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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DA SCUBA
대구 유일 강사개발센터
PADI 5STAR IDC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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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21년 3/4월호 통권 202호
Bi-Monthly Dive Magazine「scuba diver」
2021 March/April(VOL.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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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김병용 ByeongYong Kim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교정 교열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박은성 Euns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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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법률
민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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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OFFICE
주소 Address
(0433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5층, 스쿠바미디어)
(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Korea(04333)
전화 TEL
82-2-778-4981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팩스 FAX
82-2-778-4984
이메일 E-Magazine
diver@scubamedia.co.kr
홈페이지 Web Page
http://www.scubamedia.co.kr
http://www.scubadiver.kr
전자잡지 E-Book
http://www.sdm.kr
웹하드 Webhard
http://webhard.co.kr (ID pdeung, PW 2468)
계좌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등록번호
서울 용산 - 00706호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주) 현문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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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명갑, 김수열, 김은종, 김진관, 민경호, 윤재준, 이현채
Ellen Cuylaerts, Mike Bartick, Ruud van Ba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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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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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778 - 4981

4년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기구독 요금

www.scubamedia.co.kr

해외 정기구독 신청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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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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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월호 요금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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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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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DITOR’S COLUMN

코로나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글 구자광 / 발행인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대다수의 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코로나19는 우리의 소비트렌드도 바꿔 놓았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 각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각 나라들이 코로

결과 처음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불안감, 우울감, 장기화 등

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면서 항공 산업과 관광 및 여

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택트, 비대면, 홈코노미, 집콕족, 집밥,

행 시장은 단기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다. 해외여

가정간편식, 재택근무, 웹세미나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이

행으로 항상 가득했던 공항은 썰렁해지고,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직

러한 변화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라이프

원들은 실직하거나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작은 여행사들은 문을 닫

스타일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며 적응해가고 있다는

았고, 최대 규모의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적자폭은 충격 그 자체였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트렌드를 알 수 있으면 불확실한 상황

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속에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가야 할 것인가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부터 살

산업별 소비트렌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이

펴보아야 미래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확산되면서 일상용품들의 유통이 변화되어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고
오프라인은 매출이 위축되고 배송서비스가 증가하였다. 둘째, 라이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산업별 전망을 살펴보면 대외여건

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식생활이 바뀌고, 패션이나 화장품의 구입패

과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경영환경 생태계의 변화가 예

턴도 바뀌었다. 셋째.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과

측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또

위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인테리어나 편리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경

있다. 넷째, 교육, 게임, 공연, 여행, 영화 등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도체, 정유·화학, 게임·미

콘텐츠들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급성장하였다.

디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에너지, 제약·바이오, 유통, 식
음료, 패션, 화장품, 증권은 다소 긍정적인 전망산업으로 분류되었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

고, 항공, 관광, 철강, 조선·해운, 건설, 은행, 보험은 부정적인 전

마음속에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스카

망사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스캐너가 ‘2021 여행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는 줌 아웃(비대면 여행), WFP(Working From Paradise), 재생 여

특히 항공은 국제여객이 98%가 감소하여 적자폭이 가장 큰 분야였

행, 도시 너머로 여행, 클래식은 영원하다 등이었다. 여행은 인간의

고, 관광과 여행분야는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관광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이라고 한다.

입으로 유지되었던 국가들과 도시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따라서 백신 보급율이 높아지면 여행자의 억눌려있던 수요가 폭발

유령도시처럼 변하고 있고, 관련 사업들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 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상 버틸 힘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19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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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쇄조치로 회복은 더뎌지고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

2020년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고, 회복에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업계도 2024

살펴보면 여행 동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년에야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해소 목적이며, 38.1%가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 11.9% 해외여행 계

획이 취소되어, 11.2%가 자녀가 개학이 연기되어, 4.8%가 여행상품

활동과 더불어 힐링을 원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가상여행 프로그램이

할인을 많이 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건만

활성화될 수 있다. 잠재된 여행 욕구를 충족해주면서 미래의 고객이 될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다이빙업계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현실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먼저 다이빙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업계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억눌려있던 해외다이빙에

상품을 개발하고 수익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의 패턴이 바뀔 것

틀을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유형의 다이빙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무

이다. 번화하고 번잡스러운 장소보다는 한적하고 사람이 많지 않는

엇보다 여행을 가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어야 가능할

곳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이빙 여행지는 최적의 여행지이

것이다. 위기속에도 대안을 발견해 수익창조를 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여행을 하는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 다이빙업계도 불확실한 시대에 무언가 창의적인 새

위기상황을 겪게 되면 조금 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 레저

로운 여행문화를 찾아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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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IVE
WITH A SIDE OF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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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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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수중사진 콘테스트
2021년 03/04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이민정

금상

이상훈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윤여준

은상

정도섭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이혜은

동상

이승권

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

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

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입선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

김경휘, 김정인, 김지혜, 심수환, 이승권, 정도섭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가나다 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1년 03/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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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발리 무리와 다이버
NIKON D750, f/1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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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윤여준
대진38렉의웅장함
SONY ILCE-7M3 f/9, 1/6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혜은
제주의 바다거북
Canon PowerShot G7 X Mark III

f/4,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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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이상훈
박스피쉬(Box fish)
OLYMPUS TG-4, f/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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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정도섭
쉽누디(Sheep Nudi)
Canon PowerShot G7 X Mark II,

f/11, 1/25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승권
회초리산호공생새우
OLYMPUS TG-4, f/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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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정인

입선 김지혜

입선 심수환

입선 김경휘

입선 이승권

입선 정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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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Rite of Passage : Dos Pisos cave, Tulum, Mexico (diver in the image Robbie Schmittner)
통과 의례 : Dos Pisos 케이브, 멕시코 툴룸 (Robbie Schmittner 이미지의 다이버)

- Underwater & Wildlife Photographer
- Owner Ascension Island Adventures
- Curator World Oceans Day by United Nations Image Competition
- Explorers Club Fellow International
- Member of the Flag & Honours Committee Explorers Club
- Master in History & Education
- ADEX Ambassador for Photography & Conservation
- Women Divers Hall of Fame
- Cave Diver/DM
Website http://www.ellencuylaerts.com

Cosy : Signal Blenny in a Tube, Sea of Cortez, Mexico
기분 좋은 : 구멍속에 있는 시그널 베도라치, 멕시코 코르테즈해

Ellen Cuylaerts

Belgium

From Belgium, living in Grand Cayman. Traveler, explorer, adventurer, in

when she is behind the camera. As she explains, “You can either choose to

awe of nature's beauty...

document an encounter or express how you’ve experienced the encounter.

벨기에 출신, Grand Cayman 거주. 여행자, 탐험가, 모험가, 자연의 아름다

I try to shoot from the heart.” In this way, she essentially draws the viewer

움에 매료되어...

into the natural world.
그녀의 작업 목표는 2가지입니다. 그녀는 인간성과 자연 사이의 더 깊은 연

Award-winning Belgian photographer Ellen Cuylaerts captures images

결을 모색하고 사진작가로서의 자신의 경험, 카메라 뒤에 있는 순간의 느

of ocean wildlife that are serene, peaceful, and strikingly intimate. With

낌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만남을

a masterful understanding of composition and light, Cuylaerts creates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만남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표현하는 것을 선택할 수

works that are almost otherworldly, ushering her viewers into a realm still

있습니다. 나는 내면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관람자를

so foreign to the human collective.

자연 세계로 본질적으로 안내합니다.

수상 경력이 많은 벨기에 사진작가인 Ellen Cuylaerts는 고요하고 평화로우
며 놀랍도록 친밀한 해양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포착합니다. 그녀는 구도와

Ellen Cuylaerts travels the world as a freelance underwater and wildlife

빛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세상의 작품을 만들어 관람

photographer, documenting animals in each region and the particular

자를 인간세계와는 다른 영역을 보여 줍니다.

challenges they’re facing.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on Grand Cayman
in the Cayman Islands.

Cuylaerts’s objective with her work is twofold: she seeks to bridge a deeper

Ellen Cuylaerts는 수중 및 야생동물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전 세계를 여행

connection between humanity and nature, and she also works to capture

하며 각 지역의 동물과 그들이 직면한 특정 문제를 기록합니다. 그녀는 현

her own experience as the photographer, how it feels in those moments

재 케이맨제도의 그랜드케이맨에서 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Throne of Kelp : Grey Seal, Farne Islands, UK
다시마 속의 왕좌 : 그레이 씰, 판제도, 영국

The hunt : Orcas hunting for herring, Kaldfjörd, Norway
사냥 : 청어를 사냥하는 범고래, Kaldfjörd, 노르웨이

portfolio

Ellen Cuylaerts

And so it goes… : Southern stingrays as dusk, Sandbar, Grand Cayman, Cayman Islands
그렇게 가는 거야 : 황혼의 서던 스팅레이, Sandbar, Grand Cayman, Cayman Islands

Mom and pup : Harp seals, Ice floes, Gulf of St. Lawrence, Canada
어미와 새끼 : 하프 씰, 빙원, 세인트로렌스만, 캐나다

Stealth : Oceanic whitetip shark, Cat Island, Bahamas
스텔스 : 오셔닉 화이트팁 샤크, 캣 아일랜드, 바하마

Sailfin_Blenny fighting
세일핀 베도라치의 싸움

portfolio

Ellen Cuylaerts

Manatee Calf : 3 Sisters Springs, Crystal River, Florida, USA
어린 매너티 : 3 Sisters Springs, Crystal River, 플로리다, 미국

Passing : Spinner Dolphins, Kona, Hawaii
패싱 : 스피너 돌고래, 코나, 하와이

Botella : Whaleshark feeding vertically in Isla Mujeres, Mexico
보텔라 : 수직으로 서서 먹이를 먹는 고래상어, Isla Mujeres, Mexico

Up Close : Beluga Whale, Hudson bay, Manitoba, Canada
접근 : 벨루가 고래, Hudson bay, 매니토바 주, 캐나다

Sailfin_Blenny fighting
세일핀 베도라치의 싸움

portfolio

Ellen Cuylaerts

Dumbo :
Caribbean Reef Squid, Cayman Islands
덤보 : 카리브 리프 스퀴드, 케이맨 제도

Hello : Sperm Whale, Dominica
안녕 : 향유고래, 도미니카

흰동가리돔
흰동가리돔은 최대 크기가 약 15cm 정도인 농어목 자
리돔과의 바닷물고기이다. 자리돔과 흰동가리아과에
속하는 물고기를 통칭하여 흰동가리돔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국내 기록종인 Amphiprion clarkii를 지칭하
는 말이다. 몸의 형태 둥근 편으로 주둥이가 짧고 아래
턱이 위턱보다 길다. 몸의 색상은 등이 진한 갈색, 가슴
과 배는 주황색이며, 2개의 흰색 줄무늬가 있다. 가슴지
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밝은 노란색을 보인다.
이 물고기는 수심이 얕은 연안의 바위와 산호 군락지
에 주로 살며, 특히 독을 가진 말미잘과 공생하면서 살
아간다. 피부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말미잘 촉
수의 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말미잘 사이에
살면서 다른 생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말
미잘은 흰동가리돔이 떨어뜨리는 먹이를 받아먹을 수
있다. 단체를 이루어 큰 암컷과 큰 수컷이 무리를 지배
하며, 그 아래로 작은 수컷 3~4마리가 함께 산다. 큰
암컷이 죽으면 수컷들 중 가장 큰 개체가 암컷으로 성
전환을 한다. 번식은 5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다. 저서 조
류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고 산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비롯하여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살고 있다.

학명 : Amphiprion clarkii
영명 : Clark’s anemonefish, Yellowtail clownfish, clownfish
한글명 : 흰동가리돔, 흰동가리, 말미잘고기

줄도화돔
줄도화돔은 최대 크기가 12cm 정도인 농어목
나비고기과 바닷물고기이다. 몸의 형태는 긴
타원형이며 옆으로 납작하고 꼬리자루는 높다.
눈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비늘은 크
고 빗비늘이다. 체색은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광택이 있다. 주둥이 끝에서 눈을 통과하는 넓
고 검은 세로띠가 아가미뚜껑의 뒤끝에 이르고
있다. 또 같은 색깔의 좁은 세로띠가 주둥이 끝
에서 눈 위쪽을 지나서 제2등지느러미 아래에
까지 이르고 있다. 등지느러미 가시부의 끝 가
장자리는 검으며, 꼬리지느러미 기저 중앙에는
검은색 반점이 있다. 이 물고기는 야행성으로
수심 3~100m에 이르는 연안의 바위 지역에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이
학명 : Apogon semilineatus
영명 : Barface cardinalfish, Half-lined cardinal
한글명 : 줄도화돔, 반줄비단고기

알 덩어리를 입 안에 품고 부화하여 발육시킨
다. 산란기에는 암수 모두 위턱의 끝이 아래턱
보다 길게 돌출된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 남
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중부이남, 타

참고 도화돔과 줄도화돔은 분류학상 다른 종에 속하지만 부성애를 가진 물고기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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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태이야기

꽃돔
꽃돔은 최대 크기가 약 15cm 정도인 농
어목 바리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과 머
리는 측편되어 있다. 암컷과 수컷의 체
색은 차이가 있는데, 수컷은 선홍색을
띠고 체측에 진주빛을 띤 흰색 무늬와
반점이 세로로 배열되어 있다. 암컷은
등지느러미 극조부의 후반부에 크고 검
은 반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물고
기는 연안의 바위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
유영 생활을 하고,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을 한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남부,
타이완 등지이다.
학명 : Sacura margaritacea
영명 : Cherry bass
한글명 : 꽃돔

학명 : Choerodon azurio
영명 : Scarbreast tuskfish
한글명 : 호박돔

호박돔
호박돔은 최대 크기가 약 45cm 정도인 농어목 놀래기과의 바닷물고기이다.

가장자리는 연한 파란색을 띤다. 이 물고기는 따뜻한 바다의 바위 지역에 서

몸의 형태는 약간 긴 난원형이다. 주둥이에 이르는 등 쪽 외곽선은 경사가

식하며, 주로 단독생활을 한다. 육식성 어류로 조개, 갯지렁이, 새우류 등의

심하고, 어미가 되면 이 부분이 둥글게 솟아오른다. 양턱의 길이는 비슷하고

저서동물들을 먹고 살며, 산란기는 6월경이다.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을

각각 4개의 큰 송곳니가 있다. 몸은 황적색 바탕에 등지느러미 극조부의 중

한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남해,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 남부,

앙에서 가슴지느러미 기부까지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등지느러미 극조부의

타이완 등지이다.

앞부분과 꼬리지느러미는 검은색을 띠고, 나머지 지느러미는 노란색 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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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돔
범돔은 최대 크기는 약 20cm 정도이고, 농어목
황줄깜정이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에 난 무늬
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호랑이 범자를 써
서 ‘범돔’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다. 몸과 머리는
측편어 있고 체고가 높으며 체장이 짧은 마름
모꼴이다. 머리의 등 쪽은 약간 오목하다. 눈은
머리의 등 쪽에 있으며, 눈 지름은 주둥이 길이
와 비슷하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양턱의 길이
는 비슷하다. 범돔의 머리는 작고 눈은 크다. 몸
의 색상은 노란색이고, 어두운 갈색의 세로 줄
무늬가 있다. 몸 전체에 너비가 비슷한 노란색
과 검은색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나고, 등지느러
미 연조부의 앞부분에 검은 색의 반점이 있다.
이 물고기는 연안 얕은 곳에서 수심 100m에 이
르는 바위 지역에서 단독 또는 무리를 지어 서
식한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 동해, 남해, 제주
도를 비롯하여 일본 중부이남, 하와이,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학명 : Microcanthus strigatus
영명 : Stripey
한글명 : 범돔, 범나비돔, 남신발레, 똑대기, 줄돔

육동가리돔
육동가리돔은 최대 크기가 약 50cm 정도
인 농어목 황줄돔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
의 색상은 연한 황갈색을 띠고 몸 쪽에
5~6개의 너비가 넓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몸과 머리는 납작하고, 배 쪽에 비해 등 쪽
이 높아 몸의 형태는 삼각형을 이룬다. 눈
은 머리의 등 쪽 외곽선 가까이에 있고, 주
둥이는 뾰족하며 양턱의 길이는 비슷하다.
눈앞의 등 쪽 외곽선은 오목하게 패었다.
등지느러미는 매우 길고 꼬리지느러미 뒤
가장자리는 약간 오목하다. 이 물고기는 수
심 40~250m의 바위와 모래 지역에 서식
한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도
를 비롯하여 일본 남부, 하와이, 뉴질랜드
등지이다.

학명 : Evistias acutirostris
영명 : Banded boarhead
한글명 : 육동가리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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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가리돔
세동가리돔은 최대 크기가 약 17cm 정도인 농
어목 나비고기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과 머리
는 납작하고, 몸이 길이는 짧지만 높이가 높아
마름모꼴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는 매우 작으
며 등 부분에서 주둥이까지 경사가 심하고 주
둥이가 돌출되어 있다. 측선은 등 쪽으로 둥글
게 굽었다. 몸의 색상은 은백색 바탕에 두 개의
넓은 브라운색 띠가 몸에 있고 눈을 지나는 좁
은 브라운색 띠가 머리에 한 개가 있다. 등지느
러미 연조부에 흑색 반점이 있다. 주둥이 끝에
노란색을 띤다. 이 물고기는 바위가 많은 연안
이나 모래 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며, 난생으로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짝을 이루고 있다. 분포
는 우리바다의 제주도와 남해안을 비롯하여 일
본 남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하와이 등
이다.

학명 : Chaetodon modestus
영명 : brownbanded butterflyfish
한글명 : 세동가리돔

샛별돔
샛별돔은 최대 크기가 약 15cm 정도인 농
어목 자리돔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의 형
태는 체고가 높은 난원형으로 원형에 가깝
다. 주둥이는 짧고 둥글다. 몸의 색상은 전
체가 회흑색을 띠고, 머리와 등지느러미 중
간의 아래쪽에 눈 크기의 흰색 점이 있다.
크기가 10cm 정도 자라면 주둥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 물고기는 대형 말미
잘 주변에 모여 생활하며 말미잘과 공생하
지만, 말미잘 의존도는 크지 않은 편이다.
잡식성이며, 동물성 플랑크톤과 부착 조류
를 주로 먹고 산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남부, 일본 남부, 태평양 서부 지역
이다.

학명 : Dascyllus trimaculatus
영명 : Three-spot humbug
한글명 : 샛별돔

2021 March/April | 41

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전남지역 다이빙
글, 사진 구자광
사진 제공 윤재준 / PADI CD, 일산스쿠버 아카데미 대표
김명갑 / 홍도리조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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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전남) 지역의 특징
격열비열도

우리나라 남해안은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지역으로 점점이 떠

다도해 지역은 대부분 수심 100m이내의 대륙붕 지역으로 구로시오해류가

있는 무수한 섬들과 이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들은 한 폭의 동양화 같

제주 부근에서 둘로 갈라져 하나는 서해로, 다른 하나는 동해로 들어가는

다.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의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면에 이르는 지역은 다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수심이 얕고 연중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종이 풍

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경상남도

부하다.

통영시의 한산도에 이르는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해안의 다이빙사이트는 그 지형적인 특색만큼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곳은 다이빙뿐만 아니라 보트로 이동 중에 감상하게 되는 기암괴석의 무

포인트가 매우 다양하며, 다른 근해에서 보기 힘든 대형 어류들을 쉽게 볼

인도들과 주변의 섬들의 경치가 압권이다.

수 있다. 최근 수온상승으로 인해 수중경관도 예전과는 달라져서 연산호를
십이동파도

남해안 다이빙은 과거에는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하여 가까운 중부지방이

비롯하여 열대어 종류가 쉽게 관찰된다.

나 대구, 부산 등지에서나 투어를 쉽게 다녀올 수 있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의 다이빙은 부산, 거제, 통영, 사천, 미조, 여천, 여수, 완도 등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고속도로가 많이 개통되어 교

지에서 다이빙 보트를 타고 시작된다. 적게는 10분 내외의 거리로부터 멀

통편도 원활해지고 현지에 다이빙보트, 숙식 등의 양질의 다이빙 관련 서

게는 3시간 이상을 어선 혹은 다이빙 전용선을 이용하여 주변의 수려한 자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다이빙센터와 리조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

연 경관과 함께하는 다이빙은 그 묘미를 배가시킬 것이다.

등의 수도권에서도 큰 불편 없이 다이빙 투어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다이빙은 시야가 좋은 봄부터 가을철에 계획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 지역

조수간만의 차이는 남서부 해안 지역이 5m 내외로 대체로 크고 한반도의

의 다이빙을 계획하고 있는 다이버는 사전에 가고자 하는 지역의 다이빙

남동부 해안 지역으로 점차 작아져서 부산 해안 부근에서 1.3m 정도가 된

전문점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다. 조류는 평균 2∼3노트나 섬 사이의 좁은 수로지인 경우에는 유속이 상
당히 빠른 곳도 있다.

진주
순천

광주

목포

통영
사량도

여수

두미도

비진도
돌산도

고흥

죽
욕지도

홍도
금오도

해남

진도

좌사리도

완도

청산도

보길도

모기섬(문도)
삼부도

가거도

거문도
여서도

추자도

관탈도
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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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역

여수시는 한반도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한다. 남해안 지역의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선을 보인다. 여수시에는 총 365개의
섬이 소속되어 있다. 연륙도서 4개를 포함하여 유인도는 49

거문도/백도
거문도/백도로 가는 방법
일반적으로 거문도로 가기 위해서는 전남 여수까지 간 후에 여수항에
서 거문도로 들어가는 배를 이용해야 한다. 육지에서 거문도로 연결되
는 배편은 여수항, 나로도항, 녹동항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2020년 2
월 현재 매일 2항로 3편 가량이 운행된다.

개, 무인도는 316개이다.

남해안에 접해 있는 여수시의 남부와 동부는 해안선의 드나듦
이 복잡하고, 여러 섬들이 천연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한반
도의 남단에 위치하고 해양의 영향으로 겨울이 비교적 온난한

• 여수↔거문 항로는 사람만 태우는 초쾌속선으로 오션호프해운에서
매일 2회 운항한다(중간에 나로도를 경유한다). 대략 여수항에서 1시
간 20분정도 소요된다.
• 녹동↔거문 항로는 우체국 택배 윙바디 화물차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남해안형 기후구에 속하며 비가 많다.
여수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선)와 연결
되어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12년에는 여수국가산
업단지와 여수시 묘도를 잇는 묘도대교가, 2013년에는 묘도와

차도선(카페리)으로 평화해운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1
회 운행한다(월요일 정기휴항). 녹동↔거문 항로는 그날의 중간기항
지 개수에 따라 3시간 또는 4시간 15분이 소요된다.
• 여수↔거문 항로는 나로도·손죽도·초도 등등 이곳저곳에 잠시 경

광양항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정식 개통되었다.

유하여 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쾌속선인지라 평균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금오도

백도

금오도는 여수시에서 돌산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섬의
모양이 자라를 닮았다고 하여 큰 자라라는 뜻으로 ‘금오
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주위에 있는 돌산도, 소리
도, 월호도, 두리도, 개도 등과 함께 금오열도를 이루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또한 여수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수시로 운항되어
교통이 편리하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금오도
∼여수간에 정기여객선이 운항된다.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사빈
해안이 있다. 침강운동으로 형성된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
잡한 이른바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수심이 다
른 해안보다 깊은 것이 특징이다.
근해에서는 멸치·장어·삼치·미역이 어획 및 채취된다.
미역과 김 양식이 활발하고, 인근 해안은 우리나라 최대
의 감성돔 산란장소이다.

삼부도
역만도

삼부도는 거문도와 백도의 중간에 위치한 무인도로 대삼부도와 소삼
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해식동이 유명한데 해식동은 파도의 침

여수
모기여(문도)

식 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암석 기반이 약한 곳이 단층, 절리, 층리 등을
따라 동굴 모양으로 깎여 형성되기도 한다.

모기섬(문도)
거문도

동도
상백도

서도

소삼부도

하백도

모기섬(문도, 모기백도)
모기섬은 여수앞바다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섬이다. 모기섬은 이웃한
백도에 가까워 "모기백도"라고 불기기도 한다. 모기섬과 모기여는 이웃
한 거문도, 삼부도의 그늘에 가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아직 자원이
잘 보전된 곳이기도 하다. 감성돔, 참돔과 돌돔, 농어도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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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

완도군 지역은 전남 남해상의 완도와 264개의 섬으로 형성된
군이다. 고흥반도와 해남반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201개의 섬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섬들은 소백산맥의 한 줄기인 해안
산맥이 침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완도군은 연륙교인 완
도대교를 통해 해남을 거쳐 육지와 연결된다. 완도항은 연안

섬의 정기연락선 기항지이며, 제주항과 내륙을 잇는 가장 가
까운 지점이다.
완도군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과 바닷말이 숲을 이
루고 바다 밑에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맥반석과 초석이
깔려 있어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2,200여종의 바다생물이 서
식하고 있다.

청산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속한 섬으로 완도 남동쪽 해안에서 남동쪽으로
약 19.7㎞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장도, 지초도, 항도 등의 부속섬과 대
모도, 소모도, 여서도 등이 있다. 산과 물이 모두 푸르다 하여 청산도

보길도

라고 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완도-청산도 간

보길도는 완도에서 서남쪽으로 23.3㎞ 떨어져 있고, 노화도 남서쪽 1.1㎞

정기여객선이 운항한다.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노화도, 소안도를 비롯한 큰 섬과 예작도, 장사도

근해에서 고등어, 삼치·멸치·도미·민어·갈치·쥐치·장어·문어·낙지

등의 작은 섬들이 있다.

등이 어획되며, 굴·미역·김·톳 양식이 이루어진다.

교통은 목포·완도 등에서 정기여객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해남군 송지면
의 땅끝에서도 운항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증편 운항되고 있다.
해안은 소규모의 만이 발달한 북동쪽을 제외하면 드나듦이 대체로 단조

여서도

로우며, 암석해안이 대부분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에 속한 섬이다. 완도 남동쪽 청산도에서

연근해에서는 도미·삼치·멸치 등이 잡히며, 다시마·전복·소라 등의 채

약 25㎞ 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태랑도라 불렀으나, 1945년 이

취와 굴·미역·김 등의 양식이 이루어진다.

후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란 뜻에서 여서도라 개칭했다. 완도에서 출
발하는 정기여객선이 모도를 경유해 운항된다.
섬의 중앙에 솟은 352m의 산이 급경사를 이루며 해안까지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이룬다. 북쪽에 만이 형성되어 있지만 해안
선은 대체로 단조롭다. 암석해안이 대부분으로 곳곳에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어 특이한 자연경관을 이룬다.
자연산 돌미역, 해삼, 전복 등이 채취된다.
연근해에서는 도미·숭어·도다리·자리돔 등이 잡힌다.

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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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

신안군 지역은 전남 남서부 해역에 있는 군으로 72개의 유인
도와 932개의 무인도 등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의 기항지는 목포항이며, 큰 섬은 목포항에서 매일 수회
씩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이 있다. 작은 섬들은 연락선이 한 달

에 5회 정도 왕래한다.
신안군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여 자연경관이 뛰
어나다. 연안의 해변은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얕아서 대형 선
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도 있다.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서해안을 남하하는 연안수의 냉수대와 서해 중
부를 북상하는 난류가 이루는 조경이 가까이 발달하여, 해마
다 4∼7월이면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 선박의 항해에 어
려움을 준다.
이 지역의 섬중에서 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섬은 홍도와 가거
도이다.

가거도

가거도의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다. 남쪽의 사빈해안을 제외하면 대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에 소속된 섬이다.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45㎞, 대
흑산도에서 남서쪽으로 70㎞ 지점에 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섬
이다. 조선시대에는 가가도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 소흑산도로 지명이
바뀌었다가, 다시 가거도로 불리고 있다. ‘가히 살 만한 섬’이란 뜻의 가거

부분 암석해안이며, 높은 해식애가 발달하여 장관을 이룬다. 22km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아찔한 경사의 절벽과 기암괴석이 즐비해 딱히
어디라 할 것도 없이 섬 전체가 절경이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가거도 해역은 제주도에서 갈라진 구로시오 난
류가 서해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참조기, 홍어, 멸치, 참돔, 돌돔,

도(可居島)로 불린 것은 1896년부터다.
목포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대흑산도를 경유하여 운항된다. 목포항
에서 남해고속 소속 페리로 흑산도, 하태도, 만재도 등을 거쳐 4시간30분
이 걸린다. 섬에는 국가어항인 가거도항이 있으며, 주변해역은 해양보호

감성돔, 농어, 돗돔, 방어, 불볼락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거도 수중에는 제주도 문섬 앞바다처럼 대형연산호류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가거도 바다의 가장 큰 매력은 원시 생태를 보존하고 있
다는 점이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0.17㎢의 주변 해역은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어느 곳을 가나 대형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를 비롯해 톳, 작은구슬산
호말 등이 해중림을 이루고 있다. 해중림은 이를 직접적인 먹이로 삼
가거도

는 해삼, 산호, 전복 등의 식생을 가능하게 하며 이곳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은 어류를 불러 모은다. 가거도 바닷속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가장 많은 종의 해면이 서식하고 있다. 그 수많은 홍합마다 해면이 붙
어 있고 넘쳐난 해면들은 바닥면 곳곳을 덮고 있다. 바닥면에는 전복
과 소라 등의 복족류가 아무렇게나 기어 다니는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이다.
가거도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인 국흘도로 향하자 외해에서 밀려오
는 풍랑과 조류가 맞부닥쳐 파도가 거세다. 조류가 강한 곳에는 큰 물
고기들이 산다. 국흘도와 소국흘도가 만들어낸 수중협곡을 비집고 들
어가자 한 무리의 돌돔이 있다. 대충 크기를 가늠해도 50㎝ 안팎이다.
돌돔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쉭 쉭’ 하는 소리가 들린
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 십 마리가 넘는 방어 떼가 지나고 있다. 1m 안
팎까지 자라는 방어는 회유성 어종답게 움직임이 빠른데다 민감하다.
가거도 수중탐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기자를 반긴 것은 푸른 바
다를 정열적으로 수놓던 불볼락 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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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홍도
홍도는 행정구역상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 속하고 있다. 마치 누에
처럼 생긴 모양을 하고 있는 섬이다. 해방전에는 매화꽃보다 더 아름답다
하여 매가도라 불렀으며 해방 후에는 해질 무렵이면 섬 전체가 붉게 보
인다 하여 홍도라고 불리고 있다.
주위에는 단옷섬, 방구여, 아랫제비여, 진섬, 앞여, 높은섬, 띠섬, 탑섬 등
20여 개의 부속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도에는 1구와 2구 두개의 마을이
있다. 여객선이 정박하고 해수욕장이 있는 1구는 관광의 중심지이며, 2구
에는 아름다운 등대가 있다.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115km, 흑산도에서는 22km 떨어져 있다. 목포-흑
산도-홍도를 잇는 정기여객선이 운항된다.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으로 가득 찬 이곳은 일찌감치 1965년에 섬 전
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고 1981년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
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홍갈색을 띤 규암질의 바위로 이루어진
홍도는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짙푸른 바다와 푸른 숲
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서해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수중 시야는 약 10m 정도로 대체로 양호하다. 암반에 다시마·미역 등
의 해조류 군락이 전체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전복, 해삼, 해면, 산호 등
이 관찰된다. 자리돔, 거북복, 철갑둥어, 우럭, 어렝놀래기, 쥐치과, 청베
도라치과, 청줄돔 등의 어류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리돔,
논쟁이, 나비고기, 능성어 등 제주 해역에서나 관찰되는 어류들과 방어와
농어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홍도는 다이빙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 년 중에 5월말부터 10
월말까지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수온이 20℃ 에서 22℃ 사이
로 따뜻하며 시야도 비교적 좋다. 홍도 다이빙의 가장 좋은 물때는 조금
(음력 8일, 23일)을 전후한 시기로, 이 시기에는 조류의 영향도 약하고 투
명한 시야를 보장한다. 또한 다이빙 시즌 중에도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
7~8월에는 홍도의 서북 해역에서, 6월과 9~10월에는 남동 해역에서 주
로 다이빙이 이루어진다. 반면 11월초부터 5월중순까지는 쿠로시오 난류
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황해의 차가운 대륙성 연안수 유입이 늘어 수온은
4~5℃ 정도로 뚝 떨어지며 시야도 좋지 않아 다이빙 활동이 힘든 시기
로 홍도의 다이빙센터가 휴업 상태로 철수하는 시기이다.

김명갑 / 홍도리조트 대표, 010-2112-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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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버가
다이빙을 하면서 사냥이나
수산물을 채집하면
처벌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
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최근에는 단순히 수중의 풍광을 즐기거나 수중사진 촬영을 즐기는 스쿠바
다이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물고기 사냥이나 멍게, 소라, 전복
등의 채집을 즐기며 먹거리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스쿠바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이나 사냥총을 소지하고 물
고기를 잡거나 수중 부착생물을 채집하면 국내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수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
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

된다. 이러한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이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아는

제2조 (정의)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스쿠바다이빙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호수도 훌륭한 다이빙포인트가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1]]

될 수 있다. 바다가 아닌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내수면이라 칭한다.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면에서의 사냥행위도 바다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한편,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령이나 행위 주체를 어업자와 비어업자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로 구분한다. 그리고 위 두 개의 법령은 어업자의 영업행위만 규제하는 것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이 아니고, 비어업자의 비어업 행위도 규제한다.

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

단 비어업인이 수산물 획득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 이곳을

업을 말한다.

유어장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비어업자의 행위를 특히 유어라고 부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르는데 이는 “낚시나 스쿠바다이빙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
별 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지정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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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

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제39조 (벌칙)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말한다.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

(약칭: 유어장규칙)

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

[시행 2020. 8. 28.]

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수중관광유어장은 현재 수산업법에 의거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47호, 2011.7.25, 타법개정]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

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

수산자원보호령

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1740호 일부개정 2009. 09. 21.

④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

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

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

1. 투망

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유어장에서는 유어비를 내고 해경에 신고한 후 유어선으로 지정된 5척의

4. 가리ㆍ외통발

어선 중에 합법적으로 작살을 싣고 다이빙포인트로 이동을 한다. 주로 자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연짬이나 인공어초 주변이 주된 포인트이다. 다이빙을 즐기면서 잡아온 물

6. 집게ㆍ갈구리

고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주변 횟집에서 잡아온 수확물을 횟감으로

7. 손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자원보호령제 10조에 의해 작은 물고기는 잡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을 수 없고 물고기는 2마리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다금바리나 붉바리 능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

성어(구문쟁이) 같은 제주 특산어종은 잡을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다. 무

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이빙 활동 중 전복이나 소라 등 패류는 절대로 채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

집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수산물 자원보호령에 의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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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투어

해외다이빙

랜선투어

글, 사진 구자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모든 국가의 국
경이 폐쇄되었다. 국가간 왕래가 대부분 막혀 해
외 다이빙여행이 2년째 힘든 상황이다. 지난날 열
대지방의 아름다운 바다들을 여행했던 기억을 떠
올리면 다시 가고 싶은 다이빙사이트나 다시 보
고 싶은 수중풍광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 랜선투어
랜선이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선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인
터넷을 이용해서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 공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랜선투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버린 해외여
행을 대신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들이
다녀왔던 해외 다이빙 투어의 사진들을 공
유하면서 대리만족하는 투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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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랑어
대형 무리
Yellowfin tuna

다이빙 장소 : 멕시코 소코로섬의 Roca Partida

학명 : Thunnus albacares
영명 : Yellowfin tuna
한글명 : 황다랑어

황다랑어는 무게가 180kg 이상인 큰 참치류 중에 하나로 전 세
계의 열대 및 아열대 바다의 원양 해역에서 서식한다.
두 번째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그리고 그 지느러미와 꼬리
사이의 지느러미는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 이 물고기의 일반적
인 이름을 황다랑어라고 한다. 두 번째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는 매우 길어 꼬리까지 도달하여 낫이나 초승달처럼 보인다. 몸
체의 등은 매우 진한 금속성 파란색이고, 배는 은색으로 약 20개
의 수직선이 있다.
황다랑어 먹이에는 원양 갑각류 및 오징어를 포함하여 날치, 꽁
치, 고등어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 등도 잡아먹는다. 황
다랑어의 유어는 더 큰 참치, 바닷새 및 와후, 상어, 빌피시와 같
은 포식성 물고기를 포함한 다른 원양 사냥꾼에 의해 먹이가 된
다. 성어는 이빨 고래, 특히 흑범고래, 원양 상어류, 청새치류와
같은 크고 빠른 포식자에 의해서만 먹이가 된다. 황다랑어는 여
타 물고기와는 달리 온혈이고, 그들의 따뜻한 근육은 시간당 최
대 50마일의 속도로 헤엄을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식자를 피
할 수 있다.
주로 해양 심해에서 발견되지만 황다랑어는 수온과 투명도가 적
절하고 음식이 풍부한 적절한 조건이 되면 해안에 접근할 수도
있다.
하와이군도, 서태평양, 카리브해 및 몰디브섬에서 베이트볼을 공
격하는 황다랑어를 볼 수 있다. 황다랑어는 종종 비슷한 크기의
동반자와 함께 무리를 이룬다. 때때로 다른 참치 종과 혼합 무리
를 이루는 데, 특히 가다랑어와 함께 무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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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피쉬
무리의 산란
Spawning of Buffalo

다이빙 장소 : 팔라우 랜드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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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프헤드 페롯피쉬(Bump-head Parrot Fish)
학명: Scarus spinus
영명: Bump-head Parrot Fish, Buffalo Fish

앵무고기 중에는 범프헤드페롯피쉬(Bump-head Parrot Fish)라
는 종이 있다. 버팔로피시(Buffalo Fish)라는 닉네임이 부쳐져 있
다. 이들은 얕은 수심에서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산호를 긁어 먹는다. 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산호를
긁어 먹고 먹은 만큼 석회가루를 배설하기에 버팔로피시 무리가
이동할 때면 물속이 뿌옇게 흐려진다. 이러한 모양새가 마치 육
지의 들소(버팔로) 떼가 황야를 질주할 때 일으키는 흙먼지에 비
유되면서 버팔로피시(Buffalo Fish)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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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타이거
샤크
Sand Tiger Shark

다이빙 장소 :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샌드타이거 아치

샌드타이거샤크는 전 세계의 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 서식하는 대
형 상어로 몸길이는 3.5m에 달한다. 수심 약 191m 깊이까지 대
륙붕에 서식한다. 일본, 호주, 남아프리카, 지중해 및 북미와 남
미의 동해안에 서식한다.
샌드타이거샤크의 등은 적갈색 반점이 있는 회색이다. 가장 크
고 무시무시한 많은 이빨을 가졌지만 가만히 수영하는 것을 즐
기는 온순한 상어 중 하나이다. 날카롭고 뾰족한 머리와 크고 무
거운 몸집, 아주 공격적이고 무섭게 생겼다. 여러 방향으로 난 날
카로운 이빨이 입 안에 가득하다. 입을 다물어도 보이는 많은 이
빨은 치명적인 육식동물처럼 보이게 하지만 뜻밖에도 유순하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한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다. 길고 매
끈한, 단검 같은 이빨은 작은 먹이를 붙잡기 쉬운 구조로 먹이를
통째로 삼키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큰 물체는 잘 공격
하지 않는다. 샌드타이거샤크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타이거샤
크와는 관련이 없다.
샌드타이거샤크는 동족을 서로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산란
기에 동족을 서로 잡아먹기도 한다. 본능적으로 영역 다툼이 있
거나 산란기가 되면 덩치가 작은 상어들을 공격한다. 짝짓기는
북반구에서는 8월과 12월경에, 남반구에서는 8~10월에 이루어
진다. 번식하는 방식은 상어류 중에서 드문 형태인 식란형난태생
으로 어미의 자궁에서 새끼들이 서로를 잡아먹어 강한 한 녀석
만 태어난다. 암컷은 자궁이 좌우 1쌍이므로, 한번 임신할 때마다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샌드타이거샤크는 정기적으로 수면 위에서 공기를 들이켜 위속
에 저장하고 유영을 하는 유일한 상어이다. 이 공기는 다른 물고
기의 부레와 같은 역할을 하며 물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떠 있으
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먹이를 먹지
않고도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한다. 해안 가까이로 헤엄
쳐 오기도 한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동굴이나 난파선 등에 휴식
을 취하고, 밤에 사냥을 할 때는 바닥 가까이에서 작은 물고기,
갑각류, 오징어 따위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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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Carcharias taurus
영명 : Sand Tiger Shark
한국명 : 모래뱀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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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만타레이
Black Manta Ray

다이빙 장소 :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에서 쥐가오리라는 이름은 머리지느러미로 돌출된 커다
란 가슴지느러미의 연장부가 쥐의 귀를 닮았다 하여 쥐가오리라
고 부르고, 영어명 Manta Ray는 망토와 같은 넓은 가슴지느러
미가 달려 있어서 붙여졌다. Manta는 스페인어 담요나 망토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쥐가오리(Manta ray)는 가장 큰 가오리이다. 최
 대 9m의 가로 길
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중량은 2톤에 도달할 수 있다. 날개 너비
는 6m가 넘는다. 생김새로는 옆구리에 눈이 달려 있고 배 밑에
아가미가 있다. 쥐
 가오리는 작은 등지느러미가 있고, 일반 가오
리류와는 달리 꼬리에 독이 있는 꼬리침이 없다. 쥐
 가오리는 머
리지느러미가 달려 있는데 이 머리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플랑크
톤 같은 먹이를 입 주위로 손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상어와 같은 천적을 피하거나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떼
어내기 위해서 수면 위로 1.5m이상 날아오를 수도 있다. 뼈대의
70%이상이 부드러운 연골로 되어 있다. 쥐가오리는 20년 동안
살 수 있고, 주요 먹이는 플랑크톤(Plankton)이다. 쥐가오리는 일
반적으로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며, 온대 해양에서도 발
견된다.

Black Manaray
일반적으로 쥐가오리는 상단이 어둡고 하단이 흰색이다. 하단에
는 다양한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 만타레이의 고유한 무늬
로 만타레이를 구분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Black Manta Ray
로 알려진 유전적 형태는 상단과 하단 모두 검은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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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Manta birostris
영명 : Manta Ray
한국명 : 쥐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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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Black
water
The Ultimate Photo Op.

블랙워터 사진작업의 극치
Text & Photos Mike Bartick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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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val fish often look much differently than there
adult selves. Many have elongated appendages, flowing
fins and are nearly transparent.
유충 물고기는 성어와는 훨씬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들은 길쭉한 부속기, 흐르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거
의 투명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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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lore, we learn, we grow, we divers are a unique blend of curious

우리 다이버들은 탐구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대자연의 메커니즘을 잠시

individuals, interested enough to risk everything for a momentary

나마 엿볼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무릅쓸 만큼 호기심 많은 독특한 사람

glimpse at the mechanics of mother nature.

들입니다.

There are so many hidden secrets in our oceans and some things we may

우리 바다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never fully understand, to explore there and witness the flurry of life, is

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탐험하고 생명의 소용돌이를 목격

unlike anything a non diver could ever imagine.

하는 것은 다이버가 아닌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One of the main drivers for this photographer is to show the world what
lies beneath the surface. To introduce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the
“real ocean” so that they may see it through our eye’s in a way that is
both endearing and interesting. When i began this journey i was happy
to capture a sharp image of anything to show my father what i was
up to down there, after all he’s the one that swam me out beyond the
waves for the first time. But as time went on, so did my curiosity and
drive for more, trying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our oceans
work. Early in my dive career i was introduced to open ocean diving in

수중사진작가의 중요한 의무중 하나는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
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통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진짜 바다”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저를 처음으
로 파도 너머로 헤엄쳐 나가게 한 아버지께 바다속에서 찍은 선명한 사진
들을 보여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알고 이해하고 싶은 나의 호기심과 욕구는 더 커졌습니
다. 다이빙 초기에 저는 다이빙 클럽 친구들의 소개로 캘리포니아 남부의
“블루워터” 다이빙을 소개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할지 몰랐지만 뛰
어들었습니다.

Southern California by friends at a dive club who had invited me to join
them for some “Bluewater” diving. Not really knowing what to expect, i
jumped in.
We motored 5 miles off the coast of Dana Point to a place where the

우리는 Dana Point의 해안에서 5마일 떨어진 대륙붕 가장자리에서 가장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 comes the closest, and after a nod from the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고 선장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

captain, geared up and rolled in.

했습니다.

The cold waters of SoCal hold many treasures and at certain times of

남부 캘리포니아의 차가운 물속은 많은 보물들을 담고 있고 연중 특정한

the year, larger planktons can be seen with abundance. It doesn’t take

시기에 더 크고 풍부한 플랑크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심한 호기심과 그

long to realize that your in a wild place where your timorous curiosity

곳에 있는 생명체들의 호기심이 맞닿아 있는 야생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is met with the same timid curiosity of the creatures that live there. Both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처음 보며 궁

seeing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and wondering, “what are you”. This

금해 합니다. “너는 누구니?”. 우리 인간들은 단지 부적응자에 지나지 않

followed by the humble realization that we humans are really no more

는다라는 겸허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생물들과 분

then square pegs in a round hole. We are an arrogant lot, thinking we

리되어 있고, 우월하고, 어떻게든 더 강하다는 오만한 생각이 그 짧은 순

are separate from other creatures, somehow superior, somehow more

간에 경이로움으로 변하였고 깊은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경

powerful and for that brief moment a deeper understanding disguised as

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wonder creeps into us and begins the smooth out the edges.
Man has only roamed our planet for a short period of time in our planets

인간은 지구의 역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history. But our oceans have been thriving for hundreds of millions of

의 바다는 수억년 동안 번영해 왔습니다. 많은 바다 생물들은 육지에 사

years. Many of the creatures have evolved over time at a much slower

는 생물들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해양 속으로 다

pace then those on land. Diving into this open ocean realm can be akin

이빙하는 것은 수백만 년 전처럼 오늘날 생존 전략이 효과적인 생물들이

to diving into a prehistoric place where creatures have not needed to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선사시대 장소로 다이빙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

evolve, whose strategies for survival are as effective today as they were

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고, 먹이를 먹기 위해 수직으로 이동하며, 대부분의

millions of years ago. Drifting on the current, migrating vertically to

삶을 춥고, 어둡고, 적대적인 이곳에서 단순한 임무 하나, 짝짓기를 할 수

feed, living most of their lives in this cold, dark, hostile place with one

있을 만큼 오래 삽니다.

simple mission, live long enough to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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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alopods found on Blackwater
dives (w ith the except ion of the
wunderpuss) will spend most of their
lives, if not the entire lifecycle in open
ocean.
블랙워터 다이빙에서 발견된 두족류(원더
푸스 제외)는 전체 삶을 대양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삶을 대양에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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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years later on a regular night dive, my guide pointed out to me a

몇 년 후, 야간 다이빙을 하는데 제 가이드가 물공간에서 헤엄치는 투명

transparent octopus swimming in the water column that again ignited

한 문어를 가리켰고, 이는 더 보고 싶은 제 욕구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this drive to see more. I spend most of my days, looking for small

대부분의 날들을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작은 동물의 생태

animal life on the substrate to photograph and guiding visitors from all

를 사진에 담기 위해 찾아다니며 보냅니다. 수천 번의 다이빙 경험으로 볼

over the world. With thousands of dives under my belt, this area of the

때 필리핀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적으로 풍부한 곳 중 하나로 알려

Philippines is known as being one of the most bio-rich places on the

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절마다 습성이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정착”하

planet for macro life. Each season we watch the the substrate populate

고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연중 몇 달 동안 다양

with various critters that “settle” here, and like the seasons, change

한 생물들로 채워지며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어디에서

throughout the months of each year. For the longest time i would ask

온 것인지 오랫동안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문어를

myself, where are all of these creatures coming from. When i saw this

보고 있을 때도, 더 열심히 찾고 싶은 내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을 깨닫는

alien looking octopus though, something clicked in me that compelled

동안 나는 답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me to search even harder while recognizing, i was looking in the wrong
place for my answers.
Right around this time i began seeing other photos trickle into my social

바로 이 무렵, 저는 다른 사진들이 제 소셜 미디어 피드로 올라오는 것을

media feed of mostly unusual jellyfish or an occasional squid then

봤습니다. 주로 특이한 해파리나 가끔 보는 오징어였습니다. 그리곤 사진

recognizing the name of the shooter as one of my friends. After a few

작가의 이름이 제 친구 중에 한명일 것을 알았습니다. 몇 번의 통화 후,

phone calls we set up some dive time and began exploring the bays that

우리는 다이빙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반도 주변의 만을 탐사하기 시작했

surround our Penninsula and looking for some of the unusual subjects

고, 물공간에 서식하는 특이한 대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that also inhabit the water column.
We motored out, and tied a torch to the end of a rope, threw it in and

우리는 배를 몰고 나가서 밧줄 끝에 손전등을 묶어 던져 넣고, 그 뒤에 뛰

jumped in after it, drifting with the boat and trying not to get left behind.

어들어 배와 함께 표류하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종종

This was often stressful spending most of the dive finning as fast as we

대부분의 다이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면서 멈춰서 쉴 기회

could and not having a chance to stop and relax. Eventually, i made our

를 갖지 못하면서 보내는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저는 부표 시스템을 사

first downline using a mooring ball system and from that point forward

용하여 첫 하강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만

we began seeing what secrets our bay was hiding.

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Blackwater diving takes place offshore at night and over deeper water.

블랙워터 다이빙은 밤에 그리고 깊은 물에서 이뤄집니다. 우리는 플랑크

We use a downline with eight, high powered lights to attract planktons

톤을 끌어들이고 물살에 떠내려갈 때 물속 가이드를 받기 위해 8개의 고

and to help guide us through the water as we drift on the current. Our lit

출력 랜턴을 부착한 하강라인을 사용합니다. 불이 켜진 부표는 우리의 수

buoy allows our surface team to track us from the boat to ensure safety.

상 팀이 안전을 위해 보트에서 우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Our dive days begin with the setting sun and last well into the late hours

다이빙은 일몰에서 시작하여 매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며, 바다가

each evening, exploring what the ocean brings us on the incoming tide.

밀려오는 밀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를 탐구합니다.

The obsession for BW diving begins with the idea of being able to

Blackwater 다이빙에 대한 집착은 자연을 가장 순수하고 원시적인 형태

witness nature in its purest and most raw form. The chance of seeing

로 관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나 가져보지 못한, 관찰

something that no one else has and of course the opportunity to observe

할 기회나 촬영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위해 우

and photograph what we see. So for weeks on end, we happily endure

리는 밤낮이 바뀌고 쪽잠을 자야하는 걸 알지만 행복하게 버텨냅니다.

the reversed time cycle’s and daily cat naps with baited an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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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lyfish play an important roll in our oceans. Their roll can change
through their daily routines as well. Migrating twice a day, some will
provide a food source for other creatures or even shelter for juveniles.
The immortal jellyfish can even live forever by regenerating itself over
and over.
해파리는 대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일상을 통해
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이동하면서, 어떤 것들은 다른 생물들에
게 식량으로 제공되거나 심지어 유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불
멸의 해파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생시킴으로써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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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rget subjects for blackwater divers are generally plankton but

Blackwater 다이버들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플랑크톤이지만 모든 플랑크

not all planktons are small gelatinous creatures. Imagine, every single

톤이 작은 젤리 형태의 생물인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 상어, 가오리를 제

organism in the ocean with the exception of mammals, sharks and rays,

외한 해양의 모든 유기체는 “정착” 전에 물공간에서 성장하면서 시간을

spend a period of time developing in the water column prior to “settling”.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어, 게, 새우, 달팽이, 아네모네, 크리노이드,

Octopus, crabs, shrimps, snails, anemones, crinoids, sea cucumbers and

해삼, 그리고 물론 물고기들은 어린 시절의 일부분을 표류하고 먹이를 먹

of course fish, to name a few, will all spend a portion of their early life

고 힘을 얻은 후에 습성이나 물공간으로 그들의 삶의 무대를 이동할 것입

drifting, feeding and gaining strength before moving into their next

니다.

stage of their life, either on the substrate or in the water column itself.
We’re never really sure what the lights will attract so unlike a typical

우리는 일반적인 다이빙과 달리, 불빛이 무엇을 끌어당길지 확신할 수 없

muck dive, we cannot revisit the same subject, nor can we make endless

고, 같은 생물을 다시 찾을 수도 없으며, 또한 정확히 사진을 찍기 위해

adjustments to get the shot right. The fleeting moment between finding

끝없는 조준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찰라의 순간에 덧없는 대상들을 찾고

our transitory subject and photographing them can be challenging

그것들을 찍는 것은 도전일 수 있지만, 사진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바다에

but well worth the effort and highly rewarding. Not only from the

대해서 보고 배우는 것으로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

photographic standpoint but from what we see and learn about our

각합니다.

ocean.
Squid roam in packs and tend to be the most voracious of predators,

오징어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가장 탐욕스러운 포식자로 우리의 불빛

feeding on the fish that are attracted by our lights. Using clouds of ink to

에 이끌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먹물을 이용해 모습을 감추고, 오징어

hide themselves, squids strike with lighting speed and hooked tentacles,

는 번개같은 속도와 갈고리 모양의 촉수로 공격하며, 그들의 큰 눈은 칠

their large eyes able to detect their prey with zero light. Photophores

흙같은 어둠에서도 먹이를 잡아냅니다. 발광포로 존재를 숨기지만 렌즈를

disguise their presence and create dazzling shows for our lenses. The

통해 눈부신 쇼를 만들어 냅니다. 해안 근처에서 보이는 오징어는 물공

squids seen near shore are much different than what we see in open

간에서 보는 오징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Diamond squid, Enope square

water. Diamond squid, Enope square eared and purple back squids are

eared 그리고 purple back squids는 소심하고 소극적인 반면에 믿을 수

incredibly photogenic while remaining timid and calculating.

없을 정도로 포토제닉합니다.

Larval fish are a large a part of this vertical plankton migration. Many

어류의 유생은 이러한 플랑크톤 종적인 이동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

of the same fish we see on the substrate as adults can also be seen in

리가 습성에서 보는 많은 동종의 물고기들은 성어이며 물공간에서도 볼

the water column, appear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 adult

수 있는데, 성어들과는 다르게 어류의 유생은 특이한 모양과 화려한 형태

selves, their unusual shapes coupled with ornate body designs make for

로 결합되어 놀라운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성, 모방성, 공생

incredible photo ops too. Extreme morphism, mimicry, and symbiotic

성의 관계가 모든 바다 생물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이곳

relationships are a strategy used frequently amongst all sea creatures but

blackwater 세계에서는 대부분이 불투명하거나 투명합니다.

here in the blackwater world, most remain opaque or transparent.
Simultaneously, there are also fish that settle much deeper than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계보다 훨씬 더 깊이 사는 어류들은 탐험을

recreational diving limits will allow us to venture and might never

할 수 있게 해주며, 일반적인 야간 다이빙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encounter on a typical night dive.
The greater food web of planktons contains gelatinous creatures that can

플랑크톤으로 이루어진 큰 먹이사슬에는 젤라틴 생물들이 있습니다. 심해

endure the most immense pressures of deep water yet remain so delicate

의 거대한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매우 연약해서 작은 손놀림에도 파괴됩

that they are destroyed by a careless swipe of the hand. Whirling,

니다. 사방이 어둠인 이 세계에서 선회하고, 표류하며, 출렁이며 번성하고

drifting, undulating and thriving in this 360º world of darkness.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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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is shrimp are in a class of their own. Only a
few of the over 450 varieties ever settle to the sand.
Most remain in the plankton, becoming a part of
the greater food web.
만티스 새우는 그들만의 계열을 이룹니다. 450개가 넘
는 변종 중에 소수만이 모래에 정착합니다. 대부분은 플
랑크톤으로 남아 더 큰 먹이사슬의 먹이가 됩니다.

Ribbonfish are a member of the oarfish family.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in this family and
usually kickoff the blackwater season.
리본피쉬는 산갈치 계열의 일원입니다. 이 계열에는 여러
다른 유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블랙워터 시즌에는 시작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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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il veliger, shrimps, salps, pyrasome, crab and jellyfish also make up

달팽이 유생, 새우, 살프, 피라솜, 게 그리고 해파리는 또한 이 거대한 먹

a large part of this giant food web that remains nektonic and will never

이사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영동물 상태로 남아 절대 정착하

settle to the substrate.

지 않은 습성입니다.

The Balayan bay in Anilao’s main source originates from the Verde

아닐라오의 Balayan bay는 Verde Island Pass에서 시작됩니다. 물살이

Island Pass. The currents push in across the bottom, forcing water up

바닥을 통해 밀려들어오는 이상 현상으로 인해 물이 상승합니다. 이 지점

from opposing anomalies. These points and pinnacles deep under the

과 표면 깊은 곳의 피너클은 얕은 만의 어류의 유생과 성장기 어류들의

surface play an important role as do the shallows of the bay which

피신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lackwater diving은 세계 지역마다

shelter larval and juvenile subject matter. Backwater diving is different

다르며,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대상들이 같거나 매우 독특할 것입니다. 이

everywhere in the world and depending on where you do it, the subject

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블랙워터 마니아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

matter will fluctuate from the common to the highly unusual. For

하여 대화하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뉴질랜드, 하와이, 플로

this purpose i started a Facebook group for blackwater enthusiasts to

리다, 괌,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세계의 다른 지역

communicate and share their findings and slowly from different parts

에서의 블랙워터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입니다.

of the globe, BW divers have been chiming in. New Zealand, Hawaii,
Florida, Guam, Taiwan, Honk Kong, Indonesia, Japan and the UK.
The great news for photographers is that almost any camera can be used

사진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거의 모든 카메라는 블랙워터 다이빙에서

to shoot photos on a blackwater dive. The secret is to use a lens that

사진을 찍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법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볼

offers a slightly wider angle of view. For DSLR shooters a 60mm lens is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DSLR 작가들에겐 아마도 60mm 렌즈

perhaps the best lens for the job, even if your shooting full frame. Canon

가 전체 프레임을 촬영해도 작업에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

shooters using full frame can opt to use the sigma 70mm. In addition

으로 사용하는 캐논 작가들은 시그마 70mm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

to the lens choice, using 2 strobes and a good quality focus light will

니다. 렌즈 선택 외에도 2개의 스트로브와 좋은 품질의 초점 등을 사용하

also help. If your looking forward to trying blackwater diving for the

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블랙워터 다이빙을

first time, be sure to do it with an experienced operator. There is also an

해보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외해의 블랙워

alternative to Blackwater diving in open ocean which we call “Bonfire”

터 다이빙 말고도 근해의 “본파이어” 다이빙이라 불리는 다이빙도 대안이

diving which can be done offshore. Simply use a at least one or more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랜턴을 12~15미터 깊이에서 위를 향

torches and place them upright at about 12-15 meters depth with the

하도록 하고 빔을 똑바로 세워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다이

beam facing upwards. You will be amazed at what can be seen while

빙 스타일을 하면서도 놀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 물공간을

doing this simple style of diving. Hover in mid water column, practice

맴돌며 스킬을 연습하고 백스캐터를 줄이는 기술을 배우세요.

your skills and learn your technique to mitigate backscatter.
The best times of the month to do these dives are over the new moon

매달 가장 좋은 다이빙 시간은 초승달 주기와 밀물 때입니다. 물공간에서

cycle and on an incoming tide. Check everything you see in the water

보이는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많은 대상들이 숨어 있거나 그 위에 올라

column as many of the subjects shelter inside of things or ride on top of

타 있습니다.

them.
Blackwater diving is definitely the ultimate in photo ops and while it

블랙워터 다이빙은 확실히 사진촬영의 극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might not suit everyones dive skills, bonfire diving is a great second.

맞는 것은 아니기에 본파이어 다이빙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herever you choose to dive on this planet, our oceans are full of

이 이 지구 어느 곳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바다는 흥미로움과 미스터리

intrigue and mystery, be sure to get out there early and often and share

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서 바다로 나가 모든 사람들과 그 열정을 공유하

the passion with everyone!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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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fish are found at the surface, hunting, they can be
very colorful and fast. I‘ve used a low shutter speed to
capture the energy of its motion.
날치는 수면에서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매우 화려하고 빠르
게 움직입니다. 나는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여 그 동작의 힘
을 포착했습니다.

Unidentified octopus - Many of the subjects we photograph
are difficult to properly identify such as this octopus. For this
reason, blackwater diving has an attraction for photographers
and naturalists alike that are seeking new life forms.
미확인 문어 - 우리가 촬영하는 많은 피사체가 이 문어처럼 적절하
게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블랙워터 다이빙은 새로
운 생명체를 찾는 사진가와 자연주의자 모두에게 매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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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먼저 닿는 그곳

제주 성산

우도

제주도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강사, PADI Master Instructor
성산일출봉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그 바다 속은 어떠할까
성산일출봉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고 세계지질공원이며 천연기념물
제420호입니다. 수학여행, 외국인관광 등 단체여행의 필수코스이자 주변에 맛집들도 가득합니다. 성산
일출봉을 관광으로 가보지 않은 다이버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산일출봉을 감싸고 있는 바다 속은 어떠할까요. 이미 다이빙으로 아주 유명한 곳
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장소에 생소한 다이빙,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난여름 성산 바다를 방문하였습
니다. 온더코너 멤버들로 보트정원(11인)을 채워서 차터로 진행하였고, 급부상 중인 블루버블 스쿠버 리
조트(대표 조영래강사, 010-5202-8733)를 통하였습니다. 서귀포에 숙소를 잡고 새벽에 성산으로 향하
였는데, 일출봉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달리는 해변 길이 무척이나 낭만
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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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타기 직전 일행들의 단체사진
블루버블 다이브센터의 전경
블루버블 트럭에 적재된 일행들의 장비
간식으로 먹었던 에그타르트
성산 다이빙을 마치고 곱창회식
성산 다이빙 전야제 중인 일행들

고즈넉한 성산의 여행환경

성산일출봉 포인트 맵

성산항
방파제

성산읍의 평화로움
서귀포, 강릉 등 유수의 다이빙 중심가는 한편 매우 북적이고 번화한 곳

오정개

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편리가 있고 흥이 오릅니다. 이에 반해 성
산 다이빙의 기항지인 성산읍은 작은 골목들로 이루어진 아담한 동네입

성산일출봉

수마포

니다. 수면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때 산책 겸 잠시 걸으면 어느새 구석구

인공어초

석 돌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마을의 고즈넉함이 여행 온 다이버에

광치기

게 아늑함을 안겨주는데, 성산 투어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톤독

죽은여(섬여)

일상에 지쳐 휴식을 찾아 바다로 가기 때문입니다.

써전피쉬

독립문
섬바리
아랫자리여
윗자리여

소담스런 블루버블

난파선

2

성산읍 한복판에 자리한 블루버블 스쿠버 리조트(일출로 255번길11)는 비
교적 작은 규모의 샵이지만, 조영래 대표의 젊은 감각 덕분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가득합니다. 비치체어, 월풀욕조, 시원한 실내시설 등을 갖추
고 있어 수면휴식시간이 즐거우며 특유의 소담스런 분위기 덕에 함께한
일행들이 긴장을 내려놓고 편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파티’를
즐기기에도 적합한 곳이며, 다이빙 전용선은 입출수가 쾌적했습니다.

식도락과 산책, 일반적인 여행의 즐거움
관광1번지인 만큼이나 주변에 맛집과 카페가 가득합니다. 전복해물뚝배
기, 갈치조림, 수제버거, 피자, 돈까스 등 온갖 종류의 맛집들이 줄을 서

3

4

있습니다. 저는 특히 디저트의 다양함이 좋았습니다. 블루버블 리조트에
서 도보 3~5분 거리 내에서 에그타르트, 망고빙수 등을 편하게 맛볼 수
있는 인프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면휴식시간에 일행들과 함께 한껏
여행 온 기분으로 카페에서 여유롭게 디저트를 즐길 때 만족도가 무척 컸
습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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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수중의 웅장함과 풍요로움
일출봉만큼이나 웅장한 지형들
성산 바다 속에서 가장 먼저 놀란 지점은 단연 지형입니다. 성산일출봉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며 입수할 때의 설렘도 대단했지만, 수중에 그대로
이어지는 현무함의 거칠고 웅장한 지형들은 기대를 한참 상회했습니다.
널리 펼쳐진 직벽과 큼직한 바위들, 그리고 켜켜이 쌓인 지층의 단면들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톤독 포인트의 케이번 지형과 아랫자리여와 독
립문 포인트의 협곡이 감동으로 진하게 남습니다. 톤독 포인트는 항구에
서 가까운 체크다이빙 포인트이자 수심이 15m 안쪽이어서 가벼운 마음으
로 방문하였는데, 계속하여 등장하는 케이번과 크랙 지형들로 인해 거듭
셔터를 눌렀고, 이어서 아랫자리여와 독립문의 깊은 협곡은 마치 미로탐
험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풍성한 생물군

흔들리는 감태 속에서
네 버블향이 느껴진 거야

다이빙인 톤독 포인트에서는 입수와 동시에 앞을 가리는 까나리 떼를 만

연산호 가득한 서귀포와 달리, 성산 바다는 감태가 무성하였습니다. 특히

났고, 이어서 자리돔이 비처럼 내리며 종종 방어들도 보였습니다. 독립문

아랫자리여와 독립문 포인트의 얕은 수심은 열대우림을 연상케 할 정도로

포인트에서는 얕은 수심 감태밭 위로 역시 자리돔이 가득하였고, 수면에

감태가 가득하여, 안전정지를 하며 흔들리는 감태밭을 바라보는 것이 몽

멸치 떼가 흘러갔습니다. 압권은 3번째 다이빙에서 불상을 둘러본 후 아

성산에서의 3회 다이빙 내내 아주 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환적이었습니다. 몇몇 일행들은 감태밭에 가깝게 붙어 천천히 유영하는 것

랫자리여로 이동하였을 시점입니다. 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강하게 흘렀

이 성산 다이빙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었다고 얘기하였고, 아랫자리여의 얕

고, 아랫자리여 남동쪽 코너 지형에 조류가 부딪혀 용승이 발생하며 자리

은 수심에서는 조류도 북쪽으로 강하게 불어올라 감태밭 위에서 글라이딩

돔, 까나리, 부시리 등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흩날렸고, 그 아래 협곡

을 하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무성한 감태밭은 당연하게도 많은 물고기들

에서는 큼직한 혹돔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용승 조류와 함께 물고기 벽

의 서식처이기도 하여, 멸치와 자리돔 떼가 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을 당면하는 경험은 무척이나 감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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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해와 바다가 함께 다가오는 곳
성산 바다는 제주의 동쪽 끝자락에서 아침 해와 그 너머의 외해를 가득
맞이하는 곳입니다. 일출봉의 지형이 물속까지 이어지고 검은 현무암 위
로 감태와 물고기들이 가득하며, 수면휴식시간에는 아담하고 소담스런 골
목들 사이로 여행기분을 마음껏 내며 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마음이 허하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런 피로함을 한참 덜어낼 수 있는
다이빙 여행지가 성산이라 생각합니다. 오래전 일출봉이 동쪽으로 솟을
때 바다와 하늘은 거칠게 진동했겠지만, 지금 그 여진은 고스란히 여행객
의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해와 바다가 함께 다가오는
곳에, 이를 맞이하러 가고 싶습니다.

3
4

6
7

5

1 다이버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산일출봉
2 아랫자리여 포인트에서 안태건 마스터
3 톤톡 포인트 케이번으로
하강 중인 김환희 강사
4 독립문 포인트에서 안태건 마스터
5 25m 수심에 위치한 불상
6 아랫자리여 포인트의 전갱이 스쿨링
7 아랫자리여 포인트의 산호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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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로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서
포인트 브리핑 중인 최청락 대표와 이를 경청하는 멤버들
산방산의 아침 풍경과 조아라 다이버
여름철 산방산의 전경
성공적인 가파도 다이빙을 마치고 저녁 만찬

안덕면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항
운진항

제주 남서단의 작은 섬

가파도

가/ 파/ 도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강사, PADI Master Instructor
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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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섬

2

세상의 끝, 가파도를 향하여
제주도 남서단 끝자락에 방어로 유명한 모슬포와 이에 인접한 운진항이
있습니다. 모슬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기대 보다 번화하였고,
바로 옆의 운진항은 아직까지는 작고 호젓한 어항입니다. 제주의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여, 남쪽 바다와 서쪽 바다가 모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왼쪽에 산방산을 두고 바다를 멀리 보면, 수평선에 살짝 솟은 가파도가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고 낮은 섬입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파도를 막아주는 것이 전무하여, 파도와 물결이 거칠 때가 많아 파도가
더해주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제주의 서쪽 물살과 남쪽 물살이 만나서 빠
져나가고 들어오는 곳이라 바다가 마치 강처럼 흐른다는 말을 종종 들었

3

습니다. 그 가파도에 입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말, 함
께 온더코너 다이브를 운영하는 김미루 강사의 기획 덕에 이곳을 방문하
게 되었습니다. M1971 다이브센터(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16) 최
청락 대표의 노련한 진행을 바탕으로 가파도의 진면목을 마주할 수 있었
습니다. 수면에는 파도가 더해지고, 수중에는 태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난이도가 대단하다는 말을 익히 들었기에, 함께 투어를 진행하였던 10명
중 8명이 다이빙 강사레벨을 보유하였을 정도로 정예 멤버들을 엄선하여
기획된 투어였습니다.

넙개의 수중태풍
푸른 섬, 가파도

4

가파도는 운진항에서 정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아
주 낮고 작은 섬이며, 청보리밭으로 유명합니다. 봄철에 청보리가 드넓게
자라고, 바람에 멋지게 흔들린다는 말만 들었을 뿐, 가파도의 다이빙은 무
척 생소했습니다.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가파도 동쪽 넙개 포인트로 가는
25분의 시간 동안 계속하여 두근거렸습니다.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다이
빙의 원형과도 같은 이 순간에 대한 설렘이 짜릿했습니다. 물때가 대조기
였습니다. 가파도 동쪽에 도착했을 때, 남에서 북으로 거세게 흐르는 조류
가 수면에 강처럼 분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배가 남쪽으로는 잘 나아
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바다에 오직 조류만으로 휘
청거리는 뱃머리에서, 우리는 장비를 입으면서 이미 가슴이 터질듯 하였
습니다. 가파도를 바라보며, 넙개의 등대 옆으로 빠르게 입수하였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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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최고의 포인트 넙개
넙개는 가파도 동쪽 1.5km 정도에 위치한 ‘여’(수중 암반을 뜻하는 제주방
언)입니다. 남북으로 3km 이상 뻗어있는 거대한 여가 존재합니다. 넙개여
위치를 식별하는 등대 옆으로 입수합니다. 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거세게
흘러서, 등대의 남쪽에서 입수하여 빠르게 하강하였고, 5m 수심에 감태밭
으로 뒤덮인 플래터에 안착하였습니다. 조류를 차고 나가 벽 아래로 하강
하면, 동서로 길게 뻗은 웅장한 직벽을 등지고 깊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월다이빙은 국내는 울릉도에서나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m까지 하강하여 둘러보았는데, 직벽은 더 깊은 곳까지 아찔하게 떨어
졌고, 곳곳에 연산호가 피었습니다. 넙개의 유명세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
이었습니다.

1

넙개의 수중태풍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물결은 넙개의 직벽에 부딪혀 아래로 떨
어지는 하강조류를 만들어냅니다. 직벽을 따라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립
니다. 벤자리들이 대규모로 뭉쳐서 방정방란을 하고, 그 부산물들을 폭포
에 실어 보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팔라우 샤크시티의 레드스내
퍼 스퍼닝을 연상시켜, 코로나 시국에 마음 한켠이 아리기도 하였습니다.
벤자리들은 부시리와 뒤섞인 채 하강조류를 따라 밑으로 멀어져갔습니다.
직벽 곳곳에는 큼직한 부시리들이 모여들었는데, 다이버를 관찰하듯 매우
가까이 다가와주기도 하여 그 눈맞춤이 짜릿했습니다. 여름철 넙개의 직
벽에는 먼 바다에서의 물결이 정면으로 부딪혀, 경이로운 수중 태풍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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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만한 드리프트
NDL과 잔압, 다이브타임을 고려하여 점차 상승하다 보면 다시금 얕은 수
심의 플래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플래터 상단이 보일 무렵, 조류는 직벽을
타고 위로 솟구쳐 다이버를 튕겨냅니다. 신속하게 부력을 잡으며 플래터
위로 낮게 엎드리면 거센 조류가 호흡기 퍼지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무성한 감태밭 위에서 온갖 방법으로 후킹하고 남쪽을 바라보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여름철 장맛비가 수중에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나리, 멸치, 부시리, 방어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조류를 버
티고 거스르며 몰아칩니다. 팀 단위로 수신호를 주고받고 드리프트를 시
작하면 광활하게 펼쳐진 감태밭 위로 끝없이 날아갑니다. 조류가 약해지
며 출수지점이 자연스레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버의 판단 하에 드리프

5

트를 멈추고 출수해야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강도의 드리프트입니다. 드
넓게 펼쳐진 감태밭이 마치 거대한 골든리트리버의 등을 스쳐지나가는 인
상입니다.

홀래미여의 풍요로움
넙개에서의 다이빙은 모두에게 아드레날린 가득한 경험이었습니다. 출수
후 전부 탄성을 질렀고, 보트 위에서 한참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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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율 넘치는 다이빙이 얼마만의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탱크를

다이버를 관찰하듯 다가오는 부시리
강한 조류를 만끽하는 곽태진 강사
넙개 깊은 수심에서의 벤자리 스퍼닝
홀래미여의 크랙 너머 김미루 강사
넙개의 조류를 거스르는 까나리와 방어들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 다이빙은 조금 부드러운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파도 북서쪽 1.5km에 위치한 홀래미여입니다. 홀래미여도 마찬가지로
등대 인근에서 입수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넙개처럼 조류가 강하게 몰아
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형은 왕돌초의 중간잠과 유사했습니다. 넓은

4

벌판에 완만하게 솟은 바위구릉이 있고, 그 위에 등대가 솟았으며, 큼직한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산재해 있습니다. 역시 감태밭이 무성하였는데, 큰
바위들의 겹침과 감태밭, 곳곳의 크랙으로 인해 제주 반대쪽 성산의 수중
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성한 감태밭 덕분인지 자리돔이 가
득했고, 벤자리와 방어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넙개가 휘몰아치는 조류
다이빙 속에 대물과의 조우라 한다면, 홀래미여는 화려하고 풍성하며 평
화로운 다이빙이었습니다. 마치 인도네시아의 대표 스팟인 코모도와 라자
암팟의 비교와 그 맥락이 유사합니다.

제주 남서쪽 여행의 감수성
제주 남서쪽 여행은 특유의 감수성이 짙었습니다. 낮은 지대에서 바다를
차분히 마주할 수 있는 대정읍 특유의 호젓한 분위기, 송악산과 산방산에
내려앉는 짙은 노을, 맛집이 가득한 사계해변. 특히 산방산 인근 펜션에
서 머물며 맞이했던 아침, 저녁의 여유와 산책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행
의 본질이었습니다. 수중과 육상 양면에서 모두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만
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여름 밤의 꿈과 같았던 지난 가파도 여행의 열
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의 노래 한 구절을 인용하며 투어기
를 마칩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흐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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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ITW후기

2021년

글, 사진 이현채 / SDI.TDI 강사 트레이너, PFI 강사, 다이브러리, 제주 서귀포

SDI.TDI.ERDI.PFI의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Instructor Trainner Workshop)는 강사 트레이너
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강사

돌이켜보면 나는 스쿠버다이빙을 매우 특이하게 시작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쿠버다이
빙을 처음 접하게 되는 체험다이빙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몰랐다. 사람들이 스쿠버다이빙을 레저로
즐긴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트레이너 워크숍에 참가하여 과정을 무사히 수
료한 참가자들은 과정 이후 승인된 등급의 SDI.
TDI.ERDI.PFI 강사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대학시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다이빙 센터에서 스태프를 구하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했다. 당시 스쿠버다이빙이 무엇

장학생 강사 과정 당시

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정식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도 전에 실전에 투입됐다. 장비를
조립한 후 다이버들에게 입혀주고 입수와 출수를 도와주는 보조 업무가 나의 주 업무였다.
그렇게 보조 업무로 경험을 다진 나는, 이후 다이버가 되기 위한 정식 교육 과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스쿠버다이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다이빙 센터의 스태프 생활을 하며
경험을 쌓으며 차츰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었다.
스태프 생활을 하던 당시 대학생이던 나는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알게 되었고, SDI.
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된 이후
제주도에서 강사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스쿠버다이빙을 접하는 사람들이 스쿠버다이빙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다. 점점 더 스쿠버다이
빙 강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언젠가 최고 등급인 강사 트레이너까지 도전
해 보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SDI.TDI.ERDI.PFI의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선 개인의 다이빙 경험뿐만 아
니라 여러 과정의 교육 경험을 증명해야 하며 강사 개발 과정(IDC)을 보조한 경험이 필요
하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참가하기 전, 강사 개발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아쿠아텍
(Aquatek)의 양승훈 트레이너님이 주관하는 강사 개발 과정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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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이러한 과
정 속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SDI만의 평가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SDI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공통된 교육과 더불어 평가 기준
확립을 중요시 한다. 개인의 감정이나 개개인의 관계가 아닌, 평가 기준을 토
대로 강사 후보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SDI 강사 트레이너는 그렇게 확립된 평가 기준에 따라 강사 후보생을 교육
하고 평가한다. 트레이너 과정 참가자들이 강사 후보생의 역할로 발표와
기술 시연을 할 때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쉴 새 없이 메모
해야 했고, 세심한 평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8일간의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이 끝날 때쯤, 강사와 강사 트레이너의 차이
“이미 강사로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명확한 것은 강사 트레이너가 강사 다음의

“강사 과정, 뭐 그냥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등급이지만, 그것이 강사보다 이론적으로 더 잘 알고, 기술을 더 잘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강사 개발 과정을 다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는, 별생각 없이 강사 개발 과정의 보조로 참가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다이버를 교육하고 그렇게 배출된 다이버가 다이빙을 안전하고 즐겁게 할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이전에 강사가 되기 위해 나 또한 거쳐

수 있도록 해주는 강사와 다이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가 되기 위한 다

왔던 과정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해당 과정에 참가한 강사 후보

이버를 교육하는 강사 트레이너는 확연히 다르다.

생이 아닌, 강사 후보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의 역할로 과정에 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어느 교육과정이든,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었다.

과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 따라 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한다.

당연했던 사실인데 과정에 참가하기 전까진 왜 몰랐을까? 더욱이 과정 중

그리고 이번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통해 강사 트레이너로서 교육에 임하

트레이너님이 강사 후보생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은 대부분 내가 간과하고

는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넘어가는 것들이었고, 세심히 짚고 넘어가시는 트레이너님의 모습에서 “여
전히 나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차례의 강사 개발 과정 보조 이후 본격적으로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이 시
작되었다.

트레이너 워크숍은 SDI의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ITE)과 8일간 합숙하며 강
사 교육 방법 / 지도자의 위험 관리 / 스쿠버 다이빙 사업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번 트레이너 워크숍은 SDI.TDI.ERDI.PFI 한국
본부의 성재원 사무국장님의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트레이너 워크숍 직전

처음 강사 트레이너 과정 참가를 결정했을 때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

에 참가했던 강사 개발 과정 덕분인지, 트레이너 과정은 강사 개발 과정에

까?”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과정이 끝나고 나니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비해 오히려 순조로웠다. 트레이너 워크숍에서 추구하는 과정 목표에 더 집

바탕으로 강사 트레이너의 자세에서 강사 개발과 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중할 수 있었고 중요한 관점을 놓치지 않은 채 학습과 실습을 진행할 수

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있었다.

트레이너 워크숍을 주최해 주신 SDI.TDI의 성재원 국장님, 참가자들을 많이

트레이너 워크숍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강사 후보생 역할을 하게 된다. 모

도와주시고 자신만의 경험을 전수해 주신 김희석, 임재현, 강금남 코스디렉

든 참가자는 실제 강사 후보생과 동일하게 발표와 기술을 시연한다. 그리

터 트레이너님, 저와 함께 열심히 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신 이충환, 박

고 그것을 동료 참가자가 평가한다. 이것의 목표는 학과 강의, 제한 수역

영선 강사님(이제는 트레이너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여

강의, 개방 수역 강의에 대해 좋았던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체크하고 그

러분도 언젠가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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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버의 수중호흡
- 수중에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 글, 사진 편집부

1 수중에서의 호흡
호흡 (Breathing)

을 때 인체에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움직임 없이 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호흡기

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성인은 1분에 약 250밀리리터의 산소가 필요하

관을 통해 받아들인 산소와 함께 순환기관에 의해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

고, 적당히 움직이는 운동만으로도 그보다 10배 이상의 산소가 필요하다.

어야 한다. 산소는 호흡기관인 폐를 통하여 공기 중에서 흡수되며, 이것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면 혈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산화

을 호흡(Breathing)이라 한다.

탄소 센서인 화학수용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그런 과정으로 몸 안에

인간의 폐는 내부가 많은 구획으로 나뉘어 있으며, 나누어진 구획마다 형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 폐에 자극을 보내 호흡량을

성된 미세한 폐포가 실질적으로 공기의 순환을 담당한다. 인간의 폐는 수

높이게 된다.

억 개의 폐포로 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폐포 전체의 표면적은 테니스장
정도의 크기이다.

호흡 패턴 (Breathing Pattern)

호흡의 원리는 간단하다. 숨을 쉬라는 자극이 전달되면 횡격막이 아래로

정상인의 호흡은 흉복식 호흡이다. 주로 늑간근을 사용한 흉곽 운동과 횡

내려가 허파내의 압력이 낮아져 허파에 공기가 밀려들어온다. 반대로 횡

격막을 사용한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흉복식 호흡이라고 한다.

격막이 위로 올라가면 허파내의 압력이 올라가 허파에 있는 공기가 빠져

호흡은 흡기(Inspiration)와 호기( Expiration)로 이루어져 있다. 흡기 과정에

나가다. 무의식중에도 횡격막은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파에 공기가 들어

서는 늑간근이 수축하여 늑골이 올라가고, 횡격막이 수축함에 따라 하강

왔다 나갔다를 반복한다.

하게 되어 흉강의 부피가 늘어난다. 반대로 호기 과정에서는 늑간근이 이

허파에 공기가 들어오면 인체가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공기를 내뱉

완하여 늑골이 내려가고, 횡격막도 이완하여 본래대로 상승하고 흉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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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줄어든다. 흡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의 수축

진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호흡기를 사용해도 수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숨

에 의거하기 때문에 능동적 운동이라 하고, 호기는 흡기에 수축하였던 근

을 쉬는 것이 지상에서 숨을 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육이 이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동적 운동이라고 부른다.

다이버가 하강하면서 공기탱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이 주변압과

횡격막이나 복근에 장애가 있는 환자는 주로 늑간근만을 사용하고 횡격

같아져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 생기는 공기 저항이다.

막은 사용을 하지 못해 가슴으로 호흡하게 되고, 흉곽과 폐의 호흡 운동

한 연구소는 수심 30미터에서는 호흡 저항이 지상에서 보다 2배 가까이

에 장애가 생기면 반대로 늑간근이 원활한 작용하지 못한다. 좌우의 흉곽

커지고 허파를 순환하는 공기의 양은 1/2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수

에서 호흡 운동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 비대칭성 호흡 패턴이 나타나

심 40미터에서는 지상보다 호흡 저항은 대략 3배 높아지며 허파속의 공

기도 한다.

기의 양은 1/3 수준이라고 한다.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호흡 패턴에 대해 별 관심

또한 수중에서 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되면 사강(Dead air space) 부분이

이 없다. 그러나 다이버는 호흡 패턴이 아주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욱 늘어나게 된다. 입안 공간과 호흡기 2단계 내부 공간이 더 늘어난

자신의 수중 호흡 습관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다이빙능력이 출중한 다

사강 부분이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한 호흡은 기체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이버는 항상 자신의 호흡을 모니터하고 호흡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부분이 더 늘어난다. 가슴에 받는 수압 때문에 호흡량은 줄어들고 거기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동작은 절제하여 항상 일정

가 사강으로 새로운 공기의 비율도 더 적어지는 것도 호흡 저항이다.

한 호흡 패턴을 유지시킨다.
참고
사강(Dead air space)

수중에서의 호흡과 호흡 저항

일반적인 호흡에서 코끝에서부터 허파 입구까지를 사강(Dead air Space)이

다이버는 수중에서 일반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탱크에 연결된 호

라 한다. 폐가 공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출시 폐에서 사용된 공기가 모두

흡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한다. 공기탱크속의 공기는 50~200바(Bar) 정
도의 고압이지만 다이버의 입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주변압과 같아진다.
따라서 다이버의 폐속에 흡입되는 공기는 다이버가 위치한 수심의 주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강에 남아 있다가 흡입시 새로운 공기와 섞여
다시 폐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사강이 클수록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새로운
공기의 비율이 낮아져 산소의 비율도 낮아지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기에는 약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을 할 때

압과 같은 압축공기를 마시게 된다. 예를 들어 수심 10미터에서는 2기압,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서 4% 정도의 산소만이 조직에 흡수되고, 나머지 16%

20미터에서는 3기압의 압축공기가 형성된다.

정도의 산소는 내쉬는 공기로 다시 배출된다. 새로운 공기는 산소의 비율이

수중에서는 압축된 밀도가 높은 공기를 호흡하게 되므로 호흡 저항이 커

20%이지만 사강의 공기는 산소의 비율이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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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에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
스쿠바다이빙은 한정된 공기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중에 체류하는 시

그러나 수중에서 호흡을 다음과 같은 사이클로 바꾸어야 한다.

간은 길어야 1시간 내외이다. 공기 소모량을 줄인다면 수중에서 즐기는

흡입 → 지체 → 배출 → 지체 → 흡입 → 지체 → 배출 → 지체 …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여유 공기가 많이 확보되어 자신과 버디의 안전영
역이 확대된다. 수중에서는 공기의 공급여부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

이때 지체란 숨을 참고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편

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함을 느끼는 범위 내에서의 지체를 의미한다. 즉 지상에서 호흡할 때

일반적으로 한정된 공기량을 가지고 다른 다이버보다 공기 소모량이 적

배출한 후에 지체되는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

은 다이버는 숙련된 다이버이다. 반면에 체질적으로 호흡량이 많은 사람
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호흡량이 많다. 그러나 다이빙을
하면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선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다.

1)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하라
호흡을 하면 폐속에서의 가스교환 즉,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공기에 포함된 산소를 전부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
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약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
을 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서 4% 정도의 산소만이 조직에 흡수되고,
나머지 16% 정도의 산소는 내쉬는 공기로 다시 배출된다. 산소가 신체
에너지 생성에 사용되는 만큼 산소 흡수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
하다. 다이빙 중에 공기탱크속의 한정된 공기를 사용할 때는 더욱 그렇
다. 산소를 많이 흡수하려면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해야 한다. 숨을 깊게 들
이쉬고 내쉴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천천히 하고 복부를 안으로 집어넣으
며 숨을 완전히 뱉어낸다.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호흡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중에서는 호흡 패턴을 바꾼다
수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호흡 패턴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시 지체하는
지상에서의 호흡 패턴보다는 들이마시고 잠시 지체하고 내쉬고 잠시 지
체하는 호흡 패턴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중 호흡법이다. 다이버의 일반적
인 수중 호흡법은 3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폐포에서 허파가 완전히 팽창되었을 때
기체교환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파가
비었을 때 잠시 지체하는 것보다 들이마신 뒤에 잠시 지체함으로써 인체
에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육상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의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흡입 → 배출 → 지체 → 흡입 → 배출 → 지체 …

참고
숨 참기
호흡시 잠시 지체 동작은 일반적인 숨 참기와는 다르다. 공기를 아끼기 위한
일반적인 숨 참기는 효과도 없고 아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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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과 발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핀 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다이빙 도중 이동시에 손을 이용해 헤엄치듯이 움직이는 것은 금물이다.
손을 움직이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실제로 손의 움직임이 진행에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저항만 더 증가시킨다.
핀을 구입할 때는 자신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핀을 비교하
여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핀 킥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제대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핀 킥을 할 때에는 무릎부터 시작하지
말고 엉덩이부터 킥을 시작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허리와 무릎을 곧게
편다. 핀 킥은 아주 천천히, 부드럽고 크게 킥을 하여야 한다. 유영할 때
는 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일
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천천히 한다.
손과 발의 동작을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중성부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
이다. 중성부력이 맞지 않으면 자꾸 손과 발을 이용해서 부력조절을 하려
고 하기 때문이다.

4) 수중에서 가능한 천천히 움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 하라

1~2미터 높은 수심을 이용하여 유영한다면 눈에 띄게 공기소모량이 줄
어들 것이다.

물은 공기보다 800배나 밀도가 높아 수중에서는 육상에서의 동작처럼
당량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가능하면 동작을

6) 장비를 착용한 몸은 유선형이 되게 하고,
이동시 수평을 유지하라

하되 아주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류

수중에서 유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호

를 탈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용하고, 상승과 하강을 할 경우에도 핀

흡기를 비롯한 각종 부착된 장비들을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이도록 하고,

킥으로 조종하기보다 부력조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강라인이

이동시에는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동방향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한다.

장비를 착용한 몸이 유선형이 되도록 한다.

수중 환경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바닥에서 이동시에도 손

웨이트 역시 무게 자체가 주는 에너지 낭비와 함께 저항의 요소이므로 최

가락 끝으로 지탱하여 몸을 밀어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조류를 거슬

소한 가능한 무게까지 줄인다. 양팔도 되도록 몸에 붙이고 두 핀(Fin)이

러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핀 킥에 의존하기보다 지형지물을 손으로 잡으

이동방향에 저항이 되는 순간을 최소로 하며 몸 전체도 수평을 유지하도

면서 마치 암벽을 타듯이 이동하는 것이 에너지소모가 적다.

록 함으로써 공기 소모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물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의 단순한 동작에도 상

가능하면 천천히, 편안하게, 유연하게 움직여라. 수중에서 가장 적은 에너
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공기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수
중에서는 2배 빠르게 움직이면 에너지는 4배가 소모된다고 한다.
이퀄라이징, 마스크 클리어링, 부력조절기의 공기주입 등과 같은 동작은
수중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동작은 모두 공기탱크의 공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동작을 가능한 한 최소로 하면 공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5) 적당한 수심에서 유영하라
다이빙의 목적은 수중풍광을 즐기는 것이라 풍광이 수려한 장소나 깊이
에서 유영한다. 수중에서는 수심이 깊을수록 기압의 영향으로 공기 소
모량이 많아진다. 굳이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적당한 수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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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좋은 호흡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호흡량에 가장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라

열대바다 중에 아무리 따뜻한 바다라 할지라도 수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10) 신체의 보온에 철저히 하라

호흡기는 다이빙의 필수 장비이다. 가능하다면 모든 다이버가 자신의 호

낮다. 수온에 알맞은 적당한 두께의 슈트를 입어 최대한 자신의 몸을 보

흡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 패턴에 가장 알

호함으로써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열손실이 많으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

맞은 호흡기를 소유하여야 한다. 호흡기마다 호흡량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은 피로감이다. 열손실이 적은 다이버일수록 공기를 적게 소모한다. 수면

가능하면 자신의 호흡량에 가장 적합하도록 조절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휴식시간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마른 옷과 방풍재킷을 걸치도록 하

호흡기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한다. 힘든 다이빙 또는 딥다이빙

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셔 이후 다이빙에서 공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Deep Diving)은 최고 성능을 가진 호흡기를 사용한다.

8) 장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라
호흡기나 잔압계의 호스나 탱크밸브의 오링이 닳아서 새는 작은 공기 방
울들과 가끔 생기는 옥토퍼스의 프리플로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
면 무시할 수 없는 양의 공기를 낭비하게 된다. 평소에 이러한 장비를 잘
관리하여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얼굴에 잘 맞지 않는 마스크는 마스크내에 물이 들어와 마스크 물 빼기
를 자주 하거나, 입수하기 전에 재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마스크 서리방지
때문에 거듭되는 마스크 클리어링 등으로 인한 공기 소모가 일어난다.

9) 공기탱크 내의 공기를 최대한 아껴라
다이빙은 항상 물속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치다이빙의 경우
에 수면에서 장시간 수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스노클을 이용
하면 공기를 절약할 수 있다. 육상에서 부력조절기에 공기를 주입할 필요
가 있을 때는 입으로 직접 불어 넣는 등, 공기와 항상 접할 수 있는 상황
에서는 공기탱크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공기를 절약하는 방법이
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아직 기술이 숙련되지 못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 자신의 다이빙 경험이 증가하고 기술이 향상될
수록 이러한 동작이 점점 편해질 것이며 공기도 그만큼 아낄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11) 다이빙 훈련과 경험을 많이 하라
다이빙 훈련과 경험이 많을수록 수중에서는 편안함이 증가된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면 수중에서 보
다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다이빙뿐만 아니라 물
에서 이루어지는 수영이나 인명구조 훈련 등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물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아진다. 이 모든 훈련들은 호흡하는데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12) 평소 체력 증진과 좋은 신체 상태를 유지하라
육상의 공기중과 비교해서 물속은 밀도가 매우 높아 물속에서 하는 스쿠
버다이빙은 격렬한 운동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은 모든 장
비를 착용하고 1시간에 1.5Km 정도 유영을 하는데 이것은 수중에서 가만
히 있는 것보다 무려 13배의 에너지가 더 소모될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뛰는 것과 같은 소모량이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
비하기 때문에 수중 활동에서 호흡이 빠르고 거칠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평소에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강화시키고 지구력을 높이는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면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이빙에 적합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먹고, 충분히 쉬
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흡연 등은 가급적 삼가도록 한다. 그리고 다이빙
하기 직전에는 소화가 잘 되며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며, 물을 비
롯한 음료를 많이 마신다. 단,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금물
이다. 다이버의 체력과 다이빙할 때의 신체 상태도 공기 소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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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깨끗한 공기를 위한 장비 관리
1) 호흡기(Regulator) 관리

숫자나 바늘이 0를 표시하지 않으면 실제 수중에서 공기 잔압도 실제와

다이버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와 동시에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다르게 된다.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캘리브레이션(0점 맞추기)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요즘 시판되는 호흡기들은 기술이 발전하여 믿

을 다시 해야 한다. 따라서 호흡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매년 정기점검을

을만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능의 장비라도 기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이빙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떠나기 전에 호흡기를 비롯하여 모든 장

호흡기 1단계의 필터의 색을 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판단한다.

비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마우스피스가 2단계에 확실하게 끼

•적갈색 - 스틸탱크의 녹

워져 있는지, 이에 물리는 탭이 갈라져 있는지 만일 이상이 있다 새것으

•검은색 - 컴프레서의 필터에서 나온 카본

로 교체한다. 다이빙할 때 입 주위가 불편하다면 맞춤식 마우스피스로 교

•청록색 & 진한 백색 - 해수의 유입

체하는 방법도 있다.
다이빙을 끝낸 후에도 호흡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했는지 점검해 본

호흡기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 물이 새는 곳이 있거나 프리플로우가 일어나거나 공기를 마시는데 불
편함이 있었다면 반드시 수리를 맡겨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호흡기는 사용 후에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호흡기는 다이빙이 끝났을 때 반드시 1단계 더스트캡(Dust cap)의 물기를

호흡기는 깨끗한 물속에 한동안 푹 담가두는었다가 씻어낸다. 물속

없애고, 즉시 1단계 공기주입구를 닫아야 한다. 1단계 공기주입구 필터의

에 담근 상태에서 호흡기 2단계의 퍼지버튼(Purge button)을 누르지

색깔이 변해 있으면 곧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대비한다.

말아야 한다. 물속에서 누르게 되면 1단계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모든 스쿠버 장비는 바닷물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담수에 충분히 헹궈서

호흡기 내부가 부식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2단계 내부의 이물질을 청

염분을 완전히 씻어 내야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금결정체들로 인해

소할 경우에는 공기탱크에 호흡기 1단계를 결합하고 공기를 흐르게

발생되는 손상을 예방한다. 담수에서 다이빙을 해도 깨끗한 물로 헹구어

하면서 퍼지 버튼을 누르면서 세척한다.

뻘, 모래,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호흡기를 헹굴 때 2단계 퍼지버튼을 누르면 호흡기 내부로 물이 들어가

② 호흡기 1단계 내부에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니 주의해야 한다. 즉 호흡기 2단계 안에 물이 들어간 채로 방치하면 습

호흡기를 사용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즉시

하게 되어 박테리아가 번식한다. 따라서 호흡기를 헹군 다음에는 2단계

호흡기 1단계의 먼지덮개(Dust cap)를 닫는다.

속의 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호흡기를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건조
하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한다.
호흡기를 관리할 때 콘솔 게이지도 확인해야 한다. 게이지는 담수에 씻어
서 보관하고, 자주 기능 점검을 하여 수중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한
다. 게이지의 수치나 바늘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공기 공급이 없는데도

③ 호흡기의 호스는 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호흡기 호스는 세계 잡아당기거나 꼬인 채로 방치해 두지 않아야 한
다. 장시간 벽에 걸어 두거나 잘못 보관하여 손상이 되었으면 반드시
교환하여야 한다. 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스 프로텍터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④호
 흡기는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번 혹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는다.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호흡기도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호흡기의 내부에는 아주 정교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
문에 소금기나 먼지 또는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능이 떨
어져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
나 많은 부품들이 고무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점검하여 낡았으면 교체
를 해야 한다.
따라서 호흡기는 수리 기술자에게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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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탱크의 관리

3) 에어컴프레서 룸 관리

공기탱크(Air Tank)는 실린더(Cylinder), 공기통, 렁(Lung) 등으로 불린다.

에어컴프레서 룸의 위치는 항상 맑은 공기가 흐르는 주변이 깨끗한 곳이

공기탱크는 다이버가 수중에서 호흡하기 위해 필요한 기체를 압축해서

바람직하다. 지하 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이 적합하지 않다. 주차장이나

저장하는 용기를 뜻하며,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먼지가 많은 곳과는 멀리 떨어져야 하고, 화학 공장 근처의 기체들도 피

공기탱크 속의 공기의 질이 나쁘면 다이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

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의 클로라인(Chlorine)과 브로마인 (Bromine) 약품

드시 공기탱크의 공기 관리가 필요하다.

냄새, 시멘트 스태빌라이징(Stabilizing) 용액인 페인트칠 공사장, 양조장

공기탱크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스틸탱크와 알루미늄탱크 2가지를 사용

근처의 에틸알코올, 에탄올알코올 냄새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다.

공기탱크를 충전하는 컴프레서 필터(Compressor Filter)와 오일(Oil)은 주
기적으로 교체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필터의 역할은 크게 수분 & 불순

스틸탱크와 알루미늄탱크의 장단점
스틸 탱크

물(CO, CO2, Hydrocarbons, Oil, Taste & Odor)을 제거한다. 관리가 잘
알루미늄 탱크

된 공기탱크의 공기일수록 건조한 공기이다. 수중에서 다이빙을 오래할
경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어컴프레서의 공기 흡입구 필터가 깨끗해야 한다. 컴프레서의 공기 인
테이크 입구까지는 깨끗한 공기가 도착할 수 있다고 해도 그곳의 필터에
먼지가 끼어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면 공기가 잘 빨려 들어가지 않을 때
역흡착력이 일어나 피스톤 오일 필터 케이스로부터 기름기가 역류해 오
르거나 피스톤 링에 기름이 묻어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기름에 오
염되기 쉽다.

종류

녹이 쓸지 않는다.

표면

녹이 발생한다.

강도

강하다

약하다

비용

비싸다

저렴하다

무게

무겁다

가볍다

(산화알루미늄 막 형성)

고압의 산소와 결합해 스틸탱크는 내부에 녹(Ferrous Oxide)이 생기고, 알
루미늄탱크는 산화알루미늄이 생긴다. 스틸 탱크 내부에 습기가 있는 경
우 산화가 일어나고 염분이 있다면 더욱 산화가 촉진된다.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녹은 충전된 공기를 먹고 더욱 커지며 질소
만 남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탱크를 보관할 때는 소량의 공기만 남기고
사용 전에 충전해서 사용한다. 오래된 공기가 위험한 이유는 알루미늄 탱
크는 스틸 탱크처럼 산화에 많은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공기를 다 빼면 밸브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압력을 남
겨 둔다.
공기탱크의 검사는 1년에 한번 육안검사, 4~5년에 한번 수압검사를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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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적으로 다이버는 공기탱크나 컴프레셔 룸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
나 공기탱크나 컴프레셔 룸을 잘 관리하는 업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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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스마트 다이버의 조건

다이버 에티켓
글, 사진 김수열 / 노마다이브 대표

다이빙 전용 수영장에서

2004년 7월, 주5일제가 시행된 후 어느덧 17년이 흘렀고,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쿠버다이버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이다. 안타깝

40시간 기준 연장 최대 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되어 야근과 휴일근무에 대한 압박도 비교

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무질서로 인한 소

적 줄어들었다.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탄력근무제나 월차를 활용한 국민 여가생활에도 많

음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공시설

은 변화가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여가활

에서 아직 기본수칙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강사의

동은 평일 기준 3.5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하고 싶

인솔 하에 있지 않은 다이버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

은 여가활동 1위가 '영화관람'이고, 2위는 건강관리로 '스포츠 활동'을 택한 취업자가 6.4%로

리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다. 매너를 갖추기 위

분석[출처-통계청]되어 실외 스포츠 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더불어 정보가 필요한데, 스쿠버

실외 스포츠 활동 중 일부이긴 하나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모인 다이버들이 사용하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빠질 수 없는 다이빙 전용 수영

는 수영장을 살펴보자.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으로 예약과 사용방

장에서의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법에 관해 변동이 많지만 보통 4월~10월 따뜻한 계절 주말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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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전용 수영장이란?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해서는 설 수 있는 얕은 물과, 설수 없는 깊은 물을 모두 갖추고 압축공기 충
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처치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보통은 올림픽체전과 같은 대
형 행사를 위해 지어진 체육시설 내에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이곳은 최소 25m길이와 5m수심을 갖추
고 있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제주 더블루호텔 내 야외 수영장

글 싣는 순서

수원월드컵 경기장내 스쿠버풀

수영장 이용 에티켓
짝을 이루고 전원 자격증을 지참할 것.

- 1부 다이브센터에서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이므로, 짝과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영장 내에서 발생하
는 사고는 시설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이 본인의 책임이

- 2부 -

다이빙 전용 수영장에서
- 3부 다이브 리조트에서
- 4부 수중에서
- 5부 데이트립 보트에서

다. 다이빙 공백이 크다면 리뷰를 받아야만 하겠다. (다
K26의 입장 안내데스크

이브마스터 이상이 동반해야 하는 곳도 있음)

입장을 위한 장비 반입
다이버들은 대부분 개인의 장비를 가지
고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이때 수영장에
서 볼 수 없는 갯강구, 해초, 굵은 모래
등이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일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다이빙 후에는 깨끗하게
세척 후 이용해야한다. 또 개인 실린더를

- 6부 리브어보드에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린더 부츠
를 이용 해 파손된 타일로부터 다이버들
이 상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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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수영모자 이용

소음

수영장 떠다니는 머리카락은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초보다이버들이 실수로 물

수영장이 크다 하지만 습기가 많고, 울리는 공간에서는 강사들의 목소리는

먹게 되는 때에 아주 불편한 존재이다. 일부 다이버들이 답답함을 이유로 야

점점 커지게 되고, 무거운 장비와 핀킥으로 인한 텀벙대는 소리등은 심한 소

구모자나, 두건으로 살짝 덮는 정도로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하

음을 야기한다. 여기까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호흡기 1단계와

지만 수영장 운영자와 다이버 모두를 위해 머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수영모

먼지덮개에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공기로 “쉬~익” 소리를 내며 불어내

나 다이빙 전용 후드사용을 강하게 권장한다.

는 것은 타인에게 방해 되는 행동이니, 이는 삼가고 입으로 혹은 수건으로 닦
아내길 권장한다. 한가지 더, 수중에서 짝을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삑삑“ 소
리를 내는 Alert이나 Shaker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짧게 사용하도
록 하자.

장비의 추락
보통 수면에서 스킬연습중 혹은 체결이 올바르지 않아 웨이트 벨트가 추락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수중에 있는 다이버들의 머리위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벨트 착용은 완벽하게 해 두어야 하고, 수중을 살
펴야 하겠다. 또 장비를 정리 하는 경우에도 수영장 가장자리는 피하도록 하
자. 수중에서 연습하는 다이버들은 가급적 벽면으로부터 떨어져 연습해야 우
발적으로 떨어진 웨이트로부터의 상해를 피할 수 있다.

공간 활용
제한된 크기의 수영장 공간 활용
에 있어 타인을 배려해야 할 것인
데, 보통 얕은 물 주변은 초급 교육
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붐비
기 십상이다. 다이버들의 통행이 방
해받지 않도록 장비조립과 해체 때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입 출수
대부분의 초보 다이버들은 아래 지나는 다이버들이 어느정도 수심권에 있는

장비의 분실

지 알기 어렵다. 때문에 장비 착용 후 입수하는 절차에서 상승중인 다이버들

몇 해 전 있었던 일로, 장비를 분리하여 실린더를 반납하고 온 사이 본인의 호

과 충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 위해 입수자 입장에서 다이버의 버블이

흡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 CCTV를 통해 확인 한 결과 바로 옆의

지나길 기다리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앉아입수법을 사용하기 바라며, 출

다른 다이버가 렌탈장비를 정리하던 중 뜻하지 않게 함께 정리 하는 모습이 담

수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벽면의 입수포인트를 피하고 상승시 수면을 보며

겨있었다. 물론 수영장의 협조로 돌려받았지만, 장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천천히 상승하길 바란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거나, 장비에 이름표를 달아 분실을 막는 것이 좋겠다.

대여장비의 관리
수영장에서 대여하는 실린더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초보자의 웨이트는 뜻
하지 않게 BCD에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수영장 입장에서
큰 손실이니 장비 반납에 신경 써 시설을 보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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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상시개장
365일 24시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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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이버와 스쿠버다이버의 충돌
근래 프리다이버들이 급증하면서 수면에서 많은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는 경
우가 있다. 수중에 고정시킨 하강라인은 프리다이버들의 상승, 하강에 반드
시 필요한 라인이므로 스쿠버다이버들은 라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 또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프리다이버들에 비해 활동에 자유로운 스쿠버다이버들은
라인 근처를 지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용공간이기에 누구의 자
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예약과 이용시간
근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예약취소
를 할 시에 시설에 빠르게 알려 운영자와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Mares의 신뢰와 명성

보다 신중해야겠다. 또 제한된 시간동안 다이빙준비, 교육, 정리, 샤워까지 마
쳐야 하는데 시간배분에 익숙지 않은 초보다이버와 여성들의 경우 비교적 많

마레스서울

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시간조절에 신경 써야 하겠다.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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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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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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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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한국 바다의

기각류

기각류(Pinnipedia)는 식육목(Carnivora)에 속한 수중생활에 적응된

해양 포유류이다. 물범, 강치(바다사자), 물개, 바다코끼리 등이 포함된다.
다리가 지느러미로 변해 폭이 넓고, 꼬리는 짧다.

물범은 뒷다리가 꼬리와 융합해 있다. 한국 바다의 기각류는
독도강치, 북방물개, 점박이물범이 있다. 불행하게도 독도강치는 멸종되었고,
백령도 점박이물범과, 동해바다에 간간히 나타나는 북방물개가 있다.
바다코끼리는 한국바다에는 없다.

참고

기각류

원래 미아키스(Miacis)가 곰개과(Caniformia)로 진화를 한 후 곰과(Ursidae)와
개과(Canidae)가 서로 분리된다. 그 개과는 독자적인 진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늑대나 개, 리카온(Lycaon)과 같은 동물들로 진화를 하며, 곰과는 곰과 족제비,
기각류의 공통조상으로 갈라진다. 그 족제비과(Mustelidae)와 기각류의 공통조
상이 또 갈려져서 족제비상과(Musteloidea)의 동물들과 기각상과(Pinnipedia)의
동물들로 다시 갈라진다. 이 기각상과의 동물들을 기각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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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nus japonicus)라 했다. 독도 강치, 캘리포니아 강치, 갈라파고스
강치는 그 서식지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행동 양태의 차이점이 뚜
렷하여 별개의 종으로 재분류되었다. 현재는 독도 강치를 별개의 종으로 분
류되어 잘로푸스 야포니쿠스(Zalophus japonicus)라 한다. 일부 분류학자들
은 여전히 독도 강치를 캘리포니아 강치의 아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강치는 독도뿐만 아니라 멀리는 북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 연해와 갈라파고
스섬에도 서식한다. 20세기 초까지는 우리나라 독도에 서식하였으나 지금
은 남획으로 멸종하였다.
독도 강치는 예전에 캄차카반도 남쪽 끝에서 한반도 동해안 및 일본 열도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나, 190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의 상업적 포획
학명 : Zalophus japonicus
영명 : Japanese Sea lion
한국명 : 강치, 일본바다사자

현재는 멸종되고 없는

독도강치
강치는 동해 연안에 서식하던 물개과 바다사자아과 바다사자속 해양 포유

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한국에서는 1951년 독도에서 50~60마리
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마지막이며, 1972년에 홋카이도 인근 레분섬(文島,
Rebun Island)에서 확인된 어린 개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1994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절멸을 선언했다.
옛 한국어 기록에 따르면 강치는 동해에 살았다고 하는데 독도에서 많이 번
식했었다고 한다. 독도에는 가제바위 등 주변에 강치가 쉬기에 좋은 바위가
많고 난류와 한류가 뒤섞여 먹이가 풍부해 강치들의 주요 번식지이자 서식

류이다. 강치의 몸은 물개와 비슷하며, 수컷은 체중이 약 500kg 정도이고,

지였다. 그래서 독도가 강치의 천국이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체색은 어두운 회색이다.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작고 체색은 수컷보다 밝은

강치를 '가제' 또는 '가지'로 불렀으며,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에 수만 마리가

색깔이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이다.

서식했다고 한다. 독도에는 이들이 머물렀다는 가제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

수컷은 15마리 이상의 암컷을 거느리며, 번식 기간에는 육상에 산다. 탁 트

다. 일제강점기에 가죽을 얻기 위해 일본인 어부들의 남획으로 그 수가 급

인 모래밭에서 주로 번식했으나, 때로 암석 지대에서 번식할 때도 있었다.

격히 줄었고, 이후 지속된 어업과 수렵으로 결국 멸종됐다고 한다.

주요 먹이는 오징어, 명태, 정어리, 연어 등이다. 천적으로는 범고래와 상어

2007년, 대한민국 환경부는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협조하여 독도 강치를

가 알려져 있다.

동해에 복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조사 연구가

독도 강치를 2003년 이전까지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강치)의 아종으

국립환경과학원에 일임되었다. 만약 강치의 살아있는 개체가 발견되지 못

로 생각되어 학명을 잘로푸스 칼리포르니아누스 야포니쿠스(Zalophus

한다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강치를 들여와서 도입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쉼터를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봄에 백령도에 와서 여름을 지내고 늦가을이 되면 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시 랴오둥만(Liaodong bay)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는데 얼음 위에서 새끼
를 낳아 기르고, 봄에 백령도로 이동하여 성장한 후 다시 랴오둥만으로 이

물범은 바다와 민물에서 살고 있는 바다표범과에 속하는 가장 작은 해양

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유동물이다. 최대 크기는 수컷이 약 1.7m, 암컷이 약 1.6.m 정도이다. 몸

한국에서는 점박이 물범이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었고, 백령

의 색채는 회흑색이나 수컷의 배면은 황색을 띠면서 검은 점이 있다. 그러

도 앞바다를 더 많은 물범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쉼터를 만들어 보호

나 암컷의 몸 아랫부분은 회색이므로 구별할 수 있다. 앞머리 부위가 둥글

하고 있다.

고 높으며 겉귀가 없다. 주둥이와 목은 짧은 편이고 앞다리는 앞으로, 뒷다
리는 뒤로 향하여 있다. 이러한 신체 구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때 방향전환
을 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아 육상생활에는 적합하지 않다. 앞다리는 완전히
털로 덮여 있고 일반적은 발톱은 잘 발달되어 있다. 앞발가락은 첫째발가락
이 제일 길고 다섯째발가락으로 향하여 갈수록 점점 짧아진다. 뒷발가락은
첫째와 다섯째발가락이 길고 크며 다른 발가락은 짧고 작다. 앞니는 원추형
으로 치아의 숫자에는 변화가 많다.
식성은 육식으로 먹이는 게, 새우 등의 갑각류, 꼴뚜기류, 물고기 등을 먹고
산다. 수명은 평균 30~3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범과는 군집성 동물이다. 한국의 서해 백령도에 집단으로 점박이물범이
서식한다. 점박이물범은 한국과 중국 연안 이외에 알래스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본 북해도 연안 등에 널리 분포한다.

학명 : Phoca largha
영명 : Spotted seal, Harbour seal, common seal, hair seal
한글명 : 물범, 바다표범, 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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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솜털이 나 있어 모피는 부드럽다. 수컷은 검은색이고 목둘레만 회색이
지만 암컷은 몸 전체가 회색이다.
지느러미 모양의 네 다리로 육상을 걸어 다니거나 달리기도 할 수 있다. 앞
발과 뒷발이 모두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헤엄치기에 능
숙하며, 물속에서는 주로 앞다리를 써서 시속 25㎞ 정도로 헤엄을 친다. 낮
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물이 깊지 않은 곳에서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헤
엄치며 놀다가 저녁때에는 일정한 암초에 모여서 잔다. 즉, 바다사자는 잠
잘 때나 교미할 때 이외에는 좀처럼 바위위에 올라오지 않는다.
먹이는 오징어, 연어, 송어, 대구, 정어리, 청어, 명태, 새우, 멸치 등의 물고기
를 잡아먹는다. 먹이를 찾아다닐 때는 수심 70m까지 들어가기도 한다.
평상시에는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 수만 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도, 번식기가 되면 섬에 상륙해 자기의 영토를 정하여 수컷 한 마리가 약
30~5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일부다처제사회를 이룬다. 이러한 물개의
무리를 하렘이라고 한다. 임신기간 약 330일 정도이며, 1마리의 새끼를 낳
는다. 주로 6~7월 사이에 사할린의 추레니섬, 코만도르스키제도, 미국령인
학명 : Callorhinus ursinus
영명 : Northern fur seal
한글명 : 북방물개

프리빌로프군도 등에 정착해 번식한다.
교미 시기 전에 해류를 타고 남하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
라 남하하여 독도 근방에서 우회 북상하는 무리도 있으며, 북아메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우회 북상하는 무리도 있

동해 바다에 가끔 나타나는

북방물개
물개는 바다사자상과 바다사자과 물개아과에 딸린 바다 포유류로, 북태평
양에서 무리를 지어 살며, 허파로 호흡한다. 몸길이는 수컷이 2.5m이고, 암
컷이 1.3m 정도이다. 꼬리와 귀의 길이가 작아 각각 5cm, 2.5cm이다. 새끼
때에는 몸 색깔이 검은색이나 차차 자라면서 회색을 띠고, 배 부분은 붉은

다. 겨울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독도 근방에까지 내려오지만, 날씨가 따뜻
해지면 북쪽으로 돌아간다.

참고

흔히 강치를 물개로 잘못 알고 있다.

강치와 물개는 둘 다 물개과 또는 바다사자과에 속해 있지만 정확히
는 물개는 물개아과에 속해 있고, 강치는 바다사자아과 강치속에 속
해 있는 전혀 다른 종이다.

갈색이 된다. 작고 튼튼한 머리에 목이 굵다. 주둥이는 짧으며, 온몸에 부드

한국 바다에는 발견되지 않는

다. 주로 조개를 먹는데, 상아와 같은 이빨로 파헤친 후 강한 수염으로 떠먹

바다코끼리

는다. 드물지만 물개나 다른 해양 동물들을 먹는 바다코끼리도 있다.

바다코끼리는 바다코끼리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로 상아처럼 생긴 윗송곳

바다코끼리는 북극, 북대서양, 북태평양 등의 여러 지역에 서식한다. 그러나
한국 바다 근해에는 발견된 적이 없다.

니가 있어 바다코끼리로 불린다. 육중한 몸체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둥글
고, 눈은 작으며, 코는 짧고 넓으며, 강하고 바늘 같은 수염으로 덮여 있다.
외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회색이지만, 어깨에는 주름이 져 있으며 짧고 붉은
털이 있는데 늙을수록 점차 탈락된다. 수컷은 암컷보다 1/3 정도 크기가 커
서 최대 4m정도에 1,300㎏ 정도 나간다. 암수 모두 윗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서 입 아래쪽을 향해 자라게 되는데, 수컷에서는 길이 1m에 무게가 5㎏정도
나간다. 이 윗송곳니로 북극곰의 공격을 막아내고, 얼음 위로 기어오를 때
는 갈고리로 사용한다.
바다코끼리는 바다사자나 물개처럼 뒷지느러미를 몸체의 앞으로 돌려 네
다리로 육상을 걸어 다닐 수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로 때로는 100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살 때도 있으며, 일부다처제이다. 암컷은 2년마다 2~6월
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 약 2년 동안 돌본다.
겨울과 봄에는 물에 떠다니는 큰 빙판을 따라 떠돌며, 여름에는 일부가 바
닷가에 모여들기도 한다. 낮에는 해안가에서 자고 밤이 되면 먹이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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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Odobenus rosmarus
영명 : walrus
한글명 : 바다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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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
① YAP’S PREMIER DIVE RESORT ANNOUNCES GRAND RE-OPENING SPECIALS
얍섬의 프리미엄 다이빙 리조트 그랜드 리오프닝 행사를 알림
Colonia, Yap. Falling backwards from the side of a
boat into pristine, warm ocean waters is undoubtedly a
recurring dream for divers around the world. The awardwinning Manta Ray Bay Resort and Yap Divers on the
remote Micronesian island of Yap is preparing to make
those dreams come true once again.
“We’re offering not-to-be-missed packages for the
moment when the island’s borders open up to welcome
visitors back again,” announced Texas-born and bred Bill
Acker, CEO and founder of Manta Ray. In one of only
eleven countries that are free of the COVID-19 virus,
Yap’s premier resort is on the bucket list of divers around
the world. And now it’s more affordable than ever.
“Although we don’t yet know when Yap’s borders will be
opened, we want to be among the first to welcome divers
back to the sport we all love,” said Bill. “That’s why we’re
offering these great deals.”
Manta Ray’s Grand Re-opening Special offers for 2021
and 2022 include, for individual bookings, three free
nights when booking 7 nights/15 dives, 10 nights/24
dives, or 14 nights/33 dives. For groups of eight or more,
get eight free spots for every 8 paid divers. “That’s right,”
said Bill, “that’s not a typo. Pay for eight divers and come
with 16!”
With over 17,000 dives in the waters of Yap, Bill is a
member of the original class of SSI Platinum Pro Divers
as well as a 2014 International SCUBA Diving Hall
of Fame inductee he remains active in exploring new
dive sites and teaching the sport to people interested in
sharing his love for the ocean environment.
“It’s been hard having to close our family-run resort
for the last year, but we’re ready and anxious when the
border opens to welcome visitors back to this beautiful
island,” he said. “I’ve been having fun diving with my
kids, but we all miss taking our guests out to plunge into
the clear waters and magical canyons that surround Yap
that this Texas Longhorn boy first discovered more than
forty years ago.”
For more information, visit
https://www.mantaray.com/
grand-re-opening-special-offers/,
follow Bill’s blog at
https://www.mantaray.com/blog/
or go to mantaraybay on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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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니아의 얍섬, 배 한 켠에서 자연 그대로의 따뜻한 바다 속으로 거꾸로 입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 세계 다이버들에게 되풀이 되는 꿈입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외딴 섬 얍
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Manta Ray Bay Resort and Yap Diver는 이러한 꿈을 다시 한 번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태생으로 Manta Ray의 창업자이며, CEO인 Bill Acker는 “우리는 섬의 국경이 다시
방문객들을 맞이하려 열리는 순간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라고 했습니다. COVID-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11개국 중 하나로서, 얍의 프리미
엄 리조트는 전 세계 다이버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
다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Bill은 “얍의 국경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스포츠인 다이빙
으로 다이버들을 다시금 맞이하는 첫 번째 리조트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ta Ray의 2021년 및 2002년 그랜드 리오픈 특별 행사는 7박/15다이빙, 10박/24다이빙
또는 14박/33다이빙 상품을 개별 예약 시 3박의 추가 무료 숙박을 제공합니다. 8명 이상
그룹 예약 시 또 다른 8인에게 무료로 다이빙 자리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오타가 아닙
니다. 8사람만 예약하시고 16사람이 함께 오십시오! 라고 빌은 말했습니다.
얍에서 17,000번이 넘는 다이빙을 한 Bill은 SSI 플래티넘 프로 다이버 오리지널 클래스의
멤버이자 2014년 국제 스쿠버 다이빙 명예의 전당 신입 회원이며, 새로운 다이빙 장소를 탐
색하고 다이빙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며, 해양 환경에 대한 그의 관심을 나누는 등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저희는
아름다운 이 섬의 국경이 열릴 때 돌아올 방문객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열의로 가
득 차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이들과 즐겁게 다이빙을 하고 있지만, 40여 년 전
Texas Longhorn 소년이 처음 발견한 맑은 물과 마법의 협곡으로 둘러싸인 이 얍섬으로 손
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과일 껍질 1~5주

담배 1~5년

테트라 팩 5년

비닐봉지 10~20년

부이 8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건전지 1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그물망 30~40년

기저귀 500년

의류 30~40년

통조림캔 50년

종이컵 50년

가죽 50년

낚시바늘 600년

티백 500~1,000년

PVC카드 1,000년

유리병 1,000,000년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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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
② FRONTLINE WORKERS HONORED WITH FREE DIVE VACATIONS IN YAP
얍섬에서 무료 다이빙 휴가를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 의료종사자들
Colonia, Yap. January 5, 2021. The remote island of Yap in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s among the few places in the world that remains
free of Covid-19 thanks to its ocean border and a strict travel ban that
has kept its residents safe.
Nonetheless, Yap has been affected, too. As one of the world’s premier,
award-winning destinations for divers, this paradisiacal lo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has had no outside visitors to its rich shores and
reef for nearly a year. But while there may be no virus, the island hasn’t
been cut off from the economic impact experienced around the globe.
That didn’t stop Bill Acker, CEO and founder of the Manta Ray Bay
Resort and Yap Divers, from doing something, though.
Last March, soon after the island went into lockdown, Bill began to
realize the effect of the virus on daily life beyond the island. “Yes, we are
closed, have no divers, had to send our employees home and prepare for
difficult times,” he said. “But we’re lucky in that we have, for the most
part, avoided the human suffering and death this pandemic has caused.”
Thinking about the problems faced by his family business, they paled
when he compared them to those endured by the healthcare workers
who have been fighting selflessly around the clock for months on end for
the well-being and lives of others.
“One evening, while checking the news online, I saw pictures of
frontline workers who were tending to desperately ill and dying people
when families and friends could not be with their loved ones. It was
heartbreaking,” he added.
The next day, a meeting was held with the resort’s staff and Bill invited
suggestions for ways they could do something to honor healthcare
workers. The result was the idea to award twenty divers who are working
on the frontline to save other’s lives during this pandemic while risking
their own, with a free week at the resort.
Divers around the world who had been guests at Manta Ray Bay in the
past were invited to submit the names of candidates for the award by
December 31, 2020. “We received nominations for 126 individuals from
as far away as Germany, the U.S., Australia and Canada,” he said. “It was
not easy choosing the winners but our committee of staff members took
on the job and selected the 20 finalists.”
“While trying to choose the people to reward for their hard work during
this Covid-19 crisis,” Bill added, “by reading the nominations we saw
that every one of the nominees was doing things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Sadly, we don’t have the finances to offer over 100 free
weeks in Yap, but we do want to recognize the contributions all of them
are making to our world. So, we are offering the rest of the nominees
a free week of diving in Yap which includes room, hotel tax, airport
transfers, breakfast, diving and Wi-Fi. The only requirement is that they
travel with at least three other people and stay in two rooms or more.”
“We do not yet know when Yap will open its borders,” said Bill, “but
when it does, we will welcome these important guests to Yap to relax
and dive with the manta rays and the other beautiful denizens of the
ocean surrounding our island home. They are the true heroes of this
devastating, historic time and we look forward to honoring them with a
well-deserved dive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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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니아, 얍섬. 2021년 1월 5일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작은 섬 얍은 바다로 이뤄
진 경계와 엄격한 여행 금지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얍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상 여
행지 중 하나인, 서태평양의 이 낙원은 거의 1년 동안 이곳의 풍부한 해안과 암
초를 찾는 외부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영향은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영향도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의 창업자이자
CEO인 Bill Acker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지난 3월, 섬이 봉쇄된 후 빌은 바이러스가 섬 너머 일생 생활에 미친 영향을 느
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는 문을 닫았고, 다이버들은 없었으며, 직원들을 내
보내고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만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
스러운 건 우리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이 전염병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업이 직면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생명을 위해 몇 달
동안 이타적으로 싸우며 견뎌 온 의료종사자들에 비교하면 하찮은 것 이였다.
“어느 날 저녁, 온라인 뉴스를 확인하던 중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종사자들
의 사진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덧붙여 말했습니다.
다음날, 빌은 리조트 직원들과 회의를 열어, 그들이 의료종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펜데믹 기간 동
안 최전선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들의 위험을 감수한 20명
의 다이버들에게 리조트 일주일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Manta Ray Bay 리조트에 숙박했던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보자의 이름을 추천해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독일,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까지 모두 126명의 후보자들을 추천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첨자를 뽑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직원 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최종적으로
20명을 뽑았습니다.”
빌은 “Covid-19 위기 동안 열심히 일한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선택
하고 있었습니다. 추천 받은 모든 분들에 대해 읽는 동안 우리는 모든 후보 한
분, 한분이 그들의 임무를 초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덧붙
였습니다. 야속하게도, 우리는 얍에서 100주 이상의 무료 숙박을 제공할 재정이
없지만, 그들 모두가 세계에 공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
지 분들은 일주일간 무료로 객실세, 호텔세, 공항 환승, 조식, 다이빙, 와이파이
등을 포함한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3명과 함께 오셔서 2개 이상의
객실에 머무르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빌은 “얍이 언제 국경을 개방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라며, “그러나 얍이 국
경을 개방한다면 중요한 게스트분들이 manta rays(열대산 큰 가오리)와 아름다
운 해양 동식물들이 둘러쌓고 있는 얍섬에서 휴식과 다이빙을 하실 수 있도록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충격적이고 역사에 기록될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며 우리는 그들을 훌륭한 다이빙 휴가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With fascinating history and rich culture and only selective
western influence, the Island of Yap is a wonderfully unique
setting found nowhere else in the world”
– Picture by Tim Rock

“얍섬은 매력적인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오직 한정적
인 서양의 영향을 받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
주 독특한 곳입니다.”

“Yap has a resident population of manta rays and several shallow
cleaning stations where divers can see mantas year-round”
- Picture by David Fleetham

“얍섬은 manta rays 서식지이며, 다이버들이 일 년 내내
mantas를 구경할 수 있는 얕고 깨끗한 구역이 있습니다.”

“Aerial shot of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with a unique bar/dining
experience onboard its 100+ year old Indonesian Schooner moored in front of
the resort”
- Picture by A “Boy” Tareg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앞에 정박된 100년 이상 오래된 인도
네시안 범선 위에서 즐기는 유니크한 bar/dining 공중 촬영한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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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한글날 맞아 해양생물 국명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10. 9.∼16.)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었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한글

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날인 10월 9일(금)부터 16일(금)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우리말 이름을 붙여줄 계획이다.

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통상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라 라틴어로 학명

원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후보 이

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이름을

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어 이름 유무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

해양수산부는 우리말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새

명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명을 짓는 것이 매우

롭게 제안된 우리말 이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발견자와 함께

의미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말 이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해양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해양생물에 우

숙한 우리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해양생물 주권 확립과 자원 관리

리말 이름을 지어왔다. 지난해에는 주름진이어깃해면, 서해마디납작노

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

벌레 등이 우리말 이름을 얻는 등 현재까지 22종의 해양생물에 우리말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름이 붙여졌다.
자포동물 Chelophyes appendiculata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지난 7
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생물 관련기관으로부
터 우리말 이름 부여대상 후보 23종을 추천받은 뒤, 최초 발견자의 동의
를 얻은 10종을 2020년도 우리말 이름 부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분류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생
물의 서식지와 생김새, 특징 등을 반영한 우리말 이름 후보를 2개씩 정
했다.

국명후보
해조류 Gelidium palmatum

사유

1) 발톱겹관해파리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되

2) 짧은날개겹관해파리

었으며 짧은 발톱모양의 주머니를

3) 기타의견

가지고 있는 해파리류입니다.
자포동물 Eudoxoides spiralis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가 바위에서 채집된 해조
류는 손을 의미하는 라틴어 ‘palmatum’이 학명(Gelidium palmatum )
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 ‘조막손우뭇가사
리’와 ‘애기손우뭇가사리’로 선정했다.
환형동물 Heteromastus namhensis

또한,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된 환형동물은 지명을 담은 이름인 ‘남해
고리버들갯지렁이’와, 복부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4줄의 돌기
가 있는 생김새를 반영한 이름인 ‘네줄고리버들갯지렁이’를 후보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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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후보

사유

1) 나선날개겹관해파리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되

2) 나선창날개겹관해파리

었으며 입 주변에 톱니모양의 날

3) 기타의견

개를 가지고 있는 해파리류입니다.

원생생물 Capsammina crassa

국명후보

절지동물 Dokdocrista orientalis n. sp.

사유

국명후보

사유

1) 두툼상자유공충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처음 발견된

1) 혹밑마디노벌레

첫 번째 가슴 다리 밑마디 부위가 혹처

2) 납작상자유공충

신종 유공충류입니다.

2) 독도혹밑마디노벌레

럼 볼록 한 것이 특징이며 독도에서 발

3) 기타의견

견된 신종 후보 종입니다.

3) 기타의견
원생동물 Cylindroclavulina bradyi

국명후보
1) 작은원통접문유공충

사유

해조류 Gelidium palmatum

국명후보

사유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된

1) 조막손우뭇가사리

전체적으로 애기손 모양을 하고 있는

2) 좁쌀원통접문유공충

유공충류이며 외벽이 가는 입자부

2) 애기손우뭇가사리

신종 해조류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

3) 기타의견

터 굵은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3) 기타의견

주도에 분포합니다.

있습니다.
환형동물 Heteromastus koreanus
절지동물 Diosaccus koreanus

국명후보
국명후보

사유

사유

1) 한국고리버들갯지렁이

1) 한국두주머니장수노벌레

울릉도 조간대 해조류 서식지에서

2) 세줄고리버들갯지렁이

돌기가 3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2) 여섯가시두주머니장수노벌레

처음 발견된 신종 요각류입니다.

3) 기타의견

전 해역에 분포하는 신종 갯지렁이입

3) 기타의견

복부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니다.
절지동물 Monstrillopsis paradoxa

국명후보

사유

환형동물 Heteromastus namhaensis

국명후보

사유

1) 수수께끼 괴물노벌레

유생시기에만 다른 해양생물에 기생

1) 남해고리버들갯지렁이

복부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돌

2) 장난꾸러기 괴물노벌레

하는 반기생성 신종 요각류입니다.

2) 네줄고리버들갯지렁이

기가 4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남해

3) 기타의견

안에서 발견된 신종 갯지렁이입니다.

3)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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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공기 다이빙 대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이점
얼마전 까지,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오직 최첨단 테크니컬 다이
버들만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는PADIⓇ의 가장
인기있는 스페셜티 코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엔리치드 에어 인증
취득 및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나이트록스는 무엇인가요?
인간은 약 79%의 질소와 21%의 산소를 포함하는 공기를 호흡하는데
익숙합니다. 기술적으로, 질소와 산소의 모든 혼합이 나이트록스이며 여기에는 현재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도 포함됩니다.
스쿠버 영역에서, “나이트록스”(또한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및
EANx라고도 알려져 있음)는 일반적으로 32-36%의 산소인 호흡 가스
를 설명합니다. 더 많은 산소는, 더 적은 질소가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며,
또 몇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Open Water Diver courseⓇ(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배
운 것 처럼, 질소 흡수는 수중 탐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
다.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여러분에게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이빙 시간 연장

•만약 여러분이 공기로 21 미터/70 피트 수심에서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 최대 무정지 한계 시간은 40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엔리치드 에어 32 %로 같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계획한
다면 최대 무정지 한계 시간은 60 분입니다.
(60분 이전에 탱크의 공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면 휴식 시간 단축
•반복 다이빙에서 더 깊은 수심의 다이빙 가능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엔리치드 에어가 그렇게 좋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이트록스를

나이트록스 인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닥에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또 더 빨리 수중으로 되돌아

•비용 - 엔리치드 에어 탱크 충전은 일반적으로 일반 공기 충전보다

가고 싶다면, “예”입니다; 나이트록스 인증을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더 많은 거북이에게 손을 흔들고, 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수심 제한 - 나이트록스의 최대 수심 제한은 공기와 다르며 또 블랜

더 많은 시간을 깊은 수심 탐험하는데 보낼 수 있습니다.

드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이트록스 인증의 일부로 배우

많은 다이버들이 나이트록스를 시도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게될 것임).

그들은 휴가가 될 때까지 엔리치드 에어 인증의 이점을 깨닫지 못합니
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이빙 모험 둘째 날입니다. 첫 번째 다이빙은, 30 미터/100
피트 수심은 딥 다이빙이었습니다. 편안한 수면 휴식 시간 후에, 여러분

•사용 가능성 - 모든 다이빙 샵이 엔리치드 에어를 제공하는 것은 아
닙니다.
•실린더의 요구 사항 - 엔리치드 에어 충전을 위해 전용 실린더가 필
요합니다.

은 두 번째 다이빙 - 난파선 다이빙을 하고 싶어합니다.
브리핑 중에, 다이브마스터는 공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은 난파선의 메

여러분의 나이트록스 인증을 온라인으로 시작하세요.

인 데크보다 깊은 수심으로 가지 말고 또 본인의 수심을 염두에 두라고

나이트록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몇 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들은, 난파선의 전체를 탐험할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나이트록스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습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트록스 다이버가 바닥으로 하강하여, 가오리

니다. PADI 강사와 함께 짧은 대면 세션으로 공기 분석 (및 기타 다른

콩가 라인(Stingray conga line)을 따라가면서 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

몇가지)을 연습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2회의 선택적 다이빙이

는 것을 부러워하며 지켜 봅니다.

있습니다.

모든 농담을 제쳐두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 날의 다이빙 여행, 리브어보

여러분은 나이트록스 코스가 어렵고 또 여러 개의 다이빙 테이블을 사

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호의를 베풀어 나이트록스

용해야 한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PADI

인증을 받으세요. 나이트록스는 공기로 다이빙하는 것에 비해 수심에서

의 나이트록스 코스는 몇 년 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 의미는 여러분의 다이빙 휴가에서 더

모든 다이빙에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온라인에 등록하여 오늘 여러분의 나이트록스 인

비록 여러분이 단 한 번의 다이빙만 하더라도, 15 미터/50 피트 보다 더

증을 위해 시작하세요.

깊은 수심이면 나이트록스가 유용합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질문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역의 PADI 다이빙 샵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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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릉공항 2020년 11월27일 착공
서울-울릉 1시간대 연다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로 건설
2025년 개항 목표로 울릉공항 11월27일 본격 착공
총사업비 6651억 투입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 지역 소형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울릉공항건설 착공식이 장대비
가 내리는 가운데 11월27일 울릉(사동) 항 제2단계 물양장에서 개최
됨에 따라 울릉주민의 가장 숙원 사업이 드디어 역사적인 첫 삽을
들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상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하대성 경제부지사, 김병수울릉군수, 최경환 의
장,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이 투입돼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

울릉공항 조감도

로 건설된다.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
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 확대로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
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
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
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
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울릉공항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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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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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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SOLA USB-C SERIES
2021년, Light&Motion은 5 개의 새로운 Sola FC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버는 이제 USB-C 충전기를 사용하여
Sola 라이트를 충전 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케이블과 충전기로 여행하고 생활을 단순화 하세요.
우리 동글은 스마트 합니다! 연결된 전원 공급 장치가 Sola 라이트를 충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충전 속도를 알려줍니다.
GREEN LIGHT 일반적인 빠른 속도로 충전중
YELLOW LIGHT 전원 출력이 낮아 느린 속도로 충전중
RED LIGHT 전원 출력 불량으로 충전이 안됨

사용 가능 모델
SOLA VIDEO PRO 3800 USB-C
기본 장착된 돔 포트는 동급 최고의 110° 사용 빔과 부드러운 엣지 처리로 촬영시 최적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카메
라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전용 볼 마운트가 제공되고 최고 수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빛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SOLA VIDEO 3800 USB-C
Sola Video 3800은 칩 온보드 LED 어레이를 사용하여 놀라운 이미지를 위해 가능한 가장 넓은 빔 각도로 고품
질 조명을 제공합니다. 플랫 포트 옵틱은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핫스팟이 없는 넓은 90° 확산 빔을 제공합니다.
SOLA VIDEO 2500 S/F USB-C
프리미엄 Sola Spot / Flood 모델은 광각 이미지와 매크로 이미지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포토그래퍼
를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고급 광학 설계는 핫스팟없이 피사체를 고르게 비추고 카메라 위치 지정을위한 더
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SOLA DIVE 2500 S/F USB-C
Sola Dive 2500 S/F는 가장 다재다능한 수중 라이트 솔루션입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초소형 다이빙 라이트
에 가장 적합한 핸즈프리 마운트는 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다목적 라이트로 이미지 마운트를 장착하여
촬영용 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OLA DIVE PRO 2000 USB-C
다이빙 전문가 및 테크니컬 탐험을 위해 디자인된 당사의 독점적인 Sola 라이트는 가장 까다로운 가시성에서도 상
당한 빛 투과와 효과적인 신호 전달을 위한 8° 스팟 빔을 특징으로합니다. Dive Pro는 강력한 출력으로 인스트럭
터, 스테이지 다이버 및 공공 안전 다이버에 이상적인 런타임 시간를 제공합니다.

USB-C 충전 어댑터 사양
• 충전기의 최소 출력은 30W 이여야 합니다.
• USB-C 전력 공급 사양에는 최소 30W정격의 USB-C 전원이 필요하며 15VDC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원 공급 장치, 특히 구형 Apple 87W및 60W는 USB-C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형 SOLA / StellaPro 2 cell 라이트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106 |

SOLA USB-C SERIES
5 개의 새로운 Sola FC 모델은 배터리에 대한 KC 인증을 마쳤으며, 상품 구매시 동봉된 제품 안전 데이터 시트를
항공사 수화물 검역소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편안함을 위한 여행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글은 스마트 합니다! 연결된 전원 공급 장치가 Sola 라이트를 충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충전 속도를 알려줍니다.
GREEN LIGHT 일반적인 빠른 속도로 충전중
YELLOW LIGHT 전원 출력이 낮아 느린 속도로 충전중
RED LIGHT 전원 출력 불량으로 충전이 안됨

사용 가능 모델

사양
모델명

VIDEO PRO 3800
USB C

VIDEO 3800
USB C

VIDEO 2500 S/F
USB C

VIDEO 2500 S/F
USB C

DIVE PRO 2000
USB C

수중 빔 조사각

110°

90°

12°s / 60°f

12°s / 60°f

8°

최대 밝기

3800 50

3800 50

1200 60 / 2500 50

1200 60 / 2500 50

2000 60

중간 밝기

1900 100

1900 100

600 120 / 1200 100

600 120 / 1200 100

1000 180

최소 밝기

950 200

950 200

300 240 / 625 200

300 240 / 625 200

200 720

구성품

Sola Pro Ball
Mount
USB-C Charge
Dongle

USB-C Charge
Dongle

USB-C Charge
Dongle

Hand Strap
USB-C Charge
Dongle

Hand Strap
USB-C Charge
Dongle

무게

254g

254g

254g

265g

333g

충전시간

105min

105min

105min

105min

105min

가격

910,000

750,000

810,000

750,000

910,000

출력 루멘(분)

USB-C 충전 어댑터 사양
• 충전기의 최소 출력은 30W 이여야 합니다.
• USB-C 전력 공급 사양에는 최소 30W정격의 USB-C 전원이 필요하며 15VDC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원 공급 장치, 특히 구형 Apple 87W및 60W는 USB-C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형 SOLA / StellaPro 2 cell 라이트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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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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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눈스쿠버

마린마스터

노마다이브

김철현 (서울)

정상우 (서울)

김수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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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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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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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2(풍동 150-14)
2층

아쿠아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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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23일 (금)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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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23일(금) ~ 2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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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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세요
2021년에 PADI 다이브마스터 또는 강사가 되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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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력 12년의
14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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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1차 (한국-주말반) 2021.1.9~2.14
2차 (한국-주말반) 2021.3.6~4.18
3차 (한국-주말반) 2021.5.1~6.20
4차 (한국-주말반) 2021.7.3~8.15
5차 (한국-주말반) 2021.9.4~10.17
6차 (한국 - 푸켓) 2021.12.10~12.17

IE(강사시험) 2021.2.20~21 (제주)
IE(강사시험) 2021.4.23~24 (제주)
IE(강사시험) 2021.6.25~26 (제주)
IE(강사시험) 2021.8.20~21 (제주)
IE(강사시험) 2021.10.22~23 (제주)
IE(강사시험) 2021.1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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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30-8 B02
02.6012.5998 I 010.7114.9292
02.6012.5998
070.7624.5998
www.nomadive.com I www.idc-korea.com
www.nomadi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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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2월 5~7일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2월 19~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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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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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센터”에서 2021년 2월 5~7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다이브 센터”에서 2021년 2월 19~21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남하균, 이승우, 이준호, 박성준, 길승권, 신진욱, 서원진,

이번 강사 시험에는 윤근영, 손종진, 최창조, 김종호, 김지영, 임해진, 최경

김기성, 남덕기, 고성수, 윤의근, 김아람, 박찬웅, 이희연, 류관석, 김솔잎, 배성

섭, 김재현, 이안기, 방영호, 이강록, 선건율, 이종호, 양영균, 양선영, 배진

민, 신동욱 총 18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

우, 고준석, 송준혁, 김정숙, 천성대 총 20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하였다.

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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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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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
이브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강정 다이브 센터(S-28033)
대표 : 고성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279
전화 : 064-739-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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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FDIT)

공지사항 (Notice)

지난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2월26일까지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가 진행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
하여,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온라인 섹션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PADI 스텝들이 참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이론 수업이 진행
되었고 실질 세션은 PADI 5스타 강사 개발 센터인 한국의 K26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전세계에서 지원하는 후보생들과 경
쟁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현승한, 신영목, 송
순재, 김성호, 정상원, 최원혁 총 6명의 강사가 코스에 참가 하였으며
훌륭하게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를 수료 하였다. 한국 프리
다이빙 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인 다이버들의 실력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프리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

PADI 프로 나잇 & 친구와 함께 다이빙 하세요!

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님

PADI 프로 나잇에서 스쿠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

다이빙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중의 하나 입니다. 수면 위

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K26”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의 세상과 수면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입니다. 우주로의 여

전하였다.

행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무한한 미지의 수중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다이버의 안전과 교육, 바닷속 모험과 탐험, 글로벌 커뮤니티와 해양 보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
벤트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함께 수중 세상을 탐험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PADI 센터 및 리조트에 방문
하시면 한정판 PADI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요일) ~ 25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PADI 이러닝Ⓡ 마케팅 툴킷
COVID-19는 전세계 사람들의 교육 방
식을 크게 변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시
대에 발맞춰 PADI는 신속한 디지털 학
습 방법을 소개하였고 PADI 코스들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원격 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ADI는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 온라인 출시로
2007년부터 디지털 학습 분야에서 다이빙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언어로 된 20개 이상의 PADI 이러닝 코스들을 홍보 하기 위한
PADI 이러닝Ⓡ 마케팅 툴킷이 PADI 프로스 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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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멤버를 위한
PADI 아시아 퍼시픽 서포트 팀
지역 28 - 대한민국

PADI에 문의 사항이 있거나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을 위한 PADI 서포트 팀을 만나 보세요!

PLKHEmnEVpJa-YBVFFAR-w4Me_THdXQYQf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김부경

김부경

김진관

김진관

영희 심슨

박혜경

박혜경

최승묵

알란리

알란 리

테리토리:
김부경 (BK Kim)
코리안 마켓 매니저
P: +82 10 8561 0558
E: bookyung.kim@padi.com.au
언어: 영어, 한국어 & 일본어
멤버/고객 서비스 부서:
박혜경 (Hye Park)
행정 관리
P: +61 2 9454 2941
hye.park@padi.com.au
언어: 영어 & 한국어

테리토리:
김진관 (Jimmy Kim)
지역 매니저
P: +82 10 2560 4679
E: jimmy.kim@padi.com.au
언어: 영어 & 한국어
회계 부서:
알란 리 (Alan Li)
회계 부서 매니저
P: +61 2 9454 2983
E: alan.li@padi.com.au
언어: 영어, 한국어 & 중국어

한국인 멤버를 위한 PADI
아시아 퍼시픽 서포트 팀

PADI 아시아 퍼시픽- 서포트 팀
Unit 3, 4 Skyline Place, Frenchs Forest, NSW 2086, Australia
P: 070 4732 0253 / F: +61 2 9454 2999
E: korean.cs@padi.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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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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Eleven

이성호/다이브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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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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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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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서울, 수원

필리핀 모알보알/보홀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DIVEBRO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010-7202-2440
052-215-6432
팩스)052-215-7407
dolsoi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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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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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서울,경기

인천 송도

김현우/현대자동차&울산아쿠아텍

백승균/(주)테코

변이석/SM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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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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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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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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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33-3737
010-6237-6641

필리핀 세부

인천 송도

윤웅/망고 다이브

dive.tech.korea@gmail.com

www.divetechkorea.com

김수은/Tech Korea

오석재/제이스쿠버
070-8836-7922
0915-290-3242
카톡: kko7922
kko7922@hanmail.net
www.aldive.co.kr

필리핀 두마게티

김광오/ALDIVE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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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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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794-5225
+680.488.8082
www.mkdivepalau.net
annalee300@naver.com
카톡: palaukate0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팔라우

신명섭/청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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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헌/축산항 푸른바다 리조트

강금남/광주베스트 스킨스쿠버

신창훈/MK다이브리조트

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Instructor Trainer Workshop
일정: 2021년 4월 22일(목) ~ 29일(목)
장소: 제주
문의: 070 8806 6273 / www.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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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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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보홀

인천

부산

박진호/에덴다이브 리조트

임현경/렛츠다이빙

하상훈/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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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568-7303
lwj22225@naver.com

필리핀 아닐라오

서울, 경기, 강원

강재철/DiveX scuba resort

카톡:lwj2225

이웅재/블루버블다이브

010-7247-2647
kjmjmhs@naver.com
네이버cafe:스쿠버놀이터
카톡:kimjmhs

서울

김종문/스쿠버놀이터

010-5572-8965
s1hanaro@naver.com
Naver블로그:/s1hanaro
카톡:dive11lee

경북 포항

이충환/블루오션스킨스쿠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세요.
2021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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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필수 선택,

응급산소키트를 준비하세요.

품명: 댄 차터보트 키트

품명: 댄 레스큐 팩 익스텐디드 케어

품명: 댄 레스큐 팩 익스텐디드 케어+

1. 산소 실린더에 직접 장착가능한 다기능 호흡기
2. 디멘드 밸브와 전용 호스
3. 비 재호흡마스크 2개
4. 포켓 마스크 1개

1. 다기능 호흡기
2. 디멘드 밸브와 전용 호스
3. 전용 산소 실린더 (22.85큐빅피트)
4. 비 재호흡마스크 2개
5. 포켓 마스크 1개

1. 다기능 호흡기
2. 디멘드 밸브와 전용 호스
3. 전용 산소 실린더 (22.85큐빅피트)
4. 비 재호흡마스크 2개
5. 포켓 마스크 1개

120 |

구매 문의: 070 8806 6273 / hq@tdisdi.co.kr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PFI KOREA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1년 1월 9일(토)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을 진행했다.

SDI.TDI.ERDI.PFI는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5일(월)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

2021년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사회적 거

레이너 과정(ITW)을 진행했다.

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화상 미팅으로 진행되었다.

일정 : 2021년 1월 18일(월) ~ 2021년 1월 25일(월)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에서는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 전달, 다이빙 업계 동향

장소 : 다이브자이언트 제주

및 트렌드 정보 공유, 우수 강사 트레이너에 대한 공로패 시상, 2020년 사업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강사 개발 과정(IDC)와 강사 평가 과정(IEC)를 독자

평가와 2021년 계획 발표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2021년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에 참가하지 못한 SDI.TDI.ERDI.PFI 강사 트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레이너는 홈페이지의 트레이너 게시판을 이용하여 영상과 자료를 확인할 수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있다.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5.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으로, 승인된 모든 등
급에 대해 강사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는 이현채 강사, 이충환 강사, 박영선 강사가 참
가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이메일 : hq@tdisdi.co.kr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SDI.TDI.ERDI.PFI는 2021년 2월 20일(토)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1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화상 미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에서는 새롭게 바뀐 규정과 운영 정책, 2020년 사업 평
가, 2021년 사업 계획, 우수 강사 시상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2021년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에 참가하지 못한 SDI.TDI.ERDI.PFI 강사는 홈페이지
의 강사 자료실을 이용하여 영상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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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

■예정 사항

SDI.TDI.ERDI.PFI는 2021년 4월 15일(목)부터 20일(화)까지 PFI 프리다이

PFI 프리다이버 Deep Pool &
중급 프리다이버 Deep Pool 과정

버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SDI.TDI.ERDI.PFI는 2021년 3월 한달간 PFI 프리다이버 Deep pool / 중급

장소 : 제주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 예정

프리다이버 Deep pool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용 : 210만원 (교재/패키지/등록비 모두 포함, 실비 별도)

일정 : 2021년 4월 15일(목)~ 20일(화)

일정 : 3월 상시 진행
과정 참가 비용 : PFI 프리다이버 Deep pool - 45만원
(교재/등록비 모두 포함, 실비 별도)
PFI 중급 프리다이버 Deep pool - 50만원
(교재/등록비 모두 포함, 실비 별도)

PFI는 2000년 커크 크랙에 의해 설립된 프리다이빙 교육 기관으로 다양
한 등급에서의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PFI의 교육 과정은 교육생에게 프리다이버 과정부터 프리다이빙 지도자
과정, 전문 훈련 과정까지 다양한 등급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PFI 강사는 인증 받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프리다이버 교육 과정을
이번에 진행되는 PFI 프리다이버(Deep pool) / 중급 프리다이버(Deep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pool) 인증 과정은 K26이나 Nemo 등의 깊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프리 다이

*PFI 프리다이버 교육 과정 (Pool only / Deep pool 포함)

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인증 과정이다.

- 프리다이버 과정

PFI는 2000년 커크 크랙(Kirk Krack)에 의해 설립된 프리다이빙 교육 기관

- 중급 프리다이버 과정

으로, 2019년 SDI.TDI.ERDI와 합병되어 2020년 국내에 런칭되었다.

-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과정

PFI의 다양한 프리다이빙 교육 과정은 스포츠 산업 뿐만 아니라 영화, 구조

- 세이프티 프리다이버 과정

산업 전반에서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회의 세이프티 다이버 역할을 하는 인증 등급)

이번 프리다이버 & 중급 프리다이버 Deep pool 과정은

*PFI 프리다이버 지도자 과정

강성준(더블케이) / 송덕호(테마스쿠버&프리다이빙) / 임영훈(에코다이버

- 프리다이버 슈퍼바이저

스) / 원종순 / 정은지(마인드셋 프리다이빙) / 조수복 / 황영길(프리다이빙

-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스토어) 등 국내 최고 실력의 프리다이빙 강사진이 진행할 예정이다.

-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PFI 프리다이버 Deep pool / 중급 프리다이버 Deep pool 과정은 PFI 강

-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사가 되고자 하는 SDI.TDI 강사(타단체 동등 인증)와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

수 있다.

-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PFI 프리다이버 Deep pool & 중급 프리다이버 Deep pool 과정에 대한 문

-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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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PFI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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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1년 4월 22일(목)부터 29일(목)까지 7박 8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 : 2021년 4월 22일(목) ~ 2021년 4월 29일(목)
장소 : 다이브자이언트 제주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8일간 본부의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과 함께 강사
교육 방법, 리더의 위험 관리, 스쿠버 다이빙 사업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평가하는 강도 높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강사 평과 과정(IEC)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워크숍 지원자를 평가
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5.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으로, 승인된 모든
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등급에 대해 강사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
SDI.TDI.ERDI.PF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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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PFI 한국본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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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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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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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 provide
provide the
the highest
highest level
level of
of Fun,
Fun, Service
Service
and
and SCUBA
SCUBA Education
Education

We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Fun, Service
and SCUBA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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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DIC/SEI/YMCA
SE-PDIC/DQI/YMCA 프리다이빙
제4차 프리다이빙 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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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SE-PDIC 국제본부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쉽 프로그램으로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DQI(deepquest institute)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딥퀘스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트 인스티튜트는 세계기록 챔피언, 피핀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란시스

3년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코 페레라스가 설립하였다. 이에 SE-PDIC&DQI 한국 본부는 Regional

지원할 수 있다.

HQ(headquarters)로서, 그리고 파트너쉽 YMCA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이

일시 : 2021. 3/27(토) ~ 4/3(토)

동시에 국내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프리다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이빙”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제1기 PDIC(DQI) &YMCA 프리다이빙 제

문의 : 010-4440-1339

1기 강사 양성을 위해 제4차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SE-PDIC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1년 1-2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
육자료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3/25(목)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 First Aid & CPR 강사과정
- 일정 : 3/26(토)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과정(주말반)
- 일정 : 4/10(토)~4/25(일) 09:00~18:00
- 장소 : 본부 강의실,수영장
* 참가신청 : 010-4440-1339

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욕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YMCA & KASS 생존수영지도사2급(교육강사)
자격취득 과정 개최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서울YMCA(레저사업부 YMCA시민안전본부)와 KASS(한국시민안전교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상에서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YMCA수상안전 프로그램 리더쉽 과정” 으로 2021년 3월13일부터 3월

받게 된다.

20일까지 YMCA시민안전센터(부산 사직실내수영장 내)에서 “생존수영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지도사2급과 손상예방지도사3급” 과정 강습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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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2021년3~4월 인명구조, 수상구조사, 생존수영강사 강습회
- 인명구조요원&강사(부산경남) : 주말반 3/13~3/28, 4/10~4/25

- 손상예방&심폐소생술 강사 강습회 : 3/27~28

- 인명구조요원&강사(서울경기) : 주말반 3/27~4/11

- 수상구조사사전교육(21-3차서울YMCA) : 주말반4/3~4/25

- 생존수영강사 강습회(부산경남) : 주말반 3/13~14

- 접수등록 https://www.ymc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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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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티-----------------IANTD KOREA(서울 02-486-2792)
DIVE LUDENS(성남 010-4612-7374)
MERMAN(서울 010-5053-6085)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The Ocean(서울 070-4412-0705)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꿈구는 고래(제주 010-9660-9434)
남애 해양 캠프(남애 010-8969-0880)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리쿰 스쿠버(서울 010-3542-5288)
마리오 스쿠버(대구 010-7526-4255)
마린 파크(서울 010-3398-8098)
바다야 스쿠버(제주 010-4756-5124)
수중산책(제주 금능 010-3008-4739)
씨텍(부산 010-2860-8091)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아팩스코리아(속초 010-5317-8748)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호승잠수 리조트(포항 054-256-2566)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사이판
엉클 J 다이버스(010-276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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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강경택 (EANx)
고대호 (Technical)
고승우 (Adv EANx)
고학준 (EANx)
곽상훈 (Adv. EANx)
곽윤혁 (Adv. EANx)
권경호 (EANx)
권다의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EANx)
권정용 (EANx)
권진모 (EANx)
김광호 (Adv. EANx)
김대철 (EANx)
김동배 (Adv. EANx)
김동원 (Adv. EANx)
김민석 (EANx)
김봉관 (EANx)
김상길 (Adv. EANx)
김상윤 (EANx)
김상훈 (EANx)
김성목 (EANx)
김성영 (EANx)
김성일 (EANx)
김성진 (Adv. EANx)
김수연 (Adv. EANx)
김영규 (Adv. EANx)
김영목 (EANx)
김영석 (EANx)
김영원 (EANx)
김영중 (Adv. EANx)
김영진 (Adv. EANx)
김영진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일수 (Technical)
김정수 (EANx)

김정연 (EANx)
김종일 (EANx)
김진성 (Adv.EANx)
김현중 (EANx)
김혜훈 (EANx)
김희명 (EANx)
문상운 (EANx)
문홍주 (Adv. EANx)
박기용 (Adv. EANx)
박동주 (Adv. EANx)
박동훈 (EANx)
박상용 (EANx)
박상우 (Adv. EANx)
박상욱 (Adv. EANx)
박석기 (Adv. EANx)
박선호 (EANx)
박성언 (EANx)
박윤환 (EANx)
박이보 (Adv EANx)
박인균 (EANx)
박인철 (EANx)
박종철 (EANx)
박진만 (Adv. EANx)
박진영 (Technical)
박진호 (EANx)
박추열 (EANx)
박태호 (EANx)
방현주 (EANx)
배진수 (EANx)
배진우 (EANx)
배창수 (EANx)
백명흠 (EANx)
백철호 (EANx)
서계원 (Trimix)
서동욱 (Adv. EANx)
서윤석 (Adv. EANx)
서해성 (EANx)

성용경 (Adv. EANx)
송성환 (EANx)
송윤상 (Adv. EANx)
송종석 (EANx)
송태민 (EANx)
송현미 (EANx)
신동연 (EANx)
신명철 (EANx)
신상규 (Adv. EANx)
신연수 (EANx)
신종수 (Adv. EANx)
심현경 (EANx)
안종달 (EANx)
안천희 (EANx)
안태규 (EANx)
양명호 (Adv. EANx)
양민수 (Adv. EANx)
양성호 (EANx)
양용석 (EANx)
양인모 (Adv. EANx)
염성일 (Technical)
염태환 (Adv. EANx)
오미숙 (EANx)
우대희 (Adv. EANx)
유기정 (Adv. EANx)
유재종 (EANx)
윤병하 (EANx)
윤상조 (Technical)
윤성환 (EANx)
윤지웅 (EANx)
윤형만 (EANx)
이광호 (EANx)
이근모 (EANx)
이대균 (Adv. EANx)
이동준 (EANx)
이문용 (EANx)
이미숙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신우 (CCR JJ-CCR)
이영권 (EANx)
이영섭 (EANx)
이용희 (EANx)
이웅규 (EANx)
이원희 (EANx)
이은향 (Adv. EANx)
이일규 (EANx)
이재민 (Adv. EANx)
이정화 (EANx)
이주헌 (Adv. EANx)
이주현 (CCR JJ-CCR)
이한준 (EANx)
이호준 (EANx)
임길봉 (EANx)
임 안 (Adv. EANx)
임영석 (EANx)
임용한 (Adv. EANx)
장갑석 (EANx)
장두기 (EANx)
장성주 (EANx)
장재용 (Adv. EANx)
장현서 (Adv. EANx)
전환운 (EANx)
정경원 (Adv. EANx)
정동옥 (EANx)
정동진 (EANx)
정병국 (Adv. EANx)
정석환 (EANx)
정세희 (EANx)
정순민 (EANx)
정승규 (EANx)
정용진 (EANx)
정재용 (Adv. EANx)

정재홍 (Adv. EANx)
정해진 (EANx)
제정민 (EANx)
조문신 (Technical)
조민구 (Adv. EANx)
조성우 (EANx)
조승원 (EANx)
주광철 (EANx)
지혜자 (Adv. EANx)
진호산 (EANx)
차종길 (Adv. EANx)
차홍근 (Adv. EANx)
최경준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수영 (Adv. EANx)
최승천 (Adv. EANx)
최승호 (Adv. EANx)
최용수 (Adv. EANx)
최우영 (Adv. EANx)
최재영 (Adv. EANx)
최종인 (Adv. EANx)
최준환 (EANx)
최태현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송희 (EANx)
허득무 (EANx)
허준영 (EANx)
홍상흥 (EANx)
황일권 (Technical)
황종규 (Adv. EANx)

INSTRUCTOR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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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IANTD KOREA
아이스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과정

2021년 아이스 다이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부에서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2021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한다. 매년 6월에 1회 실시하

김창제 트레이너와 3명의 사가 4명 인원을 맞추어서 강원도 영월 강마루 휴

던 트레이너 과정을 이번에는 3월과 10월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한다. 참가 대상

게소 뒤편에서 아이스다이빙 스페셜티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필요한 장비

으로는 IANTD 강사중에서 인증증 발급이 100장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강사

는 본부에서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작년에 비해서 차가운 날씨로 얼음은 아주

들 중에 3명을 선발하여 실시하며, 기존의 강사 트레이너들도 참석 가능하다.

두껍게 얼어 주었고, 토요일 오전에 도착하여 적은 인원이라 같이 얼음을 절
단하고 1회 다이빙 하고 일요일에 2회를 더 실시하였다. 수중에는 작은 민물
고기가 무리를 지어서 다이버를 반갑게 반겨주었고, 아주 맑은 시야로 다이빙
하기에 좋았으며 라인 텐더와 다이버 역할을 나누어서 아이스다이빙을 실시
하였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안정화되어서 내년에는 올해 실시하려고 하였던
수중 내비게이션을 겸한 아이스다이빙 경기를 실시하려고 한다. 수중 내비게
이션 경기는 사방으로 작은 구멍을 뚤고 SMB를 넣어 놓아 다이버가 나침반
을 이용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SMB를 당기고 돌아오면 성공하게 되
는데 최단 시간에 완주하는 다이버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경기 방식이다.

개해제
2021년 개해제를 5월 8일에 동해안에서 실시한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다
이빙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IANTD 멤버들의 안전을 빌면서 개해제를 실
시한다. 집합 가능 인원에 따라서는 참가인원을 제한하여서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품
IANTD 상품중에 품절이 되었던 인플레이
터 커버 및 IANTD 단색 패치(벨크로) 지름
10cm와 6cm가 입고 되었더, 탄색 인스트
럭터, 다이버, 다이브마스터 패치들도 재 입
고 되었다.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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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드블루 공개모집
한국인 풀챠터 리브어보드 트립
모든 투어는 파인드블루 대표, 김환희 강사가 직접 인솔하는 것으로써 리브어보드/리조트 이용비 외에
이동/숙박 등의 실비가 1/n로 책정되며 강사 인솔비 등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참가 자격은 로그 60이상, 어드밴스드 이상의 레벨, SMB/조류걸이 사용이 가능한 다이버로서
모든 투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화 070-7635-8336 / 웹 www.findblue.co.kr / SNS FB 파인드블루 / 이메일 info@findblue.co.kr

하니투어 2022년 투어 리스트
2022년 5월 투바타하리프
-

2022년 1월 1일 새해 라자암팟 & 미솔
-

승선 : 2022년 1월 1일
하선 : 2022년 1월 8일
일정 : 7박 8일
휴가 : 평일 6일 필요
보트 : BLUE MANTA
금액 : 3,950불 (입장료/팁 별도)

2022년 2월 구정 라자암팟 & 미솔
-

승선 : 2022년 1월 29일
하선 : 2022년 2월 6일
일정 : 8박 9일
휴가 : 평일 4일 필요
보트 : NEW WHITE MANTA
금액 : 3,500불 (입장료/팁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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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소코로
-

승선 : 2022년 3월 5일
하선 : 2022년 3월 13일
일정 : 8박 9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Nautilus Belle Amie
금액 : 4,500불 (입장료/팁 별도)

승선 : 2022년 5월 4일
하선 : 2022년 5월 10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4일 필요
보트 : M/Y Rewolute
금액 : 2,688불 (입장료/팁 별도)

2022년 6월 코코스
-

승선 : 2022년 6월 20일
하선 : 2022년 6월 30일
일정 : 10박 11일
휴가 : 평일 8일 필요
보트 : M/V ARGO
금액 : 5,590불 (입장료/팁 별도)

2022년 11월
아포리프 리브어보드 50% 할인
-

2022년 7월 코모도 – 1주차
-

승선 : 2022년 7월 17일
하선 : 2022년 7월 23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Sea Safari 7
금액 : 2.820불 (입장료/팁 별도)

2022년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2주차
-

승선 : 2022년 9월 10일
하선 : 2022년 9월 16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4일 필요
보트 : M/V Valentina
금액 : 2.840불 (유류세/팁 별도)

2022년 8월 코모도 – 2주차
-

승선 : 2022년 7월 24일
하선 : 2022년 7월 30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Sea Safari 7
금액 : 2.820불 (입장료/팁 별도)

승선 : 2022년 11월 27일
하선 : 2022년 12월 03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4일 필요
보트 : M/Y Resolute
금액 : 1,230불 (유류세/팁 별도)

하니투어 2023년 투어 리스트
2023년 7월
홍해 BDE 풀챠터 리브어보드
-

승선 : 2023년 7월 14일
하선 : 2023년 7월 23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6일 필요
보트 : M/Y Blue Fin
금액 : 1,525불 (유류세/팁 별도)

2023년 9월 추석
갈라파고스 풀챠터 리브어보드

2022년 10월 알로르
2022년 8월 데라완
-

승선 : 2022년 7월 31일
하선 : 2022년 8월 6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New White Manta
금액 : 2,600불 (입장료/팁 별도)

-

승선 : 2022년 10월 16일
하선 : 2022년 10월 22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Chengho
금액 : 2.840불 (유류세/팁 별도)

-

승선 : 2023년 9월 25일
하선 : 2023년 10월 2일
일정 : 7박 8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Galapagos Master
금액 : 6,260불 (유류세/팁 별도)

2022년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1주차
-

승선 : 2022년 9월 3일
하선 : 2022년 9월 9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4일 필요
보트 : M/V Valentina
금액 : 2.840불 (유류세/팁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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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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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ng Season Chart
다이빙 성수기

국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호주
인도양
남태평양
미국
갈라파고스
코코스섬

지역
투바타하 리프
아포리프
레이테(고래상어)
기타지역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
발리(몰라몰라)
라자암팟
코모도
마나도, 렘베해협, 방카섬
깔리만탄
라양라양
시파단
시밀란제도
푸켓, 피피섬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사이판, 티니안
팔라우
얍
축
대보초(밍크고래)
용갈라렉
몰디브
홍해
피지
퉁가
하와이
귀상어, 만타레이
고래상어
귀상어, 만타레이

1

2

3

4

5

6

7

8

9

10

다이빙 가능시기

11

12

※ 이 자료는 현지 기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

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

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

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

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

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

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

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

서이다.

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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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칡소폭포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삼척

서울
인천

울릉도
울진/영덕

왕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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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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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제주도 문섬

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다이빙센터 & 리조트
(사)한국수중레저협회
경남지부 회원 사업장

사량도해양리조트

남해미조잠수

남해다이브리조트

현대마린&스쿠버다이빙

이현철 010-5385-1241

이천종 010-4524-0300

박성용 010-658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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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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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옥포로 12길 30
(옥포동 574-50번지)

산등리조트

Frog Diving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강사교육수시실시

박출이 010-3552-7212

정의준 010-6212-4050

조종철 010-6642-0445

이종술 010-3816-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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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카톡 : frogdiving
밴드 : 프로그다이빙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적길 89-12번지
네이버에서 욕지도수중여행리조트
카페검색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거제덕포해상펜션)

프로잠수

진주정수다이빙스쿨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강효중 010-6511-3866

허정수 055-747-9713

이용선 017-24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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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유곡죽전길 11
Blog : 거제덕포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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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스쿠버캠프

욕지도해양대국

거제마린보이리조트

통영잠수기술

송준용 010-5327-6969

이수한 010-7358-7920

양진환 010-3839-0756

김태정 010-41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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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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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12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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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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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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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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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레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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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제주

카나리아제도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몰디브

세이셜
모리셔스
르위니옹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팔라우

필리핀

르당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축

알로르

파퓨아뉴기니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사딘런/베이트볼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애들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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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피지

통가

과달루페섬

세노테

코르테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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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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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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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고스제도

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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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섬
유카탄반도

막달레나만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바하마제도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프렌치폴리네시아

얍

호주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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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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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론

롬브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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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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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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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수빅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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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자카르타

까마귄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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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베해협

암본베이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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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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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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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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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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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필리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최소경비 : 1,000,000원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B 11~4월)

시즌 : 연중(B 2~9월)

특징 :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특징 : 해변 가까이에 큰 무리의 정어리가 상주하고,

인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다.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맞은편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올랑고(Olango)섬 주변에 다이빙을 한다.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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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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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세계적인 다이빙 스폿 아포섬과 가장 가까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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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스쿠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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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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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막탄

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

리조트

보홀 서쪽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까빌라오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특징 : 카빌라오섬의 가장 풍부한 것은 섬을 둘러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

고 있는 산호초이다. 건강한 산호, 따듯한 수온, 맑은

성된 수중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

수중시야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Slope)와 월

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Wall)은 이 섬을 스쿠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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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최소경비 : 1,500,000원~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최소경비 : 1,500,000원~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

최소일정 : 5박 6일~

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

시즌 : 연중(B 11~5월)/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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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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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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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70-8285-0103

Website: www.nalusuanislandreso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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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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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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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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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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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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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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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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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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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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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149 |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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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View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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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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4 라길 3 내하빌딩 4층 Tel 02-775-3241 Fax. 02-775-3246

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호텔관광 이벤트론

관광마케팅

관광학개론

세계의 축제와 문화

한진영, 박효연│20,000원│324쪽

우경식, 차석빈│22,000원│343쪽

최영환, 손수진│22,000원│377쪽

김용섭│18,000원│240쪽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이해
정태연, 김정준│19,000원│202쪽

서비스
매너

이미지메이킹에서 면접까지

서비스운영 컨텐츠론

유정화, 이나영, 곽봉화
19,000원│283쪽

강미라│23,000원│38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고객응대 서비스 매니지먼트 실무

서비스 이해 [개정판]

오선숙, 홍성순, 김지양, 강정민

김근종, 송주완│18,000원│234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19,000원│288쪽

외국어

항공실무영어

관광생활영어

항공실무영어

항공관광실무영어

톡톡 튀는 소통중국어

이동희, 권도희│16,000│346쪽

송두석, Eric M. Zimmerman
14,000원│142쪽

전약표│13,000원│160쪽

전약표│15,000원│156쪽

김기범│15,000원│228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개정판]

여행사 경영론[개정판]

실전에 강한 항공객실업무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최윤근·김시원│20,000원│324쪽

박시범·최윤근·김시원
20,000원│340쪽

이종호│19,000원│204쪽

장태선, 박지현│20,000원│260쪽

박수영│17,000원│232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

알기쉬운 와인학 개론

프론트·객실실무론

호텔 식음료 관리론

호텔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613쪽

김제간│21,000원│324쪽

남택영, 김헌형│19,000원│368쪽

김이종│20,000원│333쪽

김이종│28,000원│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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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
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
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159쪽·값 18,000원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
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일시품절
글/사진 구자광·670쪽·값 45,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버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
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
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값 15,000원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
다이버의 수화법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높이 16.5cm
두께 1.5cm·107쪽·값 20,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
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값 50,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144쪽·값 3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
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
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
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초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13인의 블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닐라오, 보홀, 푸에
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
어졌다.

Marine Odyssey Ⅱ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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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dyssey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
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
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
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
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버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
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
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
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
지붙이과 14속28종, 흰구슬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
어 있다.
고동범 지음·114쪽·값 15,000원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이
책을 통하여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양근택·268쪽·값 25,000원

온더코너의 열정과ㅏ 행복을 노래하다

꿈을 꾸게 하는 그 곳, 바다
온더코너의 이름으로 함께 했던 지난 몇 년간
의 추억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본 책은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다이빙 직
후의 생생한 후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온더코너 지음·240쪽·값 14,800원

오염의 습격

국외여행인솔실무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
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
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그 편리함의 이면
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상상채널/고쇼 히로에 지음, 황명섭 옮김/430쪽·17,000원

국외여행인솔자란?/국외여행인솔자의 기본지식/공
항 및 출입국수속/출장준비업무/출국업무/탑승 및
기내업무/입국업무/현지행사 진행업무/귀국업무/위
기관리 업무/부록
새로미/최윤근·김시원/324쪽/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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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