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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수중 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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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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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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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과정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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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CD DIVE CENT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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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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호 통권 200호
Bi-Monthly Dive Magazine「scuba diver」
2020 November / December (VOL.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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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규 Donggyu Kim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김미영 Miyoung Kim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일러스트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김병용 ByeongYong Kim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교정 교열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박은성 Eunsung Park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수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자문위원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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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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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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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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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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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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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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DITOR’S COLUMN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scuba diver』

지령 200호를 발간하며…
글 구자광 / 발행인

『scuba diver』란 제호로 1987년 9월에 창간호를 낸 이래, 오늘 비로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 지령 2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햇수로는 만 32년이 넘었습니다.

종이 매체의 기능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 스쿠바다이빙계의 강산도 벌써

단편적으로 넘쳐나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전달되

세 번은 변한 셈입니다.

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매체인 잡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단언컨대, 이것이

1986년에는 아시안경기가 개최되었고, 1987년에는 서울올림픽을

바로 격월간 『scuba diver』 잡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시기에 전국적으로 신문, 잡지가 창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쿠바다이빙계에는 최초로 스포츠 전문잡지인

앞으로도 격월간 『scuba diver』지는 한국 다이빙계의 장기적인 전

격월간 『scuba diver』 잡지가 창간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망과 정책대안들을 모색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이
빙계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전문지로서 다이버들에게

격월간 『scuba diver』은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우리 다이빙계의 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심있는 현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라지는 현안을 지속적으
로 이슈화하여 스쿠바다이빙 관련 정보를 업계 종사자들과 일반 다

격월간 『scuba diver』지는 한국 스쿠바다이빙계 역사의 산증인입니

이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다이빙에 대한 인식을

다. 따라서 격월간 『scuba diver』 잡지의 소명의식은 스쿠바다이빙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

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다이빙계의 소중한 소식지로 가

니다. 현재 격월간 『scuba diver』는 스쿠바다이빙계에서 가장 오랜

꾸는 것입니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스쿠바다이빙계 발전을 위해

세월 독자들과 같이 호흡한 전통있는 전문잡지가 되었습니다.

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왔고, 앞으로
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격월간 『scuba diver』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구독자의 격
려와 관심, 기고가들의 헌신적인 투고, 본지의 임직원들의 노고가

지금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하여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격월간 『scuba diver』 잡지는 존재하지 않았

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이 어둡고

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지면을 통해 격월간 『scuba diver』 지령 200

긴 터널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호에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 역시 청년시절부터 30년 넘게 스쿠바다이빙을 즐기며 관련분
야의 정보를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은 본지의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
다만, 필자에겐 아직도 격월간 『scuba diver』 잡지를 만드는 일이
무한한 책임감으로 인해 버거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32년
이 넘는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격월간 『scuba diver』 지의 애독자들
의 관심과 식지 않는 응원이 있었기에 지령 200호라는 높은 고지까
지 성큼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창간호(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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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00호(2020년)

지령 200호
1987~2020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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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이민정

금상

김성호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이상훈

은상

양승철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전준희

동상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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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민경호, 이상훈, 이효정, 전준희, 최다은바다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가나다 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0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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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

엠팩다이브
•권장 소비자 가격 : 80,000원
•요철 맞물림 특허 방수기술 및
고급 TPU소재를 이용하여 완벽 방수

동상

•수심 200미터 방수 인증 IPX8 최고방수등급

25L DRYBAG

•스마트폰 수중 터치 심도(물속 깊이)

• 권장 소비자 가격 : 59,000원

40미터 내외까지 가능
•스마트폰 수압시험
100미터/1시간 테스트 통과

• 제품크기 : 61cm × 41cm × 14cm

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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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이민정
실키샤크 (Silky Shark)
NIKON D750, f/6.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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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상훈
감태숲과 자리돔무리
NIKON D7200

f/13, 1/125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전준희
모자반과 치어무리
SONY DSC-RX100M5

f/5.6,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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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성호
파일피쉬 (Filefish)
NIKON D800E, f/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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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양승철
유생단계의 넙치
(Flounder of Laval Stage)
NIKON D5, f/14, 1/125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강현주
회초리 산호의 새우
(Gorgonina Commensal Shrimp)
OLYMPUS TG-4, f/6.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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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정인

입선 민경호

입선 이상훈

입선 전준희

입선 최다은바다

입선 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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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모전

제 30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제30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20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20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연말 공모전)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부분

응모조건

• 광각부문
• 접사부문 (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마감일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작품 제출처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응모란
• 웹하드 (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 작품의 잡티 제거, 색상 보정, 크롭핑, 기울기 조정 등의 기본적인
포토샵 보정은 허용합니다.
•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 당선작은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기
간 내 고화질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당선작은 수상이 취소됩니다.

참고
• 올해는 시상식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 내년에는 시상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상자 발표

• 다이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장비를 바닥에 끌거나 핀킥으로 모래를 일으킬 때)

• 입상작은 본지 2021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수중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몸을 부풀리는 복어, 먹물을 쏘는 문어나 오징어 등)

시상내역

• 수중생물을 변칙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 수중생물에게 인공적인 음식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 수중생물을 접촉하는 행위(해마의 꼬리, 산호의 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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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1

상금 100만 원과 상패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금상

2

상금 7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은상

2

상금 5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동상

2

상금 3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December
있습니다. 31
2020
Nov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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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소개

Catch me if you Can : a pair of Giant frogfish chasing each other, Reunion Island
할 수 있다면 나를 잡아봐라 : 서로 쫓아다니는 거대한 프로그피쉬 한 쌍, 레위니옹섬

The Herd :
Bumphead Parrotfish and Jacks, Sipadan
무리들 : 범프헤드 패롯피쉬와 잭피쉬, 시파단

Whirlpool : School of juvenile bigeyes, Reunion Island
소용돌이 : 어린 빅아이의 무리, 레위니옹섬

Cedric Peneau

France

I was born in Paris, France, on May 11th 1974. Like all French kids in the 80s I grew
up watching Cousteau's adventures on TV every Sunday afternoon, but it was not
until the age of 30 that I had the chance to try scuba diving. I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it and since then I have dived in various places, become an instructor and moved
to Reunion Island where I have lived since 2006. I started underwater photography in
2007 with compact cameras and upgraded to DSLR in 2011. I like all kind of shots,
macro, wide angle and especially cetaceans in the blue.
cedricpeneau@yahoo.fr
https://www.flickr.com/photos/penti/
https://www.facebook.com/Pentispics

1974년 5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80년대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들처럼 일요일
오후마다 TV에서 쿠스토의 모험을 보면서 자랐다. 30세가 되어서야 스쿠버다이빙을 하
게 되었고 깊이 빠져들었다. 그 이후로 여러 곳에서 다이빙을 하고 강사가 되어 2006년
부터 지금 살고 있는 레위니옹 섬으로 이사를 했다. 2007년부터 소형카메라로 수중촬
영을 시작하여 2011년 DSLR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접사, 광각, 특히 수중의 고래 등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사진촬영을 즐긴다.

Future Mom : Goby watching its eggs on a tunicate, Lembeh
미래의 엄마 : 유령멍게에서 알을 지키는 고비, 렘베

Green Dragon : Dragon shrimp, Lembeh
초록 용 : 드래곤쉬림프, 렘베

portfolio

Cedric Peneau

Yellow Submarines :
School of yellow snappers, Radamas
Islands, Madagascar
노란 잠수함 : 노란 스내퍼의 무리,
라다마스제도, 마다가스카르

Flying angel : Manta Ray, Raja Ampat
날아다니는 천사 : 만타레이, 라자암팟

Meeting the Giants : Humpback whale and her calf checking out photographer, Reunion Island
거구와의 만남 : 혹등고래의 어미와 새끼가 사진작가를 만나다, 레위니옹섬

portfolio

Cedric Peneau

Fish Balls :
Schools of Cardinalfish, Reunion Island
피쉬볼 : 카디널피쉬의 무리, 레위니옹섬

Lions : Lionfish and Seafan, Radamas Islands, Madagascar
라이온스 : 라이온피쉬와 부채산호, 라다마스제도, 마다가스카르

portfolio

Cedric Peneau

Feeding Giant : Whale Shark, Nosy Be, Madagascar
식사하는 거구 : 고래상어, 노지베, 마다가스카르

The Pack : Sperm Whales, Mauritius
한 무더기 : 향유고래, 모리셔스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쏨뱅이
쏨뱅이는 최대 크기가 약 30cm 정도인 쏨뱅이목 쏨뱅이아과
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쏜다는 의미로 쏠치라고도 부른다.
몸과 머리는 납작하며 타원형이다. 체색은 진한 황갈색 바탕에
머리 부분은 어둡다. 가슴지느러미는 연한 황갈색 바탕에 끝부
분 중심에 진한 흑갈색 부분이 있고, 흑갈색 부분 안쪽에 테두
리 없이 여러 개의 밝고 둥근 반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서식하
는 장소에 따라 체색이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얕은 연안에 사는
것은 진한 갈색이고, 수심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은 붉은 색
을 띤다. 몸 옆구리에는 불규칙한 흑갈색 가로띠가 5줄이 있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약간 짧다. 머리의 가시는 길고 날카로우며
두 눈 사이는 골이 깊이 패어져 있다. 머리의 등 쪽에는 끝이
뒤로 향한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다. 등지느러미에는 강한 독이
있는 가시가 열두 개인 것으로 구별된다.
이 물고기는 암초가 많은 연안의 바닥에 서식하며, 야행성으로
갑각류, 다모류, 등각류, 작은 물고기류 등을 먹고 산다. 태생이

학명 : Sebastiscus marmoratus
영명 : Marbled rockfish
한글명 : 쏨뱅이, 쏠치

며, 12~4월에 새끼를 낳는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의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이다.

미역치
미역치는 최대 크기가 10cm 정도인 쏨뱅이목 미역치아
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미역 등 해조류가 무성한
암초 사이에 산다하여 미역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몸은 납작하고 거의 비늘이 없다. 머리 앞쪽은 경사가
심하며, 주둥이는 짧다. 등은 회색과 적갈색이 섞여 불
규칙한 무늬로 되어있다. 배는 진한 적색이다. 측선은
등 쪽에 있으며 흰 점으로 나타난다. 머리 부분에 있는
가시는 뾰족하고 앞아가미덮개 뼈에 5개의 가시가 있다.
이 물고기는 해초가 많은 암초지대 또는 진흙과 모래자
갈이 섞인 얕은 해저 또는 잘피밭에 흔하게 발견된다.
바위 위나 해조류에 앉아 있다가 위협을 느끼면 독이 있
는 등지느러미를 세운 채 빠른 속도로 바위틈으로 숨어
든다. 등지느러미에 14~15개의 강한 독가시를 가지고
있다. 산란기는 여름철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 일본 중부 이남에 분포한다.
학명 : Hypodytes rubripinnis
영명 : Tiny stinger
한글명 : 미역치, 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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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기미
쑤기미는 최대 크기가 약 20cm 정도인 쏨뱅이목 쑤기
미아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얼룩얼룩한 무늬 때
문에 흔히 범치라고도 한다.
외형이 험악한 물고기로 몸의 앞부분은 크고 원통형이
며 배가 불룩하다. 입은 작고 비스듬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 눈은 작고, 아래턱이 위턱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몸에는 비늘이 없고 피부는 거칠고 융모상의 피부돌기
들이 많이 나 있다. 체색은 암갈색, 적갈색 또는 노란색
을 띠고 등 쪽과 가슴지느러미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흩
어져 있다. 체색과 반점은 서식장소와 환경에 따라 개체
적 변이가 심하다. 일반적으로 연안에 사는 것은 흑갈색
또는 유백색이고, 약간 깊은 곳에 사는 것은 적색이 짙
고, 심해에 사는 것은 황색을 띠고 있다. 쑤기미의 등지
느러미의 가시에는 강한 독이 있어 찔렸을 경우에는 극
심한 고통이 있다.
이 물고기는 주로 수심 200m 미만인 연안의 모래와 갯
벌 바닥에 서식하며, 연안의 바위틈에 꼼짝 않고 웅크리
고 있다. 새우류, 게류, 갑각류, 물고기류 등을 먹고 산
다. 산란은 6월 하순~7월 중순 사이 바위 위에 알을 낳
는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비롯하여 일본 중부이남, 남
중국해 등에 분포한다.

학명 : Inimicus japonicus
영명 : Devil stinger
한글명 : 쑤기미, 범치

퉁쏠치
퉁쏠치는 크기가 약 20cm 정도인 쏨뱅이목
쑤기미아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스톤피
쉬(Stonefish)라는 영어명은 바위 모양으로 몸
을 숨기는 이들의 습성에서 유래했다.
체형은 굵고 짧으며 머리는 둥글고 크다. 체색
은 붉은색이다. 몸의 가슴 부분은 좌우로 너비
가 두껍고 체고가 높다. 눈이 있는 곳도 좌우
로 오목하게 들어갔다. 체색은 변화가 심하며,
노란색이나 붉은색 무늬가 암갈색과 혼합되어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지느러미와 체색이 비슷
하지만, 꼬리지느러미에는 어두운 색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등지느러미의 가시에
는 강한 독이 있다.
이 물고기는 산호와 암반이 있는 연안의 얕은
암초 바닥에 서식한다. 육식성으로 주로 새우
및 기타 갑각류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우리
나라의 제주도, 일본 중부이남, 서태평양, 인도
학명 : Synanceia verrucosa
영명 : Stone fish, Daruma stinger
한글명 : 퉁쏠치, 왕퉁쏠치

양 동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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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시치
독가시치는 최대 크기가 약 40cm 정도인 농어목 독가
시치과의 바닷물고기이다. 제주도에서는 따치라고 부
른다.
체형은 납작하고 타원형으로 머리와 입은 작고, 눈이
커서 눈이나 입이나 크기가 비슷하다. 꼬리자루는 가늘
다. 체색은 다갈색 또는 녹갈색 바탕에 납작한 타원형
의 작고 흰 점들이 흩어져 있다. 이름처럼 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다.
이 물고기는 해조류가 많은 암반지대에 무리를 지어 서
식하며 주로 해조류를 먹고 산다. 산란기는 7~8월이
며, 알은 동그란 모양으로 무색투명하며, 침성점착란
(서로 붙어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진 알)이다. 우리나라
의 남해, 제주도에 서식하며, 일본 남부, 동중국해, 서태
평양, 인도양 등에도 분포한다.

학명 : Siganus fuscescens
영명 : Mottled spinefoot
한글명 : 독가시치, 따치, 따돔

쏠배감펭
쏠배감펭은 최대 크기가 약 30cm 정도인 쏨뱅이목
양볼락과의 물고기이다.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
가 수사자의 갈기 같다고 해서 영명으로 라이언피쉬
(Lionfish)라 부른다.
체형은 유선형으로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가 길
고 아름답게 보인다. 양턱은 같은 길이이고 아래턱 봉
합부에 혹 모양의 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체색은 연한
붉은색 바탕에 약 20여 개의 흑갈색 가로줄 무늬가 있
고, 무늬의 너비는 각각 다르다. 눈의 아래쪽에도 여
러 개의 줄무늬가 있다. 가슴지느러미는 길고 붉은색
을 띠며 각 지느러미 줄기에는 5~6개의 커다란 흑갈
색 반점이 있다. 위협을 느끼면 긴 지느러미를 세워 자
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한다. 등지느러미에 13개의 무
서운 독가시를 가지고 있어 찔리면 심한 통증이 발생
한다.
이 물고기는 연안의 모래와 암초 지역의 해조류가 많
은 바닥에서 주로 살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는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하여 튀어 오르듯이 이동한다.
먹이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 등이다. 산란기는 8월이
며, 알은 젤라틴에 싸여 덩어리째 바다에 떠다닌다. 분
포지역은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하여 인
도양과 태평양 등이다.
학명 : Pterois lunulata
영명 : Lionfish
한글명 : 쏠배감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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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감펭
쑥감펭은 크기가 약 30cm정도인 쏨뱅이목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이다.
체형은 납작하고 길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등 쪽은 약
간 볼록하고 배 쪽은 거의 반듯하다. 머리 앞부분은 옆
으로 납작하고 너비가 좁으며, 눈은 머리의 등 쪽에 치
우쳐 있고, 눈앞에는 약간 깊은 홈이 있다. 주둥이가 긴
편으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양턱의 주변과 몸에 많
은 피질돌기가 있다. 피질돌기가 감펭류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다. 체색은 주황색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산재
하며, 체색은 서식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지느러미 가시
에 강한 독이 있다.
이 물고기는 15m 수심의 연안의 산호나 암초가 많은 곳
에 단독으로 생활한다. 새우류, 게류, 물고기류 등을 잡
아먹는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남부, 서태평양 등이다.
학명 : Scorpaenopsis cirrosa
영명 : Hairy stingfish, Weedy stingfish
한글명 : 쑥감펭

양태
양태는 크기가 약 50cm 정도인 쏨뱅이목 양태과 바닷물고기이다. 체
형은 옆으로 납작하고 길다. 등은 연한 갈색에 진한 흑갈색 점들이
흩어져 있다. 양태의 등지느러미에 매우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찔릴
경우 독은 없지만 손이 붓고 상당한 통증을 유발한다.
연근해 정착성 어류로서 모래나 진흙 바닥에 주로 서식한다. 갑각류
나 소형절지동물을 주로 먹고 산다. 산란은 5~7월에 연안의 얕은 바
다 모랫바닥에 한다. 우리나라 서해, 남해,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중부이남,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양 등에 분포한다.
학명 : Platycephalus indicus
영명 : Bartail flathead
한글명 : 양태,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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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촬영장비
선택 가이드
글, 사진 조윤희/ (주) 수중영상 대표

컨버전 렌즈 (Conversion Lens)의 선택
컨버전 렌즈란 ?
카메라중에는 촬영용도에 따라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렌즈 교환형 카메라와 카
메라 바디에 렌즈가 고정되어 일체형으로 된 콤팩트 카메라가 있는데, 렌즈 교환
형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을 위해 준비된 렌즈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콤
팩트 카메라는 렌즈가 고정되어 있어 촬영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렌즈
의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렌즈 전면에 장착해 초점거리가 바뀌도록 설계
한 렌즈를 컨버전 렌즈 (Conversion Lens)라고 한다.
컨버전 렌즈는 고정배율로 주로 렌즈가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콤팩트 카메라에

[ 글 싣는 순서 ]
1. 하우징 (Housing)의 선택

서 주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하이브리드 및 DSLR 카메라용 교환렌즈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2. 촬영 목적에 따른 렌즈 (Lens)의 선택

컨버전 렌즈의 종류

3. 스트로보 (Strobe)의 선택

컨버전 렌즈는 먼 거리의 피사체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망원렌즈 (Tele

4. 암 (Arm)의 선택

Conversion Lens), 자연 경관이나 사물을 더 넓은 각도로 촬영할 때 사용하는

5. 촬영용 라이트 (Light)의 선택

광각렌즈 (Wide Angle Conversion Lens), 아주 작은 생물이나 피사체의 일부분

- Continues light와 Target/Focus light
6. 컨버젼 렌즈 (Conversion lens)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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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 촬영하는 접사렌즈 (Macro Conversion Lens), 그리고, 초광각 촬영이
가능한 어안 렌즈 (Fisheye Conversion Lens)로 나눌 수 있으며, 수중촬영에서
는 광각렌즈, 접사렌즈 (클로즈업 렌즈)와 어안렌즈가 주로 사용된다.

콤팩트 카메라의 필수 아이템

아주 작은 생물도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1cm 정도의 정말 작은 피사체를

처음 수중촬영을 시작하면 보다 좀더 나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다양한

화면 가득 담고 싶을 때나 피사체의 일부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하고 싶을 때

아이템을 갖추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법이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사용자

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 컨버전 렌즈이다.

이런 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크로 컨버전 렌즈이다. 이 렌

이 렌즈들의 장점인, 수중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선택 사용할 수 있다는

즈는 클로즈업 렌즈 또는 접사렌즈라고도 하며 콤팩트 카메라 하우징 포트

점을 DSLR 카메라 사용자와 비교하면 한 번의 다이빙에서 두 영역의 다양

의 전면에 장착하여 더 작은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이 렌즈를

한 피사체를 관찰하고, 촬영기회를 얻을 확률이 두 배로 높다는 것이다. 이

사용하면 돋보기로 확대한 것처럼 피사체의 표정을 살린 생동감 넘치는 사

런 이점을 살려 추가로 스트로보까지 사용한다면 더욱 업그레이드된 수중사

진을 얻을 수 있다.

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시판되고 있는 클로즈업 렌즈에는 각각의 렌즈마다 0.75, 1, 1.5, 3, 5
배의 배율이 있다. 사용하는 렌즈의 배율이 커질수록 작은 피사체를 크게 찍
을 수 있지만 최단촬영거리가 짧아지고, 피사계 심도가 얕아져 약간의 손 떨

마크로 컨버전 렌즈
최근에 판매되는 콤팩트 카메라는 추가 보조렌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은

림이나 피사체의 움직임으로도 촬영이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는 매크로모드가 있어 누디브랜치나 새우, 게와 같이

클로즈업 렌즈로 최단촬영거리를 줄여 보다 가까이에서 화면이 꽉 차도록 피사체를
촬영한다. 피사체의 표정까지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INON
UCL-67-M67
Macro Lens
* 줌 배율이 10배, 20배의 카메라 보다 3~5배의 카메라가 수중촬영에 사용되는 이
유는 줌 배율이 큰 렌즈로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크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
지만 수중에서는 피사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수중 부유물의 영향과 빛이 닿지
않아 화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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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컨버전 렌즈와 돔포트
수중촬영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콤팩트 카메라에 내장된 줌렌즈의 초점거리
는 24, 28, 35mm 전후에 줌 배율이 3~5배*의 카메라로 일반적으로 광각에
서 망원까지 커버하는 렌즈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
상에서의 이야기이고, 수중에서는 초점거리가 빛의 굴절율 약 1.34배를 곱
한 값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와이드 렌즈로 분류되는 초점거리
35mm의 렌즈도 35x1.34=약47mm가 되어 표준렌즈 50mm에 속하게 된다.
초점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화각이 좁아진다는 것으로 줌 렌즈의 망원 쪽
을 사용한 접사촬영에는 다소 효과가 있지만, 넓은 경관을 촬영하려면 내장
렌즈만으로는 부족하게 된다.
동일한 범위를 찍는 경우에 카메라에 고정된 렌즈의 광각쪽을 사용해 촬영
한 것보다 화각을 더 넓힐 수 있는 와이드 컨버전 렌즈를 사용하면 큰 피사
체도 더 가까이 다가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클로즈업 렌즈와 마찬가지로 와이드 컨버전 렌즈는 하우징 포트 앞면에 장
착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초점거리 15mm급의 수
중 화각 약 100도 전후까지 화각을 넓힐 수 있고 돔포트를 사용하면 약150
도의 화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중촬영에 빠뜨릴 수 없는
아이템이 와이드 컨버전 렌즈와 돔포트이다.
또, 수륙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 다이빙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육상의 넓은 경관을 찍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INON UWL-95 C24 M67
Wide lens

INON Dome Lens Unit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라도 와이드 컨버전렌즈를 사용하여,
소프트 코랄이나 물고기 무리를 생동감있고 깊이감있게 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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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아이 컨버전 렌즈
피쉬아이 렌즈는 모양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돌출되었다고 해서 어안렌즈
라고 불리는데 화면 대각선으로 180도 (어떤 모델들은 그 이상의 화각을 가
지고 있다)의 화각을 가진 이 초광각 렌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속임수의 수
단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표현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가장 넓은 화
각의 렌즈이다.
이 렌즈에는 원형(circular) 어안렌즈와 대각선(diagonal) 어안렌즈가 있는
데, 원형 어안렌즈는 완전한 180도 화각을 가지고 있고, 선들이 극단적으로
휘어져 화면의 중앙부에 원형 이미지를 만드는 아주 독특한 효과 때문에 수
중사진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각선 어안렌즈는 화면의 가장자리의 선들과 원근감의 왜곡을 의도
적으로 이용하는 렌즈로 피사체를 강조하거나 과장된 원근감으로 대상물들
의 상대적인 크기를 왜곡시켜서 시각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익숙한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왜곡효과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보는 사람이
곧 싫증을 느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컨버전 렌즈와 외부 스트로보를 사용하면
화면 전체에 골고루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콤팩트 타입의 디지털카메라는 렌즈와 마찬가지로 스트로보도 내장되어 있
어 이 카메라를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하우징들은 대부분 카메라
내장 스트로보를 수중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컨버전
수중 최대각 165도의 광각렌즈.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다면 이 내장 스트로보만으로 촬영이 가능하

렌즈 바로 앞의 피사체에도 초

지만, 클로즈업 렌즈나 와이드 컨버전 렌즈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외부 스트

점을 맞출 수 있어 와이드매크

로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로 촬영이 가능.

그 이유는 내장 스트로보의 위치가 렌즈 주위에 있기 때문에 컨버전 렌즈
를 카메라 렌즈 앞에 장착하면, 내장 스트로보의 발광부를 가려 내장 스트
INON UFL165AD
Fisheye Lens

로보의 빛이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정상적으로 화면전체에 고르게 조사
되지 않기 때문이다.

컨버전 렌즈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➊ 컨버전 렌즈는 INON, Fisheye, Olympus, Sea&Sea, 등 많은 메이커에
서 생산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선택 포인트의 1순위는 자신의 카메라에 사

수중 최대각 150도의 어안렌즈. 일반
적인 광각 렌즈와 달리 카메라의 줌
이 약 80mm(35mm 판 환산)의 위치
에서 사용하며, 렌즈 앞 0cm에서 초

용할 수 있는 렌즈이고,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렌즈의 마운

점을 맞출 수 있어 작은 피사체를 화

트와 하우징 포트의 마운트가 다르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 마운트 변환

면 가득 넣으면서 배경도 찍는 수 있

장치(스텝 업(다운) 링)을 사용해 마운트의 구경을 물리적으로 맞춰 장착한

고 원상어안렌즈 (Circular fisheye

다고 해도 콤팩트 카메라의 줌렌즈는 초점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

lens)처럼 상이 원형으로 표현되는

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렌즈와 호환 사용할 수 있는 컨버전 렌즈인지 확인

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INON
UFL-M150 ZM80

하고 사용해야 한다.
➋ 컨버전 렌즈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왜곡 현상 중 하나가 색수차*1인데,
색수차 현상은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컨버전 렌
즈를 장착하였을 때 많이 발생한다. 다양한 콤팩트 카메라 렌즈와 컨버전
렌즈를 완벽하게 일치하는 설계를 할 수 없고, 고가의 저분산 렌즈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면 조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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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➌ 카메라의 구조에 맞게 설계된 기본 렌즈 앞에 추가로 하우징과 컨버전
렌즈를 장착하여 촬영하는 것이므로 포커싱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
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보통 렌즈의 위쪽 주변에 AF보조광 센서가 있는데
하우징에 컨버전 렌즈를 장착하면 보조광이 가려 AF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➍ 장착하여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차와 왜곡, 화질이 저하되는 경우
를 미리 알아 두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촬영이 가능
할 것이다.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➊ 사용 하우징, 촬영 거리, 화각 등의 촬영 조건에 따라 내장 플래시 빛을
사용하면 비네팅*2이 발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 스트로브나 라이트의 사
용이 필요하다.
➋ 클로즈업 렌즈는 줌 망원 쪽에서 최대 배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➌ 일반적으로 클로즈업 렌즈는 카메라의 최단 촬영거리를 짧게(마스터 렌
즈의 합성 초점 거리를 짧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가까이 다가가야 피사체
를 확대해 찍을 수 있는 반면, 멀리 있는 피사체에는 초점을 맞출 수 없다.
➍ 클로즈업 렌즈를 여러 장 겹쳐 사용하면 줌 와이드 측에서 비네팅이 발
생할 수 있고, 최단 촬영 거리가 짧아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➎ 배율이 높은 컨버전 렌즈는 크기와 무게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촬영
시 무게 중심도 렌즈부분으로 쏠려 안정된 촬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와이드 렌즈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➊ 사용 하우징, 촬영 거리, 화각 등의 촬영 조건에 따라 내장 플래시 빛에
의한 비네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연광으로 촬영하고, 카메라 내장 플래시를 발광 금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➋ 광각 컨버전 렌즈는 카메라의 줌 위치가 최대 광각으로 설정하여 사용
할 때 최적의 화질 및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구경의 차
이로 이미지의 주변부가 검게 가려지는 비네팅 현상이 발생하면 카메라의
줌 위치를 화각이 좁아지게 조절해 촬영하거나, 촬영 후 비네팅을 크롭해서
사용한다.
➌ 광각 컨버전 렌즈 장착 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왜곡은 주변부 화질 저
하 현상이다. 중앙부에 비해 주변부 화질이 흐릿하게 표현되는 것과 같은
화질저하가 생길 수 있다
➍ 보다 넓은 화각을 커버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주변부가 볼록하
게 휘어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광각 촬영은 볼록한 렌즈면을 모
두 사용하므로 이미지의 주변부에 피사체가 휘어져 보이는 것이며, 이 현상

수중사진은 접근이 키워드
수중사진과 육상사진의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물이 존재
한다는 것이고, 수중사진을 찍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피사체와 거리가 멀어
질수록 선명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투명도가 뛰어난 바다라도 육상과 비교하면 투명도는 현격히 떨어
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부유물이 빛을 차단하여 색이 바랜 듯이 보이고 윤
곽도 흐릿해 진다. 따라서 깨끗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피사체에
접근하여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의 물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렌즈를
사용해도 수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는 없으며
보정 처리를 해도 효과는 크지 않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수중사진을 찍으려면 피사체에 접근하라는 원칙은
불변이다.

*1 색수차 : 광축에 평행하지 않은 빛이 렌즈로 들어간 경우에 파장이 짧은 빛일
수록 광축에 접근한 점에서 초점이 생기게 된다. 그 결과 색의 번짐이나 뿌옇게
되고 상이 종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배율 색수차라 한다.
*2 비네팅 : 사진 촬영시 주변부의 광량 저하로 이미지의 모서리나 외곽 부분이

을 구면수차*3라고 한다. 특히 근접한 거리의 촬영인 피쉬아이 마크로 촬영

어두워지거나 검게 가려지는 현상을 비네팅 현상이라고 한다.

시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경우에

*3 구면수차 : 렌즈가 구면(球面)인 관계로 중심부로 입사한 빛과 주변부로 입

는 약간 거리를 두고 촬영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사한 빛이 한 곳에 맺지 못하고 상이 흐려지는 현상을 구면수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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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Four
Seasons

Jeju
of

Underwater

제주도의
수중 4계
글, 사진 구자광
50 |

2020 November/December | 51

제주도 다이빙의 환경
우리나라 최고의 스쿠바다이빙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 위치한 문

제주도의 월평균 기온과 수온

섬이다. 제주도 문섬을 대표하는 수지맨드라미 연산호 (Carnation coral) 군

1월

락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깊은 수심으로 가면 수지맨드라미들의 크

기온

6.6

기가 2m 이상 되는 것도 만날 수 있다. 제주도 바닷속엔 한국산 산호충류

수온

14.1

2월

7.1

3월

4월

10.1 14.4

5월

6월

(서귀포 기준, 단위 : ℃)
10월

11월

18.1 21.3 25.3 26.6 23.4 18.8

7월

8월

13.7

8.9

17.9

15.4

13.1 13.4 14.5 16.0 18.5 22.2 24.8

9월

23.1 20.3

12월

132종 중 92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문섬에는 연산호 종류뿐만 아니라 크기,
모양, 색상도 다양하여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이빙 방법

이곳에는 수지맨드라미뿐만 아니라 해송 (White Coral), 진총산호류도 심심

제주도는 많은 다이빙리조트와 다이빙센터가 성업 중에 있다. 제주도에서

치 않게 볼 수 있다. 형형색색의 연산호 군락사이에는 쏨벵이, 주걱치, 달고

는 여러 형태의 다이빙이 가능하다. 비치다이빙을 비롯하여 보트다이빙은

기, 세줄얼게비늘, 샛별돔, 흰동가리, 자리돔, 줄도화돔, 복어 등의 크고 작

물론이고 제주도 특유의 섬비치다이빙을 할 수 있다.

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감태와 모자반 군락을 비
롯하여 멸치, 전갱이나 자리돔의 무리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열대 생물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열
대 및 열대 생물로는 쥐돔, 철갑둥어, 가시복, 거북복, 노랑거북복, 파란고리
문어, 쏠베감펭, 아홉동가리, 여덟동가리, 호박돔, 청줄돔, 범돔 등이다.

1.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2. 해양수산부 해중경관지구
3.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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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문섬 바로 옆에 위치한 ‘새끼섬’에
도착한다. 이곳은 파식대가 형성되어 있어 다이버들이 장비를 내려 준비하
고, 입출수하기에 적합하며 여기서 하는 다이빙을 섬비치다이빙이라 한다.

추자도
관탈도
어영
애월

제주공항
제주시

중엄

제주항

우도

다이빙사이트

비양도

제주도는 우리나라 스쿠버다이빙 지역의 메카로

성산포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 범섬, 섭섬을 비롯하여
형제섬, 우도, 비양도 등의 여러 아름다운 해저가 있어

차귀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법환항
보목항
무릉
가파도
마라도

섭지코지

전 지역이 다이빙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순
송악산 형제섬

문섬 섶섬

표선
남원

지귀도

범섬
서건도 외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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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봄 : 4~5월

Spring

:봄

•비교적 추운 시기이다 (평균수온 14.5~16.0℃).
•드라이슈트가 필요하다.
•특히 무성한 모자반과 줄도화돔을 볼 수 있다.
•가시수지맨드라미산호,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등의
보호종이 산재해 있다.
•자리돔, 호박돔, 범돔, 꽃돔 (Cherry Anthias),
솔베감펭, 청황문절, 금강바리 등 어류
•철갑둥어(Pineconefish)는 작은 홈통에서 주로 발견
•미역치, 베도라치, 갯민숭달팽이 등의 작은 피사체들
•난파선, 수중아치, 암반 풍광

철갑둥어 (양승철)

모자반과 연산호(양승철)

학명 : Sargassum fulvellum
영명 : Sargassum
한글명 : 모자반

모자반은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갈조류 중 하나로 짙은 황갈색을
띄고 있다. 쟁반처럼 생긴 뿌리로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수 미터(m)
까지 자라며 긴 줄기에서 세모꼴의 곁가지를 내어 물 위에 뜬다.
모자반은 한국의 연안에서 해중림을 이루는 대표적인 생물이다. 모
자반이 무성한 곳은 각종 연안동물들이 먹이를 얻거나 산란하기에
적합하여 환경보존과 어업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해안선을 따라 암
반지대에서 군집하며 주로 겨울철에 많이 자란다.
베도라치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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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항 비치포인트의 양미리 떼

연산호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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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여름 : 7~9월

Summer

: 여름

•가장 따뜻한 시기이다 (평균수온 22.2~24.8℃).
•5mm 슈트가 필요하다.
•문어와 오징어 산란, 줄도화돔의 구내보육을 볼 수 있다.
•여름이면 꽃우산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등의
해파리가 나타난다.
•가시수지맨드라미산호,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등의
보호종이 산재해 있다.
•자리돔, 호박돔, 범돔, 꽃돔 (Cherry Anthias),
솔베감펭, 청황문절, 금강바리 등 어류
•철갑둥어(Pineconefish)는 작은 홈통에서 주로 발견
•미역치, 베도라치, 갯민숭달팽이 등의 작은 피사체들
•난파선, 수중아치, 암반 풍광
꽃우산해파리 (황윤태)
줄도화돔의 구내보육 (황윤태)

노무라입깃해파리 (김인회)

수중아치 (정희철)

학명 : Dendronephthya spinulosa
한글명 : 가시수지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는 우산형 군체를 이루는 대형
산호이다. 성체의 기둥은 굵고 길며, 가지들은 넓
게 펼쳐 있어 관부의 전체 모양이 불규칙하고, 가
지 끝에 폴립이 달려있다. 전체적으로 관부는 자
적색, 줄기는 백색, 가지들은 분홍빛이 도는 백색,
폴립 덩어리는 보랏빛이 도는 적색이다.
수심 10~50m 암벽이나 암반에 서식한다. 제주도
에서는 2m가 넘는 개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인도양, 중국해 등지에
분포한다.
참고 가시 같은 폴립이 달려 있는 군체의 수지
(樹枝, 나뭇가지) 겉모양이 맨드라미와 흡사하여
“수지맨드라미”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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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수지맨드라미 (황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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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가을 : 10~11월
•비교적 따뜻한 시기이다 (평균수온 17.9~20.3℃).

Fall

: 가을
가시수지맨드라미와 범돔

•5mm 슈트 + 후드베스트가 필요하다.
•시야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멸치, 전갱이, 자리돔 등의 무리를 볼 수 있다.
•가시수지맨드라미산호,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등의
보호종이 산재해 있다.
•자리돔, 호박돔, 범돔, 꽃돔 (Cherry Anthias),
솔베감펭, 청황문절, 금강바리 등 어류
•철갑둥어(Pineconefish)는 작은 홈통에서 주로 발견
•미역치, 베도라치, 갯민숭달팽이 등의 작은 피사체들
•난파선, 수중아치, 암반 풍광

육동가리돔(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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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화돔무리(한영원)

꽃돔

금강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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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겨울 : 12~4월

Winter

: 겨울

•가장 추운 시기이다 (평균수온 13.1~14.5℃).
•드라이슈트가 필요하다.
•모자반, 감태 군락
•방어 무리
•달고기(John dory)는 산란기(3~5월)에 많이 발견된다.
•가시수지맨드라미산호,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등의 보호종이 산재해 있다.
•자리돔, 호박돔, 범돔, 꽃돔 (Cherry Anthias),
솔베감펭, 청황문절, 금강바리 등 어류
•철갑둥어(Pineconefish)는 작은 홈통에서
주로 발견
•미역치, 베도라치, 갯민숭달팽이 등의
작은 피사체들
•난파선, 수중아치, 암반 풍광

문섬 난파선 (김건석)

솔베감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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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돔 (양승철)

긴가지해송 (황윤태)

학명 : Myriopathes lata
한글명 : 긴가지해송

긴가지해송은 전체적인 외형이 소나무 모양으로 군체
의 크기가 보통 70cm 내외이고, 폭은 이보다 다소 좁
은 60cm 정도이다. 아주 큰 것은 2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색상은 백색에서 진갈색까지 다양하다. 몸체는
빽빽하게 가지를 치고 군체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일반
적인 해송보다 두껍다. 가느다란 엽상체들이 양쪽으로
분지된 잔가지들과 긴가지들로 형성되고, 일반적인 해
송에 비해 가시 모양은 더 곧고 끝이 덜 둔하다.
수심 10~100m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보통은 20~50m 범위에서 주로 서식한다. 암벽이
나 암반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등에 분포하는 동북아시아 고
유종이다.
국제적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멸
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달고기 (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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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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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ulawesi,
Indonesia
Text & Photos Nus Lobbu
번역 편집부

2020 November/December | 63

”
o
d
a
n
a
M
a
“Marijo K
Come to Manado
마나도로 오세요

During the Pandemic COVID-19,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North Sulawesi never stopped promoting tourism in North Sulawesi-especially diving!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술라웨시 주정부는 북술라웨시의 관광,
특히 다이빙에 관한 홍보를 중단하지 않았다.

Betlehem (which is considered by many to be “ Better then Lembeh”)
New Bunaken is a new tourist/diving destination located in South

has the same critters, “ shawn the sheep” Costasiella and butterfly

Minahasa, west of Manado City and directly facing Manado Tua Island.

Cyerce nigricans sea slugs, nudibranch, frogfish, rhinopias,, a variety of

New Bunaken은 Manado City 서쪽의 South Minahasa에 위치한 새로운

octopus (wonderpus, mimic, hairy and blue ring have all been spotted

관광 및 다이빙 지역이며, Manado Tua 섬을 마주하고 있다.

here), and many of your favorite shrimp (tiger, bumblebee, tozeuma)
and crabs, Lembeh sea dragon, and many, many, many more!

This exciting new dive area is beautiful, with a good colorful

Betlehem (많은 사람들이 "Lembeh보다 낫다"로 간주 됨)은 다음과 같

combination of soft coral, hard coral and some schools of fish. It is a

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shawn the sheep" Costasiella와 butterfly

great spot for macro photography with a high density and variety of

Cyerce nigricans sea slugs, nudibranch, frogfish, rhinopias, 다양한

critters.

octopus(wonderpus, mimic, hairy, blue ring이 여기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곳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다이빙 지역으로 아름답고 연산호, 경산호 및

리고 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다양한 쉬림프 (tiger, bumblebee, tozeuma)

몇몇 물고기 무리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와 크랩들, 렘베 씨드래곤 (Lembeh sea dragon) 등이 넘쳐난다.

매크로 사진촬영에도 최적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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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awesi, an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was held which
was sponsored by the North Sulawesi Provincial Government,
with participants from all over Indonesia and several foreign
residents. The opening of the photo contest was attended by the
Governor of North Sulawesi, Mr. Olly Dodokambey
지난 9월 초에는 북술라웨시주 56주년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역
의 참가자들과 여러 외국인 체류자들과 함께 북술라웨시 지방정
부가 후원하는 수중사진대회가 열렸다. 사진콘테스트의 개막식
에는 North Sulawesi 주지사인 Mr. Olly Dodokambey께서 참
석했다.

The competition was very tough because the best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their respective regions. Judged by
professionals, and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s
각 분야의 최고수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우승자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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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above competitions are selected from the best in

assisted by Mrs. Dina Tenda from tourism department and several

the category. And it must be admitted that many talented Underwater

famous dive masters who were also member of this committee.

photographers in Indonesia have not been exposed. So, by conducting

이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마나도의 다이빙 선구자 중에 한 명인

this competition, hidden talents can be explored and developed to

Katiman Herlambang 씨가 관광 부서의 Mrs. Dina Tenda와 이 위원회의

promote tourism in their respective regions

위원이기도 한 몇몇 유명한 다이브마스터의 도움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출

수중사진대회의 결과물은 해당 부문에서 최고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재능있는 많은 수중사진작가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하

Hopefully by holding this event, tourism in North Sulawesi, especially

여 각 지역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Manado, will grow even more rapidly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북술라웨시, 특히 마나도의 관광이 더욱 발전하

This event was very successful, in which Mr. Katiman Herlambang, one
of the diving pioneers in Manado, became the head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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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란다.

How to get there 가는 방법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Fly in to Manado and take a car for about 1.5 – 2 hours ride
마나도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5~2시간 소요된다.

Currency 통화
All transaction in the area must use local currency, Rupiah (Rp)
해당 지역의 모든 거래는 현지 통화인 루피아 (Rp)를 사용한다.

Best Time to come 성수기
•N
 ovember–March, usually rain so visibility might be low, but still good
for Macro subject

Manado

11~3월에는 일반적으로 비가 내려 시야가 떨어지지만 매크로 피사체 촬영은
가능하다.

•A
 pril–October is dry season and usually visibility is good this time
4~10월은 건기이며, 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가 좋다.

Language 언어
Bahasa Indonesia
Manado Dialect
English – widely spoken in Hotel/Resort and in tourists area

Bulo 2

New Bunaken

Bethlehem(Poopoh) 1
Bethlehem(Poopoh) 2
Bethlehem(Poopoh) 3
Emma Point

Malcom

Dragon

Titoi 1

Tambala

Rumah Ikan

Where to stay 숙박
There are few accommodations available along the coasts

Borgo

Circus 3
Circus 2
Circus 1

City Extra

Batas Kota

Bulo 1

Mutiara

Titoi 2

해안을 따라 많은 숙박시설이 있다.

• Tasik Ria Resort

• Janji Laut Resort

• D’Mangatasik Vila

www.tasikria.com
Email : info@tasikria.com
Telp : +6282188184141

www.janjilaut.com
Email : contact@janjilaut.com
Telp : +628114340949

Email : katiman-herlambang@gmail.com
Telp : +628134047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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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X-MISSION EVOLUTION

₩ 3,180,000

X-Mission은 모든 영역의 테크니컬 다이버, 그리고 여행 친화적인 패키지로 유연성과 내구성의 최상의 조합을 원하는 레

(주) 우정사

크리에이션 다이버 모두에게 이상적인 드라이 슈트입니다. 이 혁신적인 드라이 슈트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
해 동굴 테크니컬 다이버 팀과 협력하여 설계하였고, 특수 제작된 최첨단 소재와 제작 방법을 사용합니다. X-Mission은
모든 드라이 슈트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평가된 소재를 사용하여 수중과 수면에서의 움직임에 적합하며, 여행용으로 쉽
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 소재 : 매우 유연한 신형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는 내구성이 뛰어남.
• 무게 : 395gr/sqm.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줌
•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와 오프셋 지퍼의 지퍼 덥게는
드라이 지퍼와 외부 덥게 사이의 접촉을 피하게 함
• 발열 시스템용 강화 패치 포함
• 내구성 강화를 위한 허리 M-PADZ 보강 패널
• 드라이 슈트 뒷면에 조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로
완벽한 착용감을 제공
• 내구성을 위해 내부 직물에 2중 원단의 강화된 피 (pee) 밸브 패치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 (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구성
• 이중 지퍼
• 목씰 : 라텍스, 손목씰: 실리콘
• 확장 가능한 포켓 2개
• 텍 부츠 기본 작창
• 4점식 멜빵
• 드라이슈트 가방
• 7mm 네오프렌 후드
WOMENS (Red)

MENS (Red)

WOMENS (Black)

TRILAM TECH DRY

MENS (Black)

₩ 2,380,000

독점적으로 설계된 Trilaminate 소재를 사용합니다. 앞지퍼는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유연합니다. 모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준비가 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위한 실용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 소재 : 독점적으로 설계된 부틸 Trilaminate 소재로 제작 (내구성 강한
폴리에스테르·부틸·폴리에스테르 3중 구조)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목씰 : 라텍스, 손목씰 : 라텍스
• 확장 가능한 포켓 2개

• 로우 프로파일 밸브와 드라이 지퍼

• 텍 부츠 기본 작창

•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몸통과 신축성 있는 가랑이 스트랩은 앞쪽에 퀵 릴리즈 버클과

• 3점식 멜빵

뒤쪽에 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됨
• 3포인트 멜빵 포함
• BARE 특유의 엠보싱 처리된 M-PADZ 무릎 보호 패드와 2mm 네오프렌 덧댐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 (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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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방수 지퍼

• 드라이슈트 가방
• 7mm 네오프렌 후드

EXPEDITION HD2 TECH DRY

₩ 3,480,000

Expedition 시리즈 슈트는 X-Mission과 유사한 컷 앤 핏으로 가장 내구성이 높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다이빙을 위해 두께를 최소화하고 수중에서의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
켜 내구성 있는 기능으로써 이 슈트를 강화했습니다. 소재 등급은 시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랫동안 착용
할 수 있는 슈트 중 하나이며, 단순화된 심 구조는 슈트의 내구성과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 소재 : 가볍고 유연하며 튼튼한 NYLON과 CORDURA 패브릭의 독점적인 조화는 드라이 슈트 수명을
연장시키고 전체적인 슈트 내구성을 향상. 하단 소매, 가랑이/엉덩이 및 하단 다리를 추가로 보호하는
CORDURA RipStop 패브릭.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보호용 지퍼 플립이 장착된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줌
•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몸통과 신축성 있는 가랑이 스트랩은 앞쪽에 퀵 릴리즈 버클과 뒤쪽에 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됨
•M
 -PADZ 무릎 보호
•T
 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포함
•5
 개의 번지 코드 (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구성
• 이중 지퍼
•목씰 : 라텍스, 손목씰: 실리콘
•확장 가능한 포켓 2개
•텍 부츠 기본 작창
•4점식 멜빵
•드라이슈트 가방
•7mm 네오프렌 후드

Red

Black

SB SYSTEM MID LAYER VEST

₩ 190,000

• 소재 :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 압축 저항성 플리스. 독점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드라이 슈트 아래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플리스 원단입니다. 압축 방지 플리스는 열 장벽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내피”의
필요성을 줄여서 “두꺼운” 내피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 높은 4방향 스트레치 플리스
• 높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 호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WOMENS

MENS

• 양쪽 지퍼 포켓
• 더 춥거나 긴 다이빙에서 추가 코어 보온력을 위해 완벽한 레이어

SB SYSTEM MID LAYER BOOT LINER

₩ 74,000

• 소재 :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 피부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호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 빠른 건조 기술 포함
• 피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평한 바느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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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SYSTEM MID LAYER

TOP ₩ 240,000 / RANT ₩ 240,000

고급 스트레치 통기성 압축 방지 플리스는 대량의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깊이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 소재 :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압
 축 저항성 플리스. 독점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드라이 슈트 아래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플리스
원단입니다. 압축 방지 플리스는 열 장벽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내피”의 필요성을 줄여서 “두꺼운” 내피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높
 은 4방향 스트레치 플리스는 내피 형태에 적합하고 두꺼운 내피로 인한 추가 웨이트 요건을 줄임
•높
 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호
 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빠
 른 건조 기술 포함
•박
 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적
 은 부피와 엄지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중
 요품 보관을 위한 지퍼식 스트레치 포켓
•끈
 이 달린 신축성있는 허리 밴드가 상의의 움직임을 잡아줌
•피
 밸브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의 지퍼가 아래로 닫힘 (남자용)
WOMENS

SB SYSTEM MID LAYER FULL

MENS

₩ 400,000

다이빙을 위한 특별한 원단 및 디자인 기능을 갖춘, 이 미드 레이어는 드라이 슈트에 완벽한 레이어링
내피입니다. 통기성, 내압축성의 고급 플리스는 대량의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
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 소재 :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압
 축 저항성 플리스. 독점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드라이 슈트 아래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플리스
원단입니다. 압축 방지 플리스는 열 장벽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내피”의 필요성을 줄여서 “두꺼운” 내피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높
 은 4방향 스트레치 플리스는 내피 형태에 적합하고 두꺼운 내피로 인한 추가 웨이트 요건을 줄임
•높
 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호
 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박
 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목
 씰 아래 부피를 없애기 위해 지퍼 목 부분을 열림 형태로 디자인
•적
 은 부피와 엄지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중
 요품 보관을 위한 왼쪽 허리에 지퍼식 스트레치 포켓

WOMENS

MENS

ULTRAWARMTH GLOVE

ULTRAWORMTH BOOT

5mm ₩ 76,000 / 3mm ₩ 68,000

5mm ₩ 99,000

•E
 LASTEK 풀 스트레치 및 적외선

• 5mm 네오프렌과 적외선 보온 기술이 적용된

보온 기술 원단
•4
 패널 디자인은 이음새 수를
줄임으로 전반적인 신축성을 향상
•글
 라이드 스킨 원단은 물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
• 3D 손바닥 프린팅은 내구성 및
그립력을 향상
• 이중 접착 및 블라인드 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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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원단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발목 부분은
3mm ELASTEK 네오프렌
• 내구성과 안정성 향상을위한 견고한 밑창
• 넓고 튼튼한 지퍼
• 튼튼하게 덧댄 발가락 부분 및 발뒤꿈치 부분
• 스트랩 움직임을 방지하기위한 핀 탭
• 이중 접착 및 블라인드 스티치

ULTRAWARMTH BASE LAYER
TOP ₩ 130,000 / RANT ₩ 110,000
전체 적외선 보온 기술 (Omnired Infrared Thermal Technology)를 특징으로하는
Ultrawarmth Base Layers로 얼음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FDA에 의해 보온성 의료 기기
로 승인) Ultrawarmth는 따뜻하게 밀봉하고 열 보호 장벽을 생성하여 다이버가 가장 냉혹한
모험을 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고급 신축성, 통기성 직물은 몸
에서 수분을 배출하여 피부 근처에 건조한 구역을 생성하며 수분은 더 큰 표면에 분산되어
빠르게 증발합니다. Ultrawarmth 보호 기능으로 모든 다이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소재 : 전체 적외선 스트레치 플리스 원단 Omnired Infrared stretch fleece
• 전체

적외선 스트레치 플리스는 부드러운 레이어링을 위해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Microban 사의 냄새 제어 기능과 탁월한 보온성, 습기 흡수 성능을 제공
• 수면에서

드라이 슈트를 벗을 때 빠르게 건조됨
• 높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 적은

부피와 엄지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남성

바지는 피부에 편안함을 주기위해 부드러운 탄성 허리 밴드 장착
• 여성

바지는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허리 끈 디자인
WOMENS

MENS

HI-LOFT POLARWEAR
EXTREME ₩ 510,000
이 내피는 hi-Loft Thinsulate 원단으로 극도로 차가운 수온의 다이빙에 적합

•소재 : 매우 부드러운 RipStop 나일론 외피와 Hi-Loft THINSULATE (250g/m2)가 충전된 내피

CT200 POLAWEAR
EXTREME ₩ 450,000

•긴 앞지퍼 (남성용 편리한 “2방향” 지퍼, 여성을 위한 뒷 지퍼 포함)

이 내피는 가장 추운 환경에서의 다이빙을 위해, 적은 부피로 극도로

•편안한 움직임을 위한 HYDROSTRETCH 패널과 등 아래쪽 LUMBARE-X-TENDER 패널 원단

효율적인 충전을 위해 압축된 Thinsulate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합니다. 만약 추위를 빨리 느끼는 다이버라면 이 내피는 완벽하게 다이버를 지
켜줍니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손목과 목 부분의 니트 원단
• 소재 : 매우 부드러운 RipStop 나일론

•양쪽 핸드 포켓

외피와 B200 THINSULATE TM

•엄지 고리와 다리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210g/m2)가 충전된 내피

•밸브 위치에 맞게 공기와 습기 배출을 위한 구멍

• 긴 앞지퍼 (남성용 편리한 “2방향” 지퍼)

•관절 형태의 무릎 디자인

• 편안한 움직임을 위한
HYDROSTRETCH 패널과 등 아래쪽
LUMBARE-X-TENDER 패널 원단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손목과 목 부분의
니트 원단
• 양쪽 핸드 포켓
• 엄지 고리와 다리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밸브 위치에 맞게 공기와 습기 배출을
위한 구멍
• 관절 형태의 무릎 디자인

WOMENS

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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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First
Quarter
Waxing
Gibbous

Waxing
Cresent

Suns
Rays
Full
Moon

New
Moon
Waxing
Gibbous

Waxing
Cresent

Last
Quarter

음력과 다이빙
Lunar calendar and Diving
글, 그림 구자광

음력(Lunar calendar)
음력과 달의 주기
달은 지구 둘레를 돌고,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돈다.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을 이룰 때를 삭망(syzygy)이라고 한다. 즉 지구를 기준으로 달과 태양이
정반대에 놓이는 때를 망(望)이라고 하고, 보름(full moon)이다. 지구 쪽을

사리
그믐달

간조

음력달 말일
만조

삭일

망일

초승달

보름달

음력 1일

음력 15일

향한 달의 반면이 햇빛을 반사해 둥글게 보이는 순간을 보름달이라고 한다.
또한 지구를 기준으로 달과 태양이 같은 쪽에 놓이는 때를 삭(朔)이라고 하
고, 그믐(new moon)이다. 그믐달은 보름달의 반대로서 가장 작아진 달을
말한다.

하현달

삭망은 지구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될 때 나타나며, 매달 두 번씩 발생한
만조

다. 이때 지구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증가하여 해수의 고조위(만
조)가 높아지고 저조위(간조)가 낮아진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서로 반대편에 일직선으로 위치한 시기로 음력

간조

보름이라고 한다. 이때는 태양과 달의 황경(황도에서 겉보기 천체의 위치)
차가 180°가 된다. 지구 쪽을 향한 달의 반면이 햇빛에 반사되어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런 상태를 망(full moon)이라고 하고, 이 날을 음력에서는 보름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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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달

조금

음력 29일에서 30일 사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태양과 달, 지구

날짜로 보름날은 음력으로 매월 15일이지만 실제 둥근 보름달이 뜨는 것은

의 순서로 위치하게 될 때, 지구 쪽을 향한 달 표면은 태양에서 온 빛을 반

음력 16일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을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를

도는 공전 주기는 대략 29.5일로 음력 15일이 완전한 중간이 아니기 때문이

삭(new moon)이라고 하고 이 날을 음력에서는 그믐이라고 한다.

다. 물리적으로 가장 둥근 보름달, 즉 망(full moon)은 음력 17일에 생기기도
한다.

완전한 보름달은 항상 음력 15일인가?
삭을 벗어난 달은 초승달과 상현달(오른쪽이 보이는 반달)을 거쳐 만월을
거치고, 하현달(왼쪽이 보이는 반달)과 초승달을 지나 다시 삭으로 돌아온
다. 달의 위상이 망에서 망까지 또는 삭에서 삭까지 되는 시간, 즉 달이 태

한국 달력

세계 달력

New moon (1일)

2019.12.26

2019.12.26

Full moon (15일)

2020.01.09

2020.01.11

양을 기준으로 지구 주위를 1공전하는 주기를 삭망월이라 하며, 그 주기는

세계 각 지역의 정확한 달의 위상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 웹에 접속하면 알

29.53059일이 된다. 따라서 달력상의 음력 보름은 달의 위상에서의 망과 반

수 있다.

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timeanddate http://www.timeanddate.com/

조석(Tide)과 물때(Tide time)
달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조석(tide)은 지구중심과 지표면에 미치는 달의

달

중력장 세기의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이 효과 때문에 해수는 달을 직접 마
주보는 부분과 달의 반대편에 있는 지표면 부분에 모이게 되며,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빠져나가 줄어지게 된다. 지표면상에 물이 모이는 지역은

만조(High tide, 고조)

달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러한 달의 위치 변화는 지구의 자전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운동에 의해 일어난다.

달 방향(Sublunary)

조석 현상은 지구, 달, 태양 등의 상대 위치에 따른 기조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상승, 하강하는 운동을 말한다. 조류는 조석 현상에 의해 수평방
향의 해수의 운동으로 해수면이 높아져 바다물이 해안에 밀려들어오는 밀물

간조(Low tide, 저조)

지구

(flow tide, 들물, 창조류)과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쓸려
나가는 썰물(ebb tide, 날물, 낙조류)이 있다. 조석 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
루 중에서 가장 높아진 상태를 만조(high tide, 고조)라고 하고, 바다에서 조

달 반대방향(Antipodal)

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간조(low tide, 저조)라고 한다.
조석 주기(period of tide)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

만조(High tide, 고조)

지의 시간으로, 약 12시간 25분이 걸린다. 따라서 만조와 간조는 각각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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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회씩 일어나기 때문에 24시간 50분이 걸리는 셈이므로 날마다 50분가

의 유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조류(tidal current)라고 한다. 예를 들

량 늦어진다. 이것은 지구가 하루 1회 자전하는 동안 달이 동쪽으로 약 13°

면 어떤 지점에서 조류는 간조시부터 만조시까지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

공전하기 때문으로, 달이 다음날 동일한 위치로 오기 위해서는 지구가 50분

가 만조시부터 간조시까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며, 만조시 및 간조시에 각

정도 더 자전해야 하고, 이에 조석도 날마다 약 50분씩 늦어지게 된다.

각 조류의 방향이 바뀐다. 또 어떤 장소에서는 만조 및 간조 후에 약간의 시

한반도 서해안의 경우 만조와 간조가 하루 2회씩 나타나지만 지구상의 다

간이 경과한 후에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또한 어떤 장소에서는 만조시 및

른 지역들은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2회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달의

간조시에 유속이 최대로 되고 만조 및 간조 후 약 3시간이 지나서 방향이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적도면은 일치하지 않는다. 달이 있는 방향으로 해수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서해에서 볼 수 있다.

가 분포하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므로 위도에 따라 조석 현상

조차와 조류의 최강 유속과의 비율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조차가 크더라도

이 달리 나타난다.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차인 조차는 장소와 시간에

조류가 아주 미약한 곳이 있는가하면 조차가 그다지 크지 않는데도 조류가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평균 20cm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m가

강한 장소도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에서는 조차가 클수록 조류의 유속도

넘는 경우도 있다.

크다.

물때(tide time)는 해수의 수평운동을 조류의 강약위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류는 주기적이며 각 지역의 조석표에 의해 쉽게 알 수 있고 이것은 방향

편의상 1물에서 15물(조금)로 정하고 음력 한 달을 15일 주기로 구분한 것이

과 속도의 변화주기가 조석표와 일치한다. 물 흐름이 정체된 상태에서 3시

다. 1물에서 7물(한사리)까지 점차 물이 빨라지고 조서간만의 차가 커진다.

간 지난 후가 가장 흐름이 강하고 이어서 점차 약해지다가 약 6시간 후엔

8물에서 15물(한조금)까지는 물이 느려지고 조서간만의 차가 점차 줄어든

정체가 되었다가 다시 흐름이 시작되어 약 9시간 후 다시 흐름이 강한 때가

다. 물때의 본래 뜻은 조류의 세기를 숫자로 등급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

되는 형식을 반복한다. 이런 주기를 반일주조(semidinural)라 한다. 또 이 흐

석현상의 총체적인 파악이 물때이다. 물때는 양력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 음

름은 대양에서는 약하나 연안이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은 매우 강하다.

력으로만 표현된다. 물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한국 해안의 경우에 본류(main stream)는 남해안에서는 들물(밀물)은 서쪽

물때표란 조석현상을 수평운동인 조류의 강약을 파악하여 음력 한 달을 2

으로, 날물(썰물)은 동쪽으로 흐르며, 서해안에서 들물 때 북쪽으로, 날물

등분하여 15간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때는 남쪽으로 흐르며, 동해안은 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지류(tributary)는

다음 예의 물때표는 서해쪽 물때표이고, 7물을 사리로 보지 않고, 6물을 사

지형에 따라 조류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리로 보고, 14물을 조금으로 보는 전통적인 물때표이다.
물때표
물때 7물 8물 9물 10물 11물 12물 13물
음력
날짜

14물
6물
15물 1물 2물 3물 4물 5물
(조금)
(사리)

1

2

3

4

5

6

7

8

16

17

18

19

20

21 22

23

15
(보름)
30
24 25 26 27 28 29
(그믐)
9

10

11

12

13

14

사리(대조, spring tide)인 보름(음력 15일)이나 그믐(음력 30일)을 지나 1~2
일 후가 물 흐름이 강하고 해면이 가장 높아질 때이다. 조금(소조, neap
tide)인 상현(음력 7~8일)이나 하현(음력 21~22일)을 지나 1~2일 후가 물
밀물 방향

흐름이 약하고 해면이 가장 낮아질 때이다.

썰물 방향

조석의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면 이에 수반하여 해수

음력과 다이빙

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 조류의 방향 및 세기가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바다속에서 수중생물은 해수면의 높이나 해수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

음력과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

는다. 먹이활동, 메이팅(교미), 산란, 이동 등의 물고기 활동은 더 그러하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 속에 잠겨있던 수중 바위

즉, 물고기의 활동은 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부나

가 해수면 위에 나타나 점점 그 모습이 커진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수면 위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는데 음력 날짜에 맞추어 활동을 한다.

에 보였던 바위가 바다 속으로 점점 잠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중의 부착생물이나 지역에 붙박이로 사는 물고기들은 음력 날짜에 따라

해수면은 잠시라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이 변화해 감에 따

크게 변하지 않으나 대형 물고기나 큰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라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내

음력 날짜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조금 물때는 조류의 힘이 약해서

려가는 현상을 물때(조석)현상이라 하는데, 달과 태양의 인력이 지구에 작용

물고기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리 물때는 조류의 힘이 강해서 물고기 활동이

하여 생긴 결과이다. 달과 지구, 태양의 배열이 한 달에 2번씩 일치하므로 15

더욱 활발하다. 그래서 스쿠버다이빙 활동도 음력 날짜를 맞추어 정할 경우

일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즉 음력 날짜

에 훨씬 다이내믹한 풍광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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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과 산호 산란(Spawning of Coral)
산호의 산란을 조절하는 조건은 수온과 월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산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산호는 주로 보름달이
된 뒤 두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 사이의 하루를 택해 밤 동안에 산란을 한
다. 포식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밤에 산란하
는 것이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뒤 빨라진 조류는 알과 정자가 수정될 확률
을 높여 주며, 수정된 알을 멀리 보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조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달과 어두운 밤은 산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호의 산란 시기
산호의 산란은 수중 불꽃놀이나 눈보라에 비유된다. 깊고 푸른 태평양의 해

해가 진 후 밤에 일어난다. 대체로 밤 9시 전후가 산란의 가장 왕성한 시간

저를 장식하고 있는 산호가 산란을 시작하면, 바다는 온통 산호 알로 가득

이라고 한다. 연산호가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 경산호가 시작한다.

차는 장관을 이룬다.

수온이 섭씨 27도에서 28도가 되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 되는 시기는 지

산호의 산란은 특정 조건에서 1년에 한 차례만 발생한다. 보름달이후

역마다 다르다.

48~72시간 사이의 밤에 알과 정액을 방출한다. 수온이 섭씨 27도에서 28

•필리핀 : 매년 2월경		

•몰디브 : 매년 3월경

도가 되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보름달이 뜨고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오키나와제도 : 매년 5월경

•호주 대보초 : 매년 11월경

음력과 물고기 활동
물고기의 산란(Spawning)
예를 들어, 팔라우의 Land Paradise라는 사이트는 음력 그믐 전날에 가면
범프헤드패롯피쉬(Bumphead Parrotfish) 수천마리가 한자리에 모여 산란
의식을 한다. 또한 Shark City라는 사이트는 보름 전날에 가면 레드 스내퍼
(Red Snapper) 무리가 구름 떼처럼 모여 산란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보름 즈음에 조류가 강하다. 그러므로 물고기의 활동도 왕성해진다.
물고기의 큰 무리를 보거나 대물 물고기들을 보는 것이 핵심인 사이트는 음
력 보름 시즌에 투어시기를 맞추면 대체로 좋다.

블랙워터 다이빙(Black-water Diving)
블랙워터와 본파이어(Bonfire)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지만 블랙워터 다이빙
은 음력 보름날 전후보다는 그믐날 전후가 좋다. 즉, 음력 보름날에 가까운
날보다는 그믐날에 가까운 날이 좋다. 보름달이 너무 밝아 심해생물이 잘
모여들지 않는다.
그믐날은 달이 보이지 않을 때이다. 달이 반사하는 빛이 없으므로 바다는
검은 색이다. 심해 생물 등의 희귀종이나 다채로운 야생 생물의 멋진 매크
로 사진을 원한다면 블랙워터 다이빙은 그믐날 즈음에 하는 것이 좋다.
피사체가 가장 풍부한 날자는 그믐날 전 4일간과 후 4일간이다. 그믐날에
는 달빛이 거의 없으므로 밝은 수중랜턴이 더욱 두드러진다. 보름달이 있을
때는 이미 수면에 밝은 빛이 있으므로 수중 조명이 분산되어 수중랜턴 주변
에 불빛 집중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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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

나 자신을 알자

제5부

스쿠버다이빙 강사

글, 사진 김수열 / 노마다이브 대표
2004년 강사개발과정에 참가했던 63세의 후보생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
업하면서 애들 다 키워놓고, 골프, 자전거, 요트, 승마까지 안 해 본 스포츠가
없는데 죽어라 해도 프로가 될 수가 없는거야.... 그런데 스쿠버는 내가 이 시

[ 글 싣는 순서 ]

험만 통과하면 프로가 되잖아?” 2주의 강사개발과정 후, 첫 번째 시험에 낙
방하셔서 재시험을 치르신 후에야 강사가 되셨지만 “만만치 않구만~” 이라

제1부 오픈워터 초급다이버

며 프로로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

제2부 어드밴스드 중급다이버

개인적인 의견으로 스쿠버다이버로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3부 레스큐 고급다이버

하나는 비다이버가 코스를 배워 다이버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바로 다이버가
경험을 쌓아 프로다이버가 되는 것이다. 물론 큰 비용과 긴 시간이 투자되어

제4부 다이브마스터 프로다이버

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주는 보람된 결과의 참 맛은 스쿠버강사가 되어야 느

제5부 스쿠버다이빙 강사

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강사 교육과 강사 시험에 관한 정보를 소개
하겠다. PADI 강사시험의 절차와 내용, 난이도에 대해 알아보자.

78 |

③ 2 4개월 내 교육받은 EFR 심폐소생 코스나 기타 심폐소생협회의 자격증.
단, 의사나 간호사, 전문의료인의 경우는 면제받을 수 있다.
④ 다이브 마스터이상의 자격을 소지할 것
⑤ 12개월 이내의 의사로부터 다이빙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의료진술서
⑥ 야간, 딥, 항법다이빙 경험이 있어야 함

코스 참가를 위한 교재준비
IDC 참가자는 사전에 아래 교재를 담당 트레이너나 PADI센터를 통해 구매
해야 하고, 온라인 등록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Guide • Peak Performance Buoyancy Specialty Instructor
to
Guide
Teaching
• Project AWARE Specialty Instructor Guide

• Coral Reef Conservation Specialty Instructor Guide
• OW Quizzes and Final Exam
• Rescue Diver Exams
• Divemaster Exams
• Diving Knowledge Workbook
• Card with Code includes 3 digital products below,
IDC eLearning, OW PLG & GTT
• IDC eLearning (Digital)
• Open Water Prescriptive Lesson Guides (Digital)
• Guide to Teaching (Digital)

강습용 • Open Water Cue Card
슬레이트 • Confined Water Cue Cards

강사개발과정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 AOW Cue Cards
• Rescue Cue Cards
• DM Cue Cards
• PADI Skill Practice and Dive Planning Slate - Plastic

PADI 강사과정은 AI (Assistant Instructor)와 OWSI (Open water scuba
Instructor) 둘로 나뉘며, AI만 수료할 수도 있으며, 이후 OWSI를 완료하면,

• Skill Development Preparation Slate - Plastic
• PADI Backpack

강사시험(Instructor Exam)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기간
온라인 자율학습을 모두 마치고 난 뒤 최소 6일, 담당트레이너와 후보생
비율등에 따라 보통 10~15일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강사개발과정 사전조건
단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PADI 강사개발과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참
가할 수 있다.
① 만18세 이상
② 최소 60회 이상의 다이브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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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개발과정 수료를 위한 조건
① 16개 토픽의 온라인 자율학습을 완료
② 16개 스탭 프레젠테이션 참가
③ 기준과 절차 시험에서 75점 이상
④ 5개 파트 (물리/생리/장비/RDP/기술과환경) 시험에서 각 75점 이상
⑤ 400미터 수영
⑥ 10분간 떠있기

• EFR 강사과정

⑦ 24개 다이브스킬 완료

이는 IDC과정 전,후 언제든 가능하며, 가급적 강사시험으로부터 임박하지 않

⑧ 지식개발 프레젠테이션 3개중 2개가 5점만점중 3.4점)

도록, 부담없이 코스에 참가하길 바란다.

⑨ 제한수역 프레젠테이션 4개중 2개가 5점만점중 3.4점)
⑩ 개방수역 프레젠테이션 4개중 4개가 5점만점중 3.4점)

• 온라인 자율학습
강사후보생 개인 ID를 만들어 온라인 자율학습을 하게 되며, 담당 트레이너
와 스케쥴을 조율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참가 준비를 마친다.

• 제한수역 프레젠테이션
IDC 과정 중 스태미너 테스트를 마쳐야 하고, 체험다이빙 워크숍, 학생과 강
사의 역할을 번갈아 다양한 코스를 시뮬레이션하는 제한수역 프레젠테이션
을 실습하게 된다.

• 개방수역 어드밴쳐 워크숍
• 교실 이론수업

OWSI는 오픈워터코스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뜻이 아닌, 개방수역 전체를 강

트레이너와 스탭강사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후보생이 준비한 코스 지식개

습할 수 있는 강사라는 뜻이다. 해서 어드밴스 오픈워터, 레스큐, 다이브마

발 발표와 세일즈 테크닉 워크숍등 16개 프레젠테이션을 참가한다.

스터까지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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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강사시험 일정표’ 중 일부

참가기간
최소2일 (주말)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규제로 한국에서
는 3일 (금~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차

• 개방수역 프레젠테이션
후보생은 학생과 강사의 역할을 번갈아 다양한 코스를 시뮬레이션하는 개
방수역 프레젠테이션을 실습하게 된다. 바다는 강사들이 후에 실제로 강습

15:00

하게 될 곳에서 실습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오픈워터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 오픈워터, 스페셜티, 레스큐다이버 과정까지 지도할 수 있는 팁을
배우게 된다.

강사시험
(Instructor Exam)
강사시험은 한국에 상주하는 지역 담당관이 평가관으로 지정되어 진행되
고 있다. 그들은 모든 수업을 마치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보생을 평가하
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후보생들은 이미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긴장하여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합
격률이 높은편이다.

IE 참가/수료를 위한 사전조건
① EFR 강사자격증

16:00
~
19:00

강사시험 오리엔테이션 (서류작성 및 발표과제 배포)
아마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지만 2박3일 동안 함께 할 팀
원이 Red, Orange, Bue, Yellow 등으로 나뉘며 각 조는 약
4~6명씩 나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중 발표하게 될 과제가 정해지는 순간이며,
과제는 오픈워터~다이브 마스터 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코스
까지 포함한다.
5개이론 (물리,생리,장비, 감압이론과 RDP, 기술과 환경) 제한시간 90분
위 5개 이론은 각 12문항으로 총 60문제가 출제되며, 다이브
마스터 코스에서 배웠던 내용에 비해 응용해야 풀이가 가능한
문제로 난이도는 높은편이다, 각 과목 75점 이상이 합격 점수
이다. 1과목 불합격시 재시험이 가능하지만 2과목 불합격의 경
우 5개이론과 규정시험 모두를 다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후
제한수역 시험과, 개방수역은 계속해서 치를 수 있다. 절대 포
기 말고 도전해야 할 것 이다.
규정시험(오픈북) - 제한시간 90분
규정시험은 50문제가 출제되며 마찬가지로 75점이상이 합격
점수이다.
강사매뉴얼 종이/디지털버전 오픈북이 가능하며 재시험 기회
는 없다.
마찬가지로 불합격시 5개이론 시험까지 다시 치러야 한다.
참고로 부정행위는 엄격히 다스려 멤버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
으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금물이다.

②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브 로그
③ OWSI 프로그램을 수료

개최일정
보통은 아래와 같이 연간계획표가 있어 개최장소가 공지되지만, 2020년에
는 일정이 거의 취소되고, 2021년도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한국의 경우 매
2개월마다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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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08:00
~
12:00

13:00
~
17:00

제한수역(수영장)발표 평가
구성된 팀은 각자 강사/다이브 마스터/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데, 강사는 부여받은 과제를 마치 전체 코스를 진행
하는 것처럼 브리핑, 데모, 문제해결, 통솔, 디브리핑을 하게
된다. 5점 만점에 3.4점이 합격점수이며 과제는 1개가 주어지
며 불합격시 1번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강사 후보생의 일반적 스킬 평가
일반적인 다이빙 20개 스킬 중 5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데모
수준의 기술로 각 기술은 5점 만점중 3점이상 총점 17점 이상
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사시험 참가 전반에 관한 매너와 전문성이 평
가된다.
이론 (교실수업)발표 평가
이론발표는 오픈워터코스부터 다이브마스터 코스까지 범위가
다양하여 예측이 어렵고, 준비시간이 길지 않아 순발력이 필요
하다. 때문에 강사들의 재치에 웃음바다가 되곤 한다. 그동안
의 다이빙 경험이 이론발표 중에 모두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합격점수는 5점 만점에 3.4점이며 불합격시 1번의 재발표 기회
가 주어진다.

강사개발코스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간 오픈워터다이버 때부터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달려온 시간에 비하면 그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다. 담당 트
레이너 그리고 다른 후보생과 협력하여 좋은 팀웍을 가지고 바른 티칭법을
배우고 나면 그제서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교육
생을 가르치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다이버로서 완
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죽거나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모험과 변
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우
리는 계속 다이빙 중이다. 가까운 트레이너를 찾아 도전하길 바란다.

•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강정훈CD 010-5256-3088) www.scubamall.kr
3일차

08:00
~
12:00

13:00
~
13:30

82 |

개방수역(바다)발표
강사는 수영장에서와 같이 구성된 팀은 각자 강사/다이브
스터/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는데, 강사는 부여받은
제를 마치 전체 코스를 진행하는 것처럼 브리핑, 문제해결,
솔, 디브리핑을 하게 된다. 과제는 2개가 주어지며 5점만점
각 3.4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재시험의 기회는 없다.

• 광주-CC다이버스(위영원CD 010-3648-1886 )www.ccdivers.com
마
과
통
중

레스큐 스킬 평가
레스큐 스킬평가는 보기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강사 후보생들
이 가장 실수가 많고 낙방의 쓴맛을 많이 보게 되는 세션이기
도하다. 충분한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클로징 세레모니
OWSI (Open Water Scuba Instructor)는 오픈워터만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개방수역(바다)에서 진행되는 코스를 가
르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픈워터부터 다이브 마스터까지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숙달 되었음을 뜻하며, 지
구반대편의 교육생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통일되어 있음을 말
해준다.

• 대전-넵튠다이브(박금옥CD 010-5408-4837) www.alldive.co.kr
• 부산-씨월드(임호섭CD 010-4846-5470) www.seaworld-busan.co.kr
• 수원-고프로다이브(홍찬정CD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 용인-고다이브(임용우CD 010-6317-5678) www.godiving.co.kr
• 제주-오션트리(양충홍CD-010-3692-7252) www.oceantree.co.kr
• 제주-굿다이버(정혜영CD-010.8869.2370) www.gooddiver.com
• 강원-남애스쿠바리조트(김정미CD 010-6634-4475) www.namaescuba.com
• 서울-노마다이브(김수열CD 010-7114-9292) www.noma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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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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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s Story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글, 사진 윤재준 / PADI CD, 일산스쿠버 아카데미 대표
국시모 해양쓰레기 및 산호 모니터링 담당

여행이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 속으로의 여행은 선
택받은 이들의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쿠버다이빙의 가
장 큰 매력은 서로 경쟁이 아닌 마음 맞는 팀원들과 서로 도와주며 가치를
공유해 간다는 것입니다. 매년 다이빙 교육과 투어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
중한 자연에게 감사함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던 차에 작년
부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일명: 국시모)과 함께 “국립공원 해
양생태계 시민조사단”의 일원으로 여러 국립공원의 바닷속을 탐사하고 생
태 조사하며 우리바다를 좀 더 깊숙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예상치 못했던 2020년은 전 세계가 혼란과 패닉상
황에
2 빠져들었고, 그중 스쿠버다이빙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
다. 지금쯤이면 2021년까지의 해외투어 스케줄이 완성되고, 스쿠버 여행
이라는 행복감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인데 아쉽지
만, 뚜렷한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시기는 많은 것들이 많은 다
이버들에게 상실감과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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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직업으로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나 취미로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
이나 우리는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계 자유화 여행이 생긴 지가 1989년이었으니, 우리 다이버
들이 마음 편하게 해외로 여행을 다닌 시간들이 그리 길지만은 않은 듯합
니다. IMF 이전에는 제주도나 동해안 바다를 비롯하여 편도 15시간이 넘
는 남해안도 행복한 마음으로 꽤 자주 나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이 각광을 받고,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우리
나라 바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다소 과소평가 된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다이버들이 동해안이나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연휴 때면 다이버들로 인하여 제주도 다이
빙포인트의 섬들이 가라앉을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을 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해외로 다이빙을 나가지 못하게 될지
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국내 바다도 제주도뿐 아니라 동해나 남해안에
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감탄사가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서해안 역시나 레
벨과 교육에 맞는 환경을 찾는다면 상상 이상의 바다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다이버들이 갈 수 있는 포인
트는 안타깝게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
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다이버들의 발길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만치 때가 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 다이버들
에게 개방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아끼고 보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많은 다이버들이 국내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자산을 알리며 다이빙이
활성화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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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npcn.or.kr/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는 1993년 12월 28일 창립하였으
며,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100명 정도입니다. 부산대 김동필 교수, 동국
대 오충현 교수,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대표 외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 집
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모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여 우리 세대
는 물론 우리의 아이들 역시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배우며 쉴 수 있는 곳
으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 및 내륙 및
해양국립공원 확대 지정 운동, 지역주민과의 지속 가능한 보전방안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각 부분 정책과 현장의 대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서도

국시모는 1993년 창립 이후 덕유산국립공원의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반대 활동,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 북한산국립공원 관
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반대,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흑산도공항, 지리산 산악철도 설치 반대 등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전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자연생태계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질, 식물, 해양, 수중 전문가들과 함

홍도

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 (PARKDIVE)”을 구성해 국립공원내
특별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과 해양쓰레기 정화캠
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멸종 위기 해양생물 보호
대책과 보호 구역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시모는 국내 유일의 국립공원 전문 시민단체로 지속적인 국립공원 확대
와 보전을 위한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하고, 여러 대형 개발 압력에 대
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해양국립공원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고자 합니다. 이 역시 바다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전 국토의 4%도 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국립공
원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속에 생명의 가치가 이어지도록 주
어진 역할과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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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여서도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
우리나라 해양국립공원에는 3,000여 종의 해양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
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수온 상승과 해양 산성화, 어업 및 낚시 등으로 해
양 동식물의 서식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는 파괴되
고, 훼손 면적은 걷잡을 수없이 늘어만 갑니다.
환경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에서 지질, 식물, 해양, 수중 전문
가들과 함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PARK DIVE)”을 구성해 매
년 국립공원내 해양 특별 보호구역과 특정 도서들을 대상으로 생물 다양
성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맵핑 작업, 해양 쓰레기 정화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 대책과
보호 구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각 교육단체의 트레이너와 강사, 다이브마스터 및 어드밴스트 다
이버 이상의 다이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와 레벨을 떠나서 모두가 자연

세존도
좌사리도

을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열
정과 국립공원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데 에너지를 모으며, 서로 각자의 장
점으로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소중한 자연에게 감사함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여
러 국립공원의 바닷속을 탐사하고 생태 조사하며 우리바다를 좀 더 깊숙하
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우리 일산스쿠버아카데미 팀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외 다
이버들이 국시모의 일원이 되어서 국립공원 바다속을 소중한 유산으로 아
끼면서 편안하게 함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저 역시 평
생 다이빙 버디인 아내와 함께 국립공원에서 서로가 맡은 미션을 바탕으로
서로 촬영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 모임이 너무나 즐겁고 소중합니다.

여서도

좌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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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스쿠버 아카데미
대표 윤재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층
대표전화 070-8801-7711
직통전화 010-6351-7711
이메일 pipin642@nate.com
웹사이트 http://www.iscuba.co.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ilsans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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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an Scuba academy

27년의 스쿠버 삶 중에서 서울을 떠나 일산에서 보금자리를 펼친 지 벌써 6
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최초의 PADI 강사개발센터로 오
픈워터부터 강사교육까지 원하는 레벨에 맞게끔 맞춤식 교육으로 회원 층
을 꾸준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이나 서울에 위치한 풀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센터 주변에 수작코리아와 파주 씨네블루 등 좋은 시설의 풀
장들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즐겁게 교육과 펀다이빙을 진행하려는 모토로 오늘도 열심
히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센터와 풀장과 바다를 오가며 안전
한 다이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명의 회원들과 함께 꾸준한 투어
및 장비판매 및 꾸준한 레벨업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상
담 및 교육은 PADI 강사인 아내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투어 인원
이 많을 때는 윤재준 CD의 동문 강사들의 도움으로 3:1이 넘지 않는 비율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ADI 강사교육도 매년 3차
례 이상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7년 연속 PADI 프리퀀트 코스디렉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4기 강사 교육이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20일부터 35기 강사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산스쿠버아카데미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코스를 시작하여, 프로페셔널
강사 코스, 테크니컬 다이빙 코스 등 국제적으로 공인되었고, 전 세계 70%
이상 다이버가 선택한 PADI의 모든 커리큘럼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일산스
쿠버 아카데미에서 다이빙을 시작하면 최고 레벨의 강사인 코스디렉터와 함
께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다이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PADI 5 Star IDC
전 세계 다이버의 70%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PADI 시스템으로 그 중에서도
5스타 교육센터입니다.

• PADI Course Director
PADI 인스트럭터 레벨 중 최고 레벨인 코스디렉터가 직접 스킬을 지도합니다.

• Experience
25년 이상의 경험으로 다양한 바다에서 강습생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
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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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잠수하는 형들 My Town Diver Bros.
대표 이명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76-11 1층
강사 김재현 (010-7171-4209)
이메일 lmw05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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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잠수하는 형” 은 이명우 강사의 운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다이빙, 정규 코스, 각종 스페셜티 프리다이빙 과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제주도 오션뷰 리조트 숙박까지 가능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함덕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급 감성 다이빙 리조트가 컨셉이며, 진입장벽이 높다 생각해 입문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편안하고 즐거운 센터로 아름다운 제주도에 언제든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항
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PADI 관련 액세서리(모자, 티셔츠, 망가방 등)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토어
가 마련되어 있어 실물을 보고 착용해 보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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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법률
들어가며 - 국내다이빙에서의 작살사용
어느새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뀐 계절의 공기는 청량하지만 다소 쓸

작살사용에 대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여하
글, 사진 민경호 / 변호사

쓸하기도 합니다. 한 해가 어김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래 잊히지 않을 한 해였고, 다이버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국내
바다 전성시대, 찬물다이빙 르네상스가 도래한 2020년이었습니다. 한
편, 국내바다에 관심이 집중되고 각종 스팟마다 다이버들로 넘쳐났던
시기인 만큼이나 국내다이빙에 있어 법의 테두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중 스쿠바다이빙에서의 작살사용을 수
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겠습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가. 수산업법의 의의와 입법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
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
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목적)}.
수산업법은 제3조 (적용범위) 제1호에서 그 적용범위를 ‘바다’라고 표
기하여, 국내 바다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의 의의와 입법목적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목적)}. 즉, 어업과 어업인의 보호
를 아울러 도모하는 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역시 제3조 (적용범위)
제1호에서 그 적용범위를 ‘바다’라고 표기하여, 국내 바다의 모든 활동
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가. 원칙적 금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여기서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
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
니다(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제12호). 따라서 이러한 어업인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며, 예외적
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스쿠바 장비와 작살의 사용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
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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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발은 곧 수사

고 규정합니다. 이를 분설하면, “작살”은 예외적 허용도구로 적시되어 있

를 시작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 않고, 스쿠바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방법과 무관하
게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업인인 일반 다이버가 스쿠

마치며

바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게(즉 스킨다이빙을 포함하여) 국내 바

민주국가에서 법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총의라고 할 수 있습

다에서 작살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반

니다. 따라서 법이 항상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의 강제력에

다이버가 바다에서 작살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그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이 부여했습니다. 법

고, 나아가 스쿠바 장비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심지어 맨손으로도) 수

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 그 제한은 결국 모두의 관념적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수산
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와 이를 터전 삼아 살아

법 위반의 경우

가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려가 그 바탕입니다. 슈팅

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Shooting)은 작살과 카메라의 트리거를 당길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입니다. 카메라의 슈팅에는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제2호는 제18조 제1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
을 포획·채취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쿠버장비를 사용하
거나, 또는 작살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각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고발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는 형
사소송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수사관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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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제1항}.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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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서귀포의 놀이동산

참치 양식장 다이빙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 PADI Master Instructor)
위미항

서귀포시

범섬

94 |

보목항

서귀포항

법환항

문섬

섶섬

참치�양식장
지귀도

서귀포 다이빙의 끝없는 새로움
한국 다이빙의 자타공인 1번지인 서귀포. 문섬, 섶섬, 범섬의 전통적인 다이
빙 스팟 외에도 최근 새로 발굴되거나 기존의 포인트에서 세부적인 진행방
식을 색다르게 바꾸는 등 그 다채로움이 계속하여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코로나 시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서귀포의 다양한 다이빙 ‘메뉴판’ 덕
분에 다이버의 발길이 도무지 끊이질 않습니다. 저도 온더코너 (www.
onthecornerdive.com) 멤버들과 함께 올해에만 서귀포를 11번 방문했습니
다. 10월말, 제주바다의 가을이 가득 차올랐을 때, 대단히 새롭고 충격적인
다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치다이빙, 정식 명칭은 ‘제주외해양식 참치케이지 다이빙’입니다. 서귀포

2

의 다이브랜드 (www.diveland.kr, 대표강사 최지호 : 010-8696-2187)에
서 예약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참치다이빙을 진행하는 곳은 서귀포 동쪽
의 위미항에 위치한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책임강사 김진태 : 010-63809582)입니다. 신선함과 짜릿함, 그 극한에 참치다이빙이 있었습니다.

1
2
3
4

수중 놀이동산의 풍경
위미항을 출항하는 보트 위에서 일행들과 건투를 다짐하며
참치다이빙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촬영장비를 점검하는 일행들
참치먹이인 고등어를 가득 담은 포대를 크레인으로 적재 중이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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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외해양식 참치케이지 다이빙
아침의 미항, 위미
참치다이빙은 위미항에서 출발합니다. 서귀포 시가지 동쪽에 위치한 위미항
은 멀리 지귀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귀포의
보목항 (섶섬), 서귀포항 (문섬), 법환항 (범섬)은 각 섬들을 바로 가까이 마주
하고 있으나, 지귀도는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미항은 비교적
넓게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의 위미항은 아주 밝고 맑으면서
고즈넉합니다. 활동하는 어선이나 레저선박의 수가 적고,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도 드물게 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면서도 바다를 넓게 품고 있기에,
이국적으로 느껴질 만큼이나 미항입니다. 위미항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시간

3

들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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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고 안정적인 보트
참치케이지까지는 위미항에서 뱃길로 15분 이상 가야합니다. 이름 그대로
외해에 있고, 주변에 파도나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트가 크고 안정적입니다. 참치 먹이로 고등어를 큰 자루 여러 개
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사람이 들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크레인
으로 보트에 적재합니다. 그만큼 보트가 크고 넓기에 외해에 나가서도 안정
적입니다. 많은 인원이 다이빙을 준비하고 입출수하는 것에 무리가 없고, 수
면휴식시간에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의 즐거움, 식도락과 산책
제주는 모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며, 편안하게 방문하는 여행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여행의 즐거움도 가득
합니다. 식도락은 당연합니다. 위미항 인근과 서귀포 동쪽에는 특히 추천 드
리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의 책임강사인 김진태 사장
님 운영의 어느멋진날 (위미리 3058-3, 010-6380-9582)은 위미항을 방문
할 때 꼭 가보아야 할 최고의 횟집입니다. 서귀포 시가지 동쪽 보목항 인근
의 올레할망집(보목포로 84, 010-5721-5820)은 제주에서 유일한 메뉴인
‘고메기고사리’라는 전골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해장에 너무나 좋습니다. 보
목항 인근 제지기오름은 해발고도가 92m인 야트막한 언덕으로 가볍게 산
책하면서도 해질 무렵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

5

1 식사 후 게우지코지 카페에서
일행들과 망중한
2 올레 할망집의 정감있는 식사환경
3 어느멋진날
4 올레할망집
5 위미지귀도다이빙클럽
6 게우지코지 카페에서 바라본
서귀포 바다의 색감

이빙 마치고 가볍게 둘러보기 제격인 곳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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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월드의 참치목마
놀이동산으로 입장

참돔, 돌돔, 쥐치들의 빼곡함

참치케이지는 사방이 바다이고 멀리 지귀도와 한라산이 바라보이는 외해에

참치케이지는 인접하여 2개가 있습니다. 참치 다이빙을 신청할 경우 2곳의

있습니다. 부이에 보트를 고정시키고, 고등어 자루들을 먼저 내립니다. 라인

케이지에서 각 30분씩 연속하여 입수하게 됩니다. 중간에 45분 정도의 휴식

을 따라 하강하면 참치케이지 상단이 마치 거대한 우산을 위에서 내려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케이지 안에는 참돔, 돌돔, 쥐치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것처럼 등장합니다. 서커스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상단 수심은 13m 정

상위 포식자인 참치를 피하여 매우 밀접한 상태로 조용히 있습니다. 그 개

도입니다. 다이버 1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지퍼가 조금 아래 있습

체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참돔이 거대한 스쿨링을 이루고

니다. 지퍼를 벌려서 열고 들어갑니다. 밖에서 볼 때는 고요한 서커스장 천

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참치 소용돌이 아래쪽에 자리하

막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축제의 한복판으로 입장합니다. 눈앞의

고 있는 그들과의 조우 또한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풍경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갑자기 거대한 참치들이 맹렬히 돌진합
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기분입니다. 바다속 놀이동산, 서귀포월
드에 입장한 것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갔던 순간
놀이동산은 입장하는 순간부터 어릴 적의 그 설렘을 가득 입혀주는 공간입

끝없이 돌아가는 참치목마
참치케이지의 단면은 마름모 형태입니다. 우산 2개가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형태입니다. 중간의 넓은 지점은 수심이 22m 정도이고, 바닥은 33m 정도입
니다. 조수차가 큰 제주 남부 바다의 특성상 물때에 따라 수심은 3m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치들은 중간의 넓은 부분을 반시계방향으로 끊임없이

니다.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동심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은 약속된 시간만큼
동심으로 순식간에 전환해주는 곳입니다. 바다속에도 놀이동산이 있을 것이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순식간에 동심을 되찾
고 싶다면, 위미항으로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서귀포월드의 회전참치 놀이기
구. 짜릿하고 설레는 동심의 세계로 입장입니다. 제주 다이빙은 끝이 없습니
다.

돌면서 유영합니다. 그 속도가 굉장합니다. 다이버를 강하게 충격할 기세로
돌진하면서도 절묘하게 피해서 지나갑니다. 다이버를 지나칠 때 큰 눈을 돌
려 훑어보며 스쳐갑니다. 참치들이 기둥을 두고 끝없이 돌아가는 풍경이 마
치 놀이동산의 회전목마를 연상시킵니다. 바닥에서 바라보는 실루엣은 특히
그러했습니다.

1 맹렬히 헤엄치는 참치들
2 참치에 휩싸인 김환희 강사와 이를 촬영하는 신동헌 강사
3 거대한 돌돔 스쿨링과 김환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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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주외해양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에서 9.77t(7인승) 어
선 ‘해미래호’가 출항하여 남동쪽 연안으로 4㎞ 남짓 20분가량
나가는 곳에 오렌지색 둥근 부표가 떠 있는 곳이 참다랑어 양
식장 구역이다. 수심 15~39m에 걸쳐 있는 가두리(물건의 가
에 둘린 언저리) 1기는 규모만 6800㎥에 달한다. 제주외해양식
영어조합법인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지선에 설치한 수중 가
두리에서 20∼25㎏ 크기 참다랑어(참치) 1500마리를 양식하
고 있는 현장이다.
국내 최초로 외해양식 참다랑어 수확 상용화에 성공했다. 일
본에 이어 한국도 2015년 수산과학원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의
인공종묘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완전양식 기술을 확
보하여 대량 치어를 공급해 안전한 이식과 양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곳은 조류간만 및 태풍 영향에서 가장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낙점됐다. 참다랑어가 자라기에 최적의 온도(연간 최저수온 14
도 이상)여서 500g 이하 종묘 육성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제주 참다랑어는 1년 반 이상 양식해야 20㎏까지 자란다.

외해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해양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치(참다랑어) 양식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는 지난 2009년 제주해역에 대한 외해양식 기본계획수립 용
역 결과 제주도 서귀포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외
해 참치양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참치양식을 미
1
2
3
4
5

래해양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케이지 바닥에서 올려다 본 풍경
케이지 밖에서 바라본 모습과 김환희 강사
지퍼를 열고 들어가는 모습
기둥을 감싸며 돌고 있는 참치들
쏟아지는 참치들과 김환희 강사

4

에 따라 지난해까지 양식시설비와 치어구입비 등에 수십억 원
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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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땀과 눈물,
그리고 깨달음의 현장

PADI IE
글, 사진 조문호(OWSI #288692)

“그날 망장포 바다 속에서
우린 울고 있었다.”
이날 뒤풀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다. 제주도 마이다이버스 IDC 과정을 한
기수 전에 수료하고 IE에 합격한 기수의 말이다. 동기들과 망장포 물속에
서 개방수역 시험을 치르는 동안 ‘혹시나 실수를 한 것 아닌지’, ‘그래서 불
합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서로 울었노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 시험이 끝난 뒤
이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라
고. 그 동안 이어진 IE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8월 초

지난 8월 30일 와신상담(?) 끝에 PADI IE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8월 28일
오리엔테이션과 이론 시험, 다음날 제한수역 강습 프레젠테이션과 지식 복
습 프레젠테이션 - 프리스크립티브(처방식) 강습, 30일 개방수역 강습 프

IDC 과정을 시작한 뒤에 들었던 것임이 분명했다. 왜 그걸 잊고 있었던 걸
까? 그러면서, 한 주 전의 자충수에 대한 실마리가 풀렸다.

레젠테이션과 레스큐 시험. 사흘간 서귀포시의 더블루제주와 망장포에서,

‘강사처럼 생각하기’

다른 강사 후보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끝에 손에 쥔 값

코스디렉터가 IDC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다. 강사개발 과

진2 결과였다.

정을 거쳐, OWSI가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부

그 사흘 간 후보생들의 슬레이트에 고정된 시선과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

분이겠다. 실제로 IDC 과정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동기 강사 후보생들은 강

는 담배 연기는 강사 시험(IE)의 긴장감과 초조함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엿

사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둘씩 습득해 나갔다. 이론 수업과 지식개발 프레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적게는 몇 주, 많게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들이 흘

젠테이션 방법을 배우고, 제한수역과 개방수역에서 브리핑/강습 프레젠테

렸을 땀은 이날 모두 환희의 눈물로 바뀌었다.

이션/디브리핑 등을 익히면서 자연스레 자질을 갖춰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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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무언가 빠져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왜 강사가 돼야 하는가?’에
확실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에 응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걸 좀 더 빨리 자각했어야 하는데, 이미 망장포 바닷물
이 숱하게 들고난 상황에서야 무서운 소용이 있겠냐마는…….

“IE의 핵심은 통제야, 이 멍충아!”
이번 IE를 치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점이다. (이마저도 코스 디렉터나
스태프 강사들은 강조를 했다는 건 안 비밀!) 밀물에 대책없이 떠내려가는
부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학생 역 후보생이 미션이 무엇인지 잡
아내고 실행조건을 달성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 급한 후보생들을 진정시키
는 것도, 출렁이는 파도 속 누구보다 느긋한 마음으로 레스큐 7번을 실행
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강사’인 나의 책임인 것을!
이를 어렵사리 깨닫고 나니 물속에서 시각이 매우 넓어졌다. 오르고 내리
던 사다리만 기억나던 망장포였는데, 8월 30일 바다속에선 모래바닥과 바
위는 물론 유유자적 헤엄치는 물고기마저 눈에 들어왔다. 학생 다이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조차도 보이기 시작했다.
IDC 과정 전체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망장포에서 깨달음은 이를 잊게 만
들 정도로 신기한 체험이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IE에 임하는 강사 후보생들이 모두 이 점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자신의 능
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쉽게 합격증을 받아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기까지 오는데 받은 도움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재신 코
스디렉터, 스태프 강사로 먼 길을 와 준 이용환, 안근우, 문수련 강사, 전
기수로 누구보다 강사 후보생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시험 당일 물심양면
지원에 나선 김현승 강사와 박현옥 강사. 동고동락한 동기 김성홍 강사와
황종원 강사. 모두의 덕분이다. 감사의 마음 다시 한 번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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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군무의 비밀
피쉬볼, 베이트볼

물고기는 빠르게 움직이는 큰 무리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물고기가 무리를 이루는 이유
바다에는 2,000여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들 중에

정하기가 쉽지 않다. 포식자는 혼자 떨어져 있는 개체를 공격하기는 쉽지

는 태어난 후 평생 무리를 이루어 사는 종이 있는가 하면 흩어져 살다가 산

만 흩어지는 무리 속에서 한 마리를 집중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란기가 되면 모여드는 종도 있다.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들은 안전을 위해

각각의 개체가 큰 무리에 속해 있을수록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확률을 줄일

보다 큰 무리를 이루려고 한다. 무리를 이루어 다니면 포식자에게 발견되기

수 있다. 포식자가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의 수는 한정적이기에 무

쉽지만 무리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포식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유리한

리를 이룬 개체는 수가 많을수록 희생당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리를 이루면 번식에도 유리하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알을 낳아 체외 수정

무리를 이룬 물고기는 수많은 눈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어떤 방향에서

하므로 체내 수정하는 다른 동물에 비하여 수정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

포식자가 접근하든 발각된다. 포식자를 발견한 개체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

다. 하지만 무리 전체가 같은 시기에 알을 낳고 정액을 뿌리면 수정 확률을

기기 위해 무리 가운데로 파고들면 주위 물고기들의 몸 숨기기 동작이 연쇄

높일 수 있다.

적으로 일어나면서 무리 전체는 거대하면서도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게 된다.

무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서 가는 개체가 물을 가르며 만들어주

이들의 경이로운 움직임이 때로는 포식자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한다. 대다

는 추진력에 몸을 맡기면 힘을 적게 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의 포식자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대상은 공격하지 않는다. 포식자가 거대

동료들의 몸짓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물고기들이

한 덩치의 실체가 작은 멸치나 정어리 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격을 시도

무리를 이루는 이유이다.

한다 해도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는 개체들 중에서 공격할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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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군무의 비밀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들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기에 비슷한 크기로 자라고

그림 1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평행하게 움직인다. 이들은 방향 전환이나 움직임

분리의 원칙

이 일사불란하여 마치 거대한 하나의 개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인접한 다른 무리들과 적당한

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많은 바다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정어리나 멸치의 경우 수천 또는 수만 마
리가 무리를 이루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율동적으로 움직인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드는데 개체들은 포식자의 출현을 경계하

그림 2

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정렬의 원칙

특히 필리핀 모알보알의 정어리 무리나 보홀의 잭피쉬 무리, 시파단의 바라

인접한 다른 무리들과 방향과

쿠다 무리 등 엄청나게 큰 무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정교하

속도를 맞추려고 한다.

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에 대해 컴퓨터와 통계와 분석이 발전하면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다.
동물들의 무리들은 우두머리가 있어서 지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여 있는 무리 중에 어느 한 개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 움직

그림 3

이면 다른 개체들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동물들의 ‘무
리짓기’에도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 무리짓기는 여러 생물에게서 공통적

응집의 원칙

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동물이 많다

인접한 무리의 중앙으로
향하려고 한다.

는 뜻이다. 과학자 중에 물리학자와 컴퓨터공학자들이 이러한 ‘패턴’에 주
목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하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분리의 원칙’으로, 인접한 다른 무리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
려고 한다. 두 번째는 ‘정렬의 원칙’으로, 인접한 다른 무리들과 방향과 속도
를 맞추려고 한다. 마지막은 ‘응집의 원칙’으로 인접한 무리의 중앙으로 향
하려고 한다.
무리짓기의 3가지 원칙은 거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무리 중 하나의 개체 A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
는 또 다른 개체 B에는 ‘분리의 법칙’이 작동한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밀
어내게 된다. 하나의 바이오드(Boids)가 근처에 있는 이웃과 충돌하거나 한
곳에 너무 복잡하게 모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는 실제 개체가 근처
에 있는 다른 개체와 너무 가깝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원리와 같
다(그림 1).
거리가 좀 더 떨어진 중간 영역에서는 두 번째 원칙인 정렬의 원칙이 작동
한다. 이 원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개체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가 같은 방향과 속도로 A 개체가 움직이게 해 준다. 이는 다수의 개체
가 날아가는 방향과 속도로 함께 날아가는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그림 2).
마지막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개체들 사이에는 근처에 있는 이웃과 서로
가까워지려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 성질은 멀리 떨어진 두 무리들이 서로
그중에서도 1986년 미국의 컴퓨터공학자인 크레이그 레이놀즈 (Craig

합쳐져 더 큰 무리를 이루도록 한다. 작은 무리가 커져서 규모가 큰 무리가

Reynolds)는 동물 무리의 집단행동을 컴퓨터로 재현하는 ‘Boids(Bird-oid

태어나게 하는 원리다(그림 3).

objec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리짓기를 하는

위 3가지 원칙은 대단히 단순하다.

가상의 컴퓨터 동물을 만들었다. 레이놀즈는 여기에 3가지 간단한 행동 규

하지만 실제로 이 원칙만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보면 가상의 동물

칙을 입력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실제 동물들의 무리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

이 실제 동물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무리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 있다. 물고기들도 이 3가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칙에 따라

레이놀즈가 세운 3가지 규칙은 모두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무리를 이루고 이동하는 셈이다. 다만 종에 따라 무리 규모가 약간씩 달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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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의 기내공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공기 중

항공기 탑승

기 흐름은 수직 방향이라 승객 머리 위에서 발밑으로 떨어지도록 기내 환기

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내의 공
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발밑으로 떨
어져 다시 필터로 걸러지게 된다.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내 공기가 순환되고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다. 순환과정에서 내부 공기는 헤파필터(HEPA Filter)
로 걸러진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 필터는 직경 0.3μm(미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안전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외

크론) 크기 이상의 입자를 99.97% 여과해 주기 때문에 바이러스까지 거를

여행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을 닫아 걸어 잠그

수 있는 수준이라 안전하다고 한다. 외부의 공기도 이 과정에서 유입된다.

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가 자유롭게 문을 열어준다 해도 다시 국내로

200℃도 수준의 엔진 열을 통해 멸균되어 들어온 공기로 산소를 생성해 약

돌아왔을 때 2주간 격리될 것까지 생각하면 해외여행을 위해 그만큼 시간

1:1 비율로 실내 공기와 섞여 기내에 공급된다. 2~3분 정도에 기내 공기가

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주말에 잠

완전히 바뀐다고 한다.

시 짧은 시간을 내서 가까운 해외에 여행을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참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여행은 그런대로 자유롭다. 그래서 다이버들은 해

헤파필터(HEPA Filter)

외투어 대신에 제주도 다이빙 투어를 선호한다. 그렇지만 불안하기는 마찬

HEPA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의 약자이다. 헤파필터 (HEPA

가지다.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상황에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전

Filter)란 공기 중의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는 고성능 필터의 일종이다.

염될지 모르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항공기 탑승에 대한 두려움도 크
다. 기내의 갇힌 공간에서 장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기내는 밀폐된 공간이다. 비행 시 외부 압력 차이 등을
견디기 위해 완전히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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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 연구원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방사성 미립자를 정화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오늘날 이 필
터는 항공기나 의학실험실과 같은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체
적으로 깨끗한 공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항공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
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항공기내에서도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항
 공사
들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3개의 좌석
이 나란히 붙어 있다면 그중 중간 좌석은 가능하면 비운다거나 비행기 탑승
인원을 5~60% 수준으로 줄인다.
기
 내에서도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를 최대로 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창가 좌
석에 앉는 것이 좋다. 복도 좌석보다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기내의 손잡이 등 타인과 공동으로 접촉하는 물품을 만지지 않
는 것이 좋다. 화장실 이용도 최대한 줄일수록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은 더
적어진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사람끼리 면대면 접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여권과 탑승권을 승객 스스로 보여주고 기계에
인식시키기 시작했다. 모바일 셀프 체크인과 짐도 셀프 드롭 이용을 장려하
는 분위기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것도 가능한 단계적으로 바뀌었다. 과거 선착순 탑승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지 않으면 개개인이 가능한

에서 이제는 탑승구에서 가장 먼 안쪽 좌석의 승객부터 먼저 탑승하도록 한

마주할 일이 없는 좌석으로 기내 인테리어까지 바뀐 항공기의 신기종이 등

다. 기내 서비스도 최대한 간소화된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변화가 없지만 일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실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

등석까지 식기류를 모두 일회용으로 바꾸는 등 서비스를 줄이고 감염을 예

되어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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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되돌리기 프로젝트,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

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구온난화 1.5℃ 보고서’에서 2050년이면 지구 인구

대책 100가지

의 절반 이상이 생존 가능한 한계치를 넘어서는 치

[출처] 『플랜 드로다운』, 분야별 솔루션 요약

명적인 온난화 영향에 1년에 20일 이상 노출될 것
이란 통계를 제시했다. 극단적인 온난화와 파괴적

에너지 한때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무용한 것으로 여겨졌던 태양에너

인 이상기후가 불러올 재난에 인구 절반이 생존의

지와 풍력에너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제는 석탄과 석유, 가스와 경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미 폭염과 혹한, 가뭄

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화석연료를 추출하

등 이상기후가 상시화 됐지만 기후온난화에 대한

기는 더욱 어려워져 이에 드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드로다운 연

대책은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은 지지부진하다.

구진은 누구라도 1년만 에너지 관련 경제 자료를 연구해본다면 단 하나

환경운동가 폴 호컨(Paul Hawken)은 이런 회피와

의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단언한다.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언제 전

체념을 넘어서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프로젝트를

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 경제 환경이

기획했다. 일명 드로다운(Draw down). 온실가스가

그 도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최고조에 달한 뒤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게임은 끝났다”는 비관적 전망에 맞서 되

식량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의 결과라고는

돌려보자는 희망의 실천행위다. 2013년 기획돼 진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에서 삼림 벌채, 음식물 쓰레기에 이르

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효과가 좋은 100개의 솔루

기까지 다른 모든 식품 관련 배출에 축산까지 추가한다면, 우리가 먹는

션을 순위를 매겨 제시, 30년 안에 목표를 얼마나

음식이야말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명될 것이다. 자원을 온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현재 22개

실가스 흡수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행동, 방식 등을 소개한다. 식량

국 70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대

를 바꿔놓을 구체적인 실천 솔루션 100가지는 에

신, 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며, 수자

너지, 농업, 임업, 산업, 건축, 교통 등 전 분야에 걸

원을 더 잘 활용하고, 수확량을 늘리며, 궁극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높

쳐있다. 각각의 솔루션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것들

이고 식량 안보를 제고할 방법을 제시한다.

이 많다. 설치재료와 비용, 역사와 도전 과제, 이산
화탄소와 비용의 감축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여기서 제시하는 솔루션은 대다수의 인류, 즉 51퍼센트에 해당되
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랜 드로다운』은 여성 문제를 특별히
분류해 다루는데, 그 이유는 기후변화가 성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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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은 질병에서부터 자연재해에 이르기까

동차, 트럭의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러

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여성은 지구온난화를 성

나 이런 수송 방식을 줄이지 않는 한 효율 개선 효과는 소비 증가에

공적으로 해결하고, 인류의 전반적인 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중추적인

의해 약화될 것이다. 이 장에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송할 수

역할을 한다. 각 솔루션은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지구

있는 솔루션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보다 4배 더 효율

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이다. 현재 가격으로 풍력 터빈을 구동하는 경우, 전기료를 휘발유
로 환산하면 리터당 8~13센트다. 자전거 역시 연료 없이 갈 수 있는

건물과 도시 도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히 설

기동성을 제공한다.

계되고 관리된다면 인류가 우리 행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장
소이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창조적이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재료 제조업은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해왔으며, 책임 있는 회사들

건물들과 더 넓어진 도시의 주거공간은 수도, 에너지, 조명, 설계 및

은 재료 공급과 페기 후 처리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 영향에 있어 혁신의 원천이 된다. 생물학자들은 공기, 물, 동·식물

즉 사회는 제품과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적게 사용하고 재사용

상, 꽃가루 매개자, 탄소 격리 등을 고려할 때 도시가 어떻게 그것이

하고 재활용할 방법을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신의 발견을 여

세워진 원래 상태의 땅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밝히는

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지구온난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노력에 기여

중이다. 도시는 퇴화의 원인이나 요소가 되기보다, 환경과 인간 복지

하는 공통 기술과 기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절감 순위가 1위인 솔루션

를 재생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료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을 역설한다.

토지이용 드로다운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간이 야기하는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지

매력적인 미래 에너지 드로다운 연구진은 이미 확대되고 있는 해결

와 해양을 활용해 공기 중에서 탄소를 격리시키고 수십에서 수백 년

책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능력이 이

동안 이를 저장할 확실한 방법을 널리 채택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

미 알고 있는 것과 실행되는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평가한 다음 용도가 바뀌거나, 방목

않았다. 연구진이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장으로, 가까운 혹은 먼 미래

또는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 기법이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 역할을 한다. 모든 주요 분야에서 발명과 혁

지를 측정했다. 모든 솔루션은 토양 수분, 구름 양, 농작물 수확량, 생

신의 속도는 주춤하고 있으며, 기존의 혁신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물다양성, 고용, 인간 건강, 소득 및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성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료와 살충제의 필요성은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전도유망한 아이디어는 과학 프로젝트의 일부인 경우가 많으며, 그
수송 체계 수송 체계의 사용과 지속가능성은 사람들의 일상과 분
리될 수 없다. 여기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행기, 기차, 선박, 자

범위를 넘어서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기술과 솔루션을 여기서 소개한다.

기후 프로젝트
기후 프로젝트(The Climate Project, TCP)는 앨 고어(Al Gore)에 의하

Pollack)과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지원자들 중 선발된 1,000여명이 그

여 2006년 6월에 설립되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세계적 문제점들에

대상자들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미국 각 주에서 왔으며, 동일한 트레

대한 그의 소신이 이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2010년 3월 기

이닝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슬라이드 쇼를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 화

후보호연합과 합쳤다. 풀뿌리 운동적 성격을 지닌 환경단체로서, 세미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받았다. 이렇게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은

나, 트레이닝, 교육적인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

자기 지역에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슬라이드 쇼를 자기화하여 강연하였다. 정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중국, 남아메리카, 한국 등

자료들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양질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3,000여명의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다. 이

TCP는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중국, 남미,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단체에 참가한 사람들은 800백만 명이 넘어섰다.

3,000여명의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다. 현재 지구의 날과

TCP는 2006년 6월 앨 고어의 집인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에 기초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년층에 대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를 두고 시작하였다. 첫 번째 트레이닝 과정은 2006년 9월과 2007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트레이닝하고 조직하여 리더십을 기를 수 있

년 4월에 걸쳐 앨 고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IPCC(Intergovermental

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Panel on Climate Change)의 과학자들(Michael McCracken과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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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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돌초

독도

동해(East Sea)

격렬비열도
대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포항/경주

대구

창원

광주
통영

부산
거제

목포

홍도

통영

왕돌초

남해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북제주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모슬포/형제섬

독도

서귀포(문섬, 범섬, 섶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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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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베해협

암본베이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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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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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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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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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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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필리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최소경비 : 1,000,000원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B 11~4월)

시즌 : 연중(B 2~9월)

특징 :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특징 : 해변 가까이에 큰 무리의 정어리가 상주하고,

인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다.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맞은편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올랑고(Olango)섬 주변에 다이빙을 한다.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특징 : 환도상어(Thresher shark)를 100%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난파선 다이빙과 접사피사체를 볼 수

모알보알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많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세계적인 다이빙 스폿 아포섬과 가장 가까운 곳

두마게티/다우인/아포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B 10~5월)
특징 : 아포섬은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하
고 있는 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이며 웅장한 풍광과
원시적인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

말라파스쿠아섬

의 산호와 잭피쉬 무리 등은 항상 만나볼 수 있다. 다
우인 지역은 접사생물로도 유명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1/2월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오슬롭과 인근
에 수밀론섬, 카세리스리프 등을 데이트립으로 다이

세부 막탄

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

리조트

보홀 서쪽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까빌라오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특징 : 카빌라오섬의 가장 풍부한 것은 섬을 둘러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

고 있는 산호초이다. 건강한 산호, 따듯한 수온, 맑은

성된 수중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

수중시야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Slope)와 월

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Wall)은 이 섬을 스쿠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Cabilao섬 산호초가 보호받는 해양공원으로 지정되
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최소경비 : 1,500,000원~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최소경비 : 1,500,000원~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

최소일정 : 5박 6일~

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

시즌 : 연중(B 11~5월)/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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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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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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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70-828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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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한인리조트

Philippines
한인리조트

세계적인 접사다이빙 지역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아닐라오/말리카반섬/보니또섬
최소경비 : 1,200,000원

푸에르또갈레라/사방비치
베르데섬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200,000원

시즌 : 연중(B 11~5월)

최소일정 : 5박 6일

특징 : 세계적인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으로

시즌 : 연중(B 4~9월)

접사 피사체가 많다. 또한 펀다이빙 지역으로도 손

특징 : 민도로섬의 푸에르또갈레라는 가장 아름다운

색이 없다.

해변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

고, 좋은 다이빙사이트가 바로 주변에 산재해 있다.

2015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사방비치

리조트 리브어보드

리조트

듀공을 만나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아포리프

롬브론섬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아포리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이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이 지역은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UNESCO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올라있고, 아포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2019년 5/6월

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아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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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난파선 다이빙과 호수 다이빙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자!

코론/부수앙가섬

보라카이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B 10~6월)

시즌 : 연중

특징 :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특징 : 보라카이섬은 에머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

24일에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상 스포츠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

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

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과 바(Bar)가 있어 가족단위로 다이빙 여행을 해도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곳이다.

리브어보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슬루씨/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 연중(B 3~10월)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특징 : 티카오섬(Ticao Island)은 고래상어와 만타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

레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거대한 해양생물

과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이 서식하는 만타바울(Manta Bowl) 다이빙 지역 외

수 있다.

에도 우독섬(Udoc)과 산미구엘섬(San Miguel)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다이빙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호 정원과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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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리포

롬블론

리조트

물들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론

보라카이

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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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의 보고

필리핀

롬브론섬

Romblon Is.

C RI T TER

CAPITA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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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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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three-p.com

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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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

오가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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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16년 5/6월호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 연중/혹등고래 1~4월 중순, 향유고래 7~10월

특징 : 이즈반도(伊豆半島)의 끝에 위치한 미코모토지마(神子元島)는 외

특징 :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

Spinner)와 병코돌고래(Bottlenose Dolphin)는 이곳에서 일 년 내내 볼

시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혹등고래(Humpback Whale)는 1월부터 4월 중

가며 때에 따라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이때 해머헤드샤크(망치상어)의

순 사이에, 향유고래(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제

무리가 출몰한다. 또한 이즈반도는 이곳의 특별한 접사 생물들을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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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특별한 재미다.
요나구니

참조 : 2015년 11/12월호

참조 : 2015년 5/6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 집채만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이

특징 :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 힌

한 수중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그리고

무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가 경이롭다.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힌댕/힌무앙

고, 특히 리브어보드의 경우 이 기간에만 운행을 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5/6월

미얀마

Myanmar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 3~8월/성수기 4~5월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특징 : 인공섬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영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고,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천국. 아

업하는데 3~8월만 영업한다.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만난

름다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

호,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 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곳이다.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2018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최소경비 : 3,000,000원~

랑카얀섬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최소경비 : 2,990,000원~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

최소일정 : 6박 7일~

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시즌 : 4~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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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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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
을갈

때 스마트폰
· 태블릿에
「격월간 스
쿠바다이버
」 지를 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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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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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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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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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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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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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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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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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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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Indonesia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 풍광과 접사 생물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데라완제도

알로르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1월

시즌 :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 피사체를 모두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연장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OOOO년 O/O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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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본섬
리조트

접사 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암본섬

리브어보드

엄청난 크기의 망치상어 무리를 만나는 곳

반다씨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3~10월

시즌 :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

특징 :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Muck Diving)의 메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듯한 바다에서 망치상

접사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어 엄청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다.

다. 망치상어 무리 하나로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가 있다.

데라완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

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이집트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가능/3~4월 Deep south/10~11월

시즌 : 6~7월

North Route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샤크 다이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천수만의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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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이집트북부, 남부(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

은 시야

거나 조정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특징 : 이집트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곳은 리브어보드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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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섬에서 다이빙

• 아우터 리프, 채널 및 월 다이빙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

• 다이빙후 장비 이동 서비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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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만타의 고향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최소경비 : 2,400,000원~

괌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12~4월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시즌 : 연중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이글레이

특징 :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클리닝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

대한 상어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레이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몰한 도카이마루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수 있다.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C

M

Y

CM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MY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CMY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넙은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 연중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

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도

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

가 높으나 28도의 따듯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쾌

로 빽빽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

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산

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

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래

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

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코랄씨(Coral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K

Sea)에서는 아직도 건강한 호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통가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피지

통가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

시즌 : 7~10월

장 좋은 시야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

특징 :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으로 2m가 넘는

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7~8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겸비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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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대보초

중남미(태평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바다사자 춤을…

바하캘리포니아(라파즈/코테즈해)

돌고래, 만타레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바하캘리포니아(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11~6월

시즌 : 11~6월

특징 :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

특징 :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승선 후 꼬박

는 바다사자와 어르러져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

하루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면 엄청난 무리의 모블라(Mobula)를 만날 수도 있다.

해양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들과 놀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

주는 돌고래, 만타레이, 그리고 숨죽이고 보는 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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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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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주 해역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는 전남, 제주 해역에 발령된 노무라입
깃해파리 주의특보를 10월 16일 (금)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노
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
현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영
향으로 하절기에 우리나라 해역으로의 유입이 확산되었다.
올해 6월에는 제주 및 남해 서부 인근 해역에 100㎡당
0.77~2.43마리 수준으로 출현하였고, 국내 연안으로 유입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1차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하
였다. 이후 해류를 타고 이동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동해 남부
해역에서도 다량 출현하여 부산 (7. 29.), 울산·경북 (8. 7.), 강원
(8. 19.) 해역까지 주의특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은 이들 해역에 대해 해파리 개체 출현 조사를 지속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10월 12일 이후 해파리가 출현하지 않은 전남과 제
주 해역에 대해 10월 16일부로 주의특보를 해제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수명이 1년인 단년생으로, 수온이 낮아지
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다른 해역에서도 완전히 소멸할 것
으로 예상된다.

울산 앞바다에서
파란고리문어가 또다시 발견
지난 10월 18일 울주군 서생면 신암 인근 해안가 갯바위에서 파
란고리문어가 발견되었다. 울산에서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된 것은
지난 5월 북구 강동산하해변 앞 해상에서 조업하던 통발어선에
잡힌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파란고리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해역 등 아열대성 바다에 서식하
며 침샘 등에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어업인과 다이버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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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첫 포문 연다
해양레저장비 온라인 전시관 운영, 해양레저산업 콘퍼런스 등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는 해양레저산
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해 10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
는 행사로서,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뉴딜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열었
다. 당초 현장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 가상 박람
회장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관련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박람회장에는 요트·보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국내외 100여 개 업
체의 최신 레저장비를 관람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과 정보가 가득한 해양레저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해양레
저 사진·동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을 모아놓은 해양레저 작품 전시관도 마
련되어 마리나, 수중비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 첫 날인 15일에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개막식을 열었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양 레저 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콘퍼런스도 진행되었다.
이 콘퍼런스는 제주 KCTV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오
션뉴딜 전략 (10. 15. 10:30~11:30)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
력방안 (10. 15. 14:00~15:30) •제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상생·활성
화 방안 (10. 16. 10:00~11:30) •해양레저 활성화에 따른 안전대책(10. 16.
14:00~15:30) 등을 주제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내용은 제주 국제해
양레저박람회 누리집 (www.j-marinexpo.com)과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요
• 일시 : 20. 10 15.(목) ∼ 16.(금)
• 장소 : 공식 누리집 및 KCTV 스튜디오 등
• 주최 : 해양수산부, 제주도
• 주관 : (사)제주해양레저협회
• 참가규모 : 국내·외 해양레저업체 100여개사
• 주요내용 : 해
 양레저산업 제품 및 기자재 전시, 콘퍼런스,
해양레저 공모전, 체험지원 등

* 유튜브에서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검색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산실인 제주에서 국제 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
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행사 공식 누리
집(j-marinexpo.com)을 확인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사무국
(전화) 064-747-0908, (이메일) jime@j-marinex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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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로림만 모래톱에 나타난 점박이물범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은 이른 봄 백령도에서 서식하다

충남 서산신 가로림만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2020년 10월 6일 서산시에

늦가을 발해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해양

따르면 최근 가로림만 모래톱에서 쉬고 있는 점박이물범 5마리를 드론으

생물 보호구역인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몇 년 전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다.

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해마다 10여마리가 관찰되는데,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주로 서
식하다 보니 카메라에 담기가 쉽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와 멸종위기 야생생
물 Ⅱ급인 흰발농게,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인 흰이빨갯지렁이
등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
과 풀망둑, 도둑게, 도요새, 괭이갈매기 등 식물부터 갑각류, 포유류까지
국가보호종 10종을 포함해 총 402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는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큰 가로림만을 국가 해양정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충남도, 태안군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가로림만에서 각종 해양생물 서식이 확인된 것은 가로림
만 해양정원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서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올해 말로 예정된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쏟겠다”고

서산 가로림만 모래톱에서 쉬고 있는 점박이물범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서
길이 200m 수중동굴 발견
제주지역 수중동굴 중 가장 긴 천연 수중동굴이 서귀포 앞바다에서 발견
됐다. 도내에서 새로운 수중동굴이 발견된 것은 14년 만이다.
제주도수중ㆍ핀수영협회는 지난 10월14일 서귀포시 외돌개 인근 해안 절
벽 사이에서 길이 200m로 추정되는 천연 수중동굴을 확인했다고 10월15
일 밝혔다. 도내에서 수중동굴이 새롭게 발견된 것은 2006년 제주시 우
도 바다에서 120m 길이의 수중동굴이 발견된 이후 처음이다.
탐사 과정에서 동굴 내부 골짜기를 따라 50m 정도 지점에 공기층이 있
는 에어포켓이 있고, 수면 위에는 천연 암반으로 이뤄진 동굴 천장이 확
인됐다. 또 동굴 내부에서 골프공과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몽돌 등도 발
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수중동굴이 육지와 연결돼 있거나, 또 다른 동굴
입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제주 해안에는 용암동굴들이 해수면 상
승으로 수중동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수중동굴도 비슷
한 사례로 보인다”며 “새로운 천연동굴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에 신고하
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사를 통해 해당 동굴에 대한 가치 여부를
판단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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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참문어를 지켜 주세요
내년부터 ‘참문어’ 금어기 시행
내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1일부터 9월15일 중 46일 이상
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한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
정안이 통과됐다고 11월3일 밝혔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
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로, 주산란기는 6월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해수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참문어 포획·채취 금
지 규정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간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
(300g) 조항을 신설하고, 입법 예고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
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참문어가 다
시 우리 바다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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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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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제15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해양사진대전

금상에는 윤수희 씨의 ‘무사기원’과 정금화 씨의 ‘갯벌의 형상’이 선정

은 지금까지 총 841점의 수상작을 배출한 해양 분야 대표 사진공모전

되었다. ‘무사기원’은 바다에 세워진 장승의 사진을 통해 바다의 안녕

이다. 올해는 4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66일간 공모를 진행하여 총

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

3,114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응모작에 대해 예년보다

를 받았고, ‘갯벌의 형상’은 초록빛의 감태 흔적과 어우러진 붉은 무안

더욱 강화된 심사 및 공개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 43점을 선정

갯벌의 독특한 모습을 잘 담아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였다.
이번 해양사진대전의 대상은 강태옥 씨의 ‘갈매기를 살리자’라는 작품
이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울산 방어진항에서 촬영한 것인데,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끈이 갈매기의 발목에 걸려 날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하
여 인간의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해양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강태옥 씨의 ‘갈매기를 살리자’

<금상> 무사기원

<금상> 갯벌의 형상

<은상> 갈매기 쉼터

<은상> 까나리 조업

<은상> 떠도는 둥지

<은상> 광치기 해변의 미학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21)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서울국
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2021)”이 개최된다.
“2021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2021)”은 헬스/피트니스, 스포
츠용품, 자전거, 아웃도어/캠핑, 익스트림스포츠, 수중/수상스포츠 등
의 다양한 품목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스포츠레저 산업전이다.
매년 6만명 이상의 관람객 혹은 바이어들이 방문하고, 수출상담회, 참
가업체 신제품 시연회, SPOEX Cup Fitness Competition (보디빌딩대
회) 등 참가업체, 관람객을 위한 많은 부대행사들이 진행 예정이다.
지난 2월에 개최할 2020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코로나로 인하
여 취소되었다.
•기간 : 2021년 2월 18일 (목)~21일 (일), 4일간
•장소 : 서울 코엑스 Hall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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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2021년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제14회(2021년) 경기국제보트쇼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한다.

전시회 개최 일정 등 안내
•전시회명 : 제14회 2021 경기국제보트쇼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경기도 / KINTEX 外
•일자 : 2021. 03. 26 (금) ~ 28 (일), 3일간
※ 보트 등 전시품 건조/수입 일정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팬다스쿠바
울진바다 목장에서 정화활동
대구에서 활동하는 팬다스쿠바는 2020년 10월 24~25일에 울진바다 목
장에서 바다를 위해 정화활동을 하고 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들에게 많
은 도움을 주는 바다에게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겸하
여 깨끗한 바다를 유지를 했으면 한다.
참가한 일행은 이현석CD, 박세민, 조성태, 문창욱, 박준용, 김민철강사,
이지아, 윤동건, 표현수강사, 이태훈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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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주) 우정사
TUSA PARAGON S SPECIAL COLOR 한정판매

BARE와 함께 하는 HAPPY WINTER PROMOTION

TUSA 마스크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PARAGON 마스크의 1안식 버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다이빙 산업뿐만 아니라

PARAGON S 출시에 많은 다이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본

전체 국내 및 해외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다

인만의 개성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다이버들을 위해 ㈜우정사는 SPECIAL

이빙 장비 업체인 HUISH OUTDOORS는 로컬 다이빙 사이트에 집중하고 국

COLOR LIMITED EDITION을 준비했다. 고급스러운 샴페인 골드 컬러와 강

내 다이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WEDIVELOCAL이라는 캠페인을 미국

렬한 레드 컬러의 조합으로 고급스러움과 강렬한 개성을 표현한 SPECIAL

에서 시작하였다.

COLOR EDITION은 전 세계에서 단 200개만 제작되어 국내에 공급된다. 특

(주)우정사는 본 캠페인을 통해 국내 다이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

별한 디자인을 원하는 다이버들은 가까운 다이빙 센터 또는 온라인 판매처

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본 캠페인을 통한 국내 다이빙 산업의 활성화를 위

에 문의 바란다.

해 FACEBOOK과 INSTAGRAM, YOUTUBE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우
정사를 검색하여 본 캠페인에 대
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많은
다이버들에서 해당 캠페인을 노
출하고 #WEDIVELOCAL 해쉬태
와 함께하는

HAPPY WINTER PROMOTION
드라이슈트 구매시 내피 3종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
기 바란다.
FACEBOOK : 우정사
INSTAGRAM : woojungsa_co

수량 50벌 한정
10월 20일
사전 예약 시작
11월 초
순차적으로
출고 예정

+

원 상당
소가 67만

X-MISSION DRYSUIT
SB SYSTEM TOP + PANT + VEST

✽재고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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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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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 •TDI/SDI 강사교육
•무선 인터넷 사용 •모든 객실이 비치뷰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www.paradise-dive.net / diver_ricky@hotmail.net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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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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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B동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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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엔비다이버스

MDI Scuba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갈현동) 종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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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금) ~ 13일 (일)
		

2020년 12월 18일 (금) ~ 20일 (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남애스쿠버리조트

FLEX DIVING CENTER

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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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325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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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PER DIVE, INC.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다이브랩

장태한 (보홀)

전유봉 (세부, 날루수안)

한덕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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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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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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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박제이 (괌)
W: healingguam.com
E: healingguam@gmail.com
T: 1-671-688-9090
카톡 아이디: healingguam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 (IE) •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 ~ 13일 (일)
		

2020년 12월 18일 (금) ~ 20일 (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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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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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 보세요

© Emergency Firs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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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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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0년 10월 16~18일
PADI 아시아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블루제주” 및 “서귀포다이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2020년 10월 12일)

브센터”에서 2020년 10월 16~1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 (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

이번 강사시험에는 박영신, 이종윤, 신형태, 이진규, 유시혁, 이동의 총 6명

스가 2020년 10월 12일 (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김부경씨에 의해 진행

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되었다. 이번 EFR 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채명록, 권기대, 소훈, 김형석, 이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

용환, 김신혜, 안건우, 고대훈, 박진용, 김원국 총10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

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 트레이너 코스를

PADI 아시아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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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번 PADI 강사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1) EFR 강사 (케어포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블루제주호텔” 및 “서귀포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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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김부경(bookyung.kim@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0년 10월 23~25일
PADI 아시아퍼시픽에서는 PADI 강
사시험을 “더블루제주” 및 “서귀
포다이브센터”에서 2020년 10월
23~25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신동철, 이창
욱, 김세원, 김원태, 최왕군, 김유진,
강경환, 김영훈, 신종섭, 김준용, 김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5스타 다이브 센터 업그레이드
해피 다이버스 (S-24392)
대표 : 이지우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38, #B 908-909
전화 : 010-4818-7999

판준, 한아름, 이영순, 박근철, 박병천, 이신웅, 이종인, 이은민, 이하윤 총

바다로 다이버스 (S-6651)

19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

대표 : 이영한

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

주소 : 대구 서구고성로 93

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전화 : 010-5220-5055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EFR 센터

한번 PADI 강사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

세이프티 프로모션 센터(S-27889)

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

대표 : 김승련

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블루제주호텔” 및 “서귀포다이 센

주소 : 대구 달서구 장산로 55, 루이스타 빌딩 409

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전화 : 010-210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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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고 다이브 나잇 & 친구와 함께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다이빙 하세요!
PADI 고 다이브 나잇에서 스쿠버
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
세요!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중의 하나입니다. 수면
위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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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보존
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
한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PADI 센터 및 리조트에 방
문하시면 한정판 PADI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요일) ~ 13일(일요일)
2020년 12월 18일(금요일) ~ 20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일시 : 2020년 11월 17일
장소 : 서울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 김진관 (bookyung.kim@padi.com.au)

How To 비디오 시리즈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HEmnEVpJa-YBVFFARw4Me_THdXQYQf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NAVER Smart Store와 함께 하는 PADI 기획전 이벤트 당첨자 발표
기획전 기간 : 8월 10일 ~ 10월 4일

Mares의 신뢰와 명성

당첨자 발표 : 예체능 레슨 블로그 이벤트 게시판 내
배송정보 취합 URL : http://naver.me/xPtqxoTE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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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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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교재 완비

PFI 프리다이버 학생 매뉴얼

값 30,000원

PFI KOREA

프리다이버
학생 매뉴얼

ISBN 979-11-87988-13-7

PFI 중급 프리다이버 학생 매뉴얼

값 30,000원

PFI KOREA

중급 프리다이버
학생 매뉴얼

ISBN 979-11-87988-16-8

PFI 프리다이버 강사 가이드

ig

www.tdisdi.co.kr/pfi
값 30,000원

PFI KOREA

ISBN 979-11-87988-15-1

프리다이버
강사 가이드

EXPLORE YOUR POTENTIAL,
SAFELY THROUGH EDUCATION

www.tdisdi.co.kr / hq@tdisdi.co.kr / 070 8806 6273
150 |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PFI KOREA
PFI 프리다이버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

ERDI 과정은 한국에서 2008년 본부 (ERDI Korea) 소속 강사 트레이너를 대
상으로 ERDI 강사 과정을 실시한 이래, 현재는 소방과 군의 정식 교육프로그

SDI.TDI.ERDI.PFI는 2020년 10월 17일 (토)~19일 (월) 제주 바다목장 다이
브리조트에서 PFI 프리다이버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을 실시했다.
PFI (Performance Freediving International)는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 20년 간 수많은 프리다이버를 배출해 온 프리다이빙 전문
교육기관이다.
PFI 과정을 통해 배출된 프리다이버와 강사는 지금껏 스물 세 차례의 세
계 기록, 수십 차례의 미국/캐나다 기록을 수립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
(레드불 팀),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 종사자, 특수 부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왔다.
이번 과정에는 국내 프리다이빙 업계에서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램으로 인가되었다.
응급구난 다이빙이란 공공안전 다이빙과 같은 의미로,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분야의 다이빙으로 볼 수 있다. 공공안전
다이버들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보다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가진 환경에
서 다이빙을 수행하게 되며 그에 따라 다이빙 수행의 위험 부담 또한 커지게
된다. 응급구난 다이빙 과정은 그러한 상황 하에 다이빙 작업을 수행해야 하
는 응급구난 다이빙 팀과 다이버를 위해 다이빙 전부터 다이빙 후까지의 안
전 절차와 수칙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ERDI의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부 070-8806-6273로 문의하기 바
란다.

강성준 (더블케이), 김상우 (더블케이), 김재관 (더블케이), 송덕호 (테마), 원
종순 (서울), 정은지 (마인드셋), 황영길 (프리다이빙 스토어) 등 총 8명의
강사/트레이너가 참가하였다.
PFI 프리다이버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에서는 PFI 규정과 절차, 학과 강
의, 제한수역 강의, 개방수역 강의, FRTI 응급처치 강사 과정 등 PFI 강사
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루었다.
SDI.TDI.ERDI.PFI는 2020년 11월 한 차례 더 PFI 프리다이버 강사 크로스
오버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되는 PFI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
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본부 070-8806-6273로 문의하기 바란다.

SDI.TDI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SDI.TDI.ERDI.PFI에서는 2020년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크로스오버 바우처 기간 : 2020년 9월 16일~12월 15일
바우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1. 타 교육단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강사가 SDI 강사로 크로스오버 시 20명의 SDI 오픈워터 다이버 등록비, 발급비, 교재비 제공
2. 타 교육단체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가 TDI 강사로 크로스오버 시 - 20명
의 TDI 나이트록스 다이버 등록비, 발급비, 교재비 제공
3. SDI. TDI 강사 크로스오버 공통 사항 – 타 교육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강
사 등급과 동등한 SDI. TDI 강사 등록비 면제 (예 – 사이드마운트 강사 / 트
라이믹스 강사 등)
* 바우처 유효기간은 강사 크로스오

공군 ERDI 응급구난 다이빙 과정

버 등록일로부터 1년
* SDI와 TDI 강사로 동시에 크로스오

SDI.TDI.ERDI.PFI는 9월 24일(토)~30일(금)까지 ERD I, II, 텐더 그리고 ERDI

버 하는 경우, 바우처는 SDI 혹은 TDI

슈퍼바이저 및 강사 과정을 실시했다.

하나만 선택 제공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세계 유일의 국제 공공

SDI. TDI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안전 다이빙 교육기관으로, ERDI 교육 과정은 미국의 911, 경찰, 해양경찰 등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부

에서 공식 과정으로 채택되었다.

070-8806-6273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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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

■예정 사항

2020 미션 텍(Mission Tech)

SDI.TDI.ERDI.PFI에서는 2020년 11월15 (일)부터 11월18일(수)까지 제주 모비
딕에서 재호흡기 다이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SDI.TDI.ERDI.PFI는 2020년 11월 4일 (수)~15일 (일) 약 2주에 걸쳐 강릉, 포

SDI.TDI.ERDI.PFI에서는 주기적으로 재호흡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재호

항, 남해, 제주에서 2020 Mission Tech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 Mission

흡기 축제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재호흡기 사용자들이 함께 모여서 재

Tech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과 재호흡기 다이빙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새

호흡기 다이빙 및 장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로운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소개와 함께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프로모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참가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다이빙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호흡기 다이버라면 등급과 단체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단 재호흡기

장소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이버는 반드시 재호흡기 강사와 함께 참가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재호
11월 4-5일 : 강릉 다이브나인 (Dive9)

흡기 다이버는 재호흡기 강사에게 참가를 요청하기 바란다.

11월 7-8일 : 포항 다이브일레븐 (Dive11)
11월 10-11일 : 남해 미조잠수

참가비

11월 13-15일 : 제주 바다목장다이브리조트

3일 69만원(1일 23만원 기준) - 포함내용 1일 2회 다이빙,

2020 Mission tech 참가 신청은 SDI.TDI.

호텔(2인1실, 조식 포함), 소다라임, 산소, 베일아웃기체

ERDI.PFI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2020 Mission tech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 (070-8806-6273)로 연

일정

락하기 바란다.

11월15일(일) 오후 호텔 도착 / 석식 / 브리핑 / 1박
11월16일(월) 2회 다이빙 / 2박

PFI 프리다이빙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
SDI.TDI.ERDI.PFI는 2020년 11월 20일 (금)~22일 (일)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
리조트에서 PFI 프리다이버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PFI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 11월 20 (금)~22일 (일) / 참가 서류 제출기한 ~10월 30일 (금)
장소 :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
비용 : 90만원 (숙박비, 식비, 다이빙 비용 제외)
특전 : 10명의 PFI 프리다이버 등록비, 발급비, 교재비 제공
참가자 사전 자격 :
a. 만 18세 이상
b. PFI 중급 프리다이버 또는 동등 인증
c. 다른 기관의 프리다이버 강사 인증
d. 25개의 인증서 발급 기록
e. 활동성 프리다이버 강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근 24개월 이내의 인증서 발급 기록
f. 유효한 CPR/AED, 응급처치, 산소 공급자 인증
(과정 중 교육받고 등록 가능 - 추가 비용 발생)
PFI프리다이버 강사 크로스오버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 (0708806-6273)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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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화) 2회 다이빙 / 3박
11월18일(수) 2회 다이빙 / 해산
* 기간 중 재호흡기 강습은 Crossover 교육만 가능
* 모든 참가자는 Diveassure 등 다이빙 상해 보험 하고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추가숙박의 경우 1박 5만원(2인 1실, 조식 포함)
* 다이빙이 불가한 경우 숙박을 제외한 모든 비용 환불
담당 : 박장혁 트레이너 (Training@tdisdi.co.kr)
재호흡기 축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 (070-8806-6273)로 연락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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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트레이너 과정(ITW)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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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PFI 강사트레이너 교육은 쉽지 않다. 이미 수많은 다이빙을 하

연락하기 바란다.

고, 제자들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이너 교육을 겪으며 다시 태어
난다.
진정한 전문가는 바로 이런 수많은 역경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다. 그렇기에
SDI.TDI.ERDI 강사 트레이너들은 어디서도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으며 여유가 있고 다이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많
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이빙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SDI.TDI.ERDI.PFI
트레이너 교육은 그 대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공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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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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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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C KOREA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 과정 완료

제13회 BSAC Korea 수중사진 공모전 공고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강릉 사천의 해원 다이빙 리조트

BSAC Korea는 매년 BSAC 강사 및 다이버를 대상으로 한 수중사진 공모

(BSAC 센터, 대표 박상용)에서 강사 해양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힐링 스쿠버(김한)와 뉴인 다이브 (황유리) 센터 소속으로 있는 강사 후보생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4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3명(표세형, 박지은, 이상진)의 교육과 평가가 마무리되었다.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달력 제작이나 BSAC 홍
보물 제작 등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이 지급된다.
마감 : 2020년 11월 15일까지
대상 : BSAC 소속 다이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접수 : 파일 온라인접수: 웹하드의 ‘수중사진공모전’ 폴더에 출품자 명의의
폴더 생성 후에 업로드, (www.webhard.co.kr / ID = bsackorea / 비밀번
호 = 1234)

오션 다이버 프로그램 개편
오션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교육생 학습서 및 강
사 교재의 출시가 다소 연기되어, 12월 말에 배포된다.

하반기 BSAC 행사 일정
강사 과정 평가 : 11월 23~24일, 제주도
수중사진공모전 마감 : 11월 15일
강사/트레이너 업데이트 세미나 : 12월 6 (일), 12 (토), 18 (금)
인스트럭터용 핸드북

아이스 다이빙 : 2021년 1월 16일, 백담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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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Fun, Service
and SCUBA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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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i-CoAST) 개최
SE-PDIC ASIA 참여 및 공동후원

해양안전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슈퍼바이저드 OW 다이버 과정 강습회

SE-PDIC 한국본부와 서울YMCA에서는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SE-PDIC에서는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인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

i-CoAST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가 주최하는 2020년 컨퍼런스에 "

21명을 대상으로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남해 은점어촌체험마을에서 4일간

수상수중안전융복합기술 (Convergence Technology related to Water

과정으로 PDIC 슈퍼바이저드 OW 다이버 과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해양

Safety and Underwater Safety)" 특별 세션 개설을 통해 공동 주관으로 개

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에서의 안전과 인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지식제공의 장을 마련

경남해영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이 강습회는 해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및 운용하는 한편, 컨퍼런스 공동 주관을 통해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협력

우수한 다이버 양성을 하고 있다.

을 위한 국제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SE-PDIC ASIA와 서

수고해주신 강사님 : 정해암IN, 이 근IN, 김 구IN, 유인수IN, 석재욱IN

울YMCA에서는 “한국 스쿠버다이빙 사고 구조의 탐색”,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생존수영 누워뜨기 자세에 따른 양성부력 및
운동역학적 연구” 등 수상수중안전, 해양레저활동 분야에 11편의 연구실적
의 성과를 이루었다.

2021년 SE-PDIC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 시행
SE-PDIC 아시아에서는 2021년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을 11
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기간별 갱신 등록
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 된다.
* 2019-2020년 비활동 강사 및 미등록 강사님께서는 시행하는 리더쉽 워
크숍에 꼭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eip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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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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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욕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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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강사

수 있다.

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육운영

- 일시 : 2020. 11/30(월) ~ 12/18 (금)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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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i-CoAST)
업무 협약식

SE-PDIC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0년 11-12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서울YMCA는 산·학·연 공동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외 수상·수

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심폐

중·안전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한민국 시민안전을 위하여 널리 보급

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연안과학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기술 컨퍼런스 (i-CoA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quatic Science &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Technology)와의 학술적 컨퍼런스 등을 함께 공동주관하고 국가 간 수상

*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수중안전 분야의 학술교류 및 다자간 공동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업무협약

- 일정 : 11/27 (금) 09:30~18:30

(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의 대표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우수한 학자

- 장소 : 본부 강의실

들이 함께 참여 및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다.

* First Aid & CPR 강사과정
- 일정 : 11/28 (토)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과정(주말반)
- 일정 : 11/21(토)~12/6 (일) 09:00~18:00
-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강의실,수영장
* 참가신청 : 010-4440-1339

제 30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사진 공모)
제30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응모부분

2020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 광각부문
• 접사부문 (광각렌즈의 클로즈업 사진 또는 접사렌즈의 사진)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20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마감일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작품 제출처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 본지 홈페이지의 수중사진응모란
• 웹하드 (www.webhard.co.kr)의 본지 계정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출품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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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 TRAINER

홍장화

TRIMIX ITT
010-3724-5865

김영삼

Technical IT
010-3205-1803

서상우

Technical IT
010-2915-7869

오현석

Adv. EANx IT
010-6215-1005

이호석

Adv. EANx IT
010-6354-0559

정용락

Adv. EANx IT
010-2200-1231

강덕권

Adv. EANx IT
010-9611-1699

김정숙

Technical IT
010-432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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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영

Adv. EANx IT
010-9221-2443

김창환

Technical IT
010-30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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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철

Adv. EANx IT
010-5332-4982

김흥래

Adv. EANx IT
010-738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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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태

김강태

Technical IT
010-6774-2408

문성원

Technical IT
010-3111-0705

Adv. EANx IT
010-309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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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Adv. EANx IT
010-259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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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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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IANTD KOREA
2020년 송년의 밤

◎ 갱신 비용
강사 트레이너: 340,000원 (강사 트레이너 갱신 비용 + 인물 광고비 포함)

금년 IANTD KOREA 송년의 밤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최우수 트레이너, 우수
트레이너, 최우수 강사, 우수 강사, 최우수 퍼실리티에 대한 시상은 홈페이
지에 정보를 올릴 예정이다.

강사: 190,000원 / 다이브마스터: 140,000원
◎ 계좌 번호 : 농협 100048-56-109556 예금주 : 홍장화
◎ 문의 전화 : 02-486-2792, 홈페이지(www.iantd.kr)
◎ 증정품 : 플리스 자켓 (선착순 250개 한정, 각 크기별 수량이 한정적)

IANTD KOREA 로고 고무 패치 제작
기존의 사각형 고무 패치는 재고 소진으로
새로운 고무 패치를 제작하였다.
크기 : 8 cm x 115 cm
재질 : 통고무
제조 : 한국

IANTD 2021년 멤버 갱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멤버 갱신을 실시한다. 대상은 IANTD
퍼실리티, 강사 트레이너, 강사, 다이브마스터로 본인의 최고 단계의 과정을
진행하고 2명의 인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강사배상책임 보험에 필수로 가
입하고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갱신 기간 :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 접수 방법 : IANTD KOREA 사무실 방문,
이메일 (iantd@iantd.kr), 팩스 02-486-2793

국외여행인솔실무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최윤근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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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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다이빙을 위한

지켜야 할 사항

❶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❷ 하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바닥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⓫ 다이빙 중에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⓬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지대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탑승을 한다.

❸ 다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⓭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❹ 다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⓮ 다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❺ 다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⓯ 다이빙 중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❻ 공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⓰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❼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⓱ 독이 있는 생물을 습득하여 독이 있는 생물을 조심한다.

무감압 한계 시간을 지킨다.

상승속도는 분당 9m 이내로 최대한 천천히 한다.

주의한다.

상승을 시작해서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❽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보트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❾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착용한다.
❿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오보홀을 한다.

잘 따른다.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⓲ 다이빙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않도록 몸에 바짝 붙인다.

⓳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⓴ 평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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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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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막탄섬
최고급 리조트와
럭셔리한 요트 다이빙

www.themark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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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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cea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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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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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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