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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및 듀얼
윈도우 디자인

강화된 3중
구조 프레임

프리덤
테크놀러지 FitⅡ

UV420 렌즈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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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L 과 ELATE는 뛰어난 멀티 스포츠
성능을 위해, 착용감, 편안함 및 유연성을
결합한 BARE의 새로운 남성 및 여성용
슈트 입니다. 수상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링, 해부학 적으로 정확한 3D 패턴,
독점적 인 네오프렌과 라미네이트의 혼합으로
설계된 Revel과 Elate는 수중 안팎에서 보다
편안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워터 스포츠에서 영감을받은 스타일링
디자인 라인은 수상 스포츠 애호가의 정신과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해부학 적으로 정확한 패턴
슈트 전체에 걸쳐 뛰어난 입체감.
 고 신축 혼합 네오프렌
혼합 네오프렌은 극도의 신축성, 편안함 및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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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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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바다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바닷속으로의 항해
강릉 스텔라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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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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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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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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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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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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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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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eb Page
http://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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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잡지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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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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주성, 김수열, 김은종, 김진관, 김희영, 민경호,
윤재준, 이상훈, 최규화, 황승현
Damir KUSEN, Danny Bae,
Marcello Di Francesco, Nuswanto Lo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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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글 구자광 / 발행인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방사능 오염수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수석원자력 전문가에 의하면 일본의 방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고가 난 후 방사능 오염수는 매

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의 흐름에 따라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해 늘어만 갔고 일본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 오염수를 오

1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

는 2023년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

리나라의 해양자원은 방사능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 어느 나라

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오염수

보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유추된다.

를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은 전부 처리할 것이라 처리수라 부르며,
증명된 사실도 없이 유해하지 않다는 말만 하면서 바다에 방류하겠

현재 오염수내에 가장 위험스러운 물질로는 스트론튬-90과 탄

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14이다. 물론 이러한 물질만이 아니라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 다양한 물질도 위협적이다. 방사능 물질은 일단 동식물의 몸에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접국가와 일본의 수산업 종사

들어가면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농축되어 각종 암과 신경계통

자, 환경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UN 인권최고대

을 교란시키고 유전자를 변이시켜 기형적인 생물들이 태어나며 생

표사무소 특별보고관들도 오염수내에 방사성 물질이 상당량이 남은

식을 제어하는 등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채로 태평양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방사능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폐해가 점점 더 커져 어떤 위협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정부에 해양방류결정 중단

이 더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폐해에 대해서는 소련의

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며 언론전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물질이 방출되었을 때의 폐헤 자료를 참고하

을 펼쳐 일본국민의 절반이상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게 만

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들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다. 해양자원이 오염된다면 과연 우리
일본국민들이 방사능 오염물질의 폐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해양자원은 인류의 식량의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주요공급원이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해서 정화해주는 처리

일반사람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물질인지

장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전면 금지되고

피상적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

있는 상태이라 식탁에 올라온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고 있지만 앞으

활전반에 얼마나 위협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을 위협하는지는 피부로

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의 식탁에 오른 수산물들을 과연 안심하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류가 시작되면 인류는

며 먹을 수 있을 지는 자신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다이버들은 방사능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방사능 속에

오염수가 흘러들어간 바다에 위험을 감수하고 풍덩하고 뛰어들 용

포함된 물질들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해양자원이 망가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전체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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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과 단체들이 방출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도 이어지

을 위협하는 일본의 조치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은 모든 수

고 있다. 우리 다이버들도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강력히

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

피력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동참할 방법을 찾아보자. 개인적으로 그린

을 철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해양

피스 해양단체 해시태그 이벤트를 동참하는 방법도 있고, 그린피스가

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방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그린피스보고

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을 강구

서 전문도 한번 읽어보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

하고 있다.

여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특히 다이버의 터전인 바다를 잃으면 삶의 한부분이 무너져 내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바다를 통해 우리의 즐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이라도 다이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거움을 찾는 다이버로서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때이다. 현재 많은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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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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백마운트 타입의 BC를
원하는 다이버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2중 접합 코팅 원단

누구나 쉽게 조절 가능한
신개념 탱크 밴드

탈착이 매우 간편한
EZ-LOK 웨이트 시스템

CALLING ALL
CALLING ALL

Predator 라인은 엔트리 레벨의 프리 다이버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Oceanic에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핀, 스노클 세트는 스타일리시하고,
Predator 라인은 엔트리 레벨의 프리 다이버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최신 트렌드에 따른 블루 카모 프린트로 제공됩니다.
Oceanic에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마스크, 핀, 스노클 세트는 스타일리시하고,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최신 트렌드에 따른 블루 카모 프린트로 제공됩니다.
Predator Fin은 뛰어난 추진력을 위해 단단하고 긴 블레이드가 있는 풀풋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물골이 있는 블레이드와 사이드 레일은 최대의 힘과 안정성을 위해 모든 스트로크의 힘이 집중되도록 하며,
Predator Fin은 뛰어난 추진력을 위해 단단하고 긴 블레이드가 있는 풀풋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풋 포켓에는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당김 탭이 있습니다.
물골이 있는 블레이드와 사이드 레일은 최대의 힘과 안정성을 위해 모든 스트로크의 힘이 집중되도록 하며,
풋 포켓에는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당김 탭이 있습니다.
Predator Mask는 손쉬운 조절을 위한 부드러운 스퀴즈 버클과 편안한 스커트가 있는 초 저용량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착색 렌즈는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강화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Predator Mask는 손쉬운 조절을 위한 부드러운 스퀴즈 버클과 편안한 스커트가 있는 초 저용량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착색 렌즈는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강화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노클은 프리 다이버들이 원하는 일체형 J- 튜브 디자인입니다.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노클은 프리 다이버들이 원하는 일체형 J- 튜브 디자인입니다.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수중사진 콘테스트
2021년 05/06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이혜영

금상

김성호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김정인

은상

김규동, 심혜원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민경호

동상

이상훈, 정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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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호, 심혜원, 이상훈, 이승권,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윤여준, 이혜영, 장세정, 전용수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1년 05/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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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아귀류
OLYMPUS TG-6, f/6.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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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정인
문어
Canon EOS 5D Mark IV f/9, 1/10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민경호
산호초 풍경
SONY ILCE-7RM3
f/8, 1/100

26 |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김성호
가든일 (Garden eel)
NIKON D800E, f/18, 1/250

2021 May/June | 27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규동
어린물고기
Canon EOS 5D Mark IV,
f/13, 1/250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심혜원
바다대벌레
OLYMPUS TG-6,
f/1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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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상훈
문어
OLYMPUS TG-4, f/3.6, 1/8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정도섭
헤리쉬림프(Hairy Shrimp)
Canon PowerShot G7 X Mark II,
f/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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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민경호

입선 이상훈

입선 윤여준

입선 윤여준

입선 장세정

입선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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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입선 김정인

입선 심혜원

입선 김경휘

입선 이혜영

입선 이승권

입선 장세정

2021 May/June | 31

port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

 ADI Master Scuba Diver Trainer #974347
P
PADI Specialty Instructor
EFR Instructor
PADI Tec50 Diver
IANTD NormoxicTrimix Diver
GUE Fundamental Diver

Website www.marcellodifrancesco.com
Nauticam Italia www.nauticam.it
Aqualung www.aqualung.com

Marcello Di Francesco

Italy

Born in La Spezia in 1975, Marcello Di Francesco is a Scuba Instructor specialized

1975년 라스페치아에서 태어난 마르첼로 디 프란체스코는 수중 및

in Underwater and travel Photography. In over 10 years of activity he has packed

여행 사진 전문 스쿠버 강사이다. 10년 이상의 활동을 하는 동안 전

thousands of dives all around the world. Indonesia, Micronesia, Maldives,

세계에 걸쳐 수천 회의 다이빙을 했다.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몰

Philippines, Egypt, Sudan, Saudi Arabia, Mexico, Tanzania, Madagascar are just

디브, 필리핀, 이집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탄자니아, 마다

a few of the places visited and photographed during these years.

가스카르 등이 이 기간 동안 방문하고 촬영한 장소 중에 일부이다.

He started to shoot in 2008 with small Canon compact cameras, and slowly grown

그는 2008년에 소형 캐논 컴팩트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고, 서서히

to bigger DSLR setup. Actually he shots with CANON 5DmkIV and CANON

DSLR로 발전하면서 NOUTICAM 하우징에 캐논 5D mkIV 및 캐논

7DmkII and various lens all in NAUTICAM housing.

7DmkII와 다양한 렌즈로 촬영한다.

Generally he’s diving sites between Liguria and Tuscany, mainly dive spot are

일반적으로 리구리아와 투스카나 사이의 다이빙사이트에서 다이빙을

placed in Gulf of Poets in La Spezia, Portofino and “5 Terre” Marine protected

하는데, 주된 다이빙사이트는 라스페치아, 포르토피노, 그리고 "5 테

area, or ones of the many wrecks found between Savona, Genoa and Sestri

레" 해양보호구역 또는 사보나, 제노바, 세스트리 레반테 사이에서 발

Levante.

견된 많은 난파선들 중 하나이다.

In past years he’s running in many photo contests, gaining many prizes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진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소니 상이나 2015

and placements in some of the best world events like Sony awards or to the

년 런던 수중사진작가 상과 같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에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2015 in London.

서 많은 상과 수중사진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했다.

Today, he is a FIPSAS judge (Italy National Federation for Fishing and Diving

현재, 전국 수중사진 선수권 대회의 FIPSAS 심사위원(이탈리아 전국

Activities) for the National underwater photography championship and he has

어업 및 다이빙 활동 연맹)이며, 여러 수중사진 콘테스트에 국내 및

been invited to jo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juries in several underwater

국제 심사위원단에 초대되었다.

photography contests.
He regularly contributes with some Italian and International specialized

그는 이탈리아와 국제적인 전문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였

magazines, his pictures and stories have been published on Mondo Sommerso,

고, 그의 사진과 글은 Mondo Sommerso, Il Subacqueo, Scuba

Il Subacqueo, Scuba Magazine, Touchen, Scuba zone, Asian diver and many

Magazine, Touchen, Scuba zone, Asian diver 등 많은 다른 잡지

others; He also assiduously collaborates with some underwater tourism and travel

에 게재되었다. 또한 그는 여행과 사진촬영을 위한 관광객을 모집하

agencies organizing trip and photography expeditions.

는 등 수중 관광 여행사와 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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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Lions, Los Islotes, Baja California, Mexico

Since 2013 he’s a member of “Nauticam Italy Image team”, a team of some of the

2013년부터는 이탈리아 최고의 수중 사진작가들로 구성된 ‘Nauticam

best It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that share the passion with the Nauticam’s

Italy Image team’의 일원으로 노티캠 공인매장 및 딜러인 디지털미디

equipment. . He has worked closely at various promotional projects and equipment

어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로 다양한 홍보 프로젝트와 장비 테스트

test thanks to synergy with Digital Media Service, Italy Nauticam authorized

를 하며 친밀하게 활동해왔다.

store and dealer.
Togheter with other top Italian shooters, in 2014 he founded the IUPS – Italian

2014년 이탈리아 최고의 촬영가들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수중 영상과

Underwater Photography Society, with the mission to promote the photographic

관련된 사진 문화를 홍보하고, 수중사진의 우수성을 통해 해안, 강,

culture related with the underwater imaging in Italy, trying to develop awareness

호수, 바다의 보존 계획에 관한 수중 환경과 관련된 생태 문제에 대

of the underwater environment and related ecological problems by promoting

한 인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UPS (이탈리아 수중사진협회)

Through photographic excellence, conservation initiatives of the coasts, rivers,

를 설립하였다.

lakes and seas.
From 2017 he becomes a SEASHEPHERD volunteer; an international no-profit

2017년부터 그는 바다에서의 자연 서식지 파괴와 야생 종 학살을 막

organization whose mission is to stop natural habitat destruction and wild specied

는 것이 임무인 국제 비영리 단체인 씨셰퍼드 자원 봉사자가 되었다.

massacre in the oceans in order to preserve and protect the ecosystem and the

씨셰퍼드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조사하

different species. Sea Shepherd practices direct action tactics to investigate,

고, 문서를 만들고, 직접 행동하는 활동도 하기도 한다. 바다 생태계

document and act when it i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on the high

의 섬세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씨셰퍼드는 미래 세대를 위

seas. Safeguarding the delicate biodiversity of ocean ecosystems, Sea Shepherd

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https://www.seashepherd.org

works to ensure its survival for future generations. https://www.seashepherd.org
Since 2020 Starts collaboration with historic and prestigious underwater

2020년부터 오션 브랜드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전통있는 수중장비회

equipment company AQUALUNG, being appointed as Ocean Brand ambassador.

사인 AQUALUNG과 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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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rothers, Red sea

Karwela wreck, Gozo, Mediterranean Sea

portfolio

Marcello Di Francesco

Mola Mola, Amp Portofino, Ligurian Sea, Italy

school, Triton Bay, West Papua, Indonesia

Seascapes, Four Kings, Raja Ampat, Indonesia

portfolio

Marcello Di Francesco

Um El Faroud, Malta, Mediterranean Sea

Anemone Fish, Little Komodo, Triton Bay, Indonesia

Coconut octopus, Anilao, Philippines

Salamandra salamandra (juvenile status), Fresh water, Italy

portfolio

Marcello Di Francesco

Common toad (Bufo bufo), Fresh water, Italy

Monkfish, Capo Noli, Ligurian Sea, Italy

돌돔
돌돔은 몸길이가 40cm 정도인 바닷물고기이
다. 몸은 옆으로 납작한 긴 타원형이고, 밝은
회흑색 바탕에 6~7개의 검은 가로 줄무늬가
있다. 완전히 성장하면 줄무늬는 점차 없어지
고 주둥이 끝과 꼬리자루에만 남는다. 주둥이
는 검은색이며 비늘은 작고 빗살 모양이다.
어린 시기에는 머리와 몸에 가로 줄무늬가 있
어 흔히 줄돔이라고 부르고, 성어는 돌처럼 딱
딱한 외피가 있는 무척추동물을 먹고 산다고
하여 돌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돌돔은 연안의 바위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조
개류와 성게 등의 외피가 딱딱한 무척추동물
을 주로 먹고 산다. 산란기는 4~7월이다. 우리
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고, 일본, 타이완, 하와이
등지에도 분포한다.
학명 : Oplegnathus fasciatus
영명 : Rock Bream, Striped beakperch
한글명 : 돌돔, 줄돔, 갓돔 (제주)

감성돔
감성돔은 몸길이 40~60cm 정도 되는 도미과에
속하는 물고기이다. 몸과 머리는 좌우로 납작하며
체고가 높은 타원형이다. 머리는 작은 편이다. 눈
은 머리의 등 쪽에 치우쳐 있으며 위·아래턱의 길
이는 비슷하다. 몸의 색깔은 금속성 광택이 있는
은청색이며 희미하고 암회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나타난다.
감성돔은 수심 40∼50m의 내만이나 연안의 바위
가 많은 곳에 주로 산다. 경계심이 강하고, 시각,
후각,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산란기는 4∼5월
이다. 1년생인 어린 개체는 모두 정소를 가진 수컷
이며, 2∼3년생은 대부분 정소와 난소를 함께 가
지는 양성이 된다. 이후 성장하여 4년생이 되면 암
컷과 수컷이 결정되는 성전환을 하는 특징이 있
다. 산란기는 4월 초~6월 중순이다. 육식성으로
곤충의 유충, 다모류, 극피동물, 조개류 등을 먹고
산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며, 일본 홋카이
도 이남, 타이완에도 분포한다.
학명 : Acanthopagrus schlegeli
영명 : Black Porgy
한글명 : 감성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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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참돔은 몸길이가 90cm 정도인 바닷물고기이다.
몸은 적갈색이며 배는 은백색을 띤다. 몸의 상반
부에 광택을 띠는 파란 점이 산재한다.
참돔은 어릴 시기에는 연안 얕은 곳에서 생활하
다가 2~3년 자란 뒤에 수심 30~200m인 곳으
로 이동한다. 해류를 따라 회유하는 습성이 있는
참돔은 거친 물살과 조류를 타고 움직인다. 갑각
류, 어류, 다모류 등을 먹고 살며 산란은 5~7월
경에 한다.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만나기 쉽다.
체색은 서식지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며, 일본 홋카이도 이남, 대만,
남중국해 등에 분포한다.
학명 : Pagrus major
영명 : Red Sea Bream
한글명 : 참돔

혹돔
혹돔은 몸길이가 60cm 이상 되는 놀래기과의 바
닷물고기이다. 체형은 길쭉한 타원형이고 주둥이
가 뾰족하며 꼬리자루가 높다. 체색은 적갈색을
띠며 어린 시기에는 눈 아래부터 꼬리자루까지 흰
색 선이 있다. 성장하면 수컷은 이마에 매우 큰 혹
이 발달한다.
혹돔은 수심 20~30m의 암반지대에 서식하며, 전
복, 소라, 새우, 성게, 게 등을 먹고 산다. 산란은
봄부터 여름까지 하는데, 암수가 함께 표층으로
접근하여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자를 산포
하여 수정한다. 우리나라 남해, 제주도, 동해 남부
등에 서식하며, 일본 중부이남, 동중국해, 남중국
해 등에 분포한다.

참고

혹돔의 할렘과 성전환
학명 : Semicossyphus reticulatus
영명 : bulgyhead wrasse, cold porgy
한글명 : 혹돔

혹돔은 1m 정도 자라는 대형 어류로 수컷이 세력
권을 형성하여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할렘
형의 사회구조를 이룬다. 할렘을 형성한 수컷은
이마가 툭 튀어나와 혹돔이라 부른다. 혹돔은 모
두 암컷으로 태어난 뒤 자라면서 일부의 성이 수
컷으로 변한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성 비
를 조절한다. 무리에 수컷이 없으면 몸집이 가장
큰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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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고등어는 몸길이는 40cm 정도까지 자라는 고등
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이다. 몸은 긴 방추형이고
횡단면은 타원형으로 좌우로 약간 납작하다. 등쪽
은 녹색으로, 굴곡된 암청색의 물결무늬가 있다.
몸 옆쪽의 아래 반쪽 부분은 은백색으로 작은 흑
점이 없다. 연안에 크게 무리를 지어 서식하며 동
물성 플랑크톤 및 작은 어류 등을 먹고 산다. 어
릴 때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다. 산란은
3~6월경에 하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출현하며,
아열대 및 온대 해역의 연안에 분포한다.

학명 : Scomber japonicus
영명 : Mackerel
한글명 : 고등어

전갱이
전갱이는 몸길이가 40cm 가량인 전갱이과에 속
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몸은 원뿔형으로 눈은 크고
측선 전체는 방패비늘이 덮고 있다. 등은 암청색
이며 배는 은백색을 띤다. 꼬리자루는 가늘고 꼬
리지느러미는 깊게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
전갱이는 무리를 지어 연안의 중층과 저층에서 유
영 생활을 한다. 어릴 때는 요각류, 젓새우류 등
소형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면서 젓새우, 소형새우
등 대형 플랑크톤 외에 작은 어류, 오징어류 등도
먹는다. 산란은 4~7월에 하며, 우리나라 전 해역
에 서식하며 세계의 온대 해역에 분포한다.

학명 : Trachurus japonicus
영명 : Horse mackerel
한글명 : 전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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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방어는 몸길이가 100cm 정도 되는 전갱이과에 속
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방어는 몸은 긴 방추형이고
약간 옆으로 납작하다. 비늘은 작고 둥글다. 몸빛
은 등쪽이 철색을 띤 청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인
데, 주둥이 끝에서 꼬리자루 사이에 희미하며 폭
이 넓은 1개의 황색 세로띠가 있다. 주둥이는 원뿔
모양이며 두 눈 사이의 길이보다 길다.
방어는 육식성으로 주요 먹이는 오징어 등이다.
번식기는 2~6월 사이이며, 수면 가까이 떠다니는
부유성 알을 산란한다. 방어는 온대성 회유어종으
로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에 많이 분포하며,
캄차카 반도 남부에서 타이완 연해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한다. 방어 떼는 5월 초순부터 한여름까
지 북상 회유하고 늦여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는
학명 : Seriola quinqueradiata
영명 : Amberjacks
한글명 : 방어

사이에 남하 회유한다.

부시리
부시리는 몸길이가 100cm 넘게 나가는 전갱이과
의 바닷물고기이다. 몸은 긴 방추형이며 등이 푸른
빛을 띠고 있다. 등은 청록색, 배는 은백색을 띠며,
체측에는 눈을 지나 미병부까지 이어지는 노란색
줄무늬가 있다. 주둥이부터 꼬리자루까지 노란 세
로 줄무늬가 있다. 위턱의 가장자리 모서리는 약간
둥글다.
부시리는 회유성 어류로 연안 바위지역의 중층, 저
층에 주로 서식하고 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보리새우류 등을 잡아먹는다. 5~8월경에 부유성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동해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와 서해 남부에 서식한다. 세계의 온대와 아열
대 해역 등에 분포한다.
학명 : Seriola lalandi
영명 : Giant yellow tail
한글명 : 부시리

참고

부시리와 방어의 차이
방어와 부시리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어종이다. 생김새가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지느러미와 몸길이에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시리는 방어보다 몸길
이가 길어서 2m까지 자라며, 크기가 좀 더 납작하게 보이는 편으로 주둥이에서부터 꼬리지느러미까지
노란 세로띠가 진하게 보인다. 부시리는 배지느러미가 방어보다 넓어 보인다. 방어는 부시리보다 가슴
지느러미가 넓게 보인다. 부시리는 가슴지느러미가 배지느러미보다 짧아 보이고, 위턱의 뒷가장자리가
방어에 비해서 둥글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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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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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지역(전북·충남)
다이빙
글, 사진 구자광
사진 제공 윤재준 / PADI CD, 일산스쿠버 아카데미 대표
최규화 / 다이브투데이 대표
황승현 / 엑스포다이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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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지역의 특징

태안
아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 명소가 많
은데 특히 서해안 지역도 숙련된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다이빙 장
소이다. 서해안 다이빙은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비치다이빙 포인트

격열비열도

홍성

가 산재해 있고, 내륙 가까이에 수많은 유·무인도들이 있어 다이빙
여건이 생각보다는 좋다. 서해는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 십이동
파도, 어청도, 대천 앞바다의 외연열도, 변산반도의 격렬비열도 등의
포인트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연안의 경우 갯벌지형이기 때문에 육지 가까이는 시야확
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해에서는 보트를 타고 무인도
다이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해안 지역은

보령
외연열도
어청도

물때에 따라 다이빙 여건의 변화가 타 지역보다는 심한 것이 사실이
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장소에 따라 시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십이동파도

서해는 다른 곳에 비해 조류가 강하고 수중시야가 약간 떨어지는데
여름과 가을철 조금(음력 8-9일, 23-24일)때 맞춰 가면 수중 10m
이상 깨끗한 시야가 보장된다. 따라서 서해안 다이빙을 계획하고 있
다면 우선 하고자 하는 다이빙지역의 다이빙센터에 연락하여 지역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격렬비열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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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도
직도

군산
고군산군도

다이빙중에 바다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면 처벌받는다.
제38조 (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 (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
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
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서해안에서 스쿠바다이빙을 하다 바다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이를 무단으로 주워 나오면 매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 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관련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은 매장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에는 임의로 발굴하지 말고 문화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

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 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군산 해역은 예로부터 한·중·일을 연결하는 주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

요 해상로였고, 사신선과 조운선의 중요한 기항지였다. 따라서 군산을 비

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롯한 서해안 해역에는 많은 선박들이 왕래했고, 풍랑에 의해 난파되는 선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박들도 많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유물이 발견 신고가 된 곳은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30여 곳인데, 군산지역에서는 20여건 이상의 해저유물 발견 신고가 있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었다. 이를 계기로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에서는 대규모 해저유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 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 (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 (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17조 (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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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지역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이 관할하는 섬의 무리로, 선유도, 신시
도, 무녀도, 장자도,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대장도, 비안도, 두
리도 등 12개의 유인도와 횡경도, 소횡경도, 보농도, 십이동파도 등 4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중심 섬(선유도, 신시도, 무녀도)과
장자도, 야미도, 대장도는 새만금 방조제 및 고군산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군산군도의 섬들은 경관이 빼어나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다이빙 환경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섬들에서 다이빙이 가능하며, 또한 야미도에서는 야
간 다이빙도 가능하다. 고군산군도 앞바다에서 흑도와 십이동파도 사이에
는 무수히 많은 인공어초들이 투하되어 있다. 현재 십이동파도 근처의 몇

고군산군도 지역의 다이빙센터 : 다이브투데이
대표 : 최규화

몇 인공어초에서 다이빙을 실시했는데 최대 30m 수심에서 15m 수심까지
다양한 수심에 인공어초가 분포하여 초급 다이버들도 다이빙이 가능하다.

주소 : 전
 북 군산시 비응로 102

흑도는 야미도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정도의 거리에 있다. 흑도는 외해

(비응도동 41-6)

의 무인도라 수중 생태계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간대 갯

전화 : 063-465-3477

바위에는 담치들이 군락을 이루고, 2~3m의 얕은 수심에는 미역, 모자반,

010-4373-3009
메일 : padi3477@nate.com

곤봉 바다딸기들이 군락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놀래미와 조피볼락들의
무리, 갯민숭달팽이, 곤봉바다딸기의 군락, 부채산호, 주홍토끼고둥들, 괴
도라치 등을 볼 수도 있다.
직도는 흑도에서 서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미군의 해
상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라 다이빙을 금지하고 있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속한 섬이고, 전라북도에서 가
장 서쪽에 위치하는 유인도로 군산에서 북서쪽으로 72㎞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바닷물이 거울과 같이 맑아 어청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섬의 형태는 서쪽으로 트인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북서계절풍에 의한 침
식으로 섬의 북서쪽에는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어청도는 중국의 산
둥반도(山東半島)와 300㎞ 떨어져 있어 태풍이 불면 대피항으로 이용된
다. 어청도에서는 우럭, 놀래기, 우럭, 해삼, 전복, 전복 등을 볼 수 있다.

참고
직도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

가는 방법

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

야미도에서 십이동파도와 흑도는 거의 비슷한 50km 정도의 거리에 있다.

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

십이동파도는 속도가 보트를 이용할 경우 30~40분 정도면 등대섬에 도

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이

착할 수 있다. 흑도는 1시간이면 도착하고, 어청도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유이다.

에 도착할 수 있다.

48 |

어청도

십이동파도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방축도
직도

야미도

흑도

신시도

관리도
고군산군도

선유도

비안도

가력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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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
군산 외항에서 서쪽으로 38km 정도 떨어진 십이동파도라는 섬에는 12개의
섬들이 있다. 12섬의 형상이 파도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십이동파도라고
부른다. 십이동파도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68번지 소속이며 연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십이동파도중의 등대섬은 12개의 섬 중에 가장 큰 섬이다. 해
식애가 잘 발달된 곳으로 깎아지른 듯한 암벽은 장관이다. 이섬에는 30년
전까지 주민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무인도이다. 12개의 본섬뿐만 아니라 무수
히 많은 작은 바위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아기자기한 이들 섬의 모습이 매
우 아름다워 유람하는 것만으로도 가볼만하다고 한다.

다이빙 환경
십이동파도는 무인도로 그동안 낚시인들에게는 농어, 우럭, 돌돔 등의 대물
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다이버들의 출입은 거의 없었
다. 또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지난 2003년 10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십
이동파도에서 청자운반선 발굴작업을 하여 5,000점 이상의 청자유물과 선
체 잔해를 인양하기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유물 보호를 위해 한동안
다이버나 낚시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또한 십이동파도의 일부 지역
은 개인 양식어장으로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지
만 전복, 해삼 등의 양식 해산물들만 손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
아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한다.
십이동파도는 크고 작은 12개의 본섬과 무수히 많은 부속섬들이 있기 때문
에 다이빙포인트는 무궁무진하다. 바다 밑바닥의 지질도 바위,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다양해서 그에 따라 포인트마다 각각 다른 해양 생태계가 발달
해 있다.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도와 조류가 심할 때에는 섬들이 막아
주는 곳을 찾아서 안전하게 다이빙이 가능하며, 초보자들도 내해에서 안전
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북도
십이동파도

사자섬

병풍도
윗쌍여
쌍섬

등대섬북단
등대

아랫쌍여

등대밑
남여

소금도

벌린여
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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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의 열도이다. 태안반도 관장곶 서쪽
약 55㎞ 해상에 있다. 격렬비열도는 3개의 큰 섬(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
도)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약 1.8㎞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3섬
은 비교적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거의 없다.
해안은 암석해안이 대부분이며, 지형은 가파른 사면과 깎아 세운 듯한 해식애로 되어
있고 평지는 거의 없다. 연안은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얕아 선박의 접안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격렬비도에는 높이 107m에 이르는 육각형의 흰 콘크리트 등대인 격렬비도 등대가
있다. 1909년 2월에 세워졌고, 1994년부터 무인등대로서 원격조정으로 황해의 파수
꾼 역할을 하였다. 2015년 7월부터 유인등대로 바뀌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정

가는 방법

세가 급변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심해져 인력을 다시 배치하였다. 육지와 연

교통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서산

결되는 정기적인 해상교통은 없다.

나들목과 홍성나들목을 통해 충남 태안 안면도까지 2시간

이곳 기후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대체로 온화하지만 겨울철에는 북서계

권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육로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

절풍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 지역보다 춥다.

었다. 격렬비열도에 가기 위해서는 태안 신진도 사이에 있
는 안흥항에서 출항하는 전용배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흥항에서 격렬비열도까지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
태안군

격렬비열도로 가는 뱃길은 가의도, 흑도, 궁시도, 알섬, 병풍
도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아름다운 비

흑도

경을 구경할 수 있다.

궁시도
병풍도

가와도 안흥항

석도

태안해안
국립공원

격렬비열도

수중환경
격렬비열도 인근 바닷속은 10~15m 깊이까지 훤히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미역 등 해조류뿐만 아니라 연산호도 드물게
발견된다. 참돔, 감성돔, 돌돔, 우럭, 광어, 노래미 등의 다양
한 어종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복, 해삼, 홍합 등이 풍부하

등대
북격렬비열도

수중동굴

서격렬비열도

열도에는 바다 속에 작은 굴이 있는데 이 동굴속에는 또 하
나의 수면이 있다.

수중동굴

총각여

격렬비열도

삼반여

수중동굴

수중동굴
동격렬비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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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열도
외연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에 속한 유인도로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40.6㎞ 지점에 있다. 주위에 있는 오도, 횡견도 등의 유인도와 수도, 중청도, 대청도,
외횡견도 등의 무인도가 외연열도를 이루고 있다. 서해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연기에
가린 듯 까마득한 섬이라 하여 외연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면도

보령시
원산도

대천항

호도
녹도
외연열도

대청도
소청도
외연도
황견도

황도
설풍도

외황견도
외모도

외연열도

무마도
석도

모도

수중환경
외연열도에서는 참돔, 농어, 부시리, 광어, 우럭, 놀래기, 홍어
등 다양한 어종이 보이며, 바닥에는 전복, 해삼, 굴 등의 생
물들도 볼 수 있다.
외연도 다이빙은 대부분 외연도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무수
히 많은 인공어초에서 실시되는데 이곳의 인공어초는 대부
분이 사각어초로 동해안 지역의 어초와 달리 작고 겹겹이 포
개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연도 다이빙은 예전만해도 외연도 본섬에서 숙박을 해가
며 다이빙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섬을 멀리에서 바라보며 다

가는 방법

이빙을 할 수 있을 뿐 본섬에서의 다이빙은 진행되지 않는

교통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수도권에서 보령시 대천IC를 통해 대천항까지 2시간

다. 외연도 다이빙은 중급 이상의 다이버에게 권장되며, 물때

권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 외연도로 가기 위해서는 보령시 대천항에서 뱃길로만 1시

를 맞춰 다이빙을 실시하지만 외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

간 30분을 가야 만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의 다이버들은 오전 일찍

체로 조류가 강하다. 따라서 입수는 하강라인을 이용해야만

출발해 오후에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가는 당일 다이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대천

정해진 지점에 찾아갈 수 있다. 서해안 다이빙은 이곳의 정

항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운항되기도 한다.

보와 지형에 익숙한 다이빙센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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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in all maritime nations, Croatia has always been deeply intertwined

여타 모든 해양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는 해양에 관련된 수많은

with naval life, with numerous sea-related cultural traditions and extensive

문화전통과 광범위한 해양활동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sea travels. Croatia’s long diving tradition has been recognized through the

다이빙에 관한 오랜 전통은 1973년에 제1회 수중 오리엔티어링 세계 선수권

participation of many successful divers in numerous European and World

대회(the first Underwater Orienteering World Championships)를 개최했을

tournaments, as well as in hosting the first Underwater Orienteering World

뿐만 아니라 유럽 및 세계 토너먼트(European and World tournaments)에

Championships in 1973.

유명한 다이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The coastline of mainland Croatia is already an impressive 1,770 km, but

크로아티아 본토의 해안선 길이는 1,770km이고, 주변 수천 개의 섬을 포

including the thousands of islands, the total coastline comes to 5,835 km,

함한 크로아티아 전체 해안선 길이는 5,835km로, 해안선 총 길이에 관해

ranking Croatia among the top twenty countri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선 세계 20개국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1,246개의 섬(islands), 바위

total length of their coastline. The geographic uniqueness of Croatia, with

암초 (islets), 수중암초 (reefs)들로 이루어진 큰 군도가 있는 크로아티아의

its large archipelago of 1,246 islands, islets and reefs, offers wonderful

지형적 특성은 멋진 해양관광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중의 동굴,

sailing grounds, as well as an exclusive diving experience with numerous

협곡 및 기둥으로 이루어져 색다른 다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underwater caverns, canyons, and pillars.
Not only are the dives a sight to behold, the diving conditions are also

크로아티아 다이빙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다이빙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remarkable. The underwater of the Croatian Adriatic, averaging 10 to

아드리아해의 수중 가시성은 평균 10~15m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 meters, can reach up to 50 meters in some locations. The weather

50m 정도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상 조건 또한 다이빙에 매우 적합하

conditions are also very favourable, the mild Mediterranean climate

며, 온화한 지중해 기후는 햇빛이 있는 시간이 연간 평균 2,300~2,700시

providing an average of 2,300 to 2,700 hours of sunshine per year. Sea

간 정도를 제공됩니다. 바다의 온도는 여름에는 21~25°c 정도, 겨울에는

temperatures vary from 21°C to 25°C degrees in the summer to 11°C to

11~15°c 정도라서 1년 내내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수심

15°C degrees in the winter, permitting a year-long diving experience. The

은 조수로 인한 차이는 아주 작으며, 강한 해류는 주요 다이빙 지역이 아

Adriatic Sea’s depth only minorly change due to tides, and only a few

닌 섬 사이의 수로에서만 일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아티아 아드

strong sea currents sweep through the large body of water, mainly present

리아해에서는 조류가 약하고, 기상은 예측이 가능하여 안정적이며, 상어

in the channels between islands and not in the mainstream diving areas.

나 다른 위험한 동물 등이 없어 다이빙하기에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

Diving in the Croatian Adriatic is generally very safe, with predictable and

습니다.

stable weather conditions, a lack of strong currents, and without sharks or
other dangerous animals.
A large majority of Croatia’s islands are uninhabited so for those who

크로아티아의 대부분 섬들은 무인도라서 완전히 색다른 다이빙 경험을

prefer a truly exclusive diving experience, Croatia is a fabulous diving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멋진 다이빙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destination for discovery and exploring. The marine life in the Adriatic is

드리아해에는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물 다양성의

very rich with the large variety of species. There are numerous shallow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얕은 리프뿐만 아니라 경험

reefs suitable for the beginners, as well as hundreds of underwater caves to

이 많은 다이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수중동굴 또한 환상적이라

challenge more experienced divers. Close to the city of Podgora in Central

할 수 있습니다. 중부 달마티아 (Central Dalmatia)의 포드고라시(Podgora

Dalmatia, at a depth of 9 m, divers can spot a , a rare giant mussel with a

city)와 가까운 곳으로 수심 9m 정도인 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

length of 120 cm,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and found only in the

로 지중해에서만 발견되는 120cm 길이의 희귀하고 거대한 홍합 (Noble

Mediterranean Sea. Or, in the area around the Island of Lošinj, there is a

Pen shell, 학명 : Pinna nobilis)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신즈섬(Lo

very popular swimming and diving site with playful and curious dolphins.

inj island) 주변 해역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호기심 많은 돌고래가 서식

Along the Kornati archipelago, the sea visibility up to 40 meters illuminates

하는 매우 인기가 있는 수영 및 다이빙포인트도 있습니다. 코르나티군도

numerous underwater cliffs covered by corals and sponges. In the Hvar

(Kornati archipelago)를 따라 최대 40미터 수심에 산호로 덮인 수많은 수

archipelago boasts long seawall at a depth between 5 and 45 meters that is

중 월(Wall)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흐바르군도 (Hvar archipelago)에는

completely covered with red and violet gorgonians corals.

5~45미터 수심에 울긋불긋한 부채산호 군락이 완전히 덮여 있는 긴 방
파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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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popular diving sites is the Blue Cave on the island of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 중에 한 곳은 남부 아드리아해의 비스군도

Biševo in the Archipelago of Vis in the South Adriatic, famous for the

(Vis archipelago)에 있는 비세보섬(Bi evo island)의 블루 케이브 (Blue

incredibly vibrant blue colour of the water when the rays of sun shine into

Cave)로 햇빛이 동굴 안으로 비출 때 바다색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the cave. Diving in this cave is an incredible experience. During WW I and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동굴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놀

WW II, Vis Island had a strategic importance and around the island there

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스섬(Vis

are numerous sunken military vessels war planes that were shot down.

island)은 전략적 요충지였음으로 섬 주변에는 그 당시 침몰한 군용 선박
이나 비행기도 많습니다.

One of the most attractive diving sites showcases the Baron Gautsch, a

가장 매력적인 다이빙장소 중에 하나는 풀라 (Pula) 항구로 가는 방향에

well-preserved 85-meters-long Austrian passenger boat that sank in 1914

로빈니야 (Rovinj)의 이스트리아시(Istrian city) 근처에 85미터 길이의 오스

after hitting a military mine close to the Istrian city of Rovinj, on the way

트리아 여객선 배런 고치(Baron Gautsch) 난파선 주1)입니다. 이 난파선은

to the port of Pula. The upper deck of the boat lies at 28 meters and the

1914년에 군용 광산에 충돌하여 침몰한 것입니다. 보트 갑판의 상층부는

lower deck at 42 meters below the sea surface. Divers can have a unique

수심 28미터, 하층부는 수심 42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난파

experience by swimming right into the interior of the wreck. The vessel is

선 내부로 유영해 들어가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난파선

completely covered by algae, sponges, and corals, as time has transformed

은 해조류, 산호 등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대한

the large metal structure into a gigantic aquarium for thousands of fish.

금속 구조물이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위한 거대한 수족관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The Croatian part of the Adriatic Sea is like a secret museum of millions

아드리아해는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특히 아드리아해의 동쪽을 따라

of deeply hidden maritime jewels, collected and stored at the bottom of the

중요한 무역로 역할을 했으므로 수 세기 동안 격렬한 항해의 부산물과 해

sea through centuries of intense navigation through important trade routes

저에 쌓인 수백만 개의 숨겨진 해양 보석은 비밀 박물관과도 같다고 할

along the Eastern side of the Adriatic connecting Mediterranean Europe

수 있습니다. 오래된 로마시대 난파선 수백 개가 있는데, 수많은 난파선들

with the Middle East. There are several hundred shipwrecks from the old

은 작은 손상만 있거나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중

Roman period – many preserved with only minor damages and almost

고고학자와 연구원들은 목재, 늑골, 외판 및 용골, 화물의 종류를 분석과

entirely intact. By analysing the types of wood, ribs, shells and keels, cargo,

방사성 탄소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 잔해들이 기원전 4세기부터 6세기

and by using radiocarbon data analysis, underwater archaeologists and

까지의 난파선 유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researchers have dated the shipwrecks from the 4th century BC to the 6th
century AD.
For centuries, the Eastern Adriatic corridor was a chief trade route
connecting Venice, a main maritime power of that time, with the Dubrovnik

수세기 동안 동부 아드리아해 연안은 당시의 주요 해양 강국인 베네치아
(Venice)와 두브로브니크공화국 (Dubrovnik Republic), 오스만제국, 중동

Republic, the Ottoman Empire, the Middle East, and Asia Minor. Heavy

및 소아시아 (Asia Minor)주2)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였습니다. 심한 폭풍,

storms, pirates and wars have brought many of these vessels to the sea

해적 및 전쟁 등으로 인해 많은 선박이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이빙에

bottom. Many sunken vessels, available in the diving programs, date from

이용되는 이곳의 많은 난파선들은 베네치아 무역로가 유럽에서 가장 왕

the 15th to 17th century when these Venetian trade routes were some of the

성한 시기였던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선박들입니다. 동양 상인들은 유

busiest in Europe. Oriental merchants used this route to bring the Ottoman

럽과 오스만제국에 동양의 상품을 소개하는데 이 경로를 이용했기 때문

and Eastern goods to this part of Europe.

입니다.

주1) Baron Gautsch는 1914년에 코토르 (Kotor)에서 트리에스테(Trieste)로 항해하
던 중 오스트리아-헝가리 해군이 놓인 지뢰에 의해 아드리아해 북부에 침몰
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여객선.

주2)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해안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볼 때
해가 뜨는 동쪽의 일출이란 의미로 처음에는 그냥 아시아 (Asia)로 불렀다가
아시아 지역이 동쪽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이 지역을 소아시아
(Asia Minor=작은 아시아)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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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보섬(Bi evo island)의 블루 케이브 (Blue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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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strict rules and regulations defined by the Ministry of

다이버들은 문화부가 정한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지키면서 다양한 고대

Culture, divers may enjoy and explore the magnificent collection of these

도자기, 주방용품, 도자기 및 금속 주전자, 도자기 및 그릇, 장식용 접시,

wrecks, housing a wide variety of ancient pottery, kitchenware, porcelain

동전 및 금속 장식품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난파선의 웅장한 컬렉션

and metal jugs, ceramic ware and bowls, decorative plates, coins and

을 즐기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리스 식민지 시대부

metal ornaments. Especially impressive are the completely preserved

터 로마, 비잔틴 시대까지 사용되어 온 저장용기인 암포라 (amphoras)주3)

amphoras, used as the storage vessels during the period of Old Greek

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30리터 정도의 람

colonization until the Roman and Byzantine ages. Typically 30 litters, the

보글리아 타입(Lamboglia type)의 암포라는 주로 북부 이탈리아와 이스

Lamboglia type amphoras were used predominantly for transport of wine

트리아 (Istria)주4)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와인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었습

from Northern Italy and Istria to the Middle East and further to Asia. Two

니다. 해저에 있던 암포라에 저장되어 2,000년 이상이 된 와인은 실제로

millennia old wine stored in the amphoras at the bottom of the sea is indeed

아주 특이한 발견입니다.

quite a unique discovery.

But aside from the vessels from ancient times, there are many military

그러나 고대 선박 외에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침몰한 수많은 군용

boats that sunk during WW I and WW II, and numerous military planes

선박이 있으며, 격추된 군용기의 잔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드리아

shot down in battles. For many of these wrecks, their locations are precisely

해 다이빙 클럽은 이러한 난파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marked and the diving clubs along the Adriatic include these diving spots

이 있어 이곳 또한 다이빙 명소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선박과 공예품들은

in their program. Each of these vessels and crafts has an amazing story and

우리 역사에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role in history.

됩니다.

However, throughout the years, many underwater sites with sunken vessels

그러나 수년 동안 침몰한 선박과 문화적 유물이 있는 많은 수중 유적지가

and cultural artifacts were devastated and looted. Since 1990, Croatia has

황폐화되고 약탈당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990년부터 수중 문화유산을

introduced a new conservatory concept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존 원칙을 세우고 독특한 수중 박물관을 건설하

heritage, constructing unique underwater museums. These gigantic metal

고 있습니다. 그물 모양의 구조와 같은 강력한 아연도금 철파이프로 만든

cages of galvanized iron pipes like strong net-shaped constructions prevent

거대한 금속케이지는 유적지의 추가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the further devastation of a site but allow the scuba divers to continue

스쿠버다이버들이 선박을 탐험하고 사진 컬렉션을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

to explore the vessels and make their own photo collections. The upper

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 케이지 상부에는 스쿠버다이버

areas of these cages have gates for entry by scuba divers. This method of

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많은 고고학 유적지

protecting the rich archeological sites and wrecks from the ancient Roman

와 난파선 등을 보호하는 이 방법은 국제 다이빙 커뮤니티로부터 아주 높

period has been highly appreciated by the international diving community.

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ith all of these advantages, the Croatian Adriatic is an attractive scuba

이러한 모든 장점을 가진 크로아티아 아드리아 해안은 전 세계 다이버들

diving location for divers around the world. While the weather conditions

에게 최고로 매력적인 스쿠버다이빙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이빙

allow scuba diving throughout the entire year, the main diving season is

에 완벽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일 년 내내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between May and October.

다이빙 성수기는 5~10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more than 150 diving clubs in Croatia, all offering attractive

크로아티아에는 150개 이상의 다이빙 클럽이 있으며, 모두 매력적인 다이

diving experiences, bringing divers to several diving spots, including the

빙 경험을 제공하며, 침몰한 선박, 고대 로마 암포라 컬렉션, 동굴 및 수중

sunken vessels, ancient Roman amphora collections, caves and underwater

호수를 포함한 여러 다이빙 장소로의 탐험 프로그램 등 다이버가 아름다

lakes, or just allowing divers to enjoy the beautiful underwater nature and

운 수중자연과 산호초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마리나 클럽도 다

reefs. Many clubs offer diving courses as well, and as divers embark on a

이빙 코스를 제공하며, 다이버들이 침몰한 선박, 비행기, 동굴 및 리프를

wide variety of diving experience, including sunken vessels, planes, wrecks,

포함한 다양한 다이빙 경험을 함에 따라 다이빙 인증서 또한 쉽게 얻을

caves and reef, it is easy to get any of the diving certificates.

수 있습니다.

주3) 암포라 (Amphora)는 목 부분이 몸체보다 좁고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전형적
인 항아리 형태의 그리스의 도기.

주4) 이스트리아 (Istria)는 이스트라 반도 (슬로베니아어: Istra, 크로아티아어: Istra,
이탈리아어 : Istria 이스트리아)로 3나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에 걸쳐 있는 아드리아해의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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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aboards are available in Croatia. Liveaboards are 7N8D long and

크로아티아에서는 리브어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브어보드는 7박8

depart from either Dubrovnik or Split. A professional English-speaking

일 동안 진행되며 두브로브니크 (Dubrovnik) 또는 스플리트 (Split)에서 출

cruise manager is on board to ensure that all trips run smoothly so that

발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 크루즈 매니저가 탑승하여 모든 여행이

guests can relax and discover the very best dive sites in the Croatia.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크로아티아 최고의
다이빙 장소를 탐험할 수 있게 합니다.

암포라 (Amphora)

How to go, 가는 방법
Before the COVID-19-Direct flights Incheon-Zagreb(KoreanAir)Tu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It takes Zagreb Airport about a
few hours.
코로나 이전에는 인천-자그레브 사이에 대한항공 편으로 1주일에 4번 직항
운항합니다. 자그레브 공항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장소까지 약 몇 시간만
소요됩니다.

Currency, 통화
The Currency in Croatia is HRK(Croatian Kuna), so travelers are
advised to exchange their currency for HRK at a bank or authorized
money exchange office.
통용 되는 화폐는 크로아티아 쿠나이며,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쿠나로 환전
하실 수 있습니다.
본고는 주한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제공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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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MARI KATONG DATANG KA AMBON”

Let’s All go to

Ambon

Philippines

인도네시아, 암본으로 가자
Text & Photos Nuswanto Lobbu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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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on is known as one of the best muck diving destinations on the

인도네시아 암본(Ambon)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먹다이빙 지역 중에 하나로

planet. With a full range of macro critters and awesome macro terrain,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매크로 생물과 멋진 매크로 지형으로 남쪽 해안에

there are also glorious coral dives, wall dives and a variety of wide-angle

서 하는 화려한 산호 다이빙, 월 다이빙 및 다양한 광각 다이빙이 가능하며,

diving available on the south coast, it reaches world class status quickly.

세계적 다이빙 지역입니다.

Like other tourist destinations, Ambon has also experienced a significant

다른 다이빙 지역과 마찬가지로 Ambon도 지난 1년 동안 Covid-19 판데믹

tourist decline for the past yea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으로 인해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암본시 정부는 이 지역의 관광과

Ambon City government is committed to developing tourism and diving

다이빙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더 나은 경제를 제공하기 위

in this area which help benefit the local populations with jobs and a

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암본에서

better economy. A Domestic Indonesian photo competition which was

인도네시아 국내 사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암본 지역의 관광

held in Ambon recently, March 11-14 2021, and represents a form of the

홍보에 대한 특히 다이빙 산업에서 정부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이 기사에

government's support in promoting tourism in the Ambon area, especially

는 이 대회 우승자의 몇 가지 작품이 암본에서 가능한 다양한 다이빙의 형

in the diving industry. Included in this article are some examples of

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inners which represent the variety of diving available in Ambon.
암본만(Ambon Bay)에는 라노피아스, 할리퀸쉬림프, 플램보이얀트 커틀피

Ambon Bay has an Incredible array of rare critters, including many

쉬, 암본 스콜피온피쉬, 미믹옥토퍼스, 원더푸스, 프로그피쉬 및 다양한 종

Rhinopias, Harlequin Shrimp, flamboyant cuttlefish, Ambon scorpion fish,

류의 새우, 게 그리고 누디브렌치를 포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희

mimic octopus, wonderpus octopus, frogfish and many different kinds of

귀 생물이 있습니다. 암본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가장 희귀한 생물 중 하

shrimp, crab and nudibranchs. There is also chance to see one of the rarest

나인 사이키델릭 프로그피쉬를 볼 수 있도 있습니다. 암본은 진정한 매크로

critters documented to be found only in Ambon, the Psychedelic Frogfish.

애호가의 꿈의 다이빙 지역으로 만족을 줄 것입니다.

Ambon truly a fulfils a macro lover’s dream dive location.
모든 세계인이 백신을 접종받고 다시 여행이 시작되어 관광이 정상으로 돌

Let’s hope tourism will be back to normal once the world gets

아오길 희망합니다.

vaccinated and starts to travel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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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ha Tindas - Manado
Open Class, Winner Wideangle Category

Lecoand Simorangkir - Ambon
Compact Class, Winner Wideangl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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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dy Sumampow - Manado
Compact Class, Winner Macro Category

Frank Kuron - Manado
Compact Class, 2nd place Macro Category

Meyer Musa - Manado
Open Class, Winner Macro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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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Legi - Bali
Open Class, 2nd place Wideangle Category

68 |

mbon”
A
a
K
g
n
ta
a
a tong D
K
i
r
a
M
“
So
Let s' all go to Ambon
Tiga Islands

Duke of Sparta
(ship wreck)

Mimic point
Bubble point
Tewiri
Laha 1
Laha 2
Laha 3
Rhino City

Ambon Air Port
Batu Badiri

Air Manis Kumpung Baru
Kaca lengkung

Ambon

Pantai parigi
Nama wall
Nama slope

Port of Tulehu

Port of Ambon
Lehari

Tirta Point
Amahusu
Jetty Dark Blue

Airlow
Namalatu

Seri

Mahia Cape

Denis Point
Hukurila Cave
Hukurila Call

Pintu Kota

Tupa

How to get there
Fly into Pattimura Airport of Ambon and a car ride takes about 2~30

Where to Stay
Ambon Blue Rose Diver

mins from airport to dive operations.

– www.bluerosedivers.com

암본의 파티무라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공항에서 다이빙센터까지는

Jl. Raya Air Manis, Desa Laha Ambon

2~30분 정도 걸립니다.

Email : ambonbluerose@gmail.com
Tlp : +6282132290547, +62811324239

Local Currency
Indonesian Rupiah (Rp)

Critter Junkies
– www.critterjunkies.com
Jl. Sultan Khairun Djamil Desa Laha,

Language

RT 001/ RW 001 Ambon

Bahasa Indonesia and Ambonese Dialect

Email : ambon@critterjunkies.com

English – Widely spoken in Resort, Hotel and tourist areas

TlP : +6281238719813

리조트와 호텔 등 대부분의 관광지는 영어가 통용됩니다.

Dive Into Ambon

Best Time to come
November to May – Good for both Muck diving and coral diving. The
visibility during this time very clear along south and east coast sites
June, September, October – Muck Diving only
July and August are the Monsoons in Ambon, so diving in the area is
closed
11월에서 5월 : 먹 다이빙과 산호 다이빙 모두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암본섬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시야가 매우 좋습니다.
6월, 9월, 10월 : 먹 다이빙만 가능합니다.

– www.diveintoambon.com
Jl. Raya Waitatiri Suli Salahutu, Kota Ambon
Email : info@diveintoambon.com
Tlp : +6281244367169
Laha Dive Packer
Jl. Lahasuang, samping Jembatan Amerika,
Desa Laha, RT001 RW 001 Ambon
Email : bestmuckdive@gmail.com
TlP : +6281290597195

7월과 8월은 암본의 계절풍이 부는 시기로 해당 지역에서의 다이빙은 폐
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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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진항

영진항

바닷속으로의 항해

연곡해수욕장

강릉 스텔라 난파선

사천진항
스텔라 난파선
사천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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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근진해변

동해 다이빙의 르네상스, 그 선봉장 스텔라

강문해변

2020년 봄, 다이버들에게 특히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시점입니다. 바로 코로나 판데믹으로

강릉

인한 국경 봉쇄와 방역조치가 시작된 때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한국 다이버들은 필리핀, 사이판, 태국 등으
로 본격적인 해외투어를 떠납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열대바다가 건기의 절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2020년 봄부터 현재까지 모든 해외투어가 불가능해졌고, 우연의 일치로 강릉 앞바다에는 세계적 규모
의 침선 다이빙 스팟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말경부터 강릉 앞바다에서 2400t의 스텔라 침선 다이
빙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다이빙, 특히 동해다이빙은 2020년 봄부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선봉장은 바로 스텔라 침선이었습니다. 2020년 7월 7일, 지금과 달리 코로나 확진자
도 극히 적고 집합금지 조치도 없었던 초여름의 맑은 날,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멤버 14인
과 함께 강릉 인투더씨 리조트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375-3)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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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더씨 리조트에서 단체사진
영진해변에서 밤산책
항구로 이동하기 직전
인투더씨 리조트의 전경
영진횟집에서의 만찬

강원도 관광 1번지 강릉
도시의 다이빙
스텔라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강릉에 위치한 다이빙샵을 통하여야 합니다.
강릉 다이빙은 무척이나 이색적입니다. 특히 인투더씨 리조트의 경우 큰 도로
와 식당들, 편의점, 아파트 단지 등에 바로 인접하여 있습니다. 먼 오지에 가
서 고즈넉한 환경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에 있는 도

2

심지에서 다이빙 준비를 한다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질감이
오히려 일상을 벗어난다는 역설적인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보트를 타
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가슴 가득 바다가 밀려옵니다. 오전에는 보트가 해를
마주하며 동쪽으로 달립니다.

크고 쾌적한 인투더씨
영진해변에 닿아 있는 인투더씨 리조트는 하루 2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샵입니다. 자체 풀장과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
으며, 넓은 테이블이 많아 다이빙 준비와 휴식이 수월했습니다. 리조트 건너
편에 카페가 있고, 바로 옆에는 편의점이 있어 수면휴식의 선택지가 넓은 것

3

또한 여행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투더씨 리조트는 스텔라 다이
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텔라에서 2탱크를 연달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온더코너 멤버들과 함께 보트를 차터하여 2탱크 연속으로 진행했습니다.

식도락과 산책, 일반적인 여행의 즐거움
강릉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지이자, 수도권에서 당일로도 부담 없이 다
녀올 수 있는 대표적인 스팟입니다. 해변, 카페, 맛집, 산책로 등이 압도적으
로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다이빙을 마친 후 맛집탐방, 카페방문, 해변산책 등
일반적인 여행을 이어감에 있어 아무런 피로도가 없습니다. 인투더씨 인근 영
진횟집(033-662-7979)에서 저녁 만찬을 하였는데,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4
5

<참고> 스텔라호
강릉시가 2013년부터 경포 인근 사근진 해역에
해중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2020년5월에
사근진 해안선으로부터 약 3㎞ 해상에서 2천톤
급 침선어초(스텔라호)를 해중공원 속으로 투하
하였다. 스텔라호는 2천톤급 폐어선으로 기존 러
시아 트롤어선으로 재질은 강선이며 길이 62m,
높이 18.8m(브릿지 기준)의 대형 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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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의 웅장함과 다양한 재미

1

한 번에 둘러볼 수 없는 웅장한 크기
길이 62m, 높이 18.8m의 거대한 침선이 수심 30m의 모래바닥 위에 위치
합니다. 하강하면서 내려다보이는 장엄한 크기에 압도됩니다. 모래바닥까
지 내려서 올려다보면 다시금 그 크기가 쏟아지듯 다가옵니다. 62m는 21
층 건물에 비견됩니다. 모래바닥을 훑으며 배의 옆면을 크게 둘러보다가
내부로 진입하면, 마치 미로처럼 복도와 방들이 이어집니다. 다만 배의 옆
면에 많은 창을 뚫어놔서, 내부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기에 빛이 없는
오버헤드 환경까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충분한 교육을 받고 준비된 다이
버만 입수해야 하겠습니다.

짜릿한 탐험
바닥에서 스텔라 저층으로 진입하면 흡사 정물화를 보는 것 같은 실내 풍
경이 시야에 한가득 들어옵니다. 고요히 잠자고 있는 인상입니다. 중층으
로 올라가면 긴 복도와 방들이 이어지고, 화장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배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 복도를 따라 유영할 때 영화 인셉션의 회전하
는 복도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버블을 뿜으면 천장에 올라가 빛
을 반사하며 납작하게 펴지는데, 그 위층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버블
샤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복도 사이사이를 누비다가 조타실에 입장하면,
마치 곧 출항할 것 같이 준비된 장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뱃고동을 울리며 시동을 걸 기세입니다. 조타실 앞 창문 너머 고래처럼 유
영하는 다이버 일행들이 보이고, 뚫린 창문으로 나가면 배 전체의 전경이
발아래로 다시금 펼쳐집니다.

풍성한 생물군과 양호한 시야
제가 방문하였을 때는 스텔라 포인트가 마련된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시
점이라, 아직 부착생물이나 정주하는 물고기들이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무색하게, 멸치와 볼락은 벌써 군집을 이
루고 있었고, 살파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동해임에도 불구 시야
가 양호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비교적 먼 바다에 위치하고 바닥 수심이 깊
은 편인 점이 그 이유가 아닐까 짐작하여 봅니다. 선체의 내부는 부유물이
바닥에 침전하였기에, 핀킥이나 충돌만 조심한다면 외부 보다 오히려 나
은 시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가을경에는 훨씬 더 풍성한 생물군
이 조성되었고, 가을철 청물을 배경으로 더욱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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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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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의 창문과 김환희 강사
조타실
중간층을 유영 중인 강바다 마스터
조타실 상단
아랫층의 고요함
중간층에서 촬영 중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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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의 도시에서
바닷속 도시로 입수
스텔라는 도회지의 그것들을 바닷속에서 한가득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각상, 창문, 기둥, 방실, 조타실의 전자장비 등. 마치
바닷속에 존재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강릉 다이빙은 도
시에서 준비하여 바로 입수하는 이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데 도시 다이빙의 포인트가 다시 바닷속 도시입니다. 우리가 평소
에 살던 도시에서, 갑자기 바닷속 도시로 장면이 급전환되는 재미
가 있는 다이빙입니다. 2021년 5월은 스텔라 침선이 자리잡은 1주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바닷속 도시는 우리 일상속 도시에 비하여

6

얼마나 더 바뀌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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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비양도 난파선

비양도
한림읍

글, 사진 이상훈 / PADI강사 (MSDT)

제주도
1
2
3
4

난파선 주위를 둘러 보는 다이버
난파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
난파선 내부에서 밖을 바라본 바닷속 모습
협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비양도
차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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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운섬

비양도의 작은 난파선 속으로
제주도의 서쪽으로는 ‘협재’와 ‘금릉’이란 지역이 있고, 그 곳 앞바다에 “비
양도”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다. 그리 크지도 않은 섬은 한나절 관광하기
좋은 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곤 한다. 이곳 비양도의 모습도 아름답지
만 그 앞바다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 역시 작고, 아담하면서 소박
하게 매력적이다. 다이빙은 우리가 물속을 언제 어느 시기에 보느냐에 따
라 보이는 모습들이 각양각색이다. 똑같은 포인트라고 해도 오전, 오후의
모습이 틀리고 흐린 날, 맑은 날, 또는 물때에 따라서 조금, 사리 등등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물속의 환경은 수시로 변화된다. 그러나 비양도의 난
파선은 언제 가도 물이 맑고 특히 봄에는 모자반이 수면까지 자라서 빛
내리는 모습은 과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순수한 자연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필자는 비양도 앞바다에 난파선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
고, 이곳을 알게 된 것은 차순철강사가 모 방송국의 ‘환경스페셜’ 촬영 때
문에 제주를 방문하면서 함께 다이빙하자고 제의를 해서 알게 되었다.

처음 비양도 난파선을 들어가던 날
어느 이른 봄날, 제주도의 바람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에 오후부터는
날씨가 좋지 않다는 얘기에 서둘러 오전 일찍 모여서 선착장에서 배를 탔
다. 선착장에서는 비양도가 바로 앞에 눈에 보이고, 다이빙 전용선으로 약
10~15분을 나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파란 물빛은 바닥이 훤히 보였고
수심도 10미터 정도의 낮은 수심이라 첫 다이빙이라도 부담이 없었다. 차
순철강사는 방송에 사용할 영상 촬영 때문에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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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의를 해 달라는 말을 하고, 먼저 서둘러 입수를 했다. 나도 장비를
챙기고 하강 라인을 따라 내려갔다. 수면에서부터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하강라인을 따라갈 필요도 없었다. 배의 후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차순
철강사의 버블이 열심히 수면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난파선 주위에
모자반 사이를 유영하면서 그 사이에 자리돔 무리를 구경하였다. 약 50분
의 시간이 흘렀더니 슬슬 추위가 밀려온다. 이날 수온은 15도였다. 첫 다
이빙에서 난파선을 당장은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작고 아담한 난파
선은 약 30년 전에 가라앉은 배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고, 수심이
낮아서 초보 다이버들에게도 부담 없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았다. 상승을
한 후 배에서 수면휴식을 갖고 다시 두 번째 잠수를 시작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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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난파선 다이빙
이번에는 난파선 주위를 둘러보는 것으로 해서 난파선의 내부까지 들어
가 보았다. 내부라고 해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날카로운
돌출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되었다. 내부의 사이사
이를 조심스럽게 유영을 했고, 오래된 침선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은 오래
전에 빠졌다는 세월의 이야기 해 주듯이 온통 모자반과 해조류로 빽빽하
게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난파선의 바닥은 전부 모래였고 난파선 주의 역
시 모래 지형이었고, 난파선을 에워싼 둘레는 암초들과 모자반으로 가득
어우러져 있었다. 이번에도 약 50분 다이빙을 하고 나니 슬슬 추위가 밀
려온다.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난파선 주위를 살짝 더 둘러보았다.
그렇게 둘러보면서 문어도 보고, 처음 보는 ‘꼬마흰갯민숭달팽이’도 관찰
을 할 수 있었다.

해조류가 뒤덮은 수중세상
처음 비양도 난파선을 접한 느낌은 참으로 신선했다. 해조류가 마치 바닷
속에서 숲을 이른 공원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다이빙을 한 건
지난 2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었는데 4~5월까지 모자반은 계속 자라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 지금도 멋진 모습인데 여기
서 더 멋진 모습이라는 말에 얼마나 더 멋이 있을지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비양도를 찾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3월의 늦은 어느 날 한 번 더 비
양도의 난파선을 찾아 갔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내 가슴에서 강한 기
억과 함께 잔잔히 남아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력적이고 철로 이
루어진 투박스러움이 있지만 결코 차가운 느낌이 없었다. 누구나 제주도
다이빙 생각하면 화려한 연산호와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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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이곳은 화려한 연산호도 없었다. 색깔이 예
쁜 물고기들도 없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은 확실했던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한 시간의 다이빙이 지루하지 않았
고, 풍성한 해조류 사이에서 숨어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찾는 재미도 있
었다. 어쩌면 또 다시 비양도의 난파선을 찾은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모
자반이 녹기 전에 한 번 더 그곳을 가고 싶었다.

다시 찾고 싶은 곳에서
이날 다이빙은 총 3회가 계획이 되었다. 날씨가 나빠지고 있다는 예보를
듣고 필자는 2회의 다이빙을 마치고 차순철강사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급하게 한 번 더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배에서 기다리는 순간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외해로 나갔던 어선들이 ‘한림항’으로 무리 지어 서둘러 복귀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멀미 때문인지 속이 매스꺼
워진다. 그렇게 배에서 약 50분을 더 기다리고 나서야 차순철강사가 아직
은 만족할 만한 영상을 다 못 찍었다는 표정으로 아쉽게 올라온다. 서둘
러 배는 항구로 들어갔고, 나는 나중에 날씨가 좋고 모자반이 더 많이 자
랐을 무렵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찾기로 했었고, 그 뒤로 한 번 더 다녀
왔었다. 차순철강사 덕분에 좋은 장소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차순철강사하고는 어느새 20년 전에 아이스다이빙으로 인연이 되어서 홍
천을 가끔 찾았고, 우리나라 아이스다이빙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차순
철강사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의 다이빙 열정과 좋은 영상 제작에 대해

4
1
2
3
4
5

서 지면을 통해서 감사함을 전해드린다.
우리가 다이빙이 즐거운 이유는 물속에서 잠시나마 색다른 세상을 구경

난파선에서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해조류
모자반 사이에서 발견한 문어
난파선 주위에서 발견한 꼬마흰갯민숭달팽이
난파선 주위에서 모자반이 숲을 이룬 듯한 모습
난파선 하단에서 수면 위를 바라본 모습

할 수 있는 다이버들만의 특권 때문이 아닌가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처럼 화려한 연산호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매력적인 바다의 모습을 재대로 보고 온 것 같았다. 그것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5

이상훈 / PADI강사 (MSDT)
1997년 다이빙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3,000회 정도의 다이빙 횟수를 통
해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하고, 다이빙에 비해서 다소 늦게 시
작한 수중사진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언제든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찾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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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PADI CDTC 참관기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글, 사진 곽주성 / PADI 코스디렉터

2005년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여 강사가 되었
고 지금은 PADI CDTC(Course Director Training
Course)과정을 위해 생소한 나라 “도미니카공화
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기되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환승 시
간을 포함하여 32여 시간을 미지의 세계로 날
아갑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하면 한 달여간의 일정으
로 두려움이 앞서지만, 한편으로 설레기도 한
시간이랍니다. 지금껏 수많은 한국의 PADI 강
사님들이 새로운 꿈을 위해 함께 했을 이 자리.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 PADI라는 어려운 길
을 선택해서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걸어왔을 선배
님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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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위치 : 중
 앙아메리카의 카리브해 중부해상
히스파티올라섬의 동부쪽
면적 : 486만 7천㏊ 세계129위, 한반도의1/4의 크기(2017년)
인구 : 1,095만 3,714명 (2021년/세계84위)
수도 : 산토도밍고
언어 : 에스파냐어
통화 : 도미니카 페소 (RD$)
시차 : 한국보다 13시간 느림
USA

Gulf of Mexico

The
Bahamas
Cuba

Mexico

Dominican
Republic

Cayman
Islands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
오늘 저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뚜벅뚜벅 걸어왔을 이재한강사님, 김기현강
사님, 박재정강사님, 국봉기강사님과 저희 목소리가 되어줄 이미랑 코스디

Honduras

Caribbean Sea

렉터님과 길고긴 여정을 함께 합니다.
지면을 통해 한국에서 늘 응원해주신 김부경, 김진관, 박금옥선생님 그리
고, 멀리 호주에서 응원해주신 영희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Costa Rica
Colombia

PADI 코스디렉터가 되기 위한 과정도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팬데믹 상황은 우리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4번의 일정을 변경하고

콜럼버스가 제1차 항해 때 발견한 이래 정복·점령·독재·내란 등

계절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카리브 제도의 국가 중 쿠바에 이어

기다림의 연속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고 PADI CDTC 과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야구를 사랑하는 나라로 메

정이 1년 만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2시간

이저리그에서 다수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PCR (코로나)검사지가 필요했으며, 귀국시에 사용할 한국의 자가격리숙
소 예약과 함께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130여명이 보내주신 응원문자 폭탄 속에 커다란 꿈을 안고, 오랜만에 느껴
보는 기내식에 레드와인 한잔하니, 해외투어 가는 기분에 설렙니다.
인천 - 로스앤젤레스 - 애틀랜타 - 도미니카의 일정으로 환승시간 포함하
면 약 32시간이 소요됩니다. LA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하고, 애틀랜
타에서는 맥도널드햄버거 한판 때리는 멋진 상상을 해보지만, 하얀 복면은
절대 봉인해제하지 않으려는 신념
으로 굶주림과 싸워야 했답니다.
CDTC 참가 전에 PADI에서 보내
온 마지막 이메일에는 CDTC 중
간에 코로나 검사 후에 양성판정
을 받으면 퇴소조치를 시킨다는
무서운 규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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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C
일정표

1일차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과제

2일차

제한수역 평가

3일차

프리스크립 티칭, 지식복습 평가

4일차

개방수역 평가

5일차

시스템 워크숍, 스페셜티 프레젠테이션

6일차

IDC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 워크숍

7일차

IDC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 워크숍

8일차

팀별과제 발표/ 합격자 발표 / 파티

매일 받아든 과제와 함께 팀별과제까지 카브리해의 낭만은 온데간데없고,
CDTC 기간 동안 매일 3시간의 쪽잠을 자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과 배워가는 하나의
지구반대편에 떨어진 외계인이 되어 기회의 땅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했

과정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보냈습니다.

습니다. 이곳은 5성급 푼타카나 힐튼호텔로 PADI 본부에서 전 세계 CDTC

눈뜨면 수영장평가와 함께 감독관님과 점수교차평가, 피드백과 함께 점수의

후보생들을 위해 코로나 대응이 가장 우수한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10일

근거를 명확히 알려주시니 궁금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안 2번의 코로나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시설의 이용 및 음료, 주류 등이 무

정확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학생의 한글자한글자를 새겨 들어야 한다는 말,

제한 공짜인 곳으로 가족들과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입니다.

저도 꼭 그런 코스디렉터가 되겠습니다. 브리핑과 디브리핑도 학생, 강사, 코

그러나 전라도민국인 저의 입맛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스테이크와

스디렉터 역할로 나누어 교차평가 후에 감독관님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코스

와인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고향의 향수가 그리워질 땐 한국인의 밥상

디렉터가 되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비비고”와 “참치캔”으로 연명했습니다.

매일 진행되었던 지식개발발표 평가시간, 스트레스의 연속이였지만 실지

CDTC 과정에 참여하는 저희의 열정만큼 호텔 입구에는 “불꽃”이라는 뜻을

IDC 과정에서는 내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가진 핑크빛 플라밍고가 우리를 맞이해주고 저희도 한국을 대표해서 불꽃처

에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계속 질문하고 수첩에 빼곡히 기록하였습니다. 이

럼 멋지게 날아올라 환하게 비추고 임무완수하고 돌아가야 할 텐데 시작도

제 제가 움직이는 기준과 절차가 되어야 하니까요.

전에 걱정이 앞서네요.

8일 동안 일요일 하루는 자유시간이 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상황이
라 우리 한국팀은 배움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산소공급자코스와 프리다이
코로나 세상 속에 미지의 땅에서 CDTC 과정을 위해 모인 전 세계 25명의
후보생들과 심장 떨리는 자기소개와 함께 8일간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를 받고 강사로써 학생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CD로써 강사를 평가해
야 하는 과정, 역할분담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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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페셜티코스에 참여하여 국위선양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
니다.

5번의 코로나검사와 함께 15일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PADI CDTC과정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코로나 걸릴 줄 알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망설였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걱정을 하고 함께 해결하고 있는 모습
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개방수역평가의 날, 이제 뜨거운 햇살과 느끼고,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도
보고, 푸른 바다위 여유로움도 느껴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엘마르”입니다. ‘엘 마르 (el mar)’는 스페인어로 ‘바
다’라는 뜻으로 이번 저희 한국팀의 팀명이랍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니까요.
팀 과제를 위해 엘마르주식회사를 만들고 홍보, 데이터베이스, 가격 등 책정
하고 인스터그램과 홈페이지제작을 위해 직원인터뷰 등 밤샘 각자의 역할작
업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지금쯤 저는 어디
에 있을까요? 저희 팀인 엘마르주식회사는 참가국 중에 최고로 멋지고 너무
도 완벽했습니다. 엘마르주식회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면 한국
에서도 연매출 100억의 다이빙리조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일간의 긴장된 과정이 끝나고 지식개발발표, 제한수역평가, 개방수역평가,
지식개발평가, 팀평가 등의 모든 코스의 점수를 개인별로 알려주게 되며. 이
곳에서 최종 CDTC 과정의 합격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마르” 팀, 모두들 멋지게 합격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PADI 코스디렉터는 처음 시작하는 오픈워터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과정이라는 IDC를 개최해야 하며,
새로운 강사님들을 만드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16년 전 저의
오픈워터시절처럼 새로운 강사후보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설렘을 기약하
며,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PADI 코스디렉터가 되길 다짐합니다.

곽주성 / PADI 코스디렉터
나라와 언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였지만 참가자들 서로 단체사진도 찍고
춤추고 노래하며, PADI코스디렉터라는 과정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왔을 과정
들을 생각하니 뭉클한 밤이었습니다.

TAKE’S SKINSCUBA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114번지
H.P 010-4605-0970
www.gotak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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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센터 소개

PHUKET KOREAN DIVING ASSOCIATION

푸켓 한인 다이빙 연합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대 위기를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푸켓

① 현재 푸켓 거주 (2021년 4월 1일 기준)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한인다이브센터들이 의기투합하여 푸켓 바다와 다이

② 합법적인 운영

버들 그리고 푸켓 현지 지역 주민들께 작게나마 봉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

(태국 관광청 등록증, 워크퍼밋 소유, 다이빙 책임보험 소유)

에서 한인 다이빙 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③ 교육 품질 보증

코로나19 기간중 지역 봉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비치클린업이나 수중

④ 지역사회 봉사 활동

정화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푸켓 바다를 만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이

⑤ 태국내 법률준수

끝나고 정상적으로 복귀했을 때 태국내 모든 법규를 준수함 (TAT 라이센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 의미없는 버티기식의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

스, 책임보험, 회사등록증 등)과 각 다이빙 단체에서 정해놓은 기준규범들

이버가 사라진 바다를 청소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업그레이드하며, 다이버

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푸켓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이브센

들께 최상의 바다와 최선의 교육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 푸켓에서 노

터들의 모임입니다.

력을 다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합회는 푸켓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을 해오고 있고, 다음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 굳건히 푸켓 바

조건에 해당하는 다이브센타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연합회입니다.

다를 지키고 있었던 푸켓 한인 다이빙 연합회 소속 샵들을 찾아주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푸켓 한인 다이빙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82 |

푸켓 한인 다이빙 연합회
회원사
푸켓다이빙센터 S-26533
•대표 : Danny (PADI CD-473465)
•웹 : http://cafe.naver.com/tkdive
•전화 : +
 66(0)65-405-4610(데니),
+66(0)92-685-9989(써니)
•이메일 : infosunnydiving@gmail.com
•카톡 : CDdanny, sunny270122

도깨비스쿠버(DKB)
•대표 : 오승환
•웹 : www.dkbscuba.com
•전화 : +
 66(0)93-4488-911,
070-4610-0777 (한국인터넷전화)
•이메일 : dkbscuba@gmail.com
•카톡 : sdkb

버블버블다이브
•대표 : 김진표
•웹 : www.bubblebubbledive.com
•전화 : +66(0)94-4257-095
•이메일 : kimjinpio1@gmail.com
•카톡 : pescador

토닉탱크다이브센타
•대표 : 박미정
•웹 : www.tonictank.com
•전화 : +66(0)84-3612-855
•이메일 : sangyae14@gmail.com
•카톡 : tonictank

블루다이브센타
•대표 : 이민정
•웹 : www.bluedivecenter.co.kr
•전화 : +66(0)82-8178-270
•이메일 : info@bluedivecenter.co.kr
•카톡 : haya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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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다이빙의 안전한

입출수 방법
글, 사진 편집부

스쿠바다이빙을 할 때 육지와 바로 맞닿은 곳인 해안에서 바로 입출수를 하는 다이빙을 해안/비치 다이빙
(Shore/Beach Diving)이라 하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해안에서 바로 입수할 수 없는 곳에서는 보
트를 타고 가서 보트에서 바로 입출수를 하는 다이빙을 보트다이빙(Boat Diving)이라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바다에 접한 육지의 일부분을 해안 (Shore)이라 하는데, 지역에 따라 해변에 방파제나 도
크 (Dock)가 설치되어 있거나 입출수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다이버들 사
이에서 보트를 이용하지 않은 해안에서 바로 바다로 입수하는 다이빙의 형태를 비치다이빙(Beach Diving)
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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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리브어보드(Liveaboard)

고무보트

리브어보드(Liveaboard)는 리브어보드보트(Liveaboard Boat) 또는 리브어보

리브어보드 보트의 부속 보트로 사용되거나 선착장이 없어 다이버들이 해

드베셀(Liveaboard Vessel)에서 선박이란 뜻인 보트와 베셀을 생략한 말이

변에서 큰 보트에 올라타기 위해 흔히 사용된 작은 고무보트는 딩기보트

다. 리브(Live)는 ‘생활하다’의 뜻이고, 어보드(Aboard)는 ‘배를 타다’의 뜻으

(Dinghy Boat)나 세미-리지드 인플래터블 보트(Semi-Rigid Inflatable Boat),

로 리브어보드는 다이버들이 승선해서 먹고 자며, 1박 이상을 하며 다이빙사이

조디악 보트(Zodiac Boat) 등이다.

트를 찾아다니며 다이빙을 하는 용선(Charter Boa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딩기보트(Dinghy Boat)는 노를 저어 추진하는 작은 선박 중 가장 작은 배이

리브어보드 다이빙은 하루에 항해하고 돌아올 수 없는 먼 다이빙사이트에 다

다.

녀오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선박은 매일 밤 항구에 돌아올 필요가 없으므

인플래터블 보트(Inflatable Boat)는 공기주입식으로 편의상 고무보트라고 널

로 여행은 다이빙 자체에 집중될 수 있으며, 다이빙사이트 바로 위 수면에 정

리 부른다. 공기를 사용해서 부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몸체가

박하므로 다이버는 언제든지 편하게 수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리브어

최대 강점이나, 반대로 너무 가볍기 때문에 보트가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 또

보드들은 오로지 다이빙하는 일에만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섬의 해안이나

한 가장 잘 일어난다. 몸체 또한 단순 고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나

환초를 따라가며 좋은 다이빙사이트만 골라 계속 이동한다. 따라서 다이버들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치더라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수한 합성원단을 사용

은 다양한 수중지형과 환경을 구경하게 된다. 리브어보드가 찾아다니는 다이

하기 때문에 내구력은 상당한 편이다. 방검복에 사용되는 소재와 비슷해서 웬

빙사이트는 리브어보드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바다들이 많으므로 그 곳의

만한 칼로는 베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수중환경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원시적인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디악 보트(Zodiac Boat)는 모터가 달린 고무보트이다. 조디악 (Zodiac)은

오늘날의 대부분 리브어보드들은 일정 수준을 능가하는 서비스와 시설이 갖

프랑스의 군용고무보트 제조회사이다. 미국에서는 모터 고무보트를 가리키며

추어져 있으며, 고급 리브어보드들은 객실, 화장실, 음식, 기타 시설들이 쾌적

조디악을 보통명사처럼 쓸 때가 있다.

하다. 리브어보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객실은 호텔
의 아주 작은 방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식사는 대체로 뷔페식으로 제공된다.
리브어보드들은 모선에서 바로 입수하는 형식이 있고, 작은 텐더(Tender) 보
트 또는 체이스(Chase) 보트를 이용하는 형식이 있다. 리프의 수심이 낮아 모
선을 가까이 댈 수 없거나 조류가 급변하여 모선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없
는 조건에서는 모선을 깊은 수심에 정박시켜 놓고 소형 보트로 이동하여 다이
빙을 한다. 다이버들은 조류를 따라 편안하게 다이빙하고 텐더 보트는 다이버
들이 내뿜는 버블을 따라 오다가 다이버가 수면에 상승하면 픽업해 돌아온다.

방카보트(Bangka Boat)
필리핀 지역에서 하는 다이빙은 대부분 방카보트(Bangka Boat)라 불리는 나
무로 만든 배를 이용하여 한다. 이 목선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
지 다양하며, 모양은 기다란 카약 형식의 몸체에 날개가 달려있어 흡사 소금
쟁이를 연상케 한다. 긴 몸체 양옆에 달린 아웃트리거(Outrigger)란 날개가 배
의 무게를 분산시켜 몸체의 균형과 부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긴 몸체는
수심이 비교적 완만한 해안 모래 턱이나 해변 근처에 도달했을 때 쉽게 앞뒤
로 움직일 수 있어 배를 쉽게 해안에 접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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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트다이빙의 입출수 방법
보트 다이빙은 원거리 사이트는 리브어보드나 방카보트 같은 큰 배를 타

참고
다이빙 입수 전 안전점검

고 실시하며, 단거리 사이트는 리조트나 다이빙센터에서 작은 배를 타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버디와 함께 장비를 서로 도와주면서 착용을 한다. 그

실시한다.

리고 입수 직전에 버디와 함께 마지막 안전점검을 한다. 안전점검(SAFETY
CHECK)은 사전점검/버디체크라고도 한다. BWRAF는 Begin With Review

보트다이빙에서의 입수와 출수 방식을 좌우하는 요소는 배의 크기와 형

And Friend라고 암기를 하면 쉽다.

태이다. 리브어보드나 대형 다이빙 보트 같이 다이빙 플랫폼이 있는 큰

BWRAF 체크 : BCD, Weights, Releases, Air, Final check

배에서 직접 입출수할 때는 “서서 입수”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다이빙 플

B
W

랫폼이 없는 작은 보트에서는 “앉아서 입수”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CD (부력조절기)를 몸에 알맞게 조절하고 공기탱크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BCD에 공기가 잘 들어가고 빠지는지 확인한다.
eights는 본인이 웨이트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착용한 웨이
트의 양이 적절한지, 웨이트가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고 적절하게 분

산되어 밸런스가 맞는지, 벨트의 버클을 확인하여 위급상황에 한 번에 풀어버

릴 수 있는지 점검을 한다.

R
A

eleases는 위급상황 시에 BC의 버클 또는 웨이트의 벨트 등 응급 사
태에 대비하여 버디와 서로의 해제 장치를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

는지 점검한다.
ir는 공기탱크가 완전히 열려있는지 확인 후에 잔압계를 통하여 충분한
양의 공기가 공기탱크에 충전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호흡기를

통하여 숨을 쉬어보면서 이상한 맛이 나지 않는지, 숨은 잘 쉬어지는지 확인

한다.

F

inal check는 오리발을 챙겼는지, 마스크는 잘 조절하여 머리에 맞는
지, 전체적인 마지막 점검을 함으로써 스쿠버다이빙 바로 전 빠진 것이

나 올바르게 부착되거나 조절되지 않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트다이빙에서 입수 방법
대부분의 경우에서 입수는 BCD를 반쯤 부풀리고 주호흡기 2단계를 입에
물며 마스크와 오리발을 착용한 채 실시한다. 다이브 리더는 바다 조건에
따라 BCD를 완전히 부풀려야 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공기를 빼고 입수하
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①입
 수할 위치의 수심은 어느 정도인지? 조류가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
가? 등을 미리 확인한다.
②물
 로 뛰어들기 전에 장비를 완전히 착용하고 버디와 같이 사전 안전
점검(BWRAF)을 한다.
③ 부력조절기에 공기를 반 정도 넣어 양성부력을 확보한다.

서서 입수 방법
배위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제
일 좋은 방법이지만 사다리가 없는 경우는 배에서 뛰어 내려야 한다. 이
때 입수 방법은 “서서 입수” 하는 방식이다. 서서입수 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소위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Giant Stride)라고도 한다.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Giant Stride) 입수는 다리를 많이 벌리면서 뛰지 말
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 듯 입수한다. 물속에 떨어지는 순간 발을 모으면
서 발차기 하여 몸이 물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이언트 스트라이드
(Giant Stride) 입수

④물
 속에 떨어질 때까지 호흡기는 입에 물고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꼭
잡아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⑤ 왼손으로는 게이지와 옥토퍼스 등을 감싸 쥔다.
⑥ 입수할 곳에 장애물이나 다른 다이버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⑦큰
 걸음을 걷듯이 한쪽 발을 크게 내딛으며 입수한다. 이때 고개를 앞
으로 약간 숙여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공기통 밸브가 머
리 뒤통수를 충격을 주지 않
도록 조심한다.
⑧물
 속에 떨어진 후 일단 수
면에 떠서 다시 한 번 장비
를 점검한다.
⑨부
 력조절기의 공기를 배출
하고 버디와 같이 하강을 시
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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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입수

보트다이빙에서 출수 방법

앉아서 입수 방법에는 뒤로 구르기(Backward Roll) 방법과 옆 돌기(Turn

보트다이빙에서 거의 대부분의 배들은 다이버들이 출수할 때 사다리를

Sideways) 방법이 있다. 뒤로 구르기 입수법에 있어서는 두 다리가 보트

이용하도록 한다. 물에서 나오기 전에 장비를 먼저 벗어 보트로 올리고

안에 놓이고, 옆 돌기 입수법은 두 다리가 보트밖에 놓여진다 (또는 물에

사다리없이 보트 위로 올라가게 하는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

잠기기도 한다).

보트다이빙에서 물에서 나오는 방법은 보트 위로 오를 때 장비를 착용하

뒤로 구르기
(Backward Roll) 입수

고 나오느냐 장비를 벗고서 나오느냐로 구분된다. 보트에 사다리가 준비
된 경우에는 장비를 착용한 채 보트로 올라갈 수 있으나 사다리를 오르
내릴 때는 핀을 벋어야 한다. 그러나 사다리가 T형으로 생긴 것(사다리의
발판 측면이 트인 것)은 핀을 신은채로 올라갈 수 있다.
출수하는 순서는 초보자부터 먼저 올라가게 해야 한다. 같은 레벨이면 남
성보다는 여성이 먼저 올라가게 해야 한다. 출수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은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는 사다리에 매달린 다이버 바로 밑에 들어
가지 말아야 한다. 보트 위로 올라가고 있는 다이버 바로 밑에 있다가 올

작은 배에서 입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앉은 자세 그대로 천천히
뒤로 굴러 등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작은 배에서 떨어질 때는 배의 양쪽
에서 두 다이버가 동시에 떨어지거나 배 뒤쪽에서 입수하여 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수가 있다.
뒤로 구르기 입수는 보통 보트의 중심부 뱃전에 앉아서 한다. 호흡기는
입에 물고 오른손은 얼굴에 쓴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도록 잡고 있으며
게이지와 옥토퍼스는 복부로 가져와 왼손으로 잡고 있다. 턱을 가슴 쪽으

라가는 다이버가 잘못하여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장비를 벗고 보트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장비를 벗어 보트위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BCD보다 웨이트벨트를 먼저 풀어야 하며 핀은 가장 나
중에 벗어야 한다. 장비를 벗어 배로 올리는 순서는 카메라장비나 소시지
같이 손에 들고 있는 것, 웨이트벨트, BCD, 그 후에 핀이며, 핀을 벗을 때
는 사다리를 잡은 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스크는 완전히 출수할 때
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로 당기고 나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몸을 뒤로 자빠지게 하여 물
로 떨어진다.
옆 돌기 입수법은 수면 쪽을 향해서 뱃전이나 플랫폼에 걸터앉아 다리를
보트 밖으로 내놓는다. 준비가 되면 두 손으로 몸을 밀어냄과 동시에 몸
이 보트 쪽을 향하도록 돌리면서 물로 떨어진다.

사다리 없이 배로 올라가는 방법
작은 배에서 사다리 없이 배
에 오르기는 보트의 턱이 매
우 낮아야 가능하다. 이때는
핀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보

맨 몸으로 입수

트위에 올려 주고는 배의 난

바다가 조용하고 조류가 없으면 마스크와 오리발만 착용하고 물로 들어

간을 잡고 팔로 힘껏 당김과

가서 다른 장비를 건네받아 수면에서 착용해도 된다. 이 방법은 가장 힘

동시에 핀 킥을 강하게 하면

이 덜 들고 쉬우며 버디의 도움이 최소화될 수 있다. 허리 상태가 좋지 않

서 몸을 솟구치게 한다. 그리고 배의 난간에 엎어지듯 다이버의 가슴을 걸

는 다이버에게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

치고 한쪽 다리부터 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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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강한 곳에서의 입출수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앵커링(Anchoring, 묘박 : 배가 닻을 내리고 머
무름)에 배를 고정시켜놓고 입출수를 한다. 보트에는 조류라인(Current
Line), 태그라인 (Tag Line), 하강라인 (Down Line) 등과 같은 안전라인
(Safety Line)이 설치되어 있다.
조류라인은 선수에서부터 선미 쪽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줄로 조류가 있
을 때 다이버는 입수하자마자 즉시 이 줄을 잡아야 한다. 조류라인을 잡
고 일행이 입수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즉시 하강라인이나 앵커라
인으로 이동하여 하강을 시작한다. 반대로 출수할 때도 하강라인이나 앵
커라인을 잡고 상승한 후에 보트의 조류라인을 잡고 자기 출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바로 출수를 한다.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공기잔압
을 충분히 남긴 상태에서 상승을 해야 한다.
태그라인은 선미에서부터 풀어낸 상당히 긴 폴리프로필렌 라인 (수면에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입출수

뜬다)으로 다이버가 입수하여 조류라인을 제때에 잡지 못하고 떠내려갔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입출수는 일반적인 백마운트를 착용하는 다이버

을 때 또는 다이버가 보트의 후방으로 상승하여 조류라인을 잡을 수 없

와 입출수 방법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다.

을 때 대신 태그라인을 잡고 몸을 끌어당겨 태그라인으로 접근할 때 사용
하게 된다. 태그라인은 조류가 약한 장소에서도 다수의 다이버가 입수와
하강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강라인은 다이버들의 하강과 상승 및 감압 정지를 도와주는 라인으로
맨 끝에 무거운 웨이트를 달아 물속으로 내린 줄이다. 하강라인 대신에
앵커라인(Anchor Line)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강라인은 해저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앵커라인과는 다르다.
참고
무어링브이(Mooring Buoy, 계선 부표) - 해저에 앵커(Anchor)나 고정물체
에 밧줄로 수면위에 무어링볼(Mooring Ball)을 연결한 것으로 배들이 직접 앵

맨몸으로 입출수

커를 내리지 않고도 배를 묶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의 입출수에서 맨몸으로 입출수 하는 방법을 가장

다이빙보트에 설치되는 안전라인(Safety Line) - 다이빙 보트들은 다이버들이

추천한다. 보트다이빙의 경우에 이용하는 배의 종류와 형태가 다 다르기

입수하거나 출수 또는 하강할 때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3가지 안전라인(Safety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보트 위에서 공기탱크를 착용하는 것이 어려울

Line)을 설치해 준다. 이 중에서 두 개는 수면에 뜨는 라인이며 한 개는 수중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출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류가 없고 수면이 잔잔

드리워지는 라인이다. 수면에 뜨는 안전라인에는 조류라인(Current Line)과 태

한 바다일 때가 가장 적합하다. 이 방법은 입출수할 때 힘이 적게 든다.

그라인(Tag Line)이 있다. 조류라인은 점프라인(Jump Line), 함미라인(Stern
line), 트레일라인(Trail line)이라고도 하고, 태그라인은 스윔라인(Swim Line)이
라고 한다. 수중에 드리워지는 라인은 하강라인(Down Line)이다.

부력조절기에 부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수를 한 후에 데크나 보트위로
부터 공기탱크를 넘겨받아 수면에서 착용하도록 한다. 출수의 경우에도
수면에서 공기탱크를 탈착한 후에 데크나 보트위에 먼저 올려준 후 맨몸
으로 출수를 한다.

공기탱크를 착용한 채 입출수
수면의 조류가 강하고 파도가 높은 수면에서 공기탱크 넘겨받는 것이 어
태그라인

조류라인

려운 환경에서는 데크나 보트위에서 공기탱크를 착용한 후에 입수를 한
다. 이때는 데크나 보트의 공간이 비교적 넓어 두 개의 공기탱크를 체결
하고도 이동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 맨몸으로 입수를 하는 것에 비해
체력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다.
이 방법은 신체에 공기탱크의 위치를 적절히 설정하여 입수중에 충격으
로 인해 손목 등 신체의 부상이나 부담이 없도록 한다. 공기탱크를 착용
한 채로 출수해야 할 경우에는 호흡기나 라이트 호스들이 출수과정에서
어딘가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정리를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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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치다이빙의 입출수 방법
비치다이빙은 모래 해안과 바위 해안으로 나눌 수 있다. 비치 다이빙은
조류나 파도의 세기에 따라 상당히 위험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바위 해안에서 입·출수
수심이 얕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 파도가 칠 때는 상당히 위험하므로 그
곳에서는 다이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 문섬과 같이 수심이 깊고

모래 해안에서 입·출수

파도가 그리 세지 않은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출수 방법으로 할 수 있

1) 입수

다.

파도가 강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때는 다이빙을 포기해야 한다. 그
러나 얕은 해안에서만 약간의 파도가 일고 깊은 곳은 잔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다.
①물
 에 들어가기 전 모든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다. 파도가 치는 물속에
서 핀을 신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파도에 휘말려 넘어가기 쉽다. 핀은
무릎이 물에 잠길 정도의 깊이에서 핀을 착용한다.
②수
 영할 수 있는 깊이까지 뒤로 걸어서 들어간다. 버디끼리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파
 도의 주기를 살펴보고 약한 때를 골라 파도 밑으로 들어간다.
④호
 흡기는 처음부터 입에 물어 파도 속에 섞여 잇는 모래가 호흡기 안
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뒤로 걷는다
파도치는 해안으로 들어갈 때

1) 입수
들어갈 지점과 나올 지점을 미리 결정한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2) 출수

위험하므로 나올 때를 특히 대비해야 한다.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모래가 있는 비치다이빙을 마치고 육지로 출수할 때에는 파도를 타고 완

셀 때는 다이빙을 포기해야 한다.

전히 해안 끝에 도달할 때까지 엎드려 유영해 나간다. 얕은 곳에 있다고

장비를 완전히 갖춘 후 파도가 들어 왔다가 나가는 순간에 서서 입수를

해서 일어서서 걸어가려 하면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안전한 곳까지 충분

한다. 다리를 많이 벌리면서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 듯 입수한다.

히 나온 후에 핀을 벗고 걸어 나오도록 한다.

물속에 떨어지는 순간 발을 모으면서 발차기 하여 몸이 물속으로 너무

모래비치에서는 파도 속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장비 속에 모래가 많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음 주기의 파도에 밀려 바위에 부딪치지

들어가게 되므로 다이빙 후에는 특히 장비세척을 깨끗히 해야 한다.

않도록 충분히 헤엄쳐 나간다. 안전한 지역에 도달하면 장비를 점검한 후
버디와 같이 하강을 시작한다.

2) 출수
해안에서 나올 때

파도가 약하고 올라가기 좋은 지점을 선택한다. 파도를 타고 올라와 바위
를 꼭 잡고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다음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빨리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바위가 많은 곳에서 다이빙할 때는 특히 두꺼운 장갑과 신발이 필수적이
며, 바위들은 미끄럽고 날카로우므로 뛰거나 성급한 행동으로 넘어져 다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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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난기류와 비행 공포증
난기류 (Turbulence)
항공기가 운항할 때 공기의 불규칙한 흐름으로 기체는 앞뒤좌우로 흔들리

항적 난기류 (Wake Turbulence)

거나 고도변위 등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현상을 난기류라고 부른다. 난기

비행 중에 항공기의 날개가 양력을 생성하면서 날개 끝에 소용돌이 같은

류는 공기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항공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며 생긴다. 그 너비는 기체 날개 너비의 약 2배이

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기류가 불안정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 불안하고

며 1분에 약 150m를 하강, 기체로부터 약 300m 아래까지 내려가서 잔존

초조해지며 이로 인해 승객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멸한다. 심지어 육안으론 확인이 어려워 그

최근 미국 NBC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행 공포로 고통 받고 있는

저 사전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이 현상은 기체가 크고 무

사람은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착륙 시에는

게가 무겁고 외장이 깨끗한 비행기, 즉 대형 항공기에서 더 크게 발생하게

물론이고, 비행 중 비행기가 덜컹거리거나 큰 소음이 들릴 때도 극도의 불

되는데 만약 지나가던 소형항공기가 대형 항공기의 항적 난기류에 들어간

안감에 시달린다. 심한 난기류를 경험한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있다.

다면? 흔들~ 흔들~ 기체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겠다. 항적 난기류가 유
난히 항공기 덩치 차이에 예민한지라, 통상 이착륙 시에 큰 항공기가 움직

일반적인 난기류(Turbulence)

이면 5분 이내엔 작은 항공기를 이륙시키지 않거나 기체 간 일정 고도 및

일반적인 난기류는 고도 및 구름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기압의

거리를 조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정(예: 특정 구름, 번개의 발생 등)으로 생기는 것이다. 항공기가 순항
하는 9-12km의 대류권계면이나 심지어는 성층권에서도 발생하며, 유체

청천 난기류(Clear Air Turbulence)

소용돌이의 크기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의 지역 전체에 국지적인 영향을

가장 위험한 난기류는 단연 청천 난기류 (Clear Air Turbulence)라 할 수

미칠 정도로 거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난기류의 경우에는 특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현

정 모양의 구름이나 뇌우가 발생하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상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산맥을 지날 때 강한 기류가

대처하는 게 용이한 편이다.

그 아래쪽에 강한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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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이 아니더라도 권계면(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으로 대류권의 윗면을
말함)을 지날 때 그 주변에서 불던 강한 제트기류가 주변 공기를 교란시키
기 때문이다. 특히 보통 난기류의 경우엔 육안으로 파악되거나 (자연발생
적인 경우),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피할 수 있지만(항적 난기류의 경우) 청
천 난기류는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 기상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상당하다.

비행 공포증
(Fear of flying, Aerophobia,
Aviatophobia, Aviophobia)
비행 공포증은 혐기증이라고도 하며, 비행기를 타는 것을 무서워하

난기류를 극복하는 방법

는 증상이다. 원인은 과거에 사망자가 나온 항공 사고와 사건의 보

난기류에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난기류의 위험도는 낮다. 항공

는 사고에 휘말린 경험을 체험하거나 듣거나 금속과 같은 거대한 물

사의 입장에서 난기류에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체가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사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면 지시대로 안전띠를 매

비행 공포증의 증상은 비행중에 호흡이 답답해지고, 맥박이 빨라지

도에 의한 영향, 과거에 자신이나 지인이 탄 항공편이 어떤 문제 또

고 침착하게 기다리라. 난기류는 일종의 비포장도로를 운전하고 지나가는

며,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등의 신체 증상이 일

것과 같다.

어난다. 또는 조종사가 혹시 졸음 운항을 하거나 엔진 고장이 일어

비행기는 엄청난 충격에도 잘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비행기의 날

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으로 인해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개는 90도 수준까지도 휘어지기에 웬만큼 강력한 돌풍에도 견뎌낼 수 있

비행 공포증은 비행기를 많이 타 본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예

으며, 최악의 난기류를 만난다 하더라도 최대 30m까지만 추락할 뿐 그 이

로 비행 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비행횟수가 82회

상은 하강하지 않는다고 한다.

로 집계된 환자들중 85% 정도가 자주 비행기를 타서 비행 공포증에

조종사는 비행 전 기상 상황 리포트나 기내 레이더 장비, 앞서간 항공기로

걸렸다고 답했다. 이런 비행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

부터 다양한 기상정보를 전달받아 어느 정도 난기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면 항공여행으로 인한 불쾌한 자극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트엔진의

덕분에 난기류를 겪기 전 미리 좌석벨트 사인을 켜고, 난기류를 대비할 시

소음이나 난기류로 인한 기체 요동, 그리고 기압변화에 의한 귀의 통

간을 벌어 주기도 한다.

증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없다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난기류로 인한 추락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난기류는

느낌 자체가 불안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나타난 공포에

자동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요동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잘 와 닿

질린 기장이나 승객의 모습이 떠올라서 현재와 비교해 과대평가하며

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상에서는 바퀴가 자동차를 떠받치고

힘들어 하기도 한다고 한다.

있다. 비행기의 경우 날개가 기체를 떠받치는 바퀴의 역할을 한다. 날개는
안정되고 매끄러운 공기층을 미끄러지듯 타는데, 흐름이 불규칙한 공기층
을 만나면 당연히 흔들리게 된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울퉁불퉁한 노면에
서 요동치듯 말이다. 자동차가 비포장길에서 덜컹거린다고 어디 낭떠러지
로 떨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비행기 역시 불안정한 기류에서 흔들린다고
어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 날던 비행기가 순전히 난기류로 인해 추
락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한다.
앞으로 비행기 여행 중 심한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는 말
자. 좌석 벨트를 매고 눈을 감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

비행 공포증 극복하는 법

된다.

•4-7-8 호흡법 익혀두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노력으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비행기

4초간 들이키고 7초간 멈춘 후 8초간 내뱉는 호흡법이다. 혈액에 산

몸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면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 써내

소를 공급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마음을 진정시켜 안정을 찾는 데 도

려가라는 것이다. 단 이때 글씨는 평소 펜을 잡는 손 말고 나머지 한 손으

움이 된다.

로 써야 한다. 평소 글씨를 쓰던 손으로 이름을 쓰면 무의식적으로도 줄줄

•복도를 걷고 스트레칭하기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외부 환경에 신경이 쓰인다. 반면 안 쓰던

불안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경직된다. 좁은 좌석에만 앉아 있으면 긴

손으로 글씨를 쓰면 쓰기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장 이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도를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

에 대한 몰입과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 패턴을

면 컨디션에 도움이 된다.

훼방 놓기 때문에 기내 환경에 신경이 덜 가게 된다고 한다.

•생각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빨대를 이용해 호흡을 하는 방법이다. 두렵고 불안하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한다면 컨디션

면 호흡이 빨라져 과호흡을 하게 되는데, 과호홉은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수 있다. 빨대로 숨을 쉬면 한꺼번에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내쉴 수
없기 때문에 과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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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스마트 다이버의 조건

글 싣는 순서

다이버 에티켓

- 1부 다이브센터에서

글, 사진 김수열 / 노마다이브 대표

다이브 리조트에서

- 2부 다이빙 전용 수영장에서
- 3부 -

다이브 리조트에서

COVID-19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다이브리조트의 고통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리조트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역 마찰을 견디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뤄놓
은 것이다. 다이빙에 대한 열정 점수가 있다면 운영자들이 최고점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
운 시기임에도 리조트의 보수와 현지 직원들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고통을 견디는 진정한 다이
버들이다. 보통의 다이버인 나도 공기 충전을 위해 멈추지 않는 컴프레서 소리가 그리운데, 리조

- 4부 수중에서
- 5부 데이트립 보트에서

트 운영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감히 짐작해 본다.
목요일 18:00시 퇴근과 동시에 일상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공항으로 달려가는 다이버들은 비
행기에 탑승하고 나서야 열대과일과 맥주한잔에 가까워진다. 리조트에 도착하면 긴장이 풀리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다보니 사소한 부분에서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스쿠버다이
빙을 배우기 위해 이용해야만 하는 다이브리조트 시설에서의 에티켓을 점검하고, 기다려온 휴가
가 값지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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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 리브어보드에서

모알보알의 클럽하리 리조트

다이브리조트란?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해서는 보통 2~5회 정도의 해양실습이 필수로 요구
되고, 1박 2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다이빙은 기본이고, 여건에 따
라 숙식 서비스가 모두 제공 가능한 전문 시설을 다이브리조트라 부른다. 리
조트는 보통 다이빙 전용 선박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에 힘쓰고,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복합 레저시설이다.

교육 + 수영장 + 다이브투어 + 숙박

교육 + 다이브투어

스쿠버 다이빙 교육과 투어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리조트는, 설 수 있는 얕

유명 관광지 제주의 경우 저가형 호텔 및 숙박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서

은 물과 설수 없는 깊은 물을 모두 갖춘 수영장과 압축공기 충전서비스를 제

비스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이 제공하는 보트서비스를 이용받으며, 오롯이 다

공하며, 응급처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숙박이 가능한 객실을 운

이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 시설이 많아졌다. 반면 우도, 동해,

영하여 다이버들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남해에 위치하는 다이브리조트들은 전용 보트를 이용하여 가까운 연안의 다
이브사이트를 소개하며, 다이버들이 장비를 준비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이

제주 오션트리 리조트

동을 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역정보(규율, 환경)에 능통한
다이빙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우도다이브 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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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에티켓
리얼스토리1 - 건강한 음주생활

리얼스토리3 - 무모한 다이버의 무리한 요구

조용히 즐기고 싶은 커플 다이버와 그룹다이버들 간에 소음으로 인한 마찰

동창생으로 구성된 남자 다이버 세 명은 연휴를 낀 성수기에 제주에서의 펀

이 있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음주로 인해 다음날 보트 스케줄에 지장이 생겨

다이브를 계획하고 숙소 2박, 2일간 3회의 다이빙, 그리고 장비렌탈 예약을

커플은 뙤약볕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브리조트 운영

했다. 그런데 바다날씨가 허락하지 않아 다이빙 진행이 어렵다는 리조트 오

자가 나서면서, 다이브리조트 측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듣게 되

너에 말에 일행은 어렵게 낸 시간이므로 진행해 달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

는 피해자가 되는 슬픈 일이 있었다.

지지 않았고, 일행은 다이빙이 아니면 이곳에 숙박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숙
박비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다. 성수기 숙박은 비다이버들로 충분히

에티켓 그룹의 경우 보통 대화중 목소리가 높아지기 쉽고, 음주로 인한 통
제 불능 상태에 도달하기 쉽다. 때문에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민망

채울 수 있음에도 다이버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는데 이에 환불은 무리한
요구였지만, 하는 수 없이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한 행동으로 주변인들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다음날의 다이빙 계
획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위험할 수 있으니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에티켓 하느님과 동업한다고 할 만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모두를 기쁘

바람직하다. 다이빙 그룹의 입장은 다르다. 커플의 애정 행각에 그룹 또한 눈

게 혹은 슬프게 한다. 이용자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날씨의 변수에 대응할

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르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리조트 측에 항의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용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 피

했고, 결국 리조트 매니저는 두 그룹을 따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보트를 빌려

해를 최소화하고, 리조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시간을

야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내고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여행이라 그 무엇을 해도 즐거우니, 다이빙을 위
한 여행보단 여행 중 다이빙을 즐기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리조트 오

사진 5

너는 보통 다이빙과 연관된 선배인 경우가 많다. 후배다이버, 고객을 위한 구
체적이고 친절한 이용/환불약관을 공지하고 그들의 다음 여행을 위해 마음
을 열어두면 고객들 또한 이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리얼스토리2 - 분실물
객실에 보관된 다이버의 귀중품 분실로 리조트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과 다른
객실 손님들이 전부 의심받게 되고, 다이버는 자작극 혹은 다른 곳에서 분실
된 것을 의심받으며 불편함/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CCTV를 확인해야 하는 매니저, 그리고 결국 오너의 주머니에서

리얼스토리4 - 오리발 사장님

그 비용을 배상해 주면서 모든 이들을 속상하게 만들며 일이 마무리가 된다.

에메랄드 빛 바다가 인상적인 이곳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배편이 끊기
면 오가지 못하는 귀한 곳이다. 어렵게 입도하게 된 다이버팀은 다이브리조

에티켓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다이브리조트를 찾는 다이버 스스로 이용요

트 측에 숙박과 다이빙 일체를 예약하였으나 약속(보여준 사진)과 다른 실망

금을 미리 지불하거나, 리셉션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의 다이브리조

스런 숙소를 제공하며, 나 몰라라 하는 리조트오너의 태도로 인해 일정 내내

트는 예약금을 내고, 체크아웃 때 잔금을 지불하며, 일정동안 돈을 사용할 일

다이버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 반면 리조트 측은 지역 주민을 소개했을 뿐

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쩔 수 없이 방안에

본인은 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잠금장치가 있는 본인의 큰 캐리어에 넣어 두도록 한
다. 근래는 리조트가 있는 지역도 인터넷 사정이 좋아져 신용카드의 사용이

에티켓 오지의 다이빙은 설레고 새롭다.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대안은 본

편리해졌으므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의 책임이다. 보통 주변에 숙소가 충분하면 여러 방법으로 예약하겠지만,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분실물)에 가입하여 현지 경찰로부터 확

바쁜 일상으로 인해 현지의 일정 모두를 다이브리조트 측에 맡겨두는 것은,

인서를 받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리조트에게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용자 또한 리조트의 한계를 배

94 |

리조트 이용을 위한 유용한 팁
려하고, 리조트 측은 지역 주민의 숙소를 알선할 때 본인의 책임한계를 공지
하여 숙소를 직접 예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

1. 자
 격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경험을
리조트에 공지할 것

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리조트 운영에 도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이므로, 짝과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움이 될 것임을 잊지 말자.

있어야 한다. 리조트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설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이

리얼스토리5 -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사람

에 첫 다이빙이 버려진다 생각을 말고 리뷰다이빙을 하기 바란다. 시간이 허

장호항의 한 다이브리조트를 이용한 회사 동호인들은 다이브리조트의 협조

락한다면 여행 전에 아래 다이브센터를 찾아 수영장 리뷰 프로그램에 참가하

하에 수중정화활동을 하였고, 소개받은 주민이 운영하는 숙소를 1박 이용하

고, 증명을 받아가 여행지에서 충분히 즐기기 바란다.

본인의 책임이다. 다이빙 공백이 크다면 리뷰를 받아야만 한다. 짧은 휴가 중

였다. 며칠 뒤 다이브리조트 오너께서 숙소 주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숙소를 사용하고 정리한 다이버는 없었다”는 칭찬을 들어 리조트

2. 개인장비 관리

오너로부터 감사인사를 전해 받게 되었다.

다수의 다이버들은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데, 유행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장
비가 뒤섞이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개인 장비에 이름표 혹은 본인만의 표식

에티켓 몇 해 전부터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며 유명세를 떨치던 장호항은 그

을 달아두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자. 또, 유자격 다이버로서 본인의 장비는

야말로 맑고 깨끗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바다이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세척과 건조를 하도록 한다. 액세서리나 작은 장비들은 다른 장비에

지역 주민들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숙소를 제공하고, 다이버들은 숙

섞여 원치 않는 분실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 세척망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소 내 흡연/삼겹살/생선구이 금지를 잘 지켰을 뿐이고 이부자리를 정리해 둔
것 외에 특별할 것도 없었다. 다이브리조트 오너께서는 다이버들의 장비가
숙소로 가지 않도록 리조트에 보관해 주었고, 지역 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느라 애써주심에 다이버들이 기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오션테그 세척가방

3. 과도한 선블럭
열대의 태양은 피하기 힘들다. 즐겨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썬블럭은 리조트
수영장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때문에 썬블럭을 최소화하기 위
해 모자, 래쉬가드 등을 사용하고, 썬블럭을 사용한다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
하기 바란다. 우리의 바다는 다음 사람도 깨끗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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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장비 관리

7. 예약과 이용시간

다이브리조트에서 제공되는 장비들은 다수의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장비이

다이버들의 마음은 대부분이 비슷한지 공휴일이 하루라도 끼어 있다면 그날

고, 나에게 딱 맞는 맞춤복과 같은 장비가 제공되지 못 할 수 있다. 그리고

은 다이브리조트가 붐비는 기쁜 날이다. 이를 위해 리조트 예약은 짧게는 3

초보다이버의 경우는 착용감에 대해 좋고 나쁨을 알기 어렵다. 리조트 시설

개월 길게는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해야 한다. 급박한 예약과

과 교육을 예약할 때에는 본인의 사이즈를 정확이 알려주고, 제공받은 장비

취소로 인해 본인과 리조트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의 사용법을 숙지하기 바란다. 또 장비 파손으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호텔/리조트 이용은 보통 체크인 15시, 체크아웃은 12시이다. 하지만 조금

꼼꼼히 체크하고, 만약 사용 중 파손이 생긴다면 정확히 운영자에게 알려야

이라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야간 비행 후 새벽에 체크인, 늦

한다. 만일 파손된 부분에 대해 체크하지 못한다면 다음 다이버가 위험에 처

은 밤비행기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5일을 지내지만 실제로 숙박은

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잊지 말도록 하자.

2.5박을 하는 아쉬운 경우가 생긴다. 근래 몇몇 리조트는 late check in-out
손님을 위한 패키지로 배려하는 곳도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5. 숙소/공간 활용
숙소는 다이버들 뿐 아니라 일반 여행자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

8. 팁(Tip)

장비외 용품을 객실에서 다룰 때에는 침구/소파 오염이나 타일이 파손되지

팁(Tip)은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아드레날린과 같다. 그들의 웃음과 서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제한된 크기의 수영장 공간과 식당, 공용 공

비스는 해맑고, 진솔한 경우가 많다.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Tip으로 마음을

간 활용에 있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근래 프리다이버들의 오전 명상의 공

표하는 것도 좋다.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 1일 10$ 정도로 일정 중 50$로 다이

간으로 사용되는 곳 주변은 고성방가나 흡연을 자제해 주어 그들의 수련을

빙 스텝과 비다이빙 스텝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집으로 향하는

배려하고, 프리다이버들은 사용 후 정돈하여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자.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과 무거운 양손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스마트 다이버의 필수인 매너는 정신적으로 가혹하다. 하지만 우리는 고급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매너 있는 다이버이고, 직접 바다를 여행하는 환경 지
킴이 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에는 여행자이고, 우리가 사는 곳으
로 또 다른 여행자가 오기도 한다. 지금은 발길을 옮기기 어려운 시국에 있지
만,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 그토록 기다리던 값진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관
광으로 삶을 유지하는 국가로 여행하는 우리 여행자들의 에티켓은 이제 필
수이다.

6. 현지 스텝의 인격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다. 그리고 고용자이고, 고용
인이다. 현지에 일하는 한국인 매니저도 현지 직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고
작 며칠 지나치는 여행자이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오래토록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한국인
의 인식이 좋지 않다면 한국인 리조트 오너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다.

•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강정훈CD 010-5256-3088) www.scubamall.kr
• 광주-CC다이버스(위영원CD 010-3648-1886 )www.ccdivers.com
• 대전-넵튠다이브(박금옥CD 010-5408-4837) www.alldive.co.kr
• 부산-씨월드(임호섭CD 010-4846-5470) www.seaworld-busan.co.kr
• 수원-고프로다이브(홍찬정CD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 용인-고다이브(임용우CD 010-6317-5678) www.godiving.co.kr
• 제주-오션트리(양충홍CD-010-3692-7252) www.oceantree.co.kr
• 제주-굿다이버(정혜영CD-010.8869.2370) www.gooddiver.com
• 강원-남애스쿠바리조트(김정미CD 010-6634-4475) www.namaescuba.com
• 서울-노마다이브(김수열CD 010-7114-9292) www.noma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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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한국 바다의 웃는 돌고래

상괭이

학명 : Neophocaena phocaenoides
영명 : Finless porpoise
한글명 : 상괭이

글 편집부, 사진 해양수산부제공

상괭이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여섯 종의 고래 중 하나로 몸집이 작은

강가에서 사는 기회적 포식자로서 어류, 새우류, 오징어류, 문어류, 해조

돌고래다. 영문명은 ‘Finless Porpoise’로 ‘지느러미가 없는 고래’라는 뜻

류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다.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갈치, 전어, 멸치 등의

이다. 이름처럼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에는 지느러미 대신

어류와 자주새우, 꽃새우, 중하 등의 새우류, 낙지, 오징어, 꼴뚜기 등 다

작은 돌기가 나 있다. 몸집이 작고 가늘어 ‘흰돌고래’로 착각하기도 한다.

양한 먹이를 먹고 산다.

성체의 크기는 약 1.5~1.9m, 무게는 60kg 정도다. 주둥이가 거의 없고,

서식지에 따라 상괭이의 크기나 무게, 색이 다를 수 있다. 양쯔 강 유역에

둥근 앞머리 부분이 입과 직각을 이룬다. 목이 매우 유연하다. 크기와 형

사는 상괭이의 경우, 몸 색이 매우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 시기도 서

태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몸 색은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나이가

식지마다 다르지만, 대개 봄에서 여름 사이에 번식한다.

많은 개체가 어린 개체에 비해 일반적으로 흰색을 띤 회색이다. 거의 검

상괭이는 주로 아시아의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주

은색에 가까운 개체도 있다. 아래위 턱에 13~22쌍의 이빨이 있다.

변 해역에 수중 50m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그중에서도 중국

민물 또는 수심이 얕은 바닷물에 산다. 두 마리가 쌍으로 다니거나 단독

양쯔 강에 서식하는 개체군이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서해안에서 비교적

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무리를 이룰 경우에는 열 마리 정도의 작은 무

흔히 나타나는 종으로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2006년에

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 최대 50마리까지의 무리가 보고

는 한강 반포지구에서, 2015년에는 선유도공원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

된 적도 있다. 다른 쇠돌고래류와 같이 행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뱃머

상괭이는 특성성 연안에 서식하므로 그물에 걸리거나 포획으로 죽는 경

리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경우도 없으며, 해역에 따라서는 배에 접근조차

우가 많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도 상괭이 개체 감소의 주요

하지 않는다. 어미가 등 위의 작은 돌기가 나 있는 부분에 새끼를 태워 이

원인이다. 2012년 기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레드 리스트 (Red List)

동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번식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된 적이

분류로 ‘취약 (VU, Vulnerable)’ 단계의 멸종위기종이다. 취약 (VU) 단계는

없으나, 양쯔 강에서는 2~4월, 일본에서는 4~8월이 번식 시기로 보고되

‘멸종 우려’ 단계의 하나로 아직 심각한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위험에

고 있다. 수명은 20~25년 정도다.

처할 가능성이 큰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상괭이는 대륙 연안의 온난한 바다나 민물에서 서식한다. 얕은 바닷가나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도 상괭이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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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 바다에 사는 고래류

자주 보이는 종
•Minke whale 밍크고래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남방큰돌고래
•Common dolphin 참돌고래
* long-beaked common dolphin
(긴부리참돌고래),
short-beaked common dolphin
(짧은부리참돌고래) 모두 관찰됨
•Finless porpoise 상괭이
•Pacific white-sided dolphin 낫돌고래
•Spinner dolphin 긴부리돌고래
•Risso's dolphin 큰머리돌고래

가끔 보이는 종
•Striped dolphin 줄박이돌고래
•Pantropical spotted dolphin
점박이돌고래
•Bottlenose dolphin 큰돌고래
•Short-finned piolt whale 들쇠고래
•Killer whale 범고래
•Rough-toothed dolphin 뱀머리돌고래
•Melon-headed whale 고양이고래
•Pygmy killer whale 들고양이고래
•False killer whale 흑범고래
•Dall's poiporse 까치돌고래

드물게 보이는 종
•Northern right whale 북방긴수염고래
•Beluga 흰고래
•Bryde's whale 브라이드고래
•Sei whale 보리고래
•Humpback whale 혹등고래
•Ginko-toothed beaked whale
은행이빨부리고래
•Harbor porpoise 쇠돌고래
•Northern right whale dolphin
고추돌고래
•Stejneger's beaked whale 큰이빨부리고래
•Curvier's beaked whale 민부리고래

예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종

•Blainville's beaked whale 혹부리고래

•Gray whale 귀신고래

•Baird's beaked whale 큰부리고래

•Blue whale 대왕고래

•Dwarf sperm whale 쇠향고래

•Fin whale 참고래

•Pygmy sperm whale 꼬마향고래

•Sperm whale 향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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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상괭이 전방위 보호 추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연안에서 혼획·좌초로 폐사가 증가하

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팀은 드론과 같은 무인기

고 있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실태 조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

를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구 보급, 구조·치료기관 운영 등 전방위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을 방지하

혔다.

고자 상괭이가 가장 많이 혼획(약 81%, 2015~2019 기준)되는 안강망 어

‘웃는 돌고래’라 불리는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우

업에 상괭이 탈출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해 마쳤으며, 올

리나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그 중 우리나라

해 3월까지 세부적인 설치 규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상괭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자산어보>에

올해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4월부터

나오는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에서 유래할 정도로, 상괭이는 과거 우

근해안강망 어선 63척에 우선 보급한 후, 순차적으로 연안·근해 어선까

리 조상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토종 돌고래다.

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에 의한 서식지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혼획·좌초된 상괭이의 신속한 구조·치료, 방류

훼손 등으로 상괭이 개체수가 2004년에 36,000여 마리에서 2016년에

를 위해 전국 11개소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는 17,000여 마리로 급감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관련 지침 개발·보급과 구조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00여 마리의 상괭이가 폐사하였으며,

다. 아울러, 어업인을 대상으로 상괭이 혼획 시 신고절차, 해양동물 구조

이 중 혼획으로 인한 폐사는 총 4,545마리(연평균 909마리)로 매우 심각

신고 어업인 인증제도(착한 선박)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

한 수준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함으로써 상괭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혼획 신고에 적극 동참하도

하고 2019년에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주변해역을 국내 최초의 상괭이 해

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보호생물인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상괭이의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상괭이의 보호를 위하여 서식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좌

다각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괭이의 생태 등 기초자료

초·혼획된 상괭이의 신속한 구조와 방류를 위한 구조·치료기관의 전문

를 확보하기 위해 고래연구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서해 남부와 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상괭이가 혼획의 위협으로

남 연안에서 상괭이 서식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상괭이는 예민하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 바다를 누빌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

여 근처에 배가 다가오면 피해버리는 습성이 있어, 선박을 활용한 조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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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괭이 서식 실태 조사 현황

상괭이 출현지점
1차조사 상괭이 출현지점
2차조사 상괭이 출현지점

상괭이 탈출장치 원리 및 어구 부착 형상

상괭이 탈출장치를 안강망 어구에 부착한 모습
안강망 어구
자루그물

자루그물

탈출구
유도망

물고기

탈출구

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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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바다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액션을 취하는
토치베어러(Torchbearer-횃불 든 선두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해양 보존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강화하세요.

글, 사진 Katie Thompson님이 작성, PADI 글로벌 디렉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0년에 우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봉쇄의 결과로 전 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동 프레임 워크를 위한 전 세계 해양 이해 관계자들

계 해양생물의 부활을 목격했으며, 환경보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과

희망합니다. 기후 및 환경 위기는 팬데믹 사태에 대해 뒷걸음질을 치게 되

학 10년(2021-2030)을 선언했습니다.

었고, 글로벌 조직으로서 지구가 직면한 이러한 거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
해 계획된 미팅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많은 계획이 보류되었

PADI는 바다를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을 모으고 함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위협과 – 또 이를

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시급함은 –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자연이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글로벌 시민들은 바다를 구하기 위한 운동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을

위기는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와 인류에게 시급한 위협이며, 각 챌린지는

수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시기입니다.

서로에게 기여합니다. 2021년에는 해양의 해(2020년)가 될 글로벌 추진력
을 되찾기 위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모든 레벨에서 협력해야 하며, 앞으로

다행히도, 우리는 인류와 바다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흐름을 바꿀 수

10년 동안의 행동과 실행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에서 거북

있는 액션을 아직 취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 앞으로 10년 동안 – 우리

이, 물고기, 산호초가 사라지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

가 하는 일은 우리의 글로벌 해양의 건강과 인류의 웰-빙(well-bing; 복지)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

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은 해양 건강의 쇠퇴 주기를 되돌리고 해양 과학

져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된 조건을 만드는 국가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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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토치베어러 커뮤니티는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내내, 우리는 하나의 바다 30×30 청원서(We Are One Ocean 30
×30 Petition)의 지원을 위해 계속 집회할 것이며, 2030년까지 우리가 공
유하는 글로벌 바다의 30%를 보호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할 것
입니다. 2월에는 모든 토치베어러들이 대보초(Great Barrier Reef)를 조사
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시민 과학 노력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센서스
(Great Barrier Reef Census)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보존의
주요 파트너인 프로젝트 AWARE와 함께 숏핀 대서양 마코샤크(Short-Fin
Atlantic Mako Shark)를 구하기 위해 토치 베어러들을 모집하고, 또 PADI
의 주력 시민 과학 프로그램인 다이브 어게인스트 데브리스(Dive Against
Debris)를 전 세계 폐기물 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
장시킬 것입니다.

PADI 토치베어러 (Torchbearer-횃불 든 선두자) 커뮤니티는 지구를 치유
하기 위한 액션에 깊이 관심을 갖고 또 자연 및 그들이 생활하고 또 여행하
는 커뮤니티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열려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해양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의제를 돕기
위해 PADI는 2020년에 토치베어러 커뮤니티를 조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와 산호 건강의 악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수중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노

2021년은 바다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미션과 비전 성명서를 다시 작성하여 비즈니스

제시할 것입니다.

전반에 걸쳐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다이버들과 또 다른 해양 애호가들을 동원하여 바다

• 다가오는 세계 해양의 날인 6월 8일: PADI는 바다를 위해 일어 설 수 있

를 옹호하고 또 바다와 전 세계 다이빙 커뮤니티의 변화를 위한 선의 힘이

는 방법으로 다이버들과 해양 애호가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PADI

면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 인트액티브 경험을 출시할 것입니다. padi.com의
확장된 보존 포털(Conservation Portal)은 PADI의 보존 코스와 프로그램

“바다의 탐험가이자 또 바다의 건강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우리의 유산을
정의하기 위해, 지금이 우리 스스로를 좋은 선두자로 정의해야 할 때입니
다.” –Drew Richardson, PADI 회장 겸 CEO

을 강조하고, 또 토치베어러의 커뮤니티 이야기와 또 이들이 전 세계의 바
다와 우리의 다이빙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 PADI 웹사이트의 새로운 도구를 통해, 방문객들은 전 세계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서 보존 코스, 이벤트 및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PADI 토치베어러는 바다의 또 다른 동맹자입니다. 커뮤니티가 클
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토치베어러
5(Torchbearer 5) 커뮤니티 선언문은 접근 방식을 단합하고, 또 앞으로
의 액션을 가이드하여 개인의 기여가 인류와 지구를 위한 더 건강한 미래

•더 많은 보존 프로그램과 다이버들이 시민 과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PADI 및 프로젝트 AWARE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 PADI 토치베어러 커뮤니티가 보존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를 향한 더 넓은 운동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DI는 오션 재단
(The Ocean Foundation), WSL PURE, 우리는 하나의 바다(We Are One

2021년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Ocean), 미션 블루(Mission Blue) 및 리프 월드(Reef World)와 같은 선도적

되찾기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금의 팬데믹이 증명한 것처럼, 우리는 자

이고 영향력 있는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니

연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서로 돌이킬 수 없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또

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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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동해에 서식하는 문어 3종을 소개
- 대문어(대왕문어, 피문어, 물문어),
- 발문어(뻘문어, 낙지),
- 참문어(왜문어, 돌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대표 문어 3종에 관한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동해 문어 3종 (방언)은 대
문어(대왕문어, 피문어, 물문어), 발문어(뻘문어, 낙지), 참문어(왜문어, 돌
문어)이다.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와 동영상에는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3종 문어 등의 생태정보와 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이
담겨 있다.
동해안 대문어는 연간 3,900여 톤이 어획되며, 국내 문어류 어획량의
42% (최근 5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매우 중요
한 수산자원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동해 명물인 대문
어를 보호하고, 어린 대문어가 발문어와 혼동되어 포획·위판·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있는 문어류를 촬영하여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
작했다. 체중이 600g 이하의 대문어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지
역에서는 대문어를 참문어로 부르는 등 그 생김새가 유사하여 실제 어
업인들도 종종 혼동할 정도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문어류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특이한 구분점을 포스터와 영상에 담았
다. 문어류의 경우, 흔히 머리 부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위 등 내장
기관이 존재하는 외투의 특징을 알면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대문어
의 외투는 짙은 붉은색을 띠고 세로 방향의 검붉은 선이나 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발문어의 외투는 갈색에 가깝고 특히 외투에 흰 반점이 있

엄선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동영상은 위판장에서 살

다. 포스터는 수협과 관련 업종 단체 등에 배포하고, 동영상은 국립수산

아있는 문어류를 직접 촬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채색이나 무늬의 변화가

과학원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유튜브 주소는 www.

거의 없어 어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문어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youtube.com/nifskorea1이다.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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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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 자격기간 및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상시개장
365일 24시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을 각각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코로나19로 마일리
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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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연장하기로 했
다. 코로나19로 우수회원들의 탑승을 통한 자격 유지가 어려운 상
황에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한항공 2021년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1년말 만료 예정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일괄 1년 연장한다.
기존 2021년 12월 31일(한국시각 기준)까지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한국시각 기준)으로 연장된다.
금번 연장에는 2020년에 한 차례 연장된 마일리지도 포함되며, 유효기간
연장은 2021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조치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
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더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항공편 운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소멸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Mares의 신뢰와 명성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현재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제

마레스서울

한적이고, 각 국의 입출국 규정과 격리 조건이 까다로워 고객들의 마일리

www.maresseoul.com

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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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 호전되는 대로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

▶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도 일시적으로 12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우수회원(골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들의
탑승을 통한 자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12
개월 추가 연장해 36개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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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ay/June | 105

DIVING INSIDE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유출된 직후
현재까지 125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원전부지 내에 보관돼 왔다. 끝내 4월13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최대 30여년간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농수산물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 해양연구소는 “방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57일 만에 태평양 주요 부분에
확산되고,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되고, 한국에는 200일 만에 제
주도를 비롯한 동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내놨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지구에 대한 핵 테러이다. 전 세계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

수중레저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지난 4월19일, (사)제주도수중레저협회, 제주수중·핀수영협회, (사)제주바다포럼 등
약 60여명의 단체 회원 및 다이버들이 참여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집
회를 가졌다. 협회 이름으로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
였다.
집회 진행자는 오늘 집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중레저인들이 이 문
제에 많은 관심과 질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집회 뿐 아니라 청원, 온라인 서명 등
이후 여러 가지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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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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 우정사

TUSA는 마스크 스커트에 내장된 독창적인 피팅 링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마스크 스커트는 모든 얼굴 모양에 완벽한 착용감과 수밀성 및 수중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머리 사이즈에 맞춰짐

모든 얼굴 형태에 맞춰짐
좁거나 얇은 사이즈
넓거나 평평한 사이즈

다양한 머리 사이즈에 완벽한
밀착력을 제공하는 ‘피팅 링’

다양한 얼굴 형태에
적합한 힌지 시스템

Freedom Dry는 혁신적인 저마찰 스커트를 활용하여
편안함과 착용감을 향상시킵니다.

스커트 피팅 라인 (빨간색으로 표시)의 저마찰 스커트는 우수한 수밀성을
제공하고 과도한 피부 장력을 줄이면서 밀착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결과, 마스크 접착부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마스크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저마찰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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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시야와 적은 볼륨의 디자인

넓은
넓은시야와
시야와적은
적은볼륨의
볼륨의디자인
디자인

넓은 시야와 적은 볼륨의 디자인

TUSA
M2004
마스크는
렌즈와
저용량
TUSA
M2004
마스크는 기울어지도록 배치된 렌즈와
TUSA M2004 마스크는 기울어지도록 배치된
TUSA
렌즈와
M2004
저용량
마스크는기울어지도록
기울어지도록배치된
배치된
렌즈와
저용량
디자인으로
다른
TUSA
마스크보다
20
%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합니다.
다른
TUSA 마스크보다 20 % 더 넓은 시
디자인으로 다른 TUSA 마스크보다 20 % 더디자인으로
넓은 시야를다른
자랑합니다.
TUSA 마스크보다 20 %디자인으로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합니다.

넓은 시야와 적은 볼륨의 디자인

TUSA M2004 마스크는 기울어지도록 배치된 렌즈와 저용량
디자인으로 다른 TUSA 마스크보다 20 %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합니다.

빠른 3D 버클

새로운 마스크 케이스

친환경의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

빠른
빠른3D
3D버클
버클

빠른 3D 버클

TUSA는 완벽한 버클과 마스크 스트랩을 TUSA는
TUSA는완벽한
완벽한버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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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의 디자인했습니다. 새로
빠른 3D 버클버클은 얇고 가볍습니다. 조정이 쉬운 버클은
버클은 얇고 가볍습니
버클은 얇고 가볍습니다. 조정이 쉬운 버클은
버클은 얇고 가볍습니다. 조정이 쉬운 버클은
빠르게
조정할
수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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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을 쉽고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스트랩을쉽고
쉽고
빠르게완벽한
조정할버클과
있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새로운 작은 사이즈의
버클은 얇고 가볍습니다. 조정이 쉬운 버클은
새로운
마스크
케이스
스트랩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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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새로운 마스크 케이스
친환경의
친환경의재활용된
재활용된소재를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
사용하여 제작

새로운 마스크 케이스

친환경의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

친환경의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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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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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일시
•장소

:
:
:
:

2021년 5월 21일(금) ~ 23일(일)
2021년 6월 25일(금) ~ 27일(일)
2021년 7월 9일(금) ~ 1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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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6

임용우 (경기)

홍찬정 (경기)

박재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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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lliot-diver@hotmail.com
T: 031-585-5757
010-7676-159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일산스쿠버아카데미

스쿠버인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262-57

스쿠버인포

윤재준 (경기)

이호빈(경기)

이윤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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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ww.scubainfo.co.kr
E: hobin416@gmail.com
T: 010-8731-8920
Kakao ID: scubainf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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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넵튠다이브센터

스쿠버인포-대전

해양생물연구소

박금옥 (대전)

김한진 (대전)

정대위 (대전)

E: neptune6698@gmail.co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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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도몽돌리조트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32-6

다이버스 (DIVUS)

다이빙플러스

스쿠버인포-대전

유상규 (대전)

최영민(충북/대전)

김기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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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info.co.kr
E: kimkihyun2933@gmail.com
T: 010-4432-0006
카톡: Porsche911z
밴드: Dm6ix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한국인 코스디렉터
팬다스쿠바

CC 다이버스

테이크의스킨스쿠버

이현석 (대구)

위영원 (광주)

곽주성(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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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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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
(범물동)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W: www.gotaketeam.com
E: xpdlam@naver.com
T: 010-4605-0970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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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3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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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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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리나 씨앤스카이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정지안 (보라카이)

박제이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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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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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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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 (IE)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 23일(일)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 27일(일)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 11일(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쿠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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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다이브센터

남애스쿠버리조트

임용우 (경기)

김금성 (경기)

김정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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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주소 서울 용산구 원효로 143 2층
센터 주소 서울 은평구 은평로 230 1층
010-4736-3800(센터), 010-7686-3800(김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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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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리더하기
PADI 다이브 마스터되기

© PADI
2021
114
|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세요!!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세요!!

응급 상황 관리자가 되세요.
응급
상황
되세요.
EFR 응급 처치
코스는관리자가
성인, 어린이와 영아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에 관한
내용과
자동
외부
제세동기
응급상황의
산소 제공에 대해
EFR 응급
처치
코스는
성인,트레이닝과
어린이와 영아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다룹니다.
처치에 관한
이
코스는
일반인이
응급
의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용과 자동 외부 제세동기 트레이닝과 응급상황의 산소 제공에 대해 다룹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이 코스는키워
일반인이
응급 의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더 알아 보세요
자신감을
키워 줍니다.
emergencyfirstresponse.com/ko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2021
알아
© Emergency First Response, Corp.,
| All보세요
Rights Reserved.
emergencyfirstresponse.com/ko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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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4월 16~18일

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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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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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센터”에서 2021년 4월 16~1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브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이번 강사 시험에는 백석현, 장도은, 이민규, 박동훈, 이성룡, 조민홍, 주정훈,
임지규, 한영전, 최희선, 오형택, 강정원, 김규남, 정진우, 정규선, 신철민, 박석
범, 김영기, 선건율, 이종호 총 20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
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
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
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
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
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 2021년 3월25일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
스가 2021년 3월 25일(목) 서울 스쿠버인에서 김부경씨에 의해 진행되었
다.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김민지, 김위정, 김나연, 허세민, 이의
형, 한동수, 장진우, 황은선, 김병제, 김재관, 유영주, 유지현, 강광순 총13명
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
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2) 2 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4월 23~25일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에서 2021년 4월 23~25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고화영, 문민호, 김호정, 이민혁, 한종안, 박상원, 박서
희, 홍승국, 이영정, 송승용, 이상곤, 김영석, 김지아, 민다정, 김재광, 정은
주, 김낙준 총 17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
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
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
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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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김부경 (bookyung.kim@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안내

공지사항(Notice)
2021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함께하는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MDI 스쿠버 다이브 포 유(S-28113)

PADI 기획전(Naver Smart Store Special Promotion)

대표 : 박형철

PADI와 NAVER의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여 지금부터 2021년 4월 5일부터 5월

주소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2번길 11

4일까지 PADI 스마트스토어를 통하며 PADI 코스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을

전화 : 010 9213 8361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혜택 1. 이벤트 기간 내에, 스마트 스토아에서 PADI 다이버, 프리다이버 코스

고포잇(S-28114)
대표 : 고채운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685-2, 2층
전화 : 010 5326 3709
블루 웨일 다이브(S-28127)
대표 : 정상원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소암로 35
전화 : 010 3118 0410

상품을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혜택 2.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PADI 프로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협찬 상품 확인 가능
혜택 3. 이벤트 기간 내, 기획전 상품 구매자 전원에게 NAVER 페이 포인트
2% 추가 적립 (최대 2만원)
누가 이벤트 참가 할 수 있나요? 이벤트 기간 내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PADI
다이버, 프리다이버 코스 상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
경품 추첨 2021년 5월 21일(금) NAVER 예체능 레슨 블로그에 당첨자를 공지
하여 드립니다.

신규 프리 다이빙 센터
다이브 위시(S-28096)
대표 : 김성호
주소 :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 902-1
전화 : 010-7611 8775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요일) ~ 23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요일) ~ 27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7월 9일(금요일) ~ 11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새로운 PADI 다이브마스터 마케팅 툴킷
블루 웨일 다이브(S-28127)

새로운 PADI 다이브마스터 툴킷으로 프로페셔널

대표 : 정상원

다이브 마스터 유치 캠페인을 만들고 또 시작하기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소암로 35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툴킷의 소개

전화 : 010-3118-0410

는 더 많은 사람들이 PADI 프로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PADI 다
이브마스터되기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의 시작에 앞서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된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PADI 프로되기 프레젠테이션 및 지원 도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다이브 트래블(S-23476)

프로 유치 이벤트를 셋업하고 주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 : 윤종엽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4 3층
전화 : 02-6228-6009

How To 비디오 시리즈 https://www.youtube.com/
playlist?list=PLKHEmnEVpJa-YBVFFAR-w4Me_THdXQYQf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해피 다이버스(S-24392)
대표 : 이지우

중요 연락처 정보(Important contact Information)

주소 : 경
 기도 용인시 수지구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광교중앙로338, #B 908-909
전화 : 010-4818-7999

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테리토리 디렉터 Thomas.knedlik@padi.com.au
● 한국 마켓 매니저 bookyung.kim@padi.com.au

텍렉(TECREC) 다이브 센터

● 한국 지역 매니저 jimmy.kim@padi.com.au

MDI 스쿠버 다이브 포 유(S-28113)

● 멤버/고객 서비스 행정 관리 hye.park@padi.com.au

대표 : 박형철

● 회계부서 매니저 alan.li@padi.com.au

주소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2번길 11

● EFR emergencyfirstresponse@padi.com.au

전화 : 010-9213-8361

● 품질 관리 부서 qa@padi.com.au
● 다이빙 사고 incident@padi.com.au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팀 코리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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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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월) ~ 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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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ay/June | 119

120 |

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PFI KOREA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2021년 갱신 회원 이러닝 코드 제공

SDI.TDI.ERDI.PFI는 2021년 4월 22일(월)부터 29일(월)까지 7박 8일간 강

SDI.TDI.ERDI.PFI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완료한

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진행했다.

모든 강사에게 30만원 상당의 E-learning 코드를 제공했다.

일정 : 2021년 4월 22일(목) ~ 2021년 4월 29일(목)

교육생은 E-learning을 통해 교육 과정 중 이론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소 : 다이브자이언트 제주

홀로 자습할 수 있으며, SDI 강사는 교육생에게 제공된 E-learning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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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태를 확인하여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갱신 강사에게 제공된 E-learning 코드는 한국본부 홈페이지 tdisdi.co.kr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상단의 ‘My pag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learning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TDI.ERDI.PFI 한국본부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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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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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경 코스디렉터, 김남혁 강사, 이호승 강사
가 참가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PFI 프리다이빙 부이 출시

PFI의 프리다이빙 부이가 출시되었다.
PFI 프리다이빙 부이의 특징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다.
*녹이 슬지 않는 8개의 스테인리스 D-링 장착(하단 5개, 상단 1개, 내부 2개)
*다이버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된 16개의 그립 (상단 8개, 하단 8개)
*내부 탈착식 포켓 포함 (선글라스, 캐리비너 등 필요한 물품 수납에 용이)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한 펌프 포함
권장 소비자가격 : 210,000원
새롭게 출시된 PFI 프리다이빙 부이는 SDI.TDI.ERDI.PFI 센터나 강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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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항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SDI 장애인 스쿠버(Scubility)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7월 10일(토) SDI 스쿠빌리티(Scubility)강사 과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SDI.TDI.ERDI.PFI는 2021년 7월 1일(목)에서 7월 9일(금)까지 SDI.TDI 장

스쿠빌리티는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이 스쿠버(SCUBA) 교육 프로

학생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램을 통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Scubility)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로

장학생 강사 과정은 한국 다이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

SDI 장애인 다이빙 과정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이다.

로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2020년 14기까지 진행되어 온 SDI.TDI.ERDI.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수많은 장애인 다이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

PFI만의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다.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통해 배출

애인 스쿠버다이빙은 이미 봉사와 체험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산업의 한 분

된 장학생 강사들은 국내/외 리조트, 여행사, 장비 수입사, 교육 단체, 소

야로 자리매김하였다.

셜미디어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DI에는 다음과 같은 스쿠빌리티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일정 : 2021년 7월 1일(목)~ 9일(금)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장소 : 제주 바다목장 다이브리조트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1. 오픈워터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개발 프로그램

3. 강사 교재 및 교육 패키지 지원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지원자 자격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1.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혹은

SDI 스쿠빌리티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2. 스포츠 관련학과 전문대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3. 국
 제 공인 다이빙 교육 기관의 다이브마스터 등급 이상
(혹은 과정 전까지 취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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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 공인 기관의 유효한 CPR, 응급처치, 산소처치 인증
5. 다양한 환경과 수심에서의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장학생 강사 과정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에 첨부된 SDI.TDI 장학생 강사 지원서를 작성한다.
2. 재
 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인증서 사본-오픈워터~다이브마스터,
응급처치, 산소처치을 준비한다.
3. 작
 성한 지원서와 준비한 서류를 jo@tdisdi.co.kr(조현재 트레이너)로
이메일 접수한다.
신청자 서류 접수 : 2021년 5월 21일(금)까지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5월 28일(금)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해주시
기 바란다.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SDI.TDI.ERDI.PFI는 2021년 7월 11일(일)에서 7월 14일(수)까지 PFI 장학생 프
리다이버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은 프리다이빙 저변 확대와 대학생의 안전한 프

SDI.TDI.ERDI.PFI 한국본부

리다이빙 활동 지원, 올바른 대학생 프리다이빙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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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 2021년 7월 11일(일)~ 14일(수)
장소 : 제주(추후 공지)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특전
PFI 프리다이버 교육비, 등록비 지원
PFI 프리다이버 교재 및 교육 패키지 지원
*실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숙박,식사,다이빙 비용 등)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지원자 자격
1.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혹은
2. 스포츠 관련학과 전문대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3. 수영 능력(영법에 상관 없이 쉬지 않고 200m 이상 수영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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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1.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지원서(첨부 파일)을 작성한다.

-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2.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준비한다.

-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3. 작
 성한 지원서와 준비한 서류를 jo@tdisdi.co.kr(조현재 트레이너)로

-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

이메일 접수한다.

-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신청자 서류 접수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6월 11일(금)

-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주시기

PFI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에 대한

바란다.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주

SDI.TDI.ERDI.PFI 한국본부

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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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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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1년 7월 19일(월)
부터 25일(일)까지 7일간 강사 트레이너
과정(ITW)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 : 2 021년 4월 22일(목) ~
2021년 4월 29일(목)
장소 : 다이브자이언트 제주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본부의 강사 트레
이너 평가관과 함께 강사 교육 방법 / 지
도자의 위험 관리 / 스쿠버 다이빙 사업

PFI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
SDI.TDI.ERDI.PFI 에서는 2021년 7월 15일(목)에서 7월 20일(화)까지 PFI 프리
다이버 강사 과정을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 : 7월 15일(목)~ 20일(화)
장소 : 제주(추후 공지)
비용 : 210만원 (교재/패키지/등록비 모두 포함, 실비 별도)
참가자격 : PFI 중급 프리다이버(Deep pool) 혹은 동등인증
* 이번 PFI 강사 과정에서는 PFI 프리다이버 슈퍼바이저/ PFI 세이프티 프리
다이버 / PFI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PFI는 2000년 커크 크랙에 의해 설립된 프리다이빙 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등급에서의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PFI는 교육생에게 프리다이버 과정부터 프리다이빙 지도자 과정, 전문 훈련
과정까지 다양한 등급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 PFI 프리다이버 교육 과정 (Pool only / Deep pool 포함)
- 프리다이버 과정
- 중급 프리다이버 과정
-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과정
- 세이프티 프리다이버 과정(대회의 세이프티 다이버 역할을 하는 인증 등급)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평가하는 강도
높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SDI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SDI 강사 평과 과정(IEC)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워크숍 지원자를 평가자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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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이수한다면 참가자들은 승인된 모든 레벨에 대해 강
사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
SDI.TDI.ERDI.PFI는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
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 PFI 프리다이버 지도자 과정

SDI.TDI.ERDI.PFI 한국본부

- 프리다이버 슈퍼바이저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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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Fun, Service
and SCUBA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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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DIC/SEI/YMCA
제1차. 전국 YMCA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공개강좌 강습회
YMCA 스킨스쿠버,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등 시민의 수상수중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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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교육의 산실인 서울YMCA가 2020년 국내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원 2020-005820(해양수산부) “YMCA 프리다이빙” 등록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을 완료하였다. 다음과 같이 제1차 YMCA & PDIC(DQI) 프리다이빙 프로

3년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그램 공개강좌 강습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사랑하는 분들

지원할 수 있다.

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일시 : 2021. 5/22(토) ~ 5/29(토)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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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목) 09:30~18:30
- 주최 : 서울YMCA 사회체육부 & 시민안전센터

- 장소 : 본부 강의실

- 주관 : YMCA 프리다이빙 사무국

* First Aid & CPR 강사과정

- 일시 : 2021년 5월 9일(일)

- 일정 : 5/29(토) 09:30~18:30

- 대상 : YMCA 지도자 및 간사, 수상레저관련 종사자, 일반인 누구나

- 장소 : 본부 강의실

-참
 가자 “YMCA 베이직 프리다이버 & PDIC 베이직 프리다이버” 인증

* 사이드마운트 일반/강사과정(주말반)

수여
- 문의 및 접수 : w
 ww.ymcalife.com, 02-738-7798

- 일정 : 6/12(토)~6/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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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5~6월
인명구조,수상구조사,생존수영강사강습회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 인명구조요원&강사(부산경남) : 주말반 5/15~5/30, 6/12~6/27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 인명구조요원&강사(서울경기) : 주말반 6/5~5/26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 생존수영강사 강습회(서울경기) : 주말반 5/8~9

받게 된다.

- 수상구조사사전교육(21-2차.제주YMCA) : 주말반 5/22~6/13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 접수등록 https://www.ymc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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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대상 ‘YMCA 생존수영교육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사회체육부 YMCA시민안전센터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
원청과 함께 3월 22일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
영 교육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80개교 3~5학년 1만5,000
명을 대상으로 ‘초등 생존수영교육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지원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지역의 수영장 운
영 부족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생존수영 프로그
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송도
해양레포츠센터, 서부안심생존수영센터 등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위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YMCA 시민안전센터
와 함께 2시간~10시간 “YMCA 학교로 찾아가는 생존수
영 이론 및 실내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영상자
료 및 콘텐츠를 활용해 실시하고 실내체험교육은 교실, 체
육관 등 수영장 외 공간에서 구명조끼 착용법과 드로우백
및 페트(PET)병 등 도구 활용법, 심폐소생술(CPR), 응급상
황 대처요령 등 체험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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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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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 e-카드 발급

테크니컬 다이버 매뉴얼 개정판

신규 다이버의 인증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계속해서 발급되며 e-카드로도 발

The TAO of Technical에서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필요한 단원을 선발해서 테

급된다. 기존 다이버도 IANTD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전 자료 중

크니컬 다이버 매뉴얼 개정판을 영문판이 출판되였고, 한글판은 한국해양대

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본부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강사에서

학교 강신영 교수, 강신범 교수께서 번역을 하셨으며 디지털로 출판될 예정이

수정을 의뢰 시 확인 후에 수정이 가능하다. 인증증 사진은 아직 입력 중이다.

다.

강사 e-카드 역시 발급 준비 중이며 곧 서비스될 예정이다. 차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것이다.

강사 평가
2021년 4월 23일에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참가자는 이춘근 트레이너
에게 교육받은 강사들 2명(이성남, 장현성)이 참가하였다. 평가 스텝으로 박석
기 강사와 윤병하 강사가 참석하였으며 최종테스트와 학과 발표는 본부에서
실시하였고 제한수역 및 레스큐 평가는 잠실수영장에서 실시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
2021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한다. 참가 대상으로는 IANTD
강사 중에서 3명을 선발하였으며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트레이너에 의해서
실시한다. 기존의 강사 트레이너들도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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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신의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스템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 756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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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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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PALAU

I♥PALAU Dive Resort
전화
현지

070-7436-3308
+ 680-77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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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팔라시아호텔 내에 위치
대형 스피드보트를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안전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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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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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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연열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포항/경주

대구

고군산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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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량도해양리조트

산등리조트

(사)한국수중레저협회
경남지부 회원 사업장
Frog Diving

강사교육수시실시

거제덕포스쿠버리조트
(거제덕포해상펜션)
허정수 010-4847-9713
경남 거제시 덕포5길 29, 101호
Blog : 거제덕포스쿠버

진주정수다이빙스쿨

박출이 010-3552-7212

정의준 010-6212-4050

조종철 010-6642-0445

허정수 055-747-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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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유곡죽전길 11
Blog : 거제덕포스쿠버

남해미조잠수

프로잠수

남해다이브리조트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이현철 010-5385-1241

강효중 010-6511-3866

이천종 010-4524-0300

이용선 010-540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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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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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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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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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스쿠버캠프

현대마린&스쿠버다이빙

거제마린보이리조트

통영잠수기술

송준용 010-5327-6969

박성용 010-6580-4255

양진환 010-3839-0756

김태정 010-41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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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옥포로 12길 30
(옥포동 574-50번지)

경남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12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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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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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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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레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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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제주

카나리아제도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몰디브

세이셜
모리셔스
르위니옹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팔라우

필리핀

르당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축

알로르

파퓨아뉴기니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사딘런/베이트볼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애들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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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피지

통가

과달루페섬

세노테

코르테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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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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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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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고스제도

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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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섬
유카탄반도

막달레나만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바하마제도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프렌치폴리네시아

얍

호주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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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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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론

롬브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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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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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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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수빅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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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자카르타

까마귄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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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donesia Diving Spots

렘베해협

암본베이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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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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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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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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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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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필리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최소경비 : 1,000,000원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B 11~4월)

시즌 : 연중(B 2~9월)

특징 :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특징 : 해변 가까이에 큰 무리의 정어리가 상주하고,

인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다.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맞은편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올랑고(Olango)섬 주변에 다이빙을 한다.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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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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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세계적인 다이빙 스폿 아포섬과 가장 가까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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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스쿠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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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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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막탄

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

리조트

보홀 서쪽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까빌라오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특징 : 카빌라오섬의 가장 풍부한 것은 섬을 둘러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

고 있는 산호초이다. 건강한 산호, 따듯한 수온, 맑은

성된 수중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

수중시야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Slope)와 월

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Wall)은 이 섬을 스쿠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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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최소경비 : 1,500,000원~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최소경비 : 1,500,000원~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

최소일정 : 5박 6일~

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

시즌 : 연중(B 11~5월)/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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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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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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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70-8285-0103

Website: www.nalusuanislandreso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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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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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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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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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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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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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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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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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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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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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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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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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Makawidey, Kec Aertembaga - Bitung,
North Sulawesi - Indonesia
International Reservation office
What's app : +60122612155
Email : ddenm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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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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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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호텔관광 이벤트론

관광마케팅

관광학개론

세계의 축제와 문화

한진영, 박효연│20,000원│324쪽

우경식, 차석빈│22,000원│343쪽

최영환, 손수진│22,000원│377쪽

김용섭│18,000원│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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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매너

이미지메이킹에서 면접까지

서비스운영 컨텐츠론

유정화, 이나영, 곽봉화
19,000원│283쪽

강미라│23,000원│38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고객응대 서비스 매니지먼트 실무

서비스 이해 [개정판]

오선숙, 홍성순, 김지양, 강정민

김근종, 송주완│18,000원│234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19,000원│288쪽

외국어

항공실무영어

관광생활영어

항공실무영어

항공관광실무영어

톡톡 튀는 소통중국어

이동희, 권도희│16,000│346쪽

송두석, Eric M. Zimmerman
14,000원│142쪽

전약표│13,000원│160쪽

전약표│15,000원│156쪽

김기범│15,000원│228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개정판]

여행사 경영론[개정판]

실전에 강한 항공객실업무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최윤근·김시원│20,000원│324쪽

박시범·최윤근·김시원
20,000원│340쪽

이종호│19,000원│204쪽

장태선, 박지현│20,000원│260쪽

박수영│17,000원│232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

알기쉬운 와인학 개론

프론트·객실실무론

호텔 식음료 관리론

호텔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613쪽

김제간│21,000원│324쪽

남택영, 김헌형│19,000원│368쪽

김이종│20,000원│333쪽

김이종│28,000원│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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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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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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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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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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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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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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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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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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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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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Odysse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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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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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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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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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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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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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코너의 열정과ㅏ 행복을 노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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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의 습격

국외여행인솔실무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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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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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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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