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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및 듀얼
윈도우 디자인

강화된 3중
구조 프레임

프리덤
테크놀러지 FitⅡ

UV420 렌즈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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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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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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6길 50-1
02-408-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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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광 (Jagwang Koo)

헤리 옥토퍼스 (Hairy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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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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보호

지구를 구하자!

바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흡수해 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바다를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고,
친환경 제품 소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반 비닐보다 친환경 생분해 플라
스틱을 사용합시다. 가능한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합시다.

물품 재활용 및 분리수거

물품은 최대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
한 깨끗하게 분리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
서 되도록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도록 합시다.

에너지 절약

냉난방 시스템이나 조명,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때 온실 가스
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사
용하지 않는 제품은 전기를 제대로 차단해 줍시다.

채식하기

동물들을 사육할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숲들과 나무

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아줄 나무들은 사라
지고 사육되는 많은 동물들이 내뿜는 가스 배출량은 늘어나

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
이 즐기는 것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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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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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교육단체의 행사,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EDITORIAL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발행인·편집인 Publisher•Editor-in-chief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구자광 Jagwang Koo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편집디자인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김동규 Donggyu Kim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일러스트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김병용 ByeongYong Kim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교정 교열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박은성 Euns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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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법률
민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안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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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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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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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전광인쇄정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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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은종, 김진관, 민경호, 양재호, 이상훈, 이성우
Brook Peterson, Nuswanto Lo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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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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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데믹(Endemic)과 해외여행의 시작
글 구자광 / 발행인

처음 코로나19의 감염사례가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이러스 전염
에 대한 공포와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데 전력투
구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COVID-19 Vaccine)이 개발
되었고, 전세계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백신 접종과 유전자증폭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와 같은 사전 방역시스템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다. 올
해는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15분 정도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발적 격리를 할 수도 있게 됐다.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상태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
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2020년부터 확산되었던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코로나19로 억눌러진
정서적 불안은 코로나 블루(Blue)를 넘어 이제 사회관계에서 감정의 분노나 증오심을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Red), 암담한 현실을 비관하는 코로나 블랙(Black) 단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필수적인 여가로 자리 잡은 해외여행의 시작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을 위로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 우리가 다시
금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들을 받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트래블버블(Travel bubble)
로 여행객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트래블버블은 여행의 ‘트래블’과 정해진 지
역을 의미하는 ‘버블’이 합쳐진 용어로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에 해외여
행이 가능하도록 맺은 협약이다. 사이판은 TRIP(Travel Resumption Investment Plan) 프로그
램으로 최소 2인 이상이 여행사 패키지 예약을 통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PCR 검사 비용과 100달
러 여행바우처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VTL(Vaccinated Travel Lane)이라고 하는
여행 제한/허용에 관련 규정에 의해 한국 및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협약에 의
해 상호 격리면제 및 자유로운 여행이 허용된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격리와 마스크 착용 제한 없이 위드코로나
를 실시 중이고, 필리핀은 2월 10일, 호주는 2월 2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서 제출자
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였다. 베트남은 입국자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우리나라도 2월 4
일부로 입국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행객들이 여행일정외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기간을 감수해 가면서 해외로 떠나는 데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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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
고 있다. 그런데는 아마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희
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은 바램도 섞여있을 것이다. 팬데믹 상태라면 통제가 힘들지만 엔데
믹 상태라면 보건 당국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
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신중론적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엔데믹의 조건은 치명률이 0.05%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부작
용이 적은 코로나 치료제를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대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엔데믹의 전제조건 중 빠질 수 없는 조건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이후 새로운 변이 바이
러스가 발생하면 치명률이 다시 올라가거나 일일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3월1일 기준) 수준으로 인구대비 약
0.3% 수준으로 높은 상태이다.

우리가 첨단기술의 시스템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온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대
한 흐름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엔데
믹이나 위드코로나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이고, 기대를 걸었던 백신 접종율
이 높아져도 돌파감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
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불안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조금씩 잃어버렸던 소소한 일상을 찾아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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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3/04월호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접사부문

금상

김수열

금상

전민석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

은상

민경호

은상

김성호

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

동상

윤상철

동상

이효정

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

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

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입선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

김경휘, 김동영, 김수열, 김정인, 민경호,

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박순오, 이상훈, 전민석, 주호민, 허세창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022년 03/04월호 수상자 시상품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작품의 저작권

금상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40L DRYBAG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

•권
 장 소비자 가격 : 120,000원

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제
 품크기 : 69cm × 34cm × 17cm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
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

은상

드라이백 10L
•소비자가격 : 99,000원
•제품크기 : 200 × 370mm

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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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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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26 |

김수열
Panasonic DC-GH5, f/8, 1/125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민경호
SONY ILCE-7RM3, f/14, 1/16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윤상철
SONY ILCE-7RM3, f/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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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28 |

전민석
해마의 휴식
SONY ILCE-7RM3, f/18, 1/200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성호
NIKON D800E, f/18, 1/16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이효정
NIKON D800E, f/10, 1/250

2021 September/October | 29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경휘

입선 김동영

입선 김정인

입선 박순오

입선 김경휘

30 |

입선 김수열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이상훈

입선 전민석

입선 주호민

입선 허세창

입선 김정인

입선 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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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소개

A banded shrimp hides inside a tube sponge in a deep canyon in the Caribbean.
카리브해 깊은 협곡의 튜브 스펀지 속에 숨어 있는 밴디드쉬림프.

Brook
Peterson
USA

Brook Peterson is an avid scuba diver
and underwater photographer who enjoys
capturing the beauty of the underwater
environment throughout the world. Her
photographs provide a way for her to
express her creativity while promoting
ocean conservation.
Brook has spent thousands of hours
above and below the surface crafting her
skills as an underwater photographer. She
teaches others to fine tune their underwater
photography skills through travel workshops
and online tutorials.
She is the recipient of several international
awards for underwater photography
including the prestigious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Brook enjoys
both photography and writing about
photographing the strange world underwater.
Her work has been featured in both print
and online magazines and she is an original
member of the Sea&Sea Alpha program.

My name is Brook Peterson and I live in a suburb

나는 Brook Peterson이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of Los Angeles, California. I grew up in a tiny

교외에 살고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았던 유타의

farming community in Utah where my family has

작은 농경 공동체에서 자랐다. 우리 농장에는 자주개

lived for generations. We grew alfalfa on our land,

자리(alfalfa)를 키웠지만 말, 닭, 양과 같은 농장 동물

but we also had a few farm animals such as horses,

도 몇 마리 있었다. 나는 항상 동물을 사랑했고, 특이

chickens, and a sheep. I have always had a love

한 동물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 아버지가 육상사진작

for animals and a special fascination for unusual

가로 활동하여 일찍부터 사진을 접하면서 지하 암실

critters. My father was a landscape photographer,

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보니 사진에 대한 관심은 높

so I grew up with photography in the forefront and

았지만 내 재능은 찾지 못했다.

a darkroom in the basement. Despite a keen interest
in photography, I never could find my niche.

나는 스무 살이 되기 직전에 결혼하여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

Just before I turned twenty, I married and moved

다. 2011년에 다이빙을 배워 PADI 자격증을 받고 물속

to the Los Angeles area of California, where I have

에 입수한 순간 내가 사진에 담고 싶었던 모든 것이

lived ever since. In 2011 I decided I wanted to learn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내 내 재능을 찾을

to dive and I certified with PADI. The moment I got

수 있었다.

under water I realized that everything I ever wanted
to photograph was there. I had finally found my
niche.

다이빙을 배운 뒤 바다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열심히
훈련을 하여 강사가 되었고,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람
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진정 깨달은 것은 나의 소명은

Once I learned to dive, I became passionate about

수중사진 촬영이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

the ocean. I trained until I received my instructor

치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바다를 탐험하고 우리가 잘

level and taught others for several years. But my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상을 기록하기 위해 전 세계

true calling was underwater photography and

를 여행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필리

teaching others about it. I have traveled all over

핀 아닐라오에서 수중사진 워크숍을 진행하며 다른

the world to explore the oceans and document the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닐라오의 풍부한 바다속

strange environment there that we know so little

환경은 멋진 수중사진의 결과로 이어진다.

about. I teach underwater photography workshops
in several destinations of which Anilao, Philippines
is one of my favorites. The rich environment there
guarantees the potential for successful photographs.

나는 해양과 관련된 예술활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
게 해양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높이는 단체인 Ocean Artists Society의 회원이다.
이러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일로 전 세계의 잡지 출판

I am a member of the Ocean Artists Society, an

물에 소개하고, 수중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튜토리얼

organization that uses Ocean Art to inspire people

을 내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

around the world to a greater awareness of our need

는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진가가 될 수

to preserve our natural world. My contributions to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this philosophy include contributions to magazine

해양생물 환경에 대한 귀중한 사진들이 알려질수록

publications worldwide, and my website in which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원을 가치있게 인식하

Brook Peterson은 전 세계 물속의 아름다움을 촬

I have many tutorials on underwater photography.

영하는 것을 즐기는 스쿠버다이버이자 수중사진

고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My personal philosophy is that it is important to

She is the owner of waterdogphotography.
com and authors a blog on underwater
photography and techniques.

작가이다. 또한 수중사진 창작물을 통해 해양보호
운동을 홍보하기도 한다.
그녀는 수중사진작가로서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
해 바다에서 수천 시간을 보냈으며, 여행 워크숍
과 온라인 튜토리얼을 통해 수중사진 기술을 다
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녀는 명예로운 올해의 수중사진작가로 선정되
기도 하고, 수중사진으로 여러 국제적인 상을 수
상했다. 또한 전 세계의 신비로운 수중과 관련된

teach others to be good photographers because the
more good photographs we have of the ocean’s
inhabitants, the more people will come to respect
this valuable resource.

2014년에 나는 Catalina Island에서 다이빙 중에 적당
한 매크로 주제를 찾고 있었는데 이전에 본 적이 없
는 작은 갯민숭달팽이를 만났다. 여러 장의 사진을 촬
영한 후 해양생물학자에게 보냈더니 이 생물은 미확
인종으로 밝혀졌다. 그 섬으로 몇 번 더 여행하면서

In 2014 I was diving at Catalina Island and searching
for a good macro subject when I came across a tiny
nudibranch I had never seen before. I made several

몇 년 동안 연구한 후에 이 생물종에 대해 명명을 하
게 되었는데 이 생물종에 제 이름인 Placida brookee
를 붙이게 되는 영광이 주어졌다.

사진과 글쓰기를 좋아해 그녀의 글과 사진은 인쇄

photographs and sent them to a marine biologist. It

잡지와 온라인 잡지에 실렸으며, Sea&Sea Alpha

turns out the species had never been identified. After

www.waterdogphotography.com

프로그램의 초기 회원이기도 하다.

several more trips to the island, and several years of

www.instagram.com/waterdogphotography_brook

그녀는 waterdogphotography.com을 운영하며,

study the species was described and I now have the

수중사진과 기술에 대한 블로그를 제공한다.

honor of having my name on it: Placida brook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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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morant hunts fish under the oil rigs in Southern California.
남부 캘리포니아의 석유굴착기 아래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가마우지.

A split shot of a small island in Tahiti surrounded by black tip reef sharks.
블랙팁리프샤크에 둘러싸인 타히티의 작은 섬의 반수면사진.

portfolio

Brook Peterson

Crocodile approaching in Chinchorro Banks Mexico.
멕시코 친초로 뱅크스에서 다가오는 악어.

Snorkelers go in for a sunset swim in the Red Sea Egypt.
이집트 홍해에서 선셋스윔을 하러 들어가는 스노클러들.

A gorgonian fan growing under the giant kelp forest in Southern California.
남부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켈프 숲 아래에서 자라는 고르고니언 산호

portfolio

Brook Peterson

Oceanic Whitetip shark just under the surface in the Southern Red Sea Egypt.
이집트 남부 홍해의 수면 바로 아래 오세닉화이트팁샤크.

A jaw fish broods its eggs and opens up to aerate them in Anilao Philippines.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알을 품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죠피쉬.

A larval stage wonderpus found on a blackwater dive in Anilao Philippines.
필리핀 아닐라오의 블랙워터 다이빙에서 발견한 유어 단계의 원더푸스.

portfolio

Brook Peterson

A pair of dragon shrimp march along a whip coral in Anilao Philippines.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회초리산호를 따라 행진하는 한 쌍의 드래곤쉬림프.

A snake eel and its symbiotic resident shrimp with creative lighting.
스트로브 빛을 활용해 촬영한 스네이크일과 공생하는 새우.

portfolio

Brook Peterson

A turtle gazes at its reflection under the wreck of the Kittiwake in Grand Cayman Island.
그랜드케이맨섬의 키티웨이크 난파선 아래에 반사된 모습을 바라보는 바다거북.

놀래기과
놀래기과는 농어목(Perciformes)에 속한다. 몸은 긴 방추형 또는 타원형이

학명 : Halichoeres poecilopterus
영명 : Multicolorfin rainbow fish
한글명 : 용치놀래기

며, 크고 둥근 비늘로 덮여 있다. 입을 앞으로 돌출시킬 수 있고, 양턱의 이
는 분리되었다. 등지느러미는 1개로 기저부가 길고, 극조부와 연조부 사이에
는 홈이 없이 반듯하게 이어진다.
우리나라에 14속 20종, 세계에 약 60속 5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놀래기, 용
치놀래기, 호박돔, 혹돔, 사당놀래기, 황놀래기, 실놀래기, 녹색물결놀래기,
고생놀래기, 어렝놀래기, 청줄청소놀래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파리의 천적은 쥐치, 용치놀래기이다.

놀래기
놀래기는 농어목 놀래기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몸길이는 20cm 안팎
으로 크기·모양·빛깔이 매우 다양하다. 먹이는 게, 고둥, 조개 등으로 강
한 인두치를 사용하여 단단한 껍데기를 부순다. 한편, 청소놀래기는 큰 물고
기의 피부, 아가미, 입 안에 있는 기생충을 쪼아 먹는다. 따라서 큰 물고기는
청소놀래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이나 아가미를 벌려 준다. 산란기는 7~8
월이고 밤에는 모래에 몸을 묻고 쉰다.
대서양·태평양·인도양의 열대 산호초에 주로 살고 유럽·북아메리카·오
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외해의 차가운 바다에 사는 것도 있다.

참고

놀래기의 성전환

놀래기는 수컷 1마리가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리는 부계중신의 할렘 형태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는 농어목, 놀래기과 바닷물고기이다. 몸길이가 25cm 정도이고,
모양은 옆으로 길며 편평하다. 위아래 턱에 각각 4개의 이빨이 돌출되어 있
다. 수컷은 등이 청록색, 배는 황록색이며, 가슴지느러미 뒤에 흑색 반점이 있
다. 암컷은 붉은색이 진하며 흑색 반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체로 수컷은
푸른빛, 암컷은 붉은빛이 강하다. 수심 3~5m의 얕은 연안의 암초지대에 서
식한다. 무리 지어 다니며 호기심이 많고 주변에 민감하다. 주로 저서성 무척
추동물을 먹고 사는데 특히 해파리를 좋아한다. 겨울이 되면 깊은 바다로 들

의 사회구조를 이룬다. 수컷이 죽거나 무리에서 사라지면 할렘 내의 가장

어가 겨울잠을 잔다. 늦봄부터 여름까지 산란하는데 암수가 함께 수면 위로

큰 암컷이 수컷으로 성을 전환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두머리 수컷이

상승하여 부유성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서해 남부, 남해, 제주도, 동해 남부

죽으면 1시간 정도 지나면 남아 있는 암컷들 중 가장 큰 암컷이 남성 호

등에 서식한다. 일본 홋카이도 이남, 동중국해, 타이완 등에도 분포한다.

르몬이 분비되는 등 수컷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2~3일이 지나면 완전한
수컷이 된다고 한다. 놀래기는 태어날 때에는 모두 암컷이다. 그중에서

성장하면서 수컷에서 암컷으로 전환하는 물고기에는 리본장어, 흰동가리,

일부가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빛깔과 모양이

감성돔 등이 있고, 암컷에서 수컷이 되는 물고기는 용치놀래기와 앵무고기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게르치과
게르치과는 농어목(Perciformes)에 속한다. 입이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
출하였으며, 양턱에 일렬의 날카로운 이가 있다. 눈은 작다. 등지느러미는 2
개로 분리되었고, 제1등지느러미에 7~9개의 극조가 있으며, 제2등지느러미
에도 1개의 극조가 있다. 뒷지느러미에는 2~3개의 극조가 있다. 세계에 2속
4종, 우리나라에 1속 1종이 알려져 있다.
학명 : Scombrops boops
영명 : Bluefish
한글명 : 게르치, 칠도미, 상피리

등이 있다.

게르치
게르치는 농어목 게르치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길이 50cm 가량으로 몸은
방추형이다. 눈은 크고 머리의 앞에 있으며, 눈 지름은 주둥이 길이의 2배에
가깝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고 눈과 입이 크다. 양턱에는 송곳니와 같이
뾰족한 일렬의 이가 있다. 비늘은 크고 둥글며, 측선은 몸의 중앙보다 위쪽
에 있다. 어미의 몸 색깔은 갈색이고, 어릴수록 붉은빛이 많이 나타난다. 입
속은 청흑색이며, 새끼의 입 속은 흰색이다. 새끼는 연안 얕은 곳에 무리를
지어 다니며, 성장하면서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성어는 수심 200~700m
깊이의 심해에 살다가 11~3월의 산란기에만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게르치
는 갓 부화했을 때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지만 몸길이가 4~5cm가
되면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하여 점차 육식성으로 변한다. 치어에서
성어가 됨에 따라 몸의 색상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남부, 일본 근해, 타이
완 주변 해역 및 태평양 남부 연해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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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과
도루묵과(Trichodontidae)는 페르카목에 속한다. 몸길이는 최대 30cm이다.
가슴지느러미가 크고 부레는 사라지고 없다. 북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어류로
도루묵을 포함하여 2속 2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루묵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한국 동해안에 서식하는 종류
2. 일본 훗카이도에 서식하는 종류,
3. 일본 서해안에 서식하는 종류

도루묵

학명 : Arctoscopus japonicus
영명 : Sailfin sandfish
한글명 : 도루묵

도루묵은 농어목 도루묵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몸길이가 보통 20cm
정도이고 몸은 심하게 옆으로 편평한데 몸의 앞쪽은 높고 뒤로 갈수로 점차
낮아지다. 주둥이와 눈이 크며 비늘이 없다. 등은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 무

도루묵의 산란

늬가 산재하며 배는 은백색이다.

동해안에 서식하는 도루묵

수심 100~400m의 모래지역에 서식하며, 주로 새우와 오징어 등의 무척추

은 11월부터 큰 무리를 이루

동물을 먹고 산다. 수심이 얕은 지역의 해초류 군락에서 11~12월에 산란한

며 연안으로 회유하고, 태어

다. 우리나라 동해 중부 이북, 일본 북부, 캄차카 반도 해역, 사할린 및 알래

난 지 3년이 경과한 어미 도

스카에 분포한다.

루묵은 12월부터 다음해 1
월까지 수심 1m 내외의 모

참고
도루묵의 원래 이름은 목어였는데, 조선시대에 선조가 피난길에 목
어를 먹고 맛이 훌륭하여 은빛의 ‘은어’로 이름을 바꾸라고 명했다. 이

자반과 같은 해조류에 알덩
어리를 붙여서 산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산란을 마친 도루묵은 수심

후 궁으로 다시 돌아온 선조가 은어를 먹어보니 맛이 변하여 실망한 나

200m 내외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은 둥글며 연한 분홍색 내지

머지 다시 ‘목어’로 이름을 바꾸라 명했는데, 이때 도로 목어가 되었다고

연갈색을 띤다. 부화한 치어는 5월 중순경 외해로 나간다.

하여 오늘날의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보리멸과
농어목 보리멸과(Sillaginidae)는 주로 해안에 서식되는 해양저생어류이다. 아

학명 : Sillago sihama
영명 : Sand smelt, northern whiting
한글명 : 보리멸

프리카 서부 해안부터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는 광
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널리 서식한다. 5개 속에 약 35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리멸, 청보리멸, 조각보리멸, 별보리멸, 점보리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리멸
보리멸은 농어목 보리멸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몸의 길이는
20~35cm 정도이고, 몸은 길고 원통형이다. 머리는 작고, 눈은 머리의 중앙
보다 약간 위에 있으며,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고 길다. 몸의 색은 연한 갈색
이며, 배 쪽은 흰색을 띤다. 몸과 지느러미에 무늬는 없다. 해안 근처의 모래
바닥에 살고, 소리에 민감하여 위험을 느끼면 모래 속으로 숨는다. 새우 등
의 작은 갑각류나 갯지렁이를 잡아먹는다. 큰 먹이는 작은 이빨로 이리저리
흔들어 물어뜯어 먹는다. 산란기는 6~9월경이며, 염분 농도가 낮은 내만으
로 와서 알을 낳는다. 분포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일본, 타이완, 필리
핀,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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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호흡법 Respiration in Fish
아가미(Gill) 호흡

구강 펌핑(Buccal Pumping, 부칼 펌핑)

대부분의 물고기는 머리 양쪽에 있는 아가미(Gill)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

일반 물고기는 호흡을 하기 위해 구강(Buccal cavity)과 아가미 덮개(Gill

아가미는 기체 교환을 위한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는 아가미 필라멘트(Gill

Covers) 및 개구(Opercula)의 조합을 사용한다. 함께 작동하여 아가미

Filaments)라고 하는 깃털 구조로 구성된 조직이다. 물에는 용존 산소가 적

의 가스 흡수면(Gas Absorption Surfaces) 위로 물을 공급하는 데 일종

기 때문에 넓은 표면적은 수중생물의 가스 교환에 매우 중요하다. 물고기

의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인 펌프를 한다. 이런 동작을 구강 펌핑(Buccal

아가미의 필라멘트는 아가미 아치에서 열 지어져 있다. 각 필라멘트는 모

Pumping, 부칼 펌핑)이라 한다.

세혈관이 있는 디스크인 박막(Lamellae)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은 이 작
은 혈관을 통해 아가미 안팎으로 이동한다. 물고기의 아가미는 크기가 작
지만 필라멘트에 의해 생성되는 넓은 표면적은 효율적인 가스 교환이 이루
어지게 한다.

흡입 Inhalation

배출 Exhalation

물고기의 아가미

구강 펌핑(Buccal Pumping, 부칼 펌핑)은 물고기가 입속의 물을 펌핑하
여 아가미로 보내 호흡을 하는 방법이다. 능동 통기(Active Ventilator) 또는
구강(Buccal Cavity)이라고도 한다. 천천히 헤엄치고, 조류에 맞서 제자리
를 지키거나, 해저에서 한곳에 머물러 쉬는 물고기는 대부분 이렇게 숨을
쉰다. 연공어류중에는 홍어류(Skates), 가오리류(Rays) 및 너스샤크(Nurse
Sharks), 천사상어(Angel Sharks), 워베공샤크(Wobbegong Shark) 등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호흡한다.
물고기는 입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물을 받아 아가미 위로 퍼낸다. 물이
아가미 필라멘트 위로 이동할 때 모세관 네트워크 내의 혈액이 용존 산소
를 흡수한다. 그런 다음 순환계는 몸의 모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마
지막으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아가미를
통해 배출한다.
경골어류의 아가미는 4쌍이며, 호흡 운동은 입과 아가미뚜껑의 운동에 의
한 빨아들이고 내뱉는 펌프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아가미로 신선한 물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아가미를 통하여 물에 녹은 산소를 체내로
들여보내지고, 체내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아가미를 통해 물속으로 배출
되는데, 이 작용은 확산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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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 통기(Ram Ventilator, 램 벤티레이터)
일반 물고기와 달리 상어의 아가미 슬릿(Gill Slits)은 덮
여 있지 않고 머리 뒤에 줄지어 놓여 있다. 아가미뚜껑으
로 물을 입으로 끌어들이지 못하여 중단 없이 헤엄쳐야
만 물을 아가미로 보낼 수 있는 동작을 선두 통기(Ram
Ventilator, 램 벤티레이터)라고 한다.

참고
Ram(충각, 선두) - 선박의 뱃머리에 장착하여
적 선박과 충돌할 시 상대의 선박을 부수는 데 쓰인
장치이다.

다. 램 통기의 단점은 물고기가 계속 호흡할 수 있으려면 계속 헤엄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선두 통기(Obligate Ram Ventilator)이다.
400여 종의 알려진 상어류 중에 약 24종만이 절대적 충각 통기 범주에 속한다. 절대적인 충
선두 통기(Ram Ventilator, 램 벤티레이터)는 물고기가

각 통기를 해야 하는 상어에는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 청상아리(Mako Shark), 연어상어

입을 벌린 채 앞으로 헤엄치고 아가미 위로 흐르는 물을

(Salmon Shark) 및 고래상어(Whale shark)가 있다. 경골어류는 고등어, 참치(Tuna)와 새치(Bill

흡입하여 아가미로 산소를 공급하는 더 간단한 과정이

fish)가 여기에 해당된다.

선두 통기와
구강 펌핑 방법간 전환
(Switching Ram Ventilator &
Buccal Pumping)
또 다른 종류에는 상황과 수영 속도에 따라 선두 통기
와 구강 펌핑 방법을 전환(Switching Ram Ventilator &
Buccal Pumping)할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 화이트팁샤
크(White-tip Shark), 샌드타이거샤크(Sand-tiger Shark)
와 같은 상어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는 구강 펌핑과 선두
통기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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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강릉 해중공원

침몰선 다이빙
글, 사진 이성우, 구자광 사진제공 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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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해중공원

강원도 강릉시는 2013년부터 사근진 해역을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해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근진 해안에서 3km 가량 떨어진 바닷속에 113ha 규모로 해중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바닷속 공원은 축구장 160개를 합친 면적
에 달한다. 2013년부터 폐선박 2척(800톤급, 2,400톤급), 팔각별
강제인공어초 등 다양한 해중경관시설을 조성하였고, 2017년 11월
에는 앰버33호(800톤 규모, 선체길이 56m, 높이 12m, 선폭 9.8m)
를 투하하였고, 2020년 5월에 스텔라호(2,400톤 규모, 선체길이
62m, 높이 18.8m)를 해중공원 수심 30m에 투하하였고, 2021년 12
월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종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2016
년 6월 말에는 육상시설인 접안시설과 전망대도 설치하였다.
한국에는 온전한 침몰선이 드물어 그동안 스쿠버다이버들이 국내
에서 침몰선 다이빙을 즐길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 강릉시가 조성
한 인공적인 해중공원에 조성된 침몰선은 다이버들이 침몰선 다
이빙을 즐길 수 있는 인기있는 지역이 되었다.

사천해변
순포짬
해중공원4구역

등대

해중공원3구역

새바위

해중공원1구역

오아시스 난파선

잠봉내기

꽃동산 난파선

섭바위
트윈피크

함 가볼래오 난파선

베란다
터널여행

비치

시크릿가든
P·T

사근진해변
경포사근진어촌계

경포다이브

베어가든

땀풀

해중공원2구역
제네시스

경포가든
아마존
십리바위

십리바위
오리바위

경포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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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난파선

강원도 강릉시 경포 앞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 어촌

함 가볼레오 난파선

계에서는 일찍부터 사근진 앞바다 수심 20ｍ 내외에 어초로 활용하기 위

사근진 앞바다 수심 20ｍ 정도에 난파선 2척이 모래지형에 덩그러니 위치

해 계획적으로 폐어선을 침몰시키기 시작하였다.

하고 있다. 온전한 모양의 1척과 반파의 1척이 30m 간격으로 있는데 1회
다이빙에 2척의 난파선을 모두 둘러볼 수 있지만 보통 2회에 걸쳐 다이빙

오아시스 난파선

을 해야 좀 더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다. 선실 조타실 등 선내 구조물 관찰

사근진 앞바다 수심 20ｍ 지점 모래밭 한가운데에 작은 어선이 놓여 있다.

도 가능하다. 이곳은 난파선의 웅장한 광각사진 뿐만 아니라 부착생물이

이 난파선은 2006년에 조성된 사근진 지역의 최초 난파선이다. 오아시스

다양하여 접사 촬영소재도 다양하다.

난파선은 작은 폐어선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붙
여진 이름이다.

오아시스 난파선
함 가볼레오 난파선

꽃동산 난파선
사근진 앞바다 수심 20ｍ 지점에 반파된 난파선과 200여개의 4각 인공어
초가 군락으로 혼재되어 있다. 인공어초 주변에 난파선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화려한 해면이 부착된 4각 어초와 부채뿔산호 군락이 어우러진
난파선이 일품이다. 보통 1회의 다이빙으로 난파선과 인공어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함 가볼레오 난파선

꽃동산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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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공원 1구역
특징 폐선박 2척과 다수의 거대한 철재형 어초

강릉 해중공원은 113ha 규모로 사근진 해안에서 3km 정도 떨어진 수심
24m 바닷속에 조성하고 있다. 특히 수중에 폐선박 2척(800톤급, 2,400톤
급), 팔각별 강제인공어초(폭 20ｍ, 높이 10ｍ)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해중
경관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1척의 난파선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이며, 다른
1척은 원형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어 있는 대형 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년
전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체 곳곳에 다양한 부착생물이 서식하여 음
침한 난파선의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맞볼 수 있다. 또한 선박의 모든 내부
구조물들이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으므로 수중전등으로 내부 구석구석을
관찰하면 난파선 다이빙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인근의 철재 구조물은
수심별로 서식생물이 다르다. 상층부에는 회유성 어류들이, 중층과 바닥
층은 다양한 정착성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이곳 주변은 양미

투하당시의 침몰선 모습

리 서식지로서 수시로 양미리 무리의 군무를 볼 수 있다.

해중공원 1구역의 현재 모습

난파선의 부착생물

해중공원 구조물에 모여든 어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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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공원 2구역
특징 트롤어선인 앰버33호

2017년11월 2일에 강릉시 사근진 해역인 해중공원내에 러시아에서 수
입한 트롤어선인 앰버33호(800톤 규모, 선체길이 56m, 높이 12m, 선폭
9.8m)를 투하하였다. 최저 수심 35m라서 다이빙은 중급 이상의 숙련도
가 필요한 난파선이다. 벌써 몇 년이 흘러 풍파에 자연스런 파손도 있지
만 선체에는 많은 부착생물이 자라고 있어 자연스럽고 멋진 모습을 연출
하고 있다.

투하하기 직전의 앰버33호

36m

27m

15m

56m

앰버33호의 외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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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버33의 조타실

앰버33의 내부

2022 March/April | 51

5

해중공원 3구역
특징 트롤어선인 스텔라호

2020년 5월 7일에 강릉시 사근진 해역인 해중공원내에 러시아제 트롤어
선인 강철로 된 스텔라호(2400톤 규모, 선체길이 62m, 높이 18.8m)를 해
중공원 수심 30m에 투하하였다. 스텔라호는 기존에 설치한 앰버33호의
파손을 거울삼아 선체 내부의 격벽과 구조물 등 시설물들을 그대로 살려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 채 설치되어 있어 1년 동안 태풍에도 끄떡없이 버텨

30m

20m

주고 있어 비교적 성공적인 침몰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하하기 직전의 스텔라호

62m

스텔라호의 외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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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스텔라호의 아래층

스텔라호 내부로 진입하는 다이버

스텔라호 조타실

스텔라호 중간층을 유영하는 다이버

스텔라호 조타실 내부

스텔라호 조타실의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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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공원 4구역
특징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종

2021년 12월14일에 강릉시 사근진 해역인 해중공원내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종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폐군수품은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양도받은 경장
갑차 등 4종으로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중설치 전
에 기름 등 오염물질 제거 및 어초화 작업을 모두 마치고
수중 투하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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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하기 직전의 경장갑차
(길이: 5.21m, 폭: 2.3m, 무게: 5.7톤)

투하하기 직전의 경장갑차
(길이: 5.86m, 폭: 2.5m, 무게: 8.4톤)

투하하기 직전의 인원운반차량
(길이: 5.23m, 폭: 2.46m, 무게: 14.3톤)

투하하기 직전의 인원운반차량
(길이: 7.95m, 폭: 3.25m, 무게: 12.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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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Galapagos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는 다윈의 ‘진화론’의 기반이 된 곳으
로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침식된 화산의 수
중에는 믿을 수 없이 많은 산호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
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꿈의 다이빙 지역
으로 인식되어 있다. 거대한 바다거북, 이글레이, 만타레이, 마블
레이, 카우레이, 몰라몰라, 고래상어, 망치상어, 바다이구아나, 물
개, 바다사자, 해마, 레드립뱃피시 등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
는 희귀한 수중생물들을 볼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고래상어, 망치
상어를 번갈아 볼 수도 있다.

바다이구아나
(Sea Iguana)
바다이구아나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이구아나로 도마
뱀 중에 유일하게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다 파
충류이다. 10m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으며, 갈라파고
스 제도 전역에 퍼져 있어, 종종 갈라파고스 바다이구아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바위가 많은 해변에 서식하며, 늪이나 망그
로브 해변에 흩어져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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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미얀마
북안다만해
North Andaman Sea

미얀마의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는 수중 바위의 경관
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때가 묻지 않는 자연 그대로 보존된 환경을 지닌 청청한 곳이다.
이곳 다이빙이 가능한 시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다.

만타레이
(Manta Ray, 쥐가오리)
만타레이는 성체의 지느러미 너비가 7~8m이고, 무게는 0.5~1.5
톤에 이르는 대형 가오리이다. 덩치에 비해 온순한 만타레이는
플랑크톤이 주식이며, 작은 새우보다 큰 먹이는 먹지 못한다. 주
로 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넓은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해 유영하므
로 헤엄친다기보다는 비행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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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필리핀
세부
말라파스쿠아섬
Malapascua

필리핀 세부의 최북단에 위치한 말라파스쿠아섬의 다이빙은 크
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환도상어를 구경하는 모나드
숄(Monad Shoal)에서의 다이빙, 둘째로 갓토섬(Gato) 주변의 접
사생물 다이빙, 셋째로 말라파스쿠아 본섬 주변의 월다이빙, 마
지막으로 렉다이빙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환도상어를 보는
것이 압권이다.

환도상어
(Thresher Shark)
환도상어는 몸 전체길이의 거의 반에 달하기도 하는 낫 모양의
꼬리 때문에 유명하다. 전 세계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서 발견된
다. 꼴뚜기류와 무리지어 다니는 어류를 먹는데, 먹이의 둘레를
선회하며 이들을 작은 무리로 흩뜨린 다음 공격한다. 이들은 때
때로 꼬리를 사용하여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물을 세차게 때려 먹
이를 놀라게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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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말레이시아
시파단섬
Sipadan

말레이시아 시파단은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
고, 범프헤드패롯피쉬(버팔로) 무리가 압권이다. 아름다운 수상
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
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다. 최근에는 시파단 본섬을 보호하
기 위해 다이빙은 제한이 있어 일정 중에 1일 다이빙만 허용된다.

범프헤드패롯피쉬
(Bump-head Parrot Fish)
앵무고기(Parrot Fish) 중에는 범프헤드패롯피쉬(Bump-head
Parrot Fish)라 불리는 종이 있다. 이들은 얕은 수심에서 수백 마
리가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산호를 긁어 먹는다. 거구를 유지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산호를 긁어 먹고 먹은 만큼 석회가루를
배설하기에, 이 물고기 무리가 이동할 때면 물속이 뿌옇게 흐려
진다. 이러한 모양새가 마치 육지의 들소(Buffalo, 버팔로) 떼가
황야를 질주할 때 일으키는 흙먼지에 비유되면서 버팔로 피시
(Buffalo Fish)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022 March/April | 63

Reader's Story

1

제주도
가파도와 화순지역
다이빙을 다녀와서
글, 사진 이상훈 / PADI강사 (M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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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의 넙개 포인트

2

제주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자그마하면서 섬의 높이가 아담한 가파도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운진항에서 출발한
다. 나누이 최청락 강사가 진행하는 가파도 다이빙은 가파도에서부터 화순
까지 하루의 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대신 거리가 멀어서 한번 나가서
3회 다이빙을 한 후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다이빙을 가는 날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한겨울이
라 배에서 약간의 쌀쌀함을 느꼈다. 하지만 가파도의 멋진 넙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운진항에서 약 20~30분 정도 걸려
서 도착한 넙개 포인트는 약간의 조류가 있었고 등대가 설치된 갯바위에
는 고요한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입수 준비를 마치고 다 같이 입수를 시
작했다. 입수지점은 수심 5~6미터, 여기서부터 직벽을 따라서 다이빙 진

1
2
3
4
5

가파도의 넙개
가파도 앞의 넙개 포인트
배에서 다이빙 준비 중
배에서 다이빙 준비 중
바다에서 바라본 모슬포와 산방산 모습

행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수심 38미터를 내려와 있었다.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연산호가 여기저기 어우러져 있고, 수많은 자리돔 떼
가 유유히 지나간다. 제주도에서 많은 다이빙을 해 보았지만 가파도 지역
만큼 좋은 포인트가 또 있을까? 하지만 수심이 너무 깊어서 짧은 다이빙
시간이 아쉬울 뿐이다. 여기는 조류가 좌우로 흐르고, 때로는 버블이 위로
상승하지 않는 하향조류도 가끔 생긴다. 그렇다고 필리핀의 베르데만큼 강
한 조류는 아니지만 초보자가 다이빙을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경
험이 많은 다이버들이 제주도의 새로운 지역을 원한다면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물론 지형지물을 좋아하는 다이버들은 직벽
다이빙이 새롭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수중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이
나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곳은 물때를 잘 맞춰야지

3
4

만 맑은 시야와 편안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가파도를 가고 싶다면 조
금 물때를 맞춰서 정조 시간에 들어가면 편안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주의
할 점은 너무 깊은 수심에 감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다이빙컴퓨터
를 체크해야 한다. 우리 일행도 대부분 상승 중 감압에 걸려서 안전정지 시
간을 빼고 최소 5분 이상은 더 머물렀다 올라왔다. 실제 다이빙시간은 그
리 길지 않지만 상승시간과 안전정지시간까지 계산하면 약 30분 정도의
다이빙시간을 가질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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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의 삼거리 포인트
이어서 두 번째 다이빙은 송악산과 형제섬 사이에서 하기로 했다. 포인트
이름은 삼거리라고 하는데 물때에 따라 입수하는 방향이 다르고 입수 후
방향을 잘 찾아가야 한다. 전에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포인트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 버렸다. 포인트에 떨어져서 그냥 바닥만 헤
매다 나왔다. 수중에는 거대한 암반들과 작은 협곡과 빛이 들어오는 아기
자기한 동굴들이 어우러져 그 사이 사이에 연산호가 있어서 역시 사진촬영
에 좋은 포인트였다. 아쉬운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못 찾아 갔다는 것이다.
조류가 있다 보니 그것을 감안해서 입수를 해야 하는데 하강 후 조류 때문
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다들 원하는 지역을 보지 못했다.

2
3

화순의 쌍굴과 아치
마지막 세 번째 다이빙은 화순의 쌍굴과 아치로 향하였다. 이동거리가 길
다 보니 이동하면서 수면휴식시간을 가지고 포인트에 도착하면 다이빙 준
비를 하고 천천히 입수하면 된다. 화순 쌍굴 포인트는 여러 번 들어가 보
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혼자 아치를 다녀왔다. 쌍굴을 갔던 일행들은 약
40~50Cm 정도 크기의 광어를 보았다고 하고 쌍굴에서 밖을 쳐다 본 풍
경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오랜만에 아치를 다녀왔는데 예전보다
산호가 더 화려해진 느낌이다. 아치의 천장에 빼곡히 자라고 있는 연산호
와 그 주위에서 유영하는 자리돔들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더군다나 시야
도 좋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머리에서 더 오랫동안 각인이 되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화순의 수중아치 모습은 기억이 떠나지 않는다. 이곳
을 들어가기 전에는 파란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때로는 시야가 나
쁠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보고, 그것

4

을 카메라에 담을 때 그리고 그 곳에서의 추억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른
거리는 것은 지금처럼 시야도 좋았고 화려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 산호의
모습들을 보고 왔을 때가 아닌가 한다. 제주도의 특징은 알록달록한 연산
호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다. 화순 역시 아주 작은 아치이지만 그곳
에는 제주도 어느 곳보다 건강하게 산호들이 잘 자라고 있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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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파도의 넙개
화순 수중아치의 천장에서 자라는 연산호들
가파도의 넙개와 다이버
화순 아치 옆에 아름다운 연산호 모습
송악산 삼거리 포인트
넙개에서 다이버와 연산호

6

즐거웠던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유난히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 때문에 다이빙 후에 배위에서 쉬는 동안
조금은 추웠던 기분이 들지만 마지막까지 즐거운 다이빙이 되어 새로운 추
억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함이다.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가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다양
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이곳 가파도와 화순지역 다이빙 역시 제
주도에서 그동안 똑같은 지역만 가다가 새로운 곳의 다이빙을 통해서 제
주도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경험을 쌓기에 충분했다.
그 외에 모슬포에 돌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무릉아치 포인트도 있고, 가파
도 오른쪽으로 홀래미여라는 곳도 있다. 가파도는 봄이 오면 온통 청보리
가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한 섬이지만 그 섬의 물속에서는 봄이 아닌 1년

이상훈 / PADI강사 (MSDT)

내내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고, 이번 가파도와 화순 다이빙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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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기억에 또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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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으로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즐거웠던 하루를 마무리 하면

작한 수중사진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언제든

서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였다.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찾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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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2022년 PADI ICE DIVING Festival 단체사진

2022년 PADI Ice Diving Festival
글, 사진 양재호 (PADI CD / 니모만세(NemoViva)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 운영)

2022년 2월 12일(토)~13일(일) 양일간, 강
원도 영월에서 진행된 PADI ICE DIVING
Festival을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인 니
모만세(NemoViva) 다이브센터의 주관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항상 새로운 수중세계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하게 된다. 그 수많은 다이빙 중에서도 콜드
워터 다이빙의 최종 관문인 아이스 다이빙으
로의 모험은 더 큰 설렘일 것이다. PADI의 프
로페셔널 멤버, 다이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이 함께한 ‘2022년 PADI ICE DIVING Festival
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왼쪽부터 ‘제주바다하늘’ 김선일 CD, ‘마린카이’ 조규철 강사, ‘니모만세’ 양재호CD, 박성훈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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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스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번 PADI 아이스 다이빙 축제는 PADI 5 STAR 강사개발센터인 ‘니모만세
(NemoViva)’의 주관 하에 이번 축제를 준비하였다. 그 외에 다양한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COVID-19를 대처하는 방역수칙 지키기
이번 아이스 다이빙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방역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기에 다른 피해를 주지

가장 모험적인 다이빙 중 하나 ‘아이스 다이빙’

않기 위해서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장 입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마스

‘아이스 다이빙’은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과 다른 형태의 가장 모험적인

크 착용, 손 소독제 등을 배치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다이빙

스페셜티 다이빙 중 하나이다.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고, 스쿠버 장비를

을 진행하면서 물에 젖은 상태로 마스크를 다시 쓰고 벗는 과정이 불편하

착용한 후 그 구멍을 통해 입수하여 수중 유영을 한 후에 다시 그 구멍을

였음에도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축제를 잘 마무리

통해 출수하는 것이다.

할 수 있었으며, 팀당 6인 이하로 방역 지침에 의해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아이스 다이빙은 대체로 탐사나 구조, 탐색 및 인양, 수중 생태계 관찰, 교
육 및 체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게 된다. 평상시에 빠른 유속이 흐
르는 강물은 부유물로 시야가 나오지 않아 다이빙이 어렵다. 하지만 얼음
이 얼게 되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면서 부유물이 가라앉아 좋은 시야
로 다이빙을 할 수가 있다.

입수 전 사전 브리핑

입구에 온도 체크 및 손소독제 배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아이스 다이빙 준비 쉽지 않네?
아이스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PADI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레벨 이
상이며, 드라이슈트 다이빙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여야 한다. 또한 아이스 다
이빙에 참여하는 다이버는 반드시 아이스 다이빙 스페셜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이빙 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체크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번 아이스 다이빙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 답사를 통하여 안전한 다
이빙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였다. 아이스 다이빙을 즐기는 대표적인
장소인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강원도 홍천군 홍천
강과 칙소폭포,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인근 계곡 등을 사전 답사 후 최종
선택은 강원도 영월에서 아이스 다이빙 축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이스 다이빙은 일반적인 다이빙과 다르게 다이빙 장비 이외에 수많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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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선물이 한가득?!
이번 PADI 아이스 다이빙 축제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국내 다
이빙 장비업체로부터 많은 협찬과 성원이 있었으며 상당의 상품들이 아이
스 다이빙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아이스 다이빙 축제의
선물은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깜짝
선물을 받은 모든 참가자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었다.

힘을 합쳐 얼음을 끌어 올리는 중

첫 선물은 브레이크 타임 ‘가위바위보’로 시작하였고, 또한 입장할 때 넣었
던 행사 추첨권을 뽑아서 협찬사에서 나눠준 상품을 차례로 나눠주었다.
상품은 모든 참가자가 2개 이상의 상품을 받아갔다. 모두 함께 상품을 받
을 걸 축하하며 아이스 다이빙의 시작을 알렸다.

빠져나오는 얼음 덩어리

아이스 다이빙의 시작! 얼음구멍 만들기
이번 아이스 다이빙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얼음구멍을 뚫는다. 사전에 선
정해 둔 위치에 한 변의 크기가 2~3m 정도로 삼각형 형태로 얼음을 자르
며, 동시에 3명이 입수할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하다. 전동체인톱을 사용하여
얼음을 자르는 경우 전동체인톱이 얼음을 관통하며 물이 튀어 얼음을 자
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얼음 두께보다 약간 얇게 자른 후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잘린 얼음 조각을 얼음 밑으로 넣으면 구
멍을 막거나, 안전줄이 걸리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
드시 얼음을 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 얼음 조각을 올릴 때는 잘라진 얼음
조각에 아이스스크류를 박고 로프를 연결하여 위로 끌어 올린다.
삼각형으로 자른 얼음덩어리를 참가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바깥으로 끌어
올렸다. 엄청난 무게의 얼음에 깜짝 놀랐지만 들어 올린 얼음덩어리 아래
로 바닥까지 보이는 시야에 다들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날 끌어올린 얼음
덩어리는 약 45cm의 두께의 얼음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일반적
인 아이스 다이빙의 시기는 보통 추운 날씨가 며칠 지속되어 얼음의 두께
가 15cm 이상이 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차량 진입이 필요한 곳의 얼음 두
께는 30c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더 두꺼운 얼음에서 안전하게 진행
되었으며, 이날 총 2개의 얼음구멍을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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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다이빙 진행 / 수신호 / 장비 관리
아이스 다이빙을 하기 전 방역 수칙에 맞춰 6인 이하로 팀 리더 1명 및 육
상 보조자(텐터, Tender) 1명, 구조 다이버 2명, 다이버 2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다이빙을 진행하기 전 안전줄과 앵커를 다이버들에게 걸고 팀
리더가 다시 한 번 수신호, 줄당김 신호 및 주의 사항을 브리핑 후 진행하
였다. 안전줄은 단순히 줄이 아닌 다이버와 육상 보조자 간의 대화로 다이
버가 수면과 연락하며 다이버의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아이스
다이빙 전 줄 당김 신호는 반드시 숙달돼 있어야 한다. 2~3분마다 한 번
씩 줄당김 신호를 보내며 서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안전줄을 잡고 있는 다이버

안전줄과 구조용 안전줄 및 하강 라인을 설치하고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
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입수 전에 다이빙 장비를 세팅하고, 실린더 밸브는 육상에서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앉아서 육상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다이빙 준비를 완료한다. 안전줄에 캐러비나를 연결 후 다이빙 준비를 시
작한다.
모든 다이빙이 마찬가지지만 얼음 속과 밖에서 진행되는 아이스 다이빙의
준비과정은 더욱더 철저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 전에 드라이슈트 및 호흡기
와 부력조절기를 점검하였다.

대기중인 다이버와 줄을 잡고 있는 육상 보조자

입수 대기중인 다이버

현수막과 파인텍스로 만든 깔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삼각형의 끝부분에서 입수를 준비한다. 안전줄을 다이
버에게 걸고 육상보조자분이 돌아다니며 다이버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다이버를 도와주는 육상 보조자

을 하나하나 챙겨주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수 전에 다시 한 번 수신호
와 주의 사항을 상기하고 구멍 아래로 입수한다.
실제로 들어간 얼음 아래의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고요했다. 마치 모든 시
간이 정지한 듯한 장면과 깨끗한 시야는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 많은 다이
빙을 해봤지만, 아이스 다이빙은 특히나 매력적이다. 수중에서 얼어있는 수
면의 얼음을 바닥 삼아 거꾸로 서보기도 하고, 다이빙 중에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봤던 것,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기 방울을 가지고 노는 등 정말
신기한 경험들이다. 얼음을 통과해 비추는 햇살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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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도 식후경! 아이스 다이빙도 식후경!
아이스 다이빙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먹거리이다. 추운 다이빙이 끝
난 후 급격한 체온 손실로 저체온증 상해가 올 수도 있다. 피부를 통한 체
온 손실은 머리, 목, 손, 발 등 혈관이 피부 표면 가까이 있는 부위에서 발
생하고, 호흡을 통한 체온 손실은 실린더 내의 찬 기체를 호흡하면서 발생
한다. 저체온증은 신체 중심부의 온도가 35℃ 이하로 내려간 생태를 뜻한
다. 물론 이에 대비해서 따뜻한 음료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서 다이빙
이 끝난 후 따뜻한 곳에 체온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먹을 수 있다면 따뜻
한 음료를 섭취하고, 찬 피부를 비비거나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이번 아이
스 다이빙 축제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참가자 모두가 행복해 하였
다. 각종 음료와 과자, 라면, 따뜻한 어묵과 국물, 제육볶음, 생굴 야채 볶
음 그리고 석화 구이까지 참가자 분들의 입까지 축제로 가득했다. 다이빙
을 끝내고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배를 채워서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
로 따뜻했다.

수면 얼음에 거꾸로 서있는 다이버

버디와 함께 어묵과 국물

얼음 구멍 아래 다이버

이날의 수온은 약 1~2도, 시야는 시력이 시야 일정도로 최고의 환경이었
다. 다이빙 중 수시로 육상 보조자와의 줄당김 신호로 안전을 확인하고, 안
전줄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10mm 굵기의 줄을 잡고 신호하며 안정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PADI 아이스 다이버 코스에 참여하신 다이버들
은 사전에 이론 및 수영장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스 다이빙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아이스 다이빙이 해보고
싶어서 왔다가 장비 이상 및 추위 등으로 입수하자마자 다이빙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수중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일반 다이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아이스 다이빙의 경우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PADI 아이스 다이버 스페셜티’ 교육을 받고 충분한 드라이슈트 적응과 중
성 부력을 할 수 있어야 본인의 안전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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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구이를 기다리는 다이버들
각종 과자들과 음료 그리고 방역기기

포토배너를 즐기는 사람들

축제의 마무리는 뒷정리
아이스 다이빙을 완전히 종료한 후에는 장비를 정리하고 철수 준비를 한
다. 시작할 때 뚫었던 얼음 구멍을 다시 메우고, 메운 자리에는 위험 표시
를 해야 한다. 표시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주의를 주
기 위해서이다.
이전에 끌어올렸던 얼음덩어리를 다시 구멍으로 넣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얼음과 얼음이 맞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들 합심해서
얼음덩어리를 구멍으로 넣었다. 얼음덩어리와의 사투 끝에 승리한 아이스
다이버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
두 분리수거하고 청소를 했다.

축제를 마무리하며…

결국 남는 건 사진, 다 같이 포토타임!
모든 축제에는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함께 즐
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준비한 포토월과 포토 배너로 축제
의 현장에서 많은 분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아이스 다이빙 현수막 앞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정말 즐거웠다며 내년
에도 꼭 함께 하자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
로 이번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제주바다하늘’의 김선일CD, 박성훈CD
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번 행사에 협찬해 주신 하
나프라자(SEAC), 스쿠버텍(SCUBATEC), 워터프루프(WATER PROOF), 우
정사(WOOJUNGSA), 셔우드스쿠버(SHERWOOD SCUBA)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PADI다이브 센터/리조트, PADI 프로페
셔널 멤버 그리고 가족과 친구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3년 PADI 아이스 다이빙 축제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

PADI 아이스 다이버 스페셜티 무엇을 배울까요?
포토월 앞에서 입수전 브리핑 중

● 아이스 다이빙에 맞는 장비 준비하기
● 장비 문제 예방방법
● 팀 장비
● 사이트 선택, 준비 및 다이빙 후 절차
● 아이스다이빙 팀워크
● 아이스 다이빙 계획 및 기술
● 추위의 영향
● 아이스 다이빙 비상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PADI 5Star 강사개발센터인 니모만세(NemoViva) PADI
아이스 다이버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문의 : 02) 387-5538
홈페이지 : www.NemoV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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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B-29의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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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바다

사이판 트래블버블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강사,
PADI Master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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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 블루를 향해
2021년 12월 1일은 한국과 사이판 사이의 트래블버블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사이판 입국과 동시에 즉시 자유가 주어졌습
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격리가 없는 것은 물론, 사이판으로 들어갈 때
에도 아무런 격리 없이 즉시 자유여행이 가능해진 날입니다. 역설적으로,
2021년 12월 초에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전파로 인하여 한국에는 해
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던 것이 다시 폐지되었고, 이를 믿고
겨울 해외투어를 기획하였던 수많은 다이버들과 관련 업체들은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가혹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봄부터는 다방면에서 보다 열린 세상이 포근하게 펼쳐지길 바라고

1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이판이 유일하게 상호 무격리 자유여행이 가능한

2

곳입니다(2022년 2월 중순 기준).
저는 2021년 12월 중순에 사이판 자유여행의 길이 열렸고 특급호텔 숙박
비용 등을 마리아나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격리 해
외다이빙 투어의 유일한 방법이면서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
는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이판에서 13년 동안 쉼
없이 다이빙 영업을 해 온 곽성한(Nicky) 강사가 운영하는 딥블루(www.
saipandiving.co.kr/카카오톡Deepbluedive) 샵에서 사이판 트래블버블 입
국 등에 관한 상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늘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딥블
루의 연락을 받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딥블루 샵을 차터하였고,
2021년 12월 말 7박8일, 2022년 2월 초 구정연휴 8박9일 두 번에 걸쳐 총
17일의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번 온더코너 멤버 13인 전후로 딥블
루 샵을 차터하고, 전체 일정의 수립과 포인트 선정을 제가 직접 하였으며,

4

포인트 브리핑과 한 팀의 가이딩 또한 제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나이트
다이빙 없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총 28회의 다이빙 전부 밝을 때 진행
하였습니다.
사이판은 작은 섬입니다. 울릉도의 1.6배 크기이고, 제주도 보다는 한참 작
지요. 남북으로 길쭉한 섬이지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차로 40분 안
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판이 품고 있는 바다는 결코 작지 않습

3

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뾰족하게 솟은 사이판 주변의 바다는 대단히 광활
합니다. 멀리서 밀려오는 그곳의 푸른 물빛은 ‘퍼시픽 블루’라고 불리는 고
유명사입니다. 사이판의 다이빙포인트는 다채롭습니다. 산호, 지형, 조류,
동굴, 생물 등 매 다이빙마다 전혀 다른 바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운 시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바다는 여전히
밝게 빛나며 따스하게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코로
나로 힘들었던 2021년의 연말, 그리고 새롭게 희망을 품는 2022년의 구정,
4주 간격으로 두 번 만난 사이판의 바다는 시리도록 푸르고, 꿈꾸듯 즐거
웠습니다.

1
2
3
4
5

한적한 인천공항
항구에서 진행된 반자이클리프 브리핑
2월 3일의 딥블루 벽면 공지사항
2월 4일 그로토 다이빙 브리핑
반자이 클리프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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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그로토 입구에서 단체사진
그로토 출수 직후 단체사진
딥블루 포토존에서 단체사진
노을지는 하얏트 앞바다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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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이판이 품은 큰 바다
두 번의 투어 모두 첫 다이빙은 티니안 플레밍이었습니다. 티니안은 사이
판 항구(charlie dock)에서 남서쪽으로 보트를 80분 달려야 합니다. 티니
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하늘과 바닷물빛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티니안 플레밍은 아득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직벽과 그 위에 따스하고 안
락한 얕은 수심이 절묘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서쪽 블루워터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대자연의 짙푸른 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
다, 태평양에 드디어 왔다는 실감이 온몸에 절절하게 촉감으로 퍼져나갑니
다. 티니안 플레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출수하면, 보트는 바로 북쪽으로
5분을 이동하여 티니안 그로토에 도착합니다. 티니안 그로토의 지형은 마
치 판타지 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환상을 줍니다. 2개의 동굴과 수많은 크
랙, 온갖 종류의 ‘창문’들이 이어집니다. 동굴에 입장한 다이버들이 호흡한
버블이 동굴 천정을 통과하여 푸른 물에 흩뿌려지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풍경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매료된 포인트는 사이판 최남단의 나프탄입니다. 사이판 공항 바로
남쪽 바다입니다. 따라서 드론촬영이 불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프탄은
정남향 포인트입니다. 남동쪽에서 뜨는 해가 블루워터를 환하게 비추고 있
어서, 수중에서 남쪽으로 멀리 뛰어내릴 때 수심을 무시하는 밝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 컴퓨터는 40m 수심을 알려주는데, 수면이 또렷이
보이고 사방이 다 밝은 파랑입니다. 뒤돌아 지형을 보면 장대한 절벽이 끝
이 보이지 않게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작은 사이판은 이처럼 큰 바다를 가
득 품고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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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대물 다이빙
사이판은 대물이 없고, 지형과 시야 위주의 다이빙이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번의 투어
로 인해 인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이판 최고의 대물 포인트는 최북단
의 반자이클리프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자살절벽 앞쪽에 있는 포인트입니
다. 수중에서 사이판 본섬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본섬에서는 약간
떨어져있기에, 오히려 망망대해에 하강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수중에 얇
고 긴 수중산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습니다. 얇고 수직으로 솟아있기에
능선을 벗어나면 바로 깎아지듯 깊어집니다. 입수직후에 상어들을 만났습
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달려 바닥으로 급하강을 하
니, 잭피쉬 무리들이 거대하게 지나갑니다. 갑자기 잭피쉬들이 황급히 사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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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안그로토 작은 동굴에서 정채율 다이버
아이스크림에서 이글레이와 정채율 다이버
반자이클리프에서 이글레이와 일행들
그로토 외해의 바라쿠다 스쿨링
라우라우 비치의 전갱이 스쿨링
반자이클리프의 GT 스쿨링
아이스크림에서 이글레이 옆모습

7

지기에, 사라진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등장
합니다. 큼직한 자이언트 트레발리(GT) 떼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
다. GT스쿨링 사이에 들어가서 둘러싸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
다 짜릿했습니다. 반자이 포인트는 비교적 거친 환경 때문에 난이도가 높
고, 기상과 조류를 면밀히 살펴야 입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딥블루 곽성한
(Nicky) 강사님의 노련한 오퍼레이팅 덕에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이판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이판은 이글레이 스쿨링으로 유명합니다. 남서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서
쪽 인리프에 있는 B-29 포인트에서 이글레이를 자주 만났습니다. 아이스
크림 포인트는 거대한 산호군락이 아이스크림 스쿱의 형상으로 놓여있습
니다. 그 상단이 이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이라, 주변을 유영하는 이글레
이를 쉽게 만나고, 또 아주 큰 거북이도 살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이스크림
산호군락 인근에서 다이브타임 70분을 넘겼을 무렵, 일행들의 얼럿소리에
뒤돌아보니 11마리의 이글레이가 바닥에서부터 급격히 산호군락 위로 솟구
치는 장관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B-29는 항구 인근의 포인트로 제2차 세
계대전 때에 격추된 폭격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잔해 인근의 산호언덕 앞
쪽에 이글레이들이 잔뜩 모여서 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
17마리가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그들을 이토록 가까이 평화
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마음속 깊이 감사
하는 다이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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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이로운 비치다이빙

2

사이판 비치다이빙의 대표적인 스팟은 그로토와 라우라우입니다. 그로토
는 사이판 북동쪽에, 라우라우 비치는 사이판 남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로
토의 계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많이 안정적으로 바
뀌었습니다. 그로토 전망대(view point)도 새롭게 단장되어 아주 쾌적하고
편안합니다. 그로토에 몇 번을 가도, 계단을 내려가면서 느끼는 설렘과 기
대감은 여전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그로토 수중은 놀랍도록 한적합니
다. 그 푸른물과 신비로운 공간감은 여전합니다. 동굴을 통과하여 외해로
나가면, 다른 세상에 입장하듯 새로운 세상이 한가득 푸르게 펼쳐집니다.
빌딩 보다 큰 바위들이 저 멀리 아래 산재하여 있고, 그로토가 위치한 북쪽
의 직벽은 장대합니다. 그로토 외해를 유영할 때에는 하늘을 난다는 체감
이 상당합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라우라우 비치는 항상 그 광활한 산호 밭에 놀라게 됩니다. 끝도 없이 펼쳐
진 경산호 군락은 경이롭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미로처럼 누비거나, 그 위
를 유영하며 일행들의 버블과 어우러진 경치를 감상하다가 거북이를 만나
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2월초 구정연휴 투어에서는 라우라우 산호군락을
가득 덮어버리는 전갱이 무리를 만났습니다. 사진으로 미처 담아낼 수 없
는 대규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맑은 사이판 시야
와 경산호 군락위에 거대하게 등장하는 전갱이 무리는 비현실적이었습니
다. 일행들 모두 버블을 거칠게 뿜어가며 흥분해서 핀을 찼습니다. 부디 오
래오래 더 커진 규모로 남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라우라우 비치의 다이빙
은 그 진행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라우라우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딥블루 곽성한(Nicky) 강사님의 입체적인 안내 덕분에 모두
가 전갱이 무리를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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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토 입출수 지점
난파선의 거북이
B-29의 한국인희생자 위령비와 일행들
난파선 포인트에서의 다이버
B-29에서 100로그를 기록한 유진아 다이버

일반 여행의 즐거움들
사이판은 사실 다이빙보다 일반 관광지로 더 알려진 곳입니다. 그만큼 일
반 여행의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최근 두 번의 여행 모두 항공기 승객의 대
부분은 압도적으로 일반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시간 외에는
당연히 다이버 또한 일반 여행자입니다. 저녁시간에 일행들과 함께한 추억
들이 무척 많습니다. 북부에 별을 보러 갔을 때, 칠흑 같은 어둠속에 소금
을 잔뜩 뿌린 듯 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별의 비를 맞고 있는 느낌이었습
니다. 주변은 고요하여 일행들의 노래소리만 밤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
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마리아나라이트하우스 레스토랑도 경치가 대단
합니다. 산 중턱에 있어, 해질 무렵 방문하면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고, 바다를 보고, 다시 식사를 하느라 바쁜
저녁을 보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돌아가며 방문해보는 재미

3
4

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메뉴의 저녁식사가 가능합니다.
사이판에서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나도, 일행들은 퍼시픽 블루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자유롭던 그 시절 우리
가 좋아했던 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오히려 더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제 다시 시작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랜 기간 지나왔던 어두운 터널은 끝
나가고 있고, 동트기 전 새벽처럼 가장 어두운 찰나일 뿐입니다. 짙푸르고
따스한 그곳이 그립습니다. 다시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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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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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beh Strait 2022

Batu Kapal

2022년의 렘베해협
Text and Photos by Nuswanto Lobbu, 번역 편집부

Batu Angus
AW Shucks
Hairball
Teluk Kembahu

필리핀

Nudi Retreat
Makawidey
Air P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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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본섬
Ambon

Angel's Window
Batu Sandar
Pantai Parigi
Pintu Kota

The world of tourism has been torn apart by the Corona virus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할 수 없어 북술라웨시

with no tourism activities anywhere including Bitung, North Sulawesi.

(North Sulawesi)의 비퉁(Bitung)을 포함한 세계 여러 분야의 관광업은 산

One of the affected areas is dive tourism where countless businesses

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금도 고통을 받

are suffering as we speak. Many resorts have already gone bankrupt,

는 분야 중 하나가 다이빙 관광입니다. 많은 리조트가 이미 파산했고, 리조

inadvertently leaving resort staff and dive masters with no income.

트 직원과 다이브마스터는 실직을 하였습니다.

That said, Lembeh Strait has taken sabbatical time off in what should have

늘 분주하고 붐비는 다이빙 장소여야 하는 렘베해협은 안식년을 보내야 했

been hectic and crowded dive sites.

습니다.

My team and I, with the support from the Mayor of Bitung, conducted

저와 저희 팀은 비퉁시장의 지원을 받아 3일간에 걸쳐 여러 다이빙 장소

a survey by diving for 3 consecutive days in several dive sites. It was

에서 다이빙을 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렘베 주변에 어디에서나 다이버

reminiscent of 15~20 years ago where I could dive anywhere in Lembeh

들 없어 내가 다이빙을 하던 15~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

without any divers around me. It was amazing! As I observed the many

도 많은 피사체를 만났었는데, 피사체들은 여전히 그들의 서식지와 조화

critters, they are still living in harmony with their habitat, seemingly

를 이루며 잘 살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전염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oblivious to the pandemic above.

같았습니다.

The Mayor of Bitung, Ir. Maurits Mantiri in front of healthy soft coral in Makawidey divesite.
Makawidey 다이브사이트의 건강한 연산호와 Ir. Maurits Mantiri 비퉁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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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 Kapal divesite – Blooming softcoral, covered with anthias,
very good subject for wide angle pictures. We also spotted few
white-tip sharks in this site.
Batu Kapal 다이브사이트 - 개화기(thias)로 덮인 연산호가 활짝 피
어 광각 사진을 찍기에 아주 좋은 피사체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화이트-팁 샤크를 가끔 발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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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 of Banggai Cardinal taking over anemone for their home – taken at Makawidey dive site.
말미잘을 거주지로 삼은 방가이 카디날 무리를 Makawidey 다이브사이트에서 촬영하였습니다.

Bargibanti Pygmy Seahorse – Yellow variant, taken in Nudi Retreat divesite.

Pontohi Pygmy Seahorse – taken in Angles Window divesite.

바르기반티 피그미해마 - Nudi Retreat 다이브사이트에서 촬영한 노란색 변종

폰토이 피그미해마 – Angles Window 다이브사이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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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blue) ribbon eel and Female (Yellow)ribbon eel in the same hole at Nudifalls dive site.
Nudifalls 다이브사이트에서 같은 구멍에 있는 수컷(파란색) 리본장어와 암컷(노란색) 리본장어입니다.

Mimic Octopus in Teluk Kembahu divesite.
Teluk Kembahu 다이브사이트에서 만난 미믹옥토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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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one of the warty frogfish seen
in Makawidey divesite. There were 2
of them , 4m aparts. Painted frogfish
also there with variant colors
이것은 Makawidey 다이브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사마귀(warty) 프로그피쉬
중 하나입니다. 4m 간격으로 2마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채색된
프로그피쉬도 있습니다.

Hairy Frogfish in Teluk Kembahu divesite.
Kembahu 다이브사이트에서 만난 헤리 프로그피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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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y octopus in Makawidey divesite.
Makawidey 다이브사이트에서 만난 헤리 옥토퍼스입니다.

This is Rhinopias sp. – don’t know
which type. Shot down at Goby A
Crab divesite at about 35 meters.
이것은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Rhinopias 종입니다. 약 35미터 지점
의 Goby A Crab 다이브사이트에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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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hia sp. – Unknown sp. of Nudibranch found in Nudi Falls divesite

Male Argonaut uses Jelly fish as its home base for catching the prey and

During this survey, we also took advantage to do blackwater night dives.

protect it from predators.

Berghia 종 – Nudi Falls 다이브사이트에서 블랙워터 야간다이빙에서 발견

수컷 Argonaut는 먹이를 잡고 포식자로부터 피하기 위해 해파리를 본거지

된 Nudibranch의 미확인종입니다.

로 사용합니다.

Transparent eel swimming.

Larva Flounder found swimming around during blackwater diving.

수영하고 있는 투명 장어입니다.

블랙워터 다이빙 중에 발견한 헤엄치는 넙치 유충입니다.

So with the evidence above, I concluded that Lembeh Strait is still and

그래서 위의 증거를 가지고 저는 렘베해협은 아직도 건재하며 여전히 세계

always the best diving destination in the world!

최고의 다이빙 지역라고 결론지었습니다!

Currently, the Bitung city government is aggressively trying to have every

현재 비퉁시 정부는 집단면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비퉁시 주민에게 예

Bitung city resident vaccinated so that herd immunity can be realized.

방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활동이 정상화되어 우리

With this, we hope tourism activities can return to normal and all of us

모두가 다시 모여 렘베해협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n gather and enjoy the beauty of the Lembeh Strait again.

Nuswanto Lobbu
Nuswanto Lobbu, known as Nus was among a very privileged few who began their under water adventure
under the supervision and training of the late and great Larry Smith, one of the pioneers of diving,
Lembeh Strait. With over 25 years of diving experience Nus is world renowned. His training, background
and professionalism ensure he is not only a skilled dive guide but has a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hotography and marine logistics. Nus is winning award u/w photography. He’s work has been published in
local and international dive magazines. He also Co-Author of winning book of The Undersea Art of Indonesia.
Nus로 알려진 Nuswanto Lobbu는 다이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렘베해협의 고인이 된 위대한 Larry Smith의
감독과 훈련 하에 수중 모험을 시작한 소수의 특권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5년 이상의 다이빙 경험을 가진
Nus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훈련, 배경 및 전문성은 그가 숙련된 다이빙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사진
및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Nus는 수중사진으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진은 지역
및 국제 다이빙 잡지에 게재되었으며, Winning book of Undersea Art of Indonesia의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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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스페셜 다이빙 여행지

60 Special Dive Spots for Sea Animals in the World

세계의 특별한 수중동물을 만나는 다이빙 스폿 60곳
1. 상어 2. 고래 3. 가오리 4. 기타

34

Dugong
듀공

다이빙
스폿

글 편집부

Manatee
매너티

•Busuanga Island, Philippines
•Marsa Alam, Egypt

American Crocodile
바다악어

36
다이빙
스폿

다이빙
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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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hinchorro Banks, Quintana Roo, Mexico
•Jardines de la Reina, Cuba

•Chinchorro Banks, Quintana Roo, Mexico

Baitball with Striped Marlin, Sailfish
베이트볼

다이빙
스폿

•Magdalena Bay, Baja California, Mexico (10~12월)
•Cancun, Yucatan, Mexico (10~12월)

Paddlefish(Polyodontidae)
패들피쉬

다이빙
스폿

39

사딘런

•Port St. Johns, South Africa (6~7월)

몰라몰라

다이빙
스폿

41

•Galapagos Islands, Ecuador

정어리무리

40

•Moalboal, Cebu, Philippines

Sea Lion
바다사자

다이빙
스폿

38

•Bali, Indonesia (8월)

Sardine Schooling

다이빙
스폿

•Athens, Tennessee, USA (3월)

Sardine Run

다이빙
스폿

37

MolaMola, Sunfish

42

•La Paz, Mexico
•Galapagos Islands, Ecuador
•Hopkins Island, Australia
•Otago Peninsula, 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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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Iguana
바다이구아나

다이빙
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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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Osprey Reef, Coral sea, Australia

•Peleliu, Palau (4월)

47

46

•Peleliu, Palau (Full Moon season)
•Shark city, Palau (Full Moon season)

Sea Snake Shoaling
바다뱀 집단 서식지

다이빙
스폿

44

•Sand Paradise, Palau (Black Moon season)

Red Snapper Aggregation &
Spawning

다이빙
스폿

•Sipadan, Malaysia

Sea Bream Aggregation &
Spawning

다이빙
스폿

다이빙
스폿

•Galapagos Islands, Ecuador

Bumphead Parrotfish
(Buffalo) Running

다이빙
스폿

43

Bumphead Parrotfish(Buffalo)
Aggregation & Spawning

•Bohol, Philippines
•Banda Sea, Indonesia

48

Potato Cod
감자대구 / 포테이토 코드

다이빙
스폿

바다거북 크리닝 스테이션

•Socorro Mexico

53

장수거북

52

•Kei Island, Maluku, Indonesia

Salema School
살레마 무리

다이빙
스폿

50

•Sado Island, Japan

Leatherback Sea Turtle

다이빙
스폿

•Barracuda point, Sipadan, Malaysia

참치무리

다이빙
스폿

51

•Makaha Beach, Oahu, Hawaii

Tuna Schooling

혹돔

다이빙
스폿

•GBR, Queensland, Australia

Green Sea Turtle
Cleaning Station

다이빙
스폿

49

Asian Sheepshead Wrasse

54

•Galapagos Islands, 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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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pawning
산호산란

다이빙
스폿

레드립뱃피쉬

수퍼 마크로 피사체

다이빙
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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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필리핀 롬브론섬

59

(5월말~6월중순)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

58

•Ambon Bay, Indonesia

Black Water Diving
블랙 워터 다이빙

다이빙
스폿

56

•Blairgowrie Pier, Melbourne, Australia

Psychedelic Ambon Frog-fish

다이빙
스폿

•Galapagos Islands, Ecuador

Super Macro Subject

바다게

다이빙
스폿

•GBR, Queensland, Australia (11월)
•North Malé Atoll, Maldives (3월)
•Okinawa, Japan (5월)

Red Lip Batfish

다이빙
스폿

55

Giant Spider Crabs
Aggregation

•필리핀 아닐라오
•필리핀 롬브론섬
•인도네시아 렘베해협

60

심장 충 격기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심정
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심정지-무호흡 또
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
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
약 주위에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심
장충격기를 함께 요청한다.

전원켜기
심장충격기(AED)
전원을 켠다.

✚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
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
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

패드 부착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 패드를 부착한다.

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
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
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
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

분석하기 및
심장충격기 시행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심장충격 시행 멘트가 나올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
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
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
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
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
(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
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회복

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
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

심폐소생술 실시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 후
30:2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 (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
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
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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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Diving Terminology
다이빙 용어
1부 기본 기술
2부 기본 장비

스프링 핀 스트랩 (Spring Fin Strap)
끈 대신에 스프링을 달아 벗고 신을 때 쉽고 편하게 한 형태이다.
슈트 (Suit, 잠수복)
다이빙을 할 때 외부의 환경(상처/추위)에서 다이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옷과 같은 장비로 슈트, 드라이슈트 등이 있다.

3부 고급 기술
4부 고급 장비
5부 스페셜 다이빙 용어

마스크 (Mask, 물안경, 수경)
수중에서 눈과 코를 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비로 눈과 코
를 공기로 감쌈으로써 육상과 같은 시계를 확보하고, 코를 사용하여 압력
평형을 쉽게 하게 한다.
1안 마스크
창이 하나로 되어 있는 마스크이다.
2안 마스크
창이 두 조각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이다.
마스크 스트랩 (Mask Strap)
마스크를 얼굴에 고정시키기 위한 끈이다
마스크 스트랩 커버 (Mask Strap Cover)
마스크의 스트랩에 끼워 사용한다. 스크랩 커버를 끼워 사용함으로서 마
스크 착용시 머리 뒤쪽의 눌림에 의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씨드롭 (Sea Drop, 김서림 방지액)
다이빙 입수 직전에 마스크 안쪽에 발라 다이빙중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방지하는 액체이다.
스노클 (Snorkel, 숨대롱)
선단이 비어 있는 파이프의 한쪽을 입에 물고 한쪽을 수면에 내놓고 호흡
하는 데 사용한다. 스노클링과 스쿠버(Scuba)할 때 수면에서도 사용하며
얼굴을 수면에 담근 상태로 호흡할 수가 있다.
핀 (Fin, 오리발)
수중 또는 수면에서 킥을 할 때 사용함으로서 추진력을 비약적으로 높이
기 때문에 맨발에 비하여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풀풋형 핀 (Full Foot Fin, Foot-Pocket Fin)
고무신처럼 신을 수 있는 형태의 핀을 말한다. 보통 맨발에 착용한다.
스트랩형 핀 (Heel Strap Fin)
스트랩으로 발뒤꿈치만 감싸는 형태의 핀으로 대개 부츠를 신을 때 사
용하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Open
Heel Strap, Adjustable Heel Strap으로도 불린다.
핀 스트랩 (Fin Strap)
핀에서 발뒤꿈치만 감싸는 형태로 발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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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 (Wet Suit)
네오프렌이라는 합성고무로 되어있는 다이버의 신체 보호 및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착용하는 잠수복이다.
드라이슈트 (Dry Suit)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다이빙을 할 때 사용하는 데 다이빙중에도 다이버
의 몸이 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잠수복
형태이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며. 목, 손목 부위를
Seal(씰)을 사용하여 방수 처리하고 착용 부위는 방수용 지퍼를 사용한다.
내피 (Inner Suit, 이너슈트)
내피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할 때 보온을 위해 속에 내복과 같이 입는 옷이
다. 내피 디자인에 따라서는 투피스와 원피스로 나뉘는데 투피스는 입고
벗기에 편하고, 원피스보다 활동성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드라
이 슈트를 입고 벗는 데에는 원피스가 유리하다.
세미드라이슈트 (Semi Dry Suit)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착용하는 잠수복으로 목, 팔목, 발목 부분에 고무
재질로 완전밀착을 하여 최소의 물 유입은 되지만 대체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부츠 (Boots, 신발)
다이빙을 할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발이다.
글로브 (Glove, 장갑)
다이빙을 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갑이다.
후드 (Hood)
물속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자와 같은 것이다.
후드베스트 (Hood Vest)
머리를 덮는 후드(Hood)가 달려 있는 조끼Vest)이다.
방풍재킷 (Wind Jacket, Wind Breaker)
육상에서 보온을 위해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입는 점퍼이다.
래쉬가드 (Rash Guard),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터를 혼합하여 만든 수상 운동 셔츠의 한 종류
이다. 래쉬베스트 (Rash Vest)라고도 한다.
쉐이커 (Shaker, 딸랑이)
수중에서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쉐
 이커(Shaker)를 사
용한다. 흔들면 속의 구슬이 부딪히며 소리를 내면서 다른 다이버의 주의
를 끈다. 일명 ‘딸랑이’라고 한다.

다이빙 용어 (기본 장비)

탐
 침봉 (Pointer)
수중에서 사물을 지적하거나 방향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캐러비너가 같이
붙어 있어 BCD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다. 구조는 호각과 비슷하며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이
브얼럿과는 달리 다이버가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며 다이브얼럿에 비하여
작은 소리를 낸다.

래틀 포인터 (Rattle Pointer)
쉐이커(Shaker)와 탐침봉(Pointer)이 합쳐진 것
 이다.

부력조절기 (BCD, Buoyancy Compensator Device)
다이버가 다이빙을 할 때 부력조절을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재킷
(Jacket)형과 윙(Wing)형이 있다. 적절한 유영을 위해 알맞은 부력 용
량(Lift Capacity)과 부력 조절(Buoyancy Control) 기능이 있어야 한다.
BC(Buoyancy Compensator)라고도 한다.

조류걸이 (Hook)
1.5m 길이의 라인의 한쪽은 후크가 달려있고, 다른 쪽은 캐러비너가 부착
된 장비이다. 조류가 심한 곳에 바닥에 후크를 걸고 캐러비너를 BCD에 걸
어 조류에 의해 수중에 떠서 편안하게 주변을 구경할 수 있는 장비이다.
버디라인(Buddy Line)
다이빙 교육이나 초보자와 다이빙 중에 초보자 버디의 안전을 위해 서로
연결하는 선이다. 1.5m 정도 선의 양 끝에 캐러비너가 달려 있다.
수중 메모판 (Memo Board)
수중에서 글로써 의사표현이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수중 메모판이
다. 수화로서 의사전달이 어려운 초보자들의 교육이나 수중작업 등의 기
록에 사용한다.
SMB (Surface Marker Buoy),
다이브 소시지 (Dive Sausage),
부이 (Buoy)
SMB는 다이버가 비상용으로 BCD의 주머니에 가지고 다이빙을 하다가 수
중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수면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수면에 있
을 수 있는 선박 등에 자신의 위치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
이버가 SMB의 주둥이에 대고 조금의 호흡을 불어넣고 물에 띄우면 부력
에 의해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수압이 감소하면서 더욱 팽창되어 팽팽한
소시지 모양으로 물에 떠있게 된다. 다이브 소시지, 부이라고도 한다.
Reel (릴), 가이드라인 (Guide line)
릴(Reel)은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감기위한 장비로, Safety, Jump/Gap,
Primary 릴이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나일론 재질의 꼬여진(Braided) 형태
를 사용한다.
스풀 (Spool)
릴의 대용으로 사용되어 라인을 휴대하는 장비이다.
다이브깃발 (Dive Flag)
다이빙깃발은 다이버가 입수하는 지점의 수면위에 닻을 달아 띄어 놓음으
로서 주위를 이동하는 선박 등에 수중에 다이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다.

호스 (Hose)
호흡기 1단계와 2단계 사이 또는 호흡기 1단계와 게이지 사이에 연결하는
고무로 된 관이다.
고압 호스 (High-pressure Hose)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고무로 된 관이다. 다이빙 장비에는 주로 호흡
기 1단계의 고압포트와 게이지를 연결되는 곳에 사용된다.
저압 호스 (Low-pressure Hose)
낮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고무로 된 관이다. 다이빙 장비에는 주로 호흡
기 1단계의 저압포트와 주호흡기나 옥토퍼스를 연결되는 곳에 사용된다.
인플레이터 (Inflator), 파워 인플레이터 (Power Inflator)
드라이슈트, BCD 등에 레귤레이터의 저압 포트에서 연결된 호스로 공기
를 주입하는 장치이다.
덤프 밸브 (Dump Valve)
BCD, 드라이슈트에 연결되어 내부의 기체를 배출시키는 장치이다. 보통
특정 압력하에 자동 배출 성능이 있다.
호스걸이 (Hose Rack, Hose Hanger)
BCD 재킷의 어깨끈 등에 부착하여 각종 장비 호스를 정리할 목적으로 사
용한다.
D-Ring (디링)
BCD에 달려있는 금속으로 만든 알파벳 D 모양의 링이다.
호흡기 (Regulator, 레귤레이터)
공기탱크의 공기를 압력을 감소시켜 주위압력과 같이 만들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해 준다. 이 장치는 폐의 호흡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
력 불균형을 공기흐름의 조절을 위해 사용하며 수심과 호흡률 변화를 자
동적으로 보정한다. 호흡기는 1단계(First Stage), 2단계(Second Stage)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이브얼럿 (Dive Alert)
수중 또는 수상에서 신호를 위한 경음기이다. 보통 BCD의 인플레이트와
호스 사이에 연결하여 공기탱크의 공기를 사용하며 자동차의 경음기 같은
매우 큰 소리를 낸다. 다이빙도중 조류에 밀려 출수 지점과 멀어지거나 비
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멀리 떨어진 보트 또는 육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릴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호흡기(Main Regulator)
다이버가 주로 사용하는 호흡기이다.

다이브휘슬 (Dive Whistle, 다이브호각)
수면위에서 사용하는 호각의 일종으로 다이브 얼럿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마우스피스(Mouth Piece)
호흡기 2단계에 연결해서 입에 물기 아주 편하게 해주는 장치이다.

보조호흡기(Second Regulator), 옥토퍼스(Octopus)
주호흡기와 별도로 추가된 호흡기로 옥토퍼스(Octopus)라고도 말하기도
하며, 공기가 고갈된 버디가 주로 사용하는 호흡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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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용어 (기본 장비)

퍼지버튼 (Purge Button, 퍼지밸브)
레귤레이터의 앞면에 설치되어 강제로 호흡기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버튼이다. 기능은 레귤레이터 내부의 물을 공급된 기체를 통하여 레귤레이
터 바깥으로 내보내어 다이버가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퍼
지밸브(Purge Valve)라고도 한다.

장비가방 (Gear Bag)
다이빙 장비를 담아 이동이나 보관하기 편리하게 하는 가방이다.

다이빙게이지 (Diving Gauge)
다이빙 게이지는 다이빙에 필요한 측정물의 크기를 표시하는 장치로 잔압
계(Underwater Pressure Gauge), 수심계(Depth Gauge), 수온계(Water
Temperature Gauge), 나침반(Compass), 컴퓨터(Computer)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중라이트 (Diving Light, 수중전등, 수중랜턴)
수중라이트는 야간다이빙이나 물이 혼탁하여 시계가 좋지 않을 때 시야
확보 및 다이버의 수신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수중라이트는 오링과
패킹류를 사용하여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든 밀봉구조이며 보통 일반
육상용 전등의 건전지와 동일한 건전지를 많이 사용한다. 수중랜턴(Diving
Lantern), 수중플래시(Diving Flash), 수중토치(Diving Torch), 수중전등
(Dive Light) 등으로도 불린다.

잔압계 (Submersible Pressure Gauge, SPG, 수중잔압계)
보통 잔압계라 하며, 공기탱크의 현재 남아있는 공기의 압력을 표시한다.
수심계 (Depth Gauge)
수압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의 수심을 표시한다.
수온계 (Water Temperature Gauge)
수중의 물 온도를 재는 기구이다.
콤파스 (Compass, 나침반)
수중에서 방향을 알아내는 장치이다. 영구자석인 자침을 자유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남북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한다.
다이브컴퓨터 (Dive Computer)
다이빙에서의 무감압한계시간과 적절한 감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 기
능으로 계산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표시해 주는 다이빙 계기이다. 또한 수심,
잠수시간, 수면휴식시간, 수온, 안전한 상승속도, 로그 등도 표시해 준다.
공기탱크 (Air Tank, 실린더, 렁)
공기를 압축해서 담게 만든 내압성 금속(알루미늄, 스틸) 통이다. 통 상
부를 밸브로 밀폐하여 압축공기를 넣는다. 실린더(Cylinder), 렁(Lung)
등으로도 부른다. 또한 다이빙 실린더(Diving Cylinder), 압축공기탱크
(Compressed Air Tank), 공기저장탱크(Air Storage Tank)라고도 한다.
탱크밸브 (Tank Valve)
실린더의 기체를 열고 잠그는 장치이다. 모두 열려있는 상태로 다이빙을
한다.
오링 (O-Ring)
두개의 연결 장치에 물의 이동을 방지하는 방수, 방압을 하는 고무로 된
링이다.
압축공기 (Compressed Air)
에어콤프레셔(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대기압보다 훨씬 고밀도로 응축된
공기를 의미한다.
에어콤프레셔 (Air Compressor, 공기압축기)
공기를 고밀도로 압축하여 체적을 작게 하여 공기탱크에 저장하는 장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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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방 (Mesh Bag)
장비 가방으로 물 빠짐이 좋게 하기위해 그물 형태로 되어 있다.

보조라이트 (Second Light, 세컨드 라이트)
모든 다이빙시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라이트를 소지해야 한다. 주(Main) 라
이트가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백업 라이트(Backup-Light),
서브 라이트(Sub-Light)라고도 한다.
웨이트벨트 (Weight Belt)
다이버의 허리 등에 장착하고 슈트에 의해 생긴 양성부력을 중성으로 하
는 장비이다. 즉시 벗을 수 있도록 퀵 릴리스 버클(Quick Release Buckle)
이 붙어 있다.
퀵 릴리스 버클(Quick Release Buckle)
벨트를 묶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보통 플라스틱이나 강철로 만
든다.
웨이트 키퍼 (Weight Keeper), 벨트 스토퍼 (Belt Stopper)
착용하고 있는 웨이트벨트의 납이 벨트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도
록 벨트의 앞이나 뒤, 중간에 끼어 납을 벨트에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발목 웨이트 (Ankle Weight)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할 경우에 슈트내의 공기가 하체로 몰려 다이빙도중
다리부분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목에 착용하는 웨이트벨트
의 일종이다.
통합 웨이트시스템 (BCD Integrated Weight System)
통합형 웨이트시스템은 BCD안에 웨이트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웨이
트 포켓이 양 쪽에 하나씩 있어,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다. 많은 BCD 모델
에는 수중에서 균형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작은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트림 포켓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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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6년의 코스디렉터가 호주, 태국,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합니다”

IDC (강사개발교육)
1차(한국-주말반) 2022.03.12~04.17

IE(강사시험) 2022.04.22~25 (제주)

2차(한국-주말반) 2022.05.14~06.19

IE(강사시험) 2022.06.24~26 (제주)

3차(한국-주말반) 2022.09.17~10.16

IE(강사시험) 2022.10.21~23 (제주)

4차(한국-주말반) 2022.11.05~12.11

IE(강사시험) 2022.12.16~18 (제주)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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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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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12.5998 I 010.7114.9292
www.nomad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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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장비

티타늄 호흡기와
함께 다이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tomic Aquatics가 다이빙 분야의 최고 혁신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

왜 티타늄인가요?

니다. 모든 구성 요소와디테일의 조화에 집착하며 예술가와 같은 방식을 사

우리는 약간의 녹, 부식 또는 전반적인 성능 저하 없이 염수와 담수 모두에

용하여 디자인의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오랜 시간 노출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역시나 답은 티타늄이

우리의 임무는 궁극의 다이빙 장비를 만드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소재와 비

었습니다.

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호흡기를 개발하려면 정밀 엔지니어링 및 기계 가공

호흡기 디자인이 발전하는 동안 티타늄이 다이빙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

에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Atomic Aquatics의 정밀도는 그들의 오래

한 해답이라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거친 환경 속에서

된 혈통과 같고, 레이저와 같은 집중과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이 신소재를

도 견딜 수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면서도 모든 다이빙 여행에 쉽

개발해 왔습니다.

게 휴대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재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답은 티타늄이었

이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수년에 걸쳐 모든 호흡기 디자인

습니다.

에 티타늄을 내장했습니다. 우리 노력의 가장 진정한 결과는 우리의 플래그
십 라인 티타늄 호흡기인 T1과 T2가 조기에 호흡기 시장으로 진입한 것입니
다.
이들 각각을 제작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T3 호흡기에 대한 노
하우와 R&D 를 숙달 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인 1996년, 우리는 "세계 최
초의 티타늄 스쿠버 호흡기"를 선보였으며 오늘날까지 T3는 미국에서 제조
및 조립되고 있습니다.
T1, T2 및 T3 호흡기 1단계는 모두 1개의 티타늄 조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Atomic Aquatics 호흡기 기술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T3의 1단계는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23개의 개별 작업을
거쳐, 견고한 티타늄 조각으로 가공되었습니다. 모든 가공 작업은 Atomica
제조 시설에서 1개당 1번의 가공으로 단일 연속 밀링 작업을 통해 수행됩니
다. 이는 각 구성 요소가 가장 엄격한 표준만 준수하도록 주의 깊은 시선 아
래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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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호흡기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티타늄은 다른 호흡기 1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황동보다 훨씬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다이빙 여행과 사용에 환상적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티타늄 합금은 부식에 강
하여 해수에서 녹슬지 않고 30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티타늄 호흡기에 특별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 두 가지 영역은 냉수 다이빙과 엔리치드 에어/나이트록스였습
니다. 호흡기 1단계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가 저온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특수 테프론 윤활제로 채워져
있어 매우 추운 조건에서도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엔리치드 에어/나이트록스의 경우 내부 구성 요소에 모넬 금속
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Atomic Aquatics 티타늄 호흡기는 기본적으로 40%의 엔리치드 에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외부적으로는 2개의 표준 고압 포트 외에 360도 회전 가능한 4개의 추가 저압 포트가 있고 상단에 다섯 번째 포
트가 위치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녹 방지 보호 또는 성능 저하 없이 구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포트도

왜 티타늄인가요?
티타늄은 해양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한 마
법같은 금속입니다.
티타늄은 강철처럼 강하면서 무게는 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녹이스는 스텐레스 스틸 또는 황동이나,
파이거나 부식되는 알루미늄과 달리 티타
늄은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해수 속에
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서 100년
이 지난 후에도 티타늄 부품은 처음 생산
된 모습처럼 새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금
속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티타늄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이중의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그럼 다른 모든 레귤레이터를
티타늄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REGULATORS DESIGN
티타늄 레버

밸런스 포핏

절대적인 안전도와 신뢰도를 위한 가
장 중요한 부품은 공기 공급장치와의
기계적인 연결부입니다. 항공 우주산
업에 사용되는 독보적인 티타늄 합금
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
한 금속의 약화나 부식에 강합니다.

공기역학적인 밸런스드 포핏이 탱크의 압력에 관
계없이 높은 공기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마찰 케블라 피봇 슬리브

티타늄 밸브 몸체

시트 보호기능의 티타늄 오리피스

Atomic 티타늄 디맨드 레버는 밸브 몸
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내마모성
을 가진 낮은 마찰저항소재가 요구됩니
다. Atomic의 케블라 슬리브 소재는 마
모없이 수백만 번의 사이클을 견딘 후에
도 매끄러운 호흡이 가능합니다.

내부 표면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일어
나지 않으므로 성능은 항상 최고를 유
지합니다. 2단계의 “엔진 블록(engine
block)-밸브”의 몸체는 타사 티타늄 레
귤레이터와 달리 통 티타늄을 컴퓨터를
이용해 깎아 만든 것입니다. 강도는 황
동의 2배이며, 무게는 2분의 1입니다.

새로운 오리피스 디자인은 저압시트의
수명을 큰 폭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시
간이 지나면서 레귤레이터가 새고 성
능이 저하되는 첫번째 이유는 시트가
닳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시트 보호 다
이나믹 오리피스(#5,803,073)는 압력
감지에 의해 작동되며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만 저압시트에 접촉하게 됩
니다.

① 자동 흐름 제어 ATOMIC 호흡기에는 돌리거나 눌러야할 세부 장치가 없으며 상
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유일한 수심 감지 벤투리 제어가 자동적으로 성능
과 안정성에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마우스피스 내부에 들어있는 에어포일(airfoil)이
수심에 반응하여 위치가 바뀌면서 어떤 수심에서도 일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편안한 호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② 급속 조절 놉 쇄파 지역에 입수하거나 옥토퍼스를 사용할 때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공기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가볍게 쥐고 한번 돌리면 수동
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③ 타원형의 배출 밸브 깊은 수심에서 배기노력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특대형의
배기 밸브와 에어포일 (airfoil) 모양의 밸브는 매번 호흡할 때마다 부드럽게 내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티타늄은 구하기 어려우며, 값이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십 가지의 티타늄 합금을 연구한 결과
효과적인 비용으로 티타늄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토믹은 모
든 금속부품을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면서
도 '황동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른 프리
미엄급 호흡기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호흡기입니다.

티타늄 호흡기의 출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손에 있는 호흡기가 얼마
나 가벼운지 그리고 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가벼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티타늄은 내구성과 신뢰도에서 대
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토믹의 티타
늄 부품은 닳거나, 녹슬거나, 부식에 의해
고장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관리가 더 쉽고 비용도 적게듭니다.
매년 분해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
념을 버리십시요.
티타늄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
다.

해수에서 6개월 경과후
티타늄과 황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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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COLUMN

2021년 보존 성공 스토리들
자료제공 PADI 아시아 퍼시픽

해양 액션을 위한 PADI 청사진
PADI와 PADI AWARE 재단은 2030년까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하려
는 글로벌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10년 계획인 PADI 해양 액션을 위한 청
사진(Blueprint for Ocean Action)에 프로그램 리소스를 구축하고 또 약속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보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취약한 상어들을 위한 글로벌 승리 달성
전 세계 해양 옹호자들의 거의 3년 간의 협력 캠페인 후에, 51개 국가와 유
럽 연합이 대서양 짧은-지느러미 마코 상어들(short-fin mako sharks)의 포
획 및 유지를 앞으로 2년 동안 즉각적으로 금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미션 허브 커뮤니티 보조금 프로그램
PADIⓇ 해양 액션을 위한 청사진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전 세계 커뮤니티
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PADI AWARE Foundation™은 새로운 미션 허브
커뮤니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석 이니셔티브는 해양
보호에 대한 참여, 교육 및 지지를 가속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번 겨울 1차에는 6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지원했습니다. PADI AWARE 재
단은 2024년까지 지역 커뮤니티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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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WARE 재단은 토치베어러들 및 미션 허브들의 PADI 커뮤니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첨단 획기적인 해양 쓰레기 연구
PADI AWARE는 파트너인 The Ocean Conservancy(해양
보존) 및 CSIRO와 협력하여 Dive Against Debris(다이브 어
게인스트 데브리스) 시민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버들이
제출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두 번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
습니다.
이 과학 논문은 해양 쓰레기 핫스팟(hotspots)을 식별하고 원
인을 이해하기 위해 비치 클린-업 및 다이브 어게인스트 데
브리스 해저 조사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한 두
번째 협업입니다. 이 연구는 115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에
서 장기 글로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80개국에 50,000건 이상의
보존 활동 지원
함께, 우리 커뮤니티는 다이브 어게인스트 데브리스 프로그
램을 통해 600마리 이상의 그물에 얽힌 해양 동물을 성공적
으로 돕는 활동을 하였고 보고도 하였습니다.

100 평방 미터의 청색 탄소 서식지 및
집계를 복원하기 위해 모금된 기금.
The Ocean Foundation(오션 재단)의 SeaGrass Grow
Program(해초 서식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PADI 여
행자들은 100평방미터 이상의 해초와 맹그로브 서식지를 복
원하기 위해 2,150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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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잡지가 2022년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
스쿠버 다이빙업계를 대표하는 격월간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된 데 이어

‘스쿠바다이버’ 잡지가 ‘2022년 우수콘텐

2022년 또 한 번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고의 잡지로 선정된 ‘스쿠바

츠 잡지’로 선정됐다. (사)한국잡지협회

다이버’ 잡지는 1987년 창간 이후 35년 동안 스쿠버다이빙계의 발전에 기여

가 잡지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잡지 산업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잡

진흥을 위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지 산업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우수

으로 선정하는 우수콘텐츠 잡지를 선정

한 콘텐츠로 독자들과 소통하며 잡지 콘텐츠가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모색

하는 데 ‘스쿠바다이버’ 잡지는 그중 스

하고 있다.

포츠/취미/레저지 분야 우수콘텐츠로 선
정되어 매월 전국 도서관과 문화소외지역 및 관련 시설에 잡지를 보급하
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사)한국잡지협회는 총 8개 분야로 구분해 우수콘텐츠 잡지를 선정하고
있다. 기사 내용, 편집디자인, 발행 지속 기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여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준수 여부, 한국ABC협
회 정기공사 부수 인증 여부, 연속 선정 여부 등이 평가 기준이다.

대한항공
탑승권 대신 손바닥 스캔으로
바이오 셀프보딩 서비스
실물 탑승권 확인 없이 승객의 손바닥 스캔만으로 대한항공 국내선 탑
승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승객의 손바닥 정맥 생체 정보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바이오 셀프보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탑승구에서 승객이 종이 또는 모바일 탑승권을 꺼내 바코
드를 일일이 스캔할 필요 없이 기기에 자신의 손바닥만 대면 신원 및 탑
승권 정보 확인이 즉시 이뤄지게 된다. 승객이 기기에 손바닥을 대는 순
간 사전 등록된 승객 고유 정보인 손바닥 정맥 모습을 판독하게 된다.
정맥의 모습은 지문과 같이 사람에 따라 고유해 차세대 신원 확인 수단
으로 쓰이고 있다. 도용·복제·분실 위험성 없는 손바닥 정맥 생체 정
보는 신원 확인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 탑승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며, 사전에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층에 있는 바이오 인증 셀프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면 된다. 대한항공
은 ‘바이오 셀프보딩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국공항공사
와 협력을 맺고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한항공은
이번 5개 탑승구 서비스를 거쳐 연내에 김포공항 국내선 전체 탑승구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8월부터는 김해공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

김포공항 탑승구 앞에서 승객이 ‘바이오 셀프보딩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용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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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버블(Travel Bubble)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
인서를 제출해야하고,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간 자
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백신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한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은 코로나19의 방역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
리를 면제해 일반인의 여행 목적 국제선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은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독도 수중생태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제작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우리나라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수중생태계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도

독도 수중생태계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한 6개 지점

수중생태계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수과원 독도수산연
구센터에서는 그동안 독도 주변해역과 심해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자료
를 기반으로 지난해 여름철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촬영을 진행했
다. 특히, 이번 독도 VR은 실제 잠수를 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수중세계와 다
양한 해양생물을 마치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콘텐츠에는 독도 내 큰가제바위, 전차바위, 한반도 지형, 물골, 독립문바위,
군함바위 등 6곳의 여름철 수중세계가 고해상도로 담겨있다. 독도 VR 수중
세계에서는 여러 지형을 비롯해 무리지어 헤엄치는 자리돔, 용치놀래기, 망
상어 등의 어류와 대황을 비롯해 군락을 이루는 대형 해조 숲을 실감 있게
볼 수도 있다. 또한, 수중생물의 이름과 학명 등을 자막으로 표시해 쉽게 이
해할 수 있게 해 교육효과를 더했다.
수과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이번에 제작한 독도 수중생태계 VR의 체험을
희망하는 전시·교육기관 등에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매
년 10월 중 독도수산연구센터에서 해양생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새롭
게 코너를 마련해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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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SIDE

항공권의 등급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항공사별로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배정된 알파벳을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이 이코노

다르지만, 항공기 좌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뉜다. 그런데

미석의 하위 등급 표시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와이(Y)다. 일반적으

항공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등급이 같은 좌석 사이에도 실제로는 꽤 여

로 할인이 없는 이코노미석을 가리킨다. 가장 비싼 이코노미석인 셈이다.

러 단계의 또 다른 하위 등급이 존재한다.

자신의 항공권이 어떤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마일리지 적립률로 쉽

이코노미석의 하위 등급 - 항공권 속 Y·M·W 표시

이·더블유(W)·비(B)·엠(M)·에스(S)·에이치(H)·이(E) 표시가 돼 있

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국제선 이코노미석 항공권 중에서는 와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이코노미석 안에서만 13개 등급이 있
고,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이코노미석에는 15개 등급이 있다고 한다. 같
은 이코노미석이라도 판매가와 서비스 조건 차이가 13~15단계에 이른

는 것은 마일리지 적립률이 100%다. 케이(K)·엘(L)·유(U) 등급이 추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국내선에서는 낮은 등급 좌석 항공권에 케이(K)·
엘(L)·유(U)가 표시돼 마일리지 적립률이 0%인 경우도 있다. 지(G)석은
그룹 항공권을 뜻한다. 단체 출장이나 패키지 여행자 항공권에 주로 표

다는 뜻이다.
항공기 좌석의 요금은 어떻게 구분될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요금
(Airfare) 지표가 기준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큰 틀에서 좌석등
급을 구분하고, 각 등급별 요금 지표를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손
님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는 전적으로 항공사 마케팅에 달렸다. 항공
사는 국제기준에 없는 지표를 추가로 만들어 적용하기도 하고, 국제기

시되는 알파벳이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이코노미석 항공권은 와이(Y)·비(B)·엠(M)·에이
치(H)·이(E) 표시가 돼 있는 게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것이다. 티(T)
는 절반만 인정하고, 엘(L)·엑스(X)·엔(N)은 적립되지 않는다. 마일리
지 적립이 안되는 항공권은 ‘특가’로 판매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항공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공권 가격을 규정하는 변수는 변경 수수

준 지표를 응용해 활용하기도 한다.
대한항공 항공권 기준으로, 항공권에는 출발일(DATE) 옆에 와이(Y)·엠
(M)·더블유(W) 같은 영문 알파벳이 표시돼 있다. 각각 해당 등급 좌석
내 하위 등급(Sub class)을 나타낸다. 일등석(퍼스트 클래스)에도 하위
등급이 존재한다. 에이(A)·에프(F)·피(P) 등으로 구분돼 있다. 에이는
할인 가격의 좌석이다. 에프는 할인이 없는 퍼스트 클래스 일반석, 피는
퍼스트 클래스 프리미엄석이다. 물론 이 알파벳 표시는 항공사별로 다

료, 환불 위약금, 좌석 배정 유무, 좌석 승급 가능, 마일리지 적립률, 편
도·왕복 여부, 일정 변경 가능 여부, 환불 가능 여부, 수화물 허용치,
출발지와 목적지 동일 여부, 사전 구매 제한 등 다양하다. 항공사별로
따로 추가로 적용하는 변수도 많다. 이런 변수들이 복잡하게 조합되면
서 와이(Y)·엠(M)·비(B) 등의 하위 등급이 만들어진다.
자신의 항공권이 남들 것과 다르게 좌석승급이 안된다면, 해당 서비스
가 제외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큰 폭의 요금 할인을 받은 항공권이라

다르다.
비즈니스석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석 항공권에는 보통 시(C)·디(D)·
제이(J)·제트(Z) 등의 표시가 있다. 시는 할인이 없는 일반 비즈니스 좌
석, 디·제트는 할인 비즈니스 좌석, 제이는 프리미엄 비즈니스석 식으
로 구분하는 것이다. 제이 표시가 된 항공권 좌석이 가장 비싼 비즈니

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환불이 안 되거나 위약금 액수가 크다거나, 사전
에 좌석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이코노미 항공권이라도 싸게 구매하는 방법은 뭘까. 부가서비스가
없는 걸 고르면 된다. 일찍 산다고 싼 게 아니다. 출발 시간이 이르고,
인기 날짜가 아니면서, 단체예약이거나, 돌아오는 날짜가 확정되면, 대

스석이라고 보면 된다.

체로 저렴하다”고 한다.

탑승 클래스 및 예약 등급

일반석 운임 유형 예시
항공권 변경

Y

B

S

N

무료

유료

유료

유료

항공권 환불

무료

유료

유료

유료

좌석 승급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마일리지 적립

100%

100%

100%

70%

사전 좌석 배정

가능

가능

가능

불가

※ 일반석 운임 유형(알파벳 표기 등) 및 가격은 항공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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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율

일등석 코스모 스위트

R

200%

일등석 코스모 슬리퍼 시트 /
일등석 슬리퍼 시트

P

165%

일등석

F

150%

프레스티지 슬리퍼 시트

J

135%

프레스티지석

C, Z, O

125%

W, Y, K, M, E, T, H, L, S, B

100%

X,G (단체)

80%

Q, V (한국 경유 특별할인 운임)

70%

일반석

A, D, U, N

적립불가

제주 해역에서 닭새우 신종 및 한국미기록종 3종 발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제주 남동해역에서 닭새우과의 신종 1종
과 한국미기록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종은 전 세계에서 처음

제주도에서 발견된 신종 및 한국미기록종

발견되는 종이며, 한국미기록종은 해외에는 기록되었지만 국내에는 처
음 발견되는 종을 의미한다.
제주연구소 연구팀은 제주 남동부 연안에서 닭새우류 서식지 분포를
조사하던 중 수심 5~30m에서 닭새우 3종을 발견하였다. 크래이 피쉬
(Crayfish)로 알려진 이 종의 정식 한국명은 닭새우로, 머리가 닭벼슬처
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국내 닭새우류의 주 서식지는 제주
연안에서부터 남해안까지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종의 경우, 닭새우(P. japonicus)와 계통발생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복부 체절 부분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연안에서 오랫동
안 서식하면서 제주 환경에 맞게 형태적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추정된
다. 사슴무늬닭새우는 일본 남부지역, 흰줄무늬닭새우는 폴리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열대해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제주도에서 발견되면서 분
포의 북방한계선이 제주까지 확장되었다. 이번 발견으로 제주에 서식하
는 닭새우류는 기존에 확인된 마닭새우(P. stimpsoni)를 포함하여 4종으

1. 한국명 미정 (신종)
(P. japonicus)

로 늘어나게 되었다.

2. 사슴무늬닭새우 (한국미기록종)
(P. longipes)

제주에 서식이 확인된 닭새우류 4종의 두흉갑 형태 비교.
(마닭새우는 이전에 제주도에서 서식이 보고된 종이다.)

3. 흰줄무늬닭새우 (한국미기록종)
(P. h. horm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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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다이브 가이드에서 여행 정보와 전
세계의 다이브 포인트 위치를 살펴보세요.
PADI 다이브 가이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다음 다이빙 모험을 검색하고 예약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지금 시작하기

108 |

© PADI 2022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세요
PADI 프리다이버 되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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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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일시
•일시
•일시

:
:
:
:
: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4월 22일(금요일) ~ 24일(일요일)
6월 24일(금요일) ~ 26일(일요일)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10월 21일(금요일) ~ 23일(일요일)
12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남애스쿠버리조트

/
/
/
/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장소 : 제주도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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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3길 20

아쿠아폴리스 날루수안 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북3길 14-28

다이브랩

장태한 (보홀)

전유봉 (세부, 날루수안)

한덕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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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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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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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 FO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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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예그리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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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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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4월 22일(금요일) ~ 24일(일요일)
•일시 : 2022년 6월 24일(금요일) ~ 26일(일요일)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요일) ~ 23일(일요일)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쿠바인

다이브트리

니모만세 (NemoViva)

한민주 (서울)

김용진 (서울)

양재호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070-4046-2225/010-5474-222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02-422-6910/010-5216-69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종혜빌딩 3층 www.NemoViva.com
02-387-5538/010-5526-5538

내셔널다이브

고다이빙

남애스쿠버리조트

김금성 (서울)

임용우 (경기)

김정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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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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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58번지
033-673-4567/010-6334-4475

팬다스쿠바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아쿠아스쿠바

이현석 (대구)

강정훈 (인천)

송태민 (제주/경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053-784-0808/010-8299-7777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080-272-1111/010-5256-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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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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List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114 |충북

노마 다이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30-8 B1

010-7114-9292

마린파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동 555-13번지 2층

010-3398-8098

다이브 트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010-5216-6910

리드마린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48길27, 2층

010-7136-9030

타임 스페이스 다이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22 파인 스퀘어 A-403

010-7513-2407

이브다이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15-1

010 2774 8474

에버레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02-456-7211

다이브 라이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27 지하1층

010-4284-8149

돌피노다이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8길 20 1층

02-6417-9279

MDI 스쿠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51, 1층

010-3706-5036

다이브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51 (오금동) 1층

010-9501-5928

마린 마스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하1층 126호

02-420-6171

제로 그래비티 – 스쿠버 다이빙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63 위너스 빌딩 1동 707호

010-9139-5392

(주)엔비다이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6-19, 대진빌딩 2층

02-423-6264

스쿠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6, SMS 빌딩 A동 2층

02-539-0445

오션플레이어 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2길 53 1층

010-3683-3483

다이브 트래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4, 태영빌딩 3층 (신협 건물)

02-6228-6003

스쿠버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 팰리스 B-1011

02-413-2358

잠실 스쿠버 스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제2수영장

02-415-6100

잠실 스쿠버 스쿨 2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정준빌딩 2층

02-413-7123

다이브 허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36, 102호

02-420-9658

다이브허브 다이브 오클락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03, 201호

010-7221-2510

니모만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종혜빌딩 3층

010-5526-5538

베스트다이브 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4, 204호

010-2774-8474

다이브 위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902-1

010-7611-8775

J다이버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28 406-1호

070-7604-6728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032-526-7744

K2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262-57

010-9554-7781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33(501동 1704호)

010-6351-7711

SEA U Dive 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71번길 39, B1

010-8618-3923

ME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97

010 9623 2708

블루오션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23번길 8-24, 101호

031-914-7978

스쿠버인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9, 4층

0505-555-0038

JR 다이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22 이너매스우남 108호

010-8829-7271

고프로 다이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 402호

031-244-3060

옥토 다이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27

010-9999-8436

벨류 다이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10, 116호

010-4008-2337

고다이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031-261-8878

아이눈 스쿠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두창로 55

010-3324-2611

휴 다이브 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4

070-8760-8888

프닥프닥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A8-601

010-9232-4762

디 오션 다이브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7-3, 1층

010-7619-3003

니모만세-주문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0-80

010-8256-0391

경포 다이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633-9

010 5370 7091

라비마린 해피 다이버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해변길 114

010-8979-1824

남애스쿠버리조트

강원도 양양군 매바위길 77

033-673-4567

팍스 스쿠바 하우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010-5127-6887

GNT 다이버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580-22

033-745-0983

플렉스 다이브 센터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39번길 2

010-5366-6188

코리아 마린 바이오 랩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8, 202호

010-9090-2332

넵튠 다이브 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042-822-0995

엑스포 다이빙 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44-5

042-863-0120

스쿠버 인포 -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83, 101-103호

042-345-8875

1분 프리다이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90, 5층

010-6420-5080

다이빙 플러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2번길 2층

010-5466-3309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CC 다이버스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062-375-1886

테이크의 스킨스쿠버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4

010-4605-0970

바다로 다이버스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 93

010-5220-5055

옐로 서브마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18

053-746-8885

팬다 스쿠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053-784-0808

버블스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12-1

010-8442-9292

MKS 레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538-10번지

053-811-4011

스쿠버 인포 -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212

054-554-2589

호승 스쿠바 리조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96

010 2816 7574

정인하우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 1길 5

010-3877-4184

넵튠 다이브 리조트 - 남해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32-8

055-867-3136

마린 펀 다이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50, 109호

010-4556-2211

두리 스쿠바 다이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중앙로 15번길 20 스포케이 5층

070-4300-1890

다이브 플래닛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10, 상가 1-113

010-6575-7968

SUM 다이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9, 6층

010-9314-7427

워터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08

010-2442-5559

팀 벨루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35번길 14

010-4547-5240

오션라인 다이브 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435 2층

010-6285-4888

MDI 스쿠바 다이브 포 유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2번길 11

010-9213-8361

씨월드 다이브 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051-626-3666

더블 케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63

010-2915-8312

스쿠버 칼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070-8888-5971

퍼시픽 오션 다이브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5-1, B1

010-4762-7882

해운대 스킨 스쿠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400-12

010-3882-1821

코지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로128번길 1-3

010-3302-3763

서귀포 다이브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망장포로 65-13

064-732-8262

마린 후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74

010-3111-2977

강정 다이브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279

010-3698-1722

버블탱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41

033-671-2122

에코 다이버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51

010-9537-3373

제주 스쿠버 스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46번길 68

010-2696-9852

씨플로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122번길 45-3

010-9117-8342

블루 웨일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35

010-3118-0410

스플래쉬 다이브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28

010-6819-2511

버블잭다이브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10

010-3786-9249

쿨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10번길 39-1

010-9399-0096

스쿠버 라운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로 52-1

010-3619-4284

오션트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88

064-739-1239

마코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라봉로 16

010-2370-8214

더 퍼플 스쿠버 다이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1028-14

010 2440 9255

고포잇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85-2

010-5326-3709

홈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25번길 16-4

010-5024-8180

성산 스쿠바 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출로 258-5

010-6782-6117

굿 다이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 서로 41 굿다이버

064-762-7677

블루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260

010-9426-0032

조이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83

010-5135-1004

더블 케이 다이빙 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14

010-2915-8312

천지연 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연로 40

010-4010-9729

잠수타기 다이브 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연로 41번길 7

010-6393-0412

블루 다이버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79

010-3290-4653

홀리데이 다이빙 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91번길 25

010-2188-1337

버블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119-1

010-3292-7317

아쿠아스쿠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21 /1층, 지하

다이브 스테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35

010-6390-3452

블루라군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대마을길 61-9

010-9625-6143

마이다이버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14-28

010-8795-5551

우리동네 잠수하는 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76-11, 1층

010-5728-0728

제주바다하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81-2 (화북일동, 별도연대)

010-4871-5586(센터) 010-8618-3923(개인)

064-7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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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April | 115

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양양 2022년 1월 21~23일

PADI 신규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양양 스쿠버 캠프” 및 “로맨틱 다이브 리조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트”에서 2022년 1월 21~2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o 스쿠비 다이브 (S-28490)

이번 강사 시험에는 최창훈, 유정우. 최돈억, 김형일, 송덕호, 윤지희, 원준, 최병수, 이광희,

대표 : 배석원

박종현총 10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317번길 14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
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
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
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
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양양 스쿠버 캠프”
및 “로맨틱 다이브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전화 : 010-5513-4929
o 아야진 다이브 리조트 (S-28494)
대표 : 이상미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06-1
전화 : 033-632-8182
o 제주 온 다이브 (S-28525)
대표 : 박진용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32-2
전화 : 010-3830-7058
o MDI 스쿠버-MDI 캠프 (S-28553)
대표 : 박형철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길 64
전화 : 010-3667-0173

5스타 센터 업그레이드
o 썸 다이브(S-27437)
대표 : 허세민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2년 2월 18~20일

주소 : 부산 남구 수영로 269, 6층
전화 : 010-9314-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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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이브 365 (S-27784)

서 2022년 2월 18~20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대표 : 이우빈

이번 강사 시험에는 박진우, 이영호, 임다솜, 이재열, 서우정, 고영준, 김한석, 정해철, 이기

주소 : 경
 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훈, 박동진, 강동호, 강성윤, 장보현, 서중성, 서창식, 서범석, 강인순, 정승원 총 18명의 강
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

현대 지식 산업 센터 II, D동 833호
전화 : 010-6387-9050

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
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5스타 강사 개발 센터 업그레이드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

o 버블잭 다이브 제주 (S-28271)

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
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
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
텔” 및 “성산 다이브 리조트”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대표 : 국봉기
주소 : 제주 서귀포시 남성중로 169, 1층
전화 : 010-4103-7793

EFR 센터
o 경남 EFR 트레이닝 센터 (S-28567)
대표 : 이종길
주소 : 경
 남 거제시 옥포로 122,
오션 프라자 8층
전화 : 055-638-0617

116 |

공지사항 (Notice)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요일) ~ 24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2년 6월 24일(금요일) ~ 26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요일) ~ 23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도 있으며 세부 일정은 IE 캘린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ADI 미션 허브
해양 행동을 위한 PADI 청사진은
인류와 해양 사이의 균형을 이루

PADI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이러닝 출시

도록 고안되었지만, 수면 위아래

PADI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이러닝이 출시되어 한국어로 이용 할수 있습니

에서 보다 건강한 행성을 만드는

다. PADIⓇ는 새로운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이러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

데 중요한 토치 베어러들의 글로

다. 새로운 프로그램인 PADI DSD eLearning™은 DSD 참가자들에게 매력적

벌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인 학습 프로그램과 PADI DSD e카드 등 멋지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PADI 미션 허브로서, 여러분의 지역 다이브 사이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실질적

DSD 참가자는 각 PADI 멤버 고유의 QR 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프로

인 보존 접점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다이빙 커뮤니티에 희망과 행동을 불어

그램을 바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멤버는 PADI Pros' 사이트를 통해 고유 코

넣어 직접적인 보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전에 맞서 단체로 모험을 모색

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가입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하고 바다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직접 등록하고 다이브 메디컬 및 책임 면제 등의 양식을 작성 하기 때문에 참

미션 허브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가자 및 멤버에게 상당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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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멤버 갱신 혜택의 일부로 PADI 디지털 스위트에 무료로 제공되는 새

hub/

로운 PADI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DI DSD 이러닝 제품은 온라인 샵 또는 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로부터 구

How To 비디오 시리즈 

입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
playlist?list=PLKHEmnEVpJa-

2022년 멤버 리뉴얼
여러분의 지속적인 멤버십과 로
열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2022년 PADI 프로
페셔널 멤버십을 절약할 수 있
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멤버십 갱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

YBVFFAR-w4Me_THdXQYQf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PADI 프로스 블로그
https://pros-blog.padi.com/ko/

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연락처 정보 (Important contact Information)

PADI 멤버들은 수중 모험과 해양 보호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버십은 다이빙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PADI의 노력과 PADI AWAREⓇ 재

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과 협력하여 바다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미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 테리토리 디렉터 Thomas.knedlik@padi.com.au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 마켓 매니저 bookyung.kim@padi.com.au
● 한국 지역 매니저 jimmy.kim@padi.com.au

2022 년 PADI 강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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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정된 2022년 PADI 강사

● 회계부서 매니저 alan.li@padi.com.au

매뉴얼이 출시되어 멤버 갱신 시

● EFR emergencyfirstresponse@padi.com.au

PADI 프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품질 관리 부서 qa@padi.com.au

할 수 있습니다.

● 다이빙 사고 incident@padi.com.au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팀 코리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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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R

R

R

SDI.TDI.ERDI.PFI KOREA
강사 트레이너 온라인 전략 미팅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SDI.TDI.ERDI.PFI는 2022년 1월 22일(토) 강사 트레이너 전략미팅을 진행했
다. 2022년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가속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

5. 강사 평가관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으로, 워크숍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승인된 모든 레벨에 대해 강사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

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강사 트레이너 전략 미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에는

1. 트레이너 업데이트

김현철 강사(부산 딥다이브크루)

- 규정 업데이트

박미영 강사(서귀포 와이키키다이버스)

- 강사 교육 과정 업데이트

박철규 강사(더블케이제주)

- 행정 / 운영 업데이트

신근철 강사(거제7000잠수풀)

2. 수중레저 교육업 사업자 교육

위성욱 강사(서귀포 다이브올레)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유삼준 강사(안양 SAM 다이브아카데미)

- 참가자 전원 이수증 발행

이영준 강사(서귀포 다이브아지트/모비딕)

3. 2022 프로모션
- 바우처 프로그램

이창희 강사(서울 LSCUBA)
최규호 강사(광주 남부대 수영장)

4. 2021 우수 강사 트레이너 시상

가 참가하였으며,

참가해주신 모든 트레이너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국용관 트레이너(서귀포 디스커버리)

SDI.TDI.ERDI.PFI 한국본부

김동경 트레이너(청주 DK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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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재 트레이너(대구 JSCUBA)
이현채 트레이너(서귀포 다이브러리)
가 스태프로 참가하였다.
SDI.TDI.ERDI.PFI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2년의 두 번째 강사 트
레이너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ITW)과 관련된 문
의사항은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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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
SDI.TDI.ERDI.PFI에서는 2022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워크
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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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강사 평과 과정(IEC)를 독자적으로 실
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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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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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2022년 6월 30일(목)에서 7월 8일(금)까지 SDI.TDI 장학
생 강사 과정을 진행했다.
장학생 강사 과정은 한국 다이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2021년 15기까지 진행되어 온 SDI.TDI.ERDI.PFI만의
사회 환원 프로그램으로,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
강사들은 국내/외 리조트, 여행사, 장비 수입사, 교육 단체, 소셜미디어 등
다이빙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특전
1. 오픈워터 강사(S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2.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TDI) 교육비, 평가비, 등록비 지원
3. 강사 교재 및 교육 패키지 지원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지원자 자격
1.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혹은
2. 스포츠 관련학과 전문대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3.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 기관의 다이브마스터 등급 이상
(혹은 과정 시작 전까지 취득 예정자)
4. 국제 공인 기관의 유효한 CPR, 응급처치, 산소처치 인증
5. 다양한 환경과 수심에서의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SDI.TDI.PFI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SDI.TDI.ERDI.PFI에서는 2022년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크로스오버 바우처 기간
~2022년 9월 30일
바우처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타 교육단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강사가 SDI 강사로 크로스오버 시
- 20명의 SDI 오픈워터 다이버 등록비, 인증서, 교재 제공
2. 타 교육단체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가 TDI 강사로 크로스오버 시
– 10명의 TDI 다이버 다이버 등록비, 인증서, 교재 제공
3. 타 교육단체 프리다이빙 강사가 PFI 강사로 크로스오버 시
- 10명의 PFI 프리다이버 등록비, 인증서, 교재 제공
*바우처 유효기간은 강사 크로스오버 등록일로부터 1년
*여러 등급을 동시에 크로스오버 하는 경우, 바우처는 SDI 혹은 TDI, PFI 중
하나만 선택 제공
SDI. TDI. PFI 강사 크로스오버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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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상시개장
36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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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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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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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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C/SEI/YMCA
2022년 제2기 PDIC-YMCA
프리다이빙 강사 양성 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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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DIC 국제본부와 YMCA시민안전본부에서는 제1기 프로그램 시행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

에 이어 2022-제2기 PDIC-YMCA 프리다이빙 강사 강습회를 개최한다.

는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

PDIC-AISA와 서울YMCA는 국내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

력 3년 이상과 각 레벨별 다이버 양성의 수준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원 “민간자격, 제2020-005820호”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다.

양성한다. YMCA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은 2021년에 코스디렉터와 강사

- 일시 : 2022. 3/22(월) ~ 3/30(수)

트레이너를 임명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제1기 YMCA 프리다이빙 강습

- 장소 : SE-PDIC 아시아&코리아 본부

회를 통하여 3명의 강사를 양성하였다.

- 문의 : 010-4440-1339

일정 : 2022년 3월 26일 ~ 4월 30일
과정 : PDIC-YMCA 프리다이빙 인스트럭터

YMCA & KASS 생존수영지도사2급(교육강사)
자격취득 과정 개최
서울YMCA(YMCA시민안전본부)와 KASS(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
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상에서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YMCA수상안
전 프로그램 리더쉽 과정”으로 2022년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YMCA
시민안전본부(부산 사직실내수영장 내)에서 “생존수영지도사2급과 손상
예방지도사3급” 과정 강습회를 개최한다.

SE-PDIC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2년 3-4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의무화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C-card발급이 간소화 되고 다양한 교
육자료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 일정 : 4/1(금)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욕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 First Aid & CPR 강사과정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 일정 : 4/2(토) 09:30~18:30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 장소 : 본부 강의실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과정(주말반)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 일정 : 3/12(토)~1/23(일) 09:00~18:00

받게 된다.

- 장소 : 본부 강의실, 수영장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 참가신청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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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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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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에서는
특집으로 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사드
논란이 일면서 전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
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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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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본부 이전 안내

톰마운트 회장 사망

2022년 2월 27일 새로운 곳으로 본부를 이전한다. 지난 10월에 먼저 이주한

2022년 1월 19일 IANTD 본부의 톰마운트 회장이 사망하였다. 한국시간으로

박진수 트레이너(DIVE WORKS)와 양용석 강사(익스트림), 장호권 강사(더 보

19일 오전에 미국의 루이스 본부장이 사망 사실을 전화로 전해왔고 IANTD 본

링), 그 외에 많은 강사들의 도움으로 사무실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

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에게 알려졌다.

지만 아직은 진행중이다. 업무는 3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본부 이전

톰마운트 회장은 한국 및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 태권

식은 4월 1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도 10단 외에 합기도 복싱 등 많은 운동을 즐겼다. 많은 나이에도 꾸준한 운
동 및 자기관리로 건강하고 꾸준하게 다이빙을 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테크
니컬 다이버들을 배출하여 테크니컬 다이빙 발전에 공헌하였다.
4월 16일에 동굴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 하이스프링에서 많은 테크니컬 다
이버들과 각국의 본부장들이 모여서 추모식을 할 예정으로 한국에서도 참석
할 예정이다.

2022년 IANTD 개해제
2022년 5월 7일 토요일에 많은 IANTD 멤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며
2022년 개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년 정도 많은 행사들
을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5월이면 2년 동안 고생시키던 코로나가 물러가
고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리며 개해제를 실시한다.

130 |

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신의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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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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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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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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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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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코모도 – 2주차
-

2022년 5월 투바타하리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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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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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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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데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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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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추석
갈라파고스 풀챠터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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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2주차
-

2022년 11월
아포리프 리브어보드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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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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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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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투어 2023년 투어 리스트
2022년 10월 알로르
-

승선 : 2022년 10월 16일
하선 : 2022년 10월 22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Chengho
금액 : 2,840불 (유류세/팁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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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투어 2024년 투어 리스트
2024년 9월
Banda Sea / Indonesia
-

승선 : 2024년 9월 15일
하선 : 2024년 9월 22일
일정 : 7박 8일
휴가 : 평일 2.5일 필요
보트 : New White Manta
금액 : 3,700불 (입 장 료/팁 별도)

최신 여행사 경영과 실무

세계문화의 이해

운병국외 / 422p / 24,000원
• 여행업의 이해와 여행업 경영의 특성
• 기업의 창업과 여행업의 설립과 운영
• 여행사의 경영전략과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 여행사의 업무와 경영수익
• 여행상품의 개발과 관리
• 여행업에서 마케팅 특징과 마케팅 MIX
• 여행사와 인터넷
• 여행사 경영과 Principal과의 관계
• 여행사의 항공 업무와 OTA
• 여행업에서의 유통 구조
• Tour Conductor의 자격 취득과 여행인솔업무
•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이종원외 ㅣ 290p ㅣ 17,000원
• 세계의 문화
• 미국 문화의 이해
• 캐나다 문화의 이해
• 중국 문화의 이해
• 일본 문화의 이해
• 아시아 문화의 이해
• 유럽 문화의 이해
• 오세아니아 문화의 이해
• 남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 아프리카 문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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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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3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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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전문여행사

(주) 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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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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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이빙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액션스쿠바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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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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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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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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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ng Season Chart
다이빙 성수기

국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호주
인도양
남태평양
미국
갈라파고스
코코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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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다이빙 가능시기

11

12

※ 이 자료는 현지 기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

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

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

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

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

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

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

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

서이다.

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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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양양/강릉
춘천
칡소폭포

강릉
동해/삼척

서울

강원도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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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강릉 사근진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북제주
성산/우도

금릉/비양도
화순/모슬포

서귀포(문섬, 범섬, 섶섬)
왕돌초

제주도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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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남 남해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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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홍해 (Red Sea)

태평양 팔라우(Palau)

난파선, 고래상어, 환도상어, 망치상어, 장완흉상어, 듀공

샤크 무리, 만타레이, 피쉬 스퍼닝 (Fish Spawning)

홍해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같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색상의 열대
어들이 산호를 휘감고 있다. 이곳에는 l,800종 이상의 물
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10% 정도는 세계 어디에
도 볼 수 없는 종이다. 이곳은 장완흉상어와 같은 대형어
종이 서식하기에도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삼멜셰이
크와 후르가다 지역의 시슬곰(Thistlegorm) 난파선 다이
빙이 압권이며, 이집트 남쪽은 겨울에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봄에는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
쳐진다. 마르사알람 지역에서는 듀공도 만날 수 있다.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는 신비한 느낌과 깨
끗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환상의 섬나라이다. 섬
주위에는 광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이버들이
주로 다이빙을 하는 곳은 중부지역이다. 블루홀, 블루코
너, 샹들리에케이브와 난파선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사
이트가 있으며, 져먼채널과 글래스랜드에서는 만타레이
의 피딩과 클리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래스랜드에
서 음력 그믐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버팔로피쉬 무리의 스
퍼닝(Spawning)과 샤크시티와 페릴리우컷에서 음력 보름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레드스내퍼 무리의 스퍼닝은 자연이
주는 놀라운 감동이다.

인도양 몰디브 (Maldives)
야간 샤크다이빙, 야간 고래상어 스노클링, 큰 무리의 만타레이

인도양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몰디브는 럭셔리한 크루즈
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이다. 시즌에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형형색
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몰디브의 다이빙은 북부, 중부
(아리아톨), 남부, 최남단 지역으로 크게 4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아리아톨 지역에 간다.
야간 샤크다이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몰
디브 다이빙의 특징이다. 특히 2~4월에 최남단 지역에서
는 야간 고래상어 스노클 다이빙과 10~11월에 북부 지
역에서 큰 무리의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

크로아티아

아조레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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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반도(Baja California)

에콰도르 갈라파고스(Galapagos)

백상아리, 베이트볼, 만타레이, 돌고래, 바다사자, 모블라 무리

귀상어 무리, 바다이구아나. 이글레이 무리. 바다사자. 몰라몰라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반도는 다이나믹한 다이빙을 즐
길 수 있는 곳이 많다.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는 바다사자와 같이 어울려 다이빙한다. 시기를
잘 맞추면 수십만 마리의 모블라(Mobula) 무리를 만날 수
있다. 과달루페섬(Guadalupe)은 케이지 다이빙으로 수
십 마리의 백상아리와 포악한 이빨을 가까이서 볼 수 있
다. 막달레나베이(Magdalena Bay)는 베이트볼로 유명
하며 돛새치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멕시코 소코로섬
(Socorro)은 리브어보드 승선 후 24시간을 항해해야 하
는 작은 섬으로 유네스코 해양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
고, 다이버들과 어우러지는 돌고래, 만타레이, 샤크무리,
수십만 마리의 투나(Tuna)는 압권이다.

멕시코 유카탄반도 세노테(Cenote)
수중동굴의 종류석과 석순의 아름다움, 동굴 입구의 빛 내림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는 이곳은 약한 석회암 지반이 침
식되어 지하수로 가득 찬 수중동굴로 형성된 세노테
(Cenote)가 유명하다. 전체 길이는 총 300㎞가 넘을 것으
로 추정된다. 수중동굴은 지상의 세노테(Cenote)라는 우
물과 연결된다. 이곳에는 6천 개 이상의 세노테가 있는데,
지하의 수중동굴과 연결된 땅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에
따라 모양이 모두 달라서 모든 세노테가 나름의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캐번(Cavern) 다이빙만으로
도 종류석과 석순의 아름다움과 동굴 입구에서 만들어지
는 빛 내림은 황홀함의 극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모험적인 케이브(Cave)를 즐기기 위해서는 케이브 다이
빙 교육이 필요하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는 다윈의‘진화론’
의 기반이
된 곳으로,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침
식된 화산의 수중에는 믿을 수 없이 많은 산호와 물고기
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꿈의 여행지로 인식되어 있다. 거대한 바다거
북, 이글레이, 만타레이, 마블레이, 카우레이, 몰라몰라, 고
래상어, 망치상어, 바다이구아나, 물개, 바다사자, 해마, 레
드립뱃피시 등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수중
생물들과 볼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고래상어, 망치상어를
번갈아 볼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과달루페섬

인도네시아 렘베해협(Lembeh Strait)
유카탄반도

막달레나만
바하캘리포니아

하와이
소코로섬

(세노테/코즈멜섬)

(카보스/라파즈/코르테즈해)

먹다이빙과 크리터다이빙

바하마제도

인도네시아의 렘베해협(Lembeh Strait)은 최고의 접사 사
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중
사진가들이 사진을 제대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
된 곳이다. 렙베해엽의 다이빙 지역은 어두운 화산 모래로
덮여 있어 수중생태가 풍부하여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
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종들이다. 이런 생물을 발견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은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종들이 있
어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먹다이빙을 주로 하는 지역
이라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쿠바
벨리즈

케이만군도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프렌치폴리네시아

호주 대보초(GBR)/코랄씨(Coral Sea)
오스프레이리프의 샤크피딩, 코드홀, 용갈라렉

마이크로네시아 축라군(Chuuk Lagoon)
샌프란시스코마루 등의 난파선 다이빙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축 주(Chuuk state) 중에 축라군
(Chuuk Lagoon) 또는 트룩라군(Truk Lagoon)은 전쟁 때
침몰된 난파선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이다. 난파선 다이빙
은 대체로 시야가 어둡고 심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 난파선
에 남아 있는 탱크, 대포, 총알 등 전쟁의 상흔을 리얼하
게 만날 수 있다. 특히 건기에는 시야가 좋아 100m 이상
의 난파선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
이빙, 테크니컬 다이빙을 다 같이 즐길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 (Great Barrier
Reef, GBR)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퀸즐랜드주 해
안을 따라 발달해 있다. 북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 남안
의 플라이(Fly) 강어귀까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퀸즐
랜드주의 레이디 엘리엇(Lady Elliot)까지 이어져 있다. 호
주 대보초에서 코드홀 다이빙이 가장 유명하고, 대보초의
먼 바다인 코랄씨(Coral Sea)의 오스프레이리프(Osprey
Reef)도 수중환경도 황홀하다. 5월말~8월초 사이에는 밍
크고래를 볼 수 있다. 대보초 남쪽지역에 위치한 용갈라
렉은 난파선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해양생물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자암팟(Raja Ampat)
워베공샤크, 모불라의 무리, 만타레이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치하며,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한 산호와 물고기들을
한곳에 모아둔 대형 수족관 같은 곳이 인도네시아 라자암
팟(Raja Ampat)이다. 피그미해마도 4종류 이상을 찾을 수
있으며, 한번에 10마리 이상의 만타레이도 볼 수 있다. 잭
피쉬나 바라쿠다 무리, 워킹샤크(Walking Shark), 워베공
샤크(Wobbegong Shark)를 비롯하여 정어리 무리를 사
냥하는 모불라(Mobula)의 군무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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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가스 아닐라오(Anilao)
다이빙 여행지인 아닐라오(Anilao)는 마닐라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 한국에서 접근성이 우수
하며, 훌륭한 다이빙사이트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아닐라오는 접사 사이트로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펀 다이빙 지역으로는 소외된 곳이
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부수앙가섬 코론만(Coron Bay)
필리핀 팔라완 그룹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부수앙가섬
의 코론만 지역 다이빙은 난파선 다이빙과 호수 다이
빙, 동굴 다이빙 등의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으로 초보
다이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상급자 다이버까지 수준
에 맞는 다이빙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부수앙가섬
북부에 위치한 칼라윗섬에서 듀공을 볼 수 있다.

푸에르또갈레라 사방비치(Sabang Beach)
민도루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푸에르토갈레라 지역의
사방비치는 직벽의 월다이빙은 아니고 완만한 슬로프
형태의 지형이다. 다양한 열대 수중생물들이 모여 살
고 있고, 인공적으로 침몰시킨 난파선이 많다. 멘디오
섬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진행한
다. 베르데섬은 바슬렛 무리의 군무가 압권이다.

클락
수빅
수빅만

마닐라

아닐라오/보니또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레가스피

슬루씨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
투바타하리프는 술루씨의 망망대해에 위치하여 기상
의 영향을 받아 매년 3월말부터 6월초까지만 리브어
보드가 출항한다. 투바타하리프는 망망대해의 한가운
데 있는 작은 섬이라 대물들을 볼 확률이 높다. 화이트
팁샤크, 블랙팁샤크, 헤머해드샤크, 고래상어, 스팅레
이, 마블레이, 이글레이, 만타레이, 잭피쉬 무리, 바라쿠
다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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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모알보알(Moalboal)
세부 지역의 모알보알은 캅톤반도의 서쪽 파낙사마
비치의 해변을 따라 다이빙사이트가 형성돼 있고, 대
부분 파낙사마 비치에 있는 리조트에서 방카보트로
5~20분내외의 이동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변 앞
에는 대형의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파낙사마 비치에서 서쪽으로 방카보트로 30분
(3km) 거리의 페스카도르섬과 1시간 거리의 물속에
잠겨있는 선켄 아일랜드는 뛰어난 수중경관을 자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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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오/사말섬

세부 말라파스쿠아섬(Malapascua)
말라파스쿠아섬의 다이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
는데 첫째는 환도상어를 구경하는 모나드숄(Monad
Shoal)에서의 다이빙, 둘째로 갓토섬(Gato) 주변의 접
사생물 다이빙, 셋째로 말라파스쿠아 본섬 주변의 월
다이빙, 마지막으로 렉다이빙으로 구분된다.

직항공항
국내선공항

The Indonesia Diving Spots

반다씨(Banda Sea)

암본베이(Ambon Bay)

반다씨(Banda Sea)는 말루쿠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다이빙 장소이
다. 반다씨 한가운데 있는 반다제도(Banda Islands)
는 적어도 10개의 섬이 있다. 이곳에는 귀상어 무리
를 보는 것이 압권이고, 그 외에도 모블라 클리닝스
테이션, 돌고래, 참치 등을 볼 수 있다.

암본베이는 렘베해협과 비슷한 세계적 수준의 먹다
이빙(Muck Diving) 지역이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
는 가장 유명한 해양생물은 사이키데릭 프로그피
쉬(Psychedelic Ambon Frog-fish)이다. 이 물고기
는 2008년에 발견되었으며, "Maluku Frog-fish"라고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온몸에 붉은 줄무늬가 있는
10cm 크기의 특이하고 귀여운 물고기이다. 이곳에서
는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를 비롯하여 다양한 희귀
접사생물들을 볼 수 있다.

데라완제도(Derawan Islands)
데라완제도는 데라완섬, 마라투아섬, 카카반섬, 상알
라키섬 등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모래 해
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이 특별한 장소
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이곳은 260여종의 산호들과 거대 바다거
북, 돌고래, 만타레이, 듀공, 바라쿠다, 흉상어, 수염상
어 등과 같은 대형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상알
라키섬은 세계적으로도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카카반섬은 독이 없는 해파리
가 사는 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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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섬(Bali Island)

코모도섬(Komodo Island)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인 발리섬
(Bali Island)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다이빙 지역이다. 이곳은 유명한 뚤람벤
난파선이 있고, 다채롭고 다양한 해양생물로
가득하다. 또한 누사페니다섬은 몰라몰라를
볼 수 있는 클리닝스테이션이 있다.

코모도섬(Komodo Island)은 세계적으로 유명
한 코모도 도마뱀(Komodo Dragon)의 서식
지로도 유명하며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타레이와 고래상어, 개복치, 이글레이
등의 대물도 볼 수 있고, 화려한 고스트파이
프피쉬, 프로그피쉬, 갯민숭달팽이와 블루링
옥토퍼스 등의 작은 생물들이 화려한 산호초
와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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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리조트

Philippines
한인리조트

한인리조트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다이빙 지역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는 곳

환도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세부 막탄섬/올랑고섬

모알보알/페스카도르섬

세부 말라파스쿠아섬/갓또섬

비용 1,000,000원~

비용 1,200,000원~

비용 1,5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5박6일~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성수기 11~4월)

시즌 연중(성수기 2~9월)

특징 세부시의 동쪽에 위치한 막탄섬(Mactan)은 인

특징 다이빙사이트는 파낙사마 비치에 있는 리조트

근에 세부막탄국제공항이 있어서 한국에서 접근성

에서 방카보트로 5~20분내외의 이동거리에 위치하

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막탄섬의 동남부 해변과

고 있다. 또한 해변 가까이에 큰 정어리 무리가 상주

맞은편의 올랑고섬(Olango) 주변에서 주로 다이빙을

하고, 수중환경이 뛰어난 페스카도르섬이 가까이 있

한다.

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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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알보알

는 다양한 사이트도 많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호

한인리조트

접사생물과 광각풍광을 모두 볼 수 있는 곳

두마게티/다우인/아포섬
비용 1,500,000원~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B 10~5월)
특징 아포섬은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이며 웅장한 풍광과 원
시적인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말라파스쿠아섬

산호와 잭피쉬 무리 등은 항상 만나볼 수 있다. 다우
인 지역은 접사생물로도 유명하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1/2월호

한인리조트

고래상어를 100% 볼 수 있는 곳

세부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비용 1,200,000원~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
특징 고래상어 5~6 마리를 100% 볼 수 있는 오슬
롭과 인근에 릴로안비치, 수밀론섬, 카세리스리프 등

세부 막탄

을 데이트립으로 산호초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다우인

한인리조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호

리조트

보홀섬 서쪽 지역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

보홀 팡글라오섬/발라카삭섬

보홀 까빌라오섬

비용 1,200,000원~

비용 1,5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보홀 지역의 발리카삭섬은 잭피쉬 무리와 바라

특징 카빌라오섬 산호초는 보호받는 해양공원으로

쿠다 무리를 쉽게 볼 수 있고 대형 바다거북도 상주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

하고 있다. 팡글라오섬 해안을 따라 형성된 수중절벽

고 있다. 건강한 산호, 따듯한 수온, 맑은 수중시야

풍광이 아름다우며, 군데군데 형성된 모래바닥에는

를 가진 산호초의 수중 슬로프와 월은 이섬을 스쿠

접사 피사체들이 많다.

버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호

오슬롭

보홀 발리카삭

까빌라오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광을 가진

민다나오 까미귄섬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접사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비용 1,500,000원~

서던레이테/소고드베이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

비용 1,500,000원~

특징 화산지대의 독특한 수중지형을

일정 5박6일~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갯민숭달

시즌 연중(성수기 11~5월, 12~1월 고래상어시즌)

팽이를 비롯하여 접사 생물도 무수히

특징 파드레불고스항의 다양한 접사생물과 나판타

많다.

오에서 화려한 물고기 퍼레이드를 볼 수 있다. 매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호

12~2월에는 리마사와섬에서 고래상어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0년 9/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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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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사 다이빙 지역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아닐라오/말리카반섬/보니또섬
비용 1,200,000원~

푸에르또갈레라/사방비치/
베르데섬

일정 5박6일~

비용 1,200,000원~

시즌 연중(성수기 11~5월)

일정 5박6일~

특징 세계적인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으로 접

시즌 연중(B 4~9월)

사 피사체가 많다. 또한 펀다이빙과 텍다이빙 지역

특징 민도로섬의 푸에르또갈레라는 아름다운 해변

으로도 손색이 없다.

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또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4년 9/10월호, 2015년 5/6월호

한, 주변에 좋은 다이빙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그래
서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호

사방비치

리조트 리브어보드

아닐라오

한인리조트

리조트

필리핀 국립공원이 있는 곳

슈퍼마크로의 천국

민도루 판단섬/아포리프

롬브론섬

비용 2,000,000원~

비용 1,5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민도루섬의 아포리프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산

특징 롬브론섬은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

호초이다. 이 지역은 UNESCO 세계유산 등재되어

의 보고이다. 특별한 가이드의 특별한 배려를 만날 수

있고, 아포리프 국립공원(ARNP)에 등록되어 국가에

있는 곳이다. 또다른 볼거리는 블랙워터 다이빙이다.

서 보호하는 구역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호, 2019년 5/6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호
한인리조트

난파선 다이빙과 민물호수 다이빙

비치 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코론/부수앙가섬

보라카이섬

비용 1,500,000원~

비용 1,3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성수기 10~6월)

시즌 연중

특징 코론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9월 24

특징 보라카이섬은 에머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

일에 미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들이

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상 스포츠를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은 곳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며, 멋진 레스토랑과

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어서 난파

바(Bar)가 있어 다이빙을 하지 않는 가족과 같이 방

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볼거

문해도 만족스러운 곳이다.

리브어보드

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호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고래상어와 만타레이를 만나는 곳

슬루씨/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돈솔

비용 3,500,000원~

비용 1,500,000~

일정 6박7일~

일정 5박6일~

시즌 3~6월만 접근 가능

시즌 연중(성수기 3~10월)

특징 투바타하리프는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슬루씨

특징 티카오섬(Ticao)의 만타바울(Manta Bowl)은 만

(Sulu Sea) 한가운데에 있는 무인도로 리브어보드로

타레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독섬(Udoc)과 산미

만 갈 수 있다.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만타레

구엘섬(San Miguel)은 아름다운 산호 정원과 다양

이, 고래상어 등과 같은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수

한 해양생물들이 있다. 돈솔에서는 고래상어 스노클

있다.

링을 할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1년 3/4월호

할 수 없는 민물호수 다이빙이나 동굴 다이빙과 같
은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다. 부수앙가섬 북쪽의 칼
라윗섬에서는 듀공도 볼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호

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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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아포리포

투바타하리프

롬블론

리조트

티카오섬

수중생물의 보고

필리핀

롬브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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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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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three-p.com
2022 March/April | 145

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오키나와제도
(케라마제도/미야코지마/이시가키섬/요나구니섬)
비용 2,000,000원~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
특징 일본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오키나와제도는 오키나와본
섬, 케라마열도(자마미섬, 아카지마, 토카시키섬), 미야코지마, 야에야마
미코모토지마

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이

오가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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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5/6월호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비용 1,500,000원~

비용 2,5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8박9일~

시즌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연중(혹등고래 1~4월중순, 향유고래 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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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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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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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따라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이때 망치상어 무리가 출몰한다. 또한

중순 사이에, 향유고래(Sperm Whale)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가사와라

이즈반도 주변에는 특별한 접사생물들을 만나는 것도 특별한 재미이다.

제도 연안에 찾아온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개복치도 볼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호
요나구니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5/6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비용 1,700,000원~

비용 1,7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5박6일~

시즌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특이한 수중지형으로 되어있어 큰 암반

특징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힌무

사이를 유영하는 묘미와 만타레이, 레오파드

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샤크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무리의 화려한 조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화가 경이롭다.

힌댕/힌무앙

참조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호

미얀마(버마)

Myanmar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5/6월호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고, 특히 리브어보드의 경우 이 기간에만 운행을 한다.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숨겨진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비용 1,990,000원~

비용 2,990,000원~

비용 1,3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6박7일~

일정 6박7일~

시즌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3~8월(성수기 4~5월)

시즌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고,

특징 인공섬인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특징 바다거북의 산란지이고,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

범프헤드패롯피쉬(버팔로) 무리가 압권이다. 아름다

3~8월만 영업한다.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

한 종류의 경산호 군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종과 때가 묻지 않은 산호초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망

무리의 장관을 만난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경비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다.

치상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에 편리한 시설과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

시파단 본섬에서의 다이빙은 제한이 있어 일정 중에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호

한다. 지금까지 숨겨진 보석같은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호, 2018년 3/4월호

1일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호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비용 3,000,000원~

랑카얀섬

일정 7박8일~
시즌 12~4월

비용 2,990,000원~

특징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상

일정 6박7일~

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때가 묻지 않는

시즌 4~11월

청청한 곳이다.

특징 랑카얀섬은 얕은 대륙붕위에 형성된 산호섬으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호

로 따듯한 수온과 풍부한 플랑크톤 그리고 잘 발달
된 산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산란하는
시파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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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도/부나켄섬
비용 1,800,000원~
일정 6박 7일
시즌 3~11월
특징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경
발리

과 최고의 접사 포인트를 자랑하는 렘베해협 1일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하다. 최소 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

비치문화와 다이빙을 동시에 즐기는 곳

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발리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

비용 1,600,000원~
리조트

일정 5박6일~
시즌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특징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다

마나도/렘베해협

양한 호텔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비용 1,500,000원~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레이와 몰라몰라를 볼

일정 6박 7일~

수 있는 여름 성수기, 리버티렉의 웅장하고 아기자기

시즌 연중/성수기 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만

함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접사생물의 천국, 렘베해협과 쌍벽

망치상어의 큰 무리를 만나는 곳

접사생물이 다양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호

특징 최고의 접사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미

암본섬/암본베이

반다씨

비용 2,600,000원~

비용 5,350,000원~

일정 7박8일~

일정 10박11일~

시즌 3~10월

시즌 연중(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마나도의 렘베해협과 같은 먹다이빙(Muck

특징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

Diving)을 하는 지역이다. 암본베이에서 가장 유명

종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따듯한 바다

한 해양생물은 사이키데릭(Psychedelic) 프로그피

에서 망치상어의 큰 무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지

쉬이다.

역이다. 망치상어 무리를 보고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호

반다씨를 방문해야 한다.

암본섬
리조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
리브어보드 리조트

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해양 생태계의 보고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라자암팟

하는 지역이라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비용 4,500,000원~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일정 10박11일~
렘베해협

시즌 11~3월(성수기 10~4월)
특징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치

리브어보드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1/2월호

하여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
곳에 모아둔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호
라자암팟

리브어보드 리조트

북슬라웨시의 다이빙의 메카

마나도 방카섬, 상히에제도
비용 2,500,000원~
일정 6박7일
시즌 4~9월(성수기 5~9월)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특징 인도네시아 마나도 북단에 위치한 방카섬은

만타레이의 천국

코모도국립공원

위치가 본섬에서 다시 떨어져 있어 소수의 리조트만
코모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지역

비용 3,200,000원~

에 아직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과 듀공을 볼 수 있어

일정 7박8일~

한번 꼭 가보아야 할 곳이다. 상히에섬은 리브어보

시즌 북쪽 5~10월, 남쪽 12~1월

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특징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11/12월호

데라완제도

하는 지역이다.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이다. 보통
은 리브어보드를 이용하지만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

리브어보드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광각풍광과 접사생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호

데라완제도

알로르

비용 3,000,000원~

비용 2,600,000원~

일정 8박9일~

일정 7박8일~

시즌 4~11월

시즌 3~10월(성수기 6~9월)

특징 데라완제도는 데라완섬, 마라투아섬, 카카반섬

특징 건강한 산호와 다양한 접사생물을 모두 만날

및 상알라키섬 등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수 있는 곳으로 보통은 반다씨 리브어보드의 연장으

유명한 셀레베스해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

로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리조트의 다이빙은 접근

안(동 칼리만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하며, 세계에서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방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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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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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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gypt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이집트북부, 남부(후루가다, 마르사알람)

비용 3,000,000원~

비용 3,000,000원~

일정 6박7일~

일정 9박10일~

시즌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은

시즌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정)

시야)

특징 이집트 남쪽지역을 내려가는 루트로 겨울엔 환

특징 홍해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같이 어우러져 아름

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다운 수중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진다. 운이 좋으면 듀

한 색상의 열대어들이 산호를 감싸고 있다. 샴엘셰이

공도 만날 수 있다.

크 해역은 시슬곰(Thistlegorm) 등과 같은 난파선 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호

이집트 남부

이빙이 압권이며, 다합은 불루홀이 유명하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호
삼엘셰이크
리브어보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수단
비용 3,000,000원~
일정 9박10일~
시즌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정)
특징 리브어보드는 포트 수단(Port Sudan)에서 운영
되며 일부 리브어보드는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내려
갈 수 있다. 포트 수단 외곽에 있는 360,000개의 폭
탄을 가지고 있는 움브리아(Umbria) 난파선을 비롯
하여 샤밥 수에디(Sha'ab Suedi)의 블루 벨(Blue
Bell) 등 난파선이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수단

인도양
리브어보드

Indian Ocean
리조트

인도양의 한가운데 낙원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비용 3,400,000원~

비용 4,000,000원~

일정 8박10일~

일정 9박10일~

시즌 연중(3~4월 최남단, 10~11월 북부)

시즌 6~7월

특징 몰디브는 럭셔리한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최

특징 사딘런(정어리 무리)은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

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이다. 야간 샤크 다이빙, 고

서 만나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이다. 가마우지, 돌고

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브를 찾

래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베이트볼(Bait Ball)을 다큐

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월에 최

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이사슬 현장을 눈으로 직

남쪽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이트 스

접 확인할 수 있다.

노클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북쪽 지역에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호

서 만나는 만타 무리는 압권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호, 2017년 3/4월호

리조트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모리셔스

셰이셜
비용 4,000,000원~

몰디브

리조트

리조트

신이 창조한

혹등고래와 돌고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시즌 년중(성수기 4~5월, 10~11월)

모리셔스

레위니옹

특징 세이셸(Seychelles)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마

비용 4,000,000원~

비용 4,000,000원~

다가스카르섬 북쪽으로 1,100㎞ 적도 부근에 위치

일정 9박10일~

일정 9박10일~

한 116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다. 수많은 난파

시즌 년중

시즌 년중

선 사이트가 있고 아름다운 부채산호 등을 비롯한

특징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대륙 남단 마다가스카르

특징 레위니옹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마다가스카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8월과 10월에서 1월까

섬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

섬 동쪽으로 약 7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프랑스령

지의 기간은 세이셸에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모이

나라다. 스텔라마루(Stella Maru) 난파선이 있고, 혹

의 작은 섬이다. 혹등고래와 돌고래를 쉽게 만날 수

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다.

등고래와 향유고래(Sperm Whale)를 볼 수 있다.

있으며, 망치상어, 청새치,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과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같은 원양어류도 만날 수 있다.

일정 9박10일~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9/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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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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다이빙 지역

팔라우
비용 1,800,000원~
일정 4박6일~
시즌 연중
특징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는 불루
홀, 블루코너, 샹들리에케이브, 난파선 등 다양한 형
태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다. 만타레이의 피딩과 클리
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음력 그믐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버팔로피쉬 무리의 스퍼닝(Spawning)과
음력 보름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레드스내퍼 무리의
스퍼닝이 압권이다. 추가로 해파리 호수와 산호머드
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2월호, 2018년 1/2월호
괌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리조트

만타의 고향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비용 2,400,000원~

괌

비용 1,700,000원~

비용 2,400,000원~

일정 5박6일~

비용 1,7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6박7일~

시즌 연중(성수기 12~4월)

일정 4박5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맑은 물에서 하는 난파선 다이빙으로 건기에는

시즌 연중

특징 사이판은 맑은 물이 압권이다. 이글레이 클리닝

특징 얍(Yap)은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100m 이상의 난파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특징 괌은 맑은 물이 특징이며, 제1차 세계대전 때

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의 즐

외해의 거대한 상어 무리를 만날 수 있다. 만타 짝짓

심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도카

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등을 즐길 수 있

기(Mating) 시즌인 1~2월에는 수많은 만타레이의

호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

이마루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다. 그리고 티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의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호

판을 즐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호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호, 2018년 5/6월호

C

M

Y

CM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호

MY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난파선

피지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비용 2,500,000원~

비용 3,000,000원~

비용 3,0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6박7일~

일정 6박7일~

시즌 4~10월 (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시즌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연중

특징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특징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퀸

Barrier Reef, GBR) 남쪽지역에 위치한 용갈라렉은

즐랜드주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다. 호주 대보초에

난파선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해양생물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다인 코랄씨의 오스프레이리프(Osprey Reef)도 수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호

가장 좋은 시야)

통가

특징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으로 2m가 넘는 7~8
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앞까

호텔+다이브센터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한

통가

서 코드홀 다이빙이 가장 유명하고, 대보초의 먼 바

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비용 2,800,000원~

중환경이 황홀하다.

겸비한 곳이다.

일정 7박8일~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호

시즌 7~10월
특징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아

리브어보드

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때 묻지 않은 다이빙 지역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솔로몬제도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비용 3,000,000원~
일정 7박8일~
시즌 년중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9/10월호
리브어보드

특징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는 놀라울 정도

폴 고갱이 사랑한 섬, 타히티

로 다양하면서도 멋진 열대성 다이빙 환경을 제공한

프렌치폴리네시아

다. 이곳에는 산호초, 동굴, 난파선, 가파른 월다이빙
등이 가능하다. 또한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훼손되지
않은 대형 부채산호(Sea fans)가 아주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난파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선박, 항공
기, 잠수함 등도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11/12월호

비용 3,000,000원~
일정 7박8일~
시즌 년중
특징 프렌치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는 프랑
스령으로 총 11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광대한 남태
평양에 펼쳐져 있다. 이곳은 색채가 가득한 갯민숭
달팽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어류를 모든 다이빙에
서 볼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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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태평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바다사자 무리와 춤을

바하캘리포니아(라파즈/코테즈해)

돌고래, 만타레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바하캘리포니아(소코로섬)

비용 6,500,000원~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일정 11박12일~

시즌 11~6월

시즌 11~6월

특징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는

특징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리브어보드 승선

바다사자와 어우러져 다이빙을 한다. 시기를 잘 맞추

후 꼬박 하루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작은 무인도로

면 엄청난 무리의 모블라(Mobula)를 만날 수 있다.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호, 2020년 5/6월호

들과 놀아주는 돌고래, 만타레이, 그리고 숨죽이고
보는 튜나(Tuna) 무리는 압권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7/8월호

하와이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춤을…

다윈의 진화론의 기반이 된 곳

하와이/코나

에콰도르의

비용 4,000,000원~

비용 9,000,000원~

일정 8박9일~

일정 10박11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베스트 시즌)

특징 하와이 코나 다이빙은 야간에 실시하는 만타레

특징 갈라파고스 제도는 다윈의 ‘진화론’의 기반

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압권이고, 돌고래,

이 된 곳으로, 우리 다이버들에게 꿈의 여행지이다.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있다.

거대한 바다거북, 이글레이, 만타레이, 마블레이, 카

불샤크와 함께

베이트볼 다이빙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호

우레이, 몰라몰라, 고래상어, 망치상어, 바다이구아

바하캘리포니아 (카보풀모)

바하캘리포니아 (막달레나베이)

비용 6,500,000원~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일정 11박12일~

시즌 000000

시즌 11~6월

특징 카보풀모(Cabo Pulmo)는 중미의 태평양 지역

특징 멕시코 산카를로스 앞에 위치한 막달레나베이

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산호초로 유명하다. 이곳에

(Magdalena bay)는 태평양에 접해있는 연안으로

는 대형 그루퍼, 잭피쉬, 스팅레이, 바다거북 등을 볼

수많은 청새치와 돛새치, 바다사자들이 정어리 무리

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 종류의 상어뿐만 아니라 불

를 사냥한다. 운이 좋으면 오르카(Orca, 범고래), 혹

샤크도 볼 수 있다.

등고래, 등을 볼 수도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0/0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호

갈라파고스제도

나, 물개, 바다사자, 해마, 레드립뱃피시, 불헤드샤크
등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수중생물들
을 한곳에서 대부분 구경할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호

소코로섬

코르테즈해

갈라파고스제도

리브어보드

망치상어의 섬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시즌 년중
특징 코코스섬(Cocos)은 리브어보드 승선 후 꼬박 하루
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무인도로 야생 해양생물의 보고
이다. 다이빙마다 수십 마리의 망치상어를 만날 수 있다.

코코스섬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대물들의 만남이 보장되는 곳

콜롬비아

막달레나베이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호

멕시코 과달루페섬

말페로섬

비용 6,500,000원~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일정 7박8일~

시즌 6~11월

시즌 6~11월

특징 콜롬비아 본토에서 500㎞ 떨어진 말페로

특징 과달루페섬은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반도

(Malpelo)섬은 200~300 마리의 망치상어와 수백

서쪽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작

마리의 실키샤크와 함께 유영한다. 또한 고래상어,

은 화산섬이다. 케이지 다이빙으로 수십마리의 위대

이글레이, 튜나, 청새치 등 대물들을 볼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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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페로섬

한 백상아리를 만날 수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호

과달루페섬

중남미(대서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케이브 다이빙

물속에서 악어를 만나는 곳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쿠바

비용 3,800,000원~

비용 다양

일정 7박8일~

일정 다양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는 세노테가 유명하다. 캐
세노테

번다이빙만으로도 종유석과 석순의 아름다움과 동
굴 입구에서 만들어지는 빛 내림의 황홀함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모험적인 케이브(Cave)를 즐
기기 위해서는 케이브다이빙 교육이 필요하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3/4월호, 2019년 5/6월호

적지였지만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다이빙 지역의 슈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퍼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한 번의 다이빙에서 최대 6

대서양 물고기와의 조우

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악어를 만날 수 있는

유카탄반도의 코즈멜섬

곳이기도 하다.

케이만제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호

비용 다양

비용 3,800,000원

카리브해

일정 다양

일정 7박8일

리브어보드

시즌 연중
특징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의 남쪽에 있는 코즈멜섬
은 이글레이 무리를 볼 확률이 높고, 태평양과는 다

코즈멜섬

쿠바

특징 쿠바는 오랫동안 배일에 가려져있던 다이빙 목

시즌 연중(성수기 4~11월)

망치상어를 바로 눈앞에

특징 카리브해에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케

바하마제도

이만제도는 400개 이상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

비용 다양

케이만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엔젤피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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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다양

나는 즐거움이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3/4월호

시즌 연중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호

특징 바하마의 국가 물고기인 나
 소(Nassau)의 그루
퍼들이 수천마리가 모여들어 스퍼닝을 하는 모습을

리브어보드

관찰할 수 있으며, 스파이니 랍스터의 행진도 볼 수

카리브해의 대보초

있다. 망치상어를 눈앞에서 볼 수도 있다.

벨리즈 불루홀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호

호텔+다이브센터

대서양의 무덤

노스캐롤라이나
비용 다양

비용 3,800,000원~

일정 다양

일정 7박8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이곳은 대서양의 무덤(Graveyard of the

특징 벨리즈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BR)

Atlantic)이라 불리는데 16세기에 1,000척이 넘는 배

벨리즈

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 지대로 우주

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샌드타이거샤크(Sand

에서도 보이는 그레이트 블루홀(Great Blue Hole)이

Tiger Shark)의 무리를 볼 수 있다.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호

바하마제도

유럽

Europe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지중해

아드리아해

몰타

크로아티아

비용 다양

비용 다양

일정 다양

일정 다양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몰타(Malta)는 지중해의 중앙부에 위치한 남유럽

특징 아드리아해의 크로아티아에 있는 대부분 섬들

의 작은 섬나라이다. 이곳에서는 석회암 동굴을 비롯

은 무인도라서 완전히 색다른 다이빙 경험을 추구하

하여 난파선과 난파선 주변을 배회하는 바라쿠다 무

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멋진 다이빙의 천국이라 할

리들과 지중해의 덩치가 큰 그루퍼 등을 볼 수 있다.
몰타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호

수 있다. 이곳에는 돌고래, 희귀한 거대한 홍합 등이
크로아티아

서식하고 있다. 또한 고대 도자기, 주방용품, 장식용
접시, 동전 및 금속 장식품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
는 다양한 난파선을 볼 수 있다.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포르투칼

스페인

아조레스제도(아소르스)

카나리아제도

비용 다양

비용 다양

일정 다양

일정 다양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평균 40m가 넘는 시야와 매우 다양한 생물이

특징 스페인의 카나리아 군도는 아프리카 북서쪽 해

있는 섬으로 청새리상어(Blue Shark), 만타레이 등과

안인 대서양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

같은 큰 원양어류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11/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1년 5/6월호

과 지중해 해양생물 종과 섬 자체에 고유한 일부 해
아조레스제도

양생물 종을 볼 수 있다.

카나리아제도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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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막탄섬
최고급 리조트와
럭셔리한 요트 다이빙

www.themark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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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45-3122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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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빙
요트로 하는 다
은
같
드
보
어
•리브

40명 탑승

•대형 다이빙풀 보유 가로 16m, 세로 12m, 수심 4m

•최고급 레스토랑

Cabana

막탄섬에서 소문난 맛집

Ocean View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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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역사로 톡톡 두드려보는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
최경민 외│19,000원│360쪽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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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PBL 달인되기 2 : 진수

1편 기존 독서상식을 비틀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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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맞서 왔는가?
페스트에서 에볼라바이러스까지 질병과 삶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

생활화학물질!

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

람들의 정신세계와 무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져 가는 사회, 변화하는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문화·예술 및 역사를

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헤친다.

재조명한다.

}{

‘게임중독’이라는 굴곡
된 시선, 부정적 에너지
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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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