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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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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스포츠에서 영감을받은 스타일링
디자인 라인은 수상 스포츠 애호가의 정신과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해부학 적으로 정확한 패턴
슈트 전체에 걸쳐 뛰어난 입체감.
 고 신축 혼합 네오프렌
혼합 네오프렌은 극도의 신축성, 편안함 및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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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병용

대구·경북 지역의 PADI 강사개발 센터!

PANDA SCUBA
PADI 강사개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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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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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다이브

nomadiv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30-8 B02
02.6012.5998 I 010.7114.9292
www.nomadive.com

◆ NOMADIVE 소속강사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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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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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소개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상시
365 개장
일2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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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스서울
www.maresseoul.com
▶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 마레스 랩(A/S) 지정점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타사 제품도 취급

뉴·서울 다이빙 풀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 010-3735-4942
www.scubapool.com
대표 :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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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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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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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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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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쿠바다이버> 매거진의 모바일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전광인쇄정보 (주)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은종, 김진관, 민경호, 신동헌, 조광현, 정상근, 정현진
TAKAJI O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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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다이빙 여행의 또다른 시작,
이제는 에코 다이빙을 실천할 때이다
글 구자광 / 발행인

지난 20여 년간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여러 요인으로 파괴되어 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바

지만 그중에서 다이빙 유명지역의 해양 생태계는 스쿠바다이버의

이러스가 독감 수준으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세계각국이 걸어 잠

영향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판

겄던 빗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측컨대 다이버들의 해외

데믹으로 인하여 스쿠바다이버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역설적으로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다이빙 여행지가 개방된다면 그동안 억눌렸

수중생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다시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던 해외다이빙 욕구가 일시에 솟구쳐 많은 유명 다이빙지역은 북새

한다.

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가 어두운 죽음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서서히

바다는 지구의 71%를 덮고 있으며, 식량, 생계, 기후조절 등을 위해

지난 2년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금 여행객들에게 희망이

우리가 의존하는 중요한 종과 생태계의 고향이다. 그런데 무분별한

보이기 시작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조치가 시행되

남획, 기후 변화, 오염으로 인해 바다가 곤경에 처해 있다. 바다는 우

는 가운데 앞으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과

리 다이버들에게는 놀이터이다. 우리의 놀이터인 해양이 좀 더 보존

동시에 돌파감염 등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아직은 반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다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반의하고 있다.

대단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큰 변
화를 만들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에코 다이버가 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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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였고, 실외 마스크 착용도

에코 다이버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바다를 보호하는 데 도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이 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생명이 넘치는 건강

행사, 집회 제한, 종교 활동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되어 일상

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동참을 해야 한다.

에코 다이버가 되기 위한 10가지 팁
1) 완벽한 부력 조절 기술을 습득하기

6)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완벽한 부력 조절은 공기를 절약하고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는 데

에코 다이빙은 물속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밖에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포

도움이 된다. 산호초에서 부력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양생물이 파괴된다.

함한다.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 및 담배꽁초는 인간의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

산호는 핀 킥으로 한 번 긁으면 치명적이다. 다이버가 바위나 산호를 잡을 때도

이다. 해변이나 다이빙 보트에서 쓰레기가 날아가면 해양생물과 산호초에 심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들이 누적되면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줄

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담배는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품목이며, 매년 약 6

수 있다. 정밀부력조절(Peak Performance Buoyancy)과 같은 스페셜티 과정에

조 개비의 담배가 제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약 65%가 쓰레기이다. 플라

등록하는 것은 몸의 자세, 핀 킥 스타일, 공기 소비량 및 수중 자신감을 향상시

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에코 다이버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며 환경

키는 좋은 방법이다.

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플라
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물에게 주는 영

2)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기

향을 최소화한다.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봉지, 병, 빨대, 칫솔 등을 모두 버리

다이버의 가장 중요한 금지 사항은 해양생물을 절대 방해하지 않는 것이며, 물

는 것을 고려하여 재사용 가능한 품목을 찾아야 한다.

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무해해 보
일 수 있지만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빵은 물고기를 유인하는

7) 물 사용 줄이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미끼이다. 장기적으로 물고기는 이러한 유형의 식단

지구상의 모든 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물 사용을 줄이고, 오염을 시키지

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영양학적 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먹이

말아야 한다. 물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을 때 물을 잠그고, 샤워는

환경을 만들어 전체 먹이 사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대한 짧게 하기, 절수 수도꼭지 설치하기, 정원에는 빗물을 이용하기 등이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독성 세제, 저인산염 세제, 생분해성 비누, 샴푸

3) 산호초에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기

및 컨디셔너를 사용하기,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기 등이다.

다이빙 여행을 많이 가는 열대지방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필수이다. 그러나
일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산호초를 파괴할 수 있다. 주요 화학물질은

8) 탄소 발자국 줄이기

옥시벤존(Oxybenzone)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라고 한다. 이것은 산호를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일상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총 온실 가스 배출

표백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산호를 죽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와이와 플

량이다. 보트를 정지하는 동안 엔진을 최대한 정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

로리다와 같은 일부 지역은 산호초에 해를 끼치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

기하는 다이빙 보트는 계류부표(mooring buoy)를 사용하여 엔진을 정지시킨다.

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산호초에 안전한 또는 자연 친화적인 자외선 차단제

일상생활과 여행 중에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Reef Safe Sunscreen)는 일반적으로 산화아연 또는 이산화티타늄으로 만들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나 항공기 적게 타기, 에어컨 적게 사

진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산호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열대 지방으로 여행가

용하기, 조명은 사용하지 않을 때 끄고, 에너지 절약형 전구로 교체하기 등이다.

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해양을 청소하는 모임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기
4) 자연친화적인 다이빙 장비를 선택하기

해양을 청소하는 모임을 조직하는 것은 지역 사회와 함께 수중환경을 보존하는

다이버가 다이빙 장비를 선택하는 작은 행동조차도 수중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훌륭하고 재미있는 방법이다. 해변 청소는 에코 다이버로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있다. 에코 다이버는 탄소 발자국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바람직하지만 다른 환경을 청소하는 것도 수중세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 예를 들면 생분해성 바이오백으로 포장된 다이빙슈트

하는 것이다. 청소를 수행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해변, 호수, 강, 개울 등이다.

와 종이를 기반한 마스크 상자를 만드는 장비제조업체의 상품을 이용한다.
10)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거나 캠페인에도 관심을 갖기
5) 여행은 추억과 버블만 남기기, 해양생물로 만든 기념품은 사지 말기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거나 캠

다이빙하는 동안 해양생물을 만지거나 쫓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수중사진

페인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가가 다이빙 중에 바닥이나 산호초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현지에서는 조개,
상어 이빨 또는 기타 해양생물로 만든 기념품을 길가에서 팔고 있다. 다이빙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즐기되 해양생물로 만든 기념품은 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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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IVE
WITH A SIDE OF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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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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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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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 접합 코팅 원단

누구나 쉽게 조절 가능한
신개념 탱크 밴드

탈착이 매우 간편한
EZ-LOK 웨이트 시스템

CALLING ALL
CALLING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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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수중사진 콘테스트
2022년 05/06월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수상작 발표
광각부문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접사부문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
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금상

이효정

금상

이수학

은상

김형수

은상

전민석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

동상

정현진

동상

김경휘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품됩니다.

시상내역

입선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다수 (광각, 접사 구분 없이)

김경휘, 김광복, 김정인, 민경호, 이상훈, 이수학,

※ 본 공모전에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분의 작품 수준이 미달한

이승훈, 이효정, 윤상철, 윤여준, 전민석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분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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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시상품
금상

작품의 조건
1. 제출한 작품은 참가자가 촬영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INON LE700W-2

2. 전시회, 인쇄매체, 인터넷 등에 소개된 작품과 타 공모전이나

•권
 장 소비자 가격 : 212,000원

촬영대회에 당선된 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색
 온도 6000k / 조사각 30도(필터사용시 60도) / 사용시간 135분

3. 작품의 촬영일자가 제출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4. 작품은 다음과 같은 EPIC 규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상 40L DRYBAG

동상 25L DRYBAG

●

스트레스의 징후가 있는 생물(예: 부푼 복어, 먹물 문어 등)

●

동물이 부자연스러운 환경이나 위험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

동물에게 먹이(인공음식)를 주는 행위

●

생물을 터치하는 행위(예: 산호 용종, 해마 꼬리 등)

●

환경을 눈에 띄게 손상하는 촬영가(예: 장비 끌기 또는 모래 차기)

●

부력조절이 미숙한 촬영가

•권
 장 소비자 가격 : 120,000원

• 권장 소비자 가격 : 59,000원

응모 방법

•제
 품크기 : 69cm × 34cm × 17cm

• 제품크기 : 61cm × 41cm × 14cm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
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본지 이메일 diver@scubamedia.co.kr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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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금상

Wide Angle Category
Gold Prize

26 |

이효정
부채산호와 다이버
NIKON D850, f/10, 1/100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광각부문

광각부문

은상

Wide Angle Category
Silver Prize

김형수
산호터널
Canon EOS 5D Mark II, f/5.6, 1/160

광각부문

동상

Wide Angle Category
Bronze Prize
정현진
너스샤크
Canon EOS 5D Mark II,
f/7.1,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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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금상

Macro Angle Category
Gold Prize

28 |

이수학
게오지
NIKON D850, f/13, 1/200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접사부문

접사부문

은상

Macro Angle Category
Silver Prize

전민석
도다리
SONY ILCE-7RM3, f/18, 1/200

접사부문

동상

Macro Angle Category
Bronze Prize
김경휘
대벌레
SONY DSC-RX100M5A,
f/5.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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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민경호

입선 윤여준

입선 이상훈

입선 이수학

입선 김광복

입선 김정인

30 |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경휘

입선 이승훈

입선 이효정

입선 전민석

입선 윤상철

입선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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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まるで、天の川のように伸びて群れをなすイワシに、アタックを仕掛けるバショウカジキ。メキシコ・ユカタン半島・ムへーレス島沖
마치 은하수처럼 뻗어 무리를 이루는 정어리에 공격을 가하는 돛새치(Indo-Pacific sailfish). / 멕시코 유카탄반도 무에레스섬 앞바다

バショウカジキ 停止している巨大なイワシの群れに、背びれを広げてアタックを仕掛けるバショウカジキ。メキシコ・ユカタン半島・ムへーレス島沖
돛새치(Indo-Pacific sailfish) 멈추고 있는 거대한 정어리의 무리에 등지느러미를 펼쳐 공격을 하는 돛새치. / 멕시코, 유카탄반도 무에레스섬 앞바다

TAKAJI OCHI 越智隆治
1965年9月２日生まれ。日本の新聞社の潜水取材

班を経て、1998年に独立。以後、
フリーの海洋フォ

ト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バハマのタイセイヨウマダラ
イルカ、タイガーシャーク、
トンガのザトウクジラ、ス

リランカのマッコウクジラ、
シロナガスクジラ、
フロリ

ダのマナティ、メキシコのバショウカジキ、メカジキ、

Japan
1965년 9월 2일생이다. 일본의 신문사 잠수취재반으
로 일하다가 1998년에 독립하였다. 이후 독립 해양
포토저널리스트로서 바하마의 タイセイヨウマダライル

カ (Atlantic spotted dolphin, 돌고래), タイガーシャ
ーク (Tiger shark, 타이거샤크), 통가의 ザトウクジラ

(Humpback whale, 혹등고래), 스리랑카의 マッコウク

オーストラリアのホホジロザメ、オーストラリアアシ

ジラ (Sperm whale, 향유고래), シロナガスクジラ (Blue

た。

너티), 멕시코의 バショウカジキ (Indo-Pacific sailfish,

をめぐり、
日本の海の魅力を撮影し続けている。著

ロザメ (Great white shark, 백상아리), オーストラリア

カなどの大物海洋生物の撮影をメインに行ってき
コロナ渦で、海外に行けない期間には、日本国内
書多数

whale, 대왕고래), 플로리다의 マナティ (Manatee, 매
돛새치), メカジキ (Swordfish, 황새치), 호주의 ホホジ

アシカ (Australian sea lion, 호주바다사자) 등의 대형
해양생물 촬영을 다녀왔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해외에 갈 수 없는 기간에는 일본
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바다의 매력을 계속 촬영하고
있다.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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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ナティの親子 まるでお母さんと内緒話をしているような可愛らしい仕草を見せてくれた、
マナティの親子。アメリカ・フロリダ半島・クリスタルリバー
매너티의 어미와 새끼 마치 어미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귀여운 행동을 보여준 매너티의 새끼. / 미국 플로리다반도 크리스탈 리버(Crystal River)

宮古島には、様々なケーブポイントが点在している。七又アーチは同島を代表するケーブポイントの一つ。日本、沖縄県・宮古島
미야코지마에는 다양한 동굴 포인트가 산재하고 있다. 시치마타 아치는 미야코지마를 대표하는 동굴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 일본, 오키나와현·미야코지마

portfolio

TAKAJI OCHI

ザトウクジラ シンガーがテールを上に、頭を下にして海中に停止して、歌を歌い続けていた。
トンガ王国、ババウ諸島
혹등고래 가수가 꼬리를 위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바다에 멈추고 노래를 계속 노래하고 있다. / 통가왕국, 바바우 제도(Vava'u)

portfolio

TAKAJI OCHI

ザトウクジラの親子 水面に停止して全く動かないザトウクジラの親子。小クジラは、
まるでこちらにお辞儀をしているようだった。
トンガ王国・ババウ諸島
혹등고래의 어미와 새끼 수면에 멈추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혹등고래의 어미와 새끼. 작은 고래는 마치 여기에 인사하는 것 같았다. / 통가왕국의 바바우 제도(Vava'u)

２匹のタイガーシャークが、砂地の海底に着底するダイバーの頭上をゆっくりと、旋回していた。バハマ・タイガービーチ
타이거샤크 2마리가 모래바닥의 해저에 착지하는 다이버의 머리 위를 천천히 선회했다. / 바하마의 타이거 비치(Tiger Beach)

マカジキの捕食シーンを撮影後、遭遇したシャチの群れ。メキシコ・バハカリフォルニア半島
황새치의 포식 장면을 촬영 후에 만난 범고래의 무리. /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반도

portfolio

TAKAJI OCHI

湾内のコロニーで、沢山のペリカンが船の周囲に集まってくる。魚を与えると、目の前で大きな口を広げて捕食を繰り返した。メキシコ・バハカリフォルニア半島・マグダネラ湾
만내의 서식지에서 많은 펠리컨이 배 주위에 모인다. 물고기를 주면 눈앞에서 큰 입을 벌리고 포식을 반복했다. /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반도 막달레나 베이(Magdalena Bay)

ハナハゼ Ptereleotris hanae 何本にも分かれた長い尾びれが魅力的なハナハゼ。日本、伊豆半島・黄金崎
Blue hana goby 몇 개로 나누어진 긴 꼬리가 매력적인 Blue hana goby. / 일본, 이즈반도·고가네자키(Koganezaki)

浅瀬の海藻が光合成をして、酸素の気泡を沢山出している。日本、鹿児島県・錦江湾
얕은 물에서 해초가 광합성을 하고 산소의 기포를 많이 내고 있다. / 일본, 가고시마현, 긴코만

サクラダイ Sacura margaritacea 日本固有のハナダイであるサクラダイ。手前のオスが婚姻色を出して、メスに必死にアピールをしている。日本、伊豆半島・伊東
꽃돔 일본 고유의 하나다이(붉돔)인 꽃돔. 앞의 수컷이 혼인색을 내고, 암컷에게 필사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 / 일본, 이즈반도·이토

portfolio

TAKAJI OCHI

ヒレナガネジリンボウ Stonogobiops nematodes 同じ巣穴から、
３匹のヒレナガネジリンボウが姿を見せた。フィリピン・セブ・オランゴ島
Black-ray goby은 둥지에서 3 마리의 Black-ray goby가 살고 있었다. / 필리핀 세부 올랑고섬

수중사진 칼럼

이제는 수중사진도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
(Mirrorless Camera)
스마트폰이 똑딱이 카메라(콤팩트카메라)를 대체하면서 소위 똑딱이 카메

카메라 업계에 따르면 미러리스 카메라의 휴대성과 함께 이미지 센서, 사

라 시장이 크게 줄어들고, 풀프레임 DSLR 카메라도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용자 편의 기능 등 미러리스 카메라만의 다양한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통합되는 추세이다.

미러리스 카메라가 가볍고 빠르며 디지털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카메라의 역사를 보면 아날로그 카메라 시대를 거쳐 1975년 최초 디지털

DSLR(디지털 싱글렌즈 반사식 카메라)의 대세를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전환되었고, 디지털 카메라 시

이처럼 최근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트렌드는 미러리스가 DSLR의 장점을

대에서 DSLR 카메라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로 크게 변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통합하는 것이다.

1) 필름(Film) 카메라 시대 - SLR(Single Lens Reflex)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단점

2) 디지털(Digital) 카메라 시대 -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3) 미러리스(Mirrorless) 카메라 시대 - Mirrorless

장점

좋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 비교적 편리하다.
- DSLR 카메라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미러리스는 카메라는 본체 내 거울(미러)을 없앤 렌즈교환식 카메라다. 대

-	라이브뷰의 기능이 가능하다. 렌즈가 보고 있는 장면을 작은

신 반도체로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셔터스피드가 느리고 자동 초점을 맞

뷰파인더와 액정의 넓은 화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엔 이미지 처

에 노출값(ISO, 조리개, 셔터스피드, WB 등)을 조절할 때 비교

리 반도체의 기술 향상으로 DSLR의 특징인 빠른 셔터스피드와 자동초점

적 편리하다.

기능이 크게 좋아졌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글자 그대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켜 촬
영자가 뷰파인더를 통해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펜타프리즘(카
메라 머리에 탑재된 오각형 프리즘)을 없앤 카메라이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작아진 크기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콤팩트한 바디로 사진 초보자나 여성 등 카메라와 친하
지 않은 소비자층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크기가 작
아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인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DSLR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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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의 부피가 작고, 가볍다. 휴대성이

단점

-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나 움직이
는 물체의 초점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
-	가볍기 때문에 정교한 사진을 찍을 때나 장노출을 할 때 미세
하게 흔들리는 사진이 찍힐 수 있다. 만약 흔들림 방지가 있다
면 덜 흔들린다.
- 아직은 카메라에 호환되는 렌즈군이 비교적 협소하다.
- DSLR 카메라에 비해 왜곡이 생길 수 있다.

Mirrorless 단면도

Housing

Sony
A7 MIV
- 센서크기 풀프레임(1:1)
- 유효화소수 3300만 화소
- 감도범위 ISO ~ 51200
- 	손떨림보정, 방진/방적, WiFi, 터치스크린,
셀프촬영, RAW지원, 마이크단자
- 무게 658g
- 최소가 320만원
- Housing Seacam, Lexus, See&Sea, 노티캠, 아쿠아티카 등

Housing

Nikon
Z7II
- 센서크기 풀프레임(1:1)
- 유효화소수 4575만 화소
- 감도범위 ISO 64 ~ 25600
- 	손떨림보정, 방진/방적, WiFi, 터치스크린, RAW지원, HDR촬영,
마이크단자, 눈동자AF
- 무게 705g
- 최저가 350만원
- Housing Seacam, Lexus, See&Sea, 노티캠, 아쿠아티카 등

Housing

Canon
R5
- 센서크기 풀프레임(1:1)
- 유효화소수 4500만 화소
- 감도범위 ISO 100 ~ 51200 (수동모드)
- 동영상 해상도 8K UHD,동영상:8K UHD,30프레임
- 	손떨림보정, 방진/방적, Wi-Fi, 터치스크린, RAW지원, HDR촬영,
마이크단자, 눈동자AF
- 무게 738g
- 최저가 470만원
- Housing Seacam, Lexus, See&Sea, 노티캠, 아쿠아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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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칼럼

빠르게 움직이는
수중동물을 잘 촬영하는 법
수중생태를 공부하라
빠르게 움직이는 수중동물은 촬영하기 쉬운 피사체가 아니다. 먼저 촬영

색과 인공의 구조물 앞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

전 피사체가 되는 동물의 생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동물 생태에 대한

려면 배경은 단순해야 한다.

파악이 동물 사진의 50%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아름다

물론 장비와 사진촬영 기술도 필요하다. 고속 연속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

운 자태를 나타낼 때가 언제인지, 어디서 먹이를 먹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라가 좋겠지만 수중촬영 하우징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렌즈 선택은 어

등의 정보이다.

떤 동물을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큰 동물은 어안렌즈, 표준렌즈,

수중동물 사진은 정면이나 측면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정

작은 동물은 매크로렌즈가 필요하다. 수중에는 대체로 어둡기 때문에 밝

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가는 방향으로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은 스트로브의 역할도 아주 크다.

순간적으로 정면이나 측면을 촬영해야 한다.

아무리 장비가 중요해도 성실과 끈기를 이기지는 못한다. 프로 사진가들

살아있는 피사체인 동물은 환경에 민감하다. 사진가는 그 점을 고려해서

은 한 장소에 여러 번 입수한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촬영 대상을 보기

찍고자 하는 동물에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위해서다. 부지런한 사진가가 멋진 한 장의 동물사진을 얻는다.

다. 버블과 소리는 최대한 작게, 슈트는 물속 환경과 어울리는 색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사진의 이론이나 기술보다 사진에

사진의 배경은 최대한 단순할수록 좋다. 동물이든 아니든 복잡한 자연의

담겨진 이야기와 창조적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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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목
아귀목(Lophiiformes)의 물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저서성과 원양성

저서성

으로 나뉘기도 하고, 일부는 깊은 바다에 살고, 또 다른 일부는 대륙붕 해저

•스트라이에이티드 프로그피쉬

에 서식한다. 원양성 형태는 가장 흔히 측면으로 압축되어 있는 모습인 반면,
저서성 형태는 종종 위쪽을 가리키는 큰 입으로 극도로 등배 측으로 압축되

원양성

대륙봉

어 있는 모습을 가졌다.

(Striated frogfish)
•부치 (Batfish)

•사르가숨 프로그피쉬
(Sargassum frogfish)

•아귀 (Goosefish, Monkfish)

아귀목의 종류

심해

•씬뱅이(Frogfish)
=스
 트라이에이티드 프로그피쉬(Striated frogfish) +
사르가숨 프로그피쉬(Sargassum frogfish)

•부치(Batfish)
•아귀(Goosefish, Monkfish)
•심해아귀(Deep sea angler)
= 초롱아귀(Football fish) + 점씬벵이(Sea toad, Coffin fish)

앵글러피쉬(Angler fish)
에스카(esca) & 이리시움(illicium)
아귀목 물고기를 앵글러피쉬(Angler fish)라고 부른다. 앵
글러피쉬는 먹이 사냥에 낚시로 하는 방법 때문에 명명되
었다.
제1등지느러미 앞쪽의 3개 극조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각
자 분리되어 있으며 맨 앞에 있는 것은 위장 낚싯대로 변
형되고 그 뒤의 2개 극조는 크고 두껍게 변형되어 있다.
이마에서 자라는 육질의 이리시움(illicium) 끝에는 에스카
(esca)라 불리는 미끼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위장 낚싯대
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 가까

에스카(esca)

이로 물고기를 유인한다. 일단 입 가까이로 찾아온 먹잇감
은 순식간에 잡아먹는다. 먹이를 공격할 때는 그 속도가
백만분의 6초 정도로 빠르다. 물고기의 꼬리 쪽은 공격하
지 않고 머리 쪽을 공격한다. 그 이유는 꼬리를 공격하면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과 위는
자신보다 두 배나 큰 먹이도 삼킬 수 있는 구조이다.
에스카(esca)는 물고기 모양인 것, 새우 모양인 것, 갯지렁
이 모양인 것 또는 특정 모양이 아닌 덩어리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에스카(esca)는 만약 떨어져 나가면 다시 재
생된다. 이리시움과 에스카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2, 제
3 등지느러미 가시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에 접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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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시움(illicium)

•점씬뱅이
(Sea toad, Coffin fish)

•초롱아귀 (Football fish)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씬벵이과
아귀목 씬벵이과의 종류로는 빨간씬벵이, 노랑씬벵이, 줄씬벵이 등이 있다.
크기는 빨간씬벵이는 10cm, 노란씬벵이는 25cm 정도 크기이다. 씬벵이과
어류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홍해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지중
해에는 없다.
씬벵이과중에 한국명이 빨간씬벵이종으로 불리는 스트라이에이티드 프로그
피쉬(Striated frogfish)종은 산호나 바위 암초의 바닥에 살며 최대 100m 수심
까지 발견된다. 머리에 있는 돌기를 흔들어 작은 어류를 유인해 잡아먹으면
서 산다. 씬벵이과중에 한국명이 노랑씬벵이종(Histrio histrio)은 대서양에서
는 사르가숨 프로그피쉬(Sargassum Frogfish)라고 부르는데 표류하는 모자

씬벵이과는 세계의 14속 47종, 한국에 3속 6종이 알려져 있다.
씬벵이과 한국 분포 6종
줄씬벵이(Shaggy frogfish). Antennarius hispidus(Bloch & Schneider, 1801)
무당씬벵이(Warty frogfish). Antennarius maculatus(Desjardins, 1840)
흑점박씬벵이(Painted frogfish). Antennarius pictus(Shaw, 1794)
빨간씬벵이(Striated frogfish). Antennarius striatus(Shaw, 1794)
별씬벵이(Scripted Frogfish). Fowlerichthys scriptissimus(Jordan, 1902)
노랑씬벵이(Sargassum fish). Histrio histrio(Linnaeus, 1758).

참고

반 덩어리 속에 숨어 살면서 함께 표류한다.

사르가숨(Sargassum 또는 Sargasso)은 모자반 속의 해조류이다.

사르가숨 프로그피쉬

스트라이에이티드 프로그피쉬

(Sargassum Frogfish)

(Striated Frogfish)

사르가숨 프로그피쉬(Sargassum Frogfish)는 알, 유어기 및 성어기 때 일

생긴 것이 개구리 같아 프로그피쉬(Frog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 우리말

반적으로 수면에 떠있는 사르가숨(Sargassum, 모자반, 조류의 일종)에 붙

로 씬벵이라고 한다. 크기가 약 20cm 정도이고, 체색은 보통 청회색 또는

어서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황갈색, 갈색과 흰색 반점을 가지고 위장하

붉은빛을 띤다. 색깔의 변화가 매우 심한데, 보통 담갈색을 띠는 것이 가장

기 때문에 해초에서 포식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신할 수가 있다. 성어기는

많다. 눈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검은색 줄무늬가 있고, 몸과 지느러미에도

때때로 떠다니는 모자반 수초 더미 아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포식자에

검은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몸이 뭉뚝하고 가슴은 불룩하여 볼품이 없다.

의해 위협을 받을 때 사르가숨 프로그피쉬는 수초 더미의 물 밖으로 점프

피부에 작은 가시가 빽빽하고 입은 위를 향하고 있다. 가슴지느러미와 배

하여 피하기도 한다. 그것은 얼마 동안 물을 떠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느러미가 짧아서 바다 밑을 기기에 적합하다. 바위 지대의 모래나 진흙
또는 자갈이 깔린 수심 200m 미만의 바닥에 서식한다. 분포지역은 남해안

참고
사르가숨(Sargassum)은 모자반의 일종이다. 모자반속이 무성

(제주도)을 비롯하여 태평양 동부 해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해역 등이다.

한 곳은 각종 연안생물들이 먹이를 얻거나 산란하기에 적합하여, 환

주둥이 앞 유인돌기인 육질의 일리튬(illicium) 끝에는 에스카(esca)은 그

경보존과 어업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기부로부터 2~7개로 갈라졌다. 프로그피쉬는 몸을 주변의 배경과 비슷
하게 하여 잘 구분이 되지 않게 위장을 하고 있으며, 몸은 미동도 하지 않

학명 : Histrio histrio
영명 : Sargassum Frogfish
한글명: 노란씬뱅이

은 채 몇 시간동안 이 가짜 미끼를 흔들면서 먹잇감을 유인한다. 이 가짜
미끼를 보고 주위를 지나는 작은 물고기들이 속아서 근처로 다가온다. 그
때 이 녀석은 큰 입을 앞으로 돌출시켜서 순식간에 먹이를 삼켜버린다. 프
로그피쉬는 입을 크게 벌려 물을 빨아들여 진공상태로 만들어 먹이사냥
을 한다. 얼마나 빠른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한다. 프로그피쉬는
물고기의 꼬리는 공격하지 않고 머리를 공격한다. 그 이유는 꼬리를 공격
하면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프로그피쉬는 자신보다 2배나
큰 물고기를 삼킬 수도 있다고 한다.
학명: Antennarius striatus
영명: Striated frogfish
한글명: 빨간씬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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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과
부치과(Ogcocephalidae)는 아귀목에 속하는 저생어류이다. 최대

학명: Halieutaea fumosa Alcock
영명: smoky batfish
한글명: 민부치

크기가 약 50cm 정도이다. 체형은 상자 모양인 큰 원형 또는 삼
각형 머리와 작은 꼬리를 가지고 모양이 가오리와 유사한 등배
쪽으로 납작한 형태이다.
부치과는 전 세계의 열대 및 아열대 바다에서 발견된다. 주로 수

학명: Ogcocephalus darwini
영명: Red-lipped batfish
한글명: 빨간입술 부치

심 200~3,000m에서 발견되지만 수심 4,000m까지 발견된 기록
도 있다. 몇몇 종은 훨씬 더 얕은 연안 해역에 살고 있으며, 예외
적으로 강 하구에서도 발견된다.
부치과는 작은 물고기, 갑각류, 다모류 등을 잡아먹는다. 일리튬
(illicium) 끝에 있는 에스카(esca)는 대부분의 다른 아귀류처럼 발
광하지 않지만, 먹이를 유인하는 화학적 미끼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생각되는 액체를 분비한다. 약 2분 동안 물에 화학물질을 방
출하여 게, 달팽이, 새우 및 작은 물고기 등과 같은 먹이를 자기
쪽으로 유인한다.
부치과는 세계적으로 10속 75종이고, 우리나라에 2속 4종이 알
려져 있다. 꼭갈치, 원꼭갈치, 빨강부치, 민부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귀과
아귀목 아귀과(Lophiidae)는 아귀목에 속하는 저생어
류이다. 머리가 크고 몸은 종편되었다. 입은 주둥이
끝에서 열리고 매우 크다. 보통 해저에 정지 상태로
있으며, 바닥에 몸을 묻고 있는 경우도 있다.
머리의 이리시움(illicium) 끝에 있는 에스카(esca)는
빛을 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4속 25종, 우리나라에 3속 3종이 알려져
있다. 아귀와 황아귀, 용아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아귀(Lophius litulon)

- 동해에 분포, 90%
•아귀(Lophiomus setigerus)

- 서해에 분포, 10%
•용아귀(Lophiodes insidiator)

- 동해 남부에 분포, 아주 드물게 보인다.

학명: Lophius litulon
영명: Yellow goosefish
한글명: 황아귀

48 |

다이버가 알아야 할

심해성 아귀
(Deep Sea Angler)

수중생태이야기

아귀목에는 심해성 아귀로 저서생활을 하는 점씬벵이아목(Chaunacoidei)과 유영생활을 하는 초롱아귀아
목(Ceratioidei)으로 나뉜다. 점씬벵이아목 속에는 점씬벵이과의 점신벵이, 큰점씬벵이 등이 포함된다. 초롱
아귀아목 속에는 10여 개 과로 구성된다.

점씬벵이과(Chaunacidae)
점씬벵이과는 아귀목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크기는
30Cm 정도이고, 몸은 크고 종편되었으나 두꺼우며, 몸
뒤쪽과 미병부는 측편되고 매우 가늘다. 피부는 작은 가
시로 덮여 있다. 머리 위에 1개의 짧은 유인돌기만 있고
제1등지느러미에 해당하는 다른 기조는 없다. 아가미구멍
은 가슴지느러미 뒤에서 열린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대륙
사면의 수심 2,460m 이상의 깊이에서 발견되는 저생어류
이다.
세계에 2속 12종, 우리나라에 1속 1종이 알려져 있다. 점
씬벵이과는 점씬벵이, 큰점씬벵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명: Chaunacops cf. melanostomus
영명: Sea toad, Coffin fish
한글명: 점씬벵이

초롱아귀과
초롱아귀과(Himantolophidae)는 아귀목, 초롱아귀아목에 속하는 바닷물고
기이다. 머리의 촉수 끝에는 발광체가 있다. 이 발광체가 초롱같다고 해서
초롱아귀라고 붙였다. 또한 몸이 럭비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영어로 Football
fish라고 부른다.
몸은 둥근 구형의 심해어류이다. 수심 800m 이하의 심해에서 서식한다. 다
른 아귀목 어류와는 달리 배지느러미가 없고, 바닥에서 살기보다는 미약하
지만 유영을 하며 산다. 머리의 촉수 끝에는 발광체의 빛을 보고 온 작은 물
고기를 잡아먹는다. 여러 어류와 무척추동물을 먹이로 한다. 어떤 종은 자기
자신보다 큰 먹이를 삼킨다고 알려져 있다.
약 20여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서양과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된다. 초롱아귀(Himantolophus groenlandicus)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암컷의 길이가 평균 60cm, 수컷의 길이가 평균 4cm 로 암컷이 수컷보다 엄
청 크다. 그리고 암컷만이 낚싯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짧은 것에서부터
긴 것까지 있고, 미끼는 언제나 발광성이며 단순한 것에서부터 지나치게 장
식된 것까지 다양하다. 어떤 종은 다른 발광기관도 있다.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작고 암컷에 영구 기생해 산다는 것 때문에 주목한
다. 이들 수컷은 암컷의 몸을 물어 그것에 달라붙는다. 수컷의 입이 암컷의

학명: Himantolophus groenlandicus
영명: Football fish
한글명: 초롱아귀

피부에 융합되어 두 물고기의 혈류가 연결되며, 그 이후에는 영양을 전적으
로 암컷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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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수면(Sleep, 잠)과 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
동물의 수면(Sleep, 잠)

수생동물의 수면

수면은 정상적이고 쉽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나

물고기의 수면은 아직 폭넓게 연구되지 않았다. 모래에 살거나 계속적으로

타날 수 있고 외부자극에 대해 그 반응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수면의

헤엄을 쳐야 하는 몇몇의 어류중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상태는 깨어 있는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데, 깨어 있을 때에는 특히 외부자

또한 시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굴과 같은 서식지를 찾아 사는 종에서

극에 대해 민감해지고 효과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수면의 상태와 다르

도 그들의 수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다른 어류중에는 수면을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얼룩

수면의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은 활동성에 있어서

무늬물고기(Zebra fish), 틸라피아(Tilapia), 브라운 불헤드 캣피쉬 (Brown

주기성을 갖는 고등척추동물에서 나타난다. 수면은 여러 가지 운동, 감각

Bullhead Catfish), 복상어(Swell shark)와 같은 종은 밤에 수면을 위해 움

및 생리적 기준들을 만족시켜주는 경험의 수렴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임을 멈춘다. 붉은등놀래기(Spanish hogfish)와 무지개양놀래기(Blue

때로는 이러한 기준의 1, 2개가 수면 상태에는 없고 깨어 있는 상태에는 있

headed wrasse)는 자고 있는 상태에서 수면 위까지 들어 올려도 반응이

을 수도 있다. 수면은 보통 근육이 이완되고, 목표가 뚜렷한 행위가 동반되

없다.

지 않는다. 외부환경에 대한 반응성의 저하 현상으로 잠을 잘 때 눈을 감

어류에서도 많은 종류의 수면 형태가 있다고 한다. 이동을 하는 기간, 산란

는 것을 들 수 있다.

시기 그리고 양육을 하는 시기에는 수면을 하는 패턴이 사라질 수 있거나

많은 학자들은 수면을 연구하기 위해 뇌파를 이용한다. 뇌파는 뇌 세포인

감소할 수 있다고도 한다.

뉴런이 전기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자기파이며, 주기에 따라
서 베타(β, 14~30Hz), 알파(α, 9~13Hz), 세타(θ, 4~8Hz), 델타(δ, 1~3Hz)
로 구분한다. 베타와 알파는 깨어 있을 때 나오는 뇌파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베타파가 나오고,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있으면 알파파가 나온다.
또한 수면 상태일 때는 느린 뇌파인 세타와 델타파가 나온다. 뇌파의 주기
가 높은 것은 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기가 낮은 것은 뇌
의 활동이 느려졌다는 것이다.
수면은 크게 Non-REM 수면과 REM 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율
은 대략 80대20 정도이다. 꿈을 꾸거나 졸고 있는 상태를 얕은 잠(Light
sleep)이라 하며, 이때 안구가 급속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렘수면(REM
sleep,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 한다. 렘수면에서는 4~7Hz의 세
타파(θ)가 뜬다. REM 수면을 통해 잠이 단지 활동의 반대인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EM sleep는 다른 말로 fast-wave
sleep, para sleep, paradoxical sleep, activated sleep 등으로 표현하기
도 한다. 깊은 잠(Deep sleep)을 잘 때는 파장이 가장 낮은 0.5~3.5Hz의
델타파(δ)가 뜬다. 그래서 이를 Slow-wave sleep이라 한다. 그래서 깊은
잠을 비렘수면(Non-REM sleep)이라 부른다.
수면의 형태는 다양하다. 한 번에 잘 수 있는 수면 총량이나 그 속에서도
Non-REM 수면과 REM 수면과의 비율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매회 마다의 수면의 길이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다. 같은 개체라도 시간

잠을 자고 있는 앵무고기류

과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동물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듯
이 다양한 수면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동물에게 잠자는 시간은 휴식의 시간이다.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

REM 수면(Rapid Eye Movement sleep)은 전체 수면의 20~25%를 차지

다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그런데 야생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인

하는데, REM 수면은 '뇌가 일하는 수면'이다. REM 수면은 대뇌 당 대사와

가? 잠을 자는 동안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지도 모르니 말이다. 육식동물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 REM 수면의 뇌파를 보면 깨어있을 때의 뇌파와 상

은 영양분의 높은 음식을 골라 먹으면 먹는 일 외에는 하는 것이 없고, 천

당히 비슷하다. 반대로 Non-REM 수면은 '몸이 푹 쉬는 수면'이다. 몸의 긴

적에 습격당하는 위험도 적어 비교적 안전해서 느긋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장도 낮아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 깊이 쉬는 수면이기 때문에 호흡, 혈

반면에 많은 초식동물은 언제 포식자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니 반은 자고,

압, 대뇌 대사 등이 모두 감소한다.

반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근육의 긴장을 느슨하게 하여 수면 기능을 실행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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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
수면 중에서도 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이란 특수한 잠의 형태도

뇌가 얕은 잠을 자고 다른 쪽의 뇌가 깨어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반구수면을

있다. 단일반구수면이란 좌측 뇌와 우측 뇌 가운데 한쪽 뇌는 자고, 다른 쪽

하는 동물에서 두 반구가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있을 때 만약에 하나의 반구가

뇌는 자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잠을 자지 않게 되면 그만큼의 양의 수면이 수면을 하지 못한 반

눈 역시, 한쪽은 뜨고 반대쪽은 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구에서 선택적으로 증가한다.

그 현상은 조류와 고래와 같은 수중 포유류에게 관찰되며, 악어와 같은 몇몇
의 파충류에게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면을 하게 되면 날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환경의 자극이나 위협
에 대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반구수면이 발달하게
되었다.

수면상태

깨어있는 상태

오직 Non-REM 수면만 반구적으로 존재하며 계속적으로 양쪽의 뇌가 번갈아
가며 반구수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에서 존재하는 반구수면은 한
쪽의 뇌가 깊은 잠을 자는 동시에 다른 한쪽의 뇌가 깨어있는 것이나 한쪽의

단일반구수면을 하는 동물
뇌의 절반은 활동하고 절반은 쉬는 이런 습관은 수생 포유류와 일부 조류, 파
충류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천옹(Albatross)이나 갈매기(Gull) 등의 조류가 날면서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류중 상어가 이런 형태로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Duck) 무리
의 가까운 주변에는 포식자의 공격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오리가 있다. 이
오리는 반구수면을 하며 뜨고 있는 눈으로 위험에 대해 반응을 한다.
수생 포유류 중에도 이런 상태로 잠을 자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돌고래
(Dolphin)이다. 돌고래는 잠을 잘 때에도 한쪽 눈을 뜨는데, 5~10분마다 교대
로 번갈아가면서 감았다 뜨고, 하루에 양쪽 눈을 각각 3~4시간 정도 감는다
고 한다. 돌고래들은 단일반구수면을 하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고도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평생의 3분의 1을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 다른 종류로는 물
범(Seal), 매너티(Manatee) 등이 있다.
악어(Crocodile)는 마치 윙크를 하듯 한쪽 눈만 감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마도 악어가 파충류 및 조류와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
문에 비슷한 습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을 자는 듯한 악어의 곁에 먹잇
감이 지나가면 갑자기 깨어나 공격하는 습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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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강원도 홍천군 내린천

칡소폭포의 열목어 다이빙
글, 사진 구자광 사진제공 민경호, 신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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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내린천의 칡소폭포

강원도 홍천군에는 청정함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길이가 60㎞

내린천 상류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1리에는 칡소폭포가 있

정도인 내린천이 있다. 내린천이란 이름은 홍천군 내면의 ‘내’자

다. 오대산 을수골에서 내려오는 물과 내린천 상류의 물이 합수

와 인제군 기린면의 ‘린’자를 딴 것이라고 한다.내린천의 특징은

되는 지점이다. 계곡의 물이 7개의 소를 만들며 흐른다 해서 칠소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

폭포라고 이름 지어졌다. 공식 명칭은 칡소폭포다. 폭포의 소가

광원리 을수골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서

수심이 깊어 빛깔이 거무칙칙해서 칡소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

소양강으로 합류하는 소양강의 지류이다. 소양강은 다시 춘천시

도 있다.

삼천동에서 북한강에 합류한다.

파로호

설악산

인제

화천댐

양양

소양강
춘천호
소양강댐
/소양호

북한강

내린천
살둔마을

춘천

의암호

칡소폭포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을수길27)

남이섬

동홍천IC

청평댐
청평호
서울양양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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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홍천읍

춘천JC

홍천강
중앙고속도로

56번국도

2022 May/June | 55

2

칡소폭포의 다이빙 환경

국립공원 내에서는 물놀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칡소폭포는 국립공원에서
약간 벗어난 하류에 위치하여 다이빙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이
빙을 실시하는 소는 폭 20m, 수심 3m 내외로 초보 다이버도 쉽게 다이빙
을 즐길 수 있다.
칡소폭포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넓은 소와 10m가 넘는 깊은 수심 때
문에 많은 열목어가 살고 있으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열목어의 모습

칡소폭포로 가는 방법
칡소폭포로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으로 칡소폭포 주차장(강원 홍천군
내면 을수길 27)으로 설정하고 가면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양양 고속도
로를 타고 동홍천IC에서 나와서 홍천에서 양양으로 이어지는 56번 국도를
따라 1시간 정도 진행하다보면 광원교를 건너기전에 칡소폭포 주차장을
만난다. 소요시간은 서울기준으로 약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열목어는 이름그대로 몸이 뜨거운 물고기이다. 그
래서 차가운 물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한여름에도 수
온이 20℃ 이하로 유지되는 산간계곡이라야 살 수 있다. 칡소폭포는 주변
엔 숲이 우거져 있고, 수온이 11~14℃ 정도이고, 암반과 크고 작은 돌, 모
래 등을 고루 갖춰 열목어가 살기에 최적이다.
칡소폭포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칡소폭포 주차장에 차량을 주
차하고, 장비를 주차장에서 약 30여m 떨어진 폭포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야 한다. 여름철에는 계곡을 찾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한가하게 다이빙을
즐기려면 여름 휴가철이 끝난 9월 이후가 좋다. 칡소폭포 주변에는 깨끗한
광천교(칡소폭포 입구)

민박집과 휴게실이 있어 야영도 가능하다.

공기탱크와 웨이트 렌탈
칡소폭포에는 다이빙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이버가 공기탱크와 웨이트를
가지고 가야 한다. 다이빙 지역이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공기탱크 1개
로 칡소폭포 전체를 2회 이상 충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박
2일 혹은 당일 다이빙을 계획한다면 1인당 공기탱크 1개만 있어도 충분하
다. 예전에는 칡소폭포로 가는 56번 중간에 공기탱크와 웨이트 렌탈 서비
스를 하는 홍천다이빙스쿨이 있어서 편리했는데 지금은 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다.

주차장

주차장에서 칡소폭포로 가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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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소폭포
칡소폭포에서 다이빙하는 다이버

칡소폭포 하류

위에서 보는 칡소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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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소폭포 다이빙

칡소는 3개의 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상 제일 하단에 위치한 곳을 칡소
폭포라고 일컫는다. 폭포는 2번째 소에서 마지막 하단에 있는 칡소로 약
1.5m의 낙차를 이루며 연중 많은 물이 흐르고 있다.
칡소는 폭포아래 작은 소와 암반으로 이어지는 둔덕을 넘어 아래쪽에 직
경 약 20m, 수심 3m 내외의 소로 이루어져 있다. 칡소폭포의 소는 중소규
모 다이빙풀 정도의 크기이므로 2~3명씩 차례로 입수하는 것이 좋다.
칡소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살은 수량에 따라 격류로 강하고, 때론 수중
에서 회오리치는 와류도 있다. 하지만 다이버들의 핀 킥으로 가볍게 해결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큰 소에서 폭포 아래 작은 소로 들어갈 때 물
살의 저항이 심하며 폭포 바로 아래에서는 거대한 물살의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핀 킥 몇 번이면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입수지점
과 좌우의 암벽 바로 밑은 물살이 조용하다.
칡소폭포에는 열목어를 비롯하여 일급수에서나 볼 수 있는 꺾지, 갈겨니,

열목어 산란기인 4∼5월이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등지느러

쉬리, 금강모치, 세코미꾸리, 다슬기 등을 볼 수 있다. 칡소폭포에서 열목

미와 가슴지느러미 부분은 회녹색을 띤 무지개 모양의 광택을 내며, 아름

어들이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로 4~5월

다운 무지갯빛 지느러미로 변한다. 열목어가 산란을 위해 목숨 걸고 뛰어

산란기에 펼쳐지는 풍경이지만, 8월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 특히

오른 칡소폭포 위쪽은 을수골이다. 이곳에서 열목어 산란장이다. 물이 흐

비가 많이 온 다음날이면 열목어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과 마주

르는 여울의 가장자리나 하상에 모래와 자갈바닥을 약 15cm 정도의 깊이

할 가능성이 높다. 빗물로 폭포 아래 수위가 높아지면 열목어가 폭포수를

로 바닥을 판 후 산란한다. 어린 새끼들은 한여름에도 수온이 섭씨 20도

뛰어넘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높이 2~3m나 되는 폭포를 향해 쏜살같이

이하로 유지되는 산간계곡의 유속이 완만한 가장자리에서 떼를 지어 유영

뛰어 오르는 열목어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흐린 날은 뛰어 오르는 열목어

생활을 하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큰 강으로 내려간다.

모습을 볼 수 없고, 맑은 날 오전 11시30분경부터 수온이 올라가면 폭포위
로 뛰어 오르기 시작해 해가질 무렵 끝이 난다. 

꽃동산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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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 보호 정책
강원도는 1994년 9월23일 홍천군 내면 광원리와 명개리 일대 25㎞(162㏊)
를 열목어 서식지 보호구역인 강원도 기념물 제67호로 지정했다. 현재 열
목어는 ‘지역 절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2000년대 들어 수가 급격히 줄
면서 지난 2012년 5월31일 환경부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
였다. 열목어는 수질과 수온 등 환경에 매우 민감한 어류인 만큼 서식지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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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
학명: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영명: Manchurian trout
한글명: 열목어

열목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눈에 열이 많다
고 해서 ‘열목이’ 혹은 또 다른 이름인 ‘열목어’라고 부른다고 알려
져 있다. 크기는 약 20~40cm 정도이다. 몸은 가늘고 긴 편이며
옆으로 납작하다. 체색은 황갈색 바탕에 등쪽은 암청색이고, 배쪽
은 은백색에 가깝다. 배지느러미가 있는 복부를 제외하고는 몸의
측면과 등쪽에 작은 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열목어는 봄에 산란을 위하여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여름에는 차
가운 수온을 찾아다니다가 늦가을이 되면 하류로 내려와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다시 상류로 올라온다. 물이 아주 맑으며 수온이
약 20℃ 이하인 상류지역에서 작은 물고기, 곤충 및 작은 동물 등
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3~4월이며 수온이 약 5~6℃가 되면 유
속이 완만한 여울과 소(沼)의 중간부분에서 자갈을 파고 산란을
한 다음 묻어서 보호한다. 어린 새끼들은 유속이 완만한 곳의 가
장자리에서 떼를 지어 유영생활을 한다.
그리고 산란장으로 쓰일 수 있는 장소 즉, 물이 느리게 흐르고 자
갈이 깔려 있는 곳이라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칡소폭포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열목어는 환경오염과 지구의 기온 변
화로 인하여 그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희귀종이다. 국내
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상류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만주와 시베리아에도 분포한다.
열목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제73호, 제74호)로 지정
되어 있고, 환경부 야생동식물로도 보호되고 있다. 낙동강과 정선
군 고한읍의 서식지가 각각 천연기념물 제74호와 제73호로 지정
되어 있으나, 낙동강의 개체는 현재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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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북태평양
팔라우
샤크시티
Shark City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는 신비한 느낌과 깨끗하
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환상의 섬나라이다. 섬 주위에는 광
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이버들이 주로 다이빙을 하
는 곳은 중부지역이다. 블루홀, 블루코너, 샹들리에 케이브와 난
파선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사이트가 있으며, 저먼채널과 글
래스랜드에서는 만타레이의 피딩과 클리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글래스랜드에서 음력 그믐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버팔로피쉬
무리의 스퍼닝(Spawning)과 샤크시티와 페릴리우컷에서 음력
보름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레드스내퍼 무리의 스퍼닝(Spawning
Aggregation)은 자연이 주는 놀라운 감동이다.

레드스내퍼(Red Snapper)의
산란과 방정
매월 음력 보름(Full Moon) 전 3일간 밀물이 썰물로 바뀐 직후에
페릴리우컷이나 샤크시티에서 레드스내퍼(Red Snapper) 무리들
이 산란을 위해 대형 무리를 지어 산란을 한다.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쪽으로 솟구치며 알을 산란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
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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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멕시코
유카탄반도
코즈멜섬
Cozumel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의 남쪽에 있는 코즈멜섬은 클리닝스테이
션에서 청소를 받고 있는 이글레이 무리를 볼 확률이 높고, 태
평양과는 다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Toad
Fish), 드럼피쉬(Drum Fish)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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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53-Wreck

두꺼비고기(Toad Fish)

드럼피쉬(Drum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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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인도네시아
라자암팟
Raja Ampat

인도네시아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지역에 위치하여 해
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에 모아둔 곳이 라
자암팟(Raja Ampat)이다.
라자암팟에는 갖가지 산호와 다양한 어류들을 볼 수 있는데 피
그미해마만 해도 4종류 이상을 볼 수 있으며, 한번 다이빙에 10
마리 이상의 만타레이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잭피쉬나 바라
쿠다 무리는 물론이고 워킹샤크(Walking Shark), 워베공샤크
(Wobbegong Shark)를 비롯하여 정어리 무리를 사냥하는 모불
라(Mobula)의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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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랜선투어

미국
하와이
코나
Kona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섬의 코나 다이빙은 야간에 실
시하는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압권이고,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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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Cancun & Cozumel, Mexico
멕시코 칸쿤과 코즈멜섬, 2022.02.19.~02.28
글, 사진 정현진 / PADI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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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멕시코 만

태평양
유카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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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에 칸쿤, 멕시코에 갔었다. 그 당시 어드
밴스 오픈워터 다이버였던 나는 캐이번 다이빙에 대해 정보가 거의 없었다.
동굴 다이빙이 처음이고 부력조절이 완벽하지 않아서 다이빙을 제대로 즐
기지 못했다. 2년 뒤, 2022년 2월에 다시 간 칸쿤, 멕시코는 내가 2년 전에
봤던 다이빙과는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졌다. 비록 코로나 시국이지만 오픈
워터 강사가 되고 나서 첫 해외 다이빙을 칸쿤에서 해서 더욱더 기억에 남
을듯하다. 2년 전과는 다르게 수중촬영을 함으로써 시야도 넓어지고 캐이
번 다이빙을 즐길 수 있었다.
2022.02.19.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칸쿤, 멕시코를 갔다.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기대됐지만 걱정이 제일 됐다. 인천공항에서 신속항
원검사를 받고 모두가 음성확인서랑 백신 접종증명서 가지고 비행기를 탔
다. 약 12시간의 비행 끝에 달라스, 텍사스에 도착한 우리는 또 다시 칸쿤,
멕시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드디어, 약 2시간 30분 비행 끝으로 칸쿤,
멕시코에 도착했다. 이때까지 만해도 무사히 잘 도착한 줄 알았다. 오랜만

이 곳은 공기통 스테이션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대부분 다이버들이 스테이션에서
공기통 충전을 하고 픽업해서 사이트로 간다.

에 해외여행을 가서인지 시작부터 소소한 이벤트들이 생겼다. 칸쿤공항에
도착해 수화물을 찾는 도중, 일행 중 2명의 수화물이 아직도 달라스, 텍사
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고 공항 도착 1시간 뒤

Day

1

Chikin-Ha (Western water)

에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숙소까지 가려면 또 다시 택시 벤을 타고 1
시간을 가야 한다. 드디어 밤 12시가 넘어서 숙소로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마야어로 ‘서쪽(chikin), 물(ha)’이라는 뜻을 지닌 세노떼 치킨하의 입구는 2

다이빙 샵 BlueLife로 향했다. 어제 가방 해프닝이 생겨서, 장비를 빌리고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 관광객들과 다이버들이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세노떼

노떼로 향했다.

레인보우(rainbow)와도 연결되어 있다. 세노떼 치킨하의 수심 약 10m 지점
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며 형성된 염분약층(halocline)이다. 이 구간을 처음 진입할 때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에 당황하지만, 그 구간을 조금 벗어나면 괜찮
아져서 다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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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Angelita &
Cenote Aktun-Ha

‘작은 천사’라는 뜻의 세노떼 안헬리따는 황화수소층(hydrogen sulfate: aka
halocline)이 이루어져 있는 포인트로 유명하다. 수심 약30m까지 내려가 보
면 황화수소로 인해서 생긴 뿌연 안개구름층을 기준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나뉘는데, 헬로클라인은 약 5m정도이고 이 밑으로 약 60m는 바닷물이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수중에서 안개 구름층으로 둘러싸인 나무를
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세노떼 악툰하(Actun Ha)는 ‘물의 동굴’을 뜻하지만, ‘과거 택시기사들이 세
차하던 곳’으로 알려진 덕분에 카워시(Carwash)라는 별명이 더 유명한 곳
으로 다이버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그래서인지 수영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수가 다른 세노떼보다 많다. 수중식물인 수련(water lilies)과 물
풀이 가득한 세노떼 악툰하에서 다이빙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면 포토그래피
스페셜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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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Cenote Nicte ha &
Cenote Pat Jacinto (El Pit)

도스오호스 공원 안에는 세노떼 닉떼하와 엘핏, 2개의 세노떼가 있다. 마
야어로 ‘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세노떼 닉떼하는 다른 세노떼에 비해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조용해서 여유로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세노떼 닉떼하는 수많은 종유석과 석순들의 다양한 모양으로 황홀한 빛 내
림을 볼 수 있지만, 좁은 동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력 조절을 잘하는 것
이 관건이다.
세노떼중에서도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세노떼 펫하신토
(엘핏) 엘핏에서는 사이드마운트의 장점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경사진 곳
에 입구가 위치한 세노떼의 특성상, 백마운트 BCD를 이용하는 다이버는
장비를 직접 들고 힘들게 내려가야 하지만, 사이드마운트를 하게 되면 도르
래를 이용해 장비를 옮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세노떼 엘핏의 매력을 제대
로 느끼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햇빛이 잘 드는 시간을 맞추면 수
중에서 빛 내림과 다이버들의 버블이 만들어낸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세
노떼 엘핏에서도 염분약층으로 인해생긴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곳에
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심 체크다. 엘핏의 수심은 약 60m이지만 레크레이
션 다이빙하는 우리는 최대수심 30m 지키는 것을 잊지 말고, 프리다이버의
경우 상승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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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Cenote Tajmaha &
Cenote El Eden /
Ponderosa (Garden of Eden)

Tajmaha 세노떼 타지마하는 또 다른 2개의 세노떼(세노떼 슈가볼Sugarbowl과 세
노떼 에스메랄다Esmeralda)와 연결되어 다른 세노떼와 다르게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그만큼 더 놀랍고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세노떼와 마찬가지로 타지마하에서도 빛 내림이 멋있게 펼쳐진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년 전의 타지마하에서는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 없었는데, 사진 찍는 재미
와 세노떼를 즐기는 여유를 느끼고 나니 타지마하는 내게 특별한 세노떼가 되어버렸다.
ponderosa 세노떼 폰데로사 또는 엘에덴이라고 불리는 이 세노떼는 악툰하(카워
시)와 비슷하게 수영장처럼 크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스노클링과 수영, 그리고 점프
다이빙을 하는 많은 관광객을 볼 수 있다. 얕은 수심에는 따뜻한 초록 이끼밭에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다이빙중간에 빛 내림에 비친 맹그로브의 모습
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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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ay

5&6

Cozumel, MX

Day 5 코즈멜에서는 주로 보트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멀미가 심하다면, 멀
미약을 꼭 챙겨야 한다.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아름다운 산호초로 유명한
이곳의 사이트샌 프란시스코(San Francisco)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
만, 산호초들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찾아보는 나름대로의 구경거리가 있
다. 다이빙 초반에는 비교적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지만, 벽을 타면서 가
다가 보면 점점 경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사이트 유
캅(Yucab)은 모래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산호초들과 랍스터, 앤젤
피쉬, arrow spider crab 등의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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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6 인기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 사이트 산타로사벽 (Santa Rosa Wall)
은 크고 거대한 산호초들이 동굴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그 속에 숨어 있
는 킹크랩, 너스상어(Nurse Shark), Green Moray Eel, Ray, Arrow Spider
Crab, Splendid Toadfish 등과 같은 많은 해양생물들로 볼거리가 넘쳐난다.
코즈멜에서 유명한 난파선 사이트 C-53 (Wreck C-53 Felipe)는 1944년 미
해군에 의해 건조되었으며, 1962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 카리브해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에 코즈멜 수중공원에 기증되었다. 난파선 C-53의 크기는
길이 약 57m, 넓이 약 10m, 높이 약 12m, 무게는 약 1000톤으로, 수심 25m
지점, 조류가 센 곳에 있으며, 아틀란티스 잠수함을 볼 수 있는 곳이다.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난파선 안에 새우, 랍스터, 그리고 산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해양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이번에는 텅
텅 비어 있었다. 다음에 다시 가면 해양환경이 나아져서 해양생물들도 많아
지길 바란다.
마스크 필수와 거리두기를 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칸쿤은 거의 mask-free
였다. 마스크 쓴 사람들은 10명 중에 2~3명 정도여서 지금이 코로나 시국
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다. 거리에서는 마스크가 필수는 아니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식당들은 입구에서 마스크 확인과 손소독을 필수로 했다. 또
한 코즈멜로 가기 위해 페리를 탈 때에도 마스크가 필수였다.

Last Day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에 입국하려면 출발 현지시간으로 48시간 이
내로 코로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숙소에서 PCR검사를 예약해서 검사
받고 2개의 음성확인서를 받았다. 하나는 25일로 나왔고 또 하나는 26일로
나왔다. 날짜에 대한 의문을 두고, 각자 아무 1개의 결과를 뽑았다. 2명은
26일 나머지 3명은 25일 결과지를 뽑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벤트
가 생기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검사결과 48시간 기준인 한국과는 달리 경
유지인 미국은 검사결과 출발 24시간이내였다. 25일 날짜로 뽑은 3명은 멘
붕이였다. 그러나 빠른 대처로, 핸드폰에 26일 검사결과를 저장해놔서 무사
히 체크인을 하고 한국까지 잘 도착했다. 여행 내내 일행 모두가 이 말을 계
속했다 '이 여행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진짜 여행 시작부터 끝
날 때까지 해프닝이 많은 재밌고도 스펙터클한 트립이었다. 마스크를 필수
로 하지 않는데도 일행 5명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무사히 안전하
게 도착했다.
이번 트립은 펀이었지만 내년엔 케이브코스로 더 많이 구경하고자 하는 목
표가 생겼다. 캐이브코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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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The Land of Ice,

Ring Road Tour In Ic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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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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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랜드

고다포스
Goðafoss

아이슬란드는 1200년대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 개척한 얼음의 나라이다.

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14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려니 다시 보게 될 멋

처음 865년에 바이킹이 발견했을 때 얼음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아이슬

진 눈 세상과 빙하 그리고 풍경 속에 서있는 나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

란드라 붙여진 지명답게 넓은 만년설과 빙하를 가지고 있다. 1400년대부터

다. 눈 폭풍 탓에 항공 연착으로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에서 하염없이 13시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고 1874년 제한적 독립을 했고 1944년 완전 독립했다.

을 기다려야 했다. 다시 3시간반을 날아서 도착한 아이슬란드, 역시 반기는

세계 최초의 의회제도를 자랑하고 1인당 세계최고의 출판활동 등 높은 문

건 눈 폭풍이었다. 첫날 여정을 4시간 떨어진 중남부 비크(Vik)에서 시작하

화수준을 갖고 있다. 크기는 한반도 전체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고작 33

기로 하고 일단 출발. 가는 내내 눈 덮인 산과 집, 교회뿐인 설국이었다. 다

만명. 300만도 아닌 33만 명의 사람들이 3개의 도시에 거의 80%가 살고

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 해변을 찾았다. 초속25m의 강풍

나머지는 흩어져서 목축업과 관광숙박업을 하며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아

과 순간풍속 32m의 바람은 서있기 조차 힘들었다. 눈보라와 맞이한 일출

가는 나라이다. 내가 아이슬란드를 처음 여행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가

은 그래도 그곳에 서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답고 장엄한 빛이었다. 근

막 전 세계 판데믹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을 즈음이었다.

처 검은 모래해변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맞긴 관광객모델 덕분에 멋진 사

출발 당일 공항에서부터 항공사 매니저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진을 얻을 수 있었다. 근처에 있는 그랜드케년(너무 어려운 발음이라 도저히

만큼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던 여행이었다. 한편 그리고 또 한편 항공기가

읽을 수조차 없는 현지 지명)에서 아이젠을 신고 한걸음씩 케년을 올라갔

취소되어 전 세계가 단절되어가던 시기였고 결국 돌아오는 항공편이 전날

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눈 덮인 계곡이었다. 그 아래로 화산에서 흘러나

느닷없이 취소되어 우여곡절 끝에 귀국할 수 있었지만 14일이나 되는 자가

온 미지근한 용출수가 흐르고 있다. 날씨는 꽁꽁 언 얼음이어야 하는데 물

격리는 여행을 다시 못할 것 같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2년

이 흐르고 폭포가 장엄하게 내려친다. 정상에서 다시 한 번 눈 폭풍을 만나

이 지난 후 그 격리의 고통이 서서히 잊혀 갈 즈음 아이슬란드의 광활한 빙

몸은 천근만근 이었지만 광활한 자연앞에 경이로움이 작은 나를 바라보게

하와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다시 나의 심장을 노크했고 한 번 더 아이슬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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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 근처를 여행하고 이틀 뒤 요쿨쌀롱(Jokulsaron)이란 빙하 지대로 발걸
음을 옮겼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빙하 관광지인 요쿨싸롱은 빙하
가 흘러내려 작은 호수가 되고 그 호수가 다시 바다로 연결되어 조각난 빙
하가 바다로 흘러가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빙하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일출을 상상해 보면 어떤 황홀한 느낌인지 금세 알수 있을 것이
다. 이곳까지 간 김에 거금을 들여 빙하동굴 투어를 참가했다. 바퀴가 내 키
만 한 오프로드 밴을 타고 빙하까지 가서 다시 30분을 걸어 빙하동굴까지
가는 코스. 빙하의 내부는 마치 우주선 속과 같은 공간이었고 군데군데 홀
들 사이로 내려지는 빛줄기가 신비스러운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빙
하동굴에 경이로워하며 행복한 얼굴로 투어를 즐기고 있었다. 1cm의 얼음
이 만들어지기 위해 10m이상의 눈이 압력을 받고 수천년 눌려서 빙하가 되
고 다시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빙하 동굴이 무너지고 다시 생겨나고를 반복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얼음과 달리 크리스털 형태를 띠고 안에 보면 눈
결정체도 그대로 살아있다 새삼 느껴보는 자연의 신비이다. 요쿨살론 근처
에 있는 또 다른 빙하(STAFTAFELL)에서 한적하고 광활한 빙하사진을 담
았다. 일몰 즈음에 만난 빙하는 옥색과 노란빛의 일몰과 함께 깨끗하고 아
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 않은 빙하여서
보존도 잘 되어 있고 전체빙하를 볼 수 있었다. 입구에서 빙하까지 약 3Km
나 떨어져 있고 작은 호수가 얼어 있어 걸어 들어가 조금 더 가까이 빙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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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찾은 곳은 아이슬란드 동남쪽 회픈(HÔFN)으로 이동했다 동남

쪽 끝부분에 위치한 이곳은 지수가 높고 날씨가 좋을 때면 아주 멋진 오로

라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멋진 일몰, 일출과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
었다. 물론 눈보라에 섞여있는 우박이 레이저치료의 고통과 맞먹는 아픔을
참아내야 가능했다. 저녁 일몰, 바닷가 초속 25m의 바람에 날려 온 모래먼
지가 아웃터 속을 뚫고 온몸에 붙어버렸고 카메라며 가방이며 모두 세심하
게 청소해야 했다. 이제 링로드를 남부를 돌았으니 북쪽을 향해 출발~~.
동부 자락에 있는 1번국도(링로드)는 저 앞에 보이는 반도를 가기 위해 반
도사이를 50Km나 돌아서 가야하는 지루함의 길이었다. 물론 경치는 너무
나도 아름답고 멋졌지만 운전하는 분은 꽤나 지루하고 어려운 길이었다. 더
군다나 눈이 얼어 있어 위험하고 조심스러웠다. 몇 번을 다니셨는데도 이
길은 좀처럼 정이 가지 않고 걱정이 많이 되는 난코스라고 하셨다. 구불구
불한 눈 쌓인 국도를 500Km를 8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북부에 위치한
미바튼 호수, 대청댐에 버금가는 호수인데 근처에 기생화산과 온천등 진귀
한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주말을 맞아 호수위에서 말을 달리고, 스노모
빌을 타는 현지인들의 모습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여유로움을 보았
다. 역시 오로라를 기대했지만 여기서도 날씨가 말썽이었다. 3박4일을 지냈
는데 고작 하루 그것도 잠시 한두 시간 오로라를 허락했을 뿐이다. 이번 여
행은 날씨가 영 받쳐주지 않아 오로라 몰이는 실패에 가까웠다. 이제 3/4
을 완주한 링로드. 가는 길에 코끼리바위 근처에서 1박을 하고 험한 산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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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서쪽끝 스네펠스반도(Snaefells)에 도착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시
그니쳐 산인 키르큐펠(Kirkjufell)산과 가장 먼저 사라질 빙하가 있는 곳이다.
우리 제주도 크기의 2배정도 되는 반도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반도이
다.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2시간가량 떨어져서 비교적 가깝기도 하고 오로
라도 잘 볼 수 있다. 반도 중앙에 걸쳐있는 빙하산을 넘나들며 여행을 하던
중 차량이 통제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참 힘
들고 어렵게 살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LOAD.IS 사이트에서 실시간으
로 교통통제 상황을 안내받고 길을 나서야 하며, 만약 통제구간을 운행하
다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
는다는 사실. 거기에다 타이어, 하체, 유리등은 별도의 렌터카 보험을 들어
야 하며 렌트비만큼의 보험료가 든다는 점이 아! 자연 여건이 열악한 섬이
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레이캬비크에 도착해서 다이빙을 알아보
았다. 레이캬비크 동쪽 실프라(Silfra)호수에 다이빙포인트가 있는데 여름철
6~7월 수온이 5도 정도로 드라이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해야 하지만 100m
가 넘는 화산수속의 다이빙은 멋진 경험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 다이빙
강사이자 수중사진가인 나는 사진으로 접한 실프라 포인트를 다음 여행에
는 꼭 도전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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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수도 레이캬비크에 도착해 PCR 테스
트를 받았는데 아뿔싸 4명 모두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 물론 출발할 때 각
오하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부딪히니 너무나 황당하고 허망했다. 더구나 전
날 자가키트 검사에선 나만 음성으로 나와서 내심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나 역시 양성으로 5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다행히 양성 확진 후
10일이 지나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아이슬란드 고아는 면
하게 되었지만 계획된 일정보다 11일이나 늦게 귀국하여 25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었다. 격리하는 동안 필수 외출이 가능하였기에 불편함은 없었지
만 추가된 11일 동안에 8일이 눈보라로 숙소에 꼼짝없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로라는커녕 일출일몰도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답답한 추가 일정
이었다. (23박중 눈이 내리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더라는 슬픈 사실)
우리 한반도만한 아이슬란드를 일주하는 링로드는 광활하고 멋지지만 때
로는 아찔한 곡예운전과 자주 만나는 눈보라에 가슴 졸이며 여행해야 했
다. 동서남북 다른 자연환경과 사람을 홀리기 만드는 경치는 기꺼이 일주를
도전하기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고 힘든 시
기를 보냈지만 아름답고 황홀했던 오로라와 멋진 일출일몰 빛 그리고 수만
년을 얼어붙은 빙하와 눈 덮인 설산은 사진가인 나에게 더없이 멋진 여행이
되었다. 여름엔 내륙지방의 하이랜드에서 트레킹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오로라와 빙하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슬란드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꼭 초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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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기술

귀의 압력평형을 쉽게 하는

Equalization

10가지 팁

1. 하강하기 전에 압력평형을 미리 실시하라.

5. 귀의 통증을 느끼면 약간 상승하라.

하강하기 전에 부력제어기(BCD)에 공기가 없는 중성 부력 상태에 있는 동

귀의 고통을 느끼면 적절한 압력평형을 하지 않고 내려간 것이다. 통증이

안 이퀄라이징 기술을 사용하여 귀를 부드럽게 부풀려 압력평형을 유지할

멈출 때까지 몇 m 상승하라.

수 있는지 확인하라.

6. 미리 압력평형을 하라.
2. 발을 아래쪽으로 향하여 천천히 하강한다.

귀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하강을 멈추고 다시 시도하라. 주변의 압력을

이것은 공기가 더 자연스러운 방향인 유스타키오관과 중이의 위쪽으로 이

낮추기 위해 몇 미터를 올라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아래로 오르락내

동하게 한다. 하강 속도를 제어하려면 하강라인 또는 앵커라인을 사용한다.

리락하지 마라.

3. 자주 압력평형을 하라.

7. 귀를 기울여 보라.

처음 수심 3~5m 동안에 몇 m마다 귀를 부드럽게 부풀리게 한다.

한쪽 귀만 압력평형이 안되면 압력평형이 안되는 귀를 수면쪽으로 기울이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얼굴을 들어라
얼굴을 들게 되면 호흡이 편안하고 압력평형이 쉬워진다.

8. 압력평형이 안되면 다이빙을 중지하라.
압력평형을 할 수 없으면 다이빙을 중단하라. 압력평형없이 하강하면 전
체 다이빙 여행을 망칠 수 있거나 영구적인 귀의 손상 및 청력 손실을 초
래할 수도 있다.

9. 코 막힘 상태로 다이빙하지 마라.
비강 및 귀 통로의 부종을 줄이기 위해 다이빙을 하기 전에 코막힘완화약
(nasal decongestant)이나 비강스프레이(nasal sprays)를 사용할 수 있다.
의사가 코막힘완화약의 사용을 동의하면 하강 1~2시간 전에 복용하라.
8~12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반복 다이빙을 하기 위해 추가로 복용할 필요
는 없다.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강스프레이는 하강하기 약 30분 전에 사용해
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효가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
는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반작용
(rebound reaction)이 발생하여 코막힘이 증가하고, 상승시 역방향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

10. 압
 력평형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하라.
다이빙 중 언제라도 통증을 느끼거나 현기증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런 청력
상실을 느끼면 다이빙을 중단하라.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다이빙하
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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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압력평형 방법
다이버가 효과적으로 귀를 압력평형하기 위해 사

수심과 귀의 상태

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있다.

압력평형을 해야 하는 이유

•Passive (저절로 개방)

귀의 해부학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상승 중에 발생한다.

•Voluntary Tubal Opening (임의적 개방)
하품 또는 턱 흔들기를 시도한다.

•Valsalva Maneuver (발살바 방법)
코를 잡고 코를 부드럽게 분다.

귀는 청각과 균형을 위한 기관이다.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면 압력평형이 필요한
이유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귀는 공기 또는 액체로 채워진 외이, 중이 및 내이
의 세 가지 독특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다이버가 수중에서 하강함에 따라 신체에
대한 압력이 신체 전체에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출혈, 연조직의 부종(부기), 공기
공간으로의 유체 누출 및 막 파열과 같은 압력 관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버
는 압력평형을 사용하여 목에서 나온 공기가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이로 들어가
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Toynbee Manoeuvre (토인비 방법)
코를 잡고 침을 삼킨다.
(상승 중에 압력평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Frenzel Maneuver (프랜젤 방법)
목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코를 잡고 “크” 소리를
낸다.

•Lowry Technique(로리 기술)

• 수심 1m에서

코를 잡고 침을 삼키는 동안 부드럽게 코에서

고막 외부의 수압은 중이의 압력보다 10% 더 크다. 보상을 위해 고막이 안쪽으로

공기를 불어 넣는다.

구부러져 있다. 약간의 압력을 느낄 수 있다.

•Edmonds Technique(에드먼즈 기술)

• 수심 2m에서

턱을 앞으로 밀고 발살바 방법(Valsalva

압력 차는 표면보다 20% 더 크고 고막이 더 부풀어 오른다. 분명한 압력을 느끼

Maneuver) 또는 프랜젤 방법(Frenzel

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

Manoeuvre)을 사용한다.
• 수심 2m 이상

수화법 - 귀가 아프다

고막이 한계까지 늘어난다. 압력평형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이퀄라이징이 안됨)

느낄 것이다. 귀의 조직과 혈관이 상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압력 차이가 커지면
유스타키오관이 닫히고 압력평형이 불가능하다.

• 수심 3m에서
고막이 아직 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력 차가 주변 조직에서 혈액과 체액을 중이
로 끌어 들이기 시작하여 중이 압력상해를 유발한다. 통증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
는 포만감이 될 수 있다.

• 수심 3m 이상
압력평형을 맞추지 않으면 고막이 상하여 물이 중이에 넘칠 수 있다. 갑작스런 노
출은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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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Diving Terminology
다이빙 용어
1부 기본 기술
2부 기본 장비
3부 고급 기술
4부 고급 장비
5부 스페셜 다이빙 용어

버디시스템 (Buddy System)
다이빙 시에 2인 1조로 짝을 지어 다이빙을 하는 시스템으로 짝 다이빙이
라고 한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서로 짝을 지어 다이빙을 하는 것이다.
하강라인 (Descent Line)
참고줄은 배의 선미나 다른 부분에 무거운 추를 달아 아래로 내려뜨린 줄
이다. 이 줄은 다이버가 하강이나 상승할 때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앵커라인(Anchor Line)
닻줄, 계류줄은 배를 한곳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강이나
상승라인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트립라인(Trip Line)
부표를 달아 앵커에 고정시킨 것으로 앵커를 회수할 목적으로 설치하지만
하강이나 상승라인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장비라인(Gear Line)
다이빙 전후에 장비를 매달기 위한 줄이다.
조류라인(Current Line)
함미라인, 드레일 라인이라고도 하며, 조류가 강할 때 다이버가 입수나 출
수를 할 때 떠내려가지 않고 매달려서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
태그라인(Tag Line), 스윔라인(Swim Line)
앵커라인으로부터 입수지점, 조류라인까지 연결된 줄이다. 조류가 아주 강
할 때 입수지점에서 태그라인을 잡고 앵커라인까지 간다.
딥다이빙 (Deep Diving)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수심 18m에서 40m에 이르는 구간을 다이빙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페셜티(Specialty)로 딥다이빙(Deep Diving)이라
는 교육과정이 있다. 즉, 18~40m 구간을 다이빙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런 교육과정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에
게 꼭 필요한 것이며 어드밴스드 이상의 등급에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
는 과정이다. 딥다이빙 과정을 하면 딥스톱(Deep Stop)이 필요하다.
딥스톱 (Deep Stop)
딥스톱(Deep Stop)은 상승속도를 위반하거나 딥다이빙을 할 때에 실시하
는 이론으로 실제로 다이브컴퓨터에 적용이 되고 있다. 다이빙을 진행한
최대 수심의 절반에서 1분을 정지한 후에 또다시 절반에서 1분 정지한 후
에 5m에서 안전정지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심 40m에서 다이빙
을 했다면 절반인 20m에서 1분간 정지하고 다시 상승하여 또 절반인 10m
에서 1분간 정지하고, 마지막으로 5m에서 3분간 안전정지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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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스톱 (Pyle Stops)
딥스톱(Deep Stop)은 하와이 조류학자 리챠드파일박사 (Dr.Richard Pyle)
의 이름을 따서 파일 스톱(Pyle Stops)이라고도 한다. 그는 대심도 다이버
로 깊은 수심의 리프피쉬(Reef fish)를 채집하는 일을 하였다. 다이빙 후에
생기는 무기력증과 피곤함 등이 매 다이빙마다가 아닌 특정한 날에만 나
타난다는 것을 알았고, 고기 채집에 성공한 날에만 그 증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가 60m 이상의 대심도에서 잡는 산호초 물고기들을 살려
서 연구실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30~40m 수심에서 정지하여 아주 작은
주사바늘로 고기의 부레에서 공기를 빼주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아무리
빨리해도 1분 정도 걸렸다. 그 작업을 하는, 즉 고기를 잡은 날이면 영락없
이 다이빙 후의 이상한 증세도 없고 머리도 맑아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졸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비상감압 (Emergency Decompression)
열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감압한계시간을 넘기
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탁 트인 시야와 따듯한 물. 그리고 편안한 다이
빙 여건 때문에 평소보다 공기 소모량이 적게 소모되어 다이빙 시간이 길
어진다. 게다가 하루에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4회 정도 매일 반복되는 다
이빙 때문에 체내 질소 잔류량은 점점 늘어간다. 이런 다이빙을 며칠 반복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압한계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딥다
이빙을 하게 되면 특히 감압병에 신경을 쓰지만, 계속되는 20m 내외 수심
의 다이빙에서는 이를 간과하기가 쉽다.
버디토잉 (Buddy Towing, 버디 견인),
조난자 견인 (Towing the Victim)
버디는 지친 다이버를 끌 수 있어야 한다. 진행 방향을 유지하고 지친 다
이버의 호흡과 징후, 증상 등을 관찰하면서 끌어야 한다.
탱크밸브 끌기 (Tank Pull)
지친 다이버를 끄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을 유지하고 지친 다이버의 호흡
과 징후, 증상 등을 관찰하면서 끌어야 한다.
다리 밀기 (Leg Push)
끄는 다이버의 어깨에 지친 다이버의 핀을 얹고 미는 방법으로 지친 다이
버의 얼굴을 관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겨드랑이 끌기 (Underarm Tow, Side by side tow)
팔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지친 다이버를 잡고 끄는 방법이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보빙법 (Bobbing, 입으로 불기)
공기탱크가 비었을 때 BCD의 인플레이터를 통하여 입으로 불어 양성부력
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참고

생존수영에서의 보빙법(Bobbing)

보빙법은 2m 정도 깊이의 물에서 쓸 수 있는 생존수영법으로, 호흡
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물속에서 선 자세에서 힘
을 빼고 숨을 뱉으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바닥에 닿으면 발로 바
닥을 힘껏 차고 올라가 수면 위로 다시 숨을 내쉬기를 반복한다.

다이빙 용어 (고급 기술)

마스크 스퀴즈 (Mask Squeeze)
하강 시 수압에 의해 발생하는 마스크 압착에 의해 얼굴에 나타나는 자국

RGBM
(Reduced Gradient Bubble Model, Dr. Bruce Wienke의 감압 이론)
Bruce Wienke 박사가 특정 다이빙 프로파일에 필요한 감압 정지를 계산
하기 위해 개발한 감압 알고리즘이다.

사이너스(sinus, 부비동, 부비강)
콧구멍과 연결되어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한다. 머리뼈 안에 있
는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종류에는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및 접형동이 있다. 코 주변으로 머리뼈 안쪽에 위치한다.

Haldane (헐데인)
미해군(US Navy) 감압 테이블의 기본 원리로 사용된 감압 방법이다.

서페이스 인터벌 (Surface Interval, 수면휴식시간)
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에 1시간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이때 간단한 음
식이나 음료를 마시기도 한다.

Buhlmann (불만)
디컴프레션 스톱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듬. 독일의 다이빙 메디신 책의
저자이다.

감압이론 (Decompression Theory)
다이빙을 할 때에 기체 교환 정량화와 조직 장력과 관련하여 다이버가 특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이버가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허용된 바텀 시간과 다이빙 최대 수심 및 상승 속도
와 같은 이론은 물론이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범주를 넘는 특히 더 깊
은 수심으로 갈수록, 혹은 더 오래 다이빙을 할수록, 트라이믹스나 헬리옥
스와 같은 다른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소의 함량이 높은 혼합 기체를
사용하여 확산이 빠른 경우, 사일런트 버블의 개수와 크기를 조절하려 하
는 경우, 조직에 용해된 기체를 배출시키는 경우와 같은 테크니컬 다이빙
에서 이론을 의미한다.

질소장력 (Nitrogen Tension)
신체가 질소를 얼마나 흡입하는가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질소장력은 부피
가 아니라 압력으로써 측정이 된다. 압력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FSW(Feet
Sea Water)가 사용된다. 다이빙을 할 때 다이버가 하강함에 따라 주위 압
력이 증가된다. 인체조직이 주위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충분히 질소를
흡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이빙을 오래하면 질소장력
은 증가하고 수면휴식시간을 길게 하면 질소장력은 줄어든다. 따라서 잠
수시간을 줄이고 수면휴식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사일런트 버블(Silent Bubbles), 마이크로 버블(Micro Bubble)
1950년대 초에 알버트 벤크(Albert R. Behnke)는 인체에서 발생은 하지만
감압병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버블을 사일런트 버블(silent bubbles)이라고
칭하였다. 당시에는 이 버블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벤크는 실험을 통하여 이들의 발
생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일런트 버블(silent bubbles)은 폐포를 감
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갇히게 될 때까지 체내를 이동한다. 갇힌 기체는 혈
액에서 폐로 확산 현상에 의해 배출되며 호흡을 통하여 빠져나간다.
빠른 조직 (Fast Tissues)
질소를 배분하는 속도는 혈액의 흐름에 좌우된다. 뇌, 심장, 신장, 간과 같
이 대사요구가 높은 조직은 그만큼 많은 혈액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장기
들은 질소를 빨리 받아 들여서 빠른 조직(fast tissues)라고 한다.
느린 조직 (Slow Tissues)
혈액의 흐름이 적은 인대, 지방과 같은 조직은 질소 흡수가 느려서 느린
조직(slow tissues)이라고 부른다.
M-값 (M-value)
최대로(maximum) 허용할 수 있는 조직의 압력.
Saturation & Supersaturation (포화 및 과포화)
조직이 어떤 압력(수심)에서 흡수가능한 모든 양의 질소를 흡수하였을 때
그 조직은 그 수심에서 포화(Saturation)되었다고 한다. 다이빙 이론에서
어떤 조직이 100% 포화되거나 탈포화(desaturation)되려면 6번의 반감시
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즉 10분짜리 조직은 60분이 필요하다.
과포화비 (supersaturation ratio)
기포를 발생시키기 직전 상태에 이른 조직의 질소장력과 주위압력과의 비
율.

가스 (Gas, 기체)
다이버가 호흡하는 기체를 의미한다.
노르모닉 (Normonic)
일반 공기도 질소 79%와 산소 21%을 가진 혼합기체로 "정상적인 산소분
압(Normal Oxygen Pressure 또는 Normotic Nitrox)을 말하며, 이를 노르
모닉(Normonic)이라고 부른다.
나이트록스 (Nitrox)
나이트록스(Nitrox)는 Nitrogen(질소)과 Oxygen(산소)의 합성어로, 즉 이 2
가지의 기체가 혼합된 기체를 의미한다. 공기 역시 질소와 산소가 그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나이트록스 혼합기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
개의 경우는 자연 상태의 공기와 달리 산소의 함량을 더 높이거나, 질소의
농도를 높인 기체를 나이트록스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Enriched Air
Nitrox(EAN)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된다.
Enriched Air Nitrox (EAN)
EAN은 산소의 농도를 높이고, 질소의 농도를 낮춘 호흡 기체를 의미한
다. 엄밀히 말하면, 나이트록스는 단순히 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를 말하
기 때문에 공기보다 적은 산소의 함량을 가진 질소 혼합체까지 포괄하는
데 비하여, EAN 또는 EANx는 공기중의 산소(21%)보다 더 많은 산소를 포
함한 인위적인 나이트록스를 뜻한다.
DNAx
De-Nitrogenated Air Nitrox. 공기에서 질소를 분리해 내어 21~40%의 나
이트록스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Maximum Operation Depth (MOD)
특정 가스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심.
32% 나이트록스인 경우 MOD = [(PO2/FO@) * 33] - 33.

2022 May/June | 87

다이빙 용어 (고급 기술)

EAD (Equivalent Air Depth)
나이트록스 사용시 공기를 사용할 경우의 이론적 수심이다. 에어 테이블
을 사용하여 나이트록스 사용 다이빙시 다이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ND (Equivalent Nitrogen Depth)
나이트록스 다이빙시 EAD와 같이 계산하거나, 트라이믹스 다이빙시 헬륨
을 포함하여 공기를 사용한 다이빙과 비교 수심이다.
NDL (No Decompression Limit)
미해군과 기타 단체에서 발행한 테이블에 나타난 수면으로 직접 상승할
수 있는 다이빙시간과 수심의 값들이다. 각 기체의 성분에 따라 NDL은 서
로 다르다.
초과호흡 (Hyperventilation)
초과호흡이란 활동의 정도가 필요로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더 깊고 빠르
게 숨쉬는 것을 말하며 신체의 정상적인 호흡수준을 인위적으로 방해하
여 호흡충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로 스킨다이빙 중 수중에서 숨을 오랫
동안 참기 위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과도한 초과호흡은 하강시 체내 산소
부분압의 증가에 따라 호흡충동이 억제된 상태에서 수중활동으로 체내 산
소를 소모하고, 상승 도중 산소 부분압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산소결
핍증(Hypoxia)을 유발하여 다이버가 졸도하는 이른바 앝은 수심의 기절
(Swallow Water Blackout)의 원인이 된다.
얕은 수심에서의 기절(졸도) (Shallow Water Black Out)
스킨 다이빙에서 수중에 오래 체류하기 위해 초과호흡(Hyperventilation)을
하면 사람이 가진 산소의 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호흡 중추를 자극할 만큼의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로 인해 상승 과정에서 산소의 부분압이 빠르게 낮아져 다이버가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얕은 수심에서의 기절(Shallow Water Black
Out)이라고 한다.
Skip Breathing (숨 건너뛰기)
잘못된 호흡방법으로 흔히 호흡기체를 절약하기 위해 호흡의 중간 숨을
멈추는 행위이다. 이산화탄소 증가를 통해 하이퍼캐프니아(Hypercapnia)
를 발생시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하이퍼캐프니아 (Hypercapnia)
혈액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상태를 의미한다.
OOA (Out of Air)
다이버의 공기가 고갈된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Off Gassing (Out Gassing, 가스 배출)
체내에 녹아든 질소를 배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On Gassing (가스 흡수)
수압에 따라 변화되는 질소의 부분압에 따라 체내로 질소가 녹아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딥 에어 (Deep Air)
일반 공기를 사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계를 넘어 실시한 다이빙을
말한다. 이런 다이빙은 질소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어 비어 (Ear Beer)
알콜(Alcohol)과 식초(Vinegar)를 50:50으로 섞어 다이빙 후에 귀 내부의
물기를 제거하여 담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귀 내부 건조 및 청소
를 위한 액체이다.
PFO (Paten Foramen Ovale)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닫히는 심장내부의 연결관으로 극소수의 성인이 열
린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혈액이 폐를 통하여 기체의 대사 작용의 생략을
야기하여 감압병에 노출되게 한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DCI (Decompression Illness, 디컴프레션 일니스, 감압 질환)
감압 질환(DCI)은 다이버가 상승하면서 주위 압력이 낮아져서 발생하
는 질환을 말한다. 감압 질환(DCI)은 크게 감압병(DCS)과 폐과팽창(Lung
Expansion)으로 나누어진다.
DCS (Decompression Sickness, 디컴프레션 시크니스, 감압병)
혈액에 용해된 기체가 갑작스런 압력의 낮아짐으로 인해 기체화 되어 혈
액을 통해 세포의 속, 장기의 속, 혈관 속, 중추 신경계 속에 그 흐름을 막
아 생기는 증상이다. 신체 마비, 사망에 이른다.
폐과평창 (Lung Expansion, Lung Overexpansion, Lung
hyperinflation, 과팽창 장애)
부상시에 공기가 평소의 호흡에 의해 폐에서 배출되지 못한 경우 그 공기
가 팽창하여 폐포가 파열하여 다른 체내 조직으로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장해는 구체적으로 에어 엔볼리즘, 종격기종, 피하기종, 기흉이 있다.
기흉 (Pneumothorax)
기흉이란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가 차
는 것으로, 공기의 양이 점차 증가할수록 폐가 정상기능을 할 수 없게 만
드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통증, 호흡을 곤란하게
한다. 폐를 압박한다. 처치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폐와 늑막 사이에 차 있
는 공기를 빼준다.
종격기종 (Mediastinal emphysema, tension pneumothorax)
폐파열로 인해 공기가 가슴중앙 (허파사이의 심장부근)에 모여 팽창하면서
심장, 혈관, 기관지에 압박을 준다. 증상은 경미한 통증, 가슴과 어깨가 쪼
이며 심호흡을 하면 더하다. 처치는 공기색전증과 같이 재압 치료를 한다.
피하기종 (subcutaneous emphysema)
폐포 파열로 새어 나온 공기가 폐 조직으로 침투하는데 특히 양쪽 폐 사
이의 격막으로 고이거나 가슴에서 목 쪽으로 이어지는 조직을 타고 목 쪽
으로 올라간다. 심한 경우 심장의 심막에 침투하거나 복부의 공간으로 스
며들기도 한다. 폐 손상으로 인하여 새어나온 공기가 심장, 주혈관들, 가슴
중앙의 흉부 조직에 압박을 준다. 증상은 기관 주위 또는 쇄골의 피부가
움직이며 뚝 하는 소리 또는 바삭바삭하는 소리(염발음 crepitation)을 발
생할 수 있다.
공기색전증 (Arterial gas embolism, Air embolism, 에어 엠볼리즘)
혈액속에서 용해상태로 있던 공기가 급격한 압력 차이로 인하여 혈관에서
공기방울을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다.
불활성 기체 (Inert gas, 비활성 기체)
체내 신진대사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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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중독 (Nitrogen Narcosis, 질소 마취)
수중으로 하강함에 따라 호흡 기체 중의 질소 분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체
내에 용해된 질소의 분압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신경 세포의 작용을 방
해하여 마취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질소 중독이라고 한다. 질소 마취가
일어나는 수심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30m를 전후한 수심
에서부터 이러한 중독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심이 깊어지고, 다
이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소 중독의 증세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산화탄소 중독 처치 (Carbon Dioxide Toxicity Treatment)
이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보다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
이다. 인체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드럽고, 조금 긴 듯한 호흡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이빙에
서는 수중에서 격렬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축적
은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으면서 바로 회복이 되지만, 두통 등의 증세는 다
이빙 후에도 얼마간 지속될 수 있다.

질소 중독 처치 (Nitrogen Narcosis Treatment, 질소 마취 처치)
질소 마취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면 빠르게 증세가
사라지므로, 다이빙 도중 자신이나 주위 사람에게 질소 마취의 징후가 보
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여야 한다. 일단 질소 마취가
사라진 다음의 후유증은 별로 없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권장 제한 수
심인 30m를 넘지 않고 다이빙을 한다면 질소 마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다이빙 활동을 통해 질소 마취에 대한 적응력이 늘어
난다고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Carbon Monoxide Toxicity)
일산화탄소는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헤모글로빈과
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호흡되는 공기 중에 일산화
탄소 성분이 있다면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인체는
빠른 시간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위험한 것이다. 증상으로
는 두통, 졸림,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의식 불명으로 이어지므로
매우 위험하다.

중추 신경계 산소 중독(Central Nervous System(CNS) Oxygen
Toxicity)
고압 산소 중독(Hyperbaric oxygen Toxicity)
산소 중독 (Oxygen Toxicity)
중추 신경계 산소 중독은 때때로 고압 산소 중독(Hyperbaric oxygen
Toxicity) 또는 산소 중독(Hyperbaric oxygen)이라고도 불린다. 산소의 부
분압이 어느 정도 이상에 이를 경우 인체에 일련의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산소 분압이 1.6기압 이상인 기체로 일정 시간(45분) 이상 호흡을 할
때 중추신경계에 중독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분압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래 호흡하게 되면 폐 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추신경계의 중독
은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소의 함량을 높인 나이트
록스 혼합기체(Nitrox, Enriched Air)를 이용한 다이빙에서 제한 수심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의 경
우에는 제한 수심만 지킨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소 중독의
특징은 그 증세가 점증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발작적으로 일어난
다는 것이며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경련, 메스꺼움,
호흡 장애, 귀의 울림, 시각이 좁아지는 현상 등으로 그 증세가 매우 다양
하다. 특히 수중에서 발작을 하게 되면 익사의 위험까지도 가지게 될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처치 (Carbon Monoxide Toxicity Treatment)
다이빙에서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기체로 호흡을 오래 할수록 증세가 강화
되며, 특히 상승 과정에서 악화된다. 중독 현상이 나타난 다이버에게는 신
선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인공
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초기 처치가 끝난 후에 반드시 재압챔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깨끗한 공기로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DAN (Divers Alert Network, 댄)
DAN은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다이빙 연구와 의료 연구 등을 주로 하는
1980년에 설립된 국가비영리 단체이다.
자동제세동기
(AED: Automatic Electric Defibrillator, 자동 전기 심제세동기)
보통 심장 정지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고 10
분 이상이 경과되면 뇌 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최
초 응급 처치가 환자의 소생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셈인데,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기 충격
을 가하는 데 쓰는 의료 장비를 일컬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라고 한다.

산소 중독 처치 (Oxygen Toxicity Treatment)
일단 증세가 일어난 다이버는 즉시 상승 시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소 중독의 발전은 매우 위험하므로 무엇보다도 제한 수심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소함량을 높인 기체를
사용하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에서 제한 수심은 산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 수심을 절대로 넘지 않아야 한다.
이산화탄소 중독 (Carbon Dioxide Toxicity)
인체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원활한 호흡이 유지되
지 않을 경우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강(Dead Air Space)에서의 공기
움직임만 늘어나고 실제로 폐와 인체 외부와의 공기 순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축적됨으로 인하여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증세이며, 호흡이 빨라지거나 곤란해지며, 졸음, 의식불명에
까지 이를 수도 있다. 보통 호흡 패턴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에 두통과 메스
꺼움 정도를 느끼게 되며, 더욱 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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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강사가 되는 것에 대한

4가지 오해 (잘못된 믿음)
스쿠버 강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

물식별 전문가이고, 다른 강사들은 그들의 지역 난파선에 대한 흥미로운

면서 돈을 벌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 입니다. 하지만 본 칼럼의 내

세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용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열정

누군가에게 스쿠버 다이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

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 착오 및 오해에

닙니다.

관한 것입니다. 스쿠버 강사가 되는 것과 PADIⓇ 강사 개발 코스(IDC)에 대

PADI 다이브마스터 코스는 다이빙 물리, 생리, 장비 및 환경의 기초를 가

한 사실을 알아보려면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 보세요.

르쳐 줄 것입니다. PADI IDC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 다양
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부력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

오해 여러분은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1 백과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Nembrotha cristata(넴브로타 그리스타)와 Nembrotha kubaryana(넴브로
타 쿠바랴나)의 차이점을 모르시나요? 괜찮아요. 일부 PADI 강사들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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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PADI 시스템은 수천 명의 다이버들이 성공적인
PADI 프로페셔널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테이블에 가져와야 하는
것은 수중세계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원하는
열망입니다.

오해 스쿠버 강사가 되려면

#2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이 이미 PADI 다이브마스터(또는 다른 트레이닝 단체에서 리더십레벨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 11일(평균) 만에 PADI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련의 주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점진적으로 트레이
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IDC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은 최소 100회의 다
이빙 기록이 필요하며, 또 지난 24개월 이내에 EFR 트레이닝에 대한 증거
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해 PADI IDC는 생계를 위해 스쿠버를

#4 가르치고자 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의 트레이닝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PADI IDC를 시작하

PADI 강사들로부터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는 IDC 트레이닝이 “실제

기 위한 사전 조건의 전체 목록입니다.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입니다. IDC 기간 동안, 여

- IE에 참석하기 위해 60회 이상의 로그가 있는 다이빙과 100회 이상의

러분은 다음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이빙 기록
- 최근 24개월 이내에 받은 응급처치 일차 및 이차 (CPR 및 응급처치) 교육.
Emergency First Response Primary and Secondary Care (CPR and
First Aid)
-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급한 의사가 서명한 의료 진술서

- 복잡한 정보를 간단한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사
 람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돕기
-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방식으로 피드백 제공하기
-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 긍정적인 학습 환경 구축하기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
세히 알아보세요. 또는, 해양 생물학자, 수중범죄현장 수사관, 스턴트맨 및
수중고고학자를 포함하여 PADI 프로들을 위한 많은(수많은) 직업 옵션에
대해 읽어보세요.

오해 스쿠버 강사가 되려면

#3 많은 비용이 든다

우리는 데이터를 살펴보았으며 또 스쿠버 강사가 되기 위한 평균 비용은
수상 스포츠 강사 또는 200시간 요가 강사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균
PADI 강사 코스는 실제로 평균 스키 또는 스노보드 강사 코스보다 비용
이 저렴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괜찮습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사 개발 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PADI 코스디렉터는 여러분의 오픈워터 강사가 수중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스쿠버 강습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가 IDC보다 훨
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PADI 프로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PADI 5스타 IDC 또
는 CDC에 연락하세요.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
다. 여러분은 또한 PADI 프로페셔널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 녹화된 웨
비나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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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테그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 진행
오션테그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는 1만5000km에 이르는 전국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오션테그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화용 픽업백을

하고 있어 적기에 전체량을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육상에서 버

출시하여 보급하고 있고, 경북 울진, 포항, 훌릉도를 비롯하여 특히 평소

린 쓰레기가 해상에서 버린 쓰레기보다 2배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상대적으로 수거활동이 소홀했던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

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로 한 번 들어가면 빠르게 확산되고,

하고 있다.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육상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유입원인을 차단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매년 7~8만톤 가량을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되

우리 다이버들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수거

지 못하고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

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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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소개

(일반 렌즈)

(주)우정사

(UV420 렌즈)
2022년, T U S A는 획기적인 구조와 디자인의
Zensee PRO, Zensee 마스크를 런칭합니다. 더욱
확장되고 수정과도 같은 특별한 시야를 제공하는
Zensee 마스크는 콤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로 믿을 수 없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Zensee 마스크와 함께 하는 수중 여행은 전혀 새
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T U S A 마스크 제조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Zensee 마스크의 특징들을 통해, TUSA 마스크 만
의 특별한 기술력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1. 3D SYNQ

2. 새로운 버클 시스템과 3D 마스크 스트랩

TUSA는 마스크 스커트에 내장된 독특한 피팅 링을 개발

TUSA는 완벽한 버클과 마스크 스트랩을 디자인했습니다. 새로운 버클은 슬림하

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마스크 스커트는 이상적인 핏

고 가볍습니다. 조절이 용이한 버클과 스트랩은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으로 수밀성을 증가시키고, 더욱 편안한 수중 경험을 제

TUSA의 특허받은 3D 스트랩은 머리의 자연스러운 곡률에 꼭 맞는 진정한 3차원

공할 수 있도록 모든 얼굴 모양에 맞게 조절됩니다.

디자인입니다. 3D 스트랩은 일반 평면 마스크 스트랩과 달리 전례 없는 편안함과
핏을 제공합니다.

● 얼굴 크기에 따라 변하는 피팅링
피팅링 얼굴에 맞추면 다양한 사이즈에 맞게 조절됩니다.

● 버클
회전축에 간격을 두어 쾌적성 향상

● 스트랩
굴곡을 없애고 부드럽게 사이즈 조절
얼굴쪽

피팅링

바깥쪽

얼굴쪽

바깥쪽

좁은 얼굴
회전축

간격

넓은 얼굴
회전축

● 얼굴 모양에 따라 회전하는 접촉면
힌지가 되는 얇은 부분은 접촉면이 회전하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얼굴의 굴곡이나 표정의 움직임에 따라 접촉면이 얼굴 모양
에 맞게 조절됩니다.

힌지 역할

기존 자사 제품

새로운 시스템

기존 자사 제품

버클 내에 회전축과 간격을 두어 머리카락
이 회전축에 끼지 않도록 하며, 보관시에
스트랩이 느슨해 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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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안쪽의 굴곡을 없애 착용감을 극
대화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버클은 머리카
락이 끼지 않도록 합니다.

● 새로운 디자인의 3D 형상 스트랩
위쪽 스트랩은 마스크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쪽 스
트랩은 머리 모양에 맞게 벗겨지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조금 짧음

새로운 시스템

늘어남

3. UV420 / 반사 방지(AR) /
크리스탈 뷰 광학 렌즈

4. 프리덤 테크놀러지
프리덤 테크놀로지는 TUSA만의 핏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UV420 렌즈는 유해한 고에너지 가시광선(HEV)의 망막 손상 가능
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HEV는 맑은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프리덤 모델 마스크는 얼굴 부착 면의 독창적인 저마찰 스
커트 외에도 다양한 실리콘 두께와 딤플 스커트 표면이 특징입니다.

흐린 날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이빙 시 모든 기상 조건에서 UV
및 HEV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USA의 반사 방지(A/R) 렌즈는 내부 및 외부 반사광을 감소시킵

프리덤 피팅

니다. 이 감소는 빛 투과율을 95%까지 증가시켜 색상, 선명도, 대

얼굴 부위의 각 움직임에 따라
두께 변화와 딤플 가공

비를 크게 향상시키고 수중 전체의 시야를 개선합니다.

스커트 부분은 최상의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고
스커트의 두께를 바꾸는 가공과 딤플 가공을 넣
는 것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부위마
다 얼굴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스커트의 가
공을 세밀하게 바꾸는 것으로, 유연성과 그립감
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광대뼈 아래를 단단히하여 피팅을 안정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뷰 광학 유리 렌즈는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 유리
렌즈보다 뛰어난 선명도, 색상 및 빛 투과성을 제공합니다. 일반 유
리 렌즈는 불순물과 반사율로 인해 사용 가능한 빛의 최대 15%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TUSA의 크리스탈뷰 렌즈는 사용 가능한 빛의
최대 95%를 다이버에게 전달하여 선명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
니다. 크리스탈뷰 렌즈는 모든 PRO 모델 마스크에 사용됩니다.
● 자외선(UV)과 높은 에너지 가시 광선(HEV)는 위험
700

420

400

프리덤 드라이

적외선

고에너지
가시광선
(HEV)
자외선
(UV)

쾌적한 착용감과 딱 맞는 피팅감

HEV

얼굴에 닿는 스커트 안쪽의 접촉면이 부드러
운 저 마찰 스커트입니다. 장착시에 부드러운
촉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피팅감을 강화
시켜 줍니다.

각막

UV-A

망막

UV-B

수정체
홍체

5. 둥근 모서리 구조

200
파장(nm)

둥근 모서리 구조는 스커트 끝 부분 단면 모양의 둥근 형태가 특징입
UV 위험은 알려져 있지만, 가시 광선 중에서도 위험한 파장이 있습니다. 가
시광선 중 400~420nm의 고 에너지 가시광선입니다. 각막과 수정체를 투
과해 버리는 광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 등의 바다에서
는 망막의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UV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고 에너지 가시광선(HEV)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다. 이 둥근 모서리는 압력을 억제하고 얼굴에 남아 있는 주름을 줄
여주어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선이 아닌 면” 실리콘 스커트
는 뛰어난 핏과 전례 없는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얇은 가장자리

UV 420 Protection
+ Anti-Reective Lens
+ Crystalview Optical Glass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중에서도 400~420nm의 고 에너지 가시광
선(HEV-light)으로 인해 망막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UV420 렌즈
는 이러한 HEV-light를 차단합니다.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빛(가시 광선 = 렌즈를 통해 보이는 형상)은 마스크의 렌즈 표면에서 반사
하는 등 10% 정도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A.R. 반사 방지 기능은 빛을
높은 비율로 투과시켜 밝고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을 싣는 기반으로 광학 유리 CRYSTALVIEW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
리는 내외면의 반사와 유리 내부에서의 흡수에 의해 투과하는 빛이 90%
이하로 감소합니다. CRYSTALVIEW 유리 렌즈의 기반이 되는 광학 백색 유
리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투명도가 좋고 광선 투과율이 높고, 보다 선명
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피팅 라인

얼굴 (이마 부분)
기존 자사 제품

얼굴 (이마 부분)
둥근 모서리

장시간 수중에서의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 마스크는 편안함이 요
구됩니다. 얼굴에 닿는 실리콘 스커트의 바깥 쪽 끝 부분의 가장
자리를 바깥쪽으로 둥글게 성형하여 마스크의 스커트 부분
이 얼굴에 접촉할 때 부드러운 착용감을 체감할 수 있습
니다. 다이빙 종료 후 마스크 자국을 감소시키고, 피
부에 부담도 감소시킵니다. 또한, 편안함 뿐만 아
니라 수밀성을 더욱 극대화 하였습니다.

(주)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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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 교수의 수중사진세미나
믿고 듣는 정상근 교수의 수중사진세미나가 다시 시작됩니다. 커리큘럼을 초급, 중급, 상
급으로 세분하여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급은 수중사진에 입문하는 분과 수중사진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내용입
니다. 자연광 중심의 화이트밸런스 활용 광각사진 촬영과 내장 스트로브와 랜턴을 이용
한 접사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중급은 외장 스트로브에 대한 이해와, 싱글 스트로브로 TTL을 이용한 편리한 수중사진
촬영을 연습합니다.
상급은 외장 스트로브의 매뉴얼 촬영과 더블 스트로브를 이용한 다양한 촬영기법에 대
한 내용입니다.
전과정 이론교육과 수영장 실습 후에 촬영 사진에 대한 디브리핑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수중사진세미나 개요

그동안 답답하셨던 수중사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손쉽고 편리한 수중사진 촬영

초급 2
 022년 5월 26일(목) / 6월 4일(토) /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수중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수중사진을 찍긴 하지만

6월 18일(토) (9시~17시)

무언가 답답하고 잘 안 되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중급 2
 022년 5월 27일(금) / 6월 5일(일) (9시~17시)

신청서 링크 https://forms.gle/k3q4LhZspg6EduST7

상급 2022년 6월 19일(일) (9시~17시)

콤팩트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수중사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초급, 중급과정 최대 8명
상급과정 최대 6명 선착순
장소 성남 아쿠아라인 강의실 및 수영장
(성남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 B동 지하 2층
성남 아쿠아라인)
강사 소개 정상근 교수
BSAC Underwater Photography Instructor Trainer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홈페이지 http://redinblue.net/
참가비 초, 중급과정 20만원/ 상급과정 30만원
•기
 초과정은 BSAC UW photography specialty
C-card 발급 포함
• 수영장 이용 및 식사 비용 불포함
참가 방법
•본
 참가신청서 제출
•참
 가비 입금 순으로 확정
입금 계좌: 하나 190-811209-47607 정상근
준비물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 스쿠버 장비 및 촬영 장비 일체, 수중랜턴
상세 일정
• 09:00~12:00 이론 강의 (성남 아쿠아라인 강의실)
• 12:00~15:00 수영장 실습 (성남 아쿠아라인 수영장)
• 15:00~17:00 촬영사진 디브리핑 (성남 아쿠아라인 강의실)
문의
• 카카오톡 bluecorner, 정상근 010-3775-5718
신청서 링크
https://forms.gle/k3q4LhZspg6EduS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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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의 전 세계 챔피언 ‘알렉세이 몰차노브’ 선수,
2022년 5월 23일부터 열흘간 한국 방문
우리나라에도 폭넓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프리다이빙의 전 세계 챔피언
‘알렉세이 몰차노브’ 선수가 2022년 5월 23일부터 열흘간 한국 방문한다.
본인을 비롯한 각 프리다이빙 종목의 전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만들어 낸
프리다이빙 교육 시스템 몰차노브 프리다이빙의 강사양성과 홍보를 위하
여 방한한다.

<사진 : 알렉세이 몰차노브(좌), 프리다이브그랑블루의 조양희대표(우측)

알렉세이 몰차노브는 한국 프리다이빙의 큰 인기와 발전에 많은 관심을
<사진 : 알렉세이 몰차노브 선수>

알렉세이 몰차노브는 24번 프리다이빙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챔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프리다이빙 문화의 발전에 협력
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약속하였다.

피언이며, 131m의 깊이를 공기통 없이 프리다이빙으로 다녀온 세계 기록
보유자이며, 그 이외에 다수의 기네스기록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세계에
독보적인 프리다이빙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알렉세이 몰차노브 선수 개인기록
STA – 8 min. 33 sec.
DYN – 258 m
DNF – 195 m
CWT – 131 m
CWTB – 118 m
CNF – 96 m
FIM – 126 m
<참고> 종목설명
•STA = 되도록 오래 숨을 참는 것을 경연하는 종목.
•DYN = 핀(오리발)을 착용하여 무호흡으로 수평 잠영 거리를 경연하는 종목.
•DNF = 핀
 (오리발)을 착용하지 않고 무호흡으로 수평 잠영 거리를 경연하는
종목.
•CWT = 다
 이빙 하는 동안 다이버의 무게에 변화 없이 핀을 사용하여 보다
깊이 다이빙 하는 종목
<사진 : 한국 프리다이버들과 성남 아쿠아라인 잠수풀장>

그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세 번째로서 모두 프리다이브 그랑블

•CNF = 다
 이빙 하는 동안 다이버의 무게에 변화 없이 핀을 사용하지 않고
맨발로 보다 깊이 다이빙 하는 종목
•FIM = 로프를 손으로 당겨서 보다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 하는 종목

루센터(가평, 보홀)의 조양희대표와의 인연으로 초대되어 방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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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번 방문 때마다 수많은 한국 프리다이버들에게 본인만의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브 그랑블루 대표 조양희

의 기술을 알려주고 교류하고 있다.

joyanghee@gmail.com / 010-2375-0125

해양쓰레기 신고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메뉴 신설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가 신설

신고는 360여건에 그치는 등 바다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되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해양생태계와 바다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

절실한 상황이었다.

기를 쉽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신문고 앱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참고
참고
하여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앱,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신고
신고
화면
화면 해양쓰레기 신고

<안전신문고 개요>

메뉴를 신설하고, 개통시점 및 여름 휴가철(7~8월)에 안전신문고 회원(90

•운영주체/기간 행정안전부 / ‘14년 ~ 계속

만명)을 대상으로 홍보 알림 톡 등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신고내용 안전(교통위반,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 생활불편(불법광고, 유

해업소, 에너지낭비 등) (운영절차) 현장신고(사진촬영 등) → 지자체·해

※ (예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수욕장, 낚시터, 해변공원, 방파제 등 바

수청 민원시스템 이송 → 접수 후 처리

닷가에서 본인의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 가고, 바닷가에 방치된 쓰레기

•’21년실적 총 4,940,870건(불법주정차 58%, 안전신고 28%, 생활불편

는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개선된 신고체계로 해양쓰레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10%, 코로나 4%)

실행하고, 생활불편 신고 메뉴의 유형 선택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후
국내 해안선은 약 1.5만km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해

발생 장소와 내용을 사진(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고

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해변을 감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는 관할 지자체(부유쓰레기나 바다속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에서 최종 접

기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된 5백여만건의 신고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하여 수거하게 된다.

참고
참고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앱,
앱,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신고
신고화면
화면
안전신문고 앱, 해양쓰레기 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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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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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바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계획 확정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4월 25일(월)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와 강
원도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 ‘21년 8월 해양용도구역(안)
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와 주민열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
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21.8~12), 강원도 해
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22.2~4)를 거
쳐 최종계획을 확정하였다.
강원도 해양공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청정해역이 다수 분
포하고, 전국 해수욕장의 30% 이상이 위치하며, 최근 해양관광과 레
저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오징어, 대게, 임연수어 등의
주요 어장으로 수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
해조류 해양보호생물인 삼나무말과 해초류의 일종인 잘피가 해안선을
따라 서식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이 높
다. 한편, 강릉 소돌해변~양양 남애1리
해변의 경우는 상당수가 연안침식이 우
려될 수준으로 평가되어 침식 피해 대
응에 주력하고 있는 해역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러한 해양공
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9개의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우선 주요 어
장과 어선 조업이 활발한 공간, 양식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51.5%)으
로 지정하였다. 이어 연안침식관리구역,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대형선박-어
선 간 운항 중첩구역 등을 안전관리구
역(13.9%)으로, 해상사격훈련장을 군사
활동보호구역(11.1%)으로, 무역항·연안
항과 항로 등을 항만·항행구역(1.5%)으
로, 해수욕장, 고성 해중경관지구, 강릉
해중공원 등을 해양관광구역(0.2%)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4월
25일부터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누리집
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
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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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개최
바다가 주는 일상 회복을 사진에 담아요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4월 25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제17
회 대한민국 해양사진 대전’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국내 해양분야를 대표하는 사진 공모전으로 2006년부터 시작
하여 지금까지 총 934점의 수상작을 배출하였다. 올해는 ‘다시 바다와 일상으로’라는 주
제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해양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사진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해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일반부
문 사진과,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부문 사진으로 나누
어 진행된다. 출품을 원하는 참가자는 7월 1일까지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미발표작)을 1인
당 5편 이내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한국해양재단 해양사진대전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처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 또는
한국해양재단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
수상작은 상징성, 공익성, 대중성, 창의
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로 선정
되며 사진 도용과 저작권 위반 방지를
위해 두 차례의 대국민 공개검증과 최종
수상 후보자 인터뷰를 거쳐 결정된다.
총 5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
금 300만 원을 수여하고, 각각 부문별로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
만 원, 입선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작은 연말까지 주요 박물관과
역사, 여객선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중심
으로 전국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 문의처 한국해양재단 문화진흥팀
070-4610-0095 / maritimekorea@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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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중통신 기술의 우수성, 국제사회에서 인정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 국제표준으로 제정
해양수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

기술처럼 수중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수중-육상 간 통신까지 가능한 기술 개발

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호서대학교는 ‘2019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 수

이 필요했다.

중음파 무선통신망-개요 및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년간(‘15~’21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호서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분산

의 사물인터넷 분과위원회(SC 41)는 지난 3월말 동 기술을 국제표준으

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사업’을 지원(193억 원)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로 제정하였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중통신 기

호서대학교는 수중통신 기기 소형화, 통신장애 발생 시 최적의 통신방

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다.

식으로 변환하여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기술 등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 공사, 수색, 여가 등을 위한 잠수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던 수중통

무선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중통신은 물론

신은 지금까지 잠수사 또는 잠수정 간 송·수신기를 통해 이루어져 왔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다양한 수중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육상

다. 이러한 방식은 통신 가능범위가 좁고, 수중에서 1:1 통신만 가능하

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기술은 해양재

며, 송·수신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통신이 어렵다는 문제

난(지진, 쓰나미 등), 해양환경(오염 등) 감시,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상의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통신

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02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우리바다 해양생물 3D로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생물 47종의 3D 입체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27종의

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네이버는 2020년 해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 해양생물 20종을 추가하여

양생물 3D 콘텐츠(3차원 입체영상 디지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총 47종의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해

(MOU)을 맺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3D 입체영상과

양생물*은 대왕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18종과 갯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망둥어 등 해양생물 2종이다.

해양포유류(4)
대왕고래

해양무척추동물(4)
해양보호생물

해양파충류(2)

대왕고래, 브라이드고래,
참고래, 물개
갯게, 남방방게, 망해송, 실해송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18종)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바닷새(8)

뿔쇠오리, 슴새, 아비,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청다리도요사촌

남방방게
일반해양생물(2종)

밤게, 망둥어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는 3D 입체영상 외에도 형태적·생태적 특징과 분
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 관계자
는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을 통해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에 대한 다양한 콘
텐츠를 발굴하여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소중함과 보호 필요성에

매부리바다거북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
경 정보포털(www.meis.go.kr) 누리집의 해양생물 3D 콘텐츠 코너에서는 네
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되는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생물 3D 콘텐츠 관련 자료
해양생물 3D 콘텐츠란?
해수부가 국민들의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보전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한 해양생
물의 3차원 입체영상 자료로, 각 생물의 생
김새와 함께 서식지, 형태·생태적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서식지별 해양생물 목록

해양생물 관련 정보

해양생물 3D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과 네이
버 지식백과에 접속하면 해양생물 3D 콘텐
츠와 다양한 생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
해 모바일로도 다양한 해양생물 정보를 쉽
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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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padi.co.kr 에서 모든 PADI 코스디렉터와 PADI 강사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셔널다이브

서울

마린마스터

서울

노마다이브

서울

김철현

정상우

김수열

W: www.nation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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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30-8 B0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75, 올림피아오피스텔 지
하1층 126호

에버레저

서울

다이브트리

서울

한민주

우인수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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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엔비다이버스

서울

마린파크다이브센터

김영준

정회승

박진만

W: zerogdive.com
E: zerogdive@naver.com
T: 010-9139-5392

W: nbdivers.com
E: nudiblue@hotmail.com
T: 02-423-626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
로 63 위너스빌딩 1 동 7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W: mpscuba.com
E: 483093@live.co.kr
카톡 아이디: 0jinman0
T: 010-3398-8098

다이브트래블

서울

SCUBAble (스쿠버블)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5-13번지 건창빌딩 2층

니모만세 (NemoViva)

서울

윤종엽

조인호

양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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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I Scuba

서울

아쿠아폴리스SID IDC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0-7 (갈현동) 종혜빌딩 3층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인천

박형철

전유봉

강정훈

E: apollo5036ok@naver.com
T: 02-400-5036
010-3706-5036
카톡 : apollo50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51, 2층

W: w
 ww.instagram.com/
aquapolis.sid
E: ligerjeon@naver.com
T: 010-8966-0103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7길 19, 2층

W: isdc.kr
E: james007@korea.com
T: 080-272-1111
010-5256-3088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77-3)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 (IE)
장소 : 제주도 서귀포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일시

고다이빙

:
:
:
:
: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경기

6월 17일(금요일) ~ 19일(일요일)
6월 24일(금요일) ~ 26일(일요일)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10월 21일(금요일) ~ 23일(일요일)
12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일산스쿠버아카데미

경기

BK 다이브

경기

임용우

윤재준

김병구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31-261-8878
010-6317-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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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프라자 40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E : bkdive@naver.com
T : 010-2388-7997
YouTube 채널 :
BKCD의 스쿠버교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325번길 10

스쿠버인포

경기

다이나믹보홀&고프로다이브

경기

K26

경기

이호빈

홍찬정

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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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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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인포

경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262-5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SCUBADA(스쿠바다)

경기

다이빙플러스

충북/대전

이윤상

강지현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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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cubada.com
E: rokmckang@naver.com
T: 031-756-7979,
010-6576-840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7,
601호 (성남동, 신명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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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튠다이브센터

대전

스쿠버인포-대전

대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2번길 8-2, 2층

스쿠버인포-대전

대전

박금옥

김한진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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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남애스쿠버리조트

강원

FLEX DIVING CENTER 강원/춘천

정대위

김정미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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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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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8, B102호 (도룡동 393-3)

한국인 코스디렉터 (Course Director)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PADI 강사시험 (IE)
장소 : 제주도 서귀포

팬다스쿠바

대구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일시

:
:
:
:
: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씨월드다이브센터

부산

CC 다이버스

광주

이현석

임호섭

위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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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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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
(범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6번길 14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옐로우서브마린

대구

DIVE FOR U

부산

테이크의스킨스쿠버

광주

이창기

이용환

곽주성

W: divingmall.co.kr
E: lcg2001@naver.com
T: 010-3547-4679
053-746-8885
카톡: lcg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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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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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18 (범어동)

조이다이브

제주/서귀포

굿다이버

제주/서귀포

다이버스 (DIVUS)

제주/서귀포

김동한

정혜영

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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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기

제주바다하늘

제주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5,
유포리아지식산업센터 C-802호

마이다이버스

제주

송태민

김선일

김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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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54

도두3길 20

DEEPPER DIVE, INC.

106 |

6월 17일(금요일) ~ 19일(일요일)
6월 24일(금요일) ~ 26일(일요일)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10월 21일(금요일) ~ 23일(일요일)
12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보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이브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촌북3길 14-28

세부

힐링괌 맥제이 스쿠버

괌

장태한

한덕구

박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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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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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ealingguam.com
E: healingguam@gmail.com
T: 1-671-688-9090
카톡 아이디: healingguam
HEALINGGUAM MCJAY SCUBA
Tumon GUA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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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가 운영하는 다이브센터
니모만세 (NemoViva)

서울 은평

양재호 CD

경기 용인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강정훈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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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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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주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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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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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우 CD

스쿠바인

서울 강동

김용진 CD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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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이빙

다이브트리

서울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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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

서울 용산

팬다스쿠바

대구

경기센터 : SEA U Dive센터 031-907-3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9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54
010-4871-5586(센터) / 010-8618-392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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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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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기

송태민 CD

이현석 CD

남애스쿠버리조트

아쿠아스쿠바

강원

노마다이브

서울 강남

김수열 CD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30-8 B02
02-6012-5998 / 010-7114-9292
www.nomadive.com

다이나믹보홀

필리핀 보홀

홍찬정 CD
Purok5 barangay, tangnan, panglao, Bohol, Philippines
카카오채널 : 다이나믹보홀
070-4110-3060 www.dynamicbo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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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센타
지역

상호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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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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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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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유 다이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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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바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7, 601호

031-756-7979

카리브 다이브 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캐리비안베이 내

010-3797-5132

프로다이버스 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6번길 10-2, 4층

010-456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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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다이브 센터 & 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해변길 52

010-9175-0671

아야진 다이브 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06-1

033-632-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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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지오션 다이브 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90, 5층

010-6420-5080

충북

다이빙 플러스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 C-105호

044 862 7444

CC 다이버스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2, 4층

062-375-1886

테이크의 스킨스쿠버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4

010-4605-0970

거문도 스킨스쿠버 리조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44

010-9017-243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광주
110 |전남

지역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상호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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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솔루션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8, 105호 다이빙솔루션

010-987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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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다이브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32-8

010-945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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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노 다이브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81번길 12, 205호

010-428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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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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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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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871-5586

다이브 스테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35

010-6390-3452

바다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2번길 5, 바다다이브

010-4601-7622

제주 온 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32-2

010-3830-7058

다이버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5, C-802

010-3365-4271

다이브투게더 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연로 17-1

010-4718-7070

스쿠비다이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317번길 14

010-55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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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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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2년 4월 15~17일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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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텝

브 센터”에서 2022년 4월 15~18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종환, 양원호, 임수정, 이상준, 임성철, 전재영, 강성원,
최원일, 이진영, 정상훈, 신현규, 안영언, 김현우, 박현규, 송승기, 강명성 총 16
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 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 2022년 4월19일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스가
2022년 4월 19일에 서울 스쿠버인에서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
국 지역 매니저) 씨에 의해 진행 되었다. 이번 EFR강사트레이너 코스에는 총15
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 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트레이너 코스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2년 4월 22~24일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참가에 관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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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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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센터”에서 2022년 4월 22~24일에 걸쳐 진행 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대영, 남수민, 김승현, 유지현, 조정대, 이홍규, 김형진,
임동규, 한현주, 유지태, 양란란, 김정효, 송진영, 이상규, 김우림, 오정민, 손장
호, 송우석, 진수윤, 김종진, 임수정, 강동호, 정상훈 총 23명의 강사 후보생들
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
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 되었다. 강사 시험관으로
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 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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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2022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코스
(PADI Freediver instructor Trainer Course)

o 다이빙 솔루션 (S-28625)

지난 2022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가 진행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대표 : 강성모

상황을 고려하여,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온라인 섹션으로PADI 스텝들이 함께 참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주소 : 대구 북구 한강로6길 18, 105호

포함한 실시간 이론 수업이 진행 되었고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 등 실질 세션은 제주 서귀포 더 블루 호텔에

전화 : 010-9879-6365

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진호, 오상욱, 김상우, 유영주, 이태훈,
이동하, 심소정 총 7명의 강사가 코스에 참가 하였으며 훌륭하게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 코스를 수료 하

o 바다다이브 (S-28654)
대표 : 오장호
주소 : 제주 서귀포시 동홍로 12번길 5
전화 : 010-4601-7622
o 거문도 스킨스쿠버 리조트 (S-28658)
대표 : 정민교

였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프리다이빙 시장에 발맞춰 다이빙 산업을 리드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스킬 및 지식을 겸비한 새로운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들의 미래가 기대 된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프리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프리다이버 트레이너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블 케이(대표 강성준)” 및 “제주 더 블루 호텔”, “조이다이브 리조트(대표 김동한)” 스
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44
전화 : 010-90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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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요일) ~ 19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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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사이드 마운트, 텍 사이드 마운트 이러닝 출시!

인류와 해양 사이의 균형을 이루

PADI 사이드마운트 및 텍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이러닝이 출시되어 한국어로

도록 고안되었지만, 수면 위아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에서 보다 건강한 행성을 만드는

•제품번호 및 제품명

데 중요한 토치 베어러들의 글로

60497-1 P
 ADI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한국어

벌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PADI Sidemount Diver in Korean)
60517-1 P
 ADI 텍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한국어
(PADI Tec Sidemount Diver in Korean)

PADI 미션 허브로서, 여러분의 지역 다이브 사이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실질적
인 보존 접점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다이빙 커뮤니티에 희망과 행동을 불어
넣어 직접적인 보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전에 맞서 단체로 모험을 모색

PADI 이러닝 제품은 PADI 프로스 온라인 샵 또는 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 및

하고 바다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한국 지역 리셀러 업체로부터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 허브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https://pros-blog.padi.com/ko/2021/09/06/10-ways-to-be-a-mission-

2022년 멤버 리뉴얼
2022년 멤버 포럼은 위험 관리, 트레이닝 업데이트, 마케팅,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 PADI AWARE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트레이닝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 관리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을 알아보십시오.
인기 있는 위험 관리 시나리오는 항상 실제 위험을 이해하고 피할 수 있는 역
동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PADI의 마케팅 노력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
이 모험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모든 마케팅 도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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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구와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PADI의 해양 액션을 위한 청사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

PADI 프로스 블로그

다. 그리고 바다를 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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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을 가진 수백만 명의 PADI 토치베어러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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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포럼 라이브 웨비나 - 한국어

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테리토리 디렉터 Thomas.knedlik@padi.com.au

오후 3:00 – 5:00 한국시간(GMT+09:00)

● 한국 마켓 매니저 bookyung.kim@padi.com.au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1776778227841347595

● 한국 지역 매니저 jimmy.kim@padi.com.au

프리젠테이션에 한번 참석하셔서 향후 PADI 마스터 인스트럭터 또는 PADI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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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신청을 위한 하나의 세미나 크레딧을 받으십시오.

● 회계부서 매니저 alan.li@padi.com.au
● EFR emergencyfirstresponse@padi.com.au
● 품질 관리 부서 qa@padi.com.au
● 다이빙 사고 incident@padi.com.au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팀 코리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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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삶을 변화 시킵니다
PADI 프로 되기
더 알아보기

PADI 2022
2022 May/Ju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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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PFI KOREA
2022 크로스오버
바우처 안내
기간 : 2022년 9월 30일
*연말까지로 오해하는

예정 사항
강사 트레이너 워크샵(ITW)
SDI.TDI.ERDI.PFI에서는 2022년 5월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을 진행할 예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다.

기간에 유의해주세요.

일정 : 2022년 5월 17일(화) ~ 2022년 5월 24일(화)
장소 : 제주 예정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7일간 본부의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ITE)과 함께 강
사 교육 방법, 리더의 위험 관리, 스쿠버 다이빙 사업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
고 평가하는 강도 높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혜택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SDI 강사 평과 과정(IEC)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1. SDI 강사 크로스오버 시: SDI 오픈워터 다이버 20명 발급 비용 무상

있도록 워크숍 지원자를 평가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2. TDI 강사 크로스오버 시: 모든 등급의 TDI 다이버 10명 발급 비용 무상
3. PFI 강사 크로스오버 시: PFI 프리다이버 10명 발급 비용 무상

SDI.TDI.ERDI.PFI 강사 트레이너는
1. SDI 스포츠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 바우처 유효기간 : 강사 크로스오버 등록일로부터 1년

2. TDI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 여러

강사등급을 동시에 크로스오버하는 경우,

3. ERDI 공공안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바우처는 SDI와 TDI, PFI 중 하나만 선택 제공

4. PF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크로스오버 가능 단체 및 등록 양식은 “Community - 트레이너 자료실”을

5. 강사 평가관

참고해주세요.

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다이빙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이수한다면 참가자들은 승인된 모든 레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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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은 쉽지 않다. 이미 수많은 다이빙을 하고, 교육생을
배출해낸 숙련된 강사들도 트레이너 워크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진정한

ERDI 세미나

전문가는 이런 많은 노력과 역경을 거쳐 탄생한다.
다이빙 강사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려 주고, 새로운 도전과

ERDI Korea에서는 2022년 4월 18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10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싶은 강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여명을 대상으로 ERDI 다이빙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ERDI는 수난구조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응급구난다이빙 교육 프로그
램으로 다이빙과 탐색뿐만 아니라, 관리 규정, 팀 분류, 특수 작업, PSD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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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사전/후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한 이론 교육, 다이버/텐더 기술, 풀페이
스마스크/드라이슈트 기술, 실제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시나리오와 절차에
따른 개방수역 다이빙 등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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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2022년 6월 30일(목)에서 7월 8일(금)까지 제주 바다목
장다이브센터에서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상품
TDI HANI T-shirts

장학생 강사 과정은 한국 다이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TDI 김환희강사(#23818)와 콜라보레이션한 TDI 티셔츠 출시.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2021년 15기까지 진행되어 온 SDI.TDI.ERDI.PFI만의

반팔티와 맨투맨 2가지 버전이 있다.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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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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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강사 과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SDI KUKA T-shirts

바랍니다.

SDI 이국화강사(#25937)와 콜라보레이션한 SDI 티셔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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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투맨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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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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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C/SEI/YMCA
2022년 PDIC스쿠버 지도자 PDIC프리다이빙 강사코스 &
런칭 세미나 개최

YMCA인명구조요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자격취득과정 개최

SE-PDIC 한국본부 주최, ㈜서브

YMCA시민안전본부에서는(서울YMCA)에서는 YMCA인명구조요원 자격

원-더블K 주관으로 광주 염주체

과정을 지난 3월5일부터 3월20일까지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레저

육관 Y-SCUBA(대표, 최영일Tr)에

산업과 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수상에서의 생존능력 강화와 인명구조

서 국내 SE-PDIC 지도자 대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YMCA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과정 강습회를

2022-제1기 PDIC 프리다이빙 강사

운영하였다. 1946년 개교한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수산해양분야에서

코스 강습회 및 런칭기념 사업설명

빛나는 업적을 자랑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를 개최한다. PDIC-AISA는 국내

학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조치와 위생관리를 통하여 원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

활한 강습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이태경 선생님과 이근, 윤춘

발원 “민간자격, 제2020-005824

식, 이기은 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호” 프리다이빙 프로그램 등록 자
격 과정이다. PDIC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은 2021년에 코스디렉터와 강사
트레이너를 임명하였다.
일정 : 2022년 5월 29일(일)
과정 : 광주 염주체육관 Y-SCUBA

YMCA프리다이빙 런칭기념
제1회 서울YMCA배 프리디이빙 대회 개최
2022년 6월12일(일), 서울YMCA 종로회관 수영장에서 YMCA프리다
이빙 런칭기념 “제1회 서울YMCA배 YMCA프리다이빙 대회”를 개최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직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 개최

다. YMCA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많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시민들 간

YMCA시민안전본부에서는(서울YMCA)에서는 YMCA인명구조요원 자격

의 유대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였다. 우리

과정을 3월22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직 10명을

YMCA 는 최근 프리다이빙 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 증

대상으로 신규 및 갱신 요원 자격과정을 진행하였다. 해상생존훈련의

진과 요구를 수용하여 프리다이빙 대회를 개최 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담당 교수직을 맡으며 국제,국내 선박 종사자들의 수상에서의 생존능력

프리다이빙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프리다이빙의 저변을 확대하고 즐거운

강화를 위하여 더나은 수준 높은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일(48

취미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YMCA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과정을 수료

주최 : 서울YMCA / 후원 : 더블케이

하였다.(책임지도자 : 이진욱 강사)

공동주관 : 사회체육부 YMCA시민안전본부, (주)서브원
일자 : 2022년 6월 12일(일)
문의 : 010-2915-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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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SE-PDIC 스페셜티다이빙 과정 개최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욕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2년 3-4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심폐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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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육자료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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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슈트&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 일정 : 5/13(금)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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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st Aid & CPR 강사과정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

- 장소 : 본부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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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과정(주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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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 5/21(토)~5/22(일) 09:00~18:00

지원할 수 있다.

- 장소 : 본부 강의실, 수영장

일시 : 2022 5/21(토) ~ 5/27(금)

* 참가신청 : 010-4440-1339

- 일정 : 5/14(토) 09:30~18:30

장소 : SE-PDIC 아시아&코리아 본부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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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마운트 추모식 참가

2022년 IANTD 개해제

2022년 4월 16일 톰마운트 회장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에 양양 그랑블루에서 실시한다 원래 계획은 5월 7일

의 추모식이 동굴 다이빙으로 유명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어린이날들 연휴로 한 주 연기하게 되었다. 많은 IANTD

한 미국 플로리다 하이스프링에 있

멤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며 2022년 개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

는 그레이트아웃도아 레스토랑에서

나의 영향으로 2년 정도 많은 행사들을 실시할 수 없었지만 5월이면 2년 동

실시하였다. 톰마운트에게서 교육

안 고생시키던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리며 개해제를 실시

을 받은 많은 다이버 및 강사, 본부

한다.

장들 외에 지인들이 많이 참석하였
다. 한국에서는 홍장화 본부장과 박
진영 트레이너가 참가하였다. 회장
의 부인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
로 시작되었고 조디듀리(본부 전 트
레이닝 디렉터)의 사회로 제일 먼저
PSAI 홀왓슨 회장이 톰마운트 회장과 나이트록스 다이빙 교육의 시작을 어떻
게 하게 되었는지를 시작으로 한 명씩 나와서 추모의 말을 하였다.
추모식은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추모식에는 한국 외에 벨기에, 폴란
드, 센트럴 유럽, 남미 등에서 참가하였다. 본부장들과 추모식 외에 별도로 저
녁식사를 하였는데 다들 추모식 전에 톰마운트 회장에서 교육받은 교육 장소
를 찾아서 다이빙하며 각자 추모식을 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방문한 홍장
화 본부장과 박진영 트레이너는 교육받은 동굴 이외에 마이애미 전 본부 사
무실들 앞에 방문하고, 키라르고에 있는 딕루코스키가 운영하는 하이퍼바릭
인터내셔널까지 방문하였다. 추모식 다음 날이 부활절이어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아서 딕루코스키를 직접 만날 수 없었다.
톰마운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강사 평가
22원 4월 9일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정영환 트레이너가 교육하였
고,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였다. 본부를 이전하고 처음 실시하는 평가이다.
평가 스텝은 박진수 트레이너가 참여하였다. 평가는 이론 시험 및 학과강의,
제한수역 발표 및 개방수역 실습을 본부에서 진행하고 올림픽 수영장 잠수풀

테크니컬 다이버 매뉴얼 변경
새로운 테크니컬 다이버 매뉴얼은 모두
컬러로 되었으며 미국 본부에서 TAO 백
과사전에서 테크니컬 부분을 발취해서 개
정을 하였고, 한국에서 1년 전부터 해양대
학교 강신영 교수, 강신범 교수께서 번역
을 하였고, 서상우 트레이너가 교정을 실
시하였다. 많은 부분이 새롭게 변경되었
다. 매뉴얼은 인쇄가 되어서 본부에 준비
가 되어 있고, 신규 강사 키트에는 새로
운 테크니컬 다이버 매뉴얼로 공급된다.
기존의 강사들과 트레이너에게는 2023년
갱신 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권당 가격은
소비자 가격으로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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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한수역 실습 및 레스큐 등을 실시하였다. 아직은 본부가 내부 인테리
어 작업으로 복잡하여 다이브웍스에서 학과강의 및 제한수역 발표를 실시하
였다. 평가자 전원 평가는 잘 마쳤고 IANTD 강사로 인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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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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TAG
오션테그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화용 픽업백 출시
지구의 환경이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션테그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화용 픽업백을 출시했다. 오션테그는 3년 전에 낡은 드라이백을
수거하고 새 드라이백을 주고 수거된 드라이백으로 재활용을 하는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던 만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이번에 나온 픽업백은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을 담아 올리는 것이 제일 큰 목
적이며, 작게 접을 수 있어 보관에 용이하다. 펼쳤을 때는 50Cm에 이르는 큰
사이즈와 20kg까지 끌러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 다이버들의 오랜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져 염분, 수분에도 강한 재질과
부자재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해양 쓰레기를 담는 매쉬망 가방으로 제
작되었으나 평소에 다른 장비를 담아 쓰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디
자인 특허까지 받아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현재 환경활동을 하는 많은 다
이버들의 관심을 받아 환경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픽업백 관련 개해제 지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오션테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바다 환경을 생각하는 오션테그의 앞
으로의 횡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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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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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 윤 태 www.marine4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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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
콜라보 프로모션
명품 호흡기 ATOMIC M1과 명품 다이빙 컴퓨터 TUSA IQ-1204
를 콜라보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정사 영업부로 문의 바랍니다.

기간: 5월1일 ~ 6월30일
(재고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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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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데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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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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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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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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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추석
갈라파고스 풀챠터 리브어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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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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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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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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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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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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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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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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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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다이빙을 위한

지켜야 할 사항

❶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❷ 하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바닥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⓫ 다이빙 중에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⓬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지대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탑승을 한다.

❸ 다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⓭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❹ 다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⓮ 다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❺ 다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⓯ 다이빙 중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❻ 공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⓰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❼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⓱ 독이 있는 생물을 습득하여 독이 있는 생물을 조심한다.

무감압 한계 시간을 지킨다.

상승속도는 분당 9m 이내로 최대한 천천히 한다.

주의한다.

상승을 시작해서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❽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보트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❾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착용한다.
❿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오보홀을 한다.

잘 따른다.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⓲ 다이빙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않도록 몸에 바짝 붙인다.

⓳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⓴ 평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다이빙 투어에서 여러 날 동안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고, 투어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딥 다이빙 (Deep Diving)을 지양하고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최소 24시간 이상의 수면 휴식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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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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먼채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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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ang (Malaysia)
Redang Island(Malay : Pulau Redang) is an island in Terengganu, Malaysia.
It is one of the largest islands off the east coast of Peninsular Malaysia. It is famous for
its crystal clear waters and white sandy beaches. It is one of nine islands, which form a
marine sanctuary park offering snorkeling and diving opportunities for tourists.

Redang
Kuala Terengganu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coralredang.com.my

Malaysia

Kuala Lumpur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Singapore

The Diver’s Den
5 Star PADI Dive Center – Pulau Redang
르당섬의 대부분 다이빙사이트가
돌산호나 연산호의 군락으로 덮여 있고,
주변에는 물고기의 무리들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바다거북의 산란지로 바다거북의 천국이다.
르당섬은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그림같은 비치에
리조트가 위치해 있다.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에 비해
리조트나 다이빙 비용이 저렴하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수중사진가가
다이빙샵을 운영하고 있어 수중사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이빙샵은 3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영업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http://diversden.c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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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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I T TER

CAPITA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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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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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thre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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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오키나와제도
(케라마제도/미야코지마/이시가키섬/요나구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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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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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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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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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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공 시리즈 14

잼공 시리즈 12

지구를 살리는
프로젝트 수업
재미교육연구소│22,000원│336쪽

잼공 시리즈 03

잼공 시리즈 11

잼공 시리즈 13

교육·실용 전문 브랜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채널

잼공 시리즈 10

잼공 시리즈 08

잼공온라인 프로젝트 2탄

잼공온라인 프로젝트 1탄

교실 속 즐거운 변화를 꿈꾸는

2편: 독서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1편: 기존 독서상식을 비틀어 볼까

언택트 시대의
블렌디드 수업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수업

프로젝트 학습 [개정판]

독서에 프로젝트
수업을 더하다

잼공 독서 프로젝트

재미교육연구소│18,800원│240쪽

재미교육연구소│17,800원│208쪽

잼공 시리즈 06

강인애, 정준환, 정득년
18,800원│376쪽

잼공 시리즈 09

잼공 시리즈 02

정준환│16,800원│222쪽

재미교육연구소│18,800원│336쪽

잼공 시리즈 07

잼공 시리즈 05

PBL 달인되기 1: 입문

PBL 달인되기 2: 진수

PBL 달인되기 3: 확장

재미와 게임으로 빚어낸

1편: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설레는 수업,
프로젝트 학습 [개정판]

설레는 수업,
프로젝트 학습

설레는 수업,
프로젝트 학습

신나는
프로젝트 학습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부모,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답을 찾다

정준환│22,000원│420쪽

정준환│22,000원│436쪽

정준환│23,000원│450쪽

정준환│17,800원│440쪽

정준환│24,000원│500쪽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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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했던 공부방식의 대전환

정준환│17,800원│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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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출판

항공·여행, 관광, 호텔·외식, 서비스·매너, 외국어 브랜드

관광

관광학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세계문화의 이해

최신 관광법규

우경식│22,000원│320쪽

이혁진│20,000원│378쪽

이종원 외 8│17,000원│290쪽

류재숙, 오민재, 이승곤
23,000원│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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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매너

서비스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홍숙영│22,000원│244쪽

박혜윤│20,000원│278쪽

서비스인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실무

퍼스널 브랜딩과 글로벌 매너

비즈니스 매너와 글로벌 에티켓

안명숙, 이종호│19,000원│220쪽

김영식│20,000원│320쪽

김민수, 최진영│19,000원│192쪽

외국어

English for Hotel Services
주양돈│17,000│170쪽

글로벌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인터뷰

관광여행 영어회화

Hotel Services English

정환, 김선주│20,000원│328쪽

양혜순│14,000원│185쪽

박혜윤│20,000원│328쪽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국내 관광지 베스트 52
관광가이드 영어회화
Lia Kim│18,000원│148쪽

항공
여행

국외여행인솔 실무[개정판]

여행사 경영론[개정판]

항공안전 및 보안

최신 여행사 경영과 실무

최윤근·김시원│20,000원│324쪽

박시범, 최윤근, 김시원
20,000원│340쪽

이종호, 안명숙│20,000원│246쪽

윤병국, 양재영, 박영진
24,000원│422쪽

항공승무원을 꿈꾸는 당신에게 필요한
승무원 합격 코칭
정윤주│17,000원│294쪽

호텔
외식

인적자원관리[개정판]

와인 소믈리에 실무

새로운 호텔경영학

4차 산업시대의 외식창업과 경영

외식산업 경영론

김이종, 이규태│26,000원│548쪽

김춘호, 이상준│18,000원│253쪽

송성인, 김영식│25,000원│544쪽

김홍일, 이원갑, 이홍규
23,000원│246쪽

이규태│22,000원│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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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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