafy seadragon (Phycodurus eques). Wool Bay Jetty, Edithburgh, Yorke Peninsular, South Australia.
Leafy seadragon(Phycodurus eques)의 초상화. Wool Bay Jetty, Edithburgh, Yorke Peninsular, South Australia.

The moment of spawning when a male
yellowtail tang (Zebrasoma xanthurum,
top) and a female turn belly to belly to
ensure fertilization at the peak of their
spawning rise. This action is very fast,
which has created blur, even though
this is not a long exposure. Temple,
Ras Umm Sid, Sharm El Sheikh, Sinai,
Egypt. Red Sea.
Yellowtail tang(Zebrasoma xanthurum,
top)의 수컷과 암컷이 산란 상승의 정점에
서 수정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배를 맞댄
다. 이 동작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노출이
길지 않더라도 흐림함이 발생한다. Temple,
Ras Umm Sid, Sharm El Sheikh, Sinai,
Egypt. Red Sea.

A backlit photo of a British World War II BSA M20 motorbike inside Hold of
the wreck of the Thistlegorm, with Red Sea soldierfish (Myripristis murdjan).
Sha'ab Ali, Red Sea. Sinai, Egypt.

홍해 Thistlegorm 난파선내의 Soldierfish(Myripristis murdjan)와 함께 영국 제2차
세계대전 BSA M20 오토바이의 역광 사진. Sha'ab Ali, Red Sea. Sinai, Egypt.

A black and white photo of school of bigeye trevally (Caranx sexfasciatus) form
a circular shoal in open water, on the drop off of a coral reef. Ras Mohammed
National Park, Sinai, Egypt. Red Sea.

산호초에서 떨어진 먼 바다에서 둥글게 형성하는 Bigeye trevally(Caranx sexfasciatus)
무리의 흑백 사진. Ras Mohammed National Park, Sinai, Egypt. Red Sea.

A basking shark (Ceterhinus maximus) feeding on plankton around St Michael's
Mount, Cornwall, UK.

영국 콘월 세인트 마이클의 마운트(St Michael's Mount, Cornwall, UK) 근처에서 플
랑크톤을 먹고 있는 Basking Shark(Ceterhinus maximus).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Bigeye trevally
빅아 이 트 레발 리( B i g e y e t r e v a ll y ) 는
Carangidae(전갱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
다. 발색을 하면 잘 구별되며, 어두운 색 등
지느러미에 흰색 팁(white tip)이 있고, 아가
미 덮개에 작은 어두운 점이 있다.
이 물고기는 길이가 120cm, 무게가 18kg 까
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산호초
주위에 약 100m 깊이까지 서식하는 어류이
며, 일반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큰 무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밤에 먹이를 먹을 때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다양한 물고기, 갑각류,
두족류 및 기타 무척추 동물을 섭취한다. 인
도와 태평양의 열대 바다에 분포되어 있다.

학명 : Caranx sexfasciatus
영명 : Bigeye trevally, Bigeye jack, Great trevally, Six-banded trevally, Dusky jack

Bluefin trevally
블루핀 트레발리(Bluefin trevally)는 전갱이과(Carangidae)에
속하며, 크기는 80~120cm까지 성장하는 중간 크기의 물고기
이다. 몸통에 신비스러운 푸른빛의 반점과 꼬리지느러미를 가
지고 있다.
이 물고기는 다양한 사냥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냥꾼
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
기 무리가 있을 때는 한 개체가 이들을 공격하여 흩트려 놓으
면 다른 개체들이 흩어진 물고기들을 사냥하는 협력 전략을
사용한다. 둘째, 중간 수심에서 사냥할 때는 조류를 타고 빠르
게 이동하여 물고기를 사냥한다. 셋째, 몸 색상을 어두운 색소
로 변화시키고 산호초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한다. 넷
째, 상어나 다른 큰 물고기들과 섞여 쫓아다니다가 그들이 사
냥할 때 도망쳐 나오는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 방
법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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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Caranx melampygusly
영명 : Bluefin trevally, Bluefin jack, Bluefin kingfish

Giant trevally
자이안트 트레발리(Giant trevally)는 머리부분이 직선모
양으로 보이고 꼬리의 뾰족한 부분은 날카롭다. 일반적
으로 어두운 점이 있는 은빛 색상이지만, 수컷은 성숙해
지면 검은색으로 바뀐다. Caranx 중에 가장 큰 물고기
이며 최대 알려진 크기는 170cm 정도에 무게는 80kg까
지 자란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서식지에서 최상위 포식자이며, 개
별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갑각류, 두족류 및 연체동물은 물론 다양한 물고기
를 먹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남아프리카, 하와이, 일본, 호주까지 분포되어 있다.

학명 : Caranx ignobilis
영명 : Giant trevally, Lowly trevally, Barrier trevally, Giant kingfish

Silver trevally
실버 트레발리(Silver trevally)는 몸체
의 위는 청록색, 아래는 은백색이며
가운데에는 노란색 줄이 있다. 아가미
뚜껑 위 가장자리에 검은 점이 있다.
측선의 곡선 부분에는 57~78개의 비
늘이 있고, 그 뒤 측선은 34~46개의
모비늘(scute)로 되어 있다.
동태평양을 제외한 전 세계 해양의 따
뜻한 해역에 분포한다. 연안의 수심
10~200m 사이에 살며 유어는 내만
이나 기수에 산다. 성어는 바닥 쪽, 중
층, 수면 층에서 무리를 짓고 서식한
다. 플랑크톤과 바닥의 무척추동물들
을 잡아먹는다.

참고

모비늘(scute)
날카로운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비

학명 : Pseudocaranx dentex
영명 : Silver trevally

늘로서 전갱이의 측선 뒷부분과 전
어나 준치의 복중선 위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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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역그늘색(Counter Shading)

역그늘색(Counter Shading)의 사전적 정의는 물고기의 몸체가 햇빛에 노출

등 쪽은 어둡고 배 쪽은 희다. 올려다보는 쪽에서 위는 밝으며 하얀 물고기

된 부분은 어두운 색, 그늘진 부분은 밝은 색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의 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대로 내려다보는 쪽에서 물속은 검으며 물고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화려한 색깔로 치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

기의 검은 등은 은폐된다. 이들의 역그늘색은 확 트인 수중공간에 몸을 숨

속 중층에서 회유해 다니는 물고기들은 거의 모두 밋밋한 색상들이다. 청새

기는 색이며 적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냥할 때 먹이감 물고기들의 눈도 속일

리상어(blue shark), 청상아리(mako shark) 등의 외양성 상어들과 대해의

수 있다.

방랑자 튜나(Tuna)들은 역그늘색의 대표적인 물고기들이다.

물고기의 혼인색(Nuptial Coloration)
물고기도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혼인색(Nuptial Coloration)을 띤다. 대부분의
동물은 성장하면서 수컷이 더 아름답다. 특히 트레
발리는 짝짓기 시기가 되면 수컷이 검은색으로 변
한다. 모든 물고기가 모두 혼인색을 띠는 것은 아
니며, 혼인색은 바닷물고기보다 민물고기에서 더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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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색(Concealing coloration)과 경계색(Aposematic coloration)

보호색(Concealing coloration)은 동물이 자신의 몸 색깔을 다른 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곧, 몸 색깔을 주변 환경이
나 배경과 비슷하게 해서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색이다. 오징어나
넙치 등과 같이 주위의 상황에 따라 체색변화를 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시각정보
가 중추경유를 할 때 색소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경계색(Aposematic coloration)은 눈에 잘 띄도록 하여 다른 동물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동물이 자신을 함부로 해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가지는 몸 빛깔. 어떤 동물은 주위 색채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색채나 선명한 무늬
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유독성 침이나 송곳니, 불쾌한 맛, 악취를 지니는
것이 많아서 이같은 피식자를 한번 먹어본 포식자는 다시는 같은 색채의 개체를
먹지 않게 된다. 배경맞추기(Background matching)는 환경에 따라 그 생물의 색
깔뿐 아니라 형태나 행동도 맞추는 ‘숨기기’의 한 형태이다.

색소결핍증에 걸린

수중생물의 알비노(Albino)
같은 종인데도 원래의 몸 피부의 색깔보다 유난히 희거나 투명
한 피부를 지닌 생물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몸에 색깔을 나타내
는 멜라닌(melanin) 색소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색깔이 연하게 나
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피부뿐만 아니라 털, 눈 등에도 나타난
다. 이런 현상을 백색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알비노(Albino)
라고 한다. 물론 수중생물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생물을 드
물게 볼 수 있다.

참고

루시스틱(Leucistic)
루시스틱(Leucistic)은 전체적인 색소 결핍이 아닌 부분적인
색소결핍으로 색소세포가 전혀 없는 알비노(Albino)와 달리
약간의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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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수중촬영장비
선택 가이드
글, 사진 조윤희/ (주) 수중영상 대표

암(Arm)의 선택
육상사진 촬영장비와 비교하여 수중사진 촬영장비에서만 필요한 부품중의 하
나는 스트로보 암(Strobe Arm)이다. 이 스트로보 암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
는 스트로보(Strobe)를 촬영자의 의도대로 쉽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다. 암의 사용과 선택 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 종류와 스트로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 글 싣는 순서 ]
1. 하우징(Housing)의 선택
2. 촬영 목적에 따른 렌즈(Lens)의 선택
3. 스트로보(Strobe)의 선택

4. 암(Arm)의 선택
5. 촬영용 라이트(Light)의 선택
- Continues light와 Target/Focus light
6. 컨버젼 렌즈(Conversion lens)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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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파트로 구성된 암

② 더블 볼 암(Double ball arm)

스트로보 암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로보를 고정시키는 부품이다.

더블 볼 암은 하우징이나 수중카메라와 스트로보의 간격(W/거리)을 유지하

하지만 암은 아주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그 길이도 다양하며, 형태도 각양

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길이와 굵기(부력을 유지하기 위한)의 것들이 있다.

각색이다. 그래서 암의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각 부분의 명칭을 익혀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메이커에 따라 제품명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

③ 헤드어댑터(Head adapter)

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술한다.

헤드어댑터는 스트로보의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어댑터가 있으나 요
즈음에는 대부분은 연결부위가 M6이나 M8 나사가 있는 볼 어댑터나 일자형

① 베이스 어댑터(Base adapter)

연결부위에 볼이 달려있는 YS 어댑터가 있다.

베이스 어댑터는 하우징 또는 수증카메라의 그립 상단에 암 시스템을 연
결하기 위한 부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댑터가 있는데, 크게 형태를 나눈

④ 클램프/조인트(Clamp/Joint)

다면, 하나는 직접 그립상단에 고정하는 타입과 암시스템을 쉽게 탈부착을

클램프는 볼과 볼을 고정하는 간단한 장치로 생각하지만, 이상적인 클램프

할 수 있게 해서 운반이나 관리에 편리하도록 한 T베이스 타입과 도브테일

는 적당한 힘으로 쉽게 고정할 수 있으면서도 의도대로 빠르게 스트로보의

(Dove-tail) 베이스 타입이 있다.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볼과 접촉하는 볼 받이 부위의 마모나 부식
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래서 볼에 오링을 사용하거나 클램프의
볼 받이(볼을 잡아주는 부분)에 디스크패드를 사용한 것이 있다.

암은 4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베이스 어댑터라 불리는 하우징과 암을 연결하기 위한 부품
왼쪽은 암시스템의 탈부착이 쉽고 편리한 T베이스 타입과
도브테일베이스 타입, 오른쪽은 그립에 직접 고정하는 타입
② 더블 볼암으로 암 바디의 길이와 굵기(용도 : 부력조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있다.

③ 스트로보를 장착하기 위한 어댑터는 M6, M8 ball 타입(왼쪽)과
YS 타입(오른쪽)이 주류이다.
④ 각 부품을 연결하는 클램프(조인트)는 사용용도에 따라 또는
암 바디의 굵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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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보 암의 가본원칙
수중사진의 대부분은 스트로보를 사용하여 촬영하는데 스트로보를 하우징
에 고정시키는 것이 암이다. 그러나 그냥 고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올바
른 암의 선택 여부가 사진의 화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
고 적당히 선택해 사용한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육상촬영과 비교해서 수중에서는 부유물이 많아서 스트로보나 라이트 빛의

※	렌즈와 스트로보의 거리(W)는 최소 길이가 40센티 정도는 떨어뜨리고 피사
체의 측면에서 45도, 그리고 피사체의 위쪽으로 45도 정도의 위치는 실내에
서든 야외에서든 가장 좋은 빛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이다. 렌즈와 발광
부가 가까우면 수중의 부유물이 쉽게 찍힌다. 40센티 정도의 길이는 수중촬
영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스트로보의 방향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이고, 렌즈와 스트로보의 간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린다는 2가
지의 점을 고려한 적당한 길이가 40센티이다.

방향에 따라 이 부유물이 찍혀 사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이팅의 광
원(스트로보나 라이트)을 자유롭게 콘트롤할 수 있는 암시스템을 선택할 수

광원을 한 개의 스트로보에서 두개의 스트로보를 증설 사용하거나, 크램프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인트)를 더 추가하여 암의 전체 길이를 자유자재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

투명도가 나쁜 바다에서는 렌즈나 피사체에서 스트로보를 되도록이면 멀리

게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암을

하고 자유롭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 관절 타입(클램프를 사용해서)

이용하여 자신의 촬영장비를 다양한 촬영조건에 맞는 시스템으로 셋팅하는

을 선택해 다양한 각도의 라이팅을 할 수 있게 한다. 조류가 있는 장소나

것이 창조적인 사진을 만드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움직임이 많은 곳의 촬영에서는 정교하게 가공된 암과 2~3개의 크램프(조
인트)로 스트로보를 단단히 고정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암 선택의 포인트

1m 앞의 피사체를 바로 위에서 라이팅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위에

수중촬영 장비를 판매하는 매장에 가면 여러 종류의 암들이 진열되어 있는

서 비춰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라이팅을 의도하는 경우

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하면 첫째로는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

에는 화각이나 배경을 고려하고 라이팅을 가로방향이나 사선의 위 또는 사

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우징이나 스트로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선의 아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품들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촬영자가 어떤 메이커의 하우

암의 길이는 사용하는 렌즈와 스트로보, 피사체까지의 거리, 원하는 라이팅

징과 광원(스트로보나 라이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접속장치가 각

의 패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수중에서 보이는 태양과 같이 피사체의 상단

각 달라져야 함으로 많은 종류의 암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많은 종류의 암들 중 내게 필요한 암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너무 어렵게

렌즈의 센터에서 스트로보의 발광부까지의 거리를 W라고 한다면, 20mm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드 렌즈의 경우 최소 40cm 길이 이상의 암 셋트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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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볼의 형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암들은 대부분 볼의 직경이, 인치(25.4mm),
25mm, 24mm 볼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이 암 볼에 오링을 사용
한 것과 오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
※	시판되고 있는 볼의 굵기는 18~28mm까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이즈는 1인치 볼과 24mm 볼 암이다.

구형으로 된 암 볼의 크기(직경), 이것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
들도 대부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볼은 클램프와 함께
암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이 볼의 구형이 완벽해야만
볼과 클램프의 마모도 없고 적은 힘으로도 사용자의 의도대로 쉽게 고정되
며, 웬만한 인위적인 힘에도 꺾기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제조사들은 완벽한 구형의 볼을 만드는 수고를 덜하기 위
해, 볼에 오링을 사용함으로써 볼과 클램프의 마모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
도 사용자의 의도대로 스트로보를 고정할 수 있게 했지만, 오링을 사용한
볼 암은 같은 제조사의 것일지라도 실제로 볼의 크기가 다른 것들도 있으며,
볼의 굵기(지름)가 같아도 오링의 굵기에 따라서도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암 볼과 클램프
암 볼의 크기(직경)도 메이커마다 다르지만 암 볼을 잡아주는 클램프의 볼 받이(볼컵)
도 메이커마다 다르고, 같은 메이커의 클램프에서도 암의 각도를 넓히고 마모를 줄이
기 위해 볼 컵의 크기와 각도가 다르다 또, 암 오링을 사용한 제품에서도 오링의 재질
과 굵기가 다 다르므로 호환성을 알지 못하면 혼합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오링이 있는 볼의 출현은 디지털 스트로보의 등장(가벼운 스트로보)과
도 관련이 있지만, 완벽한 구형의 볼을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본다면 오링을 사용한 볼도 완벽한 구형을 가진 볼 암
보다는 마모나 흔들림이 있고 오링의 재질에 따라서도 편차가 클 수밖에 없
으므로, 오링을 사용한 암은 간단하게 광원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용으로 생
각하면 좋을 것이고, 좀 더 기술적인 테크닉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라면 오링을 사용하지 않은 볼 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암 바디(Double ball arm)의 길이와 굵기
암 바디의 길이는 W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사마다 규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 15, 20, 30, 40, 50, 60cm 길이의 고정형 더블 볼 암과 길이

암 볼의 마모
구형의 암 볼은 어느 메이커나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메이커마다 구경도 다르고 정밀
도도 다르다. 사진과 같이 정밀도에 따라 마모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마모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암 볼과 클램프의 볼컵이 완벽한 구형을 이루지 못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디스크패드를 사용한 정밀도가 높은 암 볼, 정상적인 마모를 보이는 오링이
있는 암볼, 비정상적으로 마모된 오링이 있는 암볼,

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텔레스코픽 암이 판매되고 있으며, 길이와 굵기(지름
4, 6, 8cm)에 변화를 주어 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플로트 암이 생
산되고 있다.
※	각각의 제조사에 따라 디자인도 다르지만 암 바디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암
의 규격(길이)이 상이하게 차이가 있다.(양쪽볼의 중간과 중간 또는 양쪽볼의
끝과 끝, 양쪽 볼을 제외한 길이를 사양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한다)

③ 클램프
클램프는 볼의 규격(inch, 25mm, 24mm)에 따라, 볼을 잡아 주는 볼 받이의
직경과 형태가 제조사마다 다르므로 될 수 있으면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사
용하는 것이 확장성에 유리하다. 각 제조사의 볼 받이 부분의 직경과 경사각
이 다른 것은 볼의 크기에도 영향이 있지만 고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다. 이 정밀도를 유지하기위해 볼과 볼 받이에 디스크를 사용해서 적은 힘으
로도 스트로보의 조사각도를 조정할 때의 미묘한 조작감을 향상시킨 제품
도 있다. 또, 바디의 굵기(지름4, 6, 8cm)에 따라 볼받이의 거리가 다른 클램
프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 암 바디의 굵기에 따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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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Arm이란 어떤 것일까?

최소한의 조건이나 촬영 중에는 클램프의 조임장치를 조이거나 풀지 않아도

스트로보를 고정하고 피사체에 빛이 제대로 조사되도록 손쉽게 조작할 수

스트로보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를 충

있는 것이 암의 첫째 조건이다. 이 조건으로 생각해보면 암은 스트로보를 지

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로보 빛이 정확하게 피사체에 닿을 수 있도록 촬

마지막은 헤드어댑터(스트로보 어댑터)로 연결부 형태가 스트로보 제조회사

영자가 쉽게, 스트로보의 방향을 조정,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에 따라 다양해 스트로보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지만, 스트

베이스 어댑터는 하우징의 그립에 연결하는 타입이라면 조금 거칠게 사용

로보에 접속되는 부분(스트로보와 헤드어댑터 사이)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해도 덜렁거리지 않을 것을 구입하면 된다.(사용하다 보면 염분과 금속들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백색 녹으로 그립 부분의 고정나사 부분이 망가

다양한 종류의 형태와 크기의 촬영장비에 대응성이 높아야 하고, 여러 종류

지기 쉽다.) 또한 손잡이가 없는 하우징이나 자동 디지털 카메라용 베이스

의 암과 스트로보에 연결되는 헤드어댑터(스트로보 어댑터)와 하우징 그립

어댑터는 하우징 하단의 트라이포트 접속용 나사의 구멍이 잘 마모되지 않

에 연결되는 베이스어댑터 등등은 주변 액세서리들과 호환 부속이 충분하고

는 것이 중요하다. 하우징의 중량에 견디는 베이스 자체의 강성과 연결 나사

제조사가 달라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의 견고함이 중요하며, 하우징이나 수중카메라의 손잡이를 쥐면 셔터 레버에

암은 수중사진 촬영장비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싼 부품이지만 중요도는 높

손가락이 편안한 자세로 걸리도록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다. 일단 조이면 강하지만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이상적인 암이라

클램프는 지상과 수중에서 스트로보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조이는 것이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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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Los Cabos
Baja California in Mexico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반도

로스카보스
글, 사진 구자광

라파즈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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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Los Cabos

소코로섬

태평양과 코르테즈해(Sea of Cortez)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로스카보스(Los Cabos) 지역은 수온과 수
중시야가 수시로 변화하며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다. 대양의 해류는 수중생물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
하여 다른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변화무쌍한 다이빙사이트로 다이나믹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까지는 열대성 기후로 물이 따듯하지만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간다.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혹등
고래 및 회색고래(Grey Whale)를 볼 수 있으며, 8월에서 12월 사이에는 Mobula Rays의 대형 무리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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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

로스카보스(Los Cabos)는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로스카보스(Los Cabos)로 가는 방법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2개 지역인 Cabo San Lucas와 San Jose del

1. 인천 - 멕시코시티(Mexico City) - 로스카보스(Los Cabos) 국제공항

Cabo를 통칭한다. 멕시코 땅끝마을로 불리는 곳으로 바다와 사막이 만

한국 인천에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까지 가는 직항편(비행시간은 14시

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간)이 있다. 그리고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로스카보스 국제공항(비행시

Los Cabos는 Los는 스페인어로 ‘도시’ ‘마을’ 과 같은 의미이며, Cabos

간은 2시간)으로 간다.

는 “땅 끝에 있는 땅” 즉, 만(Bay) 또는 곶(Cape)을 의미한다. 도시의 정
식명칭은 Los Cabos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Cabo”라고 부른다.

2. 인천 - 미국 LA - 로스카보스(Los Cabos) 국제공항

로스카보스(Los Cabos)는 2012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짙푸른 바

한국 인천에서 국제선으로 미국 LA(비행시간은 12시간)로 가서 다시

다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한다. 관

LA에서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국제공항(비행시간은 2시간)까지 간다.

광명소로는 로스카보스의 상징이자 황금 아치로 잘 알려진 지형물인 엘
아르코(El Arco)가 있다. 동쪽 해안에는 카보풀모 해양국립공원(Cabo

인천공항

Pulmo National Marine Park)이 있다.
12시간

Los Angeles

USA

멕시코 여행 정보


시차	라파즈 : -15시간 차
(예, 라파즈가 오후 11시이면 서울은 오전 8시이다.)

2시간

14시간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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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문화 식당에서 계산서 금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비자 관광객은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이 가능하다.
기후	멕시코는 고지대의 날씨로 건조성기후, 열대성기후, 온대성기
후를 나타낸다.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우기는 5월부터
9월까지로 비가 많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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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 Cabos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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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Cabos

2시간

Mexico City

기념품을 팔고 있는 멕시코 노인

El-A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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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스카보스(Los Cabos) 지역의 다이빙 환경
태평양과 코르테즈해(Sea of Cortez)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로스카
보스(Los Cabos) 지역은 수온과 수중시야가 수시로 변화하며 사이
트마다 다를 수 있다. 대양의 해류는 수중생물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다른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변화무쌍한 다이빙사이트로 다이나믹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까지는 열대성 기후로 물
이 따듯하지만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간다. 12월에서 3월 사이에
는 혹등고래 및 회색고래(Grey Whale)를 볼 수 있으며, 8월에서 12
월 사이에는 Mobula Rays의 대형 무리를 볼 수 있다.
로스카보스(Los Cabos) 지역은 네군데의 유명한 다이빙사이트가
있다. 북쪽에 위치한 산 카를로스(San Carlos) 지역은 베이트볼 다
Phpto / Erick Higuera

이빙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① 카보 산 루카스(Cabo San Lucas) National Marine Park
② 코리도(The Corridor)
③ 고르도뱅크(Gordo Banks)
④ 카보 풀모(Cabo Pulmo) National Marine Park
⑤ 산 카를로스(San Carlos)의 막달레나베이

다이빙 시즌
로스카보스 지역은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연평균 150mm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맑은 날이 많다.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수중생물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ull Sharks
Manta Ray
Hammerhead Sharks
Hurnpback
Sea Horse
Sea Lion
Whale Shark
Up to 10 Species of Sharks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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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C

21~23°C

23~26°C

27~29°C

23~26°C

다이빙 방법
로스카보스 지역에서는 카보산루카스(Cabo San Lucas) 또는 카보풀모
(Cabo Pulmo)에서 체류하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이곳의 다이빙 형태는

Cabo Scuba Dive
http://caboscubadive.com/

숙식하는 호텔과 다이빙센터가 따로 있는 형태이다.

카보산루카스 지역의 다이빙센터
MANTA SCUBA
http://www.caboscuba.com/

Adventures in Baja
http://adventuresinbaja.com/

Pelagic Fleet
https://pelagicsafari.com/

Dive Cabo San Lucas
http://www.divecabosanlucas.com/  

카보 풀모 지역의 리조트
Dive CABO
http://divecabo.com/

Cabo Pulmo Beach Resort
http://cabopul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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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빙사이트
La Paz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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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Ocean

Sea of Cortez

Cabo Pulmo

San Jose Del Cabo
Cabo San Lucas

Cordo Banko
The Corridor
Cabo San Lucas

① 카보산루카스(Cabo San Lucas) 지역
카보산루카스(Cabo San Lucas)의 만(bay)에는 몇 군데 독특한 다이빙사이트
가 있다. 이 다이빙사이트는 1973년 멕시코 대통령이 코즈멜(Cozumel)섬에 이
어 두 번째로 국립해양공원(National Marine Park)으로 지정되면서 보호구역
이 되었다. 따라서 공원 내에서는 낚시, 수중사냥, 채집이 금지되어 있다.
카보산루카스 지역의 모든 다이빙사이트는 카보산루카스의 선착장에서 보트
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만(Bay) 내부의 환경은 조류가 없고, 수면은 잔
잔하다. 다이빙 조건은 일 년 내내 따듯하고 편안하다. 6월에서 12월까지는 수
중시야가 맑아 30m 이상이고 수온이 따듯하다.
이곳은 활동적인 바다사자의 개체수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작은 해마에서
커다란 고래까지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슬로프 주변에는
고르고니언 부채산호로 덮인 슬로프가 많고, 바다사자, 바다거북, 곰치, 거대한
그루퍼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Cabo San Lucas
North Wall
Pelican Rock
Middle Wall
South Wall

Neptune's Fingers
Land'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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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Wall

떨어진다. 바다거북, 그루퍼(Groupers) 및 다른 많은 열대어가 상주하여 살

초보자와 상급자 다이버들 모두에게 훌륭한 다이빙사이트이다. 암석으로

고 있다. 또한 만타레이, 데빌레이(Devil rays) 무리, 옐로우테일잭(Yellow-

덮인 경사면은 5~27m로 이어진다. 곰치(Moray eels), 퍼포피쉬, 포클파인

tails Jacks), 앰버잭(Amber jacks)과 같은 큰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좋은 장

피쉬, 플루트피쉬, 스콜피온피쉬, 스피니랍스터와 슬리퍼랍스터 등을 볼 수

소이다. 운이 좋으면 몰라몰라(MolaMolas, Sunfish)도 볼 수 있다.

있다.

Lovers Beach
Pelican Rock

멋진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기에 적당하다.

이곳의 리프는 5m에서 완만하게 20m까지 슬로프가 이어지고 150m까지 깊
은 월로 되어 있다. 유명한 “Sand falls” 중 하나는 약 27m의 물속에 있는

Sea Lions Colony

잠수함 협곡 꼭대기에 위치한다. 이곳은 다양한 열대어와 무척추 동물이 서

10m가 넘는 모래 바닥으로 바다사자(Sea Lions)가 노닐고 있는 모습을 볼

식하고 있는 보호 지역이다. 스내퍼의 큰 무리, 스콜피온피쉬(scorpion fish),

수 있다.

곰치(Moray eels), 데블레이(Devil rays), 전기가오리(Electric rays), 코테즈
레이(Cortez rays) 등을 볼 수 있다.

Lands End
코르테즈해와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이다. 바라쿠다의 큰 무리를 볼 수 있고,

Middle Wall

코브의 안쪽에 있는 평평한 바위는 다이빙을 즐기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의

20m에서 150m까지 수직으로 떨어진다. 평균 수심은 30m이고 월의 중층을

작은 서식지이다. 난파선은 바위의 남동쪽 15m에 있다. 여름철에는 소코가

떠서 다이빙을 하면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다. 대형어류, 랍스터, 대형

오리(Cownose rays)와 데빌레이(Devil rays)를 볼 수 있다.

그루퍼 등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상어들과 고래상어도 만날 수 있다.

Ship Wreck
South Wall

1910년에 침몰한 석회석 운반선의 난파선이 있다. 바다사자, 작은 물고기의

협곡으로 경사진 모래 바닥과 암석으로 되어 있다.

큰 무리, 바다거북과 고래상어가 여기서 볼 수 있다.

Neptunes Finger

Cabos Arch

산호초군락, 아름다운 수직 월, 카보 산 루카스 해양공원에서 가장 큰 Sand

육지에서 해저로 뻗어있는 암석층의 아치를 유영하고, 그 주변에 서식하는

fall로 구성되어 있다. 암초의 꼭대기는 5m 수심이고 수직 월은 150m 이상

바다거북, 돌고래, 기타 열대어 등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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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리도(The Corridor) 지역

이곳은 상급자 다이버를 위한 곳이다. 가끔씩 30m까지의 하강 조류가 발
생한다.

The Corridor

Chileno Bay
Chileno Beach 해안에서 90m 거리에서 시작하여 약 800m 길이의 만(Bay)

Chileno Bay
Gavilanes

으로 이어지는 보호를 받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이다. 이곳은 부채산호들
로 덮여 있으며, 때때로 만타레이, 바다거북, 너스샤크(Nurse sharks) 등을
볼 수 있다.

Blow Hole
Whales Head

Santa Maria
3 Amigos

Santa Maria
이곳은 보호하는 Santa Maria bay의 남쪽에서 불과 3m에서 시작하
여 약 14m로 떨어진다. 얕은 리프에는 서젼피쉬(Surgeonfish), 천사고기
(Angelfish), 호그피쉬(Hogfish)와 같은 해양생물이 가득하다. 또한 여러 종

Whales Head

류의 가오리 등이 상주한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없지만 때로는 파도로부터

1.5~5m 수심의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바다거북, 문어, 곰치와 너

만들어지는 서지가 있다.

스샤크가 상주한다. 때로는 리프 옆의 모래바닥에 큰 규모의 스내퍼 무리가
보인다.

The Blow Hole
이 리프는 근처의 절벽에 있는 작은 구덩이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거대한

Tres Amigos

바위와 깊숙한 바위 절벽이 장관이다. 만타레이(Manta rays), 바다거북, 잭피

해안에서 보트로 20분, 800m 떨어진 곳에 길고 얇은 리프가 20~30m 수

쉬 무리 및 그루퍼 무리 등이 여기에 상주한다. 북쪽에는 10~30m가 떨어지

심까지 경사져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25m 높이의 커다란 바위이다. 랍

는 작은 월(Wall)이 있다. 이곳은 초보자와 상급자에게 적합하며 수중사진가

스터, 천사고기, 그루퍼(Groupers), 코테즈레이(Cortez rays) 등이 상주한다.

가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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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르도 뱅크(Gordo Banks) 지역
고르도 뱅크(Gordo Banks)는 산호세델카보(San Jose Del Cabo)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수중 산꼭대기
는 넓은 플랫폼을 형성하며 다이빙의 수심은 30~40m이다.
수심이 깊고, 조류도 세고, 파도가 높아서 초보자는 힘들고 상급자
다이버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다이버들은 Gordo Banks에서 다
이빙하기 전에 먼저 카보산루카스(Cabo San Lucas) 해양공원 또
는 코리도(Corridor) 지역에서 2회 다이빙을 해야 한다.
수중 산꼭대기에는 검은 산호로 덮여 있다. 잭피쉬(Jacks), 참치
(Tunas) 및 스내퍼(Snapper)의 무리, 대형 그루퍼(Groupers), 때
로는 만타레이(Manta Ray), 데빌레이(Devil rays), 이글레이(Eagle
rays), 소코가오리(Cow-nose rays) 및 모블라레이(Mobula rays)
등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망치상어(Scalloped hammerheads Shark), 황소상어(Bull Shark), 고래상어(Whale Shark) 등
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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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보풀모(Cabo Pulmo) 지역

El Bajo
리프는 길이가 약 800m이고 폭은 18~27m이다. 화려한 산호와 수초가 장

Cabo Pulmo

EI Vencedor (Shipwreck)
EI Bajo de Los Meros
Coral Reef
EI Cantil Coral Reef
EI Cantilito
Outer Pulmo Coral Reef
La Esperanza
EI Islote (Island)

관이다. 이 리프는 많은 열대어와 바다거북들이 살고 있다. 모래사장에는 수
천 마리의 가든일이 춤을 추고 있고 대형 파고(Pargo)와 그루퍼들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불샤크, 고래상어, 돌고래 및 만타레이 등을 볼 수 있다.

El Cantil
최대 수심은 17m이며 작은 동굴이 산재해 있고, 오버행과 크랙이 있다. 대
형 그루퍼와 스내퍼를 볼 수 있다. 카보 풀무가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큰 무리의 박쥐 가오리(bat rays)가 이곳에 상주하고 있으며, 만
타레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Las Casitas
참고

카보풀모 해양국립공원
(Cabo Pulmo National Marine Park)

카보풀모 해양국립공원은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동해안에 있는
국가해양공원으로 Cabo San Lucas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거리

카보풀모(Cabo Pulmo) 지역에는 국립해양공원이 있고, 10개 이상의 유명

에 있다. 이곳은 매우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연안과 평행한 바위 돌출부

한 다이빙사이트가 있다. 카보 풀모 국립해양공원의 산호초에는 수백 종의

꼭대기에 수많은 종류의 경산호가 있다. 1995년 6월 5일, 멕시코 대통령인

열대어와 각종 갑각류가 서식하고 있어 다이빙 및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적

Ernesto Zedillo는 Cabo Pulmo를 둘러싼 71.11㎢의 지역을 연방 정부가 보

합한 리프 지역이다.
카보풀모는 중미의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산호초로 유명하다.
대형 그루퍼, 잭피쉬, 스팅레이, 바다거북, 바다사자 등을 볼 수 있으며, 황소
상어(Bull Shark)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상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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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국립해양공원(National Marine Park)으로 선언했다. 또 이 지역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Ramsar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로 지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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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카를로스(San Carlos) 지역의
막달레나베이(Magdalena Bay)

베이트볼 다이빙(Baitball Diving)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반도에는 카보산루카스의 북쪽으로 자동차로 6시
간 거리에 위치한 산카를로스(San Carlos)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산카를
로스 앞에 위치한 만은 태평양에 접해있는 연안으로 이곳을 막달레나베이
(Magdalena bay)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수많은 청새치와 돛새치, 바다사자
들이 정어리 무리를 사냥한다. 이 작은 마을에 전 세계의 많은 수중사진가,
비디오 작가들이 베이트볼 사냥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모여든다.

Adolfo López
Mateos

산카를로스의 막달레나베이(Magdalena bay)에는 매년 1~3월이면 귀신고
래(Gray whale) 워칭 프로그램이 있고, 10~12월이면 베이트볼 워칭 프로그
램이 있다. 그래서 카보 산 루카스에 위치한 여러 다이빙샵에서는 이 프로그
램을 안내하는 상품이 있다.

Magdalena
Island
San Carlos

Baja
California
Sur

산 카를로스 항구에서 아침 8시경에 출항하여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보트
를 타고 먼 바다로 2시간 이상 이동한다. 먼저 정어리 떼로 된 베이트볼(bait
ball)을 찾아야 한다. 보트의 스키퍼들은 오랜 경험으로 대략적인 청새치들
의 출몰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부터 베이트볼을 찾는 것이다.
베이트볼을 쉽게 찾는 방법은 공중에서 사냥하는 군함조(Frigate bird)를 먼
저 찾는 것이다. 망망대해에 군함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면 그

Magdalena
bay

곳으로 향한다. 그 아래에는 반드시 베이트볼이 있다. 수면에서 스키퍼들이
청새치의 지느러미와 정어리 무리의 은색 빛깔을 보고 다이버들의 입수 타
이밍 그리고 위치를 정한다.

Pacific
Ocean

Santa Margarita
Island

Puerto
Chale

이 무리는 때로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입수한
다이버 주위를 피신처로 생각하고 오히려 몰려들어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
서칭 과정은 프리다이빙, 스노클링으로만 이루어진다.
한 번 찾은 정적인 무리들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다이버나 보트에 신경
을 쓰지 않고 오로지 사냥에만 몰두한다. 대개 청새치(striped marlin) 약
10~20마리가 베이트볼 주위를 맴돌며 한 마리씩 순서대로 사냥한다. 이
때 바다사자 무리도 사냥에 합류한다. 청새치와 바다사자 외에 간혹 한두
마리의 돛새치(Sailfish)나 보니또(Bonito)나 마히마히(Mahi mahi, Dolphin
fish)도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며, 사냥 무리와는 떨어져 있지만 돌고래 무리
도 수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오르카(Orca, 범고래)
를 보는 행운도 발생한다.

참고

베이트볼(Bait ball)

정어리(Sardine)나 고등어(Mackerel)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상어, 돌고
래, 새치 등과 같은 포식자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한데 뭉쳐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든다. 이 모양을 베이트볼(Bait ball)이라 한다. 이것은 작은 물고
기 무리들이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방어수단으로 본능적으로 공통
의 중심으로 공 모양으로 뭉친다. 그러나 베이트볼은 원형으로 뭉쳐 있어
서 다른 많은 포식자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작은 물고기들은 살
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데 모여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들고 큰 포식자들은 살
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거대한 공 모양 속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사냥한
다. 이 모습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자
연의 대드라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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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태엽

사진 김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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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The World Diving Spots Best Top20
세계 다이빙 지역 베스트 톱 20
Top10
1

태평양의 팔라우(Palau)

2

인도양의 몰디브(Maldives)

3

호주의 대보초(GBR)와 코랄씨(Coral Sea)

4

이집트의 홍해(Red Sea)

5

마이크로네시아의 축라군(Chuuk Lagoon)

6

인도네시아의 라자암팟(Raja Ampat)

7

인도네시아의 렘베해협(Lembeh Strait)

8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

9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반도(Baja California)

10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세노테(Cenote)

오키나와제도

13

11 안다만해
12

슬루씨
시파단섬

세부

15

14

암본섬 18
16 발리섬
17 코모도섬

20 말페로섬
19 프렌치폴리네시아

Top20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 가 직접 체험하고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선정한 세계 다이빙 지역의 베스트 톱20입니다. (20위 그룹내의 순서는 무순)
11 태국 안다만해 - 시밀란제도, 사우스안다만
암반지역의 풍광,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고래상어

12 말레이시아 시파단섬(Sipadan) - 마블섬
바라쿠다 무리, 잭피쉬 무리, 버팔로 무리, 상어, 바다거북,
마블섬의 마크로 생물

13 필리핀 슬루씨 - 투바타하리프
만타레이, 고래상어, 잭피쉬 무리

14 필리핀 세부섬 - 말라파스쿠아섬, 모알보알, 아포섬, 보홀섬
말라파스쿠아섬의 환도상어, 모알보알의 정어리무리, 거대한 바다거북,
오슬롭의 고래상어피딩, 아포섬의 잭피쉬 무리, 보홀섬의 잭피쉬 무리 등

15 일본 오키나와제도
미야코지마의 암반지대 크랙과 케이번 풍광, 이시가키섬의 만타레이,
요나구니섬의 해저유적, 망치상어 무리, 청새치

16 인도네시아 발리섬
누사페니다섬의 몰라몰라와 만타레이, 뚤람벤의 리버티 난파선
(Tulamben Liberty Wreck), 멘장한 지역의 접사 피사체

17 인도네시아 코모도섬
블랙만타레이를 비롯한 만타레이 군무, 코모도 왕도마뱀

18 인도네시아 암본섬(Ambon)
먹다이빙(Muck Diving)/크리터다이빙(Critter Diving),
블랙워터 다이빙(Black Water Diving)

19 프렌치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많은 종류의 상어 무리, 얕은 수심의 스팅레이 무리, 혹등고래

20 콜롬비아의 말페로섬(Malpelo)
많은 종류의 상어, 대형 물고기 무리

11

태국 안다만해 - 시밀란제도, 사우스안다만
암반지역의 풍광,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고래상어

태국 안다만 지역은 사우스 안다만해(South Andaman Sea) 지역의 힌댕,
힌무앙, 피피섬과 노스 안다만해(North Andaman Sea) 지역의 시밀란제도
부터 코본, 코타차이, 북쪽의 그 유명한 리쉘리우락까지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수많은 종의 열대어뿐만 아니라 고래상어, 만타가오리, 레오파드
샤크 등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지역의 특색은 열대바다의 화려하
고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은 물론이고, 웅장하고 기괴한 암반지형, 여러 곳
의 난파선 포인트, 그리고 진귀한 마크로 피사체까지 각양각색의 포인트들
을 두루두루 지니고 있는 곳이다.
특히 시밀란제도는 푸켓 서북쪽에 위치한 아홉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로 예전에는 항상 세계 10대 다이빙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으나 지금은 많
이 훼손되어 현재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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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레이시아 시파단섬(Sipadan) - 마블섬
바라쿠다 무리, 잭피쉬 무리, 버팔로 무리, 상어, 바다거북, 마블섬의 마크로 생물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인 말레이시아 시파단섬은 걸어서 전
체를 돌아보는 데 30분도 걸리지 않는 작은 섬이다. 이곳
은 3천 여 종이 넘는 어종이 서식하는 섬으로 바라쿠다, 잭
피쉬, 범프헤드패롯피쉬(버팔로) 같은 대형 물고기 무리와
큰 바다거북들이 작은 섬 주변에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다이버들에게는 최고의 황홀한 바다 비경을 지닌 낙원 같
은 공간으로 예전에는 세계 10대 다이빙 지역으로 선정되
어 전 세계 스쿠버다이빙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황폐화되어 시파단섬 입도는 하루 120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파단에는 좋은 다이빙사이트들이
많으며 인근에 있는 마불섬까지 합쳐서 다이빙한다면 마크
로 피사체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시파단은 1961년 말레이시아가 등대를 세우면서 인도
네시아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 곳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네시아의 23년간 영토분쟁이었던 시파단섬은 국제사법재
판소에서 말레이시아 손을 들어 줌으로 말레이시아의 섬이
되었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1917년부터 시파단
섬을 ‘거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북이 알 채취를 막
는 등 생태환경 보호에 노력한 점을 높이 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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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슬루씨 - 투바타하리프
만타레이, 고래상어, 잭피쉬 무리

일반적인 필리핀 슬루씨 (Sulu Sea)의 리브어보드 투어는 투바타하리프
(Tubbataha Reef)와 북서쪽에 위치한 제시비슬리 리프(Jessie BeazleyReef)
에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 투바타하리프는 술루씨의 망망대해에 위치하여 기
상이 좋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매년 3월말부터 6월초까지만 리브어보드를 이
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곳의 다이빙 특징은 그동안 꾸준히 해상환경을 보호해 온 덕분에 대체
로 섬이나 리프의 자연 환경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시야가 투명하여
30~40m 이상이 보인다. 거의 대부분 다이빙사이트는 월다이빙(Wall Diving)
으로 진행된다.
투바타하리프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라 대물들을 볼 확률이
높다. 월의 테라스에는 화이트팁샤크, 블랙팁샤크 등이 산호가루필드에 쉬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고, 월에서 외해 쪽을 잘 살펴보면 잭피쉬 무리, 바
라쿠다 무리, 헤머해드샤크, 고래상어, 독투스 튜나 등을 볼 수도 있다. 리프의
상단 평평한 곳에는 바다뱀,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다. 스팅레이, 마블레이, 이
글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레
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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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섬 - 말라파스쿠아섬, 모알보알, 아포섬, 보홀섬
말라파스쿠아섬의 환도상어, 모알보알의 정어리무리, 오슬롭의 고래상어피딩, 아포섬의 잭피쉬 무리, 보홀섬의 잭피쉬 무리, 거대한 바다거북 등

블섬

필리핀 세부섬은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다이빙 지역이다. 세부섬
의 국제공항이 위치한 막탄섬에서 시작하여 북쪽 말라파스쿠아섬의 환
도상어, 모알보알 지역의 엄청나게 큰 정어리무리, 오슬롭의 고래상어 피
딩, 아포섬의 잭피쉬 무리, 보홀섬의 바라쿠다 무리, 잭피쉬 무리, 거대한
바다거북 등이 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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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제도
미야코지마의 암반지대 크랙과 케이번 풍광, 이시가키섬의 만타레이, 요나구니섬의 해저유적, 망치상어 무리, 청새치

일본 남단의 큐슈와 대만 사이에 흩어져 있는 남서제도 가운데 북위 24℃

나라에서 항공으로 두 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이다.

에서 27℃에 걸쳐 있는 섬들을 류큐제도라 하는데 그 중 최남단에 위치하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오키나와제도는 다양한 사이트

고 있는 섬들이 오키나와제도이다.

가 개발되어 있다.

오키나와제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23.1℃이며 겨울에도 16.8℃로 극
히 온난한 곳이다. 4월에 초여름이 시작되어 9월까지 무더운 여름이 계

그중에서도 다음 4개 지역이 손꼽히는 지역이다.

속되고 겨울은 12월에서 2월까지로 짧은 편이다. 아열대의 기후는 육상

① 오키나와본섬 / 케라마제도(자마미섬, 아카섬 , 토카시키섬 )

의 생물들만이 아니라 해양생물들의 좋은 조건이다. 오키나와의 산호초는

② 미야코섬마 / 이라부섬

2,0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해서 세계

③ 이시가키섬 / 이리오모테섬

의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오키나와제도는 우리

④ 요나구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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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섬
누사페니다섬의 몰라몰라와 만타레이, 뚤람벤의 리버티 난파선(Tulamben Liberty Wreck), 멘장한 지역의 접사 피사체

인도네시아 발리섬은 대물을 보는 페니다섬, 뚤람벤 지역의 난파선 다
이빙, 멘장한 지역의 접사 피사체 다이빙이 유명하다.
발리섬에 속한 작은 페니다섬은 발리의 남동쪽 해안에서 약 20km 떨
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섬(페니다, 렘봉안, 세랑안) 중 가장 큰
섬이다. 이곳 만타 포인트에서는 만타레이와 같은 대형 어종과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8월경에는 누사 페니다의 크리스탈베이에서 몰
라몰라를 보는 것이 압권이다.
발리섬의 뚤람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난파선 다이
빙포인트이다. 이 난파선은 1942년 일본 잠수함에 의해 뚤람벤 근해에
서 침몰한 미군 보급선 리버티(Liberty) 호이다. 지금은 매일 100명의
다이버들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스폿이 되었다. 해변으로부터 25m 정
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면에서부터 5m 아래로 내려가면 난파선의
윗부분에 닿을 수 있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산호초와 함께 자연 생
태계가 조성되어 아름다운 해저 환경을 이루었다. 연중 다이버들을 볼
수 있으나, 특히 10월에서 11월 사이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

투람벤의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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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모도섬
블랙만타레이를 비롯한 만타레이 군무, 코모도 왕도마뱀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의 다이빙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뉜다.
코모도 북부지역은 플로레스 해와 반다 해의 영향을 받는 수온 27~28℃,
평균시야 25~35m의 전형적인 열대바다인 반면, 남부지역은 인도양 한류의
영향으로 북부보다 수온이 훨씬 낮고 플랑크톤이 많아 시야가 좋지 않다. 수
온은 21~26℃, 시야는 10~15m 정도이다. 대신 플랑크톤을 주 먹이로 하는
대형 어종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만타레이를 예로 들면 남부의 만
타 앨리의 만타가 북부의 만타 포인트의 만타레이보다 훨씬 크기가 크고 개
체 수도 더 많다.
코모도섬은 ‘지구의 마지막 공룡’이라 불리는 코모도(Komodo) 왕도마뱀이
사는 섬이 있다. 코모도왕도마뱀은 실제로 보면 놀랄 정도로 크다. 다이빙
투어중에 잠시 육상관광을 하여 왕도마뱀을 보는 것도 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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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암본섬 (Ambon)
먹다이빙(Muck Diving)/크리터다이빙(Critter Diving), 블랙워터 다이빙(Black Water Diving)

인도네시아 암본베이는 세계적 수준의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이다.
그리고 암본베이에 먹다이빙 뿐만 아니라 블랙워터 다이빙도 가능하다. 암
본베이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생물은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이다. 이 물고기는 2008년에 발견되었으며 “Maluku
Frog-fish”라고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온몸에 붉은 줄무늬가 있는 10cm
크기의 특이하고 귀여운 물고기이다. 암본베이에서만 볼 수 있다.
암
 본베이에서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를 비롯하여 Rhinopias Scorpion Fish,
다양한 Frog-fish류, Mandarin Fish, Ghost Pipefish, Harlequin Shrimp,
Flamboyant Cuttlefish, Blue Ring Octopus, Pygmy Seahorse, 희귀한
Nudibranchs과 Shrimps 등을 볼 수 있다.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수중에 밝은 전등을 20분 정도
켜 놓으면 해양 중층에 떠다니는 수중생물들이 불빛을 보고 모여 든다. 그
런 후에 다이버가 입수하여 랜턴을 비추어 나타난 생물들을 구경하거나 사
진촬영을 하는 다이빙을 블랙워터 다이빙(Black Water Diving)이라 하며, 일
종의 야간 다이빙이다. 블랙워터 다이빙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에 하는 리프
다이빙(Reef Diving)에서 볼 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해파리(Weird Jellyfish),
살프(Salps), 유영 멍게(Pelagic Tunicate), 유충 물고기(Larval fish) 및 기타
외계 생명체와 같은 투명한 피사체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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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많은 종류의 상어 무리, 얕은 수심의 스팅레이 무리, 혹등고래

프렌치폴리네시아 다이빙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한 시야에 엄청난 개체수
의 대물을 볼 수 있다. 그레이리프샤크, 실버팁샤크, 화이트/블랩팁 리프샤
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대부분 경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산호는
끝없이 펼쳐져 있다.
프렌치폴리네시아에서는 50마리, 100마리 그 이상의 상어들이 내눈 앞에 커
튼처럼 펼쳐진다. 이러한 광경은 프렌치폴리네시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
면이며 흔히 상어커튼(Shark curtain), 상어벽(Shark wall)이라고 부른다. 또
한 타이거샤크, 그레이트해머헤드샤크 등 귀한 개체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모레아섬에는 얕은 수심에 많은 수의 스팅레이가 있는 사이트가 있으며,
8~10월 시즌에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칭을 통하여 오셔닉화이
트팁샤크, 돌핀피쉬 등 리프다이빙에서 쉽게 보기 힘든 피사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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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말페로섬 (Malpelo)
많은 종류의 상어, 대형 물고기 무리

콜롬비아의 말페로섬(Malpelo)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섬은

없고 웅장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굴 그리고 수중 아치 지형들

그렇게 크지 않고, 파나마나 콜롬비아 본토에서 배로 약 35시간이 걸린다.

이 있다. 이곳은 헤머해드샤크(Hammer-head Shark), 갈라파고스샤크

이 지역에서 어로 활동은 엄격이 금지되고 감시한다. 리브어보드도 콜롬비

(Galapagos Shark) 그리고 실키 샤크(Silky Shark)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아 국립공원 직원이 항상 동행해야 접근이 가능하고, 한 번에 한대의 리브

제일 흔한 것은 헤머해드샤크이다. 그 유명한 헤머해드샤크 무리도 볼 수

어보드만이 말페로섬에 허락된다. 다이빙 도중에 다른 배를 만나는 일은 거

있다. 실키샤크의 경우도 무리를 이루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밖에 고래상어

의 없다.

(Whale shark), 만타레이(Manta Ray), 혹등고래(Hump-back whale), 새치

말페로섬의 수중환경은 갈라파고스제도와 비슷하다. 열대 산호는 거의

(Bill fish), 샌드타이거샤크(Sand Tiger Shark) 등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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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Gangwondo Diving

강원도지역 다이빙
글 구자광
사진 구자광,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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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 다이빙의 환경
강원도지역 다이빙의 특징
강원도는 한반도 중부지방의 동쪽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강원도는 태백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산맥의 서쪽인 영서지역과 동쪽인 영동
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영서지역은 산악과 분지가 완만하게 서쪽으로

1 고성군

퍼져 있어 서울, 경기 지방까지 흘러내리고, 영동지역은 대관령, 미시령,
진부령, 한계령 등 많은 고개와 계곡이 산재하고 있어 그 경관이 빼어나
고, 가파른 산자락이 동해의 수중까지 아름다움이 이어진다.

2 속초시

강원도 지방의 동해는 심연의 바다로 알려진 그 명성만큼이나 연중 10m
이상의 맑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해 연안 바다에서 군락을 이루
는 생물 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은 비단멍게 군락, 꽃처럼 화려하
게 만발한 큰 키의 섬유세닐말미잘 군락과 부채뿔산호 군락 등이다. 모

동해

3 양양군

자반, 해조류가 풍부하다.
쥐노래미, 볼락, 우럭, 도치, 황어, 아귀, 쥐치, 삼세기, 베도라치, 가자미,
문어, 성게, 해삼, 소라, 전복, 불가사리, 홍합, 해파리, 군소뿐만 아니라
흰눈꽃송이갯민숭달팽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갯민숭달팽이들을 볼
수 있다.
조피볼락, 멸치, 양미리, 방어 무리를 볼 수 있고, 특히 가을철에는 방어
떼와 쥐치 떼를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열대성 어종인 뱅어돔,

강원도

4 강릉시

5 동해시

줄돔, 자리돔, 파이프피쉬 등이 자주 목격된다. 운이 좋으면 몰라몰라,
산갈치 등과 같은 심해나 외해 생물을 볼 수도 있다
동해안은 자연암반이 발달해 있어 암반의 풍경이나 수중동굴과 아치를
보는 재미도 있다. 또한 동해안에는 인공적인 어초나 난파선 등이 산재
해 있어 다이빙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인공어초란 인공적으로 해저나
해중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수중동물들을 끌어모아 보호 및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어장시설을 말한다. 물고기의 산란이나 생
활을 돕기 위해 주로 수심 10~50ｍ의 해역에 설치되어 있다.

동해의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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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척시

교통
수도권과 강원도 양양을 연결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수도권과 강릉을 연
결하는 서울-강릉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남북 간의 도로로는 동해안을
따라 속초-삼척 간의 동해고속도로, 춘천에서 원주를 지나 대구를 거쳐 구마
고속도로에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 등이 연결되어 있다.

리조트와 다이빙센터
수도권에서 2~3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지역의 동해는 당일치기 다
이빙 투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어느 항구를 가더
라도 다이빙 전용선을 갖춘 다이빙센터가 있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데 불
편함이 없다.

강원도지역 다이빙센터
지역

업체
백상어리조트

동해

연락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5-1

010-8706-7335

로맨틱다이브리조트

김신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해변길 52

010-9175-0671

김동석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괘진길 66

010-5163-0920

문암리조트

박주명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괘진길 66

010-5163-0920

강민원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0-76

010-9026-3177

송지아이파크다이브센터

박정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36-1

010-8873-0963

아야진리조트

이준행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04

010-2974-6000

OK다이브리조트

오현석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46

010-6215-1005

청간정스쿠버

사성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4-19

010-9244-2671

김경혁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140

010-6646-1650

마린패밀리

정해춘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1280

010-9494-4560

오산다이브

박한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길 40

010-9444-7128

속초 속초스쿠버센터

강릉

주소

박근정

LF 문암다이브리조트
고성 백도수중

양양

대표자

남애스쿠버

김정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

010-8771-9300

그랑블루

김흥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

010-7380-0078
010-3815-4656

파라다이스

노재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안남애길 43

버디첵다이브리조트

한용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56-5

010-5337-0964

칸스쿠버

김광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010-8716-1114

팍스스쿠버

박철웅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6-3

010-5127-6887

플리퍼다이빙센터

장동국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41-6

010-4703-8110

하슬라스쿠버

권민식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인구길 52-5 010-9097-7723

양양스쿠버해양캠프

서일민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2-81

010-8969-0880

제이준다이브

오정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19-1

010-8754-5939

월드리조트

최문식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길48

010-3339-2208

오션컬트

김예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길 22-4

010-5409-6494

해원리조트

박상용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

010-5144-1155

마린플래닛

전석철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진리해변길 48-2

010-3123-5145

영진아쿠아 존

김창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010-9058-9933

인투더씨 리조트

오형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375-3

010-5960-7548

주문진리조트

김기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647

010-8256-0391

경포다이브

황무영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633-9

010-5284-5528

행복한해적

김삼규

강원도 동해시 갯목길 144

011-360-1082

추암스쿠버리조트

정성웅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61

010-5445-6079

사진 이상훈

사진 김광복

장비판매 및 다이빙교육
지역

업체

대표자

고성 아펙스코리아

심재호

주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옛길3 나동

연락처
010-5317-8748

사진 김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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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의 3대 해양생물 군락
비단멍게
바다의 복숭아(Sea peach)로 불리는 비단멍게는 일반 멍게보다 더 진한
붉은색을 띈다. 붉은멍게라고도 한다. 비단멍게는 한대성으로 일반 멍게
와 달리 유두상(乳頭狀) 돌기(突起)가 없고 표면은 까칠까칠하며, 붉은 오
렌지색을 띠어 모양이 아름다운 편이다. 출수공과 입수공은 정상에 위치해
형태가 마치 귀같이 보이며, 일반 멍게에 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한다.

섬유세닐 말미잘
섬유세닐 말미잘은 말미잘의 한 종류로 촉수를 활짝 편 모습이 마치 주름
짓는 것 같아 Frilled anemone이라고 한다. 몸통은 굵은 원통형이며 위로
갈수록 다소 가늘어지고, 그 끝에 촉수환이 있다. 촉수는 융단을 연상하게
하며, 가장자리가 주름치마처럼 연이어 겹쳐진다. 체색과 체형은 다양한데
몸통이 굵고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다양하고, 체색은 몸통이 보통 연한 갈
색에서 미색과 적색(또는 자주색) 계열이며, 촉수는 갈색 계열로 채도 변화
가 심한데 끝이 흰색인 경우도 있으며, 전체가 흰색인 경우도 있다.
섬유세닐 말미잘은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이 제철이며 동해바다 전체에 많
은 개체수로 분포하여 다이버들에게 동해의 명물로 부각되어 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섬유세닐 말미잘의 특성상 군락지에 들어서면 그 모습이 마
치 추운겨울 눈꽃송이가 쌓인 것 같은 모습이다. 평소에는 황금색같은 황
갈색의 원통형 몸통만 보이지만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촉수를 활짝
피운다. 수온이 12도 이상이면 몸 전체를 접시처럼 납작하게 움츠려 촉수를
감추어져 황갈색의 원통모양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심 10~100m에 있는 암반에 부착하나, 조개껍질, 인공 어초
등에도 부착한다.
조류가 비교적 강한 곳을 선호한다고 한다. 조류를 따라 떠다니는 작은 생
물같은 유기체를 잡아먹는데 특히 물벼룩 같은 요각류, 벌레 유충, 연체동

학명 : Halocynthia aurantium
영명 : Sea peach
한국명 : 비단멍게, 붉은멍게

물과 따개비 유충 등을 먹는다. 최
대 30c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 전역에
서식하고 있다.

부채뿔산호

물속에서 유영능력이 뛰어나며

부채뿔산호는 우리나라 전 해역의 수심 약 5~15m 사이의 암반에 부착하

무성생식을 통해 유전적으로 동

여 서식하는 산호로 군체의 모양은 평면상의 부채꼴모양을 이룬다. 주로

일한 개체들이 퍼져 수십 개체씩

하나의 축 또는 트렁크에서 자라며 이분법적으로 가지를 발생한다. 가지는

무리를 짓는다. 태어날 때는 암컷

종종 부은 노드에서 갈라진다. 한 가지가 없어지면 인접한 가지가 더 빨리

이나 수컷 중에서 한 가지 성으로

자라서 열린 공간을 채운다. 색상은 주로 선홍색을 띠지만 노란색, 흰색의

만 시작해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체색변이를 보이기도 한다.

서 다른 쪽 성으로 바꾸게 된다.

학명 : Melithaea flabellifera
영명 : Shallow-water gorgonian
한국명 : 부채뿔산호

학명 : Metridium senile
영명 : Frilled anemone
한국명 : 섬유세닐 말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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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의 수중 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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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에서의 다이빙은 우리나라 동해안
거진항

최북단 휴전선 근방의 다이빙 지역이라는 점에서
좀 색다른 의미가 있다. 통상적으로 육상의 산기
슭이 그대로 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육상을 보

반암항

면 그 지역의 수중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육상 비경의 금강산을 품은 고성지역의
물속은 수중금강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고성군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
아져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

백상어리조트

공현진항

로맨틱다이브리조트

송지호
송지아이파크다이브센터

백도수중
문암리조트
LF 문암다이브리조트

아야진리조트
아펙스코리아

(다이빙 장비, 다이빙 교육)

청간정스쿠버
OK다이브리조트

아야진항 문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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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항
문암항
교암항

아야진항
청간해변
천진항

거진항 산호포인트 전경

봉포항

거진항 비치포인트의 양미리 떼

아야진항 대청봉

공현진항 인공어초 마르세유

거진항 말미잘포인트의말미잘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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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악산을 품은

속초시

장사항

속초스쿠버센터
동명항

동명항

장사항

속초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휴양관광도시이며, 해양도시다. 속초지역
은 설악산이란 명산을 품었기에 설악산의 명성과 웅장한 자태를 품고
있다. 설악산이 육지에 있다면 수중은 육상의 산맥이 그대로 수중으로
이어져 속초 앞바다 물속은 수중설악산이 있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속초 간 차량운행시간이 2
시간대로 가까워져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 명성에 걸맞게 관광산업이 활
성화되어 국내 최다의 콘도와 리조트가 산재해 있으며 각종 위락시설도
매우 많은 도시이다.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수많은 숙박시설과 온천
휴양시설이 있는 곳이라 다이빙 투어시 가족 동반에도 강점이 있다.
속초는 대형 항구로 재 확장하면서 리조트들만의 접안시설이 마련되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트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동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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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항

3
오션컬트

양양 군

자연이 빚어낸 절경, 해오름의 고장
오산해변

양양군은 강원도 동해안 중부에 위치한 군으
로 태백산맥이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어 높고

오산다이브
수산항

험준한 산지를 이루며, 이는 동쪽으로 갈수
록 점차 낮아져 동해와 접한다. 해안에는 사
빈해안이 발달하여 해수욕장이 많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1시간 30
분 만에 수도권에서 양양까지 갈 수 있다.

양양군 기사문항

제이준다이브
마린패밀리
기사문항

양양군 동산항
그랑블루
칸스쿠버

동산항

버디첵다이브리조트

인구항

하슬라스쿠버
월드리조트
플리퍼다이빙센터
팍스스쿠버

양양스쿠버해양캠프
파라다이스

양양 수산항 30m 자연초

양양군 동산항 그랜드캐년

남애항

남애스쿠버

양양군 오산항 섭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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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동쪽에 위치한 솔향의 고장

강릉시

강릉시는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태백산맥의 대관령 동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동해시와 접하고 있다. 해안
주문진항

선은 비교적 단조롭다. 주문진에서 옥계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해송으로 우거진 해안

주문진리조트

사구가 분포하며, 석호인 경포호가 있다.
특히 강릉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국비40억, 도비12억, 시비28억 등 총 80억원을 투입, 사근진 해역 일원

영진아쿠아 존

에 추진해 온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전망대, 접안시설 등 육상시설조성과 바

영진항

닷속에 인공어초 4종 185기, 침선어초 800톤급 1기 조성을 마쳤으며, 올해 2천톤급 침선어초 설

인투더씨 리조트

치로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로서 이곳은 난파선 다이빙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통은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화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체로 좋다.
마린플래닛
해원리조트

사천진항(사천항)

경포다이브

사근진해변

강문항

강릉 강문항

강릉항
남항진해변

안인항

금진항

영진항 대형말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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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근진항 B-난파선의 부착생물

사천항 어초

사근진해변 난파선

사근진해변 난파선

사근진해변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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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 중심도시

동해시

동해시는 강원도의 동해안 남부에 위치한 도시
이다. 현재 동해시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동
해항 항만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항만산업도시로
묵호항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동해시의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해식애를 이루
고 해안단구 지형이 발달해 있다. 해안선은 전
반적으로 단조롭고, 전천과 마상천 하구 주변
에는 비교적 넓은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해수
욕장으로 이용된다. 이곳 연안에는 대륙붕이
형성되지 않아 수심이 대체로 깊다.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서울-강릉)와

동해 추암해변 우럭대기

동해고속도로(강릉-동해)를 이용하여
천곡항

동해시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동해항
행복한해적

추암스쿠버리조트

묵호항 17m 자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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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암해변

동해 천곡항

6

강원도 동해안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

강원도 남동부 동해와 접해있는 도시로서 강원도 동해안 최남단
후진항

에 위치하고 있다. 남으로는 울진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다. 태백
산맥의 지맥이 해안 가까이까지 뻗어 평야의 발달은 미약한 편으
로, 마읍천과 가곡천 하구에 충적지가 약간 나타날 뿐,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며, 주로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삼척시 장호항 일대의 바다는 보호지역으로 레크리에
이션 다이버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았다. 레저문화가 발전
되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오픈된 곳으
로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바다이다. 또한 삼척시가
후진항을 어업 및 레저 다기능 항구로 조성하여
여러모로 레저 활동을 하는 데 편리해졌다.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면 삼척시를 만난다. 소요시
간은 3시간 30분 정도이다.

장호항

삼척 후진항 환상코스 B

후진항 인공어초의 산호

삼척 후진항 황금성포인트의 해면
2020 July/August | 89

GEAR

신제품
소개

IQ-1204

₩ 780,000

(주) 우정사
• Bluetooth Smart으로 스마트 폰에 로그 데이터가 전송 가능
• 4mix 기체 설정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적합
• 태양열 충전식 다이브 컴퓨터
• 품질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 – 배터리 4년, 프로그램 에러 3년, 침수 2년
✽ 상품 구매 후 정품 등록시 적용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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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GM

W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
• 스쿠버 다이빙 로그 북 작성, 편집, 보기
• DC SOLAR LINK 와 함께 시간 당 수심을 그래프 표시
• 다이빙 포인트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 기록 표시
• 시간과 DC SOLAR LINK 설정을 스마트 폰 앱으로 변경 가능
• 기록 사진 목록보기

BKG

• 강사의 사인을 손으로 입력 기록

NBL

“Diving Log”는 DC SOLAR LINK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DC SOLAR LINK은 수심, 수온, 잠수 시간, 부상 속도, 감압 요구 사항 등에 관한

다이빙 로그북 응용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정보(다이빙 포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무감압 잠수 가능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보음이나 화면

인트, 등록 시간, 비행 금지 시간, 잠수 시간, 최대 수심, 평

깜박임 등으로 경고한다. 2099 년까지 풀 오토 캘린더가 내장되어 있으며, 다이브

균 수심, 수온) 등 기록 가능하며, 맵 기능을 사용하여 다이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장시간의 데이터를 다방면에서 기록할 수 있으며, 고도 잠

빙 포인트의 위치 정보나 강사 필기 사인, 그리고 촬영한 사

수 모드로도 자동 전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진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DC SOLAR LINK 와 Bluetooth

DC SOLAR LINK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계형의 컴팩트 한 바디에 태양 전지 시스템

Smart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이 데이터 링크되어 자세

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제품에서 배터리 교체 후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위험이

한 시간당 수심 및 경고 정보 등을 앱에 전송할 수 있다. 다

없다. 또한 TUSA 만의 안전 기능으로 M 값 경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빙 후 로그 연결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

무감압 잠수 시간의 위험을 M 값에 안전 시간을 적용함으로써 더 줄일 수 있다.

능이다. 만들어진 다이빙 로 그는 이미지로 출력하고,

DC SOLAR LINK은 4 종류의 혼합 비율이 다른 나이트록스 기체에도 대응하고 있

facebook과 twitter 등의 각종 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

다. 산소 농도 비율은 각각 21%~100%까지 1 % 단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Bluetooth SMART 기능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
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Diving Log」를 사용하여 측정된 로그 정보(상세 시간
당 수심 및 경고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다. 기타 프리 다이빙 모드,
게이지 모드, 1/10 초 계측 스톱워치, 알람, 타이머, 세계 48개 도시 월드 타임 등도
갖추고 있다.

태양열 충전 방식으로 배터리 부족 걱정이 없음 또한,
3년간 침수 보증 제공  및 고장의 염려가 없음

수심 간격 알람 기능을 탑재. 설정된 수심 간격으로
경보음 발생

Bluetooth Smart 스마트 폰에 로그 데이터를 전송
가능(전용 앱이 필요)하며, 많은 로그를 저장할 수 있음

기울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백라이트가 점등
자동 점등 기능을 탑재

4mix 기체 설정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적합
(산소 농도 비율 21~100 %)

스킨 다이빙이나 프리 다이빙시 편리한 프리다이빙
모드를 탑재

단순한 수심계로 사용할 게이지 모드를 탑재

안전 등급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안전 팩터
기능과 TUSA 만의 ‘M 값’ 경고 기능 탑재로
감압 예방에 효과적.

(주)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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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
나 자신을 알자

제3부

레스큐 고급다이버
“적반하장” 이란 사자성어는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

글, 사진 김수열 / 노마다이브 대표

과 도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제 3자의 견해차에 따라 상황이 뜻하지 않는 방
향으로 흘러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하
는 이들이 망설이게 되거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도

[ 글 싣는 순서 ]

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곤경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번은 조류가 강한 곳에서
급상승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팀의 다이버를 보았다, 상승속도도 빨랐지만 저

제1부 오픈워터 초급다이버

렇게 바로 상승하게 되면 강한 수면조류에 먼 곳으로 떠내려 갈 것이라 판단

제2부 어드밴스드 중급다이버

되어 붙잡아 주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공기고갈로 팀과 분리되어 수

제3부 레스큐 고급다이버

면으로 오르던 다이버인데 오히려 탈출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 사과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나는 충분히 훈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제4부 다이브마스터 프로다이버

행동했지만 그와 제3자들에게 나는 아직 부족했고, 실수한 다이버였을 것이

제5부 스쿠버다이빙 강사

다. 과연 누군가를 도울 때의 절차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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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상태

사고관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이빙에 앞서 환경을 평가하고,

익숙하지 않은 장비사용의 서투름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장소에서의 두

자원(음료, 여분의 장비, 무전기

려움, 그날의 나의 컨디션에 의해 다이빙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가벼운

등)을 확보하며, 사고가 생겼다는

두통, 소화불량과 같이 늘 겪는 일도 다이브 전에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

가정하에 자신의 역할, 그리고 구

다. 이는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기 전의 설레임과 긍정적인 스트레스

조대에 위임할 내용과 사고자의

와는 많이 다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주변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장비를 확보하고, 보고서를 작성

지각력 협착을 겪게 된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을 찾기 어렵고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떨쳐버
리고 머릿속이 가벼워져야 한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전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2. 개방수역 실습 자기진단
보통의 바다실습은 2일에 걸쳐
10개의 스킬연습과 2개의 시나리

레스큐다이버 코스 사전조건

오 실습으로 나뉜다.

단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PADI 레스큐다이버코스는 만12세 이상이어야
하며, 24개월 내 교육받은 EFR 심폐소생 코스나 기타 심폐소생협회의 자격
증이 필수이다. 의사나 간호사, 전문의료인의 경우는 면제받을 수 있다.
코스를 위한 보조도구

1. 이론 자기진단
배워서 알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매뉴얼은 다이버 비상사태, 다이버 구조, 다이버 스트레스, 응급산소시스템,
비상사태 관리, 셀프레스큐 스킬, 다이빙 장비, 해양생물의 부상, 온도로 인

처음 듣는다

근육경련 제거
다양한 부력확보 방법

한 상해, 감압병, 장비관련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뉘는데, 아래 목차를

기도조절 방법

통해 나 자신을 솔직하게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강사를 통해 채

예비공기공급원 사용

워가길 바란다.

현기증을 극복하고 방향감각
되찾기

또, 시나리오 실습에 앞서 응급사태 구조계획안을 작성하고 강사와 토론

지친다이버에 대응하기

한다. 지역과 시즌 그리고 다이브레벨에 따라 스쿠버다이빙의 형태가 많이

패닉다이버에 대응하기

달라진다.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매 다이빙마다 본인 나름의

해안, 선박 또는 도크에서 대응법
(의식있는 다이버)
수중에서 곤경에 처한 다이버
돕기
1. 과로에 처한 다이버
2. 통제불능의 패닉다이버
3. 공기고갈 다이버
실종된 다이버에 대응
무의식 다이버 수면으로 데려오기
수면에서 무의식 다이버 대응
1. 반응이 없는 다이버 호흡확인
2. 수면구조호흡
(구강 대 구강)
(구강 대 포켓마스크)
3. 조난자 끌기와 장비제거
무의식 다이버 출수
압력상해 응급처치와 산소공급
해안/보트에서 수면에 있는 무의
식 다이버 대응하기
시나리오1 –
수중에서 무의식 다이버 대응하기
시나리오2 –
수면에서 무의식 다이버 대응하기

책 형태의 매뉴얼과 사고관리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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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다이버에 대응

의식 없는 다이버 인공호흡

해안에서 의식있는 다이버 비수영 보조

의식 없는 다이버 출수
해안에서 의식있는 다이버 수영 보조

레스큐 다이버 코스는 누구를 도와줄 준비(로그/경험/기간)가 되었을 때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강사의 감독(안전이 보장된 환경)
하에 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코스를 통해 환경 및 상황을 인식하는 방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본인의 셀프레스큐 스킬이 증가
하게 되어 주변 다이버들의 행동이나 장비 등 작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
작한다. 초급다이버라고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으니 가급적 빨리 배우고,
이후 레스큐다이버의 시점으로 다이빙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낮선 환경(사고)에 직면하면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때
문에 레스큐다이버 코스가 끝나더라도 주변 다이버가 레스큐코스를 한다면
강사에게 참관을 요청하고 반복해서 상황을 익혀 스킬을 세련되게 다듬도
록 하자. 위 체크리스트에 솔직한 나의 의견을 적어보고 부족하다고 느낀
다면 아래 가까운 다이브센터를 찾아 재교육 받기 바란다. 너무 많은 기술
같이 보이지만 반복을 통해 일반적인 다이빙 기술을 충분히 숙지될 수 있
게 되면 스스로 다이빙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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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산소제공

<레스큐 코스 훈련기록 PDF 문서>
Rescue Diver Course Training Documentation and Referral Form
Stud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 Date (D/M/Y) ______/______/______
Student 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_______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Zip/Postal Code 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Phone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Knowledge Development Presentations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Knowledge Review
Completed

q
q
q
q
q

One
Two
Three
Four
Five

Date
Completed

Initials
Student / Instructor

PADI No.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II. Rescue Training Exercises – Indicate location of Training Exercises
Pool				Open Water

Self Rescue Review
Exercise 1 – Tired Diver
Exercise 2 – Panicked Diver
Exercise 3 – Response from Shore, Boat
Excerise 4 – Distressed Diver Underwater
Exercise 5 – Missing Diver
Exercise 6 – Surfacing the Unresponsive Diver
Exercise 7 – Unconscious Diver at the Surface
Exercise 8 – Exiting the Unresponsive Diver
Exercise 9 – First Aid for Pressure-related
Injuries and Oxygen Administration
Exercise 10 – Response from Shore/Boat
Unresponsive Diver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q

q

____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

III. Open Water Rescue Scenarios
Open Water Rescue Scenario One
Open Water Rescue Scenario Two

Final Examination

Emergency First Response Primary Care (CPR) and Secondary Care (First Aid)
PADI Memb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 Date (D/M/Y) 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Instructors Involved in Training
PADI Instructo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 Date (D/M/Y) 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Instructo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DI No. __________________ Dive Center/Resort No. ____________________ Date (D/M/Y) _______/________/_______

Referral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procedure is to allow a student diver
to complete a PADI Rescue Diver course with more than
one PADI Instructor. A PADI Rescue Diver student may be
referred to another PADI Instructor after completing any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 training exercise and/
or open water rescue scenario. The student diver must
complete the entire session, exercise or scenario
to receive referral credit for that session, exercise,
or scenario.
To refer a PADI Rescue Diver student, use this PADI
Rescue Diver Course Training Documentation and
Referral Form found in the Appendix of the PADI Rescue
Diver Instructor Guide. This form, along with the diver’s
completed Medical Statement, may be given directly to
the diver to continue PADI Rescue Diver training with
another PADI Instructor.
A PADI Rescue Diver Course Training
Documentation and Referral Form is valid for 12
months from the last training segment completion date. Prior to conducting a Rescue Diver
exercise for a referred student, a preassess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s outlined
in PADI “General Standards and Procedures”
must be completed (i.e. signed Medical Statement,
Standard Safe Diving Practices Statement
of Understanding, and Liability Release and
Assumption of Risk Agreement.) All PADI
Instructors involved in the referral process, initial
training or subsequent training, must retain a
copy of the administrative paperwork, as well as
the Rescue Diver Course Training Documentation
and Referral Form. The instructor who conducts
the student diver’s final open water training
ensures that the diver has met all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certifies the diver.
When you receive a Rescue Diver referral student, you
may check the status of PADI Instructors who previously
signed off on the training documentation form by calling
your PADI Office.

Important Points for the Diver
1. Verify that the PADI Instructor(s) who will complete
your training is in Teaching Stat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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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is referral form is valid for 12 months after the last
training session completion date, however you should
complete your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4. Retain this form until you have completed all required
training sessions.
5. The PADI Instructor(s) continuing your training will
preassess your skills and knowledge and review anything that may be unclear.
6. Upon completion of all requir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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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Points for the Referring Instructo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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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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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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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ncourage the diver to complete the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Advise the diver that the form is only
valid for 12 months after the last training session
completion date.

Important Points for the Receiving Instructor(s)
1. Preassess the diver’s knowledge and skills. Be certain
that the diver is adequately prepared to continue
training.
2. A diver may be referred after completing any knowledge development session, training exercise and/or
open water rescue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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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f you conduct the final open water rescue scenario
you are the certifying instructor. Complete and submit
a PADI Positive Identification Card (PIC)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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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duct No. 10295 (Rev. 5/10) Version 2.04

© PADI 2010

어떤 강사를 찾아야 하며,
담당강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 (강정훈CD 010-5256-3088) www.scubamall.kr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레스큐다이버가

• 광주-CC다이버스 (위영원CD 010-3648-1886 )www.ccdivers.com

갖추어야 할 이론과 스킬을 검토했다. 레스큐 교육은 실제 심각한 내용을

• 대전-넵튠다이브 (박금옥CD 010-5408-4837) www.alldive.co.kr

다루고 있지만, 교육을 마친 다이버들은 가장 재미있었고 보람이 있는 코스

• 부산-씨월드 (임호섭CD 010-4846-5470) www.seaworld-busan.co.kr

였다고 말한다. 수강생들은 반드시 매뉴얼을 지급받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수원-고프로다이브 (홍찬정CD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펼쳐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스쿠버다이빙의 위험

• 용인-고다이브 (임용우CD 010-6317-5678) www.godiving.co.kr

은 초보나 프로 모두에게 존재한다. 특히 레스큐다이버와 같이 고급 과정은

• 제주-오션트리 (양충홍CD-010-3692-7252) www.oceantree.co.kr

스킬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스킬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

• 제주-굿다이버 (정혜영CD-010.8869.2370) www.gooddiver.com

한다. 구조자와 조난자의 체격 차이가 있을 때 특히 그렇다. 뿐만 아니라 경

• 강원-남애스쿠바리조트(김정미CD 010-6634-4475) www.namaescuba.com

험이 적은 다이버가 프로 다이버를 도와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서울-노마다이브 (김수열CD 010-7114-9292) www.nomadive.com

강사들은 교육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강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다. 학생다이버들이 겪게 될 다양한 환경, 예를 들면 수온에 따른 장비의 다
양함, 다이빙 형태(보트/비치/출수 지역과의 거리, 조난자의 사이즈 등)에

김수열

따른 적용방법을 토론하여 낮선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강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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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확인 후 아래와 같은 훈련기록을 작성한다.
이 기록은 올바른 모든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이고, 부끄럽지 않은 자격증
임을 증명한다. 다이버 모두가 레스큐다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배움을 계속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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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법률

다이빙센터의 권리금에 관한

일상에 밀접한 임대차, 그리고 권리금

민법상 법률관계

다. 특히 여행업, 레저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다

글, 사진 민경호 변호사 / 법무법인 안민

올해 봄을 휩쓸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

이빙 업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 또한 극심했습니다. 여전히 그 상흔
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임대료를 낮춰 받는 ‘착한 임대인 운
동’, 재난보조금 등이 있다고는 하여도, 경기 불황이라는 난관을 서둘
러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임대차 관
계가 늘 예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서 최근 특히 문제되는 분
야가 권리금입니다. 많은 다이빙센터들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
다. 이번 편에서는 다이빙센터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에
관한 민법상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의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시 건물, 특히 점포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
인/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
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임차권 설정 내
지 양도의 대가, 즉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
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
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시설
과 장비가 중요한 다이빙센터는 이러한 권리금이 더욱 쟁점일 수 있
겠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지급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
닙니다. 즉,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
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금에 관한 민법상 법률관계
1. 임대차 종료와 권리금
임대차 종료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
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가령 다이빙센터의 임대차에서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보장기간 동
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
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참조).
나아가 권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임차인(권리금
을 지급한 임차인을 의미,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도 포함)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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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

고 약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외에 권리금의 반대급부로 인수한 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

속물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을

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사할 수 있고, 임차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있습니다. 다이빙센터는 시설에 대한 보수와 개선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매수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의미가 더욱 크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참조).

2.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권리금을 수령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마치며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이상에서 다이빙센터의 권리금에 관한 민법상 법률관계를 살펴보았습

있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니다. 권리금에 관한 민사상 분쟁에 관하여 임대차의 일반 규정이나 판

그때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례에 따라 해결되어 왔으나, 임차인의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았습니다.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개정에서 권리금에 관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

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다음 편에서는 다이빙센터의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규정들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등). 즉, 다이빙센터의 임대차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었다면,
잔존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상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의 법적 해석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
대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다이빙센터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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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심장박동

열목어를 만나기 위한 여정

칡소폭포 격류다이빙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꽃피는 4
월을 지나 여름이 오기 직전의 늦봄. 산천초목에 생명력이 가
득 오르는 때이지요. 올해 5월 중순에는 때 이른 장마처럼 비

글, 사진 민경호

가 많이 내렸습니다. 나무가 물을 강하게 빨아올리듯, 산골 깊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

은 계곡마다 봄비를 가득 머금어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수중촬

PADI Master Instructor

영모임인 티니버디(tinybuddy)에서 칡소폭포 열목어를 만나는
투어가 기획되었습니다. 파인드블루(www.findblue.co.kr) 대표
인 김환희 강사가 인솔해주어 편하게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홍
천에 위치한 칡소폭포는 매년 봄철마다 산란을 위해 계곡을 거
슬러 올라가는 열목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5월
에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며칠 이어진 봄비에 유량이 가득
늘어 격류가 발생하여 폭포 아래에 열목어 무리가 정체되었습
니다. 이들의 ‘거스름’을 보기 위해 5월 23일 토요일 새벽 홍
천으로 향했습니다. 민물다이빙 전문가인 차순철 언더씨익스
(Undersea EX) 대표로부터 탱크와 웨이트를 렌탈한 후, 굽이
치는 국도를 거슬러 올라 칡소폭포에 도착했습니다. 5월의 햇
살이 수면에서 물비늘로 자글거리고, 신록이 우거진 풍경에 이
른 아침 잠기운이 달아났습니다. 계곡에 다가가자 천둥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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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강원도의 심장박동이 들려왔습니다.

칡소폭포 격류다이빙
격류와 와류
빠르고 사납게 흐르는 물을 격류, 소용돌이치는 물의 흐름
을 와류라고 합니다. 칡소폭포의 소(沼)는 중소규모 다이
빙풀 정도의 크기이므로 2~3명씩 순번을 정해서 소규모
로 입수했고, 저는 에어매트 위에 편하게 누워서 기다렸습
니다. 먼저 입수했던 일행들이 나오자마자 당시 칡소폭포
의 격류와 와류에 대해 경탄을 연발했습니다. 유량이 크게
늘어 대단한 격류, 와류가 발생하였고, 마치 한국의 샷건
같다는 인상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칡소폭포 전망대에 가서 천둥처럼 울리는 강원도의
박동을 보았습니다. 격차가 3m 남짓의 작은 폭포이지만,
유량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어려
울 정도로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상류로
가기 위해 폭포 위로 열목어가 뛰어올랐지만, 거센 폭포의
물살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과
연 폭포 아래의 격류와 와류는 어느 정도일지, 설레며 입
수했습니다.

1

요동치는 칡소의 수중풍경
입수지점 바로 앞에서 장비를 체결하고 20m 정도 걸었습
니다. 지형이 평탄하고 너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크게 어
렵지는 않았습니다. 드라이슈트 안에 내피를 입었음에도
피부로 전달되는 수온은 상당히 시원했습니다(11~12도).
가장 넓은 소(沼)는 10x20m 정도의 직경, 3m 정도의 깊
이(유량이 늘었을 경우)로 작은 다이빙풀 정도의 크기였습
니다. 다만 입수지점과 좌우의 암벽 바로 밑을 제외하고는
격류와 와류가 요동쳤습니다.
수면으로는 하류를 향해 강한 조류가 흘렀고, 바닥에서는
다시 상류를 향해 빨아들이는 것처럼 거슬러 오르는 조류
가 있었습니다. 늘어난 유량 때문에 물이 수직으로 돌아가
는 와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격류와 와류의 요동치
는 환경 덕에 40~60cm 크기의 열목어들 250여 마리가
칡소의 메인 풀(main pool)에 갇혀서 ‘정체’상태로 있었습
니다. 물은 요동치고, 열목어들은 가득하고, 일행들은 놀란
마음을 쉴 새 없이 버블로 표현하고. 모두의 심박이 강원
도의 박동에 맞추어 함께 뛰었습니다.

1 촬영을 마치고 출수하는 신동철, 김미루 강사
2 주로 다이빙을 진행하는 메인 풀의 모습
3 격류를 버티며 모여있는 열목어들

3

1

세탁기에 들어가는 듯한 폭포 아래의 와류
메인 풀에서 상류, 즉 폭포 아래로 향하는 길목은 좁고 얕습니다. 직경
3.5m, 깊이 1.8m 남짓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 폭포가 천둥처럼 내려칩니
다. 당연히 이 수로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면에는 깨어진 물보라
가 가득 흘러가고, 수중에는 거센 조류가 굽이치며 밀어냅니다. 얼굴 바로
앞으로 열목어들이 격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밀려나다를 반복합니다. 바위
위에 바짝 엎드려서 나아가면 갑자기 물이 끌어당기면서 폭포 아래에서 몸
이 돌아갑니다. 수면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고, 눈앞에는 물보라만 가득하
며, 초단위로 잠깐씩 바위가 보일 뿐입니다. 핀을 차고 손에 잡히는 대로

2

바위를 끌어안으며 겨우 폭포 바로 아래에 안착합니다.
성인 2~3명이 붙어서 겨우 웅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방은 버블입니
다. 귀에는 거센 폭포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머리와 발은 각기 다른 조류에
휘말립니다. 폭포 바로 아래의 와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입장했다는 인상
을 줍니다. 사방이 버블이고 몸이 제멋대로 돌아가기에 흡사 세탁기에 들
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행들끼리 눈이 마주칩니다. 웃음인지, 함성인지,
경탄인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버블들이 각자의 호흡
기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이미 사방이 버블이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가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비씨에 공기를 가득 넣으면 몇 차례 몸이 돌다
가 어느새 수면 위로 머리가 나오게 되고, 폭포는 저 멀리 멀어져 있습니
다. 강원도의 심장박동이 온몸을 두들기다가, 이제는 각자의 심박이 귀에
울려 퍼지고, 어느새 밖으로 나오면 푸른 나무들이 나른해진 다이버를 따
스하게 굽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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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 밑으로 진입하기 직전 격류를 버티고 있는 윤여준 강사
폭포 바로 아래 와류 속 김환희 강사
바닥 자갈사이의 열목어
반수면으로 담은 칡소폭포의 전경
칡소폭포 상류에 앉아있는 노용준 마스터, 김태엽 작가
메인풀에서 대기 중인 열목어들
칡소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열목어들을 촬영하는 멤버들
폭포로 향하는 열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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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리스타 경력이 있는 심수환 강사가
제공하는 드립커피
2 열목어 서식지임을 알리는 표식
3 펜션 바베큐장에서 만찬을 즐기는 멤버들
4 에어쿠션 위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필자와 심수환 강사
5 순번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심수환 강사, 김태엽 작가

계곡에서의 달콤한 휴양
순번을 기다리며 즐기는 망중한
끓어 넘치는 폭포의 격류, 생명력을 분출하는 열목어들의 행진,
계곡 가득 울리는 칡소의 천둥 같은 박동, 시원한 수온과 맑은
물. 칡소폭포 다이빙의 매력은 기대를 한참 상회하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무엇보다 만족도가 컸던 지점은 바로 일행들을 기다
리며 즐기는 망중한의 휴식이었습니다. 주차장 겸 휴식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칡소폭포 바로 옆 공터는 간이한 캠핑장소로 최적
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취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도 않을뿐더러
부적절한 행위이겠지만, 간단히 커피 한잔을 하거나 준비한 김밥
등으로 간소한 식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행 중 커피와 캠핑의

의 재미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칡소폭포 다이빙의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놀랄 만큼의 가성비
칡소폭포는 수심이 얕기에 다이버당 탱크 1개를 전부 사용하기
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당 탱크 1개의 렌탈만으로 충분하고, 웨
이트는 일행들끼리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별도의 입장료나 보트
비용이 존재할리도 없고, 그저 약간의 간식비용과 숙소, 식사비
용 정도만으로 주말여행의 경비가 해결됩니다. 일반 보트다이빙
투어에 비교 불가능한 저렴한 예산으로 가능한 일정입니다. 칡소
폭포 투어의 또 다른 만족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햇살 아래 누워 드립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고, 격동했던 각자의 심박을 평화롭게 내려놓으며
안온한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여름으로 돌아오며
홍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일요일의 귀가 길은 당연히 약간의 정
체가 있었습니다. 격류로 인해 정체상태에 놓인 칡소의 열목어들

펜션, 바베큐, 그리고 초여름밤

처럼, 코로나로 인해 여행길이 막힌 다이버들은 강원도와 제주에

칡소폭포 인근에는 펜션들이 많습니다. 동해안이나 제주도 다이

서 정체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에게 고단한 봄이 어느덧 여름으

빙의 경우 다이빙 리조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

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피로감은 덜해졌지만, 그것은 상황이 호

입니다. 칡소폭포에는 다이빙 리조트가 없기에, 인근 펜션에 가

전되었다기보다는 답답함에 익숙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 바비큐도 하고 소위 ‘불멍’(간소한 캠프파이어)도 하며 초여름

분들의 노고 덕에 답답하다는 증상만으로 이 난관이 극복되고 있

밤 호젓한 일반 여행의 기분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한껏 물놀

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열목어처럼 생동감있게 거

이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즐기는 바베큐가 대단히 특별했습니다.

슬러 올라가며 살아야 하는 한시적인 존재들입니다. 정체된 시간

일행들은 각자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여름밤을 풍족하게 수놓았

들 또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고,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는 밤공기 속에 즐기는 ‘불멍’은

설렘 가득하게, 한 번 뿐인 올해 여름을 모두가 즐겁게 맞이하길

일상의 피로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산골에서 즐기는 초여름 캠핑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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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코너의 주인공

팔라우 투어기

우리는 모두 바다로
이어져 있다
글 장원재 /방송작가, 온더코너 회원
사진 민경호 / 온더코너 www.onthecornerdive.com 대표강사

사라질 영원한 발자국
지난 3월, 온더코너와 함께 팔라우에서 4박 5일간 총 10회의 다이빙
을 했다. 짧은 일정이 무색하게 이번 투어는 나의 66로그 소소한 다이
빙 역사에 잊지 못할 한 페이지를 남겼다. 팔라우 첫 방문이자 첫 단
체 투어였다. 처음으로 만타를 만나기도 했다. 만타를 만나는 것은 대
다수 초보 다이버들의 바람일 텐데, 나에게는 시작과 끝이 뒤섞여 어
지러운 길목의 귀중한 이정표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 새벽 다이빙을 마친 뒤 잠시 울롱비치에 보트를 대고 한가
로운 아침을 맞았다. 일행들이 점점이 흩어져 아름다운 섬 풍경에 묻
히는 것을 바라보며 남은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래스랜드에서 버팔로
피쉬들의 격렬한 스퍼닝 현장을 신나게 헤집고 다니다 막 나온 참이
었다. 내쉬는 숨마다 짙은 바다내음이 묻어났다. 소금기에 절어 바스

필리핀
Philippines

팔라우
Palau

락거리는 머리카락과 피부에 남은 바다의 감촉이 지난 3일간의 행적
을 고스란히 증명해 주었다. 섬과 바다를 잇는 하얀 모래벌판에 곧 씻
겨 사라질 발자국을 찍으며 생각했다.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
었을까.

천상의 섬으로 밀려온 까닭은
인도네시아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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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내 전부를 내주고도 늘 부족해 애가 달았던 사람이 있었다. 이
문장이 과거형이 되기까지, (모두 예상하실만한 대로) 한바탕 파란을

겪고 발붙이던 땅을 뒤집어 엎고서야 힘겹게 인생의 한 막을 닫았다. 영원
히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상실감이 남았지만 그뿐, 그럭저럭 멀쩡하게 사
는 모양새를 갖춰갔다.
몇 년 같은 몇 달이 흐른 뒤에 일터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햇살에 그
을어 전보다 더 건강해진 얼굴을 하고서 그는 잘 지냈냐는 내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땄
어. 만타라는 굉장히 커다란 가오리가 있는데 말이야. 그 만타가 드리운 그

그래스랜드 근처에서 만난 돌고레 무리

림자에 잠기는 기분이란… 이렇고 저렇고 주절주절 (생략)’ 지난 연인이 새로
운 사랑에 빠진 눈빛을 바라보는, 익숙하고도 낯선 묘한 기분이란. 나는 고
개만 연신 주억거리며 좀 바보 같은 표정으로 한참을 듣기만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되었다. 정신 차려보니 필리핀의 어느 샵에서 교육
을 받고 있었고, 첫 다이빙 후 깊은 충격에 빠져 ‘아 전생에 나는 플랑크톤
같은 미물이었던 게 틀림없어’ 하면서 얼토당토않은 달콤한 상상으로 밤
을 지새웠다. 그토록 찾던 자유와 평온의 감각이 바닷속에 있었다니… 세
상 모든 건 변한다는 진리에 대들다 완패하고 사뭇 외로워진 그때, 바다만
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바다와 관련된 다큐멘터
리를 몇 편 작업했고, 틈만 나면 쓰지도 못할 항공권을 검색하곤 했다. 어
느 날은 동해 깊숙이서 흰 말미잘을 보다 패닉이 와 죽다 살아오기도 했는
데, 그 후유증이 꽤나 고약해 이제 다이빙과는 끝인가 절망했던 때도 있었
다. 물 위아래서 오랜 치유과정을 거치며 지금은 극복했다 말하지만, 극한
의 기쁨도 극한의 공포도 한 번 알고 나면 절대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아마도 어떤 사랑은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맛보고 끌어 안아야
곁을 내주나 보다.
내달리는 보트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스킬이 늘었고(저는 종교가 없어요.
바다에게 감사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수십 번 되묻다가
다른 다이버들의 속내까지 궁금해지던 차에 온더코너를 알게 되었다. 워낙
집단생활에 서툴러 어딘가에 적을 두는 일이 드문데 이상하게도 단번에
정글바에서 단체사진

PRR 비치에서의 점프샷

마음이 끌렸다. ‘저도 가고 싶어요. 언제 어디든 무조건!’ ‘그저 환영입니다.’

까. 마법 같은 블루코너. 그 정점에서 폭발하는 생명력은 정말이지 이 세상

그 다감한 한마디가 마지막 파도가 되어 나를 팔라우 해변으로, 다리다이버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극히 비현실적인 장관을 앞에 두고 살아있다는 감각은

스(daridivers.com)의 보트 위로 실어다 놓았다.

어째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일까. 심연의 우주적 시공간에선 보이고 들리는
것 너머의 존재가 웅크리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방식으

팔라우 바다의 속삭임
사실 나는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 바다면 무조건 다 좋고, 온몸에 묵직하게
감겨오는 물결이나 압도적인 숨소리만 들려와도 행복하다 느끼는 쉬운(?)
다이버다. 딱히 뭔가를 하기보다(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그저 가만히, 바다
가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
모든 바다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해와 달과 조류의 부름에 응답하여 때맞춰 등장하는 물고기 떼들은 어디에
나침반이 들어있기에 잊지도 않고 제 길을 찾아오는 것일까. 수백여 명의 비
명과 함께 지상의 생을 마감했을 이로난파선은 빛깔 고운 산호 옷으로 전쟁
의 참혹한 상흔을 가리기까지 그 기나긴 세월을 무슨 마음으로 버티어냈을

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저먼 채널에서 만타와 푸질리어 등등의 난장이 벌어
지던 그때, 그를 둘러싼 다이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온 바다를 뒤흔든
것처럼. 나의 초라한 의식을 뛰어넘는 가능성의 크기란 얼마나 무한한가.
이튿날의 저먼채널 다이빙은 특히 인상 깊은 장면들을 가득 안겨주었다. 입
수와 동시에 만타 프렌지를 찾아서 힘차게 조류를 차던 중이었다. 문득 돌
아보니 강우림 다이버와 어느 만타가 가던 길도 잊고 서로에게 아주 조심
스레 다가가고 있었다. 바로 코앞에서야 멈춰 선 그들이 가만히 눈을 맞추
고 상대를 탐색하던 순간이 짜릿했다. 다른 두 개체의 공명을 목격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가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시작된 만타 프렌지! 다이
버들의 머리 위로 사뿐히 미끄러져 내려온 만타들이 우아한 자태로 빙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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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스랜드의 버팔로 스퍼닝
푸질리어를 헤치며 등장한 만타
만타들 위로 떨어지는 강바다 마스터
블루코너 인커밍사이드의 상어들
울롱채널의 캐비지코랄 가든
저먼채널에서 끓어오르는 푸질리어들
이로 난파선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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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가 반짝이는 푸질리어 장막을 풀어헤치고 새로 등장하는 장면은 차라

매 다이빙마다 사력을 다해 우리만의 바닷길을 만들어 보였다. 그 무엇보다

리 황홀한 꿈이었다.

조수의 흐름을, 월력을 믿는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박혔다.

매 포인트마다 풀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앞 다투어 밀려오는 바람에 정신줄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방식대로 바다를 포용하고 만끽하고 제 안에 차고 넘

붙드는데 애를 써야 했다. 그러나 이제 겨우 팔라우의 프롤로그 한 단락 정

치도록 담아내는 모습은 바다만큼이나 경이로웠다.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도 읽어낸 수준일 것이다.

눈동자, 흠뻑 젖은 표정들에는 도저히 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앞에선 당신
에게 다이빙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조차 유치한 일이다. 목마를 때 물을 마

깊은 바다의 물이 든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드넓은 바다. 그 깊이를 떠올리면 그저 아득해지고 만다. 바
다에서 빛은 부서지면서 탄생한다. 모든 경계는 사라지고, 지상의 조건과 법
칙은 물거품처럼 흩어진다. 인간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들이 얼마나 덧없

시듯 다이빙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이들과 팔라우 바다의 감
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함께 감격하고 함께 웃고 전혀 다른 세상
을 살던 우리가 만나 마음을 맞추는, 그만큼 멋진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는지도 일깨워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말이 필요 없는 소통의 차원
이 열린다.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주변의 것들을 닮기 마련이라, 바다에 빠진 다이버들에

그러니까, 드디어 나도 만타를 만났다! 그날 그가 말한 만타의 그림자가 무

게는 자연히 바다의 물이 든다. 여정 내내 하자 있는 나를 살뜰히 살펴주

엇이었는지, 어떤 감격이었는지 어떻게 그런 눈빛이었는지, 이제야 살짝 알

고 품어준 일행들은 팔라우 바다를 똑 닮아있었다. 모여앉아 입만 열면 온

게 되었다.

갖 진귀한 바닷속 풍경들이 펼쳐지고, 술기운이 오를라치면 ‘다이빙 안 하

한 세상이 가면 또 다른 세상이 온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힘

고 산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같은 말들이 건조한 어조로 툭 튀어나오

이고, 그런 힘으로 우리는 만났고, 바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절절히 실감

곤 했다. 서로를 구분 짓고 판단 내리기 쉬운 속세의 명함은 낄 자리가 없

했던 시간이었다. 팔라우로 닿게 한, 팔라우에서 닿은 모든 인연에 깊은 감

다. 전체 팀을 이끄는 강사님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혁명가처럼

사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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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섬, 카리브해의 때가 묻지 않은 여왕

The Unspoiled Queen
of the Caribbean

SABA

Peter de Maagt &Theresa Guise

Atlantic Ocean

쿠바
Cuba

도미니카공화국
República Dominicana

자메이카
Jamaica

푸에르코리코
Puerto Rico

SABA

Caribbean Sea

번역 편집부
베네수엘라
Venezuela

We descend to 25 meters and the tip of a plummeting
rock outcrop starts to emerge from the abyss. Once we
get close, the abundance of supersized vase sponges
strikes the eye. The reef is pristine, teeming with life and
encrusted with corals as far as the eye can see. A couple
of small reef sharks patrol the blue, but decide that it is
better to keep a safe margin. Schools of creole wrasse
stream over the reef and yellow fin groupers do their
thing. Several species of moray eels are hiding among
the cracks and crevices. Obviously, they are not too
familiar with divers as they prefer to remain out of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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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hard to believe that this is our virgin dive in Saba. If this impressive

if we meant “scuba diving Sabah”. However, overlooking Saba would

topography of “Twilight Zone” typifies the type of diving here, we are

be a mistake because its natural heritage is extremely rich and diverse.

definitely in for a treat.

The Dutch Caribbean islands form two distinct groups, separated by

우리는 25m로 하강을 하니 저 심연에서 바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

approximately 1000km of open water, and consequently the two groups

워질수록 여러개의 커다란 스펀지 산호가 눈을 띄었다. 리프는 온통 산호

are geologically and ecologically different. The windward Island of Saba

로 둘러싸여 있었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다. 두 마리의 작은 리프샤크가

is from volcanic origin and has lush vegetation ranging from cactus in the

푸른 공간을 순찰하듯이 유영하고 있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lower coastal areas to ferns and mountain mahogany trees at places usually

생각했다. 산호초에는 크레올 놀래기(creole wrasse) 무리와 노란-핀 그루

hidden in clouds at altitude. Below sea-level you can find coral reefs,

퍼가 무리를 지어 있다. 바위의 갈라진 틈과 틈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곰치

pinnacles, patch reefs and fringing reefs around the entire island.

가 숨어 있었다. 낯선 다이버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우리가 시야

네덜란드령 특별 지방자치 지역인 Saba는 St. Eustatius 및 St. Maarten 섬,

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사바섬에서 첫 번째 다이빙이라고

미국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기타 여러 유인도와 가깝게 있다. 육지 면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Twilight Zone” 사이트의 인상적

적은 13km²에 불과하여 네덜란드 캐리비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섬이

인 지형이 이곳의 대표적 다이빙사이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운이 좋은 것

다. 보네르의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아는 척 하지만, 외딴 섬

이라고 생각했다.

과 작은 네덜란드 캐리비안의 다른 섬들은 잘 모른다. 구글 조차도 “scuba
diving Sabah”를 입력하면 오타체크를 한다. 그러나 사바를 살펴보면 자연

Saba, a special municipality within the Netherlands, is close to the islands

유산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네

of St. Eustatius and St. Maarten, the U.S. and British Virgin Islands, and

덜란드령 카리브 제도는 약 1,000km의 바다로 분리된 두 그룹을 형성하므

several other inhabited islands. Its land area is only 13km², which makes

로 두 그룹은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서로 다르다. 사바의 windward

it the smallest of the islands that make up the Dutch Caribbean. Although

Island는 화산지역이고, 해안가의 선인장부터 양치류에 이르기까지 무성한

most divers resonate when hearing the name of Bonaire, it is easy to

초목이 있으며 산 마호가니 나무는 보통 구름에 가려진 높은 곳에 숨어 있

overlook the other members of the remote and tiny Dutch Caribbean

다. 섬 전체의 해수면 아래에는 산호초, 피나클, 패치 리프 및 원시 리프가

islands. Even google decides to check if we did not make a typo and asks

있다.

Sava divesites

http://www.seasaba.com/sabas-dive-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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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yed in Juliana’s hotel in Windward side, the main village
on the island nestled in a valley. It’s also the place where most
of the shops,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are located. Most
hotels are only a few hundreds of meters apart, but, in Saba, the
term walking distance gets a whole new meaning when you climb
the very steep streets of Windward. Furthermore, Windward
might be confusing at first sight because all the houses are white,
red-roofed and cling to the hills. A local joke goes something like
this: “take a right at the house with the red roof”.
우리는 계곡에 위치한 주요 마을인 Windward 쪽의 Juliana 호텔
에 머물렀다. 이곳은 대부분의 상점, 숙박시설 및 레스토랑이 위치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지만 사바에서는
Windward의 매우 가파른 거리를 올라갈 때 도보거리는 완전히 다
른 의미를 갖는다. 여기의 모든 집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흰색
의 붉은 지붕이어서 처음 보았을 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빨간
지붕으로 된 집을 지을 권리를 가져라”와 같은 지역 농담도 있다.

Due to the steepness of the coastal zone, shore diving is virtually
impossible. Therefore all diving must be with one of Saba’s
licensed dive centres. We used Sea Saba as dive operator, who
runs two large 40 feet customized diving boats. Actually, the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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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ertified for 20 divers, but Sea Saba takes 10 divers maximum per boat.
So there is ample space for diving and photography gear. Large fresh water
buckets were provided for each of the divers with a large camera. They
also do their utmost to prevent that you dive the same site twice unless you
specifically request a repeat dive. Finding another dive site is not that much
of a challenge if you have a variety of over 30 dive sites to choose from.
Furthermore, they are all a short boat ride from each other.
해안 지역은 가파르기 때문에 비치 다이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다이빙은 Saba의 공인된 다이빙센터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2개의 대형 40피
트 맞춤형 다이빙 보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Sea Saba라는 다이빙 시설을 이
용했다. 실제로 이 보트는 20명의 다이버를 탑승할 수 있지만 Sea Saba는 보
트 당 최대 10명의 다이버가 사용한다. 따라서 다이빙 및 촬영 장비를 위한 공
간이 충분하였다. 다이버 개인에게는 대형 민물통이 제공되었다. 특별히 같은
사이트에서 두번의 다이빙을 요청하지 않는 한 매번 다른 사이트에서 다이빙
을 한다. 30개가 넘는 다이빙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이빙사이트를 선
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대부분 사이트는 이동시간이 짧았다.

The daily routine starts with a taxi pick-up at 9 AM that brings you to
Fort Bay, Saba's only harbour. The boats leave for a two-tank dive, return
to harbour at around 1PM and leave again after 15 minutes if you opt for
an afternoon dive. We definitely felt that Sea Saba understood the need of
photographers. We could follow the guides if we wanted to, but we could
also do our own thing photographing as long as we stayed together as a
buddy pair and followed the basic safety guidelines.
매일 오전 9시에 택시를 타고 사바의 유일한 항구인 포트 베이(Fort Bay)로 이
동한다. 보트는 2탱크 다이빙을 준비하여 출발하고 오후 1시쯤 항구로 돌아와
오후 다이빙을 선택하면 15분 후에 다시 출발한다. Sea Saba는 사진작가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원한다면 가이드의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기본
적인 안전 지침을 따른다면 버디와 함께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Trust me, forget about the reef and follow me for 5 to 10 minutes around
the bare sand”, says JC our French/Portuguese diveguide for the day.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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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s; don’t think I am lost, just follow me. If we are lucky, we will see

at a time. We nearly spend an entire dive with these beauties.

rays and turtles. The dive briefing takes a strange turn and we look at each

잠시 후, 한 무더기의 해초를 지나 첫 번째의 푸른 바다거북을 발견하였다.

other. Why would we leave the beautiful reefs for what they are? However,

우리가 사진을 찍는 동안 다이버와 버블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초를

most often if pays off to follow the advice of the dive guide and so we find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머지않아 두 번째로 유영하는 큰 거북을 만났고 각자

ourselves hovering about a large patch of sand.

거북이를 한 마리씩 차지하고 촬영할 수 있었다. 조금 있다 세 번째 거북을

프랑스어/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다이브 가이드인 JC는 “저를 믿고, 리프

발견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이 놀라운 장면에 사로잡혀 사진촬영을 하는 것

를 잊고 5~10분 동안 저를 따라 오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

도 잊고 순간을 즐기기도 하였다. 바다거북과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을 이어갔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요. 운이 좋으

곳에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것도 편안한 지역에서. 바다거

면 가오리와 바다거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다이빙 브리핑이 이상하다고 생

북은 모래 패치 위에서 둥둥 떠서 계속 먹고 있었다. 한 순간에 약 50Cm 정

각되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왜 아름다운 산호초를 두고 가야 하나? 생각

도만 움직였다. 이번 다이빙은 거북이에 매료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며 넓은 모래사장을 유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이빙 가이드의 조
언을 따르는 것이 만족도가 높았다.

When it is time to return to the reef, we spot a couple of relaxed French
angel fish traversing the reef. Unwillingly they enter the domain of a couple

After a little while, we come across patches of seagrass and we spot the

of grey angel fish, who make it clear that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two

first green turtle. The animal, seemingly oblivious to our presence and

couples of angel fish on this part of the reef. It has a high entertainment value

bubbles, continues munching on the juicy grass while having its picture

when they resolutely chase away the French angel pair.

taken. Soon after, a second, larger turtle comes gliding in view so each of

리프로 돌아갈 때, 리프를 가로 지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두 마리의 프랜치

us can have his own turtle. We even spot a third turtle a bit further away.

엔젤피쉬(French angel fish)를 발견했다. 엔젤피쉬가 두 마리의 그레이 엔젤

What a luxury. Every now and then we forget about photography and

피쉬(grey angel fish)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리프 공간은 두 쌍의 엔젤피쉬가

simply enjoy the moment. What a privilege it is, to be only centimetres

들어가기에는 좁아 보였다. 그레이 엔젤피쉬가 프랜치 엔젤피쉬들을 단호하

away from a turtle that allows you in it,s comfort zone. The animal keeps

게 쫓아낼 때는 높은 희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eating and hovering above the sandy patch. Just moving away half a metre

One of the main attractions of Ladders Labyrinth are the patches of h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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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canic sand. One only need to stick his or her hand in the yellowish sand

yellow tube sponge. We must have passed this particular spot several times,

to feel the heat generated from underground, a testimony that Saba is truly

which just goes to show how well they can camouflage themselves on the

from volcanic origin. The volcano still has a bit of juice left, emanating it’s

reef. In a perfect world there’s nothing but calm seas and infinite visibility.

warmth through to the surface. The name is aptly chosen as a large system

However, this site is obviously subject to heavy swell, and we felt like flags

of lava flows and sand chutes form a criss-cross puzzle with plenty of

flying in the wind. Did you ever try to photograph a frogfish in a washing

corridors in between. The coral and rock ridges provide numerous nooks

machine? It takes a lot of patience to frame the little bugger properly and

and crannies for large lobsters to find a safe heaven. A jack uses a ray as

we have to wait for momentary lapses in water movement to fire off our

the perfect hiding place for hunting. It tightly follows the ray wherever it

shots before being thrown off balance. In the meantime, a second frogfish

goes. We try to keep up with it, but the ray seems to have a mission which

has been discovered on the other side, in between the two pinnacles. This

apparently does not involve us.

means that the swell is even worse as the gap acts as a funnel and we are

Ladders Labyrinth의 주요 매력 중에 하나는 뜨거운 화산 모래 둔덕이다. 노

being swept in all directions. Who said that photography was easy while

란 모래를 손으로 만져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은

being at the mercy of the ocean?

사바가 실제로 화산으로 탄생되었다는 증거이다. 화산에는 여전히 화산의

Man'o War는 2개의 수중 피나클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대기는 편안한 수심

영향력이 남아있어 표면까지 따듯하다. 용암이 흐른 자국이 십자형 통로로

인 10m이다. 이곳은 바다 풍광이 좋아 광각 사이트이지만 프로그피쉬가 많

형성되어 있다. 산호와 바위 능선은 많은 구멍들이 있어 큰 가재가 안전하게

다고 해서 매크로렌즈를 장착하여 입수하기로 결정했다. 브리핑에서 프로

서식하도록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잭은 가오리 옆에 붙어 완벽한 은신

그피쉬가 피나클 중 하나의 꼭대기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처로 사용한다. 가오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간다. 그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했

는 세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찾을 때까지 피나클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지만 우리와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가 노란색 튜브 스펀지에 숨어 있는 프로그피쉬를 발견하였다. 여러번 이 장
소를 살펴보았는데 잘 위장하고 있어 찾지 못한 것이었다. 오직 잔잔한 바다

Man‘o War consists of two underwater pinnacles the tops of which sit at

에서 프로그피쉬만 보였다. 그러나 서지가 심해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고 있

a comfortable 10 meters. The site is very scenic and has plenty to offer as

었다. 세탁기속에서 프로그피쉬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는가? 작은 생물을

a wide-angle site, but the prospect of several frogfish made us decide to

제대로 찍으려면 순간적으로 물이 흐름이 바뀌기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며

jump in with our macro lenses. The briefing clearly indicated that these

균형을 잡고 기회를 엿보며 셔터를 누를 때를 기다려야 한다. 두 개의 피나

rare beauties could be found at the top of one of the pinnacles. Therefore,

클 중에 다른 쪽에서 두 번째 프로그피쉬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조류가 너무

we start scanning every inch. Without success, we complete a full circle

심해 사진을 찍기 힘이 들었다. 누가 수중사진 촬영이 바다의 상황에 따라

over and over again. It’s so frustrating. Then we find one, tucked away in a

쉽다고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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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tes point is another gem. It’s nice to exchange the deep dramatic

Porites 포인트는 또 다른 보석이다. 깊은 수심에 있고 아름다운 피나클도

pinnacles, with some shallower dive sites having a continuous reef

좋지만 얕은 다이빙사이트로 좋았다. 연결되는 리프 구조의 모래사장에는

structure with sandy alleys out of which plenty of yellow head jaw fish

노란머리 죠피쉬가 많이 보인다. 많은 난간과 작은 틈새는 랍스터와 곰치에

emerge. Many ledges and small crevices provide the perfect hideouts

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한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다이빙을 코니피쉬

for lobsters and moray eels. In fact, we spend most of the dive with a

와 구분이 잘 안되는 골든테일 곰치와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코니피쉬가

goldentail moray eel who couldn’t be separated from a Coney fish. Initially

항상 사진 테러(photo bombing)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눈에 보

we had the feeling that the Coney was photo bombing us all the time, but

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골든테일 곰치와 코니피쉬

we soon realized that there is more to it than meets the eye. Golden-tail

는 개가 토끼를 쫓아내는데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사냥하는

moray eels and Coney fish help each other to hunt, in a similar way that a

데 도움을 준다. 코니피쉬는 덩치가 더 크고 곰치는 리프를 통해 미끄러져

dog is used to flush out rabbits. Coney fish are more bulky, while moray

가는 듯이 움직인다. 두 마리가 함께 사냥을 하면 사냥감은 우왕좌왕 한다.

eels are slithering through the reef. When both hunt together, prey barely

리프에 숨으려고 하면 곰치는 먹고 코니피쉬가 움켜잡는다. 이 공생 관계는

stands a chance: hide in the reef, the moray eats you; dash for open water,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코니피쉬는 틈새로 물고기를 밀어 넣고 곰치는 물고

the Coney fish grabs you. This symbiotic relationship benefits both. The

기를 잡으려고 틈새로 움직인다. 곰치가 성공하지 못하면 코니피쉬는 물고

Coney will force fish into crevices and the eel will move in for the kill.

기나 다른 먹이를 밀어낸다. 연구원들은 개별적으로 먹이활동을 하는 것보

If the eel is not successful, it will flush out the fish or other prey for the

다 함께 먹이를 잡는데 성공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5배 더 크다고 한다.

Coney. Researchers have shown that, on average, they were five times more
successful at catching prey together than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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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 also offers some nice wall diving, and Tent reef is a good
example of that. Actually Tent Reef consists of four dive sites, and we
did two of them. Tent Reef is a multi level wall dive with rich colour
and looming overhangs. Most colourful sponge species and coral are
a bit deeper, but there is also enough interesting subject matter in the
shallower parts. A few sharks came to check us out and a turtle was
feeding on a sponge.
Saba는 멋진 월다이빙을 제공하며 대표적인 곳이 Tent Reef이다. 실
제로 Tent Reef는 4개의 다이빙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중 2군데에서 다이빙을 했다. 풍부한 색상과 어렴풋한 돌출부가 있는
Tent Reef는 다단계 월다이빙을 한다. 대부분의 다양한 종류의 스펀지
류와 산호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고 얕은 곳에서는 흥미로는 수중생
물을 접할 수 있었다. 상어 몇 마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바다거북
은 스펀지를 먹고 있었다.

At the tiny airport of Saba, with the world’s shortest international
runway, just in front of the arrival and departure hall, you encounter
a sign that says it all: Saba, the “Unspoiled Queen”. It is the name
that the locals have given the island. If you would ask us why one
should go diving to Saba we would list: dramatic drop-offs and
walls, stunning seamounts, plummeting pinnacles, swim throughs
and healthy, thriving reefs. This makes the underwater landscape of
Saba for more interesting than those of the other members of the
Dutch Antilles. Actually, thanks to Saba’s dramatic coastline, coastal
development is naturally limited and pressure on marine resources
has always been low even as the island population has increased. So,
there is a great chance that the qua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thrive. We are sad to leave this beauty, but know that we
will return again to explore more of this hidden gem in the Dutch
Caribbean.
세상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를 가진 국제공항인 사바(Saba)공항에는
도착 및 출발을 위한 청사 바로 앞에 Saba, the "Unspoiled Queen"라
는 표시가 있다. 현지인들이 섬에 부여한 이름이다. 사바(Saba)에서 다
이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 보면 드라마틱한 드롭오프와 월, 근사한
수중 산, 급격한 수중 봉우리, 스윔스루, 건강하고 풍요로운 리프 등이
라고 한다. 이곳 사바섬은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의 다른 멤버들보
다 수중 풍경이 매력적이다. 실제로 사바의 독특한 해안선 때문에 해안
개발은 자연스럽게 제한되어 있으며 섬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해양 자
원에 대한 압박은 항상 낮았다. 따라서 해양 환경이 계속 좋아질 가능
성이 크다. 이 아름다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네덜란드 캐리
비안에서 숨겨진 보석을 더 많이 탐험하기 위해 다시 돌아갈 것임을 알
고 있었다.

COLUMN

지구 온난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라고 한다. 오늘날 논의되는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의 기온상승이며, 19
세기 후반부터 과학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의 기온상승이 그 대상
이다. 지구의 기온은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적절히 유지되었으나
최근 100년간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
기체 배출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
기 위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 효과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 메탄 등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이 시작된 이래로 토지이용의 변화도 온난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
다. 농업이나 산업화, 도시화 등을 위한 삼림의 제거는 대표적 온실기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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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을 감소하는 것이다. 즉, 삼림의 감소는 이산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

화탄소를 똑같이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 더 많은 농도가

토 의정서(Kyoto Protocol)’ 등을 채택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그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의 온난화는 저위도보다 고위도 지방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이는 극지방의 빙하와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지 등의 산악
빙하가 녹아내릴 것이다.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섬이나 해안에 가까운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

참고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7
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
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선진국(38개국)

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북극곰, 펭귄 등의 생물들이 멸

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

종될 수 있고,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더욱 빈

를 감축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물질로 감축대상인 가

번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기후가 점점 아열대

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수(N₂O), 불화탄소

기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들

(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

지구의 벗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International), FOEI)은 1969년 9월 데

각 국가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그들의 캠페인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

이비드 블로워(David Brower)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한 환경

으며, 지구의 벗의 우산 아래 활동하고 있다. 지구의 벗의 집행위원회

단체로서 그린피스, 세계 자연보호 기금(WWF)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는 각 국가의 단체들의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을 수립하

보호단체 중의 하나이다.

고 사무국의 운영을 감독한다.

지구의 벗은 1969년 데이비드 블로워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반대

지구온난화 방지 뿐만아니라 산림보존,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 다양한

하기를 주저하는 시에라 클럽에서 탈퇴하여 만들어졌다. 지구의 벗은

분야에서 활동한다. 지구의 벗은 전통적인 자연보호를 넘어서서 지속

1971년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대표단의 모임으로 국제적인 네트

적인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본래 북미와 유럽에서 시

워크가 되었다.

작한 이 운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참여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구의 벗은 현재의 경제 모델과 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

2004년 3월에는 전 세계에 38개의 지부가 등록되었고 같은 이름의 환

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인 사회를 창조하자는 운동을 수행

경단체가 52개국에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만 서로 협력관

하고 있다. 많은 비정부기구가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비하여, 지구의

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지구

벗은 밑으로부터 조직되어 많은 국가와 지역의 단체들의 연합체이다.

의 벗 한국 지부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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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경남 지역 다이빙 센터&리조트

(사) 한국수중레저협회

경남지부 회원 사업장

사량도해양리조트

프로잠수

거제마린보이리조트

박출이 010-3552-7212

강효중 010-6511-3866

양진환 010-383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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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26
E-mail : kanghj2326@naver.com

경남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126번지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거제덕포해상펜션)

욕지도해양대국

현대마린&스쿠버다이빙

이수한 010-7358-7920

박성용 010-658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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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옥포로 12길 30(옥포동 574-50번지)

남해다이브리조트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통영스쿠버캠프

이천종 010-4524-0300

이종술 010-3816-6055

송준용 010-5327-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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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적길 89-12번지
네이버에서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카페검색

Frog Diving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강사교육수시실시
조종철 010-6642-0445

이용선 017-244-1807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Blog : 거제덕포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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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미조잠수
이현철 010-5385-1241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802-27 대지포(해변)
www.hayaruby.co.kr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9-85
Web : 미조잠수.com
E-mail : milrano04@naver.com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카톡 : frogdiving / 밴드 : 프로그다이빙

진주정수다이빙스쿨

통영잠수기술

산등리조트

허정수 055-747-9713

김태정 010-4113-0844

정의준 010-6212-4050

경남 진주시 유곡죽전길 11
Blog : 거제덕포스쿠버

경남 통영시 멘데해안길87 정량상가 나동 17호(2층)
E-mail : diver10@hanmail.net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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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칡소폭포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삼척

서울
인천

울릉도
울진/영덕

독도

왕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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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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Diving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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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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공항
국내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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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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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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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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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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경비 : 6,500,000원~

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코르테즈해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수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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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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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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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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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July/August | 137

DIVING INSIDE

강릉 사근진 해변 바닷속에 해중공원 완성
스킨스쿠버 전용공간 설치, 인공어초 등 수중경관 조성 사업
강릉 경포해변 북쪽에 위치한 사근진 해변 바닷속에 해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 2015년 9월 본격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80억원을 들여 사근진 바닷속에 해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
진하였다. 이 사업은 해양레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스킨스쿠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 수중관광사업이다.
현재 사근진 앞바다 수심 25∼26m 구간에는 폐어선 2척의 어초
와 환타지아 레저구조물, 각종 인공어초 등이 설치돼 있다. 강릉
시는 여기에 더해 해중경관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사근진 해변의 해안선에서 3㎞ 떨어진 해상 수심 30m에 2470t
급 침선 어초를 추가로 투하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테마가 있는 해중공원을 조성하여 해외로 유
출되는 다이버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항공업계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신

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클럽 마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 이용이 어렵게 되자

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

내린 결정이다.

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

대한항공은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6

적으로 소멸된다.

월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
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
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
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
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항
공은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 기간·재승급 심사 기간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
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
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 소멸되는 마
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
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줄었다. 주
간 운항 횟수도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은 9.5%에 불
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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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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NG INSIDE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제주박물관 6.2. 개수제로 수중발굴 시작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도 확보하면서, 도자기를 싣고 있던 선

김유식)은 2일 개수제(開水祭) 행사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신창

박의 잔해를 찾는 작업들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제2차 공동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한다. 개수

해상교류사 연구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開水祭)는 수중조사 시작을 알리는 제사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후에 진행되는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3월 해녀가 조업 중 발견한 금제장신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선(누리안호)에 승선하는 승무원, 조사원 등 전원

구를 신고하면서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해 4월, 당시 문화재관리

이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사전에 시행하고 출항하였다.

국(문화재청 전신)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하여 금제장신구 2점을 추가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발견하였으며, 1997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도 이 해역을 추가 조사해

제주도의 수중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과

중국 남송 시대 도자기(청자)를 확인하였다.

거 제주 해역에서 발견·신고되었거나 해녀들에 의해 구전되는 지역을

이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9월 신창리 해역에 대한 수중지

중심으로 수중지표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표조사를 통해 남송대 도자기가 분포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했으
며, 2019년에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1차 공동 조사를 실시해 남송 시
대 도자기 437점과 인장 2점, 인장함 1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창리 해역에서 확인된 유물은 대부분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저장성(浙江省) 룽취안요(龍泉窯)에서 생산된 청자들이다. 중국에서 생
산된 도자기들이 다량 확인된 만큼 과거 바닷길을 오가던 국제무역선
이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차 수중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인장 한 점에는 인면(印面)에 ‘삼가 봉한다’는 의미의
‘謹封(근봉)’이라는 명문과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당시 해상
교역 활동의 일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번 2차 수중발굴조에서는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창리 해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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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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울
마포구강남구
토정로14길
논현로
23.26길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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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교육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박준희 강사

피지

변순재 강사

기업담당

김충회 강사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이태영 강사

안준우 강사

강인석 강사

남성우 박사

김주석 강사

DIVING INSIDE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16일 전남 득량만, 경상남도 남해
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하였
다. 같은 해에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모
두 발령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
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
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을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해안 우심해
역에서는 해파리의 대량 발생이 예상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
하였다. 현재 제주~남해안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
였으며, 이번 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영
향으로 전남 및 경남 연안까지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
로 하는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
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여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긴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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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 해양생물 콘텐츠(그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
는 주제로, 그림과 웹툰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그림은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웹툰은 연령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들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우수작은 해수부 장관상, 해양환경
공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공모 작품이 나오기까지 도
움을 준 선생님들에게도 ‘우수지도자상’을 함께 시상한다. 수상작은 정부청사, 주요
기차역 등에서 특별전시 될 예정이다.
공모는 6월 8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알림공간의 해양생물콘텐
츠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마감은 9월 29일이다. 별도의 응모료는 없으나 작품 발송
과 반환에 드는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다. 한편,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은 2014년에
처음 시작해 매회 2천 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는 등 호응이 뜨겁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생물과 해
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작품을 통해 우리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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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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환경의 미래, 내가 그린다!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
meis.go.kr)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해양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차 해양환
경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간(2021~2030)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의 밑그
림이 될 해양환경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해양환경
관련 여건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양환경 정책 비전과 목표, 중장
기 추진방향 등을 담아 올해 12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
여 이번 종합계획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해양환
경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해양환경에 관
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각종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하반기에
개최될 ‘해양환경종합계획안 공청회’ 초청장을 발송하여 현장에서도 직접 의
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는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증정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 해양환경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성 있으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통해 ▲ 육상기인 오
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 ▲ 해양생태계 건
강성 유지·보전 ▲ 기후친화적 해양환경 관리 강화 ▲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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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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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
하1층 126호

에버레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30-8 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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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그래비티

다이브컴퍼니

마린파크다이브센터

김영준 (서울)

이상호 (서울)

박진만 (서울)

W: zerogdive.com
E: zerogdive@naver.com
T: 010-913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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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63 위너스빌딩 1 동 7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9-2번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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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트래블

SCUBAble (스쿠버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5-13번지 건창빌딩 2층

니모만세 (NemoViva)

윤종엽 (서울)

조인호 (서울)

양재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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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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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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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5, 그린빌딩 2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엔비다이버스

MDI Scuba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정회승 (서울)

박형철 (서울)

강정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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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pollo5036ok@naver.com
T: 02-400-5036
010-3706-5036
카톡 : apollo50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5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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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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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IE)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23일(일)
장소 : 제주도

남애스쿠버리조트

FLEX DIVING CENTER

BK&72 다이브

김정미 (강원)

박진석 (강원도 춘천)

김병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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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ttps://cafe.naver.com/
flexdivingcenter
E: health7525@naver.com
T: 010-5366-6188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39번길 2

E : bkdive@naver.com
T : 010-2388-7997
YouTube 채널 :
BKCD의 스쿠버교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1-29
성훈빌딩 7층

고다이빙

다이나믹보홀&고프로다이브

스쿠버인포

임용우 (경기)

홍찬정 (경기)

이윤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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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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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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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스쿠버아카데미

해피다이버스

CC 다이버스

윤재준 (경기)

이지우 (경기)

위영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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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appydivers.co.kr
E: happydivers7789@naver.com
T: 031-216-0288
010-481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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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B동 908-909호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넵튠다이브센터

스쿠버인포-대전

해양생물연구소

박금옥 (대전)

김한진 (대전)

정대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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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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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marinebiolab.kr
E: bigcaptain@naver.com
T: 010-9090-2332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8, B102호(도룡동 39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2층

다이버스 (DIVUS)

다이빙플러스

팬다스쿠바

유상규 (대전)

최영민(충북/대전)

이현석 (대구)

W: blog.naver.com/divus22151
E: divus22151@naver.com
T: 010-3365-4271

W: divingplus.co.kr
E: youngmin4u@naver.com
T: 010-5466-330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로39번길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2번길 8-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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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조이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81-2

굿다이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마이다이버스

김동한 (제주/서귀포)

정혜영 (제주/서귀포)

김재신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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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divers.co.kr
E: yryryt@naver.com
T: 064-783-9630
010-8795-55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북3길 14-28

예그리나 씨앤스카이

아우라리조트

PRODIVERS (Saipan, Korea)

정지안 (보라카이)

문운식 (푸에르토갈레라)

이석기 (사이판)

W: yegrinadive.com
T: 070-7715-6921
카톡아이디: travisch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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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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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사: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 26, 302호
보라카이 : Station 1, Boracay,
Philippines

엘시엘로 다이브 리조트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다이브랩

강창호 (두마게티)

전유봉 (세부, 날루수안)

한덕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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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nalusuanislandresort.net
E: ligerjeon@naver.com
T: 010-8966-0103

Elcielo dive resort,Masaplod
Norte,Dauin,Philippines.

Nalusuan Island Resort &
Marine Sanctuary, Cordova,
Cebu 6017
Kakao : aqua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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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다이브

이지다이브리조트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이상원 (세부)

안장원 (세부)

박제이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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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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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PER DIVE, INC.

블루워터다이브

장태한 (보홀)

김민혁 (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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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waterdive.com
E: mrgomc@gmail.com
T: 070-4845-7773
+63 917-670-1258
Blue Water Dive Resort,
Alona Beach Rd., Danao,
Panglao 6340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다이브 센터
아쿠아마린

다이브트리

니모만세 (NemoViva)

한민주 (서울)

김용진 (서울)

양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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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종혜빌딩 3층 www.NemoViva.com
02-387-5538/010-5526-5538

고다이빙

해피다이버스

남애스쿠버리조트

임용우 (경기)

이지우 (경기)

김정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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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B동 908-909호
031-216-0288/010-3318-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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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다스쿠바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아쿠아스쿠바

이현석 (대구)

강정훈 (인천)

송태민 (제주/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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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면화순해안로106번길 13-7
070-4634-3332/010-8618-3923
경기센터 : SEA U Dive센터 031-907-3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9번지

다이나믹보홀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예그리나 씨앤스카이

홍찬정 (보홀)

전유봉 (세부)

정지안 (보라카이)

Purok5 barangay, tangnan, panglao, Bohol,
Philippines 카카오채널 : 다이나믹보홀
070-4110-3060 www.dynamicbohol.com

Nalusuan Island Resort & Marine Sanctuary,
Cordova, Cebu 6017
010-8966-0103, 카톡채널 : nalusuan
www.nalusuanislandresort.net

서울본사 :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 26, 302호
070-7715-6921, 카톡 아이디 travischong2
보라카이 : Station 1, Boracay, Philippines

PADI다이브 숍 또는프리다이버 센터에 연락하시거나 padi.co.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 PADI 2020.

다이버 리더가 되다
PADI 다이브마스터가 되세요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
전세계 어디서든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전파하세요.
다이빙 액티비티를 감독하고 트레이닝을 도와주며 다른
다이버를 리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를 시작하세요.
PADI
BLOG

© PADI 2020.

더 자세한 정보는 padi.co.kr 이나 PADI 다이브 숍을 방문하세요.

자세히 보기

© Charlie Fenwick - Big Bubble Dive

© PADI 2020.

심장충격기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
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심정지-무호흡 또
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
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
약 주위에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심
장충격기를 함께 요청한다.

전원켜기
심장충격기(AED)
전원을 켠다.

✚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
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
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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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
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
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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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
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
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
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
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
(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
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회복

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
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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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
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
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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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0년 6월 26~28일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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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다이브 센터”에서 2020년 6월 26~2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코지 다이브(S-27811)

이번 강사 시험에는 양민, 김강현, 신문철, 이창일, 홍승균, 남경석, 이윤화,

대표 : 이한나루

하태윤, 권미연, 문형식, 권써니, 안보영, 이상협, 김현지, 박현옥, 이장용, 최

주소 : 제주 서귀포시 남성로 128번길 1-3

종갑, 김재현, 김현승, 천송현, 정상원, 손현주, 김근태, 김용진 총 24명의 강

전화 : 010-3302-3763

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오션 라인(S-27788)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

대표 : 이종국

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435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전화 : 010-6285-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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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다이브(S-27782)

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대표 : 이경원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솔동산로 10번길 39-1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

전화 : 010-9399-0096

이브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프리다이빙 센터
서울 프리 다이빙 아카데미 센터(S-27800)
대표 : 현승한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로89 광명빌딩 502호
전화 : 010-8951-8249

EFR 센터
옐로우 서브마린(S-24311)
대표 : 이창기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18
전화 : 010-3547-4679
테이크의 스킨스쿠버(S-27120)
대표 : 곽주성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4
전화 : 010-4605-0970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테이크의 스킨스쿠버(S-27120)
대표 : 곽주성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4
전화 : 010-4605-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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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고 다이브 나잇&친구와 함께 다이빙하세요!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수
면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주
로의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보존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
별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함께 수
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한정판 PADI 멀티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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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또는 PADI 네임택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PADI 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웨비나 2020년 3분기 – 한국어
일시 : 2020년 7월 22일(목)
참가 신청 :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7577218819505598224
개별 안내 이메일 또는 padiprossouth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23일(일)
장소 : 제주도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일시 : 추후 공고
장소 : 서울

Mares의 신뢰와 명성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 김진관 (jimmy.kim@padi.com.au)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마레스서울

일시 : 2020년 7월 18일(토요일)

www.maresseoul.com

문의 :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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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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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Instructor Trainer Workshop)
일정: 2021년 1월 14일(목) ~ 21일(목)
장소: 미정(용인 한화리조트 또는 제주)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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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망고 다이브

dive.tech.korea@gmail.com

www.dive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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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068001266
63)9063813015
www.divex.co.kr
kjc1793@naver.com
카톡:techasia

부산

필리핀 사방

필리핀 아닐라오

하상훈/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김근철/더킹 다이브 리조트

강재철/DiveX scuba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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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Y.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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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KOREA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

경기도 소방학교 ERDI 응급구난 다이빙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2020년 5월 7일(목)~14일(목)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

SDI.TDI.ERDI.PFI는 2020년 6월 15일(월)~20일(토)까지 5박 6일간 경기도 소

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SDI.TDI.ERDI.PFI의 강사 트레이너는 항상 전문

방학교에서 응급구난 다이빙 강사 과정을 실시하였다.

가적인 품위와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이들

응급구난 다이빙이란 공공안전 다이빙과 같은 의미로,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의 모범이 된다.

다이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다이빙 분야이다.
응급구난 다이버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보다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가진 환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경에서 다이빙을 수행하게 되며 그에 따라 다이빙 수행의 위험 부담 또한 커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지게 된다. ERDI 응급구난 다이빙 과정은 그러한 상황 하에 다이빙 작업을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수행해야 하는 응급구난 다이빙 팀과 다이버를 위해 다이빙 작업 수행 뿐만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아니라 전후의 안전 절차와 수칙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이번 경기도 소방학교 ERDI 응급구난 다이빙 강사 과정은 총 12명의 소방관

5. 강사 평가관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 보유)이 참가하였다..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이번 트레이너 과정에는
김기현 강사(엑스트림), 이원석 강사(고스트다이버팀)
2명의 강사가 참가하였다.
SDI.TDI.ERDI.PF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ISCP 시스템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
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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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SDI.TDI 14기 장학생 강사 과정

SDI 스쿠빌리티(Scubility)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7월 20일(월)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에서 스쿠빌리
티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SDI.TDI.ERDI.PFI는 한국 다이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스쿠빌리티는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이 스쿠버(Scuba)교육 과정을

장학생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Scubility)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로 SDI 장애

장학생 강사 과정은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13기 과정까지 진행되어

인 다이빙 과정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이다.

왔으며, 많은 장학생 강사가 배출되었으며, 출신 대학, 소셜 미디어, 국내/외

장애인 스쿠버다이빙은 이미 봉사와 체험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산업의 한

리조트, 교육 협회, 여행사, 장비 업체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수많은 장애인 다이
버가 활동하고 있다.
SDI에는 다음과 같은 스쿠빌리티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과정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과정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과정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과정
• 스쿠빌리티 강사 과정
SDI 스쿠빌리티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070-88066273)로 연락하기 바란다.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공군 ERDI 응급구난 다이빙 과정

1. 스포츠 다이빙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3. 강사 교재 및 교육 관련 패키지 지원

SDI.TDI.ERDI.PFI는 9월 19일(토)~25일(금)까지 ERD I, II, 텐더 그리고 ERDI
슈퍼바이저 및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세계 유일의 국제 공

지원자격

공안전 교육기관으로, ERDI 교육 과정은 미국의 911, 경찰, 해양경찰 등에서

1. 2020년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재학생(만 18세 이상)

공식 과정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의 소방과 군의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가

2.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기관의 다이브마스터 등급 소지자(또는 과정 개시

되었다. ERDI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070-8806-6273)로 연락

전까지 취득 예정자)
3.	국제 공인 기관의 유효한 CPR, 응급처치(First Aid), 산소공급자 - 장학생
과정 중 교육/취득 가능
4. 다양환 환경과 수심에서의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교육 일정 및 장소
1. 교육 일정(개방수역 포함) : 7월 9일(목)~17일(금)
2. 교육 장소 :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070-8806-6273)
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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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바란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1년 1월 14일(목)~21일(목)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

이너 과정(ITW)을 실시한다.

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SDI.TDI.ERDI.PFI강사 트레이너 교육은 쉽지 않다. 이미 수많은 다이빙을 하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070-8806-6273)로

고, 제자들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이너 교육을 겪으며 다시 태어

연락하기 바란다.

난다. 진정한 전문가는 바로 이런 수많은 역경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다. 그
렇기에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들은 어디서도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세
를 잃지 않으며 여유가 있고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업에 대한 열
정으로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이빙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SDI.TDI.ERDI.PFI
트레이너 교육은 그 대답을 제시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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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5.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SDI.TDI.ERDI.PF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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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AC KOREA
대학생 강사 교육 참가자 모집

강사 과정 평가

대학생 강사교육이 올해도 하반기에 개최된다. BSAC Korea는 매년 대학생

오는 10월 8~11일까지 포항 아쿠벨에서 강사 과정 평가를 실시한다.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고 참신한 강사들의 배출을 늘릴 수

• 기간 : 2020년 10월 8~11일

있도록 하였다. 평가를 포함한 전

• 장소 : 포항 아쿠아벨

체 일정은 7월 13~21일까지이다.
참가 신청을 위한 안내
①	혜택 : 교재비, 교육비, 평가비
등 무료(체재비 별도)
② 기간 : 7월 13~21일까지
③ 문의 : T. 1899-0231
④	참가 후보자 선정은 서류 전형
후 총 10명을 선정하여 선착순
마감한다.

강사/센터 재등록 안내

하반기 BSAC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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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재등록 기간 : 8월 1~31일

2020~2021 강사 및 센터 등록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 8월 8~9일

• 기간 : 2020년 8월 1~31일까지

• 사이드마운트 : 8월 15~16일

• 장소 : BSAC Korea 본부

• 나이트록스 블랜딩 : 9월 19~20일

• 비용 : 센터등록신청서 및 강사등록신청서 상의 해당사항 확인 요망

• 강사 과정 평가 : 10월 8~11일

• 서류제출 : Fax : 031-282-0180 l e-mail : bsackoreahq@naver.com

• 가속감압절차 : 10월 10~11일, 10월 17~18일
• 프리다이빙 레벨 4 : 11월 6~8일

국외여행인솔실무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최윤근·김시원/324쪽/20,000원
• 국외여행인솔자란?
• 국외여행인솔자의 기본지식
• 공항 및 출입국수속
• 출장준비업무
• 출국업무
• 탑승 및 기내업무
• 입국업무
• 현지행사 진행업무
• 귀국업무
• 위기관리 업무
• 부록

임형택│352p│20,000원
관광·호텔 마케팅 이해 : 마케팅 개념 /
마케팅 환경 / 소비자행동 분석 / 마케팅 정보
관광·호텔 마케팅 기본전략 : 마케팅 전략
수립과 평가 / STP 마케팅 전략
관광·호텔 마케팅믹스 전략 : 상품관리 전략 /
가격관리 전략 / 유통관리 전략 / 촉진관리 전략
관광·호텔 마케팅 요소 : 서비스 마케팅 /
내부 및 관계마케팅 / 관광마케팅 전망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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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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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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SE-PDIC ASIA & 서울YMCA 2020년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i-CoAST) 공동주관

SE-PDIC & DQI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강사 워크숍
2020년, SE-PDIC 국제본부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쉽 프로그램으로

SE-PDIC 한국본부와 서울YMCA에

DQI(deepquest institute)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딥퀘스트

서는 i-CoAST(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

인스티튜트는 세계기록 챔피언, 피핀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란시스코 페

런스)가 주최하는 2020년 컨퍼런스에

레라스가 설립하였다. 이에 SE-PDIC&DQI 한국 본부에서는 Regional

“수상수중안전융복합기술” 분야의 특

HQ(headquarters)로서 아시아 및 국내 지역의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활성

별세션으로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화를 위하여 강사 워크숍을 시행한다.

수상·수중·안전 관련 연구자 및 지

• 일시 : 2020년 8월 20(목)~21일(금)

도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 장소 : SE-PDIC 아시아&코리아 본부 / 사직실내수영장

랍니다.

참여분야 : 해양공학, 정책, 해양안전,
해양생물, 수상안전, 레저잠수, 산업잠
수, 수중안전 등
문의 : 010-4440-1339
www.i-coast.org

SE-PDIC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20 스킨스쿠버&수중안전 과정 강습회 개최
SE-PDIC 한국본부에서는 8월 10~14일, 그리고 8월 24~28일까지, 2회에
걸쳐 80명의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스
킨스쿠버&수중안전 과정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기술습득과 해양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보급하고 수

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중안전에 대한 의식 조성을 목적으로 과정을 개최한다.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코스
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SE-PDIC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강사
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육운영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0년 7~8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심폐소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SE-PDIC 강사트레이너(ITT) & 신규 리더쉽 및
교환 과정 강습회 개최

• 일정 : 7월 29일(수)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교

First Aid & CPR 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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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 7월 30(목)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과정(주말반)

수 있다.

• 일정 : 7월 18일(토)~8월 2일(일) 09:00~18:00

• 일시 : 2020년 8월 17(월)~28일(금)

•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강의실, 수영장

•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참가신청 : 010-4440-1339

•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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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화

TRIMIXITT
010-3724-5865

김영삼

Technical IT
010-3205-1803

서일민

Adv. EANx IT
010-8969-0880

오현식

Adv. EANx IT
010-5327-4579

이홍석

Adv. EANx IT
010-8988-0254

정철희

Adv. EANx IT
010-3466-4434

강덕권

Adv. EANx IT
010-9611-1699

김정숙

Technical IT
010-4325-3618

서재환

Adv. EANx IT
010-2860-8091

유근목

Technical IT
010-9109-2802

이효진

Adv. EANx IT
010-4900-9332

최임호

Adv. EANx IT
010-9221-9899

강신영

Adv. EANx IT
010-9221-2443

김창환

Technical IT
010-3008-4739

송한준

Adv. EANx IT
010-5225-3182

이민호

Adv. EANx IT
010-8967-8283

임형진

Adv. EANx IT
010-6640-3405

한승곤

Adv. EANx IT
010-3376-7078

강영철

Adv. EANx IT
010-5332-4982

김흥래

Adv. EANx IT
010-7380-0078

심재호

Adv. EANx IT
010-5317-8748

이원교

Adv. EANx IT
010-3542-5288

정근남

Technical IT
010-5403-4529

황영민

Technical IT
010-3121-6748

고석태

Technical IT
010-6774-2408

문성원

Adv. EANx IT
010-3099-1128

안승철

TRIMIX IT
010-2797-1381

이춘근

Adv. EANx IT
010-7139-0528

정영환

Adv. EANx IT
010-2564-5656

황영석

Technical IT
010-7556-3624

김강태

Technical IT
010-3111-0705

박진수

Adv. EANx IT
010-2591-1969

오현석

Adv. EANx IT
010-6215-1005

이호석

Adv. EANx IT
010-6354-0559

정용락

Adv. EANx IT
010-22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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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2020년 개해제

여름 캠프

5월 9일(토) 강원도 해원 다이브 리조트에서 실시하였다. 매년 4월초에 실

7월 31일~8월 10일까지 제주도 금능에서 여름 캠프를 실시한다. 기간 중에

시하던 개해제를 코로나19로 5월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수온도 많이 올라가

8월 3~6일까지 테크니컬 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 밖의 기온도 따뜻하여 많은 멤버가 참석하였다. 앞으로 개해제를 5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에 실시하려던 개해제는 비로 인하여 오전에 다이빙
을 2회 실시하고 점심식사 후에 실시하였다. 개해제를 마친 후에는 에센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에세셜 세미나에서는 레벨 1, 2, 3 각 과정의 내용 기
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008년 개해제에 수중에 넣어놓은 와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포인트 좌표를 잊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2012년 쯤
에 와인을 찾아서 시음한 적이 있는데 콜크를 통해서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서 매우 짠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만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어드밴스드 난파선(Advanced Wreck) 다이버 및 강사 과정
7월 6~9일까지 강릉 사천 해원리조트에서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실
시한다. 올 5월 7일 강릉시에서 러시아 트롤 어선 스텔라호를 인공어초로
개조하여 넣었다. 스텔라호는 2470톤 강철선으로 길이 62미터로 배는 잘
안착된 상태이고, 침몰 후에 위치이동 및 추가 작업으로 개방을 미루다 정
리를 마치고 끝나지 않은 항해(UNFINISHED VOYAGE)라는 제목으로 많은
다이버를 기다리고 있다. 배의 최대 수심 30미터로 레저다이버 및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위치이다. IANTD 난파선 과정은 난파선 스페
셜티, 어드밴스드 난파선, 테크니컬 난파선 으로 나누어지는데, 난파선 스
페셜티 과정은 레저 다이빙 장비를 가지고 외부에서 배를 둘러보는 과정이
고,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은 더블실린더 또는 사이드마운트를 이용하여

강사 트레이너 과정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으로 4일간 과정으로 실시된다. 테크니컬 난파선 과

7월 13~18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제주도 금능에서 실시한다. 이번

정은 수심이 깊은 지역에 감압 및 내부 지역이 복잡한 대형 침몰선에 진입

참가 대상으로는 IANTD 강사중에서 인증증 발급이 100장 이상으로 경험

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스텔라호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동안

이 풍부한 강사중에 3명을 선발하여 실시하며, 기존의 강사 트레이너들도

수빅 및 축에서 어드밴스드 난파선 과정을 실시하였는데 이제는 강릉에서

참석 가능하다.

실시할 수 있게 되어 IANTD는 이번 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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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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
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
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그 편리함의 이면
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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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 마케팅 이해 : 마케팅 개념 / 마케팅 환경 /
소비자행동 분석 / 마케팅 정보
관광·호텔 마케팅 기본전략 : 마케팅 전략 수립과 평가 /
STP 마케팅 전략
관광·호텔 마케팅믹스 전략 : 상품관리 전략 / 가격관리 전략 /
유통관리 전략 / 촉진관리 전략
관광·호텔 마케팅 요소 : 서비스 마케팅 / 내부 및 관계마케팅 /
관광마케팅 전망
임형택/352p/20,000원

2020 July/August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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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