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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 다이빙

모든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PARAGON 마스크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성이나 무게감 없이도 견고성이 뛰어난 우수한 프레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제공하는 TUSA 프리덤 테크놀러지 FitⅡ.
UV420 크리스탈 뷰 광학 유리와 빛 반사 방지 기능.
이 모든 기능을 PARAGON S 와 PARAGON 마스크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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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와 기술제휴로 G-SHOCK의 독특한 디자인과 특별
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TUSA IQ-1204는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침수의 우려도 없습니다. 진보된 기술력으로
사용법이 간단하며, 수중에서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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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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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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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과일 껍질 1~5주

담배 1~5년

테트라 팩 5년

비닐봉지 10~20년

부이 80년

알루미늄 캔 80~100년

건전지 1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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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바다를 위한 목적으로 바꾸세요.
최고와 함께 다이빙을 배우세요.

지금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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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요금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
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과월호 구입 안내)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원하는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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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과월호 요금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단, 일부 과월호는 품절.

해외 정기구독 신청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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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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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4년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금 입금 안내
•	구매신청은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구독신청

02 - 778 - 4981

www.scubamedia.co.kr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DITOR’S COLUMN

위드코로나로 다이빙계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글 구자광 / 발행인

우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시작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심한 압박을 받아왔지만 다들 특별한 대안이 없다보니 숨죽이며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
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늘고, 중증환자나 사망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국가마다 조금씩 봉쇄했던 빗장을 풀고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
다. 그동안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관광분야가 희망의 불
빛이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아직도 위험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숨통을 조여 왔던
여건들이 조금씩 해제되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국가인 우리나라도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의 시행방안들이 발표되
고 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기조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일
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조로 바뀐 것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다이빙업계와 여행업계도 조
금씩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실내체육시설도 과밀한 곳만 제외하고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인터파크 투어가 사이판, 괌을 여행하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인기가 높아 일찍 마감이 되었고 대
기신청자도 줄을 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추가로 비행기 증편을 조율하고 있으며 연이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인 방콕이나 싱가포르, 발리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하고 있다. 다른 여행
사들도 신혼여행 상품이나 가족여행 등 다양한 컨셉으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모객을 하고 있다. 외
국의 유명여행지들도 하나둘씩 개방을 하며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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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여행지를 중심으로 여행상품을 기획하며 여행사들이 기지개를 펴
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폭발적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유로운 여
행을 할 수 있도록 무격리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자가격리 일수를 줄이는 등 여행제한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하여 국가간 조율을 하고 있다.

다이빙여행지도 조금씩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예약을 받고 있다. 지난 시기에 다이빙여행을 예약했
다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지연된 일정들도 다시금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일부 다이빙
투어객이 몰디브에 안전하게 다이빙투어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제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다. 그동안 다이빙업계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다이빙 장비업
체는 수요가 줄어들었고, 다이빙교육도 위축되어 있었으며, 다이빙 여행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잠재적 휴업상태에 들어간 종사자들이 많았다. 해외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더 심각
했다. 다이버들의 니즈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 수요는 점점 줄어 생존의 갈림길에서도 업계가 무너
지지 않도록 잘 버텨준 업계종사자들에게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반 강제로 안식년을 맞이한 유명 다이빙포인트의 바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 개체수가 많아져
볼거리가 풍부하여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다이버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상실감이 컸던 만큼 아름다운 바다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하는 다이버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바다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여행조건이 조금 더 간편하고 안전해진다면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억눌렸던 다이
버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다이빙업계도 다시금 활기를 되찾
을 것이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장비업체, 교육단체, 생계가 막막했던 다이빙강사, 다이빙여행가이
드, 그 외 다이빙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들 모두가 다시금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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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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민경호

금상

전민석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윤상철

은상

정도섭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이상훈

동상

김경휘

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

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

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입선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

김정인, 민경호, 신은경, 이혜은, 윤여준, 윤상철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가나다 순)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1년 11/12월호 수상자 시상품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작품의 저작권

금상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40L DRYBAG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

•권
 장 소비자 가격 : 120,000원

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제
 품크기 : 69cm × 34cm × 17cm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

은상

엠팩다이브
•권장 소비자 가격 : 80,000원
•요철 맞물림 특허 방수기술 및
고급 TPU소재를 이용하여 완벽 방수
•수심 200미터 방수 인증 IPX8 최고방수등급
•스마트폰 수중 터치 심도(물속 깊이)
40미터 내외까지 가능
•스마트폰 수압시험
100미터/1시간 테스트 통과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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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L DRYBAG
• 권장 소비자 가격 : 59,000원
• 제품크기 : 61cm × 41cm × 1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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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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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모불라 무리
SONY ILCE-7RM3, f/13, 1/100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광각부문

윤상철
호박돔과 다이버
SONY ILCE-7RM3, f/9, 1/100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상훈
한쌍의 아네모네 피쉬
OLYMPUS TG-4, f/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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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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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석
해마
SONY ILCE-7RM3, f/18, 1/160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정도섭
헤리쉬림프
Canon PowerShot G7 X Mark II,
f/11, 1/160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경휘
점점갯민숭이
SONY DSC-RX100M5A,
f/6.3, 1/100

2021 September/October | 29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정인

입선 윤상철

입선 민경호

입선 윤여준

입선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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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이혜은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연말공모전

제 31회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

제31회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는
2021년 1년 동안 실시되었던 매호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작들과
2021년 11월과 12월 중에 새롭게 공모된
작품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명실공히
한해를 결산하는 공모전이 될 것입니다.

(연말 공모전)

많은 수중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12월 31일까지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부분

응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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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모자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출품해야 합니다.

마감일자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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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한 이미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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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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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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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상작은 본지 2022년 1/2월호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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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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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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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1

상금 100만 원과 상패

광각 및 접사 구분없이 1명

금상

2

상금 7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은상

2

상금 5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동상

2

상금 30만 원과 상패

광각1명, 접사 1명

입선

다수

상품

다수

• 본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작품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문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November/Decembe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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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소개

Man-o'-War / 작은 부레관해파리

Francis Pérez
Spain

Francis Pérez, born in Puerto de la Cruz, Tenerife, a professional underwater
photographer, conservationist and economics degree from La Laguna
University, Canary Islands, specialized in regional development economy. He
began diving in 1994 and underwater photography in 2001. Ocean lover and
enthusiastic diver, he focuses the underwater world with a unique style.
Puerto de la Cruz, Tenerife에서 태어난 Francis Pérez는 전문 수중사진가이자 카
나리아 제도의 La Laguna 대학에서 환경보호론자 및 경제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Web: www.francisperez.es
IG: francisperez000
Email: francisperez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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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경제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1994년에 다이빙을 시작했고, 2001년에 수
중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열정적인 다이버인 그는 독특한 스
타일로 수중세계를 그려냅니다.

His photographs show his own point of view in places such us Indonesia,

Member of the SeaLegacy Collective 2019, it is a distinguished group of

Malaysia, Egypt, South Africa, Mozambique, Micronesia, the Philippines,

world-renowned photographers and film makers with a combined audience

Galapagos, Papua (Indonesia), Mexico, Chile, Mauritius and especially the

of more than 6.3 million people. Together, The Collective bring decades of

Canary Islands, his favorite place to dive.

experience and a diverse set of skills to documenting marine ecosystems.

그의 사진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남아공, 모잠비크, 미크로네시

They are committed to lending their influence and sharing their work to

아, 필리핀, 갈라파고스, 파푸아(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모리셔스, 특히 그

further the SeaLegacy mission.

가 가장 좋아하는 카나리아제도와 같은 곳에서 다이빙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SeaLegacy Collective 2019의 회원인 이 단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

보여줍니다.

He started diving in 1994 and from 2001 on underwater photography with
an analog reflex camera. Self-taught in its beginnings and in recent years
as a student at the Municipal School of Photography of Los Realejos de

와 영화제작자로 구성된 저명한 그룹으로 총 관객 수는 630만 명이 넘습니다.
더해서 이 단체는 해양생태계를 자료화하는 데 걸린 수십 년의 경험과 다양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 단체의 사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작업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enerife.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Whale Heritage Site 2020 Currently

그는 1994년에 다이빙을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아날로그 리플렉스 카메라

the Teno- Rasca- La Gomera marine strip is a Whale Heritage Site, it is an

로 수중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했으며 최근에는 Lo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that recognizes outstanding destinations that

Realejos de Tenerife의 사진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implement and celebrate th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observation of

Regular contributor to National Geographic Spain on biodiversity issues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Canary Islands. He has published
in numerous prestig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gazines such as
National Geographic (USA and Spain), Aqua (Spain), Scuba Diving (USA),
Sumerge (South Africa), Scuba Diver Australasia (Singapore), Dive Photo
Guide (USA) ), GEO (Spain and Germany), Tauchen (Germany), Big Issue
(Australia and Korea), Sport diver (USA), and others. Currently he has
more than 100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카나리아제도 해양환경의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해 National Geographic

cetaceans. This accreditation provides the tourism industry with a clear
indicator to identify and support sustainable practices, as well as creating
a platform for destinations to promote their culture, heritage and marine
biodiversity.
Whale Heritage Site 2020 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Teno-Rasca-La Gomera
해양 스트립은 고래 유적지이며,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고래류 관찰을 구현
하고 기념하는 뛰어난 목표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인증은 관광 산
업에 지속 가능한 관행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명확한 지표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유적지의 문화, 유산 및 해양생물 다양성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
듭니다.

Spain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National Geographic(미국 및
스페인), Aqua(스페인), Scuba Diving(미국), Sumerge(남아공), Scuba Dive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of Tenerife- La

Australasia(싱가포르), Dive Photo Guide(미국) 등 수많은 권위있는 국내외 잡

Gomera World Biological Corridor recently signed by the Government

지에 기고했습니다. GEO(스페인 및 독일), Tauchen(독일), Big Issue(호주 및

of the Canary Islands, 2020. In 2015 he was appointed a member of the

한국), Sport diver(미국) 등 현재 그는 10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간행물을

international Ocean Artist Society.

보유하고 있습니다.

He has collaborated in several magazines and books, some of which are
published worldwide, such as Silvia Earle's “Blue Hope” edited by National

2020년에 카나리아제도 정부가 테네리페-라 고메라 세계 생물 회랑(TenerifeLa Gomera World Biological Corridor)의 국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서명
했습니다. 2015년에는 국제해양예술가협회의 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Geographic, whose cover is occupied by one of his photos, as well as the

He has different sponsors as Aqualung (underwater gear), Canon España,

book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Red List of Endangered Species, the

RVCA (clothes brand) and the main sponsor ORIS, the prestigious brand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of Swiss watches

그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편집한 실비아 얼(Silvia Earle)의 "Blue Hope"

Aqualung(수중 장비), Canon España, RVCA(의류 브랜드) 및 메인 스폰서인

과 같은 여러 잡지와 책에서 공동 작업을 했으며,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 위

스위스 시계의 권위 있는 브랜드인 ORIS 등 다양한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습

기에 처한 종의 레드 목록의 50주년 책과 더불어 그의 사진 한 장이 표지로

니다.

실렸습니다.

Founding member of Pelagic Life Canarias (Europe) 2017. Environmental

In recent years he has been awarded several international awards, in plac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taly, France, Indonesia, Israel or Australia,

association focuses on the pelagic life of the oceans based in the Canary

Holland, UK.

Islands, which is its president.

최근 몇 년간 그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호주, 홀란

Pelagic Life Canarias (Europe) 2017의 창립 멤버이고, 카나리아 제도를 기반

드, 영국 등에서 여러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으로 하는 해양의 원양생물에 중점을 둔 환경협회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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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w of Crocodile / 악어의 입

Sea Lion / 바다사자

portfolio

Francis Pérez

Blue Sea Dragon / 푸른 씨드래곤

Basaltic Columns / 현무암 기둥

Fish ball of Mackerel / 고등어의 피쉬볼

portfolio

Francis Pérez

Brydes´s Whale / 브라이드 고래

Blue Shark / 청새리 상어

portfolio

Francis Pérez

Pilot Whales / 파일럿 고래

Manta Ray / 만타가오리

가자미목
가자미목은 조기강의 한 목으로 하위 과로 가자밋과, 넙칫과,
둥글넙칫과, 풀넙칫과, 납서댓과, 참서댓과 등이 있다.

가자미

가자미목은 600여 종의 편평한 경골어류로 이루어진 목이다.
이 목의 물고기들은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2개의 눈이 모두 머
리의 한쪽에 있으며, 비늘은 잘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몸길이의 많은 부분에 걸쳐 있고, 몸의 어느 한쪽은 색소가 없
이 희고 바닥에 닿는다. 몸길이는 15∼300㎝이고, 바다 밑바닥
에 산다.
가자미목 어류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눈의 위치이다.
즉 양쪽 눈이 머리의 한쪽 면으로 쏠려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체색으로 눈이 있는 쪽(바닥에 누워 있을 때 위쪽)에는 색소가
있고, 눈이 없는 쪽(바닥에 누워 있을 때 아래쪽)은 보통 흰색이
다. 또 등 쪽에 긴 등지느러미가 있고, 복부에도 역시 긴 뒷지느
러미가 있다.
가자미목 어류는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몸길이가 10~200Cm
정도가 되며, 열대해역에서 한대해역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
어 있다. 가자미목 어류들은 습관적으로 바닥에서 한쪽 면으로
휴식을 취하는 육식성 저서생물로서 모래나 진흙 속에 몸을 숨
긴다. 어떤 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자신의 체색을
바꿀 수도 있다.

학명 : Pleuronectes platessa
영명 : Stone flounder
한글명 : 가자미

가자미목(Pleuronectiformes)의 하위분류에는 4과로 이루어져
있고 넙치류로 넙치과(Bothidae, left-eye flounders)나 붕넙치
(가자미)과(Pleuronectidae, right-eye flounders), 서대류로 납
서대과(Soleidae)와 참서대과(Cynoglossidae)가 있다.

도다리

넙치류의 넙치과의 눈은 몸 왼쪽에 몰려 있고, 가자미과의 것들
은 오른쪽에 눈이 몰려 있다. 서대류들은 넙치류에 비하여 몸이
좁고 길다.

학명 : Pleuronichthys cornutus,
영명 : Fine spotted flounder, Ridged-eye flounder
한글명 :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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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광어, 도다리, 가자미 구분
넙치(광어)

가자미목 물고기는 눈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쏠려있다. 그래서 눈이 왼쪽에 몰려 있으
면 광어(넙치), 오른쪽에 몰려 있으면 도다리이다. 이것을 좌광
우도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이 크고 이빨이 있으면 광어(넙
치), 반대로 입이 작고 이빨이 없으면 도다리로 구분된다. 반면
에 가자미는 크기가 다소 작으며 눈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

눈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유
그런데 알에서 갓 부화한 넙치는 다른 물고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물론 눈도 좌우대칭이다. 그러나 자라면서 몸의 오른쪽 면
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 누워서 지내는 연습을 하면서 몸이 납작
해진다. 이때 오른쪽 눈이 등이 될 왼쪽 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바닥에서 누워 생활하는 넙치에겐 배 쪽(오른쪽)에 눈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눈을 등 쪽(왼쪽)으로 옮겨 효과적으로 적을 감
시하거나 먹이를 쉽게 잡아먹는 데 활용한다.
학명 : Paralichthys olivaceus
영명 : Olive flounder, Bastard halibut
한글명 : 광어, 넙치

가자미목의 변색
저서성 어류인 가자미목 어류는 물속의 다양한 환경과 색깔을

서대

따라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다. 등 색깔이 해저 바닥과 비슷한 회
색 또는 모래색을 띠는 것은 등에 있는 감각세포가 주변 바닥에
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감지하여 주변 색깔 정보를 알아내기 때
문이다. 넙치나 가자미는 장소를 옮겨 살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면 진흙, 굵은 모래, 자갈 같은 새로운 환경에 몸의 색을
맞출 수 있다.
포식자를 만나면 잘 숨을 수 있는 이유는 몸 색깔을 주위 환경
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호색’을 가졌기 때문이
다. 먹이활동에도 유리하다. 모래 속에 숨어 있다 먹이가 지나가
기를 기다렸다가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순식간에 낚
아챈다.

학명 : Soleichthys heterorhinos
영명 : Banded sole
한글명 : 서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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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제주도 다이빙

(화순·가파도·성산·우도 지역)
글, 사진 구자광, 일부사진 민경호·이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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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이빙
1 서귀포항 지역 - 2021년 09/10월호
2 화순·모슬포 지역 - 2021년 11/12월호
3 성산·우도 지역 - 2021년 11/12월호
4 북제주 지역
5 추자도 지역 - 2021년 07/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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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순·가파도 지역

제주도 대정읍의 화순, 모슬포 지역은 제주도의 남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
다. 이 지역은 산방산과 송악산 남쪽 바다와 형제섬을 비롯하여 가파도,
마라도 등이 주요 다이빙 지역이다.
형제섬은 산방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무인도로 사계리 포구에서 남쪽으로

화순항

산방산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섬이 마치 형제처럼 마주하며
떠 있다. 길고 큰 섬을 본섬, 작은 섬은 옷섬이라 부른다. 바다 한가운데

사계항

바위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섬 2개가 사람의 형과 아우처럼 마주보고 있

모슬포항

형제섬

다 하여 붙여진 형제섬이다. 본섬에는 작은 모래사장이 있으며 옷섬에 있
송악산

는 주상절리층은 일품이다. 바다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면 모습을 드러

송악산 연산호

그 모양도 계속 변하는 느낌을 준다. 형제섬의 수중아치는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해송, 연산호, 군락과 함께 자리돔, 줄도화돔 떼들이 만

홀래미여

들어 내는 비경을 즐길 수 있다.

가파도
넙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가파도는 5.5㎞ 마라도는 11㎞ 해상에 있
다. 가파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다를 헤엄쳐 가는 가오리 모양을 하
고 있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고 해안은 오랜 해풍
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다. 난대성 해양생물이 풍부하다.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해서 물때를 맞추어서 다이빙이 가능하다.

마라도

형제섬과 산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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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아치

무릉아치

내는 새끼섬과 암초들이 있어서 보는 방향에 따라 섬의 갯수가 3~8개로

박수기정(대평포구)

화순쌍굴

사계항

모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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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섬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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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

화순
송악산 연산호(꽃동산)

형제섬 수중 아치

송악산의 연산호 군락지는 초대형으로 이루어져 제주바다 여느 곳에서

송악산에서 바로 앞에서 내려다보이는 작은 바위섬인 형제섬은 다양하고

볼 수 없는 독특한 곳이다. 다이빙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앵커라인이 설

풍부한 생물상과 함께 수중에 형성된 여러 개의 아치가 있는 곳이다. 3개

치되어 있어 줄을 잡고 하강하면 연산호 군락이 눈에 띠기 시작하는 송

의 소형 아치와 2개의 대형 아치 형제섬 동쪽 수중 15~18m 사이에 위치

악산 연산호 포인트는 수중바닥이 가까울수록 커다란 동산 전체를 뒤덮

하고 있다. 대형아치는 약 20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

고 있는 울긋불긋한 초대형 연산호가 암반에 뿌리를 내리고 굵직굵직한

로 크고 아치와 아치 사이는 약 30개 정도가 된다.

기둥의 가지를 길게 뻗어 분홍색, 흰색, 빨간색 등으로 다채롭게 수를 놓

국내 다이빙포인트 중에는 수중 아치가 곳곳에 산재돼 있지만 형제섬은

으며 수중세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더욱 특이한 것은 그중 흰색의

그 규모 면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곳에는 20여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통

연산호가 10여 그루 자생하는 것을 유일하게 이곳에서 관찰해 볼 수 있

과할 수 있는 대형 아치부터 혼자서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아치까지, 반경

다. 암반으로 형성된 동산 중에 앵커라인이 설치된 곳은 한가운데부터 사

50미터 이내에 5개의 수중 아치가 분포하고 있다. 평균수심 18미터로 초

방으로 움푹움푹 패인 복잡한 아치를 이루며 한편에는 감태 군락이 연산

보자도 다이빙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곳 지형에 숙달된 전문 가이드를

호와 더불어 자리돔, 줄도화돔 무리들과 동산을 뒤덮는다. 이곳은 수심이

받아야 모든 아치를 1회 다이빙으로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8미터로 초보자도 마음껏 초대형의 연산호 군락을 감상할 수 있어

아치를 찾아다니며 만나는 자리돔, 줄도화돔, 쏠종개무리 등과 터주대감

좋다.

처럼 아치 밑 작은 동굴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는 대형 자바리(다금바
리)의 조우는 다이빙의 묘미를 한층 더해준다. 형제섬 수중 아치 중 가장

화순 쌍굴

큰 1, 2번 아치는 무지개 형상을 닮아, 암반이 절벽상단에서 바닥으로 흘

쌍굴 포인트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

러내린 웅장한 모습과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한 해송, 연산호 군락이 돋보

는 화력발전소(안덕면 화순리 610-5) 인근에 위치한다. 수심 14m 지점에

인다. 또한 수중 아치 전체를 꽉 메우고 있는 자리돔, 줄도화돔 떼들의 은

서 주상절리를 따라 수심 27m까지 더 내려가면 동굴 입구와 마주할 수

은한 유영 모습은 보는 이들이 넋을 잃어 다음 아치로 이동 발길이 떨어

있다. 주상절리 절벽 상단에는 감태 등 해조류를 볼 수 있고 절벽을 따라

지지 않을 것이다.

내려가면 연산호, 해송, 줄도화돔, 전갱이, 돌돔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참고

동굴 입구(수심 23m)의 내부는 5~6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형제섬 수중아치는 내키는 대로 쉽사리

는 정도로 크며, 동굴 내부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며 출구에서 다시 합쳐

드나들 수 없다. 그것은 관할 어촌인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어촌

져 화순 쌍굴이라 한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동굴에서 20m를 지나

계의 알력 때문이다. 형제섬 출입은 98년 말부터 99년까지 사계리

면 한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아주 작은 새로운 입구가 나오는데, 안쪽은

어촌계의 저지로 다이빙을 할 수 없다가, 2000년 작년 한해 어촌계

15평 남짓한 홀이 있으나 출구는 없다. 이 홀은 바닥에 퇴적물이 무척 많

에서 운영하는 보트를 타야만 다이빙이 가능했다. 결국 다이버가 어

이 쌓여 인기척에도 한 치의 시야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구가

촌계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 아래 다이빙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한달

빈약하기 때문에 섣부른 호기심과 용기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는 어촌계 자체 내에서 이 형태의 찬반양론에 부딪쳐 다이빙을 할

매우 높다. 동굴의 총 연장은 30m이며 출구의 수심은 15m이다. 바닥에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다이빙이 가능한 방향으로 결론이 치우쳐

부유물이 많아 핀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곧 재게 될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반드시 어촌계 전용 보트를 타고

동굴옆에는 수중아치와 산호절벽이 있다. 동굴과 아치는 약 100m 정도

보호 감시를 받으며 다이빙 해야 하는 형태는 면할 수 없다. 사계리

떨어져 있다. 수중아치는 아주 특이하며 아치 주변에 형형색색이 연산호

어촌계포구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도착 후에 앵커리라인을 해

가 어우러져 있다. 산호절벽은 수심 약 20m 정도에 위치하며, 길이가 약

서 다이빙을 한다.

100m 정도, 높이는 약 10m정도가 된다.

무릉 아치

아틀란티스

무릉 아치는 모슬포 해안도로 해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곳이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아래 아틀란티스 포인트는 수중에서도 태초의

다. 수심은 약 3∼20m 정도이며 수중에는 대형 아치가 웅장하게 한 개가

제주도 서귀포 지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심 바닥 33m의 자갈밭에 조각

있다. 약 5명이 다이버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아치이며, 아

난 대형 암반이 군데군데 있어서 마치 수중 도시를 연상케 하는 포인트

치 깊이는 약 10m 정도이다. 주변에 각종 열대어와 고기 무리가 서식하며

다. 볼거리는 쏠베감팽, 해송 등이다.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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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넙개

가파도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옆에 위치한 가파도 포인트는 조금 때만 다이빙

모슬포

어지는 하강조류를 만들어낸다. 직벽을 따라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린다.
벤자리, 부시리, 부시리 등을 볼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조금 때라면 음력 8~13일까지 음력으로 23~27일까지이
다. 수중경치는 대형 연산호와 산호 열대어 각종 물고기 무리 등을 볼 수
있고, 아주 깨끗하고 환상적인 포인트이다. 중급다이버 이상 포인트이다.
수심은 15~30m이다.
가파도와 마라도는 조류가 세기로 소문난 곳이어서 초보다이버는 동행하
지 않는 것이 좋다.

홀래미여
가파도 북서쪽 1.5km에 위치한 홀래미여이다. 홀래미여도 마찬가지로 등
대 인근에서 입수한다. 그러나 이곳은 넙개처럼 조류가 강하게 몰아치는
곳은 아니다. 지형은 왕돌초의 중간잠과 유사하다. 넓은 벌판에 완만하게
솟은 바위구릉이 있고, 그 위에 등대가 솟았으며, 큼직한 바위들이 겹겹
이 쌓여 산재해 있다. 감태밭이 무성하고, 큰 바위들의 겹침, 곳곳의 크랙

넙개

으로 인해 성산의 수중과 유사하다. 무성한 감태밭 사이로 자리돔이 가득

가파도 최고의 다이빙포인트인 넙개는 가파도 동쪽 1.5km 정도 위치에

하고, 벤자리와 방어들도 볼 수 있다. 넙개가 휘몰아치는 조류다이빙 속

남북으로 3km 이상 뻗어있는 ‘여이다. 넙개여 위치를 식별하는 등대 옆으

에 대물과의 조우라 한다면, 홀래미여는 화려하고 풍성하며 평화로운 다

로 입수한다. 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거세게 흘러 등대의 남쪽에서 입수하

이빙을 할 수 있다.

면 5m 수심에 감태밭으로 뒤덮인 플래터에 안착한다. 벽 아래로 하강하
면, 동서로 길게 뻗은 웅장한 직벽이 더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고 곳곳에
연산호가 피어있다.

마라도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물결은 넙개의 직벽에 부딪혀 아래로 떨

마라도는 현재 학술적인 다이빙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가파도 넙개

48 |

2021 November/December
가파도
| 49홍합여

2

성산·우도 지역
성산일출봉과 우도

영일동 인공어초

우도

청석빌레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산바위

주간명월
쌀마쟁기
보섭봉우지

진빌레
굴터널
콧구멍동굴
삼각여

성산포항

성산우도 지역은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의 동쪽 끝에 자리한 성산일출봉은 원래 바다 속에서 폭발해 탄생한 화산섬이었
는데 신양해수욕장 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육지와 연결된 것이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마치 성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성산이라는 이름에, 정상에서
바라본 일출이 절경이라는 뜻이 더해져 성산일출봉이 되었다. 이 지역의 다이빙은 성산

성산비치
인공어초2
인공어초

일출봉의 남쪽 지역에 산재해 있다. 바다속은 평탄한 암반대로 형성돼 있고 다양한 해

성산일출봉

섬바리

자리여

톤독
섬여
불상

독립문
그랜드캐넌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 해조류인 감태가 바다숲을 이루고 있다. 연산호
중 해송, 둥근컵산호, 꽃총산호, 방사민가시산호, 부채뿔산호, 가시산호류 등 다양한 종
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붉은수지맨드라미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우도는 화산섬으로 섬의 모양이 소가 머리를 내밀고 누워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붙여진

맨드라미군락지
촛대바위

이름으로 소섬, 쇠섬이라고도 불린다. 우도 연안바다에는 삼각여, 진빌레, 숨은여, 콧구
멍, 청석빌레, 넓은지, 주간명월 우도동굴 등 특이한 이름만큼이나 독특하게 동굴이나
아치모양 또는 수중여로 구성된 다양한 다이빙포인트가 있다. 이곳의 수중에서는 감태
를 비롯한 다양한 홍조류와 더불어 분홍바다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
라미, 가시산호류, 총산호류, 해송, 해면 등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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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자린여
전체적으로 수심 10~25m를 이루고 있는 수중암초 포인트이다.
얕은 곳은 감태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으며 여의 옆면에 형성
되어 있는 직벽을 따라 크고 작은 해송들과 부채산호가 가득하다.
크랙이 여러 곳에 발달되어 있는데 바닷가재가 살고 있는 자그마
한 동굴도 있다. 크랙 사이에는 양편으로 부채뿔산호를 비롯한 각

톤독 포인트의 까나리 스쿨링

종 산호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수중전등을 비추어 보면 그
화려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수중아치도 있어서 시야가 좋은 날

성산포의 아치

에는 멋진 풍광을 만들어 낸다.

섬여(섬바리여)
자리여보다 조금 동쪽에 있다. 일출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인
트로 조류가 외해로 흐를 때는 위험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
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밀물 때에 다이빙을 실시하는 것이 좋
다. 직벽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으며 수중 암반들의 덩치가 커서 대
담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곳이다. 수심은 12~33m를 이루며 암반
곳곳에 수중아치와 수중동굴이 여러 곳 발달되어 있다. 수직으로
뚫린 사각굴과 커다란 바위들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진 굴들과
대형 아치들에서는 해송과 대형수지맨드라미 산호를 쉽게 볼 수
있다. 절벽 면을 따라 가다보면 해송들을 여럿 만날 수 있으며 간
혹 오버행 지역도 만나게 되는데 그 곳에는 부채뿔산호와 가시산
호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죽은여
죽은여는 수심이 6~18m 정도로, 바위계곡들이 있으며 말미잘이
군락을 이룬다.

톤독
톤독은 수심이 5~15m 정도로, 초보자 교육에 적합하다.

광칙
인공어초 지역으로 체험다이빙에 적합하다.

불상
이곳은 수심이 8~30m 정도로 불상을 수장시켜 놓은 곳이다.

성산 톤독

독립문
독립문 포인트는 수심이 12~33m 정도로 큰 자연아치가 있는데
독립문처럼 생겼다고 이름 지어진 곳이다. 이곳은 연산호와 닭새우
를 볼 수 있다.

촛대바위
이곳은 크고 작은 암반으로 형성된 지대로 감태군락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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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우도 콧구멍동굴
우도 주변으로는 관광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고무보트들이 과속으로 운
항하는 경우가 흔해서 안전을 위해 다이버들은 각자 SMB를 필수로 휴대
하도록 했다. 또한 첫 포인트가 우도 콧구멍동굴이라 수중렌턴도 준비하
라고 하였다.
콧구멍동굴은 누워있는 소를 닮아서 우도란 이름을 가진 섬에서 소의 콧
구멍처럼 구멍이 나 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동굴 포인트로 동굴의
전체 길이는 98m 정도이며, 70m 지점에 에어챔버가 있다. 수심은 평균
15m이다. 해식동굴로 용암 퇴적층이 수 만년 간 파도에 깎여서 생긴 동
굴이며, 에어챔버가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파도가 밀려올 때는 안개가
끼었다 말았다 계속 반복된다.
콧구멍동굴을 들어갔다 나와서 우측의 작은 동굴을 볼 때 공기가 120bar
정도 남아 있었다. 천천히 남쪽의 삼각바위가 보이는 삼각여를 돌아 나오
면서 안전감압을 했고, 함께한 다이버들의 잔압을 체크했다. SMB을 쏘아
다이버들이 상승함을 알린 다음에 천천히 수면까지 상승하여 무사히 동
굴탐험을 마쳤다.

보우석봉우지
두 번째 다이빙은 물속의 바다맨드라미 산호들이 보석같이 널려 있다고
하여 보우석봉우지라고 이름 지어진 곳으로 갔다. 문섬의 대형 산호 군락
지를 모아둔 것처럼 절벽을 따라 평균 25m 수심대에 대형 가시수지맨드
라미들과 해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대형 어종들도 많이 보였다.

청석빌레
세 번째 다이빙은 청석빌레라는 곳이었다. 수심 12m에 있는 길이 15m 정
도의 조그마한 동굴이었다. 입구로 들어가면 가운데 즈음에 위로 뚫린 출
수구멍이 있고 마지막 지점에도 다이버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이
색적인 코스이다. 수심도 얇고 동굴 길이도 짧아서 초보 다이버들도 편안
하게 탐험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이 전하기를 바다거북이 쉬었다 가는 곳
이라고 한다.

진빌레 아치
이외에도 우도에는 진빌레 포인트라고 3개의 아치가 있고, 커다란 암반
사이에 터널 형태로 이어져 있는 굴이 있는 곳도 있다. 수중의 대형 아치
와 굴들은 물고기들이 은닉장소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과 대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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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1

제주도 수중의
작은 세상
글, 사진 이상훈 / PADI강사 (MSDT)

말미잘에서 만난 새우
말미잘 안에는 투명한 새우도 있고, 디스코를 추듯이 엉덩이를 흔
드는 새우도 있었다. 그 모습을 쉽게 보여 주기 싫어서 인지 수줍음
많은 새우는 말미잘 속에서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필리핀 같
은 동남아 바다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피사체 이지만 여기 제주
바다에 이런 아열대 종류의 갑각류가 살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사
진에 꼭 담아 보고 싶으면서도 제주 바다가 너무 열대 바다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앞선다.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요
리조리 움직이며 말미잘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
리다 보면 언젠가는 얼굴을 보여 준다. 공기통 속의 공기가 서서히
다 소진되면서 끝까지 모습을 안보여 주는 녀석들은 야속하지만 다

화려한 연산호로 가득 차 있는 제주 바다 속에는 그 화려함에 감춰져서 숨어
있는 작은 해양생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되고,
유심히 찾아 봐야만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때로는 그런 작은 해양생물을 찾

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담고 싶은 욕심 보다 인연이 되면 또 만나
겠지 하면서 새우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또 다른 새
로운 피사체를 찾아서 다이빙을 해 본다.

았다는 기쁨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 주위와 너무나 유사한 보호색 때문에 카
메라 파인더에서 시야를 놓치고 다시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제 제주도 바다에서 만난 작은 수중 생물들의 모습과 그 화려함에 또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담은 사진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56 |

1
2
3
4

말미잘에서 만난 새우
유리망둑
가시두루마리 고둥(개오지)
호랑무늬토끼 고둥(개오지)

5
6
7
8

빨간꼭지도롱이 갯민숭달팽이
파랑갯민숭달팽이
긴꼬리갯민숭달팽이
꼬마흰갯민숭달팽이

개오지
산호에 숨어 있는 개오지는 자세히 살펴 봐야만 그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
로 산호의 폴립과 유사 하다. “호랑무늬토끼 고둥” 같은 경우는 색깔이 눈
에 띄어서 보이면 금방 알아 볼 수 있지만 특정한 산호에만 서식하고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가시두루마리 고둥”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고 산호에서 서식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처음
발견하고 1~2달 후에 다시 가 보면 그 모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살
아남기 위해서 산호와 너무나 유사한 색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는 재미는 있지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

2

2

한 기대감을 갖고 찾다 보면 아쉬운 다이빙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유리망둑
흔히 “고비(Goby)”라고 하는 작고 앙증맞은 이 물고기는 수지맨드라미 산
호나 회초리 산호에서 종종 발견이 된다. 너무 다가가면 금방 그 모습을 숨
겨 버리고 어디에 있나 한참을 찾아야 그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다. 또한
크기가 작아서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어떤 종류
는 카메라를 들이대면 수줍듯이 금방 숨어 버리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어
떤 종류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포즈를 취해주는 고마운 것들
도 있다. 산호와 같이 어우러진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 수 십장의 셔
터를 눌러서 겨우 마음에 드는 한 장의 사진을 건졌을 때 접사의 매력이 아
닐까 한다. 필리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이지만 제주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다 보니 더 귀한 존재가 아닐 까 한다.

3

갯민숭달팽이
수중 사진을 하면서 접사를 찍기에 사진가들의 많은 모델이 되는 것이 갯
민숭달팽이가 아닐까 한다. 그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너무나 작고
숨어 있는 모습을 찾기란 숨바꼭질과도 같다. 때로는 쉽게 보이고, 자주 보
이는 종도 있지만 쉽게 만날 수 없고 찾고 나면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모
양새를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곤 한다. 그렇게 찍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경우도 있
고, 다음에 또 만날 거라는 기약도 없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서 찍게 되는
게 아닌가 한다. 제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다이빙을 하면서 도감에
서나 보고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갯민숭달팽이가 무척이나 많이 있다는 것

4

이 아쉬울 뿐이다.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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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의 산란
바위 틈 속에 몸을 숨기고 몇 날 몇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자신의 새
생명을 지키는 문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 진다. 필자가 보았던 문
어는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알들이 부화를 했다. 알들이 새끼로 태어나길
약 20~30일 정도가 걸린 것 같다. 하얗던 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까맣게
변해 가고 최후에 알이 깨어나고 난 뒤에는 실오라기 같은 을씨년스러운
모습만 남긴 채 어미 문어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사진을 찍는 내내 행여
나 자신의 알들 에게 해코지를 할까 눈을 부릅뜨며 경계하는 문어의 모습
은 자연 속에서 어미가 자식을 보살피는 행동은 인간이나 미물이나 같이
모성애가 아닌가하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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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지키고 있는 문어를 처음 만난 순간
알에 산소룰 불어 넣 주고 있는 모습(처음 만나고 몇일 지나 두번째 만난 날)
문어의 산란 (산란 바로 직전의 모습, 마지막 만난 날)
문어의 산란 (알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 모습)
문어의 산란 (산란하고 있는 모습)
문어의 산란 (새끼들이 태어난 모습)

씬벵이
영어로 Frog Fish(플러그피쉬)라고 하는 씬벵이는 크기가 작은 것도, 큰 것
도, 그리고 노랑도, 주황도, 아니면 바위 색같이 색상도 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돌멩이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숨
을 쉬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 예전에 남해 홍도에서도 우연히 씬벵
이를 본적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다. 하지만 잘

8

찾아야 하고, 쉽게 발견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만큼 위장을 잘 하고 있

줄도화돔의 구강포란

기 때문인 것 같다. 마치 개구리가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이

나의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크기의 줄도화돔의 입 속에는 알들이 가득

물고기는 그리 헤엄도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술이

있었다. 연신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을 벌렸다, 다무는 행동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을 여러 번 반복되곤 했다. 그 순간을 카메라로 찍어야 하지만 그 모습을
담기에는 언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한 마리만 마냥 쳐다보고 있어
야 했다. 그러다 보면 손가락에 쥐도 나고 파인더를 쳐다보는 내 눈에서도
눈물이 고여 찡그리게 되고 그 순간에 입을 벌리고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다른 녀석을 찾아서 언제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을 해야 했다. 보통
7월에서 8월까지 구강포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줄도화
돔의 입 속에 알이 있는지 판가름이 나지 않았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
마리의 입 속에 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쩌만 이 사진을 찍기 위
해서는 어미가 배고픔도 참고 알을 지키고 품듯이 사진가에도 참을 만큼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쏠베감팽
5

Lion Fish (라이온피쉬) 라고 해서 그 모습이 정면에서 그것도 지느러미를
다 펼친 상태에서 보면 마치 수사자의 장엄한 모습처럼 위엄 있게 보인다
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나 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물고기라고
안하고 쏠베감팽이라고 한다. 큰 녀석들은 정면으로 잘 쳐다봐 주지를 않
지만 아직 작은 어린 개체들은 졸졸 따라오면서 정면 샷을 간혹 허용하기
도 한다. 제주 바다에서 예전에는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너
무 자주 보이는 물고기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제주 바다가 예전에 비해 많
이 따뜻해지고 있다. 찍을 때 너무 욕심을 내서 접근하다가 지느러미에 쏘

7

인다면 그 고통은 몇일 동안 다이빙을 포기 할 만큼 아프니까 조심해서 찍

7

어야 되는 물고기이다.
7 씬벵이
8 줄도화돔의 구강포란
9 쏠베감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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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복
많은 복어의 종류가 있지만 네모 스러운 외모에 귀엽게 생긴 거북복이다.
이것은 유어이다. 다 큰 것은 조금 징그럽다. 서귀포 동파에서 야간 다이빙
도중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물고기 사진은 정면으로 찍어야
사진이 멋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다. 야간이다 보다 초
점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작은 수중용 렌턴 하나만 들고 찍으려니 시행
착오가 많다. 그래도 거북복의 멋진 모습을 정면으로 담을 수 있었다. 주둥

2

이가 툭 튀어나온 게 여전히 귀엽기까지 하고 그날 촬영하던 야간 다이빙
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물고기의 눈
바닥에 가만히 있는 광어를 쳐다본다. 도망도 안가고 나한테 눈 맞춤을 한

1

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가만히 있다. 순진한 건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물
체가 있어도 못 알아차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눈동자는 엄청 크게 보인다.
사슴의 눈망울처럼 슬퍼 보이는 건지, 아니면 눈이 크게 보여서 슬퍼 보이
는 건지, 그 눈 속에 참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고기의 눈
을 찍고 싶으면 야간 다이빙을 권장한다. 물고기들은 눈을 뜨고 자기 때문
에 눈동자만 찍기 용이하다. 하지만 사진 속의 광어의 눈은 한 낮에 문섬
한개창에서 올림푸스 TG-4 로 찍었다. 사진을 다 찍고 나니 귀찮다는 듯
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긴다.

소라게
빈 소라껍질을 아지트 삼아서 평생을 그 소라 껍질을 짊어지고 다니는 소
위 이동식 주택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라게이다. 겁이 많아서 얼굴을 잘
안보여 주고 잠깐의 인기척이라도 느끼면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건드리면 도망가기에 바쁘다. 아무래도 소라껍질 밖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것 같다. 낮에 보다 야간에 자주 보이고 찍기에도 야간이 쉽
1
2
3
4
5

다. 밤에 먹이 활동을 하러 돌아다니고 야간에는 우리보다 시력이 좋은지

물고기의 눈(광어)
거북복
소라개
베도라치
바닷나리 안의 공생생물

잘 보여서 야간에 돌아다니나 보다. 이것도 올림푸스 TG-4 로 찍었다. 눈
이 초롱초롱 한 것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숨소리를 느끼는 것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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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도라치
주로 낮은 수심의 암반 구멍 속에 숨어서 머리만 내 놓고 있다. 작은 것은
머리통이 1Cm 채 되지 않고 큰 것들은 머리통이 2~3Cm 인 것도 있다. 겁
이 많아서 구멍 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잘 못 건드리면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 버린다. 건드리지 않고 찍는 것이 최
선의 방법이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낮은 수
심이라 써지라도 있으면 몸이 좌우로 움직여서 여간 찍기가 어렵다. 작은
피사체가 이렇게 애먹이면서 찍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도 결과물이
좋으면 힘든 과정은 잊히게 된다. 얼굴을 보일 듯, 말 듯 밀당 잘하는 베도
라치를 찍고 있으면 찍는 도중에 짜증이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찍다 보면
좋은 사진이 찍힌다. 그리고 얼굴을 잘 내밀어 주는 센스 있는 베도라치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다.

이외에도 제주 바다에는 우리가 아직 미처 모르는 수많은 접사 거리가 많

4
5

이 있다. 크기가 1cm 채 되지 않는 물고기들도 있고 도감에서는 봤지만 아
직까지 실제로 보지 못한 갯민숭달팽이도 있고,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씬
벵이도 있다. 오늘도 제주 바다 속을 들어가면서 아직도 보지 못한 새로운
피사체를 찾는 재미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카메라에 담는 재미를 느끼면서
다이빙을 해 본다. 오늘 못 찾으면 다음에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
급함을 없애고 싶지만 사진 찍는 사람의 욕심이 오늘 아니면 내일은 당장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다이버이기 때문
인가 보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화려한 연산호 군락의 모습을 보여
주는 제주 바닷속에도 이렇게 다양한 접사 피사체들이 숨어 있으며 그것
을 찾는 재미를 같이 느껴 보았으면 하고, 오랫동안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
되거나 고유한 서식지를 옮기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보존했으면 하는 마
음이다.

바닷나리 안의 공생 생물들
겉으로 보기엔 징그러운 바닷나리 안에는 새우와 작은 게들이 다양하게
공생하고 있다. 평생을 바닷나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바닷나리와 너무나
색깔이 비슷해서 한참을 찾아야 겨우 보인다. 제주 바다에도 이런 것이 살
고 있는지 모르는 다이버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찾기가 힘들고 모든 바닷
나리에 살고 있지는 않다. 자꾸 숨어버려서 사진을 재대로 찍기가 힘든 피
사체이다. 잘 찍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우연히 만난 바닷나리
속의 피사체를 보면서 우리가 우습게 소리로 더 이상 필리핀에 안가도 된
다고 했다. 필리핀 같은 동남아 바다에서는 흔하게 보는 것이지만 제주도

이상훈 / PADI강사 (MSDT)

에서는 아직은 귀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찍기도 애매하다. 다음에 만나면

1997년 다이빙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3,000회 정도의 다이빙 횟수를 통

재대로 찍어 보고 싶은 욕심만 앞서지만 해양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해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하고, 다이빙에 비해서 다소 늦게 시

않고 사진 찍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작한 수중사진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언제든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찾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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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1

뉴노멀 바다의 시작,

몰디브 리브어보드 투어기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 대표강사, PADI Master Instructor)

뉴노멀 바다를 향하여
2020년 3월말, 팔라우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팔라우 투어를 마치고 제가 탑승하였던 인천
행 비행기는 자가격리가 없는 마지막 항공편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초가을까지 1년반 이
상의 기간 동안 여행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상실하는 시대를 겪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의 시대는 현실이 되어갔고 다이버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마
주하였습니다. 들고 있던 수많은 항공권은 무효화되고, 리브어보드 투어들은 계속하여 취
소되거나 미뤄지며, 해외 다이빙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심화되
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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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 여름, 드디어 백신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되었습
니다. 한국 다이버에게 해외 바다로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5월초에 1차 접종을 하
였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소식을 접한 직후, 6월 초순경 몰디브 리브어보드 풀차터 투어를
예약하였습니다. 선도적이면서 안정적인 예약대행 및 투어 관련 일체의 컨설팅을 제공해주
는 파인드블루(www.findblue.co.kr)를 통한 것은 당연합니다. 23명의 정원은 투어 확정과
동시에 온더코너 멤버들만으로 바로 채워졌습니다. 해외 다이빙에 목말라 있는 다이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풍랑주의보가 뜨거나 태풍이 오지 않는 한,
저는 국내다이빙을 매주 다녔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의 자유가 상실된다는
현실을 부정하고자 더욱 국내 다이빙에 매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숨차게 달려가던 국내 다
이빙 시즌의 한가운데, 9월의 몰디브가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이제 뉴노멀의 바다입니다.

1
2
3
4
5
6
7
8

7

온더코너 몰디브투어 단체사진
펄샌즈 리조트의 앞바다
온더코너 몰디브 투어 루트
석양에 파묻히는 서행수 다이버
온더코너 프로다이버들
몰디브와 닮은 한예슬 다이버
수면휴식을 즐기는 일행들
호라이즌3 리브어보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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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뿐인 몰디브 투어를 기획하며
저는 몰디브 투어에서 인솔, 투어루트 기획, 물 때 체크(스킨), 가이딩, 촬영
을 전부 직접 하였습니다. 모든 다이빙은 물때를 최적에 맞추고, 직전에 스
킨으로 12m 이상 직접 들어가서 입수지점과 방향, 보다 더 구체적인 타이
밍을 산출했습니다. 18회의 스쿠버 전부가 그러했습니다. 흔히 몰디브 센트
럴 코스, 베스트 오브 몰디브 등으로 표현하는 루트가 아닌, 체크다이빙부

2

터 하선 직전까지의 모든 코스를 하나하나 사전에 다 만들어서 갔습니다.
모든 다이빙은 마지막 다이빙이기에 투어 또한 세상에 하나 뿐인 코스로
직접 짰습니다. 코로나는 다이빙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투
어를 정교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충분했습니다.
2021. 9. 19. M/Y Horizon3 리브어보드에 승선직후, 바로 북부(Baa Atoll)로
달려가서 하니파루(Hanifaru)에 집중하였다가, 다시 남서쪽으로 달려가서
Rasdhoo부터 시작하여 아리아톨(Ari Atoll)의 북부, 중부, 남부의 메인 포인
트를 하루씩 찍고, 다시 동쪽으로 달려서 Vaavu, South Male, Male의 핵심
부를 전부 찍고 하선하였습니다. Vaavu에서 데이다이빙과 나이트다이빙을
한 후, 그 다음 날이자 마지막 날에는 Vaavu → South Male → Male를 하
루에 이동하며 각 한 탱크씩 모두 3탱크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3개의 아톨

3

을 찍고, 3번의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4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투어 4일째 되는 날, 보트의 모든
기름이 소진되어 인근 마을에서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South Ari Atoll에 도
착한 날입니다. 기름값은 현장에서 파인드블루 김환희 대표님이 전액 사비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보트 루트를 전부 다 새로 짜고, 원하는 대로 최적의
다이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파인드블루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습
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1박 이상을 해야 가능한 루트를 7박만에 돌파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하지만 뉴노멀의 바다를 여는 상징적인 투어에서, 7박만으로도
몰디브의 모든 것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모두가 먼 바다로 달려 나갈 때가 왔다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말도
안되는 저의 요구사항들이 사전에 가득했습니다. 코스를 새로 만들어내고,
중간에 보트 기름을 다시 가득 채우고, 모든 다이빙에 있어 최적의 타이밍
과 루트를 도출해내는 것. 파인드블루와 호라이즌3 리브어보드는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기적처럼 실현하여 주었습니다. 바다는 코로나의 긴 터널동
안, 무심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더욱 경이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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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을 준비하는 풍경
수면에 떠오른 만타레이
상승을 마친 일행들
마히락의 만타레이와 일행들
하니파루 베이의 만타 솟구침
거대한 만타레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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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Baa Atoll 그리고 Hanifaru
7박 8일간의 전체 항로는 이러했습니다. Male 1회 → Baa 2회 + Hanifaru
스노클 1회 → North Ari 4회 → Middle Ari 3회 → South Ari 3회 + 웨일샤
크 서칭 → Vaavu 3회 → South Male 1회 → Male 1회. 총 18회의 스쿠버,
1번의 스노클, 1번의 웨일샤크 서칭입니다. 추석연휴이었기에 풀문은 승선
둘째 날, 9월 20일이었고 풀문 당일을 Baa Atoll에 두었습니다. 즉, 이번 투
어에서 가장 핵심은 Baa Atoll에 가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Hanifaru에서
의 다이빙이었습니다.
승선 직후, 몰디브 체크다이빙으로 유명한 포인트인 Fish Tank에 입수하였
습니다. 배너피쉬, 스팅레이, 마블레이 등으로 수중이 뒤덮이다 못해 다이
버와 계속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경악스러울 정도의 밀집도를 접
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다이빙 이후, 보트는 북서쪽으로 밤을 새워 달려 드
디어 Baa Atoll에 도착했습니다. 몰디브의 6~9월은 서쪽에서 몬순 계절풍
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의 영향으로 Baa Atoll은 우기의 몰디브에서 유일하
게 극성수기를 맞이하는 곳입니다. 바로, 만타들이 넘치게 많아지는 시기
입니다. 특히 6~9월의 풀문과 뉴문에 그렇습니다. 9월의 풀문이 바로 추
석입니다. 저는 Hanifaru에서 만타들의 군무를 만나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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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리마타의 수면
2 하니파루 틸라에서
만타 9마리와 한예슬 다이버
3 모불라레이 스쿨과 신동철 강사
4 마지막 다이빙에서 스팅레이 스쿨링
5 상어들의 클리닝
6 마야틸라의 꽃다발
7 너스샤크의 표정

6
7
Hanifaru는 작은 섬입니다. 섬 인근에 수중 암초(thila) 지형의 스쿠버 포인트
가 있고, 서쪽을 향해 오목하게 파여있는 만(Bay) 지형의 스노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Hanifaru Bay는 2015년경부터 스쿠버가 금지된 세계
유산입니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9월 20일 15시경, 아웃고잉 물때에
맞추어 Hanifaru Bay에 갔습니다. 몬순 계절풍과 아웃고잉(서 → 동) 물때
가 합쳐지면 만의 내부에 플랑크톤이 차오르고, 이를 먹으러 온 만타 무리
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인드블루를 통하여 Hanifaru Bay에 대한 뉴
욕대학교의 영문논문까지 받아서 상세히 파악하고 갔습니다. Hanifaru thila,
bay 두 곳 모두에서 만타를 넘치게 만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숨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중에서 돌고래를 만났던 일행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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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물세트 그 자체인 Ari Atoll
9월 21일 화요일, 보트는 밤새 빠르게 남서쪽으로 남하하여 North Ari Atoll
에 도착했습니다. Ari Atoll은 몰디브 센트럴 코스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입
니다. 주변의 다른 그 어떤 아톨 보다 광활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포인트
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 인커밍에 맞추어 Rasdhoo Madivaru
에 입수하였습니다. 시야가 40m 이상 확보되고, 고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상어들이 클리닝하는 엣지에서 아주 가까이 상어들과 눈을 마주치며 오랫
동안 보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유명한 Maaya thila는 무척이나 화려했습니
다. 남동쪽 수심 38m 지점까지 시야가 트이고 옐로우 스내퍼가 만개했습
니다. 조류가 부딪히는 동쪽 월에는 상어도 많았습니다. 9월 21일 19:30경
Fesdu Lagoon에서 나이트 만타 다이빙을 했습니다. 무얼 상상해도 그 이
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타들은 밤을 새워 춤을 추었고, 다이
빙 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을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 7시는 이번 투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었던 다이빙
을 했던 순간입니다. Ari Atoll의 중심부에 위치한 Fish Head입니다. 인커밍
의 후반부에 들어갔고, 조류는 북동에서 남서로 기분 좋게 흘렀습니다. 남
서쪽 월에는 배너피쉬 스쿨이 토성의 띠처럼 두꺼웠고, 무풍지대인 서쪽
월 하단에는 아득하게 흩날렸습니다. 아침 해를 등지고 바라보는 블루워터
는 꿈에 그리던 그 색감입니다. 북동에서 불어오는 조류를 빗겨 맞는 북서
쪽 코너 상단은, 푸질리어의 거대한 폭풍으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슈베르트의 마왕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매섭게 돌진하다가 다시 출렁이
며 물러나고를 반복하였고, 버디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했습니

2

다. 아침 해가 밝아오고, 새벽의 조류가 불어오고, 자연은 여전히 생과 사
가 씨줄과 날줄로 겹치고 뒤엉키는 격동의 장이고. 우리는 이런 가슴 떨림
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 아닐까요.
9월 23일 목요일은 South Ari Atoll의 날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동시에 보
트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보충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 첫 다이빙은 7th
Heaven입니다. 입수할 때는 인커밍의 후반부라 조류가 북동에서 약하게
다가왔지만, 다이빙 중반부터는 아웃고잉으로 바뀌면서 남서에서 불어오
기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부딪히는 남서쪽 코너로 열심히 핀을 차고 갔더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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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모불라레이 11마리의 편대비행을 2m 앞에서 한참동안 볼 수 있었습니
다. 짜릿한 눈맞춤들이 생생합니다. 유명한 Kuda Rah thila는 너무나 마음
에 들어 23일 오후, 24일 오전 총 2번을 입수했습니다. 역시 새벽 인커밍이
좋았습니다. 조류가 부딪히는 동쪽 엣지에는 푸질리어, 스내퍼가 쏟아졌고,
이를 사냥하는 블루핀 무리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3개의 아톨에서 3번의 다이빙을 하루에 달리다
9월 24일 금요일 저녁에는 Vaavu Atoll의 유명한 포인트인 Alimatha에서
너스샤크 다이빙을 하였습니다. 마치 애견카페의 강아지들처럼 다이버들
에 익숙한 너스샤크들이 도처에 즐비합니다. 상어들은 핀 위로, 다리 사이
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닙니다. 9월 25일 토요일, 드디어 마지막 다이빙
날입니다. 하루에 3개의 아톨에서 각 1번씩, 총 3번의 다이빙을 하게 된 날
입니다. Vaavu Atoll의 Miyaru Kandu에서 새벽 채널다이빙을 하고, 보트는
북쪽으로 달려 South Male Atoll의 보석 Kandooma thila에 입수하게 됩니
다. 조류가 대단했습니다. 입수와 동시에 35m 바닥까지 한 번에 꽂아야 했
고, 이글레이, 상어, 잭, 나폴레옹, 참치 등 대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웃고
잉 조류가 정방향으로 흘러서, 부딪히는 서쪽 코너가 장관이었습니다. 마
지막 날의 마지막 다이빙은 출항지점인 Male에서 했습니다. 수심 33m 모
래바닥 위에 스팅레이, 배너피쉬, 마블레이, 불샤크, 타이거샤크, 기타샤크
들이 정신없이 출현하였습니다. 몰디브의 생물들을 한군데 집약하여 둔 예
상 밖의 폭발적인 다이빙이었습니다. 보트는 수면을, 멤버들은 수중을 전
력 질주하였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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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탱크 체크다이빙
피쉬헤드의 새벽
스팅레이와 신동철 강사
푸질리어의 폭풍
피쉬헤드의 배너피쉬 스쿨

축복받은 세대의 책무
코로나의 변수가 있었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다이버가 축복받은 세대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로 인하여 바다는 분명 절벽 끝에 있
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이
빙 인프라는 현재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리브어보드, 리조트는 포화상태이

5

고, 다이버와 강사들은 넘쳐나며 소비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행복과 경험소
비로 옮겨졌습니다. 바다의 마지막 숨결이 아직 아름답게 남아있는 이 짧
은 찰나에, 우리는 언제든 그 숨결 한줌을 마주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런 감사함이 투어 내내 있었습니
다. 고마움에는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바다를 당면하고, 이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바다에 대한 저의 감사함의 표시이자 책무이
지 싶습니다. 이제 먼 바다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책무를 다하려 또 떠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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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끝판 왕에 도전하다!

도미니카 PADI CDTC
글, 사진 권기대 / PADI 코스디렉터

안녕하세요. PADI 코스디렉터 권기대입니다. 얼마전 “놀면뭐하니”라는 프
로그램에 나온 오영수님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영수님은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진정한 승
자는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면서 내공을 가지고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07년 강사자격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다이빙을 하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방법이 레벨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PADI의 플로우차트에는 다양한 레벨이 있지만 코스디렉터는 1% 정도의
소수입니다. 시각에 따라 코스디렉터가 최고의 자리는 아닐 수 있지만 제
가 도전하기 위한 최선의 자리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었습니
다. 하지만 결정하는 순간부터 처음 강사에 도전했을 때만큼 설레기도 하
고 흥분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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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미니카 CDTC에는 9명의 후보생이 참석하였습니다. CDTC가 개최
된 역사상 한 기수에 가장 많은 한국인 그리고 미국, 유럽 후보생들 보다
많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도전을 위한 준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적이
어서 저희는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서 까다로워진 입출국 때 필요한 서류들과 수업 때 필요한 자료 등 준비해
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로 외부에서 식
사하는 게 부담스러워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뉴욕 JFK공항에 도착을 하면 사전에 현지 가이드의 일정에 따르기로 계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배려를 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었

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동안 우리는 관광객이 되어 단 몇 시간

습니다.

만에 뉴욕을 알 수는 없었지만 가이드 분의 열정으로 볼만한 곳을 부지런
히 끌려 다녔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배가
오전에만 운행을 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타워에서 작게나마
볼 수 있어 위안을 삼았습니다.

사진 첨부 4,5,6,7-1,7-2,8-1,8-2,9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5시간 그리고 연달아 14시간의 비행은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눈을 떳다 감았다를 몇 번을 했는지 셀 수가 없었습
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코로나로 여유좌석이 많아 편하게 왔던 점
입니다.

사진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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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에 도착했을 때 처음 먹은 한식의 충격으로 인해서 저녁은 미국 스타
일로 메뉴를 선택하기로 하고 스테이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찾아 간
곳이 울프강이었습니다. 메뉴를 시킬 때 어리버리 했는데 검색해보니 한국
에도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스테이크 양에 놀라고 계산할 때 텍
스에 두 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전의 모임없이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를
조금이나마 연결 짓게 해주는 자리여서 다들 만족하였습니다.

사진 첨부 10
다음날은 카리브해를 다이빙을 해보고 싶은 팀과 여유를 즐기고 싶은 팀으
로 나뉘어 각자의 휴일을 즐겼습니다. 카리브해는 다이나믹한 바다는 아니
다음날 4시간을 비행해 도착한 푼타카나는 휴양지답게 따뜻하고 여유가

지만 다이빙을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펼쳐진 비치는 정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동해 도착한 웨스틴호

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로 300m를 걸어가도 수심 1m정도로 낮은 수심이

텔은 수영장과 비치를 포함하고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1인 1실을 사용했

었으며 다양한 어종은 아니어도 열대 어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

는데 객실에서 바라본 전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3일만에 처음으로 편하

의 즐기는 호사스러움은 어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휴일은

게 누워 쉴 수 있었던 첫날이었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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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의 일정보다 2일 정도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과제와 발표, 평가는 분명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가 줄어서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첫날은 제한 수역 워크숍과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DTC는 3개조

레스큐 워크숍, 저녁에는 웰컴 소셜 일정이었습니다. 웰컴 소셜은 참가한

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멋진 자리였습니다.
팀별로 조별과제 또한 힘든 미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샵을 만들어 마케팅을
이번 CDTC의 스텝으로 온 알란, 마이클, 에릭, 마크는 PADI 교육 자료에

이루어 가는 미션이었는데 다른 팀들의 과제를 보면서 내가 돌아가서 어떻

자주 등장한 인물들이어서 실제로 만났을 때는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습

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니다. 이들이 다이빙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이번 CDTC를 통해서 단순하게 강사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정

롤모델로 또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항상 친절하게 답해

과 활동성 있는 강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는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번 CDTC를 함께한 후보생들과 함께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
니다. 스텝이 준비한 일주일 여정의 영상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이홍성, 장기용, 정진욱, 이우빈,이용환, 김현호, 전남준, 소훈 CD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일정동안 통역을 담당해주신 김부경, 이미랑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미니카 CDTC에 참가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고, 수료하는 날까지 힘들
었지만 막상 돌아오니 좀더 즐기지 못한 일정에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사개발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숙제도 풀어나가
야 할 것 같습니다.
응
 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기대 / PADI 코스디렉터
엠케이에스레져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366
010-3463-4020
https://skinscubadivi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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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드라이슈트
다이빙
(Dry Suit Diving)
글, 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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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

물은 공기보다 20배나 빨리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통 28℃의 따뜻한 물에서도 물속에 오래 있

(Dry Suit)

다이빙을 하려면 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슈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위도가 높은

으면 금방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스쿠바다이빙을 할 때 슈트를 착용해야 한다. 바다에서 스쿠바

지역이나 위도가 낮은 남반구에서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해야 다이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년중 드라이슈트 다이빙이 필요한 곳이다. 드라이슈트 다이빙은 다이
빙 장소와 계절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이 차가운 온대 바다에서의 다이빙은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수중환경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차가운 물에서의 다이빙은 다이버
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흥미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장소라도 겨울철이 여름
철보다 더 좋은 시야를 볼 수도 있다.

웨트 슈트와 드라이슈트

도의 제품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보온 효과가 있어 수온에 따라 내피 두
께를 선택할 수 있다. 뷰틸 소재는 기본적인 보온 효과는 거의 없으며, 반

슈트는 웨트 슈트, 세미 드라이슈트, 드라이슈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웨

드시 두꺼운 내피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트 슈트(Wet Suit)는 수많은 기포가 들어 있는 고무인 발포성 네오프렌으

드라이슈트의 장점은 차가운 수역에서 다이버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로 만들어져 있다. 두께는 3~7mm 정도의 제품들이 있다. 웨트 슈트를

다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소량의 물이 슈트 속으로 스며들어 갇히게 되고 다

슈트 압착(Squeeze)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버의 체온으로 인하여 온도가 올라간다. 또한 이 물은 슈트 내부에서
순환되지 않고 머무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이버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 보온 효과는 얕은 수심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수심

드라이슈트 다이빙의 장단점

에 따라 수온 약층과 같이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깊은 수심에서는 보온

•	웨트 슈트보다 따뜻하고 편안하다.

효과가 크지 않다.

•	체온 저하를 예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탈진, 판단력 상실, 감압병의

세미드라이슈트(Semi-Dry Suit)는 웨트 슈트와 같은 재질이지만, 목 씰,

위험성이 줄어든다.

손목 씰, 발목 씰, 과 지퍼 부분은 몸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	호흡이 편안하므로 같은 양의 공기로 다이빙 시간이 길어진다.

만들어졌다. 슈트의 두께는 5~7mm 제품들이 많다. 웨트 슈트보다는 보

•	웨트 슈트처럼 몸에 꽉 끼지 않아 편안하다.

온의 효과가 좀 더 크지만, 부력이 크고, 목, 손목, 발목 부위의 압박이 심

•	가격이 웨트 슈트보다 비싸다.

하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웨트 슈트는 주로 한여름에만 착용하지만 보온

•	다이빙 전과 후에 슈트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효과가 뛰어난 세미 드라이슈트는 늦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착용할 수 있

•	물속에서 저항이 많아 추진력이 떨어진다.

다.

•	무거운 웨이트 벨트가 부담이 되고, 별도로 중성부력 조절을 연습해야

또한 보온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더 두꺼운 네오프랜을 입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겨울 바다와 같이 10℃ 이하인 지역에서는 두꺼운 네오
프랜으로 만든 웨트 슈트는 한계가 있다. 이때는 슈트 내부에 물이 들어

한다.
•	적절한 공기를 드라이슈트내에 주입하지 않으면 슈트 압착(Squeeze)이
온다.

가지 않는 드라이슈트(Dry Suit)를 입어야 한다.
드라이슈트는 방수용 씰과 지퍼가 달린 방수용 외피와 보온용 내피로 구
성되어 있고, 웨트 슈트에 없는 공기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웨트 슈트보다
보온이 더 잘 되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드라이슈트는 네오프렌, 라버,
라미네이터 등 화학합성 소재이다. 네오프렌 소재는 두께가 3~7mm 정
참고

수온에 따라 필요한 슈트의 종류

필요한 슈트의 종류			

수온

드라이슈트				

16℃ 이하

7mm 웨트 슈트 또는 세미 드라이슈트

16 ~ 21℃

3 ~ 5mm 웨트 슈트			

21 ~ 28℃

1 ~ 3mm 웨트 슈트			

2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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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의 재질
일반적으로 드라이슈트는 다음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다.

나 등 지퍼와 같은 고무 소재의 접합은 특수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
조회사 공장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전형적으로 나
일론 재질 드라이슈트의 목, 손목과 발목 부분은 라텍스 고무를 사용한
다. 라텍스 씰은 두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리하다. 얇은 라텍

독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Closed Cell Neoprene)

스 씰은 찢어질 수 있으므로 다루는 데 조심해야 한다.

독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은 웨트 슈트에 사용되는 네오플랜 재질과 동일
한 것이다. 이 재질은 약 250%의 엄청난 신축성을 가지며 양성 부력을

합성고무(Vulcanized Rubber)

가지고 있고, 최초로 널리 보급된 재질이다. 이 재질은 방수 지퍼와 저압

합성고무는 생고무에 유황 같은 가황제를 가하여 고무 분자간에 결합을

인플레이터 밸브를 드라이슈트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슈트

강하게 하고 탄성, 인장강도 등을 증가시킨 고무로서 고무보트에 사용되

자체의 양성 부력으로 무거운 웨이트가 필요하며, 다이버의 허리 등을 압

는 재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합성고무 드라이슈트는 오존

박하여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수심의 깊이에 따라 슈트가 압축이 되어 부

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강한 내구성을 위해 생고무와 합성물을 혼합하

력이 줄기 때문에 중성 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공

여 만든다. 생고무를 주원료로 만들어져서 매우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우

급해야 한다. 목과 손목 씰은 3mm 얇은 네오플랜이나 라텍스로 되어 있

수하다. 생고무만으로 슈트를 제작하였을 때는 부풀렸을 때 원하는 만큼

으며, 네오플랜 목 씰은 목 안쪽으로 말아 넣어 목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

부풀 정도로 신축성이 뛰어났지만 합성고무로 만든 슈트보다는 내구성이

운 표면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여러 조각을 연결하여 붙여서 만들어서 오

약해 찢기거나 흠집 등을 방지할 수는 없다. 목이나 손목 씰 등을 접합하

랜 시간 사용하면 슈트의 일부분이 웨트 슈트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솔기 없이 오로지 열과 압력만으로 만들어지고, 우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슈트 재질 자체가 파손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에 잘 맞는다. 수선할 때도 안과 밖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무릎, 어깨, 팔꿈치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물이 새는

용이하고, 수선한 곳도 영구적이며, 동일 소재의 수선 재료들을 쉽게 구

원인이 되기도 하며, 훼손되었을 때 웨트 슈트를 수선하듯이 네오플랜 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선을 한 후 5분 안에 사용도 가능하다. 합성고

착제로 수선이 가능하다.

무 드라이슈트는 보관 및 관리를 잘 해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압축 네오플랜(Compressed Neoprene)

부틸 라미네이트 재질

압축 네오플랜은 보온과 부력을 위해 많은 양의 기포 층을 가진 일반 네

(Tri-butyl Laminate Material)

오플랜보다 얇고 집약되어 있으며, 압착(Crushed) 네오플랜보다 신축성
이 훨씬 좋다.

부틸 라미네이트 재질은 나일론과
부틸 고무가 겹쳐서 만들어지며, 내
구성이 뛰어나며 무게는 가벼워 착

압착 네오플랜(Crushed Neoprene)

용하는데 부담감이 적다. 이 재질의

압착 네오플랜 드라이슈트는 사용하기 좋은 두께로 압착된 매우 두꺼운

드라이슈트는 구멍이나 흠집을 쉽게

네오플랜으로 만든다. 나일론이 코팅된 이 재질은 신축성이 뛰어나면서

수선할 수 있으며 합성 고무 드라이

도 착용시에도 내구성이 뛰어나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슈트처럼 빠르게 수선이 가능하다.

다. 이 재질로 만든 슈트는 독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 드라이슈트보다 몸

부틸 라미네이트 드라이슈트는 주

을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제작방식은 압착 네오플랜 드라이슈트와

문 제작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드

마찬가지로 접착제로 붙이고 꿰맨다. 이런 제작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이슈트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몸에

라 슈트의 솔기부분이 물이 새는 원인이 되기는 하나 압착 네오플랜 드

잘 맞게 제작할 수 있다.

라이슈트 자체의 조직이 쉽게 파손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압착 네오
플랜 드라이슈트의 겉과 속은 나일론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방
수도 되고 험한 환경에서 사용해도 수명이 길다. 이들 슈트 또한 목과 손
목은 3mm 네오플랜이나 라텍스를 사용한다.

나일론 재질(Nylon Fabric Material)
대부분의 나일론 재질의 드라이슈트는 방수 처리된 고강도 발리스틱(방
탄용으로 사용되는 탄도 섬유 : 듀퐁사에서 개발한 나일론 소재) 나일론
으로 만든다. 이 재질은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여유 있게 제작하거나 입
고 벗기가 용이하도록 특수 기능을 넣어 만든다. 제작방식도 전기 용접이
나 열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하고 꿰맨다. 이런 강도의 접착, 손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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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터 밸브(Inflater Valve)

드라이슈트의 구성요소

보통 가슴 쪽에 달려 있으며 밸브의 버튼을 누르면 저압 공기가 슈트 속
으로 들어간다.

인플레이터 호스(Inflater Hose)
저압용에만 사용하는 호스로 호흡기 1단계의 저압 홀(LP, Low Pressure)
목씰

과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 밸브를 연결하여 드라이슈트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사용한다.
배출밸브

인플레이터 밸브

배출 밸브(Exhaust Valve)
드라이슈트의 배출 밸브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수동 밸브, 수동 파워 배
출 밸브, 자동 밸브 등이다. 배출 밸브는 일반적으로 드라이슈트의 왼쪽
팔 위쪽에 위치하나 일부 드라이슈트는 팔 아래쪽이나 다리에도 위치할
수 있다. 드라이슈트에서 공기를 모두 배출시킨 후에도 배출 버튼을 계속
방수지퍼

누르고 있으면 물이 들어 올 수도 있다.

- 표준 수동 배출 밸브 (Manual Exhaust Valve)

손목 씰

표준 수동 배출 밸브는 똑바로 서 있을 때만 드라이슈트에서 공기를 배
출할 수 있다. 수중에서 거꾸로 있을 때는 공기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밸브를 열면 발과 밸브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
소변지퍼
주머니

하여 슈트로부터 공기가 빠져 나간다. 명칭에서 내포하듯이 표준 수동 배
출 밸브는 손으로 열어 주어야 하며 내부 스프링 작용에 의하여 자동으
로 닫힌다.

- 수동 파워 배출 밸브 (Manual Power Exhaust)
무릎패드

수동 파워 배출 밸브는 슈트의 인플레이터 장치에 같이 인플레이터와 배
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기능이 BCD와 유사하게
단일 호스에 있어서 슈트에서 공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
터 호스가 흡입한다.
부츠

- 자동 배출 밸브 (Automatic Exhaust Valve)
▲ 드라이슈트의 구성요소

자동 배출 밸브는 다이버의 어떤 조작 없이도 드라이슈트에서 공기가 배
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승 시 드라이슈트 안의 일정한 부피의 공기를
유기하기 위하여 공기는 빠질 것이다. 자동 배출 밸브는 밸브가 적절히
조절되었을 때만 그리고 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공기가 배출된다. 밸브에
는 스프링이 들어있으며 시계 반대반향으로 돌렸을 때 완전히 열리고 시
계 방향으로 돌리면 완전히 닫힌다. 밸브에 있는 버튼 혹은 밸브 자체를
누르면 수동으로 공기가 한꺼번에 빠진다. 밸브가 드라이슈트의 팔에 있
으면 다이버는 몸의 가장 높은 위치로 단지 팔을 드는 행동만으로 공기
가 배출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르게 배출될 것
이다. 팔을 아래로 내린다면 슈트의 어깨 부분으로 공기가 모일 것이며,
부력을 증가시켜 상승속도가 증가한다. 대부분의 자동 배출 밸브는 수동
배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도 다이버가 공기를 강
제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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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지퍼(Waterproof Zippers)

발목 끈(Ankle Straps)

세미 드라이슈트들은 세미 방수 지퍼를 사용하는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발목 끈은 슈트에서 또 다른 멋진 기능이다. 발목 끈은 드라이슈트의 부

드라이슈트는 완벽한 방수 지퍼를 사용한다. 이들 지퍼는 웨트 슈트보다

츠 안에서 발을 편안하게 잡아주어 발을 부츠에 잘 맞게 하는 역할을 한

드라이슈트를 입고 벗기 편하도록 디자인되고 부착되어 있다. 드라이슈

다. 수중에서 발목 끈은 거꾸로 내려갈 때 공기가 부츠로 가는데 이 때

트 지퍼는 크기가 커야 하고 튼튼해야 한다. 드라이슈트의 여러 제품을

발을 잡아주는 역할과 슈트가 과 팽창되었을 때 핀이 분리되는 것을 방

비교해보면 모든 지퍼들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지퍼의 긴 수명을 위해 내

지할 수 있다.

구성이 우수한 지퍼를 선택해야 한다. 드라이슈트의 지퍼는 등 뒤, 가슴
부위의 대각선 혹은 등 중간에서 가슴 중간으로 장착된다. 등 지퍼는 슈

무릎 패드(Knee Pads)

트를 입기는 편하지만 버디가 지퍼를 닫아 주어야 한다. 이는 드라이슈

거의 대부분의 드라이슈트에는 무릎 패드가 붙어있다. 무릎 패드는 많은

트 지퍼에 드라이슈트 내피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슴

시간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수중사진촬영과 같은 활동적인 다이빙에 특

대각선 지퍼는 지퍼를 닫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입을 수 있다.

히 필요하다.

이들 슈트를 입을 때는 슈트의 추가된 여유부분을 차례로 접고 포개서
◀ 무릎패드

한 번에 지퍼를 닫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퍼는 등(또는 앞) 지퍼와 소변 지퍼가 있는데 드라이슈트에 소변 지퍼
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맞춤일 경우 혹은 주문 시에 추가로 소변 지
퍼를 부착하면 된다. 소변 지퍼는 등 지퍼처럼 자주 지퍼 구리스를 발라
주어야 한다. 지퍼의 개수가 많을수록 누수의 확률이 높음으로 드라이슈
트에서는 지퍼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좋다.
◀ 등지퍼

드라이슈트의 액세서리
부츠(Attached Boots)
부츠가 부착되어 있는 드라이슈트는 일반적으로 부츠가 부착되지 않
은 것보다 방수 신뢰성이 높다. 드라이슈트의 모든 씰은 잠재적으로 물
이 새는 원인이 된다. 발목의 씰이 제거된다면 잠재적으로 두 곳에서 물
이 새는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드라이슈트에 부착되어 있는 부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부드러운 밑창의 부츠(일반적인 왯 슈트용 부츠와
비슷), 단단한 밑창의 부츠 혹은 슈트의 직접 붙어있는 버선 같은 가벼운
부츠 등이다. 버선 부츠를 사용한다면 버선의 보호를 위하여 단단한 밑
창의 부츠를 같이 착용해야 한다. 드라이슈트에 가장 신뢰성 있는 형태
는 슈트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우수한 보온력의 부츠를 갖고 있는 드
▲ 소변 지퍼

라이슈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슈트 자체에

슈트 멜빵(Suspenders)

붙어 있는 것이 방수

슈트 멜빵은 드라이슈트의 안쪽에 장착되어 있으며 슈트를 보다 편리하

와 보온에 좋다. 대체

게 한다. 슈트가 다리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지상

로 부츠가 크므로 핀의

에서 활동하기가 편리하다. 지상의 날씨가 더워서 슈트의 상체를 벗어도

발집이 커야 한다. 부

슈트가 허리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슈트가 가랑

츠가 너무 크면 불편하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수중 활동할 때 편리

므로 적당히 맞는 것이

하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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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

주머니(Pockets)

가운 물에서 드라이 장갑은 선택이다. 슈트에 끼워 사용하는 얇은 라텍

주머니는 드라이슈트에 접착제

스나 네오플랜으로 된 것이 있으며, 이들은 속에 양모나 보온용 안감으

로 붙인다. 하지만 그 위치의 선

로 보온을 한다.

택은 신중해야 한다. 주머니에

드라이 장갑을 슈트에 붙이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링을 사용할 수도

실린더 스트랩이 가로 지나가서

있다. 아이스 다이빙이나 오염된 물에서 다이빙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벙

는 안 된다.

어리 장갑도 사용할 수 있다. 드라이슈트에 방수장갑을 연결할 수 있는
라텍스 손목 씰에 잭업링 시스템이나 스넵 온오프 같은 시스템을 연결하
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주머니

드라이슈트 후드(Dry Suit Hoods)
장갑(Glove)

후드에는 웨트와 드라이 등 2 종류가 있다. 선택은 수온과 개인적인 취향

보통 손목이 긴 슈트용 장갑을 사용하여 손목 씰 부분을 보온하도록 한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웨트 후드는 Closed Cell 네오플랜 슈트에 사용

다. 드라이슈트에는 어떠한 장갑이라도 끼워야 하며 차가운 물에서는 특

되며 네오플랜으로 만들어진다.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웨트 슈트 후드와

별히 손의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동일하다. 드라이슈트용 웨트 후드는 일반적으로 목 씰과 얼굴을 감싸도

드라이슈트 다이빙의 최소한 장갑은 3mm, 다섯 손가락, 폼 네오플랜의

록 되어 있으며 드라이슈트에는 붙어있지 않다. 라텍스나 합성 고무로 만

웨트 슈트 장갑이다. 차가운 물에서는 5mm 네오플랜 장갑이나 5mm에

들어진 드라이 후드는 일반적으로 드라이슈트에 붙어있다.

세 손가락 장갑이 필요하다. 드라이슈트의 얇은 손목 씰 부분의 보온을

머리를 통해서 50% 열의 손실이 이루어진다. 드라이 후드는 얼음과 같은

위하여 손목 부분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목이 긴 장갑이 좋다. 아주 차

아주 차가운 물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드라이슈트에는 후
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리된 웨트 후드는 이런 슈트에 사용할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일부 다이버들은 슈트에 부착된 후드보다는 분리된 웨트
후드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 손목 내부 씰이 있는 것

▲ 손목 내부 씰이 없는 것

슈트쪽
장갑쪽

◀ 드라이슈트 후드

접합부위
▲ 글로브
▲ 다이빙 컨셉(Diving Concepts)사의 스넵-온오프(Snap-On/Off) 드라이 장갑 세트

목 링(Neck Ring)
목 링은 목둘레보다 약간 큰 것으로 물 밖에서 목에 씌우는 단순한 원형
튜브이며, 이것은 수면 휴식시간에 슈트를 입고 있을 때 목을 편하게 해

◀ 잭업 링 글로브

준다. 물에 들어 갈 때 이것을 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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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의 내피

다. 보풀 문제도 없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는 젖으면 매우 천천히 마르
며 열효율도 떨어지지 않는다. 수중에서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는 다른 단

드라이슈트는 슈트 내의 공기를 체열로 덥혀 보

열재로 된 내피보다 웨이트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

온을 한다는 점에서 웨트 슈트와는 다르다. 수

내피의 드라이슈트는 6~7mm의 웨트 슈트와 거의 동일한 웨이트를 사

중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공기층을 형성

용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 내피가 축축하게 젖었을 때는 그 기능을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따뜻한 공기층을 만들어

다 하지만 완전히 물에 젖었을 때는 그 기능 즉 보온력을 상실한다. 폴리

줄 수 있는 드라이슈트 용 내피가 필요하다. 습

스티렌 발포 수지는 드라이슈트 내피로 최상의 제품 중의 하나이다.

기에 젖어도 보온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
다. 또한 원피스 구조가 편리하고, 포켓이 있으

폴리프로필렌 라이너(Polypropylene Liners)

면 좋다. 보푸라기가 생기면 밸브에 끼일 염려가

얇은 폴리프로필렌 라이너는 아주 차가운 물에서 추가적인 보온을 위하

있으므로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좋다. 크

여 드라이슈트 내피의 안쪽에 입는다. 폴리프로필렌은 드라이슈트 안쪽

기는 몸에 약간 큰 것이 편하다. 그러나 드라이

면의 습기(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폴리프로필렌 내피는 적당한 수온에

슈트 내부가 너무 더우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

서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다.

다. 다이빙에서 필요로 하는 웨이트의 양은 드라
이슈트 안에 입는 내피의 종류와 두께에 좌우된

드라이슈트의 추가 보온재

다. 웨이트의 양은 드라이슈트 안에 입는 내피의
두께를 바꿈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 드라이슈트의 내피

깊은 수심을 타거나 수온이 낮은 극한 상황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보온
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

내피의 일반적인 재질

거나 아이스 브레이커와 같은 별도의 발열 장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생리학적으로 불활성기체인 아르곤 가스 또한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위한

합성소재(Synthetic Pile)

추가 보온재로 사용할 수 있다. 아르곤 가스는 일반 압축 공기에 비해 거

합성소재(Synthetic Pile)는 “Wooly Bear(나방의 유충 모양의 섬유충전

의 2배에 가까운 보온 효과가 있으며, 드라이슈트 재질에 어떠한 해도 없

제)”처럼 만들어지는 소재이다. 이 소재로 만든 원피스 내피는 요즘 드라

다. 이것은 1단계 기능을 갖춘 별도의 실린더를 통하여 드라이슈트 인플

이슈트 다이빙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Wooly Bear는 보통의 지상의 온

레이터 호스를 통해 공급된다.

도에서 아주 좋은 단열 효과가 발휘하나 수중에서는 단열 효과가 급격히

아이스 브레이커는 모든 종류의 드라이슈트 및 내피와 함께 사용함으로

감소한다. 수심에 따라 Wooly Bear는 심하게 눌리어 단열을 위해서는 적

써 극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42°C의 온도로

은 공기라도 슈트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체온 상승을 도와 극한적 수중환경에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

만일 드라이슈트 안에 Wooly Bear를 사용했다면 매 다이빙을 마치고 슈

는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킨다. 앞판과 뒷판 속에 내장되어 있는 비트가

트 안에 직물에 의한 보풀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점검하여 제거하여야 한

열기를 발생시켜 주는 핵심이다. 독특한 물성은 전기적 성분이 없기 때문

다. 그렇지 않으면 보풀들이 슈트의 배출 밸브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보

에 물에 완전히 젖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풀들에 의해 밸브가 열린 상태로 되면 누수의 원인이 되어 슈트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고 보풀에 의해 밸브가 막히면 공기 배출에 문제가 생
길 것이다.

◀ 아르곤가스 시스템과
아이스 브레이커

틴슐레이트(Thinsulate)
틴슐레이트는 3M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합성소재의 명칭이다. 틴슐
레이트가 드라이슈트 내피로 사용될 때는 2겹의 나일론 사이에 들어간다.
틴슐레이트는 비록 젖었을 때도 상당히 훌륭한 보온재 역할을 한다. 틴슐
레이트의 세탁은 매우 중요해서 잘못하면 모든 보온력을 잃을 수도 있다.
내피로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주의 사
항을 따라 조심스럽게 세탁해야 한다.

참고
•	드라이슈트내에서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핫 팩은 고열이 발생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고, 발열 자켓은 침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고용량의 배터리를
몸 가까이 두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현명하다.
•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EAN(나이트록스)를 오래 사용하면 드라이슈트 재
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고농도 산소의 나이트록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Polystyrene Open Cell Foam)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는 지상에서나 수중에서나 동일한 보온력을 제공하
는 효율적인 보온재이다. 수심에 따라 눌리지도 않고 세탁 또한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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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고농도 산소는 드라이슈트 재질의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에는 슈트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압
축 공기나 아르곤 가스가 담긴 추가의 작은 실린더의 사용을 권장한다.

드라이슈트의 선택 방법
드라이슈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드라이슈트의 크기
대부분의 드라이슈트는 넉넉한 크기로 디자인되기 때문에 극소수 사람들
만 맞춤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90%가 맞을 수 있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

는 4~5가지 크기로 생산을 한다. 만일 독립 기포 구조(Closed Cell) 네오

제조회사가 드라이슈트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플랜 슈트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들 슈트는 다리와 팔은 잘 맞도록

좋은 제품을 만들어 왔는가를 알아보고, 제품에 내가 원하는 필요한 기능

하고 몸은 여유가 있게 한다. 압착(Crushed) 네오플랜 드라이슈트는 독

과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 드라이슈트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몸에 잘 맞게
입으나 웨트 슈트처럼 꼭 맞지는 않는다.

맞춤과 기성복 선택

맞춤 드라이슈트의 장점은 넉넉한 기성 드라이슈트보다는 몸에 알맞아

드라이슈트는 가랑이가 꼭 맞고 무릎 꿇기가 불편한 것은 작다. 몸을 뻗

공기에 의한 부력 문제가 적은 장점이 있다. 여유 공간이 적은 맞춤 드라

고 양팔을 머리 위로 편하게 쭉 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래서 신체가

이슈트는 넉넉한 기성 드라이슈트보다 웨이트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수중

평균적인 사람은 기성복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신체 구조

에서는 물의 저항을 덜 받아서 활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가 특이하거나 개인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원하면 맞춤 드라이슈트를 구

드라이슈트의 적절한 선택 요소는 슈트의 길이이다. 슈트가 가랑이가 낀

입할 수도 있다.

다든가 웅크리거나 무릎을 굽혔을 때 불편하면 작다고 봐야 한다. 적절하
게 맞지 않으면 수중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 팔, 다리를 움직여

수리의 용이성
드라이슈트를 A/S 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로 직접 보내는 것이다. 이때
A/S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잘해주는가를 알아본다.

서 편안해야 한다. 너무 큰 슈트 또한 문제가 있다. 슈트가 가랑이 아래로
10Cm 이상 크다면 슈트가 너무 크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너무 긴 슈
트는 수중에서 발이 부츠에서 빠질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체의 크기에 비해 발이 작거나 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

보증 기간
드라이슈트의 보증수리 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부 드

하여 최근에는 기성 드라이슈트에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의 부츠를 부착
하여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

라이슈트는 무상 보증이 아주 짧거나 유상 보증을 해주는 반면, 일부는
물이 새는 것에 대하여서도 무상 보증을 해주는 곳도 있다.

적당한 가격
드라이슈트를 사는 것은 웨트 슈트를 사는 것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드
라이슈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드라이슈트는 매우 편하게 다
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반영해 보면 결코 비싼 투자는
아닐 것이다. 같은 드라이슈트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드라이슈트를
구입할 때 가격문제도 비교해 봐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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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에 관련된 장비 세팅

드라이슈트의 관리

목 씰 트리밍(Neck Seal Trimming)

세척

새로 구입한 드라이슈트는 목 씰을 트리밍하는데 목에 꼭 끼이지 않고

다이빙이 끝난 후 드라이슈트는 민물로 세척한다. 드라이슈트의 외부는

편안하게 맞을 때까지 조금씩 자르며 목에 맞추어 본다. 이때 절대로 한

지퍼를 닫고 목과 손목 씰(Seal)을 고무 밴드로 묶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

번에 너무 많이 자르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씰의 둘레가 목의 둘레보다

록 한 후 민물에 담그거나 호스로 물을 뿌려 세척한다. 이것이 번거로우

15% 정도 작게 되게 자르는 것이 알맞다.

면 다이빙 후 드라이슈트를 입은 채로 물을 뿌려 세척을 해도 된다. 슈트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거나 땀이 배어 있으면 내부까지 세척하여도 상관이

◀	드라이슈트를 세척하기 위
해 목과 손목씰을
고무밴드로 묶어 민물에
담근다.

◀	민물에 담근다.

▲ 목씰 트리밍

인플레이터 호스
(Inflater Hose) 연결
호흡기 1단계의 저압(L.P) 홀
에 드라이슈트에 연결할 인플
레이터 호스를 장착한다.
▶ 호흡기 1단계에 인플레이터 호스 연결

BCD와 핀 스트랩 조절
평소 웨트 슈트에 꼭 맞게 해 놓은 BCD는 드라이슈트를 입은 몸에는 맞
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드라이슈트는 웨트 슈트보다 슈트를 착용한
가슴둘레가 크다 그래서 BCD의 스트랩을 조절해야 한다.
다음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드라이슈트의 부츠에 맞게 핀 스트랩을
조절하는 일이다. 드라이슈트 부츠는 웨트 슈트 부츠보다 크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의 핀 포켓이 필요로 하며, 이에 맞게 스트랩의 길이도 조정을
해야 한다.

웨이트 벨트의 무게 결정
드라이슈트는 웨트 슈트보다 부력이 더 많기 때문에 웨이트 벨트도 더 차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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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를 입은 채로 샤워기로 세척하는 방법

없다. 배출 밸브와 저압 주입구를 통하여 민물을 통과시켜 세척해야 한다.

보관

목과 손목 부분의 라텍스 씰은 주기적으로 연한 비눗물에 씻어 인체의 지

보관할 때에는 지퍼가 꺾이지 않게 드라이슈트 행거를 이용하여 걸어두

방질이 고무를 부식시키는 원인을 제거한다. 활석 가루(Talcum Powder)를

는 것이 가장 좋다. 걸어 놓을 경우에도 지퍼를 개방시킨 채 보관한다. 파

뿌려둔다. 지퍼는 왁스를 바르거나 양초로 문질러 부드럽게 해둔다. 실리

이프에 걸쳐 둘 때는 지퍼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허리 부분을 걸친

콘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비눗물과 부드러운 칫솔로 안

다. 이때 허리부분이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굵은 파이프 같은 곳에 걸

팎을 닦아준다. 밸브는 먼지, 이물질이 끼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친다. 가방에 넣어 보관할 때는 지퍼를 완전히 개방시킨 상태로 느슨하게

민물을 사용해 닦아 준다. 제조회사의 지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말아서 넣는다. 이 때 부츠 쪽을 나란히 꺾어서 말되, 지퍼가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한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관한다.
다이빙을 하기 위해 드라이슈트를 옮길 때는 다른 장비에 의해 구멍이 나
거나 밸브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가방에 느슨하게 말아
서 운반하도록 한다.
▶ 드라이슈트는 느슨하게
말아서 보관 또는 운반

◀ 활석가루(Talcum Powder)

건조
드라이슈트는 세척 후에 그늘에
서 건조시킨다. 이때 그늘에 거
꾸로 걸어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내부가 젖었다면 뒤집어서
건조시켜야 한다.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보관 중에 곰팡이가
발생한다.

수리
드라이슈트의 크게 훼손된 것은 제조회사에 맡겨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
러나 사소한 문제는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이버가 직접 수리가 가능
하다. 드라이슈트는 대부분 작은 구멍이나 물이 새는 틈을 수리하기 위해
패치 키트가 있다. 이때 자신의 슈트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료나 권장
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드라이슈트의 건조

누수 점검
만약 드라이슈트가 누수가 생겼다면 먼저 밸브와 씰을 점검한다. 만약 밸
브나 씰이 아니라면 슈트 자체에 성게 가시나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경우이다. 드라이슈트의 작은 구멍을 찾는 방법은 지퍼를
닫고 모든 씰을 고무밴드로 묶은 후 바람을 넣고 바람이 새는 곳을 찾는
것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물속에 담가서 버블이 생기는 곳을 찾거나 비
눗물로 표면을 문지르면 비눗방울이 생기는 곳이 찾는 것이다.

▲ 물속에 담궈서 기포가 일어나는 곳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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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 다이빙 기술

스쿠바다이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드라이슈트

(Dry Suit Diving Technic)

자격이 있는 강사로부터 스페셜티 드라이슈트 다이빙 교육

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반드시

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험이 많은 상급 다이버라도 처음으
로 드라이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하려면 별도의 드라이슈트
다이빙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드라이슈트의 입기와 벗기
드라이슈트를 입기 전에 먼저 내피를 입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드라이슈트
를 입을 때 손목시계, 장신구들을 벗고 입어야 한다. 잘못하면 목 씰이나 손
목 씰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목 씰 아래에 내피가 끼지 않도
록 주의하며 손목 위를 바짝 당겨 입는다. 목 씰은 엄지를 제외한 양손 8개
손가락을 넣어 손바닥 힘으로 씰을 늘린 후 한 번의 동작으로 머리에서 목
까지 넣는다. 그리고 목 씰을 목을 조이지 않게 위치를 잡는다. 심하게 쪼이
는 목 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의식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일부의 네오
플랜 목 씰이나 손목 씰은 안으로 접어 넣도록 된 것도 있다. 등 지퍼는 팔
을 어깨와 수평으로 쫙 펴진 상태에서 버디가 채워준다. 균형 있게 지긋이
힘을 주어 천천히 끝까지 당겨 주어야 한다. 이때 지퍼사이에 내피나 헝겊
보푸라기 같은 것이 끼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슈트를 입고 지퍼를 잠근 다음 슈트 속에 과도하게 들어있는 공기가 입수했
을 때 부풀지 않도록 배기밸브를 눌러 배출시켜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는 몸을 웅크리고 배기밸브를 열거나 목 씰을 잡고 살짝 열어서 슈트 속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다.
드라이슈트를 벗을 때는 짝이 지퍼를 열어주고 엄지를 제외한 양 손 8개 손
가락을 목 씰에 집어넣고 손바닥의 힘으로 목 씰을 늘린 후 한꺼번에 머리
를 통과시켜 벗는다. 다음으로 손목은 엄지를 제외한 반대편 손 4개 손가락
을 손목 씰에 집어넣어 손을 통과시켜 벗는다.

▲ 드라이슈트의 입기와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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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웨이트 벨트와 BCD의 착용
웨이트 벨트 시스템
드라이슈트는 웨트 슈트보다 더 무거운 웨이트를 착용해야 하므로 무게
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허리뿐만 아니라 발목과 BCD에 분산시키는 것

드라이슈트 다이빙의 기술
웨이트 벨트의 조절
BCD와 슈트 속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상태에서 수면이 눈높이에 있도
록 하고, 호흡조절로 하강할 수 있어야 한다. 탱크에 50Bar의 공기가 남
았을 때 5m의 수심에서 안전정지를 할 수 있는 웨이트의 무게가 최적의

이 좋다.

상태이다.

▲ 발목 웨이트 착용

▲ 웨이트 벨트의 조절

BCD(Buoyancy Control Device)

수면에서 부력조절

드라이슈트에 저압의 인플레이터 밸브와 배출 밸브가 장착되어 있지만

수면에서 슈트속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상태에서 부력조절은 BCD로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BCD를 착용하는 것은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 드

만 한다. 수면에서 슈트에 공기가 들어가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공기가

라이슈트 밸브는 슈트 압착을 방지하고 내피 주변에 공기의 형성을 방

위로 몰려 목 부분을 압박한다.

지하는 등의 슈트 내부의 공기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BCD는 수면에서의 양성 부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수

하강하는 방법

면 부양을 위하여 드라이슈트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목 씰이

BCD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상태로 호흡조절로 하강을 한다. 하강

압박되어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목 씰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씰을

도중의 하강 속도가 빠르면 부력조절은 BCD로 하지 말고 드라이슈트에

통해 물이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슈트에 사용하는 BCD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공기는 짧게 조금씩 자주 넣도록 한

형태는 밸브의 위치나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드라이슈트에

다. 이것은 슈트 압착방지, 적절한 공기 공급으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는 백 마운트형 BC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슈트에 적절한 공기가 채워지면 다음에는 BCD로 부력조절을 한다. 수면

BCD를 착용한 다음 호흡기에 장착된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를 겨드랑이

에서 부력조절을 정확히 하였으면 수중에서 부력조절은 드라이슈트에 공

아래로 해서 슈트의 인플레이터 밸브와 연결해야 한다. 인플레이터 밸브를

기 주입만으로도 충분하다.

살짝 눌러 밸브의 작동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후드와 장갑을 착용한다.

수중에서 유영하는 방법
드라이슈트 다이빙은 저항이 많으므로 천천히 유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균형을 잡기가 편하다. 다리를 몸보다 위로 올리
면 다리 쪽에 공기가 몰려서 불편하게 된다.

상승하는 방법
먼저 BCD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중성부력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상
승한다. 이때 팽창되는 공기만큼 슈트 안의 공기를 배출시킨다. BCD의
공기가 남아 있으면 BCD의 공기도 함께 배출시켜 중성부력을 유지하며
상승한다. 공기의 배출은 조금씩 자주 해주고 지나친 양성부력을 만들지
▲ 드라이슈트에 인플레이터 호스 연결

않도록 한다. 똑바로 선 자세로 상승해야 공기의 배출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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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비상사태의 대응책
드라이슈트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부력조절이 어렵게 된다. 드라이슈트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지퍼가 약간 열려 있는 경우, 씰이 찢어진
경우, 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 이음새가 잘못된 경우, 슈트에 구
멍이 난 경우 등이다. 이때는 다이빙을 즉시 중단하고 BCD로 부력을 조
절하여 정상적인 상승속도로 천천히 상승한다. 필요하면 웨이트 벨트를
벗어 버린다.
슈트 속에 공기가 과도하게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경우는 저압 인플레이터
가 고장이 난 경우인데 이때는 인플레이터 호스를 슈트와 분리시키고 공
기를 배출시킨다. 배출 밸브로 배출시키기에 너무 많은 공기라면 목 씰을
살짝 들치거나 손목을 위로 뻗고 손목 씰을 살짝 벌려서 공기가 한꺼번
에 빠지도록 한다. 이때는 슈트 내부로 물이 약간 들어오는 것은 감수해
야 한다.

▲ 목 씰을 살짝 들쳐 공기를 한꺼번에 빼는 모습

다리 쪽에 과다한 공기가 몰린 경우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오그리며
상체를 위쪽으로 한 자세를 취한 후 같은 방법으로 공기를 배출시킨다.
아래로 핀 킥을 힘차게 하여 내려간 다음 몸을 바로 세우고 공기를 배출
시킨다. 다리를 쭉 펼쳐야 무릎 아래쪽의 공기가 잘 빠져 나간다. 이런 경
우를 대비하여 발목 웨이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 웨이트 벨트를 풀어져 잃어버린 경우가 가끔 발
생한다. 이때를 대비하여 웨이트를 BCD와 발목에 분산시켜 착용하면 유
리하다. 웨이트 벨트가 풀어져 잃어버리면 가능한 한 빨리 BCD와 슈트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다. 슈트의 공기를 빨리 배출하는 방법은 팔을 위
로 하고, 위로 한 팔의 손목 씰을 잡고 손가락을 넣어 벌리면 된다. 이때
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사지를 쭉 벌리고 저항
을 많이 주어 상승속도를 가능한 한 느리게 한다. 만약 하강라인이 가까
이 있으면 하강라인을 잡아 상승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때 상승하는 동
안 절대로 숨을 참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드라이슈트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장이 난 장비는 전문가의 수리를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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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쪽에 과다한 공기기 몰린 경우에 배출하는 방법

드라이슈트 다이빙의 훈련과 연습
드라이슈트 다이빙 훈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습한다. 이때 하강라
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습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다.

•	웨이트 벨트가 적절한지 수면에서 체크해 본다. BCD와 슈트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숨을 들여 마실 때 수면이 눈높이에 오는 수준을 점
검한다.
•	숨쉬기로 하강을 하는데 하강 속도가 빠르면 슈트에 공기를 조금씩 넣
으면서 중성부력을 맞춘다.
•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자주 체크하며 호버링한다.
•	중성부력 상태에서 인플레이터 밸브와 배기밸브를 동시에 개방시켜서
슈트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과 배출되는 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느껴본다. 이때 공기가 너무 많이 주입되어 갑자기 상승하지 않도
록 팔이나 다리로 하강라인에 걸치고 한다.
•	수심 10m 정도에서 슈트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슈트의 압착을 느
껴본다.
•	인플레이터 밸브가 고장이 난 상황을 가정하여 호스를 재빨리 분리시
키고 초과된 공기를 배기 밸브를 통하여 배출시켜 본다. 손목이나 목
씰을 당겨서 공기를 배출하는 연습은 육상에서 해도 된다.
•	다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수영하다가 발쪽으로 공기가 몰렸을 때 다리
를 오그려 공중제비하여 상체를 바로 세우고 공기를 배출해 본다.
•	슈트에 공기를 약간 넣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오
그렸다 펼쳐서 몸을 누이고 저항을 받게 하면서 공기를 배출시켜 본
다.
•	머리가 아래쪽에 향해 있을 때 공기를 넣어 떠오르려고 하면 아래쪽을
향해 핀 킥을 하여 부력을 감소시킨 다음 머리를 위로 향한 자세로 전
환하여 공기를 배출해 본다.
•	다이빙이 끝난 후에 드라이슈트의 세척, 관리, 보관 요령을 매뉴얼대로
익힌다.

참고
드라이슈트 다이빙에서의 기본적인 10가지 수칙
1. 항상 최신의 드라이슈트 다이빙 절차와 기술을 익혀둔다.
2. 	수면에서의 부력조절은 BCD를 사용하고, 수중에서의 부력조절은 드라이
슈트를 사용한다.
3.	자신의 장비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비상 절차 시에는 어
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둔다.
4. 	드라이슈트 다이빙 절차와 기술이 습관처럼 될 때까지 수영장에서 연습한
다.
5. 버디끼리 상대방의 드라이슈트에 대해 잘 알아둔다.
6. 	수온과 자신의 다이빙 형태에 맞는 올바른 보온을 유지하게 한다.
7.	수면에서 중성부력이 되도록 웨이트를 조절하고, 과도한 웨이트를 차지 않
도록 한다.
	공기탱크에 50bar가 남았을 때 5m에서 반드시 안전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 	다이빙을 하기 전에 매번 슈트 밸브, 지퍼 그리고 씰을 검사한다.
9.	매번 다이빙을 마친 뒤에는 슈트와 밸브를 세척하고, 슈트를 올바르게 보
관한다. 물이 새는지 확인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전문가의 수리를 받도록 한
다.
10.	자신의 드라이슈트의 한계를 알아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억제할 수 없는 추위를 느끼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고 몸을 말리고 보온
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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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6

제

스마트 다이버의 조건
부

다이버 에티켓
글, 사진 김수열 / 노마다이브 대표, PADI CD,
사진제공 이민정 / 액션스쿠바 대표

리브어보드에서

2021년 9월 지난 추석 연휴를 통해 그토록 희망하던 다이브트립을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온 다이버
들이 소식을 전해 왔다. 여행객을 위해 양팔 벌려 환영해 준 몰디브가 다이빙 업계에 물꼬를 터 준
것이다. 항공기 탑승 전, 입국즉시, 귀국 전 계속되는 괴로운 PCR검사 따위는 1년 6개월 이상 애가
탄 다이버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트립을 다녀온 다이버들은 리브어보드 시설을

글 싣는 순서
- 1부 다이브센터에서
- 2부 다이빙 전용 수영장에서
- 3부 다이브 리조트에서
- 4부 수중에서
- 5부 데이트립 보트에서

이용하였다. 철저하게 검사를 마친 다이버들만을 배에 태워 즐겁고 호사스러운 격리를 누린 것이다.
리브어보드 시설은 제약된 공간에서 적게는 4일에서 길게는 10일을 생활하며 트립을 즐기는 공간

- 6부 -

이라 정해진 규칙과 에티켓이 필수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마트한 다이버들의 알찬 트립을 위한 최

리브어보드에서

선의 선택인 리브어보드 다이빙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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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따른
리브어보드

나라마다의 문화, 기후의 특성,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리브어보드의 재질, 구조, 운영방법이 조금씩 차이
가 있다. 하지만 스쿠버다이빙 트립을 위해 설계된 보트이다보니 두어 번 경험해 보면 어느 배를 타더라
도 낯설지 않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장점을 가진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을 통해 4~6시간의 비
행이면 동남아시아 전지역, 인도양 일부, 태평양 일부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곳은 전
세계인이 탐내는 지역이라 다문화를 한 대의 보트에서 누릴 수 있으니 간단히 특성을 살펴보자.

미크로네시아-팔라우/ 축 (Chuuk)

인도네시아

데이트립으로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곳에는 리브어보드가 운영되고

인도네시아는 가로로 넓게 분포된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보니 다이브사

있다. 한 예로 팔라우의 경우 본섬 인근으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페릴리우섬

이트가 아주 다양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코모도, 라자암팟, 반다해 등

부근에 정박하여 보트 이동 시간을 줄이고 다이빙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은 멋들어진 범선(세이링 요트) 형태로 아주 낭만적이다. 목선임에도 불구하

축(Chuuk)은 데이트립으로 즐기기 어려운 아웃리프는 리브어보드로 즐길 수

고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가시 없는 부드러운 목재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고,

있다. 높은 파도를 피해 리프 안쪽에 정박하고 바다의 컨디션에 따라 사이트

오래된 해적선을 탄 듯한 낭만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무거운 의자와 테이블

를 선택하며 즐길 수 있다. 공통점은 리브어보드가 효율적인 곳에 모선을 옮

의 모서리에 맨발 생활자들이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겨 정박하고 작은 보트(딩기)를 이용하여 사이트 인근으로 이동시켜 입/출수

근래 철선들이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내부인테리어 또한 호텔 리조트 같

하게 된다. 때문에 다이버 그룹이 시간약속을 잘 지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으며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여 쾌적하다. 포토그래퍼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

스케줄에 문제가 없다. 두 곳은 보트 스케줄과 항공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워

을 마련하여, 충분한 충전시설을 완비하고 습도를 조절하여 전자장치에 피해

대략 10일 정도 일정을 계획해야 하며, 여행비용은 항공료를 제외하고, 6~7

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인도네시아가 가로로 길다보

일 일정으로 18회 다이브가 미화 3,000~3,500$ 정도이다. 술을 제외한 모든

니 국내선은 필수이며, 보통 8일~9일 일정도 계획해야 한다. 여행일정으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개의 리브어보드 회사가 운영 중인데 가장 효율이 높

5~6일 다이브 트립에 16회 정도 다이빙이 가능하며 비용은 약 미화 3,000$

은 보트는 상선으로 사용되던 배를 리모델링하여 다이빙 보트로 사용하고 있

정도로 술과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으며, 규모가 크다보니 배는 느리지만 휴게 공간이 곳곳에 있어 답답하지 않
다. 다만 철선이다보니 바닥이 뜨겁고, 진동이 크며 아늑한 느낌은 덜하다.
팔라우 저먼 채널

팔라우 리브어보드
솔리튜드 플릿

태국-시밀란

몰디브

태국은 서북부/남부 연안에 걸쳐 길게 펼쳐진 곳으로 데이트립과 리브어보

리브어보드 여행자라면 꼭 한번 가보길 권한다. 그간 만타레이 한번 보는 것

드 트립 모두 가능하다. 특히 서북부의 시밀란, 수린 국립공원은 매년 10월말

이 꿈이었다면, 만타레이 무리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날아들 테니 말이다. 매

~5월 초까지 약 7개월만 오픈하여 리브어보드를 개방하며, 외의 시간은 섬

끈하게 빠진 날렵한 보트는 럭셔리를 뒤집어쓰고 있는 듯하다. 보통 일요일

과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 또 9개의 커다란 섬으로 길게 배치

출발하여 일주일 트립을 마치고 일요일에 귀항하기 때문에 9일~10일 정도

된 시밀란은 주기적으로 섬을 번갈아 닫아(다이빙을 금지) 섬이 회복할 시간

여행일정을 권장한다. 보트는 일주일 트립에 약 17회 정도다이빙을 포함하고

을 준다. 미화 1,200~1,500$정도면 4일~5일 일정으로 12~14회 다이빙을

미화 2,000$~4,500$까지 다양하다. 세로로 길게 분포된 몰디브의 특성상

즐길 수 있다. 포인트가 어렵지 않고, 다양한 태국음식을 즐길 수 있어 리브

보트의 이동경로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며, 음식(고기를 구경하기 힘듬)과 서

어보드 입문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단점은 지역 특성상 목선이 대부분이며,

비스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므로 리브어보드에 진진한 다이버라면 비싼 보트

크기가 작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저렴한 보트는 20년 정도 되어 오래

를 권장한다. 몰디브의 경우 환경세, 국립공원입장료, 크루 팁으로 500$이상

된 목재와 매일 조리하는 주방으로 인해 벌레들이 출몰하는 일이 많다. 때문

지출되므로 기억해 두길 바란다.

에 새로 리모델링되어진 철선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쾌적한 트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리노베이션 철선보트

저가형 목선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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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에티켓
리얼 스토리 1 모닝콜과 지각생

리얼 스토리 3 내 장비는 어디에?

늦은 체크인으로 피곤했던 다이버는 다른 다이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

다이빙 준비가 조금 늦은 우리 C 여성다이버는 슈트를 입으며 무언지 모를

리에 잠을 깨 양치질을 서둘러 마치고 장비를 준비하러 데크에 내려왔지만

불편을 호소한다. 나머지 일행이 준비를 마친 터라 바삐 다이빙을 하게 되었

이미 다른 다이버들은 딩기보트에 탑승을 하고 있었다. 혼자 여행을 온 외국

다. 출수 후 멀미로 밥을 못 먹었더니 살이 빠진 것인지 슈트가 커졌다며 뭔

인 다이버 A는 우리 그룹에 기다려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지만, 수트도 입

가 이상하다고 한다. 잠시 후 다른 딩기보트가 도착하고, 태국인 그룹의 날

지 않은 A를 기다리기엔 우리 모두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 미안할 것 없지만

씬한 남성다이버가 BCD를 벗으며 슈트가 작다고 불평하는데, 그의 슈트는

미안하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 그룹은 첫 다이빙을 마쳤고, 다이빙 후 모선으

보고는 모든 다이버들이 가슴이 왜 이러냐며 웃음을 터트렸고 “커토이(Lady

로 올라온 우리에게 조금 기다려주지 못하냐며 불평하는 A로 인해 그룹 전

boy)”라며 농담을 던지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본인의 슈트를 남자 다이버

체가 불편한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다.

에게 빌려주게 된 우리 C 다이버는 내내 찝찝한 기분으로 다이빙을 했다.

에티켓 새로 건조된 럭셔리하게 생긴 시밀란 리브어보드 모닝콜은 보트 스
텝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르려주며 “굿모닝” 이라고 스윗하게 말해준다. 대
부분의 보트는 두부장수의 종소리와 같이 요란스럽게 울려 화끈한데 말이다.
항공기 스케줄이 저마다 달라 체크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늦은 밤 비행기
로 푸켓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2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고 나면 새벽 3시
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인사조차 못
하고 다이빙 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스케줄과 컨디션 조절은 귀한 휴
가를 위해 필수이다.

리얼 스토리 2 제발 술은 적당히
다이빙 트립 중 생일을 맞은 유러피언 D 다이버가 있어 보트는 저녁 내내 시
끌벅적했다. 골든벨을 울려 모든 다이버들에게 맥주를 선사했고, 일정이 끝
나갈 무렵이라 보트 내 다이버들은 대부분 친해져 있어 소음에 대해서도 관
대했다. 그런데 문제는 얼큰하게 취해버린 거구의 D 다이버가 다른 남성의
방에서 잠들어버린 것이다. D 다이버를 옮기는데 한계를 느낀 방 주인인 남
성 두 명은 그날 살롱(거실)의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에티켓 사고는 아니었으나, 간혹 인기 좋은 브랜드의 장비는 다른 다이버들
에티켓 보트에 탑승하면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방 번호를 받아 개인 짐을

과 바뀌기 십상이다. 보통 리브어보드에서는 개별 실린더와 장비박스가 있어

모두 정리하고, 자신의 공간을 세팅한다. 혼자 온 다이버들은 생전 처음 보는

분리되어 있지만, 보트 스텝들이 비슷한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에 바뀌곤 한

다이버와 긴 일정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은 감수하고, 믿음과 배려는

다. 때문에 장비를 정리하는 것은 다이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필수이다. 보통 일정 첫날이 아니고서는 방을 찾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

장비에 본인만의 액세서리나 밴드 등을 이용해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만 흥에 겨운 나머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슈트는 안쪽에 본인의 이니셜을 적어두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새로운 친구를 찾아온 다이버도 있겠지만 조용한 휴

리발이 바뀌는 경우는 다이빙 내내 작거나 큰 오리발로 고생하게 되므로 각

가를 즐기고자 오는 경우도 있으니, 분위기 파악을 위한 눈치는 필수이다.

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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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취향에 집착한 음식

리얼 스토리 4 안녕? 그런데 누구세요?
다이빙을 마치고 수면에 상승하니 훤칠하게 생긴 파란 눈의 미남다이버 B가
있었다. 아주 당연히 반사적으로 Hi~ 라고 인사했지만 누군지 모르겠다. 그
는 멋쩍은 표정으로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듣자하니 사진을 찍다 그룹
과 잠시 떨어져 급하게 따라와 보니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우리 딩기보트에 올라 그가 타고 온 그룹을 찾고 있으나 배 이름을 기
억하지 못하고 가이드 이름만으로 찾다보니 쉽지 않았다. 우리 7명은 오리발
을 들어 강한 태양을 가리고 훤칠한 미남 B와 20여분을 바다 위를 누벼 그를
무사히 돌려 보내주었다.
에티켓 보통 리브어보드는 20명 내외의 다이버를 수용하며, 유명한 다이브
사이트의 경우 4~5척의 배가 한곳에서 다이빙 하게 된다. 보통은 선장이 혼
잡을 덜기 위해 시간을 조절하지만 물속에서 100명씩 되는 다이버들이 6~8
명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이빙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넓은 바다가 좁게 느
껴진다. 이때 물속에서도 교통정체가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게 되고, 다
른 다이버와 충돌도 빈번하다. 때문에 그룹과 이탈하는 경우 내 그룹을 찾아
가기 어렵다. 위의 파란 눈의 B 다이버는 홀로 상승, 표류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를 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타고 온 보트 이름을 바르게

리얼 스토리 6 물 부족 사태

알았더라면 다른 이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우리 일곱 명도 이 일

5박6일의 다이빙 트립을 마치고 보트는 느린 속도로 육지로 향하고 있다. 정

을 통해 하나 배우게 되었으니 아주 긍정적인 에피소드였다.

리가 능숙한 다이버들은 육지로 나갈 준비를 마쳤지만, 세척된 개인 장비가
오버웨이트 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건조시키느라 몇몇 다이버들은 땀에 흠

리얼 스토리 5 내 눈과 나는 어디로?

뻑 젖어 동시간대에 마지막 샤워를 하게 되었다. 나는 샤워실에서 터져 나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바다인 이곳

는 고함소리를 듣고 난감한 상황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보트에 저장된 민물

에서 로맨틱한 석양과 함께 칵테일 한잔은

을 모두 사용해버린 것이다. 영화에서나 생길법한 상황에 처한 그들은 비누

리브어보드만의 특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품을 머리에 얹고 서로 자신이 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보트리더는 하

노을을 옆에 두고 통로에서 오늘 갑자기 커

는 수 없이 아까운 생수를 방마다 나누어 주었고, 무거운 생수병을 들어주어

플이 되어버린 남녀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

야 했기에 룸메이트와 부끄러운 동반 샤워를 해야만 했다.

을 속삭이는 바람에 배의 통로 한쪽이 막혀
에티켓 리브어보드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해수를 담수로 변환시켜 사용하

버린 것이다. 때문에 다이버들이 반대편 통
로로 돌아다녀야만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
고, 그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는 자리와 기회

보트 좌현과
우현의 통로

를 빼앗겼다. 이후 그들은 맨 윗 층 선덱으로 옮겼지만 밤하늘의 은하수와 별
을 보러간 다이버들은 별 말고 다른 구경을 해야 했다.

기도 하며, 25,000~ 30,000리터의 민물을 배 아래쪽에 저장하여 트립 내내
사용하기도 한다. 이물은 샤워, 장비세척, 그리고 설거지용으로 대부분 사용
되는데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트 탑승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물을 아껴 사용해 달라고 공지한다. 하지만 리브어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다
이버들은 하루에 3~4회 진행되는 다이빙 후 매번 샴푸와 샤워를 하다 보면

에티켓 다이빙 여행을 빨간날(주말, 국경일 등)에 맞춰 그룹으로 다니는 동

약 20회에 달하는 다이빙을 마칠 때쯤이면 물이 바닥날 수 있다. 끈적거리며,

양인들과 달리, 온전히 내 일정으로 혼자 혹은 커플로 즐기는 다이버들이 대

바스락 거리는 소금이 태양아래 건조되어 온몸에 느껴지면 아주 불편하고 피

부분이다. 문화와 생각이 다른 다이버들이 한 공간에서 다이빙이라는 공통된

부에도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구의 제한된 자원인 물을 아껴

테마로 모여 있으니, 불편인지 좋은 구경인지 모를 묘한 감정을 느껴야 할 때

쓰는 마음으로 다이빙 후 샤워는 샴푸 없이 민물로 바닷물만 닦아내는 정도

도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표현하는데 있어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할 이

로 사용하고, 하루 일정이 끝날 때 샴푸샤워를 권장한다. 그리고 보통 보트

유는 없겠지만, 공간을 독차지 하지는 말아야겠다. 또 흔히 공용공간에서 개

에서 제공되는 수건 또한 한번 닦고 세탁을 요청하는 것은 자제하고, 스포츠

인 짐(옷, 노트북 등)을 두어 타인이 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향이 독

타월 같은 개인 수건으로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지구별에서 바다를 즐기는

특한 음식물을 섭취하여 다른 이들을 쫓아 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물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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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다이버가
되기 위한 팁
그 때가 되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 - 히로세 유꼬(작가)
여행을 떠나 온 것은 일상과 다른 낯설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지만 ‘나’ 라는 껍질을 벗어두고, 벽을 허물고 경험해
보니 그 곳에 가야만 보이며, 그 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다이버들을 이해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리브어보드 다이빙에 익숙하지 않은 다이버들이 이전의 다이빙
과 달라진 비용과 복잡한 규칙, 번거로움에 당황하거나 효율적인 다이빙 스타
일에 너무 감동하지 말고, 문화와 지역의 차이를 받아들여 즐기고 다른 이들
을 이해하여 새로운 다이버를 사귀어 보기 바란다.

With Corona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아주 긍정적이다. 몇몇 지역에서 샌드박
스, 트래블 버블이라는 표어로 여행을 허용하는데. 입국자들에게 현금처럼 사
용 가능한 바우처, PCR 무료검사를 제공한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들은 필수격리가 면제되고 있어 여행업계에도 숨통이 트이는 듯 보인다. 귀하
게 얻은 기회를 잃지 않도록 각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방역수칙을 지켜 조금
더 나은 날을 맞이하길 바래본다.

•	리브어보드 전문 여행사
- 액션스쿠바 02-3785-3535 / www.dive2world.com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PADI Course Director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조명 교수
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겸임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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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력 12년의
14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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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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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강사시험) 2021.2.20~21 (제주)
IE(강사시험) 2021.4.23~24 (제주)
IE(강사시험) 2021.6.25~26 (제주)
IE(강사시험) 2021.8.20~21 (제주)
IE(강사시험) 2021.10.22~23 (제주)
IE(강사시험) 2021.12.18~19 (푸켓)

김수열

변병흠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총판

서울특별시
서울
마포구강남구
토정로14길
논현로
23.
26길
#102
30-8 B02
02.6012.5998 I 010.7114.9292
02.6012.5998
070.7624.5998
www.nomadive.com I www.idc-korea.com
www.nomadive.com
nomadive@gmail.com

노마다이브

nomadive

◆ NOMADIVE 소속강사
서울지역

이동영 강사

대전지역

오윤선 강사

프리다이빙

경기 수원

황욱 박사

경기 광명

박재훈 강사

남윤형 강사

영어교육

이상연 강사

분당지역

김일석 강사

인천지역/일어교육

박주형 강사

어린이교육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박준희 강사

피지

변순재 강사

기업담당

김충회 강사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이태영 강사

안준우 강사

강인석 강사

남성우 박사

김주석 강사

COLUMN

남아공 사딘런(Sardine Run),

7㎞ 크기의
거대한 정어리 무리
남아프리카~인도양 대이동의 수수께끼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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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 물고기 무리’로 일컬어지는 정어리 무리의 대이동은 해마다 6∼
7개월 사이에 남아프리카 끝에 위치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해
안에서 벌어진다. 수천만에서 수억 마리의 정어리가 길이 7㎞, 폭 1.5㎞, 두
께 30m의 거대한 무리를 이룬 채 해안을 따라 이동한다. 정어리 무리는 육
상에서 맨눈으로 보일 만큼 밀도가 높다.
바다의 포식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빠른 속도로 유영하는 긴부
리참돌고래가 1만8000마리까지 모여 정어리 무리를 이리저리 몰기 시작한
다. 위기를 느낀 정어리들은 보호 본능으로 공처럼 뭉친다. 하지만 지름 10
∼20m에 깊이가 10m나 되는 밀도가 높은 ‘정어리 공’은 포식자의 공격을
부르는 신호탄이 된다. 바닷새와 상어, 돛새치 등 포식어, 고래 등이 몰려
들어 잔치를 벌인다.
해안 주민들도 너도나도 후릿그물로 정어리를 포획한다. 또한 포식자의
정어리 공격 모습을 보기 위해 전세계의 다이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
광수입도 늘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연례 ‘사딘 런(Sardine run)’은
국제적인 관광 빅 이벤트로 남아공 주민의 톡톡한 수입원이기도 하다.

정어리
(영명: Sardine, 학명: Sardinops melanostictus)
정어리는 청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이다. 몸길이는 15~30cm 가량이고, 몸
색깔은 등 쪽은 암청색이 나고, 옆구리와 배 쪽은 은백색이 난다. 옆줄은 없
고, 옆구리에 7개 정도의 검은 점이 한 줄로 있다. 머리에 비늘이 없고, 몸통
에 비늘은 떨어지기 쉬운 둥근 비늘이다.
정어리는 부화 후 1~3년 만에 어미가 되고, 수명은 5~8년이다. 촘촘히 무
리지어 해안을 따라 이동해가면서 많은 양의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이들은
각기 태평양과 인도양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남·북아메리카의
서쪽과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연안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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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의 정어리 대이동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

라) 찬물을 좋아하는 대서양 집단이었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다. 그러나 왜 정어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 논란거리다. 보통 동

대서양 집단이 인도양 쪽인 남아프리카의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유로

물은 번식이나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한다. 그러나 정어리의 산란장은 남

연구자들은 찬 용승류를 들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차고 영양분이 풍부한

아프리카 끝에 위치하고 무엇보다 온대지방의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이 먼 바다에서 대륙붕으로 밀려와 솟아오르는 해역이 형성되는

왜 살기 힘든 아열대의 인도양으로 가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그동

데 대서양 집단은 여기에 이끌린다. 문제는 이 용승류가 일시적이라는 사

안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발표했다. 과거 환경이 달랐을 때 산란장으로

실이다. 테스케 교수는 “일시적인 용승류의 찬물이 서쪽 해안의 정어리를

향하던 유산이라거나 서식지를 넓히려는 행동이라거나 또는 포식자에 쫓

끌어들이지만 이들은 따뜻한 인도양 서식지에는 적응돼 있지 않다”고 설

겨 밀려난 것이라는 등의 가설만 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명했다. 게다가 해안 바깥에는 강한 난류인 아굴라스 해류가 남쪽으로 흐

남아프리카의 정어리는 대이동을 하는 무리와 서식지에 머무는 두 집단으

른다. 정어리 무리는 난류를 피해 해안을 따라 역방향으로 흐르는 찬 조

로 나뉜다. 어떤 정어리가 왜 이동하는지를 유전적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류를 타고 인도양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생태적 덫에 걸린 셈이다. 좁은

나와 오랜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제공했다.

해안에 갇혀 이동하는 정어리들은 열 스트레스와 먹이 부족으로 체력이

피터 테스케(Peter R. Teske)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대(Johannesburg

떨어진 상태에서 포식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고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University) 교수 등 국제연구진은 지난 9월15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

밝혔다. 그렇다면 왜 정어리들은 번식이나 먹이와도 무관한 고난의 행군

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논문에서 “정어리의 대이동은 생태적

을 계속하는 걸까.

덫에 걸린 것(The sardine run in southeastern Africa is a mass migration

테스케 교수는 “정어리의 대이동은 아마도 빙하기 때 번식지를 찾아가던

into an ecological trap)”이란 주장을 폈다.

유산일 수 있다. 지금은 아열대이지만 인도양 서식지가 당시에는 찬물이

이제까지는 찬물을 좋아하는 대서양 집단은 그대로 머무르고 더운물을 좋

풍부한 중요한 양육장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이동을 하는 정어리

아하는 인도양 집단이 해안을 따라 북상해 인도양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

가 찬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란 이번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 지역

다. 그런데 유전자 분석 결과는 달랐다. 연구에 참여한 루치아노 베헤리거

의 주요 관광자원인 정어리 대이동이 머지않아 중단될 수 있음을 가리킨

레이(Luciano B. Beheregaray) 호주 플린더스대(Flinders University) 교수

다. 연구자들은 “바닷물이 더워지면 수십 년 안에 대이동은 멈출 것”이라

는 “놀랍게도 대이동에 나서는 정어리는 (더운물을 좋아하는 집단이 아니

고 내다봤다.

일시적으로 찬물이
솟아올라
대서양 집단 서식

저온
대서양 집단 산란지

대서양 집단이
아열대 서식지로 이동

고온
류 t)
해 r en
스 ur
라 C
굴 as
아 lh
gu
(A

인도양 집단 산란지

인도양

정어리
대서양
알, 유충

알, 유충

유어, 성어

유어, 성어

영명: Pacific Sardine
학명: Sardinops melanostictus

찬물을 좋아하는 대서양 집단의 정어리(파란색)는 일시적으로 찬물이 솟는 용승류 해역(가운데 둥근 부분)에 이끌렸다
용승류가 사라진 뒤 어쩔 수 없이 해안을 따라 인도양 쪽으로 북상한다(파란 화살표).
피터 테스케 외 (2021)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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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칼럼

이미지 제공 : 캐리비안 다이브 센터

한국에서 PADI 머메이드가
되는 것에 대한 4가지
머메이드 다이빙은 현실에서 한 발, 다른 한 발은 환상의 세계입니다. 인어

이드가 실제일 뿐만 아니라 (거의), 머메이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습

이야기는 수세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신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어

첫 번째는 우선. 우리의 해양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 여러분은 수중 환경에

처럼 사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환
상과 달리,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음, 거의 현실로, 머
메이드 장비와 테일은 머메이드 다이빙을 통해 허구와 사실을 연결하여, 이
신비로운 문화의 문을 열어 줍니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PADI 머메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PADI
프리다이버 코스와 마찬가지로, 머메이드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코스로, 참
여하기 위해 사전에 스쿠버나 프리다이빙 경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초보
자와 수중 경험이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전
형적인" 다이빙 커뮤니티 외부에서 온 많은 머메이드 애호가들을 환영합니
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PADI 디스커버 머메이드 및 PADI 베이직 머메이

머메이딩은 무엇인가요?

드 코스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만 10세에는 PADI 머메이드 코스 코스에 참가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신비로운 생물의 이야기와 신화는 사실입니다. 머메

할 수 있어 온 가족을 위한 훌륭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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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PADI 머메이드 코스들이 가능한가요?
PADI 머메이드 프로그램은 4가지 레벨로 구성됩니다.
① PADI 디스커버 머메이드 체험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얕고, 제한된 수역에서 간단한 머메이드 활동을 소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머메이드에 대한 모든 소문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여러분이 머메이드를 시도할 수 있는 유동성있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
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② PADI 베이직 머메이드 코스
머메이드 다이빙의 배경과 문화에서 부터 장비와 기본적인 수중 스킬에 이
르기까지 머메이드 다이빙의 기본 재미를 소개하고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
지식과 원칙을 뒷받침하는 학습과 제한 수역 스킬 개발 세션을 결합합니다.
③ PADI 머메이드 코스
최소한 2개의 워터 세션이 있습니다.베이직 머메이드 세션과 추가 세션으로,
더 역동적인 머메이드 스킬이 추가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머메이드 다이빙
이미지 제공 : 카리브 다이브 센터

을 다른 유형의 다이빙과 구분하는 표현적이고 재미있는 스킬이며, 관객에
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몇 가지를 포함합니다.
④ PADI 어드밴스드 머메이드 코스
여러분이 PADI 머메이드 코스에서 숙달하게 될 모든 스킬과 더불어 개방 수

머메이드에게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역에서 2 회의 추가 세션이 포함됩니다 – 즉, 머메이드 다이빙에 적합한 수

우리는 여러분이 물에 뛰어들어 머메이드의 꿈을 꾸기 시작하기를 열망한다

영장 보다 훨씬 큰 자연의 지역 수역, 또는 특별히 제작 된 사이트로 - 머메

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머메이들이 수중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필요한

이드 다이빙이 자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몇 가지 주요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스노클, 핀, 웨이트 벨트,

훨씬 더 가깝게 머메이드 다이빙을 만듭니다.

웨트 슈트(여러분의 장소에 따라 다름)와 또 물론 여러분이 물 속을 수영하
는 것을 돕기 위해 모노핀으로 알려진 일부 핀 또는 머메이드 테일이 필요
합니다.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는 여러분이 머메이드 트레이닝을 완
료하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머메이드들은 모든 종류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ADI
머메이드 강사 Mara Restelli(마라 레스텔리)는 “머메이드를 위해 디자인된
모노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머메이드 테일, 어울이는 상의… 저는 다
양한 스타일과 색깔이 있는 머리 가발, 페이스 크리스탈, 방수 메이크업, 친
환경 글리터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PADI 머메이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전 세계의 PADI 다이브 센터, 리조트 및 강사들은 PADI 머메이드 코스들과
이벤트를 주최하고 현재 PADI 머메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ADI 5스타 다이브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PADI 머메이드 투어 내내
전문적이고 뛰어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최고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멋진 머메이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
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개의 PADI 머메이드 센터를 통해 머메이드 트레이닝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판다 스쿠버(PADI 5 스타 IDC) - 대구
문의 : 053-784-0808
•카리브 다이브 센터(PADI 5 스타 다이브 리조트) - 경기도 용인
문의 : 070-4656-5132
한국에서 열리는 PADI 머메이드 코스에 등록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려
면 해당 지역의 PADI 머메이드 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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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X-MISSION

EVOLUTION

X-Mission은 모든 영역의 테크니컬 다이버, 그리고 여행 친화적인 패키지로 유연성과
내구성의 최상의 조합을 원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모두에게 이상적인 드라이 슈트입니다.
이 혁신적인 드라이 슈트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굴 테크니컬 다이버 팀과
협력하여 설계하였고, 특수 제작된 최첨단 소재와 제작 방법을 사용합니다.
X-Mission은 모든 드라이 슈트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평가된 소재를 사용하여 수중과
수면에서의 움직임에 적합하며, 여행용으로 쉽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
매우 유연한 신형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는 내구성이 뛰
어나고 가볍습니다.
무게 : 395 gr / sqm.

특징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 / 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
을 줄여줌
• 최상의 편안함을 위한 해부학적 형태의 몸통, 팔, 다리
•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와 오프셋 지퍼의 지퍼
플랩은 드라이 지퍼와 외부 플랩 사이의 접촉을 피하게 함
• 발열 시스템용 강화 패치 포함
• 내구성 강화를 위한 허리 M-PADZ 보강 패널
• 	드라이 슈트 뒷면에 조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로 완벽한
착용감을 제공
• 현장 교체 가능한 멜빵 및 가랑이 스트랩
• 4 포인트 멜빵 포함
• 내구성을 위해 내부 직물에 2중 원단의 강화된 피(pee) 밸브 패치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 	2 바늘 “펠트 이음새” 구조는 이음새의 무결성을 높이고 프로파일
이 낮으며 마모가 적고 깨끗하게 보임
• 	내구성 강화를 위해 “중요 마모” 이음새 지점에 유연한 이중 테이
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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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DITION

HD2 TECH DRY

Expedition 시리즈 슈트는 X-Mission과 유사한 컷 앤 핏으로 가장 내구성이 높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다이빙을 위해
두께를 최소화하고 수중에서의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내구성 있는
기능으로써 이 슈트를 강화했습니다. 소재 등급은 시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슈트 중 하나이며, 단순화된 심 구조는
슈트의 내구성과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소재
가볍고 유연하며 튼튼한 NYLON과 CORDURA 패브릭의 독점적인 조
화는 드라이 슈트 수명을 연장시키고 전체적인 슈트 내구성을 향상
시킵니다.
하단 소매, 가랑이/엉덩이 및 하단 다리를 추가로 보호하는
CORDURA RipStop 패브릭.

특징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 / 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보호용 지퍼 플립이 장착된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
을 줄여줌
• 최상의 편안함을 위한 해부학적 형태의 몸통, 팔, 다리
•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몸통과 신축성 있는 가랑이 스트랩은 앞쪽에
퀵 릴리즈 버클과 뒤쪽에 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됨
• 4 포인트 멜빵 포함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 	2 바늘 “펠트 이음새” 구조는 이음새의 무결성을 높이고 프로파일
이 낮으며 마모가 적고 깨끗하게 보임
• 	내구성 강화를 위해 “중요 마모” 이음새 지점에 유연한 이중 테이
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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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드라이슈트 X-Mission Evolution 또는
Expedition HD2 Tech Dry 구매시, SB SYSTEM

드라이슈트
내피 증정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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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피 상하의(소가 48만원) 무상 증정.
기간: 9월 23일 ~ 11월 30일
* 재고 소진시 별도 공지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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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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해수부, 독도 수중생태도감 발간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담은 ‘독도, 그 바닷속에는’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갯벌, 암반 등 우리 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는 우리나라 전 해역을 2
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돌아가며 매년 실시된다. 이번에 발간된 도감은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에 서식하는 130여 종의 해양생물과 함께 연안해역과는 다른 독도만의 지
형적 특성, 한류와 난류, 열대와 아열대 영향 등을 소개하고, 독도의 육상 생태계도 살펴보는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을 망라하였다.
독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해조류, 무척추동물, 어류, 심해생물 등 주요 생물군별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고, 수중촬영 시 빛의 강도와 양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해양생물의 아름
다운 모습을 함께 담아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독도는 기상상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날이 제
한적인데다가, 독도 바닷속은 일반 국민들이 더더욱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도감을 통해
국민들이 생생한 독도 바닷속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도감에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해양생태계
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그 바닷속에는’ 도감을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 누
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두갈래분홍치
엽체는 붉은색의 가죽질이며,
가지 끝부분이 두 갈래로 나
뉘어져 둥근 형태를 띠어 전
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다. 조간대 하부에서부터 조
하대 수심 20m의 바위 표면
에 부착하여 5~15cm까지 자
란다.

104 |

흰갯민숭달팽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점과 노란
색 가장자리 테두리로 인해 독
도 바닷속에서 가장 흔히, 쉽
게 발견되는 갯민숭이류이다.
몸통 길이는 4cm 내외이며,
몸통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길
이는 2배까지 차이나며, 해조
류 포자나 이끼벌레 또는 옆새
우류와 같은 중소형 저서동물
을 먹는 잡식자이다.

왕벚꽃하늘소갯민숭이
독도 바다에서 봄~여름철
에 볼 수 있으며, 몸통 길이는
3~4cm 정도이다. 산호나 히
드라와 같은 자포동물을 주로
먹으며, 먹이로부터 섭취한 독
침을 아가미 돌기 끝에 저장하
여 자신을 포식하려는 적들에
대한 방어무기로 활용한다.

예쁜이갯민숭이
독도를 포함하여 난류의 영향
을 받는 비교적 고수온 해역에
서 주로 서식한다. 몸통 길이
는 4cm 내외이며, 등 면에는
좌우대칭의 흰색 무늬가 있다.
말미잘, 산호 또는 히드라와
같은 자포동물의 촉수를 뜯어
먹는 육식성 포식자이다.

검정큰도롱이갯민숭이
독도 바다에서 여름철에 주로
출현하는 갯민숭이류의 한 종
으로, 아열대 히드라류에 속하
는 산호붙이히드라의 촉수를
갉아 먹고 사는 육식성 포식
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
은 산호붙이히드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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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산호초가 최근 10년 사이에
14%가 사라졌다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기후 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 산호초 14%가 10년 사이에 사
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이 지원하는 세계 산호초 관찰 네트워크
는 73개국 1만 2천여 개 지역에서 1978년부터 2019년까지 40년간 200만 차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례 이상 산호초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산호가 존재의 위기에 빠졌다는 내
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새 세계 산호초의 14%에 해당

상시개장
365일 24시

은 "산호 지대가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높게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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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온도와 관련됐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어업활동과 수질 악화 등도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하는 1만1천700㎢의 산호초가 사라졌다. 산호초는 해저 면적의 단 0.2%를
차지하지만, 해양생물 25%의 서식지이다. 산호초가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
은 수온이 급격히 변해 산호에 영양을 공급하는 조류가 사라지고, 이 때문
에 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구진

산호초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 산호초 30%가 있는 동남아시아 산호 삼각지대가 수온 상승에
덜 영향을 받고 심지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다소 희망적인 내
용도 담겼다. 연구진은 "산호 삼각지대가 보여준 회복력은 다양한 산호의
존재가 수온 상승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며 "이는 기온상승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른 종을 보호하고 또 복구하는 방
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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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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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 달성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
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
으로 규정되어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
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
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
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
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
개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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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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바다이빙 투어를 갈 땐? 일주일 전에 바다날씨 확인하세요
10월 21일부터 생활해양예보지수 예보기간을 3일→7일로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해양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10월 21일(목)부터 생활해양예보지수 예보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
일로 확대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생활해양예보지수는 해양·기상 예측정보(수온, 물때, 파고, 바람 등)를 종합

서비스 현황
지수
(지표점수)

지점

스킨스쿠버지수

16개소

해수욕지수

48개소

뱃멀미지수

27항로

바다낚시지수

28개소

바다갈라짐
체험지수

14개소

갯벌체험지수

17개소

바다여행지수

3개소

서핑지수

1개소

매우좋음
(4.7~5)

좋음
(4~4.7)

보통
(3~4)

나쁨
(2~3)

매우나쁨
(1~2)

적으로 분석하여 바다낚시, 해수욕, 서핑, 스킨스쿠버, 뱃멀미, 바다갈라짐체
험, 갯벌체험, 바다여행 등 총 8종의 해양활동 가능 정도를 매우 좋음부터 매
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누어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생활해양예보 기간을 7일로 확대하여 한 주간의 해양활동 가능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해양예보지수에는 5단계의 지표뿐만 아
니라, 파고, 수온, 기온, 물때 등 종합적인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담아 함께
제공한다. 특히, 1~3일간의 단기예보와 4~7일간의 중기예보로 구분하여 각
각 오전과 오후, 일 단위로 매일 예보를 갱신하여 제공함으로써 예보의 활용
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위치도

생활해양예보지수 7일 예보 서비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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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수중 세계를 탐험하세요.
PADI 머메이드가 되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 PADI
2021
108
|

모험을 리더하기
PADI 다이브 마스터되기

© PA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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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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12일(금) ~ 14일(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5일(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 12일(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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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ww.gotaketeam.com
E: xpdlam@naver.com
T: 010-4605-0970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1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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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71-5586(센터)
010-8618-392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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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21 / 1층,지하

DEEPPER DIVE, IN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북3길 14-28

도두3길 20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다이브랩

장태한 (보홀)

전유봉 (세부, 날루수안)

한덕구 (세부)

W: deepper.co.kr
E: 0645jj@hanmail.net
T: 070-7667-9641
+63 38-502-9642
+63 921-614-2807
Deepper Dive, Inc.
Daorong Danao Panglao
Bohol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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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divelab.co.kr
E: handuck9@hotmail.com
T: 070-8683-6766
010-8930-0441
+63 917-927-4800
Kawayan Marine, Pu-ot,
Punta Engano, Lapu-Lapu,
Cebu, 6015, Philippines

DIVE FO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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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리나 다이브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이용환 (부산)

정지안 (보라카이)

박제이 (괌)

W: diveforu.com
E: lyh018@naver.com
T: 051-554-7775
010-9213-8361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2번길1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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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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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 14일(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5일(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 12일(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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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센터 : SEA U Dive센터 031-907-3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9번지

다이나믹보홀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21 /1층,지하
010-4871-5586(센터)/010-8618-392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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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12일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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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

브 센터”에서 2021년 9월 10~12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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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강사 시험에는 이영숙, 정현진, 박근영, 장민주, 한승민, 이종현, 배석원,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안병배, 김태현, 류인영, 양선화 총 11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
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
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PADI 강사시험 → 제주 2021년 10월 8~10일

IE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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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다이브 센터”에서 2021년 10월 8~10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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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강사 시험에는 전형진, 김대근, 최성일, 허재진, 김아람, 정창희, 정도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

윤, 정상환, 한슬기, 권혁만, 전덕진, 정은희 총 12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

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

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

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

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
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
행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9월 17~19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에서 2021년 9월 17~19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병석, 신명섭, 정은희, 이수빈, 박정환, 김동영, 전덕
진, 이익현, 장대웅 총 9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
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씨가 IE를 진행하
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1년 10월 29~31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에서 2021년 10월 29~31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장형용, 강성길, 김혜나, 이호승, 지승규, 손유리, 김창
래, 윤세희, 이만규, 신사랑, 양철웅, 이상민, 김시우, 박주호, 장경재, 이경
익, 조재훈, 김재근, 김수재, 김민, 김기주 총 21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
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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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
2021년 9월 28일,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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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
스가 2021년 9월 28일, 10월 12일에 걸쳐 서울 스쿠버인에서 김부경씨에 의
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구동립, 오윤정, 김용수,
서희주, 구자훈 총5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
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
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2) 2 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PADI 신규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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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o 다이브투게더 리조트(S-28361)
대표 : 김응곤, 설학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연로 17-1
전화 : 010 4718 7070
o 프로다이버스 코리아(S-28367)
대표 : 권순일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6번길 10-2, 4층
전화 : 010 4568 4111

5스타 센터 업그레이드
o 서귀포 다이브 센터(S-25870)
대표 : 김남용
주소 : 제
 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망장포로 65-13
전화 : 010 4255 4176
o 오션 라인 다이브 센터(S-27788)
대표 : 이종국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435, 2층
전화 : 010 6285 4888
o 프로다이버스 코리아(S-28367)
대표 : 권순일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6번길 10-2, 4층
전화 : 010 4568 4111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o 카리브 다이브 센터 (S-25660)
대표 : 김태훈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전화 : 070 4656 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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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FDIT)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가 진행 되

빙 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인 다이버들의 실력 또한 전세계적

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온라

으로 인정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섹션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PADI 스텝들이 참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프리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

실시간 이론 수업이 진행 되었고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 등 실질 세션은 제주

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

서귀포 더 블루 호텔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전세계에서 지원하는

수 보내며,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보생들과 경쟁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박다함, 황은

“조이 다이브 리조트(대표 김동한)” 및 “제주 더 블루 호텔” 스텝 여러분께 감사

선, 서희주, 오윤정, 이동훈, 오진호, 구동립 총 7명의 강사가 코스에 참가 하였

의 말씀을 전하였다.

으며 훌륭하게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를 수료 하였다. 한국 프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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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PADI 미션 허브
해양 행동을 위한 PADI 청사진은 인류와 해양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고안
되었지만, 수면 위아래에서 보다 건강한 행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토치 베어
러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필
요합니다.
PADI 미션 허브로서, 여러분의 지역 다이브 사이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실질적
인 보존 접점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다이빙 커뮤니티에 희망과 행동을 불어
넣어 직접적인 보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전에 맞서 단체로 모험을 모
색하고 바다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미션 허브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2022년 리뉴얼

https://pros-blog.padi.com/ko/2021/09/06/10-ways-to-be-a-mission-

여러분의 지속적인 멤버십과 로열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hub/

동 갱신 혜택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용 카드 정보가 최신인지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멤버십 갱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
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ADI 멤버들은 수중 모험과 해양 보호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멤
버십은 다이빙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PADI의 노력과 PADI AWAREⓇ 재
단과 협력하여 바다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미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요일) ~ 31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요일) ~ 14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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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요일) ~ 5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요일) ~ 12일(일요일)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장소 : 제주도 서귀포

PADI 프로스 블로그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 안내

https://pros-blog.padi.com/ko/

● 일시 : 2021년 11월 1일(월요일) ~ 6일(토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중요 연락처 정보(Important contact Information)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PADI 웨비나(Webinar) 일정 안내

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PADI프리다이버 위험관리 웨비나

● 테리토리 디렉터 Thomas.knedlik@padi.com.au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요일) 오후 2시
● 2021 소셜 미디어 트렌드 & 업데이트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
● PADI트레이닝 불레틴 라이브 웨비나 - 2021년 4분기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요일) 오후 3시
● PADI미션 허브 툴킷 웨비나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요일) 오후 3시
PADI 멤버 이메일 및 PADI 프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일정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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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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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팀 코리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해주시고 참가 링크를 클릭 하셔서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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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초급교육부터 강사 교육,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SDI.TDI.ERDI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054-262-7809
010-2504-0459
dive11@naver.com
www.dive11.co.kr

010-3516-6034
bsresort4874@nate.com
www.chuksanhang.com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카톡: sc3798kr

경상북도 포항

경북 영덕 축산

서울, 강원

김동훈/Dive Eleven

이성호/다이브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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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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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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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서울, 수원

필리핀 모알보알/보홀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DIVEBRO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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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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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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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서울,경기

인천 송도

김현우/현대자동차&울산아쿠아텍

백승균/(주)테코

변이석/SM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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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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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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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홍성진/문수스쿠바아카데미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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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33-3737
010-6237-6641

필리핀 세부

인천 송도

윤웅/망고 다이브

dive.tech.korea@gmail.com

www.divetechkorea.com

김수은/Tec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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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두마게티

김광오/ALDIVE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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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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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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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팔라우

신명섭/청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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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헌/축산항 푸른바다 리조트

강금남/광주베스트 스킨스쿠버

신창훈/MK다이브리조트

T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Instructor Trainer Workshop
일정: 2022년 2월 12일(토) ~ 18일(금)
장소: 제주 예정
문의: 070 8806 6273 / www.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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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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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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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보홀

인천

부산

박진호/에덴다이브 리조트

임현경/렛츠다이빙

하상훈/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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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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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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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아닐라오

서울, 경기, 강원

서울

강재철/DiveX scuba resort

이웅재/블루버블다이브

김종문/스쿠버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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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이충환/블루오션스킨스쿠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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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KOREA
‘SAVE THE OCEAN’ 환경 정화활동
SDI.TDI.ERDI.PFI는 2021. 9. 19(일) TV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마스
터 최영재 외 출연진 및 동료 9명과 함께 프로그램 촬영 장소였던 고성 죽
도 인근 해변과 수중에서 해양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SAVE
THE OCEAN'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강철부대’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미션을 수행하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2021년 상반기 많
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서바이벌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과는 달리, 참가자 전원은 서로 다른 특수
부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했
으며 성과 있게 임무를 완수했다.
육군 특전사(특수작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위(예비역) 최영재는 “전역
이라는 단어의 뜻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역종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
경되었다는 의미로써, 예비군의 신분으로도 안보와 대민지원 등 국가와 국
민들을 위한 행사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나타냈으며,
특전사 제3공수특전여단 중사(예비역) 김현동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도움
이 필요한 곳은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특전부대 신조와 같이 적극 참여하
여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뜻을 보였다.
이번 ‘SAVE THE OCEAN’ 정화활동은 블루버블다이브(이웅재 트레이너),
효원스쿠버(문상웅 트레이너)가 함께 했다.
SDI.TDI.ERDI.PFI에서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사항은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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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품 출시 알림
DAN 차터보트 키트

PFI 티셔츠

산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DAN의 차터보트 키트가 출시되

새로운 디자인의 PFI 티셔츠가 출시되었다.

었다. DAN 차터보트 키트는 비상용 산소 실린더가 아닌, 산소통에 직접 호

블랙 색상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 면소재를 사용하여 일상

흡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버는 응급상황에서 산소통에 다

생활, 다이빙 활동 모두 사용하기 좋은 것이 특징이다.

기능 호흡기를 연결하여 비재호흡 마스크와 디맨드 밸브를 동시에 이용할

소비자 가격 : 20,000원

수 있다.

PFI 티셔츠는 SDI.TDI.ERDI.PFI 소속 센터나 강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 : 890,000원
DAN 차터보트 키트는 한국 본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SDI.TDI.ERDI.PFI 스풀
SDI.TDI.ERDI.PFI 30M 스풀이 출시되었다. 새롭게 출시된 스풀은 판도라랩
과의 콜라보로 제작되었으며, 중성부력을 유지하는 똑똑한 야광 스풀로 많
은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상품 구성 : 스풀(30M 줄 포함) / 더블앤더 각 1EA
스풀 사이즈 : 76mm * 43mm
스풀 길이 : 30M
더블앤더 사이즈 : 10cm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문구(이름/연락처)를 넣을 수 있다.(별도 비용 발생)
소비자 가격 : 90,000원
각인비 : 10,000원(선택사항)
SDI.TDI.ERDI.PFI 스풀은 SDI.TDI.ERDI.PFI 소속 센터나 강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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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사/강사 트레이너 갱신 안내
SDI.TDI.ERDI.PFI는 2021년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2022 강사/강사
트레이너 갱신을 실시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는 강사/강사 트레이너는 할인된 금액
으로 2022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강사 갱신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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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SDI.TDI.ERDI.PFI에서는 2022년 2월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을 진행할 예
정이다.
일정 : 2022년 2월 12일(토) ~ 2022년 2월 18일(금)
장소 : 제주 예정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7일간 본부의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ITE)과 함께 강
사 교육 방법, 리더의 위험 관리, 스쿠버 다이빙 사업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
고 평가하는 강도 높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SDI 강사 평과 과정(IEC)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워크숍 지원자를 평가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5.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이수한다면 참가자들은 승인된 모든 레벨에 대해
강사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쉽지 않다. 이미 수많은 다이빙을 하고, 교육생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이너 워크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진정한
전문가는 이런 많은 노력과 역경을 거쳐 탄생한다.
다이빙 강사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려 주고, 새로운 도전과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싶은 강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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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C / YMCA 교육 등록 및 서류 절차 전산화
PDIC / YMCA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은 각종 서류 등록 및 서명을 회원
가입 과정에서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서류 보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양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에서의 안전과 인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남해영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이 강습회는 해마다 재학생
을 대상으로 우수한 다이버 양성을 하고 있다.

개선하여 가입 시 서명 파일이 “YFREE”의 전산에 영구 보관된다. 특히
모든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면책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회원이 직접 읽
고 확인하고 서명 함으로써 교육생과 강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
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학생 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학생들의 기록을 강
사가 직접 확인하는 형태에서 YFREE 강사와 학생 간의 실시간의 소통
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강원도 / 광주&전라도 지역
PDIC-YMCA 프리다이빙 공개 강습회
스킨스쿠버,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등 시민의 수상수중안전의 교육
의 YMCA-PDIC가 국내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005820(해양수산부) “프리다이빙 자격”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에 다음
과 같이 제2회 전라지역 YMCA-PDIC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공개강좌
강습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 주 최 : 서울YMCA 사회체육부 & SE-PDIC ASIA
- 일 시 : 원주&강원도 지역 2021년 11월 20일(토)
광주&전라도 지역 2021년 12월 4일(토)
- 대 상 : SE-PDIC 지도자, 수상레저 종사자, 일반인 누구나
- 참가자 : YMCA-PDIC 베이직 프리다이버 인증수여
- 문의 및 접수 : 010-4440-1339, www.seipdic.com

해양안전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슈퍼바이저드 ADW 다이버 과정 강습회

SE-PDIC 에서는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인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재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남해 은점어촌체험마
을에서 4일간 과정으로 지난 7월 시행된 슈퍼바이저드 OW 다이버 과
정의 다음 단계로서 슈퍼바이저드 ADW 과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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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SE-PDIC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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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DIC 아시아에서는 2022년 인터내셔널 리더쉽 맴버 리뉴얼 등록을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기간별 갱신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등록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 된다.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 2020-2021년 비활동 강사 및 미등록 강사님께서는 시행하는 리더쉽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워크숍에 꼭 참가하여 주십시오. 참고 http://seipdic.com

받게 된다.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SE-PDIC 강사트레이너(ITT) &
신규 리더쉽 및 교환 과정 강습회 개최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력
3년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YMCA 2021년 11~12월
인명구조,수상구조사,생존수영강사강습회
- 인명구조요원&강사(부산경남) : 주말반 11/13~11/28
- 생존수영강사 강습회(부산경남) : 주말반 11/20~21
- 인명구조요원&강사(서울경기) : 주말반 11/6~11/27

- 일시 : 2021. 11/29(월) ~ 12/12(일)

- 수상구조사사전교육(서울경기) : 주말반 11/6~11/28

- 장소 : PDICSEI 아시아&코리아 본부

- 접수등록 https://www.ymcalife.com/

-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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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TDKOREA(서울
KOREA(서울 02-486-2792)
02-486-2792)
DIVE
DIVELUDENS(성남
LUDENS(성남 010-4612-7374)
010-4612-7374)
MERMAN(제주
MERMAN(서울 010-5053-6085)
010-5053-6085)
OK
OK다이브
다이브 리조트
리조트 (속초
(속초 010-6215-1005)
010-6215-1005)
SCUBA
LINE(당진
010-2036-4080)
The Ocean(서울 070-4412-0705)
The
Ocean(서울
070-4412-0705)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굿
다이버(제주
그랑
블루(양양 010-3721-7277)
010-7380-0078)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꿈구는
고래(제주
010-9660-9434)
꿈꾸는
고래(제주
010-9660-9434)
남애 해양
캠프(남애
010-8969-0880)
남애
해양
캠프(남애
010-8969-0880)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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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서울
010-3398-8098)
마린
파크(서울
010-3398-8098)
바다야
스쿠버(제주
010-4756-5124)
바다야
스쿠버(제주
수중산책(제주
금능 010-4756-5124)
010-3008-4739)
수중산책(제주
금능 010-3008-4739)
씨텍(부산 010-2860-8091)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씨텍(부산
010-2860-8091)
아쿠아프로(서울
아이
스쿠버(서울 010-5306-0189)
010-7139-0528)
아팩스코리아(속초
010-5317-8748)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아팩스코리아(속초
010-5317-8748)
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테코(성남
031-776-2442)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호승잠수 리조트(포항
054-256-2566)
테코(성남
031-776-2442)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호승잠수
리조트(포항
054-256-2566)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필리핀
포비오션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MB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사이판
엉클 J 다이버스(010-276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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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강사-------------강길영 (EANx)
(EANx)
강경택
고대호 (Technical)
(Technical)
고대호
고석일 (Adv
(EANx)
고승우
EANx)
고승우 (EANx)
(Adv EANx)
고학준
고학준 (Adv.
(EANx)
곽상훈
EANx)
곽동훈 (Adv.
(EANx)
곽윤혁
EANx)
곽윤혁
(Adv.
권경호 (EANx)EANx)
구민철
(EANx)
권다의 (EANx)
권병환 (EANx)
(EANx)
권병환
권정웅 (EANx)
(Adv. EANx)
권유진
권진모 (EANx)
(EANx)
권정용
김광호 (EANx)
(Adv. EANx)
권진모
김대범 (Adv.
(EANx)
김광호
EANx)
김대철 (EANx)
(EANx)
김대철
김동배 (Adv.
(Adv.EANx)
EANx)
김동배
김동원 (Adv.
(Adv.EANx)
EANx)
김동원
김민석 (EANx)
(Adv. EANx)
김민석
김봉관
김상길 (EANx)
(Adv. EANx)
김상길
EANx)
김상윤 (Adv.
(EANx)
김상윤
김상훈 (EANx)
(EANx)
김상훈
김성영 (EANx)
(EANx)
김성목
김성일 (EANx)
(EANx)
김성영
(EANx)
김성준 (Technical)
김성일
(EANx)
김성진 (Adv. EANx)
김성진
김수연 (Adv.
(Adv.EANx)
EANx)
김수연
EANx)
김영목 (Adv.
(EANx)
김영규
(Adv.
EANx)
김영석 (EANx)
김영목
김영원 (EANx)
(EANx)
김영석
김영중 (EANx)
(Adv. EANx)
김영원
김영진 (EANx)
(Adv. EANx)
김영중
EANx)
김영진 (Adv.
(EANx)
김영진
김용식 (Adv.
(Adv.EANx)
EANx)
김영진
김재만 (EANx)
(EANx)
김용식
EANx)
김정수 (Adv.
(EANx)
김용환
김정연 (EANx)
(EANx)
김일수 (Technical)
김종일 (EANx)
김정수 (EANx)
김진성 (Adv.E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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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철(Adv.
(EANx)
성용경
EANx)
신상규(EANx)
(Adv. EANx)
송성환
신종수
(Adv.
EANx)
송윤상 (Adv. EANx)
안종달(EANx)
(EANx)
송종석
안천희(EANx)
(EANx)
송태민
안태규(EANx)
(EANx)
송현미
양명호(EANx)
(Adv. EANx)
신동연
양민수(EANx)
(Adv. EANx)
신명철
양용석(Adv.
(EANx)
신상규
EANx)
염동화(EANx)
(EANx)
신연수
염성일(Adv.
(Technical)
신종수
EANx)
오미숙(EANx)
(EANx)
심현경
우대희(EANx)
(Adv. EANx)
안종달
유기정(EANx)
(Adv. EANx)
안천희
유재종(EANx)
(EANx)
안태규
윤두진(Adv.
(EANx)
양명호
EANx)
윤상조(Adv.
(Technical)
양민수
EANx)
양성호
윤성환(EANx)
(EANx)
양용석
윤의근(EANx)
(Adv. EANx)
양인모
EANx)
윤형만(Adv.
(EANx)
염성일
(Technical)
이건웅 (Adv. EANx)
염태환
EANx)
이광호(Adv.
(EANx)
오미숙
이대균(EANx)
(Adv. EANx)
우대희
EANx)
이동준(Adv.
(EANx)
유기정
EANx)
이미숙(Adv.
(EANx)
유재종
이상욱(EANx)
(EANx)
윤병하
이상준(EANx)
(EANx)
윤상조
이성남(Technical)
(EANx)
윤성환
이신우(EANx)
(CCR JJ-CCR)
윤지웅
이용희(EANx)
(EANx)
윤형만
이웅규(EANx)
(EANx)
이광호
(EANx)
이원희 (EANx)
이근모
(EANx)
이은향 (Adv. EANx)
이대균
EANx)
이일규(Adv.
(Adv.
EANx)
이동준
이재민(EANx)
(Adv. EANx)
이문용 (EANx)
이정화 (EANx)
이미숙 (EANx)
이주헌 (Adv. EANx)

이주현
(CCR JJ-CCR)
이상욱
(EANx)
이진석
(EANx)
이상준
(EANx)
이한준
(EANx)
이상희
(Adv.
EANx)
이호준
(EANx)
이신우
(CCR
JJ-CCR)
임
안
(Adv.
이영권 (EANx) EANx)
임길봉
(EANx)
이영섭
(EANx)
임재환
(EANx)
이용희
(EANx)
임준성
(EANx)
이웅규
(EANx)
장갑석
(EANx)
이원희
(EANx)
장두기
(EANx)
이은향
(Adv.
EANx)
장성주
(EANx)
이일규
(EANx)
장재용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장현서
(Adv. EANx)
이정화
(EANx)
장현성
(EANx)
이주헌
(Adv.
EANx)
전병주
(EANx)
이주현
(CCR
JJ-CCR)
전환운
(EANx)
이한준
(EANx)
정경원
(Adv. EANx)
이호준
(EANx)
임길봉
(EANx)
정동옥
(EANx)
임 정병국
안 (Adv.
EANx)
(Adv.
EANx)
임영석
(EANx)
정석환 (EANx)
임용한
(Adv.
EANx)
정순민
(EANx)
장갑석
(EANx)
정승규
(EANx)
장두기
(EANx)
정용옥
(EANx)
장성주
(EANx)
정용진
(EANx)
장재용
(Adv.
EANx)
정재용
(Adv.
EANx)
장현서
(Adv.
EANx)
정해진
(EANx)
전환운
(EANx)
제정민
(EANx)
정경원
(Adv.
EANx)
조민구
(Adv.
EANx)
정동옥
(EANx)
조성우
(EANx)
정동진
(EANx)
조승원
(EANx)
정병국
(Adv.
EANx)
주광철
(EANx)
정석환
(EANx)
지혜자 (Adv. EANx)
정세희
(EANx)
진정수
(EANx)
정순민
(EANx)
진호산
(EANx)
정승규
(EANx)
차종길 (Adv. EANx)
정용진 (EANx)
차홍근 (Adv. EANx)
정재용 (Adv. EANx)
최경준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정재홍
(Adv.
EANx)
최광태
(EANx)
정해진
(EANx)
최수영
(Adv. EANx)
제정민
(EANx)
최승천
(Adv. EANx)
조문신
(Technical)
최승호
(Adv.
EANx)
조민구
(Adv.
EANx)
최용수
(Adv. EANx)
조성우
(EANx)
최우영
(Adv. EANx)
조승원
(EANx)
최재영
(Adv. EANx)
주광철
(EANx)
최태현
(Adv.
EANx)
지혜자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진호산
(EANx)
한송희
(EANx)
차종길
(Adv.
EANx)
허남길
(EANx)
차홍근
(Adv.
EANx)
허득무
(EANx)
최경준
(Adv.
EANx)
허준영
(EANx)
최경호
(Adv.
EANx)
황일권
(Technical)
최수영
(Adv.
EANx)
황종규
(Adv.
EANx)
최승천
(Adv.
EANx)
최승호 (Adv. EANx)
최용수
(Adv. EANx)
신규강사-------------최우영
(Adv.
EANx)
김명은
(EANx)
최재영
(Adv.
EANx)
김하람
(EANx)
최종인
(Adv.
EANx)
박우홍
(EANx)
최준환
(EANx)
신준섭
(EANx)
최태현
(Adv.
EANx)
양수근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용성규
(Adv. EANx)
한송희
(EANx)
윤재원
(EANx)
허득무
(EANx)
이상현
(EANx)
허준영
(EANx)
이승민
(EANx)
홍상흥
(EANx)
현성민
(EANx)
황일권
(Technical)
현송희
(EANx)
황종규 (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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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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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희

Adv. EANx IT
010-3466-4434

강덕권

Adv. EANx IT
010-9611-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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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호

Adv. EANx IT
010-9221-9899

강신영

Adv. EANx IT
010-9221-2443

김흥래

Adv. EANx IT
010-7380-0078

송한준

Adv. EANx IT
010-5225-3182

윤병하

Adv. EANx IT
010-2036-4080

이효진

Adv. EANx IT
010-4900-9332

한승곤

Adv. EANx IT
010-3376-7078

강영철

Adv. EANx IT
010-5332-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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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흥

Adv. EANx IT
010-3276-1438

고석태

곽상훈

Technical IT
010-6774-2408

Adv. EANx IT
010-5252-0110

박진영

서상우

Technical IT
010-8556-7529

안승철

Technical IT
010-2915-7869

TRIMIX IT
010-2797-1381

이원교

Adv. EANx IT
010-3542-5288

정영환

Adv. EANx IT
010-2564-5656

황영민

Technical IT
010-3121-6748

오현석

Adv. EANx IT
010-6215-1005

이춘근

Adv. EANx IT
010-7139-0528

정용락

Adv. EANx IT
010-2200-1231

황영석

Technical IT
010-755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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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IANTD KOREA
본부 이전 공고

강사 평가

2022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하남시 아이테코 지식산업센터 358호로 본부를

10월 28일 제주도 금능에서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재 참가 대상은 김창

이전한다. IANTD KOREA 본부는 2006년 시작하여 트레이너 및 강사, 다이버

환 트레이너에게 교육받은 강사 6명이 참가하였고, 평가는 홍장화 본부장이

들의 도움으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지금 사무실로 이전하였

실시하였고, 강신영 트레이너, 강덕권 트레이너가 참관하였다. 이론 평가 및

는데 주변 상권의 발전으로 본부 방문 시 주차등의 문제를 많은 강사들이 호

학과 발표는 금능 수중산책에서 실시하였고, 제한수역 실습 및 레스큐 평가는

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에 익스트림의 양용석 대표의

제주 자이안트 수영장에서 실시하였다.

소개로 하남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본부를 이전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무
실에서 20분 정도 외곽으로 나가지만 주차 및 교통이 편리하여 지방에서 올
라오는 강사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건물에는
박진수 트레이너가 오랜기간 근무하였던 테코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였고, 익스트림(워터프루트) 도 같은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갱신
2022년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 갱신을 실시한다. 갱신 기간은 2021년 1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홈페이지에 멤버란에 올려있는 2022년 강사 트레이
너 및 강사 갱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하여 본부
로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 방법은 카톡을 통해서 받고 있으며, 팩스(02-4862793), 이메일(iantd517@nate.com)로고 접수 가능하다. 갱신비용은 작년과 동
일하며 갱신 증정품은 IANTD로고 후드T를 250장 제작하였는데 요즘 유행하
는 오버사이즈로 L:100장, M: 100장, S: 50장을 준비하였고, 선착순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이번 증정품은 이광호 강사의 많은 도움을 준비할 수 있었다. 추

강사 평가

가로 강신영 교수께서 증정하신 잠수물리 책자도 같이 증정할 예정이다. 갱신
인증증과 후드T, 잠수물리 책자는 12월 1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21년 10월 18일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 강사 트레이너가 곽상훈 트레
이너와 윤병하 트레이너에게서 배운 강사들로 총 5명이 평가를 받았다. 이론
및 학과강의 발표, 제한수역 발표, 개방수역 부이사용법등은 본부에서 실시하
고, 제한수역은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 실시하였다. 늦은 시간까지 평가에 열
심히 임해준 새로운 강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항상 안전한 다이빙을
최우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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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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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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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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다이빙투어는

액션투어와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데 번거롭다고 느끼는 개인 및 단체
5/60대 다이버들이 다이빙샵의 젊은 강사들과
다이빙투어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주)액션투어로

연락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지 언어가 불편한 분은 적은 비용으로 가이드 동행도 가능합니다.
개인/동호회/다이빙샵 불문하고 연락주세요.
다이빙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이빙전문여행사

(주) 액션투어

Tel.02-3785-3535
Web : www.dive2world.com
Email : bluemjl@hotmail.com
Mobile : 010-8521-4707
Talk : AngelaMinjung

2022년, 2023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이빙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액션스쿠바와 함께 합니다.
2022년 구정 태국 시밀란제도
일정 2022년 1월 28일 ~ 2월 6일
특징	3일 휴가로 떠나는 구정 시밀란 리버보드.
전체 27회 다이빙으로 묵은 갈증 해소하기!

2023년 3월 멕시코 소코로섬
일정 2023년 3월 19일 ~ 4월 2일
특징 새롭게 각광받는 멕시코 소코로 다이빙. 거
기에 혹등고래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11일 일정.

2022년 8월 코모도국립공원(예정)
일정 2022년 8월 중
특징	인도네시아가 열리면 바로 출발합니다.

2023년 5월 필리핀 투바타하리프
일정 2023년 5월 4~10일
특징 어린이날 연휴를 이용한 투바타하 리버보드.

2022년 9월 몰디브
일정 2022년 9월 2~11일
특징	추석 연휴에 만나는 만타스페셜, 하니파루
리프!!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반다씨
일정 2023년 9월 27일 ~ 10월 6일
특징 따뜻한 바다에서 만나는 망치상어와 건강한
산호초 그리고 물고기 떼를 만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좀 더 많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134 |

The Divng Season Chart
다이빙 성수기

국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호주
인도양
남태평양
미국
갈라파고스
코코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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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다이빙 가능시기

11

12

※ 이 자료는 현지 기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

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

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

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

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

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

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

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

서이다.

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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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칡소폭포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삼척

서울
인천

울릉도
울진/영덕

왕돌초

동해(East Sea)

격렬비열도
대전

외연열도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포항/경주

대구

고군산군도

창원

광주
통영

부산
거제

목포

홍도

통영

왕돌초

남해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북제주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모슬포/형제섬

독도

서귀포(문섬, 범섬, 섶섬)

경남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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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제주도 문섬

다이빙 하러 경남 남해안으로 오세요!
다이빙센터 & 리조트
사량도해양리조트

산등리조트

(사)한국수중레저협회
경남지부 회원 사업장
Frog Diving

강사교육수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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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정수다이빙스쿨

박출이 010-3552-7212

정의준 010-6212-4050

조종철 010-6642-0445

허정수 055-747-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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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 욕지면 산등길 1번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7번길 2
카톡 : frogdiving
밴드 : 프로그다이빙

경남 진주시 유곡죽전길 11
Blog : 거제덕포스쿠버

남해미조잠수

프로잠수

남해다이브리조트

해양레저종합리조트 하야루비

이현철 010-5385-1241

강효중 010-6511-3866

이천종 010-4524-0300

이용선 010-540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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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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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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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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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스쿠버캠프

현대마린&스쿠버다이빙

거제마린보이리조트

통영잠수기술

송준용 010-5327-6969

박성용 010-6580-4255

양진환 010-3839-0756

김태정 010-41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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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옥포로 12길 30
(옥포동 574-50번지)

경남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12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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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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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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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레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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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제주

카나리아제도
오키나와제도

시나이반도

오가사와라제도

(케라마/미야코/이시가키/요나구니)

(다합/샴엘셰익)

이집트 북부/남부

사이판/티니안/로타/괌

(후루가다/마르사알람)

얍

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수단
안다만제도
몰디브

세이셜
모리셔스
르위니옹

시밀란제도
피피섬
힌댕/힌무앙

팔라우

필리핀

르당
데라완제도

라양라양
시파단

마나도(부나켄섬/렘베해협/방카섬/상히에)
라자암팟

반다씨
발리섬 코모도섬

(페니다섬/투람벤/멘장안섬)

축

알로르

파퓨아뉴기니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사딘런/베이트볼
남아공
(케이프타운/포트세인트죤스)

포트링컨/캥거루섬/애들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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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피지

통가

과달루페섬

세노테

코르테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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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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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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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고스제도

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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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섬
유카탄반도

막달레나만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바하마제도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프렌치폴리네시아

얍

호주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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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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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론

롬브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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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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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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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수빅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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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스피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부수앙가

롬브론섬

코론
보라카이섬

칼리보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타크로반

세부막탄
푸에르토
프린세사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투바타하리프

레이테(소고드베이)

막탄섬

팡글라오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까마귄섬

두마게테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자카르타

까마귄

다바오
다바오/사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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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donesia Diving Spots

렘베해협

암본베이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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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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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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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상히에제도
데라완제도

타라칸

말레이시아

방카섬

부나켄국립공원

렘베해협

마나도

카해
몰루

칼리만탄

할마헤라

해
헤라
할마

소롱

라자암팟

파푸아바랏

슬라웨시섬

암본
암본섬

자바해
마카사르

반다씨

링오브파이어

알로르

자바섬
발리

덴파사르

코모도국립공원

알로르

동티모르

라브안바조

사움라키

머뭬레

발리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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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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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한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필리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최소경비 : 1,000,000원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B 11~4월)

시즌 : 연중(B 2~9월)

특징 :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특징 : 해변 가까이에 큰 무리의 정어리가 상주하고,

인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다.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맞은편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올랑고(Olango)섬 주변에 다이빙을 한다.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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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알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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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세계적인 다이빙 스폿 아포섬과 가장 가까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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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스쿠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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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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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막탄

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

리조트

보홀 서쪽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까빌라오섬

최소경비 : 1,2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보홀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쿠다

특징 : 카빌라오섬의 가장 풍부한 것은 섬을 둘러싸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팡글라오 섬 해안을 따라 형

고 있는 산호초이다. 건강한 산호, 따듯한 수온, 맑은

성된 수중절벽도 산호초의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

수중시야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Slope)와 월

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Wall)은 이 섬을 스쿠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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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즐기자!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최소경비 : 1,500,000원~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최소경비 : 1,500,000원~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

최소일정 : 5박 6일~

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

시즌 : 연중(B 11~5월)/12~1월 고래상어 시즌

달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불고스 피어의 접

히 많다.

사생물 천국과 나판타오 사이트에서 만나는 화려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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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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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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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70-8285-0103

Website: www.nalusuanislandreso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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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리조트

Philippines
한인리조트

세계적인 접사다이빙 지역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아닐라오/말리카반섬/보니또섬
최소경비 : 1,200,000원

푸에르또갈레라/사방비치
베르데섬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200,000원

시즌 : 연중(B 11~5월)

최소일정 : 5박 6일

특징 : 세계적인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으로

시즌 : 연중(B 4~9월)

접사 피사체가 많다. 또한 펀다이빙 지역으로도 손

특징 : 민도로섬의 푸에르또갈레라는 가장 아름다운

색이 없다.

해변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

고, 좋은 다이빙사이트가 바로 주변에 산재해 있다.

2015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사방비치

리조트 리브어보드

리조트

듀공을 만나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아포리프

롬브론섬

최소경비 : 2,0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아포리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이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

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이 지역은

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UNESCO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올라있고, 아포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2019년 5/6월

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아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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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난파선 다이빙과 호수 다이빙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자!

코론/부수앙가섬

보라카이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B 10~6월)

시즌 : 연중

특징 :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특징 : 보라카이섬은 에머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

24일에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장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상 스포츠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

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

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과 바(Bar)가 있어 가족단위로 다이빙 여행을 해도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곳이다.

리브어보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슬루씨/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 연중(B 3~10월)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Sulu Sea) 한

특징 : 티카오섬(Ticao Island)은 고래상어와 만타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

레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거대한 해양생물

과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이 서식하는 만타바울(Manta Bowl) 다이빙 지역 외

수 있다.

에도 우독섬(Udoc)과 산미구엘섬(San Miguel)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다이빙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호 정원과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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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리포

롬블론

리조트

물들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론

보라카이

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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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생물의 보고

필리핀

롬브론섬

Romblon Is.

C RI T TER

CAPITA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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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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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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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

오가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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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16년 5/6월호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 연중/혹등고래 1~4월 중순, 향유고래 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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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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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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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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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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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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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출몰한다. 또한 이즈반도는 이곳의 특별한 접사 생물들을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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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특별한 재미다.
요나구니

참조 : 2015년 11/12월호

참조 : 2015년 5/6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 집채만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이

특징 :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 힌

한 수중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샤크 그리고

무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가 경이롭다.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힌댕/힌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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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Myanmar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 3~8월/성수기 4~5월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특징 : 인공섬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영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

고,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천국. 아

업하는데 3~8월만 영업한다.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

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만난

름다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

호,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 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있다. 시파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곳이다.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2018년 3/4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최소경비 : 3,000,000원~

랑카얀섬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최소경비 : 2,990,000원~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

최소일정 : 6박 7일~

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시즌 : 4~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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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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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
을갈

때 스마트폰
· 태블릿에
「격월간 스
쿠바다이버
」 지를 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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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리조트

최소 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마나도/부나켄섬

마나도/렘베해협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시즌 :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

특징 :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

만 접사생물이 다양

경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특징 :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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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발리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시즌 : 북쪽 5~10월, 남쪽 12~1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

다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

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렘베해협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방카섬, 상히에제도
리브어보드 리조트

최소경비 : 2,500,000원~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을 만한 그곳

최소일정 : 6박 7일

라자암팟

시즌 : 4~9월/성수기 5~9월

최소경비 : 4,500,000원~

특징 :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 위

최소일정 : 10박 11일

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시즌 : 11~3월/성수기 10~4월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특징 :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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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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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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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방카섬

라자암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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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YOS Dive Lem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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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시설

YOS 리조트 서비스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합리적인 가격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야외 공기 욕실

에어컨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매일 객실 서비스

개인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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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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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 풍광과 접사 생물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데라완제도

알로르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1월

시즌 :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특징 :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 피사체를 모두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

연장으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다.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OOOO년 O/O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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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본섬
리조트

접사 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암본섬

리브어보드

엄청난 크기의 망치상어 무리를 만나는 곳

반다씨

최소경비 : 2,600,000원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3~10월

시즌 :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

특징 :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Muck Diving)의 메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듯한 바다에서 망치상

접사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어 엄청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다.

다. 망치상어 무리 하나로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가 있다.

데라완제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

이집트

Egypt

인도양
리브어보드

남이집트

Indian Ocean
리조트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가능/3~4월 Deep south/10~11월

시즌 : 6~7월

North Route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샤크 다이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

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천수만의 돌고래 무리,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사딘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

런(정어리 무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샤크 다이

베이트볼(Bait Ball).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

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

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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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이집트북부, 남부(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6박7일~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

은 시야

거나 조정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특징 : 이집트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

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

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

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

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

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곳은 리브어보드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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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섬에서 다이빙

• 아우터 리프, 채널 및 월 다이빙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

• 다이빙후 장비 이동 서비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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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믿고 가는 그곳,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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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조트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만타의 고향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최소경비 : 2,400,000원~

괌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성수기 12~4월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

시즌 : 연중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이글레이

특징 :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

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

클리닝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

대한 상어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짝짓기

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

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

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레이의 퍼레이드를 감상할

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몰한 도카이마루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수 있다.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2018년 5/6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

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C

M

Y

CM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MY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CMY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넙은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 연중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

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도

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

가 높으나 28도의 따듯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쾌

로 빽빽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

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산

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

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래

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

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코랄씨(Coral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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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피지

통가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

시즌 : 7~10월

장 좋은 시야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

특징 :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으로 2m가 넘는

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7~8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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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바다사자 춤을…

바하캘리포니아(라파즈/코테즈해)

돌고래, 만타레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바하캘리포니아(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11~6월

시즌 : 11~6월

특징 :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

특징 :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승선 후 꼬박

는 바다사자와 어르러져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

하루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면 엄청난 무리의 모블라(Mobula)를 만날 수도 있다.

해양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들과 놀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

주는 돌고래, 만타레이, 그리고 숨죽이고 보는 튜나

2020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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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리브어보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갈라파고스라는 이름 앞에

하와이/코나

갈라파고스제도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경비 : 9,0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베스트 시즌

압권이고,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특징 :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는

있다.

다이버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다. 6~11월의 고래상어 시즌과 망치상어는 수온이

과달루페섬

소코로섬

리브어보드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진

최소경비 : 6,500,000원~

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코르테즈해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물보라에 휘말릴 수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최소일정 : 7박 8일~

도 있다.

시즌 : 6~11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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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섬

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으로 위대한 백상아리와 만남

최소경비 : 6,500,000원~

을 가능하게 한다.

최소일정 : 11박 12일~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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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

과달루페섬

리브어보드

대물들의 만남이 보장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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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섬
말페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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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대서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호텔+다이브센터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
그리고 황홀한 빛 내림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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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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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태평양과는 또 다른 대서양의 물고기와의 조우

즐기기 위해서는 케이브다이빙 교육이 필요하다.

유카탄반도의 코즈멜섬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호

최소경비 : 3,800,000원

2019년 5/6월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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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남미의 파라다이스

남미의 파라다이스

다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

쿠바

케이만제도

남미의 대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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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벨리즈 불루홀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20년 3/4월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4~11월

특징 : 쿠바는 오랫동안 배경에 숨어있는 다이빙 목

특징 : 카리브해에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적지였지만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스쿠버 스팟의 슈

케이만제도는 400개 이상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퍼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의 다이빙에서 최대 6

케이만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엔젤피쉬를 만

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악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나는 즐거움이 있다.

기도 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

섬은 이글레이 무리를 볼 확률이 높고, 태평양과는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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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
코즈멜섬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남미의 파라다이스

대서양의 무덤

바하마제도

노스캐롤라이나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인 딘스 블루홀

특징 : 이곳은 대서양의 무덤(Graveyard of the

(Dean's Blue Hole)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또한

Atlantic)이라 불리는데 16세기에 1,000척이 넘는 배

바하마의 국가 물고기인 나소(Nassau)의 그루퍼들

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샌드타이거샤크(Sand

이 수천마리가 모여들어 스퍼닝을 하는 모습을 관찰

Tiger Shark)의 무리를 볼 수 있고 시야가 좋고 따뜻

할 수 있으며, 스파이니 랍스터의 행진도 볼 수 있다.

한 수온까지 더해져 좋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

벨리즈

바하마제도

유럽

노스캐롤라이나

Europe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포르투칼

스페인

아조레스제도(아소르스)

카나리아제도

최소경비 : 다양

최소경비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최소일정 : 다양

시즌 : 연중

시즌 : 연중

특징 : 평균 40m가 넘는 시야와 매우 다양한 생물

특징 : 스페인 카나리아 군도의 섬은 아프리카 북서

이 있는 섬으로 Blue Shark, Manta Ray와 같은 큰

쪽 해안인 대서양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원양어류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대서양과 지중해 종과 섬 자체에 고유한 일부 종을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9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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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mark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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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45-3122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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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빙
요트로 하는 다
은
같
드
보
어
•리브

40명 탑승

•대형 다이빙풀 보유 가로 16m, 세로 12m, 수심 4m

•최고급 레스토랑

Cabana

막탄섬에서 소문난 맛집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
2021

Ocea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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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톡톡 두드려보는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
최경민 외│19,000원│360쪽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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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PBL 달인되기 2 : 진수

1편 기존 독서상식을 비틀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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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

생활화학물질!

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

람들의 정신세계와 무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문화·예술 및 역사를

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헤친다.

재조명한다.

}{

‘게임중독’이라는 굴곡
된 시선, 부정적 에너지
를 바꾸자.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사례를 통해, 게임 뒤에 감
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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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여가와 산업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
에 던지는 제안서!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호텔관광 이벤트론

관광마케팅

관광학개론

세계의 축제와 문화

한진영, 박효연│20,000원│324쪽

우경식, 차석빈│22,000원│343쪽

최영환, 손수진│22,000원│377쪽

김용섭│18,000원│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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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매너

이미지메이킹에서 면접까지

서비스운영 컨텐츠론

유정화, 이나영, 곽봉화
19,000원│283쪽

강미라│23,000원│38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고객응대 서비스 매니지먼트 실무

서비스 이해 [개정판]

오선숙, 홍성순, 김지양, 강정민

김근종, 송주완│18,000원│234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19,000원│288쪽

외국어

항공실무영어

관광생활영어

항공실무영어

항공관광실무영어

톡톡 튀는 소통중국어

이동희, 권도희│16,000│346쪽

송두석, Eric M. Zimmerman
14,000원│142쪽

전약표│13,000원│160쪽

전약표│15,000원│156쪽

김기범│15,000원│228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개정판]

여행사 경영론[개정판]

실전에 강한 항공객실업무

항공객실 업무론

항공예약

최윤근·김시원│20,000원│324쪽

박시범·최윤근·김시원
20,000원│340쪽

이종호│19,000원│204쪽

장태선, 박지현│20,000원│260쪽

박수영│17,000원│232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

알기쉬운 와인학 개론

프론트·객실실무론

호텔 식음료 관리론

호텔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613쪽

김제간│21,000원│324쪽

남택영, 김헌형│19,000원│368쪽

김이종│20,000원│333쪽

김이종│28,000원│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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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수중사진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중사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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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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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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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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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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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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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2 그룹작품집 제3권

F32 그룹작품집 제2권

F32 그룹작품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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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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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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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Odyssey Ⅱ

글/사진 F32그룹·204쪽·값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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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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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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