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 MAGAZINE IN KOREA│Since 1987│www.scubamedia.co.kr│www.sdm.kr│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21. 7/

다이빙 기술
스마트 다이버의 조건

다이버 에티켓

8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중에서)

수상작 발표

수중 생물

수중사진작가 소개

다이버가 알아야 할

Yatwai So

수중생태이야기

(Hong Kong)

한국 연안의

바다거북
Reader's Story
최고의 휴양 다이빙 스팟

영덕 / 대진 투어기
스쿠버킹 다이빙센터와 함께한

제주도 서귀포 다이빙
해양생태계 보호프로젝트

제1차 프로젝트 : 부산
PADI AWARE 재단 소개

중요한 해양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공 자선 단체
전자잡지 보기

특집

리프 다이빙

추자도 다이빙
해외다이빙 랜선투어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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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껍질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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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개요

잡지 미디어
잡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주최/주관 (사)한국잡지협회

접수방법

(사)한국잡지협회 공모전 담당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후원

• 이메일 contest@magazine.or.kr

콘텐츠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잡지회관

‘잡지가 있는
삶’
지하 1층(07333)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언론진흥재단

※ 지원 시 파일명은 반드시 [지원자명_지원부문_제목]으로

(사) 한국잡지협회는 잡지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친밀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대상

하여 제출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잡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잡지가 있는 삶’

•잡지에
청소년부연관된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산문, 영상, 만화, 그림, 사진 등 독자가 직접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또는삶의
팀)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지원부문
잡지와 함께(개인
하는

• 일반부

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

부문

응모기간

내용

규격

• 청소년부
: A4용지
2매 내외
(사) 한국잡지협회는 잡지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친밀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수필, 기사

• 일반부 : A4용지 3매 내외

글쓰기
주
형태의공모전>을
글
(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위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잡지 미디어 콘텐츠
개최합니다.
바탕체)

• 잡지를 통해 영향을 받은 이야기

잡지에
연관된 산문, 영상, 만화, 그림, 사진 등 독자가
직접
콘텐츠를
통해
만화
만화 또는만드는
웹툰 •다양한
4컷 이상 10컷
이하
대회개요
• 소개하고 싶은 잡지 이야기

잡지와
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주최/주관함께
접수방법
• 일상 속 잡지와 함께한 이야기

그림

원 기자가 된다면 써보고 싶은 기사
•후잡지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립중앙도서관,
내가 만들고 싶은
잡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도서관,
응모기간
• 잡지가 있는 삶의 풍경

• 그림의 크기 B3(4절) 이내

등의 모든 형태의

• 소개글 200자 원고지 1매 이내

(사)한국잡지협회 공모전 담당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반드시 소개글 포함]

그림과 소개글

• 이메일 contest@magazine.or.kr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잡지회관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

지하 1층(07333)
제작한 영상물

• 30초 이상 2분 이내

※ 지원 시 파일명은 반드시 [지원자명_지원부문_제목]으로

대상

잡지가 등장하는

하여 제출

사진

• 청소년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형
식
• 일반부

포스터, 일러스트

• 소개글 200자 원고지 1매 이내
[※ 반드시 소개글 포함]

사진 1장과 소개글

지원부문

(개인 또는 팀)
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

(사)한국잡지협회(http://www.magazine.or.kr)
주제

대회개요

부문

내용

규격

접수기간 2021년 7월 1일(목) ~ 9월 30일(목)
• 청소년부 : A4용지 2매 내외

수필, 기사

글쓰기

• 잡지를 통해 영향을
이야기
홈페이지에서
지정된받은
형식의
참가신청서 및

형태의 글

• 일반부 : A4용지 3매 내외

(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바탕체)

만화

• 소개하고 싶은 잡지 이야기

작품양식을
다운받아
• 일상 속 잡지와
함께한사용
이야기
(사)한국잡지협회
주최/주관

만화 또는 웹툰

결과발표 2021년 10월 중순(예정)
포스터, 일러스트

그림

• 4컷 이상 10컷 이하

등의 모든 형태의
접수방법

• 그림의 크기 B3(4절) 이내

• 소개글 200자 원고지 1매 이내

(사)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 공지
※ 글쓰기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분야(그림, 만화, 사진 등)는 영상(사)한국잡지협회
직접 촬영하거나
공모전
담당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30초 이상
2분 이내
그림과 소개글

• 잡지사 기자가 된다면 써보고 싶은 기사
• 내가 만들고 싶은 잡지

제작한 영상물

• 잡지가
풍경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 후 작품을
후
원 있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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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LUMN

코로나19의 종식을 희망하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글 구자광 / 발행인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다. 전 세계의 경제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실물경제가 추락하였다. 많은 국
가들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와 비대면을 실시하다보니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
었다. 특히 서비스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비대면이 확산
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폐업과 휴업이 줄을 이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
계적으로 2억 5000만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
어든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되다보니 심리적으로 우
울한 상태인 코로나블루라는 신종단어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19의 백신이 공급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화
이자 CEO인 알버트 볼라(Albert Bourla, 59)는 늦어도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고, 백신을 먼저 공급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빠르면
2021년 말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부터 백신을 접종하여 11월까지는 인구의 70%이상 백신접종을 마치면 집단면역
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인구의 일천오백만 명 정도가 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언제 종식
될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40%, 긍정적인 답변이 46%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활성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방역이 더 우선이라는 답변이 68%로 경제
회복·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답변 28%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측과 희망이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고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자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안정을 되찾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이버들은 과연 언제부터 해외다이빙을 갈 수 있을까 궁금해 한다. 조심스럽게 여행사
들이 여행관련 상품을 소개하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여행상품이 등장하였다. 아마도 백
신을 맞은 사람들과 코로나19가 안정된 나라를 상대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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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5월
10~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가 1년 내 종식 가능성에 대한 전
망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61%, ‘1년 내 종식될
것’ 39%로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백신 이슈의
영향에는 ‘1년 내 종식’ 전망은 57%, ‘1년 이상 지속’ 전망 43%
로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은 확진자 수보다는 백신의 영향을 더 받으며
반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심리는 백신이나 확진자 수의 영향
을 비교적 덜 받았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과 부정이 엇
갈리지만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는 억눌려있을 뿐이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비 지출 의향은 지
난해 6월 23%에서 최근 37%로 증가하였다. 확진자가 늘면
감소하고 줄어들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행을 원하는 소
비자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줄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 해
외여행비의 경우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국내의 코로나19에 대
한 관리는 믿을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갈 경우 코로나19에 대해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급격
하게 늘지는 않았다. 전 세계가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심리적
불안감이 줄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안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소비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빙여행이 가능하다
고 개방하는 지역도 여행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세계 경제·사회적변화
가 일어날 것이라며 9가지 예측을 발표하였다. 비접촉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이 확대
되고,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니터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로봇 의존도가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 또한 디지털 이벤트가 증가하고 e-스포츠가 부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도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 갈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
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이빙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사람들도 이러한 새
로운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위험이 크니 새로운 정보들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응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과 또 다
른 바이러스의 확산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도 언제든지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이전
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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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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윤상철

금상

정도섭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이상훈

은상

윤여준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김경휘

동상

이승권

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

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

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입선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

민경호, 신은경, 이상훈, 이승권, 이혜영, 이은진,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윤상철, 윤여준, 정도섭, 제마은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1년 07/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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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글래스피쉬 무리속의 다이버
SONY ILCE-7RM3, f/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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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이상훈
벵에돔 무리
NIKON D7200 f/19, 1/25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경휘
모자반 숲
NIKON D850 f/7.1,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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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정도섭
부화직전의 물고기 알
Canon PowerShot G7 X Mark II, f/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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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윤여준
슬러그 한쌍
SONY ILCE-7M3,
f/18, 1/6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승권
스파이더 스쿼트랍스터
OLYMPUS TG-4, f/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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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민경호

입선 윤상철

입선 이은진

입선 제마은

입선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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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이혜영

입선 민경호

입선 윤여준

입선 이승권

입선 정도섭

입선 이상훈

입선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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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in-camera double exposure, the sunlight is shoot during milky water and cloudy day.
카메라의
32 |이중 노출로 우중충한 물과 흐린 날 햇빛을 스누트로 촬영하였다.

Yatwai So

Hong Kong

taking during blackwater dive, a shrimp was ingested by a no jelly fish,
shoot from front make it like inside a specimen tank.
블랙워터 다이빙에서 촬영, 유사 해파리가 삼킨 새우,
정면에서 촬영하여 견본 탱크의 내부처럼 보인다.

I am an amateur underwater photographer, most of my photos were taken

나는 아마추어 수중사진작가이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고향인 홍콩과 가까

in Anilao Philippines since it’s close to my home town Hong Kong. I got

운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찍은 것들이다.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6개월 된 아

marry with my korean wife and have a half years old son, hope to go

들이 있는데, 봉쇄가 풀리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싶다.

camping with my family in Korea after the lock down.
My underwater photography gear: many people asking what camera did

수중사진장비 :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어떤 브

I use or which brand is good. But the most important is not the camera,

랜드가 좋은지 묻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종류가 아니다.

tg5, mirrorless, dslr are doing similar job. Just the compact camera is

TG5, Mirrorless, DSLR은 전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컴팩트 카메라는

more difficult to capture the fast moving subject because of its focusing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초점을 맞추기가 더 어렵다(작은 카메라는 더 많

(it means small camera need more skill in ridiculous). The most important

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수중사진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gear in underwater photography is torches, normally I bring a small bags

토치이다. 일반적으로 나는 사진 촬영을 갈 때 멀티 컬러 필터/젤과 스누트

with 4-5 torches included (wide beam, narrow beam) with multiple colour

가 있는 4~5개의 토치(넓은 빔, 좁은 빔)를 가져간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

filter/gel and snoot when taking photos. Just imagine painter also need

기 위해서는 다양한 페인트 브러시와 페인트가 필요하다. 사진작가도 사진

different paint brushes and paint for painting, photographer also need

을 빛으로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광원이 필요하다.

different light source to paint the photo with light.
Hope you enjoy my photos, you are welcome to direct message me in

오링 청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초보자부터 작품을 공유하는 사진작가까지

Instagram “yatwaiso”, from even just beginner have question about

내 사진을 감상하고, 인스타그램 “yatwaiso”에서 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

cleaning the o-ring to photographer want to share your masterpiece.

내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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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mera double exposure, the moon is create by just shooting the optic snoot head.
카메라 이중 노출, 광학 스누트 헤드를 촬영하여 달처럼 느껴진다.

portfolio

Yatwai So

needle shrimp in red algae, red algae illuminated by wide beam torch from back to create an autumn feeling
홍조류 위의 니들쉬림프, 와이드빔을 사용하여 홍조류가 가을 느낌을 나게 연출하였다.

goby on sea pen, the sea pen colour cast made by orange lights and glass snoot with pinhole filter for retaining goby normal colour.
씨팬위의 고비, 고비의 고유한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 핀홀 필터가 있는 오렌지 조명과 유리 스누트로 만든 씨팬 컬러 캐스트(sea pen colour cast)를 사용한다.

a slow shutter of juvenile sweetlip photo,
the most challenging photo in my photography life.
내 사진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사진으로
느린 셔터로 촬영한 어린 스위트립스 사진이다.

blackwater water super macro by using 100mm macro lens with
a +10 wet lens to get the pixel eye of this tiny amphipod.
이 작은 단각류의 픽셀 눈을 얻기 위해서 +10 렌즈와 함께
100mm 마크로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 블랙워터 슈퍼 매크로사진이다.

portfolio

Yatwai So

taking during night dive, the tentacles easy to shrink with flash light or focus light.
야간 다이빙 중에 촬영, 플래시 라이트 또는 포커스 라이트로 비추면 움츠려드는 촉수이다.

larval crab moulting, I took the sequence and merge in one photo.
크랩 애벌레의 탈피를 순차적으로 찍어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였다.

portfolio

Yatwai So

a pair of juvenile cobia fish fishing in blackwater dive
블랙워터 다이빙에서 한 쌍의 어린 코비아 물고기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이다.

take during blackwater dive, diamond squid sequence of colour transition, merge 3 photos in one to show how it starts.
블랙워터 다이빙으로 촬영한 다이아몬드 스퀴드의 색상 변환 순서를 3장의 사진을 합성하였다.

다섯동갈망둑
다섯동갈망둑은 농어목 망둑어과(Gobiidae)의 바
닷물고기이다. 몸통에 5개의 흑갈색 가로무늬가
마치 몸을 토막내는 듯이 보여 다섯동갈망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크기는 약 14cm 정도이고, 머리
부분은 상하로 납작하고, 몸 후반부는 좌우로 납
작하다. 눈은 크고 머리의 등 쪽에 위치하며, 눈의
앞에서 주둥이로 이어지는 외곽선은 완만하다. 등
지느러미는 2개로 구분되지만 가깝게 인접되어 있
고, 꼬리지느러미의 뒤 가장자리는 둥글다. 비늘은
매우 작게 생겼다. 제2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의 가장자리는 검은색을 띤다.
다섯동갈망둑은 수심 20∼40미터의 연안의 암초
지역의 바닥에서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 등을 주
로 먹고 산다. 산란기는 봄철이며 수컷은 산란장을
꾸미고 암컷을 유인하여 알을 낳게 하고, 수컷은
뒤이어 방정 후 부화할 때까지 이를 보호하는 습
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
포하고, 일본 북해도 이남의 해역에 분포한다.
학명 : Pterogobius zacalles
영명 : Beauty goby
한글명 : 다섯동갈망둑

일곱동갈망둑
일곱동갈망둑은 농어목 망둑엇과 바닷물고기이다. 몸통에 7개의 검은색 가
로무늬가 마치 몸을 토막내는 듯이 보여 일곱동갈망둑이란 이름이 붙여졌
다. 몸길이 12~15cm이고, 몸은 원통형으로 가늘고 길다. 머리는 크고 위아
래로 조금 납작하며, 꼬리 부분은 옆으로 납작하다. 눈은 크고 머리의 등 쪽
에 치우친다. 주둥이는 길며 입은 크고 주둥이 끝에 거의 수평으로 열린다.
체색은 연한 황색이고 옆에는 6~7줄의 흑갈색의 가로줄이 있다. 좌우 배지
느러미는 합쳐져 흡반을 형성하고 가슴지느러미 위쪽 지느러미는 따로 떨어
져 명주실 모양을 하고 있다. 꼬리지느러미의 끝은 둥글다.
일곱동갈망둑은 먹이로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 등을 좋아한다. 산란기
는 10~3월이고, 어릴 때에는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성장하면 단독으로 해
학명 : Pterogobius elapoides
영명 : Stretched silk, Serpentine goby
한글명 : 일곱동갈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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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많은 암초 지대에 살면서 주로 바닥에서 유영생활을 한다. 우리나라
의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해안 남부, 일본 북해도 남부에서 큐슈에
이르는 해역에 분포한다.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문절망둑
농어목(Perciformes) 망둑어과(Gobiidae)의 바닷물
고기이다. 몸길이는 약 10~20cm이며, 최대 25cm
까지 성장한다. 몸 색깔은 담황갈색 또는 담회황
색으로 등 쪽은 짙고 배 쪽은 연하다. 옆면 중앙에
는 불규칙한 암갈색 반문이 이어져 있다. 눈은 작
고 머리의 등쪽에 위치하며, 입은 크고 주둥이 끝
에 열린다. 배지느러미끼리 붙어서 흡반을 형성하
고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의 뒷 가장자리는 바깥쪽
으로 둥글게 타원형을 이룬다.
강하구의 기수역과 연안 개펄이나 모래지역에서
서식하며, 소형 갑각류나 작은 어류와 조류, 갯지
렁이 등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2~5월로 수컷은 진흙을 파서 'Y'자 모양
으로 암컷이 알을 낳을 공간을 마련하며, 암컷이
적당한 장소를 정하면서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수
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지키고, 암컷은 짝

학명 : Acanthogobius flavimanus
영명 : Genuine goby, common blackish goby
한글명 : 문절망둑

짓기를 마치면 곧 죽는다.
우리나라의 서해 남부와 남해안에 분포하고, 국외
에는 북해도 남부 이남의 일본 각 해역과 중국, 오
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시드니)에 분포한다.

흰줄망둑
흰줄망둑은 농어목 망둑어과 바닷물고기이다. 몸통은 가늘고 길
며, 크기는 10cm 정도이다. 옅은 황갈색으로 둘러싸인 살색 가
로띠가 있어 흰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입은 약간 작고 혀끝
은 움푹 패었으며 좌우의 배지느러미는 흡반을 형성하지만 다른
망둥어와는 달리 대부분 중층에 떠서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몸에 비해 눈은 크고 첫 번째 등지느러미의 중간 부분은 매우 길
게 뻗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의 끝부분은 둥근 것이 특징이다.
몸이 전체적으로 옅은 황색 또는 분홍색을 띠며, 6∼8개의 흰색
에 가까운 옅은 황색 가로띠가 희미하게 보인다. 등의 뒷지느러
미에 흰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흰줄망둑은 수심 20m 미만의 바위와 돌 아래에 주로 서식한다.
산란기는 2∼3월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로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망둥어의 산란
수컷은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조개껍질이나 돌 밑의 모래를 입으로 운반하여 산란상을 만든
다. 산란상이 다 만들어지면 수컷은 암컷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산란하게 한다. 암컷이 알을
낳아 붙이며 곧이어 수컷도 알 위에다 방정을 한다. 그리고 수컷은 가슴지느러미를 흔들어
수류를 일으켜 알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알이 부화할 때까지 먹이도 먹지 않고 알
을 지키다가 알이 부화하면 생을 마친다.

새우 등을 좋아한다.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제주도를 포함하는
남해안, 일본 중부 이남의 연해에 분포한다.
학명 : Pterogobius zonoleucus
영명 : White girdled goby
한글명 : 흰줄망둑, 흰줄비단망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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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추자도 다이빙
글, 사진 구자광, 일부사진 추자다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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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군도

완도군

하조도

보길도

추자도

여서도

추자군도는 제주시에서 가장 북쪽 제주해협에 위치한 군도로, 행
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다. 추자도는 제

추자도

주도에서 45km, 전남 해남에서는 35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추
자군도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해 있으나,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완도군과 접해 있고 언어·문화적으로도 전남에 가깝
다. 이섬에 추자나무 숲이 무성한 탓에 ‘추자도’로 불리게 되었다
고 한다.
추자군도는 주 섬인 상추자도, 하추자도를 포함하여 횡간도, 추

관탈도

포도의 4개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주 섬인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는 총길이 212m의 추자대교에 의해 서로 연
결되어 있다. 신양항은 신양1리에 있는 국가어항으로, 삭막한 콘
크리트가 아니라 아치형의 드넓은 몽돌 해변으로 이루어진 보기
드문 어항이다.

추자도 상징(굴비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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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탈도
관탈도는 추자도와 제주도 사이 제주해협에 있는 2개의 무인도로, 제주항
에서 약 30km 북서쪽에 있다.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에 속하며, 하추자도의 신양항에서 약 24km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는 섬이 대관탈도이며, 대관탈도에서 약 8.3km 남서쪽에 작은 섬이 소
관탈도이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관복을 벗는 곳
이라 하여 관탈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추자도 가는 방법
전남 완도, 목포, 제주에서 각각 여객선을 이용해 추자도로 들어갈 수 있

추자군도

다. 수도권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완도 버스터미널까지 서울 센
트럴시티에서는 완도까지 버스로 5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완도항에서 출
발한 배는 2시간 40여 분을 달려 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한다. 추자도 신안
항에 도착하여 추자 다이브까지는 차로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참고
추자도행 여객선 운항 시간표 및 운임
한일카훼리 3호 : 완도 8:00 ⇢ 추자 11:00 (19,600원)
핑크돌핀호(쾌속선) : 제주 9:30 ⇢ 추자 10:40 (12,500원)

추자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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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의 다이빙 환경

추자군도는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어족이 풍부하고

추자도의 바다속에는 부채뿔산호와 연산호가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보

어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제주도의 수중환경보다는 동해와 남해의 해양

라색 해면과 바다나리가 보인다. 또 감태와 모자반이 울창한 숲을 이루

생물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추자도는 다른 남해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6

고, 감태 위에는 자리돔 무리가 지나다닌다. 어종으로는 망상어, 볼락,

월부터 청물이 들어와 시야가 좋아지고 어종도 더욱 다양해진다고 한다.

자리돔, 흑돔, 돌돔, 참돔, 숭어, 농어 등을 볼 수 있다.

황간도

직구동굴
거북바위
직구적벽

직구도

추포도

꽃동산

흑검도
(검은가리)

다무래미
청석
용등범

우물

다가시

상추자도

쇠머리섬

추자 다이브

나바론절벽
나바론 콧구멍
노랑바위

하추자도
추자리움

산양항

모여

추자도
푸랭이

사자섬

중뢰
밖미역섬

대관탈도
절명여

소관탈도

46 |

다이브센터

추자 다이브
연락처 0
 10-8843-7843(임명순), 010-5299-3226(이창종)
인스타그램 chuja_dive
주소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길 98번지
추자 다이브는 뒤로는 낮은 산이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바로 바
다를 향해 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다이빙 보트가 대기하고 있는 항
구이다. 25인승 스쿠버다이빙 전용 보트가 있어 웬만한 다이버가 와
도 공간이 여유가 있다. 널찍한 다이브센터 안엔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브리핑이나 집결장소로 손색이 없다.
센터안에서 바깥으로 연결된 문을 나가면 장비를 세척하고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고, 식당도 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육지에서 오는 여객선은 하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한다. 신양항에 도
착한 손님은 다이브 센터의 픽업차로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연결
하는 추자대교를 건너 상추자도의 추자항에 위치한 추자 다이브로
이동한다. 이동시간은 10분정도가 소요된다.
25인승 다이빙 보트

숙박

아름다운 팬션

추자도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은 숙박 장소로
보통 “아름다운 펜션"을 이용한다. 이 펜션은 이름처럼
아름답게 단장된 곳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멋진 전
망이 펼쳐져 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인실은 공동 거실을 중심으로 3개의
넓은 방이 배치되어 있다. 거실은 주방을 겸하고 있어
취사가 가능하고, 각방에는 샤워실이 있고 커플들을
위한 2인실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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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의 다이빙사이트

추자도
지역

추자도 다이빙은 주로 상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이루어진다.

청석 포인트와 우물 포인트
체크 다이빙은 청석 포인트와 우물 포인트에서 한다. 두 포인트 모두 비
슷한 환경으로 15m 내외의 수심에 모자반과 미역들이 자라고 있고 그 위
로 인상어 무리와 잿방어, 돌돔 무리, 용치놀래기 등과 미역 사이에 숨은

직구도

귀여운 미역치를 볼 수 있다. 바닥에는 죽지성대, 광어 등 여러 종류의 물
고기들을 볼 수 있다.

직구도
추자 다이브에서 상추자도 동쪽에 있는 직구도까지는 배로 약 30분 정도
걸린다. 직구도의 바닷속에는 커다란 바위가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바위
마다 형형색색의 연산호와 부채뿔산호들이 빼곡하다. 그 위로 자리돔과
불볼락 무리가 시시각각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바위 아래에 거북복,
철갑둥어, 용치놀래기 등 쉽게 볼 수 없는 어종을 볼 수 있다. 수면에서는
멸치 떼가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아름답게 반짝인다.

비치 다이빙

야간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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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론 절벽

다무래비

나바론 포인트, 다무래미 포인트
추자도의 인근 바다에는 빨간 부채뿔산호가 암반에 붙어 멋들어지게 피어
있고, 보라색 해면들이 우뚝 솟아서 자태를 뽐내준다. 다양한 갯민숭달팽
이도 보이고, 자리돔 떼가 감태 위에서 넘실넘실 춤을 추듯 쏜살같이 무리
를 지어 지나다닌다. 바닥에는 해삼, 전복, 뿔소리도 보인다. 암반 사이의
공간에서 손바닥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돌돔 무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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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탈도
지역

관탈도 지역은 사전에 별도의 신청으로
다이빙이 가능하다.
물론 날씨가 좋아야 가능하다.

대관탈도
소관탈도

대관탈도와 소관탈도
관탈도는 추자도와 제주도 사이 제주해협에 있는 2개의 무인도로, 북쪽에
있는 섬이 대관탈도이며 하추자도의 신양항에서 약 24km 남쪽에 있다. 대
관탈도에서 다시 약 8.3km 남서쪽에 작은 섬이 소관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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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뢰
중뢰는 커다란 수중여 위에 세워놓은 철구조물 등대이다. 중뢰는 중여라고
도 부르며 추자도와 대관탈도 사이에 위치한다. 중뢰까지가 관탈도 지역에
속하고, 이곳에서 사자섬과 절명여가 바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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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자도의 육상관광

추자도는 제주도에 속한 섬으로 수려한 풍경과 독특한
생활 문화를 품은 보석 같은 섬으로 다이빙이 끝난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육상 관광을 해봄직한 곳이다.

나바론 하늘길

나바론 하늘길
나바론 하늘길은 내리막과 오르막을 거쳐 건너 능선 꼭대기의 추자등대
(등대산 전망대)까지 이어진다. 깎아지른 절벽 위 하늘을 향해 뻗은 길의
계단을 타고 3층 높이쯤 되는 옥상 전망대에 올라가면 추자도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봉글레산입구

최영장군사당

봉글레산정상

대서리

추자항

순효각입구
처사각
영흥쉼터

영흥리

예초리기정길

나바론절벽정상
추자등대

예초리포구

추자교
담수장

돈대산입구

목리고갯마루

황경현의묘

목리교차로
돈대산정상

목리
목리마을

2일차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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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리

엄바위장승

추자교삼거리

1일차 코스

신대산전망대

산양항
산양마을

산양2리

산양1리
모진이몽돌해안

추자도의 일출

나바론 절벽
난공불락 요새로 일컬어지는 나바론 요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나가야만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 비경을 볼 수 있다.

묵리 고갯길
묵리는 마을의 앞과 뒤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해가 늦
게 뜨는 고요한 마을이다. 추자대교를 건너 묵리로 향하는 고갯길에서는
시야가 맑은 날은 바다 너머 수평선 위로 한라산을 볼 수도 있다.

봉글레산 밤길
봉글레산에서 추자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특히 봉글레산에서
보는 일몰이 일품이다.

올레길(18-1 코스)
추자도에서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육지에서 보낸다면 추자도를 일주하는
올레길 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 총 길이 18.5km, 소요시간 6~8시간이
걸린다.
(추자항 ⇢ 추자 등대 ⇢ 묵리 교차로 ⇢ 신양항 ⇢ 황경헌의 묘 ⇢ 엄바
위 장승 ⇢ 돈대산 ⇢ 추자교 ⇢ 추자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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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멕시코
과달루페섬
Isla Guadalupe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Cage diving of Great white shark)
멕시코의 과달루페섬(Isla Guadalupe)은 바하칼리포르니아반도
서해안에서 241km, 바하칼리포르니아주, 엔세나다(Ensenada)의
남서쪽 400km의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이다.
이곳은 170여 마리가 넘는 백상아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수온은
18~24℃이다. 바다의 조류로 인해 가시거리가 30m 이상 되는
맑은 물을 유지한다. 과달루페섬에서는 리브어보드를 타고 케이
지 다이빙(Cage diving)으로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를 구
경할 수 있다. 케이지 다이빙을 하면서 10m 앞에 있는 멋진 백상
아리를 마주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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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필리핀
부수앙가섬
Busuanga Island
다이빙 장소 : 팔라우 랜드파라다이스

듀공 다이빙
(Dugong Diving)
필리핀 부수앙가섬 북쪽에 있는 카라위트섬(Calauit) 주변 10m
내외 얇은 수심의 산호초는 산호모래로 덮여 있고, 이 산호모래
에는 수초가 많이 자란다. 그래서 이곳은 듀공(Dugong) 서식지
로 유명하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섬 주변에는 현재
듀공이 약 30여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이섬의
북서쪽 해변이 듀공을 볼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곳에서 듀공 다이빙을 하려면 코론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소
요하여 부수앙가섬 북쪽에 있는 마을 케죤(Quezon) 마을로 가
서 작은 방카보트를 타고 약 1시간 걸려 카라위트섬의 북서쪽 해
변으로 가서 듀공 다이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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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축라군
CHUUK Lagoon

샌프란시스코 마루 난파선
(San Fracisco Maru)
축라군(Chuuk Lagoon)은 미크로네시아 연방(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의 4 멤버 중 하나로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장소이다. 이곳은 대체로 시야가 좋으며 침몰
되어 있는 난파선은 70여척이지만 주로 다이빙을 하는 곳은 30
여 곳이다. 대부분의 난파선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도인 수면
아래 40m 내에 있다. 일부는 텍다이빙이 가능한 깊은 곳에 있다.
난파선에는 대포, 총기류, 트럭과 전투기, 주방에 남아있는 식기,
은수공품, 술병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심지어 사람의 뼈나 해
골까지 남아있는 곳도 있다. 또한 수면에 가까운 난파선의 상층
부와 주변에는 여느 다른 다이빙 지역의 화려한 산호초 못지 않
은 풍광과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축라군의 난파선 중에 가장 유명한 난파선이 샌프란시스코 마루
(San Fracisco Maru)이다. 이 난파선은 수심이 깊은 곳에 있다.
신비하고 여전히 많은 크고 잘 보존된 전쟁 유물이 있다. 메인
데크에는 탱크가 있고, 앞쪽의 홀드에는 광물이 있다. 네 번째 홀
드에서는 트럭 2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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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몰디브 최남단

가프아톨
Gaafu Atoll of
Maldives Deep South

야간 고래상어 워칭
(Whale Shark Watching)
몰디브 최남단(Deep South)의 가프아톨(Gaafu Atoll)에는 밤에
고래상어(Whale Shark)를 구경하는 이벤트가 있다. 낮에 다이빙
이 끝나면 리브어보드를 아톨 내해에 정박시킨다. 저녁 6시쯤부
터 리브어보드 배 후미에 물속을 향해 전등불을 환하게 밝혀 놓
으면 크릴새우, 치어들이 모여든다. 8~12시 사이에 이것을 먹으
려고 고래상어들이 들어왔다가 1~2시간 머물다가 나간다. 많을
때는 5~6마리까지 된다고 한다. 이때 다이버들은 스노클링을
하면서 고래상어들을 구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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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최고의 휴양 다이빙 스팟

영덕 / 대진 투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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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휴양, 쉼표 그리고 대진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바다에서 휴식과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바다에 몸을
맡긴 채 명상하듯 쉬고 싶어합니다. 무중력, 물의 질감, 호흡소리, 갈라지는 햇살 등 수중의 환경들은 다
각도로 일상의 피로를 덜어내어 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말에 다이빙 스팟을 찾으면,
사람들이 붐비는 탓에 주차 장소부터 시작하여 짐을 놓기도 어렵고, 조용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여유를

경북

영덕

찾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고 싶어서 바다를 찾았는데, 더 고단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
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말 다이빙 환경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영덕군의 대
진입니다. 가슴이 트이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넓은 부지 위에 다이빙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장비를
입고 바로 앞 계단을 내려가면 미끄러지듯 비치 포인트에 입수합니다. 3대의 보트가 매끄럽게 다이버를
실어 나르며 물 흐르듯 하루가 진행되고, 해질 무렵에는 다이빙 준비하던 장소에서 바로 만찬과 캠프파
이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휴양 다이빙 스팟, 영덕의 대진리조트에 온더코너 멤버들과 함께 2020
년 가을에만 3번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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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유와 평안의 환경
대진의 평화로움
속초, 양양, 강릉 등 동해 다이빙의 빅 스팟은 다이버도 많지만 서퍼, 일반

2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무척이나 북적입니다. 해변도로에는 차도 즐비합니
다. 그러나 대진은 주말의 해변도로에도 운행하는 차를 거의 볼 수 없을 정
도로 아주 고즈넉한 지역입니다. 수면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해변을 따
라 걸으면 굽이치는 해안선 따라 평화를 만끽하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입
니다. 흔한 슈퍼나 식당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게 울리는 파도소리만 이
어질 따름입니다. 일상을 오롯이 뒤로 하고, 바다를 마주하며 피로를 내려
놓고 차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대진을 방문하였을
때, 이런 공백에 가까운 평화로움이 오히려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이나 신선
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가 잘 뚫려있어 오가는 길도 힘들지 않습니다.

3

여유 넘치는 대진스쿠버
대진항 북쪽에 자리잡은 대진스쿠버리조트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의 광활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부지가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고, 12인승 보트 3대가 전용 선착장에서 계속하여 운
행합니다. 야외 테이블과 천막이 줄지어 있고, 주차공간 또한 아주 넉넉합
니다. 다이빙 준비를 할 자리를 찾거나 장비 놓을 곳을 굳이 확보해야 한다
는 개념조차 없는 곳입니다. 준비, 휴식, 바다 감상 등 일체의 것들에 있어
여유가 넘치기에 다이버들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말을 즐길 수

4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넓어서 일행들이 분산되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테이블에서 걸어 들어가는 비치포인트
대진스쿠버의 가장 강점은 비치포인트의 탁월한 접근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준비하는 테이블에서 10발자국만 가면 바로 비치로
입수하는 계단입니다. 자리에서 바로 걸어서 들어가는 비치 포인트를 보

5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리조트까지 모두 고려하여도, 이정도의 접근
성을 확보한 곳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치 포인트의 중간
지점에 테트라포드를 쌓아 놓았기에, 입출수하는 지점이 특히 잔잔하고,
5m 수심이 확보되는 지점이 넓어서 교육다이빙에도 적합하며, 베도라치
등 마크로 피사체들이 특히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초보다이버부터
수중촬영가들까지 고른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1
2
3
4
5
6
7

비치 포인트 입수 준비 중인 멤버들
대진스쿠바 리조트의 전경
밤에 불멍 중인 멤버들
다이빙 준비의 풍경
곱창을 굽고 있는 김환희 강사
온더코너 자체 브리핑
대진 비치포인트의 전경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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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지형과 구조물들
테마파크 같은 각종 구조물
대진 다이빙의 상징과도 같은 대게 조형물 포인트는 다이버들의 테마파크 같은
곳입니다. 25m 모래바닥에 큼직한 대게가 우뚝 서있고, 그 주변으로 대게를 감싸
듯 침선이 3개나 있습니다. 싱글탱크로 대게와 침선 2개 정도를 넉넉히 둘러보고

2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생물들이 부착되어 화려해진 영덕대게를 활용하여 재
밌는 사진들을 일행들과 합을 맞추어 찍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3

정도입니다. 침선들에는 볼락, 우럭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중생
물 채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진스쿠버의 정책 덕분입니다. 물고기들이 다이버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마스크에 닿을 듯 다가가도 군집을 유지해줄 정도입니다.

게짬의 협곡과 깐북이의 암반, 그리고 씨어초
대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다이빙은 단연 게짬입니다. 동산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큰 두 암반이 수중에서 서로 맞닿아있고, 그 사이에 깊은 협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협곡을 따라 다이버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협곡 내부에는 볼락, 우럭, 혹돔, 망상어 등 물고기로 빼곡히 차있고,
굴뚝처럼 수면을 향해 뻗어있는 출구로 상승하면, 밝은 색의 암반 위로 햇살이 쏟
아집니다. 멍게 등 해양생물의 ‘씨를’ 많이 뿌린 곳이라 하여 ‘씨어초’라 불리는 포
인트는 레고블럭처럼 쌓아올린 콘크리트 구조물 지형입니다. 그 위로 물고기가
빼곡하게 쏟아져, 마치 해외 유명 포인트의 생물 밀집도에 비견될만 합니다. 씨어
초는 남서쪽으로 암반지형인 ‘깐북이’ 포인트와 연결되는데, 깐북이에서는 큼직한
해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38렉
저는 짙푸른 물색을 좋아합니다. 채도가 높은 푸른 물을 바라보면 무척이나 자유
롭다고 느낍니다. 38렉 포인트는 그런 짙푸르고 광활한 블루워터를 마음껏 파노
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트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면, 38m의 평평한
모래바닥에 아주 큰 홍게잡이 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교적 육지에서 멀고, 수
심이 깊어서 시야가 양호하게 확보되고, 다이버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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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많고 침선 위로 섬유세닐말미잘들도 솟아 있습니다. 38렉 주변은 단지 평평하
고 넓은 지형이고, 부유물이 적어 짙게 푸른 물이 침선을 감싸듯 파노라마로 펼쳐
집니다. 수심 때문에 30% 나이트록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조금 늘어
난 NDL 마저도 너무나 짧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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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렉 포인트에서 촬영 중인 김환희 강사
비치 포인트에서 조수민 마스터
비치포인트의 반수면샷
대게 포인트에서 김미루 강사
대게 포인트에서 상승 중인 김환희 강사
게짬에서 안태건 마스터
게짬 협곡에서 김환희 강사
깐부기 포인트의 해마
씨어초에서 촬영 중인 이혜은 강사
철어초에서 김환희 강사

두 마리 토끼를
넉넉히 잡을 수 있는 곳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때의 시간들은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욕심쟁이가 되고는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물속에서는 또 짜릿해
야 하고, 물고기가 많아야 하지만 사람은 붐비지 않아야 하고, 비치포인트가 근사하
면서도 바로 편하게 입수해야 하고, 바다 바로 앞에서 다이빙 준비를 하면서도 밤에
같은 자리에서 불멍도 해야 합니다. 과한 욕심일까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가능
한 곳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곳, 영덕 대진
이 그랬습니다. 덕분에 지난 가을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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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강사
(www.onthecornerdive.com)
PADI Master Instructor
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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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킹 다이빙센터와 함께 한

제주도

서귀포 다이빙
글, 사진 이상훈 / PADI강사 (MSD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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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했던 어느 날 …
전국적으로 황사 때문에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던 주말, 서귀포 문섬에는
한라산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바닷속도
시야가 나쁜 건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보목에 위치한 스쿠버킹 다이브센터
의 김석호 강사와 함께 문섬을 다녀왔다. 김석호 강사는 강원도 봉포에서
21년 가까이 봉포리조트를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제주도 보목으로 내려와
서 스쿠버킹이라고 작은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다이빙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강원도에서 알게 된 인연은 제주에서도 이어져서 이날 김강사와 그 센
터를 찾은 손님들과 함께 문섬 옆의 새끼섬으로 다이빙을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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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섬의 수지멘드라미산호
새끼섬의 화려한모습
스쿠버킹의 모습
새끼섬에서 만난 벵에돔 무리

2

4

문섬 옆의 새끼섬에서
문섬은 천연기념물 제421호(2000년 7월 18일 지정)로 지정되어 있고, 수
중에는 형형색색의 연산호들이 섬 주위에 가득하게 자라고 있다. 많은 낚
시꾼들도 찾는 무인도 화산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파식대는 다이빙 준비
를 하기에 평평해서 좋다. 이날 다이빙은 4물, 섬의 물때 시간에 맞춰 입
수를 하니 약간의 조류가 밀려온다. 하강 후 새끼섬에 설치된 로프를 따
라서 이동을 한다. 직벽쪽으로 빨갛고 노란 연산호 주위를 수많은 자리돔
떼가 가득 메우고 있다. 서귀포의 문섬(새끼섬)은 자주 오지만 올 때 마다
바다의 모습은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마침
시야도 나쁘지 않았다. 육상은 미세먼지 때문에 가시거리가 좋지 않지만
수중은 거의 7~8미터 이상의 시야를 유지해 준다. 오랜만에 청명한 물
속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여기 저기 쳐다보며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
댄다. 그렇게 2회의 다이빙을 마치고 마지막 3회째 다이빙을 위해서 수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김강사는 먼저 나가서 장비와 공기탱크를 정리하
겠다고 한다. 섬 비치다이빙의 장점은 섬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보트
다이빙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천천히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공기탱크와 다이빙 장비를 전부 내 손으로 옮겨야 하는 힘든 번거로움
이 있다. 이날 스쿠버킹에서는 전부 12명의 다이버가 다이빙을 했다. 공기
통의 개수만 따진다면 1인당 3회씩만 계산해도 약 30개가량이 되어서 김
강사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공기통을 먼저 가지고 나가서 정
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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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섬의 난파선 다이빙
필자는 마지막 다이빙을 난파선을 향해서 천천히 깊은 수심을 따라서 내
려갔다. 간조 시간이라 난파선의 상부는 대략 33~35미터 정도가 나왔다.
만조 시에는 수심이 40미터 가까이도 나오고 조류가 심할 때는 섬에서 진
행이 힘들고 보트다이빙만 하여야 하지만 이날의 간조 시에는 조류가 그
리 세지 않아서 섬에서 난파선을 다녀올 수 있었다. 하지만 시야는 오전
에 했던 다이빙만큼 나오지가 않았다. 희미한 난파선의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짧은 무감압한계시간 때문에 서둘러 되돌아와야 했지만 문섬의
난파선은 깊은 수심 때문에 초보 다이버들이 갈 수 없기에 더 신비로운
것 같다. 때에 따라서 수많은 줄도화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
리돔 무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던지 난
파선은 많은 물고기들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색의 산호들한테 새로운 생
명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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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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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 둘째 날 다이빙
- 범섬으로
첫째 날은 문섬(새끼섬)에서 다이빙을 하고 둘째 날은 법환항 부근에 위치
한 범섬으로 갔다. 호랑이가 엎드린 모습을 했다고 해서 범섬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주말이라 많은 다이버들이 섬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다. 이날은 2
회 다이빙만 하였는데 문섬에서 했을 때 보다 시야가 좋지 않았다. 범섬에
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입수를 하면 수심이 약 7~8미터
정도의 낮은 지형이다. 바닥에는 감태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범섬 옆의 새끼섬 쪽을 따라서 하강을 하다 보면 수심 20미터 정도 지나면
서 직벽이 시작된다. 그리 길지 않은 직벽은 월다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
는 구간이다. 직벽에는 연산호, 해송이 자라고 그 사이 사이를 자리돔을 비
롯해서 열대어종들이 가끔 보인다. 직벽의 바닥은 약 30미터 정도가 나오
며 범섬에서 직벽의 끝까지 다녀오기에 부담이 없다. 다만 시야가 아쉬웠
다. 섬 다이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힘들게 공기탱크와 장비를 갖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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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지만 아쉬운 시야 때문에 피곤함이 더 느껴진다. 그래도 한국의 바다에
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범섬의 모습
산호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는 황붉돔(노랑가시돔)
산호와 줄도화무리(범섬)
유어선을 타고 범섬으로 가는 모습
시야가 좋은날 범섬의 수중(세동가리돔과 해송)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으로 다이빙 투어를 가지 못하니 제주도로 많
은 다이버들이 찾아온다.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처
음 느끼는 다이버들이 있지만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또 찾아오는 곳이 바
로 제주도 바다가 아닐까 생각된다. 모든 다이빙이 그러하듯 그 지역에 대

5

해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야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다. 특히 제주
도는 물때에 따라서 조류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은 다이
빙을 한 경험 많은 가이드와 같이 하기를 권장한다. 스쿠버킹은 이제 막 제
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김석호 강사는 다이빙 경험이 풍부해서 같
이 간다면 믿고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다이빙 하는 시간 내내 마음
이 편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함께 다이빙을 해 준 김강사에게 고마움을 전
하면서 다시 서귀포의 문섬과 범섬의 물때를 보면서 언제 또 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 본다.

이상훈 / PADI강사 (MSDT)
1997년 다이빙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3,000회 정도의 다이빙 횟수를 통
해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하고, 다이빙에 비해서 다소 늦게 시작
한 수중사진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언제든 카
메라를 들고 바다를 찾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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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호프로젝트

1차 프로젝트에 참가한 팀부스터 멤버들

제1차 프로젝트 : 부산
글 강경빈, 곽태진
사진 김혜진, 곽태진, 장원희, 강경빈, 이혜은

해양생태계 보호프로젝트란?

제1차 프로젝트
제1차 프로젝트 장소로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 부산이 지정되어, 5월

KT&G와 KOEM(해양환경공단)이 후원하고 동아시아바다공동체

22-23일, 양일간 부산 근해의 나무섬, 형제섬, 남형제섬(외도) 등 3개의 섬

오션(해양쓰레기연구소)과 팀부스터(해양탐사그룹)가 주최가 되어

에서 첫 번째 탐사가 이루어졌다.

함께 진행하게 된 해양환경활동을 말한다. 이는 경남 및 부산의 7

부산의 섬을 다이빙해 볼 기회가 흔치않아 몰랐었지만 마지막 탐사 포인트

개 섬을 지정하여 섬 주변의 수중탐사를 통한 환경 데이터 수집

였던 남형제섬(외도)은 깨끗한 시야와 아름다운 경관이 보존되어 있어 멤

및 정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로, 총3차에 걸쳐 진행될 예

버들의 탄성을 절로 자아냈다. 수중실태조사를 위해 갔었지만 다이버로써

정이다.

이런 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까지 조사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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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는 팀부스터의 해양쓰레기관련 첫 프로젝트로, 3개 섬을 탐
사하면서 직접적인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해양쓰레기 데
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형제섬 전경
남형제섬
남형제섬

이번 탐사에는 기존 팀부스터 멤버외에도 평소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던
다이버들이 함께 하여 총 12명의 다이버들(곽태진, 김혜진, 김현만, 장원
희, 심수환, 김유라, 정희남, 강경빈, 조아라, 박신재, 양기영, 이혜은)이 모
였다. 다이빙이 취미인 여러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모
두들 오랜 다이빙 경력을 가지고 있고, 멤버 중 특수구조대 소방관 및 수
상안전/응급처치강사가 총 5명으로 안전에도 최대한 유의하여 진행되었
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을 위해 토요일 새벽4시에 수원에서 출
나무섬

발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모두들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내는 열정
을 보여주었다

이번 탐사에서 해양쓰레기에 의한 생물피해사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은 폐통발에 범돔 7마리가 갇혀 있던 장면이었다. 범돔은 여러 마리가 무
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앞서던 범돔을 따라가다 다 같이 통발에 갇힌
걸로 보였는데 다행이도 아직 갇힌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살려
주려고 통발을 찢자 줄지어 나와 헤엄쳐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한 가족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의 안도감과 동시에 이렇게 구해지는 생물이 극히 일부
일 뿐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쓰레기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통발에 범돔 가족

범돔 가족 구조

2021 July/August | 71

이번 탐사에 앞서 팀부스터에서는 UDS(underwater debris survey)라 부
르는 자체 수중조사절차(protocol)를 고안하였으며, 이는 일정면적당 해양
쓰레기의 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RLS(reef life survey)과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Plastic Litter in the OceanGESAMP’을 기초로 설계하였으며, 수중에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다.

UDS(underwater debris survey) Method 1 도식

이번 탐사에서 나무섬, 북형제섬, 남형제섬 각3섬에서 팀당 1회씩 UDS 조
사방법을 수행하였다. 캡틴이 15미터의 릴을 친 후 두명의 조사 다이버가
릴(reel)을 따라가며 각자 1미터내의 구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30제곱
미터의 면적당 쓰레기를 조사하고 수거 후 분류하는 것이다.
수행 결과 30제곱미터의 면적에서 남형제섬은 10개, 나무섬은 11개, 북형
제섬은 12개의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이 결과가 아직 의미를 갖기는 힘들
겠지만, 우리 생활공간과 비교해본다면 10평의 공간에 10개의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 것이므로 팀 내부적으로는 쓰레기의 밀도가 꽤 높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30제곱미터당 해양쓰레기 갯수
12
10
8
6
4
2
0
(갯수)

남형제섬

북형제섬

-자세한 UDS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라.

UDS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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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섬

프로젝트 이틀간 총5회 다이빙 동안 수거된 쓰레기는 총 219점이었다. 세

이번 부산 프로젝트에서 3개의 섬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다음은 통영 근

부적으로는 낚시관련 130개, 어구관련 35개, 생활쓰레기 44개, 건축자재

해의 홍도와 국도가 조사 장소로 정해졌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널리

3개, 기타 7개이다. 섬의 갯바위 낚시를 위해서 낚시객이 많이 방문하는

알리고픈 마음도 있지만 깨끗한 바다경관이 최대한 잘 지켜져 있으면 좋

곳이어서 낚시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폐어구류가 많

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다음 섬이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하게 하는 1

은 것으로 보였다.

차 프로젝트였다.

아직은 첫걸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UDS를 활용한 양질의 데이터들이 늘어
나고 쌓여 시민과학을 통해서도 새로운 자료수집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틀간 수거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부터 낚시
및 어업쓰레기 등 총219점으로 그 중 어구류가 165개로 어업쓰레기의 처
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시급해보였다.

쓰레기 분류 차트

기타
3.2%

건축자재
1.4%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는 트라이믹스 기체를 활용하여 깊은 수심을 잠수
할 수 있는 감압다이빙이 가능한 8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를

생활쓰레기
20.1%

위한 의미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
며,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하여 바닷속의 지금 모습을 알
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언제나 환영
한다.

어구
16.0%

낚시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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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다이빙 장소
글 김희영(Angela Kim)/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수석비서관

Rovinj 1
Fraškerić 2
Mali Lošinj 3

크로아티아(Croatia)는 유럽의 발칸반도 서부에 위치
하고 있다. 아름다운 지상낙원이라는 별명처럼 자연과

Adriatic Sea
아드리아�해

도시가 어우러진 멋진 전경이 펼쳐지고, 지중해의 아
드리아 해안을 따라 수많은 섬들이 있다. 1,246개의 섬
(islands), 바위암초(islets), 수중암초(reefs)들로 이루어

Lučice 4
Bol 5

진 큰 군도가 있는 크로아티아의 지형적 특성은 멋진
해양관광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중의 동굴,

6

협곡 및 기둥으로 이루어져 색다른 스쿠바다이빙 환경

Korčula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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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rum 7
8
Taranto

Mediterranean Sea
지중해

The Baron Gautsch Shipwreck, Rovinj

Fraškerić, Istria

(로빈예의 가우치 남작 난파선)

(이스트리아의 프라슈케리츠)

중급 및 고급 다이버의 경우 아드
리아해에서 가장 인기있는 난파
선 중 하나인 가우치 남작(Baron
Gautsch) 난파선을 추천한다.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기뢰였으
며147명의 승객과 함께 침몰됐다.
이제 난파선은 산호로 덮여 있으
며 주변에 다양한 종의 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한다. 고급 다이버들
에게는 40m 깊이의 선체를 탐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모든 다이버에게 적합한 다이빙 장소로 3m 깊이의 4개
의 터널이 16m까지 깊게 있고 특히 보름달 뜰 때 스노클
링과 야간 다이빙으로 특별한 은빛 물결을 만끽할 수 있
는 장소이다.

주요 다이빙 센터 목록
ISTRIA and KVARNER

international aiports : Pula, Rijeka,
Trieste (Italy), Zagreb

Rovinj

Diving Center – Rovinj Sub
https://rovinj-sub.hr

1

2

Underwater Museum, Mali Lošinj

Cave Lučice, Brač Island

(수중박물관, 말리로신)

(브라츠섬의 루치쎄 동굴)

Diving Center Shark

오렌지 색깔의 영롱한 해조류 및 해양생물 탐험의 경험
까지 선사하는 루치쎄 동굴 다이빙은 평균 20미터에서
깊은 곳은 40미터까지 탐험할 수 있는 다이버의 천국이
다. 수심 20미터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청정 지역에서
의 동굴 다이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썼던 암포라와 베네치아 대포, 그
리고 로마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많은 조각들이 있다. 이
곳은 2000 년 된 아폭시오메노스 동상이 1996 년에 발
견되어 복원 된 장소이기도 하다. 수중 박물관은 크로아
티아의 역사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초급
다이버들에게 적합하다.

Medulin

https://www.diving-shark.hr/en/
Rijeka / Kostrena

Diving Center Kostrena
https://dckostrena.hr

(The oldest dive center in Croatia)

3

4

Bol, Brač Island

Tomislav, Lokrum Island

(브라츠 섬의 볼)

(로크룸 섬의 토미슬라브)

Selce

Diving Center Mihuric
https://mihuric.hr

CENTRAL TO SOUTH DALMATIA

international airports Split, Dubrovnik
Split / Kaštel Stari

Diving Center Venus

돌고래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최적 장소

5

두브로브니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로크룸섬 난파선 및 해저 다이빙 최적의 장소.
(4~11월 성수기)

https://scubadiving-split.com

7

Te Vega, Sušac Island (near Korčula)

The Taranto, Dubrovnik

(수삭섬의 테 베가, 코르출라 인근)

(두브로브니크의 타란토)

이 다이빙 장소는 수심이 낮아
어린 아이들이나 초보 다이버
들에게 적합하다. 수삭섬에서
는 바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
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테 베
가 바다 호수로 나갈 수 있다.
인상적인 바다 벽은 해발 30미
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 또한 볼 수 있는 이
곳은 일년 내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로도 유명하지
만 1943년 밀가루, 트랙터 등을 실었던 운송배 타란토의
잔해가 해저 약 52미터 아래 잘 보존되어 여러 해양 생
물들의 보금자리로 다이버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Bol, Island of Brač

Big Blue Diving

https://big-blue-diving.hr
Dubrovnik

Diving Center Blue Planet

(Hotel Palace)

https://www.blueplanet-diving.com/en
Abyss Dive Center

6

8

(Valamar

President
Hotel)

https://www.dubrovnikdiv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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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다이빙센터 소개

뉴서울다이빙풀
대표 김영중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상업지역 61-1호
조일프라자내 지하 3층
전화 02-892-4943, 02-893-4943
웹사이트 http://www.scubap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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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EOUL DIVING POOL

자체 다이빙센터에 등록하면 따로 장소를 옮길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스쿠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받는 동안은 부담 없이 자체 다이빙 풀에서 연습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한다.
뉴서울다이빙풀은 최첨단 시스템인 오존 처리의 방식과 최초의 인공해수 잠
수풀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다의 강습(교육) 자격과 전문 트
레이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뉴서울다이빙풀은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할 수 있는 깊은 수심(2.7m 이상)의
풀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다이빙 센터가 있어 스쿠버 교육생들을 모
집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외부 다이빙 센터의 강사들이 회원들
을 데리고 입장하여 스쿠버 강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기통(탱크) 등의 장
비를 대여해 주기도 한다.
자체 다이빙 센터에 등록하면 따로 장소를 옮길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스톱
으로 스쿠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받는 동안은 부담 없이 자체 다이빙
풀에서 연습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 다이빙센터들에 비해

뉴서울다이빙풀

다이빙풀이 있는 다이빙센터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이다. 다이빙 센터들이 대

•최고의 수질과 수온 : 용존 고형물질
측정기준(25~35ppm) 1~2급수

형 다이빙풀 인근에 모여 있는 것도 다이빙풀이 가까이 있는 편리함을 최대

•옥·내외 무료 대형 주차장

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동이 편리한 엘리베터

뉴서울다이빙풀은 레저 스포츠의 스킨스쿠바 교육과정을 최고의 교육 시스

•인공해수(연수) 잠수풀

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넓은 쉼터와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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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리프 다이빙
(Reef Diving)
글, 사진 편집부

리프 다이빙의 묘미

수중 가시거리가 30~40m 정도가 나오는 열대바다에서의 리프 다이빙
은 환상적이다. 산호초 월을 따라 펼쳐진 깊은 해저의 바닥은 먼 안개 속

열대바다의 리프(Reef) 지대는 초보 다이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다이버

에 감춰져 있고, 태양광이 수면위에서부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모습, 끝

까지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대중적으로 다이빙을 즐기는 장소이

이 보이지 않는 심연의 허공 위에 무중력 상태로 유유히 유영해 갈 때는

다. 열대 바다 다이빙의 매력은 따뜻한 물과 청명한 날씨이다. 열대 바다

마치 한마리 새가 되어 높은 상공에서 활공하고 있는 느낌을 가진다. 유

에는 여러 가지의 수중환경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탁트

형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월을 오르내리며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온갖

인 시야, 다양한 종류의 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있는 산호초이다.

종류의 아름다운 물고기 무리들, 참치, 바다거북,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을

열대지방의 산호초는 수심 30~60m 정도의 해저부터 수면까지 형성되

볼 수 있다. 절벽에는 온갖 종류의 산호류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어 있다.

그 산호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작은 수중생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

리프지대의 다이빙 장소는 슬로프(Slop)나 월(Wall) 형태로 형성되어 있

습은 황홀함 그 자체이다.

다. 물속 지형이 잘 보이고 수중생물이 밀집해 있어 다이버들은 주로 산

산호초에는 수중생물 종의 4분의 1, 바닷물고기의 65% 정도가 살고 있다

호초 풍광이나 산호초를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는 해양생물들을 구경하

고 한다. 특히 산호(Coral)는 여러 종류의 수중생물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는 것이다.

있는 피신처를 제공하고, 해면동물, 연체동물, 게, 새우, 성게, 불가사리,
바다거북 그리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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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다이빙
리프 다이빙에서는 보트다이빙을 주로 하지만 비치다이빙으로도 할 수
있다. 보트다이빙을 주로 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의 다이빙사이트로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안선을 따라 접근하기 어려운 지
역이나 파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비치다이빙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다이빙 투어는 본인을 교육한 강사나 전문 다이빙 여행사가 인솔해서
현지의 다이브리조트까지는 가지만 현지 다이브센터의 다이브마스터
가 다이빙 가이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들
이 다이빙 전에 실시하는 브리핑(Briefing)은 매우 중요하다. 브리핑의
내용은 다이빙할 사이트의 특징, 다이빙 방법, 특별하게 볼 수 있는 풍
광이나 수중생물, 주의사항 등이다. 브리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질문을 하고, 만약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테크닉이 포함되어 있
다면 사전에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지에 가서 첫날 첫 번째로 하는 다이빙을 체크 다이빙(Check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Diving)이라 한다. 체크 다이빙은 가장 평범한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현
지 가이드가 다이빙에 참여하는 모든 다이버들의 다이빙 능력이나 공

참고
다이빙 투어 인솔자

기 소모량을 체크한다. 체크 다이빙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

기본교육을 받고 오픈워터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해서 다이빙 교육이 완전히 끝

로 진행할 다이빙 계획을 수립한다.

난 것이 아니다. 다이브마스터가 되기 전의 초보 다이버들은 현장 교육이 지속적
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이빙 투어는 본인을 교육한 강사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인의 다이빙 능력이나 문제점을 교육한 강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체크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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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및 하강

호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수칙에 나와 있는 제한수심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계획된 최대 수심

리프 다이빙의 입수 지점의 수심은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는 10m 내외

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낮은 수심으로 유영하며 다이빙한다. 점진적

가 적당하다. 너무 얕은 리프는 파도가 밀려왔을 때 다이버가 가까이 있

으로 수심을 낮추면서 하면 다이빙 시간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

는 암초의 수면 위의 돌출부로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하다. 너무 깊은 곳

니라 감압문제에서도 안전한 프로파일이 된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다

은 바닥까지 가서 정지하는 초보자에게 위험하다. 시야가 맑아서 깊이 들

이빙을 하면 호흡을 할 때마다 몸속에 용해된 질소가 원활하게 체외로

어가도 깊이를 알 수 없어 중성부력 기술이 부족한 다이버들이 자신도 모

방출되어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르는 사이에 깊은 수심까지 내려가 있을 수도 있다.
버디와 같이 하강 신호를 교환한 후에 하강을 시작한다. 압력평형
(Equalizing)은 귀에 통증이 오기 전에 자주 실시한다. 하강은 바닥 쪽을

월(Wall), 슬로프(Slop), 드롭오프(Drop-off)
월다이빙에서 말하는 수중 월(Wall)은 완만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슬로

주시하면서 수심계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하강할수록 다이버의 부력이

프(Sloop)이거나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드롭오프(Drop-off) 구조이다.

줄어져 하강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수심에서 부드럽게 정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수중 월들은 물론 저마다 개성이 다르지만 같은

지되지 않는다. 하강도중에 수시로 BCD에 공기를 조금씩 넣어 하강속도

월이라도 위치나 깊이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같은 월을 여러 번 다이빙

를 조절해야 한다. 목표수심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목표수심 3m 전에 하

을 해도 할 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강 중지를 시작한다. 하강 중지는 핀 킥과 BCD에 공기를 넣어 해결한다.

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이버가 유영하는 수심에서 한 쪽은 해양생물이 살

BCD에 공기를 주입할 때는 조금씩 넣어야 한다. 과도한 양의 공기를 넣

고 있는 절벽이고, 다른 쪽은 무한한 외해이다. 절벽에는 무수히 많은 구

게 되면 다시 수면 쪽으로 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멍과 틈바구니와 굴들이 엉켜있는 복잡한 구조이며, 이곳에서 해양생물

목표수심에 도달하면 중성부력을 맞추고, 수직이었던 자세를 수평으로

들이 보금자리를 틀며 살고 있다. 각양각색의 해면과 산호가 어우러져 있

전환하면서 버디의 상태를 체크한다.

고, 그 산호속에는 각종 멍게류, 연체동물, 바다나리, 게, 새우들과 프로그
피쉬를 비롯한 각종 물고기들이 절벽의 거주자들로 빈틈없이 자리를 차
지하고 있다. 월의 인근과 외해에는 월을 지나가며 먹이를 찾는 참치, 방
어, 가오리, 상어, 고래, 바다거북, 바다뱀 등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지
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도 만날 수 있다. 외해 쪽의 바닥은
얕은 곳부터 바닥이 보이지 않은 물속까지 다양하다. 바닥이 보이지 않은
물쪽을 바라보면 태양광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월다이빙에서는 가이드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절벽에 부착된 산
호나 바위 틈새의 작은 생물들도 살펴보고, 먼 바다 쪽도 대형 생물이 가
끔 지나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가이드도 자주 봐야 한
다. 특히 가이드의 탱크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가이드를 바라보
아야 한다. 가이드는 그 지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중생물을 누구보다
도 잘 찾아내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가 수중생물을 찾으면 다이

유영 및 관찰

버들에게 찾은 수중생물을 묘사하는 수신호를 보낸다. 이때 가이드의 수
신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버디의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진행방향을 정하여 천천히 유영을 시작한
다. 리프에는 조류가 발생할 때가 많아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
을 하게 되면 다이버들이 체력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편하게 다이빙을 진행하고 출수하면 보트가 픽업해주는
방식이다. 또다른 방식은 보트를 정박시켜 놓고 다이빙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처음에 조류를 거슬러 유영한 후에 중반에 되돌아 왔던 방향으로
조류를 타고 오면 쉽게 되돌아 올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영
은 수심 15~20m가 적당하며 이 수심대가 가장 볼거리가 많다.
반드시 중성부력 능력이 숙달되어야 하며, 수심, 잔압, 다이빙타임, 무감
압한계시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이브 테이블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다이브컴퓨터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초보자는 중성부력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핀 킥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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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버디 시스템
깊은 수심의 리프다이빙에서는 버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버디 시스템의
수칙을 준수하고, 버디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수중생물 묘사의 수신호
산호초 다이빙에서는 산호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절대로 확실히 아는 것
이 아니면 손으로 만지거나 집지 않아야 하며
수중생물을 절대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
면 쏘이거나 물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해로운
수중생물을 자료를 찾아보고 미리 알아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Glassfish

Barracuda

Eagle Ray

Manta Ray

Moray Eel

Lionfish

Napoleon fish

Nudi Branch

Sea Turtle

Tuna

Garden eel

Pygmy Seahorse

Hammer head Shark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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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Arch), 터널(Tunnel), 케이번(Cavern),
케이브(Cave)
산호초에는 다이버들이 통과할 수 있는 아치(Arch)나 터널(Tunnel) 형태
의 통로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 아치들은 대부분 입구에서 출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짧다. 아치나 터널의 내부 벽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붙어
살고 있다. 수중전등으로 내부 벽을 비추어 천천히 관찰하면 어둠속에 사
는 수중생물을 볼 수도 있다. 작은 아치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슈트나 장
비가 벽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부 산호초에는 끝이 막혀 있는 길고 짧은 동굴(Hole)들도 있다. 동굴에
는 자연광이 미치는 영역을 케이번(Cavern)이라 하고, 자연광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케이브(Cave)라 한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이런 동굴
에 진입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자연광이 미치는 곳까지만 잠시 구경하고
지나가야 한다. 자연광이 없는 케이브 영역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전문적
인 케이브 다이빙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피나클(Pinacle), 캐넌(Canyon)
산호초에는 높이 솟아 있는 작은 봉우리 형태의 피나클(Pinnacle, 수중

케이브(Cave)

그로토(Grotto)

봉우리)이나 골짜기 모양으로 된 캐넌(Canyon, 협곡)도 있다. 피나클로
된 지역은 바닥 수심이 대체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지 말
고 스윔스루(Swim thru)로 봉우리 사이를 이동한다. 캐넌에는 대체로 강
한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에어포켓(Air Poket)

암반지대(Rock)나 모래바닥(Sandy)
암반지대의 돌멩이나 모래바닥의 모래 속에 생물이 전혀 없는 것같이 보
이지만 돌멩이 밑이나 모래 속에도 작은 생명체가 숨어 살고 있다. 암반
지대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모래지형에서도 핀 킥
으로 모래를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패시지(Passage)

터널(Tunnel)

드롭오프
(Drop-off)
피나클(Pinacle)

슬로프(Slop)
오버행
(Overhang)
월(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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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Plain)

아비스
(Abyss, 심해)

상승 및 출수, 안전정지
잔압이 70바(Bar) 정도가 되면 유영을 종료한다. 수면에 도착했을 때 50
바의 잔압을 남기는 것이 최상이다. 그리고 버디와 상승신호를 주고받은
뒤에 상승을 준비한다. 부력조절기(BCD)의 공기를 빼고, 다이브소시지를
띄운 후에 상승을 시작한다. 상승속도는 분당 9~18m의 속도로 한다. 안
전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9m 수심에서 1~3분 정지하고, 그 다음
에 3~5m 수심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안전정지가 끝난 후 5m 수심에서 수면까지 올라가는 것을 중요시 생각
해야 한다. 거의 모든 다이버들이 안전정지를 끝내고는 수면까지 급히 상
승해 버리는데 이것은 위험한 습관이다. 이 구간이 거리당 압력변화가 가
장 심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상승해야 한다. 수면위에는 엔
진이 돌고 있는 배가 지나갈 수가 있다. 수면 쪽을 쳐다보면서 팔을 위로
들고 천천히 상승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월이 가까이 있으면 가능한 월을 타고 상승을 하는 것이 가
장 좋다. 수심 5m 월에서 안전정지를 하는 3분 동안도 월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보낼 수 있다.
다이빙에 몰입하다가 무감압한계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무감압한계시간을 초과하
게 되면 다이브컴퓨터가 지시한대로 감압 다이빙을 해야 한다. 출수한 후
에는 그날의 나머지 다이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잔압의 단위 - 바(Bar)와 PSI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게이지는 잔압의 단위가 바(Bar)이다. 보통 잔압
계 사용시 1바(Bar)는 1기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렌
탈한 게이지는 PSI 단위로 된 것이 있다. 1바가 15PSI라고 계산하면 된다(정확
하게는 14.7PS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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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휴식시간과 항공기 탑승

로그북 작성과 수중생물 지식
로그북(Log Book)

다이빙 투어를 가면 하루에 다이빙을 2~3회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번 다이빙을 하고 나오면 6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은

다이빙 로그북은 다이빙 일기를 쓰는 것으

질소배출을 위한 시간이다. 수면휴식시간동안에는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

로 로그북은 간단히 작성할 수도 있고, 좀

고, 음료를 마시거나 로그북(Log Book)을 작성하며 편안하게 쉬어주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자세히

것이 좋다.

기록한다면 차후 다이빙을 보다 안전하고

다이빙 일정이 완전히 끝나고 항공기 탑승은 18~24시간이 지난 후에 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는 것이 좋다.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올라가는 것도 항공기 탑승이나 같

유용한 자료가 되며, 다이빙 추억을 아름답

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게 만들어 준다. 다이버라면 반드시 로그북
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그북은 매 다이빙마다 다이빙번호, 날짜, 날씨, 다이빙장소, 수온, 수중
시야, 웨이트벨트 무게, 입수공기압, 출수공기압, 수면휴식시간, 압력그룹,
수심, 다이빙시간, 안전정지, 짝의 정보, 감독 및 가이드, 입수 및 출수시
간, 기타 메모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다이빙 중에 보고 느낀 주관적인 감상
과 실수한 것까지도 기록한다.
다이빙에서 다이버의 자격과 경력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
로 다이빙 로그북이다. 로그북은 다이버의 다이빙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
이다. 또한 라이선스 대용으로 사용될 만큼 다이빙계에서 공신력을 가지
고 있다.

수중생물 생태 지식과 수중생물 도감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의 목표는 다이빙을 재미있게 하는데 있다. 다이빙
의 묘미는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무중력 상태의 만족감과 지상과는 다른
수중 풍광을 보는 것이 첫 번째이다. 거기다가 해양생물의 발견과 신기한
생태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떤 다이빙사이트에서도 반드
시 특이한 생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너무 크기가 작거나 희귀종
이거나 잘 숨어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생물들을 보물찾
기하는 재미로 찾아다니는 것도 즐거움이다. 찾아낸 생물이 무엇인지 수
참고
여러 날 동안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할 때 주의사항
다이빙 투어에서 여러 날 동안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고, 투어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딥다이빙(Deep
Diving)을 지양하고, 최소 24시간 이상의 수면휴식시간이 지난 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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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물 도감을 찾아보거나 가이드에게 물어보고 로그북에 기록해 나가면
재미가 배가 된다. 또한 수중에서 수중사진을 찍어보면 새로운 흥미를 유
발시킬 수도 있다.

다이빙 장비
다이빙에서는 부력조절기(BCD), 옥토퍼스가 달린 호흡기(Regulator), 다

환할 다이브 슬레이트(Dive Slate, 수중 메모판)와 월에 있는 수많은 구석

이브컴퓨터(Dive Computer) 등과 같은 잘 정비된 장비 외에 수온에 적

과 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수중전등(Light)이 필요하다. 셰이커(Shaker)

당한 슈트(Suit), 수중환경에 적당한 핀(Fin), 시력이 보완된 마스크(Mask)

는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장비이고 장애물들을 찔러보거나 탱크를 두드

등을 착용해야 한다.

려 버디에게 신호를 보내는 스틱(Stick, 탐침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

열대지방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다이빙하는 모습은 사

지만 탐침봉으로 수중생물을 건드리면 안된다. 단, 공격성이 강한 트리거

실 약간 오도된 것이다. 산호초 자체의 특성 때문에 어떤

피쉬가 달려들 때는 사용해도 된다.

형태로든 몸을 보호하는 적당한 두께의 슈트를 입어야 한

참고

다. 또한 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지 말아야 한다.

렌탈장비

부득이하게 소변을 보게 되면 물속에서 소변이 묻은 슈트

다이브센터에서 렌탈장비를 빌려서 다이빙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만 하는 다

부분으로 짜서 빨리 소변을 제거해야 한다. 슈트에서 나는
악취가 오래갈 뿐만 아니라 사타구니에서 습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슈트에 소변 지퍼를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

도 문제지만 다이빙은 장비 의존형 스포츠이기 때문에 불량한 장비나 익숙하
지 못한 장비 조작이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평소에 조작이 익숙해져
있는 자기 장비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이빙 장비의 오버홀

수온에 따르는 슈트의 두께
수온

이빙이 아니라면 자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렌탈장비의 위생과 노후화

다이빙 장비는 2년에 1번 정도의 수리전문점의 오버홀이 필요하다.

슈트의 두께

28˚C 이상

2.0~3.0mm

슈트

24˚C~27˚C

3.0~5.0mm

슈트

18˚C~24˚C

7.0mm, 세미드라이슈트

18˚C 이하

드라이슈트

* 이 데이터는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장갑(Grove)은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가 있기도 있다. 조류가 있
는 곳은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 장비로 다이빙 소시지와
다이브 얼러트(Dive Alert) 등도 필요하다. 기타 장비는 버디와 정보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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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글 싣는 순서

4

제

부

스마트 다이버의 조건

다이버 에티켓
글, 사진 김수열 / 노마다이브 대표

수중에서

1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여행규제로 다이빙여행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다이버들이 찾지 않는 바다가 하루하루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지에서

- 1부 다이브센터에서
- 2부 다이빙 전용 수영장에서
- 3부 다이브 리조트에서
- 4부 -

수중에서
- 5부 데이트립 보트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볼 수 없었던 블랙팁 샤크가 해변가에서 유유히 수영을 하고 있고, 하우
스리프의 깊은 수심에서 고래상어가 나타나는 등 나날이 바다생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진다며 손
님만 오면 만사 오케이라고 한다. 상상만 하여도 기분좋은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중에서의 에
티켓을 소개하니, 스마트한 다이버가 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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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 리브어보드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다이빙 형태
지구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다이브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보통 초보다이버들은 짧은 휴가를 통해 다이브 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서너 시간이내에 닿을 수 있
는 일본, 필리핀, 괌, 사이판, 팔라우 등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마다 언어, 문화, 지형, 어종, 다이브 스타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다이버들의 사
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황금같은 내 휴가가 아깝게 지나 갈 수 있다.

하우스리프 다이빙

데이트립

내륙이나 섬에 접한 얕은 수심에서 깊은 수심까지 이어지는 다이브 사이트는

최소 반나절에서 한나절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가지고 30분~1시간

제각기 개성이 넘친다. 한 예로 필리핀 모알보알의 경우 정어리 군무가 장관

이상 소요되는 다이브 사이트로 이동하고, 다이브와 점심식사 그리고 주변

인 곳으로 스노클러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곳은 많은 다이빙 보트가 운행하

피크닉을 포함한 다이브 트립을 뜻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30인 이상

거나 정박하고 있다. 따라서 리조트 앞은 이용객을 위한 공간이므로 타 리조

이 탑승하는 대형 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의 다이버들이

트 다이버들이 시설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트를 이용하지

모이고, 정해진 공간에서 다이브를 위한 장비셋업 샤워, 식사, 휴식을 함께

않는 곳은 입/출수 스케쥴이 자유롭고 유자격 다이버들끼리 계획을 세워 충

해야 하므로 규칙을 따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 부력조절 연습이나, 사진촬영 등 개인의 실력을
늘리기에 최적화 된 다이빙 스타일이다.

퀵턴
보통 한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5~20분 거리의 다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여
다이브를 마치면 리조트로 돌아오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는 곳을 뜻한다. 가
깝기는 하지만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배에 탑승하기 때문에, 멀미약이나 빠
뜨린 장비로 인해 배를 다시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렌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부족한 웨이트나 낮선 장비로 인해 체크다이빙을 하지 못하
고 보트에 홀로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여행 전 수영장 스
쿠버리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현지 다이브 환경에 맞는 장비와 테크닉을 선
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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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에티켓
리얼 스토리 1 입/출수 중 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P섬, 약 10명 정도 탑승 가능한 작은 보트는 밸런스 유지
를 위해 전 인원이 백롤 엔트리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아직 입수방법이
익숙치 않은 다이버가 한 박자 늦게 입수하게 되면서 먼저 입수한 다이버와
충돌하게 되었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다이버는 일정을 망치게 되었고, 수
술까지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에티켓 출혈로 인해 급히 병원에 가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상해를 입은 다이버, 그리고 입수가 늦었던 영문도 모르는 다이버, 입수를 도
운 현지인 스텝, 다이브샵 오너, 그리고 배에 함께 탑승한 모든 다이버. 우리
는 모두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파도로 인해 출수가
어려운 경우 출수 사다리는 초보다이버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하여 충분히 거리를 두도록 하자. 유명한 다이브사이
트 일수록 트립 전 충분한 훈련을 통해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리얼 스토리 2 장비 형태가 다른 다이버
다이브 브리핑 후 넘실거리는 파도에 보트위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황. 모든 다이버들이 백롤 엔트리로 입수했으며, 하강을 앞두고 있지만 사이
드 마운트(두개의 실린더)장비를 가진 다이버들은 장비 체결이 익숙하지 않
아 수면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었다. 다른 일행들은 하강줄을 잡고 견
디기 어려웠고, 결국 한명의 다이버가 멀미로 인해 다이빙이 불가능 해 배로
올라갔지만 더욱 큰 멀미에 고통을 겪고 그날의 다이빙을 모두 포기했다.

에티켓 사이드마운트는 본래 특정한 플랜을 가진 다이빙(동굴, 난파선등)을
위한 것이므로 사이드마운트 다이버의 경우 다른 다이버들과 그룹을 달리 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여분의 실린더로 인한 입/출수 절차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과 수중 체류시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다이버들과
함께 다이빙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연습하여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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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스토리 3 무질서한 다이빙 I

리얼 스토리 5 내로남불 나이트 다이빙

만타레이나 고래상어의 등장은 초보나 노련한 다이버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밤이 되어야 더욱 활동적인 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 암흑 속에서 오롯이

먼저 발견한 다이버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쉐이커(딸랑이)를 흔들면 많은

나의 렌턴 불빛에 의지 해 만나는 생물들과의 교감은 나이트다이빙의 매력

다이버들이 다가오면서 여러 다이버가 내뿜는 버블과 연신 터져대는 카메라

이다. 그런데 입수 전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인 렌턴을 지닌 다이버가 말한다.

플래쉬 불빛, 지나가는 생물을 쫓는 모습은 결국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한

“내 뒤에 있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따라 오세요”. 왠지 불안하다 싶었

다.

는데 주변의 다이버들은 손에 쥐고 있던 렌턴이 무색해질 만큼 강력한 빛으
로 나이트 다이빙을 대낮처럼 밝혀주었다.

에티켓 초보다이버들에게는 나이트다이빙이 무섭고도 설레는 복잡한 다이
빙일 것이다. 그들의 첫 경험을 망쳐준 아주 슬픈 다이빙이었다. 목적에 따라
밝은 렌턴이 필요하나, 과도한 불빛으로 인해 잠자는 동물, 민감한 생명체를
괴롭히게 되며, 나이트 다이빙의 묘미인 암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큰 실례
이다. 또 스치듯 내 눈앞을 지나는 불빛은 십여 초 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초보다이버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으니, 배려가 필요하다.

에티켓 쉐이커는 가급적 다이브 가이드가 사용하게 두도록 하며, 다이버가
버디를 부르는 용도라면 간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많은 다이버들이 모
여 있는 경우라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어수선해지기 십상이다. 또, 고
래상어와 같은 귀한 동물을 만나는 경우 플래쉬의 사용을 자제하고, 뒤쫓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 올 시간을 만들어주자.

리얼 스토리 4 무질서한 다이빙 II
가까운 필리핀 코론섬에도 난파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도착한 보트
가 입수를 시작하고 있었고, 뒤이어 우리 차례가 되어 하강을 시작한다. 헌데
앞서가는 팀에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와 핀 킥으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
고, 설상가상으로 선체 진입까지 하면서, 우리 팀은 선체입구에서 발길을 돌
려야만 했다.

에티켓 보통의 난파선은 물고기들이 숨기 좋아 많은 다이버들이 관심을 가
지고 있지만 빛이 차단되어 날카로운 선체를 주의해야 하며, 부유물이 많아
그에 적절한 핀 킥을 사용하지 못하면 뒤 이은 다이버들은 아주 곤혹스럽다.
이 또한 적절한 훈련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기술을 익혀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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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다이버가 되기 위한 팁
본인의 다이빙 레벨과 경험은 솔직하게

서 공간을 함께 하는 타인의 사고는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경험이 많

좋은 다이브 사이트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본인의

은 다이버는 마음을 열고 시야를 넓게 가져 후배 다이버들을 배려하고 양보

실력에 맞는 장소인지 파악하고, 부족하다는 답변이 오거든 본인의 안전과

하는 미덕을 갖춰보자. 고급레저를 즐기는 스마트 다이버가 되어 있는 자신이

함께 보트에 탑승할 다이버들을 위해 방문 전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

보일 것이다.

장비의 준비와 사용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잘 안다. 물 속에 들어

• 마린마스터 - 서울 정상우CD 010-5526-4653
• 인천스쿠바다이빙클럽 - 인천 강정훈CD 010-5256-3088

가 봐야 쓸 수 있으니 사용하기 전까지 몇 번을 꺼내 보았는지 생일날 어린아

• 고다이빙 - 수원 임용우CD 010-6317-5678

이의 마음이다. 특히 드라이슈트의 경우는 사용법이 복잡하다. 그간 사용 해

• 고프로다이브 - 용인 홍찬정CD 010-8653-3060

온 웨이트의 양도 다르기에 입수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비상

• 씨씨다이버스 - 광주 위영원CD 010-3648-1886

시 대처 방법도 익혀야 하므로 바다에서 사용 전 수영장에서 필히 연습하고

•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박금옥CD 010-5408-4837

준비해야 한다. 나와 버디 모두를 위해 익숙하지 않은 장비는 강사를 통해 사

• 팬더스쿠바 - 대구 이현석CD 010-8299-7777

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다이빙해야 한다.

보트 탑승객과 인사를 나누고 초보임을 알리기

• 굿다이버 - 제주 정혜영CD 010-8869-2370
• 오션트리 - 제주 양충홍CD 010-3692-7252
• 더블루다이브센터- 제주 임욱선CD 010-3290-4653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고수인 듯 보여도 더 고수가

김수열

많다. 그러니 주눅 들지 말고 인사를 나누며 혹시 실례가 될 경우에 너그러이

노마다이브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조명 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용서를 주고받자.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조언을 주고받
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 다이버의 필수인 매너는 정신적으로 가혹하다고 말 한 바 있다. 나 하
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타인까지 배려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보트와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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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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의 바다거북
글 편집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7종 중 한국 연안에서
4종의 바다거북(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
다거북, 장수거북)이 출현하고, 이들은 모두 해양수산
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다.
바다거북은 제주도에서 다이빙중에 자주 목격된다. 한
국에 출현한 바다거북의 41%는 좌초되어 발견되고,
42%는 정치망 등 어구에 혼획되어 발견되고 있다. 최
근에는 매우 드물게 올리브바다거북이 출현하여 학계
에 보고 중에 있다.

푸른 바다거북
학명 : Chelonia mydas
영명 : Green sea turtle

머리가 비교적 작다. 다 자라면 배는 누런색을 띠고, 등
은 검거나 짙은 청록색, 다갈색 등 다양하다. 크기는 등
딱지 길이 82~107cm, 몸무게 70~230kg이다.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크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꼬
리가 두껍고 길다.
먼 바다에서도 관찰되지만, 주로 연안 지역을 좋아하여
작은 무인도의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하는 일도 있다.
일광욕은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기 때문에 뼈의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을 자외선에서 보충하거나 체온을 높이
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푸른 바다거북은 한 해 걸러 또는 몇 년에 한 번꼴로
알을 낳는데, 4월 하순~8월 하순 밤에 땅 위로 올라와
한 번에 평균 110개 정도 낳으며, 드물게 12월까지 알을
낳기도 한다. 먹이는 해조류, 연체동물, 갑각류, 해파리
등이다. 분포지역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및 지중해,
우리나라 서해~동해 등지이다.
땅 위 모래사장에서 번식하는데, 최근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적도 가까이에 있는 번
식 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국제적 상거래 금지 보호야
생동식물 조약인 워싱턴조약(CITES)의 부속서 I에 등재
되어 있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국제적 멸
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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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리(대모) 바다거북
학명 : Eretmochelys imbricata
영명 : Hawksbill Sea Turtle

바다거북 중 가장 화려한 등갑(등껍질)을 가진

종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매부리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이다. 매부리바다거북은 거북

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목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열대성 종으로 위턱 앞

관한 협약(CITES)’ 1급*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멸

끝이 매의 부리처럼 뾰족하여 매부리바다거북

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

(Hawksbill Sea Turtle)으로 이름 붙여졌다. 등갑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으로 뾰족하여 다른 바

2012년부터 매부리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다거북과 쉽게 구별되며, 바다거북 중 가장 화려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해

한 몸 색깔을 가졌다.

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매부리바다거북은 주로 열대해역 산호초 지역의

여수를 지원하여 2018년 12월에 매부리바다거북

해조장이 있는 얕은 바다, 석호, 만 등에서 서식

24마리 인공증식에 국내 최초로 성공하는 등 개

하며, 바닷속 바위에 붙은 해면류*와 산호 폴립

체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

을 주식으로 하며 생활한다.

인 매부리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

우리나라에는 매부리바다거북이 드물게 회유하

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

는데, 2013년 제주와 2016년 경남 하동 연안에

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경남 하동

벌금에 처해진다.

연안에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 의해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세계적으로

구조된 매부리바다거북 1마리는 완치되어 지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매부리바다거북을 보호

2017년 제주에서 자연 방류되기도 하였다.

하기 위해 구조·치료와 인공증식 지원을 강화

과거부터 매부리바다거북의 아름다운 등갑은 고

하겠다.”라며, “그물에 걸리거나 좌초된 바다거

가의 보석류로 국제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그 결

북을 보면 구조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해

과 현재는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심각한 멸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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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바다거북
학명 : Caretta caretta
영명 : Loggerhead Sea Turtle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넓은 대양을 여행하

우리나라의 제주, 남해안 일부 지역에도 붉은바

다가 번식기가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붉은바다

다거북이 산란한 기록이 있으나, 2002년 6월 제

거북’을 6월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주에서 산란이 관찰된 이후로는 산란 기록이 확

붉은바다거북은 몸 전체가 붉은 갈색을 띠는 파

인되지 않고 있다.

충류로 바다거북과에 속한다. 몸길이는 약 1.1m,

붉은바다거북은 열대·아열대 및 온대 지역 분포

무게는 약 150kg로 바다거북 중에서도 몸집이

하며, 바다거북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서식한다.

큰 편이며, 딱딱한 등갑을 가진 거북 중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전 연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여름·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바다거북의 먹

가을철에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주로 갑각류, 무척추동물이며, 넓은 바다를

주로 어구에 의해 혼획되거나 좌초된 채로 발견

이동하는 동안에는 해파리, 오징어 등 연체동물

되고 있다.

을 먹이로 삼는다.

그러나, 최근 해안가 모래사장의 개발, 환경오염,

붉은바다거북은 5월에서 8월사이의 번식기가 되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

면 모래사장이 있는 연안의 산란장을 찾아 여행

와 서식지가 훼손됨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하고

을 시작한다. 어린 거북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

있는 추세이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는 안전한 장소와 산란에 적합한 온도를 고려하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취약종으로

여 여러 번 확인하고 산란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12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9
월에는 부상을 입어 해안가로 떠밀려 왔다가 구
조·치료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를 제주 중문
에서 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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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바다거북
학명 : Dermochelys coriacea
영명 : Leatherback Sea Turtle

커다란 등딱지를 이고 있는 다부진 모습이 마치

장수거북은 전 세계 열대, 아열대 및 온대해역

가죽갑옷을 입은 장수(將帥)처럼 보인다는 뜻에

에 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목포

서 이름 지어진 ‘장수거북’이라 한다.

에서 최초로 포획 사실이 보고된 이후 극히 드

장수거북은 지구상에 사는 거북류 중 가장 크

물게 나타나고 있다. 장수거북은 최근 직접 어획

기가 큰 종으로 최대 몸길이 3m, 최대 몸무게

및 부수어획, 장수거북의 주 산란지인 해안가 모

900kg에 이른다. 검은 몸통 전체에 흰색 반점

래사장 개발, 환경오염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개

이 흩어져 있으며, 영문명인 ‘Leatherback Sea

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Turtle'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바다거북에는 없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보호대상

는, 가죽처럼 매끈한 피부로 덮인 독특한 모양의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등갑을 가지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세계

당당한 외양을 지닌 장수거북은 잠수실력도 단

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장수거북 등 보

연 뛰어나다. 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이 최대

호대상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

수심 340m 깊이까지 잠ㅁ수하는 것에 비해 장

력할 계획이며,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

수거북은 수심 1,000m 깊이 이상까지 잠수할 수

겠다.”라고 말했다.

있으며, 잠수 가능 시간도 최대 90분 가량으로
파충류 중 가장 뛰어난 잠수부이다.

2021 July/August | 95

PADI 칼럼

PADI AWARE 재단 소개

중요한 해양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공 자선 단체
글, 사진 Katie Thompson(케이티 톰슨), 글로벌 디렉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PADI 월드와이드

PADI는 우리의 바다, 다이빙 산업의 미래 및 전 세계 다이빙 커뮤니티에 투

이니셔티브에서 광범위하고 또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할

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다이버

것입니다.

들이 균형 잡힌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증가
함에 따라 PADI 조직의 Save the Ocean(바다를 구하기) 미션에서 자연적

PADI AWARE 재단은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

이고 중요한 다음 단계는 PADI AWARE 재단의 설립입니다.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커뮤니티 후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바
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역 차원에서 수천 가지 방식으로 함께

PADI와 Project AWARE는 30 년 이상 동안 함께 협력하여 해양 건강에 영

행동해야 하므로, 이러한 보조금은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 지역 해

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 세계의 보호를 위한 진정으로

양 보호 이니셔티브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독특한 목소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1989 년 PADI 의 만들어진 환경 윤리에
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 조직으로 전환한 Project AWARE

PADI AWARE 재단의 글로벌 디렉터 인 Danna Moore(다나 무어)님은 “커

는 새로운 해양 문제와 시급한 글로벌 과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뮤니티 후원금 프로그램은 글로벌 해양 보존을 위한 지역 활동을 추진하려
는 재단의 새로운 사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맹의 유산을 바탕으로 진화된 파트너십은 인류와 바다 사이의 균형을

UN 행동 10 년과 연계된 글로벌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면서 지역 사회의 요

회복하기 위해 글로벌 PADI 다이브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

구를 직접 해결하는 우리 모든 작업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로 하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존 및 글로벌 도달에 대

PADI의 사명을 더욱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PADI AWARE 재단은 해양 쓰

한 PADI의 강화된 초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PADI와 PADI AWARE 재단은

레기, 기후 변화, 해양 서식지 손실 및 취약한 종 보호와 같은 주요 해양 위

PADI 브랜드의 무게를 자선 단체 뒤에 두어 전례없는 규모로 야심찬 중요

협을 해결하는 새로운 보존 프로그램, 활동가 운동, 공공 봉사 활동, 코스

한 해양 보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및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구축할 것입니다.

지구의 날에, PADI와 PADI AWARE 재단은 해양 보존을 위한 공동 청사진
을 발표하여, PADI의 10 년간의 해양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UN의 보
편적인 요구에 동참하여, 특히 SDG14 – 물 아래의 삶(Life Under Water)의
이행을 지원합니다. PADI 보존 청사진을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의제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사람과 지구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글로벌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PADI 조직은 청사진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하는 PADI
토치베어러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활성화하여 바다-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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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

PADI AWARE Foundation™
전 세계 해양 보존을 위한 지역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공 자선 단체입니다.
PADI 와 함께, 우리는 수중 세계를 위해 진정으로 독특한 목소리로, 모든
곳의 다이버들과 사람들이 수면 위와 수면 아래의 해양 행성을 치유하고 또
보호하는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참여시킵니다.

padi.co.kr/ko/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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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P·S·M·L

[카일]

[카일]
₩ 250,000

우정사

₩ (주)
250,000

SF-1101

SF-1101

OR · S · M · L

Y·S·

 새롭게 개발된 핀 전용 고무
 채찍 같은 강
바닷물과 햇볕에 의한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
반발력이 뛰어난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같은 스냅 추진
₩
₩ 250,000
250,000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
같은 힘으로도
FB · S · M · L
[Feature]
[Feature]
[Feature]
₩ 130,000
킨 신소재의 채용.
니다.
>> 열에 강한 다이빙 핀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핀
향상
>>> 열에
강한
전용
열에
강한 다이빙
다이빙
핀
전용 고무를
고무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내구성
내구성 향상
향상
[Feature]
>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SF-1101
>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SF-1101
>> 열에
강한 다이빙 핀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향상
>>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추진력을
설정
>>실현하여
부드러움
속에서도
부드러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않는 고무의
고무의 경도
경도 설정
설정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안정성
향상추진력을 잃지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설계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발생하도록 설계
설계
>>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
설정
>> 빠르고
쉽게 탈착
포켓
구조
쉽게
>> 빠르고
빠르고
쉽게 탈착
탈착 할
할수
수 있는
있는 풋
풋 포켓
포켓 구조
구조
일반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풋
SF-1101
고무핀
>> 빠르고 쉽게 탈착 할 수 있는 풋 포켓 구조

[카일]
[카일]

PREDAT

PREDATOR FREE DIVE FIN

저항력

PREDATOR FREE D

₩ 130,000

[카일]

[Feature]
₩ 130,000
시험 조건: 오존
± 5,
온도수있는
40 ℃에서
36
추진력
>>농도
쉽게50pphm
착용하고
벗길
큰 뒤꿈치
당김
탭 측정 장치를
[Feature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 OG
측정
방법은
SF10
· M풋
· L디자인으로
· S · M킥과
· L 최대의
·S·M
· L> 쉽게
안정된
편안함
제공
OR · S · M · L
Y>·>S풀
NBL
사용하여 >다운
킥착방
>> 블루 카모 디자인
>
>
풀
풋디
최대 추력이 발생하

₩ 250,000

핀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향상
,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SF-1101
경도 설정
을 발생하도록 설계
할 수 있는 풋 포켓 구조

]

R·S·M·L

[Feature]
·S·M·L
P 향상
R·S·M·L
>> 열에 강한 다이빙 핀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 설정
 새롭게 개발된 핀 전용 고무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설계
>> 빠르고 쉽게 탈착 할 수 있는 풋 포켓 구조

바닷물과 햇볕에 의한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고 32
싶은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
킨 신소재의 채용.
FB · S · M · L

 채찍 같은 강력한 탄력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같은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FB · S · M · L
FB
FB··SS··MM··LL
니다.

>> 블루 카

 향상된 풋 포
풋 포켓 안쪽에
마찰력을 줄여
여 부츠를 삽입

PREDATOR
PREDATOR
FREE
FREE
DIVE
DIVE
FIN
FINFIN
PREDATOR
FREE
DIVE

[카일]

₩₩
130,000
130,000
₩ 130,000
[Feature]
[Feature] [Feature]
>> 열에
>> 열에
강한
강한
다이빙
핀
전용
전용
고무를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내구성
향상
향상
>> 다이빙
열에핀
강한
다이빙
핀사용하여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향상
>> 육상
>> 육상
무게가
무게가
가볍고,
수중
수중
무게는
무게는
거의
거의
같은
같은
무게를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안정성
향상
향상
>>가볍고,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실현하여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 부드러움
>>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추진력을
잃지
잃지
않는
않는
고무의
고무의
경도
설정
설정 경도 설정
>>속에서도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경도
않는
고무의
>> 효율적으로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발생하도록
설계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추진력을설계
발생하도록
설계
>> 빠르고
>> 빠르고
쉽게
쉽게
탈착
할할
수
수
있는
있는
풋할
풋
포켓
포켓
구조
구조
>>탈착
빠르고
쉽게
탈착
수
있는
풋 포켓 구조

REE DIVE FIN

SF-1101
FB · S · M · L

일반
[Feature]
[Feature] [Feature]
일반 >> 쉽게
>> 쉽게
착용하고
착용하고
벗길
벗길
수있는
수있는
큰
큰
뒤꿈치
뒤꿈치
당김
당김
탭 고무핀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탭
뒤꿈치
당김 탭
고무핀 >> 풀
>> 풀
풋풋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안정된
킥과
킥과
최대의
최대의
편안함
편안함
제공
제공
>> 풀 풋안정된
디자인으로
안정된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 블루
>> 블루
카모
카모
디자인
저항력
>> 디자인
블루 카모 디자인
SF-1101

풋 포켓 바

FB · S · M · L

[카일]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다운 킥 방향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Feature]
· M추력이
·L
· S · M · L추력, 항력의 평균값을
P·S·M·L
R·S·M·L
OR · S · M · L
Y·S·M·L
OG · S · M · L
NBL · S최대
BK[Feature]
W · S · M비교
발생하는
시간대의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당김 탭
>> 열에 강한 다이빙 핀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향상
>> 풀 풋 디자인으로 안정된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
SF-1101
>> 블루 카모 디자인
 새롭게 개발된 핀 전용 고무
 향상된 풋 포켓>>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 설정
 채찍 같은 강력한 탄력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설계
32
바닷물과 햇볕에 의한FB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
풋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탈착시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S·M
S ·· M
L · LFB
FB
·S·M·L
>> 빠르고 쉽게 탈착 할 수 있는 풋 포켓 구조

FIN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 5, 온도 40 ℃에서 36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 250,000

시간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
킨 신소재의 채용.

같은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니다.

일반
고무핀

일반
고무핀

SF-1101

마찰력을 줄여줌.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여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

저항력

SF-1101
SF-1101

풋 포켓 바닥

시간
P

·S·M·L

PREDAT
PREDATOR
BAG
XS XS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 5, 온도 40 ℃에서 36
₩ 80,000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 측정 장치를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
· M··SL· M · L
· L NBL다운
· S · M BK
· L평소
· S속도를
·W
M ·· SL·설정하고
· S ··MS· ·L M사용하여
· SNBL
· M킥
· L 방향으로
· S · M수중
· L BK
M
Y ·YS· S· ·MM·· LL
OG
W·S·M
P · S · MR· L· S · M · LR · S · M · L OR · S OR
OG
이동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항력의
평균값을 비교 ··SS··M
일반 제품··SS··MM··LL
· S · M · LNBL
··LL · S · M · L R
··L[Feature]
P·S·M·L
R · S · M · L PP··SS··MMOR
OG
BK
M··LL· S · M · L Y
M··LL · S · M · LOG
M··LL
L· S · M BK
R··SS··MM·Y·LL· S · M · L OR
OR··SS··M
Y··SS··MNBL
OG
NBL··SS··MMW
BK

23-24
23-24
XS

23-24

S
25-26
25-26
S
₩ MS80,000
M
26-27
26-27

25-26

L L

M
27-28
27-28
L

26-27
27-28

일반
고무핀
저항력
저항력

일반일반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일반
5, 온도 40 ℃에서 36
고무핀
고무핀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고무핀
저항력
SF-1101
SF-1101

SF-1101

일반

SF-1101

SF-1101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고무핀
고무핀
고무핀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SF-1101
측정 장치를
저항력
사용하여 다운 킥 방향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SF-1101
SF-1101 SF-1101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항력의 평균값을 비교
시간

풋 포켓
풋 포켓
바닥바닥 풋 포켓 바닥

XS

23-24

S

25-26

고무핀

고무핀
고무핀

저항력
저항력

SF-1101

풋 포켓 바닥

시간

AG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

SF-1101

풋 포켓 바닥

98 |

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32핀 추력·끌기 측정 장치를
일반적인
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32
32

SF-1101
SF-1101

일반 제품

SF-1101

SF-1101
SF-1101
풋 포켓 바닥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온도 40 ℃에서 36
시간시간 ± 5,시간
일반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M핀 추력·끌기
측정 장치를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
26-27
추진력
추진력
장치를
장치를
이용한
이용한
측정에
측정에
근거한
근거한
이미지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온도
5,
온도
40 ℃에서
40±℃에서
3640 ℃에서
시간
시간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50pphm
5,36
온도
36측정측정
시간
고무핀
측정
측정
방법은
방법은
SF1011와
SF1011와
일반적인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
핀
추력·끌기
측정
측정
장치를
장치를
사용하여 다운 킥 방향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 측정 장치를
시험을 실시
L온도
27-28측정에
사용하여
사용하여
다운다운
킥시험
방향으로
킥 방향으로
평소평소
수중
수중
이동
이동
속도를
속도를
설정하고
설정하고
사용하여
다운
킥오존
방향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조건:
농도
50pphm
±
5,
온도
40
℃에서
36
추진력
측정
장치를
근거한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
5,
40
℃에서
36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항력의
평균값을
비교 근거한
제품이미지
추진력
측정
장치를이용한
이용한측정에
측정에일반
근거한
이미지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
5,
온도
40
℃에서
36
최대최대
추력이
추력이
발생하는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추력,
항력의
항력의
평균값을
평균값을
비교평균값을 비교
일반일반
제품제품 일반 제품
최대 시간대의
추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비교
항력의

32

FIN

SF-1101

일반일반
고무핀
고무핀

FIN

FIN

-1101

FIN

PREDATOR
BAG
BAG
PREDATOR FREE DIVE FIN PREDATOR
PREDATOR
PREDATOR
BAGBAG
PREDATOR
FREE
DIVE
FIN
REE DIVE FIN
PREDATOR FREE DIVE FIN

FIN

W
[Feature]
W··SS··MM
>> PREDATOR FREE DIVE FIN에 맞춘 사이즈
 새롭게 개발된 핀 전용 고무
 채찍 같은 강력한 탄력
 향상된 풋 포켓
>> PREDATOR FREE
 새롭게 개발된 핀 전용 고무
 채찍 같은 강력한 탄력
 향상된 풋 포켓
>
>
마스크
/
스노클
용
포켓
내장
바닷물과 햇볕에 의한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풋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탈착시
>> 마스크 / 스노클 용 포
>> 어깨 끈과 손잡이
바닷물과
햇볕에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요구에
반발력이
뛰어난
고무를
사용하여
풋줄여줌.
포켓같은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탈착시
의한
새롭게
개발된
전용 싶은
고무

채찍
같은만들어냅니다.
강력한
탄력채찍

향상된

핀
전용
고무

채찍
강력한
탄력

풋
포켓
PREDATOR
FREE
DIVE
FIN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핀
사용하고
같은개발된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마찰력을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풋 포켓
 새롭게
새롭게
개발된
핀신소재의
전용
고무

채찍
같은
강력한
탄력
 향상된
향상된
풋아래쪽
포켓배수용 구멍 >> 어깨 끈과 손잡이
>> 가방
32
₩ 130,000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의한
물론
내구성도
시같은
같은
힘으로도
더 반발력이
많은
거리의내구성
추진력을
발생합 당여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향상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찰력을
줄여줌.
풋디자인.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굴곡을
바닷물과
햇볕에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 의한
뛰어난
신소재의
사용하여
채찍
풋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넣어안쪽에
탈착시무광처리와
바닷물과
햇볕에
소재의
감소는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풋
탈착시
바닷물과
햇볕에
의한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고무를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풋 포켓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굴곡을
넣어
탈착시
>> 가방넣어
아래쪽
배수용
[Feature]
₩
80,000
킨 신소재의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당김 탭
니다.
₩ 80,000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채용.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
같은
힘으로도
더 오래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같은
여80,000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줄여줌.
디자인.
풀 풋안전하고
디자인으로 안정된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연하지만,
연하지만,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같은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찰력을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안전하고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찰력을
줄여줌.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
130,000
₩
80,000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같은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찰력을
줄여줌.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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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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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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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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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
M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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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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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BL
· MNBL
··LS · M
· SBK
· MBK
BK · S · MW· ·LW
W·S·M
킨 신소재의 채용.
니다. 향상
[Feature]
부응하여
물론
같은물론
힘으로도
더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여거리의
부츠를 추진력을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여
디자인.
[Feature]
[Feature]
탄력성
향상은
내구성도
향상
시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발생합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
[Feature]
L
·S·M·L
· S탄력성
· M · L 향상은
· S · M내구성도
·부응하여
L
·시
S·M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여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
OG
NBL
BK
W
₩ 130,000
>> PREDATOR
>>탭
PREDATOR
FREE
FREE
DIVE
DIVE
FIN에
FIN에
맞춘
맞춘
사이즈
사이즈맞춘 사이즈
고무

채찍
채찍
같은
같은
강력한
탄력

향상된
향상된
풋풋
포켓
>> PREDATOR
FREE
DIVE
FIN에
₩
130,000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당김
핀 전용 고무
 강력한
채찍탄력
같은
강력한 탄력
 포켓
향상된 풋>>
포켓
킨
신소재의
채용.
니다.
킨
신소재의
채용.
>> 니다.
마스크
>니다.
> 마스크
/ 스노클
/>>스노클
용용
포켓
내장
내장
킨안쪽에
신소재의
채용.
[Feature]
마스크
/ 포켓
스노클
용 포켓 내장
의
내구성
내구성
감소는
감소는
당 당 감소는
반발력이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신소재의
고무를
고무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채찍
채찍
풋[Feature]
풋
포켓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탈착시
탈착시
일반안정된
의한
소재의
내구성
당 뛰어난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풋 무광처리와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탈착시 킥과[Feature]
>> 굴곡을
풀
풋넣어
디자인으로
최대의 편안함
제공
[Feature]
>> 어깨
>> 어깨
끈과
끈과
손잡이
손잡이
일반
>
>
어깨
끈과
손잡이
고무핀
>>아래쪽
PREDATOR
FREE DIVE FIN에 맞춘 사이즈
용하고
싶은
싶은
요구에
요구에
같은
같은
스냅
스냅
추진력을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마찰력을
마찰력을
줄여줌.
줄여줌.
풋풋
포켓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완만하게
하
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같은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찰력을
줄여줌.
풋 수있는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당김
하
한하고
탄력
SF-1101
향상된
풋 포켓
> 쉽게
착용하고
벗길
큰하 뒤꿈치
탭 >> 쉽게 착용하고
>> 가방
>> 가방
아래쪽
배수용
구멍
구멍
>>끝부분을
블루
카모
디자인
>>배수용
가방
아래쪽
배수용
구멍 당김 탭
>>향상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추진력을
뒤꿈치
당김
탭>고무핀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론
내구성도
내구성도
향상
시 시 같은
같은
힘으로도
더더
많은
많은
거리의
거리의
발생합
발생합
여
부츠를
삽입하기
삽입하기
쉬운
쉬운
형태로
형태로
디자인.
디자인.
저항력
>> 마스크 / SF-1101
스노클 용 포켓 내장
향상은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힘으로도
같은
힘으로도
더 추진력을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여>
발생합
여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
> 부츠를
풀풋
디자인으로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소재의
채찍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안정된
탈착시
>고무를
> 풀 풋 사용하여
디자인으로
안정된풋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 풀 풋 디자인으로 안정된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일반
니다.
니다.
.
니다.
>> 어깨 끈과 손잡이
>
>
블루
카모
디자인
일반
SF-1101
고무핀
>> 블루 만들어냅니다.
카모 디자인
>> 블루 카모 풋디자인
을 효율적으로
SF-1101 마찰력을 줄여줌.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포켓
>>바닥
가방 아래쪽 배수용 구멍
고무핀
일반
일반
일반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여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저항력디자인.
시간
SF-1101
일반
일반

풋
풋포켓
포켓바닥
바닥

SF-1101시간에서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
측정SF1011와
장치를 일반적인
측정
실시
측정 방법은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핀 추력·끌기
추력·끌기 측정
측정 장치를
장치를
시간에서시험을
시험을
실시
XS

23-24

S

25-26

M

26-27

L

27-28

사용하여 다운 킥 방향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여
다운
킥
사용하여
다운
킥 방향으로
방향으로 평소
평소 수중
수중 이동
이동 속도를
속도를 설정하고
설정하고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항력의
비교 시간대의
최대
추력이
최대평균값을
추력이발생하는
발생하는
시간대의추력,
추력,항력의
항력의평균값을
평균값을비교
비교 일반 제품
P·S·M·L

R·S·M·L

OR · S · M · L

일반
일반제품
제품
Y·S·M·L

OG · S · M · L

NBL · S · M

000
eature]
[Feature]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VIPER 2

[Feature]
>>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성 향상
>>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적화로 조화

VIPER 2

VIPER
2 2
VIPER
VIPER 2

· XL

M ·· LS · M · L
BK · S ·BK

BK · S · M · L

BL ·

· SM · REG · XL
[Feature]
BK · XS

>>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성 향상
>>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적화로 조화

VIPER 2

[Feature]
[Feature][Feature]
>> 기존 제품에 비해
>> 성능과
기존 제품에
내구성
향상
비해
내구성
>> 기존
제품에성능과
비해 성능과
내구성향상
향상
>> 성능 향상을 위해
>> 2개의
성능 레일
향상을
레일
추가
>>추가
성능위해
향상을2개의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 고무의가벼움을
플라스틱의
조화
· SM
· REG
XS
· SM
· REG
BK · XS플라스틱의
>탄력과
> 고무의최적화로
탄력과
가벼움을
최적화로
· XS
·가벼움을
SM· ·XL
REG BL
· XL· 최적화로
· XS
·조화
SM·조화
·XL
REG · XL
BK
BL
[Feature]
BK · XS · SM · REG · XL BL · XS · SM · REG · XL
· BK
S·M
·탄성이
S· L
· M · 뛰어난
L
BK 반발
>> 음성 부력의
고무재질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XS ·
SM 고무재질
반발 탄성이 뛰어난
· REG
· XL
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Feature]
레이드 길이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150,000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FB · S · M · L

BK · S · M · L

SF-6600
₩ 150,000
SF-0102 SF-6600

BL · XS · SM · REG · XL

FIN

₩ 150,000

REG

120,000

FIN

SF-6600

₩ 120,000

BK · S · M · L

FIN

₩
₩뛰어난
120,000
120,000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고무재질
₩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FIN

>>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Feature]
[Feature]
[Feature]
[Feature]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
>>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성내구성
향상 향상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 기존
>> 기존
제품에
제품에
비해
>> 성능>>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성능
>> 성능
향상을
향상을
위해
>> 고무의
탄력과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적화로
>> 고무의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조화탄력
>>최적화로
고무의
>조화
> 고무의
탄력과
플

이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뛰어난
고무재질
음성
>> 음성
부력의
부력의
반발
반발
탄성이
탄성이
뛰어난
뛰어난
고무재질
고무재질
핀킥을
위해
짧은
디자인
용이한
핀킥을
위해블래이드
짧은 용이한
블래이드
디자인
좁은
>> 좁은
지역에서도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핀킥을
위해위해
짧은짧은
블래이드
블래이드
디자인
디자인
드사이즈별
길이
>> 사이즈별
블레이드
블레이드
길이길이
₩ 120,000
[Feat
u
>> 기존 re]
어난 고무재질
>> 성능 제품에 비해
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고무 향상을 위해 성능과 내구
의 탄력
성
2
과 플라 개의 레일 추 향상
가
스틱의
가벼움
을 최적
화로 조
[Feature]
화

SF-6600
VIPER 2

BK · XS · SM · REG · XL

VIPER

VIPER [Feature]
2

₩ 120,000

₩ 120,000

XS ··SM
XS ·· REG
SM ··REG
XL · XL
XS ·· REG
SM ··REG
XL · XL
BK · BK
BL · XS
BL··SM

>>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
>>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Feat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
>> 기존
>> 성능
>> 고무
Aqua · XS · SM · REG

₩ 120,000

BL · XS · SM · REG · XL

FY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VIPER
₩ 120,000
VIPE

[Feature]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Feature]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성 향상

VIPER 2

₩ 120,000

무재질
₩ 120,000
· SM
· REG
XL ·BL
SM ···XS
REG
··XL
· SM
· ·REG
XL· XS ·BL
XS
SM
· REG
· BL
XL· XS · SM · REG · XL
BK · ·XSXS
BK
· SM
· REG
· XL[Feature]
BK
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Feature]
[Feature]
>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적화로 조화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FY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Aqua · XS · SM · REG
150,000
120,000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기존
제품에 비
₩ 120,000
₩ 80,000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SM
· REG
· REG
XS · SM
· REG
FY · XSFY
· XS
· SM· ·XL
REG · XLP · XS ·PSM
· XS
· SM · REGAqua ·Aqua
· XS
· SM · REG
>> 좁은 지역에서도[Feature]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블레이드 길이
>> 성능 향상을 위
[Feature]
>>[Feature]
사이즈별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향상
>> SF-5000 / 남성용(BK,
CBL, REG
FY, W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고무의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XS
· SM · 탄력과
·X
BK>>
BK · S · M · L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SF-5500 / 여성용(CBL, FY, W)
P · XS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SM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XS ··SM
XS
SM
REG
XL120,000
XL P
· XS
XS ·· REG
SM · REG AquaAqua
· XS ··SM
XS ·· REG
SM · REG
XS ···₩
SM
··REG
· XL
· REG
FY··XL
FY
P··SM
BK · XS · SM · REG
BL···REG
BK · S · M · L

SF-5000 / SF-5500

VIPER 2

A

qua · X
[Feature]
S·S
M·R
EG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으로 파워 향상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능 향상
₩ 150,000
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SF-6600

SF-5000 / SF-5500
₩ 80,000

FY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Fea
>> 기
>> 성
>> 고
₩ 120,000
BK · S · M · L

Aqua · XS · SM · REG

SF-5000
/ SF-5500
SF-5000
/ SF-5500
VIPER
2
VIPER
2
₩ 80,000
₩ 80,000

BK · S · M · L

VIPER

BK · XS · SM · REG · XL

BL · XS · SM · REG · XL

[Feature]
>> SF-5000 / 남성용(BK, CBL, FY, W)
>> SF-5500 / 여성용(CBL, FY, W)

SF-6600
SF-6600
₩ 150,000

/ SF5500

VIPER 2

SF-5000 / SF-5500
SF-5000
SF-5000/

/SF-5500
SF-5500

₩ 120,000 ₩[Feature]
120,000
[Feature]
[Feature]
150,000
₩ 120,000
[Feature]
자인으로
파워 향상
>> SF-5000
/ 남성용(BK,
CBL, CBL,
FY, W)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이드
디자인으로
파워₩[Feature]
향상
>> SF-5000
/ [Feature]
남성용(BK,
FY, W)[Feature]
XS · SM · REG · XL
BK ·고무재질
BL · XS · SM · REG · XL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성 향상
BK · S · M · L >> 음성
[Feature]
[Feature]
성능 향상
>> SF-5500
/ 여성용(CBL,
FY,위해
W)
>핀킥을
>뛰어난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용하여
성능 향상
>> SF-5500
/ >여성용(CBL,
FY,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제품에
성능 향상을
2개의
레일
₩ 80,000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고무재질
>> 기존
비해 성능과
내구성W)
향상추가 >> 기존 제품에 비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 향상을
고무의위해
탄력과
플라스틱의
최적화로
조화
de
Design)
으로 파워
·파워
·최소화
SM
· REG
XL 용이한
XSFY
·>>SM
·위해
· 사이즈별
XS 디자인
·P위해
SM
· REG
·XS
XS
· SM
· ·REG
· XL
·REG
·· SM
REG
·디자인
XS
· SM
· REG
>P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짧은
블래이드
>> 성능
2개의
레일 추가가벼움을
₩ 80,000
₩BK80,000
FY
P · 핀킥을
Aqua
FY
Aqua
>>핀킥을
길이
e Blade
Design)
으로
손실
최소화
·> XS
·XS
SM
REG블래이드
·· XL
· XS
· 블레이드
SM
· REG
· XS · SM · REG
Aqua
>>손실
좁은
지역에서도
짧은
성능
향상을
[Feature]
[Feature]
· SM
· REG ·위
X
BK>>· XS
FB · S · M · L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적화로
조화
BK · S · M · L
>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
SF-5000
/
남성용(BK,
CBL,
FY,
W)
BK · XS · SM · REG · XL BL · XS · SM · REG · XL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Feature]
> 고무의 탄력과
eature]
[Feature]
[Feature]
·S·M·L
BK
[Fea성능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향상
>> SF-5500 / 여성용(CBL, FY, W)
ture디자인으로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향상
>> SF-5000
>> SF-5000
/ 남성
/
] 으로 파워
>>
>>20°ABD
(Angle
파워 손실
최소화
>Blade
> SF-Design)
XS · SM · REG
BK
5성능
BK · S · M · L
두가지
>> 두가지
재질을
재질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향상향상
>> SF-5500
>>· SF-5500
/ 여성
/
000성능
>> S
/
F-5·Blade
S · M · L 남성용
FB
FY · XS · SM · REG · X
5
20°ABD
>> 20°ABD
(Angle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파워
손실손실
최소화
최소화
(BK으로
0Design)
0/여
,
성용(C CBL, FY
,
BL, F
Y, W) W)
BK
FB · S · M · L
FY
FY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Aqua · XS · SM · REG

SF-5000
SF-5000
/SF-5000
SF-5500
/ SF-5500
/ SF-5500
₩
₩80,000
80,000

SF-0102
BK · S · M · L

₩ 120,000

₩ 80,000

BK
BK

M ·· LS · M · L
FB · S ·FB
FB · S · M · L

FY

BK

FB · S · M · L

BK · S · M · L CBL

S·M
· S· L
·CBL
M·L
FB · FB

₩ 120,000BKBK
₩ 120,000

SF-50

₩· 80,000
XS · SM · REG ·
BK

W

SF-5000 / SF-5500
SF-5000 / SF-550
P · XS · SM · REG

FY · XS · SM · REG

[Feature]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Feature]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SF-5000
/ 남성용(BK,
CBL,
FY, W)

FY

SF-0102

₩ 80,000
>> SF-5500
FY
₩ 80,000

W

W

· XS · SM · REG
XL
/ FY
여성용(CBL,
FY,· W)
FY

W

FB · S · M · L

FY · XS · SM · REG · XL

38

BK · S · M · L

Aqua · XS

P · XS · SM · REG

Aqua · XS · SM
BK· REG

SF-5000 / SF-550

₩ 80,000
SF-50
[Fea
SF-5000 / SF-5500
₩ 80,000>> SF

CBL CBL

BK

W

W

BK

BK

BK

FB · S · M · L

₩ 80,000

FB · S · M · L

BK

39

BK
39

(주) 우정사

39
CBL

CBL

>> SF

[Feature]
>> SF-5000 / 남
>> SF-5500
/여
BK

FB · S · M · L

38

SM · REG
P · XS ·FY

[Feature]
[Feature]
[Feature]
>> SF-5000
/ 남성용(BK, CBL, FY, W)
80,000 / 남
>₩SF-5000
>> SF-5000
/ 남성용(BK,
CBL, FY,>W)
>> SF-5500
/ 여성용(CBL,
FY, W)
>> SF-5500 / 여성용(CBL, FY, W) >>· XS
· SM · REG/·여
X
FY SF-5500

FB · S · M · L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CBL
CBL
>> 20°ABDW(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W향상 CBLW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FB · S · M · L

38

FY · XS · SM · REG · X
Aqua · XS · SM · REG

XS ·· XS
SM··SM
REG· ·REG
XL · XL P · XS ··SM
· XS · SM
· REG
FY ·FY
SM · REG Aqua Aqua
· XS
· SM · REG
P XS··REG

[Feature]
FB · S · M · L
· ·LL
>> ₩
멀티플렉스
FB · SFB·· M
120,000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S·M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FB · S · M · L
[Feature]
>> [Feature]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BK
> 멀티플렉스
향상

BK · S · M · L

FY

BL · XS · SM · REG · XL

BK BK

W

BK
[Feature]
CBL
[Feature]
[Feature]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멀티플렉스
[Feature]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120,000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멀티플렉스
파워
향상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향상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성능
두가지
>> 두가지
재질을(Angle
사용하여
성능Design)
향상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향상
> 20°ABD
Blade
CBL
· S · M재질을
·L
>> FB
두가지
사용하여 성능
CBL
>>[Feature]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BK · S · M · L

Aqua · XS ·

SF-0102
[Feature]
₩ 80,000
>> SF-5000 / 남성용(BK, [Feat
CBL
SF-5000 / SF-5500
>> SF-5500 / 여성용(CBL,
>>FY,
SF
39
>> SF
SF-50
₩ 80,000
SF-5000 / SF-5500
SF-5000
SF-5000/ SF-5500
/ SF-5500
₩ 80,000
SF-5
₩ 80,000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Feature]
· SFB
· M· S
· L· M · L
FB
₩ 120,000
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SF-0102
SF-0102
SF-0102
₩ 120,000
SF-0102

BL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 XS · SM · REG · XL
REG · XL

· XS · SM · REG · XL
· REG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Aqua · XS · SM
[Feature]
BK
·M·L
BK · SFY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FY · XS · SM · REG · XL
>> 20°ABD (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 80,000

FB · S · M · L

파워 향상

· XS · SM · REG · XL
BK · XS · SM · REG · XL BL BK
BK · XS · SM · REG · XL BL · XS · SM ··REG
XS· XL
· SM ·

BK · S
S · ·M L
·L
BK·· M

BK · S · M · L
[Feature]
[Feature][Feature]
>> SF-5000 / 남성용(BK,
CBL,
FY,
W) / 남성용(BK,
>> SF-5000
/ 남성용(BK,
CBL,
FY,
>> SF-5000
CBL,
FY, W)
W)
·S
· MSF-5500
·L
>> SF-5500FB
/ 여성용(CBL,
FY,
W)
>>
/ 여성용(CBL,
FY,
W)
>> SF-5500
/ 여성용(CBL,
FY,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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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

GEAR

신제품
소개
(주) 아쿠아즈

HEXAR V-2
더욱 컴팩트하고 와일드한 상체 표현으로 거칠고 강인한 남성미를 표현한
진정한 프로 다이버를 위한 테크니컬 드라이슈트.
볼륨감 있는 소매 플랩의 이중 디테일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더욱 텍티
컬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상체 보디의 스퀘어 절개라인은 개성
적이고 스포티해 보인다.
원단 자체로의 내구성은 유지하되, 부틸 고무는 부드럽게 가공되어 소프
트한 터치감과 적절한 신축성은 착용자로 하여금 편안한 활동성과 최상
의 컨디션을 제공한다.

DETAIL
디자인
•볼륨감 있는 이중소매 플랩 적용
•소매플랩에 장식 스티치를 추가하여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어 주며
액티비티하고 스포티함
•두 가지 색상의 배색 조합으로 세련되고 입체적임
•헥사 만의 독특한 로고체를 사용한 패치장식
•상판 스퀘어 절개라인 커버는 웨이빙 마찰에 의한 보강 기능과 더불어
배색과 절개에 의한 적절한 상체 분할 효과

기능					
•입체감 있는 조직의 더블니트 네오프렌 목씰 커버
•이중지퍼 사양
안쪽 : 독일제 TIZIP MASTERSEAL 플라스틱 방수지퍼
또는 영국제 BDM메탈 방수지퍼 중 선택
겉쪽 : 방수지퍼 보호를 위한 YKK지퍼커버 장착
•SI-TECH 360도 회전 슬라이드 방식 In-Valve
SI-TECH 자동배출기능의 Out-Valve, 또는 월드Out-Valve
•3mm 더블니트 슬림부츠 또는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플랩 확장형 포켓 , 플랩 지퍼형 포켓, 지퍼개폐식 지퍼형 포켓 중 선택
•목, 손목 라텍스씰 기본 (네오프렌 씰 선택가능)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슈트 내부 고급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장착

사이즈
•남성 : S , M , MB , L , LB , XL , XLB , XXL
•여성 : S , M , MB , L , LB ,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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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 라인 방풍쟈켓
헥사 라인에서 드라이슈트를 필두로, 이번에는 멋진 디자인의 방풍자켓을 정식으로 출시하
게 되었다.

DETAIL

기존 클래식라인의 방풍자켓보다 전체적인 품이 슬림하게 기획되었으며 색상 또한 고급스

색상

러운 멜란지 원단부터 플라워 패턴 프리트까지, 방풍자켓에서는 흔히 만나볼 수 없는 럭셔

멜란지그레이, 멜란지블루, 캐모플라쥬프린트,

리하고 화려한 원단과 디자인으로 출시하게 되었다. 실버 전사의 후드 다지인과 기능성 포

하와이안플라워, 단색-블랙, 레드, 네이비, 퍼플

켓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단순 보온, 방풍, 방수의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 포인트되는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은 헥사

소비자정가

라인의 방풍자켓으로 발랄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다.

멜란지, 프린트무늬 : 24만원 / 단색무지 : 21만원

멜란지 그레이

멜란지 블루

캐모플라쥬 프린트

단색 (레드)

단색 (네이비)

하와이안 플라워 프린트

단색 (퍼플)

(주) 아쿠아즈
2021 July/August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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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항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27일 서귀포항 내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부지에서 ‘해
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제주도 서귀포항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명
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
해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도기범
서귀포해양경찰서장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귀포 문섬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레
저관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첫 삽을 뜨게 돼 기쁘다”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해양경관의 가치가 잘 보존된 안전하고 매력적인 해양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도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통
해 서귀포가 해양 관광 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어디서나 다양
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제주를 포함해 동해안, 한려수도, 다도해 등 전국 7개 권역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실내 스쿠

시공식

버다이빙과 서핑이 가능한 지상 4층 규모 해양레저체험센터와 해상 스쿠버다이빙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개요
•사업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기간 : 400억원(국비200, 지방비200) / ’19.〜’23.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758-2, 758-4 일원
•사업규모 : 실내 서핑·다이빙장, 교육장, 전시홍보체험관, 계류시설 등
사업조감도

* 부지면적 8,710㎡, 연면적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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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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남·경남,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전남·제주 해역에 발령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23일(수) 전라남도 득량만과 경상남도 남해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
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하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
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되며,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
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6월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 서부, 제주~남해안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
입깃해파리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번 주 이후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전남 연안까지
지속적으로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탈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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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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

(Red List)*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간 올리

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나,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서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서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식하는 다른 4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

라에는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정하여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보호생물 신규지정 3종 특성

해양보호생물 지정 현황

①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
•종 특성 : 등갑은 전반적으로 둥글지만, 앞뒤 길이
가 양 옆 길이에 비해 길다. 등 위쪽은 납작하고 너비
는 길이의 90% 정도이다. 머리 길이는 등갑길이의 약
22%의 크기이고, 등갑의 추갑판은 6개 이상으로 많
게 갈라져있고, 측갑판은 6쌍이며, 첫 번째 추갑판은
정갑판과 마주하고 12개의 연갑판을 가진다. 배갑은 4쌍의 서계갑판이 있는데, 각 판의
뒤쪽에는 1개의 구멍이 있다. 사지에는 2개씩 발톱이 있다. 전체적인 채색이 올리브색을
띄며, 배갑은 연한 노란색을 띈다.
•서식특성 :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해역에서 머무르며, 동태평양에서는 북위 30℃에
서 남위 15℃사이에서 서식하며 종종 해안에서 12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
도 한다. 암컷은 평균 13년(10~18년)에 성적으로 성숙하며, 암컷 올리브바다거북은 대개
100마리에서 수천마리가 모여서 번식을 하는데, 드물게 소수의 개체가 상륙하여 산란하
기도 한다. 한 해에 1~3회 번식을 하고 한번 번식할 때 100~110개의 알을 낳는다. 2~3
년에 1회 번식하는 다른 바다거북과 달리 올리브바다거북은 대부분 매년 번식하고, 서식
지 충성도가 높아 자기가 태어난 해변에 찾아가 번식한다.
② 범고래(Orcinus orca)
•종 특성 : 배를 제외한 몸 대부분이 검은색이며
눈 위쪽, 등지느러미 뒤쪽, 생식기 부근에 특징적
인 흰색과 회색 무늬가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
다. 성별에 따라 등지느러미 형태가 다른데 수컷
등지느러미는 체장에 비해 크고 빳빳하게 서있다. 암컷의 등지느러미는 상대적으로 크기
가 작고 후방으로 약간 휘어진 형태이다. 부리는 매우 짧고 불명료하고 주둥이는 원추형이
며 둥근 이마와 부리 사이는 경사가 크다.
•서식특성 : 범고래는 남반구 및 북반구 모든 해양에서 관찰된다. 계군별로 서식특성에
따라 연안정착형(resident), 연근해회유형(transient), 외해형(offshore)으로 구분한다. 우
리나라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데 오호츠크해 서부 및 남부에 서식하는 범고래 무리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남하회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흑범고래(Pseudorca crassidens)
•종 특성 : 전신이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의 흑
회색이며 몸체는 가늘고 길다. 가슴지느러미 사
이의 복부 중심으로 몸체보다 밝은 색을 띤다.
다른 돌고래류와 비교했을 때 덩치에 비해 작은
등지느러미가 등의 정 중앙으로부터 약간 전방에 자리잡고 있다, 등지느러미의 형태는
넓은 낫 모양으로 끝 부분은 가늘고 약간 아래로 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식특성 : 흑범고래는 전세계 열대와 아열대 해역의 먼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가끔 계절에 따라 수온이 낮은 온대 해역에서도 발견되기도 하며 열대 도서 인근에서는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북태평양에서는 북위 15도 아래는 많이 서식
하나 위쪽으로는 개체수가 급감한다. 우리나라에는 대마난류를 따라 수온이 17도 이상이
되는 5∼7월에 동해에서 주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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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추구하기.

집에서 가깝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이빙 배우기

© PA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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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여성 다이브 데이
2021년 7월 17일

인류와 바다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글로벌 축하 행사에 참여하세요.

이벤트 찾기

© PADI 2021

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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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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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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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금) ~ 15일(일)
2021년 8월 20일(금) ~ 22일(일)
2021년 9월 10일(금) ~ 12일(일)
제주도 서귀포

남애스쿠버리조트

FLEX DIVING CENTER

BK 다이브

김정미 (강원)

박진석 (강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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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인포-대전

박금옥 (대전)

김한진 (대전)

김기현(대전)

E: neptune6698@gmail.com
T: 010-540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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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도몽돌리조트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W: scubainfo.co.kr
E: kimkihyun2933@gmail.com
T: 010-4432-0006
카톡: Porsche911z
밴드: Dm6ix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32-6

해양생물연구소

대전광역시 대종로583,
101동101호 선화동(선호아파트)

다이빙플러스

팬다스쿠바

정대위 (대전)

최영민(충북/대전)

이현석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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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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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8, B102호(도룡동 39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2번길 8-2, 2층

W: pandascuba.com
E: panda8508@naver.com
T: 053-784-0808
010-8299-77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
(범물동)

한국인 코스디렉터
씨월드다이브센터

CC 다이버스

테이크의스킨스쿠버

임호섭 (부산)

위영원 (광주)

곽주성(광주)

W: seaworld-busan.co.kr
E: seop777@hanmail.net
T: 051-626-3666
010-484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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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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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다이브

굿다이버

다이버스 (DIVUS)

김동한 (제주/서귀포)

정혜영 (제주/서귀포)

유상규 (제주/서귀포)

블로그: naver.com/joydivejeju
E: joydivejeju@naver.com
T: 070-4548-2345
010-5135-1004

W: gooddiver.com
E: jhy-0710@nate.com
T: 064-762-7677
010-8869-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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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1

아쿠아스쿠바

제주바다하늘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5,
유포리아지식산업센터 C-802호

마이다이버스

송태민 (제주/경기)

김선일 (제주)

김재신 (제주)

W: aquascuba.co.kr
E: aquascuba@naver.com
T: 070-4634-3332
010-8618-3923

W: seaskyjeju.com
E: shanyi2664@naver.com
T: 064-702-2664
010-822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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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DEEPPER DIVE, IN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3길 20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북3길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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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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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금) ~ 15일(일)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 22일(일)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 1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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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다이브

고다이빙

남애스쿠버리조트

김금성 (서울)

임용우 (경기)

김정미 (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3, 2층
010-4736-3800 (센터),
010-7686-3800 (김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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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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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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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070-7715-6921, 카톡 아이디 travischong2
보라카이 : Station 1, Boracay,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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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5월 21~23일

후보생들을 배출한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
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제주 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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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브 센터”에서 2021년 5월 21~2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경한, 김민호, 박수효, 박수민, 박경석, 박수진, 서창식,
황봉규, 이윤규, 정지규, 허성원, 성현호, 최혜령, 김미정, 이승영, 하지라, 조민
환, 김재윤, 박여진 총 19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
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
생들을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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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FDIT)
지난 2021년 6월 2일부터 6월11일까지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
용한 온라인 섹션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PADI 스텝들이 참가하여 오리엔테
이션을 포함한 이론 수업이 진행되었고 실질 세션은 제주 서귀포 더 블루
호텔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전세계에서 지원하는 후보생들과
경쟁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김나연, 김민지, 김국현,
최돈억, 최창훈, 안병준, 김재관 총 7명의 강사가 코스에 참가하였으며 훌륭
하게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를 수료하였다. 한국 프리다이빙 시장
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인 다이버들의 실력 또한 전세계적으
로 인정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프리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
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님들께 많은 축하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6월 25~27일

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
움을 주신 “제주 더 블루 호텔”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제주 바
다 하늘”에서 2021년 6월 25~27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윤태익, 박상렬, 김성태, 노민영, 장진호, 국훈, 강명성,
최윤성, 이상현, 오병수, 박찬유, 정종필, 김효선, 김영남, 김효성 총 15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
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
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
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112 |

o 경포 다이브(S-28259)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 2021년 5월 25일

대표 : 차주동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

전화 : 010 5370 7091

스가 2021년 5월 25일(화) 서울 스쿠버인에서 김부경씨에 의해 진행되었다.

o 더 퍼플 스쿠버 다이빙(S-28257)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김국현, 박다함, 안병준, 최돈억, 정진욱,

대표 : 조민환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633-9

최창훈, 윤준 총7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1028-14

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

전화 : 010 2440 9255

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o 버블잭 다이브 제주(S-28271)

것이다.

대표 : 국봉기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솔동산로10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전화 : 010 3786 9249

2) 2 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o 더블 케이 다이빙 아카데미(S-28272)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대표 : 강성준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 14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전화 : 010 2915 8312

김부경 (bookyung.kim@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o 버블디(S-28276)
대표 : 정종현
주소 :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 119-1
전화 : 010 3292 7317

신규 프리 다이빙 센터
o MER(S-28216)
대표 : 박다함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97
전화 : 010 9623 2708
o 이브다이브(S-28258)
대표 : 김민지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로 415-1
전화 : 010 2774 8474
o 베스트다이브 코리아(S-28273)
대표 : 최창훈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4, 204호

PADI 신규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전화 : 010 2774 8474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5스타 센터 업그레이드

o 라비마린 해피다이버스(S-28183)

o 블루 인(S-25731)

대표 : 이지우

대표 : 이동주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해변길 114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260

전화 : 010 8801 5344

전화 : 010 9426 0032

o 홈다이브(S-28201)

o 스플래시 리조트(S-26695)

대표 : 박재완

대표 : 김진명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25번길 16-4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솔동산로 28

전화 : 010 5024 8180

전화 : 010 6819 2511

o 호승 스쿠바 리조트(S-28225)
대표 : 백철호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96
전화 : 010 2816 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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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머메이드 프로그램 세미나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PADI 머메이드 프로
그램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PADI 머메이드 프로그램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인 머메이드 다이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
은 일부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산업이 만들어져 있으며 전세계적
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컨
텐츠와 특정한 트레이닝 기회가 포함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PADI 멤버들은 제주, 부산, 울산,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
에 참가했으며, PADI 아시아 퍼시픽 오피스에서는 전체 다이빙 업계의
예정된 변화와 기회에 관해 상호 연관적인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PADI 머메이드 세미나는 김태훈(카리브 다이브 센터 대표, PADI
MI, Mermaid Instructor),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머메이드 프로그램 소개 및 성공
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및 전략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실질적으로 비
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과 함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진행되
었다.
총 34명의 참가자들이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새로운 PADI 머메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다이빙 계의 발전이 더
욱 가속화 되기를 바라며 PADI 아시아 퍼시픽은 계속해서 한국의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다이빙 산업 발전에 헌신적인 모든 참가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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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Diving Pool Paradise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인류와 바다의 연결을 축하하기
올해, 2021년 7월 17일, PADI는 인류와 바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축하 행사에 다이버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PADI 멤버들은 다
이빙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축하하고 우리 지역 커뮤니티와 우리가 다이빙하는 바다 사
이의 연결을 육성하는 이벤트 –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 개최하기를 권장한다. 여러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분의 커뮤니티를 위해 PADI 여성 다이브 데이 이벤트를 주최해야 한다.
여러분의 이벤트를 등록하여 - 직접 대면 또는 가상이든 상관없이 – 다이버들이 쉽게

상시개장
365일 24시

벤트를 등록하기 바란다. 방법은 아주 쉽다! 여러분의 이벤트가 PADI 여성 다이브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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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확인 박스에 체크하기 바란다.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정보를 찾고 참여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이버들은 그들 지역에서 여성
다이브 데이 이벤트를 검색할 때 새로운 보존 액티비티 로케이터에서 이벤트를 볼 수
있다.
PADI 다이브 센터들, 리조트들 및 프로페셔널들 : PADI 프로 포털에 로그인하고 보존
액티비티 로케이터(Conservation Activities Locator) 목록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지금 이

이벤트 등록 링크 - https://business.padi.com/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2021년 7월 9일(금요일) ~ 11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8월 13일(금요일) ~ 15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요일) ~ 22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요일) ~ 12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새로운 PADI 다이브마스터 마케팅 툴킷
새로운 PADI 다이브마스터 툴킷으로 프로페셔널 다이
브 마스터 유치 캠페인을 만들고 또 시작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것이 있다. 이 툴킷의 소개는 더 많은 사람
들이 PADI 프로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PADI 다이브마스터되기 글로
벌 마케팅 캠페인의 시작에 앞서 있다. 또한 업데이트 된 PADI 프로되기 프레젠테이션
및 지원 도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 유치 이벤트를 셋업하고 주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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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Mares의 신뢰와 명성

중요 연락처 정보(Important contact Information)

마레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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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resseoul.com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 테리토리 디렉터 Thomas.knedlik@padi.com.au
● 한국 마켓 매니저 bookyung.kim@padi.com.au
● 한국 지역 매니저 jimmy.kim@padi.com.au
● 멤버/고객 서비스 행정 관리 hye.park@padi.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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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부서 매니저 alan.li@padi.com.au
● EFR emergencyfirstresponse@padi.com.au
● 품질 관리 부서 qa@padi.com.au
● 다이빙 사고 incident@padi.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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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팀 코리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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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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버킷햇
버킷햇출시
출시
TDI
방수원단의 고품질 챙모자가 출시되었습니다.
방수원단의 고품질 챙모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63.927.772.0979
+63.927.772.0979
070-4645-2016
070-4645-2016
edendive@naver.com
edendive@naver.com
www.edendive.com
www.edendive.com
카톡:
카톡:edendive
eden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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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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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필리핀보홀
보홀

인천
인천

부산부산

박진호
박진호/에덴다이브
/에덴다이브리조트
리조트

임현경
/렛츠다이빙
임현경
/렛츠다이빙

하상훈
/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하상훈
/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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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568-7303
010-4568-7303
lwj22225@naver.com
lwj22225@naver.com
카톡:lwj2225
카톡:lwj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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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아닐라오
필리핀 아닐라오

서울, 경기, 강원
서울, 경기, 강원

서울
서울

강재철/DiveX scuba resort
강재철/DiveX scuba resort

이웅재/블루버블다이브
이웅재/블루버블다이브

김종문/스쿠버놀이터
김종문/스쿠버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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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dive11lee

경북 포항
경북 포항

이충환/블루오션스킨스쿠버
이충환/블루오션스킨스쿠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세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세요.
2021 2021
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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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KOREA
PFI 프리다이빙 서포터즈

스페셜티 강사 슬레이트 출시

SDI.TDI.ERDI.PFI는 2021년 6월 1일(화)에서 6월 4일(금)까지 PFI 프리다이빙 서
포터즈를 대상으로 PFI 프리다이버(Deep pool only) 과정을 실시했다.
PFI 프리다이빙 서포터즈는 프리다이빙 경험이 없는 일반인, 스쿠버 강사를
대상으로 PFI 한국 본부에서 PFI 프리다이빙 교육 과정을 소개하여, 높은 품질
의 PFI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PFI 프리다이버(Deep pool only)은 K-26, Nemo와 같은 깊은 수심의 수영장
에서 강사의 감독 없이 프리다이빙을 하려는 교육생을 인증하는 과정으로서,
개방수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완료했을 때 인증 받을 수 있는 PFI 프리다이
버 등급이다.
이번 PFI 프리다이빙 서포터즈 1기에는 네 명의 서포터즈가 선발되었으며, 네
명 모두 PFI 프리다이버(Deep pool only)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PFI 한국 본부는 PFI 중급 프리다이버, 세이프티 프리다이버 등의 추가 연계
교육과정도 진행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PFI 프리다이빙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SDI 스페셜티 강사 슬레이트가 출시되었다. 이번에 출시된 스페셜티 강사

이어갈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총 10종으로 아래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PFI 프리다이빙 서포터즈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

● 수중 길찾기 다이버

다.

● 야간&불량시야 다이버

● 보트 다이버

● 드라이슈트 다이버

● 고급부력조절 다이버

● 표류 다이버 		

● 침몰선 다이버

● 컴퓨터 다이버		

● 컴퓨터 나이트록스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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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심도 다이버

SDI 강사는 스페셜티 교육용 강사 슬레이트를 활용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SDI 신규 등록 강사는 스페셜티 강사 인증과 함께 스페셜티 강사 슬레이
트가 제공되며, 기존의 SDI 강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스페셜티 강사 슬레이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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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 버킷햇 출시
TDI 버킷햇이 출시되었다. 새롭게 출시
된 TDI 버킷햇은 고무밴드가 장착되어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며, 창이 넓고 원
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햇빛을 쉽
게 가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TDI 버킷햇 구매는 SDI.TDI.ERDI.PFI 센
터나 강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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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SDI 장애인 스쿠버(Scubility)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7월 15일(목) 다이브자이언트 제주센터에서 SDI 스쿠빌리
티(Scubility)강사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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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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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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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SDI 장애인 다이빙 과정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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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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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다.

애인 스쿠버다이빙은 이미 봉사와 체험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산업의 한 분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 강사들은 국내/외 리조트,

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행사, 장비 수입사, 교육 단체, 소셜미디어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 걸쳐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DI에는 다음과 같은 스쿠빌리티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일정 : 2021년 7월 1일(목) ~ 9일(금)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장소 : 울진해양레포츠센터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1. 오픈워터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개발 프로그램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3. 강사 교재 및 교육 패키지 지원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SDI 스쿠빌리티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SDI.TDI 장학생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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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 공인 다이빙 교육 기관의 다이브마스터 등급 이상
(혹은 과정 전까지 취득 예정자)
4. 국제 공인 기관의 유효한 CPR, 응급처치, 산소처치 인증
5. 다양한 환경과 수심에서의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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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

SDI.TDI.ERDI.PFI는 2021년 7월 11일(일)에서 7월 14일(수)까지 PFI 장학생 프

SDI.TDI.ERDI.PFI는 2021년 7월 19일(월)부터 25일(일)까지 7일간 강사 트레

리다이버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너 과정(ITW)을 진행할 예정이다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은 프리다이빙 저변 확대와 대학생의 안전한 프

일정 : 2 021년 7월 19일(목) ~ 2021년 7월 25일(목)

리다이빙 활동 지원, 올바른 대학생 프리다이빙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장소 : 다이브자이언트 제주

2021년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본부의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과 함께 강사 교육 방법

일정 : 2021년 7월 11일(일) ~ 14일(수)

/ 지도자의 위험 관리 / 스쿠버 다이빙 사업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평가하

장소 : 다이브자이언트 제주센터

는 강도 높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특전

있도록 워크숍 지원자를 평가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SDI 강사 트레이너 과정은 SDI 강사 평과 과정(IEC)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 PFI 프리다이버 교육비, 등록비 지원
- PFI 프리다이버 교재 및 교육 패키지 지원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실비용은 본인 부담이다.(숙박,식사,다이빙 비용 등)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 지원자 자격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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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스포츠 관련학과 전문대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5. 강사 평가관

3. 수영

능력(영법에 상관 없이 쉬지 않고 200m 이상 수영이 가능할 것)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PFI 장학생 프리다이버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주시기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이수한다면 참가자들은 승인된 모든 레벨에 대해 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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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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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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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 provide
provide the
the highest
highest level
level of
of Fun,
Fun, Service
Service
and
and SCUBA
SCUBA Edu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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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C/SEI/YMCA
제1차 PDIC-YMCA 프리다이빙&스킨스쿠버
공개강좌 강습회 개최

서울YMCA, 해양경찰청과
해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손을 맞잡다

Y-스킨스쿠버, Y-인명구조요원, Y-수상구조사 등 시민의 수상수중안

2021년 5월31일(월) 11시, 해양경찰청은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전의 교육의 산실인 서울YMCA가 2020년 국내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

서울YMCA 조규태 회장을 제1호 ‘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했다.

국직업능력개발원 2020-005820(해양수산부) “YMCA 프리다이빙” 등

앞서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 재난에 대해 자원봉사 차

록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5월15일(토) 종로회관 수영장에서 YMCA 최

원의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우수한 민간 구조자원

초의 제1차 서울YMCA 프리다이빙&스킨스쿠버 공개강좌 강습회를 서

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위

울YMCA 직원 및 일반인 60명을 대상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2년

촉을 추진하였다. 이번 조규태 회장의 위촉을 통해 청렴행정으로 해양

여동안의 프로그램 개발과 자격등록을 주관한 류지한 부장의 프로그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과 매년 많은 인명구조요원과 수상구조사를

램 소개를 시작으로 협력 교육기관 “더블K(대표 강성준,Y-FREEDIVING

배출하는 서울YMCA 간에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다양한 활

C.D)” 소속의 7명의 강사들의 프리다이빙 체험과 실습 지도를 하였으며,

동을 긴밀히 추진하게 되었다.

참가들의 안전을 위하여 YMCA시민안전센터의 김민수,이진욱,윤춘식
강사님이 수고하여 주셨다.

SE-PDIC 스페셜티다이빙 & 프리다이빙 교환 과정 개최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1년 7-8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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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의무화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육자료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

3년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시 : 2021. 7/24(토) ~ 7/31(토)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문의 : 010-4440-1339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일정 : 7/22(목)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First Aid & CPR 강사과정
일정 : 7/23(금) / 장소 : 본부 강의실
•사이드마운트 일반/강사과정(주말반)
일정 : 7/31(토)~8/1(일) / 장소 : 본부 강의실,수영장
•프리다이빙 교환 과정(리더쉽 과정)
일정 : 7/24(토)~25(일)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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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위한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 강습회 개최

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욕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2021년도 서울YMCA 인명구조요원 및 강사 양성 강습회-YMCA시민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안전센터 동부지역(원주/강원)에서는 양양군 관광과 해수욕장운영부에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서 주관하는 양양군 및 마을해수욕장의 수상인명구조요원 채용을 위한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YMCA인명구조요원 위탁사업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양양군문화복지회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관 수영장에서 6월5일(토)부터 6월20일(일)까지 24명의 수상안전 관련

받게 된다.

종사자, 일반인,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다. 이규진, 박태신, 김광진 강사님이 수고하여 주셨다.

YMCA 2021년7~8월
인명구조, 수상구조사, 생존수영강사강습회
- 인명구조요원&강사(부산경남) : 주말반 7/10~7/25
- 생존수영강사 강습회(부산경남) : 주말반 7/3~4
- 인명구조요원&강사(서울경기) : 주말반 7/12~7/23
- 수상구조사사전교육(서울경기) : 주말반 6/26~7/18
- 접수등록 https://www.ymc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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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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나이트록스 다이버

-18m

딥 다이버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40m

테크니컬 다이버

-50m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EANx Diver
Deep Diver

레저
다이빙

Advanced EANx Diver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er

Normoxic Trimix Diver

동굴)

CAVE(

Trimix Diver

WR

ECK

(침몰

선)

Expedition Trimix Diver

Rebreather

(재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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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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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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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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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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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성안로3길 76 (성내동, 2층) 02-486-2792
http://www.iantd.kr
E-mail: iantd@iantd.kr

INSTRUCTOR TRAINER

홍장화

TRIMIX ITT
010-3724-5865

김창환

Technical IT
010-3008-4739

서재환

Adv. EANx IT
010-2860-8091

유근목

Technical IT
010-9109-2802

이홍석

Adv. EANx IT
010-8988-0254

정철희

Adv. EANx IT
010-3466-4434

강덕권

Adv. EANx IT
010-9611-1699

김흥래

Adv. EANx IT
010-7380-0078

송한준

Adv. EANx IT
010-5225-3182

윤병하

Adv. EANx IT
010-2035-4080

이효진

Adv. EANx IT
010-4900-9332

최임호

Adv. EANx IT
010-9221-9899

강신영

Adv. EANx IT
010-9221-2443

박진수

Adv. EANx IT
010-2591-1969

심재호

Adv. EANx IT
010-5317-8748

이민호

Adv. EANx IT
010-8967-8283

임형진

Adv. EANx IT
010-6640-3405

한승곤

Adv. EANx IT
010-3376-7078

강영철

Adv. EANx IT
010-5332-4982

박진영

Technical IT
010-8556-7529

안승철

TRIMIX IT
010-2797-1381

이원교

Adv. EANx IT
010-3542-5288

정근남

Technical IT
010-5403-4529

홍상흥

Adv. EANx IT
010-3276-1438

고석태

Technical IT
010-6774-2408

서상우

Technical IT
010-2915-7869

오현석

Adv. EANx IT
010-6215-1005

이춘근

Adv. EANx IT
010-7139-0528

정영환

Adv. EANx IT
010-2564-5656

황영민

Technical IT
010-3121-6748

김강태

Technical IT
010-3111-0705

서일민

Adv. EANx IT
010-8969-0880

오현식

Adv. EANx IT
010-5327-4579

이호석

Technical IT
010-6354-0559

정용락

Adv. EANx IT
010-2200-1231

황영석

Technical IT
010-755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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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강사 평가

테크니컬 다이버 & 강사과정

2021년 5월 7일 강원도 남애항 남애바닷속 체험교육장에서 강사 평가를 실시

2021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금능 수중산책에서 테크니컬 다이버와 강

하였다. 모든 평가를 본부 사무실에서 실시하는데 코로나로 수영장 사용이 제

사과정을 실시한다. 테크니컬 다이버 참가자는 권정웅, 윤병하, 홍상흥이고 이

한적인데 남애바닷속 체험교육장에는 자체 수영장이 있어서 실시하게 되었

호석 트레이너가 테크니컬 강사과정에 참석하며 서상우 트레이너, 정재용 강

다. 이번 참가자는 서일민 트레이너에게 교육받은 강사 1명(임준성)이 참가하

사가 스텝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였다. 서해성 강사가 평가 스텝을 하였고, 모든 평가과정을 남애바닷속 체험
교육장에서 진행하였다.

IANTD 온라인 다이버 관리 시스템
2021년 6월 15일부터 e러닝 시스템을 IANT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용법은 홈페이지 강사 자료실 및 IANTD KOREA 소식란에 올려놓았
다. 이번 시스템은 박석기 강사가 제작하였으며 수강생기록장, 의료문진표, 면
책동의서를 웹에서 관리가 되며 강사가 비밀번호와 사용 가능일자를 설정하
여 다이버에게 전달하면 다이버는 인터넷으로 책을 보고,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에 접속 시 크롬 또는 엣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
존의 익스플로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증증 발급도 다이버의 자료를 수강생
정보에서 불러오면 별도의 입력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도록 되
어 있다.

개해제
2021년 5월 8일 남애항에서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개해제에 참석하겠다는 강
사들이 많았지만 코로나로 4인이상 집합 금지로 부득이하게 홍장화 본부장과
박진영 강사(폴리텍 교수)가 진행하였다. 2021년도에도 IANTD 멤버들의 안전
한 다이빙을 기원하였다.

강사 트레이너 과정
2021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한다. 참가 대상으로는 박진영

IANTD 로고 야구모자

(폴리텍), 윤병하, 홍상흥이고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트레이너가 실시한다.
서상우 트레이너가 스텝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상품으로 IANTD 야구모자가
출시되었다. 종류는 그물망 재질 방식
과 스판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물망
방식은 2가지 크기로 일반적인 크기
와 아주 큰 크기 2가지로 제작되었다.
뒷면에 크기 조절은 벨크로 방식으로
하였으며 IANTD 로고를 넣었다. 스판
방식은 그물망 방시에 비해 약간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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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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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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스피드보트를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안전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NEWS IN DIVING

기타 소식
팬다스쿠바 씰부스터 총판 계약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프리다이빙, 스노쿨링, 수중 레저용으로
사용가능한 전 세계를 누빌 허벅지 추진체 개인용 수중 추진장치인 씰부스
터(Seal Booster)가 대구의 팬다스쿠바와 대구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문 예약 가능
- 6월 말 입고

팬다스쿠바
주소 대구 수성구 범안로 12 1층
문의 053-784-0808

Seal Booster
(주)서브테크에서 개발되어 출시된 개인용 수중 추진장치인 Seal
Booster(씰부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의 수중장비와는 달리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수중에서의 활동이 편리해진다.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타입으로
일반 레저용과 스킨스쿠버용과 군사용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선
택할 수 있다.
카누, 카약, 고무보트 등의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장비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어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준다
씰부스터(SEAL BOOSTER)는 워터제트방식의 수중추진장치로 기존의 수
중 스쿠터나 다른 수중 보조 장비와는 달리 두 개의 추진장치(Thruster)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Wearable Battery Pack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은 22Ah로 한 번
충전 시 최대 60분까지 작동되며, 무게는 8kg 정도이다. SEAL BOOSTER
에 사용되는 고성능 BLDC Motor는 최대 10km/h의 속도를 내게 하며, 첨
단 소재의 덮개 사용으로녹이 슬 걱정이 없다. 와치타입의 리모트 컨트롤러
는 현재 시간 확인, 배터리 잔량 체크, 수온 및 수심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추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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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문암다이브리조트 신축 이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에서 21년의 영업을 해왔던, 역사와 전통을 자
랑하는 문암다이브리조트가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 오픈을 하였다. 기
존 장소에서 120m 떨어진 곳에 보다 바다에 가깝게 건물을 신축하여 새롭
게 영업을 시작하였다. 박주명 대표는 고성 다이빙의 대표주자로서 22년차
의 영업을 새로운 발판으로 시작하게 된다. 신축 리조트는 하루 최대 50명
의 다이버를 수용하고, 25인승 보트와 15인승 보트 2대를 운용하며, 1층은
넓은 다이빙 준비공간과 사무실, 2층은 사무공간과 단체숙박시설, 3층은
오션뷰 카페, 4층에는 루프탑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이빙 장비체결
후 보트를 타는 동선은 더욱 가까워져서 불과 20m 정도이다. 현대적인 시
설로 탈바꿈한 문암다이브리조트는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에 성대한 개
업식을 열고, 2021년 시즌을 힘차게 시작한다.
문암다이브리조트 (M.A. DIVE RESORT)
대표: 박주명
전화: 010-5163-0920
주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교암2길 65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시간 등
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내셔널다이브
김금성(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3, 2층
010-4736-3800 (센터),
010-7686-3800 (김금성)

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찰하
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
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
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
만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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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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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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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레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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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제주

카나리아제도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몰디브

세이셜
모리셔스
르위니옹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팔라우

필리핀

르당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축

알로르

파퓨아뉴기니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사딘런/베이트볼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애들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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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피지

통가

과달루페섬

세노테

코르테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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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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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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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고스제도

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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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섬
유카탄반도

막달레나만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바하마제도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프렌치폴리네시아

얍

호주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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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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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론

롬브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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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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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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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수빅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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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자카르타

까마귄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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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베해협

암본베이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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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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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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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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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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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필리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최소경비 : 1,000,000원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B 11~4월)

시즌 : 연중(B 2~9월)

특징 :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특징 : 해변 가까이에 큰 무리의 정어리가 상주하고,

인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다.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맞은편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올랑고(Olango)섬 주변에 다이빙을 한다.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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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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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세계적인 다이빙 스폿 아포섬과 가장 가까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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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스쿠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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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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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막탄

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

리조트

보홀 서쪽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까빌라오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특징 : 카빌라오섬의 가장 풍부한 것은 섬을 둘러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

고 있는 산호초이다. 건강한 산호, 따듯한 수온, 맑은

성된 수중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

수중시야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Slope)와 월

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Wall)은 이 섬을 스쿠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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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최소경비 : 1,500,000원~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최소경비 : 1,500,000원~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

최소일정 : 5박 6일~

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

시즌 : 연중(B 11~5월)/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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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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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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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70-8285-0103

Website: www.nalusuanislandreso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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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리조트

Philippines
한인리조트

세계적인 접사다이빙 지역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아닐라오/말리카반섬/보니또섬
최소경비 : 1,200,000원

푸에르또갈레라/사방비치
베르데섬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200,000원

시즌 : 연중(B 11~5월)

최소일정 : 5박 6일

특징 : 세계적인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으로

시즌 : 연중(B 4~9월)

접사 피사체가 많다. 또한 펀다이빙 지역으로도 손

특징 : 민도로섬의 푸에르또갈레라는 가장 아름다운

색이 없다.

해변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

고, 좋은 다이빙사이트가 바로 주변에 산재해 있다.

2015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사방비치

리조트 리브어보드

리조트

듀공을 만나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아포리프

롬브론섬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아포리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이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이 지역은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UNESCO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올라있고, 아포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2019년 5/6월

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아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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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난파선 다이빙과 호수 다이빙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자!

코론/부수앙가섬

보라카이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B 10~6월)

시즌 : 연중

특징 :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특징 : 보라카이섬은 에머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

24일에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상 스포츠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

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

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과 바(Bar)가 있어 가족단위로 다이빙 여행을 해도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곳이다.

리브어보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슬루씨/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 연중(B 3~10월)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특징 : 티카오섬(Ticao Island)은 고래상어와 만타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

레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거대한 해양생물

과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이 서식하는 만타바울(Manta Bowl) 다이빙 지역 외

수 있다.

에도 우독섬(Udoc)과 산미구엘섬(San Miguel)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다이빙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호 정원과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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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리포

롬블론

리조트

물들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론

보라카이

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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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의 보고

필리핀

롬브론섬

Romblon Is.

C RI T TER

CAPITA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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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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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thre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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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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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

오가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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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16년 5/6월호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 연중/혹등고래 1~4월 중순, 향유고래 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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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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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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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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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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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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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출몰한다. 또한 이즈반도는 이곳의 특별한 접사 생물들을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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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특별한 재미다.
요나구니

참조 : 2015년 11/12월호

참조 : 2015년 5/6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 집채만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이

특징 :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 힌

한 수중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그리고

무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가 경이롭다.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힌댕/힌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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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Myanmar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 3~8월/성수기 4~5월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특징 : 인공섬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영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고,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천국. 아

업하는데 3~8월만 영업한다.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만난

름다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

호,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 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곳이다.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2018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최소경비 : 3,000,000원~

랑카얀섬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최소경비 : 2,990,000원~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

최소일정 : 6박 7일~

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시즌 : 4~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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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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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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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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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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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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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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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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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149 |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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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 풍광과 접사 생물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데라완제도

알로르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1월

시즌 :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 피사체를 모두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연장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OOOO년 O/O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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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본섬
리조트

접사 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암본섬

리브어보드

엄청난 크기의 망치상어 무리를 만나는 곳

반다씨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3~10월

시즌 :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

특징 :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Muck Diving)의 메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듯한 바다에서 망치상

접사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어 엄청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다.

다. 망치상어 무리 하나로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가 있다.

데라완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

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이집트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가능/3~4월 Deep south/10~11월

시즌 : 6~7월

North Route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샤크 다이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천수만의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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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이집트북부, 남부(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

은 시야

거나 조정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특징 : 이집트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곳은 리브어보드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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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섬에서 다이빙

• 아우터 리프, 채널 및 월 다이빙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

• 다이빙후 장비 이동 서비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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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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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만타의 고향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최소경비 : 2,400,000원~

괌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12~4월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시즌 : 연중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이글레이

특징 :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클리닝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

대한 상어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레이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몰한 도카이마루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수 있다.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C

M

Y

CM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MY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CMY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넙은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 연중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

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도

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

가 높으나 28도의 따듯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쾌

로 빽빽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

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산

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

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래

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

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코랄씨(Coral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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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피지

통가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

시즌 : 7~10월

장 좋은 시야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

특징 :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으로 2m가 넘는

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7~8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겸비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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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태평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바다사자 춤을…

바하캘리포니아(라파즈/코테즈해)

돌고래, 만타레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바하캘리포니아(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11~6월

시즌 : 11~6월

특징 :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

특징 :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승선 후 꼬박

는 바다사자와 어르러져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

하루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면 엄청난 무리의 모블라(Mobula)를 만날 수도 있다.

해양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들과 놀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

주는 돌고래, 만타레이, 그리고 숨죽이고 보는 튜나

2020년 5/6월

(Tuna) 무리는 압권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

하와이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리브어보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갈라파고스라는 이름 앞에

하와이/코나

갈라파고스제도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경비 : 9,0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베스트 시즌

압권이고,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특징 :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는

있다.

다이버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다. 6~11월의 고래상어 시즌과 망치상어는 수온이

과달루페섬

소코로섬

리브어보드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진

최소경비 : 6,500,000원~

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코르테즈해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수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최소일정 : 7박 8일~

도 있다.

시즌 : 6~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특징 : 과달루페섬(Guadalupe)은 멕시코의 바하캘
리포니아반도 서쪽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태평양

코코스섬

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위대한 백상아리와 만남

최소경비 : 6,500,000원~

을 가능하게 한다.

최소일정 : 11박 12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시즌 : 년중
특징 :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Cocos)은 야생 해양
생물의 보고이고 환상적인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
빙마다 수십 마리의 망치상어(H a m m e r H e a d
Shark)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코스섬은 건
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며
우기는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코코스 섬에서의 다
이빙은 건기보다 우기가 다이빙 적기이다.
갈라파고스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

과달루페섬

리브어보드

대물들의 만남이 보장되는 곳

콜롬비아 말페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6~11월
특징 : 콜롬비아 본토에서 500㎞ 떨어진 말
페로(M a l p e l o) 섬은 20 0 ~3 0 0 마리의
hammerhead sharks와 수백 마리의 silky
s h a r k s와 함께 유영한다. 또한 W h a l e
sharks, Eagle rays, Tuna, Sailfish 등 대물
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코코스섬
말페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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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대서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호텔+다이브센터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
그리고 황홀한 빛 내림이 있는 곳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
세노테

특징 :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는 세노테가 유명하다.
캐번다이빙만으로도 종류석과 석순의 아름다움과
둥굴 입구에서 만들어지는 빛 내림의 황홀함을 충분
히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모험적인 케이브(Cave)를

호텔+다이브센터

태평양과는 또 다른 대서양의 물고기와의 조우

즐기기 위해서는 케이브다이빙 교육이 필요하다.

유카탄반도의 코즈멜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호

최소경비 : 3,800,000원

2019년 5/6월

쿠바

최소일정 : 7박8일
시즌 : 연중
특징 :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의 남쪽에 있는 코즈멜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남미의 파라다이스

남미의 파라다이스

다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

쿠바

케이만제도

남미의 대보초

(ToadFish), 드럼피쉬(Drum Fish) 등을 볼 수 있다.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벨리즈 불루홀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20년 3/4월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4~11월

특징 : 쿠바는 오랫동안 배경에 숨어있는 다이빙 목

특징 : 카리브해에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적지였지만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스쿠버 스팟의 슈

케이만제도는 400개 이상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퍼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의 다이빙에서 최대 6

케이만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엔젤피쉬를 만

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악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나는 즐거움이 있다.

기도 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섬은 이글레이 무리를 볼 확률이 높고, 태평양과는
리브어보드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
특징 : 벨리즈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 지대로 우주에서도 보이는 그레이트 블루홀
(Great Blue Hole)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코즈멜섬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남미의 파라다이스

대서양의 무덤

바하마제도

노스캐롤라이나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인 딘스 블루홀

특징 : 이곳은 대서양의 무덤(Graveyard of the

(Dean's Blue Hole)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또한

Atlantic)이라 불리는데 16세기에 1,000척이 넘는 배

바하마의 국가 물고기인 나소(Nassau)의 그루퍼들

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샌드타이거샤크(Sand

이 수천마리가 모여들어 스퍼닝을 하는 모습을 관찰

Tiger Shark)의 무리를 볼 수 있고 시야가 좋고 따뜻

할 수 있으며, 스파이니 랍스터의 행진도 볼 수 있다.

한 수온까지 더해져 좋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

벨리즈

바하마제도

유럽

노스캐롤라이나

Europe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포르투칼

스페인

아조레스제도(아소르스)

카나리아제도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평균 40m가 넘는 시야와 매우 다양한 생물

특징 : 스페인 카나리아 군도의 섬은 아프리카 북서

이 있는 섬으로 Blue Shark, Manta Ray와 같은 큰

쪽 해안인 대서양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원양어류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대서양과 지중해 종과 섬 자체에 고유한 일부 종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11/12월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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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막탄섬
최고급 리조트와
럭셔리한 요트 다이빙

www.themark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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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45-3122

TALK

themark 숙박 및 요트/시티투어 상담
themark1 호핑투어/다이빙 상담

이빙
요트로 하는 다
은
같
드
보
어
•리브

40명 탑승

•대형 다이빙풀 보유 가로 16m, 세로 12m, 수심 4m

•최고급 레스토랑

Cabana

막탄섬에서 소문난 맛집

Ocean View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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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역사로 톡톡 두드려보는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
최경민 외│19,000원│360쪽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08

06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잼공독서프로젝트
거꾸로 보면 답이 보인다
답을 찾다
01 THEORY :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PBL 달인되기 2 : 진수

1편 기존 독서상식을 비틀어 볼까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 치다!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

생활화학물질!

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

람들의 정신세계와 무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문화·예술 및 역사를

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헤친다.

재조명한다.

}{

‘게임중독’이라는 굴곡
된 시선, 부정적 에너지
를 바꾸자.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사례를 통해, 게임 뒤에 감
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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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호텔관광 이벤트론

관광마케팅

관광학개론

세계의 축제와 문화

한진영, 박효연│20,000원│324쪽

우경식, 차석빈│22,000원│343쪽

최영환, 손수진│22,000원│377쪽

김용섭│18,000원│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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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매너

이미지메이킹에서 면접까지

서비스운영 컨텐츠론

유정화, 이나영, 곽봉화
19,000원│283쪽

강미라│23,000원│38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고객응대 서비스 매니지먼트 실무

서비스 이해 [개정판]

오선숙, 홍성순, 김지양, 강정민

김근종, 송주완│18,000원│234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19,000원│288쪽

외국어

항공실무영어

관광생활영어

항공실무영어

항공관광실무영어

톡톡 튀는 소통중국어

이동희, 권도희│16,000│346쪽

송두석, Eric M. Zimmerman
14,000원│142쪽

전약표│13,000원│160쪽

전약표│15,000원│156쪽

김기범│15,000원│228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개정판]

여행사 경영론[개정판]

실전에 강한 항공객실업무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최윤근·김시원│20,000원│324쪽

박시범·최윤근·김시원
20,000원│340쪽

이종호│19,000원│204쪽

장태선, 박지현│20,000원│260쪽

박수영│17,000원│232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

알기쉬운 와인학 개론

프론트·객실실무론

호텔 식음료 관리론

호텔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613쪽

김제간│21,000원│324쪽

남택영, 김헌형│19,000원│368쪽

김이종│20,000원│333쪽

김이종│28,000원│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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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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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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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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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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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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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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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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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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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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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Odysse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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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F32그룹·135쪽·값 50,000원

13인의 BLUE

저자/F32그룹·109쪽·값 30,000원

주문 및 구입처 : 본사, 인터넷 서점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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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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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후새류도감

한국개오지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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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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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범 지음·사진/DEPC외·248쪽·값 30,000원

정의욱 지음·136쪽·값 20,000원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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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코너의 열정과ㅏ 행복을 노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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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의 습격

국외여행인솔실무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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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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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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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